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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예술중학교의 현주소를 구체적으로 재고하고

창의성, 전문성 중심의 교육 현장으로서 그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째, 문헌 조사를 통한 전국에 미술과가 설치된 예술중학교 6개교의 현황

과 미국, 영국, 싱가폴, 러시아,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해외 5개국의 예술

학교의 사례를 비교한다. 둘째, 예술중학교 ‘예원학교’ 미술부 교(강)사의

심층면담 과정을 살펴본다.

국내 예술중학교는 실상 한국 전문 예술 인재 양성교육의 주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묘하게 소외

되어 있는 실정이다. 선행된 예술중학교 미술과에 관한 연구는 이영선

(2010)의 연구에 불과하였으며, 예술중학교는 국가적으로 ‘예술계열 특성

화 중학교’ 혹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전국적으로 학교구분이 동일하지

않게 운영되는 등 체제의 미비함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는 예술중학교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본 방향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적으로 ‘예술중학교’ 혹 ‘영재학교’와 같이 그 성격을 분명

히 한 독립적인 체제 마련을 선행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의 실효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예술중학교의 교육목표를 ‘실기 전문인 양성교육’에서 ‘예술 창

의 인재 육성교육’으로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예술중학교는 기초 실기 집중교육 뿐만 아니라 예술교육 내용

범위의 확장을 지향해야한다.

넷째, 예술중학교 선발과정의 수평적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사의 업무 부담 개선 및 교육인력의 세

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의성, 전문성을 내건 핵심역량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정

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전문적인 예술교육 현장으로서 예술중학교가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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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 가치가 재정립되길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는 6개교의 거시적인

자료 분석과 1개교의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진 기초 연구에 불과하며 후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 논의되며 한국 전문

예술교육에의 인식 변화 및 실효성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선순환이 이루

어지길 기대한다.

주요어 : 예술중학교, 각종학교(miscellaneous school), 예술영재교육,

전문교육, 예술계열전문교과교육과정, 미술과전문교과교육과정

학 번 : 2018-2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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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글로벌 미래 사회는 창의성 기반 경제(creativity-based economy)로

진입하여 창의 사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국내 미술교육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술교육을 통한 21세기를 주도

할 창의 인재 양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학교 교

육에 대한 역할의 변화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핵에

는 창의성과 전문역량이 있다. 2015년 9월 23일 교육부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으며

미술 교과 주요 역량으로서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 ‘미술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교육부는 「2020년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학

생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 심화 교육 및 예술 영재 관리 지

원을 주창하고 있으며 ‘예술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발전방안 연구’를 추

진하고 있다(교육부, 2020). 즉 학교 교육을 통한 창의성과 전문성 신장

을 강조하는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역량 있는 전문가 양성 교육의 필

요성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본래 예술학교(art school)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중점으로 전문 예술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초·중학생을 조기에 발굴하

고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능력과 소질에 맞는 예술 영재 교육

및 전문 예술인을 육성하는 예술 심화 교육의 장이다. 국내 예술학교는

1953년 서울예술고등학교 설립을 필두로 예술교육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 전국적으로 전문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인재 양성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조형정, 2010). 결과적으로 국내 예술 중·고등학교

는 한국 전문 예술인 혹 예술, 미술교육 관련 종사자들을 숱하게 배출하

고 있는 주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 그 성과와 장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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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과도기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전문 예술 인재 양성 교육의 주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국내 예술중학교의

현주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창의성·전문성 중심의 교육 현장으로서

재고하여 그 발전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예술중학교의 현주소 및 실태는 교육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 모두에서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자 또한 예술 중·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국내

예술중학교의 미술교육을 인식할 때에 현시대 미술교육의 지향점과 지양

점이 공존하고 있는 실태를 실감하고 있다. 시대적 교육 흐름이 ‘창의·전

문 인재 양성’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 예술학교의 교육

또한 그 방향성을 함께하고 있음과 동시에 여전히 전통적인 아카데미 형

식의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 입시를 위한 기능 위주의 교육이 존재하

고 있는 양상이다.

동시에 국내 예술중학교의 전문 예술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적·정책적 지원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교육부가 주창하고 있듯 국가

적 학교 교육 차원에서 전문 예술 인재 양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시대

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본격적인 예술 영재 교육에

의 지원이 아닌 학교 예술교육의 지원 사업에 그쳐있다. 해외의 예술 영

재학교의 경우 이론적 제안을 넘어 복지적 관점으로까지 지원을 확대하

고 현실적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의 예술중학교는 예술

영재교육의 범위에서 미묘하게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정

부 지원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예술중학교 중 미술과가 설

치된 6개교 중 비수도권의 3개교를 제외한 수도권의 예술중학교가 교육

법상 ‘예술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miscellaneous school)’로 분류되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예술중학교가 ‘각종학교’와

‘예술 계열 특성화 중학교’로 애매하게 분류되는 등 정부의 제대로 된 지

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예술중학교 발전의 기로에 핵심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2017년 예술교육 전문인들이 모인 교

육정책 토론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 교육부,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

회, 예술학교 교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예술 영재 교육의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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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하고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야기된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국내 예술학교에 대한 국가 제도적 지원의 미비함의 근간에는 국

내 영재 교육이 국가적·전통적 엘리트주의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고, 영재 교육에 대한 한국만이 지닌 교육적·사회적 풍토와 영재

교육 지원에의 부정적인 편견이 있음 또한 사실이다(김홍규, 2002). 이는

작게는 전문 예술교육, 크게는 영재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질적 목적과 가치를 오인한 결과다(강주희, 2016).

더 나아가 조기 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물들은 실상 예술중학

교뿐만 아니라 전체 국내 조기 예술교육 시스템 체제의 여건의 미비함에

대해 함께 지적하고 있다. 예술 분야의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잇따라 강

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으로 국내 예술초등학교는 전무하

며, 예술중학교, 예술 고등학교, 예술대학의 수는 각각 6개교(각종학교

개수 포함), 29개교, 1708개교로 아주 기형적인 역삼각형 모습의 구조

(2019 교육통계 연보 참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문 예술인 양성의 기

초를 다지는 초·중등 예술교육의 상당 부분이 사교육 시장에 맡겨져 있

는 인식과 실태(김보기, 2009) 또한 제기되고 있으며 사실상 공교육 내

조기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예술교육의 사교육화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예술 영재 교육, 예술 통합교육, 예술 확장

교육과 같은 다양한 양태로 예술 중점학교, 예술초등학교 설립, 예술 고

등학교 등 중등 수준의 창의·전문 예술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직접적으로 예술중학교 미술과의 특수성을 고려

한 연구는 이영선(2010)의 「예술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연구로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되었으며, 이 또한 그 배

경이 2010년에 기술되어 2009 개정 교육과정 분석에 그쳐있다. 더 나아

가 예술 영재 교육 연구의 교사 요구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현장에의 실천을 위해 현 국내 예술 영재 교육의 전국적인 현황 혹 실제

우수 프로그램 소개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다시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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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 국내 미술교육은 개정된 교과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성과 전

문역량의 교육에 주안점을 둔 창의 전문 교육체제의 전환점에서 학교 교

육을 통한 전문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전문 예술교

육의 현장으로서 예술중학교의 교육적, 국가적 실태에 대해 재고해야 한

다. 국내 예술학교가 한국 예술 관련 전문 종사자들을 숱하게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교육적 지향점과 교육적 지양점이 공존하고 있

으며 국내 예술중학교가 ‘각종학교’와 ‘예술계열 특성화 중학교’로 애매하

게 분류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은 더욱이 조기 예술교육의 사교육화로 직결되는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

다. 셋째, 지금까지 관련 선행연구는 예술 영재 교육 및 예술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실태 개선방안 등에서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예술중학교 미술과를 대상으로 그 특수성

을 고려한 연구는 미흡했다.

즉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핵심역량 중심의 새로운 교

육과정이 도입, 시행되는 시점에서 전문 예술교육의 진흥은 중대한 관건

으로 주목해야 할 시기이다. 이에 예술중학교의 예술교육이 전통적인 아

카데미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제도적인 과도기에서 벗어나 예술교육의 전

문적인 현장으로서 예술중학교의 특수성을 재고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예술중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예술중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 예술교육 현장으로서의 국내 예술

중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술중학교의 기초 연구로서 그 기본 방

향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예술중학교 연구를 발전, 보완하는 방향에서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고 논의, 정리하였다.

첫째, 기존 예술중학교 연구는 교육과정 분석에 그쳐있었으며 본 연

구는 이를 발전시키고자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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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교직원, 미술부 교(강)사, 미술부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 구

성원과 예술학교 시설 현황을 포함하는 2020년 기준 종합적인 자료 수집

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최근 2017년 대한민국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구

체적으로 지적된 예술중학교의 체제적 미비함을 제시하여 예술중학교의

특수적인 미흡함을 고려하고 국내에서의 예술중학교의 현 위치를 재고,

실제적인 발전방향으로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비교적 영재교육

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예술학교의 사례 현황 탐색과 사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예술중학교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둘째, 이러한 거시적, 일괄적이고 명시적인 사례 연구의 한계를 보완

하고자 국내에 최초로 설립되어 국내의 대표적인 예술중학교인 ‘예원학

교’의 미술부 교사, 미술부 실기강사의 인터뷰를 통한 구체적인 교육 현

장의 추가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분석하였다. 면담 과정은 예술중학교 미

술부 교(강)사의 교육관, 예술중학교의 실태, 예술중학교의 발전방향을

포함하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예술중학교의

교육과 운영, 발전방향으로 구체화시켜 기술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크게 국내·외 예술중학교 문헌 조사를 통해 종

합한 현황 자료와 국내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강)사와의 심층 면담의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예술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전문 예술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본 발전방향을 서술하고자 한다.

다음은 구체적인 논문의 각 장별 내용구성이다.

I 장은 창의 사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창의·전문 예술교육의

현장으로서 국내 예술중학교가 다시금 고려되어야 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및 전문 예술교육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한 연구의 내용과 그 범위로서 국내 예술중학교 6개교와 해외의 중등 수

준 예술 계열 학교를 밝힌다. 특히 본 연구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을 바탕으로 국내 예술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예술교육과 해

외 예술계열 학교의 예술 영재교육을 연구의 범위로 삼고 예술 영재교육

원, 예술 영재학급, 최근 예술학교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영재교육원 등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 영재교육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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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예술중학교는 각종학교를 포함하는 전국의 예술중학교 중 미술

과가 설치된 6개교를 포함한다. 6개교는 예원학교(1966), 선화예술중학교

(1974), 브니엘 예술중학교(1996), 전주예술중학교(1997), 부산예술중학교

(1999), 계원예술중학교(2010)가 해당된다. 해외 예술학교는 미국, 영국,

싱가폴, 이스라엘, 러시아를 포함하는 총 5개국의 중등교육 수준의 교육

기관을 살펴본다. 5개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2007년과 2010년에 밝힌 ‘세계 각국의 영재 교육 비율’에서 제시된 국가

들 중 국내 수혜비율 기준 상위국에 해당하는 나라들로 국내보다 먼저

예술 영재 교육을 실시해온 주요국이다. 최근 제 4차 영재교육 진흥계획

(2018)에는 구체적인 비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각 년도에 따른 주요

국의 비율 변화는 대동소이하였다. 구체적인 5개국의 예술학교 사례는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 예술-인문학 영재학교(South Carolina

Governor’s School for the Arts and Humanities), 노르폭 주지사 예술영

재학교(The Governor’s School for the Arts), 조지 워싱턴 카버 센터 예

술 기반학교(George Washing ton Carver Center for the Arts and

Technology), 영국 국립 영재 왕립학교(The National Academy for

Gifted and Talented Youth), 러시아의 인텔렉츄얼 학교(Intellectual

School), 이스라엘의 예술과학 아카데미(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를 논의한다(<표I-1>참고). 위의 학교들은 각종 예술 영재교육

학술 연구물 및 영재교육 진흥계획 등에 보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예술

영재 주요국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 학교에 해당되며, 미국의 조지 워싱

턴 카버 예술 기반학교의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2)의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에 제시된 바 있다.

구분 학교명(영어표기명)

국내
예술
중학교

예원학교(Yewon School)

선화예술중학교(Sunhwa Arts Middle School)

계원예술중학교(Kaywon Middle School of Arts)

<표 I-1> 학교 현황 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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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장은 예술중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앞서, 예술중학교의 이론적

배경의 고찰과정이다. 첫째, 예술 영재교육 연구의 다양한 범위에 따라

그 의미가 혼재될 우려가 있고 국내 예술 영재교육 연구의 범위에서 미

묘하게 소외된 기존 예술중학교의 교육을 ‘전문 예술교육’의 용어를 통해

그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교육부가 고시한 예술 중·고등학교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미술과 전문교과 교육과

정’의 공통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기존의 예술중

학교 연구가 2009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기술한 내용을 보완하고 2015 개

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2020년 현 시각에서 예술중학교의 예술교육을

바라보고 기술하고자 함이다.

III장은 본 연구에서 크게 두 단계를 바탕으로 진행된 문헌 연구

(literature review)와 심층 면담 연구 방법의 구성 내용이다. 첫째,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예술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예술교육에 관한

부산예술중학교(Pusan Arts Middle School

브니엘 예술중학교(Peniel Middle School of the Arts)

전주예술중학교(Fine Arts Middle School)

해외
예술
(중)학교

미국

사우스 케롤라이나 주지사 예술-인문학 영재학교
(South Carolina Governor's School for the Arts and

Humanities)

노르폭 주지사 예술영재학교
(The Governor's School for the Arts)

조지 워싱턴 카버 센터 예술-기술 학교
(George Washington Carver Center for Arts and Technology)

영국
영국 국립 영재 왕립학교

(The National Academy for Gifted and Talented Youth)

싱가폴 싱가폴 국립 예술 영재학교(School of the Arts)

러시아 인텔렉츄얼 학교(Intellectual School)

이스라엘 예술-과학 아카데미(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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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국내·외 중등수준 예술계열 학교 사례 및 그 현

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사례 현황 파악에 앞서 예술중학교 관련 선

행 연구물을 조사하여 연구현황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본 연구의 기조

로 삼았다. 앞서 언급하였듯 예술중학교 미술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영

선(2010)의 ‘예술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1개 연구로 한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연구의 기조로 삼기에 충분

하지 않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 예술교육, 예술중학교 관련 문헌

자료 외에도 예술 고등학교, 학교 예술교육, 예술 영재교육 관련 학술 연

구물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외 예술중학교 현황 비교를 위한 분석 준

거로 활용된 ‘문화 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 지수(강병직, 2015)1)’에 대해

제시하였다(<그림I-1>참고). 둘째, 앞서 제시된 국내 예술중학교의 자료

내용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국내 최초로 설립되어 대표적인 예술중학교

인 ‘예원학교’의 미술부 교사, 미술부 실기강사의 심층 면담의 설정과 그

방법을 추가적으로 기술하였다.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강)사의 교육관,

예술중학교의 실태, 예술중학교의 발전방향을 포함하는 세 가지에 초점

1) ‘문화예술 활용을 통해 형성된 학교의 창의성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 개념을 정의 

하고, 이를 위해 3개 영역 및 40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된 지수의 체계를 제시하였다(강

병직, 2015).

<그림 I-1> 문화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 지수의 구성

개념(강병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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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어 면담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 예술중학교 교육

현장에 대한 인식,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IV 장은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내 예술중학교와 해외 예술학교

의 현황 내용이다. 각 학교의 현황 자료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선발 과

정, 학교 구성원, 학교 환경 현황 등을 포함하며, 더불어 해외 주요국의

예술 영재교육 양상 및 예술교육 기관의 사례를 포함한다. 이는 아직까

지 많이 연구되어지지 않은 예술중학교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기존에

미흡했던 연구 자료들을 보완하고 현 2020년 기준 예술중학교를 살펴보

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에 설립된 예술중학교는 총 6개교에 불과하

고 양적으로 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동시에 해외 예술 영재 주

요국의 예술학교 우수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비교, 고

찰하고자 한다.

V 장은 두 단계의 연구 방법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

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이론적 배경과 현황 자료를 ‘문화 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 지수’에서 제시한 구성 개념을 준거로 삼아 구체화시킨 내

용과 둘째, 예술학교 미술부 교(강)사의 심층면담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

다. 본 연구는 예술교육의 지향점을 창의성에 둔다는 전제하에 ‘문화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 지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학교 구성원, 학교 환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예술중학교의 미술부 교(강)사의 심층면

담 결과는 인터뷰 과정의 맥락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 운영 두 측면에서

실태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V장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을 기조로, IV장의

국내 6개교의 현 체제와 내용을 해외 예술 계열 학교 사례와 비교하고

문화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 지수의 분석 준거를 바탕으로 구체화시켜 지

적한다. 또한 예술학교의 미술부 교(강)사의 면담 결과를 분석해 구체적

인 전문 예술교육 현장의 내용 확보를 통해 논문의 질적인 보완을 기대

하였다.

VI 장에서는 국내·외 예술중학교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예술학

교 미술부 교(강)사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예술중학교의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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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문성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방향을 포함한다. 즉 예술중학

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전문 예술교육의 현장으로서 그 특수성을 고려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중요성

기존 국내 예술중학교의 교육은 해외 예술학교와 달리 엘리트주의 교

육으로 흐를 우려를 무시하지 못하고 국내의 예술 영재 교육 및 국내 미

술교육의 연구의 범위에 있어서도 등한시되어 왔다. 하지만 창의, 전문역

량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 시행되는 시점에서 전문 예술교육의

진흥은 다시금 주목해야 할 시기이며, 예술중학교가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전문 예술교육의 현장으로서 모색하는 초점을 맞추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는다. 특히 최근 2017년 대한민국 교육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어

예술중학교의 체제적 미비함을 국가적으로 공감, 지적한 바 있으며 학교

의 발전 기로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술중학교가 교육법상 각

종학교, 예술계열 특성화중학교로 애매하게 분류되는 내용을 언급하여

예술중학교의 교육적,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한 특수적인 발전방향을 고

려한 종합적인 기반 연구가 되길 기대한다. 본격적으로 연구는 기존의

예술중학교 연구를 양적인 보완, 질적인 발전하는 방향에서 접근을 모색

하여 예술중학교 미술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예술중학교 미술과 선행 연구를 보완하고 종합적인 자료

수집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는 이영선(2010)의 「예술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연구로, 실제 RISS

에서 ‘예술중학교 미술과’를 키워드로 검색해 살펴보면 그 외 다양한 예

술초등학교, 예술 고등학교의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이루어지고 있

었지만, 예술중학교 미술과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했다. 이영선의 연

구 또한 10년 전인 2010년에 쓰여져 2009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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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분석에 그쳐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술 영재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예술 교사들은 예술 영재 교육의 전국적인 현황 및 실제 우

수프로그램 소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체감하고 요구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새로

운 교육적 창의·융합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예술중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현황, 선발 과정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한 전국적인 현

황 파악을 목표로 하였다. 자료는 예술중학교뿐만 아니라 예술 영재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을 포함하여 예술중학교의 교육을 예술 영재교육의 관점

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동시에 비교적 영재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에 최초로 설립되어 그 전통이 있고 대표적인 예술중학교

인 예원학교 미술부 교(강)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예술중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을 추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예술중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암묵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

고, 예술중학교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사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터뷰에 임

한 예원학교의 미술부 전임교사와 실기강사 모두 예술학교에서 재직한

경력이 오래되어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들로 예술중학교에 대

한 전문가의 견해를 담아, 앞서 수량화되어 명시적인 예술중학교의 현황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문 예술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외 예술중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현

황과 예술중학교 교육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위한 면담 과정을

포함하여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예술중학교의 전

문 예술교육에 대해 재고하고 그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기반 자료가 되

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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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예술중학교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첫째, 예술중학교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예술교육의 용어 및 개념을 정립하고 둘째,

교육부(2015)에서 고시하여 예술 중·고등학교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과 ‘미술과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예술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1. 전문 예술교육의 개념

최근 미술교육의 흐름은 전문성 신장을 강조하며 전문교육, 전문교과,

전문역량, 전문인재 등 다양한 언어적 변주로써 ‘전문’은 핵심용어로 부

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밝힌 ‘전문 예술교육’이란 표현은 일부 연구

자들에 의해 논지에 따라 사용된 바 있으나 예술 영재 교육과 같이 학문

적 분파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부적인 표현임

을 밝혀둔다.

전문 예술교육의 개념은 지칭하는 범위에 따라 ‘예술 영재교육’, ‘조기

예술교육’과 같이 절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한편으로 예술영재교

육 연구의 동향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미묘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

서 전문 예술교육의 일정한 개념적 전제를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

다. 이에 각각의 개념과 구별되는 주안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본 연구에

서 지칭하고 있는 전문 예술교육의 범위 및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전문 예술교육은 전문교육(professional education), 조기교육(early

education), 영재 교육(gifted education)적 성격을 띈다.

첫째, 전문교육은 일반 교양교육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일반교양 교육

이 주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교양 및 소양을 함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전문교육은 특정 직업에 대비하는 교육을 일

컫는 개념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수준의 전문화된 교육을 의미

하기도 하나, 예술교육의 경우 예술중학교와 같이 중등교육에도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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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전문 예술교육은 예술 분야 전문인을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둘째, 전문 예술교육은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일맥상통한다. 조기교육

은 각 발달 단계보다 앞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각 발달 단계의 교육 시기에 따라 조기교육(早期敎育), 적기교

육(適期敎育), 만기교육(晩期敎育)으로 구분된다. 현행 조기교육은 특정

한 과목을 실제 학령보다 앞서 가르치는 교육을 뜻하기 때문에 유아교육

과 잘못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의 적시성보다 앞

선 모든 교육을 의미한다. 특히 예술 분야에 있어 조기교육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전문 예술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전문 예술교육은 예술 영재 교육에 속해 있는 개념

으로 조기교육, 심화 교육(enrichment)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을 공유하

고 있으나 운영되는 교육 양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즉

예술 영재 교육은 개념적으로 전문 예술교육을 아우르는 내용이나, 교육

양태의 차이점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근래 국내의 예술 영재 교육 연구의

범위(<그림II-1> 참고)에 전문 예술교육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영재 교육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부적인 표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예술 영재 전문교육 기관

및 교과과정 설립연구(조형정, 2010)’에 따르면 전문 예술교육과 국내 예

<그림 II-1> 국내 예술 영재 교육의 연구

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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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영재 교육은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내용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인

다. 국내 예술 영재교육이 예술영재교육원, 영재학급 혹 미술관,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 현재 중등 수준에서의 전문

예술교육은 사실상 예술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의미

한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최근에 설립되는 예술 영

재 교육 기관들이 학생의 진학과 인성에 관한 교육은 학생의 소속 학교

에 맡기고 예술 전공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예술 중·고등학

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예술교육은 상급학교로서의 진학을 염두해

교과부 학제의 일반 중등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을 수용하며 그와 더불어

전공 교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본래 예술 중·고등학교는 다양한 예술 영재 교육기관 중

주요 기관임은 사실이나 국내의 실정에 따라 예술 중·고등학교는 영재학

교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영재 교육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로 연구

자에 따라 전문 예술교육으로 지칭되고 있다. 즉 전문 예술교육은 예술

중·고등학교에서 현 교육과정 내 일반 교양과목과 구별되어 예술 분야

전문인을 위한 조기, 영재 교육으로 예술 분야 전문인을 위한 창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교육을 의미한다.

2. 국내 예술 특성화 학교

현재 예술 특성화 학교는 예술중학교 6개교(각종학교 포함), 예술고등

학교 29개교를 포함하여 전국에 모두 35개교가 설립 · 운영되고 있다.

각 예술 특성화 학교의 교육이념과 취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예술 분야 최고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예술 영

재 교육의 기본 방향과 일정 부분 상통하다. 그러나 예술 중· 고등학교

는 학교 구분이 ‘예술 영재학교’가 아닌 ‘각종학교’, ‘예술계열 특수목적

학교’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예술 중·고등학교가 영재제도가 아닌 일

반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제도적 규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영재제도와

비교해 초·중등 교육법령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교과서 채택 및 사용, 수



- 15 -

업일수, 학년제, 학기제, 위탁 교육 여부, 학급편성, 학교생활기록부 등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적용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예술 특성화 학교는 예술에 관한 체계

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특수목적 학교다. 따라서 예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창의성

을 계발하고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 및

비평 능력을 길러준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

켜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예술인을 기르고자 다양한

전문 예술교육을 제공한다(교육부, 2015a).

(1) 예술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예술 계열 전문 교과과정'은

예술 교과 다양화를 위해 보통 교과를 넘어선 심화 과목에 해당한다.

예술 특성화 학교에서 보통 교과 85단위 이상과 함께 전문 교과I이

72단위 이상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전문 교과II와 구별되어 2009 개정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에 해당한다.

보통 교과와 전문교과 I, II의 구별은 <표II-1>를 참고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2015 교육과정은 특성화 학교와 같이 초·중등 교육법 제

105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과 구분 교과(군)

보통 교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전문 교과I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계열, 외국어 계열, 국제 계열

전문 교과II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

자, 정보·통신, 식품 가공, 인쇄·출판·공예, 환경·안전, 농립·
수산 해양, 선박 운항

<표 II-1>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 및 교과 구분(교육부, 2015c)



- 16 -

초·중등교육법 제 61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부여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도록 고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특수목적 학교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및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 교과I 과목의 필수 이수 단위가 80단위에서

72단위로 감소하였으며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이 아닌

시·도 교육감에서 해당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탄력적으로 단위 수를

조정하고 있다.

전문 과목들은 각각의 전공 예술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기, 보다

심화된 전공 지식과 실기, 다양한 매체의 이해와 활용, 예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성에 대한 지식, 예술에 대한 감상과 비평, 예술 문화유산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예술인에게 필요한 심미적 감성 능력,

창의적 사고력 및 표현력, 예술 문화유산 이해 능력 등을 함양하도록

한다.

오늘날 예술의 분야는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거나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에 따라 예술계열

전문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전공과목과 학습 내용은 학교 또는

학과, 전공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전공 실기

과목에서 새로운 내용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술에 관한 전문교육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a)에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나. 사고와 감정을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예술작품의 다양한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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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른다.

라. 전통 예술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예술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마. 전문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기른다

(교육부, 2015a).

(2) 미술과 전문 교과 교육과정

교육부가 고시한 예술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내 미술과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미술

이론, 미술사, 드로잉, 평면 조형, 입체 조형, 매체 미술, 미술 전공

실기의 총 7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표II-2>에 각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가 제시되어

있다.

과목명 교육목표 교육내용

미술 이론

가. 미와 미술의 기본 개념, 미

술의 역할과 종류를 이해한

다.

나. 조형 요소와 원리, 색채 이

론, 조형 방법에 대한 이론

을 이해한다.

다. 미술 작품 분석과 비평 방

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라. 미술 이론을 전공 실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가. 미술의 이해 - 미와 미

술, 미술과 사회, 미술의

종류

나. 조형론 – 조형 요소와

원리, 색채 이론, 주제

표현 방법

다. 비평론 - 감상과 비평

의 의미, 비평 활동

미술사

가. 미술사의 의미와 탐구 방

법을 이해한다.

나. 다양한 문화권 미술의 역

사적 흐름과 시대별 특성,

배경 요인을 맥락적으로 이

해한다.

가. 미술사의 이해 - 의미

와 목적, 개념과 방법

나. 시대·지역별 미술사 -

한국 미술사, 동양 미술

사, 서양 미술사, 기타

다. 미술사의 확장 - 적용

<표 II-2> 미술과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내용(교육부,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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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술사적 지식과 탐구 방

법을 전공에 적용하고 이를

타 분야와 연계하여 활용한

다.

라. 다양한 미술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과 심화

드로잉

가. 드로잉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나. 드로잉 재료와 용구의 특

징을 알고 다양한 기법을

익힌다.

다.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다

양한 드로잉 기법을 활용하

여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

한다.

가. 이해 - 드로잉의 의미

와 특성, 종류

나. 재료와 기법 - 재료와

용구, 표현기법

다. 표현 - 주제 표현 방법,

표현의 확장

평면 조형

가. 평면 조형의 다양한 종류

와 특징을 이해한다.

나. 평면 표현을 위한 재료와

용구의 특징을 파악하고 다

양한 기법을 익힌다.

다. 의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

한 평면 조형 기법을 활용

하여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

현한다.

라. 평면 조형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전공 실기에 바탕이

되는 표현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이해 - 평면 조형의 의

미와 특성, 종류

나. 재료와 기법 - 평면 조

형의 재료와 용구, 표현

기법

다. 표현 - 회화, 서예, 판

화, 디자인(시각디자인),

기타

입체 조형

가. 입체 조형의 다양한 종류

와 특징을 이해한다.

나. 입체 조형을 위한 재료와

용구의 특징을 파악하고 다

양한 기법을 익힌다.

가. 이해 – 입체 조형의

의미와 특성, 종류

나. 재료와 기법 - 재료와

용구, 표현기법

다. 표현 - 조소, 공예,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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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다

양한 입체 조형 기법을 활

용하여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라. 입체 조형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전공 실기에 바탕이

되는 표현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자인(제품 환경 디자인),

기타

매체 미술

가. 매체 미술의 다양한 종류

와 특성을 이해한다.

나. 매체 미술의 종류별 표현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기

법을 익힌다.

다.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다

양한 매체 미술 기법을 활

용하여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한다.

라. 매체 미술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전공 실기에 바탕이

되는 표현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이해 - 매체 미술의 의

미와 종류, 기법

나. 표현 - 사진, 디지털 영

상, 애니메이션, 기타

다. 확장 - 복합적 활용

미술 전공

실기

가. 전공별 재료와 용구에 따

른 다양한 표현기법을 응용

한다.

나. 전공별 재료와 용구의 특

성을 파악하고 시각적 소통

에 효과적인 표현기법을 익

힌다.

다.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

하여 대상의 특징이나 자신

의 의도를 창의적으로 표현

한다.

라. 전공 관련 진로에 대해 주

가. 재료와 기법 - 재료와

용구, 표현기법

나. 창작 - 주제 표현 방법,

표현계획, 제작, 확장

다. 활용 - 진로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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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7과목의 성격과 교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이론' 과목은 미술 전공 실기 및 감상과 비평 활동에

바탕이 되는 제반 이론을 학습하는 과목으로서, 예술계열 미술 전문

과목 전체를 아우르는 개론적 성격을 지닌다. 미술 작품의 창작과 감상

활동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은 학습자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거나 심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교수자는 수행과제를 부여할 때 학습자 스스로 탐구 주제와 연구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특정 이론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미술사'를 통해 한국, 동양, 서양, 기타 다양한 문화권에서

형성되어 온 미술 분야 전반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 배경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동시대의 미술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타 과목과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 심화의 토대로서 고려된다.

셋째, '드로잉'을 통해 미술 실기의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 전통적인

드로잉 재료를 비롯하여 컴퓨터 그래픽스 등 뉴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며 사물에 대한 재현적 능력과 내면의 주관적 표현

능력을 향상시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평면 조형'을 통해 대상의 특징이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초과목으로 상징, 텍스트, 이미지 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자신의 의도에 적합한 표현 방법과 매체를 선택해

활용하는 훈련을 한다.

다섯째, '입체 조형' 을 통해 3차원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하는 기초과목으로 동서양의 전통과 현대의 입체 조

형 매체, 표현기법과 제작 과정 등을 배워 자신의 전공 실기 능력의 폭

을 넓히거나 심화한다.

여섯째, '매체미술' 과목은 현대 미술의 새로운 표현 수단으로

체적으로 탐색하고 관리하

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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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 각종 매체를 활용한 미술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창의적 표현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과목으로 새로운 유형의 매체와 표현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됨에 따라 매체 미술 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사진, 디지털 영상, 애니메이션 등이 주요 내용

요소가 되며 적절한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응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일곱 번째, '미술 전공 실기'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 있는 표현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깊이 있게 익히고 탐색하는 과목이다. 창작

활동과 작품발표 및 포트폴리오와 미술 활동 보고서 등의 제작으로

전문성을 길러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특히 미술 전공 실기는 다른 예술계 전문교과와 연계하여 활용함

으로써 창의성과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목표를 둔다(교육부,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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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의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 단계로 문

헌 조사를 통해 전문 예술교육에 대한 이론적 토대 및 국내·외 예술(중)

학교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후 실제 예술중학교 교육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강)사의

심층 면담을 추가 실시하였다.

1. 문헌 조사(literature review)

크게 세 종류의 문헌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째, 전문 예술교육 관련

교육정책 자료를 검토하였다. 둘째, 각종 예술 영재교육 관련 학술 연구

물을 재고찰하고 논의하였다(<표III-1>참고). 셋째, 국내와 해외 예술학

교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 자료를 정리하였다.

년도 문헌 저자 및 출처

전문 예술교육

·

예술중학교

관련 문헌

자료

2017
경계를 넘어 미래로 예술

영재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석(교육부)

한호경(예원학교)

홍승봉(성균관대)

김선정(아트선재센터)

신재웅(서울시교육청)

최봉현(한국공예·디자

인문화 진흥원)

이종걸(국회의원)

교육정책 토론회

2015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미술과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예술중

학교를

2010

예술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이영선, 석사학위논문

<표 III-1> 본 연구의 예술중학교 관련 참고문헌 및 선행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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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술

연구

물

포함한

연구
2010

예술 영재 전문교육 기관 및

교과과정 설립연구

조형정, 문화관광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

원

학교

예술

교육

연구

2015

초중등학교 예술·체육교육

현황 및 개선 방향
박영정, 한국문화관관

연구원

2009

전문 예술인 양성관점에서

본 초·중등 예술교육 실태

분석 및 대안 모색

김보기, 석사학위논문

예술

영재

교육

연구

2019

제4차 영재 교육 진흥 종합

계획의 예술 분야 실행방안

탐색

최나영, 이경진, 김성

혜, 예술교육연구

2018

예술 영재교육원의 미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실태

분석 및 구성주의에 입각한

개선방안

유순식, 전미란, 창의

정보문화연구

2016
예술 영재 교육의 도약을

위한 다각적 접근과 시도

강주희, 한국조형교육

학회 국제학술대회 발

표집

2015

예술 영재 교육 담당 교사의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강주희, 조형교육

2013
미술 영재 교육 쟁점 분석을

통한 방향 모색

강주희, 이지연, 영재

교육연구

2012

예술가의 창의성 유형에

기초한 융합형 예술 영재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고찰

김형숙, 예술교육연구

2010
예술 영재 전문교육 기관 및

교과과정 설립연구

조형정, 문화관광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

원

1994

예술교육 개혁을 위한 구조

및 관련법 연구-전문

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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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 연구

현 2020년 기준 예술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예술교육을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물을 조사하여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기조로 삼았다. 연구의 범위가 본격적으로

예술중학교를 대상으로 접근한 연구는 '예술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이영선, 2010)' 1개 연구에 불과하였고

이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그쳐있어 한 연구자의 단편적인 분석에

그칠 수 있는 한계점을 우려하여 본 연구는 다각도의 연구 설정을 위해

예술 고등학교, 학교 예술교육, 예술 영재교육 자료를 추가,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비단 예술중학교가 학교 예술교육의 형태로 예술

고등학교와 직결되는 부분이고, 본래 취지가 예술 영재교육 기관이라는

점에서 예술중학교의 교육을 예술 영재 교육적 관점으로 포함,

반성하고자 함이다. 결과적으로 예술 영재 교육의 기본 방향과 일정부분

상통하기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선행연구는 크게 전문 예술교육, 예술중학교 관련 문헌 자료와 근

10년 내 예술 영재 교육 관련 학술 연구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구체

적인 내용은 앞서 <표 III-1>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연구의 기조가 되

는 시사점을 도출한 주된 논문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

며, 표에 제시된 자료 외에도 참고한 내용은 본 논문의 참고문헌에 기술

되어 있다. 각 선행연구의 시사점은 본 연구를 위한 토대로서 개별 연구

자의 주된 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첫째, 예술중학교를 포함한 연구로서 이영선(2010)과 조형정(2010)의

연구를 각각 검토하였다. '예술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연구'(이영선, 2010)은 예술중학교의 미술과를 고려하여

2009 교육과정에 고시된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및 미술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예술중학교 미술과의 현황과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적인 문제점과 외적인 문제점으로 나누고

예술중학교 교육과정의 열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형정(2010)의 '예술 영재 전문교육 기관 및 교과과정 설립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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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과정을 중심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산하의

연구물로서 본격적인 예술중학교 연구는 아니지만 초등 예술 영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국내 예술 영재 교육과정과 해외(미국,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독일)의 예술 영재 교육 과정을 분석해 각각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초등 예술 영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연구진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이를 통해 예술 중·고등학교의 실기 편향성이

사교육에 의존도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개인별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 예술학교의 일반교육의 제도 내 교육으로 인해

상위학교 급별 연계 교육이 밀접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둘째, 관련 학교 예술교육 연구로서 두 연구물을 살펴보았다. 김보기

(2009)의 '전문 예술인 양성관점에서 본 초·중등 예술교육실태 분석 및

대안 모색'은 고등학교 예술 교과 담당 교사와 예능계열 학원 강사,

예술 분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

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학습자가 처음 접한 예술교육 기관인

동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곳은 사교육 학원임을 알 수 있었고 한국

예술교육 구조에서 지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교

교육과 차별되는 학원의 장점으로 전공자에 의한 전문지도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공교육 교사집단보다

학원 강사 집단이 예술중학교 설립을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을 검토할

수 있었다.

박영정(2015)의 '초중등학교 예술·체육교육 현황 및 개선 방향'은

한국 문화관광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공동연구로서 그 방향을

제 도적 차원, 교육환경 차원, 사회적 환경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 중등학교 미술교육의 현황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직의 추가 투입 혹 미술교육의 보조 인력 수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제도에 의해 표준화된 국가 교육과정 운영

사례 및 동일 시수 체계가 없는 데에 비해 국내 2009 개정 교육과정



- 26 -

이후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교육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교육 여건

의 미비함으로 학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관련 예술 영재 교육 연구는 근 10년 내 이루어진 연구물로

설정하여 동시대의 예술교육 변화 양상에 맞는 예술학교에 주는 지향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형숙(2012)의 '예술가의 창의성 유

형에 기초한 융합형 예술 영재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고찰'은 창의적

예술가의 세 가지 유형을 고찰하고 창의적 인물을 양성하는 제도로

융합형 예술 중점 교육과정 연구에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사우스

케롤라이나 주지사 예술-인문학 영재학교'와 '이스라엘 예술- 과학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탐구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의 기초 작업을

마련하고 있다. 한 트랙 융합형, 두 트랙 연계형, 두 트랙 분리형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강주희, 이지연(2013)의 '미술 영재 교육 쟁점 분석을 통한 방향

모색-A 예술고등학교의 사례에 기초하여'는 국내 예술 영재 교육의

양적 확대의 기조 아래 실제적으로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내실화하는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재아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학습 장애와 같은 영재의 결핍성에 대한 이해, 다원화된 선발기준과

방법, 영재 교육을 통해 전문적 미술가 양성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관계자들은 예술 영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저해하고 있는 쟁점을 대학입시로 꼽았으며 대학의 선발 과정이

창의성, 지능, 흥미도, 문제해결력과 같은 새로운 가치들을 수용하는

변화가 선행되어야 중고등학교의 진정한 변화를 가능케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강주희(2015)의 '예술 영재 교육 담당 교사의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는 예술 영재 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질적 성장의 일환으로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하향식 연수방식

에서 벗어나 교사 학습 공동체(teacher's learning community)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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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예술

영재 교육 관련 연수는 한국 예술 영재 교육 연구원 담당과 서울특별시

교육 지원청에서 수행하는 직무 연수가 대표적이고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며 연수 기회 또한 제한적인 실정이며 교사들은 현 국내 예술 영재

교육의 전국적 현황 혹 실제 우수프로그램 소개 또는 전문가 초청 및

참관의 필요성을 인식, 요구하고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유순식, 전미란(2018)의 '예술 영재교육원의 미술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분석 및 구성주의에 입각한 개선방안' 은 예술 고등학교 산하의

영재교육원과 학생교육 문화원(센터)의 영재교육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구성주의에 입각한 미술 영재 교육 방법에 대해 그

중요도가 높게 인지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교수학습 모델안이 부족하고

실천도가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실기교육에 편중되어

감상교육이 부족하다는 점, 충분한 예산 지원 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최나영, 이경진, 김성혜(2019)의 '제4차 영재 교육 진흥종합계획의

예술 분야 실행 방안탐색'은 제4차 영재 교육 진흥 종합계획(2018~20

22)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연구로 선발방식의 다양화, 교육기관 간의 현실적 연계성 강조, 예술

영재 교육경력 단계별 맞춤형 연수 및 성장 기회 제공 및 체감 수준의

보상 체계 강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 부처와의

협력 실제화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각 선행연구는 그 분야와 대상이 상이하지만 본 연구의

기조로서 각 교육과정, 학교 구성원, 학교 환경 관점에서 자료를 검토·

통합·수렴(<그림III-1>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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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종합한 선행연구는 예술교육 교육과정의 유연성, 대학입시의

한계, 예술학교의 실기 편향성을 역설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표준화된

국가 교육과정 운영 사례 및 동일 시수 체계가 없고, 외려 국내 중고등

교육과정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편(박영정, 2015)으로 예술교육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 문제점의 쟁점에는 여전히

대학입시의 한계에 있으며, 대학 수준의 선발 과정이 새로운 가치들을

수용하고 선행하여 중고등선발 과정 및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술·중 고등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술교육이 실기교육에

편향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감상교육 및 이론교육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종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술계열 학교의 학생들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이는 전문 예술교육의 특수성과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 업무 부담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데 특히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예술교육의 질적인 성장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교사

공동체, 맞춤형 연수와 같은 체계적인 성장, 행정직과 보조교사의 추가

<그림 III-1> 전문 예술교육 관련 선행

연구의 검토·통합·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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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상체계의 확충과 같은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등이 제시되어

교사들을 위한 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선행연구물들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예술계열 학교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관련

부처 간 협력을 실제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분석의 준거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한 국내 예술중학교의 종합적인 자료와 해외의

예술학교 사례는 강병직(2015)이 제시한 ‘문화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 지

수’를 기반으로 구체화시켰다. 문화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 지수는 문화예

술이 창의성 신장에 기여한다는 점에 근거해 이론적 근거와 개념 및 지

수의 체계를 제안한 내용으로, 교육과정, 학교 구성원, 학교 환경의 3개

영역 및 40개의 하위지표로 구성하고 문화 예술을 활용한 학교의 창의성

수준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창의성의 이론적 특성뿐만

아니라 학교 창의성 평가 사례들에 공유되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보편성을 지닌다(강병직, 2015). 3개 영역 중 교육과정은 구체적으로 문

화 예술교과 수업시수,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수, 예술교과 학생 만족도,

학교 구성원은 각 학생 1인당 참여 시간, 개인 창의성 검사, 문화예술 실

적을 알 수 있는 학교 자료, 문화 예술교육 활동의 참여시간, 학교장 설

문, 학교환경은 시설과 기자재에 대한 학생, 교사 설문, 문화예술교육 예

산 학교 자료, 교(강)사 1인당 학생 수, 전담교사 수, 인력 활용도, 지역

사회 연계 시설 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역 요소 내용 예시

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 예술 교과 편성, 교육과정, 교육목표 및 내

용, 방과 후 프로그램, 예술 동아리 등수업

학교 구성원
학생 학생 개인 창의성 검사, 문화예술 교육 연구

실적 및 학교 자료, 창의적인 수업 역량, 학

교장 설문 등

교사

운영자

<표 III-2> 문화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 지수의 재구성



- 30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그 구성개념인 3개 영역, 교육과정, 학교

구성원, 학교환경을 연구의 준거로 삼아 예술학교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

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자면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과 수업, 학교

구성원은 학생, 교사, 운영자, 학교 환경은 시설, 제도, 문화, 환경으로 구

체화되며, 본 연구에서 수집한 예술중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구성

하였다(<표III-2>참고). 이를 통해 해외의 선행된 우수 사례에 비추어

국내 실정을 비교하고, 반성하고자 한다.

2. 심층 면담

본 연구자는 앞서 실시한 사례 조사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추가적인 조사 연구 방법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수업

에 관한 수량화된 분석은 미술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복잡하고 상징

적이며 암묵적인 행위들에 대한 이해나 설명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하고,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제시(May,1995)를 필요로

하였다. 즉 예술중학교에 관한 통계적이고 명시적인 문헌 자료를 종합하

였으나 거시적인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을 느꼈고, 예술중학교 교육 혀장

에 대한 구체적인 탐사를 위해 실제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강)사의 면담

내용을 추가 연구,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심층 면담은 연구대상의 삶과 경험을 그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듣는 방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삶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하지만 본 논문

은 2020년 초에 기술되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2)의 영향

2)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

학교 환경

시설 문화예술 시설 기자재, 문화예술 예산, 학생

과 전담교사의 비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시설, 인력 활용도 등

제도
문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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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은 참여자를 확보하고 대면하여 적극적인 면담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6개교 중 예술중학교 1개교의 미술부 교(강)사의 협력

을 통해 실시할 수 있었음을 밝힌다.

(1) 인터뷰 대상자

본 연구의 인터뷰는 예원학교의 미술부 전임교사와 미술부 실기강사

를 포함한 2인을 대상으로 한다. 예원학교는 전국에 미술과가 설치된 예

술중학교 6개교 중 1967년 수도권에 가장 먼저 설립되어 전문 예술교육

의 대표적인 학교라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뷰에 임한 예원학교 미술부

전임교사와 실기강사 모두 예원학교에 재직한 경력이 25년 이상으로 오

래되어 전문 예술교육, 미술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예술학교의 교육 현장

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 또한 예술학

교의 졸업생으로서 연구 참여자와 비교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의 선정 기준은 연구대상의 경험이 연구 주제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Seidman, 2013),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관

계를 중시해야한다는 맥락에서 고려되었으며 그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

다. 구체적인 미술부 참여 교(강)사의 개인적 배경은 다음 <표 III-3>

와 같다.

두 교사 모두 예원학교에서 재직한 경력이 27년으로 상당히 오래되었

다. 윤교사는 2013년도부터 미술부장으로서, 강교사는 실기강사로서 예술

중학교 외에 예술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화실을 운영하고, 외에

도 작업 활동, 대학 강의 등을 하고 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은 2020년 5월 중에 일주일 정도 간

성명 성별 연령 경력 업무분장 전공교육 담당학년

윤영섭 남 53 27년 미술부장 미술 1,2,3

강재희 남 54 27년 실기지도강사 미술 3

<표 III-3> 인터뷰 참여교사들의 개인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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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이 연구 자료의 주요 원천이

며 이후 보충적으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루

어졌다. 면담은 예원학교 교사들의 미술과 교육 운영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 연구자가 탐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반

적인 탐구를 중심으로 1차면담과, 선행 면담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2차

면담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예원학교 미술부 전임교사와 실기강사가 예원학교의 교육

현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교육과정 가치 및 미술교육 철

학을 미술 수업에서 어떻게 반영해 운영하고 있고 어떠한 보람과 고충을

느끼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강)사의

실제적인 예술중학교에 대한 인식, 그들의 교육관과 예술학교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전문 예술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방향, 방안

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된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1) 좋은 미술 수업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수업을 어떻게 운영, 반영하

고 있는가?

2) 예술중학교 전문 예술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어떤 보람을 경험하고

있는가?

3) 예술중학교 전문 예술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어떤 고충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4) 예술중학교의 교육현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5) 현재 예술중학교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미래의 발전방향은 무엇이

라 생각하는가?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면담일지의 질문의 의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날짜

<표 III-4> 1차 인터뷰 면담 질문 내용 및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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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구성한 면담일지의 주요 연구 질문은 실

제 면담 과정에서 그 맥락에 따라 교사 스스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른 탄력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질문이 이루어졌다. 실제 면담 내용은 녹음한 후, 종이에 필사

했다. 1차 면담자료와 2차 면담자료를 정렬하였으며 특히 1차면담 결과

에 따라, 2차면담 질문 내용을 다시 작성, 보완하고 이를 요약, 정리하였

다. 1차면담과 2차면담 모두 각각 미술부장 약 1시간, 실기강사 약 1시간

씩 진행되었으며 2차면담 이후에 이메일, 전화를 통해 추가적이고 직접

적인 피드백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예술중

학교 교사의 교육현장의 경험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자 소요시간

의도· 평가 항목 질문 내용

교사의 교육관

Ÿ 좋은 미술 수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Ÿ 좋은 미술 수업을 위해서 실제 어떻게 운

영하고, 반영하고 있는가?

Ÿ 미술교육의 어떤 교육 가치를 가장 중요시

하는가?

Ÿ 예술중학교, 전문 예술교육의 궁극적인 교

육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술학교의 실태

Ÿ 예술중학교 교육현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Ÿ 예술중학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Ÿ 예술중학교 교사로서 어떤 보람을 경험하

고 있는가?

Ÿ 예술중학교 교사로서 어떤 고충을 경험하

고 있는가?

Ÿ 예술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가?

예술학교의 발전 방향
Ÿ 현재 예술중학교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미

래의 발전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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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외 예술중학교 현황

본 장에서는 앞서 연구대상에 제시한 국내 예술중학교와 해외 예술

계열 학교의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내 예술중학교의 현황은 교육과

정뿐만 아니라 크게 학교 현황, 선발 과정,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기술하

였고 학교 현황은 교직원, 미술부 교(강)사, 학생을 포함하는 학교 구성

원과 학교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다. 해외 예술계열 학교의 현황은 예술

영재 주요국의 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현황, 선발 과정,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자료는 2020년 기준 국내와 해외의 예술학교 온

라인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참고한 웹사이트의 구체적인 주소는

본 논문의 참고문헌에 기술되어 있다. 특히 해외의 예술학교 사례를 살

펴보기 위해 해외 웹사이트 외에도 해외 예술 영재교육 관련 선행 연구

와 문헌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1. 국내 예술중학교 현황

예술중학교는 일반계 중학교의 기본교육 과정 외에 미술, 음악, 무용

등 각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로 일반중학교와 동일한 기본

교육과정을 준수해야하기에 예술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과들을

임의로 구성하는 데에 제한점이 따른다(조형정, 2010). 현재 전국에 미술

과가 설치된 예술중학교는 총 6개교다(<표IV-1> 참고).

학교명 학교 구분 설립주체 소재지
설치학
과

설립
년도

1 예원학교

각종학교

사립,

(학)서울예술

학원

서울

미술,

음악

무용

1967

2 선화예술중학교
사립,

(학)선학학원
서울

미술,

음악,

무용

1974

<표 IV-1> 미술과가 설치된 국내 예술중학교 현황(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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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예술중학교 중 미술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는 예원학교,

선화예술중학교, 계원예술중학교, 브니엘 예술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전

주예술중학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산, 전북 지역에 한하여 설립되

어 있으며 서울에 2개교, 경기에 1개교, 부산에 2개교, 전북에 1개교로

그 외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1960~19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예원학

교와 선화예술중학교가 필두로 각각 1967년, 1974년 설립되었으며, 1990

년대에 브니엘 예술중학교, 전주예술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가 차례로 설

립되었다. 최근 2010년 계원예술중학교가 최초로 경기지역에 설립되었다.

특히 수도권의 예술중학교는 교육부령 ‘각종학교(miscellaneous school)’

로 분류되고, 비수도권의 예술중학교는 ‘예술계열 특성화중학교(예술중학

교)’로 분류되어 다른 체제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의 규

모와 역사도 지역 간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오랫동안 지속

되고 있으며(이영선, 2010), 국내 예술중학교는 전국적인 학교 구분이 동

일하지 않은 양태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예술중학교 3개교는 ‘사립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비수

도권의 ‘예술계열 특성화 중학교(예술중학교) 및 그 외 ‘영재학교’의 운영

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종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 60조 3조항 및 고

3

계원예술중학교

(2019 계원학교에서

교명 변경)

사립,

(학)계원학원
경기

미술,

음악,

무용

2010

4

브니엘

예술중학교

(2016 브니엘

국제예술중학교에서

교명 변경)
예술중학교

사립,

(학)정선학원
부산

미술,

음악,

무용

1996

5 부산예술중학교
사립,

(학)동래학원
부산

미술,

음악
1999

6 전주예술중학교
사립,

(학)정신학원
전주

미술

음악,

무용·

방송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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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법 제 59조 제 5항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로서 현행

6·3·3·4 제의 계통 밖에서 정규학교로서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지칭한다. 각종학

교는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학교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학력 인정이 되는

평생 교육 시설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정규학교에서 교육할 수 없는 특

수한 내용 등을 주로 교육하는 직업학교의 모습을 띄기도 한다. 현 2019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학교는 국립 21개교, 공

립 45개교, 사립 200개교를 포함하여 총 266개교며 이 중 예술중학교 3

개교는 ’사립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포함되고 있다.

1) 예원학교

예원학교는 1967년 이화 예술학원이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설립한

국내 최초 예술학교다. 예원학교는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예원중학교‘로

설립, 운영되어 오다가 1969년 ’예원학교‘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국내 최초 예술학교로서 1960년대 초기부터 예술의 전문적인 교육

을 오랫동안 실시해왔으며 전통적인 명성과 입지가 있다.

<그림 IV-1> 예원학교 전경

(1) 학교 현황

예원학교는 매년 각 미술부 100명, 음악부 160명, 무용부 40명을 포함

한 신입생 300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한 학급별 38명 내외 8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원학교는 한 학급 내 미술부, 음악부, 무용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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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활하며 교과수업을 하고, 각 전공별로 전공교육을 심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직원, 미술부 교(강)사, 미술부 학생을 포함하는 학교 구성원

및 학교시설 현황은 <표IV-2>와 같다.

(2) 선발 과정

신입생은 실기시험, 면접, 출석 점수를 합산하여 세부 전공별 고득점

구분 세부 구분 수

교직원

교장 1
교감 1

교무

부장 9
교사 26
보건 1
기간제 1

행정실

실장 1
행정 5
영양사 1
학교운영
관리직

8

미술부
교사

전임교사 3
실기강사 33

학생
학년별 학급 수(반) 8
학년별 미술부 학생 수 100

총 학생 수 900

시설(실)

교실 24
교장실 1
교무실 6
행정실 1
보건실 1
과학실 1

도서실, 전산실 1
강당 1
창체교실 1
상담실 1
체육실 5
기도실 1

전공별 시
설

음악부 9
무용부 2
미술부 11

<표 IV-2> 예원학교 학교 현황(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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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선발한다. 실기시험은 각 소묘와 수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접은

초등학교 5~6학년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구

술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초등학교 출석 점수와 합산된다. 또한 예원학교

는 장학생 선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구분

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전공별 실기와

구술을 합한 입학 성적이 수석인 학생 1명에 한해 선발하고 있다.

(3) 교육과정

예원학교의 교육과정은 11개의 기본교과, 전공교육, 특별활동으로 구

성된다. 전공교육의 경우, 선택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뉘어 실시하고 있으

며, 전문교과의 경우 세부적으로 각 미술과, 음악과, 무용과 별로 과정을

이수한다. 또한 교육 과정과 별도로 학생들은 ’레슨‘이라 별칭되는 미술

부 방과 후 과정을 통해 예술 심화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실기교육은 전공 수업과 방과 후 레슨 수업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지고 있

다.

전형내용 내용 세부내용 점수

실기시험

소묘

: 보고 나타내기

4절 켄트지 위 소묘 재료

3시간~4시간
50점

수채화

: 보고 나타내기

4절 켄트지 위 수채재료

3시간~4시간
50점

면접 초등 교과과정 (5학년-6학년 수준) 평가 6점
출석 4점
계 110점

<표 IV-3> 예원학교의 미술부 신입생 선발 과정(2020)

<그림 IV-2> 예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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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교과

예원학교의 교과 교육의 목표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고

교양 있는 예술인으로서 필요한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있다.

② 미술부 전공교육 : ‘전공’

예원학교 미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조적인 미술가의 양성이다.

중학교 시기는 창조적인 예술인이 되기 위한 기초 과정이므로 예원학교

미술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기량 및 안목을 기를 수 있

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 조형 능력의 향상을 위

해 소묘와 수채화 수업에 중점을 두고 예술적인 안목을 기르기 위한 전

시 관람 활동을 연계하고 있다.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본
교과

국어 68 68 68 68 68 68

사회 34 34 34 34

역사 51 51 34 34

도덕 17 17 34 34 17 17

수학 51 51 51 51 68 68

과학 51 51 51 51 51 51

기술가정 51 51 17 17 34 34

영어 51 51 51 51 51 51

체육 51 51 34 34 34 34

음악 17 17 17 17

미술 17 17 17 17

<표 IV-4> 예원학교의 교과교육 시수

학년 교육목표
수업내용 연계 활동

(공연/전시)
기타

주간

수업

시수
소묘 수채화

1학년
관찰력,

기초

스케치

크로키

정물화

풍경화

전시

관람
6

<표 IV-5> 예원학교 미술과 전공 수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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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학교의 정규 전공 과정은 소묘와 수채화 수업 위주로 주간 6 시

수씩 배당되어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조형의 기본 원리를 이

해,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물, 풍경, 석고, 인물 표현을 통한 기초

실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대상의 표현

및 난이도가 심화 되어 구성되어 있다. 특히 2학년 2학기부터는 상급학

교, 예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대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학년과 달리 3학년은 미술사와 미술 심리 수업이 특강형태로 한해 실시

되고 있다.

③ 미술부 방과 후 학교 과정 : ‘레슨’

각 전공별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과정은 레슨(lesson)이라고

통칭하고 있으며 예원학교의 경우 정규 과정 내 전공교육과 달리 소묘와

수채화 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탐색할 수 있는 과정이다. ‘예원학교 2019

학년도 미술부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레슨은 학교 정규

실기교육 내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 심화하는 과정으로 학생,

학부모의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원학교

는 레슨을 통해 미술부 협의로 선정하고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되고,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학교가 담당하여

조형력

향상

정밀묘사

기초소묘

석고소묘

인물화

평면 조형

2학년

조화, 균형

감각의

계발

정물소묘

풍경소묘

석고소묘

인물소묘

정물화

풍경화

인물화

평면조형

전시

관람
6

3학년
조형력의

심화

정물소묘

풍경소묘

석고소묘

인물소묘

발상표현

정물화

풍경화

석고 수채화

인물화

발상표현

전시

관람

미술사,

미술

심리

특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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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수요를 흡수, 사교육비 경감을 돕고 다양한 미술 영역의 체험과

표현 능력을 심화시키고자 한다(예원학교, 2019).

레슨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 세부 전공 10 개조로 나누어 1년간 분기

별 2회씩 순환되고 8~10명 단위의 소그룹 수업 형태로 진행된다. 전 학

년은 4, 5월 레슨 시 개교기념미전을 준비하고, 여름방학 레슨 시 가을미

전을 준비한다. 수업 과정을 통한 결과물은 교내 전시로 도모되고 있으

며 다양한 체험 수업 활동과 전시회 참여 및 관람을 위주로 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각 레슨의 작품 결과물에 대한 ‘조형 과제 발표회’를 통해

전시 경험뿐만 아니라 작업에 대한 크리틱(critic)과 프레젠테이션(presen

tation)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년 전공 수업 과정 개요

1학년

풍경수채화, 디자인, 유화, 아크릴

판화, 동양화, 색채소묘, 마블링,

3D 입체 조형 구성, 조소

2학년

유화, 아크릴, 색채소묘, 조소, 펜화

판화, 디자인, 도예, 템페라, 한국화,

석고소묘 수채화 정물 및 인물

3학년 석고, 기물, 정물, 인체, 실내풍경

<표 IV-6> 예원학교 미술부 방과 후 학교 과정 학년별 전공 수업과정 개요

1학년 2학년 3학년

목표
창의성 계발과 매체
표현력 신장 적성 탐색

창의성 계발과
주제 탐색
실기력 심화

내용 10 개조 분야별 수업 소묘, 수채
각 4시간

펜화 판화 및 혼합 매체I 소묘

<표 IV-7> 예원학교 2019학년도 미술부 방과 후 학교 학년별 전공

수업(예원학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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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학교 2019학년도 미술부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기

존 개요(<표IV-6>참고)와 달리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혼합매체, 매체심

리, 사진과 같은 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레슨 수업 역시

정규 전공 과정과 같이 2학년 2학기부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대

비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소묘와 수채화를 통한 기초 실기력 심화

교육에 중점을 둔다.

앞선 내용을 종합하자면 예원학교는 국내 예술중학교 6개교 중 최초

로 설립되어 국내 전문 예술교육의 전통적 입지가 있으며 선발 과정, 교

육체제, 교(강)사진, 시설을 포함한 교육환경 또한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

다. 교(강)사진 또한 수년간 예원학교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경력을 쌓은

교육자 및 예술가로 구성되어 있다. 실기 수업의 경우 소묘와 수채로 이

루어진 정규 전공과 다양한 세부 전공으로 이루어진 방과 후 레슨 수업

이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학년 2학기부터 예술고등학교 입

시 대비 교육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2) 선화예술중학교

선화예술중학교는 1974년 학교 법인 선학학원 산하에 서울특별시 광

진구 능동에 설립되어 예술계열 중학교 과정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예원

학교와 같이 1960~1970년대에 설립된 극소수의 예술중학교 중 하나로

같은 재단인 선화유치원, 경복초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와 같은 부지를

과목명

템페라화 혼합 매체II 수채화

수묵채색화 한국화 유화

판화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동양화

조소I 조소III 매체심리

조소II 도자공예II 사진

도자공예I 3D 입체조형

디자인 파스텔, 콩테

아크릴화I 아크릴화II

유화I 유화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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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있다. 본래 선화예술학교로 개교하였으나 2017년 선화예술중학

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 학교 현황

선화예술중학교는 2020년 기준 미술부 112명, 음악부 112명, 무용부

42명을 포함한 266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으며 매년 약 280명의 신입생

은 학급 정원 38명, 7학급으로 구성된다. 선화예술중학교의 경우, 1, 2학

년은 한 학급 내 미술부, 음악부, 무용부가 함께 반 배정이 되어 생활하

고 있다. 구체적인 학교 구성원 및 학교시설의 현황은 <표IV-8>과 같

다.

<그림 IV-3> 선화예술중학교 학교 전경

구분 세부 구분 수

교직원

교장 1
교감 1

교무

교사 29
기간제 6
강사 4

행정실
행정실장 1
회계 3

미술부

교사

전임교사 3(미술부장 포함)

실기강사

소묘, 채화 담당 강사 22

디자인, 입체, 판화,

동양화 담당 강사

8

<표 IV-8> 선화예술중학교 학교 현황(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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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 과정

신입생은 전공별 연필소묘와 채화로 이루어지는 실기시험, 면접시험

과 출석 성적으로 전형한다. 앞서 예원학교와 같이 소묘와 채화로 구성

되어 있으나 채화보다 연필소묘의 비중이 더 크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

다. 미술부는 입학전형 입학 성적 우수자(계열별 5% 범위 내), 선화 미

술 실기대회 대상과 금상에 한해 1 분기 수업료가 지급하고 있으며, 은

상에 한해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다른 예술중학교와 달

리 선화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예비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학생의 경

우 예비과정 중 본교의 입학전형을 치른 후 다음 해 3월에 입학가능하

다.

디지털 아트 담당 강사 2

학생

학년별 학급 수(반) 7

학년별 미술부 학생 수 112

총 학생 수 831

시설(실)

교실 21

교장실 1

교무실 및 전산실 4

행정실 1

보건실 1

과학실 1

도서실 1

강당 1

회의실 1

진로상담실 1

학생식당 1

English Lab 실 1

전공별

시설

음악부 10
무용부 7

미술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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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① 기본교과

선화예술중학교는 첫째, 심성이 고운 전인적 예술인을 육성하고 둘째,

글로벌 인재 육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예천미지(藝天美地)의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1962년 선화 학원이 리틀엔젤스의 창설과 세계 순

회 활동을 통해 한국 청소년의 천부적인 재능에 대한 확신을 얻고, 조기

예술교육과 전통 예술을 통한 국위 선양에 뜻을 두고 있으며, 예술 활동

이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여 기능에 치우친 교육보다 인격

형성에 주안점을 둔 전인교육을 표방한 것이다(이영선, 2010).

선화예술중학교의 교육과정은 한국 중등교육과정의 일반교과와 예술

전공 실기, 예술 융합 수업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전형내용 내용 세부내용 점수

실기시험

연필소묘
: 정물

4절 켄트지 위 소묘 재료
4시간 60점

채화
: 조건제시

4절 켄트지 위 수채 재료
4시간 40점

면접 초등학교 교과과정 전 과정 평가 10점
출석 10점
계 120점

<표 IV-9> 선화예술중학교 미술부 신입생 선발 과정(2020)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본
교과

국어 68 68 68 68 68 68

34 34 51 51사회
/
도덕

사회

34 34 51 51역사

도덕 34 34 34 34

수학 68 68 68 68 68 68

과학
/

과학 51 51 34 34 51 51

<표 IV-10> 선화예술중학교의 교육과정 시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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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술부 전공교육 : 미술부 전공 실기 과정

선화예술중학교의 경우, 선택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전

공별 수업이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과 시수는 앞서 제시된 <표

IV-10>을 참고하도록 하며, 미술부는 창작 활동과 미적 경험을 통해 사

물을 보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미술의 생활화에 힘쓰며 궁극적으로 작가

로서 갖춰야 할 세계관과 예술관을 확장 시킨다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학년별 전공 개설과목은 <표 IV-11>와 같으며, 수업 중

이루어진 작품은 1학년 신입생 과제전, 1, 2학년 선화 미전, 향상 미전, 3

학년 졸업미전에 전시되며, 1, 2학년 중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유럽

문화 예술탐방을 통해 예술 융합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기술
가정

기가
34 34 51 51

영어 68 68 68 68 68 68

체육 34 34 34 34 17 17

예술
음악 34 34 17 17

미술 17 17 17 17 17 17

선택
교과

진로와
직업
(전공)

102 102 102 102 68 68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7 5 7 5 10 10

보건/인성 17 17

인성 17 17 17 17

동아리활동 34 34 34 34 34 34

봉사활동 5 5 5 5 6 4

진로활동 5 7 5 7 1 3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명 소묘 소묘 소묘

<표 IV-11> 선화예술중학교 학년별 전공 개설과목(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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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과 전공교육은 대부분 소묘와 채화 수업 위주로 편성되어 고학년

보다 저학년 때 세부적인 판화, 동양화, 창의적 표현, 디자인, 디지털 아

트와 같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학할수록

입시 실기 고사와 관련된 소묘와 채화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③ 예술 융합 수업

선화예술중학교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강조 아래 1, 2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주당 2시간, 학기별 1개 반씩 총 4회의 예술 융

합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신의 전공 이외에 예술 영역에 대한 기초소

양을 높임과 동시에 예술 융합적,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타 전공자들을

위한 예술융합적 콘텐츠를 체험한다. 학생들은 학기 말에 ‘융합 수업 발

표회’를 통해 실제 무대에서 수업 결과물을 발표 기회를 갖고 있으며, 프

로젝트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채화 채화 채화

드로잉(판화) 드로잉 -

동양화 _ -

창의적 표현 _ -

디자인 디자인 -

디지털아트 -

_ 입체 -

영역 융합
수업명

수업내용 학생 수 비고

미술

공예
비즈, 종이 등 재료로 생활

용품, 장신구 제작 20 미술부
신청
불가도예

흙으로 빚고 구워서 생활
도자기 작품 만들기 20

코딩
(컴퓨팅)

재미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 기초/ 중급 20

UCC 제작 학생 스스로 영상물 제작 20 미술부

<표 IV-12> 선화예술중학교 융합 수업 운영사례(2018-1학기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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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내용을 종합해보면 선화예술중학교의 교육체제는 예원학교와 대

동소이하나, 선화예술중학교의 제도적 지원과 체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입학 선발 과정 시 장학금 제도 및 외국인 유학생 예비과정을 제도적으

로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미술부 실기교(강)

사를 세부적인 과목별로 소묘, 채화 담당 강사, 디자인, 입체, 판화, 동양

화 담당 강사, 디지털 아트 담당 강사로 구별하고, 미술부 담당 행정직원

을 배치하여 교육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선화예술중학교는 최근 교육과정 내 예술 융합과정을 도입해 미술부, 음

악부, 무용부 학생들로 구성된 예술학교의 특수한 교육환경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전공 과정 내 디지털 아트 과목의 개성과 융합과정 내 코딩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불가

무용

댄스
다양한 춤 동작 배우고 무대공

연 기회 부여 무용부
신청 불가

요가
요가 및 명상을 통한 자세 교
정 및 유연한 몸 만들기

연극
연극을 직접 해보면서 무대표

현을 경험함

즉흥
움직임

요가를 기초로 한 즉흥적인 몸
표현

무용부
신청 불가

발레 발레 기본기 익히기
발레부만
가능

전통무용 리틀엔젤스 단원 전통무용
한무단원만
가능

음악

기타
기타의 기본기 및 코드로 노래

반주

뮤지컬
기존 뮤지컬의 한 부분을 직접

공연해보는 기회
성악부
신청 불가

장구 장구 기본기와 장단 익히기
한무부
신청 불가

합창
가곡, 가요, 뮤지컬 곡 등 다양

한 노래 불가
성악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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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원예술중학교

계원예술중학교는 2010년 경기도 내 최초 예술중학교로 개교해 각종

학교로 분류되어 계원학원의 ‘글로벌 예술 인재 양성과 이를 통한 대한

민국 문화예술의 세계화’라는 이념 하에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인재

를 배출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데에 교육목표가 있다. 학교 법인 계

원학원은 계원예술중학교, 계원예술고등학교, 계원조형예술대학교를 설립

해 첨단 예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학교 현황

계원예술중학교는 2020년 기준 미술부 154명, 음악부 210명, 무용부

58명을 포함한 4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술부 신입생 51명을 포함

한 약 141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여 학급 정원 35명의 4학급이 구성된다.

예원학교, 선화예술중학교와 달리 계원예술중학교의 경우 전공이 다른

학생들끼리 학급이 구성된다. 구체적인 학교 구성원 및 학교시설의 현황

은 <표IV-13>과 같다.

<그림 IV-4> 계원예술중학교 전경

구분 세부 구분 수

교직원

교장 1

교감 1

교무 교사 21

행정실
행정실장 1

행정직원 4

<표 IV-13> 계원예술중학교의 학교 현황(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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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 과정

계원예술중학교는 앞서 두 학교와 달리, 연필 정물소묘 실기 고사만

전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본래 계원은 글로벌 예술 영재 교육이란

교육이념 아래 영어로 진행하는 교과 수업을 운영하고, 입학시험 또한

영어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2020년 이후 영어 인터뷰를 제외하고 초등 기

본 교과에 충실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평가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실무사 3

미술부 교사
전임교사 3

실기강사 19

학생

학년별 학급 수(반) 4

학년별 미술부 학생 수 51

총 학생 수 422

시설(실)

교실 12

교장실 1

교무실 및 전산실 1

행정실 1

어학실 1

과학실 1

도서실 1

멀티 미디어실 1

체육시설 4

특별활동실 3

휴게실 2

방송실 1

녹음실 1

편집실 1

컴퓨터 음악실 1

전공별 시설

음악부 25

무용부 4

미술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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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과정

① 기본교과

전형내용 내용 세부내용 점수

실기시험
연필소묘

: 정물

4절 켄트지 위 소묘 재료

3시간 30분 100점

면접
초등학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평가

(2020학년도 이후 영어 인터뷰 제외) 15점

출석 5점

계 120점

<표 IV-14> 계원예술중학교 미술과 선발 과정(2020)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본
교과

국어 68 68 68 68 68 68

사회
/
도덕

사회 34 34 34 34

역사 51 51 34 34

도덕 34 34 34 34

수학 68 68 68 68 68 68

과학
/
기가

과학 51 51 34 34 51 51

기가 34 34 34 34

영어 68 68 68 68 68 68

체육 34 34 34 34 17 17
예술 음악 17 17 34 34

미술 17 17 34 34

선택
교과

전문음악
85 85 85 85 85 85전문미술

전문무용

창의적
체험

자율활동 7 5 7 5 10 10

학교스포츠
클럽활동

17 17 17 17 17 17

<표 IV-15> 계원예술중학교 교육과정 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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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술부 전공교육 : 전문미술

계원예술중학교의 전공교육은 선택교과의 전문미술 5 시수, 진로 활

동 1 시수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수업 목표, 내용 및 개

설과목은 <표IV-16>과 같다.

계원예술중학교 미술과 전문미술은 모든 학년에 공통적으로 드로잉 수

활동 동아리활동 0 0 0 0 0 0

봉사활동 2 2 2 2 2 2

진로활동 17 17 17 17 17 17

1학년 2학년 3학년

교육내용

1. 소통으로서의

미술

2. 발상 또는 시각의

전환으로서의

미술

3. 매체와 재료기법

4. 작품 감상과 분석

5. 기초 조형이론 및

적용

1. 소통으로서의 미술

2. 발상 또는 시각의

전환으로서의 미술

3. 매체와 재료 기법

4. 주제 분석을 통한

작품 감상과 비평

5. 세부 전공 작품

제작(서양화,

한국화, 디자인,

도예, 디지털아트,

판화, 입체조형)

6. 조형이론 및 적용

7. 미술이론, 미술사,

작품분석 및 서술

1. 다양한 주제에

의한 공간표현

2. 드로잉과

채색기법을

응용한

주제표현과

크리틱

3. 상급학교 진학

지도

4. 미술이론,

미술사,

작품분석 및

서술

전문
미술
(주당
시수)

1
학
기

드로잉(4) 드로잉(4)

수채화(4)
드로잉(2)

조형(2) 전공(2)

드로잉(2) 드로잉(4)2
학
기 채색화(4) 조형(2)

<표 IV-16> 계원예술중학교 정규 수업 전공교육 내용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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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중점적이며, 1학년 때 기초 조형 능력에 충실하고 2학년 때 보다

세부적인 전공 수업이 심화 되고 있다. 타 예술중학교와 대동소이하게 3

학년은 예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대비 수채화와 드로잉 수업 위

주로 편성되고 있으며, 미술 이론, 미술사, 작품 분석 및 서술에 대한 내

용은 고학년 위주의 2학년과 3학년에 지도한다.

③ 미술부 방과 후 학교 과정

계원예술중학교의 방과 후 학교 과정은 소묘, 수채화, 한국화, 서양화,

입체 조형, 디자인, 판화, 도예, 디지털 아트 과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순수 미술, 패션, 디자인, 웹툰,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타

이포그래피, 재료기법, 앨범 디자인, 공예, 게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

야의 특강, 본교 졸업생과의 멘토링 수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술 경

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계원예술중학교는 국내 예술중학교 6개교 중

가장 최근인 2010년에 개교해 수도권 예술중학교 3개교 중 미술부 학생

수 및 실기교(강)사의 규모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서

두 학교와 달리 입학 선발 과정 또한 소묘 실기시험만 치르고 있는데에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
명

소묘 소묘 소묘

수채화 수채화 수채화

작품연구 조형 -

서양화 -

한국화 -

디자인 -

도예 -

디지털아트 -

판화 -

입체조형 -

<표 IV-17> 계원예술중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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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타 예술중학교와 교육체제는 대동소이하다. 정규과정과 방과 후 학

교 과정이 상호 보완적인 전공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 2학년

에 기초 실기 능력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세부 전공 탐색을 하는 한편 3

학년에 올라갈수록 예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소묘, 수채화 중점의 기

능 위주 미술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브니엘 예술중학교

브니엘 예술중학교는 1996년 학교 법인 정선학원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설립하여 현재 사립 ‘예술계열 특성화 중학

교’로 분류되고 있다. 본래 국제적인 예술인을 양성한다는 이유로 브니엘

국제예술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미국식 자율형 사립학교처럼 운영되

었으나, 교명과는 달리 예술계열 고등학교보다 특목고나 자율고 진학률

이 훨씬 높고, 성적우수자를 위한 국제 계열 특성화중학교로 오인함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되며 2016년 학교 명칭이 변경되었다.3) 브니엘

예술 고등학교와 부지를 공유하고 있다.

1) 학교 현황

브니엘 예술중학교는 2019년 기준 미술부, 음악부, 무용부를 포함하여

3) 부산고법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명칭서 ‘국제 빼라’”. 연합뉴스(2016.4.8.).연합뉴스 웹

사이트(https://www.yna.co.kr/view/AKR20160408111400051/)

<그림 IV-5> 브니엘 예술중학교 전경(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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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신입생 93명을 포함한 267명으로 구성되며, 학년당 각 31명의 3학급

으로 배정된다. 특히 미술부의 전공 시설은 브니엘 예술고등학교와 공동

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분 세부 구분 수

교직원

교장 1

교감 1
교무 교사 14
행정 일반직 3

예술부
교사

전임교사 1
실기강사 8

학생
학년별 학급 수(반) 3

학년별 미술부 학생 수 83
총 학생 수 267

시설(실)

교실 9

교장실 1

교무실 1

교목실 1

강당 1

회의실 1

특강실 1

행정실 1

상담실 1

교육정보실 1

문서실 2

보건실 1

과학실험실 1

작은 도서관 1

방송실 1

수학실 1

동아리실 1

영어전용교실 3

기숙실 40

전공별 시설
음악부 49

무용부 20

<표 IV-18> 브니엘 예술중학교 학교 현황(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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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 과정

   미술부는 실기 전형 90%, 출결 10%로 전형하며 별도의 면접 과정은

존재하나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이 아니며 인성 면접으로 점수화하지

않는다. 실기 고사는 소묘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술중학교 유일하게

기하 입방체에 한하는 석고소묘 주제가 실시되고 있다.

3) 교육과정

(1) 기본교과

미술부
25

(브니엘예고 공동
사용)

전형내용 내용 세부내용 점수

실기시험
연필소묘
: 석고소묘
(기하 입방체)

4절 켄트지 위 소묘 재료
3시간

90점

면접 인성 면접 없음
출석 10점

계 100점

<표 IV-19> 브니엘 예술중학교 미술부 선발 과정(2020)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본
교과

국어 85 85 85 85 85 85
사회
/
도덕

사회 34 34 34 34
역사 51 51 34 34
도덕 34 34 34 34

수학 68 68 85 85 68 68
과학
/
기가

과학 68 68 51 51 68 68

기가 17 17 17 17 34 34
정보 17 17

<표 IV-20>브니엘 예술중학교 교육과정 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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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부 정규 전공교육

브니엘 예술중학교의 전공교육은 선택교과 내 '예술전공 실기' 시수

를 활용하며 학년별로 소묘, 애니메이션 또는 수채화, 표현기법에 대해

세부적인 실기 수업이 이루어진다.

체육 34 34 51 51 51 51

예술
음악 17 17 17 34
미술 17 17 17 17 34 17

영어 68 68 68 68 68 68

선택
교과

종교 17 17 17 17 17 17
예술전공
실기

68 68 68 68 68 68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17 17 8 8 8 8

학교스포츠
클럽활동

34 34 17 17 17 17

동아리활동 17 17 17 17 17 17

봉사활동 9 9 5 5 5 5

진로활동 8 8 4 4 4 4

자유
학기
활동

진로탐색
활동

17 17

주제선택
활동

51 51

예술체육
활동

34 34

동아리활동 17 17

1학년 2학년 3학년

소묘

석고소묘

정밀묘사

인체소묘

석고소묘

정물 풍경 스케치

크로키

감상

석고소묘

(목탄, 연필)

기물소묘 (콘테,

파스텔, 색연필)

감상
애니메이션

또는 수채화

스토리텔링

캐릭터/캐리커쳐 풍경화

구상적 회화

추상적 회화

<표 IV-21> 브니엘 예술중학교 전공교육 과목 및 내용(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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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니엘 예술중학교의 전공교육은 석고소묘 선발 과정을 기조로 전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석고소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1학년 때 애니

메이션, 2학년 때 수채화, 3학년 때 구상과 추상을 포함하는 회화와

오브제 표현연구를 심화하고 있다. 브니엘 예술중학교의 표현기법과

목은 드로잉, 직물 염색, 판화, 사진, 디자인 등의 다양한 표현기법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세부적이다.

특히 브니엘 예술중학교의 2019 교육계획서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과수업과 연계한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각 전공실에서 예술 교과 각 학년별 4시간씩 수업

시수를 확보하여 정상 운영하고 수학과 예체능 교과와의 융합 수업을

시도, 자유 학년제를 통한 예술 교과의 연계 수업을 교육과정에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금정구에 있는 문화기관을 활용해 예술

체험의 날을 운영해 지역 이웃들을 초청한 발표회의 기회를 갖고 있다.

(3) 미술부 방과 후 학교 과정

브니엘 예술중학교의 방과 후 학교 과정 중 전공 실기 과정은 타

예술중학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편이다. 예술 전공뿐

콘티/스토리보드

일러스트레이션

감상

인물화

감상 오브제 표현연구

표현기법

선긋기 기법

칠하기 기법

홀치기염 기법

판염기법

고무판화와 지판화

붓의 기법

데칼코마니

포토몽따쥬

스텐실

모노타이프

파라핀염

빠삐에 꼴레

꼴라쥬

롤러기법

포개겹치기기법

시프팅기법

포토그램

드라이포인트

판화깁법

모자이크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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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기본 교과목과 함께 신청자에 한해서 주당 2시간씩 운영되고

있다.

브니엘 예술중학교의 경우 방과 후 학교 과정 전공교육과 별도로

2019 교육계획서에 따라 1학교 1학생 예술동아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정규 학교 일과를 마치고 방과 후 주 1회 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경험하고 있다. 자신의 전공 외의

예술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미술부 학생들의 경우 오케스트라 혹 합창부

활동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브니엘 예술중학교는 비수도권 지역의

예술중학교 3개교 중 가장 먼저 설립되어 브니엘 예술고등학교와 시설을

공동사용하고 있으나 교명과는 달리 예술 고등학교보다 특목고 혹

자율고 진학률이 훨씬 높다. 또한 6개교 중 유일하게 신입생 선발 실기

고사를 석고소묘로만 전형하고 입학 후에도 전 학년이 석고소묘를 통해

기초를 다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학년 때 애니메이션, 2학년 때

수채화, 3학년 때 회화 표현이 이루어지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세분화된

표현기법 실기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특히 타 예술중학교의 전공교육이

정규과정과 방과 후 과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에 비해

브니엘의 경우 방과 후 학교 과정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 1학교 1학생 예술동아리 활동 등을 지향하고 있다.

5)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는 1999년 학교 법인 동래학원이 ‘늘 새롭고 참된 아

름다움’이라는 교훈 아래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설립되었다. 같은 부산 소

재에 브니엘 예술중학교 설립 이후의 예술중학교로 브니엘과 같이 각종

학교가 아닌 예술계열 특성화중학교로 구분된다. 같은 위치에 부산예술

고등학교와 부지를 공유하고 있다.

(1) 학교 현황

부산예술중학교는 2020년 기준 미술부와 음악부를 모두 포함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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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135명을 포함한 전교생 203명으로, 미술부 1학급, 음악부 2학급으

로 구성된 소규모의 예술중학교다. 각 학급은 22명씩 3학급으로 구성되

며 타 국내 예술중학교와 달리 무용부를 제외한 미술부와 음악부 학생들

로만 구성되어 그 규모가 작다. 구체적인 학교 구성원 및 학교시설 현황

은 <표IV-22> 과 같다.

<그림 IV-6> 부산예술중학교의 학교 전경

구분 세부 구분 수

교직원

교장 1

교감 1

교무
교사 24

전문상담사 1

행정실

행정실장 1

행정직원 2

교무업무지원 1

미술부
교사

전임교사 1

실기강사 20

학생

학년별 학급 수(반) 3

학년별 미술부 학생 수 80

총 학생 수 203

시설(실) 교실 12

<표 IV-22> 부산예술중학교 학교 현황(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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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 과정

부산예술중학교는 정물 연필소묘를 통해 전형하는 특징을 가진다. 타

예술중학교와 달리 별도의 면접 과정과 출석 점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3) 교육과정

부산예술중학교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급 예술문화와 사회를 선도하

는 예술인을 기른다는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교육방침 및 특색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장실 1
교무실 및 전산실 1

행정실 1

어학실 1

과학실 1

도서실 1

멀티미디어실 1

체육시설 4

특별활동실 3

휴게실 2

방송실 1
녹음실 1

편집실 1

컴퓨터 음악실 1

전공별 시설
음악부 47

미술부 8

전형내용 내용 세부내용 점수

실기시험
연필소묘
: 정물

4절 켄트지 위 소묘 재료
3시간 100점

면접 없음
출석 없음
계 100점

<표 IV-23> 부산예술중학교 미술부 선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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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교과

② 미술부 전공교육

부산예술중학교는 20명 내외의 유명 작가들로 구성된 미술 전문

강사들과 학생들의 정규 실기 수업과 방과 후 전공 심화 교육이 상호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규과정은 기본교과 외 선택교과, 창의적 체험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본
교과

국어 51 51 51 68 68 68
사회
도덕

사회 34 34 51 51
역사 51 51 34 34
도덕 34 34

수학 51 51 68 68 51 51
과학
기술
가정

과학 68 68 51 51 68 68
기가 34 34 34 34
정보 17 17

34 34 51 51 51 51체육

34 34
예술

음악

34 34미술

영어 51 51 51 51 68 68

선택
교과

기타
51 51 68 85 85 85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9 15 9 15 9 15
학교스포츠
클럽활동

17 17 0 17 17 17

동아리활동 17 17 17 17
봉사활동 8 2 8 2 8 2
진로활동 17 1 17 1 17 17

자유
학기
활동

진로탐색활동 17 17

주제선택활동 34 34 17

예술체육활동 51 51 34

동아리활동 34 34

<표 IV-24> 부산예술중학교 교육과정 시수(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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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자유 학기 활동 등의 시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교과목은 소묘,

수채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정밀묘사, 한국화, 조소, 표현기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예솔 미전, 순회전시회, 야외스케치, 미술 실기대회,

초청 강사들의 미술 특강 등을 통해 다양한 예술 경험을 촉진하는 전공

교육이 구성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부산예중은 부산 시내 초등학교 5, 6학년들 50명을

대상으로 소묘, 수채화, 입체 조형, 애니메이션, 풍경 사생 부분에 한해

초등 미술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제공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산예술중학교는 브니엘 예술중학교와 함께

부산 소재 예술중학교로 전공교육 체제 또한 소묘, 수채화, 표현

기법으로 분류되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1학년의 애니메이션 수업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
(연간

수업시수)

소묘(102) 소묘(68) 소묘(136)

수채화(68) 수채화(102) 수채화(136)

애니메이션(68) _ _

_ 컴퓨터 그래픽(68) _

소묘

석고소묘
정밀묘사
기물소묘
감상

석고소묘
정물 풍경 스케치

크로키
감상

석고소묘
(목탄, 연필)
기물소묘(콘테,
파스텔, 색연필)

감상

수채화
정물화
감상

풍경화
인물화
감상

구상적 회화
추상적 회화
오브제 표현연구

표현기법

선긋기 기법
칠하기 기법
홀치기염 기법
판염기법

고무판화와 지판화

붓의 기법
데칼코마니
포토몽따쥬
스텐실

모노타이프
파라핀염

빠삐에 꼴레
꼴라쥬
롤러기법

포개겹치기기법
시프팅기법
포토그램

드라이포인트
판화깁법

<표 IV-25> 부산예술중학교 미술부 전공교육 과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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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2학년은 컴퓨터 그래픽 수업이 실시되며 3학년은 입시를 대비한

소묘와 수채화 수업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소묘를 기초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정이 세분화되고 있다. 특히 브니엘 예술중학교와 달리

미술부와 무용부로만 구성되어 각 학급당 약 22명의 작은 규모이며 선발

과정 역시 정물 소묘시험으로만 전형하고 있다.

6) 전주예술중학교

전주예술중학교는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에 학교 법인 정신

학원(현 성안나 교육재단 명칭 변경)사립중학교로 1992년 설립되어

2000년 예술계열 특성화중학교로 승인되었다. 교육법에 의한 예술 교육

과 중등 보통교육을 실시하며 전주예중은 교육부 지정 예술교육 선도

학교로 지정되었다. 전주예술고등학교와 부지를 공유하고 있다.

(1) 학교 현황

전주예술중학교는 2019년 기준 음악부(한국음악 전공, 서양음악 전공,

실용음악 보컬 전공), 미술부(순수미술 전공, 애니메이션 전공, 디자인 전

공), 무용·방송부(한국, 현대, 발레 무용 전공, 연기·뮤지컬)를 포함하여

학년당 약 24명의 2학급, 총 6학급으로 구성되어 총 106명의 학생 수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학교 구성원 현황은 <표IV-26>와 같다.

구분 세부 구분 수

교직원

교장 1
교감 1

교무 교사 12
상담 1

행정 일반직 3

미술부 교사
전임교사 2

실기강사 (방과후) 5

학생
학년별 학급 수(반) 2

학년별 미술부 학생 수 10
총 학생 수 106

<표 IV-26> 전주예술중학교 학교 구성원 현황(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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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 과정

전주예술중학교는 모든 전공을 포함한 신입생 전체 인원 48명을 실기

고사 100% 전형으로 모집한다. 타 예술중학교와 다르게 미술부는 세부

적으로 순수미술, 애니메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택일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표IV-27>참고).

(3) 교육 과정

① 기본교과

전형내용 분야 세부내용 비고 점수

실기시험

순수미술
정물수채, 정물소묘, 한국화
: 사과 2개, 붉은 벽돌 1개,
파 1개, 원기둥(석고) 1개 4절

2시간
100점

애니메이션
카툰, 칸만화, 일러스트 중

자유선택 1

디자인 소재 자유

면접 없음

출석 없음

계 100점

<표 IV-27> 전주예술중학교 미술부 선발 과정(2020)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2학기
(자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본
교과

국어 85 0 85 68 68 68 68 68

사회
도덕

사회 51 0 51 34 0 0 34 34

역사 0 0 0 0 51 51 34 34

도덕 34 0 34 34 17 17 17 17

수학 51 0 51 51 51 51 51 51

과학
기술
가정

과학 34 0 34 34 51 51 51 51

기가 34 0 34 34 51 51 51 51

정보 0 0 0 0 17 17 0 0

<표 IV-28> 전주예술중학교 교육과정 시수(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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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술부 전공교육

전주예술중학교의 정규 전공교육은 선택교과 내 ‘전공’ 및 ‘창의적 체

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기초소묘, 정밀묘사, 발상 드로잉, 전공(디자인,

서양화, 한국화, 애니메이션) 수업이 진행되고 활동을 통한 창의적 수월

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③ 미술부 방과 후 학교 과정

전주예술중학교는 학교 특성상 기숙사 학생이 많고, 예술교육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많기에 전문교과 실기 지도 방과

후 과정과 농산어촌 방과 후 실기 지도 과정이 구별되어 도 차원에서 운

체육 51 0 51 34 51 51 34 34

예
술

음악 17 0 17 0 17 17 34 34

미술 17 0 17 0 17 17 34 34

영어 51 0 51 51 51 51 51 51

선택
교과

한문 17 0 17 17 0 0 0 0

생활외국어 0 0 0 0 0 0 0 0

환경 0 0 0 0 0 0 0 0

보건 0 0 0 0 0 0 0 0

전공 85 0 85 51 85 85 68 68

창의
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25 0 25 8 25 25 25 25

동아리활동 17 0 17 0 17 17 0 0

봉사활동 5 0 5 5 5 5 5 5

진로활동 4 0 4 4 4 4 4 4

학교 스포츠 클럽활
동

17 17 0 17 17 34 34

자유
학기
활동

진로탐색 0 0 0 17 0 0 0 0

주제선택 0 0 0 68 0 0 0 0

예술체육 0 0 0 68 0 0 0 0

동아리활동 0 0 0 17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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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있다. 농산어촌 방과 후 실기지도는 9일간의 무료 수업 실시로

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전주예술중학

교는 교과 융합형 융합 실기 수업을 계발 및 적용하기 위해 실기 레슨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고 있다.

2019년 방과 후 과정의 참석 학생 수는 학년별로 각각 1학년 6명, 2

학년 12명, 3학년 16명을 포함한 약 30명으로 강사 1인당 10명 내외의

소수정원 지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주예술중학교는 교육부 지정 예술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그 전공

또한 타 예술중학교와 비교해 세부적으로 미술부, 음악부, 무용부 외에도

과정 과목명 세부내용 운영 기간

전문교과 방과 후
미술 전공
실기지도

건식(단색)
표현

석고 표현

2019. 3월 ~ 12월
(약 9개월)
주 4일
3시간씩

정물 표현

인체 표현

발상 드로잉

정물 수채 표현

습식 표현

풍경 수채 표현

인체 수채 표현

전통 회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벽화

창의 실기

기초 디자인

만화 표현

농산 어촌
방과 후
실기지도

소묘

2019. 9. 3 - 9.19
(12일간)

수채화

디자인

만화 표현

<표 IV-29> 전주예술중학교 미술부 방과 후 과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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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방송부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며, 순수미술 분야뿐 아니라 실용음악,

애니메이션 전공, 현대무용, 연기, 뮤지컬 전공 등의 실용예술교육을 포

함하고 있다. 미술부의 선발 과정 또한 순수미술, 애니메이션, 디자인의

세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면접과 출석 점수를 포함하지 않는 실기 고

사 과정을 통해서만 전형하고 있다. 특히 전주예술중학교는 지역 특성상

기숙사 학생이 많고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농산어촌 방과 후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의 표 <IV-30>은 앞서 살펴본 각종학교를 포함하는 국내 예술

중학교 6개교의 종합적인 현황 및 미술교육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간략

히 정리한 내용이다. 현 2020년과 2019년 기준 각 학교 차원에서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합·수렴한 내용이며, 학교 차원에서 자료 수집 및 제

공하지 않는 부분은 별도 표기하였다. 자료별로 기준 년도가 2020년,

2019년도로 약 1년간의 차이가 있어 동일하지 않은 연구의 한계가 있었

으나 이는 예술중학교의 종합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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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학교 선화예중 계원예중 브니엘예중 부산예중 전주예중

학교
현황

학교 구분 각종학교 예술중학교

설립 년도 1967 1974 2010 1996 1999 1992

미술
부

(수)

전임

교사 3 3 3 1 1 2
실기
강사 33 33 19 8 20 5
학생
(학년

별)
100 112 51 83 80 10

전공
시설 11 예술고등학교와 같은 부지 및 일부 시설 공유

신입생
선발과정

실기

고사

소묘 보고나타내기 정물 정물
석고

(기하입방체)
정물 순수미술,

애니메이션,
디자인
중 택일보고나타내기 조건제시 X X X수채

면접 교과과정 교과과정 교과과정 인성 면접 X X

출석 ○ ○ ○ ○ X X

전공교육
운영형태

정규과정 선택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활용

방과후과정 ○ ○ ○ ○ ○ ○

비고 융합프로그램*
농산어촌 방과
후 프로그램

미술
전공교육

내용
*학교마다 
과목명이 
상이할

수 있음.
*2015 미술
과 전문교과 

교육과정 
기준.

*계열상으로
파악함.

(예 : 한국
화와 동양화
는 대동소이
하게 취급)

미술 이론
교과서 이론 수업 외 학교 별 주로 고학년에 한해, 특강 및 수업

미술사

드로잉

소묘 소묘 소묘 소묘 소묘 소묘

펜화 드로잉 드로잉 정밀묘사 발상드로잉

수채화 채화 수채화 수채화 수채화 수채화

평면 조형

유화 서양화 서양화

아크릴화 채색화
창의실기   
        

템페라화 조형 표현기법 표현기법 벽화

판화 판화 판화

동양화 동양화 한국화 한국화 한국화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기초디자인

입체 조형

도자공예 도예* 도예

조소 공예* 조소

3D 입체조형 입체 입체 조형

매체 미술

혼합매체
창의적 표

현

매체 심리 UCC제작*

컴퓨터 그래
픽 디자인

코딩*
컴퓨터
그래픽

사진
디지털 아

트
디지털 아

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만화표현

○ (실시),  X(실시하지 않음), -(학교 차원 자료수집 및 제공하지 않음.)

<표 IV-30> 국내 예술중학교 현황 및 미술 전공교육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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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미술부가 설치되어 미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중

학교는 총 6개교다. 서울지역에 2개교, 경기지역에 1개교, 부산지역에 2

개교, 전북 지역에 1개교로 그 외 지역은 전무하다.

6개교는 전국적으로 오랜 기간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어 왔으며 역

사와 규모 간 차이(이영선, 2010)뿐만 아니라 학교 구분 또한 다르게 분

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1967년 예원학교, 1974년 선화예술중학교가 수도

권에 ‘각종학교’ 형태로 설립되었고, 1990년대에 전주예술중학교, 브니엘

예술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가 각종학교가 아닌 ‘예술계열 특성화중학교’

형태로 차례로 설립되었다. 1960~70년대에 각종학교 형태로 서울에 극소

수만이 운영되어 오다가 1998년 ‘특성화중학교’ 법안이 정립되며 비수도

권에 예술중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최근 2010년 설립된 계원예술중학교의

경우 특성화중학교로 설립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 형태로 개교

하여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술중학교는 그 규모의 차이를 검

토할 수 있다. 각각 수도권의 예술중학교가 예원학교 8학급, 선화예술중

학교 7학급, 계원예술중학교 4학급으로 운영되는 한편 비수도권의 경우

브니엘 예술중학교 3학급, 부산예술중학교 3학급, 전주예술중학교 2학급

으로 그 규모 또한 편차가 크다. 규모가 가장 큰 예원학교와 규모가 가

장 적은 전주예술중학교의 학급 규모를 비교했을 때, 각 38명으로 구성

된 8학급, 학년별 미술부 100명인 반면, 전주예술중학교의 경우 각 22명

으로 학년별 2학급, 학년별 미술부 학생 수 10명에 불과하다. 학생 및 학

생 수 외에도 수도권 예술중학교의 미술부 전임교사 수가 3명인 한편 비

수도권 예술중학교의 경우 1~2명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예술중학교는 각 학교의 설립 주체가 학교 법인 재단에 의한 지

원으로 이루어지는 사립학교로 예원학교를 제외한 5개교는 모두 각 재단

하의 예술 고등학교와 같은 부지 및 일부 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

하고 있다.

   국내 예술중학교의 선발 과정은 일반적으로 소묘, 수채로 구성된

실기시험과 면접, 출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원학교와 선화예술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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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한해서 수채화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후에 설립된 브니엘

예중, 부산예중, 계원예중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 전주예중의 경우

타교보다 전공이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실기평가 또한 순수미술,

애니메이션, 디자인 중 택일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예술

중학교로 분류된 3개교는 교과과정에 준하는 면접을 전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특성화중학교 선발제도의 경우 각종학교의 선발제도와 달리

입시 경쟁의 과열을 우려하여 필기시험에 의한 선발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이 깊다. 브니엘 예술중학교는 별도의 면접 과정이

존재하지만 학생의 인성에 대한 내용으로 점수화하지 않고 있다.

예술중학교의 전공 교육의 운영은 또한 그 교육체제와 개설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규과정 내 전공수업과 방과 후 과정으로 상호 보완적

으로 구성되어 미술 실기 수업을 행하고 있다. 학교별로 '전문미술',

'예술전공 실기' 등 그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 정규학교와 동일한

과정 내 '선택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방과

후 과정은 정규과정의 보완, 심화하는 예술교육으로 국내 예술중학교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1,2학년 때 다양한 재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다. 예술중학교의 3학년은

예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소묘, 수채 실기지도가 중점적이다. 또한 주

로 고학년에 한해 미술 이론 및 미술사 과목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별도로 개설되어 있는 일부 학교 또한 주로 고학년에 지도되며

특강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공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목명은 지역별로 다르기에 사

실상 그 내용의 세부적인 구분은 유의미하지 않으나 2015년 미술과

전문교과 교육과정 내 드로잉, 평면조형, 입체미술, 매체미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학교 수준에서 세부전공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술

전공실기'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부전공을 정하는

전주예술 중학교의 경우 순수미술 전공, 애니메이션 전공, 디자인 전공

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브니엘 예술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전주예술

중학교의 경우 '표현기법', '창의실기'와 같이 통칭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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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예를 들어 부산 소재의 예중에 편성된 '표현 실기' 과목의 경우 판화,

염색, 사진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표현기법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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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예술 학교

   국내 사정보다 먼저 예술 영재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미국, 영국, 싱가폴, 이스라엘, 러시아를 포함하는 총 5개국의 중등교육

단계의 예술학교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교육과학

기술부가 밝힌 '세계 각국의 영재 교육 비율4)'에서 제시한 국가들 중

국내 수혜비율 기준 상위국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이들

국가의 중등교육 수준의 영재 교육 체제 및 예술학교가 주는 우리의

현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1) 미국

미국은 1988년 초·중등교육법의 일환으로 영재교육법(The Jacob K.

Javits Gifted and Talented Student Act)을 제정해 국가적 차원의

영재교육법 기반을 마련(조형정, 2010)하고 국립영재연구소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국가재정지원기관(NEA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이나 관련 재단 등을 통해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국내와 달리 매우 다양한 영재교육제도와

프로그램 (<표IV-32> 참고)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마다 그리고 주안에서

단위 교육청 및 단위 교육청 내 학교마다 그 운영방법 또한 다양하다.

미국은 주별, 지역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과과정, 프로그램, 교수법 등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영재학교, 영재학급, 특성화 공립학교(Magnet School),

영재교육센터와 고등학생을 위한 대학 과목 선이수제(Advanced Placem

4)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은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세계 각국의 영재 교육 

비율을 밝혔으며 년도에 따른 비율은 대동소이함. 최근 제4차 영재 교육 진흥계획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싱가폴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비율(%) 0.59 1~15 5 5 1 5 0.01

<표 IV-31> 세계 각국의 영재교육 비율(한국교육개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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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이하 AP 제도), 이중등록 제도, 조기 학점 이수제 및 다양한 교내

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기 진급과 동시에 조기 졸업이 가능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미국 영재 교육의

전반적인 특징은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

적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계열

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조형정, 2010).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교 차원의 예술 영재 교육을 고찰함에 미국의

영재학교, 주지사 학교 프로그램, 자석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들을

살펴본다.

미국의 영재학교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며, 수학

고등학교, 수학 과학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예술영재학교 등이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예술과 인문학의 영재들을 함께 모아 지도하고

있다. 일리노이(Illinois)주를 제외하고는 대학 내 영재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AP 과정을 제공한다. AP 프로그램은 중학 2~3학년 과정에서

내용 프로그램

학교적 차원

영재학교

주지사 학교 프로그램(Governor's School)

자석 학교(Magnet School)

제도적 차원

풀 아웃 프로그램(Pull-out Program)

AP 제도(Advanced Placement,이하 AP)

영재학급

국제학사제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명예 반(Honour Class)

조기 입학제도

이중등록제도

속진 제도

사사 제도

<표 IV-32> 미국의 영재 교육제도와 프로그램(박성익,1999; 조형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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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으로 대학교수 내용의 조기 이수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

으로 월반이나 조기입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화 교육의 성격이

강하다(김춘일, 2006). 프로그램은 국내의 대학과 같은 다양한 교과목

들이 제공되며 학생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다른 학년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급 수준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주지사 학교 프로그램(Governor's School Program)은 주에서 우수한

재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2주에서 6주간의 여름방학 혹 때에 따라

정기학기 중에도 실시하는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 법령에 의해

행정적, 재정적, 교육적 지원을 하여 운영되며 대부분 고등학생, 일부는

초, 중학생이 공립과 사립의 구분 없이 능력, 적성, 지역, 인종, 성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자석 학교(Magnet School)는 일종의 특성화 학교로 수학, 과학 예술

등 특정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자

설립되었다. 오전에 공통과목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영재아의 특기·적성

에 따른 개인별 주제 탐구학습을 하는 심화 교육방식의 학교다(김춘일,

2006). 또한 학군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원할

경우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반 교과목을 듣고 마그넷 스쿨에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마그넷 스쿨은 교육청

에서 지정하기도 하고 일반 학교에서 전환 가능하다.

(1)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예술-인문학 영재학교(South Carolina

Governor's School for the Arts and Humanities, 이하 SCGSAH)

① 학교 현황

SCGSAH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 공립예술학교로 1980년

사우스캐롤라이나 특별법으로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여름학기

우등생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다가 1994년 주 전체의 학생들 대상의

기숙학교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조형정, 2010). 학교가 위치한

그린빌(Greenville)은 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산업체가 밀집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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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아 문화 예술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정책적 목적과 함께 설립되었다(조형정, 2010)

강당, 블랙박스 극장(Black Box Theatre), 작업 스튜디오, 연습실,

갤러리, 미술 도서관, 스마트 교실, 체육관과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42명의 학생을 제외한 약 150명의 학교 구성원 중 10명의 미술

강사로 구성되어 있다.

➁ 선발 과정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 예술 인문학교는 총 4단계에 걸쳐 학생을

선발한다. 1단계는 오디션 전에 준비해야 할 미술 이론 관련 연구 과제,

2단계는 각종 응시 서류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미리 제출해야 하며,

3단계는 오디션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4단계는 1시간 30분

가량의 드로잉 워크숍과 30분의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IV-33>를 참고한다.

<그림 IV-8> SCGSAH의 전경

단계 내용 예시

1

n 미술이론 관련 연구 과제 평가

: 르네상스, 1850-1950, 1950-동시대 세 기간 중 하나를 골라 대표작

품을 준비하고 시대와 화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토론 준비하기
2 각종 응시서류

3 n 오디션 포트폴리오

<표 IV-33> 미국 SCGSAH의 미술(Visual Arts)전공 선발 과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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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교육과정
SCGSAH의 학교 수업(academic program)은 10학년부터 12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4학기 동안 76학점을 이수하도록 한다

(김형숙, 2012). 각각 영어 4단위, 수학 3단위, 사회 3단위, 체육 1단위,

언어 2단위, 컴퓨터 공학 1단위, 미술사와 음악사 중의 선택과목 4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AP 제도와 명예제도를 활용해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SCGSAH의 전공 수업은 창작 글쓰기(Creative Writing), 무용, 연극,

음악, 미술 등의 5개 전공영역과 인문학 교육과정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기숙학교의 특성상 오후 3~4시경 정규 수업 외에도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 시간 제약 없이 실기,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다(조형정,

2010). 미술(Visaul Arts)전공 학생들은 개설된 과목들(<표IV-34>참고)

과 전문적인 포트폴리오, AP 미술사 수업, 명예 수업(Honor's Class)

으로 개설된 스튜디오 수업으로 구성된 전문 심화 교육을 받는다.

1) 거울을 보고 그린 연필 자화상 드로잉

2) 입체 작품

3) 추가 선택작 : 2D/3D/스토리보드/모션 애니메이션

n 스케치북 :평소 작업이 담긴 최소 20장 가량, 완성작이 아니어도

됨.

4

n 드로잉 워크숍(1시간 30분)

: 실제 수업환경에서 정물화 그리기

n 면접(30분)

: 평소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면접

11학년 12학년

1학기

디자인, 드로잉, 그래픽 디자인,

모션디자인, 미학 및 미술이론

애니메이션, 페인팅, 조소, 드로

잉, 스튜디오 과정, 포트폴리오,

현대미술, 미술사

2학기
페인팅, 조소, 애니메이션, 건축, 애니메이션, 페인팅, 조소, 드로

<표 IV-34> SCGSAH의 미술 전공 개설 과목(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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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 예술 인문학교의 주요 특징은 모든 전공

영역에서 실기뿐 아니라 실기 이론 및 기초교육이 강조되며, 창작

글쓰기 전공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창작 글쓰기가 강조되듯

예술의 맥락에서 'Big Picture Thinking'(<그림III-9>참고)과 같은

인문학 교과과정이 전공과 수준에 맞추어 재구성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예술교육 뿐 아니라 인문학 교육이 함께 강조되고

있으며 학생 선발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 예술과 인문학 간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예술가

들을 강사로 초빙하는 심화 교육 외에도 SCGSAH는 각 전공 별로 별도

여름 프로그램 과정(<표IV-35>)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판화, 도자기, 금속, 드로

잉, 진로교육

잉, 스튜디오 과정, 포트폴리오,

현대미술, 미술사

<그림 III-9> SCGSAH의 인문학 토론 수업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대상

아트 오디세이 프로그램 n 스튜디오 집중형 수업 1주 8,9

<표 IV-35> 미국 SCGSAH의 미술 전공 여름 프로그램(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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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르폭 주지사 예술영재학교(The Governor's School for the Arts,

이하 GSA)

① 학교 현황

노르폭(Norfolk) 주지사 예술영재학교는 9-12학년을 대상으로 공립

중등 예술 오후(14시~16시) 학교로 버지니아(Virginia)주 18개의 영재

학교 중 유일하게 예술 분야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다. 오후 시간만 활용

(Arts Odyssey

Program)

1) 드로잉, 2D, 3D 디자인

2) 조소, 판화, 도자기, 그래픽

디자인, 사진, 애니메이션

3) 언어 수업 : 미술에 대한

말하기

학년

아카데미 프로그램

(Academy Program)
n 작품 발전, 분석, 크리틱 2주 10학년

<그림 IV-10> 미국 GSA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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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집중적인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GSA는 본래 6주 여름학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다가 1987년 정규 학기 수업으로 전환되어 현재

무용, 음악, 뮤지컬, 연극, 미술, 성악 등의 전공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총

학생 수는 355명이고 상당 수의 학생들은 이미 전문 예술 단체에

파트타임 일원 혹 인턴십을 활동하고 있다(조형정, 2010).

60 여명의 교사 중 풀타임 교사는 9명에 불과한 반면, 파트타임

교사와 계약제 예술가 교사는 55명에 달한다. 이는 GSA가 기본적으로

졸업장을 주어야 하는 전일제 예술영재학교와 개념이 다르기에

예술가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것에 있어 주 정부의 영재 교사 채용지침을

따라야 하는 전일제 학교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미국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예술가들을 단기간에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고급의 촉진자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GSA는 노르폭시 전체가 교육의 공간이 되어 미술, 음악 영재

교육은 노르폭시와 Old Dominian University와의 협약에 따라

대학교사가 활용되며, 무용과 연극 수업은 노르폭 다운타운의 실제

예술가들이 활용하는 사립 무용실과 극장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실제 예술 현장에서 예술가와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열정을

자극하는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다(조형정, 2010).

➁ 선발 과정
포트폴리오 제출을 통해 1차 오디션 지원 후 통과되면 2차 오디션과

심층 면접을 하게 된다.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집중 예술교육을 받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며 오디션 자체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조형정,

2010).

➂ 교육과정
모든 장르에서 실기지도뿐만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이론 및 예술

기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 전공 학생들은 미술사, 미술 이론,

미술 비평 수업과 함께 9주 동안 매일 두 시간의 스튜디오 수업을



- 81 -

들어야 하며, 스튜디오는 학생 스스로 선택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전체적

인 포트폴리오를 진행 시키는 과정의 목적이 있다. 또한 모든 학생은

1년에 총 2~3회씩 작품을 발표하는 공연에 참여해야 한다.

(3) 조지 워싱턴 카버 센터 예술-기술 학교(George Washington Carver

Center for Arts and Technology)

   메릴랜드(Maryland)에 위치한 George Washington Carber Center

for Arts and Technology 고등학교는 예술 교육 특화학교 양성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학교는 예술과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1992년 설립된

특화학교(Magnet School)다. 연기, 비즈니스, 목공기술, 요리, 무용,

디자인과 산업미술, 문화, 음악, 시각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에 열정을

지닌 학생들은 1000여명에 달하며 학업과 기술의 조화를 이루도록 훈련

및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미국의 영재 교육은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국가적

체제하에 주별, 지역별, 학교별로 획일화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검토한

<그림 IV-11> 미국 조지 워싱턴 카버센터 예술-기술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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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GSAH, GSA, 조지 워싱턴 카버 센터 예술-기술학교 사례는 각각

미국의 주지사 프로그램과 자석 학교 형태의 영재학교 사례로 교육체제

의 자율적인 운영 및 교육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선발 과정 및 AP

제도, 명예제도 등 선택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세 학교 모두 국내의 예술중학교와 달리 다른 분야와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각각 SCGSAH는 5개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학

교육을 함께 실시하며 GSA는 실기전공과 관련된 이론과 예술 기초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조지 워싱턴 카버 센터 예술기술 학교 또한

학업과 기술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예술 영재 교육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진행되어왔다. 본래

다양한 종류의 사립 기숙학교 형태로 엘리트 중심이라는 부정적 인식

에서 소외계층 출신의 영재 발굴을 포함하는 공교육 체제 내 영재 육성

활성화를 통한 미래 글로벌 사회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대두되었기 때문이다(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6)

미국과 달리 교육부의 영재과(Gifted & Talented Unit)라는

전담부서를 두고, 모든 학교 내에 학교 급별로 교사 중에 영재 교육

조정관(Gifted & Talented Coordinator)을 임명하여 영재 학생 관리의

실무자로 활용한다. 즉, 정규 학교 체계 내 보통의 학급에서 시작되는

통합교육을 영재 교육의 시발점으로 보고 영재교육조정관은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상위 5~10%의 학생들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며 별도의 교사교육을 받는다. 이런 지원 체제는 영국

국립 영재 아카데미 (National Academy for Gifted and Talented

Youth)와 런던 영재 교육 기관과 같은 기관과 연계되어 다양한 파트너

쉽을 통해 이뤄진다(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7). 이를 통해 일반교육

및 기존 학교 교육체제 내에 통합하고 최대한 활성화해 일반교육의 질

자체를 향상시킨다는 것이 영국 예술 영재 교육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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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국립 영재 아카데미(The National Academy for Gifted and

Talented Youth, 이하 NAGTY)

① 학교 현황

NAGTY는 2002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워릭 대학(University of

Warick) 내에 설치되어 2007년 8월 문을 닫았으나,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에 따르면 2004년 설립된 이후 영국 내 학교들 중 60%가

가입되어 있고 약 8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었을 만큼 영국

예술 영재 교육 연구의 선례로서 국내 연구에 여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NAGTY는 우수한 인재 발굴 및 향상을 위한 학습 과정 제공과

동시에 아카데미 내 설치된 연구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교수법을 모색

하고 영재 교육 담당 교사들에게 각종 수업자료 및 워크샵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영국식 모델이라는 특정 방식을 통해

영국 정부 예술 및 교육정책과 연계시키는 조정자적 역할을 하였으나

학문적 영재와 별개로 예술적 영재를 위한 통합적 체제 마련은 미비

하다.

➁ 선발 과정
예술 영역의 경우 일반화된 선발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교사와

전문가, 관찰자 등을 동원하는 추천하는 방식이다(조형정, 2010).

➂ 교육과정
NAGTY의 정규교육은 11~16세, 16~19세, 19세 이후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부서를 달리하고 부서 간 협력관계 강화 및 체계화에 주력하

였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창의적 파트너쉽(Creative Partnership, 이하

CP 프로그램) 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양한 장학금 제도와 더불어 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 먼저 지원해주는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무상 현장 예술교육을 지원하였다. CP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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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표적 창의적 학습프로그램으로 영국 전역에 지명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의 학교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을 하기 위함

이다.

영국의 영재 교육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발전해 전담부서와 모든 학교

내에 영재교육조정관을 임명해 기존 학교 체제 내에 최대한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예술 영재 교육은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학술 영재와는

구분되는 교육으로써의 강조를 하고 있다(조형정, 2010). NAGTY는 CP

제도를 통해 정부가 나서서 모든 현장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선발 과정에서 일반화된 선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교사와 전문가 그

밖의 관찰자 등을 동원하여 추천하고 있다.

3) 싱가폴

미국 영재 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싱가폴의 영재 교육은 1984년

국가적 계획하에 교육제도 내 체계적으로 영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규, 2002). 미국의 영재 교육 자료와 모델을 이용하여 'GEP'(Gifted

Education Program)을 탄생시켜 국가 차원에서 모든 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지적인

능력과 높은 수준의 사고 기능 개발을 위한 확장된 활동, 더불어

인지적으로 보다 높은 활동을 요하는 학습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홍규, 2002). 이는 주로 상설 영재학급 형태로 초등·중등 학생의

각 수준별 GEP에 참가하는 심화 학습형태다. 특히 교육부(2018)의

제4차 영재 교육 진흥종합계획에 따르면 싱가폴의 영재 교육은 정규교육

과정과 연계한 심화 교육과정의 공공의식, 리더십 교육 및 통합형과

분리형의 영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형 영재 교육이 정규교육

과정 중 일반학생과 교육을 받다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학에서

일반학생과 분리한 운영 형태인 반면, 분리형 영재 교육은 미술, 공예,

사회, 도덕, 체육 등 영재 학생만을 위한 학교가 운영되는 형태다.

예술 영재 교육은 초등수준까지는 학교의 일반 예술 교과를 통해

교육이 제공되다가 중등 수준 이상부터 일반 공립학교에서 예술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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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또는 예술 특성화 학교의 방식으로 예술 영재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1) 싱가폴 국립예술영재학교(School of the Arts, 이하 SOTA)

① 학교 현황

SOTA는 기존의 예술 영재 교육 방식에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문화부의 높은 이해도와 긴밀한 상호 협력 하에 국내의 정보통

신부와 문화관광부가 결합된 정부 부처의 형태인 정보통신예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he Arts, 이하 MCI5)) 산

하에 2008년 설립되었다. 다중 창의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 미

래 시민 (Creative Citizens for the Future)'이라는 예술 영재 교육에 대

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비젼 (vision)이 반영된 싱가폴 최초의 신개념 예

술학교다. 1200명의 학생과 교직원 수 약 400명에 달하며 과목별로 주

교사 외에도 보조 및 비상근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5) 현재는 정보통신부(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이하 MCI)

와 문화소통 청소년부(The Ministry of Culture, Community and Youth, 이하 MCCY)

로 바뀜.

<그림 IV-12> SOTA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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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선발 과정
SOTA의 신입생 선발 과정(DSA)은 개별 포트폴리오 오디션, 단체

과정, 면접, 온라인 질문, 입학시험을 포함한다. 2020년부터 미술부는

최종 선발 과정에서 포트폴리오가 아닌 실기 과제(<표IV-36>참고)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면접 당일에 지참해야 한다.

➂ 교육과정
기존의 예술 선택과정 중심의 교육과 달리 예술과 학문 영역의

균형과 통합적 교육과정(<그림 IV-13>6))을 통한 공감적 리더(H.I.P.P

Leader)십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공감적 리더 (H.I.P.P Leader)십 교

육'으로서 겸손(humility), 도덕성(integrity), 인간중심(people-centredn

ess), 열정(passion)을 강조하고 있다.

 

전형 내용 비고

Art
Task

주제 : <과일과 채소들>

A3 종이 위 연필 소묘

n 시간제한 없음

n 면접 당일 지참할 것

<표 IV-36> 싱가폴 SOTA의 신입생 선발 과정(DSA)의 실기과제 예시(2020)

<그림 IV-13> SOTA의 통합적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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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에서 18세까지의 총 6년 과정은 싱가포르의 국제 학사 학위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이하 IB) 또는 직업 관련

프로그램 (IB Career-related program)으로 이어진다.

  특히 SOTA에서는 상위 5%의 높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위하여

개별화된 전공 심화 교육의 형태로 예술 영재 교육과정(Art Excellence

Programme, 이하 AEP)이 운영되고 있다. AEP는 유명한 전문가의

마스터 클래스(masterclass), 워크숍, 해외 예술축제, 여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AEP와 별도로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각

6) 그림 출처 : SOTA 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sota.edu.sg/)
6) 중국어, 말레이시아어, 타밀어, 힌두어 교육

학문 영역 예술 영역 정서 영역

영어
(English Language & 

Theory of Knowledge)

춤
(Dance)

인성, 시민 교육
(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
인문학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영화
(Film)

봉사활동
(Community 

Service)

영어 문학
(Literature in English)

통합 예술
(Integrated Arts)

실험 교육
(Experiential 
Education)

수학
(Mathematics)

창의적 글쓰기
(Literary Arts)

미디어 교육
(Media Education)

음악
(Music)

모국어 교육
(Mother Tongue 

Languages)7)

연극
(Theatre)

자료 연구
(Research Skills)

미술
(Visual Arts)

과학
(Sciences)

<표 IV-37> 싱가폴 SOTA의 영역별 개설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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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뿐 아니라 춤, 창의적 글쓰기, 음악, 연극과 미술의 모든 전공을

아우르는 실험적, 협력적인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

즉 싱가폴의 영재 교육은 GEP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분리형이 아닌 통합형 영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리형 교육과정이 미술, 공예, 사회, 도덕, 체육 등

영재학생만을 위한 학교가 운영되는 반면에 통합형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중 일반학생과 교육을 받다가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에서

일반학생과 분리한 영재교육을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한다(교육부, 2018)

또한 기존의 예술 선택과정 중심의 교육이 아닌 통합적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술 영재 교육 과정(AEP)과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공 심화교육과 모든 전공의 실험적, 협력적인 공동 작업

을 하고 있다.

4) 러시아

러시아의 영재 교육 체계는 서구와 다른 독창적인 방법으로 세계적으

로 교육 분야의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이는 구소련 시절인 1960년대부

터 사회주의 체제 공고화를 위한 군비 확장과 산업 생산력 증가를 위한

신기술 확보를 국가 과제로 삼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재

육성에 집중해온 영향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서구의 영재 교육이 영재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능력(지능)

과 영재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러시아는 이 둘의 개

념을 밀접하게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재성을 후천적인 것으로 간주

한다(이성민, 2010). 영재성을 후천적 교육에 의한 능력 발달로 평가하고

이를 발달시키기 위해 아동의 잠재력을 위해 아동의 수준에 맞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앞으로 도달될 한 단계 높은 수준인 '기대 발

달 수준'에 맞추어 다각적으로 학습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이 러시아 영재

교육의 큰 특징이다(이성민, 2010).

1970년대 이후 러시아 영재 교육은 당 차원에서 영재 교육을 공식 인

정함으로써 심화 교육이나 특별 교육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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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영재 교육의 황금기를 이루었으며 4차례에 걸친 교육법 개정을 통해

필수-선택과목들의 혁신(이성민, 2010)과, '학교제도의 다양화' 차원에서

김나지야, 리쩨이, 칼리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학교, 특수학교(<표

III-38>참고) 설립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8) 이를 통해

항공기술 리쩨이, 예술학교, 비즈니스 스쿨, 화학 리쩨이, 고전 김나지야,

음악 김나지야, 예술 김나지야, 언어 김나지야, 배우 리쩨이, 영화 리쩨

이, 의학-철학 리쩨이, 경제 리쩨이 등 전문 분야별로 사회 전반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박태성, 2004).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영재학교는 러시아에 약 20여개

교가 설립되어 있다. 이는 구소련 연방 정부가 정책적으로 설립하여

국내 과학 고등학교의 모델이 된 콜모고르프 과학학교, 상트-페테르

부르크 과학고 외에도 수학, 물리, 외국어, 예능 등 특수 재능을 가진

8) 박태성(2004). 러시아 영재 교육의 변화와 실상. 슬라브 연구, 20(1), 259-292. ①특정

한 교과목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특별학교 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김나지야, 리쩨이,

칼리지와 같은 학교를 개설한다. ②리쩨이 및 김나지야의 교육내용을 인문이나 예술 분

야의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③농촌 지역의 초등학교를 개선하고 새로운

형태의 중등학교와 이들 초등학교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법 등을 모색한다.

형태 교육내용

김나지야
(гимнази

я)

11년제 초·중등 보통교육학
교 영재 교육기관

문과 계통
:인문학 과목

(철학, 사회교육,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문화학)

자연 수학 계통의 기초지식습득
중심의 방법론 학습

리쩨이
(лице ́й)

보통교육학교 영재 교육
기관

(8~11학년 대상 고등교육기
관, 연구소, 사회기구 부속)

이과 계통
: 자연, 수학, 물리-기술, 경제-지

리중등전문학교·
직업-기술 학교

<표 IV-38> 러시아의 특수학교 형태

https://dict.naver.com/rukodict/ko/entry/ruko/23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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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위해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쉬콜라)를 포함한다(박태성,

2004).

(1) 인텔렉츄얼 학교(Intellectual School)

① 학교 현황

2003년에는 분야별 특수화된 영재학교가 아닌 둘 이상 또는 전반적인

분야가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숙 영재학교가 설립되었다. 학생 수는

2003년 국내 리포트 기준 5~8학년 등 4개 학년에 70 명이었으며 조기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입학 학년을 점차 낮추어 1학년부터 11학년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확대되어 현재 약 410명의 학생에 달하고 있다(한국

교육개발원, 2003). 한 학급은 15~18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기준 교직원은 총 72명, 30명의 전임교사와 25명의

겸임교사가 배치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대학교수나 박사급

연구원이다. 이는 모스크바시 당국에서 관할 학교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원들을 영재학교에 선발·배치한 것으로 러시아 최고 명문인

모스크바 대, 물리대학, 국립 사범대학 교수, 러시아 교육아카데미 산하

<그림 IV-14> 러시아의 인텔렉츄얼 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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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연구소에 소속되어 교과서를 저술하였거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 또는 교사들이다(이성민, 2010).

또한 인털렉츄얼 학교는 학생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안정된 학습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학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실험 실습

비용조차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러시아 학교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한편 인털렉츄얼

학교에서는 인터넷이 연결된 도서실과 컴퓨터실이 상시 개방되어 있다.

➁ 선발 과정
인텔렉츄얼 학교의 입학은 러시아 전체의 10 :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3단계의 과정(<표IV-39>참고)을 통해 이루어진다. 논리력 측정을

위한 1단계의 2개 과목 시험과 2단계의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발표 및 질의응답을 거치게 된다. 위 두 단계를 통과한 학생에 한해

2주간의 참여식 수업을 통해 전문가의 관찰 및 면접이 진행되고 이때 각

학생의 영재성을 판별하며 영재아별 수업형태와 교육내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➂ 교육과정
모스코바 교육청은 지난 10 여년 간의 다른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경험과 특수 영재아 연구를 기초로 기존의 영재학교가 한정된 분야에

치우쳐 영재 아동의 복합적인 재능 발달을 간과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단계 내용 평가 영역

1
1) 수학시험

2) 생물 / 역사 / 언어 중 2개 과목 논리력

2 학생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공개발표 & 질의응답 창의성

3 2주간의 참여식 수업 영재성

<표 IV-39> 러시아 인텔렉츄얼 학교의 선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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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용균, 2003).

학교 교육의 최대 목표는 학생 스스로 연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에 있으므로 학생들이 지루해하거나 싫어하는 교육내용 또는 방식을

배제하고 학생이 원하는 내용이나 분량을 최대한 수용한다. 이에 학생이

도달해야 하는 상위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수준의 기초

자료와 원전을 갖고 정해진 교과서는 없다. 하여 강의식 수업이 아닌

프로젝트 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필기시험이 아닌 창조적인 작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모든 창작 활동은 반드시 공개 발표하게 하며, 자유로운 질의 토론을

거쳐 다른 영재들의 논리 및 사고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조형정,

2010).

학과는 수학 물리반, 생물 화학반, 인문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전

수업은 개인에 따라 과목별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오후에는 학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과학, 예술, 언어, 역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별 특별활동이 진행된다. 최소 학년인 5학년 학생

중에는 7세 아동도 있다.

즉 러시아의 독창적인 영재교육체제는 학생의 기대 발달 수준에

맞추어 다각적으로 학습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

학교제도의 다양화 차원에서 김나지야, 리쩨이, 칼리지와 같은 형태로

설립되어 예술학교 또한 모색되었다. 러시아의 인텔렉츄얼 학교는

논리력, 창의성, 영재성 등의 복합적인 재능 발달을 강조하며 둘 이상

분야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연과학 학생들에게 자연과학,

인문학 교육, 예술 과목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공개발표, 질의 토론 등을 통해

자유로운 기준을 수용하고 있다.

5) 이스라엘

학생들의 13%, 학부모의 45%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세계 165개국으로부터 모인 이주민들이 국가를 세운 이스라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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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와 10개 교육 지역(유대,

아랍, 두르즈, 베두인, 체르체스키, 사마리아 등)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스라엘 교육의 큰 관건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특히 이스라엘의 영재 교육은 이스라엘 교육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그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독자적이다. 1973년

교육부 내에 영재 교육 담당 부서인 영재 교육과(Department for Gifted

Children)을 편성하고 국립 행동 과학 연구소인 졸드연구소(Henrietta Sz

old Institute)에서 영재 판별 및 선발 과정을 주관하고 있다 (교육부,

2018). 전체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영재 시험을 실시하여

전 범위적인 영재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재능아를 위한 영재 교육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교육관과도 연관지어

고려할 수 있다.

이스라엘 전국 모든 대학과 지자체의 사회교육 기관에는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운영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영재 교육은 고등연구

기관의 방과 후 심화 프로그램, 지역 공동 영재교육센터, 일반 학교 내

특별학급의 심화학습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영재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Jerusalem Gifted

Children Project'(일명 HELED)와 'The Young Person's Institued for

the promotion of Art & Science'를 들 수 있다(김홍규, 2002).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 외 영재들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 형태의

기관은 수도 예루살렘(Jerusalem)에 위치한 이스라엘 예술-과학

아카데미(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 이하 IASA)가 유일하다.

2015년 4월, 우리나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IASA를 방문한

바 또한 있으며 세계적인 인증을 받으며 미국, 호주, 싱가폴을 비롯한

선진국 7개국에 이스라엘의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하고 있다.

(1) 이스라엘 예술-과학 아카데미(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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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IASA)

① 학교 현황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수월성 교육협회(Society for Excellence thro

ugh Education)의 유대인 석학 18명이 주도해 과학과 예술의 병행, 통합

학문적 접근 방법의 교육철학 하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1~3학년에 해당하는 10~1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형 영재

고등학교로 한 학년이 60~70명으로 총 약 230 여명의 재학생을 두고

있다(김순식, 2018).

매년 90 명이 안되는 학생들은 과학, 미술, 음악, 인문학 4개의 과를

통해 선발된다. 박사학위 소지자 10명을 포함한 교사 50 명를 포함하여

총 교직원 80명에 달한다. IASA의 예술담당 교육 인력은 정교사와

시간제 강사로 구분되며, 각각 정교사는 전문 예술가 집단에서, 시간제

강사는 대학교수,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주로 선발된다. 교사 50명 중

15명만 전담교사고 나머지는 모두 대학 연구소 산업계의 정상급 전문가

들이 강의를 맡고 있다(조형정, 2010).

학교시설 면에서는 기숙사, 도서관, 헬스시설, 세탁실 등 웬만한

대학을 능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이 24시간 개방한다(최영선,

<그림 III-15> 이스라엘 예술-과학 아카데미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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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립재단 및 개인의 기부금 50%,

정부 지원 25%, 학부모 부담금 25%로 조달된다. 입학 전 일괄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각 가구별

경제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등 IASA만의 독특한 학비 선정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등록금은 연간 약 6,000달러로 이스라엘의

보통학교에 비해 약 2~3배 비싼 편이지만 전체 학생의 90%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김경회, 2014). 하여 IASA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영재 교육이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IASA의 학생들은 3 년 동안 의 재학기간동안 저소득층 아이들,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➁ 선발 과정
IASA는 매년 80명 내외의 입학생을 3단계의 절차로 선발한다. 과학

전공자가 50명 내외, 음악과 미술 전공자가 각각 10명 내외, 인문학

전공자가 20명 내외이다. 1년 가까이에 걸친 영재 선발 과정은 단순히

영재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심리상태, 인성과 비전, 열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순식, 2018). 또한 학생을

뽑는 기준에는 지역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와도 무관하며 중학교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편견 없이 학교에 입학 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8~9학년 희망자에 한해 졸드 연구소에서 주관, 실시하는

지능 검사로 상위 2~3%에 속하는 약 180 여명을 선발한다. 수학적 재능,

기하학, 히브리어 문장 이해 능력과 어휘 능력, 영어 등 5과목의 학습

능력을 보는 지필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단계에서는 교사 3명이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학생의 포트폴리오, 음악 연주,

프로젝트, 에세이 등을 준비해서 평가받는다. 3 단계에서는 학교에서

3~4일간의 합숙을 통한 워크숍 형태의 수행평가를 통해 잠재역량,

팀워크,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리더쉽 등의 사회성을 평가받는다.

단계 내용 평가 반영

<표 IV-40> 이스라엘 예술-과학 아카데미의 선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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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교육과정
학교에 개설된 전공은 과학(science), 음악(music), 미술(art), 인문학

(humanities)이다. 학생들은 11학년 진학 시 전공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생물학, 화학, 물리학, 컴퓨터과학, 수학, 음악, 미술을 포함한

7과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각 과의 특징은 <표 IV-41>과 같다.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로 보장되어 대학과정과 같이 수업 시간표는 학생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결정하며, 수업 또한 철저히 토론과 실험,

세미나 식으로 이루어진다.

   

IASA 교육과정의 특징은 자신의 전공 외에도 부전공의 개념으로

영역 비율

1

n 졸드 연구소 주관 지필 시험
: 5개 과목의 학습 능력

(수학, 기하학, 히브리어 문장 이해 능력,
어휘 능력, 영어)

지능 검사 40%

2 n 학생과 교수 3명의 개별 면접
: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에세이 등을 준비

개별 역량
및 전공 분야 60%

3 n 3~4일간의 참여식 수업(워크숍)
다양한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사회성

학과 특징

과학
자신의 관심에 따라 생물학, 화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수학 등의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 학습하다가 졸업 전에는 뇌과학, 천체학, 양

자론, 해양과학 등의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미술
순수미술, 조각, 사진학, 비디오, 디지털 미술, 미술 이론과 역사 등

을 배우며 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음악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역사, 연주 수업, 작사 작곡에 대한

수업과 실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배우게 된다.

인문학

역사, 성경, 문학, 유대학, 철학 중에 한 전공을 선택한 뒤 제 2 의

외국어를 필수로 하며 졸업 전까지 대학교 수준의 논문을 쓰게

된다.

<표 IV-41> 이스라엘 예술-과학 아카데미의 개설 전공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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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다른 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부전공으로 배우는 과목의

학습 수준이 일반 학교의 최고 수준일 만큼 교육의 수준이 높다. 또한,

전공과 상관없이 수학을 수준별로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수학 과학

전공자 중 최고 등급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 대학 수준의

연구 논문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즉 IASA는 전공에 관계없이 수학 과목을 공통으로 이수하고, 과학

전공자들은 필수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술 및 인문 교과목을 수강하고,

반대로 예술 전공자들도 필수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학 및 과학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하여 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전공

학생들은 예술을, 예술전공 학생들은 과학을 부전공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과학 영재들과 예술 영재들이 함께 기숙사 생활을 통해

활발히 교류함으로 간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과정 내 다양한 영역 간의

융합과목이 개설되고 있다(송인섭 외, 2011). '길더(Gilder) 프로젝트

주간'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스라엘의 영재 교육은 영재 교육과와 졸드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국가적,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IASA는 과학, 수학, 미술, 음악

분야의 영재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기숙학교다. 자신의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예술전공과 과학전공 학생들의 간학문적 접근

방법을 통해 예술의 통합적 사고와 과학의 분석적 사고의 훈련을

함께함으로써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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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분석

본 연구는 국내·외 예술중학교에 관한 문헌조사와 국내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강)사의 인터뷰 과정을 진행해 정리한 내용으로, 각각의 연구

결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국내·외 예술중학교 현황 비교

   

   국내와 해외의 예술중학교 분석은 기존 선행 연구 탐색을 통해 논의

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와 해외의 예술학교 현 체제 및 내용을 수집

한 자료를 문화 예술기반 창의성 지수 구성 개념인 교육과정, 학교 구성

원, 학교 환경으로 세분화시켜 비교 및 분석하기로 한다.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현재 자료를 다시금 종합하고 해외와 비교하여 국내의 실정을 모

색,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 교육과정

III장에서 살펴본 예술중학교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술교육의 교

육과정은 학교의 ‘실기 편향성’, ‘교육과정의 유연성’, ‘대학입시의 한계’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예술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교과교육보

다 예술전공 실기 교육이 집중,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와 비

교해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정리되어 있어 예술교육의 자율성보다 그 운

영의 융통성이 부족한 편임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쟁점은 실기편향성과 융통성이 부족함보다 여전히 대학입시의 한계에 부

딪히는 것이며, 예술교육의 교육과정 문제의 핵심이 대학수준의 선발과

정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선행하는데 있음을 역설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문화예술 기반 창의성 지

수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라 현 국내 예술중학교의 예술교과편성,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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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교육목표 및 내용,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예술동아리에 관한 내용을

해외 우수 사례와 비교해 다른 양상을 비교하고 세부적인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1) 예술 교과 편성

국내의 예술중학교는 교과부 학제의 일반 중등교육과정의 교과교육을

수용하고 교과교육과 전공교과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각종학교’와 ‘예술

계 특성화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초·중등 교육법령에 준하는 국가 교

육과정을 준수해야하며, 교육부(2015) 고시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

정’, ‘미술과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국

내 예술 영재교육기관이 예술 전공교육에만 집중하고 학생의 진학과 인

성에 관한 내용은 소속 학교에 맡기고 형태와는 다르게 예술중학교가 의

무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교육과정이 예술교과에

편중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공교육은 중학교

교육과정 내 편성된 ‘선택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고 있

으며, 이는 일반적인 기본교과 내 국어와 같이 의무교육 내 기본적으로

가장 높게 편성되어 있는 과목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기편향

성이 높은 예술중학교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해외의 예술계열 학교의 경우 국내의 교과편성과 대조적이다.

국내 예술중학교는 편성된 기본 교과 내에 ‘선택교과’와 ‘창의적 체험활

동’과 같이 예술교육을 포함하고, 전공 교육 내에는 예술 교과 외의 다른

과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교과 과목과 전공과목

이 보다 연계·교환되어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SCGSAH의 구

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SCGSAH는 크

게 학교수업(academic program)과 전공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SCGSAH의 10학년부터 12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은 4학기 동안 7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각각 영어 4단위, 수학 3단위, 사회 3단위, 체육 1단위,

언어 2단위, 컴퓨터 공학 1단위 외에도 미술사와 음악사를 포함하는 선

택과목 4단위가 편성되어 있다(김형숙, 2012).. 즉 학교 수업 내 영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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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회, 과학과 같은 기본교과 외에도 미술사, 음악사 중의 선택과목가

함께 편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학교 수업 외에 전공 수업 내에도 5개 전

공 영역과 인문학 교육과정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SCGSAH의 인문학

교육과정은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되어 예술과 인문학이 조화를 이루

고 모든 예술 전공 학생들은 창작 글쓰기 과정(creative writing)을 이수

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는 국내의 전공교육이 실기교육에만 집중하고 있

는 양태와 비교할 수 있다.

   

(2) 교육 목표 및 내용

일반적으로 교육목표는 교육활동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자 교육목적의 하위개념으로 목적을 구체화한 항목으로,

국내의 예술중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에 잘 드러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예술 특성화 학교는 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을 통해 전문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특수 목

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일반 중학교와 달리 실기

교육에 편향, 집중된 교육을 실시하는 장이다.

국내 예술중학교 6개교 미술과의 교육 목표는 세부적인 어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조기 예술 심화 교육을 통한 실기 전문

인 양성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인 각 학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학교 교육목표

예원학교 창조적인 미술가의 양성

선화예술중학교
전인적 예술인, 궁극적으로 작가로서 갖춰야 할 세계관과

예술관을 확장시킨다.

계원예술중학교

조형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체험과 훈련을 통해 미래

의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한

다. 기본적인 원리의 이해는 물론, 창의적이고 폭넓은 표

현능력을 기르며, 예술적 기량뿐 아니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길러 참다운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

<표 V-1> 국내 예술중학교 6개교 미술과의 교육목표 발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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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용어로 서술되어 있지만 ‘창조적인 미술가’,

‘전인적 예술인’, ‘미래의 전문 예술인’, ‘고급 예술문화와 사회를 선도하

는 예술인’, ‘전문 미술인’, ‘창의적인 예술인’ 이라고 제시된 표현의 함의

를 통해 각 교의 궁극적인 교육목표가 ‘실기 전문인’ 양성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실시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예술중학교는 중학교

수준의 기초 실기 조형능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실기 교육을 강

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미술과의 교육 목표가 아닌 교과교육의 목표 확

인을 통해 교과교육의 방점 또한 예술교육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예술중학교의 교육이 실기교육에 집중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편

향되어 있는 특수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원학교의 교과

교육의 목표 또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고 교양 있는 예술인

으로서 필요한 교과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

를 통해 교과교육의 중요도보다 실기교육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반면에 우수 해외 예술학교 사례의 교육목표는 일반적으로 다중 창의

성 및 복합적인 재능의 균형적인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표적으

로 싱가폴의 SOTA와 이스라엘의 IASA의 교육목표를 살펴볼 수 있다.

SOTA는 기존 실기 중심의 교육방향을 벗어나 21세기 창의 사회에 적합

한 예술 인재 양성의 교육 목표를 둔 신개념 예술학교로서 예술과 학문

영역의 균형과 통합적 교육과정을 통한 공감적 리더(H.I.P.P Leader)육성

련하는 것이 우리 학교 미술전공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이다.
브니엘

예술중학교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급예술문화와 사회를 선도하는 예

술인을 기른다.

부산

예술중학교

예비 화가로서 조기에 발견된 미술적 재능을 육성 발전

시키며 전문 미술인으로서 기능적 향상은 물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참다운 예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운다.

전주

예술중학교

새롭게 전통을 계승하는 창의적인 예술인

조형미술 활동을 통한 창의적 수월성, 예술가가 되기 위

한 수월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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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육목표가 있다. IASA의 교육목표 또한 학생의 주전공과 부전공을

통해 예술과 과학 간의 간학문적 교육을 통해 종합적인 문제해결력을 갖

춘 핵심인력 양성에 있다.

앞서 살펴본 국내의 예술학교에 설정, 지향되는 교육목표의 상이성에

따라 그 교육내용 또한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V-2>은 국내·외 예술중학교의 교육내용 및 체제 현황에 관한 문헌 조사

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종합적인 내용을 도출하고 비교, 분석하여 정

리한 부분이다.

첫째, 국내 예술중학교는 해외 예술학교의 교육과 비교해 예술과 학

문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고 실기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례적으로 계원예술중학교가 ‘글로벌 예술 영재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최초로 입학시험과 교과교육을 영어로 수업해 예술 수업 내 영어

교육을 강화한 학교였으나 이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학생들의 깊

이 있는 이해에 대한 어려움 등이 제기되며 2020년 철회되었다. 국내 예

술중학교의 미술 전공과 학문 간의 교육과정 체제는 그 구분이 비교적

분명한 반면 해외 예술학교의 교육은 예술과 학문 간의 균형을 강조하고

교육과정 내 그 체제 또한 균형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예술과 학문 간의

간학문적, 통합 교육과정이 제시된 구체적인 예시를 논의토록 한다. 싱가

폴의 SOTA는 예술, 학문, 정서 영역의 균형적,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주

창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영재교육 또한 영재 아동의 복합적인 재능 발달

을 위해 전반적인 분야가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숙 영재학교인 인텔렉

츄얼 학교가 설립, 실천되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예술과 과학의 간학문

교육영역 국내 예술중학교 해외 예술학교

예

술

미술

전공

실기 ○ ○

이론 △ ○
타 예술

전공
△ ○

학문 별도·편향적 통합·균형적

<표 V-2> 국내 예술중학교와 해외 예술학교 교육내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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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 외에도 다양한 영역 간에 융합과목이 개설되어 있다(송인섭 외,

2011).

둘째, 국내 예술중학교의 미술 전공 교육은 기초 실기 교육에 그 방

점이 집중되고 있으며 국내 예술중학교 관련 선행 연구가 상대적으로 감

상교육 및 이론교육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듯 예술중학교의 미술 이론

의 중요성은 실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본 교과 내 미술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론 수업 외에

미술사 및 미술이론에 대한 특강은 주로 고학년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었

으며 이는 상급학교 진학에 따라 보다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예술　

고등학교의 경우 미술과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활용에 따라 미술이론,

미술사 수업이 강조되어 별도로 체계화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학교 수준에 한하는 국내 전문 예술교육은 실기 교육에 집중되어 이론

교육의 구체적인 체계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에 해외 예술학교 사

례를 살펴보면 각 예술 전공 또한 실기교육 뿐만 아니라 이론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있는 선례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SCGSAH와 GSA의

경우 모든 예술 전공 영역에서 실기뿐만 아니라 예술 이론 영역과의 기

초교육을 강조하고 미국의 SCGSAH는 ‘창작 글쓰기’ 전공 학생뿐만 아

니라 모든 학생들이 예술에 대해 말하고 쓰며 사고하는 과정이 강조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변화하는 미술교육의 흐름 속에서 국내 예술중학교는 타 예술

전공과의 융합 수업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데에 비해 해외 예술학

교의 경우 타 예술 전공과의 통합 예술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화예술중학교가 저학년인 1,2학년들을 대상으로 프로

젝트형 예술 융합 수업을 운영하고, 특히 2018년 2학기 예술 융합 수업

사례 내 컴퓨터 ‘코딩’ 수업과 ‘UCC 제작’ 과목의 운영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해외의 경우, 싱가폴 SOTA는 교육부가 아닌 정보통신

예술부 산하에 설립된 신개념 예술학교(강병직, 2007)로 ‘통합 예술

(Integrated Arts)’ 과목의 개설 외에도 별도의 통합예술 프로그램을 운

영해 춤, 창의적 글쓰기, 음악, 연극, 미술 등 모든 예술 전공을 아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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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3)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예술동아리

국내 예술중학교 6개교는 모두 학년 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 심화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 형태는 소그룹 내외로 세부 전공 체험을 통한 정규 수업 외 전공 심

화교육이며, 학교와 지역별로 그 규모가 차이가 있다. 또한 모든 6개교는

전공 수업을 통해 완성된 작품을 예술중학교 차원에서 발표회, 전시 경

험의 기회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전시 감상 경험 및 현장체험 학

습 등을 통해 확장된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브니엘 예술중학

교는 1학교 1학생 예술동아리 교육을 지향하고, 학생들은 정규 학교 일

과를 마치고 주 1회 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예술 체험을 확대하

고 있다. 미술부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외의 예술전공 동아리를 선택하

여 오케스트라와 합창부 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다.

해외 예술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스스로 스튜디오를

선택 가능하고, 예술교육의 현장성을 강조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서 보

다 자율적인 양태를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의 SCGSAH는 기숙학교 특

성상 시간 제약 없이 실기, 공연 연습을 할 수 있고 GSA 또한 오후시간

을 활용하여 예술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GSA의 경우 전일제

학교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예술가들을 단기간에 채용 가능한 체제하에

실제 예술 현장인 무대와 대학교 등을 교육환경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을 자극하고 스스로 스튜디오를 선택하게

하여 자율성과 현장성을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의 인텔렉츄얼 학교의 경

우 오전에는 과목별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오후에 최소 학년인 5학년에 7

세 아동이 있을 정도로 나이에 상관없이 과학, 예술, 언어, 역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별 특별 활동을 자율적인 운영

지침 하에 제공하고 있다.

2) 학교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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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장의 예술중학교 관련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학교 구성원에 관한 내

용은 크게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와 교사의 업무부담 개선 및 전문성 신

장의 필요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예술계열 학생들은 전문 예술교육의

특수성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고, 교사는 업무가 집중되어 전

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업무 부담의 개선의 필요

성을 강조하여 예술 교육의 질적인 성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된 연구 내용을 기조로 본 연구는 문화 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 지수에 따라 학교 구성원을 학생, 교사, 운영자로 세분화시켜 살

펴보았다. 특히 문화 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 지수는 각 구성원 별 구체

적인 내용을 탐색하기 위한 자료로서 별도의 학생 개인 창의성 검사, 교

사의 문화예술교육 연구 실적 및 학교 자료 및 창의적인 수업 역량, 운

영자· 학교장의 설문 등의 하위 개념의 항목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는

데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한 예술중학교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학생 개인 창의성 검사는 예술중학교의 선발과정, 교사는 파악한 각 교

의 교사 체제 및 제도를 포함한 학교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해외의 우수 사례와 비교하여 다시금 국내의 예술중학교를 반성하였다.

(1) 학생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술중학교의 학생은 예술교육의 특성상 상대적으

로 사교육의 비중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요인으로 예술학교의

‘입학시험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자 또한 예술 중·고등학교의

졸업생으로서 피력하건데 국내 예술중학교의 입학시험 준비는 그 자체로

서 조기예술교육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고 전문 예술교육에 지대한 영향

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평가는 학생의 교육적 특징이나 가치

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판정하는 자료로서 그 방향의 설정은 학생들에

게 예술 교육의 목표에 대한 첫 인식 혹 잘못된 인식 또한 심어줄 수 있

는 사안으로 예술교육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즉 조기 예술교육

에서 예술중학교, 전문 예술교육의 선발 과정, 입학시험이 필수적으로 선

행되어 예술중학교 입학 전과 후 모두에서 초·중등학생들에게 지대한 영

향력을 미치고 있고 예술중학교 학생들의 높은 사교육 의존도와 직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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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요인으로서 국내 6개교 예술중학교의 선발과정의 중점적인 분석을

통해 예술중학교의 학생을 연구하고자 한다.

국내와 해외의 입학시험은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

외의 사례 예시는 우리의 예술중학교 교육현실에 지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해외의 예술학교가 영재교육의 형태로 심화, 속진 교육적이라

면 국내 예술중학교의 선발과정은 독자적인 시험과 면접에 의한 선발로

이루어져 국내 전문 예술교육이 엘리트 교육으로 흐를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요인(김춘일, 2006)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발과정의 비교

분석 내용은 국내 예술중학교에의 상당한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평가의 형태 및 기간, 평가 영역, 평가 형태로 세분

화시켜 살펴보도록 한다.

국내와 해외의 입학시험은 일반적으로 3~4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데 국내의 경우 총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전형하고 이러한 총 점수의 고

득점 순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규준 지향 평가에 해당된다. 규

준 지향평가는 신뢰도가 높은 평가 도구인 반면 경쟁 유발을 통해 학생

의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고 경쟁이 강조되기 때문에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흐를 수 있다. 반면에 해외의 선발과정은 고득점 순이 아닌 각

단계별 통과자에 한해 다음 선발과정을 거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GSA는 포트폴리오 제출을 통해 1차 오디션 지원 후 통과되면 2차의 심

층면접 과정을 거치는데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집중 예술교육을 받는

만큼 오디션 자체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그 기한 또한 짧게는 2주, 길

게는 이스라엘의 IASA와 같이 1년 가까이 실시할 정도로 국내의 하루

이틀의 평가와 대조적이다.

국내의 예술중학교는 표현 기능 위주의 실기 평가, 기초실기능력 평

가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영역은 각 학교에 따라 그 비중

이 조금씩 다르지만 의례적인 형식 정도에 불과한 실태다. 반면 해외 예

술학교의 경우 기초 실기능력을 넘어서 다양한 영역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작게는 미술실기 뿐만 아니라 미술이론의 강조, 크게는 예술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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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학습 지능 및 개별 역량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재능 발달을 강조하

며 그 평가에 있어서도 통합적인 평가 영역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인텔렉츄얼 학교는 학생의 논리력, 창의성, 영재성을 그 지표로

삼으며 이스라엘은 학생의 지능검사 결과, 개별전공 역량, 사회성을 관찰

하기 위해 1년 가까이 실시하여 학생의 심리상태, 인성과 비전, 열정 등

을 심층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앞서 서술한 국내와 해외의 평가방식과 평가영역의 상이한 내용에 따

라 평가의 주된 방향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

적인 선발과정의 차이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V-3>는 국내

예술중학교와 해외 예술학교의 각 평가영역에 따른 행해지고 있는 평가

형태를 정리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국내는 소묘와

수채로 구성된 공통 실기 평가, 면접, 출석 점수로 구성되어 있는 한편

해외 예술학교의 경우 다 영역의 평가를 위한 다양한 선발과정의 형태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 예술중학교의 공통 실기평가는 기초적인 소묘 시험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교과·인성 면접, 출석 점수는 점수의 비중이 크지 않다. 소묘

시험의 소재가 정물 혹 석고(기하입방체)에 그쳐있고 수채 시험을 실시

평가 영역 국내 예술중학교 해외 예술학교

예

술

공통
실기

소묘(6개교)
드로잉 워크숍, art task

수채(2개교)

이론 X 미술 이론 관련 연구 과제

개별 특성

포트폴리오, 에세이, 실기

심층면접, 참여식

수업(워크숍), 프로젝트

학습 지능
교과 면접(3개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지필시험

(언어, 영어, 수학, 생물,

역사, 기하학 등)

개별 역량 인성 면접(1개교)
공개발표&질의응답,

참여식 수업

<표 V-3> 국내 예술중학교와 해외 예술학교의 선발과정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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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학교도 6개교 중 3개교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예술중학교의

실기평가는 기초적인 소묘 시험에 그쳐 있다. 그 외 학생의 교과 면접과

인성면접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다. 비수도권

지역의 예술중학교는 교과면접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교과면접을 실

시하고 있는 학교 또한 예원학교의 경우 110점 중 6점, 선화예중의 경우

120점 중 10점, 계원예중의 경우 120점 중 15점으로 그 비중이 작고, 인

성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브니엘 예중 또한 의례적인 실정이다. 다음은

해외 예술학교와에 비해 일괄적인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내 예술중

학교의 면접을 세부적으로 비교한 내용이다.

즉 면접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의 경우 긴 시간 동안 학생

들의 개별 전공 역량 및 사회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층적인 과정으로 파

악하고 그 형태 또한 개별적, 단체 워크숍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비해 국내 예술중학교는 1일 간의 단순 일괄적인 평가에 그쳐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외의 경우 국내와 같이 일괄적인 소묘, 수채, 면접 평가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실기 과제(art task)외에도 학생 스스로 재료 및

주제를 선택할 수 있고 기초 표현 능력 이상으로 미완성의 평소작을 포

용하고 있어 학생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학생이 선택한 전공

주제에 대한 심층 면접 및 워크숍과 같은 참여식 수업을 동시에 진행해

학생별 예술 특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실기 영역 외에도

미술 이론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의 SCGSAH는 선발과정의 1단계에서

국내 예술중학교 해외 예술학교

기간 1일
일정기간

(1~3일/2주/1년 등)
평가

영역

Ÿ 교과 기초과정 : 3개교

Ÿ 인성 :１개교

개별 전공 역량

(창의성, 영재성), 사회성 등

특징
단순 평가

일괄적

심층 면접

다양성(개별/단체 워크숍)

<표 V-4> 국내 예술중학교와 해외 예술학교의 면접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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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이론 관련 연구 과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술 영역 외에도 학

습지능과 개별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지필시험, 공개발표와 질의

응답, 참여식 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국내 예술중학교의 선발과정은 학생의 기초

실기 표현 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단기간의 규준지향평가 형태의 기

초 소묘 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선발과정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여

전히 예술중학교의 교육이 그 방점을 기초적인 관찰 표현 능력 향상에

두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예술중학교는 전

통적인 석고 소묘 시험에 그쳐있고, 재료와 소재 선택 등의 실기시험의

다양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형태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해외 예술학교의 선발과정은 창의성, 지능, 관심분야, 문제

해결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다양한 새로운 가치들을 수용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그 과정 또한 장기간에 걸쳐 다채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해외의 우수 사례의 선발 평가 과정의 상이성

으로 도출하여 정리한 내용은 국내의 예술중학교에 주된 기본 방향을 제

시하고 우리의 교육현실을 반성하는 포괄적인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

다.

(2) 교사

III장에서 살펴본 예술중학교 관련 선행연구는 예술계열 학교 교사의

업무 부담 개선을 통한 예술교육의 질적인 성장 및 교사의 전문성 신장

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학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피력하고 구

체적으로는 예술학교 교사 공동체, 체계적인 맞춤형 여수, 행정직과 보조

교사의 추가, 보상체계의 확충 방안과 같은 예술학교 교사 환경의 질적

인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 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 지수는 문화예술 교육 연구 실적

및 학교 자료, 창의적인 수업 역량, 학교장 설문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해 파악한 각 교의 교사 체제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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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학교 자료를 ‘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부담 개선 방안’ 측면에

서 논의하였다.

첫째, 선행 연구는 예술학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국내 예술중학교의 미술부 교사와 예술 실기 강사에 관한 임

용과 선발기준, 교(강)사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조사 자료를 살펴보고 해

외의 교육 인력 체제 및 제도와 비교해 서술하기로 한다. 또한 국내 예

술중학교의 미술부 교(강)사 인력은 지역별, 학교별 세부적인 교육 여건

과 현실적인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각 교의

세세한 교육적인 상황을 살펴봄은 그 한계가 있음과 동시에 전반적인 분

석을 위한 본 연구의 취지에 유의미하지 않다고 사료되었음을 밝혀둔다.

국내 수도권 예술중학교의 교육인력은 대부분 석사 이상의 교육자,

전문 예술가로 구성되어 있다. ‘예원학교 미술부 강사 임용 및 해임에 관

한 규정’에 따르면 교사 임용은 공개 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자격은

제 5조 3항에 따라 전문예술인으로 인정되는 자에 있다. 예원학교의 미

술부 전임교사 3명과 실기강사 33명을 포함하는 교(강)사 36명 중 33명

이 석사학위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전문 예술인 및 교육자로 구성

된 실기강사는 포트폴리오, 실기심사,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각 심

사 기준은 <표V-5>에도 제시되어 있듯 예술가와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원학교 측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부 각 학년별, 과목별로 시행한 ‘2019학년도 2학기 방과 후 학교 수업 및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학년 90.6%, 2학년 88%, 3학년 95%

로 그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다.

미국의 GSA 교사 선발 사례는 미국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예

심사 기준

포트폴리오 전공 영역의 적절성, 작품 경향성 등

실기 심사
해당 영역 지도를 위한 표현 능력, 문제 제시 능력,

문제해결력 등

면접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 교육 마인드

<표V-5> 예원학교의 예술 강사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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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들을 단기간에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비교적 자유로

워 60여명의 교사 중 정교사는 9명에 불과하고 파트타임 교사와 계약제

예술가 교사가 55명에 달한다. 이들은 예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

인 전문적인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인텔렉츄얼 학교의 72명

의 교직원, 30명의 전임교사, 25명의 겸임교사는 모스크바시 당국에서 가

장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영재학교에 선발, 배치된 교원들이며 이들은 러

시아의 명문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

또는 교사들이다. 이스라엘 IASA의 교육 인력 또한 박사학위 소지자 10

명을 포함한 교사 50명 중 대부분인 대학 연구소 산업계의 정상급 전문

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15명의 정교사는 전문 예술가 집단에서, 시간제

강사는 대학교수와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선발하고 있다.

즉 해외의 예술학교 교육인력은 그 규모가 더 크고, 세분화된 체제

및 별도의 교사제도 및 자유로운 교사 선발 체제 등이 특징적이며 국내

의 예술중학교 실정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업무 부담 개선 방안 측면에서 국내

예술중학교의 행정직의 추가 투입 및 미술교육의 보조인력 수급의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내 예술중학교는 1~3명의 미술부 전임교

사와 실기강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기강사 수는 수도권 예술중학교의

경우 20~40명 내외, 비수도권 예술중학교의 경우 5~20명 정도로 규모의

차이가 크다. 특히 3명 내외로 구성된 미술부 전임 교사는 교과 수업, 전

공 수업 외에도 행정업무와 각종 예술행사들을 주관하는 등 미술부의 전

반적인 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행정직 및 보조인력 지원 여부는 예술학교

미술부 교사 업무의 질적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이다. 국내 6개교 중 선화예술중학교가 유일하게 행정직원을 제외한 별

도의 전담 ‘미술부 실무사’를 두어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개

교는 전체 학교 차원의 행정 교직원이 있지만 별도의 미술부 행정 직원

이 없어 예를 들어 부산예술중학교의 미술부장 1명이 전체 미술부 행정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태다.

해외의 경우 국내 교육 실정과 달리 교직원의 규모가 크고 세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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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통해 질적으로 차별화된 미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례를 살

펴볼 수 있다. 싱가폴 SOTA 미술부(visual arts)의 경우 17명의 전임교

사(teaching staff) 외에도 3명의 보조교사(teaching support staff)와 4명

의 비상근 교사(adjunct teaching staff)로 세분화되어 구성되어 있다. 각

전임교사는 다른 학교에서 수년간의 교육경험이 있을 정도로 훈련된 교

육자와 예술가들로 배치되어 정규 수업(academic teaching)을 통해 학생

들의 창의적인 영감과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전임교사와 함께 보조교사

가 미술기술자(art technician)로 불리는 저명한 3명의 예술가들로 구성

되어 있는 동시에 4명의 비상근교사는 예술과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사를 추가적으로 초빙하고 있다. 또한 400명에 달하는 SOTA의 교직

원 수는 약 70~80명의 행정사무원(corporate staff)를 포함하고, 업무의

체계가 구체화되어 있다. 영국은 영재교육조정관 제도를 두어 별도의 교

사 교육을 받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학생들을 관찰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등 영재학생 관리의 실무자로서 이해되고 배치되어 정

규 수업 외에도 학생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의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부담 개선 방안 측면에서 국내 예술

중학교의 실정을 해외의 예술학교 우수 사례와 비교하였으며, 예술중학

교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한 예술교육 현실의

질적 개선 체제 및 그 조치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

다. 동시에 해외의 교육인력 운영이 보다 큰 규모로 세분화되어 있고 국

가적으로 영재 학교 및 예술학교 교사 제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운영되

고 있는 사안들은 국내 예술중학교 교사의 전반에 대한 요구 및 실태와

연계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3) 학교 환경

III장에서 살펴본 예술중학교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예술학교의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 지원을 통한 예술학교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예술학교 관련

부처 간 협력을 실제화하고, 학교에 대한 국가적인 충분한 예산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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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동시에 문헌 조사를 통해

수집한 종합적인 체제의 현황 자료뿐만 아니라 예술 영재 교육과 관련된

교육 정책 토론회 발제물 ‘경계를 넘어 미래로, 예술영재 교육의 현황과

과제(2017)’를 검토하였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교육부 연구관, 예원학

교 교장과 교감,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 과장, 아트선재센터 관장, 한국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원장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예술중학교를 중심으

로 예술 영재 교육을 둘러싼 환경을 진단하고 예술 영재교육 지원이 법

적 근거를 갖추고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문화 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 지수

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 환경을 시설, 제도, 문화, 환경으로 세분화시켜

문화예술 시설 기자재, 문화예술 예산, 학생과 전담교사의 비율, 지역사

회의 문화예술 시설, 인력 활용도 등의 내용에 따라 수집한 종합적인 자

료와 구체적인 사안들을 해외의 사례와 비추어 서술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예술중학교의 특수적인 교육 환경을 국가 제도적, 학교 교육적 차

원에서 고려하기 위해 ‘제도’와 ‘학교 환경’으로 세분화시켜 논의하였다.

1) 제도

해외의 예술 영재 교육 사례가 이론적 제안을 넘어 복지적 관점으로

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현실적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예술

교육의 지원은 학교 예술교육의 지원 사업에 그쳐있다. 교육부는 ‘2020년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발표하여 학교와 지역 협력을 통한

모든 학생들의 예술체험 생활화로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 예술교육을 강

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학생의 예술 심화교육 및 예술영재 관리지원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 역시 여전히 본격적인 영재교육에의

지원이 아닌 학교 예술교육의 지원 사업에 그쳐있음을 알 수 있고 학교

차원의 예술 영재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 정책은 상당 부분 미비하

다.

특히 수도권 예술중학교가 ‘각종학교’로 분류되고, 일부 비수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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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중학교에 한해 ‘예술계열 특성화중학교’로 분류됨은 예술중학교에 대한

국가적 교육 체제의 애매함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는 사안이다. 수도권

예술중학교 3개교인 예원학교, 선화예술중학교, 계원예술중학교는 교육법

상 예술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국가 교육 지원 대상에서 소

외되고 있어 예술중학교의 실제적인 발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일반

적으로 중등 의무교육학교가 기본적인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인 입학금, 수업료, 교육비 등의 부분이 법적으로 누락 또는 배제되어 지

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각종학교로 분류된 예술중학교 입

장에서 정상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 복지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

하지 못하고 피력되고 있다. 다음은 교육정책 토론회, ‘경계를 넘어 미래

로, 예술 영재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서 예원학교의 교감인 한호경의 ‘예

술 영재 교육 지원에 관한 제안’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법

적 제한, 법적 지원의 누락 및 배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 제안항목 제안 내용 법적 근거

법적

제한
신입생 선발

예술학교 설립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부,

교육청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초·중등교육시행령

제 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를 근거해,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

입학전형, 전입학,

재ㅟ학 관리 시행

지치’에서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법적

지원의

누락·배제

교육과정 편성

‘영재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예술계 각종학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교육 급여 예술계 각종학교는 의 <헌법 제 34조, 국민

<표 V-6> 각종학교 지원에 관한 제안(한호경,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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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학교로 분류된 예원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신입생 선발, 교육급

여, 교육비, 학교급식법 등에서 법적 누락 및 배제와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서 미묘하게 소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예술 중

무교육의 중학교 과정

임에도 불구하고, 입

학금, 수업료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

으며 이는 형평성이

어긋난다.

기초 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

행령>에 제시된 지원

대상 학교

: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

고등학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76조> :

특성화 중학교

교육비

의무교육, 공통 교육

과정의 교과(국어, 영

어, 수학, 사회, 역사,

과학 도덕, 기술가정

등) 실시에 필요한 재

원에 한해 국가적 지

원을 받아야 한다.

일반 공립·사립

중학교는 설립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

중학교 과정의

각종학교인 ‘국립 국악

중학교’와 ‘국립 전통

예술중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한 학교 운영비를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학교 급식법

학교 급식법 제 4조의

대상 학교에 예술계

각종학교를 포함시켜

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

2조 1호~4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제한하며 5호인

각종학교를 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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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환경의 실태를 지적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2020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예술교육 중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한 학비를

자율적으로 결정, 징수하는 학교로 지원이 제외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앞

서 제시한 현황 개선을 위해 사립 각종학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련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지원의 장애 요인으로서 열

악한 서울교육재정여건을 제시하며 그 대안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

령 제4조’의 개정 혹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

은 사항 등의 개정을 통한 각종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각종학교 학생들에게 일반 초·중등생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교육급여 관련 고시 및 운영 지침에 각종 학교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예술중학교가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예술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교육 발전의 일정한 제재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하

고 있다. 해외의 예술학교가 ‘영재학교’로 분류되고 있는 선례와 달리 국

내의 예술중학교가 각종학교 혹 예술계열 특성화 중학교로 애매하게 분

류되고 ‘영재학교’로 인정될 경우 보다 자율적인 운영의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의 <표V-7>를 참고한다.

구분 초중등교육법령 특례사항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 준수

자율 운영
(학칙으로 규정)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교과서 채택·사용 국정 및 검·인정 도서 자율 선택

수업일수 220일 이내
(현재 190일 이상) 자율

학년제 채택 의무 무학년제·학점제 가능

학기제 2학기제 자율

위탁교육 불허 허용

<표 V-7> 영재학교의 자율 운영을 위해 특례가 인정되는 사항(이희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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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국의 예술중학교 중 수도권 예술중학교 3개교는 모두 예술중학

교 3개교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중학교 과정에 준하는 기본적인 운영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동시에, 중학교 교육에 준하는 기본적인 국가적인

지원은 법적으로 누락되어 있는 역차별적 실정이다. 전문 예술교육 관련

선행 연구가 지적하듯,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통해 관련

부처 간 실제적인 협력은 효율적인 기반으로서 필수적임을 국가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각종학교 지원을 위한 법

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중학교의 예산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예술계열 특성화 중학교’, ‘영재학교’와 같은 독립적인 체제를 구

축하여 예술중학교의 예술교육의 자율성 확보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

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가 예술 영재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관련 정책

의 많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금 종

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대한민국국회, 2017)

반면에 해외의 예술 영재교육의 경우 이론적 발표 및 제안을 넘어 현

실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관련 부처 간 효율적인 체제를 기반으

로 재정적 지원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예술학교를 국가

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선순환적 사례를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재정적 지

원의 확보는 비단 예술 영재 교육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재교육

의 필요성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해외의 재정 지원 확보에

관해 활성화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영재교육 전반에 영재교육법, 국립영재연구

소, 국가재정지원기관(NEA) 및 관련 재단을 마련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와 주 교육부는 각각 국가 수준의 이론적 연구와

주 단위의 교육 실천적 역할(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9)의 협력적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문화부에 해당하는

정부부처인 미국의 NEA를 통해 예술 영재교육의 실천과 관련된 예산을

학급편성 학년별 편성 교과별·영역별
편성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름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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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7년 기존의 교육기술부를 아동학교가족부로 개관하

며 영재교육뿐만 아니라 예술 영재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전되었다. 이는 영재 교육 업무를 중앙 부처로 단

일화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재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한국예

술영재교육연구원,2006). 예술 영재교육 지원의 재정지원 학보를 위한

MDS(Music and Dance Scheme)는 정부차원에서 음악학교와 무용학교

를 연계해 어린 음악 및 무용 영재들을 발굴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재단이며, AYM(Awards for Young Musicians & Music Manifesto)는

경제적인 지원 뿐 아니라 상담 및 파트너쉽 형성 등을 통해 음악 영재들

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부처 외에도 예술 영재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전문재단이 또한 설립되어 있다.

싱가폴 SOTA의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는 교육부와 문화부의 긴밀한

상호 협력의 정보 통신 예술부 산하에 설립된 신개념 예술학교로 정부

차원의 높은 이해도를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 인텔렉츄얼 학교

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안정된 학습여건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이스라

엘의 IASA의 경우 전체 학생의 90%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김경회,

2014). 이는 예술학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거의 없이 이루어지는 국내

실정과 달리 예술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운영의 25%를 국가에

서 조달하고 IASA만의 독특한 학비 선정 정책을 눈여겨볼 수 있다.

2) 학교 환경

관련 선행연구는 예술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

으며 다음은 문화 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 지수가 제시한 문화예술 시설

기자재, 학생과 전담교사의 비율, 인력 활용도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

함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내 예술중학교는 수도권의 경우 1960~70년대, 비수도권

의 경우 199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계원예술중학교가 2010년 마지막으로

설립되었다. 30~60년가량 유지된 예술중학교의 시설은 예원학교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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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동일한 학교 법인 재단 하의 예술 고등학교 및 상급학교와 같은 부

지를 공유하는 등 일부 학교 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예

술중학교는 수도권의 경우 1960~70년대, 비수도권의 경우 1990년대에 설

립되었으며 계원예술중학교가 2010년 마지막으로 설립되었다. 30~60년가

량 유지된 예술중학교의 시설은 예원학교를 제외하고 동일한 학교 법인

재단 하의 예술 고등학교 및 상급학교와 같은 부지를 공유하는 등 일부

학교 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예술중학교는 미술부 외에도 음악, 무용 등의 예술 전공 학생들로 구

성된 교육환경으로 예술중학교만의 독특한 분위기 및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계원예술중학교와 부산예술중학교는 별도의 구별된 미술반을 운

영하고 있는 데에 비해 예원학교, 선화예술중학교, 브니엘 예술중학교,

전주예술중학교는 전공의 구분 없이 한 학급 내에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예술 전공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교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미술부 전임교사, 실기강사, 학생 수의 비율은 전문 예술 교육

환경의 질적인 측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검토의 의의가 있고, 앞서 수

집한 국내 예술중학교 6개교의 종합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수도권 예술중

학교와 비수도권 예술중학교 간 학교 구성원 규모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

을 파악하였다.

예원학교와 선화예술중학교는 미술부 전임교사 3명과 실기강사 33명

<그림 V-1> 국내 예술중학교 학년별 미술부 교(강)사 수와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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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총 36명의 교(강)사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에 설립된 계

원예술중학교는 전임교사 3명과 실기강사 19명으로 구성된 총 22명으로

수도권 예술중학교 중 가장 적은 규모다. 반면에 브니엘예술중학교와 전

주예술중학교는 각각 1명의 전임교사와 5~8명의 실기강사로 구성되어 각

각 총 9명, 6명의 미술부 교(강)사가 선발되어 있다. 부산예술중학교의

경우 1명의 전임교사와 20명의 실기강사로 구성되어 총 미술부 교(강)사

수는 21명이다.

즉 일반적으로 미술부 교원 1인당 미술부 학년별 3명, 전 학년 3~9명

의 학생 수가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예술중학교 미술부

전공교육이 일반적으로 8~10명 단위의 소그룹 수업 형태로 진행되는 실

정과 연관하여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영재 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탄탄하고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세계적으로도 독자적인 이스라엘의

IASA의 교육 환경과 비교하여 교사 1인당 배치되는 미술부 학생들이

약 2배에 해당되는 수다. IASA는 매년 미술 전공 학생 10명을 선발하고

예술 담당 교사 50명을 배치하여 교사 1인당 5명의 학생 수로 구성된 예

술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교사 1인당 8~10명 혹 그 이상의 형

태가 진행되는 국내 예술중학교의 교육 환경과 비교,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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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강)사 면담 사례 분석

본 연구의 인터뷰는 예술중학교인 예원학교에서 교육 경력이 약 27

년간 재직 중인 미술부장과 실기강사의 서술로 이루어졌다. 두 교사 모

두 예술중학교에서의 경력이 오래되어 학교의 현실적인 교육 여건에 대

해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고, 특히 실기강사인 강교사는 외부의 사교육

화실을 함께 운영해 예술중학교 뿐만 아니라 외부 조기 예술교육, 전문

예술교육 현장에 대한 추가적인 견해 또한 들을 수 있었다.

면담에 앞서 예술중학교 교사의 교육관, 예술중학교의 실태, 예술중학

교의 발전방향을 포함하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면담 질문들을 구성

하였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그 맥락에 따라 교사 본인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른 탄력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결

과적으로는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예술중학교의 실태를 교육과 운영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정리, 기술하였다.

1) 교육 실태

(1) 이상적인 미술교육과 현실적인 교육 여건과의 괴리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사의 교육관을 알고자 좋은 미술 수업은 무엇이

며 예술중학교의 궁극적인 교육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어떤 점

을 바라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하지만 면담 과정에서 두 교사 모두 좋

은 미술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상적인 대답보다 현실적

인 교육 여건을 먼저 고려하고 이를 담담하게 얘기해주는 모습이었다.

현실적으로 전문 예술교육 현장에서 교사 자신의 생각보다 학부모의 요

구,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경력의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적인 교육에 대한 교사 스스로

의 요구가 적어지고 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연구자는 미술부 교

사의 교육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예술중학교의 실제 교육의 현실적인 양

상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예술중학교 미술부장과 미술부 실기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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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좋은 미술 수업이 무엇인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상적인 교육과 현실적인 교육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는 워낙 이상적인 얘기를 늘어놓다가 결국은 수요자인 학부모의 요구가 상

급학교 진학이란 말이에요. 교수를 도외시하고 이상만 생각할 수가 없게 되

요. 현재 소묘나 수채화 시수를 확 줄이고 다른 쪽을 개선할 수도 있겠죠.

(윤교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우리나라 예술중학교는 여전히 입시가 걸려있

기 때문에 예술교육의 순수성과 진학의 현실성 사이에서, 꿈과 현실 사이에

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강교사)

이처럼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사들은 대체로 예술중학교의 교육 현장

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미술교육에 대한 서술을 포함하는 교사 본인의 교

육적 견해보다 예술중학교 교육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입시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즉 예술중학교에서의 교육 경력이 거듭될수록 이상적인 미

술교육, 학생들에 대한 교사 본인의 견해를 우선적으로 피력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교육 여건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에 대해 차분하게 얘기해주었

다.

(2) 현실적인 교육 여건의 요인

① 예술중학교 학부모의 요구

두 교사 모두 예술중학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초점

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학부모의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

기해주었고 예술중학교 미술교사의 교육활동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할 수

밖에 없고, 상급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맞추게 되는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예술중학교 학부모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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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한 미술부 교사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마다 다양해요. 어떤 학부모는 소수지만 이상적인 교육을 원하고,

대다수의 학부모는 예술중학교에 온 이유가 예고 진학이고, 그럼 예고를 왜

가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죠. 아무래도 입시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

죠. 3학년이 되면 입시 문제 밖에 없게 되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시간 관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간을 허비한다고 느끼면 학부모들의 마음이 편하진 않

겠죠..... 고학년에 진학할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도 그거에 맞춰

서 3학년 때는 주로 입시와 관련된 수업을, 1, 2학년 때는 거리를 두려고 하

고 있죠.(윤교사)

학생도, 학부모들도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아무 어려움 없이 상급학

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이외에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서울예고 진학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입시적인 요구 외

에 다른 교육적인 요구를 하는 학부모들은 최근엔 없는 것 같아요. 화실에

와서도 학교보다 더 집요하게 진학을 요구하고 있죠. 화실이 더 진학의 요구

가 강력해요.(강교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예술중학교 학부모의 요구가 대부분 상급학

교인 예술 고등학교, 미술대학을 위한 입시에 편중되어 있고, 그 외에도

예술중학교가 학교 폭력이 없고, 엘리트 그룹의 교육환경이라는 심리적,

사회적인 인식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② 공정성, 평등성을 권장하는 학교 내부 분위기

예술중학교가 전문 예술교육, 예술 영재교육의 주요기관임에도 불구

하고 공통적으로 두 교사는 현실적으로 학교 내부에서 미술 교육을 실시

할 때에 입시뿐만이 아니라 전공 수업에서 학생의 개별 장점을 더 부각

시켜줄 수 없는 실제 교육현장의 암묵적인 분위기를 주요한 요인으로 보

았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문제, 논의들이 많이 해결되어야하고,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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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객관성 틀 안에서 돌아가야 하고, 밖에서 합리적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10명 중 7,8명은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은 우리나라 입시가 다 대입, 학총이랑 연결되어버리죠. 일단

입시에서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이려면 그 기간이 길어져야 해요. 물론 이미

내부에서 다 논의되었던 내용들이고, 쉽진 않아요.(윤교사)

얘는 나중에 크게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 오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런 걸

고려하기가 쉽지 않죠......왜냐 그 학생만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순

없어요. 예전에 좀 부족한 학생이 있어서 그림을 더 많이 봐준 적이 있는데,

그래야 비슷해지니까.....어느 날 과거 미술부장 선생님이 부르시면서.....다른

학생들이 불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체로 비슷한 시간대로, 비슷한

양의 말을 해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개인

차에 따라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우리나

라 교육 특성상 학생이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월반은 안 시

키잖아요......제도 자체가 꽉 막혀 있는데 학생을 어떻게 끄집어서 자기 수준

에 맞는데 집어넣을 기회, 여건도 안되요.(강교사)

예를 들어서 ‘야 안되겠다 너만 따로 나와서 이것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죠......예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특히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학교 입장에서는 민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게 민원이 들어오면 머리 아프거든요.지도를 하다보면 ‘차라리

너는 여기서 그림 그릴게 아니라 어디서 놀다와라’ 그래야 하는 학생들도 분

명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랬다가 난리가 나죠.(강교

사)

(3)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사의 미술수업 교육관

실상 교사의 좋은 미술 수업 및 미술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그 후에 연구자의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자기 주도적 학습. 아이들

이 똑똑해서 던져진 문제는 잘 풀지만, 스스로가 속한 환경에서 문제를 찾아

내고 그런 능력은 굉장히 약해요. 이제 교육의 역할은 그런 것들을 자꾸 생

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특히 미술교과 특성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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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고자 하는 태도, 문제해결력을 키워주는 게 필요해요. 학생들은 자꾸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윤교사)

학생 개개인이 다양한 가치를 갖게끔, 다양성을 추구하고 공감 능력을

갖게 하는 것, 나와 다르더라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능력도 교육 받아서

생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해요. 우린 좋은　

게 정해져있고 예술교육의 방향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강교사)

입시 과정을 거치면서도 자기의 개성이나 취향, 성향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발상과 기

술적인 표현력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미술이라는 것은 어쨌

든 눈에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창의성 중

심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기술력, 표현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 스킬과 뭔가 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경험이 균형이

맞았을 때 가장 좋은 교육이겠죠.....아이들이 표현력이 상승을 한다거나, 안

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상당한 보람을 느껴요.(강교사)

예중 수업은 아직까지는 순수 미술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해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는 순수미술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공이 세분화되듯이.....미술의 핵심은 일단 순수미술,

표현력, 감성, 느낌이고 그 후에 사회성과 현대문명의 출력은 본인 몫이라

고 생각해요. (강교사)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두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

은 미술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성의 가치를 수

용하는 교육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미술부 실기강사인 강교사는 그 외

에도 기술력, 표현력을 간과하지 않은 기초 실기력의 중요성을 피력하였

다. 즉 예술중학교의 미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력, 기술력 등의

기초 실기력을 바탕으로 두 교사는 공통적으로 자기 주도적 사고력, 문

제해결력과 학생 개인의 다양성 및 개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

(4) 예술중학교 교육환경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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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사와 강교사 모두 예술중학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예술중학교의 특수한 교육환경인 예술을 전공하

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환경을 꼽았고, 공통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모두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아무래도 환경이 다르고, 관심사가 미술로 형성된 학생들이 모여 있고,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

죠......당연히 일반 중학교랑 다를 수밖에 없겠죠. 동시에 이런 교육 환경이

예술중학교의 단점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진로 적성을 가진 학생들과 소통

하면서 자기 영역 외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별로 없고,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에요.(윤교사)

일단 어렸을 때부터 표현 능력 교육을 받았고, 그런 부류의 아이들이 집

단으로 모여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예원학생들의 평균 수준과 일반

중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만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기술이 반영된 상태에서 안목이 높아지면 문화를 즐기

는 태도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

인 교육을 다 받고 나면....같이 있는 시너지가 있어요.(강교사)

단점이 있다면 사회성의 교류, 그라운드가 좁다는 것이죠. 일반학교 나온

학생들은 친구들이 다양한 거의 모든 직종에 다 분포되어 있지만 예원학교

학생들은 그냥 다 미술, 음악, 무용 여기에 있고, 교우관계에서의 사회적 그

라운드가 굉장히 좁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일반중학교 졸업하고

예고를 간 친구들은 중학교 동창이라는 것으로 넓어지지만 예원학교 아이들

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단점인 것 같고, 두 번째 단점은 이

러한 이유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좁을 수 있어요. 다른 분야에 대한 이

해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좀 외골수로 만들어놓는다거나,

그런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가 적다는 게 단점이에요.(강교사)

즉 두 교사 모두 예술중학교가 미술 외에도 음악, 무용부 학생들이

함께 집중적인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현장으로서 예술중학교 미

술부 학생들이 모여 시너지(synergy) 효과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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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시에 예술 영역 외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은 사회적인 환경이기에 사회를 바라보는 시

각이 좁고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도 혹 경험도가 적어 전문 예술교육을

받은 예술중학교 학생들이 외골수로 흐를 우려를 내비쳤다.

요컨대 예원학교의 미술부장 교사와 미술부 실기강사의 면담과정을

통해 결론적으로는 두 교사 모두 예원학교 교육 현장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더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더 많아요. 부정적으로 있으면 못 버티죠. 긍정

적인 게 더 많지만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있는 거죠.(윤교사)

1,2학년 때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해요. 다양한 매체를 접한다거나 다

양한 표현방법을 하게 해본다거나, 자신의 발상, 조형 수업시간에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무언가를 그리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일반 중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장점은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막상 진학이

라는 관문을 딱 통과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교육으로 백 프로

포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에요.(강교사)

두 교사 모두 공통적으로 예술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한 편 예술중학교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자의 질

문 내용은 지속적으로 입시와 학교 내부의 분위기와 같은 한계에 부딪혔

다. 다시 말해 두 참여교사 모두 예술중학교의 이상적인 전문 예술교육

과 현실적인 교육 여건과의 괴리에 기여하는 입시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요구, 공정성, 평등성을 권장하는 학교 내부의 분위기 속

에서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예술중학교 현장의 교육 실태를 지적하

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적인 제약 속에서의 교사 본인의 생각을 연구자

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해주었으며 실제 예술중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암

묵적인 상황에 대한 교사의 관점과 맥락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다.

2) 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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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예술중학교의 부정적인 요인들과 교사로서의 고충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두 교사 모두 예술중학교의 교육이 아닌 운영

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요인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즉 미술부의 두

교사 모두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고충을 더 크게 실감하고 있었으며, 예

술중학교 운영의 효율성 및 질적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은 결국 재정적

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각각 미술부장과 실기강사로서의 업무적인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재정적인 한계

2017년 예원학교 교감이 교육정책 토론회 ‘경계를 넘어 미래로, 예술

영재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서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문제를 겪고 있고

예술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제안을 한 바 있듯 인터뷰 과정에서 미술부

장 교사의 견해를 질문하였으며, 미술부 교사는 면담 과정에서 학교 운

영의 어려움의 쟁점은 역시나 학교 지원 및 재정적인 부분에 있음을 공

감하고 있었다. 미술부 교사는 재정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어

려워 꺼려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오로지 학교 재정문제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교감선생님이 말씀하시

듯이, 학생 등록금 100%로 충당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학생 등록금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학교 입장에서도 좋아서라기보다 어쩔 수 없어서 올리

는 건데, 지금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인 건 사실이죠.

(윤교사)

시설, 제도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문제들, 교육청 지원 못 받고 있는 상

황, 교육청 지원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에 항상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고 일하게 되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각종학교는 완전히 사각지대고, 고치려고 하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

시 의회,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해결되어야 하죠.(윤교사)

(2) 미술부 교(강)사의 업무 과중 및 처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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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부장 교사와 미술부 실기강사는 각각의 입장에 따른 업무 과중

및 고충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고 연구자는 이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의

학교 운영에 대한 견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다.

제한된 학교 공간에 학생 수도 많고, 모든 교사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업

무가 과중한 걸 느끼고 있어요. 행정 일이 많아요......사실 나이스부터 시작

해서.....미술부의 각종 업무들이 미술부장에게 집중되고 있는 구조에요. 미술

부장이 원래 이렇게 일이 많았나? 싶네요. 물론 할만은 하지만 행정적인 일

들이 가르치는데 쓰는 에너지를 방해하는 부분은 분명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윤교사)

윤교사는 미술부장으로서 전체 예원학교의 미술부 업무 및 행정적인

일에 대한 과중을 내비쳤으며, 다른 개선 방안들은 결국 재정적인 문제

로 연결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였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의 특별한 고충은 없는 것 같고 학교 내부적인 고충

을 들 수 있어요. 3학년을 맡았을 때 강도 높은 노동의 힘듦.....실기 레슨의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3시간 일하기로 계약을 하고 간 건데 6

시간을 하고 있고.....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 경쟁하는 분위기처럼 가다 보

니까 힘들죠..... 그게 너무 일반화, 보편화 되어버리면 힘든 것 같아요. 실기

수업에서 교사 한명이 1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강교사)

대우받는 것에 대한 방과 후 강사로서 고충이 있어요. 코로나 같이 지금

같은 경우도 3,4개월 동안 무노동 무임금이고....그 다음에 강사들의 처우 개

선 문제는.....많은 사립학교들이 몸 사리는 분위기라던가, 예원학교의 경우

거의 6,7년째 1원도 안 올랐어요.(강교사)

교사의 학벌과 가방끈에 비해서는 막 대우 받는 느낌이에요. 학생 수라

도 줄여주던가.....물가가 상승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것도 안 맞춰주는 건 어

떻게 보면 해마다 강사료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강교사)

강교사는 예원학교 미술부의 오랜 실기강사로서의 고충을 얘기해주었

고 분명히 개선되어야함을 피력하였다. 첫째, 예술중학교 학생들이 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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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학년이 되어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기강사의 불규칙한 전공

수업시간으로 육체적인 힘듦이 해결이 안되고 있고, 둘째, 미술부 실기강

사로서의 보상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3) 발전 방향

연구자는 두 교사와의 예술학교에 대한 한계지점에 대한 심층 면담

과정에서 부가적인 질문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

데, 필사한 내용은 각각 예술중학교의 교육과 운영 측면에서의 발전방향

으로 정리하였다. 앞서 정리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두 교사 모두 공

통적으로 교육의 발전 방향을 꼽자면 체험, 감상 교육 및 예술 소비자

교육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학교 운영의 발전방향으로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학교 시설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뽑았다.

(1) 체험, 감상 교육 및 예술 소비자 교육의 확대

예술중학교의 교육은 예술 생산자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순

수 예술 중심의 교육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도 예술 분야의 다양한 진로

에 대한 교육 및 고려 없이 막연히 ‘화가’ 혹 ‘작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다. 이러한 분위기를 미술부 교사들은 지적하고 예술중학교의 조

기 예술교육에서부터의 교육 확대를 강조하였다.

컬렉터, 감상자 계층, 저변이 부족하고 이런 쪽을 키우는 교육도 필요해

요. 예술 생산자와 소비자와 관계에서 예술 소비자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

때는 모두가 작가한다고 하고, 디자인을 등한시 한다던가 감식안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윤교사)

지금 예원을 봐도 그리는 수업, 만드는 수업, 표현을 위한 수업은 많이

하지만 표현 활동이외에 체험, 감상 활동은 많다고 볼 수 없어요. 물론 현실

적인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되면 체험과 감상

부분의 교육의 분량이 좀 더 많아지면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더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아직은 제도화되기에는 제약들, 제한받는 조건들이 많아

요. 하여튼간에 체험과 감상 부분이 더 많아져야 해요.(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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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교육의 확대를 위해 학부모, 학생의 인식 변화가 순환, 전제되

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또한 지적하였다. 이는 두 교사 모두 교육 현

장에 대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할 부분임을

인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도와 같은 하드웨어 뿐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학부모, 학생의 인

식의 변화가 세대가 변하면서 주파수를 맞추는 게 학교 입장에서 이해를 하

고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학생들도 학교 이념, 철학에 이해하고 공감

해줘야 해요. 다 같이 맞춰가야 하는데 잘 안 맞을 때 불협화음들이 나와

요.(윤교사)

학교의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 방과 후의 개인적인 활동이 학생들이 너

무 바빠요. 국영수 하느라 너무 바빠요. 만약에 국영수를 안하고 그 시간에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곳들을 가는 활동이 어떻게 보면 더 바

람직 할 수 있는데 그건 사회 현실이 이러니까 주장할 수는 없죠. 그게 제

한이에요. 그건 엄마들의 마인드 문제에요.(강교사)

(2) 학교 시설의 개선

예술 영재 교육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현실적인 제약이 해결된다면

두 교사는 우선적으로 학교 시설의 개선을 뽑았다. 크게는 전체 학교의

시설 확대, 작게는 미술부 실기실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실기강사인 강

교사는 미술 실기실의 조명에 대해 지적하였다.

재정 또한 학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인원이 너무 많고,

학교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건물을 하나 더 지으면서 대신에 운동장도 잃

고, 대신에 여전히 좁아요. 그러니까 공간 대비 인원이 많아요. 예술하는 학

생들이 초록색 잔디밭도 좀 보고 해야 하는데.. 이거야말로 초장기 계획이라

고 할 수 있어요.(윤교사)

기본적으로 실기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기왕에 실기실을 만든다면 일

반적인 교실 설계에 쓰는 조명이 아닌 실기실에서의 필요한 조명들이 필요



- 132 -

해요. 예원학교는 조명이 최고 문제에요. 그림을 그리기에 최적화된 조명이

아니고, 그냥 칠판 교실 수업을 하기에 최적화된 조명이에요. 이젤을 피고

실기수업을 하기에 최적화된 조명이 아니기 때문에 실기실이 확충되어야 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명시설이 정말 그림 그리기 좋은 것으로 바뀌어야 해

요.(강교사)

또 다른 미디어, 매체 관련된 최신 시설이 들어와야 하지만 그 외에는 미술

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람이 손으로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식

이 최첨단이라는 용어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디지털 수업도 하

고는 있지만 열악하죠. 안타깝게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

라 그 분야를 조금 경험해봤던 이 쪽 분야의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죠.(강

교사)

즉 두 교사 모두 미술부 실기실의 확충, 조명의 개선 등을 지적하는

한 편 디지털 수업 환경에 대한 시설 및 담당 교사에 대한 견해에 대한

언급 또한 있었다. 특히 이러한 학교 시설의 개선은 예술중학교의 재정

적인 지원을 전제하고 면담과정 중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제약을 무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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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지금까지 예술중학교 미술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예술교육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의 예술중학교와 해외의 예술학교 우수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현황과 국내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강)사의 심층면담 과

정을 검토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기존의 예술중학교 연구를 발전,

보완하는 방향에서 문헌조사와 심층면담 과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구

성되어 있으며 예술중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이해도를 높이고 전

문 예술교육 현장으로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창의성·전문성을 내건 핵심 역량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

정이 도입, 시행되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새로이 전환되는 시점

에서 전문적인 예술교육 현장으로서의 예술중학교가 재고되고 그 가치가

재정립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자는 결과적으로 예술중학교 자료의 수집을 통해 국내에서의

예술중학교의 현 위치를 살펴볼 수 있었다. 국내 예술중학교는 해외의

실정과 비교해 엘리트주의 교육으로 흐를 우려와 부정적인 편견을 무시

하지 못하고 교육적 연구와 국가 정책적 지원에서 모두 미묘하게 소외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예술중학교의 교육이 미술 영재교육의 연구뿐만 아니라 전반적

인 미술교육 연구의 범위에서 등한시되어 왔다. 선행된 예술중학교의 미

술과에 관한 연구는 이영선(2010)의 연구에 불과하였고 다시금 예술중학

교를 국내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보기 위해 예술영재 교육

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예술중학교의 운영은 국가 정책적 지원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

이다. 해외의 경우 국가적 전략 하에 예술학교를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반면, 정부 차원에서 ‘2020년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발표해 예술 심화교육, 예술 영재 관리 지원을 강조

하고 그 필요성을 시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구체

적인 사안들은 여전히 일반학교 예술교육에 그쳐있음을 알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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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예술 영재교육 사례가 이론적 제안을 넘어 복지적 관점으로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현실적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의 교육 정

책은 상당 부분 미비하다. 미술과가 설치된 예술중학교 6개교 중 부분적

으로 ‘예술 계열 특성화 중학교’ 혹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전국적으로 학

교 구분이 동일하지 않은 양태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등 체제의 애매함

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2017년 대한민국 교육정책 토론회

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된 바 있듯, 수도권의 예술중학교가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중등 의무 교육 학교로서

기본적인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입학금, 수업료, 교육비 등

의 부분이 법적으로 누락 또는 배제되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는 국내 예술 영재교육, 전문 예술교육의 주축이 국가 교육 차원에

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위와 같은 예술중학교의 실정을 바탕으로 전문 예술교육 현장으로서

의 질적 성장을 위해 향후 발전시켜야 할 기본 방향을 교육과 운영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강)사

는 예술중학교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

조하고 있었으며, 교육과 운영은 단순한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상 단계적으로 순환되어 실제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첫째, 국가적으로 ‘예술중학교’ 혹 ‘영재학교’와 같이 그 성격을 분명

히 한 독립적인 체제 마련이 선행되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의 실효성이

구축되어야 한다. 6개교 중 3개교가 ‘각종학교’로 분류됨은 교육과정, 선

발과정 등 중등 의무교육으로서 예술중학교의 자율성을 제재하고 있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특히 예술중학교의 재정적인 지원은 예술중학교 교사의 면담

과정을 통해 핵심적인 발전 저해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해외의 선례와 같이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적 전략 하에

예술중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한다.

둘째, 국내 예술중학교는 교육목표를 실기전문인 양성 교육에서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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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인재 육성 교육으로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목표의 설정은 전

반적인 교육내용으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 방향성의 설정은 지대한

부분이다. 해외의 경우 다중 재능 발달을 통한 종합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내 예술중학교가 단순히 실기 전문

인을 배출하는 전통적인 엘리트 교육이라는 인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동

시대 미술교육의 흐름에 맞춰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방점을 두고, 통합

적인 교육 목표 설정을 보다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국내 예술중학교는 기초 실기 집중교육 뿐만 아니라 예술 교육

내용 범위의 확장을 지향해야 한다. 현 국내 예술중학교는 순수 미술교

육 중심의 기초 실기 교육에 편향되어 있으며 이는 실상 기초 소양이 중

요한 조기 예술교육, 상급학교를 진학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구와 직결

된다. 특히 고학년에 갈수록 소묘와 수채 입시 위주의 표현능력에 집중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게는 예술 실기에서의 이론, 표현 교육뿐만 아니

라 감상, 체험 교육으로의 확대, 크게는 음악, 무용과 같은 타 예술 전공

간, 예술과 학문과의 통합적인 교육과정으로의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이

는 모든 예술전공에서 이론을 강조하고 간학문적,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균형 있게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예술중학

교 교육 현실을 재고할 수 있다.

넷째, 국내 예술중학교의 선발과정의 수평적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직적 확장이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몰아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

는 것이라면 수평적 확장은 전통적인 교육에 특별과정을 보충하는 시스

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면접과정의 다양화 및 활성화 방안

과 같이 선발과정의 수평적 확장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 평가 방법에 대

해 다채롭게 재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발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국내

의 경우 소묘, 수채, 면접 등 정형화된 선발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실

기능력을 공통적으로 산출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에 따라 소묘 실기평가

나 실시하거나 이마저 석고소묘 실기평가에 그쳐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학생의 기초실기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가치들을 심층적

으로 평가하기 위해 그 방법과 기간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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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실기 표현 능력 평가를 넘어 새로운 가치들을 수용하고 평가영역 및

선발방법의 다양화로 나아가야 한다.

다섯째, 국내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사의 업무 부담 개선 및 교육인력

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예술중학교 6개교 중 1개교만 미술

부 전담 행정 직원 체제가 마련되어 있고 전임교사 1~3명에게 행정업무

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무가 편중되어 수업환경의 질적인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심층면담 결과를 통해 예술교사의 보상체계의 부실함 또

한 지적되었다. 해외의 경우 미술부 전담 행정직원 뿐만 아니라 주교사,

보조교사, 비상근 교사로 구성된 인력의 세분화가 실현되고 있으며 국내

예술중학교 또한 구체적인 제도마련이 단계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여섯째, 국내 예술중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 환경이 개선되

어야 한다. 예술중학교 미술부 교(강)사의 심층 면담과정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통한 미술부의 전반적인 실기실 및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이상으로 국내 예술중학교 미술과를 중심으로 여섯 가지 기본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거시적인 자료 분석과 국내 예술중학교 6개

교 중 1개교를 중심으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져 예술중학교를 위한 기초적

인 연구에 불과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해외의

예술 영재교육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의 적용은 한계가 있

다. 국가 교육정책·제도적 사안,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 대학 및 예술

고등학교와 같은 국내 전체의 입시에 따른 예술중학교의 암묵적인 분위

기와 같은 한국 예술 교육 현실에의 해외 사례의 적용은 이상적인 교육

과 현실 교육 여건의 괴리와 같이 비단 예술중학교 뿐만 아니라 국가 전

체의 문제로 연결되어 무시할 수 없다. 둘째, 전국의 예술중학교 6개교

중 1개교의 미술부 교(강)사 2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의 내용은 국

내 예술중학교, 전체 전문 예술교육의 현황 분석에 한계가 있다. 지역별,

학교별 교육 실정은 다르며 보다 넓은 심층면담 참여자 확보를 통해 폭

넓은 예술중학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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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국내 예술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예술교육이 동시

대 미술교육 흐름에 맞추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현장으로서 그 가

치가 재고되려면 이와 같은 기초적인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 논의되며 한국 전문 예술

교육에의 인식 변화 및 실효성이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선순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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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fessional art education

current status analysis

-emphasis on visual art education of arts middle

school

Hyowan Shin

Major in Art Education Interdisciplinary Program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tent of this study is to re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arts middle school in Korea and to provide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creativity and professionalism centered art schools. The study

is composed of two phases. The first phase, which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is about comparing the current reports of six arts

middle schools in Korea where visual art major is installed to the

reports of overseas art schools, including USA, England, Singapore,

Russia, and Israel. The second phase is about examining the in-depth

interviews from the art teachers in Yewon art school.

In general, Korean arts middle schools are renowned for

domestically cultivating professional art outstanding individuals,

however, they are subtly alienated from both side of th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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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ational policy. Particularly, there only exists one prior research

about the Korean arts middle schools, and furthermore these art

schools are classified as ‘art department specialized middle schools’ or

‘miscellaneous schools’, there are some questions about the

management. As a result, the study suggests six basic directions that

can qualitatively develop arts middle schools in Korea.

First, just as ‘art specialized middle schools’ or ‘gifted art middle

schools’ did, a distinctive system for the arts middle schools should

be nationally established and detailed improvements on the current

system should be made.

Second, the education goal of arts middle schools should become

more clearer by transitioning from ‘educating professionalisms in art’

to ‘cultivating talents for creative arts’.

Third, the arts middle schools should aim not only to focus on the

basic practical trainings, but also to expand the scope of the art

education contents.

Fourth, horizontal expansion of the arts middle school entrance

examination should be conducted.

Fifth, there needs to be resolutions for easing the heavy work

burden of the arts development teachers and specifications of the

education workforces.

Sixth, the school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through

financial supports.

Ultimately, both reconsideration of the arts middle schools in

Korea and re-establishment of their values as professional arts

educations are expected once a new curriculum with such core

competencies such as creativity and expertise is implemented. We

need to acknowledge that this study is primarily based on

macroscopic data analysis of six schools and in-depth interview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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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chool. Therefore, if we continuously conduct researches on this

topic with more specific contents and discussions, a virtuous cycle

could be reached, especially the changes in the general perceptions

about the arts middle schools in Korea.

keywords : Korean Art middle School/ Art education for the

gifted/ Early art education/ Professional art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8-2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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