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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데에 있다. 지역사회 미술교육과 박물

관·미술관 교육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대전지역의 학교연계 미술관

교육과 지역연계 예술체험행사인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현황 조사와 공

과 분석을 통해 이를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실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배경과 성격, 의의를 알아보고, 박물관·미술관 교육

의 전개 양상을 탐색하며 교육기관으로의 역할과 중요성을 조명한다. 둘

째, 최근 대전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연계 미술교육프로그램의 현황

을 조사하고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셋째, 이에 따른 개선 방향 및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에서의 실제적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Ⅲ장에서는 대전시립미술관 학교연계 미술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고,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현황을 검토하여 각각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한

다. 대전시립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성과를 살펴보면 양질의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범주의 청소년 문화체험 기회 확대, 지속적

인 교사 대상 교육이라는 성과를 보이고, 그에 반한 한계는 중등학생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소극적인 교육자료 제공과 온라인 활용,

미술관과 미술 교사의 직접적 교류방식의 필요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예술체험에 따른 학습자 자기 효능감 향상,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협력 관계, 학교생활기록부와의 연계 효

과라는 성과와 학교연계 수업자료의 미비로 인한 학습으로의 발전이 어

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Ⅳ장에서의 활성화 방안은 개선 방향과 실제적 활용으로 구분된다. 개

선 방향으로는 첫째, 문화예술기관의 학습공간으로의 인식 제고이다. 대개

체험활동은 학습이 아닌 단순 체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교육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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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둘째, 학생 참여형 수업의 구축이다. 체험학습에서는 교사보다 또래

와의 협력을 통한 학습 전략이 유리하다. 따라서 수업 방식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기관별 교육자

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 담당자 협의체 구성과 학습

자료의 적극적인 개발 및 제공이 요구되는 바이다.

학교에서의 실제적 활용 방안은 우선, 미술관 연계 수업의 목표, 구조,

단계, 내용으로 설계된다. 수업의 목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술과

목표와 성취기준을 참고하여 추출하고, 구조는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의

순환 및 미술관 체험과 학습의 연결을 고리 형태로 나타내었다. 수업의

단계는 사전계획수립부터 사후학습까지 단계별로 교사가 준비·지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내용은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핵심개념에 따라 다양한 수업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예

술체험행사 연계 수업은 수업의 전개도와 함께 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수업의 전개 과정은 사전학습부터 다음 행사에의 참여까지로 확장하고

그에 따른 교육적 영향과 효과를 드러낸다. 더불어 사전·현장·사후 학습

지를 제작하여 학교에서의 실용적 활용을 도모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대전지역 학교연계 미술교육 현황 분석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실제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에 의의가 있다.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시작하려는 교사에게는 기초자료

로써, 이미 한계를 체감했던 이들에게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로써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립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과 학교예술

교육박람회의 현황을 비롯한 공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이 대전지역 내

학교 및 여러 기관에 참고할 만한 정보로써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

로의 학교 미술교육은 학습자의 삶과 연결된 채 구성되어야 함을 유념하

고, 이를 위해 현 학교 미술교육의 실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사회

와의 연계를 탐색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대전, 지역사회 미술교육, 미술수업, 체험학습

학 번 : 2019-2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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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데에 있다. 지역사회 미술교육과 박물

관·미술관 교육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대전지역의 학교연계 미술관

교육과 지역연계 예술체험행사인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현황 조사와 공

과 분석을 통해 이를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실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지역사회 연

계 미술교육 이른바, 공동체 중심 미술교육(Community-Based Art

Education; 이하 CBA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배려와 나

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삼고 있다(교육

부, 2015). 미술은 문화적 소양을 갖춘 인간을 길러내고 창의성과 미적

감수성을 신장하여 전인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교과이자 이미지로 소통

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과목이다. 특

히 지역사회 연계 미술교육은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과 자연적·문화적

환경과 연계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길러

줄 수 있고,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술수업이 진행되기에

학습자의 삶과 밀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김혜경(2020)은 지식전

달 측면이 강조되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복잡한 교육적 변화와 학습자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하고(류지영 외, 2020), 김

선아(2020)는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려는 학교 중심 개념에서 탈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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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지역사회의 수평적 관계와 다차원적 연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앞으로의 학교 교육은 교실 내 이론·실기 중심 수업을 통한 분

과 학문적·명제적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현장 수업을 통한 실제 상황에

서 사용 가능한 방법적, 실천적 지식으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더 이

상은 학습자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동떨어진 미술교육이 아닌 그들의 경

험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및 현장학습 관련

내용이 반영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

과정 일반 선택 교수·학습 방향에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을 한 학

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하고 미술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미술 자료와 문화 공간,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시

하고 있다(교육부, 2015: 18, 29). 또한, 미술문화 이해 능력을 기르기 위

해 현장 견학을 활용하고 학습 내용과 방법, 수업의 시기를 학교와 지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2015: 17-18, 29-30). 공통 교육과정 감상영역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4학년에서는 주변 미술관·박물관 견

학을 통해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태도를 익히도록 하고, 중학교에서도 조

사나 견학을 통해 전시회의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여 학급 및 학교 전시

회 기획을 지도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 10, 16). 선택 중심 교육과정

진로 선택 미술창작 과목의 교수·학습 방향에는 문화 행사나 전시회에

참여하게 하는 등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미술감상과 비평과목의 ‘미술의 비

평’ 영역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에도 생활 주변의 다양한 사례를 찾

아보거나 현장 견학 등을 통하여 미적 대상을 탐색하도록 지도한다는 내

용이 담겨있음을 찾을 수 있다(교육부, 2015: 38, 43).

연구자는 수년간 대전광역시 소속 중학교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미술교육에 대한 갈증을 느껴왔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교

육부가 운영하는 ‘꿈길’이라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진로 체험처와 학교가 짝이 되어 맞춤형 진로체험 활동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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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지만, 진로체험이 아닌 미술 교과의 목적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기반시

설 현장학습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연구자의 경험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의 충돌은 다방면으로 일어난다. 학교는 계

획된 학사 일정 및 일과에 따라 움직이고 교사는 교과수업 외 개별 업무

및 담임교사의 역할까지 맡기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에 현장학습을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견학은 안전상의 문

제로 인해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했던 학생들

은 조용하고 엄격한 문화예술기관의 분위기와 작품에 대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안내 등으로 인해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저하되고, 평가

와 직결된 과제가 아니라면 미술 교과를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에

따른 자발적 참여도 또한 낮은 편이었다.

현재 대전지역의 문화예술기관으로는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

DMA 아트센터, 이응노 미술관과 크고 작은 사립미술관, 화랑 등이 존재

하고, 대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전예술가의 집, 대전 테미 예술창작

센터에서는 시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와 발표 및 입주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진

행하고 있는 학교예술교육박람회와 ‘1교 1예술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도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물론 중앙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문화예술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이 있

는 수도권과 비교하면 소장품의 규모나 교육프로그램의 양이 모자라게

비칠 수 있지만, 부족함을 논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에 지역의 실정에 맞춘 발전 방안의 필요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판

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

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 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까지의 공과를 검

토하여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학교현장에서 더욱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유로 시작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미술교육과 관련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

펴보며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배경과 성격,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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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의 전개 양상을 탐색하며 박물관·미술관의

책임과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학교, 미술관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 미술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지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전지역 내 지역사회 연계 미술교육

의 현황을 분석하여 공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립미술관

의 학교연계 미술교육 프로그램,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학교예술교육박

람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과를 분석한다. 최근에 대전지역에서 시행되

고 있는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의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실제적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연계

할 만한 수업의 설계와 학습자료 개발은 연계 교육을 시작하려는 교사들

에게는 유용한 기초자료로써 제공될 수 있고, 수업 시수 및 예산 부족,

원거리 체험 등으로 한계를 경험한 미술 교사들에게는 가능성을 열어주

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미술교육이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대전지역

과 관련한 미술교육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 연계 미술교육 연구

는 주로 학교 교육과정 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 및 프로그램개발

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축제, 문화재 등이 수업

의 소재가 되고, 지역 예술가 및 작품 조사를 바탕으로 한 미술교육프로

그램의 학습계획과 지도안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

제보람(2016)은 초등 미술에 적용된 지역사회 중심 미술교육을 살펴보

며 지역 예술가의 견해를 수집하여 학교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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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역과 관련한 전시회

를 방문하여 작품을 감상·비평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및 환경문제를 소

재로 한 미술표현 수업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애정을

지니게 된다. 나아가 수업 결과물은 지역축제 시 전시되어 지역사회 자

체가 학습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축제를 활용한

중등학교 미술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로 정혜진(2013)은 광주·전남 지역

의 다양한 축제와 연계한 학교 미술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교

육적 효과와 의미에 대해 밝히며, 박지형(2015)은 국내·외 지역축제에 관

한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중학생 대상 학습 계획안을 제시하며 지역축제

를 중심으로 사회와 미술교육의 협력적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 및 미술관 교육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학교와 연계한 연구로는 대전지역 중심 생활 주변 미

술 환경 활용을 통한 감상 지도 방안(황보숙, 2001), 대전광역시 사례 중

심 지역연계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강주희, 2017)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황보숙(2001)은 박물관·미술관 등 생활 주변에 있는 미술 환경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보다 실질적인 감상 수업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생활 속 미술 경험을 일찍이 학교 수업에

도입하여 열린 교육에 대한 가능성과 지역화 미술감상 지도 방안을 제시

한 점에 의의가 있다. 강주희(2017)는 대전지역 예술자원 실태를 파악하

여 지역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 거점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데, 대전

지역 내 풍부한 예술대학 자원을 활용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지역연계 예

술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함에 중요성을 지닌다.

학교연계 교육은 아니지만,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된 문화예술교육

및 미술관 교육 연구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현황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

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신영숙, 2014), 대전지역 아티언스 캠프를 중

심으로 지역 인적·지적자원을 활용한 미디어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박하늬, 2017), 대전시립미술관 사례 중심 초등학생을 위한 미

술관 교육에서 미디어의 활용 방안 연구(김진숙, 2012)와 미국 네브래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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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미술관의 성공사례와 대전지역 미술관·박물관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 미술관·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송동근, 2012) 등이 있다. 송동근

(2012)은 미국 네브래스카 주립미술관(Museum of Nebraska, USA)의

지역문화를 활용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대전지

역의 미술관·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대전만이 가질 수 있는 독

창적 콘텐츠를 찾아내고 지역성을 효과적으로 접목한 활성화 방안이라는

점에서 학교 미술교육에서의 적용 가능성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전지역과 학교 미술교육이 직접 연계된 연구

는 미미한 편으로 이에 연구자는 대전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인 대전시립미

술관의 학교연계 미술교육 프로그램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

교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사례를 중심으

로 기존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과를 도출하고 이를

보완한 대전지역 연계 학교 미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의 Ⅱ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배경 및

의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의 전개 과정과 역

할, 그에 따른 의의를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현재 대전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연계 학교 미술교

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를 밝힌다. 우선,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한 학교연계 미술교육의 유형을 분석하고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한다. 더불어 2017년부터 실시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문화예술교

육 사업의 일환인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운영 현황, 프로그램별 내용, 절

차 및 지원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따른 공과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논의된 한계점은 개선하고 성과는 발전시켜 앞

으로의 대전지역 연계 학교 미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대전시

립미술관과 학교예술교육박람회와 연계한 더욱 효과적인 학교 미술교육

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미술관 연계 학교 미술 수업과 예술체험

행사 연계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학교현장에서의 실제적 활용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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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이

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국내·외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와 선행연구를 토

대로 지역사회 연계 미술교육의 배경과 성격, 의의를 알아보고, 20세기부

터 최근까지의 미술관 교육이론을 분석하며 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의

전개 과정, 역할, 중요성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사례 연구를 통해 대전

시립미술관 학교연계 미술교육 프로그램,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학교예

술교육박람회의 지난 3~4년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관한 성과 및 한

계를 논한다. 셋째, 위의 대전지역 연계 학교 미술교육 현황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립미

술관과 학교의 적극적인 교류를 도모할 만한 미술관 연계 수업의 목표,

구조, 단계, 내용을 제시하고 학교예술교육박람회와 같은 예술체험행사를

학교 수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학습자료를 개발한다.

본 연구는 주로 대전이라는 한정된 지역을 범위로 택하여 그 특수성

을 조사·연구하는 사례 연구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연구의 특성은 개별

적인 사례에 관한 체계적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발견적 연구로 연구자가

관심을 둔 대전지역 내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 사례를 중핵적인

연구대상으로 삼고, 그에 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의 현황을

새롭게 재확인하고 이를 확장하여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또한, 가설은

미리 설정하지 않고 진행되며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의 상황에 대한 정

확한 기술에 초점을 두고 사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김석우, 박상욱,

2015). 이를 위해 우선 대전지역 연계 학교 미술교육의 현황 분석 및 활

성화 방안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한 후 대전시립미술관의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예술교육박람회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한다. 자료 수

집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와 대전지역 연계 학교 미술교육의 실제 사례가

담긴 미술관에서 발행한 교육자료 및 연표, 학교예술교육박람회와 관련

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문서를 자료출처로 사용할 예정이다. 자료의 분

석은 연구자의 직관과 판단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고 자료의 특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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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상세하게 묘사한 평가적 진술을 내린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슬 교육의 대전지역 사례에 관한 상세 분석과 더불어 현재까지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평가를 시도하여 더욱 실용적인 방향으로의 활성화

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대전이라는 제한된 영역을 바탕으로 연구되기 때문에 이를 전 지역이

나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의 분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으나, 대전지역 내 학교연계 미술교육의 현황을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

다는 점으로 보아 현재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

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한 수업 설계 및 학습자

료 개발 등의 구체적 활성화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이점은 학교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으로 연구의 주제가 연구

자와 학습자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일상의 경험과 연결되어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중심 사례이기 때문에 추후 관련 기

관과 대전지역 내 미술 교사들에게 참고 자료로써 실제 활용이 가능하

다. 앞으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대전지역 연계 학교 미술교육이 더

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4. 연구의 중요성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여

섯 가지를 핵심역량으로 삼고 있다(교육부, 2015).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

은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태도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

며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국가·세계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

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

량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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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은 결국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간이 살아

가는 터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다. 미술 활동을 통해 인간

은 넘쳐나는 시각문화 속에서 이미지와 정보, 시각 매체를 이해하고 해

석하며 타인과의 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고, 세계 속 다양한 대상 및 현

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며 미적 경험에 반

응하면서 그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 연계 미술교육은

미술교육이 학습자의 삶 안에서 실천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로써 정현일(2009)은 이를 통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그 사회의 주체임

을 인지하고 자긍심을 갖게 되어 그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전통문화와

자연을 보호하고 그 사회를 발전시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

고 말하며, 이를 커뮤니티 중심 미술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도 지역사회의 여러 영역과의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

교가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닌 지식이 학습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단위

학교, 문화기반시설, 행정시스템, 지역 예술가 등의 활발한 교류가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김형숙(2009)은 학교 안에서의 미술교육 활성화는 개개

의 학교를 넘어서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행정체제, 교사, 재정 등이 긴밀

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의

미술교육은 더 이상 기술 습득과 지식 나열식의 교육이 아닌 학습자의

삶의 맥락과 연결된 채 구성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형성을 위해서는 교실

내 이론·실기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실제적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학습이 실현되어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

다. 또한, 지역별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미술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미술을 더욱 가까운 존재로 여기고, 체험중심학습을 통해 문화예술 경험

의 폭을 넓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미적 소양을 갖춘 교양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적 공감력과 표현력 향상을 위해 공교육

내에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자의 인식 및 관심 부족, 지역

별 문화 공간에 관한 미미한 연구, 형식적 교육과정 답습 등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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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교육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해 지역사회 연계 미술교육에 대한 실제 현장에서의 생생한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실질적 활

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대전지역의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공

과를 분석하며 나아가 이를 보완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전지역 연계 학교 미술교육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

술교육에서의 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과 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의 역

할을 고찰하여 21세기 변화된 사회에서의 미술교육의 목적과 미술관의

교육적 사명에 대해 조명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대전지역 내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

사례조사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된 방향으로의 대전지역

학교 미술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대전지역의 사례를 수정·보완하여 개선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그를 적용한 수업 설계와 학습자료 개발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만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역사회 연계 미술교육과 미술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적 책임감을 일깨울 수 있고, 체계적인 사례 분석

과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의 제시는 대전지역 연계 학교 미술교육의 발전

가능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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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Ⅱ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와 미술교육 즉, 지역사회 연계

미술교육의 배경과 성격을 알아보고, 그 중요성 및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의 전개 과정과 역할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미술관의 교육적 성격에 대한 체계적인 탐

색을 통해 대전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대

전지역 연계 학교 미술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1. 지역사회와 미술교육

지역사회 미술교육은 다양한 논의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강조하고자

하는 견해에 따라 그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지역사회 기반 미술교육

(김준희, 2008), 지역사회 미술교육(김형숙, 2009), 커뮤니티 중심 미술교

육(정현일, 2009), 지역연계 미술교육(김선아, 2020) 등으로 불리며,

‘Community’라는 용어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 등으로 해석

되어 혼용되고 있다. 연구자는 혼선을 막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

회 미술교육이라고 통칭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

로 한 지역의 문화·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교육과정에서 점차 부각되고

있고, 학습자의 일상적 경험에서 벗어난 학교 교육과정에의 비판적인 인

식 또한 커지고 있기에 지역사회 미술교육은 지속적으로 미술교육 분야

에서 언급되고 있다. 김형숙(2009)은 지역사회 미술교육을 공교육에서의

미술교육이 부실한 현실과 실기·기능 중심의 전통적 미술교육 개념을 넘

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하고, 정현일(2009)은 그동안 형식

에 얽매인 교육과정과 평가, 지역사회와의 불연계성, 학습자의 삶의 터전

과 관련 없는 내용을 다루는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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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중심 미술교육을 대안으로 삼는다. 김선아(2020)는 지역사회의 발전

과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미술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감각적·정서적·미적으로 자신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미술

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표

현한다. 유사한 맥락으로 정현일(2009)은 커뮤니티 내에서, 커뮤니티 내

학생을 포함한 시민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위한 목적과 가치를 반영하는

미술교육으로 지역사회 미술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1)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배경

먼저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배경으로 첫째, 존 듀이(John Dewey)의 교

육사상을 들 수 있다. 듀이는 『경험으로서의 예술(Art as Experienc

e)』에서 ‘집단적 개성’을 언급하며 다른 예술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예술이 그 지역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예술 작품은 문화집단의 영향

아래에서 만들어지며 그에 맞는 고유한 의미를 띠고, 예술은 실체라기보

다 경험 속에 있는 어떠한 특성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Dewey, 1934).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예술이 만들어지고, 문화집단은 그

예술을 구성하고 함께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또 하나의 예술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실제 삶과 긴밀한 연관을 맺는 예술을 강조

하며 ‘삶 자체의 예술화’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듀이의 주장은 미술교육에

도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이에 따라 실제 삶과 분리된 관념적, 선험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는 전통적 교육관이 아닌 세상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을

반영한 채 이성과 경험, 이론과 실천, 사고와 활동을 이원화하지 않는 교

육관, 즉 삶의 다양한 측면의 공존을 추구하는 교육관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 듀이는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에

서 교육과 사회화를 관련지으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정, 이웃,

지역사회까지 발전시키고 지역사회가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Dewey,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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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사회 미술교육은 포스트모던 미술교육이론(Postmodern Art

Education)과 함께 더욱 발전한다. 19~20세기 중반까지 서구 문화와 예

술을 지배한 모더니즘의 반발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획일성을 거부

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각을 바탕으로 전통적 예술의 장르 구분을 부

정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 사상은 미술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쳐 미술교

육 또한 다양성, 다원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모더니즘

미술교육은 사회에 필요한 미술가나 산업 디자이너의 육성을 목표로 반

복적인 훈련을 강조하는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과 이를 비판하며 등장

한 아동의 자아를 존중하고 미술 활동 과정에서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통

한 창의성·잠재성 계발을 목표로 하는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미술 교과

의 본질적 독자성 및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을 중시하고 이해, 표현, 감

상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본질주의(Essentialism)적 입장인 이해중심 미술

교육으로 변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미술교육의

방향 또한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술교육은 사회

맥락과 다원성의 존중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삶과 관심사에 주목하고 사

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간과 인간의 개인적·사회적 맥락을 중

시한다. 지역사회 미술교육 역시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고 사회적, 맥락적 관점에서 자주 다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교육의 틀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준희, 2008).

모더니즘 미술교육에서 중시된 개인의 가치나 표현기능 향상을 위한

전통적 교육 시각에서 벗어나, 포스트모던 미술교육은 미술의 사회적 역

할이나 학습자의 생활 세계에 근거한 미적 체험과 활동을 강조한다. 이

에 따라 학습자의 일상과 경험 및 시대의 사회문화적 쟁점을 반영하는

미술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여 학습자의 상황에 알맞은 교육적 의미가 구

성될 수 있도록 미술 교육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포스트모더

니즘 시대에 도래하면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인간의 자아관과 세계관,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만의 소서사를 구성할 수 있는 교육법이 고

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의 삶의 터전, 일상, 경험, 관심사와

더불어 학습자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슈 등에 주목한 포스트모던 시대 미

술교육의 특징은 지역사회 미술교육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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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1980년대 우리나라 민중미술이 그 바탕이 될 수 있다. 김형숙

(2013)은 우리나라 공동체 미술교육이 서양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이론

에만 근거하여 해석될 것이 아닌, 우리나라 미술교육에서 현대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시각에 착안하여 공동체 미술교육과 80년대 민중미술과

의 연관을 조망한다. 민중미술은 1980년대에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성향

을 지닌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회 변혁 운동의 일환이다. 그들

은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추상화, 단색 회화 등 사회에 무관

심한 근래의 예술을 비판하며 민중들과의 소통을 도모한다. 민중미술 운

동은 생활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시각문화·매체를 소재로 삼

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술보다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을 목표로

두고, 공동체만의 이익이 아닌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사회적

이상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지역사회 미술교육 또한

집단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다. 비록 사회적 이상 실현이

라는 거대한 목표 달성을 위한 미술운동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미술교육

또한 개개인의 삶과 지역 공동체의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적 패러

다임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미술교육은 학습자가 살아가는 사회 내

에서 삶과 미술, 미술교육의 연결고리를 찾아 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미적 체험학습이 중심

이 되는 교육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이해, 학습자

간·학습자와 지역사회 간의 소통, 학습자와 지역사회의 공생·상생·발전을

꾀하는 지역사회 미술교육이야말로 인간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삶을 위

한 미술교육이라 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의의

이렇듯 학습자가 살아가는 지역과 삶을 교육과 연관시키는 지역사회

미술교육은 여러 가지 의의를 지니는데 관련한 학자들의 견해와 교육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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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험주의 교육 철학적 관점으로 지역사회 미술교육을 통해 학습

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지닐 수 있고, 정체성까지 확립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미술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속한 지역 내 학교, 도서

관, 주민센터, 미술관, 공원 등의 공식적·비공식적 공간이 교육의 주요 장

소가 되고 지역의 예술가와 문화자원을 학교 미술교육과 연계하는 등 지

역사회의 교육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지역 공동체와 학습

자와의 상호 소통을 활발하게 하여 지역에 대한 확장된 사고와 시각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이에 따라 학습자는 지역을 고정된 자원이 아닌

상호적 관계 속의 유기체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김선아, 2020). 지역사회

와 연계된 창작 및 감상 활동은 결국, 학습자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연대감을 지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생태학적 관점으로 학습자가 살아가는 사회 속 자연의 소중함

을 일깨워주고(정현일, 2009)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인간의 삶과 긴밀하게 결부 지어 이해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다. 우리

는 산과 바다, 강, 숲 등의 생태계를 포함한 지역사회 속 수많은 시각문

화환경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생태(Ecology)란 생물이 자연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 혹은 생명체 간, 생명체와 환경 간의 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지역사회 미술교육과 연관 지으면 지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학습자와 자연적·물리적 환경 및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 미술교육은 학습자의

삶의 공간이라는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생태적·사회적 환

경, 학습자의 삶, 문화·예술 간의 역동적인 교류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

회 미술교육은 학습자가 살아가는 자연환경과 그를 둘러싼 시각 문화환

경에 관한 예술적 탐구를 가능하게 하여, 학습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

역문화의 가치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이를 스스로 보전하도록 노

력하게 될 것이다(정현일, 2009).

셋째, 사회재건주의 교육 철학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미술교육은 공동

체적 뿌리를 일깨워 학습자의 민족 자긍심을 고취하고(Stephens, 2006,

정현일, 2009에서 재인용), 사회 참여적 태도를 익히도록 돕는다. 사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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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주의 교육철학은 1920~30년대 미국에서 태동한 교육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목표 지향과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초

점을 맞춘 교육과정이다. 김형숙(2010)은 미술교육이 개인의 창의적 표

현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와의 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으로 이해

하고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 인간의 삶, 미술교육이 함께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미술 교과의 체험

영역 내용 요소에는 ‘미술을 통한 사회참여’가 포함되어 있는데, 학습자

는 미술교육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시각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함과

동시에 미술의 사회참여 방안을 탐색하면서 결국 자신의 진로와 미술을

연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교육부, 2015: 25). 학교현장에서 지

역사회 내 미술 전문가를 만나고, 창작과정과 작품의 의미 등을 알아가

면서 그들이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 지역에 대

한 애착,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며 미술

을 통한 지역사회의 재건 가능성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사회 미술교육은 학습자와 시민들에게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중요성에

대해 일깨우는 역할이자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미술

교육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고미라, 정현일, 2017). 이처럼 지역사회

미술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속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 참여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3)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성격

마지막으로 울브리히트(Ulbricht, J.)의 견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미

술교육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울브리히트는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화를 조사함으로써 ‘사람’에 대해 배울 수 있음을 강

조하면서 지역사회 미술교육을 재조명한다. 그는 지역사회 미술교육을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정의 및 효과에 대해 논한

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미술교육이 지닌 성격과 특징을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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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역사회 미술교육은 비공식적 교육(Informal Teaching)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전의 부유층이 중심이 된 비공식적 예술교육의 방

법은 여행이나 박물관 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공식적 예술교

육이 없던 당시에 ‘보이지 않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며 개인이 예술을 배

울 수 있는 지배적인 방법으로 간주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역사

회 미술교육은 시각문화에서 비롯되는 비공식적 교육이라는 인식이 커지

고 있다. 기술의 발전 및 미디어의 확장과 함께 사람들은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접근하고 배운다.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시각문화를 통한 비공식적 학습은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또 다른 유형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미술교육은 조직적인 공동체 교육(Organized

Community Teaching)으로써 비영리적 성격을 띤다. 후기구조주의 사회

에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점차 다원주의적 성격으로 변화되며 새롭게

디자인되고 있다. 오늘날의 예술 교육자들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비행

청소년, 노숙자, 노인, 장애인, 영재, 범죄자 등 공식적 교육에는 속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도소, 학교, 공원, 미술관 등에서 이루어진다. 후

원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기관이거나 비영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이

또한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성격 중 일부로 여길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미술교육은 아웃리치(Outreach)의 봉사적 특징을 지닌

다. 아웃리치란 지역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원조·봉사·지원 활동

을 의미하는 것으로 몇몇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예술

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혜택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한다.

장애를 가졌거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재료, 공간, 개인 지도, 전시회 등

을 제공하고, 특수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돕기도 한다. 또한, 지역

과 지역을 연결하여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들의 예

술교육을 위해 힘쓴다.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회의

예술을 접하고 타인의 예술적 감성에 공감하며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봉사적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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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역사회 미술교육은 문화기술지(Ethnography)적 성격을 보인다.

문화기술지란 질적 연구방법의 일종으로 한 사회의 문화에 관한 기술과

해석을 의미하고, 심층 면담이나 참여 관찰 등의 현지 연구를 위해 연구

자는 연구대상의 생활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문화적 지식을 수집하고

기술한다. 지역사회 미술교육 또한 학습자의 삶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과 연계된 학습으로 학생들이 형성한 예술문화에 심층적 접근이 가능하

다. 지역사회 기반 예술은 지역민들이 제작한 예술 작품을 의미하는 용어

로서 문화재, 전통, 언어 패턴 등 공통의 관심사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데(Adejumo, 2000. Ulbricht,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지역의 전통과 문

화에 대해 배우는 것은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중요한 형태로서 미래 예술

작품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 이해, 민족 정체성 확립

을 공고히 하는 지역사회 미술교육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울브리히트는 공공예술을 통해 지역사회 미술교육을 논한

다. 그의 말을 빌리면 예술가들은 이미 다른 형태의 지역사회 미술교육

을 창조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역사회의 발전, 재건, 환경, 교육, 세대 간

소통, 분쟁 해결 등을 고려하는 예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현대 예술가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예술 작업을 창

조하고 있기에(Van Laar, Diepeveen, 1998, Ulbricht,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예술가들의 예술적 사고와 정신, 작품을 접하는 것 또한 지역사

회 미술교육의 또 다른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배경은 존 듀이의 교육사상, 포

스트모던 미술교육, 민중미술 세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고, 지역

사회 미술교육의 의의는 경험주의 교육철학, 생태학, 사회재건주의 교육

철학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알아보았다. 더불어 비공식적, 비영리적, 봉사

적, 문화기술지적, 공공적 성격 총 다섯 가지의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성

격까지 논하며 이상 지역사회 미술교육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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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

최근 박물관과 미술관의 다양한 형태의 전시에 관한 대중들의 관심과

흥미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여가·취미생활에서의 예술·문화 기반 시설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대중적 인기와 함께 학교 교육에서 또한 박물관·

미술관 등의 공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 이는 열린 시·공간에서의 미

술수업의 필요성과 관련된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 내 미술감상 지도는

교과별 시수에 따른 미술 수업시간 부족과 감상 수업에서의 원본 활용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바

로 미술관·박물관, 화랑 등의 전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더

이상 학교 체제 및 교과서 내에 갇힌 미술수업이 아닌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공간을 이용하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정의를 간략히 밝히고 교육기관으로서

의 박물관·미술관의 전개 양상과 교육적 역할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변화된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기관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앞으

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갖춰야 할 기능과 자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박물관과 미술관의 정의에 관해 살펴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6597호, 20. 5. 27.) 제2조 1항에 “박물관”이란 문화·예

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

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항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

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

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평생교육의 증진이란 목적은

같지만, 수집·관리하고 전시하는 자료의 대상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 20 -

1)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전개

박물관과 미술관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전시하는 것만이 목적

이 아닌 평생교육 증진 및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에 공헌해야 함이 기관

의 책무이다. 따라서 미술관과 박물관은 방문자에게 학습활동의 장을 제

공하고 미술문화를 향유하고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18세기의 산출물인 박물관은 19세기 후반 산업화의 진행과 20세기 연

방정부의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라 사회적 대중 교육

기관으로 인식이 변모된다. 하지만, 박물관은 신속하게 의무 교육 시스템

을 발전시키는 학교와 달리 관람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그에

따른 평가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고, 큐레이터들조차 공적 기능보다

는 소장품 수집에 관심을 두기에 이른다. 이에 1969년 미국박물관협회가

발간한 벨몬트 보고서(The Belmont Report)에서 박물관의 부족한 기능

에 대해 지적하며 박물관은 연구, 교육, 소외아동 대상 교육에 관한 협조

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1982년 열린 ‘새로운 세기를 맞

는 박물관’ 회의에서는 박물관에 관한 대중들의 시선과 지역사회와의 연

대를 진단하고 그동안의 미국 박물관들이 교육적 역할에 대한 잠재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반성의 분위기가 등장한다. 이와 같은 비판적 성찰이

잇따른 뒤 20세기의 박물관·미술관은 교육적 역할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

고 연구자들 또한 계몽적 자세를 지니기 시작한다. 세기 전환기에 일찍

이 박물관·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 주목했던 학자들의 견해와 더불

어 1950년대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미국의 박물관 교육의 발전 양상과

현재 우리나라의 박물관·미술관 교육 연구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

히 살펴보겠다.

스미소니언 협회(The Smithsonian Institution)의 조지 브라운 구드

(George Brown Goode)는 박물관의 교육적 임무를 주장한 가장 영향력

있는 초기 인물로서 그는 박물관은 도서관이나 대학교와 함께 민중의 계

몽을 위한 주요 기관이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도서관은 교육받은 사람들

에게 유용한 기관이라면 박물관은 교육을 받은 이와 받지 못한 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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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유용한 지적 활동의 자극제라고 말한다(Zeller, 1989). 박물관이 사

람들의 존경을 받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배움의 중심’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그는 라벨(Label)을 개발하여 방문자에게 정

보를 제공하고 흥미를 느끼게끔 유도하였다. 또한, 로체스터 미술관·과학

관(The Rochester Museum of Arts and Sciences)의 아서 케이스웰 파

커(Arthur Casewell Parker)는 박물관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로서

박물관·미술관이 단순히 사물을 전시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접

하는 대중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박물관의 철

학이자 의무라고 말한다. 그는 박물관은 인간의 삶과 가치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므로 박물관의 재산이나 소장품에 주목하기보다 그러한 것

들이 사람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Zeller, 1987). 더불어 그는 기계화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미국인들의 여

가가 확대될 것을 일찍이 깨달아 앞으로의 박물관은 ‘교육, 오락, 그리고

영감의 중심’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으로 20세기에 진입하면서 박물관·미술관은 초기 관람객 연구

부터 평가 제도 마련까지 여러 방면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에 대해

고민한다. 1950년을 기준으로 전·후기 박물관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전기에는 박물관 경험을 다룬 연구의 성과가 뚜렷하게 없다. 박물

관을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체계

적인 연구와 박물관 관람객 경험에 대한 논문이나 학회 발표 또한 부족

한 편이다. 하지만, 듀이가 『학교와 사회(The School and Society)』에

서 제시한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에 도서관과 박물관이 중심적 역할로 등

장하면서 진보주의 교육자들에게 있어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중요성 여

론이 형성된다. 20세기 전기 연구 중에 관람객의 반응에 대해 쓰인 대표

적인 논문은 벤자민 이브스 길먼(Benjamin Ives Gilman)의 연구로 그는

잘못 배치된 전시 작품을 관람할 때 관람자가 겪는 신체적 불편에 관해

얘기하며 박물관 피로(Museum Fatigue)라는 개념을 창안하고, 이에 따

라 박물관과 미술관은 작품 수를 줄이고 전시공간과 학습공간을 분리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Gilman, 1916). 학예사인 알마 위트린(Alma Witt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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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데 그는 기존전시와 새로운

전시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연구를 통해 단순히 작품을 나열하는 방식보

다 시기별·주제별로 구분하는 전시 방식이나 관람객의 직접 참여가 가능

한 전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발표한다(Alma Wittlin, 1949, George E.

Hein, 1998에서 재인용). 그는 개방형 질문과 흥미로운 소재를 활용하여

전시회를 구성하고 인터뷰, 질문지 작성, 드로잉 제작 등의 방법으로 관

람객들의 솔직한 반응을 조사한다. 이 연구는 현재 박물관·미술관에서

사용하는 전시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1935년에는 관람객이 전시장에서 보낸 총 시간과 각각의 작품 앞에서 보

낸 시간을 계산하여 관람 시간과 흥미를 연결 짓는 아서 멜튼(Melton

A.W.)의 실험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20세기 전반에는 활발하

진 않더라도 일찍부터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했던 학자들

을 중심으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쟁 직후에는 박물관 관련 전문인력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성장한다.

당시 다수의 박물관이 개관하고 관련 직업이 각광받게 되면서(George E.

Hein, 1998), 국제 박물관 협회(ICOM), 교육문화 위원회(CECA) 등이 구

성된다. 또한, 1960년대 정부의 공공서비스 투자 지원 확대와 더불어 다

양한 박물관 교육 연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된다. 특히 1965년 초·중등교

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이 통과되며 국가 지원

을 받는 교육프로그램들에는 평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박물관·미술관 업무 담당자들은 평가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했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박물관 평가자가 양산되면서 결국 1989년 박물관 연

구자 기관인 관람객 연구 평가 협회(CARE)가 설립된다(George E. Hein,

1998). 이처럼 박물관·미술관 교육은 몇몇 학자의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

인식에서부터 20세기 전반 관람객 연구, 후반 평가프로그램의 개발까지

점진적으로 학교 교육 시스템처럼 체계화되며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미술관 설립의 증가와 함께 미술관이 단순히 작품 전

시의 차원을 넘어 관람객에게 미적 체험과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주는 형

태로 변모하고 있고(심효진, 정옥희, 2014), 이에 따라 미술관 교육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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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자들의 미술관 교육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효과

적인 미술관 교육의 방향과 학교와 연계한 미술관 교육의 교사 연수프로

그램과 수업 개발 등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윤철현(2007)

은 국내·외 미술관의 교사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하고 한국과 미국의 학교

연계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비교하며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사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미술관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김순옥(2011)은 미술관 전시 관람 경험과 학교 미

술 수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평상시 수업시간의 감상교육 정도와 전시

회 관람 시 흥미성 정도에 있어서 긍정적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그에 따라

학교에서의 감상교육이 평소에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연계 미술관 교육은

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될 때에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최근의 연구로는 이은적(2017)이 역량 중심교육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

에 따라 미술 교과에서 미술관과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 주목

하여 미술 교과 역량형성을 위한 효율적인 미술관 교육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논의한다. 또한, 김수진(2018)은 미국 웩스너 센터에서 주

관하는 페이지스 프로그램(Pages at the Wexner Center for the Arts)

을 연구하여 참가자들의 관점을 기술하고 협업적인 미술관 학교연계 프

로그램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인터뷰와 참여 관찰을 통해 교육자와

학생의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교육 공간과 과정적 경험이 중시되는 수

업, 학교와 미술관의 쌍방 교류, 예술과 삶이 연결되는 통합예술교육 등

페이지스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교육을 바탕으로 학교와 미술관의 효과적

인 연계 방식과 미술관과 다양한 교과와의 협업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와 관련한 대전지역 박물관·미술관 교육을 살펴보면 정경애

(2001)는 대전시립미술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및 대전의 문화 현황 조사와 대전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토대로 미술관 교육사업 확대 및 지역사회와 학교, 미술관이 연

결된 통합미술교육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전시립미술

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에 발전적 방향을 제시한다. 권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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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은 대전시립미술관 운영 실태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시애

틀과 나고야 시립 미술관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대전시립미술관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데, 미술관이 행정 및 문화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김규리

(2020)는 대전광역시 중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연구

에서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동향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여러 사례를 분석하며, 과학기술 융합 문화 창조 및

첨단영상문화 지역으로서의 프로그램개발 등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대전

광역시만의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상의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전개 양상을 통해 국내·외 여러 문화예

술기관의 교육적 발전을 살펴보았고,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중요성이 강

조됨에 따라 관련 연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공교육과 관련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연계 미술관 교육 연구 또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박물관·미술관의 교육적 역할

테리 질러(Terry Zeller)는 일반교육에서의 예술은 혁신적·전위적 예

술교육 또는 직업 교육으로써의 기능이 아닌 학습자가 예술 유산을 감각

적으로 이해하여 심미적으로 판단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Zeller,

1987). 따라서 박물관과 미술관은 다양한 예술·문화유산에 대한 개개인의

감각과 사고를 계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21세기 변화된

세계에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일찍이 박물관·미술관 교육

의 실용성과 대중성을 강조한 학자 테리 질러는 박물관·미술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박물관의 철학을 미적 사명(The Aesthetic

Mission), 교육적 사명(The Educational Mission), 사회적 사명(The

Social Mission) 총 3가지로 구분한다. 이중 교육적 사명에 주목하여 학

교와 미술관의 상보적 관계, 구조적인 미술관 교육에 관해 그가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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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실천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교육자들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학교와 미술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질러(1987)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그는 학

교현장과 관련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이 더 이상 수십 년 동안 수학여행의

주축이 되어 온 기본적인 투어에 머무르지 말고, 학생들의 박물관 경험

에 주목하여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Zeller, 1987). 박휘락

(2003) 또한 학교는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관련 기관들은 사람들의 문화향유와 평생교육

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하며 미래 지향적인 경영을 위해서라도 서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미술관과 학교 두 기관

모두 자라나는 학생들의 미적 인식 능력의 발달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

여 삶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교육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질러

(1987)는 당시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보인 35개의 박물관·미술관의 실천

사례를 제시하며 박물관과 미술관은 적극적으로 교사를 위한 연수와 교

육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20세기 후반 미술관의

교사 연수와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을 위한 미

술관의 교육적 역할에 관해 살펴보겠다.

우선 박물관·미술관은 미술 교사의 예술적 소양을 일깨우고 수업의 질

을 높이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월체스터 미술관(The Worchester

Art Museum)의 기본 예술교육프로그램은 균형과 비율 등 조형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관내 소장품을 활용하는데, 미술관 교육자들은 방과 후,

주말 워크숍, 학회를 통해 교사들이 사물을 활용하여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유타 미술관(The Utah Museum

of Fine Arts)은 솔트레이크시티 교사들을 위해 연례 현장교육을 지원하

는데 여기에는 미술감상·비평, 미술사, 재료 탐색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에서는 교사들을 위해 도슨트 투어, 미술사 강의, 영화 감상, 예술가 워

크숍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매월 개최했다. 이처럼 1960년부터 미술관

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교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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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업에 관한 도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개인의 예술·문화적 소

양까지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질러는 학교 수업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의 필요성

도 강조하는데 이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은 교사들의 현장학습 경험을 확

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박물관 교육자들은 교사

들에게 소장품에 대한 시각자료와 미술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미술사, 비평, 미학을 본인의 수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

장한다(Zeller, 1987). 세인트루이스 미술관(The Saint Louis Museum of

Art)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예술을 연계한 미술관 관람 프로그램을 만

드는데, 학생들은 사진, 실크 스크린 등의 기법을 배우고 여러 예술·문화

유산을 탐구하는 질문과 활동을 이어간다. 교사들은 더 이상 학교 교육과

정과 교과서에 머무르는 교육법을 고수해서는 안 되고, 미술관에서 제공

하는 예술·문화 탐색, 전시 관람,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개발, 사물

활용 교육법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학생들의 심미안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술관 교육자들은 미술관의 계몽적 역할에

책임감을 지녀야 하고, 교사들 역시 학교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학생들

과 경험을 나누고 보다 예술적 사고를 가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박물관·미술관은 학생들이 미술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경험

을 제공해야 하고, 교육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삶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질러(1987)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관

의 전시물 교육과 박물관 문해력 교육(Museum Literacy)을 언급한다. 그

는 예술교육은 재현, 즉 보는 것을 그대로 모사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 아닌 예술 원작을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학생들은

미술관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며 작품에 대한 새로운 눈을 키우고 사고

와 감각을 깨울 수 있게 된다. 질러는 박물관은 전시물이 모여 있는 창고

또는 시각적 자원 출처 그 이상이라고 말하며 당시 여러 미술관에서 학

생들을 위해 노력한 증거들을 토대로 미술관의 교육적 역할을 제시한다.

필라델피아 미술관(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은 어린이들이

작품을 보면서 자신의 감각과 사고를 찾아가는 학습을 개발하여 미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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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면서 보고 생각하도록 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 학습을 제공한다.

또한, 예술가가 표현한 조형물과 그림을 바라보면서 예술가들이 선택한

재료를 탐구하고, 미술감상 입문 과정도 마련하여 예술에 관한 지각과

정서적 반응을 탐색하고 미술사를 배우며 오늘날의 예술을 진단하는 시

간도 갖는다. 덴버 미술관(The Denver Art Museum)에서는 예술가들의

역사적·문화적 맥락과 관련된 것들을 강조하면서 원주민들의 의·식·주,

예술과 생활 등에 관한 심층적 투어를 제공한다. 교육자료로는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키트(kit)와 스토리텔링, 시, 작문 활동지 등을 활용하여 학

생들의 즉흥적 반응, 상상력과 감성에 주목하는 미술관 체험을 만들어낸

다. 또한, 10~15세 학생들에게 미술사, 비평, 미학을 가르치는 모델을 개

발하여 6주 동안의 여름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종교, 문학, 인류학, 역

사 등과 연계하여 그들의 문화적 맥락에서 예술품을 연구하는 데에 참여

하도록 한다. 톨레도 미술관(Toledo Museum)은 예술가들이 어떻게 2차

원 표면에서 3차원 깊이의 환상을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투어를 제공하고

전자매체를 결합하여 오늘날의 소리와 현대미술의 관계를 조명하는 수업

도 마련한다. 헌팅턴 미술관(The Huntington Library)은 초등학생들을

위해 미술사, 비평, 미학, 제작을 통합하여 사전 수업, 박물관 방문, 후속

수업의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이처럼 20세기 미술관에서는 학생들의 시각적 문해력, 자기 표현력,

비판적 사고력, 상상력 등을 함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미술관

교육의 경험은 미술작품에 대한 언어적·비언어적인 표현을 촉진하여 학

생들은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느낄 수 있고 예술적 소통을 통해 타인과

의 공감대까지 키울 수 있다. 앞으로의 박물과·미술관은 일상과 연결된

친숙한 문화예술 활동의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미술을 가깝게 느끼

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하고, 예술에 관한 자신감 향상과 예술 작품 이

해와 시각적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여러 미술관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진로교육이나

작가 및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미술 교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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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협업하여 직무연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며 교사대상 전시회 관람,

워크숍 및 연수 또한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박물관·미술관은 삶

과 문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대중들을 향

해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박휘락(2003)은 ‘열린 미술관’을 제안하며

박물관과 미술관은 예술의 발전과 공중의 문화 교육에 이바지함에 열린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관 내부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이에 따라 미술관은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미술문화를 이해하

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봉사·교육 기관으로서

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갖춰진 미술관이야말로 열린 미술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변화된 사회에서의 교육을 위해 먼저

대중들을 위해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교육 전략을 짜

고 전시장 구성에 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여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박물관·미술관은 대중들을 위한 학

습 및 휴식 공간이 되어 만남의 장소로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끊

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교육적 사명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의의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의의에 대해 학교 미술 수업과의 차이를 통해

살펴보고, 미술관에서의 미술감상·비평 교육이 미술교육의 본질적 가치

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논해보고자 한다.

질러(1987)는 박물관·미술관 교육은 학교와 다르게 비공식적이고 비순

차적이며 관람자의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독특한 교육 환경이라고 설명한다. 김형숙(2003)은 학교 교육과 박물관·

미술관 교육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

보다 비제도적이고 비형식적이라고 말하며 제도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보통의 학교가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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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청소년들로 한정한다면 이에 비해 박물관과 미술관은 다양한 성

별, 나이, 국적의 사람들이 모두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학습자의 자

발적 참여도 또한 학교보다 박물관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교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보다 미술관은 본인의 기호

에 맞춰 스스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박물관·미술관과 학교

교육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원본의 유무이다. 학교에서의 미술감상

수업이 여러 제약 상 교과서와 영상·복사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미술관은 실제 대상인 작품과 유물 등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김형숙, 2003). 실제 체험이 가능한 보다 자유롭고 열린 공간인 박물관·

미술관의 활용으로 학교 교육의 제한점이 보완된다면 학습자의 미적 인

식 또한 수준 높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술관 교육자와 교사

들은 교육과정에서 사물을 통한 교육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Chapman, 1982, Terry Zeller, 1985에서 재인용).

학교 교육과 다른 성격을 지닌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주된 특성은 자

율학습 및 탐구학습이 더욱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박휘락, 2003).

전달과 주입이 아닌 유도와 권유의 학습이 가능한 미술관에서 학습자들

은 자기 나름대로 전시를 보고 느끼고 이해하여 미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 학습자는 주체적으로 전시물을 선택하여 관찰하고 비교·분석하며

자신만의 예술적 사고와 이해를 발전시킨다. 전시회의 동선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탐구하는 능동적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예술·문화

유산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세상과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교는 더 이상 제도권 안에 갇힌 미술교육이 아닌 미술관과 상

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학생들의 미적 인

식 능력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술관을 교실수업의 연장으로 여기기보다는 자기 주도적 탐험

이 가능한 체험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와 미

술관 교육자들은 청소년의 풍부한 문화예술 체험과 지식 형성을 위한 학

습 환경으로서 미술관을 개선해야 하고, 작품과의 대화, 타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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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물관·미술관 교육은 미술감상·비평 교육과 연계하여 미술교육

의 본질적 가치를 조명하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예술은 삶에 숨결을 불

어넣는 근본적인 활동으로서 예술은 가장 보편적인 언어, 즉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가장 자유로운 전달 방식이다. 또한, 예술을 보고 느끼는 활동

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결합하며 공동체임을 자각할 수도

있게 된다(Dewey, 1934).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표현과 감상의 균형적

교육이 아닌 실기 표현 중심의 전통적 기능 중심 교육관에 여전히 머물

러 있다. 이성도(2008)는 교육과정에서 미술을 통해 심미안을 키우고 예

술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미적 안목을 열어주는 데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미술교육에서 필요한 논의는 무엇일까? 미

술감상·비평 교육은 미술작품을 접하며 심미적 판단과 철학적 사고를 끌

어내고 사유를 통해 학습자뿐만 아닌 교사에게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

닫게 해줄 수 있다. 우리 시대는 더 이상 합리와 이성에만 몰두한 인간이

아닌 지성, 감성, 의지를 고루 갖춘 전인적 인간을 요구한다. 미술은 이러

한 전인적 인간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중에도 감상영역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실존적·성찰적 탐구가 가능하고, 작품에 담긴 의미와

본인의 경험을 연결하는 체험, 나아가 타자가 구축해놓은 새로운 세상을

여행하며 관람자는 삶의 가치까지 탐색할 수 있게 된다.

미술감상·비평 교육은 예술을 통해 자신을 깨닫고 내부에서의 목소리

에 귀 기울이게끔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작품에 관한 지식과 해답에 연

연하는 교육법이 아닌 그를 찾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

는 미술감상·비평 교육은 예술의 근원적 가치에 한층 더 다가가도록 도

울 수 있을 것이다(김상환, 2007, 정옥희, 2010에서 재인용).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의 현장 전시 경험을 통해 관람자는 예술 언어를 표현하며 느

꼈던 작가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원작을 접하며 작품 속에

깊게 침투하여 자신을 비춰보는 과정을 온전히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박

물관·미술관 교육이 감상·비평 교육에만 한정되지는 않으나, 예술품을 현

장에서 직접 마주하고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박물관·미술관에서

관람자는 각색각양의 방식으로 인간을 자극하는 예술 작품의 언어를 읽

고 자신을 자각하며 나아가 타자의 이해에까지 닿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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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 형성에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순수

한 미적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의 미술교육은 전통적인 미술교육

에서 강조하던 묘사력이나 기술의 습득 및 지식 중심교육에 치중하지 않

고, 오히려 예술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그 속에서의 미적 경험, 예술과

소통하는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예술 작품을

더욱 생생하고 섬세하게 느끼도록 자극하여 예술품에 내재해 있는 본질

과 학습자의 삶과 문화, 정신적 의미가 결합·해체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유념하여 수업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예술품을 통한 어떠한 성찰이나

사유의 체험, 즉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찰나의 짜릿한 미적 경험을 한 사

람들은 인간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 즉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이 경험은 삶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고, 언제든지 필요한 순간마다

비자발적으로 상기될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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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전지역 학교연계 미술교육 현황

Ⅲ장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대전지역과 연계된 학교 미술교육의 현

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전시립미술관의 학교연계 미술교육,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예술교육박람회 등의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한

학교 미술교육의 최근 3~4년간의 활동과 성과 및 한계에 관한 분석을 통

해 대전지역 연계 학교 미술교육의 실정을 파악하여 추후 활성화 방안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 학교연계 미술관 교육: 대전시립미술관

현재 대전광역시의 미술관을 살펴보면 공공미술관으로 대전시립미술

관과 대전시립미술관 산하 대전창작센터, DMA 아트센터가 있고, 사립미

술관으로 이응노 미술관, 그 외 크고 작은 미술관과 화랑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모두 다양한 전시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미술문

화를 보존하고 현대미술을 조망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미술문화를 가

꾸고 향유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지역의 생활 문화 공간으로 대표되고 있

다. 이중 대전시립미술관은 1998년 개관한 공공미술관으로 지역 미술 및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대전 미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아카이빙, 근

현대미술사 연구, 청년작가 발굴에도 노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과학도

시 대전’의 브랜드에 맞춰 대덕연구개발특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전과

학예술비엔날레’를 개최하고 과학과 연계된 다양한 연구와 전시를 이어

오고 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현재 본관, 대전창작센터, DMA 아트센터

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문화 활동과 지역의 민간미술을 위해 생활

문화센터도 활발하게 운영한다. 이처럼 대전시립미술관은 지역 미술을

연구·조사·전시하는 중심기관으로서 대전지역 및 동시대 미술의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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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힘쓰고, 다채로운 미술관 교육프로그램과 시민 동아리 활동도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중심기관인 대전시립미술

관의 학교연계 미술관 교육 내용을 학생과 교사 및 문화예술 분야 종사

자로 대상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최근 3~4년간의 초·중등학생 대상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며 현재까지의 성과 및 한계를 논하여 추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1) 학교연계 미술관 교육 유형

유형 대상 교육명 내용

어린이·
청소년교육

·초·중등학생,
학급 단체
·특수학급

전시연계 교육
전시와 연계한 감상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교육 활동

원도심 지역
초등학교 학급

미술관
일일체험 교실

미술관 접근이 어려운 원도심 학교에
우선적 수강 기회를 제공하여 미술관

경험을 확장하는 교육 활동

20명 이상
단체 학급

도슨트 프로그램

문화자원봉사자 인력을 구축하여
친절한 전시설명을 통해 관람객들의
전시 이해를 돕고 원활한 자료실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대전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은 크게 성인·전문인, 어린이·가

족으로 구분된다. 영·유아, 어린이(초등학생),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육과 대학생이나 전문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대전시립미술관의 교육 유형 중에 학교와 관련

되는 대상인 학생과 교사,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

그램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대전시립미술관 학교연계 미술관 교육 유형(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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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생 대상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전시

연계 교육, 미술관 일일체험 교실, 도슨트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교사 연

수로는 교원 초청 세미나, 교사 워크숍으로 구분된다. 범위를 넓혀 추후

학교와 연계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와 미술 전공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전시연계 세미나, 학술심포지엄, 초청대담, 미술전문 인력 특

강 등의 학술행사도 있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보다 유익한 미술관 교

육을 위해 매년 2~4명 교육 강사를 선발하여 참여자들에게 미술을 더욱

쉽고 가깝게 느낄 기회를 제공하는데 특히 DMA 아트센터에서는 어린이

와 청소년들의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전시

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매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기획전이

교사 연수

초·중등
미술 교사

교원 초청 세미나
대전광역시 초·중등학교 교원을

전시회에 초청하고, 지역사회 학교
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관내 수석 교사 교사 워크숍

현직교사들의 교육에 관한 고민과
해결방안,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함.

학술행사·강연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및 학생

전시연계 세미나
<대전 미술 100년> 전시와 연계하여
대전 현대미술의 발전에 공헌한 주요
미술운동에 대해 살펴보는 학술행사

학술심포지엄

· <바이오> 전시와 연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나는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
· Artist Talk와 과학예술

컨퍼런스로 구분

초청대담
국내·외 문화예술 전문가 초청

대담형식의 강연

미술전문
인력 특강

미술전문 인력의 전문 연구 분야와
미술의 가치 및 동향에 대해 살펴보는

특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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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고 그와 연계한 교육이 꾸준히 이행되고 있어 미술관이 미래 예술

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장감을 불어넣는 미술관 교

육은 전시와 연계하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대전시립미술관은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하여 전시회가 진행되는 일정 기간 동안

초·중학교 학급 단체 또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수업한다. 전시와 연계한

감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술을 더 가깝게 느낄 기회를 제공

하고 예술품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준다. 또한, 원도심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관 일일체험 교실을 상·하반기 각각 20회씩

진행하는데 접근이 어려운 학교를 위해 수송 차량을 임차하여 교육 참여

의 기회를 확대하고, 관내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

램도 만들어 비교적 미술 체험이 어려운 학생들의 미술관 경험을 독려한

다. 이처럼 참여자 특성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다양한 계층의 미술관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고 더불어 학교에서 단체 견학을 원할 때는 도슨

트의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 전시회 관람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프

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사 연수로는 초·중등 미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 초청 세미나

와 수석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 워크숍이 진행되는데, 미술 교사를

초청하여 전시회를 공개하고 수업과 전시를 연계할 만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전시회 관람을 통해 교사들은 원작을 접하고 그

에 관한 감상을 교사들끼리 나누며 학교 미술 수업과 연계할 방법에 대

해 소통한다. 미술관은 세미나를 통해 교사와 작품, 교사와 미술관 에듀

케이터, 교사들끼리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여 미술관 연계 학교 교육과

대전 예술교육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또한, 수석 교사를 위한

교사 워크숍은 대전지역 내 수석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의 필요성

을 논하고 현직교사로서의 애로점과 수업에서의 노하우 등을 공유하며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공고히 한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관 교육으로는 전시연계

세미나 및 학술심포지엄, 초청대담, 미술전문 인력 강연 등이 있다. 문화

예술 종사자까지 범위를 넓혀 미술관 교육을 살펴봄은 추후 이들이 미술

교사, 학예연구사, 에듀케이터, 문화예술 강사 등의 역할로 학교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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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될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전시연계 세미나는 2018년 대전시

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대전 미술의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보는

학술 행사가 대표적이고, <바이오> 전시와 연계하여 예술가들과의 대화

및 과학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진 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생겨나

는 윤리적·사회적 쟁점에 관해 논하는 심포지엄도 진행되었다. 국내·외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전문가들과의 대담형식의 강연이

나 학예연구사 등 미술 전문인력들의 연구와 기술을 배우고 미술 관련

직업을 탐색하는 특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도 교육이 이뤄진다. 더불어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작가와의

만남이나 전시연계 작품 제작, 특별 강연 등도 관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미술관 교육은 참여자들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입장

에서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고 창의적 사고와 예술적 감성을 길러주어 열

려있는 문화 교류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의의를 지닌다. 또한, 학생과 교

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미술관과 학교의 협

력을 이끄는 발판이 되고,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나아가야 할 학교 미술

교육의 목표와 사회적 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의 역할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이나 작가와의 만남 등의 폭넓은 미술관 교육

은 다양한 연령대의 대전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중 초·중등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는 학생

들의 미술관 예절을 길러주고 미술품을 보는 시각을 넓히는 하나의 방법

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멀게만 느꼈던 미술에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흥미롭고 유익한 전시회 관람법을 익힐 수 있게 된다. 초·중등학생

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최근 4년간의 현황을 분

석하여 추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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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교육프로그램 기간 장소 대상

마이너스 영
-Minus Zero

두 가지 그림
2017.4.22.
~ 4.30.
(총 8회)

대전시립미술관
아람누리

7세~초등 6학년
(회당 12명)

내 마음대로
더하기 빼기

[문화나눔지원
교육프로그램]

2017.4.13.
~ 6.8.
(총 8회)

대전시립미술관
아람누리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문화 소외계층
(회당 30명)

정물들의 변종 청자, 백자에 핀 꽃
2017.10.24.

~
2018.1.10.

대전시립미술관
아람누리

7세~초등 6학년
(회당 12명)

드림 포레스트
-Dream Forest

오돌토돌 숲
2018.5.5.
~ 6.9.

(총 12회)
DMA 아트센터

초등 학급
(회당 12명)

함께 보며
즐기는 미술관

2018.5.29.
~ 6.15.
(총 10회)

대전시립미술관
어린이 실기실

초등학교
특수학급

(회당 15명)

대전비엔날레 2018
바이오

전시연계 교육
<바이오>

2018.7.17.
~ 10.24.
(총 12회)

DMA 아트센터
7세~초등 6학년

(회당 12명)

대전 미술 100년,
미래의 시작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2018.11.24.
~ 12.22
(총 10회)

대전시립미술관
1~3전시실,
아람누리

7세~초등 6학년
(회당 12명)

한국화, 新-와유기

와요, 미술관으로!
2019.9.17.
~ 10.2.
(총 20회)

대전시립미술관
1~4전시실,
세미나실

초등 학급

미술관 탐구 생활 2019.9.24.
대전시립미술관
1~4전시실,
세미나실

중학교 학급,
동아리(24명)

어린이미술기획전
스르륵 美 ↔ 來

[스르륵 美 ↔ 來]
전시연계

어린이 교육

2019.5.21.
~ 9.1.

(총 20회)

대전시립미술관
5전시실,

DMA 아트센터

초등학생
(1~6학년)

[표 2] 대전시립미술관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20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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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020년의 대표적인 대전시립미술관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마이너스 영>, <정물들의 변종> 전시와 연계되

고, 2018년에는 <드림 포레스트>, <대전비엔날레>, <대전 미술 100년,

미래의 시작> 전시들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2019년에는 <한국

화 新-와유기>, <스르륵 美 ↔ 來>, <어떻게 볼 것인가: WAYS OF

SEEING> 등의 다양한 전시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인 <이것에 대하

여> 전시의 관람이 어렵게 되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이 온라인 원격 방법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연도별로 전

시회의 특징과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017년에 개최된 <마이너스 영> 전시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은 ‘두

가지 그림’과 ‘내 마음대로 더하기 빼기’이다. <마이너스 영> 전시는 회

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는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며 착시 효과 회화와 작

품 형상이 달라지는 듯한 설치작품으로 관람객에게 눈으로 보는 것과 그

이면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눈에 보이는 단순

한 형상에 머무는 것이 아닌 ‘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두 가지 그림’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되는데 작품을 감상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작가와

함께 입체물을 만들어 보며 비워진 공간에 대해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

다. 또한, 2017년 FIFA U-20 월드컵 개최와 관련하여 작가가 직접 제작

한 모듈 형태의 종이 위에 축구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축구 유니폼 이

미지를 결합하여 비움과 채움의 의미로 두 가지 그림을 완성한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WAYS OF
SEEING

[어떻게 볼 것인가]
전시연계 가족 교육

2019.11.13.
~ 12.14.
(총 38회)

대전시립미술관
1~4전시실,
세미나실

6~13세
동반 가족,
특수학급,

지역아동센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이것에 대하여>

전시연계
초·중등 단체 교육

2020.7.13.
~ 7.24.

온라인
원격수업

초·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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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눈으로 발견하는 있음(+0)이 아닌 우리 생각 속에

서 발견되는 없음(-0)에 관해 고민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더하기 빼

기’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문화 소외계층 학생

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 나눔 지원 교육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상

상의 나래를 펼치며 주변의 형상과 색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미술관이 즐겁고 행복한 미술관으로

작용하도록 돕고, 어린이들의 창의력이 무한히 키워지는 공간으로 발전

하는 계기가 된다. 전시회에는 작가의 조각을 이용하여 만든 체험공간과

활동지가 상시 배치되고, 벽면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글을 쓰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참여를 도모한다.

2017년 하반기에 진행된 ‘청자, 백자에 핀 꽃’ 교육프로그램은 <정물

들의 변종> 전시와 연계되는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자 원하는 모

양의 도자기를 그린 뒤 제소를 이용하여 스크래치 기법으로 표현하는 실

기 수업이다. 회화에서 시작된 정물화가 사진, 조각,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되는 궤도를 살펴보는 전시로 전통 수묵화, 철사로 표현된

정물, 움직이는 미디어아트 정물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전시를 관람하

고 정물에 중요한 요소인 도자기를 그려보며 학생들은 정물화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배우고 도자기의 제작 기법 또한 배울 수 있게 된다. 관람

객과 학생들은 전통에서의 정물과 현대 정물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18년에는 대전시립미술관 개관 20년과 대전 미술 100년이라는 역사

를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시회가 진행된다. 그중 <드림 포레스트>,

<바이오>, <대전 미술 100년, 미래의 시작> 전시회와 그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드림 포레스트>는 DMA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데 ‘꿈을 나누는 숲'이라는 뜻을 담는 전시회로 신화나 꿈에 등장하는

자연과 동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선정되고 자연, 생명, 생

태를 포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담

겨있다. 이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은 ‘오돌토돌 숲’과 ‘함께 보며 즐기는

미술관’이다. ‘오돌토돌 숲’은 전시회를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숲속에 어

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 상상하여 어린이의 꿈과 개성이 한 폭에 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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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꿈의 숲을 제작한다. 색지를 이용해 콜라주 기법으로 자신만의 숲을

만들며 학생들은 상상력을 키우고 서로의 꿈을 나누며 공감대를 키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꿈과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주변에 주의를 기울

여 환경문제에도 주목할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평소 문화생활이 어려

웠던 원도심 초등 학급을 대상으로 하여 미술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가까운 미술관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의 의미를 지

닌다. 또한, ‘함께 보며 즐기는 미술관’ 프로그램은 문화 나눔 프로그램으

로 관내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먼저

전시회를 관람하며 관람 예절을 배우고, 드림캐처를 제작한다. 일회용 접

시에 자신만의 숲을 상상하여 구슬, 고무찰흙, 물감 등을 이용해 개인이

소망하는 꿈의 숲을 엮어내고, 마음이 자라는 미술놀이를 주제로 오감

체험을 위한 시트지와 도형 모양을 활용해 나만의 상상 숲을 표현하기도

한다. 인솔 교사와 교육 강사가 함께 지도하며 미술관 체험이 어려운 특

수학급 친구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018년에 개최된 대전비엔날레는 기술과 자연, 인간을 통합하는 격년

제 예술 프로젝트이다. 대전시립미술관은 과학도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인프라와 과학자들의 커뮤니티로 빚어진 대전의 정체

성을 예술과 만나게 하여 문화와 과학의 도시 대전을 추구하였다. ‘바이

오’를 주제로 한 2018년 대전비엔날레를 맞이하여 <바이오> 전이 개최

되는데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술적 상상력이 결합한 바이오 아트가

전시된다. 이와 연계하여 대전시립미술관은 어린이 미술 공모전인 ‘바이

오 아티스트’와 이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상상화 그리기 수업을 구성하여 박테리아, DNA, 미생물을 도형으

로 표현하고 미래의 새로운 생명체를 상상해보는 수업을 마련한다. 이러

한 실험적인 미술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

고 과학과 예술이 혼재된 세상을 만나볼 기회를 얻게 된다.

<대전 미술 100년, 미래의 시작> 전시는 대전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끼친 10명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대전 미술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전시이다. 기성세대의 전통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개척한 선구자들의 작품을 보며 관람객들은 강인하고 독창적인 예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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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배울 수 있다. 대전 미술의 초석을 다진 원로작가들의 작품을 통

해 독특한 물성과 노동집약적인 작업 태도를 살펴볼 수 있고, 이는 관람

객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간다. 이중 한정수 작가의 작품과 연계하여 초등

미술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작가의 독창적 수묵 기법을 배워 어

린이들은 수묵 드로잉을 제작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수묵화 표

현 기법에 대해 알게 되고, 전통 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작가의 예술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직접 느끼고 소통하며 학생들은 미술

을 더욱 친근하게 여길 수 있게 되고, 노동집약적인 예술품에 대한 존중

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미술관 문화를 갖추도록 돕는다.

2019년에는 <한국화, 新-와유기>, <스르륵 美 ↔ 來>, <어떻게 볼 것

인가> 3개의 전시회와 연계된 교 프로그램이 있다. 우선 <한국화, 新-와

유기>는 변관식, 이상범, 이응노 등 한국화단의 주요 작가들부터 동시대

한국 화가들까지 소개하는 전시로 한국화의 전통이 현대로 이어지는 흐

름을 새롭게 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방 안에 누워 산수화를 감상하

고 경치를 묘사한 글을 읽으며 그림과 글 속의 산수를 즐기기도 하는 와

유(臥遊)를 주제로 화가들이 재현한 산수풍경을 전시실에 펼쳐 놓는다.

우리가 사는 주변의 풍경과 뉴 미디어아트 등의 새로운 실험을 가미한

한국화 작품을 볼 수 있다. 이 전시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우선 ‘와요. 미술관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동양의 작품 감상법인 와유의 방식으로 누워서, 앉아서, 편한

자세로 예술품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고, 친구와의 퀴즈 풀기를 통해 작

품의 특징과 가치를 이해하고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감상의 재미를 도

모한다. 한 작품을 선정하여 작가처럼 그려보는 시간을 통해서는 작가들

의 애환을 공감하고 예술에 대한 애정을 키우기도 한다.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미술관 탐구 생활’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탐색 활동으로

전시회 관람과 더불어 미술관 관련 직업을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

다. 조각 공원, 로비, 아트샵, 카페테리아, 전시실 등 미술관 곳곳에 있는

미션박스를 찾아 답을 완성하는 활동을 통해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을 파

악하고 미술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탐구하며 보존수복, 조사, 연구 등의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더불어 친구들과 공간을 재구성하고 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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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큐레이터가 되어 전시를 기획해보는 시간을 통해 미술관 관련 직업을

탐색하고 현대사회에서의 미술관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배운다. 이를 통

해 학생들은 몰랐던 직업의 세계에 대해 시각을 넓히게 되고, 본인의 꿈

을 찾는 시간을 갖게 된다.

어린이 미술 기획전인 <스르륵 美 ↔ 來> 전시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시각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를 통한 창의적 시각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기획된 전시이다. 화가들의 기억을 내포한 전시회는 기억이 자연스럽

게 형상화되는 단계를 보여준다. 아름다울 미(美)와 올 래(來)의 왕복 화

살표는 전시회에서의 기억이 일상 속으로 연결되고 확장되기를 유도하는

의미를 담는다. 작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기억이 여러 이미지로

표현됨을 바라보며 관람자들은 내면 깊숙이에 있는 기억의 단면을 본인

의 방식으로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 전시회와 연계된 어린이 교육은 7세

이상부터 13세 이하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가족, 초등 학급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낯설게 느껴지던 미술을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중점을 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회 자체가 음악과 낙서 등의 자유로운 방

식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데에 효과적이고,

스스로 작품을 관찰하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소재를 찾아보며 예술가가

작품에 녹여낸 기억과 경험을 체감할 수 있다. 내가 예술가라면 어떠한

매체와 방식으로 기억을 표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질문지와 참여자들끼

리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은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다. 어린 시절 경험한 일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오늘 미술관

에서 전시를 본 느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가족·친구와 함께 경험한 일

중 추억하고 싶은 장면 등을 떠올리며 학생들은 미술이 어려운 것이 아

닌 본인의 기억과 경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형상화하여 표현한 가

까운 영역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기억과 연결된 학생 중심 활동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미술관 경험을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볼 것인가: WAYS OF SEEING>은 관람객들이 오감을 사용

하여 상호작용하면서 감상하도록 유도하는 전시이다. 단순히 시각적 ‘보

다’의 개념이 아닌 보는 것 자체가 생성하는 관계성에 주목하는데,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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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들은 전시회를 통해 온몸으로 작품을 느끼고 흠뻑 빠진 몰입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 전시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은 6~13세 동반 가족연계

프로그램과 특수학급, 지역아동센터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다양

한 ‘보기’의 방식을 제시한다. 음악을 그림으로써 청각을 시각화한 작품

을 보고 학생들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추상적 형태로 제작하는 활

동을 하고, 마임 공연자의 손짓을 보고 보이지 않는 조각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작가가 만든 육각형 터널 속에서 자신

의 모습이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신체와 자신에 대해

탐색해보기도 한다. 특히 이 교육프로그램은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

로 진행되는데, 청각장애 화가의 작품에서 작가는 어떤 소리를 상상하였

는지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우리의 감각과 느낌이 예술을 창조할 수 있다는 열린 사

고를 기르게 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전시회가 개최되기 어려

웠음에도 불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이것에 대하여> 전시회가

열린다. 이와 관련한 초·중등학생 교육프로그램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특징이다. 수업은 실시간 원격 소통이 가능한 SNS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사전 확인을 통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교육 강사

들은 화상으로 학생들을 만나 오늘날 미술관의 역할과 작품 수집의 의미

에 대해 함께 알아본다. 또한,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국립현대미술

관 소장품전 <이것에 대하여>에 출품된 국내·외 대표 미술작품을 선생

님과 함께 감상하고 비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수업자료는 관람자의

시선처럼 구현된 VR(Virtual Reality) 기술이 활용된 전시회 관람 영상으

로 학생들은 실제로 미술관에 방문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엄격한 형

식 속에서의 예술품 감상이 아닌 가상현실을 통해 예술품을 접하면서 학

생들은 예술에 대한 감상평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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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연계 예술체험행사: 학교예술교육박람회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고 학교예술교육정

책연구회와 상호 협조하여 운영되는 예술체험행사로서 청소년들의 예술

체험을 통한 심미적 감수성 개발 및 바른 인성 함양에 목적을 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다

양한 학교예술교육의 현장을 사제동행으로 발표하고 감상하는 기회를 제

공하며,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

고라는 의의를 지닌다. 예술 활동 활성화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가 증

대됨에 따라 학교예술교육 확대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 사회

적 흐름에 맞춰 학생의 인성·창의성 함양, 예술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예술교육의 발전, 정규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중심 교실수업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예술교육박람회에서는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영역에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예술

활동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대전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학교와 지

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교육을 실현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중

심으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대전지역 문화예술기관 등이 적극적으

로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경찰

서와 소방서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

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추진동력이 마련되고 공

교육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연계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학교예술박람

회에서의 예술 활동은 더욱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학교예술교육박람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17년부터 2019

년까지 최근 3년간의 운영 현황과 영역별 프로그램 내용, 학교예술교육

박람회의 추진 절차 및 지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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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예술교육박람회 운영 현황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운영 현황을 기간, 장

소, 영역, 학교급별 참여 학교, 협력 기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3년간의 분석을 통해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구성과 발전 양상에 대

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2018년 2019년

기간 2017.10.26.~27. 2018.10.25.~28. 2019.10.22.~25.

영역별
기간

전시 2일(10.26.~27.)
체험 1일(10.27.)
공연 1일(10.27.)

전시 3일(10.25.~27.)
체험 2일(10.25.~26.)
공연 2일(10.25.~26.)

*특별기획전 3일
(10.26.~28)

전시 4일(10.22.~25.)
체험 2일(10.23.~24.)
공연 2일(10.23.~24.)

장소 평송청소년문화센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영역
전시, 체험, 공연,

수업사례, 전문가 특강

전시, 체험, 공연,
수업사례, 전문가 특강,

특별기획전

전시, 체험, 공연,
수업사례, 전문가 특강,

특별기획전

참여
학교

전시 체험 공연 전시 체험 공연 전시 체험 공연

초
(2교)
중

(16교)
고

(7교)

초
(9교)
중

(5교)
고

(5교)

초
(13교)

중
(12교)

고
(6교)

초
(3교)
중

(13교)
고

(8교)

초
(12교)

중
(7교)
고

(7교)

초
(24교)

중
(11교)

고
(5교)

초
(4교)
중

(8교)
고

(7교)
특

(1교)

초
(5교)
중

(2교)
고

(3교)

초
(16교)

중
(16교)

고
(4교)

협력
기관

대전광역시청, 대전경찰청,
대전소방서, 목원대학교,

대전시립예술단

대전광역시청(서구청),
대전둔산경찰서,
대전서부소방서,

목원대학교, 한남대학교

대전광역시청(서구청),
대전둔산경찰서,
대전서부소방서,
을지대학교병원,

한밭수목원

[표 3] 학교예술교육박람회 운영 현황(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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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매년 10월 말경에 진행되는데 이 시기는 대부

분의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나고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의 현장

체험학습이 시행되는 시점이다. 이는 학교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고 교사

의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 학생들의 시험 압박을 줄이고자 한 의도로

파악된다. 영역별 기간을 분석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박람회 운영

기간이 점차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1회 학교예술교육박람회

가 개최된 후 2회부터 프로그램 규모와 참여 인원 등이 확대되었기 때문

이다. 체험과 공연 영역의 기간은 하루씩 연장되고 전시 영역은 매년 하

루씩 늘어나 2019년에는 총 나흘 동안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미술품 전시의 특성상 일회성으로 소비되기에는 무리가 있고 행사가 진

행되는 당일만이 아닌 보다 긴 기간 동안 다수의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장소는 대전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를 대관하여 3년간 진행되었는데,

일반전시는 다목적실과 로비를 활용하고 대형 입체조형물은 야외에 꾸며

졌다. 제2회 학교예술교육박람회에서는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와 더불어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시립 연정 국악원까지 공간 활용도가 확대되는 것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와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시

립 연정 국악원이 인접하고 있어 서로 간의 접근이 용이하고, 모두 도보

로 이동 가능한 하나의 복합 문화예술 단지처럼 구성되어 있기에 가능하

다. 합창이나 합주, 그룹사운드 연주 등은 대극장이나 야외무대, 뮤지컬

과 인형극 등의 공연은 소극장, 대취타와 병창, 사물놀이 등은 국악원 큰

마당에서 진행된다. 체험은 문화센터 중앙광장에서 학교별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다양한 융·복합예술 활동으로 꾸며지

는데,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안에서는 하기 어렵던 전

통 악기 및 의상 체험 등도 가능하도록 하여 예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키우고 창의성을 신장하도록 도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전시립미술관에

서는 초·중·고등학교 미술·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예술 수업사례 발

표가 행해지는데 이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 연구와 전문성 신장, 교과 역

량 강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학교예술교육박람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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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기획전인 지역 문화예술기관 연계 미디어아트 전이 DMA 아트센터에

서 개최되었다. 카이스트와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기술과 예

술의 만남을 도모하는 융·복합 예술 전시로 대전지역 대학이 협력하여

행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학교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기관이 공교육과 연계하여 학생

들에게 풍부한 예술 경험을 제공한 뜻깊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박람회 참가 영역은 크게 전시, 체험, 공연, 수업사례발표, 전문가 특

강으로 구분된다. 전시 영역은 사제동행 미술수업 결과물 전시와 교사작

품 또는 학생 미술 실기대회 입상작품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원, 대전

시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입체 공동작품이 전시되고, 체험영역은 학교별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초·중·고등학교의 동아리에서 참가하거나 개별 예

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술교육 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체험처를 운영하는

학생들과 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의 예술적 감성을 키우고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에 큰 의미를 지닌다. 공연 영역은 양악, 국

악, 뮤지컬 등 다양한 영역의 공연이 이뤄지는데 예술 드림 거점학교 및

1교 1예술 동아리 운영학교, 학생 음악경연대회 참여학교, 교사 음악 동

아리, 지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모와 추천을 거쳐 진행된다. 대극장,

소극장, 야외무대 등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

람자들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여러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수업사례

발표와 전문가 특강은 보통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초·중·고 예

술 교과 융합 프로그램 운영사례 또는 미술이나 음악 교과 우수 수업사

례, 예술 교과연구회 및 교사예술 동아리 실천 사례 등을 발표한다. 또

한, 전문가 특강은 주로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하여 전문가의 공연을

관람하거나 강연을 듣는데 교사들이 공교육에서 실행하기 어려웠던 부분

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처럼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예술 역량까지 함

양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학교예술교육 우수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수

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어 공교육의 성장까지 일궈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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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규모를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 참여 학교의

수를 영역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영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전시 25교, 체험 19교, 공연 31교로 총 75개교, 2018년은 전

시 24교, 체험 26교, 공연 40교로 총 90개교, 2019년에는 전시 20교, 체험

10교, 공연 36교로 총 66개교가 참여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전시 영역에 참여하는 학교 수는 매년 20개교를 넘는 것으로 보아 꾸준

한 참여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체험영역은 2017년은 19개교, 2018년

은 26개교, 2019년에는 10개교로 1, 2회 학교예술교육박람회보다 3회에서

참여학교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체험영역의 기간과 일별 참여

학교가 달라졌기 때문인데, 1회 박람회에 19개의 학교가 하루를 참여하

고, 2회에는 26개교가 이틀 동안 나눠서 참여한다. 그리고 3회에는 총 10

개교가 참여하는데 대신 이틀 동안 동일 학교가 같은 프로그램으로 참여

하고 이와 더불어 교사 공동체와 전문가 예술 협회의 체험 부스도 동시

에 설치되어 학생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공연 영역

을 살펴보면 매년 30개교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는데 공연의 기간이 이틀

로 연장된 결과 2회와 3회 박람회에서는 더욱 많은 수의 학교들이 참여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전시와 체험 영역에 비해 공

연 영역에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음악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발하고 음악경연대회 참여율

도 높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전시와 체험영역이 대부분 미술 교과와 연

계되고 공연 영역이 음악 교과와 연계된다는 점을 미뤄 살펴보면 미술

교과와 음악 교과의 비율이 잘 어우러진 상태로 학교예술교육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대전지역 내 학교급별 참여 학교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2017년

24개교, 2018년 39개교, 2019년에 25개교가 참여하였고, 중학교는 2017년

33개교, 2018년 31개교, 2019년은 26개교, 고등학교는 2017년 18개교,

2018년 20개교, 2019년 14개교가 참여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처음으로

특수학교인 대전혜광학교에서 전시 영역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를 분

석하면 초등학교는 연도별로 32%, 43.3%, 37.8%의 참여율을 보이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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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44%, 34.4%, 39.3% 참여율을 보인다. 이와 다르게 고등학교(특수

학교 포함)는 24%, 22.2%, 22.7%의 참여율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3~40%대의 참여율과는 다르게 다소 저조한 참여도를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업과 대학 입시에 부담을 느끼는 고등학생보다는 상

대적으로 초·중학교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과 체험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이지만 다수의 협

력 기관이 존재한다.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 대전광역시청, 경찰서, 소방

서, 병원 등의 여러 공·사립 기관이 도움을 준다. 3~5일간 학생, 학부모,

대전 시민 등 많은 인원이 오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 병원 등에 협력을 요청한다. 행사장 주변에는 교

통경찰이 배치되어 교통 혼잡을 막고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한밭수목원에서는 공용주차장 사용을 허가하여 행사 운

영에 차질이 없도록 돕는다. 근처 대학병원 응급센터에서는 응급사고 예

방을 위해 도움을 주고 보건교사 및 교사들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위

생 및 보건을 책임진다. 행사 시작 전에는 대전광역시청 재난 안전 담당

과와 함께 현장 안전 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후에는 환경과

에서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여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에서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또한, 소방서 대응관리과에서는 구급차와 구급대원을

지원하여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행사의 안전 관리와 위급

상황 대비를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지역 대학

교의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요원을 요청하여

행사의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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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예술교육박람회 프로그램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프로그램 선정 기준은 학교예술교육의 비전에

부합해야 하고 청소년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의

적합성, 내용의 참신성, 일반화에 대한 공헌도, 학생 참여도 등을 기준으

로 특색 있고 창의적인 학생 중심 활동과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생들

의 만족도, 학교 수업에의 적용 가능성까지 유의하여 선정된다. 특히 전

시, 체험, 공연 영역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교급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호응도까지 반영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영역별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2018년 2019년

전시

· 1교 1전시 부스
· 미술실기대회 우수 작품展
· 교원연구회 및 교원미전

우수 작품展

· 1교 1전시 부스
· 학생미술실기대회 작품展
· 예술교과연구회 및

초·중등미술교육연구회展
·특별기획전

· 1교 1전시 부스
· 학생미술실기대회 입상작
· 초·중등미술교육연구회展

체험

· 원예체험활동
· 천연염색 손수건 디자인
· 친환경 양초 캐릭터 제작
· 압화 자(ruler) 만들기
· 알록달록 석고 방향제
· 내 마음의 창(窓)
·상큼 발랄 리본 공예
· 샌드아트 세계
·Eco 예술놀이터

· 아이클레이 미술놀이
· 마법의 냅킨 아트
· 꿈 Key 만들기

·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 캘리그라피 체험
· 슈링클스 체험
· 코스프레 체험

· 캐릭터 라이브 드로잉

· 클린! 힐링! 모스액자
· 압화 핀 버튼
· 한지 전등 만들기
· 뮤지컬 마술 체험
· 소확행 아트

· 하바리움 플라워 제작
· 채도 명도 퍼즐 게임
·감성 메모꽂이 만들기
· 스트링 아트
· 슈팅 페인팅

· 레진공예, 캐리커쳐
· 3D펜 입체작 만들기

· 슈링클스 열쇠고리 만들기
· 사물놀이 체험

· 칠보공예 액세서리 만들기
· 캐릭터 빛 상자 만들기

· 나무조각공예

· ‘데미안 허스트 따라잡기’
- 스핀 아트 체험

· 세계 민속 악기 체험
· 3D펜으로 티라이트 조명

· 압화 레진공예
· 애니메이션 기본원리 체험
· 우드조립 자동차 디자인
· 글래스 하프-음의 원리

체험
· 풍물 의상과 버나 돌리기
· 국악기 체험 및 아리랑

가야금 연주하기
· 픽셀 아트로 국기 만들기
· 예술과 감각을 만드는
액세서리 꾸미기

· 카혼과 타악기 체험

[표 4] 학교예술교육박람회 영역별 프로그램 내용(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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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프로그램은 크게 1교 1전시 부스, 학생 미술 실기대회 입상작품

전, 교사 대상 미술 연구회, 교원미전 작품전으로 구분된다. 1교 1전시

부스는 학교별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전시장을 꾸미는 형태로

진행된다. 학교 미술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시 제작했던 학생들의 작품을

위한 전시 부스를 설치하여 사제동행으로 작품을 발표한다.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미술수업의 내용과 결과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평

소 접하기 어려운 다른 학교의 미술 수업과 또래 학생들의 예술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 예술 작품을 통해 소통하는 열린 교류의 장으로서 학생

과 교사 모두에게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고, 공교육 미술 역량 향상에

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동·서부교육지원청 및 예술 특

성화 학교 학생 미술 실기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되는데, 이는 이전까지의 학생 미술 실기대회 입상작품을 공개하지

않던 방침을 깨고 학생들의 수준 높은 미술 실력과 기량을 뽐낼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여러 미술 교사들의 작품도 전시되는데 2년에 한 번 열리는

교원미전이나 매년 열리는 미술 교원연구회 전시 작품이 대상이다. 이는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서는 보여주기 어려웠던 개인의 취향이나 예술적

성취를 학생, 학부모,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서 의의를 지니고, 다른 교사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교사들끼리의 예술적

소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 멋진 공(孔)이 세상을
바꾼다

· 페이스 페인팅

· 파라코드 공예품 만들기
· In My World 배지 제작
· 무늬 세계 체험하기
· 페이스 페인팅
· 드럼 가야금 체험
· DIY 머리끈 만들기

공연
국악, 농악, 관현악,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음악극, 인형극, 자유 공연

관현악, 합창, 뮤지컬,
인형극, 사물놀이,

오카리나, 국악 난타,
그룹사운드, 리코더 합주

관현악, 리코더, 핸드차임,
뮤지컬, 밴드, 사물놀이,
재즈, 가야금병창, 난타,
국악병주, 합창, 연극,

만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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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관계가 아닌 서로의 작품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두 집단의

교류가 더욱 자유롭고 열려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한,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 예술가, 시민들이 공동 작업한 입체조형물

이 설치되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협력을 돋보이게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여러 학교가 연합된 예술 교과연구회 소속 교사들도 협동작품을

만들며 서로의 생각을 교차하고 또 하나의 예술을 창조한다. 이처럼 학

교예술교육박람회는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대전 시민들의 상상력과 창의

성이 발휘된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여 대전 미술교육의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체험 영역은 2017년 제1회 학교예술교육박람회를 제외하고 최근 2년

간은 2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에 따라 체험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다.

학교별로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관람자들에게 프로

그램을 소개하고 체험을 돕는다. 체험 영역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크게

작품을 제작하여 결과물이 나오는 분야와 체험의 과정 위주의 분야로 구

분된다. 2017년 천연염색 손수건 디자인, 친환경 양초 캐릭터 및 알록달

록 석고 방향제 제작, 압화 자 만들기, 리본 공예, 마법의 냅킨 아트, 꿈

Key 만들기, 캘리그라피 체험, 2018년 압화 핀 버튼 및 한지 전등 만들

기, 하바리움 플라워 제작, 감성 메모 꽂이 만들기, 스트링 아트, 슈링클

스 열쇠고리 만들기, DIY 머리끈 만들기, 파라코드 공예품 만들기, 칠보

공예 액세서리 만들기, 캐릭터 빛 상자 만들기, 나무조각공예, In My

World 배지 제작, 2019년 압화 레진 공예, 우드조립 자동차 디자인, 픽셀

아트 국기 제작, 예술과 감각을 만드는 액세서리 제작 등은 체험 부스에

서 개인의 취향대로 작품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

도록 꾸며진다. 또한, 2017년의 원예체험 활동, 샌드아트 세계, 코스프레

체험, 캐릭터 라이브 드로잉, 페이스 페인팅, 2018년의 뮤지컬 마술 체험,

채도 명도 퍼즐 게임, 슈팅 페인팅, 사물놀이 체험, 스핀 아트, 무늬 세계

체험하기, 2019년의 애니메이션 기본원리 체험, 글래스 하프 음의 원리

체험, 풍물 의상과 버나 돌리기, 국악기 체험 및 아리랑 가야금 연주, 세

계 민속 악기 체험, 카혼과 타악기 체험 등은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 체

험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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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핀 아트나 슈팅 페인팅, 슈링클스 공예, 레진 공예 등의 미술

체험을 통해 새로운 재료를 탐색하고 다양한 방법의 미술제작 과정을 탐

험할 수 있고, 천연 염색과 한지 전등 만들기, 칠보공예 등의 체험은 학

생들이 우리나라 전통 미술 기법을 배우며 한국의 미를 알게 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 미술수업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샌드아트 체험

은 학생들을 보다 확장된 미술의 세계로 데려간다. 학생들은 예술 특성

화 학교 친구들의 캐릭터 라이브 드로잉을 관람하며 미술 관련 진로를

꿈꾸기도 하고, 코스프레 체험이나 페이스 페인팅 작업을 통해 더욱 재

미있고 넓은 영역의 미술을 마주하게 된다. 애니메이션 기본원리 체험,

캐릭터 빛 상자, 글래스 하프로 음의 원리 알기, 3D펜으로 티라이트 조

명 만들기 등의 체험은 과학기술 원리를 예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

술융합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체험영역은 해가 거듭될수록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등의 미술 교과의 영역뿐만 아니라

음악 교과의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어 미술과 음악의 교과 통합 형식으

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학생들은 카혼이나 세계의 민속 악기와 가야금,

사물놀이 등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풍물 의상을 입어

보고 버나 돌리기 체험 등을 하며 생소하게만 느꼈던 다양한 세계의 음

악과 우리나라 전통음악에도 빠져볼 기회를 얻게 된다.

공연 영역은 높은 참여율과 함께 매년 다양한 분야의 공연이 펼쳐진

다. 오케스트라, 관현악, 합창 등의 클래식 공연과 더불어 그룹사운드, 밴

드 공연 등의 동시대 음악도 동시에 공연된다. 또한, 관람자들의 동선에

맞춰 버스킹 무대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더욱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하도

록 하였다. 특히 공연 영역은 음악 분야로 진로를 설정한 학생들에게 예

술적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무대에 설 기회를 주는 데에 의미가

있고, 또래 친구들의 공연을 보며 숨겨왔던 재능과 꿈을 키울 기회까지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은 클래식과 가요뿐만 아니라 핸드차임, 만돌린

등의 생소한 악기를 다루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재즈나 난타 등 평소

쉽게 접하지 않던 음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전문 예술단체인

만돌린 오케스트라와 재즈 가수의 공연은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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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지역 예술인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는 지역사회와 공교육의 교류

를 보여준다. 또한, 인형극, 음악극, 뮤지컬 등의 무대도 꾸며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무대 구성력, 대본 각색 능력, 연기력 등 다양한 재능을

선보일 수 있다. 영역별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전시, 체험, 공연 영역

이 점차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교과서 속 예술이 아닌 직접 보

고 듣고 느끼는 예술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오감을 깨우고 예술에 대한

애정과 흥미를 키울 수 있게 된다.

3) 학교예술교육박람회 절차 및 지원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절차 및 지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추진 일정,

운영비 지원 현황, 추후 학교 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추진 일정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시행 시기는 10월 말

경이지만 매년 4월경부터 준비가 시작된다. 행사의 추진 개요, 방침, 체

계, 조직도 등이 마련되면 지역 내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정

책연구회를 공모하여 심사, 선정한다. 5월경 교육청과 정책 연구회의 첫

협의회가 시행되고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그 후

행사 추진 일정과 개요 및 프로그램 내용 등 예술교육박람회의 세부 계

획을 각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참여할 학교를 선

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8월경 선정된 학교의 담당교사 협의회가 열린 후

더욱 뚜렷해진 박람회 운영계획에 맞춰 9월경 관람에 참여할 학교들을

모집한다. 모집 사항은 공문을 통해 발송되고, 참가를 원하는 학교의 교

사들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포털 자료집계시스템 및 내부메일을 통해

참여 학생 및 인솔 교사 수, 참가하고자 하는 영역 등이 담긴 현장체험학

습 사전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를 통해 영역별로 참가하는 학교와 학생

수, 관람 인원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어 차질 없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

게 된다. 3년간 이러한 일정에 따라 학교예술교육박람회가 진행되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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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시와 공연 영역에는 팀별 20만 원씩, 체

험 영역에는 50만 원이 지원되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의 예술 체험기회의 확대라는 추진 배경하

에 영역별로 운영비를 지원하여 단위학교의 참여를 독려한다. 학교별로

지급된 예술 교과 및 체험활동의 예산 차가 크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금

액이 산정된 학교는 다양한 외부 활동 참여가 어려운 편이다. 또한,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과 멀리에 위치한 학교들도 단체 이동에 따른 예산 부족

과 안전상의 문제로 체험학습이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교육청

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로 작용

할 수 있다. 학교예술교육박람회 실시 전 영역별 참가 학교에서는 미리

지급된 예산으로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고 학생 교통비 및 간식·식사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여 보다 수월하게 박람회를 준비할 수 있다. 또

한, 운영비가 미리 지원되기 때문에 전시, 체험, 공연, 기타 영역 운영 또

한 완성도 높게 준비할 수 있어 박람회 당일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예

산 사용에 관한 보고는 박람회가 끝난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영역별로 기초

적인 항목을 지원하는데, 전시 영역에서는 작품설치 시 필요한 용구를

제외한 부스별 입체 작품 받침대, 학교명과 주제명이 작성된 라벨이 제

공되고, 체험 영역은 책걸상, 전기시설 및 소화기 등의 안전 도구와 현수

막 설치가 지원된다. 공연 영역은 공연장 내 기본 조명과 음향, 무선마이

크, 드럼 및 키보드 등의 야외 설치 음향을 지원하여 박람회 운영의 편

의를 도모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박람회 체험활동을

추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록 대상은 박람회에

직접 출연·참가한 학생과 관람한 학생들로 학교별 참여 기간 및 활동 내

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전시, 체험, 공연

영역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은 박람회가 끝난 후 명단이 제출된 학생에

한하여 입력이 가능하고, 관람한 학생들은 전시, 체험, 공연 3개의 영역

중 1개 이상의 참여를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력해줄 수 있다.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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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박람회 당일 학교예술교육박람회 리플릿에 영역별로 확인 도장

을 받아 인증을 마치면 참여 확인서가 발급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담당자는 학교별 상황에 맞게 담임교사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

로 상호 협의하에 입력할 수 있고, 영역은 동아리 활동, 교과 특기, 진로

활동, 자유학기 활동 등에 기록할 수 있다. 학교예술교육박람회와 관련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외부체험활동이 공문서에 근거하여 작성된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공교육 내 예술체험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

기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3. 성과 및 한계 분석

대전시립미술관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지역 내 학교연계 미술교

육을 위해 청소년 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사 협의체 구성, 예술 수업

공유 및 연수 등 다양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다

양한 대상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미술관 교육을 시행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내 예술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예술교육박람회

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학교연계　미술교육의 측면에서 현재까지의 두

기관의 공과를 분석하여 이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한계점은 보완하여 대

전 문화예술교육의 성장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대전시립미술관 학교연계 교육

현재까지의 대전시립미술관의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전시립미술관은 양질의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작

가와의 만남, 전시연계 감상교육, 표현 기법 학습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방식의 미술관 체험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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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미술품 감상을 관람자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하고 일상과 연결된 예술 활동을 통해 미술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능동적인 자세로 미술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작품을 직접

관람함으로써 감상의 재미와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전시와 관련한 질문

이 담긴 활동지 작성 및 작품 제작을 통해 예술적 사고와 심미적 감성을

신장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얻는 타인과의 교류는 의사소

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키우기에 적합하다.

둘째, 다양한 범주의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전지역 청소

년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학생

부터 미술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까지 폭넓은 대상을 고려한 미술관

교육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아동,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문화 나눔 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원도심 학교 학생을 위한 미술

관 일일체험 교실이 진행되는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 수강 기

회와 수송 차량이 제공된다. 또한,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

램을 만들어 예술체험에 취약한 학생들도 미술을 더욱 가깝게 느낄 기회

를 부여하고, 미술 분야로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진로 탐

색의 시간을 마련하여 향후 미술 수요자이자 창출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

다.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는 미술관 체험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큰 자

산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미술관은 더욱 적극적인 청소년 미술교육을

통해 사회적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공교육

과의 소통을 도모한다. 전시연계 교원 초청 세미나와 수석 교사 대상 워

크숍 등의 진행을 통해 교사들의 예술적 사고와 시각적 문해력을 기르

고, 미술관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학교 수업에서의 연계 교육 활성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 교사뿐만 아니라 수석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통해 미술 교사가 아니더라도 예술교육의 중요성

을 인식하게끔 돕고, 미술관을 학교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도 힘

쓰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와 교육 담당자들은 앞으로의 학교와 미술관

의 방향 설정과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 연결된 문화예술 활동은 교사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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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재구성하는데에 일조할 수 있고, 교사들은 확장된 시각에서의 미

술관 체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연계 미술교육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대전시립미술관 교육의 아쉬운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교연계 미술교육프로그램의 수가 초등학

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수와 비교하여 현저히 부족하고 이에 따라 중등

학교 학생들의 참여도 또한 낮은 편이다. 이는 초등과 중등학교의 수업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데, 초등학교는 보통 담임교사가 전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는 데에 비해 중등학교는 교과별 담당교사가 다르

다. 초등학교도 때때로 교과별 담당교사가 따로 배치되기도 하지만 중등

학교와 비교해서는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 자율성이 큰 편이다. 따라서

외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제약도 비교적 적은 편으로 대전시립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율도 이와 관련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등학교는 과목별 담당교사가 달라 외부 체험 시 수업권이 침해되

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담임교사나 미술 교사가 독자적으로 학급별·

학년별 현장체험학습을 선택하는 데에 무리가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미술관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하나인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

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 활동은 주

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으로 구성되

는데 이러한 활동을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중등학교의 미술

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대전시립

미술관에서는 공식 홈페이지, 교육청 공문 발송, OK 예약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교에서의 미술관 체험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중등학교

에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또는 학교 미술수업 등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대전시립미술관의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온라인 콘텐츠가 부

족하다. 온라인 미술관 강좌나 교육자료 제공이 미비한 편으로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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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술관 문화 정착이 어렵다. 이로 인해 원도심 거주 학생이나 형

편상의 이유로 미술관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은 미술관의 접근성이 점차

떨어질 위험이 있다. 현재 대전시립미술관은 SNS를 활용하여 전시를 홍

보하고, 최근에는 유튜브(Youtube)를 통해 미술관의 일상을 공개하면서

학예사가 하는 일, 소장품 공개, 미술도서 추천 등의 콘텐츠로 관람객들

의 흥미를 끌며 온라인으로 작가와의 대화와 초청대담 등도 진행하여 다

양한 관람층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프

로그램의 개발에는 아직 소극적이다. 홈페이지에 교육자료가 일부 제공되

기도 하지만 교육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접속이 어려워 이전 프로그램

정보 수집의 기회는 차단된다. 다양한 관람자층의 확보와 청소년 미술문

화의 발전을 위해서 아트 앤 컬처(Arts & Culture)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미술관을 개관하여 미술관의 역할과 작품 소개 등의 홍보

영상을 제공하고 미술관 관람 예절이나 전시연계 학습지 등의 교육자료

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험학습 전에 미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미

술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질 높은 연계 수업이 가능할

것이고, 청소년 미술문화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학교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공교육과의 연결지점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셋째, 미술관과 미술 교사와의 교류가 더욱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현재 교사 워크숍, 교사 초청 전시연계

세미나 등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미술관에서 교사

간 소통의 장은 마련해주고 있지만, 미술 교사와 미술관 교육 담당자가

직접 만나 연계 미술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다. 미술관 교육 담당자와 미술 교사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미술

관 교육프로그램과 학교 미술수업자료의 개발은 더욱 발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각 기관의 애로점이나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

누며 지역연계 미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미술관에서는 학교연계 미술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사들을 모집하여 학습으로서의 미술을 논의해야 할 것이고, 교사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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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회 운영, 다각적인 수업 연구에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미술관은 교사들에게 사전 감상회를 제공하여 전시연

계 미술수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토의하며 더 나은 수업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는 진로나 미술에 대한 교사가

풀어주지 못하는 학생들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교육 관계자들끼리의 사전 감상회는 전시회를 학교 수업에 이용하

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술관의 운영계

획과 교육 영역과 관련된 자료들은 학교로 즉시 제공되어 연간 교육 활

동을 구성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정보 열람을 희망하는 교사

에게는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다. 일시적인 정보 제공보다

는 지속 가능한 연계 교육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 학교예술교육박람회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다양한 예술체험으로의 확장, 공교육과 지역사

회의 협력적 관계, 학교생활기록부와의 연계 3가지 의미에서 성과를 보

인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학생들을 확장된 예술체

험의 세계로 이끌어 예술에 대한 호기심이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고무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며 자신

감과 자아존중감을 얻을 수 있고, 미술 조형 활동의 경험을 통해 창의적

표현능력을 신장하고 시각문화의 가치와 미술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서 공동체 속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지니게 되고 또래 친구뿐만 아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보다 자유로운 예술적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국악, 전통음악, 양

악 등의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고 여러 악기의 종류와 연주형태 등을 알

게 되면서 학생들은 세계의 여러 음악에 관해 관심을 지니고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예술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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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청중 앞에서 공연하는 기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음악적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처럼 학교예

술교육박람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예술적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을 통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다. 더불

어 공연, 전시, 체험, 수업사례를 한 자리에서 발표하고 관람하면서 학생

들에게만이 아닌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부모와 학생·교사, 교사와

교사의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는 데에도 중요성을 지닌다.

둘째,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협력을 보

여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행사이지만 대전지역 초·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공·사립 기관 등의 협조

가 돋보이는 행사이다. 이는 전공역량을 겸비한 교육자 및 교육체제와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연계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 내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의 관공서와 병

원의 협조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대전지역 예술인들의 참

여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특강 등이 실현될 수 있었다. 더불어 청소

년 체험센터와 미술관의 협조는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예술적 기회를

제공하고, 박람회에 참여한 학부모와 시민들 또한 전문 예술가 특강을

수강하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교육 공감대의 장을 형성

하게 된다.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로 시작되었지만,

지역의 여러 인적·물적 인프라와의 교류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

역 예술인, 대전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예술교육의

큰 잔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더불어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심미적

감성, 시각적 문해력,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까지 고루 강화할 수

있는 대전지역 대표 예술체험행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

을 지닌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기본 인적사항과 성적, 특별활동,

출결상황, 행동특성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기록부로 학생들의

입시에 큰 역할을 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규정에 근거하여 기재해야 하

므로 특히 외부에서의 대회 또는 체험활동 부분은 타당한 근거가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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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기록해줄 수 없다. 이에 비해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참여는 공문서

에 의거하여 명단이 제출되었거나 관람 인증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작성

해줄 수 있다는 편의성을 지닌다.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

사 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 활동 등의 기록은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끼와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참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될 수 있다는 점은 학생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추후 학생들의 진로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더불어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공교육 연계행

사이므로 교사들에게도 다른 외부체험활동보다 참가가 더 수월하고 공적

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학교 수업과의 연계와 교육 콘텐츠 개

발 부족이라는 한계점을 지니는데 우선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외부에서

의 짧은 체험이라는 제한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지도 계

획이나 사전·사후 학교에서의 활동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대전광

역시교육청에서 주도하지만, 참여자들에게 학습과 교육이라는 인식이 부

족하고 체험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단순히 놀이의 역할로 끝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외부에서의 체험을 통해 얻는 흥미와 호기심이 학생들

의 창의성과 감수성 함양에 큰 역할을 하지만, 학교예술교육박람회가 유

익한 학습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제고된다면 그 속에서의 배움까지 찾을

수 있으리란 아쉬움이 남는다. 책 속에 담긴 정보와 지식과는 달리 학교

예술교육박람회에서의 전시, 체험, 공연에 참여하고 관람한 학생들의 능

동적인 경험은 학습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인다. 출석, 수업시간, 교육과

정 등의 이수자격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형식적 교육인 학교 교육과는

다르게 학교예술교육박람회에서는 학습의 기회가 학습자의 관심에 따라

주어지고 관람 후 특정 지식의 습득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

형식 교육 즉, 비형식적 장소에서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

에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 과정들이 더욱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지식 습득의 여부가 아닌 학교 수업과의 연계를 통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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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소통하고 자신의 사고와 감상을 정리하는 과정 학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아직 짧은 시행 기간으로 인해 교육 콘텐츠 개발이 미비하

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행사의 일정과 공간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이 담

긴 리플릿이 존재하지만, 전시, 체험, 공연의 주제나 영역별 내용 등이

담긴 안내자료와 학습지 등은 부족하다. 리플릿 내부에 영역별 칸이 있

어 활동 참여 인증은 받을 수 있어도 학생들의 관람 후의 느낌, 가장 흥

미로웠던 부분 등을 표시하는 부분은 부족하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학

습할 내용을 미리 인지시키고 안내서 및 활동지 등의 교육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그들이 보고 찾을 내용과 박람회의 의도 등에 대해 알려주는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더 편안하고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에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학습자료는 체험과 학습의 매개체로서 예술체험행사에 앞

서 무엇을 볼 것인지, 참여 방법은 어떠한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

지에 대한 사전 점검의 틀을 제공하는 일은 학교 수업에서의 학습목표

점검 및 학습내용 안내와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미리 정보를 조직하는 데

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앞으로 학습자료의 개발

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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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전지역 연계 학교 미술교육 활성화 방안

Ⅳ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전시립미술관의 학교연계 미술교육과 대전

광역시교육청 주관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여 앞으

로의 개선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공교육과 지역사

회 문화예술기관의 연계 교육을 위해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될 만한 학교

미술수업과 학습자료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미술교육에 대한 학

교, 지역사회 문화예술 및 교육기관의 태도를 점검하고 보완점과 개선안

을 도출하여 앞으로의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예술문화 접근성이 확대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더불어 현재까지의 대전지역 연계 학교 미술교육의 한

계점은 보완하고 성과는 더욱 발전시켜 앞으로의 공교육 내 미술교육이

학습자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된 방향으로 발전되게끔 도모하고자 한다.

1. 개선 방향 및 활성화 방안

대전시립미술관 학교연계교육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교예술교육박

람회에 관한 성과 및 한계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

육의 개선 방향을 설정한다. 중학교에서의 미술수업은 대체로 교과서에

실린 도판이나 시청각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감상 수업이나 교실이나 미

술실 등 실내에서 가능한 표현활동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가 작업실 탐방, 작가 인터뷰, 미술 관련 직업체험 등 교육과정에 포함

된 체험영역에 대한 미술수업은 실제로 수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체험,

표현, 감상 학습이 융합되는 미술수업을 위해서는 학교 밖 문화예술체험

을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예술과 연결된 흥

미로운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적극적인 동기부여와 학습 의지가 형

성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미 학교 밖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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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험을 교육적으로 보완하여 학습으로 이끌 방법을 찾는 일이 중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전시립미술관의 학교연계교육과 학교예술교육박람

회의 공과를 분석한 결과 학습공간으로의 인식 제고, 학생 참여형 수업

구축, 교육자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이 도출되었고, 이

에 따른 대전지역 연계 학교 미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1) 학습공간으로의 인식 제고

대전시립미술관 학교연계교육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교예술교육박

람회는 학습공간으로의 인식 제고가 급선무이다. 학생들에게 보통 미술

관에서의 전시 관람과 박람회 참가 등의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체험이

나 놀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학교에서의 외부 체험은 학교 행

사나 동아리, 진로 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 차원으로 이뤄지기 때문

에 학생들은 이를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다. 그 결과, 체험학습은 학교 수업과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고 자연스

레 학습과는 먼 영역으로 치부된다.

미술관 관람이나 예술체험행사 등은 학교 교실 수업과 같은 형식적

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현장감을 부여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능동적

인 자세로 활동에 임하게 하여 주체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학습 및 탐구학습이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인(2000)의 견해로는 미술관에 자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주체적 의사에 따라 전시를 관람하고 학습한다. 관람객은 미술관의 의도

대로 따라가는 학습이 아닌 자신의 문화와 배경에 맞게 그들의 인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전시된 작품을 통해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작품 간의 연결, 나아가 작품과 자신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재창조 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 문

화적 배경이 미술관에 의해 제시된 전시 주제 및 소재와 연결되어 새로

운 의미 만들기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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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의미를 만들

어가는 유도와 권유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미술관 관람이나 예술체험행

사 등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술을 느끼고 이해하여

미적 가치를 형성하며 자신만의 미적 인식 능력까지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체험학습은 배움의 의미를

내포하는 학습이 아닌 그저 현장체험에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학생과 교사, 교

육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학교 교

육과정과의 연계는 미술수업과 자유학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자유학기

제가 시행되며 학생의 관심사를 반영한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

해졌고, 시간표 설정 시 오전에는 교과 수업, 오후에는 자유학기제 활동

을 배치한다면 더욱 유동적으로 외부에서의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에 관한 인식 또한 그저 시험이 없는 기간으로

비치고 있기에 이러한 편견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와 관련

담당자들은 자유학기제 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자체가 학교 교육의 일환

으로 인지되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시

점부터 사전답사, 차시별 교수학습계획수립, 사전학습, 현장체험학습, 사

후학습 등의 연결고리를 갖춰 수업을 설계하고, 미술관과 교육청 담당자

들은 미술관이라는 공간과 예술체험행사가 교육과 학습 영역이라는 인식

을 철저히 하여 미술 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청소년 미술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한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제시된 양질의 예술교육이 가지는 질적 특성 중, 학교와 예술단체·교사·

예술가의 파트너십 및 교사·예술가·지역사회를 위한 전문 학습 등의 내

용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그에 초점을 맞춰 우리 사회도 양질의 예술교

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Bamford, Anne, 2007).

미술관에서 원작을 만난다는 것은 교과서 도판, 화집, 시청각 자료 등

에 의해 접하던 작품들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생생한 미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학교예술교육박람회에서 또래 친구들이 제작한 작품이나 그들

과 어울려 예술체험을 공유하는 일은 시각만이 아닌 청각, 촉각 등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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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활용한 예술과의 만남이자 잠재적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더욱 교육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의

미술관 활용도 및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참여율은 상승할 것이고, 학생

들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예술 학습의 장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타인

과 교섭하고 주변환경과 활발히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성찰을 얻을 수 있

게 될 것이다. 듀이는 『경험으로서의 예술(Art as Experience)』에서

미적 경험과 일상적 삶의 긴밀한 관련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

상경험과 분리되어 교과서에서만 바라보는 예술 작품이 아닌 미술관에서

실물을 접하고 예술체험행사를 통해 예술을 직접 생산하는 과정은 미적

경험을 수반한다. 또한, 이러한 미적 경험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는 학습으로의 연결이 필요하다. 학습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알게 된

것을 연결 지을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예술과 예술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을 새롭게 해석하여 재구성

할 수 있다면 미술관에서의 관람과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체험은 더욱

유익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 참여형 수업 구축

학교예술교육박람회와 대전시립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학생 참여와 서로 간의 소통이 강조되는 형태의

학습이라는 점이다. 미술관과 학교예술교육박람회에 방문한 학생들은 예

술체험을 통해 또래들과 상호 교감하고 그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잠재적

배움을 얻는다. 학교 교육과는 다르게 미술관이나 박람회에서의 경험은

교사보다 또래 친구를 통해 참여 동기와 의욕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체험행사로서 또래와

의 협동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환희, 보

람 등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전시, 체험, 공연 각 영역이 모두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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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대회 입상작은 물론 학교별 전시 부스에 꾸며진 작품도 학생 작이

주를 이루고, 체험영역도 마찬가지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예술체험의 공

간을 구축한다. 이렇게 학생이 준비한 예술체험행사를 관람하는 대상 또

한 학생들로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학생이 예술체험의 생산자이자 수요

자가 되는 학생 참여 중심 행사임과 동시에 교사, 지역사회 여러 기관,

대전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학

생들은 친구의 미술작품을 보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체험 부스에서의

활동으로 예술에 흥미를 갖게 되며, 친구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예술교육박람회에서는

친구가 학습의 자료이자 일종의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전시

립미술관에서의 학교연계 미술교육도 학생들의 소통과 참여가 학교보다

더욱 자유로운 편이다. 미술관을 방문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는 달리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야 하고, 교과서 진도대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자

신의 의지대로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예술 작품과 상호교감한다. 꼭 전시

기획자의 의도대로 감상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관심 주제와 흥미에 따

라 관람할 수 있다. 친구들과 작품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학생들은 타인

과 내 생각의 차이를 비교하며 사고를 확장하게 되고 자신을 성찰할 기

회를 얻는다. 이처럼 미술관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학교예술교육박

람회에서 예술을 체험하면서 학생들은 미적 감각을 키우고 타인과의 의

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앞으로의 대전시립미술관, 학교예술교육박람회 연계 학습은 학생 참여

형 수업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두 공간에서의 학습 모두 학생들의 참여

가 돋보이기에 또래 교수학습 전략을 사용하거나 근접발달영역(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을 고려한 학생 중심 수업이 마련

되어야 한다. 또래 교수란 또래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이나 참여를 촉

진하게 하는 학습 전략으로 미술관과 예술체험행사 연계 수업에서 학생

들의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고츠

키(Lev Semenovich Vygotsky)는 아동 스스로의 발달 수준과 타인의 도

움을 통한 발달 수준 간의 간격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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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내의 효과적인 비계설정(scaffolding)을 통해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

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은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성인(교사, 부모)이나 자신보다 유능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발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화

와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업의 방식은 학생 간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전학습에서는 미

술작품이나 예술체험에 관한 공동의 문제를 제시하여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에서는 스스로 자기 조절력을 키우게끔 하는 수업, 사

후학습으로는 발표 및 토론을 통해서 자유로운 분위기의 의사소통을 도

모하는 수업을 설계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수업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주관성을 존중하여 타인의 생각

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교사는

강압적인 학습보다는 공감과 소통을 중시하는 정서적 분위기를 유도하여

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학습에 집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앞으로의 미술관 관람, 학교예술교육박람회 등의 예술체

험행사와 연계한 수업은 일회성 예술 활동을 지양하고 교육과정에 기반

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교육을 이어 나가야 하며, 학생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수업 설계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3) 교육자료 접근성 향상

대전시립미술관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미술관 연계 교육프로그램과

학교예술교육박람회에 관한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교사와 학생 및 관람객

들에게 이를 상시 공개하여 교육자료에 관한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현재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과 교

사를 대상으로 미술관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상시 제공되는 교육자료

의 제공은 미비한 편이다. 전시연계 교육, 교원 초청 세미나, 학술심포지

엄, 전문가 특강 등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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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할 만한 학습자료의 제공과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SNS

를 통한 홍보의 소극성으로 인해 미술관 교육에 대한 학교의 인식과 접

근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예술교육박람회 또한 체험 위주의 행사로

운영계획이나 포스터, 리플릿 등의 홍보방안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와 연

계한 학교 미술수업이나 진로 활동, 자유학기제 연계 교육에 관한 자료

등 학습으로 발전할 방안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기관들은 교육자료 개발과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설정하여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

다. 우선, 미술관과 교육청, 미술 교사들의 연계 교육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사전 설명회 등이 진행되면서 미술관 및 학교예술교육박람회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할 수 있다.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하

려고 할 때 교사들은 사전학습을 위한 내용과 방법, 체험학습 관련 교육

프로그램, 사후학습에 대해 미술관과 학교예술교육박람회 교육 담당자와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술 교사와 교육 담당자들은 감

상 활동을 위한 서비스로 학생을 위한 셀프가이드(Self-Guide)나 활동지

등의 학교 수업과 연계할 수 있을 만한 교육자료를 함께 개발할 수 있

다. 학교와 달리 체험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 감상을 통해 학

습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기 감상용 자료인 셀프가이드를 개발하

면 효과적이다. 학습자료에는 공간구조에 대한 안내, 미술관 또는 박람회

에 관한 내용을 담고, 전시회 감상평을 작성하는 칸을 마련하거나 퀴즈

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방법 또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하여 교육자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온라인 활용이 필수 불가결한 요

소가 되어버린 현재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의 원격 전시 관람 및 실시간

미술품 경매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립미술관

과 대전광역시교육청 또한 앞으로의 연계 학습을 위한 온라인 학습자료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도 최근 유튜브를

활용한 미술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미술관 관람 예절 및 안전상의 유의사항,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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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을 홈페이지나 SNS,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탑재한다면 교사

들은 미술관 방문 전에 사전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학교 사정상 미술

관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업로드된 자료를 통

해 학교 수업에서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진로 연계 강좌나 미술관 관련 직업 소개 등의 영상을 제작·배포

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VR 기술을 이용한

미술관 탐방 콘텐츠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자료 등의 개발로 시간과 장소

에 구애됨 없이 미술관을 활용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자료 사용을 통해 학생들은 미술관 방문 전 미리 흥미를

키울 수 있고, 미술관은 물리적 제한성 없이 예술에 관한 접근을 높이는

효율적인 예술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학교예술교육박람회 또한 행사 시

에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담당하는 학생과 교사를 팀으로 구성하여 박람

회 영상을 제작 후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학교로 제공한다면 교사들은

이를 사전·사후학습에 이용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는 다음 행사를 위한

홍보자료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체험공간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비

교적 문화 격차가 큰 지역의 학교일수록 체험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

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홍보

는 원도심 거주 학생이나 저소득층 및 문화 소외계층 학생들의 문화복지

를 위한 유용한 교육서비스가 될 수 있다. 온라인 학습은 전통적 교육과

비교할 때 학습공간과 경험이 확대되고 학습자 중심의 양방향 학습을 가

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강화되어 학습개선 효과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더 넓은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

교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교육자료의 개발과 그에 관한

접근성 향상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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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에서의 실제적 활용 방안

앞서 교육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의 개선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학습공간으로의 인식 제고, 학생 참여

형 수업 구축, 교육자료의 접근성 향상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우선

학습공간으로의 인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전시립미술관의 학교연계 미

술교육프로그램과 학교예술교육박람회를 학교 수업으로 끌고 들어와야

하고, 미술관 관람과 예술체험이 유의미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이고 체계적인 수업 설계와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실용적인 학습자료는

교사들이 수업을 계획할 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학교에서의 지역사회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수업은 학생의 적

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여 기획되어야

하고, 미래의 미술 수요자인 학생들의 미적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대

전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과 학교예술교육박람회와 연계한 미술수업의

설계 방안과 교육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술관 연계 학교 미술수업 설계

미술관 연계 학교 미술수업 교수·학습계획은 대전시립미술관의 특정

전시회와 연결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학교 미술수업에서 미술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의 전반적인 수업 설계라고 할 수 있다. 미술관 연계

수업을 준비하는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교수·학습방

안으로 수업 목표, 구조, 단계별 준비 및 지도 사항, 세부 수업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더욱 체계적인 교수학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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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의 목표

첫 단계는 목표 설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술과 목표와 중학

교 성취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한다. 미술 교과 교육의 목표와 중학교 목

표, 체험·표현·감상영역의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미술관 연계 학교 미술수

업의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목표

목표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작품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른다.

가. 주변 세계를 미적으로 인식하고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자기 주도적인 미술 활동을 통해 창의･융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른다.
다. 미술작품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미술을 생활화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중학교
목표

(1) 자신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시각문화의 소통 방식을 활용하며,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능력을 기른다.

(2)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여 효과적으로 작품을 제작
하는 능력을 기른다.

(3) 미술의 변천 과정과 맥락을 이해하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4) 미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성취
기준

체험

[9미01-01]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9미01-02] 시각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9미01-03] 미술과 다양한 분야가 서로 영향을 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9미01-05]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표현

[9미02-01] 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다.
[9미02-02]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9미02-03] 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

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9미02-05]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9미02-06]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표 5] 미술관 연계 학교 미술수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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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연계 학교 미술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삶과 예술의 연결이다.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조사하고 탐방하는 과정을 통해 주변

세계를 미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타인과의 교류 또한 자

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본 수업의 의도에 부합하고자 교과 목표와 중학교

목표에서 삶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미술의 생활화와 삶 속에서의 미술문

화 향유를 추출했고, 미술관 체험학습을 통해 이미지와 정보, 시각 매체

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에 시각적 소통능력을 강조한

다. 또한, 미술관 관람 후 사후학습에 관한 목표를 위해 표현 영역 성취

기준에서 작품의 주제 탐색, 표현 과정 계획을 추출하고, 감상 영역 성취

기준에서는 미술작품이 지닌 특징 이해와 의미해석을 추려내어 비평 능

력과 결부시켰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는 직업탐구와 진로

탐색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총 네 가지의 미술관 연계 학교 미술수업 목

표는 사전학습부터 사후학습까지 순서대로 설정되어 있고, 우리 지역으

로 나타낸 곳은 본 연구의 배경인 대전지역으로 이해한다.

감상

[9미03-01]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9미03-02]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9미03-03]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배경과 관

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9미03-04] 미술작품, 관람자, 전시 장소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

식의 전시를 기획할 수 있다.

⇩

미술관 연계 학교 미술수업 목표

가. 우리 지역 예술을 조사하며 주변 세계를 미적으로 인식하고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으며,
삶 속에서 미술문화를 향유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미술관 체험학습을 통해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시각적
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미술작품의 주제에 대한 탐색을 통해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고, 작품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여 의미를 해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징을 탐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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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의 구조

미술관 연계 학교 미술수업의 구조는 유기적 순환 구조로 표현된다.

이는 미술에서의 체험, 표현, 감상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됨을

나타내고 체험과 학습이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고리로서 순환되

는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전학습부터 사후학습으로 이어지는

미술관 연계 수업의 과정을 유기적 구조로 제시해 보았다.

수업의 시작은 우리 지역 문화예술기관이나 예술가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축제의 종류와 미술관의 위치 및 특성에 대해

알게 되고 일상 가까이에 숨 쉬는 예술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예

술가를 조사하며 예술가의 정신, 작품의 특징 등을 살펴보며 지역민으로

[그림 1] 미술관 연계 수업의 유기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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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지니게 된다. 미술관 견학 전 학생들이 방문할

공간을 직접 조사하는 시간은 학생들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하는데 전

시 주제, 기획 의도, 참여 작가들을 미리 알아보는 수업은 학생의 흥미와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더불어 미술관에서의 전시 관

람 예절을 온라인이나 활동지를 통해 미리 숙지한다면 더 나은 체험학습

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사전에 우리 지역의 예술을 탐색하는 시간은

멀게만 느껴지던 미술관을 익숙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학습 시 감상의 단계나 방법, 관점 등의 세밀한 제시는 학생

들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관람을 방해할 수 있기에 간단한 관람 요령 정

도로만 제시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미술관 체험학습이다. 미술관에 방문하여 전

시회를 관람하면서 작품을 느낌과 동시에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매체,

제작 기법 등을 살펴보고, 작품의 의미와 내용을 배경과 관련지어 분석

한다. 이때 사전에 전시회에 관해 학습했던 자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전 신청 및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도슨트의 해설 제공이나 미

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또한 가능하며, 미술관에서 실시하는 전시연

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와의 만남, 작품 제작에도 참여해볼 수 있

고 큐레이터, 미술관 교육 담당자, 도슨트 등의 미술관 관계자들을 만나

진로를 탐색해볼 수도 있다. 학생들은 전시회를 관람하며 예술 작품을

통해 타인과 생각을 교류하고 감상평을 나누면서, 이미지와 시각 매체

등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어 시각적 문해력

과 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미술관 체험학습이 끝난 후 학교에서의 사후학습 단

계로 학생들은 작품 비평 및 표현의 과정을 거친다. 미술관에서 돌아온

후의 수업은 미술 이해와 비평 시간으로 구성된다. 교사는 비평의 단계

와 다양한 비평방법 등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시회에서 관

람한 작품에 관한 감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느낌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한다. 발표 및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예술에 관한 시선

과 견해를 접하며 학생들은 사고와 감각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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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서 감상한 작품의 주제를 탐색하고 표현특징이나 재료 등을 분

석하는 과정을 통해 표현 수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미술관 체험학습의 순간을 다시 상기하고, 그를 연계하여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구상하고 제작하는 과정까지 거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

은 미술관 방문이 단순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학습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탐구 및 진로 탐색의 단계로 학생들은 미술 분야 관

련 직업 또는 미술관에서 접한 직업을 조사하고 이를 본인의 진로와도

연계할 수 있다. 평소에 모르고 지나쳤던 미술과 연결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게 되고, 미술과 여러 분야가 서로 영향을 준 사례를 발견해 보

며 미술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얼마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 아울러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

며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미술 관련 진로의 종류

와 특징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삶과 예술을 잇는 자신만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의 구조를 유기적 구조로 표현한 이유는 사전학습, 현장학습, 사

후학습의 단계를 마치면 종료되는 수업이 아니라, 예술이 학습자의 삶과

다시 연계되어 주변을 미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

과 현상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꼭 미술관만이 아니

더라도 지역사회의 축제나 행사와도 연계할 수 있는 미술수업이 마련되

어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일상 속의 예술, 삶 속의 예술을 발

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학교 미술수업은 더 이상 학생들의

삶과 유리된 채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기에 이에 따라 직선형 구조의 수

업 단계가 아닌 순환적 구조로의 미술수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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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의 단계

수업의 단계는 미술관 연계 학교 미술수업을 계획하는 교사 차원에서

의 준비 및 지도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계획 수립부터

사후학습까지 단계별로 교사가 미리 숙지하여 준비할 부분과 상황별 지

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교사 준비 및 지도 사항 비고

사전계획수립

· 미술과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을 고려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 운영계획 수립
· 교과 진도 및 학습 요소를 고려한 미술관 체험학습

계획 수립
· 연계 가능한 전시회 사전 자료조사
· 미술관 교육 담당자와의 사전 교섭
- 미술관 관련 진로교육을 위한 자료조사

미술관
교육 담당자

참여

사전답사
· 전시 주제 및 작품 현황, 동선 파악
· 미술관 출판물, 전시 관련 자료(팸플릿) 수집
· 학생 이동방법 고안 및 안전 유의사항 점검

* 장소: 미술관

교수학습계획 수립,
교육자료 개발

· 차시별 세부 교수학습계획 수립
· 미술관 연계 수업 준비
· 차시별 교구, 활동지 개발
· 셀프가이드 등 감상 학습자료 개발
·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전 신청(필요시)

사전학습

· 우리 지역 예술에 대한 수업자료 구비
- 지역의 문화유산, 예술기관, 예술가 자료 제공
· 미술작품 감상방법 및 관람요령 제시
· 전시회 미리 알아보기
- 전시 주제, 작가, 관련 미술사 등 내용 안내
· 미술관이 하는 일 설명
- 미술관에 왜 가는 것일까?, 미술관의 역할 등
· 미술관 예절 교육자료 제공
- 온라인 콘텐츠 및 학습지 활용

현장체험학습(당일)

· 사전 협의에 따른 진행
· 미술관의 역할 안내
· 전시회 관람 시 작품 설명
·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참여 시 사전 안내

* 장소: 미술관

[표 6] 수업 단계별 교사 준비 및 지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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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전계획 수립 단계를 살펴보면 외부 체험학습은 학교 연간교육

계획과 일과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이에

대한 감안이 필요하고, 학년별 교과 진도와 학습 요소를 고려하여 미술

관 체험학습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정에 따라 연계 가능한 전시회

를 선별하고, 미술관에 방문하고자 하는 학년을 선정하면서 자유학기제

와 연계할지 미술 교과수업과 연계할지도 정할 수 있다. 후에 방문하고

자 하는 미술관 교육 담당자와의 사전 교섭을 통해 미술관 교육에 대해

협의하고 사전답사를 계획한다.

교사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 미리 사전답사와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

고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전시회의 주제와 참여 작가, 작품 현황이

나 동선 등을 파악하고, 다수의 학생이 이동할 방편과 안전상의 유의점

을 꼭 살펴서 미술관 학습 당일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미술관 내 아카이브를 활용해 출판물이나 전시 관련 팸플릿, 리플릿 등

의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미리 조사할 수도 있다.

현장학습이 시작되기 전 구체적인 차시별 교수학습계획과 수업자료에 대

한 준비를 마쳐야 하고, 사전학습부터 사후학습까지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교구와 활동지를 개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을 탐색·배포하여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학생들이 미술관 현장학습

에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셀프가이드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

사후학습

· 미술 이해와 비평 수업
- 비평 단계 및 감상 관점 이론
- 전시 작품 의미, 내용, 배경 안내
- 관련 미술 용어 제시
· 미술관 학습에 대한 보고 및 반성
- 감상 보고서 작성
- 토론 및 발표(그룹별·주제별) 수업
· 표현 수업과의 연계
- 전시 작품 표현특징 발견 및 작품 제작 연계
- 주제, 표현 기법 등을 활용한 작품 제작
· 미술 관련 직업탐구
- 다양한 방식의 직업 탐색 및 진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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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또한, 필요시에는 학교 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춰 미술관 교육프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사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수립까지 마쳤다면 우리 지역 예술 알아보기,

작품 감상 방법, 전시회 사전학습, 미술관 예절 안내 등의 사전 수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지역의 문화유산, 예술가, 문화예술기관

등을 미리 탐색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할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학생들은

인터넷 검색, 다큐멘터리 등의 시청각 자료, 도서 등을 활용하여 우리 지

역의 예술을 조사하고 교사는 미리 준비한 학습자료를 제시하며 조력한

다. 이 시간을 통해 지역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기를 수 있게 되고,

생소했던 우리 지역의 예술을 접하며 예술에 대한 흥미를 생성할 수 있

다. 다음으로 방문 예정인 미술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진행 중

인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주제, 기획 의도, 참여 작가, 그와 관

련한 미술 이론 등을 교육하여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길러준다. 사회에

서의 미술관의 역할, 미술관이 하는 일과 중요성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서는 학교 수업에서의 미술관 방문의 목적에 대해 깨닫게 할 수 있다.

또한, 방문 전 관람 예절에 관해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또

는 교사가 직접 제작한 학습지를 활용하여 전시회의 동선과 관람 시 지

킬 사항, 안전상의 유의점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

미술관 현장학습 당일에는 미술관과 사전 협의에 따라 학습이 진행된

다. 교사는 전시회를 함께 관람하면서 중간중간 작가나 작품에 관해 설

명하며 학생들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사전에 셀프가이드나 활동지가

개발되었다면 학생들은 그를 작성하며 전시를 관람할 수 있고, 도슨트와

의 관람이나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사전 신청했다면 참여도 가능하

다. 교사는 전시 관람 시에 작품의 의미와 내용 등에 대한 적절한 발문

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고, 사회적·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작품을 볼 때 색이나 표현 재

료, 효과 등을 살피도록 지도하여 추후 표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전시회 구성방식을 설명하며 전시기획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렇듯 사후 감상 및 표현 학습에 대해 참고하도록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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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면서 관람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이어 나갈 수 있다.

중간중간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을 점검하고 자신

의 감상을 정리하여 메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미술관을 둘러보며 미술관의 구성 요소와 소

속 부서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면 미술관이 하는 다양한 일에 대해 더

욱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현장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예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즐거운 수업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술이 어려

운 것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영역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삶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후 수업에서는 미술 이해와 비평 수업, 미술관 학습에 대한 보고와

반성, 표현 수업과의 연계, 진로 탐색 등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관련

미술 용어와 비평 단계를 가르치고 그에 따른 학습지를 제공하여 학생들

의 감상이 단순히 느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하게 시각화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

하여 작가와 작품 의도,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조사하고, 선정한 이유와

감상평을 작성하게 하여 학생들이 자신만의 미적 관점을 가지도록 돕는

다. 미술관 학습에 대한 보고회는 그룹별·주제별로 토론과 발표 형식으

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감상 보고서를 토대로 관람평을 나누고 미술관 학

습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교사는 사회자의 역할을 하며 학생들이 타인

의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여 자유로운 비평적 담화를 장려한다. 또한,

전시회가 공예, 디자인, 조소 등 표현 재료의 특징이 명확했던 전시였다

면 이를 활용한 표현 수업과도 연계할 수 있고, 미술 관련 분야에 관한

직업탐구 수업 또한 진행할 수 있다. 미술관에 존재하는 직업부터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는 미술 관련 직업에 관한 탐구로까지 나아갈

수 있고, 이때 교사는 미리 직업에 관한 도서,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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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의 내용

미술관 연계 수업의 내용을 더욱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중학교 내용 체계의 영역과 핵심개념에 따라 구분하여

구상하였다. 미술관 연계 수업은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이 총체적으로 반영

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다. 체험 영역에서의 지각·소

통·연결, 표현 영역에서의 발상과 제작, 감상 영역에서의 이해와 비평으로

영역별 핵심개념에 맞춘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 핵심개념 수업 내용

체험

지각

· 지역사회 예술에 관한 정보 수집
- 우리 고장 문화유산, 지역 예술기관, 예술가 등의 현지 조사
- 다큐멘터리, 소설, 신문 기사 등의 정보 수집
· 우리 동네 예술 탐방
- 구청, 마을회관 등에서의 시민예술교육 및 벽화, 공사장 가림막 등의
환경 디자인,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술 발견하기

소통

· 지역사회 문화예술기관 탐방
- 지역 공·사립 미술관·박물관, 예술가 작업실 방문
- 이미지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며 시각적 소통역량 함양
· 지역의 문화예술축제 참가
- 체험을 통한 타인과의 활발한 상호작용 도모

연결

· 지역사회 내 미술이 활용된 다양한 사례조사 보고서 작성
ex. 대전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과 예술의 접목 사례 등
· 미술 관련 진로 탐색
- 직업조사, 직업탐구 보고서 작성, 학생 진로 설계 활동 등
· 미술 관련 직업체험
-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미술 관련 직업체험 시간 마련
· 미술관에서 하는 일 견학(미술관과 협의 시 가능)
- 전시실뿐만 아니라 학예 연구실, 작품 운송 및 보관, 수복·보존 등의

미술관의 업무에 대해 둘러보는 활동

표현

발상

· 전시회와 관련된 주제를 적용한 작품 구상
ex. <정물들의 변종>-정물화, <바이오>-미래 상상화 연결 등
· 전시 작품에 쓰인 표현 재료와 용구, 제작 기법 탐색
ex. <新-와유기>-전통수묵과 현대 수묵화의 재료·기법 비교 등

제작
· 작품의 주제, 재료 및 제작 기법 등을 탐색 후 작품 제작
· 포트폴리오 제작

[표 7]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영역별 수업 내용(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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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체험 영역의 지각 개념에서의 수업은 지역사회 예술을 탐색하

는 시간으로 진행되는데, 지역사회 예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나아

가 우리 동네 예술을 탐방하며 학생들은 주변을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일상 가까이에 언제나 존재하던 예술을 발견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과 주변 환경 및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 조명할 수 있다.

소통 측면은 지역사회 문화예술기관 탐방 수업으로 우리 지역의 여러

미술관과 박물관,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을 방문하고 다양한 지역축제에

참여하면서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 소통능력을 함

양하게 되어 예술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연결 개념과 관련된 수업은

지역 내 미술이 활용된 분야와 미술에 활용된 다양한 분야를 조사한 보

고서 작성 및 미술 관련 진로 탐색·직업 체험 등의 수업 방안을 제시한

다. 대전지역의 특성에 따른 과학과 예술이 접목된 사례 등을 연구할

감상

이해
· 작품의 시대적 변천, 사회적 배경 등 작품 특징 파악
- 미리 개발된 셀프가이드를 활용한 작품 분석

비평

· 전시회 관련 미술 용어 학습
- 학년별 필수 미술 용어 지도
· 미술비평 단계 및 관점 제시
- 다양한 학자들의 미술비평 단계 지도
- 작품의 의미, 내용 해석 및 배경 이해
· 미술감상 보고서 작성
- 미술감상·비평 활동지 활용
· 미술감상 보고회
- 작품 감상에 따른 발표 및 토론으로 학생 간의 소통 도모
- 자유로운 형식의 발표회
· 미술관 교육 담당자 되어보기
· 학급·학교 미술관 관련 교육프로그램 기획
- 참여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해당 학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아이디어 도출
· 큐레이터 되어보기
- 견학을 통해 알게 된 전시회 구성방식을 적용하여 전시기획
- 작품을 SNS와 학교복도에 게시하여 ‘학교를 미술관처럼’ 변화 유도
· 모의 미술품 경매 활동
- 미술품 경매 과정, 경매 용어, 온라인 preview 경매 자료를 제공
- 미술품 경매사 등의 역할 선정
- 자신이 선정한 작품의 가격 책정 후 카탈로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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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매체나 도서 등을 활용하여 조

사할 수도 있다. 직업체험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시간을 활용하는데 학생들은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등의 미술 관련 직

업을 체험하고, 나아가 미술관 학습 시에 전시회 관람뿐만이 아닌 미술

관 내 여러 업무 공간을 탐방하면서 미술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알

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술이 타 학습 영역 및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삶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표현 영역에서는 발상과 제작으로 핵심개념이 구분되는데 수업 또한

작품 구상 및 표현으로 진행된다. 우선 발상에서는 진행 중인 전시회와

관련된 주제를 적용하여 작품을 구상할 수 있는데, Ⅲ장에서 살펴본 대

전시립미술관의 전시회와 연계하여 정물화와 상상화 등의 예시를 제시

했다. 작품에 쓰인 표현 재료나 제작 기법 등을 탐색하며 자신의 작품

에 활용할 방법을 찾는 수업도 진행할 수 있다. 한국화 전시일 경우에

는 한국 전통 미술 재료 연구와 한국화 기법 습득의 효과를 동시에 노

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제작은 발상 단계에서 이뤄진 작품 주제 및 표현

재료와 기법 탐색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작품을 제

작할 수 있고, 사전학습부터 사후학습까지 이어진 미술관 연계 수업에

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다. 우리 지역 예술 조사 보

고서와 체험학습 활동지, 감상 보고서 등을 한데로 합쳐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데, 이때 형식은 글, 그림, 사진, 영상 등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감상 영역은 이해와 비평으로 구분되는데 미술관 연계 학습인 만큼

감상에서 가장 많은 수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전시회를 감상하면서

작품의 시대적 변천과 맥락, 사회적 배경 등을 이해할 수 있고, 이때 교

사가 미리 준비한 셀프가이드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비평 개념에

서는 전시회와 관련한 미술 용어 학습과 미술비평의 단계와 관점을 제시

하면서 작품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미술 용

어를 활용하여 감상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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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통해 학생들은 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된다. 감상

보고서는 틀에 박힌 글쓰기가 아니라 시, 노래 가사 등의 형식을 빌릴

수도 있고, 보고회 또한 자유로운 낭송의 방식으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은 미술관 교육 담당

자가 되어 중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고, 큐레이터

가 되어서 학교를 미술관처럼 변화시키는 전시를 기획해볼 수도 있다.

학생들은 학급이나 학교 전시회를 기획하여 친구들의 작품을 SNS나 복

도에 게시해 댓글이나 메모를 활용해 타학급·타학년 학생들과의 소통을

유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관람객들이 다니는 미술관의 분위기를 유사하

게 재현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미술관에서의 생

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예술에 관한 확장된 사고와 흥미를 키

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의 미술품 경매 활동은 학생들에

게 미술품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과 경매 용어를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진

행되는 preview 전시를 보여준다. 학생들은 미술품의 가격을 책정하고

그를 판매할 수 있는 카탈로그를 제작하며 미술작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실제 현장과 유사하게 경매사, 응찰자 등의 역할을 맡으

며 미술품 경매라는 다소 생소했던 영역을 탐구할 수 있고, 구매하고 싶

은 작품을 고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미적 취향을 판단할 수 있게 된

다. 이와 같은 학생의 흥미와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학생 참여형 수업은

미술은 나와 별개의 것이라고 여기는 학생들에게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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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체험행사 연계 수업자료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한 청소년 예술체험

행사이자 교사와 학생,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수

업과 연계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앞서 논했듯이 체험학습은 성격상 학

습이 아닌 단순 체험으로 그쳐 학생들에게 교육적 의미를 수반하지 못하

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술체험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수업의 전개와 학교에서 활용할 만한 학습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업의 전개

수업의 전개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단계별 수업과 영향, 그에 따

른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 사례가 중심이므로 그림

에서 예술체험행사로 표시된 부분은 학교예술교육박람회로 이해한다.

[그림 2] 예술체험행사 연계 수업 전개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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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전 수업을 통해 삶에서 예술의 의미, 예술체험의 목적 등을 학

생들이 찾게끔 하고, 방문할 예술체험행사의 개최 의도, 목적, 구성, 영역

별 내용 등에 대해 교육청에서 제공된 자료나 전년도 홍보물을 통해 구

체적으로 안내한다. 미리 예술에 대한 의미를 고심하는 학습을 진행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무목적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

다. 특히 학교예술교육박람회는 학생 참여가 주를 이룬 행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해야 하고,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고 있는

시청각 자료의 제시를 통한 동기부여가 효과적이다. 실외활동이므로 관

람 예절과 안전상의 유의점 교육은 필수이고, 지역사회 행사로서 학교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 관계자와 시민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 속

안전문제를 특히 유의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행사를 사전 탐

색해보는 활동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다.

본격적인 예술체험행사가 시작되면 이를 학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참여형 과제를 제시한다. 체험 시에는 학생의 자율성을 배제한 교사 주

도의 체험학습이나 학생을 방치하는 듯한 자유 관람 역시 학습으로 간주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는 적절한 참여형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체

험 전 또는 중간중간 과제를 부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영역별로 가

장 흥미로운 작품이나 체험 등을 SNS를 통해 전송하도록 하거나 퀴즈

나 인증사진 등의 이벤트를 마련하여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 수업과

연계하였기 때문에 과제 참여도를 평가에 활용할 수도 있어 학생들의 참

여 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사후학습은 체험학습 보고서와 익년도 행사 기획으로 진행될 수 있다.

평소에도 작성하는 보고서이지만 수업으로 연계할 때는 더욱 체계적인

학습지 제작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지난 체험행사를 통해 느끼고 얻은

것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제출한 사

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며 기억을 상기시키고 감동을 주거나 인상 깊었던

내용을 되짚도록 도와준다. 또한, 다음 학년도 행사를 기획해볼 수도 있

는데 다음 해에 참여하고자 하는 영역을 정하고 전시 부스 구상, 체험

운영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며 이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채택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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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사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감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체험학습 기획자가 되어보는 경험을 통해 학

생들은 주도적으로 예술을 창조할 수 있고, 예술체험행사의 의미를 되새

기게 된다. 더불어 자신의 삶과 가까이에 존재하는 일상의 예술을 발견

하며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학습으로의 연계 과정은 예술체험행사가 학교 수업과 연

계되었을 때의 교육적 효과를 증진하는 데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학

교 수업과의 연계는 그저 놀이로만 인식되던 체험공간이 학습의 공간으

로 변화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래 친구가 표현한 작품이나

공연을 통해 학생들은 예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결국 본인의 삶과 진로와도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과서 속 예술 작품이나 작가를 통해 미술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예술을 체험하며 오감을 깨우는 활동이야말로 진

정으로 예술을 받아들이는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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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료

학습자료로는 사전학습부터 사후학습까지 단계별로 예술체험행사 연

계 수업 학습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업의 전개 과정에서 살펴본 내용

을 바탕으로 단계별 학습에 따른 영향과 최종적인 교육적 효과를 증진하

기 위해 실제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학습지를 구상하였다.

[그림 3] 예술체험행사 연계 사전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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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수업에서는 먼저 예술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학생들에게 예술

이란 무엇인가, 삶에서 예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을 주고, 예술에 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표현해보

도록 한다. 이 과정은 미술교육에 대한 본질적 질문으로 우리가 왜 미술

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여 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

과 학교에서 배우는 예술의 차이에 대해 비교하며 예술의 범위를 가늠해

보고,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예술에 대해 알게 되어 차이

를 극복하는 수업을 마련할 계기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유의

미한 예술체험학습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예술체험행사 미리 보기 시간을 통해 행사가 언제,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왜 기획되었는가에 대해 알아

본다. 영역별 내용이나 공연 및 체험 시간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 동기를 고취할 수 있다. 전시와 체험, 공

연 영역이 고루 진행되는 이유와 방문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

록 한다. 이는 예술체험행사에 참여하기 전 학생들이 정확하게 체험학습

의 목표를 인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예술이 갖는 의미와 함께 예술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를 고찰한다면, 더욱 유익한 체험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가 미리 보여준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영역과 순서를 정해보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이는 체험학습 당일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과

자발적으로 체험학습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길러주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상의 유의점과 영역별 관람 예절에 관해

지도한다. 실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언제나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하므

로 보건교사 및 의료진 등의 구급 공간에 대한 사전 안내와 체험학습 담

당교사와의 소통방법에 대해 미리 학생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사는 예술체험행사에 참여한 지역의 여러 기관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지역민의 도움이 있었음을 설명하여 학생들

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키우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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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예술체험행사 연계 활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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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험행사 연계 활동은 체험학습 당일에 할 수 있는 인증사진 이

벤트와 사후학습 대비 과제, 중간 퀴즈 등의 학생 중심 활동 위주로 예

시를 들었다. 체험학습이 시작되기 전 교사는 채팅 공간이나 SNS를 미

리 개설하고 인증사진 이벤트에 대해 홍보한다. 체험학습은 교사가 주도

적으로 인솔하여 진행하는 학습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전시, 체험, 공

연 영역을 관람하면서 이뤄지는 학습이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 속에서

교사가 모두를 통솔하지 못한다는 한계로 체험학습에 소극적인 학생들이

더러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온라인을 활용한 참여형 과제인 인증

사진 이벤트를 제시하면 학생들의 참여 의욕을 키울 수 있다. 친구들과

의 행복한 추억과 흥미로운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학생들은 놓

쳤던 전시나 공연 등을 다시 관람할 수도 있고, 채팅이나 SNS 댓글을

활용한 소통을 통해 학교 수업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사전에 온라인상 예절에

관해 엄격히 지도해야 하고, 소외된 학생 유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벤트성 과제는 예술체험행사가 학생들

에게 재미있는 추억으로 기억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사후학습에 대비한 과제는 온라인으로 안내하면 효과적이다.

학습지 제공은 체험 중에 분실 및 훼손 우려가 있기에 휴대 전화를 활용

해 사진 촬영과 메모를 하도록 미리 지도한다. 전시, 체험, 공연 영역별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을 선정하여 주제나 내용 등을 분석하고 과정을 작

성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은 무관심하게 스

쳐 지나갈 작품을 눈여겨보게 되고 작품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고자 노

력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음 차시 학습을 예고하는 역할과 동시에 예술

체험행사를 학습으로 인지시키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체험학습이 진행되는 중간에는 퀴즈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데 학년별 수준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미술 용어나 제작 기법 등을

질문한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개설된 채팅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고, 보상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관심까지 환기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교사는 지속해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학생들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교과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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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예술체험행사 연계 사후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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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이 끝나고 사후학습은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과 예술체험행사

기획으로 구분한다. 우선 체험학습 보고서는 영역별로 자신이 인상 깊었

던 작품을 선정하는 시간을 마련하는데, 전시 작품은 교사나 학생 작 구

별 없이 정하여 작품의 특징과 의미를 설명하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

술하도록 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작품의 제목을 새롭게 정하는 시간도

제공하여 학생의 창의적인 발상을 이끌어 낸다. 체험과 공연 영역에서도

가장 유익하고 즐거웠던 경험을 선정하여 그 과정과 느낀 점에 대해 구

체적으로 작성하면서 다시금 예술체험행사를 상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예술체험행사 전반적인 관람평을 작성할 때에는 새롭게 알게 된

점과 아쉬웠던 점 등으로 구분해서 예술체험행사를 통해 배운 점과 부족

했던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사후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술

체험행사 참여 전과 비교하여 예술에 관한 변화된 사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예술체험이 자신의 사고와 감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사전학습에서 살펴본 미

술교육에 대한 본질적 질문과 다시 연결되는 활동으로 미술교육의 역할

과 가치에 대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예술체험행사 기획자가 되어본다. 매년 실시되는

예술체험행사이기에 올해 잘된 점과 부족했던 점을 분석하여 자신이 기

획자라면 전시공간, 체험 부스 등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해 구상한

다. 모둠별로 참여하고자 하는 영역을 정하고 주제 및 내용, 기획 의도,

홍보방안, 역할 분담 및 예상 인원, 필요품목, 예산 등에 대한 세부 계획

까지 세워보면서 다음 학년도 예술체험행사를 그려볼 수 있다. 기발하면

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는 실제로 다음 행사에 반영될 수 있음을 고지

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지를 고무할 수 있다. 이처럼 직접 보고 듣고 느

끼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의 예술적 호기심 및 관심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예술을 더욱 가까운 존재로 받아들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한 단계별 수업은 예술체험행사를 더욱 유의

미한 학습으로 발전하도록 돕고, 더 이상 단편적인 미술수업이 아닌 해

가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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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앞으로의 학교 미술교육은 교실 내 이론·실기 중심 수업에서 현장 중

심 수업으로의 변화를 꾀하여 학습자들의 경험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

정이 필요하다. 2015 미술과 개정 교육과정에 지역사회 및 현장학습과 관

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학교 일정 및 행정상의

문제, 관련 기관과 교사의 관심 부족 등의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현

재 연구자가 근무하는 대전지역에서도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 활

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하면 문화예술기

관의 규모와 교육프로그램의 양이 현저하게 부족한 편이다. 또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편으로 연구자는 지역의 실정에 맞춘 현실적인 대안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 학교 미술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까지의 공과를 검토

하여 학교현장에서 더욱 실용적으로 쓰일 만한 활성화 방안에 주목하였

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배경과 성격,

그 의의를 알아보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의 역할에 대해 논한다. 또

한, 사례 연구를 통해 대전지역 주요 문화예술기관인 대전시립미술관의

학교연계 미술교육 프로그램, 대표 교육기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학

교예술교육박람회의 현황을 분석하여 성과와 한계를 도출한다. 이에 따른

개선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논하며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만한 수

업을 설계하고 학습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대전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유형과 전시연계 교육프로

그램의 종류를 분석하고,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운영 현황, 프로그램 내

용, 절차 및 지원 등을 검토하여 각각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우

선, 대전시립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양

질의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흥미로운 관람 방식 제공, 둘째, 다

양한 범주의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전지역 청소년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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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기회 확대, 셋째, 지속적인 교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성과를 보

이고, 그에 반한 한계로는 첫째, 중·고등학생 대상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의 불충분, 둘째, 온라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자료의 소극적 제

공, 셋째, 미술관과 학교의 직접적 교류방식의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성과로는 첫째, 예술체험 참여에

따른 학습자 자기 효능감 향상, 둘째,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협

력 관계, 셋째, 학교생활기록부와의 연계 효과가 있고, 한계점은 학교 교

육과정과 연계한 수업 계획 부족 및 교육자료의 미비로 인한 학습으로의

발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사례조사를 통해 이미 대전지역에 학생 참여가 가능한 학교

연계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여럿 구비되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

다. 그러나 공통되는 한계점으로 거론되듯이 미술관 관람이나 예술체험

행사 모두 학교 수업과 연계할 만한 학습자료나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관계로 현장체험이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게 되어 학습으로의 연

결로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발견을 통해 경험과 학습의 상관성

에 대해 떠올렸다. 살아가면서 실제 경험만큼의 투명한 학습은 없다. 현

실사회나 자연과의 접촉을 통한 경험을 강조하는 학습을 바탕으로 학습

자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동기부여로 학습을 생활화하는 능력까지 기를 수 있게 된다.

교과서가 매체가 되는 교사 중심의 수업보다 학습자의 주체성을 존중하

고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다변하는 세상 속

실제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예술체험학습이 효

과적으로 체득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과 연결하여 학습으로의 거듭남이

필요하다. 학습이란 무언가를 경험한 후의 일시적 변화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행동이나 잠재력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관

관람이나 예술체험행사의 참여가 학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

발적 경험은 지양하고 학교 수업으로의 연계 과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경험적 측면과 미술관의 교육적

역할에 주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미술교육의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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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미술교육은 학습자의 삶과 분리된 전통적 교육관이 아닌 경험

을 강조하는 교육관으로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습자의 삶과 관심

사에 주목한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교육이론과 함께 더욱 발전한다. 앞으

로의 미술교육은 학습자의 생활 세계에 근거한 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교

수·학습법이 고안되어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적 의미가 생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습자 스스로의 이해, 학습자 간·학습자와 지역사회 간

의 소통을 도모하는 교육방식은 결국 학습자와 지역사회의 공생을 추구

하는 삶을 위한 미술교육으로의 발전까지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

교와 미술관은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로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와 미술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

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함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전지역 학교연계 미술교육 현황

분석을 통해 실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를 지니고, 대

전지역 연계 미술수업 방안 연구에 기틀을 마련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미술관과 연계한 학교 미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련 연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교육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미술관 교육프로

그램 또한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와 미술관을 연계하는 수업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교사와 학생의 인식 연구 등의 사례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대전지역과 학교 미술교육이 적극적으로 연계된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연계 학교 미술교육을 분석하여 그 성과 및 한계에 따른 개선 방향

을 탐색하고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는

데에 중요성을 지닌다.

대전지역 연계 학교 미술교육 활성화 방안은 개선 방향과 학교에서의

실제적 활용으로 구분된다. 개선 방향으로는 첫째, 지역사회 문화예술기

관의 학습공간으로의 인식 제고이다. 미술관 관람이나 예술체험행사 등

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현장감을 제공하고 주체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

다. 그러나 현장체험학습은 학습이 아닌 그저 체험에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교육 담당자

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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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학교예

술교육박람회와 대전시립미술관의 학교연계 교육은 학생 참여와 소통이

강조되는 잠재적 학습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장체험학습에서는 교사

보다 친구의 영향으로 학습 의지를 키우고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또래와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 전

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장체험 연계 수업의 방식은 발표나 토론 등 학

생 간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고, 공

동체 역량과 시각적 소통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수업자료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셋째, 기관별 교육자료에의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대전시립미술관

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연계 미술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고, 미술관과 교육청, 미술 교사들의

지역사회 연계 미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현장

체험학습이 유의미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업 설계와 교육

자료 개발이 필수적이고, 온라인을 통한 교육자료 제공까지 활발해진다면

시공간 제약 없는 미술관 활용 수업이 가능해져 원거리 거주자나 문화

취약계층 등 다양한 학생들의 미적 경험을 키워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미술교육을 시작하려는 교사에게는 기초자료로써

제공될 수 있고, 이미 그 한계를 체감했던 이들에게는 가능성을 열어주

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의 공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이 대전시립미술관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

기타 기관에서의 학교연계 미술교육 계획 시 참고할만한 연구로써 보탬

이 되기를 바란다. 교사들은 본 연구를 통해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제공하

는 학교 수업과 연계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알 수 있고, 학교예

술교육박람회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 미술수업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수도 있다. 학교에서의 활용 방안으로 제시된 수업과 학습자료를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술관 연계 수업은 목표, 구조, 단계, 내용으로 설계된다. 수업

의 목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술과 목표와 중학교 성취기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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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출하였고, 구조는 고리 형태로 표현하여 미술 교과의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이 유기적으로 순환됨과 동시에 체험과 학습이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연결되어 진행됨을 나타냈다. 지역 예술 탐색, 미술관 체험학습,

비평 및 표현, 미술 관련 직업탐구의 단계로 전개되면서 또다시 지역 예

술 탐색으로 돌아오도록 수업의 구조를 그려 예술은 인간의 삶과 계속

연결되고 주변을 미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역할임을 강조했다. 수업 단

계는 사전계획수립, 사전답사, 교수학습계획 수립, 교육자료 개발, 사전학

습, 현장체험학습, 사후학습으로 설정하여 단계별로 교사가 준비하고 지도

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수업 내용은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핵심개념에 따라 구체화 된 수업 구상을 다양하게 제안하였다.

예술체험행사 연계 수업 또한 수업의 전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수업자료를 개발하였다. 수업의 전개 과정은 사전학습부터 사후학습 나

아가 다음 행사에의 참여로 확장하여 수업에 따른 영향과 최종 교육적

효과를 드러내었다. 사전 수업으로 학생들은 학습 동기를 형성하고 행사

시 이벤트나 중간 과제 등의 참여형 과제를 통해 의욕을 고취하며, 학습

과 연계되는 사후 수업을 통해 다음 학년도 행사 준비까지 이어져 결국

예술체험행사는 일회성 체험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전학습, 현장학습, 사후학습까지

단계별로 예술체험행사 연계 수업 학습지를 제작하여 학교에서의 실용적

활용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의 지역사회 연계 미술수업을 살피지 못한 점

과 학교예술교육박람회와 미술관 연계 교육이라는 다소 협소한 범위 지정

등에서 한계를 지닌다. 학교예술교육박람회와 대전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

램의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의 대전지역 연계 미술교육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이

두 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현지 조사로 이루어졌고 학교에서의 관찰을 통

한 미술수업은 다루지 못했기에 학교 수업에서의 지역자원 활용도 및 수

업 방식, 애로점 등은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대전지역이라는 제한된 영

역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시립미술관이라는 다소 좁은 범위의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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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대전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이나 예술체험학습 등은 알아보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를 더욱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학교현장과 기타 기관을 아우르는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학교예술교육박람회와 대전시립미술관과 연계할 수 있을 만한 학교 미술

수업의 제시로 지역사회연계 미술교육의 실용적 가능성을 열었으나, 보다

넓은 범위의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만 더욱 설득력 있고 총체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및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미술관 연계 수업

과 예술체험행사 연계 수업자료 등이 실제로 학교에서 활용되고 그 효과

를 분석하여 또 다른 보완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의 대전지역 연계 미술교육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

사회 문화예술기관과 학교의 연계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와 교

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에, 대전지역연계 학교 미술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 및 학교와 지역사회 여러 영역과의 연계 가능성 발견은

학교와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가 단순히 지

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닌 생활과 연결된 학습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

고, 교사 또한 학생의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능력, 창의·융합 능력, 자

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 등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설계하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교 미술교육은 더 이상 기술 습득과 지식 나열식의 교육법이

아닌 학습자의 삶의 맥락과 연결되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함을 유념하고,

이를 위해 현 학교 미술교육의 실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꾸준히 탐색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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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ethods for promoting

community-based art education in schools by focusing on cases in

Daejeon area. This study bases its theoretical basis in the art

education and the education in museums and art museums in

communities, and aims to analyze the status and performance of

community-based education in art museums and School Arts

Education Festival, an art experience event with regional linkage, in

Daejeon, and to suggest practical methods to promote them for use in

school settings through their improvement for a better adaptation to

the situations in communiti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examine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art educati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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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explore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museums and art museums, and elucidate their roles and

importance as educational institutions; secon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recently school-linked art education programs in

Daejeon, and examine thei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nd thir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ir improvement and promotion, and methods

for their actual use in schools.

Chapter Ⅲ investigates the status of school-linked art education

programs of Daejeon Museum of Art, and the School Arts Education

Festival, identifying thei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respectively.

The achievements of school-linked art education of Daejeon Museum

of Art are: providing quality exhibition-linked education programs,

expanding opportunities of a wide scope of cultural experiences for

adolescents, and implementing continuous training for teachers.

Meanwhile, their limitations are: shortage of education programs in

art museums for middle school students, passive offering of

educational data and online uses of the education, necessity for direct

communications between art museums and art teachers. The School

Arts Education Festival contributed to an improvement of learners'

self-efficacy through art experiences, establishment of favorable

cooperation between public education and communities, effects from

its linkage to student records, but still does not readily lead to actual

learning due to lack of class materials for schools.

Chapter Ⅳ provides methods for activating art education, which

are categorized into improvement directions and actual uses. The first

of improvement directions is to recognize art culture institutions as

places for learning. Since experience activities usually end up as mere

activities, without leading to actual learning, their connection with

school curriculum and change of educators' perception are nee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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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 such problem. The second is to establish classes that involve

student participation. In experience learning, learning strategies are

advantageous when involving cooperation between peers rather than

with teachers. Therefore, teaching methods should be organized in a

way that promotes mutual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The third is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educational data from institutions. This

requires organizing of discussion bodies of those in charge of

education, and active development and offer of learning materials.

Methods for actual use in schools are, first, organized into

objectives, structures, steps, and contents. The class objectives were

extracted from the objective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15

revised art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structures exhibited in ring

forms the circulation of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appreciation

areas, and connection between art museum experience and learning.

Class steps described detailed matters for teachers to prepare and

instruct in phases, ranging from prior planning and post learning, and

contents suggest various forms of class planning in accordance with

the structure and core concepts of the 2015 revised art education

curriculum. Subsequently, this study devised class development plans

as well as learning materials for classes linked to art experience

events. Class development processes extend from prior learning to

participation in subsequent events, thus revealing their educational

influence and effectiveness. In addition, prior, on-the-spot, and post

learning worksheets were produced with an aim of their practical use

in schools.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thods for the practical promotion of art education to be readily

used in school fields, through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school-linked education in Daejeon area. It may serve as funda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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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or teachers intending to start community-based education, and

as a tool for providing further possibilities for those who already

have experienced its limitations. This analysis of the status and

performance of school-linked education programs of Daejeon Museum

of Art and School Arts Education Festival, and the proposed

promotion methods will hopefully serve as a useful reference for

schools and various institutions in Daejeon. It needs to be considered

that school art education in future should connect to the learners’

lives, and that, this continuously requires critical examination of

current status of school art education and exploration of ways to

connect it with communities.

Keywords: Daejeon, Community-Based Art Education, Art Classes,

Field Experience

Student Number: 2019-2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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