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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양질의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

교에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우

리나라 고등학교 미술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미술교육 과정과 

교육과정 운영 사이에 마찰이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육

과정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공간이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

육 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 미

술교육공간에 대한 이해와 공간 실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천적 개선 방법의 탐색을 위해 다중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습자 중심적 교육관을 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미술교육공

간 조성 경험이 있는 현직 고등학교 미술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최종적으로 3명의 미술 교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2개 

학교에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의 교직 문화와 공간 맥락 안에서 미술교육공간을 조성한 과정 및 결과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대해 묻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

집 내용은 현장 답사 중에 찍은 사진, 연구자가 작성한 노트, 녹취, 학교 

홈페이지 자료, 연구참여자가 제공한 자료, 신문기사 등이다.

  수집한 내용을 규합, 분석하여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구성요소 결

정내용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교에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이 

구성되는 원리를 정리하였다. 사례를 통해 본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의 구성요인은 총 14가지였으며 이는 다시 정의적 영역, 제도적 영역, 

환경적 영역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미술

교사의 의지와 관리자의 협력, 행정실의 조력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었는

데, 이는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구성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 결과

였다. 특히, 학교 공간에 관계하는 구성원의 성격과 미술에 대한 인식 

같은 질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첫째, 미술 및 미술 교과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

와 인식 부족, 둘째, 구성원의 인식이나 가치관, 성격 같은 질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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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의 질적 격차를 예방할만한 국가 수준 규정안

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이 국공립 일반

계 고등학교에 일반화되기 위한 두 가지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째,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과정에 대응하는 고등학교 미술과 교구 및 시

설·설비 규정안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

로 학교급별 미술과 교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술교육공간에 대한 

시설·설비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필자는 기존의 교구 종목을 기초로 하여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내

용을 보강한 새로운 교구 종목 기준표를 작성하였고, 각 영역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서울시교육청 기준 53개였던 

교구 종목의 개수를 167개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또한, 회화, 서예, 조

소, 판화, 디자인 영역의 교구 종목들을 효율적으로 미술 활동에 끌어올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면적과 시설·설비 기준을 그림과 표로 자세히 제

시하였다. 

  둘째, 학습자가 참여하는 미술공간 구현을 통한 학교 구성원 인식개선

이다. 이를 위한 실천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각 사례학교의 공간 맥락에 

따라 실제로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는 학습자 참여 미술공간 조성 방법과 

수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미술실은 학습자가 시각기호로 타인

과 대화하며 사회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생성하는 관계적인 예술공간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 새로운 공간 의미가 생성되는 것을 

경험할 때 미술과 미술교과에 대한 진정한 공감과 인식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교육공간의 개념미술화는 학교가 학습자 중

심 미술교육 공간을 환영하고 지속적인 협력 안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하

는 현실적인 실천방안이 될 수 있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시각편향 시대에 학습자가 다양한 물성을 

이용한 표현과 감상 활동을 하면서 사회와 관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

각기호’와 ‘감각’의 훈련장이다. 이곳에서 학습자는 몸의 다양한 감

각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미술 활동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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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을 절제하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한다. 학생들의 ‘삶’과 

‘앎’의 통로가 되는 미술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 현

장의 선생님들에게 이 연구가 부족하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주요어 :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고등학교, 학생참여, 미술공간

학  번 : 2012-2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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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푸코(M. Foucault)는 학교를 감옥이자 통제의 공간으로 보았다. 과거에 

지식은 절대적인 것, 교육은 그 정해진 답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다. 또

한, 어린이는 미성숙한 성인으로 여겨졌기에 학교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쉬운 형태로 지어졌다(Foucault, 2003). 그러나 지식이란 개인의 경험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절대적이지 않다는 입장의 구성주의가 등장하였

다. 그리고 공간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닌, 구성원에 따라 형태와 의미

를 달리하는 관계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퍼지기 시작했다(이현재, 2012). 

오늘날 이 새로운 공간 개념은 학교 공간의 주체를 지식에서 학생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제 학교는 학습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곳이 

아닌 학습자가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관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장소

가 되기를 권고받고 있다. 

  공간과 학습이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기존 학

교 공간에 대한 정책적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 관내 10개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 중심 공간 혁신 사업인 

‘아.智.트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학생의 삶의 공간’이라는 학교 

공간 철학은 광주교육청에서 출발하여 2019년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활

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중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사업’으로 채택되었

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되기에 이른다(노

해섭, 2019). 교육부는 2019년 1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공간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3조 5천억 원

을 투자하여 약 1,250여개 학교 공간을 미래 지향적인 시설로 바꾸겠다

고 밝혔다(교육부, 2019). 한국교육개발원(2018)은『미래 교육환경에 대응

하는 교육시설 연구: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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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습자 중심의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시설 재구조화 

모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위의 사업내용들을 살펴본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간

은 대체로 공동공간이나 휴게공간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2014년 교생실

습 나갔던 고등학교에서 본 텅 비어있던 미술준비실을 떠올리며 궁금해

졌다. 어째서 교육 전문기관인 교육청과 학교가 열악한 미술교과 교실의 

개선은 미뤄두는 것일까? 어쩌면 필자가 모르고 있을 뿐, 이미 학교 미

술교육공간은 교과과정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만큼 잘 정비된 상태

인지도 몰랐다. 학교 현장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필자는 학교 미술교육

공간과 실태에 관한 연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국공립 중등학교의 미술실은 대부분 학교의 미술

교육공간은 변화된 교육과정과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형태, 

기능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교사의 의지와 학교 관리자의 인식에 따

라 질적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중등학

교 학습자가 일정하게 높은 수준의 미술교육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지선, 2018; 안규환, 2014; 유옥인, 1992; 이성도, 김혜숙, 

2003; 이미란, 1987; 정연희, 2016; 박라미, 김하나, 2012). 필자는 모든 학

습자가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양질의 미술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

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특히 국공립 고등학

교에서 학습자의 학습권으로써의 미술교육환경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

은 공교육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출발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양질의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이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학교 내 미술교육공간 구성원리를 입체

적으로 탐구, 분석하여 이론적 당위성과 함께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활성화는 학교 

미술교육의 정상화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은 현

행 미술과 교육과정의 핵심 골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환경적 

요인이 미술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활발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더하여 학교에 물리적 미술교육공간이 구성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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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간은 도구로써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학교 교육환경의 핵심구성원인 교사, 관리

자 그리고 미술교육공간의 관계에 대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안규환, 

2014; 안종미, 1991; 장경원, & 이지은, 2009).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

로 어떻게 미술교육공간의 변화를 이루어내는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교 미술교육공간 구성의 중심에 있는 미술교사 개인과 주변 관계자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상호작용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안에 학습자 중

심 미술교육공간의 구성원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힌트가 숨어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전대미문의 시각편향 시대를 살고 있다.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을 기를 수 있는 미술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적 책임이 더욱 커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미술교육은 특정 시대의 요구

에서 벗어나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아이스너(Eisner, 1995)는 미술교육의 이러한 특성을 어떤 다른 형

식의 교육으로 체험될 수 없는 세계와 주체 사이의 고유한 내적 이미지

의 형상을 지원한다고 설명하였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은 둘 이상의 

감각을 사용한 표현활동과 감상 활동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술 활동은 그 특성에 적합한 

공간을 요구한다. 즉, 미술교육공간은 학습자가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인

간이 될 수 있게 원조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간과될 수 없다. 

2. 연구의 내용

  필자는 이 연구에서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미술교육에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필요성을 탐색하고,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을 구성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이 구성되는 원리를 알아본다. 그리고 구성원리를 토

대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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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당위성을 검증한다.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기에 앞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이해나 규

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에 물리적 미술교육공간을 실제화하는 요인들을 밝혀낸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공간 이해에서 나아가 학교현장의 미술교사들의 교

육공간 구성 경험을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학습자 중심 미술

교육 공간의 구축을 가능하게 혹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지 알아본다. 

  셋째, 각 요인 간 상호작용과 작동원리를 규명한다. 학습자 중심 미술

교육공간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 조건과 관계자들 안에 내포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구성원리를 알아본다. 

  넷째,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하여 양질의 학습자 중심 미

술교육공간을 일반계 국공립 고등학교 현장에 구현할 방법을 고민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교육적 관점

과 미술적 관점에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과 공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학

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첫째로 교육적 관점에

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미술교육공간을 개념적으로 탐색하고, 미술교육공간의 범주를 물질로 한

정하였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미술 교육적 의미를 비고츠키의 ‘매개적 

도구’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이어서 대표적인 학습자 중심 미술교수·

학습모형을 분석하여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에 요구되는 공간영역을 

도출한다. 둘째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교육공간인 동시에 학교 

안의 미술공간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공간적 맥락에 집중하여 미

술적 관점에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이 전통적인 모더니즘적 교실과 

어떻게 차별된 장소가 되고, 특별한 공간 경험을 생성하는지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미술교육공간 사례를 분석하여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이 학교에 설치될 때의 구성원리를 탐색하였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

간의 구성원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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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다중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관계자

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미술교육공간 재구조화를 이끌었던 

교사의 교육관을 사례선정의 기준으로 하였다. 이후 자료를 수집하고 코

딩, 분석의 과정을 거쳐 학교에서 미술교육공간이 구성되는 원리를 규명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교육과정의 3개 고등학교 중 2개 학교 

현장 답사와 3명의 교사 인터뷰를 실시해 재현성을 보장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의 출처를 다변화하는 삼각검증을 따랐다. 자

료수집에는 녹취, 문서, 이미지, 연구참여자가 제공한 자료, 신문기사 등

이 동원되었다. 이 장에서는 연구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졌

다. 

  Ⅳ장에서는 수집· 분석된 자료의 해석으로 얻어진 학습자 중심 미술

교육공간 구성원리를 근거로 하여 현행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고등

학교 미술과 교구 및 시설·설비 기준을 제안한다. 그리고, 학습자와 교

사가 함께 조성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이 만들

어낼 수 있는 관계자 인식개선의 가능성을 사례학교들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다.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일반계 국공립 고등학교의 미술교육공간이 학습자 중심 미

술교육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할 이유와 구체적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

하여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학교에 학습자 중심 미

술교육공간이 조성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학

교에 공간이 조성될 때의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사례를 선정하고 그 조성과정과 교사의 미술교육공간 조

성 경험들을 주목하고 심도 있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학교 교육 공

간이 조성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영역이 서로 영

향을 주고받는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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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방안의 제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다중사례연구방법의 

논리와 기법에 기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

간을 조성하는 교사의 특성을 탐색하고, 그들이 어떻게 공간 재구조화를 

진행해나갔는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노력하였다. 면담을 통한 

그들의 구술을 통해서 학교 미술교육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적, 문화

적, 제도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

진 자료들은 학교에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이 조성되기 위한 요건

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선별된 교사들과의 

면담, 공간실천 사례 견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교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는 연구자가 교사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 주도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조성하려 

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도움이 될 

정보들도 함께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 미술교육공간 구성의 

주도자로서 현상을 경험한 대상(교사)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들의 개인

적 경험을 해석함에 있어 연구자의 선입견을 ‘괄호치기’하고 ‘판단중

지’하였다(Field & Morse, 1985; Creswell, 2009/2017).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서로 다른 교직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교사들을 

개인별로 살펴보는 질적사례연구이다. 질적 사례연구는 하나의 프로그

램, 사건, 인물 단체와 같이 특정 현상을 그 맥락 안에서 심층적으로 분

석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Creswell, 2009/2007). 이 연구에서는 각기 고유

한 역사성을 지닌 학교와 각기 다른 환경적,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겪은 경험들을 살펴봄으로써 학교에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이 조성되는 다양한 사례를 탐색하고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였다. 교사의 특성과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 학교의 교직 

문화의 차이 등에 의해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 조성 과정 속에서 겪

는 어려움과 해결방식은 달라질 것이었다. 그러므로 질적 사례연구로서 

서로 다른 문화역사적 맥락 속에서 진행된 공간 구성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이 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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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8가지 단계의 연구 절차를 통해 학습자 중심 미술교

육공간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였다1). 

문헌연구

이론의 활용

질적연구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필요성 및 

공간영역

사례선정

원 자료(녹취 파일, 사진, 현장노트 등) 수집

분석을 위한 자료 조직 및 준비

전체자료 읽기

자료 코딩

주제 범주화 서술

주제 및 서술 연결

주제 및 서술의 의미를 해석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타당화

<그림 1> 연구 절차

1)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필요성 및 공간영역 탐색

  이 연구는 고등학교에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활성화 방안 탐색을 

1) Creswell (2009)이 제시한 질적 연구 방법의 7단계를 참고하여 필자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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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등학교에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

간이 설치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논지를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 다음의 연구내용들은 문헌연

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째, 물리적 장소로서 미술교육공간이 교육적 원리와 유의미함을 비

고츠키의 ‘매개적 도구’개념을 기반하여 증명하고 재개념화한다. 둘

째,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이 가지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교실 성

격과 그 가치를 설명한다.

  셋째,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위해 필요한 공간 범위와 특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 중심 미술 교수·학습모형을 분석하여 교

육 활동에 필요한 장소적 범주와 특성을 도출하도록 한다.

  넷째, 앞선 연구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규합하여 고등학교에 학습자 중

심 미술교육공간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2) 사례선정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 구성되는 과정과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그렇기에 다중사례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공간실천을 탐색하고 이를 주도한 교사와 

접촉한다. 사례가 될만한 공간실천 조사는 인터넷 검색과 문헌, 지인을 

통한 소개로 이루어진다. 학습자 중심적으로 재구조화된 미술교육공간 

사례선정은 계통2), 세평3), 비교4)(LeCompte & Goetz, 1982)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도를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

양한 교과과정이 반영된 사례를 확보한다.

  이때 연구참여자별로 구성한 공간의 범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각 연구참여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미술교육환경 차이에 따라 연구

2) 눈덩이 표집법(snowball method)과 유사하게, 앞의 사례의 참가자가 뒤 사례를 지목
한다.

3)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사례의 추천을 받는다.
4) 사례들 사이에 특성이나 기간이 동일하도록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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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별로 다른 미술교육공간을 조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

례분석의 대상이 되는 세부공간은 학교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모두 

미술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라는 점과 공간 재구조화의 핵심인물

인 연구참여자가 학습자 중심적 교육관을 가진 교사라는 점에서 각 사례

의 틀은 동일성을 확보한다. 사례선정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하나, 학습자 중심적 미술실 재구조화 사례를 찾는다. 이때 고등학교

를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둘, 미술실 재구조화를 주도한 담당자와 그의 연락처를 찾는다. 미술

교육공간 재구조화를 인터넷 기사로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글이 실린 홈

페이지를 통해 연락하고 교사의 연락처를 전해 받는다. 논문이나 책 등

과 같은 문서로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정보에 기대 

소속학교나 메일주소 등을 인터넷을 이용해 찾는다.  

  셋,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연구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때

에는 가능한 메일을 통하되 자세한 연구내용과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 

요구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넷, 요청에 응한 교사와 인터뷰를 진행 후 그 내용에 근거하여 최종 

연구참여자를 선정한다.

3) 원자료(녹취파일, 문서, 사진, 현장노트 등)수집 및 분석을 위한 자료 

조직과 준비

  이 단계에서는 분석할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직화한다. 면담내용은 전

사하고, 모든 시각자료들을 종류에 따라 나눠 목록화하고 정보의 출처에 

따라 자료를 서로 다른 유형으로 정리하고, 현장 노트는 컴퓨터로 옮긴

다.

  전사할 때에는 구술채록 면담보고서 등을 전사본 앞에 배치시켜 작성

한다. 면담일정과 연구참여자, 연구자를 밝히고 면담주제, 진행, 구술내

용과 의미,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다. 최대한 구술자료의 훼손 없이 텍스

트화하도록 하나 이런 경우 독자의 가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

기 때문에 구술자료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독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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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전사한다(손선숙 외, 2014). 녹취자료와 전사본은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보안이 확보된 장소에 보관한다. 

  선별된 교사들과의 면담, 공간실천 사례 견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교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는 연구자가 교사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 주도로 학습자 중심 미술교

육공간을 조성할 때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에 대해 일반적인 이해를 하고, 자료의 전반적인 

의미를 짚어본다. 

4) 전체자료 읽기

  모든 자료를 읽고 확인한다. 면담의 경우 초벌 전사 후 검토과정을 거

쳐 정확한 전사본을 만든다. 1차 검독을 할 때는 녹음시간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연구참여자는 어떤 생각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어조로 말하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접근한다. 인명, 지명과 같은 고유명

사의 경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쓴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자료

의 전반적인 깊이, 진실성, 활용도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등을 기록한다. 

5) 자료코딩

  자료를 조직하여 범주를 만들고, 범주에 이름을 붙이는 자료코딩을 시

작한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 자료와 시각자료를 수집하고, 텍스트나 시

각자료를 범주화하고 이름을 붙인다. 이름은 연구참여자가 실제로 사용

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코딩 과정은 Tesch(1990)가 제시한 코딩의 8단계

를 따른다(Creswell, 2009/2017에서 재인용). 

<표 Ⅰ> 코딩 과정 8단계 (Tesch, 1990:142-149)

단계 내용
1 전체에 대한 감을 갖는다. 모든 전사자료를 정독한다. 떠오르는 생각

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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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주와 주제를 생성한다.

  코딩절차에 따라 장소나 사람에 대한 기술, 분석을 위해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구성원리라는 주제에 맞춰 범주를 생성한다. 기술할 때는 

사람, 장소, 사건에 대한 정보를 세부적으로 묘사한다. 연구자는 이 기술

을 중심으로 코드를 생성한다. 그런 후 코딩을 사용하여 몇 가지 하위 

주제나 범주를 생성한다. 이 범주는 각 영역의 제목을 정하는 데 사용된

다. 범주는 개인으로부터의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어야 하고, 다양한 인

용구와 구체적 증거로 지지받아야 한다. 주제는 개별 사례 간에도 분석

된다. 예를 들면, 미술교육공간 구성원리라는 주제는 교사의 개인 경험

이라는 하위 주제를 생성할 수 있다. 교사의 개인 경험이라는 주제는 여

러 가지 사회적 경험, 문화적 경험, 가족관계 등의 범주를 생성할 수 있

고, 각 내용은 개인의 관점을 설명해주는 증거가 된다. 

7) 주제 및 서술의 연결

  분석의 결과물을 서술한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구성원리라는 

대 주제 아래에 여러 하위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2
한 가지 자료를 준비한다(예 : 면담자료). 가장 흥미롭고 가장 짧은 
것으로, 쌓아 놓은 자료 중 가장 위에 놓인 것으로 선택한다. 자료를 
눈으로 간단히 보고 “무엇에 관한 자료인가?”라고 자문한다. 정보의 
내용보다는 핵심 의미를 생각한다. 종이의 여백에 생각을 적는다.

3
여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 작업을 완성한 후에 전체 주제목록을 
작성한다. 관련 주제들을 한 범주로 묶는다. 이것을 표로 만든다. 주
요 주제, 독특한 주제, 기타 주제로 정렬한다.

4
이 목록을 가지고 수집한 자료를 찾는다. 주제를 코드화한다. 적절한 
텍스트 옆에 코드를 적는다. 이 작업을 해서 새 범주와 새로운 코드
를 도출할 수 있을지 본다.

5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찾아 범주에 적는다. 관련 주제를 
범주화하여 범주목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관련 범주끼리 
선으로 잇는 방법이 있다.

6 최종적으로 범주를 줄이고, 이 코드를 알파벳순으로 정렬한다.
7 각 범주에 속하는 자료를 모아서 예비 분석을 시행한다.
8 필요하다면 자료를 재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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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과정에는 개개인의 관점, 상호 연관된 주제의 논의 등이 포함

된다. 주제에 따른 연구참여자 각각에 대한 정보 및 핵심용어는 표로 제

시한다.

8) 주제 및 서술의 의미를 해석

  자료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단계이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형성 

원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학

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영역과 질적연구부분에서의 분석내용을 비교하

며 중등학교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 형성 조건 및 특성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출처의 자료들을 이용하는 삼각검증

을 따라 연구의 타당도를 높인다. 나아가 미술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한

다.

4. 연구의 의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많은 고등학교들이 그 정도는 다르나 교

과교실제와 고교학점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술교과목의 

개수가 많아지고 시수가 늘어나면서 미술실을 증설하는 학교들이 생겨나

고 있다. 마땅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미술실들은 학

습자 중심 미술교육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미술실 설비 규정의 부실함, 특별실의 부족, 미술교사의 의지부족과 

관리자의 미술교과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부실한 미술

교육공간의 수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마땅한 정책적 개선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변화로 미

술실을 충원해야 하는 고등학교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때마다 발등에 불 끄기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

리의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술교육공간의 교육적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피상적으로 논해져 왔던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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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정의와 물리적 범주의 정리를 시도했다는 점과 학교에서 미술교

육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현직 교사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담아내어, 

연구의 현장성을 높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를 가진다. 또

한, 문헌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미술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조성하려 할 때 이론적 도움을 줄 수 있고, 학교 

공간 구성원리와 구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사례수준에서의 재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장되는 사례의 개수(3-5

개)안에서 다양성을 고려해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사례

로 선정된 학교들의 공간실천과 교사들의 경험이 다른 모든 학교와 교사 

및 관계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 연구

의 한계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르게 말하면, 사례의 수 만큼 증명하

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북, 경남 등 더 다양한 국내 지역

의 학교를 사례로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 역시 이 연구의 한계임을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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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1)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의 개념

  학습자 중심 교육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교육에 관여하고 결정하는 

학습 형태를 말한다(양수지, 유명희, 2017). 장경원, 이지은(2009)은 학습

자 중심 교육이란 지식이 틀에 박힌 형태로 교수자로부터 학습자에게 일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 

맥락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사고함으로서 학습이 이루어지

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위 지식이라고 부를만한 것들을 반복하여 암기하

는 것은 진정한 학습이 아니며, 학습이란 개인의 맥락 안에서 지식을 구

성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이다. 즉, 교사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구성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안내자로서 학습을 촉진하여야 한다. 

  과거 지식은 절대적인 어떤 것으로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지점 같은 것

이었다. 그렇기에 교육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 판단된 

지식이나 가치를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학습은 소위 지식이라

고 불리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지식

은 학습자 개개인의 맥락과 경험의 구성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이다. 

지식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구성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구성주의는 진보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지식의 절대성을 부인

한다. 구성주의의 기본 가정은 지식은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며, 그

것이 의미 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활동하는 과정을 통하여야 한다(한국미술교과교

육학회, 2003). 학습자 중심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존 듀이(John 

Dewey)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속되는 경험으로 경험을 재구성 하

는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것을 듀이는 ‘교육의 내재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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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경험에 기초를 둔 교육의 중심이 되는 문

제는 이어지는 경험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남을 그런 종

류의 현재 경험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Dewey, 

1938/1974). 이러한 순간이 층층이 쌓여 ‘앎’의 체계가 형성되고 이것

이 총체적 지식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지식이 곧 마음의 

핵심으로서 자아이다. ‘교육’은 자아를 바꾸는 과정인 경험 안에서, 

그리고 새로운 삶의 순간들 속에서 연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며 이

로 인해 바뀐 결과가 곧 ‘성장’이다(Dewey, 1916/1987, 옥영희, 2018에

서 재인용). 구성주의에서 학습은 학습자가 기존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

을 스스로 구조화하며 내면화 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주의

의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강조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철학적 근거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교수법의 제시를 통하여 학습자 중심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적 근거를 제시한다(장인실, 2008).

  미술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시각화하여 드러내는 활동이다. 미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학습자 혹은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일상적 

사건들에 대해 관찰하고 비판적 사고, 분석적 판단을 통해 표현 대상, 

재료, 기법을 결정한다. 나아가 표현을 통한 드러냄의 단계를 거쳐 자신

의 작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획

득한다. 이러한 미술의 특징은 학습자 중심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이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미술교

육현장 전반에 참여하는 학습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학습자 중심 미

술교육에서 학습자 개인은 주체적이면서도 상호작용적인 미적 경험과 활

동 과정을 통해 미적 안목과 감각을 기르고 일상 속 시각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시각적 문해력을 습득할 수 있다. 

2)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의 성격

  학습자 중심 교육개념을 배경으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의 성격을 다

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설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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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현시대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은 학습자의 삶 속에 범람하는 시

각정보에 대한 문해력을 길러 학습자가 생활하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전보다 간단

하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시각 이미지를 통한 

자기표현은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누구든 조금만 연습하

면 쉽고 간편하게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인터넷이라는 바다 위를 떠다니고 복

제·변형되기를 반복하며 팽창한다. 오늘날의 학습자는 그런 이미지의 

세상 안에 살고 있다. 윌슨, 윌슨(Wilson & Wilson, 1982)의 일본을 무대

로 진행한 연구는 많은 일본 어린이들에게 만화가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

시하는 미술 형식보다 더욱 영향력 있는 시각기호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시각 이미지가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안에서 의도된 기호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일상과 지식을 연결하는 교육은 시각기호가 내포하고 있는 의

미를 독해할 수 있는 비평적 사고력을 길러주어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시

각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의 사생활과 미술 지식을 맥락적으로 연계하여 학습자의 삶 속 시

각문화를 고려한 학습 문제를 연구·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은 정교하게 조직된

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흥미 및 관심사,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수업을 조직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유의미한 교육적 경

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의 개별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

여 교사는 치밀한 수업계획을 통해 융통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학습

자의 학습상황에 참여하여야 한다. 적절한 수준의 도움과 개입은 학습자

가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자 중심 

교육은 이전의 경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상황에서 사고가 자극된

다고 여긴다. 이러한 사고 개념은 외부로부터 부과된 문제에 사고가 자

극을 받는다는 전통적 교육과 구별된다. 이에 따라 교사는 사고를 촉진

하는 문제는 현재 경험에 내포한 사정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과 이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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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내면으로부터 발생하고 그의 능력 안에 있으며, 이렇게 생긴 문제

는 학습자에게 새 지식, 관념을 탐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Dewey, 1938/1974). 

  셋째,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은 해방된 미술표현을 위한 환경을 요구한

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의 실현에는 학습자의 표현 욕구에 대한 심리

적, 물리적 허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에서 학습자

는 미숙하고 불안전한 어른으로서 교정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에 학습자가 가진 지금 현재 능력의 가치를 신뢰하며 학습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지원하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개개인의 다양한 

표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와 도구, 재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

리고 중요한 것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을 성찰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다. 

  넷째,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은 ‘학습자의 학습’을 중시한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에서 교사중심 교육은 지양되며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무

언가 하는 ‘학습자의 학습’을 중요하게 여긴다(Harden & Crosby, 

2000). 이를 위하여 학습은 교사와 학습자가 의미 있는 주제를 찾기 위

해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교섭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Efland, 2002, 김혜숙 

외, 2012에서 재인용). 즉, 교사는 학습자의 능동적 경험의 재구성을 보

조하는 조력자로서 존재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절대적 지식의 전달자로서

의 전통적 교사와 구별된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학

습자가 스스로 대상을 탐색, 구성하며 학습결과 평가에 참여하는 과정에

서 그들의 배움이 출발할 당시의 경험에서 한층 더 넓고 세련된 조직세

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조력자 혹은 동료로서 존재한다

(Dewey, 1938/1974). 듀이는 “교사는 오직 성인(成人)만이 가질 수 있는 

더 성숙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아직 미숙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

로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어린이의 온갖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Dewey, 1938/1974, p.50)” 이라 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이 나아가는 방향을 주시하고 그의 경험이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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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하여, 각 나이 단계에 적합한 경험의 확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다섯째,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은 상호작용적이다. 또래나 교사와의 상

호작용은 비판적 사고를 유발하고 학습을 촉진시킨다(장경원, 이지은, 

2009). 사회적 구성주의자라고도 일컬어지는 레프 비고츠키(Lev. S. 

Vygotsky)는 개인의 인지적 성장을 위한 자극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 체계와 주위의 학습 조건들은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사회 속에서의 또래 간 혹은 성인과의 접촉이 

학습과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성숙한 협동자들과의 상호작용을 끌어낼 수 있는 스캐폴

딩(Scaffolding)을 통한 근접발달영역(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개념을 소개하였다. 스캐폴딩은 자신의 능력보다 좀 더 수준 높은 정도

인 근접발달영역 내의 과제를 성인 혹은 조금 더 능력 있는 또래와의 협

동과정을 통해 수행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발달시키고 내면화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다. 비고츠키에 따르면 학습은 자신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또래와 함께 근접발달영역의 과제를 수행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난

다. 상호작용은 근접발달영역을 확장시키며 사회·문화적 지식의 습득과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개인의 표현 욕구를 만족시

켜줄 과제 외에도 또래 동료와의 협업을 통한 사고와 기술 확장의 기회

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근접발달

영역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부과해야 한다. 그렇기에 교사는 학

습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적정한 근접발달영역을 설정하여 과제 난이도의 

조절과 팀원 구성에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에서 평가는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 중심 교육은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다른 상황에서도 대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을 관찰한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류재만, 2001). 이러한 평

가 방법은 교수-학습 과정의 양적 측면이 아닌 질적 측면을 학습자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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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교육적 성장의 척도로 삼는 것으로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

진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은 학습자가 자기 안에 있는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를 성장으로 간주한다. 타인과의 비교를 배제하고 학습자의 

질적 성장에 집중하는 절대 평가는 학습자가 자신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정서적 환경을 만든다. 편안한 환경에서 교사의 평가와 학습자의 

자기평가 그리고 동료평가를 통해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성찰할 수 있다(장경원, 이지은, 2009). 이러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학습

자는 자신의 성장 정도와 집단 안에서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다음 학습을 계획할 수 있다. 

2.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1) 개념

(1) 교육공간의 관계적 특성

  미술교육공간은 미술 교과의 목적달성을 지원하는 시설, 설비, 교구로 

구성된 실제적이고 촉각적인 것으로 미술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기술의 발달로 공간의 거리가 점점 

사라지고 서로 모순되는 시간 경향들이 공간적으로 병존하는 세계에 살

고 있다(이현재, 2012). 인터넷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옛 연예인의 팬

이 된다거나 다른 장소의 사람들과 화상채팅으로 영상회의를 하거나 하

는 일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우리의 일상 속 공간은 디지털로 변환되어 

더 이상 촉각적이고 실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각 매체를 중

심으로 나의 생활세계에 존재하지 않던 문화와 종교, 생활 방식 등을 접

하게 된다. 기술의 발전이 창출한 디지털 공간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세

상을 바라보게 하고, 전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운영하는 방향을 제안한

다. 인간 삶의 행태가 공간과 긴밀히 연결되어 변화한다는 점은 현시대

에 미술교육공간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

다. 미술교육공간의 재개념화에 앞서 교육공간 및 미술교육공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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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은 교육 공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최성욱(2006)은 ‘교육본위론’에 근거하여 교육공간의 재탐색을 시도

하였다. 그에게 교육공간은 생활공간과 구별되는 독특한 삶의 행태이다. 

여기에서 생활공간이란 사회공간, 문화공간, 물리적 공간 등으로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장소이다. 교육공간은 교육의 내재율을 따르는 공간으로

서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순수성을 지닌다. 즉, 교육의 내재율을 따를 때

에만 생활공간과 구별되는 순수한 의미의 교육공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교육공간은 학습자에 의해 구성되는 공간으로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인지능력 안에서 자유롭게 영역이 확장되는 ‘가지(可知)적’ 장소이다. 

교육공간은 학습자가 구성하는 것인 동시에 독자적이며 자생적인 것으로 

다른 환경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개념적 공간이다. 이러한 탈물

질화 된 교육공간개념은 교육 활동이 학교라는 물리적 장소에 한정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최성욱의 교육공간은 살아가는 과정 중

에 구성되는 동시에 교육 외적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 

장소로 보인다. 교육공간을 다른 공간들과 구별 짓는 고유성을 탐구하고 

개념화하는 시도는 교육공간 연구의 기초연구로서 큰 가치가 있다고 생

각한다. 

  박라미, 김하나(2012)는 교육공간이 학교에 국한될 수 없다는 최성욱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성욱의 교육공간이 교육의 내재율 외의 

여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 공간의 성격을 띠는 것에 비하여 

박라미, 김하나의 교육공간은 학습자의 일상생활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관

계적 공간이다. 그들에게 미술교육공간은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에 자리 

잡은 관념적 공간인 동시에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공간들과 상호작용

하는 공간으로서 학습자의 생활세계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학습

자의 인지적 영역 안에 존재하는 교육공간이 생활세계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미술표현이 사회적,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는 것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김혜숙 외, 2012).

  최성욱의 교육공간은 학습자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순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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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하게 교육만을 위해 존재하는 일종의 닫힌 세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공간개념은 학습자의 삶의 맥락 안에서 창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의 생성 자체

가 불가능하다는 모순을 가진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박라미, 이하나(2012)의 관계적 성격의 교육공간개념이다. 그들은 미술교

육공간을 학습자가 추구하는 미적 교육과정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개념적 

정의를 하고 있다. 즉, 교육공간은 관계적 장소로 개인의 이해와 경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자는 학습공간의 창조적 참여자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두 연구의 논지대로라면 실제적 교육공간은 학습자의 인지능력 

내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소이다. 그렇다면 물리적 미술교육공간은 필

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학습은 학습자의 

고등정신기능을 토대로 이루어지지만, 학습자는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리적 교육공간 그

리고 인지적 교육공간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학습자의 학습을 직조한다. 

즉, 가시(可視)적인 미술교육공간은 관계적 공간으로써 학습자의 인지능

력을 통해 발현되는 가지(可知)적 교육공간에 관여하거나 관여 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미술교육공간을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에서 펼

쳐지는 비가시적인 공간인 동시에 물리적 미술교육공간과 상호작용하는 

관계적 공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매개적 도구로서의 미술교육공간

  필자는 이 장을 통해 물리적 미술교육공간이 학습자의 의미 있는 미적 

경험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논하고 싶다. 물리적 미술교육공간은 미술교

육을 매개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알고, 교실을 학습 도구로 만들며, 훌륭한 교수법을 

쓰는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의 몰입을 이끌어 낸다.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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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 있는 미술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Simpson, 2011, 

p.179).

  심슨(Judith W. Simpson, 2011)의 위와 같은 주장은 물리적 미술교육공

간은 미술학습을 위한 도구이며, 학습자가 의미 있는 미적 경험을 하기 

위한 선제 조건임을 의미한다. 듀이는 또한, “경험을 일으키는 원천은 

개인 밖에 있는 것이다(Dewey, 1938/1957, p.53).”라는 말로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이 학습자의 경험에 주요 변인으로 작용함을 언급하였다. 그

는 학습자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경험이 형성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와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경이 생장(生長)에로 인도하는 경험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교육자의 제1책임이라고 강

조한다(Dewey, 1957).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물리적 공간의 질과 경험

의 질을 연결할 수 있다. 

  미술교육공간이 미술교육 학습을 매개한다는 개념은 미술교육공간이 

학습자의 질적 성장을 이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학습 원리는 비고

츠키의 ‘매개적 도구’개념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다. ‘매개적 도구’

개념은 교육현장에서 학습활동과 도구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서 변증법적으로 관계함을 강조한다(Leontev, 1974, 김혜숙, 2012에서 재

인용). 여기서 도구는 시각적, 언어적인 것과 분위기와 같은 비언어적인 

영역까지 포함한다. 린치(Michael E. Lynch, 1985/2019)에 의하면 수업 중 

교사, 학습자 혹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적, 시각

적, 비언어적인 도구와 인공물들을 통해 매개적 활동이 일어난다. 이러

한 현상은 거의 모든 교육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매체

와 도구를 활용한 표현활동 중심인 미술교육은 태생적으로 도구를 통한 

매개적 학습과 밀접하다. 그렇기에 비고츠키의 ‘매개적 도구’개념을 

통해 미술교육에서 미술교육공간의 교육적 기능과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

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본질적 차이가 인간에게는 보편적이지만 놀라

운 고등정신기능이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고등정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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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비고츠키는 고등정신기능

의 발달은 생물학적 진화의 토대이고 인간의 문화적 발달의 원천으로 두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어린이가 고등정신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발달이 요구되며, 문화적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도구와 기호라고 보았다. 인간은 도구를 이용해 자연을 통제

하고, 기호를 사용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인

간은 보조 도구를 이용해 외부의 자극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

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즉, 인간은 도구를 통해 ‘자유의지’

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며 비고츠키는 이를 ‘매개’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진보교육연구소, 2015).

  ‘매개’란 연결되지 않은 둘 이상의 대상에 관계를 만드는 것을 말한

다. 문화역사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와 기호 체계는 개인 안에 내면화되면

서 행동을 변화시키고, 개인 발달의 초기 형태와 나중 형태 사이의 다리

를 만든다. 개인이 고등정신기능을 발현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도구

와 기호로 대표되는 매개적 활동이 요구된다. 인간은 도구라는 매개를 

이용해 자연을 변형시킴으로서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다. 도구를 만

드는 것은 자연을 변화키고자 하는 인간 반응에 의한 활동이다. 인간은 

자신의 손을 확장하고, 전문화하는 변화를 통해 얻은 도구로 자연을 정

복하였다. 이러한 비고츠키의 도구개념은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키고 그

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인간의 노동과 도구 사용을 

바라본 엥겔스의 개념을 정교화한 것이다. 비고츠키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심리적 도구라고도 일컫는 ‘기호’로까지 개념을 확장한다

(Vygotsky & Cole, 1978/2009).

  도구와 기호는 모두 고등정신기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구를 이용하고 자연을 변형시키는 것처럼 인간은 무언가를 선택

하고, 기억하기 같은 심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기호

를 만들었다. 기호는 심리적 측면에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과 비

슷한 방식으로 사회적응을 보조하기 때문에 심리적 도구라고 부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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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호와 도구는 기본적으로 매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적

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유사성을 가지며, 따라서, 같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기호와 도구의 역할(Vygotsky, 2009, p.86)

  그러나 행동의 보조수단이라는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정복을 

위한 노동수단으로서의 도구와 사회적 소통 수단으로서 발달한 언어는 

각각의 특수한 특성에 따른 근본적 차이를 가진다. 비고츠키는 도구와 

기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지향점’이라고 하였다. 도구는 인간이 

활동을 통해 영향을 주고자 하는 대상에게 인간을 안내하는 역할이다. 

즉, 도구는 자연을 통제하고 정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적 활동 수

단이다. 따라서 도구는 사물의 변화를 주도하며 ‘외적’지향이다. 기호

는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적 활동의 수단으로 ‘내적’

지향이다. 따라서 기호는 심리적 작용 대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렇듯 같고 또 다른 기호와 도구는 심리적으로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가지는 것일까. 도구의 사용은 활동범위를 확장 시키고 이러한 활동범위 

속에서 새로운 심리기능들이 작동한다. 매개 활동으로 기호의 사용은 모

든 심리작용들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심리 활동 속에서 도구와 기호가 

결합하는 것을 ‘고등심리기능’ 또는 ‘고등행동’이라고 명칭 한다. 

즉, 자연의 통제와 내면의 통제는 심리기능 안에서 관계한다(Vygotsky & 

Cole, 1978/2009). 

  고등심리기능의 정상적인 발달에는 환경의 통제와 자기통제가 함께 필

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도구와 기호다. 도구

와 기호는 매개한다는 공통점 안에서 인간의 정신 발달을 도모하며, 둘 

매개활동
(Mediated activity)

기호(Sign) 도구(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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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태생적 차이를 통해 인간의 심리적 발달 영역을 확장 시키면서 사

회에의 적응을 돕는다. 매개적 활동을 통한 인간의 고등심리기능의 발달

은 사회화를 이끌며 이는 인간에게 ‘주체성’을 부여하여 자유롭게 한

다. 같은 맥락에서 물리적 미술교육공간 역시 도구로서 양질의 미적 경

험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자의 고등정신기능을 매개하고 학습활동의 질적 

변화를 이끌며, 이를 통해 학습자를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시킨다는 점

에서 교육적 의미를 획득한다.

  이제까지 필자는 미술교육이 두 종류의 공간을 사용함을 논하였다. 하

나는 고등정신기능을 통한 비가시적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고등정신기능

을 매개하는 도구로서의 물리적 미술교육공간이다. 이 둘은 상호관계적

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학습자의 미적 능력을 성장시켜 인간다움과 자

유로움을 획득하도록 돕는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은 미술을 매개로 학습자의 사회화를 돕는다. 학

습자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한 미적 경험으로 안목과 감각을 기르고 

시각적으로 자신과 세상을 표현함으로써 시각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

고할 수 있게된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자신을 절제하고 

주체로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력과 시각적 문해력은 모두 고등정신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의 교육적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는 미술교

육공간을 고등정신기능의 미개적 도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

육관계자들은 어떤 미술교육공간이 양질의 미적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와 

공간의 질을 유지할 방법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3) 미술공간으로서의 미술교육공간

  필자는 앞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간이 학습자와 어떠한 원리로 학습자와 상호관계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미술교육공간의 개념미술화가 어떻게 학습

자를 학교 미술교육공간 조성의 중심에 위치시킬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한

다. 



- 26 -

  우리가 교실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장면은 교탁을 마주하

여 일렬로 책상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다. 이런 교실 형태는 객관적, 합

리적으로 현상을 해석하는 이성 능력을 함양하고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

식과 보편적 가치를 습득하는 교과서 중심(양경숙, 김현아, 2011)의 모더

니즘적 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에 일반 교실은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교의 일반 교실 공간조성에 학습자의 다양성이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

지와 공간자체가 그들의 개인사를 끌어내는 것을 허용하는지는 1차적 고

려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교실은 개념과 기능이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에 대응하는 장소로서 완전하지 못하다. 

  지식에 대한 정의가 이성중심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에서 상대적이

며 다원적인 포스트모던한 개념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역시 

학습자 개개인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였다. 그러나 공간과 학습자의 상호관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학

습자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모

더니즘 교실이 가지는 지점들이 있다. 그 지점에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

한 우연함이 파고들 수 있는 틈새를 배치함으로써 교육공간은 학습자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게 되고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응하는 장소가 된

다. 여기서 틈새는 주류 담론에 개인들의 작은 이야기가 끼어드는 장소

이다. 이 틈새를 미술교육공간에 시각화하는 것으로 소서사와 소서사 그

리고 소서사와 거대서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미술교육공간을 변형하고 창조할 수 있다(임부연, 2005). 이러한 시각화

를 통해 미술교육공간은 그 공간 자체로 학습자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며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에 대응하는 학습자에서 출발

하는 미술교육공간이 된다.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는 자신들의 미술교육

공간을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이라는 개념이 반영된 일종의 개념미술

작품으로 접근하고 조성함으로써 틈새를 가시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모더니즘 교실이 가지는 한계성을 넘

어서는 포스트모던한 관계적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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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예로 요킴(Joan Yochim, 1984)의 연구사례를 들 수 있다. 요

킴은 미술학습자에게 물리적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그의 연구는 물리적 교육공간과 정신적 교육공간의 상호

관계성과 학습환경으로서의 미술교육공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공간뿐 아니라 미술에 대

해서도 다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아트 텐 큐비클 룸’(Art 

10 Cubicle Room)은 미술활동을 위한 장소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아이

들은 그곳에서 다른 학습공간과 차별된 편안함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

다. ‘아트 텐 큐비클 룸’에서는 비슷한 관심사의 또래집단이 모여 학

습하는데 저학년과 고학년이 함께 공간을 사용한다. 학습자들은 그곳의 

기물들을 자신의 편의에 맞게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저학년 학습자에

게 고학년은 학습에 도움을 주는 ‘꼬마 선생님’으로서 선생님, 학생과 

구별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학습자는 미술실에서 비슷한 관심사

의 또래들과 어울리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학습활동을 격려하였

다. 이러한 환경은 학습자에게 소속감과 그에서 비롯된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다. ‘아트 텐 큐비클 룸’에 대해 한 학습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

다. 

미술실은 교실이 아니에요. 미술실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돼요. 이런 점이 일반 교실과 달라요

(Yochim, 1984, p.58). 

  이 학습자는 ‘아트 텐 큐비클 룸’을 통해 자신과 만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미술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가치 있는 어

떤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미술교육공

간을 다른 장소와 구별된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곳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미술교육공간인 ‘아트 텐 큐비클 룸’에 대한 학습자들의 특별

한 감정은 공간 환경과 허용적 분위기에 기인하였으며, 이는 그 공간뿐 

아니라 미술교과의 특별한 가치가 되었다. ‘아트 텐 큐비클 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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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자는 자신을 탐구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미술실은 학습자의 생

활세계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개념과 공간의 가치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그곳이 교육과 함께 미술 사태가 발생하는 장소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학습자는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에 출입하는 것만으

로 미적 경험에서 기인하는 어떤 특별하고 의미 있는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이라는 개념이 공간전체를 꿰뚫기 위해서는 

우선 미술 교사가 미술교육공간을 학습자의 참여로 완성되는 하나의 개

념미술작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술교육공간이 정해진 시간에 정

해진 일정을 소화하는 것 이상의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로 바뀌면 그 장

소에서 새로운 관찰이 가능해지고 전과 다른 의미가 부여되며, 그 결과, 

장소적 문맥의 재정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혜숙, 2003). 미술의 

관점으로 교사의 정교한 계획 아래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과 개인의 

이야기가 담긴 결과물들이 공간 전면에 드러날 때에 미술교육공간이 일

반교실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교육 장소라는 것을 다른 교과 교사와 

관리자들도 인식하게 된다. 즉, 미술 작업물로서의 학습자 중심 미술교

육공간은 미술교사와 학습자를 제외한 학교 구성원들에게도 미술교육과 

공간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공간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장이 되는 것이

다. 이런 이유로 개념미술 작품으로서의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교

사와 학습자의 소통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스트모던 교실로 재정의된다. 

  동시에 우리는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이 필연적으로 공공성을 가진

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풍부한 미적 경험을 제공하되 교육현장이

라는 장소 특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간을 이미 완결된 것으

로 보지 않고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그 과정

에서 우발적,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구성원간의 상호관계가 

형성된다(김종기, 2015). 다원성과 소서사를 중요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의 주관적 상대주의는 자칫 모더니즘 교육이 오랜 시간 동안 정교화시켜

온 사회질서와 규범에 대한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해체 필요성을 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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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허무주의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임부연, 2005). 임부연(2005)은 들뢰

즈(Deleuze)의 포스트모던 생성미학을 거론하며 포스트모던 교육이 해체

주의가 아닌 생성의 심미성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서로 다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제거될수록 생성의 범위가 넓어지며 생성이란, 개인

들이 가진 다양한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고 의미를 만드는 것이

라는 들뢰즈의 목소리는 상식 수준의 사회질서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윤

리적 근거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문제를 남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발전적인 소통과 생성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미술 교사들은 적절하고 명확한 교육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

사는 미술가이자 미술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타인에게 

전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결과까지 책임져야 함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미술로서의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공공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영역 탐색

  비고츠키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고등정신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

다고 하였다(Vygotsky & Cole, 1978/2009). 국공립 학교는 교육 전문기관

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무와 가능성을 가진 장소

이다. 학교 공간에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우

선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사태에 어떤 특성을 가진 장소들이 요구되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권연경, 2012; 이영희, 2002; 

류호섭, 2012; 이성은, 2015; 최미경, 2001)를 통해 학습자 중심 미술교수

학습모형을 수집, 분석하여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을 위한 필요공간을 도

출하였다. 교수·학습모형이란  교수·학습 이론을 실제 수업에 반영하

기 위하여 과정이나 절차를 모형으로 단순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교과 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다

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전략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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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자신의 학습과정 전반을 성찰하고 계발, 발전시키는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강조하는 교육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기주도적 미술학습

에 적합한 학습모형인 프로젝트 학습모형(Project Based Learning), 협력 

학습모형(Group Investigation), 탐구 학습모형(Inquiry Based Learning)을 

대표적 학습자 중심 미술교수·학습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교육부, 

2015). 

(1) 학습자 중심 미술교수·학습 모형

① 프로젝트 학습모형(Project Based Learning)

  프로젝트 중심 학습은 학습자가 수업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

며, 탐구활동과 결과에 대한 표현활동으로 구성되는 학습방법이다. 프로

젝트 학습법은 개인, 소집단, 학급 전체 또는 전교생에 의해 수행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융합할 수 있다. 수행기간은 1~2시간의 단기간에서 비

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한다(류호섭, 2012). 프로젝트 중심 학

습의 평가는 학습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하

며, 다음 학습과 연계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학습과

정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관찰하고 학습자의 활동 

내용들을 참고하여 종합적이고 과정 중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권연경, 2002). 

 <표 2> 프로젝트 중심 학습 수업모형(류호섭, 2012, p.314)

단계 과정 학습활동

시작

1. 준비하기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로 결정
-주제를 잠정적으로 결정
-교사의 잠정적인 주제망 설정하기
-자원 목록 잠정적으로 작성하기

2. 주제 
  결정하기

-주제 확정하기
-주제 관련 경험 끌어내기
-학습자와 함께 주제망 작성하기

3. 활동 -학습할 소주제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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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학습모형은 시작, 전개, 마무리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시작 

단계에서 교사는 전반적인 수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후 학습자와 함

께 주제를 확정한 후 학습활동을 계획한다. 전개 단계에서는 다양한 방

법으로 주제를 탐구하고, 1차 표상 단계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토의하

여 더 나은 해결책을 탐색하고, 주제에 맞는 재료와 방법을 선택해 표현

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표현한 결과물을 전시 및 발표하면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성찰하고 평가한다. 즉,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스

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을 성찰하며, 자기반성을 경험함으로써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배울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동료들과 하나의 목표를 성

취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식뿐 아니라 정의적 태도 역시 중요함

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

  위의 단계별 과정을 지원하는 미술교육공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가변적인 공간.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 개인에서 전교생에 이르

   계획하기
-학습활동 팀 구성하기(조직)
-질문 목록 작성하기·학습활동 계획하기
-자원 확보하고 비치하기
-가정 통신문 보내기

전개 4. 탐구 및 
  표현하기

탐구하기 문헌조사, 현장조사, 현상 실험, 자
원인사 면접

협의하기 토의하기
표현하기 표현방식: 언어적, 수학적, 소리, 

그림, 입체, 신체

마무리
5. 마무리하기

전시 및 
발표하기

-문집(책, 신문, 잡지, 스크랩)
-그림
-구성물
-멀티미디어 자료(사진, 비디오, 자
료 등)

반성하기 개인 및 집단 반성하기
6. 평가하기 -평가 방법 : 작품분석, 일화기록, 체크리스트, 면

접, 가정조사서, 사회적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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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참여학습자 수의 수용범위가 큰 교수·학습방법이다. 또한, 개인 

프로젝트 활동과 집단 프로젝트 활동이 혼용되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에 프로젝트 학습은 과정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개인학습과 협동학습이 

가능한 가변적, 유기적 학습환경을 요구한다. 

  둘째, 다양한 체험과 제작 활동이 가능한 탐색공간. 프로젝트 학습은 

주제를 표현하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과정을 거친다. 이때, 조사

방법으로 문헌자료 활용, 현장 견학, 실험하기, 전문가와의 면담 등 다양

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그렇기에 학교 내에서는 문헌 자료와 인터넷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창의적인 표현실험을 위한 풍부한 재료 및 

활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학습자가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셋째, 전시공간. 학습자가 개인 혹은 팀별로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

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성찰, 평가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결과물은 책, 그림, 조형물, 멀티미디어 등 다양하며, 발표 장소와 작품

을 설치하는 방식은 결과물의 형식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에 

작품의 전시는 미술실 내부, 미술 전시실, 복도, 교내정원 등 학교의 여

러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실에서 발표할 경우 작품 사진을 크게 

전사할 수 있는 스크린과 프로젝터, 디지털 파일을 제작하고 재생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컬러 프린터기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

② 협력 학습모형(Group Investigation)

  Group investigation(GI)모형은 우리말로 협력 학습모형으로 연구자에 

따라 집단 탐구 모형 혹은 집단 조사 학습 등으로 불린다. 협력 학습에

는 상호작용, 탐구, 내재적 동기, 해석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있으며 이 

네 요소는 동시에 상호작용하여 관계한다. 또한, 전통적인 교수방법에 

비해 학업 성취가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학

습모형이다. 협력 학습모형은 학습의 전 과정에 학습자의 능동적인 역할

을 요구한다. 한 집단은 2-6명 정도로 구성되며 각 집단은 토의를 통해 

집단 내 개인의 역할과 작업 내용을 주체적으로 결정한다.(전성연 외, 

2007). 권연경(2002)은 GI 모형의 절차를 토대로 미술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 조사 학습모형을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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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집단 조사 학습모형(권연경, 2002, p.53)

  권연경의 미술수업을 위한 집단 조사 학습모형은 주제 제시, 학습목표 

설정, 개별활동, 소집단 활동, 결과 발표 및 전시의 과정을 거친다. 주제 

제시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곳에 모여 교사가 제시한 틀 안에서 소집

단 토론을 통해 학습문제를 설정한다. 학습목표 설정단계에서는 학습자

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학습 방법과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의 특성

에 따라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개별활동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인터넷, 서적, 현장 견학, 면담 등의 활동으로 자료

와 정보를 수집한다. 소집단 활동 단계에서는 개별활동 단계에서 모아진 

결과들을 구성, 검토, 공유하면서 토의를 통해 전체적 결과물을 만든다. 

도입 전개 정리

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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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설정, 개별활동, 소집단 활동은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사

이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시작과 끝 단계의 순차적 틀에 메이지 않고, 

순환적, 비선형적,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결과 발표 및 전시 

단계에서는 결과물을 발표하면서 그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개

별, 협동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반성한다.

  위의 단계별 과정을 지원하는 미술교육공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협동 학습공간. 이 공간에서는 여러 명의 학습자가 다양한 크기

의 집단을 형성하여 문제 설정과 학습계획, 역할분담 등을 그룹별 토론

을 통해 자유롭게 수립하고, 전체적인 결과물을 만든다. 따라서 여럿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움직임을 소화하는 공간규모가 확

보되어야 하며, 허용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가 요구된다.

  둘째, 자료와 정보수집 공간. 주제와 개인 특성을 근거로 분담된 역할

에 따라 개별활동을 하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인터넷, 서적, 현장 견학, 면담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정보와 수집방법을 판단하고 실행한다. 때에 따라 슈퍼, 서점이나 도

서관, 구청, 화방, 집 등 학교 밖의 공간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교사는 각 그룹의 주제와 학생 개인의 역할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재료를 안내하고 원조한다. 

  셋째, 전시공간. 결과물을 발표하고 감상, 질의응답 등의 활동을 원조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전시물은 평면작업, 설치작업, 영상작업 등 

다양한 형식을 포함할 것이며, 작품의 내용에 따라 설치 방식과 장소가 

달라질 것이므로, 교실 안 스크린, 교내 벽면과 야외공간, 전시실 등 학

교 전체가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③ 탐구 학습모형(Inquiry Based Learning) 

  탐구 학습모형은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고 터득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모형이다. 탐구 학습모형은 학습 내용을 깊게 이

해하는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통제력 등의 고등정



- 35 -

신기능을 기를 수 있기에 다른 문제상황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류호섭, 

2012). 탐구 학습은 듀이의 반성적 사고과정에서 출발하였다. 반성적 사

고란 완결된 ‘하나의 경험’으로 가게 하는 중간 과정이다. ‘하나의 

경험’이란 1차적 경험(어떤 곤란한 상황과 맞닥뜨림)에서 2차적 경험인 

반성적 사고를 거쳐 다시 1차적 경험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완

결된 경험을 말한다(Dewey, 1938/1957). 듀이는 “반성적 사고는 사고 이

전과 사고 이후에 놓여 있는 질성적 경험의 일부분(Dewey, 1938/1957, 

p.106)”이라고 하였으며, 반성적 사고가 작용하는 중간단계는 “불확실

성이 내재하고 있는 반성 이전의 상황을 그 상황 속에 있던 구성요소들

이 잘 결합된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의도적인 과정(Dewey, 1938/1957, 

p.105)”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듀이는 또한 우리가 앎이나 삶을 이해하

는 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이성보다 감성에 의해 거의 직관적으로 포착하

는 것으로 보았다. 어떤 경험의 시작단계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감(感)

은 그 어렴풋함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 부딪힌

다. 그리고 이때 경험은 반성적 탐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앎의 방식에서 드러나는 질적 특성과 총체성이라는 경험의 

존재론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하였다

(Dewey, 1934/2003).

  게히건(George Geahigan)은 듀이의 탐구이론과 미술비평을 연결시켜 

미술교육에 적용한 실천적 방법을 고안하였다(이영희, 2002). 이영희

(2002)는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학습, 레지오 에밀리아 학습, 문제중심학

습, 프로젝트 학습법의 특성과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미술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탐구 학습모형을 개발하였다. 

< 표 3> 미술교육을 위한 탐구 학습모형(이영희, 2002, p.42)

단원 탐구
학습 계획

● 주제설정
● 학습방법

·단원의 필요성 확인
·전체 학습차시 확인
·학습 방법 확인
·결과물 제출 방법 확인

문 제 파 악 ● 개인적 반응 활동 ·교사-아동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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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탐구 학습모형에서 탐구학습계획은 주제와 학습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생활, 경험과 학습을 연결시키고 탐구 학습과정

에 대해 학습자들과 나눈다. 문제 파악 및 인식 단계는 탐구의 시작 단

계로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

설을 세우고 탐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고 활동이 일어난다. 문제추

구단계에서는 앞서 학습자들이 설정한 탐구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게 된

및 인식 ● 협상화 지도

·소집단 대화
·학급 전체 대화
·관련되는 참고 작품 찾기
-비교 작품 제시
-미완성 작품 제시
-잘못된 작품 제시
-새로운 작품 제시
-충격적인 작품 제시
·탐구 계획 수립

문제추구

● 개념과 기술 지도 ·교사가 준비한 관련 유인물 
읽기
·장기 프로젝트 학습
·인터넷 활용
·미술관 관람
·읽기 등

통합지도

● 연구 조사 활동

문제해결

● 작품의 특징을 미학
적 용어로 소개하기

● 습득한 개념을 학습
한 작품에 적용

● 다양한 수작업
● 습득한 지식 나누기
● 판단하기
● 결과 일반화하기

·다양한 표현, 감상 활동(학
습 문제에 대한 재적용)
-작품 제작
-작품전시회
-연극하기
-글쓰기
-만화그리기
-노래부르기
-신체표현 활동

통합지도

문제응용 ● 다른 작품에 적용 및 
응용하기

표현활동
감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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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탐구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학생 주도의 탐구활동과 함께 교사의 세심한 준비와 구체적인 안내활동

이 포함된다. 문제 해결 단계는 학습자들이 탐구활동 결과를 성찰하면서 

문제 해결 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문제 응용 단

계에서는 앞서 얻은 결론의 타당성과 일반화의 획득 여부를 알아보고 일

상의 실제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유사한 문제 상황을 해결 가능한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결론에 새로운 수정사항이 발견된다면 계속

해서 탐구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이영희, 2002). 

  위의 단계별 과정을 지원하는 미술교육공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상호작용공간. 탐구 학습은 학습자가 문제상황에 직면하는 것에

서부터 시작한다. 학습자는 때로 문제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나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 교사 혹은 다른 학습자와의 대화, 협상, 토의

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다(이영희, 2002). 이곳에서 학습

자와 교사는 학습자의 생활, 경험과 관련된 대화를 통해 대주제를 선정

한다. 따라서 문제상황에 학습자가 일제히 노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이후 

대주제에 따른 브레인스토밍과 모둠설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크

기의 집단이 유기적으로 모여 토의하고, 교사가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관

찰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능동적 대화학습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분위기의 형성이 중

요하다. 

  둘째, 정보수집 및 표현방법 탐색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

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교사가 제공하는 관련 유인물 읽기, 인

터넷 활용, 문헌자료의 탐색, 미술관 방문, 질문하기 등이 있다. 탐구 활

동에서 중요한 것은 탐구 활동 공간 선정과 활동 전반이 본인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와 표현방법 탐색공간은 학교 밖 

학습자의 생활공간을 포함하며, 생활공간 안에서 학습자의 미적 경험과 

인지적 탐구 및 표현활동이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탐구문제 해결공간. 학습자는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과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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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현재료의 탐구결과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세운

다. 탐구 문제 해결공간에서는 실제 표현활동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생각을 수정 혹은 재설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주제에 맞춰 개인의 

스타일과 맥락에 따라 개성적인 표현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다양한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물감 뿌리기, 촬영

하기, 글쓰기, 크게 그리기, 조형물 만들기, 발표하기 등 다양하고 통합

적인 활동에 대응하는 재료와 시설, 설비가 갖추어진 공간이다.

  넷째, 최종검증공간. 모든 탐구활동이 일단락되어 얻어진 나름의 문제 

해결의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장소이다. 실생활에서 출발

한 문제를 자신의 문화와 역사라는 고유의 틀로 해석하여 풀어낸 결과물

이 얼마나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성격을 띠는지가 검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사고 및 수집자료의 오

류, 표현활동에서 보완할 점 등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다. 

(2)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영역

  아래의 <그림 4>는 프로젝트 학습모형, 협력 학습모형, 탐구 학습모형

을 지원하는 미술교육공간의 내용을 토대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을 위

한 소요공간을 도출한 것이다.

  프로젝트 학습모형, 협동 학습모형, 탐구학습모형의 내용에 따라 공간

을 범주화하여 특성을 정리하고, 공간 내용 및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영역을 도출하였다. 총 네 가지의 공간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것은 다시 4개의 공간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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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영역

공간특성

가변적
공간

협동 
학습공간

탐구 문제
표현 공간

교육과정 
단계별 요구에 
맞는 환경으로 
공간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가변성

1. 표현학습
공간

다양한 체험과 
제작 활동이 
가능한 공간

자료와 
정보수집 공간

정보와 
표현방법 
탐색공간

정보와 
표현방법 

탐색공간으로
학습자의 
생활공간 

전반을 포함

2. 자료 및 
정보 탐색공간

(표현재료 
준비공간, 
생활공간)

상호작용 공간

학습과정 중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가 
대화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함

3. 수업 
구성원의 

상호작용 공간
: 분위기

4. 전시공간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전시· 
발표하고 

감상, 질의, 
응답 등의 

활동을 원조할 
수 있음

전시공간 최종검증공간전시공간

프로젝트 
학습모형

협동
학습모형

탐구 
학습모형

<그림 4>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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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특성으로 첫째, 교육과정 단계별 요구에 

맞는 환경으로 공간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가변성이다. 이는 프로젝트 

학습모형의 가변적 공간, 협동 학습모형의 협동학습공간, 탐구 학습모형

의 탐구 문제 표현공간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특성으로 이를 학습자 중

심 미술교육 공간영역에 반영한 것이 표현학습공간이다.

  둘째, 정보수집과 표현방법 탐색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 공간과 

학습자의 학교 밖 생활공간 전반을 포함한다. 이는 프로젝트 학습모형의 

다양한 체험과 제작 활동이 가능한 공간, 협동 학습모형의 자료와 정보

수집 공간, 탐구 학습모형의 정보와 표현방법 탐색공간에서 공통으로 발

견되는 특성으로 이를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영역에 반영한 것이 자

료 및 정보 탐색공간이다. 자료 및 정보 탐색공간은 하위 영역으로 표현

재료 준비공간과 생활공간을 포함한다. 

  셋째, 학습과정 중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가 대화를 중심으

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한다. 학습자 간 혹은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작

용은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사태 전반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탐

구 학습모형에서는 특히 언어를 통한 브레인스토밍과 중간 검토 등이 학

습과정 단계 중에 따로 포함되고 있었다. 이를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

간영역에 반영한 것이 수업 구성원의 상호작용 공간이다. 

  넷째,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전시·발표하고 감상, 질의, 응답 등의 

활동을 원조한다. 이는 프로젝트 학습모형의 전시공간, 협동 학습모형의 

전시공간, 탐구 학습모형의 최종검증공간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특성으

로 이를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영역에 반영한 것이 전시공간이다. 

  이를 바탕으로 총 4개의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영역이 도출되었

다. 각 공간영역과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학습공간. 

표현학습공간은 다양한 표현활동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을 원조하

기 위한 장소로 여러 장르와 표현 기법을 수용한다. 이곳은 개인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둘러앉아 대

화와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교사의 말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표현학습공간은 다양한 규모의 집단을 수용하고, 학습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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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팀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이 유기적

으로 공존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표현 학습공간은 넓고 

높은 것이 좋다. 수업과정에 맞춰 책상을 여러 형태로 바꾸거나 바닥에

서 종이를 깔고 작업하기 위한 넓은 바닥 면적과, 종이나 그림을 붙여놓

을 너른 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천장은 학습자로 하여금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느끼도록 돕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높은 천장은 생각의 폭을 

넓혀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Fiedman, 2015). 표

현학습공간은 표현 기법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 설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빛이 차단된 감광실, 흙을 다루는 조소 및 도예실, 환기 시설

이 설비된 특수 목적 공간 등이다. 

  둘째, 자료 및 정보탐색공간. 학습자가 자신에게서 질문을 출발시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와 표현 방법을 찾을 수 있

도록 원조하는 공간으로 본격적인 표상 활동을 위한 준비를 돕는다. 자

기주도학습은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 사유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학습공

간으로 흡수한다. 학습자의 고등정신기능 안에서 그리고 실제 표현활동

을 통해 학습자의 생활공간은 자기주도적 학습공간이 된다. 이에 자료 

및 정보 탐색공간은 크게 학교를 포함한 학습자의 생활공간과 표현재료

준비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학습자의 생활공간이란 학교 공간과 학교 밖 공간으로 다시 나뉜다. 

학교 공간은 학교시설을 말한다. 급식실, 교실, 운동장, 건물 사이, 복도, 

화장실, 도서관 등 학교 공간은 그 자체로 학습자의 일상공간으로서 표

상 활동의 소재와 재료를 제공한다. 

  학교 밖 생활공간은 집, 학원, 식당, 편의점, 경찰서, 놀이터, 미술관 

등으로 학습자가 미적 경험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학교 외부에서 맞닥

뜨리는 일상적 장소를 말한다. 학습자는 일상생활 안에서 아이디어를 덛 

고, 그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상할 재료 및 방법의 탐색 역시 가정과 지

역 사회 안에서 이어진다. 학습자는 길을 걸으며 전단지, 간판, 버려진 

병뚜껑, 가족사진 등 학교생활에 관련되지 않는 소재들과 마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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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재료 준비공간은 미술표현재료만을 위한 장소로 학교에서는 주로 

미술준비실로 구분되어 있다. 이곳은 미술표현 재료의 보관을 위한 전문

적인 시설·설비가 되어 있고, 여러 미술 종목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들

이 준비되어 있다. 학습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야 하며, 사용방법과 특성에 대해서는 교사가 안내하도록 한다.

  셋째, 수업 구성원의 상호작용 공간. 표상 활동 외에 토의, 상담, 질의, 

응답, 중간발표 등 언어를 통한 생각의 교류와 사고의 확장을 원조하는 

장소이다. 시각기호보다 언어를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에 집중한다는 점

에서 표현학습 공간 및 전시공간과 구별된다. 학습문제를 인식하고, 그

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동료 학습자 혹은 교사와의 상호작용

은 학습자가 생각을 체계화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간과하는 점

을 수면 위로 떠올린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에서 학습자는 학습 목표와 방향 설정,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 같은 교육과정 전반에 참여한다. 그렇기에 자칫 학습자

를 방임하는 방임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안내가 필요하다. 교사는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 및 관

심사를 파악하고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자

이자 동료 탐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수업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이 활

발하기 위해 교사는 적절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질서를 유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질서, 허용, 안정감이 있는 학습 분위기 안에서 학

습자는 안심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공

간의 색감은 따듯하고, 교사와 학습자의 활동 공간이 구분되지 않는 것

이 좋다. 또한, 교사는 모든 학생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계속해서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므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동통

로 역시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전시공간. 전시공간은 학습자가 자신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장소

이다. 학습자들은 작품을 감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 중에 사회

와 교류하고, 자신을 성찰, 반성할 수 있다. 작품의 메시지, 표현방식, 사

용한 매체, 크기 등에 따라 디스플레이 방식과 설치 장소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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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는 야외공간과 실내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복도, 나무 위, 교실, 

운동장, 학교 벽 등 다양한 공간이 활용된다. 즉, 학교 전체가 전시공간

으로 쓰일 수 있고, 사이버 갤러리나 공공전시장을 통해 학교 밖 사회와

도 교류할 수 있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영역은 학교 내 미술실을 중심으로 학교공간 

전반과 학습자의 일상생활 공간인 지역사회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한 

명의 청소년이 양질의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와 집 

그리고 지역 단위의 협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여기까지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에 필요한 공간영역을 도출하였다. 

이제 공간 실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미술교육공간 

운영의 현위치를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공립 학교 운영방식 및 

미술실 계획과 미술교사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의 운영방식은 종합교실형, 일반교실·특별교실형, 교과교실형, 플

래툰형, 달톤형, 개방학교등이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들은 교

과교실제로 운영 및 이행되고 있으며, 수업은 주로 미술교과교실인 미술

실에서 진행된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일반교실·

특별교실형이다. 이 연구의 사례학교들도 모두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었다.

  일반교실·특별교실형(Usual with variation type)이란 각 학급에 하나

씩 일반교실을 배당하고 추가로 특별교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장점은 전용의 학급교실이 주어지기 때문에 홈룸활동 및 

학생의 소지품을 두기에 안정적이다. 단점은 특별 교실이 많을수록 일반 

교실의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의 수준을 높일수록 비

경제적이다. 우리나라 학교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형

이다.

  중학교 이상에서 미술교과교실을 계획할 때에는 다양한 기법의 그리기

와 입체 조형 만들기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재료와 가구, 시설

설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미술실에 인접하여 각종 도구와 재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준비실이 필요하다. 또한, 시각을 주로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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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특성상 채광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내가 균일한 밝기로 되도록 

고른 조도를 얻을 수 있는지에 주의해야 한다. 책상과 작업대는 다양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하기 쉬운 가구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바닥에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바닥에 재료들이 떨어지는 등 일반교과와 

다른 특별성을 고려한 바닥 자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권영민 외, 

2005). 

  국공립 일반계고등학교의 미술교사는 미술 교과 전문가로서 학교에서 

미술과목을 가르친다. 일반계 중등학교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등 

임용시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응시해 합격하여야 한

다. 임용고시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과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이 요구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중

등교원자격증 취득에는 인문계열 사범대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여 졸업

하는 방법, 교직과정이 설치된 미술교육학과에서 교직이수 후 졸업하는 

방법,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4년제 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후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

음으로써 학부 전공과 관련있는 교과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

득하는 방법이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5)).         

  학교측은 미술 수업 시수가 미술교사 한 명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로 늘어나는 경우 규정에 맞춰 정교사를 증원하거나 외부 강사를 모집하

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술 교사 수보다 미술실의 수가 부족한 경우 미

술실을 새로 마련하거나 특수교실인 미술실이 아닌 일반 교실에서 수업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5) https://www.krivet.re.kr/ku/index.jsp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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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술교육공간 사례분석 

  이 장에서는 3개 고등학교(서울특별시 고등학교 1개교, 세종특별자치

시 고등학교 2개교)의 미술교육공간과 3인의 고등학교 현직 미술교사와

의 면담을 소개한다. 

  공교육의 가치는 모든 학습자가 양질의 환경에서 양질의 수업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 있다. 미술과의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학습공간의 정상화가 수반 되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현실적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선 미술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미술교육 공간 구성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사례

  필자는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구성의 핵심은 공간을 구성하는 물

질이 아닌 공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관계자 간 상호작용이라는 

가설하에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은 인간 행위의 

결과이며, 인간 행위의 원인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

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의 의지와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소설 속 이야기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 인물들은 각자의 

욕망과 사정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들은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며 이야

기를 끌어간다. 필자는 공간을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로 비유하고 싶다. 

공간은 자신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선택과 상호작용을 오롯이, 그러나 은

유적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교실의 크기, 겹쳐 칠해진 페인트, 습

도, 의자의 개수, 벽에 남은 못 자국에 이르기까지 그 공간을 채우고 있

는 모든 것들은 역사를 담고 있다. 그 공간의 형태와 용도, 분위기를 결

정지은 사람들의 관계와 선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외우면 누구나 같은 수준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와 같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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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이를 위해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사례

와 미술교육 공간의 재구성을 주도한 교사들을 모집했다. 사례 수집과정

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사례의 추천을 받는 세평, 연구참

여자가 뒤 사례를 지목하는 눈덩이 표지법, 사례들 사이에 특성이나 기

간의 동일함을 비교기준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틀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교사

는 학습자 중심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미술실은 미술 교사의 

교육관이 어떤 식으로든 녹아들어 있는 공간이다. 고등학교의 대표적인 

미술교육공간인 미술실의 구성은 미술교사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는 자신의 교육관을 반영한 미술교

육공간을 조성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구성

원리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미술교육공간을 조성하게 된 계기, 과

정, 결과와 그 이후 현재까지의 경위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가능한 사례선정의 지역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한, 고교학점제연구시범학교, 미술중점고등학교를 사례에 포함하여 일반

계 국공립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자 했다. 그리고, 사

례들의 미술교육공간 구성 및 재구성 기간을 2016년에서 2020년으로 제

한하여 시기적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사례의 삼각검증을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Creswell, 2009/2017).

  사례로 선정하고 현장답사를 진행한 학교는 G고, R고로 두 곳이다. 연

구참여자인 B교사가 재직했던 U고등학교는 학교의 내부 사정으로 현장 

답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B교사의 구두 설명과 경험담, 학교 홈페이지

에 기재된 평면도 등의 보조자료에 의존하여 U고등학교의 미술교육공간

의 모습을 파악하였다. 학교명은 연구참여자 보호 차원에서 익명처리하

였으며, 이니셜은 학교의 영문명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정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A교사, B교사, C교사, D교사, E교사이

며, 사례로 선정된 참여자는 A교사, B교사, C교사 3명이다. D교사와 E교

사는 학습자 중심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교육공간을 조성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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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지만 초등학교 교사이기에 사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

종 선정 단계에서 제외하였다. 면담은 2020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

어졌으며, 3시간에서 3시간 30분 가량 진행되었다. 모두 1:1 면담으로 각 

1회씩 진행하였다. 연구윤리위원회(IRB)의 규정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이

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신상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연

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1) G고등학교 A교사

G고등학교

  G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공립고등학교로 29학급 규모이다. 

1983년에 개교하였으며, 연구사례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이다. 

<표 4> G고등학교 개요6)

  G고등학교의 수업 교원수는 59명이며, 수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31

명으로 서울특별시 평균인 12.2명과 비교하면 0.9명이 많은 평균 수준이

다. 

  서울특별시의 평균 일반교실수는 30.3개 실이며, 특별교실수는 12.9개 

실이다. G고등학교의 일반교실수는 36개 실이고, 특별교실수는 8개 실이

다. 따라서, G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평균대비 일반교실의 수가 많은 편

이고 특별교실수는 적은 편이다. 현재 G고등학교에는 2개의 미술실이 있

6) 학교알리미. 학교명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에 주소는 표기하지 않겠다. 2020.09.10

소재지 개교일 학급수 학생수
서울특별시 1983년 12월 

26일 29학급 774명(남 320명, 
여 454명)

교지면적 공간조성기간 수업 교원 1인당 
학생수 수업 교원수

20,098㎡ 2016년-2020년 13.1명 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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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래 <표 5>는 G고등학교의 교사(校舍)현황이다.

<표 5> G고등학교의 교사(校舍)현황7)

  G고등학교는 2017년 새로운 교장 선생님의 부임 이후로 다양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연구학교의 선도학교가 되었다. A교사의 말에 

따르면 2019년에는 서울 동급 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명문대학 입학률을 보여줬다. G고등학교는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 

시범학교로써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G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미술교과수업의 개수 증가로 

2019년에 미술실을 추가로 증설하였다. 이에 과거 1개 실(미술실1)뿐이었

던 미술실이 현재 2개 실(미술실1, 미술실2)로 늘어났다. 미술실1은 과거 

무용실이었던 공간을 재구성한 것이고, 미술실 2는 이전에 생활지도부 

교무실이었던 곳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만들었다. 현재 G고등학교의 미술

교사는 A교사를 포함하여 두 명이다. G고등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미

술교육공간으로는 미술실1, 미술실2, 미술준비실, 전시실이다. 미술실 1

은 1.7개 실 미술실 2는 0.7개 실, 미술준비실은 0.3개 실 규모이다. 전시

실은 학교 본관의 1층 로비와 복도에 조성되어 있다.

A교사

  A교사는 예중, 예고, 미대를 거쳐 동대학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

7)  학교알리미. 학교명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에 주소는 표기하지 않겠다. 2020.09.10

교수학습공간 학습지원공간
일반
교실

교과
교실

특별
교실

수준별
교실

기
타 시청각실 컴퓨터실 멀티

미디어실
기
타

35 4 8 0 14 1 3 1 1
교원
지원
공간

관리
행정
공간

체육
집회
공간

보건위생공간
학생
식당

기숙사
실수

기
타
공
간

보
건
실

학생
탈의
실

학생
샤워
실

남자
화장
실

여자
화장
실

공용
화장
실

5 20 1 1 3 0 13 12 0 2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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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면서 교직자격증을 획득한 후 임용고시를 거쳐 2016년에 G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임용되었다.

  A교사는 필자의 고등학교 친구로 평소 교류를 통해 그의 교육관에 대

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A교사에게 연락하여 만날 

것을 요청했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 A교사의 학습자 중심적 교육관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정식으로 A교사에게 연구참여자가 되

어 줄 것을 요청했고, A교사의 수락 후 학교 현장 답사와 인터뷰를 진행

할 수 있었다. 인터뷰는 2020년 07월 31일 강남구청역의 한 카페에서 3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A교사가 G고등학교에 부임한 당시에는 미술실1만 있었다. A교사는 

2016년에 부임한 시점부터 2020년 1월까지 전시실과 미술준비실, 미술실

2를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G고등학교 A교사 사례

에서는 미술전시실, 미술실2와 미술준비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A교사가 

겪은 경험을 다룬다.

(1) 전시실

  아래의 사진들은 현재 G고등학교 본관 1층 로비와 복도에 설치된 전

시실의 모습이다. 전시실은 본관 1층 로비와 입구를 기준으로 로비 전체 

그리고 왼쪽 복도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 주로 미술동아리 학생들의 작

품을 교사가 선정하여 전시한다. <그림 9> 전시실 로비 1의 작품들과 

<그림 7> 전시실 복도 3의 오른쪽 작품들은 일반 학생들이 수업 중에 제

작한 것들이다. 

  <그림9>의 전시공간은 학교 본관 로비에 전시 기능이 추가로 도입된 

것이다. 학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본관 로비와 복도로 이어져 조성

된 미술 전시실에 걸린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생 작품들은 방문객으로 

하여금 G고가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높

은 수준의 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로비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안정상에 문제가 없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라면 입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 보였다. 전시실 전체에 

설치된 레일과 조명처리는 물론 작품 설치 방식도 전문적이었다.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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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용과 표현방법이 돋보일 수 있도록 설치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었

는데, 이로 인해 작품의 개성이 돋보였고 전시의 내용과 공간이 한결 풍

성하게 느껴졌다. 전체 전시물들은 주제별로 구획되어 있어서 잘 정돈된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에는 창작자의 개성과 이야

기가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즐겁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림 5> 전시실 복도 1 <그림 6> 전시실 복도 2

<그림 7> 전시실 복도 3 <그림 8> 전시실 복도 4

<그림 9> 전시실 로비 1 <그림 10> 전시실 로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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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실, 미술준비실

  미술실1은 일반교실의 1.7배 정도의 크기로 상당히 넓었다. 미술실2는 

0.7실 정도의 크기이고 준비실은 0.3실 규모로 세 공간을 합하면 일반교

실 2.7개 실 정도의 크기가 된다. 미술준비실을 중앙에 두고 양쪽에 미

술실1과 미술실2가 배치된 구조로 조성되었다.

  미술실은 학교 건물 3층의 안쪽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복

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지 않아서 외부에서는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위치적, 시설적 이유로 미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소 폐쇄적인 인상을 받았고 동시에 아지트 같은 아

늑함도 느껴졌다.

  

  그러나 미술실1의 내부는 탁 트인 공간과 교실 외벽 두 면을 둘러싼 

창문으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 교실 면적이 넓어서 큰 책상이 여러 

개 놓여 있었음에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여유 공간이 있었다. 

공간소비가 큰 입체작업도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

다. 그러나 창문이 아닌 두 벽면에는 거울이 발라져 있어서 그림이나 종

이를 붙이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 벽이 부족해 보였다. 넓고 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실 바닥과 벽 중하부의 초록색 도색이 다소 침울

한 인상을 주었다. 

  내부에는 3인용 책상 12개와 재료 진열용으로 사용 가능한 다용도 작

업대, 교사 책상 겸 작업용 컴퓨터와 프린터기, 개수대, 큰 화이트보드 

세 개와 화이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창에는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교과과정에 따라 필요한 빛의 양과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 보였

<그림 11> 미술실1_1 <그림 12> 미술실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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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무로 만들어진 무거운 책상들은 안정감이 있었고 유리 상판이 깔

려 있어서 작업과 관리에 용이해 보였다. 다만 바퀴가 달려 있지 않아서 

책상을 편의에 따라 이동시키기는 어려워 보였다. 교실의 여유 공간에 

늘어놓은 큰 책상 세 개와 수납장은 한 학급이 사용할 만큼의 미술 재료

들을 비치할 수 있어 보였고 학생들이 편하게 재료를 고르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교사 책상에는 교사의 문서 파일, 메모와 함께 학생들

의 그림 조각이나 작업 흔적이 혼재해 있어서 학생들의 작업공간의 연장

선처럼 보였다. 교사와 학생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계관계

는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다. 3구짜리 개수대가 내부에 있어서 쾌적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화이트보드는 전면부에 

2개 후면에 1개가 배치되어 있어서 교실 공간을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다

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화이트보드들은 교사가 판서를 하는 것은 물론 

그림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기 때문에 창이 많아 벽이 부족한 교

실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화이트 스크

린 역시 학생들의 작품을 투사해서 발표나 토론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

기에 학생들이 과정 중 작품을 서로 비교,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개수대가 있는 벽에는 학생 사물함을 비치해 공동작업실인 미술실 안에

서 학생 개인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미술실2는 규모가 작았으나 시설들이 깨끗하고 벽과 바닥이 밝은 색이

라 공간 전체가 환하고 안정감이 있었다. 교실 중앙에는 3인용 책상 9개

가 교사나 학생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었다. 다만 

<그림 13> 미술실2_1 <그림 14> 미술실2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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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개 실 규모다 보니 책상만으로 대부분의 교실 공간이 다 찼다. 한쪽 

구석에 있는 노출 선반은 작업물을 보관하거나 수업에 필요한 재료들을 

정리해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교실의 전면에는 흰 화이트보드

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교사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할 수 있었고, 미술실1과 마찬가지로 교사 책상 겸 작업용 컴

퓨터와 프린터가 비치되어 있다. 내부에 수도시설도 설치되어 있어서 불

필요한 동선을 줄일 수 있어서 작업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러나 개인당 사용할 수 있는 책상 면적은 8절 크기이고 별다른 여유 공

간이 없다보니 큰 그림을 그리거나 입체작업을 하기에는 불편해 보였다.

  

  미술실1과 미술실2 사이에 위치한 준비실에는 미술재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지류를 보관할 수 있는 지함, 학생들의 작품을 넣어둘 수 

있는 보관장과 이젤 등의 비품이 비치되어 있다. 수납장은 전부 문 없는 

선반 형태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지함은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종이들을 종류별로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

다. 또한, 학생들의 작품 보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작 과정 중인 작

품과 완성한 작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콩테, 아크릴 같은 아카

데믹한 미술 재료에서부터 태블릿 PC와 3D프린터기 같은 디지털 장비까

지 상당히 다양한 재료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한눈에 필요한 재료를 찾

을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지류함에는 다양한 종류의 종이가 

종류별로 보관되어 있어서 재료가 상당히 풍성하고, 재료별 특성을 잘 

<그림 15> 미술준비실 1 <그림 16> 미술준비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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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전시실과 미술실, 미술준비실 외에 도서관 내의 유휴공간과 복도, 중

앙정원의 일부도 미술과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도서관 내 창고는 상당히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빛이 잘 들어오는 작은 방이었는데, 더 이상 진열

하지 않는 책과 학생 작품들을 보관하는 보관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3층 

복도의 빈 벽면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전시장

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전시실에 비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은 

있었지만 나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다른 몇 곳에도 

학생들이 계획한 작은 전시장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오래된 학교임에도 

삭막하지 않고 다채롭게 느껴졌다.

(3) 교육방향성

  필자는 위와 같은 미술교육공간을 조성한 A교사의 교육관과 개인적 

경험에 관련된 질문을 통해 그의 교육적 가치관과 배경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A교사: (중략) 첫 번째로는 저 때문에 미술이나 학교를 혐오하게 되

는 일이 없게끔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 순위입니다. (중략)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은 아, 이 미술 수업은 그래도 재밌

었다. 할만했다. 이 정도의 긍정적 경험을 줄 수 있다면은 

좋을 거 같고, 더 많이 욕심을 내자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미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취향을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 준비

를)합니다.

  A교사가 미술 수업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미술 수업이 미술을 혐오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 둘째, 

학생들이 미술 수업 중에 긍정적인 경험을 얻어가도록 한다. 셋째, 학생

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미술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

록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다양한 진로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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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술교과는 비전공 학생들의 문예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미술의 기능적인 부분보다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미술이나 학교를 혐오하는 일이 없게끔”이라는 A교사의 최우선 사항

은 개인적인 경험도 포함된 것이었다.

  A교사는 학창시절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수

학 수업 시간에 잦은 실패경험을 하였고 자존감이 떨어짐을 느꼈으며, 

결과적으로 수학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A교사가 여전히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학창 시절의 좌절에서 비롯되고 있었으며, 지금도 

자신은 수학을 못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짓고 있었다. 이처럼 정도의 차

이는 있겠지만 특정 교과에 대한 반감 혹은 좌절감 나아가 자존감의 하

락은 성인이 된 후에도 개인의 가능성을 한계짓는다. 즉, A교사는 학창

시절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 수업이 되려 미술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교사: (중략) 나 못한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상처받

는 기억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대체로 학

생들이 다른 교과에서 항상 상대평가로 줄을 세워지다 보니

까 상처를 이미 많이 받고 학교생활을 하니까 적어도 이 과

목에서는 자기표현을 많이 독려받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을 많이 세워주는 방향으로요.

  A교사는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점수에 따라‘줄 세우기’되는 경

험이 학습자의‘자존감의 손상’을 불러오며 자아 정체감 형성에도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A교사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자신의‘상처받은 기억’을 사용하였다. A교사는 자

신이 학창시절 경험과 마음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입함으로써 그들의 

상황과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갈래를 잡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미술을 싫어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A교사가 고안한 전략은‘상처받

은 기억’을 만들지 않는 수업을 하면서 학습자의‘자기표현의 독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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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었다. 그리고‘자존감 향상’을 미술교

육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A교사의 믿음은 미대입시학원 강사 시절의 

학생관찰에 근거하고 있었다.

A교사: 물론 경쟁하는 상황이긴 한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노력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과정들을 스스로 

계속 확인하잖아요. 그런 변화 같은 것을 눈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학생들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능감이니까요. (중략) 그리고 학생

들이 대체로 칭찬받는 경험을 생각보다 못해서 그런 단계 

단계마다 하나씩, 하나씩 “잘했다”라고 할 때 애들이 눈에 

띄게 작품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시각 중심의 표현활동이라는 미술의 특성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술적 성장을 눈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미술은 학습자가‘노

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과이다. 그만

큼‘유능감’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A교사는 학생끼리 비교하여 수준의 고저를 논하거나 칭찬의 소

재로 삼지 않았다. 각각의 학생들이 각자의 수준에서 노력하여 다음 단

계로 발전할 때 그것을 알아보고 칭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자존감’

과‘유능감’의 향상을 독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A교사의 태도는 학생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성장에 몰입하고, 그 안에

서 배움의 기쁨과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각 학생에게 알

맞은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학생의 수준을 세심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창시절 미술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학생들이 자라 성인이 되고 사

회에 나간 이후에도 자신이 사용할 생활 속 물건들을 선택하고 나아가 

직접 만드는 등의 취향 형성에 도움이 된다. 생활 속 미술을 주체적으로 

향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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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성인이 되어서도 관심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A교사: 어떤 자기　수양, 자기 행복을 위해서?　보통 산업에서 만들

어지는 취향이 대중에게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고 자기 스스

로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형과 색채와 어떤 구성 같은 걸 

찾아내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미술교육을 통해) 본인이 얻게 되지 않을까요? (중략)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걸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A교사는 미술교육의 가치를‘자기의 행복’같은 학습자의 웰빙

(well-being)에 두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자기 수양’을 통한‘자기 

행복’과 같은 질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 소비자로 머물지 않

고 주체적인 문화의 향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였다. 여기에는 일

상생활 속에서 범람하는 시각 이미지의 뒤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그

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가지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각적 문해력

(Visual Literacy)의 훈련이 필요한 현시대상황이 반영되고 있다.

  A교사는 위와 같은 자신의 교육적 방향성을 교육현장에 대입하기 위

해서 각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 성취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한다고 하였다. 즉, A교사는 미술의 단계적 표현능력의 신장

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시각문화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연구자: 수업을 계획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 쓰시나요?

A교사: 애들이 몰두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드는 걸 제일 신경 씁니다. 

(중략)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재현할 수 있는 과제에 몰두하

는 경향이 강하구요. 그다음에 이제 쪼끔 재현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좋아하고, 이것

저것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프로젝트를 받

는 거에 몰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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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교사의 수업 설계는 크게 학년별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

의 수준과 요구에 기인하고 있었다.

A교사: 생각보다 학생들은 그런 것(창의 수업)보다도 똑같이 그리는, 

소위 말하는 재현적 그림을 그리는 것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습니다. 학생들이 미술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가 잘못 그

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 배우는 학

생들한테는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줍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술교육과정이 창의성을 기르는데 집중하는 만큼, 미

술교사들 역시 소위 전통적 교육이라고 하는 재현적 그림을 가르치는 것

은 꺼리는 분위기이다. 반면 A교사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재현적 그

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사실적으로 그리는 능력이 부

족할 경우 학생들은 좌절감을 느끼며 미술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

도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 상황은 기술적인 부분의 교육

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그렇기에 A교사는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그림

의 기초를 알려주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표현방법과 내용의 자유도가 확

장되는 단계적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었다.

  A교사의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A교사가 학창시절 겪었던 개인적 좌

절의 경험과 학원과 동아리 프로그램 활동에서 만난 학습자 관찰 그리고 

훈련된 미술과 교사로서의 전문지식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엇

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앞서, 눈앞에 있는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들이 미술을 배우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우선

적인 관심을 두는 태도가 A교사의 교육방식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

  평가의 경우, A교사는 각학생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부과하고 있었는

데 완성만 하면 일정 점수 이상을 주는 방식이었다. 대신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아이들 간에 질적 차이를 둔다고 그는 설명하였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개인의 질적 성장에 가치를 둠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주변

의 수준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표현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사

실, 이는 미술 교과 평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침에 따라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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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A, B, C와 같이 등급은 존재하지

만, 등급 간 비율은 교사의 재량에 따른다. 

  다음으로, A교사의 미술교육공간 조성 및 개선 경험을 시간순으로 따

라가면서 공간 관계자들의 관계망을 살펴보겠다. 

(4) 전시실 조성 경험

  A교사는 발령 첫해인 2016년 G고등학교 본관 1층에 미술전시실 구축

을 시작으로 미술실2와 미술준비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미술실1을 재정비

하는 등 미술교육공간 개선을 주도하였다. 전시실 조성은 2019년에, 미

술실2 조성은 2020년에 마무리되었다.

연구자: 전시실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교사: 아이들의 자존감을 제일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게 전시실

이고요. 저 혼자 작품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전달하기 위해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요

즘 애들은 특히 누군가의 반응을 얻는 거에 대단히 많이 중

시하기 때문에 작품을 해서 그것을 걸어서 누군가가 봐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일체의 과정이 되어야 작품이 끝난다. 

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객관성도 가

질 수 있구요. 그니까 이제 실기활동의 마무리는 전시와 감

상활동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A교사는 전시를 작품활동의 마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시실은 자

신의 메시지를 녹여낸 창작물을 다른 사람들 앞에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

다. 즉, 전시공간은 작품을 매개로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

자들은 전시를 통해 미술을 타인과 교제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을 표출하고,‘반응을 이끄는’경험은 학습

자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전시된 작품을 중심으로 나누는 의

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표현력이나 가치관 등에 대한 위치적‘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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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할 수 있다.

  A교사의 전시에 대한 이러한 인식 형성 배경에는 요즘 아이들이‘누

군가의 반응을 얻는 것을 중시’한다는 학생관찰과 자신의 학창시절 전

시 경험이 있었다. 자신이 열심히 그린 그림이 선별되어 학교라는 공적

인 공간에 전시된다는 것은 자존감이 올라갈 만한 경험이다.

  더하여, 작품활동의 마무리는 전시와 감상활동이라는 A교사의 주장에

는 작가적 시각과 경험이 녹아 있다.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작품으로 표

현하고, 전달하고,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일

련의 경험을 하며 다음 단계로 성장한다.

  A교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전시실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후 교장선생

님의 허가와 협조하에 전시실 조성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A교사: 지금이랑 다른 분이시기는 한데 어쨌든 교과에 필요한 내용

이기 때문에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도 되게 잘 

협조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신규(교사)인데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좋게) 봐주신 거 같고요.

  전시공간 구축은 교장 선생님의‘허용적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교에 전시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최고 관리자인 교장선생님의 승

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교과가 요구하는 교육 공간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 및 협조는 미술교육공간 구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

다.

  관리자의 승인 이후, A교사는 전시실 조성을 위한 예산을 짜고, 필요

한 기자재들의 목록과 금액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하였

다.

A교사: 저는 대학원 때 조교였었고 예산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

실 학교의 예산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시할 때 필요한 어떤 기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전시 활동을 하니까. 뭐, 필요한 레일, 조명 이런 것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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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가격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

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운용할

지에 대한 걸 대충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 짧게 6개

월, 3개월 정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아리 프로그

램들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분위기 같

은 걸 읽을 수 있었던 거 같고, 그다음에 (행정)절차적인 부

분도 거기서 배웠던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교사들은 교사 간 직급에 따른 위계관계와 행정업무가 

낯설어서 곤란을 겪고는 한다. 그러나 A교사의 경우, 대학원 시절 조교

로서 예산업무를 담당했던 경험과 학교 동아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

서 학원과는 다른 행정절차 그리고 교직 문화가 만들어내는‘분위기’를 

예습할 수 있었다. 이는 A교사가 임용 첫해부터 전시실을 조성하고 미술

교육공간을 계획적으로 운용,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다. 

A교사: 이 시기에 레일을 설치했지만 해마다 조금씩 보강해서 현재 

모습이 된 거거든요. (중략) 해마다 벽돌 한 장씩 올리는 마

음으로 현재의 모습이 완성된 겁니다. (중략) 간판은 저희 

교감 선생님 아이디어였습니다.

  전시실 조성은 2016년에 시작해 2019년에 완성되었다. 4년의 기간 동

안 관리자도 여러 번 바뀌었다. 첫 교장 선생님의 허가로 로비와 복도에 

그림을 걸 수 있는 레일이 설치되었고, 거기에 그다음 교감 선생님이 조

명을 달아주고, 현재 교감 선생님의 제안으로 전시실의 간판이 달렸다. 

A교사는 ‘벽돌 한 장씩 올리는 마음’으로 전시실을 준비했다고 회고

하였다. 전시실과 미술실을 만드는 동안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주

로 학교 복도나 급식실에서 마주칠 때 구두로 비공식적인 회의를 진행하

고, 내용이 대충 확정된 후에야 서류로 만드는 식의 과정을 거쳤다고 한

다.

A교사: 급식실에서“어, 선생님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하면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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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교장 선생님 잠깐 지금 시간 되

세요?”하고 내려가서 즉시 얘기를 하고. 수평적인 상태로 

얘기를 하고요. 대단히 협조적입니다. 

  A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관리자, 행정실의 구성원들이‘대단히 협조

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평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다른 구성원과 부딪힘이 생기더라도 협조적인 분위기 덕에 적은 부담

으로 서로의‘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회의와 서류절차

의 간소화는 일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에

너지 낭비를 줄여줌으로써 공간 구성과정의‘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보

인다. 이는 A교사의 말대로 교장 선생님이 권위적이지 않고 교사들의 교

과 전문성을 신뢰하며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낸

다.

(5) 미술실2 조성 경험

  2016년 A교사가 부임한 당시 G고등학교에 미술실은 한 개였고 미술준

비실은 없었다. 이에 부임 직후 미술교사 연구실을 미술준비실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그러다 2019년 G고등학교가 고교학점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서 2018년도에 2개였던 미술교과목이 2019년에 3개, 2020년에 4개로 늘

어나게 되었다.

 

A교사: (중략) 근데 작년에는 당장 가용할 수 있는 교실이 별로 없

어서 협소한 곳에서 했던 거고, 이제 올해는 학기 초부터 줄

곧 작년에 요구를 해서 올해는 확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연구자: 미술실을 다시 바꾸신 이유가 뭐였어요?

A교사: (중략) 미술실2를 작년에 따로 떨어진 공간에다 해놓으니까 

재료라던지 작품 같은 걸 접근하기가 간격이 있었던 거가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좁아서 좀 작업환경이 협소

했던 거도 문제였고요. 

  미술교과의 과목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히 수업시수가 늘어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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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를 소화할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미술실의 증설과 미

술교사의 수급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급하게 추가한 미술실2는 공간이 협소하여 수업을 제대로 지원

하지 못하였다. 미술실의 개수를 늘리거나 이전하는 일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교사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A교사는 관리자에

게 새로운 미술실을‘줄곧 요구’해서 확장승인을 받았다. 교사가 지속

적으로 적절한 교육공간의 필요성과 개선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관리자

의 선택에 변수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휴공간의 

발생 역시 미술실 증축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었다.

A교사: 학급수가 줄기 때문에 학급으로 썼던 교실을 교무실로 바꿔

서 쓰고, 교무실로 썼던 공간이 미술실이 된 거예요. 

  미술실은 일반교실이 아닌 특수교실로 분류된다. 수도시설 등 특수한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다양한 움직임과 사태가 발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유휴교실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실 수급을 위해 건물증축

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거기엔 부지마련, 예산, 시간소요 등의 부수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미술실2가 마련될 수 있었던 배

경에는 지속된 저출산이라는 사회현상이 있었다. 학생 수의 감소로 1년 

사이 학교에 유휴 교실이 늘어난 것이다.

  그렇게 마련된 지금의 미술실2는 미술준비실 옆에 있던 학생 지도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생긴 유휴 교실에 설치한 것이다.

A교사: 준비실이 중앙에 통로처럼 있고, 양쪽에 교실이 생긴 거예

요. 그래서 준비실에서 재료라던지 작품 이동하는 게 되게 

쉬워졌고, 공간 자체도 커져서 작업환경도 좋은데다가 (중

략) 기자재도 월등히 좋아졌죠. 그리고 개인사물함 같은 걸 

해서. 개인별 작품이랑 재료를 따로 보관할 수 있게끔 해놓

은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략) 미술창작반 같은 경우

엔 개별적인 공간이 따로 필요하거든요. 조소 작품 같은 경

우에는 다 별도 공간이 필요하니까. 



- 64 -

  준비실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두 개의 미술실을 배치하는 구조로의 

변화는 수업 유동성을 좋게 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새로 조성한 

미술실2는 0.7실 규모로 이전보다 공간 자체가 커서 작업환경이 좋아졌

다. 입체작업을 하기엔 좁지만 미술전공을 희망하는 미술창작반 학생들

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개별 보관함을 비치할 수 있

게 되었다. 이제는 작품 손상의 위험 없이 진행 중인 작품들을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아쉬움이 있음에도 바꾸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술실1의 칙칙한 초록색 바닥과 벽면을 둘러싸고 있는 거울이다. 

A교사: 한 번쯤 그걸 요청을 했었는데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비용이 제한

되고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의 도장이 좀 밀렸습

니다. (중략) 그전에는 개수대를 고치는 게 더 중요했고, 온

수가 나오는 게 더 중요했고, 빔을 바꿔야 했고, 이런 것들

이 있었어요.

  학교 교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교과 교육공간을 바꿔 나가야 하므로 개

선이 요구되는 사항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A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당장 겨울에 쓸‘온수’가 나오는 개수대를 마련하

는 것이 교실의 도색을 바꾸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였다. 그리고 미술실

1의 바닥은 무용실용 특수도장이기 때문에 교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를 통해, 예산과 시간은 공간의 개선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A교사는 미술실1의 바닥재를 바꾸고 벽의 유리를 떼어

내는 대신‘빔’을 교체하고,‘개인사물함’을 새로 들여놓는 것을 선택

했다. 고성능 빔은 감상 수업을 위해서도 쓰이기에 그 성능은 수업의 질

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안의 위급성에 따라 해결하는 방

식으로 G고등학교 미술교육공간은 개선되고 있었다. 

  전시실과 미술실 그리고 준비실 구성에는 A교사와 또 다른 미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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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하여 교감, 교장, 행정실장, 행정부장, 행정삼석 이렇게 6명

이 참여했다고 한다. 앞선 인터뷰에서 보았다시피 A교사는 이 6명 모두

가‘대단히 수평적’이며,‘협조적’이었다고 평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적절한 협력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는 A교사의 교육관에 일치

하는 미술교육공간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 U고등학교 B교사

U고등학교

  U고등학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해있다. 2015년에 개교하여 2016년

부터 미술 중점 학교사업을 운영 중인 공립고등학교로 21학급 규모이다. 

미술 중점 학교는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미술에 소질과 적성

이 있는 학생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미술 중심과정을 설

치하고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

청, 20108)).

<표 6> U고등학교 개요9)

  U고등학교의 수업 교원수는 43명이며, 수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0.8

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평균인 10.5명과 비교해 볼 때 평균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1학년이 22명, 2학년이 22.3명, 3학년이 22.3명이다. 

8) http://jbedu.sen.go.kr/CMS/notice/notice01/1230892_3834.html 2020.08.04
9) 학교알리미. 학교명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에 주소는 표기하지 않겠다. 2020.09.10

소재지 개교일 학급수 학생수
세종특별자치시 2015년 3월 1일 21학급 466명(남 190명, 

여 276명)
교지면적 공간조성기간 수업 교원 1인당 

학생수 수업 교원수
16,900㎡ 2015년-2019년 10.8명 43명

http://jbedu.sen.go.kr/CMS/notice/notice01/1230892_38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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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1학년 25.4명, 2학년 24.3명, 3학년 

26.7명이고, 세종특별자치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1학년 23.4명, 2학년 

23.9명, 3학년 22.9명이다. 서울특별시 평균과 비교하면 U고등학교의 학

년별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명 정도 적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평균과 

비교하면 1학년과 2학년은 약간 적은 수준이다.

<표 7> U고등학교의 교사(校舍)현황10)

  세종특별자치시의 평균 일반교실수는 25.7개 실이다. 특별교실수는 17

실이다. U고등학교의 일반교실수는 42개 실이고, 특별교실은 13개 실이

다. U고등학교는 세종특별자치시 평균대비 일반교실의 수가 많은 편이

고, 특별교실수는 적은 편이다. 미술실은 5개 실이고, 미술준비실이 1개 

실 있다. 미술실1은 1.5개 실 규모, 미술실 2-5는 0.5개 실 규모이다. B교

사가 근무할 당시에는 미술교사가 한 명이었으나 현재는 2명으로 충원됐

다. 

B교사

  B교사는 사범대 졸업 후 동대학에서 6년간 임용 특강 강사로 일한 경

력이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의 U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했다. 현재는 다른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다. 이 연구에서는 U

고등학교에서의 미술교육공간 조성 사례를 다룬다.

10) 학교 알림이. 학교명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에 주소는 표기하지 않겠다. 2020.09.10

교수학습공간 학습지원공간
일반
교실

교과
교실

특별
교실

수준별
교실

기
타 시청각실 컴퓨터실 멀티

미디어실
기
타

42 4 13 0 0 1 1 0 5
교원
지원
공간

관리
행정
공간

체육
집회
공간

보건위생공간
학생
식당

기숙사
실수

기
타
공
간

보
건
실

학생
탈의
실

학생
샤워
실

남자
화장
실

여자
화장
실

공용
화장
실

7 15 1 1 2 2 20 21 2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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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이 연구를 위한 사례를 수집하던 중 B교사가 학생들과 진행한 

전시에 관한 기사와 직접 작성한 교단 일기를 통해서 그를 알게 되었다. 

그 내용적인 면에서 학습자 중심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B교사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이후 연구참여 요청과 승인 단계

를 거쳐 B교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는 2020년 08월 01일 U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아쉽게도 U고등학교의 미술

교육공간 답사는 학교 내부 사정으로 하지 못했다. 이에 U고등학교의 미

술교육공간의 모습은 B교사가 그려준 도안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편집하

여 수록하였다. 또한, 또 다른 연구참여자인 C교사와의 인터뷰 중 U고의 

미술실에 대한 공간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구술정보와 B교사

의 도안만으로 내부 기물이나 재료 등의 상태를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

다. 그러나 사례를 통해 필자가 알고자 한 것은 공간 구성의 원리이므

로, 사진 자료와 인터뷰만으로도 공간을 둘러싼 사람들의 태도와 관계망

에 대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래에서는 U고등학교에서 B교사가 자신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미술실

과 전시실을 구성하고, 학교 외부 공간에서 학생들의 미술 전시회를 추

진한 경험을 소개한다. 

(1) 전시실, 미술실, 미술준비실

  B교사가 U고등학교에 부임할 당시 U 고등학교는 아직 미술중점학교가 

아니었다. 미술교과실은 특별실 형태의 미술실1과 미술준비실1이 있었

다. 폭우로 미술실 천정의 일부가 내려앉는 사고로 미술실 이동이 있었

고, 미술중점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4개의 미술실이 증축되었다. 현재 U

고에는 5개의 미술실과 2개의 미술준비실, 한 개의 전시실이 있다.

  B교사에 따르면 U학교의 2층은 특별실을 모아놓은 구조로 설계되었

다. 학교 설계 당시에는 예정에 없었던 미술실 증축이었기 때문에 새롭

게 추가된 미술실은 각 층의 빈 일반 교실에 설치되었다. 이후 1층의 서

양화실을 제외하고, 2층, 3층, 4층에 흩어져 있던 미술 교실을 2층에 모

으게 되었고 같은 시기에 전시실도 만들었다.

  아래의 <그림 17>은 인터뷰 중 B교사가 미술실의 위치를 설명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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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배치도를 필자가 다시 옮긴 것이다. 

<그림 17> U고등학교 미술교육공간 배치도

  아래의 <그림 18>과 <그림 19>는 U 고등학교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평면도

이다. B교사의 설명과 일부 명칭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간 변화 

과정과 홈페이지 업데이트 시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1) U고등학교 홈페이지. 학교명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에 주소는 표기하지 않겠다.

특별실
복도

디자인실 아이디어 
창작실 드로잉실 영상실 전시실

<그림 18> U고등학교 배치도 1층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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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의 미술실1은 서양화실로, <그림 19>의 미술실2는 디자인실, 

미술실3은 아이디어 창작실, 미술실4는 드로잉실, 미술실5는 영상실이다. 

각 공간은 학습영역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다. 스마트과학부는 현재 미술

준비실로 변경되었다.

  총 5개의 미술실기실과 두 개의 미술준비실 그리고 한 개의 전시실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미술실과 준비실 개수가 평

균 각 1개라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학

습공간을 구분한 점에서 전문적인 교수·학습에 대한 학교 측의 높은 의

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에 맞는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그러나 서양화 실기실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실기

실은 그 단위 면적이 작아 공간 활용의 실효성이 낮았다. 0.5개 실 규모

인 영상디자인실은 영상제작을 위한 공간이지만 25~30명의 학생이 한 번

에 영상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하기에 턱없이 좁다. 또한, 모든 실기실

에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의 수도를 이용해야 했

다. 화장실 세면대는 깊이가 얕고 크기가 작아서 큰 물통에 물을 받거나 

팔레트를 씻는 등의 활동을 하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좁은 공간

에 한 번에 여러 명이 몰리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물감과 여

러 미술 재료들로 하수가 막히는 등 관리에 어려움도 있다. 

<그림 19> U고등학교 배치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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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의 이러한 공간 감상은 현장 답사를 통해 공간의 개성을 입체적으

로 파악한 결과가 아니고 오로지 연구참여자들의 구술과 학교 평면도 등

의 자료에 의존한 것이다. 연구참여자의 구술은 개인의 주관을 거친 정

보라는 점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필자의 U고 미술교육공간에 

대한 감상이 필자의 고유한 평가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2) 교육방향성

  필자는 B교사의 교육관을 확인하기 위해 B교사에게 수업의 방향성에 

대하여 질문했다.

B교사: 요즘에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알맞

은 수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꺼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지 이게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 그리

는 수업보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거를 시각화 해서 표

현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아주 논리정연하게 전달할 수 있

는 학생. 그 세 가지가 미술교사가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중략) 학생마다 

결과물이 다른 수업이 나와야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좀 해

요. 

  B교사는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자신

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시각화’해서‘효과적으로 전달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

아가게 될 학생들에게 미술교사가 줄 수 있는 도움이라고 판단에 의해서

였다.

  이를 위하여 B교사는‘학생마다 결과물이 다른 수업’, 즉, 흥미로우

면서도 학생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 일대일 개별 지도

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B교사의 수업 방식은 학습자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자의 관심사를 수업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배움의 출

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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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참신한 아이디어, 과제집중력, 내용전달력, 그런 힘이 아이

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B교사: 제가 어느 날 뉴스 같은 걸 봤는데요. LG화학에서 무슨 채

용을 했는데 (중략) 자기가 나오는 광고를 제작한 영상을 제

출하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아, 참 참신하다. 요즘에 원

하는 인재상이 저런 거구나. 저런 교육을 해야 하는구나.” 

  B교사는 격화되고 있는 경쟁 시대에 시각적 조형 능력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

조하는 능력이 일반계 아이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미술이라는 것

이다. 그렇기에 B교사에게 미술을 통해 주체적 사고능력과 표현능력을 

기르는 것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용될 무기를 연마하는 

것과 일맥하고 있다. 

  생존을 염두에 두는 그의 미술교육관은 어린 시절 아버지 친구들을 보

며 ‘미술은 돈 못 버는 것’이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된 것에 그 뿌리가 

있어 보였다. 이러한 바탕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교육 방향을 잡기

까지는 대학 시절 교육경험, 임용 후 현장에서의 경험 등이 있었다. 

B교사: 저는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중략) 고3은 대부분 1

시간씩 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고3한테 미술 수

업을 줬다는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주 간단한 수업을 

하던지 이런 식인데......

  B교사는 다년간의 임용 강사 경력으로 미술교육에 필요한 이론들에 

바삭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B교사의 기대와 달리 미술 수업 시간은 뭔가를 해보기엔 너무 

짧았다. U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 미술 수업은 대입준비에 밀려 실제로는 

자습시간이 되어버렸다. B교사의‘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이라는 말은 수

능을 대비한 자습시간 확보를 위해 미술 수업이 이용되는 풍조가 팽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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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낸다. 이는 미술 수업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사치라는 시기적 

절박함과 예술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 B교사는 터무니없

이 적은 시수 책정에 학교 관리자로부터 미술 수업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으나 상황을 받아들였다. 새내기 교사였던 B교사는 

교과서를 참고하여 수업 시수에 맞춘 수업 설계를 하였으나 생각지 못한 

문제에 직면한다.

B교사: 너무 중학교 수업이랑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중학교 도판이

나 수업방식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또 있는 것도 너무 많아

서. (중략)‘아... 진짜 고등학교 미술교사는 이건 컨텐츠를 

개발해야 하는구나.’ 이걸 안 하면 애들도 재미가 없고, 나

도 재미없고, 틀에 박힌 거 서로 불쾌한 이런 수업을 맨날 

해봤자. 너무 회의감만 들고 안 좋더라구요. 

 

  교과서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이 중·고등학교의 

구분이 없이‘중복’되어있었기에 뜻하지 않게 학생들이‘이미 해

본’,‘틀에 박힌’ 수업을 하게 되었고, 그 수업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흥미롭지 못했다. 교사도 학생도 행복하지 않았던 수업 실패경험은 B교

사에게‘회의감’을 남겼다. 이를 계기로 B교사는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미술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가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현실을 알

게 되었다. 그리고 미술교육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후 B

교사는 개인의 관심사와 일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설

계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학 시절 교육경험의 영향이 컸다.

B교사: 저는 대학교 때 교수님들 수업방식이 다 프로젝트 수업방식

이었어요. (중략)“너희 가장 관심 있는 단어가 뭐니?”그때 

저희 파트가 10명이었는데 다 다른 거예요. (중략) 저는 그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아, 나는 나중에 미술교사

가 되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중략) 너무, 너무 참신했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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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교사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안으로 대학교 때 

의 프로젝트 수업을 떠올렸다. B교사에게 자신 안에서 문제를 출발시켜 

해결방법을 설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사고를 확장 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은 매우‘참신’하게 다가왔다. B교사는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수업방법을 자신의 수업에 적용한 것이다.

  B교사의 미술 수업에 대한 고민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난 후 심화 

되었다. 그 계기는 첫째, 미술 활동을 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수, 

둘째,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교과서 내용, 셋째, 수업에 대한 회

의감이었다. ‘회의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수업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B교사

가 현재의 교육관을 형성하고 수업의 방법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기까지 

‘대학시절 교육내용’의 영향이 컸다.

(3) 미술실 조성 경험

  B교사는 약 0.5개 실 규모의 작게 쪼개진 교실 공간들의 사용 경험과 

그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들려주었다.

B교사: 저는 예산이 내려오면 주로 뭘 줬냐면, 패드를 줬어요. 그걸

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러면 여기(아이디

어 창작실)서 자유롭게 정보검색을 하고, 이제 그림 그릴 때

는 일로(드로잉실) 이동을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

기(드로잉실)는 책상이 조금 다른 형식이죠. 디자인 할 수 

있는 벌집모양 책상처럼 이동이 좀 쉬운.... (중략) 이거를 모

둠처럼 모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혼자 할 수도 있

는 거고. 그래서 이런 책상들을 자유롭게 배치해 놨어요. (중

략) 저는 팀티칭을 하니까. 계속 여기(교실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도를 했어요. 

  미술실에 대한 B교사의 총체적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미술실의 

협소함으로 반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 수업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B교

사는 수업과정 단계에 따라 공간을 나눠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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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수업에 효용성이 떨어지지만 그나마 4개실

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서 용도에 따라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학생이 발생하므로 안전문제

의 위험이 있다. 교육공간의 협소함은 학생의 안전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B교사는 일반적으로 대형 책상을 사용하는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1인용 책상을 사용하고 있었다. 1인용 책상은 필요에 따라 대형을 만들 

수 있고, 이동성이 높아 좁은 공간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책상들은 자유

롭게 배치되어 있어서 학생별로 학습과정에 맞춰 개인 작업에 몰두하거

나 책상을 붙여 공동과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1인용 책상은 

대형 책상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책상을 한쪽으로 몰아 쌓으면 교실에 

빈 공간을 만드는 등 작은 미술실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편이 되

었다. 작업책상의 선택에도 학생 개인에 집중하는 시간 제공을 중요시하

는 B교사의 교육성향이 드러난다. 

연구자: 공간에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B교사: 공간의 불편함은 늘 있어요. 미술은 사실 우리 대학 다닐 때

도 그렇고 학생들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뭔가의 작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무판을 주문 제작을 

했는데, 바퀴가 달린 이동식 판이에요. 가끔은 가림막처럼 

부스를 만들어줘요. (중략) 이런 공간의 변화가 유동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넓어야 하는거 같아요. 만약에 

제도적으로도 넓은 공간이랑 뭐 몇 개의 개수라던지 그런 

게 어렵다면. 접이식이라던지. 공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무

언가는 필요한 거 같아요. (중략) 공간이 교육과정하고 연계

성이 있어야 하는데 연계성이 없잖아요.

 

  B교사는‘대학교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자기만의 공간’에서 작업

하는 것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외부자극을 차단하고 몰두할 수 있

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B교사는 1인용 책상을 들이고, 이동식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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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었다. 그러나 미술실의 협소함으로 개인 공간과 열린 공간을 유

동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마련한 가림막을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25명의 학생들이 쾌적하게 다양한 미술교과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

정 규모의 공간확보가 절대적 우선 사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영상촬영에는 여러 가지 특수 장비들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의 움직임 역시 더욱 커지고, 활동 반경도 넓어진다. 결국, 수업공간은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교육과정보다 더 영향력 있는 기준

이 된다.

  B교사는 또 교과과정에 활발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술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설비 규정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아래에서 더 다룰 것이지만 B교사는 미술교육공간 조성과정에서 

관리자의 벽에 부딪혀 좌절을 겪었다. 그렇기에 이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존재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교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학교에 미술교육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미술교사 혼자만

의 열정으로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B교사: (중략) 우리 학교가 세종시 중에서도 외지에 있는데 학생들

을 많이 불러오고 인기 있는 학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

까 고민을 하다가 미술중점을 하게 된 거예요. 

  U고등학교는 세종시의 중심 주거지와 조금 떨어진‘외지’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고 학생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교장 선생님은 미술 중점 학교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당시 관리자는 교

육적 관심보다‘타이틀’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경영적 시각’에서 

미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미술교육에 대한 B교사와 관리자의 인

식의 차이는 교육공간 인식에도 드러난다.

B교사: (중략) 교감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B선생, 이 미술 

중점사업이 얼마나 오래갈지 몰라.”(중략) 그러니까“공간

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크게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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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돼.” 

  미술교육공간을 조성해 본 경험이 없었던 B교사는 우수사례를 참고하

여 자신의 교육관에 걸맞고 미술중점학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미술교

육공간을 U고등학교에 구현할 생각이었다. 여러 개의 미술실을 학년 구

분 없이 나열하는 것이 좋겠다는 B교사의 의견은 교감 선생님의 반대에 

부딪혔다. 교감 선생님은 미술실의 과감한 재구축에 상당히 소극적이었

다. 여기에는 미술 중점사업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알 수 없다는 이

유와 학부모들이 미술 중점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B교사: (중략) 여기는 엄연히 그래도 인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이“미술 중점 학교면 공부 못하는 학교 아니

에요?”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려지기를 원한

다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 교감 선생님

은 “티 안 나게 해라.”

  미술 중점 학교는‘공부 못 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기 아이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

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실이 아니며 편견에 의한 오해이다. 교감 선생님

의 주장이 진짜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지 미술 교과와 미술 전

공 학생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편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어쨌든 교감 

선생님은 학부모들의 오해를 풀기보다는 불안요소를 숨기는 쪽을 선택하

였고 B교사는‘티 안 나게’ 미술실을 구축해야 했다.

  게다가 공간을 새롭게 구축하기에는 지원받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B교사는 기존 미술실에 가구나 게시판을 설치하고 레일 조명을 달아서 

갤러리 공간을 꾸몄다. 그리고, 남은 돈은 학생들과 다양한 미술 활동을 

하는 데 사용했다. 결국 초기 지원자금은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그러던 중, 다음 해인 2016년에 의욕적인 교감 선생님이 부임해 오시

면서 미술교육공간에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나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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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난관에 부딪힌다.

B교사: (미술실) 네 개가 쭈루룩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교실인 

거예요. 그게 너무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

님께 “너무 좁으니까 뚫었으면 좋겠어요. 요쪽 교실이랑”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도 그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소방법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했듯이 비어 있는 특별실이 없고, 새롭게 특별실을 만드는 

것에 소극적인 관리자의 영향으로 4개의 미술실은 모두 일반교실 형태의 

좁은 공간에 설치되었다. 그래서 1층 미술실에는 수도시설이 있지만 2층

의 미술실들에는 수도가 없다. 대신에 바로 앞의 화장실 수도를 사용한

다고 한다. 의욕적인 교감선생님의 부임에 힘입어 B교사는 교실 간 벽을 

부숴 공간을 넓히려 했다. 그런데 이번엔‘소방법’12)에 막히게 되었다. 

답답한 마음에 행정실을 찾아갔으나 이번엔 벽을 뚫으면 교실 수가 줄어

들게 되어 어렵다는 대답을 듣게 된다.

B교사: (중략)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게. 이 소방법에 대해서 정

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비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할 수 있으면 해

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의 답변에 B교사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는 B교

사가 직접 소방법 규정이나 미술실의 개수 등 법제적인 부분에 대한 정

확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부임한 교감 선생님은 B교사를 많이 도와줬다고 

한다. 협조적이고 의욕적인 관리자의 등장은 B교사에게 희망이었다.

12)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9조 (소방설비) 부문에는 각급학교에는 소방법에 규정한 방
화 및 소화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1811#J9:0. 2020. 9. 1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1811#J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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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사: 그분께서는 어느 정도로 도와주셨냐면. “B선생 내년부터는 

1층 도서실 안 쓰니까 그 1층 도서실을 미술로 해.” 한 거

예요. 도서실 공간이 지금 이 카페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큰 공간을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담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어요. (중략) 그때 당시 교감 선생

님은 우리가 교육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하는 

발전기금 같은 것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

래서 그렇게 해보자 하는 의욕을 보이셨죠. 왜냐면 여기가 

미술중점 학교니까. 교육청에서 오셨던 분이였거든요. 그래

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중략) 학교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관리자가 오면 굉장히 편해져요. 

  새로 부임한 교감 선생님은‘학교에 필요한 게 뭔지 아는’즉, 미술중

점 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관리자

였다. 그는 미술 중점 학교라는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교육공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보 교사가 

알지 못하는 추경 방안을 직접 찾아보고 추진하는 적극성을 보인 교감선

생님의 등장은 B교사에게 희망의 불씨였다. 그러나 교감 선생님의 급작

스런 소천으로 미술실 확장은‘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안타깝

게도 미술실이 될 예정이었던 도서실은 현재 자습실로 쓰이고 있다. 이

는 관리자의 미술교과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미술 교육공간을 구축할 때 

결정적인 요인임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4) 전시실 조성 및 외부전시 경험

  U고등학교의 미술 전시실은 2019년에 설치되었다. 2층에 미술실 2~5를 

모으면서 그 옆에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채 비어있던 공간을 활용한 것

이다. B교사의 설명에 따르면‘ㄷ’형태의 전시실의 삼면에는 그림을 걸 

수 있는 레일과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감상교육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들은 전시실을 그냥 지

나쳐갈 뿐이었다. B교사는 원인을 알기 위해 학생들을 관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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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이들이 기둥마다 삼삼오오 모여 앉거나 기대어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등산 중에 적당한 크기와 높이의 바위를 발견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앉

아 쉴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처럼 어떤 사물이 인간이 특정 행동을 하

도록 하는 것을 행동 유동성이라고 한다. 우리 주변의 사물은 우리의 행

동태에 영향을 주기에 인간은 공간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Goldhagen, 2017/2019). 학생들이 기둥이나 화단에 모이는 것 역시 행동 

유동성의 반영이다. 전시실에 의자가 있다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들 것이라는 생각에 B교사는 전시실 중앙에 소파를 비치하였다. 그 뒤로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전시실에 머물며 걸려 있는 그림을 소재로 수다

를 떨거나 한다고 B교사는 기쁜 기색으로 회고했다. B교사는 학습자의 

입장에 서서 전시공간을 바라보고 발전시킨 것이다. B교사가 전시실을 

만들 생각을 하고 실제적 교육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하는데 열심인 원동

력은 자신의 전시경험이었다.

B교사: 2008년도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교수님과 했던 

프로젝트도 전시됐었거든요. 그 수업과 전시가 저한테 되게 

영향이 많이 컸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아이들

한테 꼭 전시는 꼭 해주려고 해요. 전시는 꼭 해야 애들한테 

인상적인 것도 있고, 또 여러모로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방

향성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B교사는 전시를 통해 매우 인상적인 방식으로 성장을 경험하였고, 이

러한 성장의 기회가 자신의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전시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B교사는 교내 전시뿐 아니라 학생들의 그림을 교외에 전시하는 

외부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공기관 로비에

서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학교 외부에서 전시를 엶으로 지역사회가 학생

들의 미술 경험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동시에 미술

의 교육적 기능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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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사: 지역민들이 와서 그 작품을 보는 것도 그 사람한테 하나의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 작품에 대해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

가 되는 거죠. (중략) 또 그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아이

들한테 뭔가를 줬을 때. 예를 들어 (메시지를 적은) 포스트

잇을 붙인다든지 작은 꽃을 붙여준다든지. 그럼 아이들이. 

‘아~ 예술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또는 ‘예술이

라는 거 자체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구

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술을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줄 수 있는 거죠. 

  B교사의 바람대로 학생들은 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외부의 눈

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B교사가 이렇게 열심히 외부전시 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과 함

께 관리자를 설득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B교사: 제가 교육활동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관리자도 쉽게 허락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중략)‘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교육공간 줄 수 있게 도움을 주세요.’하는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B교사는 미술교육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부족과 실효성이 부족한 교

육정책사업으로 미술교육공간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B교사

의 대외활동은 교육적 활동이자 일종의 가치‘증명’으로써 미술교육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을 바꾸려는 전략이자 노력의 일환이었다. 관리자는 

학교의 책임자이기에 일반 교실을 특별실로 바꾸는 데 신중하다. 학생 

수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그만큼의 일반교실 수급을 늘 염두 해야 하

기 때문이다. 미술실의 경우 일반 교실보다 넓어야 할뿐만 아니라 수도

를 설치하는 등의 설비공사가 추가된다. 이는 비교적 많은 예산이 드는 

일이고, 추후 미술실을 다른 교과 교실이나 일반 교실로 바꿀 때 추가예

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미술실로 만드는 것보다 미술 수업을 일

반 교실 환경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러나 교육 외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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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학생들이 적절한 수준의 미술교육공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방치

해서는 안된다. 

3) R고등학교 C교사

R고등학교

  R고등학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공립고등학교이다. 21학급 규모

로 2016년 개교하였고, 교지 면적은 16,741㎡이다.

<표 8> R고등학교 개요13)

  R고등학교의 수업 교원수는 42명이며, 수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2.7

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평균인 10.5명과 비교해 볼 때 약간 많은 수준이

며, 전국 평균 12.1명과 비교하였을 때는 평균 정도의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1학년이 25.3명, 2학년이 26.2명, 3학년이 24.5명이다. 

세종특별자치시 평균 학급당 학생수인 1학년 23.4명, 2학년 23.4명, 3학

년 22.9명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이다.

13) 학교 알림이. 학교명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에 주소는 표기하지 않겠다. 2020.09.10

소재지 개교일 학급수 학생수
세종특별자치시 2016년 9월 1일 21학급 532명(남 258명, 

여 274명)
교지면적 공간조성기간 수업 교원 1인당 

학생수 수업 교원 수
16,741㎡ 2019년 12.7명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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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R고등학교의 교사(校舍)현황14)

 

  현재 R고등학교의 미술교과실은 미술실 2개, 준비실 2개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실1은 특별실이지만, 미술실2는 일반교실을 약간 개조한 것이

라 학교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일반교실로 바꿀 수 있는 상태이다. 미술

실1은 약 1.5개 실 규모로 0.2개 실 크기의 준비실이 붙어 있는 구조이

다. 미술실2는 0.7개 실, 준비실2는 1개 실 규모이다. 

C교사

  C교사는 눈덩이 표집법으로 모집한 연구참여자로 B교사로부터 추천 

받았다. C교사는 B교사와 같은 교사연구회에 소속해 있으며, OSP(Open 

Studio Project)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OSP프로그램 참여 경

험은 C교사의 교사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인터뷰는 2020년 08월 15

일 약 3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다. 그는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4년부터 남자중학교에서 3년 동안 미술교사로 

재직하다가 R고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겼다.

  C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 수업을 좋아했다. 중학교 때도 학교 미술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서 막연히 미술과 관련된 진로를 꿈꿨다고 한다. C

교사가 미술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C교사:“여교사가 최고지.”부터 시작해서.“미대든 디자인이 관련

된 전공을 하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직업을 뭐 마땅하게 갖

14) 학교 알림이. 학교명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에 주소는 표기하지 않겠다. 2020.09.10

교수학습공간 학습지원공간
일반
교실

교과
교실

특별
교실

수준별
교실

기
타 시청각실 컴퓨터실 멀티

미디어실
기
타

6 44 12 0 2 1 1 0 0
교원
지원
공간

관리
행정
공간

체육
집회
공간

보건위생공간
학생
식당

기숙사
실수

기
타
공
간

보
건
실

학생
탈의
실

학생
샤워
실

남자
화장
실

여자
화장
실

공용
화장
실

11 20 1 1 8 2 22 22 0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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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힘들다.”그리고 비용면에서도 일반 미대에 진학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것도 있었어요. (중략)　미대를 가

더라도 좋은 대학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내가 거기까지 

가서 자취하면서 저런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저걸 감당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아, 그냥 나는 적당하게.’ 예. 겁이 좀 

났던 거 같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 고3이었던 친언니가 음악교육과에 진학

하였다. C교사는 언니의 대학 합격에 대한 축하 말들 속에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C교사가 미

술교사로 진로를 정하는데 큰 몫을 하였다. 또한, 주변 어른들을 통해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은 많은데 직업을 갖기 힘들다는 것과 학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C교사는 자신의 흥미와 성향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의견, 경제적 상황, 지리적 위치 등을 진로설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정보들을 종합한 결과 그에게 미술을 전공으로 한다는 

건 어떤 실패를 감내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C교사는 미

술교사가 되기로 한다. C교사는 가까운 주변인들의 눈을 통해 본 직업의 

이미지를 신뢰하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1) 미술실, 미술준비실

<그림 20> 미술실1_1 <그림 21> 미술실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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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미술실1에 들어섰을 때 화이트톤의 벽과 높은 채광으로 밝고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약 1.5개실 규모로 학생책상 앞뒤

로 상당한 여유공간이 있어서 책상을 다양한 형태로 조합, 배치할 수 있

을 것 같았으며 입체작업이나 단체작업도 가능해 보였다. 학생책상, 교

사책상, 컴퓨터, 프린터,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터, 수납장, 3개의 개수대, 

종이재단기, 라이트 박스와 수도 곁에는 습식 재료들이 있었고, 수납장

과 책상들 위에는 지함을 비롯한 여러 재료들이 놓여있었다. 2인용 학생

책상이 마주보게 배치되어 있어서 학생 간 소통이 원활할 수 있을 것 같

았고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동에 용이해 보였다. 미술준비실1은 

미술실1의 내부와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든 빠르고 쉽게 원하는 재료를 

들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술준비실이 붙어 있음에도 미술실에 기

본적인 교구들이 이미 진열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이 재료를 사용할 때 심

리적 접근성이 높을 것 같았다. 

  미술준비실1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구비되어 있었고 프레스기도 

구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이 건조대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다수의 

판화 작품을 손상 없이 제작할지 궁금했다. 고가의 동판화용 잉크와 전

문가용 재료들도 다량 구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높은 질의 미술

재료를 수업 중에 사용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2> 미술준비실1_1 <그림 23> 미술준비실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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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실2는 미술실1보다 작은 0.7개 실 정도의 규모였는데 채광이 좋아

서 밝고 아늑한 느낌을 받았다. 미술실1보다 작은 곳임에도 더 많고 다

양한 재료가 나와 있었다. 교실 한 가운데 길게 재료가 진열된 책상이 

놓여 있었는데 책상 아래에도 재료가 담긴 박스들이 있었다. 애견용 이

발기 같은 예상치 못한 장비들도 표현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 24> 미술실2_1 <그림 25> 미술실2_2

<그림 26> 미술실2_3 <그림 27> 미술준비실2_1

<그림 28> 미술준비실2_2 <그림 29> 미술준비실2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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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내용이 궁금해졌다. 교실 앞, 뒤로 여유 공간이 없어서 움직임이 

큰 작업을 하거나 이젤을 펼쳐 그림을 그리긴 어려울 것 같았다. 책상은 

멀티탭이 붙어 있는 전기작업용 철제 책상을 마주 보게 배치해놓았고 의

자는 등받이가 없어서 공간차지를 덜 해 좁은 공간에 적합해 보였다. 1

인당 활용할 수 있는 책상 면적이 넓지 않아서 일정 크기 이상의 작업은 

진행하기 어려워 보였다. 빔프로젝터 대신 칠판에 달린 대형 모니터로 

영상, 이미지 자료, 학생작품사진 등 디지털 자료를 송출할 수 있게 되

어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작품감상과 동료평가 등이 가능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미술준비실2는 미술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미술실2를 나가서 복도에 있

는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었다. 1개실 정도의 규모로 준비실치고 굉장

히 넓었다. 처음에 실조성 계획단계에서는 지금의 미술준비실2가 미술실

2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관계로 애

초 계회과 반대로 공간용도를 책정하게 되었다. 미술준비실2 내부에는 

학생들이 만든 작업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과 재료보관함이 있고 

미술실2에 들여놓지 못한 여분의 책상이 비치되어 있었다. 재료함이나 

수납장들은 문이 없어서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

기 때문에 재료를 찾고 관리하기에 적합해 보였다. 아직 물건이 많지 않

아서 다소 공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역으로 그만큼 규모 

있는 장비나 교구를 들여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2) 교육방향성

  인터뷰 전반부 C교사는 자신의 의견을 단순화하고 낮추는 표현을 사

용하였기에 필자는 그에게서 다소 수동적인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C교

사가 교사가 되기로 했을 때 교사에 대한 자신의 인식은 어떠했는지가 

궁금해졌다. C교사에게 학창시절 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었냐고 질문

하자 그는 손때 묻은 다이어리를 하나 꺼내왔다.

C교사: 제가 인생의 목표 부분에. (플래너의 한 면을 보여주며) “미

술 시간만 기다릴 수 있는 즐거운 수업을 하고 싶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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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랑 이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재밌으니까.

  앞에서도 다뤘듯이 C교사에게 미술은‘즐거운 재미’였다. C교사는 

그 즐거움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그래서‘미술 시간만 

기다릴 수 있는 즐거운 수업’을 하는 미술교사가 되고 싶었다. 수업에

서 표현법이나 비평적 사고력 등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그 순

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그러던 중 참여하게 된 OSP(Open Studio Project)프로그램은 C교사의

‘즐거움’에 변곡점이 되었다. C교사는 학생들에게도 OSP 프로그램같

은 수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C교사: 7주차 프로그램 하는 거(OSP)는. 그냥 재료만 던져주고 이걸

로 알아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마음대로 몰입해서 해라. (중

략) 저를 되게 알아가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동안의 저와.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키트를 나눠주고,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냥 그

치는? 저는 결과물이 구겨진 종이 하나만 나와도 뭘 담아야 

하고, 왜 담아야 하고 내가 왜 자꾸 이걸 담으려고 하고, 왜 

내 마음에서 그걸 시키는지 그걸 아는. 그걸 하고 싶어요.

  과거 C교사에게 재미란 그럴싸한 결과물은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OSP

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알아가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창작의 즐거움은 C교

사에게 새로운‘즐거움’이 되었다. 자기표현을 통한 치유적, 자기성찰

적 경험으로 C교사는 처음으로 예술을‘체험’한 것이다.

C교사: 내가 나를 반추하고 하는 게 삶에서 진짜 필요하긴 하구나 

하는 거는 한 번 꼭 저랑 함께하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중략) 진짜로 그걸 하는 과정에 몰입하고. 그

러면서 뭔가 내면이 정리되어 나가는 느낌은 부끄럽지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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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늦게 느껴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걸 추구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뵙고 한 번 식사를 같이한 적이 있는데 (중

략) 진짜 제가 원하는 느낌이었어요. 예술을 하는 사람. 예술

이 뭐고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사람.

 

  C교사는 미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자기 스스로를‘반추’

하는 것이 삶에서 한 번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느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것을 너무‘늦게’느꼈다고 말하며 부끄러워했는데 마치‘무지’에 대

한 부끄러움처럼 보였다. 이후 소개받은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C교사는 

자신의 정체성과 미술교사로서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C교사에게 미술교사란‘예술을 하는 사람’이며, 미술교사의 역할은‘예

술이 학생들의 삶에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는’것이었다. C교사가 말하는 

예술은 자기 마음과 딱 붙어 있는, 삶에 대한 주체적 태도로 보인다.

  B교사와의 인터뷰와 비교되어서인지 C교사의 수업 평가 방식은 이래

도 되나 싶을 정도로 느슨하게 느껴졌다. 어떤 수업은 아예 평가대상이 

아니기도 했는데, 이는 자신의 일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아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교육관에 기인하고 있었

다. 

(3) 미술실2 조성 경험

  C교사가 부임할 당시 R고등학교에 미술실은 한 개였다. 개교 당시 

TF(Task Force)팀15)에는 미술교과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미술실1을 조성

할 때는 외부 미술교사를 중측위원 자문위원으로 초청해 조언을 받았다

고 한다. 미술교육의 내용과 필요한 환경을 이해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

한 상황에서 구성됨에 따라 발생한 몇 가지 아쉬움을 들을 수 있었다.

C교사: 오픈돼 있는 선반이 전 다 필요한 건데, 그(캐비닛) 앞에도 

다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열쇠가 달려 있었어요. (중

15)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구성한 팀. 여기에서는 R고등학교의 시설과 설비를 포함한 
초기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꾸려진 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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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구분표를) 붙여놨을 거예요. 붙여놓긴 했는데, 뭐가 어

디에 들어 있는지 기억도 안 나고, 학생들도 심지어 ‘이거 

열어도 되나?’

  C교사는‘필요’에 의해 캐비닛에 달린 문짝을 다 떼어버렸다. 자물쇠

가 달린 문은 학생들로 하여금‘이거 열어도 되나?’하고 주저하게 하였

다. 교실의 주체인 아이들의 행동을 간접적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통제하

게 된 것이다. <그림 23>에 보이듯 문을 떼지 않은 캐비닛은 열어둔 채

로 사용하고 있었다. 미술교과의 경우 사용하는 재료가 다양하고 많다 

보니 내용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납장이 보다 효율적이다.

  또, 가정선생님이 미술실을 조성을 담당했기 때문에 미술실1의 책상은 

가정실과 같은 플라스틱 소재의 것이었다. 책상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외부손상에 취약

한 편이어서 칼과 물감 등 책상의 겉면을 상하게 할 만한 도구와 재료가 

주로 쓰이는 미술 수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대체로 미술실의 책

상 위에는 아크릴이나 유리가 덮여있다. 그러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경험으로 축적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가정선생님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

을 것이다. 이 일화를 통해 미술 교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미술실을 

조성하더라도 효율성 높은 시설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자세한 참고 

자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개교 이후로 학생 수가 점점 늘면서 미술 수업의 시수도 자연히 늘어

나게 되었다. 이는 비단 미술교과만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교사 수급을 

위한 교직원 회의가 열렸다. 미술교과는 교사 증원 2순위였음에도 주지 

교과에 밀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최고결정권자에 의한 결정이었는데 

C교사는 그 결정 과정에 순응할 수 없었다고 한다.

C교사: “솔직히 이런 결정되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섭섭

하다. 저는 저 편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그렇게 말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최대한 시수가 많으니 배려할 수 있

는 게 있다면 모든 배려하겠다.”하고 위로를 해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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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네, 감사해요.’하지 않고, 뭘 하나 구두로 약속을 

해야겠다 싶어서.“그러면 교사는 한 명이더라도 외부에서 

시간 강사든 아니면 순회 선생님이라도 올 텐데 그 선생님

이랑 미술실 나눠서 못 쓰겠다. 그리고 제가 본교 교사라고 

우선해서 제가 미술실 쓰고, 그분들한테 교실에서 수업하라

고 말 못 한다.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해서 만들게 됐어요. 

  C교사는 교감 선생님의 타협안 제안에 ‘협상’을 해야겠다고 마음먹

었다. 혼자서는 30시수가 넘는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영입해야 하는데 그때 미술실 사용 문제 때문에 ‘싫은 소리’ 하기가 

싫었다. 일반 교실을 사용하라고 하는 말이 싫은 소리인 까닭은 미술실

에 비해 수업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다. C교사는 이전 학교에서

의 경험으로 일반 교실에서 미술 수업을 할 때의 작업환경을 잘 알고 있

었고 물러설 수 없었다고 한다. 공간의 열악함은 학생들의 수업내용과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의 반발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학교관리자의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달랐던 것 같다.

C교사: “그래~”라고 하셨는데, 그게 불안해서 바로 행정실에 가서 

“(교감 선생님이)만들라고 하시는데, 예산 확보 해주시고 

제가 뭐부터 하면 될지 알려달라고.” 해서 바로 올렸어요. 

그래서 1차 회의, 2차 회의 그리고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그때 하라고 하셔서 이거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위원장님

이 되어주실거죠?” 했는데, “그거 그냥 안 하는거 어때?”

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중략)“그냥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수업 방향도 있지 않나? 꼭 특별실이어야 해?”근데 거기에

서 약간 오기 반, 진짜 필요한 거 반에 서러움 반으로‘꼭, 

만들어야겠다.’왜 (미술실이) 필요한지를 너무 모르셔

서....“그냥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니 수업을 

바꾸면 되잖아.”“고3 정도는 사실 그냥 자습해도 되잖

아.”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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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학생수가 늘어나면 일반교실이 부족해

질 수도 있기에 무턱대고 특수실을 늘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C교

사의 사례에서 보이는 관리자의 판단 뒤에는 교육환경과 교육내용 그리

고 미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 부족이 숨어있다고 보여진다.

 관리자는 미술실 증축 대신에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을 제안하

였다. 더욱이 고3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다른 공부를 하

는 게 낫지 않냐는 입장이었다. 즉, 관리자가 인식한 미술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 입시와 관련 없는 것이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었

다.

  반면에 미술교육의 전문가인 C교사가 보기에 제대로 된 미술실은 학

생들에게‘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몰라주니 C교사는

답답함에 나중에는 오기가 났다. C교사가 미술실 조성을 고집한 배경에

는 이전에 근무했던 중학교에서의 경험이 컸다. 이전 중학교에서 미술교

사는 두 명인데 미술실이 하나뿐이어서 신입이었던 C교사가 일반교실에

서 미술 수업을 했다고 한다. 교과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물리적 교육환

경이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편협한 교육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체험

했다. 

C교사: 재료가 갖춰져 있지 않고, 제가 들고 다녀야 해요.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조금만 들고 오게 되겠죠. 딱 이것만 가

지고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돼요. 물감을 쓰고 싶어

도 여기 물이 없으니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시간 끝나면 

다른 수업 해야되니까.‘종이 떨어지지... 아 그냥 만들기 하

지 말고 그림 그리자.’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옆 반 

다 수업하고 있는데 조별로 떠들면 그게 너무 그러니까 조

용히 하라고 해야 하는 그 상황? 특별실이라 함은 특별히 

뭔가 해야하기 때문에 있는 실인 건데, 특별하지 말라고 제

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야되는 거고. 그러기가 너무 싫었어

요.

  일반교실에서 수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들로 C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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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교

사가 옮길 수 있는 분량으로 한정된다. 둘째, 다음 타 교과수업을 위해 

준비시간, 활동시간, 정리시간이 최대한 짧은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셋

째,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공간

에 의한 물리적 제약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교육공간이 학생의 수업 시

간, 집중도 그리고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배움의 범위

와 성장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과 같다. 

  C교사는 이번 부딪힘에서 뜻을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과 상황

에 순응해야 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느꼈다. 그러나 C교사는 자신 말고는 

미술 수업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

래서 C교사는 미술실이‘특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교감 선생님을 

납득시키려 애썼다.

C교사: 물감을 더 쓸 수도 있는 거를 굳이 A4 하나 놓고, 자기 책상

에서 깔짝거리는 게 제가 원하는(게 아니거든요). 그걸 누리

지 못하는 애들을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불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럴만

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수업을 해야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요). 사실 가끔 교실에서 

수업하거나 시험기간에 자습할 때에도 불만 있는 애들 많거

든요.“그냥 수업하면 안 돼요? 미술 수업 하고 싶은데.” 

그니까 교실에서 한다고 했을 때 반응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럴 거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일반교실에서 중학교 때 근무

할 때 해보기도 했고요. 

  C교사는 미술교과를 무시하는 듯한 관리자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

꼈다. 아이들부터가 교실에서‘깔짝거리는’수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C교사는 다양한 재료를 통한 자기표현을 

허용할 때 발생하는 내적 에너지와 그것을 통한 성장을 경험했고, 아이

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한 상태였다. C교사가 느낀 부정적인 감정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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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공간에 의해 겪게 될‘불평등’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연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연민적 태도는 1시수 수업을 해야 했을 

때의 경험을 물었을 때도 엿볼 수 있었다. 

C교사: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저는 상관없거든요. 좀 불편할 뿐이

지, 근데 저는 애들이 아쉬워하면 그게 되게 속상한데, 그게 

제일 불편해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적인 시각으로 미술실의 가치를 가늠하는 것

이 합리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미술교육 전문가인 C교사에게 그것은

‘불합리’한 처사였고, 맞서야 할‘몰이해’였다. 왜냐면 미술실은 학

생들이 자기와 세상을 탐구하며 조율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관리자와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술

실 조성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C교사의 기질과 개인적 노력에 

더하여 행정실의 원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터뷰 중 C교사는 행정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어

렵게 허가를 받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간 구축이 힘들어졌을 때도 새로 

온 행정실 직원의 도움으로 예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C교사: (행정실에서) 이미 TF팀이 다 미술실 꾸미면서 거기에 쓸 돈

을 다 써버렸고, 이제 소모품만 사라는 거예요. 4천만 원어

치를. (중략) 나중에 그 행정실 직원이 바뀌면서 되게 협조

적인 분이 오시면서“저희 학교 설비 돈이 생겼는데 뭐 미

술과에서 필요한 거 없으세요?”그러면서 지류함을 뒤늦게 

들여놨어요. 행정실 협조가 되게 중요해요. (중략) 사실 저도 

(미술실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행정실에 여쭤 봤을 

때,“아. 네, 하실려면 이런 거, 이런 거 하셔야 된다.”라고 

알려주셔서 저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협조

할 의향이 있고, 도움을 줄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

해요.

연구자: 행정실도 (공간 구축의) 일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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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사: 네. 협조가 되게 잘 됐어요. 여기서 만들 때. 미처 없는 돈을 

다른 부서에서 끌어오든 뭔가 아껴가면서 만들어야 하는 예

산이잖아요. 원래 계획에 없던 거니까요. 근데 그걸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시고, 이번에 제가 원하는 만큼 예산이 확보

가 안 됐으면,“다음 추경 때 생기는 건 무조건 여기(미술

과)로 먼저 해주겠다.”라는 구두의 약속을 할 정도로. 

  C교사는 행정실의‘협조’가 있었기에 미술실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

했다. 새로온 행정공무원은 공간 운용 관련 행정업무들을 알려주고 부족

한 예산을 마련을 위해 함께‘노력’해준 유일한 학교 구성원이었다. 

  C교사가 언급한 두 명의 행정공무원은 직책은 같지만 협조의 정도는 

달랐다. 행정공무원의 태도는 학교 미술교육공간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였다. 예산 관련 업무는 행정실이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

공무원의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기 ‘마음’에 달린 일이기 때문

이다. 그렇기에 어떤 관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로가 달라지듯이 어떤 

행정공무원을 만나느냐도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조성에 변곡점을 만들었

다.

  C교사가 미술실2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의지 뒤에는 학생들에 대한

‘연민’이 주는 내재적 동기와 행정실의 조용한‘협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구성요소 결정내용

  앞서 살펴본 현직 미술교사들의 공간 조성 경험을 분석하여 학습자 중

심 미술교육공간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과 영역을 도출하였다. 

결과 14가지의 요인을 발견하였고, 이는 다시 특성에 따라 정의적 영역, 

제도적 영역, 환경적 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공간 조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관리자의 성향 및 교과 인식, 관계자 간 위계, 관계자의 욕

구, 관계자의 성격, 관계자 간 협조, 교사의 경험, 교육과정, 학교의 상

황, 정보에 대한 접근성, 국가수준 미술실 시설·설비 규정 및 교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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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학교공간 품질 유지·보수정책, 예산, 공간구성 후 성과, 자연환경이

다. 

  각 요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관리자의 미

술교과에 대한 인식은 관리자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 욕구 등에 따라 달

라지는데, 이런 정의적 부분은 관리자의 교육경험 같은 제도적, 환경적 

요인이 영향력 있게 작용하고 있었다. 아래 <표 10>은 각 요인과 요인이 

포함되는 주요영역을 표시한 것이다. 각 요인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상호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0> 공간 구성 영역별 요인 관계 표

1)영역

(1)정의적 영역

  정의적 영역이란 인간의 흥미, 태도, 감상, 가치관, 신념 등에 관련된 

것으로 어떤 일에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인격, 양심에 이

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걸친다. 예를 들어 관계자의 협조는 강제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개인의 가치관과 성격 등에 강하게 좌우되는 ‘태도’라

요인 정의적 
영역

제도적 
영역

환경적 
영역

1. 관리자의 성향 및 교과인식 ○ ○
2. 관계자 간 위계 ○ ○ ○
3. 관계자의 욕구 ○ ○ ○
4.관계자의 성격 ○
5. 관계자 간 협조 ○ ○ ○
6. 교사의 경험 ○ ○
7. 교육과정 ○ ○
8. 학교의 상황 ○ ○
9. 정보에 대한 접근성 ○ ○
10. 국가수준 미술실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 ○
11. 학교공간 품질 유지·보수 정책 ○ ○
12. 예산 ○ ○
13. 공간 조성 후 성과 ○ ○
14. 자연환경 ○



- 96 -

는 점에서 정의적 영역에 해당한다. 정의적 영역에 포함되는 요인들은 

마음이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하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전후 관계가 모호하고 유동적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어떤 ‘경향’이며, 교사 개인 역시 자신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서 철학이나 관심사가 바뀌기도 한다. 학

교 내 인적 구성원의 철학, 가치관 같은 정의적 영역의 요인들은 구성원 

간 충돌의 주요 원인이었다.

  정의적 영역 안에는 관계자의 성향 및 교과 인식, 관계자 간 위계, 관

계자의 욕구, 관계자의 성격, 관계자 간 협조, 교사의 경험, 공간 조성 

후 성과요인이 있다.

(2) 제도적 영역

  제도적 영역이란 관습이나 도덕, 법률 같은 규범의 조직적인 구조 체

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설, 정책 등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

용되는 규정의 경우가 제도적 영역에 포함된다. 

  제도적 영역에는 관계자 간 위계, 관리자의 욕구, 관계자 간 협조, 교

육과정, 학교의 상황, 정보에 대한 접근성, 국가수준 미술실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학교공간 품질 유지·보수 정책, 예산이 있다.

(3) 환경적 영역

  환경적 영역이란 개인의 생활 태에 영향을 주는 사회 분위기, 지역문

화, 소속한 집단의 문화, 가정환경, 지리적 위치, 자연적 특성, 학교의 물

리적 환경 등이다. 

  환경적 영역에는 관리자의 성향 및 교과 인식, 관계자 간 위계관계, 

관계자의 욕구, 관계자 간 협조, 교사의 경험, 교육과정, 학교의 상황, 정

보에 대한 접근성, 국가수준 미술실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학교공간 

품질 유지·보수 정책, 예산, 공간 조성 후 성과, 자연환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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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

  여기에서는 각 요인에 대해 해설하고 다음 장에서 요인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구성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관리자의 성향 및 교과 인식

  학생, 교과, 연고주의, 관료주의, 행정편의주의 등에 대한 관리자의 인

식과 태도는 미술교육공간 구성에 중요 요인이다. 이는 관리자가 근무하

고 있는 학교의 교직 문화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이기 때문이다.

A교사: 지방은 더 심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결제서류까지 다 포맷

에 맞춰가지고 가야되는 케이스들도 있구요. 저희는 그런게 

일체 없구요. 종이 한 장 없이 가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거. 그냥 툭툭 쉽게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A교사에게 학교의 최고결정권자이자 공간 구성의 ‘열쇠’를 들고 있

는 교장은 아무 때나 ‘쉽게’ 찾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동료’였다. 

A교사는 지역 간 교직 문화의 차이를 풍문으로 들었다고 한다. 앞선 사

례들의 교직 문화도 저마다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아 크게는 지역 간

에 작게는 학교 간의 교직 문화 특성이 존재함을 예측할 수 있다. 관리

자의 직급 간 위계관계에 대한 태도에 따라 학교의 분위기와 공간 구성 

과정의 절차가 달라졌다. 이는 업무 효율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학

교 업무의 경직성은 공간 조성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해 미술 교사

의 과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리자가 미술 교과에 가지고 있는 인식은 미술교육공간 조성

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면서 교사가 미술교육공간을 조성할 때 사업추진 

난이도를 결정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공간 조성을 못 하기도 했다. 

B교사의 사례가 그러하다.



- 98 -

B교사: 그래서 어쨌든 그 때 당시 교감선생님은 “티안나게 해라.”

  B교사의 학교는 미술중점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미술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관리자의 인식의 벽에 부딪혀서‘티안나게’

지원받은 미술실 구축비를 사용해야 했다. 관리자가 미술교육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 미술교육공간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는 방

향으로 예산을 써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관

리자가 바뀌면서 예정되었던 미술실 증축 계획이 불가능하게 되기도 하

였다. 

(2) 관계자 간 위치

 <그림 30>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공간 관계자 위계도

  위의 <그림 30>은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육공간을 비롯한 

교육공간 구성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의 위계를 시각적으로 편집한 것이

다. 고등학교 교육공간 구성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교

육청, 교육부, 미술교과교사, 교감, 교장, 행정실장, 행정부장, 행정삼석이

다. 제도적으로 학교운영과정에서의 최고 권위자는 교장이고 그 아래에 

교감이 있다. 행정실장은 법적으로 교장과 급수가 같다. 행정실장의 아

래에 행정부장과 행정삼석이 있다. 그리고 그림에는 드러나 있지 않으나 

교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학부모의 목소리도 고려한다. 

  직책간 위계가 있기는 하나 관리자와 학생, 학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부
교육청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행정부장 행정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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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 또한, 서로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적 구성원이 협조적이냐 

아니냐는 인간적 관계 혹은 그 사람의 책임감, 성격 등에 따라 결정되기

도 한다. 즉, 제도적 위계만큼이나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 요인

에 따른 심리적 위계가 현장에서 강한 실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관계자의 욕구

  매슬로(Abraham Harold Maslow)는 욕구 위계 이론을 통해 인간이 가

진 다양한 욕구들을 수준에 따라 구분했다(이경인, 이진남, 2018). 위험부

담을 피하고 싶은 안전의 욕구, 업무적 성과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 등 

학교 구성원의 욕구 위계 순서는 다른 구성요인과 진동하며 공간 구성과

정에 영향을 주었다. 

  이번 인터뷰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개인적인 학구열 혹은 학생들에 대

한 연민이 강한 동기 요인이었고, 승진에 대한 욕구는 낮아 보였다. 인

터뷰 내용에 비친 학생과 학부모는 진로에 따라 원하는 바가 달랐다. 공

간과 관련하여 교사의 경우 개인의 교육관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는 것처럼 보였다. 관리자들은 경영진으로서 

학교운영과 사업에 관련된 공간 개선에 관심이 많았다.

(4) 관계자의 성격

  관계자가 다혈질인지, 소심한지, 이성적인지, 감정적인지, 조심스러운

지 등 성격적 요인도 공간 조성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인터뷰만

으로는 연구참여자와 학교 관계자들의 성격에 선천적 기질과 환경적 영

향으로 형성된 후천적 성향이 함께 반영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따

라서 편의상 선천적 기질로 판단하고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학생

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민은 이 논문의 세 연구참여자에게 공통으로 관찰

되고 있었다. 관계자 간의 성격 차이는 문제 상황에서 불화를 초래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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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자 간 협조

  앞서 말했듯이 관리자의 협조적 태도는 관리자의 미술 교과 인식 정도

에 따라 달라졌다. 또한, 관리자는 예산승인 최종결정권자이고 행정실은 

공간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예산 관련 업무와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부

서이다. 따라서 교사, 행정실, 관리자 간의 협조가 얼마나 잘 되느냐는 

미술교육공간 구성에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였다. 행정실과 교사의 원활

한 소통은 행정실과의 불화로 계획이 좌초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예산마련에 대한 행정직원의 적극적인 도움은 미술교육 공간 구성에 큰 

힘이 되었다. 또한, 교사가 행정업무를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으려는 태

도를 보이는 것이 업무과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교무실과 행정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는 하는데 대

체로 서로의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공간 구성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자, 교사, 행정

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6) 교사의 경험

  미술교사가 살아오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 예컨대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대학에서의 교육경험 등은 교사의 교육 방향성을 결정지었으며, 

나아가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인

터뷰에 응한 모든 교사에게는 그의 교육관을 형성하고, 교육 방향에 변

화를 일으키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존재했다. 필자는 교사의 교육관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을 ‘핵심 경험’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핵심 경험’은 공간개선의 의지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A교사는 참가한 연구회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B교사는 대학시절 교

수님의 수업이, C교사는 우연히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 경험이 핵심경험

이었다.

  교사의 교육관은 수업의 내용과 난이도, 방법을 결정지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미술교육공간의 내용과 이유가 달라졌다. 공간의 시설

이나 설비같은 부분에서의 요구사항은 세 교사 모두 대체로 동일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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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나 세부 장비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첨단 기술을 새로운 미술도구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A교사는 3D프린터 같은 디지털장비의 구비와 활용에 

관심이 많았다. 가능한 다양한 재료로 자신을 탐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C교사의 미술실에는 반짝이풀, 글루건, 포크, 각종 종이, 스티커, 

비즈 등 수 많은 종류의 일상품도 미술 재료로 비치되어 있었다.

(7) 교육과정

  학교에서 무엇보다 우선시하여 고려하는 것은 교육과정이다. 학교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공간을 조성한다. 이번 인터뷰 사례들이 미술실을 증

축했던 이유는 교육정책의 변화였다. G고와 U고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으

로 교과목 수가 늘어나면서 수업시수가 많아짐에 따라 더 확장된 공간을 

요구하게 된 것이었다. R고는 미술 중점 학교로의 전환으로 전문적인 미

술실 구축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다.

(8) 학교의 상황

  학교의 설계와 노후도, 학교 내에 유휴공간의 유무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 또한 공간을 조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다. 신생학교

의 경우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공간이 비교적 많아서 유휴공간을 미술교

육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빈 교실이 있는 경우도 가

용공간이 생김에 따라 미술실 증축이 용이했다. 또한 지속되는 저출산으

로 학생의 수가 줄어들어 학교 내 빈 교실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견되었

다. 

  노후한 학교는 특별실의 개념이 흐릿하던 시기에 건축되었기에 수도나 

전기 시설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R고등학교는 신축학교였음에도 건축설

계의 문제로 가마를 설치할 수 없었다. 전기, 수도 등을 리모델링 할 때

에는 큰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각 교과의 필요 교구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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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에 대한 접근성

  예산, 정부 정책과 외부 지원, 학교시설·설비 상태와 필요한 교구의 

배치 가능성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나쁠수록 교사는 공간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차선책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미술

교육공간을 구축할 때 교사의 전문성과 상관없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지

식이 너무 많았다. 공간 조성 과정에서 거쳐야 할 행정적 절차 역시 교

사가 직접 발로 뛰어야 알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관련 정보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미술교육공간을 적정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0) 국가 수준 미술실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현재 우리나라 학교 미술실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은 현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미술실에 관한 시설·설비규정은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과과정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

지 않은 규정 및 기준은 TF팀의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

으로 한 번 더 보완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규정의 부실

함은 교사가 공간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조성할 때 유용성과 실용성이 떨

어져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1) 학교 공간 품질 유지·보수 정책

  미술교육공간 품질 평가 기준 및 감사제도는 불량한 교육공간이 방치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미술실 상태에 대한 교육당국의 무관심은 학

교 관리자로 하여금 미술교육공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미술교육공간의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

해서는 미술교육공간 품질 기준 및 평가 목록이 마련되어야 한다.

(12) 예산

  시설, 설비, 기자재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때로는 주

어진 학교 예산이 필요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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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력, 정보력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인터뷰

를 통해 알게 된 것이지만 교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학교 내의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예산조정회의를 통

해 학교예산의 일정 부분을 미술과에서 사용할 수 있고, 부족할 경우 추

경을 한다. 추경과 정책지원금, 사업지원비 등은 교사와 관리자의 정보

력과 적극성, 그리고 행정공무원의 협조에 따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13) 공간 조성 후 성과

  미술교육공간이 개선된 후 학생들이 그 공간을 통해 얻은 학습성과는 

미술교육공간에 대한 주변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

한 미술교사들은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이 부

족한 상황에서 미술실 구축을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공간에 시간과 예

산을 투자함에 대한 성과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학습성과를 

통해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필요성을 입증 함으로써 미술교사의 

노력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추후 지속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과의 연계성이 크기 때문

에 진학과 관련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미술교과와 미술교육공간 대한 

주위 동료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14) 자연환경

  눈, 비, 미세먼지, 대기오염, 온도, 습도, 지진의 위험성 등 학생의 안

전과 관련된 외부환경의 상태와 그에 따른 교내 조도, 습도, 온도, 공기

의 순환 등을 말한다. 외부환경의 변화는 내부 환경에도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이는 학교시설을 설계할 때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B교사가 근

무한 U고등학교의 미술실 천장이 쏟아지는 폭우에 못 이겨 무너진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곰팡이 등의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 이는 공간 사용자의 건강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환경일뿐더

러 습기에 예민한 재료가 많은 미술실에도 좋지 않다. 공간을 재구성하



- 104 -

거나 증축, 유지 및 보수할 때 역시 내·외부 자연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쾌적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구성원리

  중등학교의 미술교육공간 구축은 법제적 틀 안에서 미술교사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 미술교육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정

책이나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미술교사와 관리자의 재량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미술교육공간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관계자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관계자들의 관계도

  위의 <그림 31>에서 학습자 중심적 교육관을 가진 교사는 목적지인 학

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으로 가고자 한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관리자는 검문소의 검문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관리자는 자신의 상사격인 교육정책을 기준으로 교사를 통과시킬

지 말지를 고민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관리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가치관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 있다. 행정공무원은 

학생

교육정책

행정공무원:
일행

관리자
:검문관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목적지

학부모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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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출발지점부터 함께 가는 일행이다. 행정공무원은 목적지에 도착

할 때까지 교사를 도우며 함께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떠날 수도 있다. 

학부모와 학생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의 변화

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교육정책과 교사, 관리자 역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참고하여 교육행정의 방향을 설정한다.

 위의 관계도와 아래의 <표11> 주요관계자와 공간 구성 요인을 연결하면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구성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표 11> 주요관계자와 공간 구성 요인

  교육정책은 제도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칙을 교육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미술교사, 관리자, 행정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한 상황적 배경이 

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대표적인 교육제도이다. 모든 국공립 고등학

교는 교육과정 정책에 따라, 그리고 규정된 예산 운용방침을 근거로 운

관계자 공간 구성 요인 (요인번호, 요인명)
교육정책
(입안자)

7. 교육과정 / 8. 학교상황
10. 국가수준 미술실 시설·설비 규정 및 교구 기준
11. 학교공간 품질 유지·보수 정책 / 12. 예산 / 14. 자연환경

미술교사
3. 관계자의 욕구 / 4. 관계자의 성격 / 6. 교사의 경험
7. 교육과정 / 8. 학교상황
9. 정보에 대한 접근성 / 12. 예산
13. 공간 조성 후 성과 / 14. 자연환경

관리자

5. 관계자 간 협조
1. 관리자의 성향 및 교과 인식 / 2. 관계자 간 위치
3. 관계자의 욕구 / 4. 관계자의 성격 / 7. 교육과정
8. 학교상황
10. 국가수준 미술실 시설·설비 규정 및 교구 기준
11. 학교공간 품질 유지·보수 정책 / 12. 예산
13. 공간 조성 후 성과 / 14. 자연환경

행정공무원
5. 관계자 간 협조
2. 관계자 간 위치 / 4. 관계자의 성격 / 7. 교육과정
10. 국가수준 미술실 시설·설비 규정 및 교구 기준
11. 학교공간 품질 유지·보수 정책 / 12.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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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다. 교육 당국은 학교급별 특성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시설·설

비 정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각 학교는 그 규정을 미술교육공간 설치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지켜야 할 국가수준 미술실 시설·설비 규정 및 

교구 기준과 학교공간 품질 유지·보수 정책이 마련되는 경우, 학교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미술 교육공간을 설치하고 유지할 의무가 생기는 것

이다. 따라서, 교육정책과 연계되는 공간 구성요인은 교육과정 요인, 학

교상황 요인, 국가수준 미술실 시설·설비 규정 및 교구 기준 요인, 학

교공간 품질 유지·보수 정책 요인, 예산 요인, 자연환경 요인이다.

  미술교사는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주도하는 중심인물이다. 교육

과정은 학교행정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사 역시 교육과정을 제1순위로 

두고 업무에 임한다. 또한, 공간을 구성할 때 교사는 추위, 미세먼지 등 

자연환경의 변화 같은 건물 외부의 요인도 고려하여야 한다. 교사는 제

한된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설정여 교실 환경을 발전시킨다. 이런 이

유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

어지며 주요 관계자의 교체 등의 이유로 중단되기도 한다. 정보에 대한 

높은 접근성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나 문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해결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의 내부적 요인인 성격은 

여러 경험들을 거치며 교육관을 구축하고 욕구에 개인적 위계를 세우기

도 한다. 교사가 학습자 중심적 교육관을 가졌는지와 학습자에 대한 헌

신이 자신의 욕구 위계와 어느 정도 관계하는지에 따라 미술교육공간은 

학습자 중심적으로 변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또한, 교사가 학

습자 중심 공간을 조성한 후 얻어낸 교육적 성과는 동료교사의 공감을 

불러내어 공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술교사의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구축 의지에 관여하는 구성요인으

로 관계자로서 교사의 욕구와 교사의 성격, 교사의 경험, 교육과정, 학교

상황, 정보에 대한 접근성, 예산, 공간 조성 후 성과, 자연환경이다.

  관리자의 협조는 교사가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술교과의 교구 기준이 부실하고 학

교 미술교육공간 시설·설비 규정과 품질 유지·보수 정책은 마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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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그렇기에 미술교육공간을 구성할 때 많은 부분이 학교의 최고

결정권자인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교육공간 조성과정에 관리자의 성격과 성향, 욕구, 미술 교과에 대

한 인식과 같은 정의적 영역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관리자의 

협조적 태도와 연관된 구성 요인은 관계자 간 협조, 관리자의 성향 및 

교과 인식, 관계자 간 위치, 관리자의 욕구, 관리자의 성격, 교육과정, 학

교상황, 국가수준 미술실 시설·설비 규정 및 교구 기준 요인, 학교공간 

품질 유지·보수 정책, 예산, 공간 조성 후 성과, 자연환경이다. 

  학교의 행정직원은 각종 민원이나 재입학, 등록, 재적관리 및 시설과 

예산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직원의 협조는 적절한 설비와 교구 마

련에 도움을 주기에 미술교육공간의 완성도를 좌우하기도 한다. 행정실

의 최고직책은 행정실장으로 교감과 동등한 위계를 가진다. 행정실은 교

무실과 협력적 관계일 뿐 교사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 

그렇기에 교사가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할 때 행정공

무원의 개인적 성향이나 성격, 욕구에 따라 협조의 정도가 달라진다. 행

정공무원은 교사,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교육정책과 법령안에서 행정업무

를 처리한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미술실 시설·설비 규정 및 교구 기준

과 미술교육공간에 대한 공간 품질 유지·보수 정책의 내용은 학습자 중

심 미술교육공간에 대한 행정실의 업무로 이어진다. 따라서, 행정공무원

의 협조성과 연계되는 구성 요인으로 관계자 간 위치, 관계자로서 행정

공무원의 성격, 교육과정, 국가수준 미술실 시설·설비 규정 및 교구 기

준, 학교공간 품질 유지·보수 정책,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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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관리자, 행정공무원과 미술교육공간 구성 요인을 벤다이어그램

으로 시각화하였다. 교사, 관리자의 교집합은 3. 관계자 욕구, 4. 관계자

의 성격, 7. 교육과정, 8. 학교 상황, 12. 예산  13. 공간 조성 후 성과, 

14. 자연환경이었다. 관리자, 행정공무원과 관련된 구성 요인은 2. 관계

자 간 위치, 3. 관계자 욕구, 4. 관계자의 성격, 5. 관계자 간 협조, 7. 교

육과정, 10. 국가수준 미술실 시설·설비 규정 및 교구 기준, 11. 학교공

간 품질 유지·보수 정책, 12. 예산이었다. 교사와 행정공무원의 교집합

은 3. 관계자 욕구, 4. 관계자의 성격, 7. 교육과정, 12. 예산이었다. 교사 

개인에게만 속한 구성 요인은 6. 교사의 경험, 9.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었고, 관리자에게만 속한 구성 요인은 1. 관리자의 성향 및 교과 인식이

었다. 교사, 관리자, 행정공무원과 관련된 구성 요인의 교집합은 3. 관계

자 욕구, 4. 관계자의 성격, 7. 교육과정, 12. 예산이었다. 교사에게 속한 

요인의 개수는 9개, 관리자에게 속한 요인의 개수는 12개, 행정공무원에 

속한 요인의 개수는 8개로 관리자가 가장 많은 종류의 학습자 중심 미술

교육공간 구성 요인과 상호관계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의 구성원리를 정리하면 이러하다. 학습자 

중심적 교육관을 가진 미술교사의 의지에서 출발하되, 관리자로부터 미

술교육공간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공간을 보수해도 좋다는 승인이 내

려진 후부터 공간 구성작업은 정식으로 시작된다. 이후, 미술교사는 행

정실에 승인내용을 알리고 예산 확보를 요청한다. 그리고 관련된 행정적 

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아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각종 위원회

6, 9 1

교사

행정공무원

관리자
8, 

13, 143, 4,
7, 12 2, 5,

10, 11

<그림 32> 관계자와 구성 요인 벤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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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미술교사는 필요한 공간과 물품을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한다. 미술교사의 의지와 관리자, 행정실의 협력을 

통해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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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 방안

  이 장에서는 양질의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이 국공립 일반계 고등

학교에 자리 잡히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과정에 실제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등학교 미술과 교구 및 시설·설비 기준이 제

도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와 학습자는 학습자가 중심

이 되어 조성하는‘미술공간으로서의 미술실’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미술과 미술교육공간에 대한 인식변화를 선도한다. 

1. 고등학교 미술과 교구 및 시설·설비 기준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구성원리를 탐색한 결과, 학교 미술실을 

조성하는 과정에는 미술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정의적 요인이 많이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 구성원이 미술과에 어떤 인식을 가지

고 있느냐에 따라 공간의 기능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특징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공간 창출로 각 학교의 맥락에 

맞는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미술실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 교육과정마저 적절히 대응하

지 못하는 공간을 방치, 방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이러한 

높은 자유도의 배경에는 국가 수준의 미술과 시설·설비 기준의 부재와 

대략적인 교구 기준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재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술과의 시설·설비와 교구 기준의 

부실함은 현행 미술과 교육과정인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에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계 국공립 고등학교의 미술실의 

품질 격차를 만들고 방치하는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실제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등학교 미술과 교구 및 시설·설비 기준을 제안

한다.

  학습자 중심 미술 교육과정에는 영상과 판서를 통한 이론 수업과 평

면, 입체 회화, 디자인, 공예 등 다양한 미술 장르의 체험과 이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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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이 권고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

육공간은 작업 기법과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소화하

고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원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고등학교 

미술과 기본 교구 기준을 정리하고 이 교구들을 작업환경에서 실제로 활

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설설비를 도출하였다. 

1) 교구 기준

  교구란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 현장에서 사용

되는 도서, 기계, 기구 등의 교육 매체를 말한다(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충청남도교육청). 아래 <표 12>은 서울시교육청이 고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미술과 교구 기준이다.

<표 12> 고등학교 미술과 교구 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201916))

16) (고시 2019-18) 2019 교구기준개정안(중고등학교)_중등교육과

교
과

영
역 교구 종목 규 격 사용학년 소요 기준 권장

공
통

수업용 노트북 최신사양 전학년 교사당 1 ○
태블릿 PC 최신사양 전학년 학생당 1 ○

이어본(마이크 포함) 최신사양 전학년 학생당 1 ○
무선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최신사양 전학년 학교당 1 ○

영상편집프로그램 PC/모바일 전학년 학교당 1 ○

미
술

회
화

화판 4절 전학년 학생당 1 ○

이젤 높이 1,200mm 전학년 학생당 1 ○

석고상기하모형 5종 이상 전학년 실당 1 ○

석고상인체모형 5종 이상 전학년 실당 1 ○

석고대 180×30×50cm 전학년 실당 1 ○

정물대   전학년 실당 1 ○
정물모형 5종 이상 전학년 실당 1 ○

방안자 30cm 이상 전학년 학생당 1 ○
방안자 50cm 이상 전학년 학생당 1 ○

긴자 100cm 이상 전학년 실당 2 ○

나이프 회화용, 
판화용 전학년 2학생당 1 ○

물통 　 전학년 학생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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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트 20칸이상 전학년 학생당 1 ○
앞치마 　 전학년 학생당 1 ○

팔토시 　 전학년 학생당 1 ○

조
소

목조용구
5종 1조(끌, 
망치, 숫돌, 
사포, 자 등)

전학년 학교당 1 ○

석조용구

6종 1조
(정, 쇠망치, 
줄,그라인더, 
끌, 석필등)

전학년 학교당 1 ○

찰흙저장용기 　 전학년 학교당 1 ○
소조용 주걱 5종 1조 전학년 학생당 1 ○

찰흙 부조판 400*500mm 전학년 학생당 1 ○
회전대 세트 300mm 전학년 학생당 1 ○

심봉대 높이 400mm 
정도 전학년 학생당 1 ○

니퍼 　 전학년 2학생당 1 ○

롱로우즈 　 전학년 2학생당 1 ○

고무망치 　 전학년 3학생당 1 ○

서
예

서예체본 10종 1조 전학년 학교당 1 ○

모포 1인용 전학년 학생당 1 ○
서진(문진) 　 전학년 학생당 1 ○

서예붓 세트 대, 중, 소 
세트 전학년 학생당 1 ○

먹 　 전학년 학생당 1 ○

벼루 　 전학년 학생당 1 ○

디
자
인

색채표본 　 전학년 학교당 1 ○

색입체 　 전학년 학교당 1 ○

제도기 24품 이상 1조 전학년 학교당 1 ○

모양자세트 3종 1조 전학년 학교당 1 ○
공예용구세트 5종 이상 1조 전학년 학교당 1 ○

3D 프린터기 최신사양 전학년 실당 1 ○
커팅칼 　 전학년 학생당 1 ○

가위 　 전학년 학생당 1 ○
커팅매트 4절 전학년 학생당 1 ○

연필깎이 심조절가능 전학년 실당 5 ○
글루건 소형 전학년 실당15 ○

그래픽소프트웨어 최신버전 전학년 실당 1 ○
작품건조대 　 전학년 실당 1 ○

붓류(디자인, 수채화, 
유화, 한국화) 세트 전학년 학생당 1 ○

판
화

송곳(니들) 　 전학년 학생당 1 ○

롤러 　 전학년 10 학생당 1 ○

스텐실틀 　 전학년  학생당 1 ○

잉크판 　 전학년 학생당 1 ○

스퀴지 　 전학년 학생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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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목록은 회화, 조소, 서예, 디자인, 판화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표에 표기된 영역별 구비 종목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권장 물품들

이다. 여러 가지 교구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물감이나 붓 등 기본적인 미

술 표현재료가 부재하여 회화 영역에 적혀진 교구로 할 수 있는 수업은 

석고 데생 정도로 보인다. 석고데생은 아카데미즘 미술교육의 상징인 동

시에 형태력과 양감표현 등 기초 실기력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훈련

방법이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이라는 교육과정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더 다양한 기법과 색채를 이용해 표현 실험을 할 수 있는 교구들

도 추가되어야 한다. 1958년 미국의 미술과 필수설비품목이 61개로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품목인 53개보다 많다는 점은 경각심을 일으킨다(유옥

인, 1992). 개선을 위하여 품목의 내용을 더 확대·세분하여 명시할 필요

가 있다. 위 표의 교구 종목에는 소비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 역

시 학교별 미술 재료의 격차를 양극화할 여지가 있다. 

  지역에 따른 교구 기준 차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청

(2018)의 고등학교 미술과 교구 기준도 살펴보았다. 충청남도 교육청의 

교구 기준의 영역은 공통, 체험과 표현, 감상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기재

되어 있는 목록은 소요 기준이나 규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서울

시교육청(2019)과 거의 동일하였다. 그리고 같은 재료가 여러 영역에 중

복기재된 경우도 발견되었다. 서로 다른 두 지역 교육청의 교구 목록를 

비교한 결과 교구 기준의 부실함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시교육청의 교구 기준과 

충청남도교육청의 고등학교 미술과 교구 기준을 대차 비교하여 교구 기

준표의 틀을 만들었다. 기존의 내용에 기초하여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교

구 종목을 보강하고 각 영역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아래의 <표 13>은 그런 과정을 거쳐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에 대응할 

바렌 100mm정도 전학년 학생당 1 ○
조각도 5종 이상 1조 전학년 학생당 1 ○

감광기 　 전학년 실당 1 ○
미술 수업 영상자료 DVD/파일자료 전학년 실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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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이상적인 고등학교 미술과 교구 기준을 필자가 목록화한 것이

다. 

<표 13> 고등학교 미술과 교구 기준표(이상)

영

역
교구 종목 규격 사용학년 소요 기준

필

수

권

장

공

통

컴퓨터

최신사양

(본체, 모니터, 스피커, 

키보드, 마우스) 

전체학년 실당 1 *

노트북 최신사양 전체학년 4학생당 1 *

태블릿 PC
최신사양, 펜마우스 

포함
전체학년 학생당 1 *

이어폰(마이크 포함) 최신사양 전체학년 학생당 1 *

블루투스 스피커 최신사양 전체학년 실당 1 *

엠프
60w이상(스피커, 

마이크 포함)
전체학년 실당 1 *

컬러프린터 A3 전체학년 실당 1 *
빔 프로젝터 3000-4500안시 전체학년 실당 1 *

전동 스크린 240cm x 240cm 전체학년 실당 1 *
실물화상기 회전용 전체학년 실당 1 *

디지털 카메라
1000만 화소 이상, 

삼각대
전체학년 4학생당 1 *

동영상편집 프로그램 PC/모바일 전체학년 실당 1 *

포토샵 프로그램 PC(최신버전) 전체학년 실당 1 *
일러스트 프로그램 PC(최신버전) 전체학년 실당 1 *

인디자인 프로그램 PC(최신버전) 전체학년 실당 1 *
라이트 박스 B4 전체학년 4학생당 1 *

3D프린터기 전체학년 4학생당 1 *
책상용 이젤 8절 전체학년 학생당 1 *

화판 8절, 4절, 2절 전체학년 학생당 1 *
마스킹테이프 전체학년 4학생당 1 *

가위 일반, 천 전체학년 학생당 1 *
풀 목공용, 딱풀 전체학년 학생당 1 *

커팅 방안자 30cm, 50cm 전체학년 학생당 1 *
스틸자 100cm 전체학년 실당 2 *

펀칭기
원형, 모양

(6종 1조)
전체학년 4학생당 1 *

스테이플러 전체학년 4학생당 1 *

글루건 소, 중형 전체학년 2학생당 1 *

종이 다양한 규격의 전체학년 학생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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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지, 도화지, 롤지

코팅기 A3 이상 전체학년 실당 1 *
제본기 A4 이상 전체학년 실당 1 *

물통 탁상용, 대형 전체학년 학생당 1 *
페인팅 나이프 회화용, 판화용 전체학년 학생당 1 *

휴지 롤휴지, 물휴지 전체학년 실당 1 *
앞치마 전체학년 학생당 1 *

팔토시 전체학년 학생당 1 *
연필 전체학년 학생당 1 *

지우개 전체학년 학생당 1 *
드로잉북 A4 전체학년 학생당 1 *

열선 전체학년 4학생당 1 *

회

화

실내용 이젤 높이 120cm 전체학년 학생당 1 *

야외용 이젤 조립식 전체학년 학생당 1 *
석고상기하모형 5종 이상 전체학년 실당 1 *

석고상인체모형 5종 이상 전체학년 실당 1 *
석고대 180 x 30 x 50cm 전체학년 실당 3 *

정물대 전체학년 실당 1 *
정물모형 5종 이상 전체학년 실당 2 *

수채화 파레트 20칸 이상 전체학년 학생당 1 *
수채화 물감 20색 이상 전체학년 2학생당 1 *

수채화 붓 세트 전체학년 학생당 1 *
수채화지 중목, 황목 전체학년 학생당 1 *

수채화 붓통 호수별 구비 전체학년 실당 1 *
유화용 파레트 종이 / 나무 전체학년 학생당 1 *

유화물감 20색 이상 전체학년 2학생당 1 *
유화용 붓 세트 전체학년 학생당 1 *

브러쉬 와셔(세척통) 유화용 전체학년 학생당 1 *
캔버스 전체학년 학생당 1 *

캔버스 집게 전체학년 학생당 1 *
붓 세척액 유화용 전체학년 학생당 1 *

유화 붓통 전체학년 실당 1 *

한국화 팔레트(접시)
7칸 도자기/ 

플라스틱
전체학년 학생당 1 *

한국화 물감
튜브 / 스틱, 

12색 이상
전체학년 2학생당 1 *

한국화 붓 대, 중, 소 세트 전체학년 학생당 1 *
화선지 화선지 전체학년 학생당 1 *

동양화판 전체학년 학생당 1 *
먹물 서화용 전체학년 4학생당 1 *

아크릴 파레트 종이 전체학년 학생당 1 *
아크릴 물감 20색 이상 전체학년 2학생당 1 *

아크릴 붓 세트 전체학년 학생당 1 *

연필 미술연필 세트 전체학년 학생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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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 미술용 전체학년 학생당 1 *

전동지우개 전체학년 2학생당 1 *
목탄 전체학년 학생당 1 *

콩테 20색 이상 전체학년 2학생당 1 *
색연필 24색 이상 전체학년 학생당 1 *

볼펜 3색 이상 전체학년 학생당 1 *
유성매직 12색 이상 전체학년 학생당 1 *

싸인펜 12색 이상 전체학년 학생당 1 *
마카펜 60색 이상 전체학년 학생당 1 *

오일파스텔 24색 이상 전체학년 학생당 1 *
파스텔 20색 이상 전체학년 학생당 1 *

찰필 세트 심갈이 사포 포함 전체학년 학생당 1 *
잉크 빨, 노, 초, 파, 검 전체학년 4학생당 1 *

서

예

벼루
중간크기

서예, 서화겸용
전체학년 학생당 1 *

먹
중간크기

서예, 서화겸용
전체학년 학생당 1 *

화선지 전체학년 학생당 1 *
서예붓 대, 중, 소 세트 전체학년 학생당 1 *

먹물 전체학년 4학생당 1 *
연적 전체학년 2학생당 1 *

문진(서진) 전체학년 학생당 1 *
모포 1인용 전체학년 학생당 1 *

서예체본
한글, 한문, 사군자, 

캘리그래피 등 
전체학년 실당 1 *

전각용구 세트 전체학년 학생당 1 *

조

소

소조용구 세트 전체학년 학생당 1 *

조각용구 세트 전체학년 학생당 1 *
부조판 30 x 30 cm 전체학년 학생당 1 *

유토  전체학년 학생당 1 *
공구세트 10종 1조 전체학년 실당 1 *

목조용구
5종 1조(끌, 망치, 

숫돌, 사포, 자 등)
전체학년 실당 1 *

석조용구
6종 1조(정, 쇠망치, 줄, 

그라인더, 끌, 석필 등)
전체학년 실당 1 *

찰흙 전체학년 학생당 1 *

점토 지점토, 클레이 전체학년 학생당 1 *

핸디코트 전체학년 4학생당 1 *

찰흙저장용기 60 x 90 cm 이상 전체학년 실당 2 *
소조용 주걱 5종 1조 전체학년 학생당 1 *

찰흙 부조판 40 x 50 cm 이상 전체학년 학생당 1 *
회전대(손물레) ø300mm 전체학년 학생당 1 *

심봉대 30x30x40cm 전체학년 학생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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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끈 전체학년 2학생당 1 *

니퍼 전체학년 2학생당 1 *
롱로우즈 전체학년 2학생당 1 *

고무망치 전체학년 2학생당 1 *
고무그릇 전체학년 학생당 1 *

사포 전체학년 학생당 1 *
목장갑 전체학년 학생당 1 *

철사 전체학년 2학생당 1 *
전기가마 전체학년 실당 1 *

판

화

평판

고무판, 목판, 

리놀륨판, 지판, 

동판

전체학년 학생당 1 *

조각도 5종 이상 1조 전체학년 학생당 1 *

사포
100방, 220방, 

1000방
전체학년 학생당 1 *

판화 잉크

동판용, 목판용, 

실크스크린용

(검정, 파랑, 노랑, 

빨강, 하양)

전체학년 실당 1 *

프레스기
동판용, 목판용

(16절 이상)
전체학년 실당 1 *

잉크 조합판 전체학년 학생당 1 *

롤러 대, 중, 소 전체학년 학생당 1 *
실크스크린 스퀴지 소, 중, 대 전체학년 학생당 1 *

판화 나이프 전체학년 학생당 1 *
면망사 전체학년 실당 1 *

송곳(니들) 전체학년 학생당 1 *
분무기 전체학년 실당 1 *

대형비닐천 전체학년 실당 2 *

갱지 전체학년 학생당 5 *

바렌 ø100mm 전체학년 학생당 1 *
스텐실 붓 소, 중, 대 전체학년 학생당 1 *

스텐실 틀 전체학년 학생당 1 *
실크스크린 틀 전체학년 학생당 1 *

실크 샤 전체학년 학생당 1 *
호치키스 전체학년 2학생당 1 *

힌지 클램프 2 개 전체학년 실당 5 *
감광제 전체학년 4학생당 1 *

실크스크린 버킷 소, 중, 대 전체학년 4학생당 1 *
샤바리(휘바라) 전체학년 2학생당 1 *

버니셔 전체학년 학생당 1 *
스크래퍼 전체학년 학생당 1 *

숫돌 전체학년 실당 1 *

오일 전체학년 실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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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회화, 서예, 조소, 판화, 디자인으로 영역을 구분하였고 공통영역

에는 모든 수업에서 쓰이는 교구들을 정리해 두었다. 회화영역은 서양화

와 한국화에 필요한 기본재료들로 구성하였다. 서예영역은 서예와 전각

에 필요한 기본재료들로 구성하였다. 조소는 나무와 돌을 이용한 조각과 

유토를 활용한 소조에 필요한 기본재료들로 구성하였다. 판화는 평판과 

공판화에 필요한 기초재료들로 구성하였다. 디자인은 시각, 공업, 영상디

자인에 사용될 기본재료들로 구성하였다. 공통영역에 이미 기재되어 있

는 재료는 다른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도 중복하여 작성하지 않았다.

  소요 기준이 실당으로 제시된 경우는 소요 기준에 소요 실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소요 기준이 학생당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소요 기준에 학생수

를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에서 학생수란 당해 교구를 사용하는 학생수가 

최대인 학급의 학생수를 말한다. 위의 교구 목록은 현행 미술과 교육과

정 운영에 필요한 구비량을 제시한 것이다(서울시교육청, 2019). 소요 수

판화지
실크스크린용, 

목판용, 동판용
전체학년 학생당 1 *

감광기 전체학년 실당 3 *
영상자료 DVD/파일자료 전체학년 실당 1 *

실크스크린 고정판 8절 이상 전체학년 4학생당 1 *

디

자

인

색채표본 전체학년 실당 1 *

색입체 전체학년 실당 1 *
제도기 24품 이상 1조 전체학년 4학생당 1 *

모양자 3종 1조 전체학년 4학생당 1 *
공예용구 필요에 따른 구성 전체학년 2학생당 1 *

3D프린터기 동급 최신사양 전체학년 실당 2 *
커팅칼 디자인용 전체학년 학생당 1 *

가위 사무용, 패브릭용 전체학년 학생당 1 *
커팅매트 4절이상 전체학년 학생당 1 *

연필깎이 심조절 가능 전체학년 6학생당 1 *
디자인용 붓 세트 전체학년 학생당 1 *

포스터 칼라 20색 이상 전체학년 2학생당 1 *
컴퍼스 전체학년 학생당 1 *

다리미 및 다리미판 전체학년 6학생당 1 *
만화용구세트 전체학년 4학생당 1 *

캘리그라피 도구세트 전체학년 학생당 1 *
도안자료집 전체학년 실당 1 *

우드락 3T 이상 전체학년 2학생당 1 *
조명 작품, 영상 촬영용 전체학년 실당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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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수업에 필요한 최소 구비량을 제시한 것이다. 

  교구들은 다시 필수 교구와 권장 교구로 분류하였다. 필수는 학생들의 

원활한 미술 수업경험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 교구들이다. 권

장 교구는 필수 교구를 보조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표현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내 디자인 수업이라면 그림으로 표상 활동을 한 

후 권장 교구인 우드락을 이용해 입체로 구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

습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다, 또한, 입

체물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설계적 부분까지 배울 수 있다. 즉, 경험과 

배움의 폭이 확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실정에 따라 가능한 한 권장 

교구까지 충분히 갖출 것을 제안한다.

2) 시설·설비 기준

  표준국어대사전에서‘시설’과‘설비’의 뜻을 찾아보았다.‘시설’은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갖추거나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설비’는

“필요한 것을 베풀어서 갖춤, 혹은 그런 시설”이라고 정의되고 있어 

두 단어 간의 뚜렷한 용어적 차이를 찾기가 어려웠다17). 충청남도 교육

청(2018)에서는‘설비’를“학교 환경에서 교과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책걸상, 칠판, 실험·실습대, 교구 진열대 등과 같이 교육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에 기본적으로 설치되거나 비치되어 교육 활동

을 간접적으로 돕는 보조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의미의 혼동을 피하고자‘시설’은 건물의 규격, 구조, 전기, 수도 등의 

시공이 필요한 요소들을,‘설비’는 책걸상, 칠판, 교구 진열대 등 시설

에 추가적으로 설치 혹은 배치되는 보조물로 정의하고 논의를 끌어가고

자 한다. 

  앞에서 정리한 교구 기준과 Ⅱ장에서 도출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

간영역(표현학습 공간, 자료 및 정보 탐색공간, 수업 구성원의 상호작용 

공간, 전시공간)을 토대로 학습 내용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미술실의 

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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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과 형태를 탐색하였다. 

<표 14> 미술 교실 평면 계획 (신축) 대비표 (류호섭, 2012, p.404)

 

  교실면적은 위의 <표 14> 미술 교실 평면 계획(신축) 대비표 중 

MAN01-02(157.14㎡)의 교실면적과 비율을 기본 틀로 하였다. 이 교실 면

적과 권장기준에 교구 기준을 반영하여 이상적인 미술실과 미술준비실의 

평면도를 그렸다. 미술실은 학교의 대표적인 미술 표현학습 공간이고 미

술준비실은 대표적인 자료 및 정보 탐색공간이다. 아래 <그림 33>에는 

미술실과 미술준비실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들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 33> 미술실, 미술준비실 평면도(이상)

  미술실에는 학습자들이 회화, 서예, 조소, 판화, 디자인 영역의 표현활

동과 학습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들을 배치하였다. 여기

에 더하여 미술실 내에 책장을 설치해서 미술학습에 도움이 될 문서자료

들을 배치할 수 있게 하였다. 교사 책상과 학생 책상이 놓인 공간이 동

구분 학습 유형 면적(㎡) 비율(4:3 권장) 비고창측(mm) 칠판측(mm)
MAN01-01 실습 119.56 12,200 9,800
MAN01-02 실습 157.14 16,050 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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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작업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단차를 주지 않았다. 또한 사물들

간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서 교사가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였으며, 

공동책상을 선택하여 수업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판화 작업 공간과 조소 공

간, 종합적 표현공간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되 분절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양한 표현방법을 언제든 혼합하여 작품에 반영할 수 있는 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벽으로 공간을 구분하면 기법과 기법이 온전

히 분열되어 존재하는 것 같은 심리적 거리감을 만들 수 있다. 프레스기

가 놓인 책상 아래와 작업대의 아래 공간은 재료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실내의 모든 빈 벽과 천장까지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평면도에서는 교실 뒤편의 판화작업 공간의 창문 없는 벽면

을 활용해 전시공간을 꾸몄다. 이곳에는 작업중이거나 완료된 작품들을 

붙여 놓는다. 벽면을 나무로 만들 경우 종이테이프나 핀을 사용해 작품

을 고정할 수 있고, 철제 타공판을 벽에 설치한다면 자석을 이용해 손쉽

게 그림을 붙이고 뗄 수 있다. 암막실은 실크스크린 판화 작업에 필수적

인 공간으로 따로 가벽을 세워 설치할 수 있다. 아코디언식 출입구를 설

치하고 평소에 최대한 열어두면 사각지대가 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

다. 미술실과 미술 자료실은 내부 출입구를 이용해 언제든지 쉽게 오가

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료를 공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면도의 내용을 시설 ·설비 기준표로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15>이

다. 

<표 15> 시설·설비 기준표(이상)

구

분

번

호
명칭 세부사항 소요기준

시

설

a
조명,

채광

LED 조명

(구역별 분할 스위치. 

감광실에 따로 전등 스위치 부착)

창문: 커튼 / 블라인드 설치

실당 1

b 수도 냉, 온수 기능 탑재 실당 1

c 정화 싱크대에 오염수 정화장치 설치 실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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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환기
창문 혹은 별도의 환기시설을 통해 

교실내의 공기의 질 개선
실당 1

e 전기
19kw이상

(0.3루베 가마의 소비전력: 13kw)
실당 1

f 바닥 방수기능, 오염에 강한 자재 실당 1

g 냉난방 냉방, 난방, 습기조절 기능

미술실당 1
미술

준비실당 1

h 조색 따듯한 화이트 톤의 색상 실당 1

i 암막실

1.감광기, 실크샤 건조기 배치,

2.감광액 바르는 장소

3.커튼이나 아코디언 식 문으로 입구를 

구분함.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활짝 

열어두어 사각지대를 줄임)

실당 1

설

비

1 책상
1.1인당 60x100cm 면적

2.유리 or 고무커버 설치
학생당 1

2 컴퓨터 책상

1.프린터와 컴퓨터를 올려놓는 책상.

2.하단에 수납장이 있는 형태로 관련 

자재를 보관함

실당 1

3 다용도 책상
재료 진열대, 모델 대, 정물대 등 

교육과정에 맞춰 다방면으로 활용 
실당 1

4 의자 학생당 1

5 교사 책상
잠금기능이 있는 하부장 사용

 (노트북 같은 고가의 장비를 보관)
실당 1

6 칠판 실당 1

7 교구 수납장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규격 선택 미술실

가로수납 물감, 종이 등
미술준비실

세로수납 화판, 캔버스

8
그림 부착용 

벽

1.완성작이나 과정물 부착

2.교실 뒤편 벽과 빈 벽면 활용
실당 1철제 자석으로 부착

나무 테이프. 핀 부착

9 싱크대
종합 실기실 실당 3

판화실 60x90cm 이상 실당 1

10
작업물 

보관대

입체
회화

학생당 1조소, 도예

평면

11 지함 A
1.사용 안 한 종이 보관용

2.다양한 종이 규격에 맞는 지함 구비
실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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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이 이루어지는 미술실은 다양한 미술 장르를 포

용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위해서는 교육내용별로 

적합한 공간면적과 시설·설비가 두루 확보되어야 한다. 판화를 하기 위

해서는 프레스기의 운동 범위를 소화할 수 있는 공간과 기름과 물기에 

강한 재질의 작업대, 여러 화학물질이 하수도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정화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혼자 작업을 할지 여럿이서 작업을 

할지에 따라 학습자의 운동 범위 또한 달라진다. 따라서 미술과를 위한 

미술실 시설은 교구와 학습자들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면적과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표현학습 공간애는 물

을 사용할 수 있는 수도시설과 오염된 물을 배출하기 위한 정화시설, 가

마와 다양한 장비 사용을 위한 전기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미술 활동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을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및 통풍 시설도 설치되어야 

12 지함 B
완성된 평면작품 보관

(판화용 철제 지함)
실당 1

13 종이 건조대 수채화, 판화 실당 1개 

14
학생물품 

보관장
개인 재료, 작품 보관 학생당 1

15 가림막 규격, 바퀴 4학생당 1

16
이동용 

트롤리
규격, 바퀴 8학생당 1

17 청소도구함
물걸레, 기름걸레, 쓰레받이, 빗자루 등 

보관
실당 1

18 책장 월간지, 화집, 미술관련 책자 진열 실당 1

19 실크 건조기

1.감광액을 바른 실크스크린 틀을 말리는 

기계

2.암막실에 배치

실당 1

20 옷걸이 겉옷을 걸어둠 학생당 1
21 앞치마 걸이 앞치마를 걸어둠 학생당 1

22
태블릿 PC 

보관장
실당 1

23 찰흙 보관함

1.조소와 도예에 사용되는 찰흙을 

보관하는 통이다. 

찰흙이 말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실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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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작품활동에 적합한 조도와 채광을 고려하여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

다. 그리고 그늘진 곳에 미술실이 위치한 경우 종이와 재료를 보관하는

데 적정한 습도와 온도를 맞출 시설·설비가 필요하다. 바닥 재료는 타

일이나 에폭시 마감재처럼 청소가 용이하고 방수기능이 있는 것이

 좋다. 교실 벽면은 따듯한 화이트톤 페인트로 칠해 심리적 안정과 눈의 

편안함을 확보하고 다채로운 색과 형태의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데 방해

가 없도록 한다.

2. 학생 참여를 통한 관계적 미술공간 구현

  필자는 앞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미술교육공간의 시

설·설비와 교구 기준 제시를 통해 교육공간으로서 미술실이 효율적으로 

학습자의 미술학습을 매개하기 위한 조건들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적정

수준의 학습자중심의 미술교육공간 시설·설비와 교구가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교육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공간 구성원들

의 미술 교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조성하는 미술공간으로서의 미술실을 제안한

다. 

  듀이는 앎이나 삶에 대한 이해는 감성에 의해 거의 직관적으로 포착되

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예술’이라

고 보았다(Dewey, 1934/2003). 미술실은 미술이라는 시각기호로 학습자가 

타인과 대화하며 사회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생성하는 관계적인 예술

공간이 될 수 있다. 이 특별한 공간은 그 자체로‘인간의 삶에 대한 이

해의 시도’라는 개념미술 작품이 되어 관람자(학교 관계자)가 미술과 

미술교육의 가치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돕는다. 즉, 미술교

육공간이 교육공간이자 교사와 학생의 삶과 개념이 녹아들어 있는 하나

의 개념미술 작품화된다면 이곳은 일반 교실과 구별된 특별한 공간 경험

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공간에 이미 존재하는‘학습자의 작은 이야기’

가 들어갈 틈새를 가시화하고 그 소서사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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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개념미술작품으로서의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인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작은 이야기를 인정하고 교실 안으로 받아들이는 포스

트모더니즘 교실은 공간 조성에 학습자를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치밀하게 선별한 지식을 일제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모

더니즘의 일반 교실과는 다른 공간 성격을 가진다. 마치 리처드 세라

(Richard Serra)의 거대한 설치작품이 설치된 공간에 변화를 만들고 사람

들이 재조성된 공간에서 평소와 다른 경험을 하고 그곳을 이전과 다른 

장소로 재개념화하게 되는 것처럼 미술실은 미술공간으로서 특별하고 긍

정적인 새로운 교실 경험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필자는 관계

를 통해 새로운 공간 의미가 생성되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할 때 미술과 

미술교과에 대한 진정한 공감과 인식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교육공간의 개념미술화는 학교가 학습자 중심 미술

교육 공간을 환영하고 지속적인 협력안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

인 실천방안이 될 수 있다.

  이제부터 각 사례 학교를 대상으로 현 상황에서 어떻게 교사의 교육개

념과 학습자의 참여가 녹아든 미술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

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아래의 <표 16>은 이 연구의 

사례학교인 G고, U고, R고의 상태, 여건, 교사 정보, 미술교육공간 조성

과정, 공간 조성 참여자, 그리고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영역 충족 

정도, 공간 조성 후 후속 개선 참여자를 정리한 것이다. 

<표 16> 사례 내용 정리

G고등학교 U고등학교 R고등학교
개교년도

(위치)

1984 

(서울특별시)

2015 

(세종특별자치시)

2016

(세종특별자치시)

구분
고교학점제연구시범학

교
미술중점학교 일반계공립고등학교

연구

참여자

(근무기간)

A교사

(2016-현재)

B교사

(2015-2019)

C교사

(2016-현재)

특징 서양화, 미술교육 전공 미술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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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향성

*몰입을 위한 단계   

수업(재현-다양한   

표현-프로젝트)

*학습자의 의지와    

취향 반영한 과제

*조언자로서 교사

*과정중심 절대 

평가

*프로젝트 수업 

*비판적 사고력 

신장

*학습자의 의지와    

취향 반영한 과제

*조언자로서 교사

*전시를 통한 소통

*프로젝트 수업

*학습자 생활맥락

존중

*다양한 경험

*미술을 통한 

자아 탐색

*허용적 분위기

*조언자로서 교사

*수준별 절대 평가

조성공간

(규모)

미술준비실

(0.3개 실)

미술실2

(0.7개 실)

전시실

미술실2 - 5

(각 0.5개 실)

전시실

미술실2

(0.7개 실)

미술준비실2

(1개 실)

조성기간 2016 - 2020 2016 - 2019 2019

과정

2016년 전시실, 

미술준비실 조성 시작

-관계자들의 협조-2019  

년 고교학점연구학교로 

지정

-수업 시수 증가

-미술실2증축-특별교실요

구-학령층 감소

-관리자 허가

-2019년 미술실2,전시실 

증축 완료

2016년 미술중점학교로 

지정

-관리자의 소극적 태도

-미술실2-5증축

-외부전시

-미술실2-5 2층으로 이사

-벽 뚫을 것 건의

-소방법,실 개수 제약

-교감선생님의 협조

-2~3개 실 규모 공간으로 

이사 예정

-교감선생님 소천

-계획 무산

2019년 수업 시수 증가

-교원증원 실패

-미술실2증축 시작

-행정실 원조, 관리자  

의 증축 중단 권고

-진행

-설비 이유로 

미술준비실에 미술실 

설치

-행정실 원조

-벽 허물 기회 

생김-교육청 시설과의 

반대로 무산

-2019년 미술실2, 

미술준비실2 증축 완료 

참여자
미술교사, 관리자, 

행정직원

미술교사, 관리자, 

행정직원

미술교사, 관리자, 

행정직원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

1.표현학습 공간(O)

2.자료 및 정보 

1.표현학습 공간

2.자료 및 정보 

1.표현학습 공간(O)

2.자료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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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고등학교 

  G고등학교는 1984년에 일반계 공립학교로 개교하였다. 이후 자율형 공

립고등학교로 전환되었고,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R고는 80년대에 지어진 학교로 교과교실들과 복도는 지난 세월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내의 많은 부분에 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였

고, 학생들이 토론이나 모임 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여럿 조성해놓았

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미술실의 경우 미술준비실을 사이에 두

고 두 개의 미술실이 배치되어 있어서 동선 이상적인 형태였다. 학생들

에게 좋은 미술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단위의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고 느꼈다. 

  A교사는 미대를 졸업하고 미술교육 석사과정과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

가 되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문적인 미술가 양성과정을 거쳤고 현재 

미술가로서의 활동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창의성을 중시하

는 수업과 함께 아카데미즘적인 교육에도 동일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

에서 다른 두 교사와 차이점이 있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미술

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이유는 못 그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취향과 개인사를 수

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미술표현을 위한 기초훈련과 단계적 수업

을 통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미술을 향유할 수 있고 자신만의 취향을 구축하도록 돕

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A교사는 2016년에 부임한 직후 로비는 미술전시실로, 기존 미술실 옆

간 충족영역

 탐색공간(O)

3.수업 구성원의 

 상호작용 공간(O)

4.전시공간(O)

 탐색공간

3.수업 구성원의 

 상호작용 공간(O)

4.전시공간(O)

 탐색공간(O)

3.수업 구성원의 

 상호작용 공간(O)

4.전시공간
후속 개선 

참여자
미술교사 미술교사 미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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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사집무실은 미술준비실로 변경, 조성하였다. 2019년에 수업시수 증

가로 미술실을 하나 더 증축하게 된다. 수도시설까지 설치했지만 0.5개 

실의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2019년 겨울에 미술준비실과 연결되어 있는 생활지도

부교무실이 공간의 일부를 덜어내게 되면서 그곳으로 미술실2를 옮기고 

새롭게 조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관리자와 행정실 구성

원 모두가 최선을 다한 협조 안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공간의 기능적인 면에서 R고의 미술실과 미술준비실은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4영역을 모두 만족하고 있었다. 다만 미술실2에는 판화나 

조소 활동을 할 장소와 교구가 마련될 장소가 부족했다. 현 상황에서는 

미술실1에만 기존 설비와 교구들의 자리를 재배치하여 판화 장비를 설치

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감광실까지 마련할 크기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감광기가 필요 없는 기법으로 수업을 계획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

한다. 

  그리고 새로 조성한 미술실2는 0.7개실 규모이다. 이 정도 공간은 20

여명의 학생들이 박스나 우드락 등을 사용하여 입체작업을 하기에는 활

동성에 제약이 크다. 사실 미술실2는 0.3개실 크기의 학생지도실과 연결

되어 있다. 추후 학생지도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면 벽을 터서 

공간을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생긴 공간으로 학

생들이 보다 쾌적하게 입체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아쉬운 점으로 공간 후속 조성의 내용적인 면에서 학생 참여

가 적다는 점과 미술실1의 거울에 둘러쌓인 벽과 초록색의 바닥재가 공

간 전체의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벽과 바닥을 뜯어

고치려면 대단히 큰 예산이 필요하다. 그 대신 미술 활동을 통해 공간 

분위기를 전환하는, 학습자 중심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 24>는 미국에 있는 미술창작 스튜디오인 인터네셔널 룸 

13(International Room 13)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작품제작에 열

중하고 있는 모습이다18).

18) http://room13international.org/get-involved/grow-room13/ 2020.12.25

http://room13international.org/get-involved/grow-roo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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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인터네셔널 룸 13의 풍경
  

   기대어 세워진 커다란 캔버스와 자료사진, 드로잉들로 벽면이 빼곡하

다. 학생들이 작업한 크고, 작은 캔버스들과 종이드로잉, 여러 패턴의 천 

조각들로 미술실1의 거울 벽을 채워 하나의 작품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이 

사진 속 공간처럼 자유롭고 재밌는 분위기를 풍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의 프로젝트로 진행하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벽을 채울 수도 있고, 

우연한 조합들로 완성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학생들의 미술 활동을 

통해 미술실 공기의 흐름을 바꿈으로써 공간이 보다 학습자 참여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 17>은 미술실 공간의 시설·설비적 문제 상황을 학습자의

미술 활동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아트월

(Art Wall) 수업계획서이다. 

<표 17> ‘나와 우리의 소리-목탄드로잉’ 교수·학습 계획표

주 영역 차수 내용
사용 장소, 

시설설비
필요한 교구

1
체험,
표현

1

나와 우리의 소리(1)
-개인의 작은 이야기가 모여 큰 
목소리가 된다는 주제의 공간 개선 
프로젝트
-목탄 사용방법 익히기
흰색 종이 위에 음악 들으면서 
간단한 조형물 선택해서 그리기 
(깃털, 과일 모형, 병 등을 준비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함) 

미술실1

전자칠판(ppt),
가사가 없는 음악,
목탄, 갈색 콘테 
종이, 스폰지, 

지우개, 칼, 휴지

2 체험, 1 나와 우리의 소리(2) 미술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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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생각, 이야기도 모이면 큰 소리가 된다는 개념의 드로잉 수업

으로 차가운 느낌의 거울벽을 학생들의 드로잉으로 채워진 아트월로 탈

바꿈시키는 프로젝트이다. 작품을 붙일 구역은 반별 제비뽑기로 정한다. 

안정상의 이유로 사고 위험이 적은 종이를 재료로 하고 소리의 울림, 파

장 등의 이미지화를 위해 목탄과 콩테를 사용한다. 목탄과 콩테는 가는 

선과 넓은 면 표현이 가능하며, 지우고 난 후에도 종이에 자국이 남기 

때문에 작업 과정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는 특징이 있다. 지우개와 

목탄, 콩테를 이용하여 교사가 들려주는 소리 혹은 음악에 집중하여 이

미지로 표현한다. 7분 동안 그리고 사진 찍고 2-3분 동안 지우고 다시 

덧그린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그릇에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빗소리 등 주관적인 경험과 기억이 반영되기 쉬운 일상

의 소리가 좋다. 교사는 학생들이 찍은 사진을 모아 영상을 만들고 마지

막 시간에 다 함께 감상한다. 자신의 그림이 다른 그림들 안에서 어떻게 

보이고 어떤 맥락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림

들을 벽에 붙였을 때의 모습도 설치 전에 예상해 볼 수 있다. 활동지 작

성 후 완성된 작품을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정한 자리에 붙이는 것으로 

수업은 마무리한다. 

 

표현

-3개의 음악을 들으며 목탄 드로잉 
-첫 번째 음악이 끝나면 지우고 그 
위에 두 번째 음악 들으면서 드로잉 
-두 번째 음악이 끝나면 지우고 그 
위에 드로잉
-매 과정 사진 찍기 (교사에게 전송)
-완성작은 교사가 픽사티프 뿌려서 
보관

일상의 소리 3개,
목탄, 갈색 콘테, 
종이, 스폰지, 

지우개, 칼, 휴지,
사진기,
픽사티프

3
체험,
표현

1

나와 우리의 소리(3)
-모은 사진으로 한 명의 드로잉이 
모여 한 학년의 드로잉으로 확장하는 
영상 감상
-활동지에 활동 감상 작성 후 제출
(어떤 부분에 주의하며 표현하려고 
하였는가, 작품제작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을 느꼈는가)
-설치

미술실1

전자칠판
(영상시청)
종이테이프,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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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고등학교

  U고등학교는 2015년 일반계 공립고등학교로 개교하였고 2016년 미술

중점학교로 지정되었다. U고에는 영역별로 구분된 5개의 미술실이 조성

되어 있다. B교사는 임용합격 직후인 2015년에 U고에 발령되었고, 2019

년까지 재직했다. 그는 미술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각적인 표현력 및 전달력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가 시각기호를 자신

의 언어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학습자들이 앞으로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개교 당시 한 개 실이었던 미술실이 2016년 미술 중점 학교로 지정되

면서 5개로 확장되었다. 이후 여러 번의 위치조정을 거치면서 각층별로 

흩어져 있던 미술실들을 2층에 모으고 근처에 미술전시실과 미술준비실

도 함께 설치하게 된다. 이런 위치적 특성으로 학생 및 교사의 동선이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각 실의 공간면적이 작아서 수업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한 학습 불편을 해소하고자 두 개 

공간을 하나로 트려 하였으나 관리자의 비협조, 소방법적인 문제, 교육 

과정상 규정된 미술실 개수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다. C교사는 활발한 교

내외 학생 전시 활동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미술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경험이 학생의 삶의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또한,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공간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한 전

시는 자신의 작품이 학년 간에 발표되는 장소이고, 작품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서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외부와의 

교류로 이어진다면, 학교 관리자와 지역사회의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 변

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와 C교사가 제공한 학교 도면도를 통해 U고등학교의 미술교육

공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미술실1(서양화 실기실)은 학교 건축 단

계에서부터 특별실로 설계, 설치되었다. 미술실 2-5는 특정 미술영역에 

따라 이용이 분리된다. 각 실은 기초디자인실, 아이디어 창작실,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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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영상 디자인실로 명명되어 있다. 이 네 개의 미술실은 특별실이 모

여있는 2층에 있으나 실상은 1개 실보다 작은 일반교실을 사용하고 있

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공간적 협소함은 미술과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수

업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이는 미술중점학교라는 학교의 입장과 미

술에 꿈을 가지고 진학한 학생들에게도 이롭지 못하다. 이에 학교측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넓은 공간을 미술실로 배당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야 할 것이다.

계단
도서실
(정독
실)

서양화실기실
미술준비실

음악
준비실 음악실

개인음
악

연습실
교사휴게실(여)

교사휴게실(남) 계단 화장실(남)
화장실(여)

방재실
시설
실 계단 계단

창고
시청각실 시청각실

계단창고1 전산실
친환경홍보실 계단 -1층

- 엘리베이터

현관계단
화장

실
(남)

화장
실(여) 화장실

현관 보건실 교과교
실

특수학
급1

특수학
급2 교장실 탕비실문서고 행정실  현관 운영위원회실 스튜디오 방송실 인쇄ㆍ

평가실
학부모협의실

학부모지킴이실

계단주차장
배움터지킴이실주차장

<그림 35> U고등학교 1층

  위의 <그림 35>에 있는 1층의 도서실(정독실)을 미술실로 바꾸면 시급

한 미술실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곳은 평소 사용 빈도와 

활용성이 낮은 유휴공간이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미술실로 변경될 계획

이었다. 안타깝게도 계획을 추진한 관리자의 급작스런 소천으로 그 계획

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미술 중점학교에 합당한 미술교육환경 확보

를 위해서라도 미술실 확장 계획은 이어지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도서

실은 일반교실 2개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20~30명의 학생들이 함께 이

용하는‘아트 스튜디오’로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그림에 표기된 대로 도서실은 기존 서양화 실기실 그리고 미술

준비실에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가 효율적으로 재료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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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고 두 개의 미술공간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충

분한 면적과 함께 위치적으로도 미술실로 만들기에 최적의 장소인 셈이

다. 또한, 1층에 자리해있기 때문에 가마나 프레스기 같은 무거운 장비

들을 설치하기도 용이하고 제작한 입체작품을 교내 정원 등에 설치할 때

도 효율적이다. 

  미술실이 확장되기 전까지의 대안으로는 미술실 2~5 앞의 복도 공간의 

미술실화(化)가 있다. 이를테면 부족한 작품 보관장을 복도에 설치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앞뒤가 뚫려 있는 선반을 사용하여 입체물과 평면 작

업을 동시에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복도라는 장소적 

특성상 훼손이나 도난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물쇠

가 달린 유리 보관장을 이용하면 내부를 볼 수 있는 동시에 작품 훼손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네트망을 벽에 설치해서 그림을 걸어 보관, 전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직접 리폼한 의

자를 몇 개 배치하여 미술실 앞 복도가 쉴 수 있는 장소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도 좋다. 학생들의 손길이 복도로 넘어오는 순간 그곳은 학교의 

다른 공간과 구별되는 자신과 연결된 장소가 된다. 더욱이 미술실 2-5의 

맞은편에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학생과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미술공간이 된 복도를 통과하면서 일반적인 학교 복도와 다

른, 학습자의 숨결이 함께하는 복도를 만나고, 새로운 공간 경험을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8>는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 영역 중 교내의 부족한 

표현학습 영역과 자료 및 정보탐색 공간을 학습자의 참여를 중심으로 창

출한다는 개념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퍼포먼스 수업계획서이다. 

<표 18> ‘미술 퍼포먼스’ 교수·학습 계획표

주 영역 차수 내용
사용 장소, 

시설설비
필요한 교구

1
감상,
체험,
표현

1

미술 퍼포먼스(1)
-공공미술에 대해 알아보기
-관련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한 후     
미술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층 복도
활동지, 

전자칠판(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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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벽에 빈 캔버스를 걸고 학생들의 이야기와 아이디어로 꾸미는 퍼

포먼스 수업을 한다면 2층 전체는 다양한 입장의 학생들의 문화가 만나

고 충돌하고 재창조되는 생산의 장소가 될 것이다. 학생들은 작품이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된

다. 학생들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고 영향 받는다. 이로써 2층을 이용

하는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작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작품이 제작

되고 놓여진 ‘그 공간’은 작품이 개념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즉, 2층 전체가 학생들의 작품 활동으로 하여금 작품 앞을 오가는 

생각하고 서술하기

2
감상,
체험,
표현

1

미술 퍼포먼스(2)
-장소 뽑기 : 제비뽑기를 통해       
 퍼포먼스를 할 장소 선정
-주제 정하기: 자신이 맡은 장소의   
 역할에 개인적인 의미를 반영하여   
 주제 설정하기
-작품 제작 구상하기

2층 복도
드로잉북, 
드로잉재료

3
감상,
체험,
표현

1

미술 퍼포먼스(3)
-익명의 학생 의견 박스 설치 : 
 다른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작품 제작하기
 설치된 캔버스에 그림 그리기 시작.
 필요하다면 벽과 바닥에 비닐을     
 설치해서 오염 위험성 차단

2층 복도

-인원수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의 캔버스를 

설치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재료 활용

-교사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료와 
기법을 제안

4
감상,
체험,
표현

1
미술 퍼포먼스(4)
-작품 제작하기

2층 복도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재료 활용

-교사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료와 
기법을 제안

5
감상,
체험,
표현

1
미술 퍼포먼스(5)
-작품 제작하기

2층 복도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재료 활용

-교사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료와 
기법을 제안

6
감상,
체험,
표현

1

미술 퍼포먼스(6)
-의견 박스에 취합된 의견들 발표
-퍼포먼스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상  
 작성하여 제출

2층 복도
전자칠판(ppt),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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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과 관계하며 그들이 새로운 영감이나 에너지를 창조하는, 관계

적이고 포스트모던적인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이 되는 것이다.

3) R고등학교

  R고등학교는 일반계 공립고등학교로 2016년에 개교했다. C교사는 미

술교사로서 2016년부터 R고에 근무하고 있다. 사례학교가 첫 근무지인 

다른 두 명의 연구참여자와는 달리 R고는 C교사의 두 번째 근무지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상태로 R고에 부

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이 다양한 재료를 매개

로 자아를 탐색하는 시간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고등

학교 학생들은 자아를 형성하고, 비교적 엄격해진 규율 안에서 사회법규

와 자신의 자유를 공존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그

러나 대입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른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

이 부족하다. 이러한 안타까움에서 C교사는 미술 수업에서 만큼은 학생

들이 자신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19년 수업시수의 증가로 미술실과 미술준비실을 증설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관리자와 여러번 부딪힘이 있었다. 증설 후 미술실과 미술

준비실은 자유로운 체험과 표현활동을 통한 경험학습이라는 교사의 교육

관에 대응하는 표현 학습공간과 자료 및 정보 탐색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업 중 구성원의 상호작용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은 교사인터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학습자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마

주 않아 작업을 하는 책상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동료의 작업에서 자극

을 받아 자신의 표현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술실1에서 C교사는 

책상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학생의 작품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재료를 

추천하거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미술

실2는 전체 면적이 좁아졌기 때문에 미술실1에 비해서는 교사의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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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다. R고등학교는 건물 벽체 대부분에 창문이 달려 있고 층고가 높

아서 전반적으로 밝고 산뜻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창문이 많은 만큼 

그림을 걸고 전시할 수 있는 벽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다.

  아래의 <표 19>는 교내의 부족한 전시공간을 학습자가 스스로 창출한

다는 개념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게릴라 전시 수업계획서이다. 

<표 19> ‘우리가 만드는 미술관’ 교수·학습 계획표

주 영역 차수 내용
사용 장소, 

시설설비
필요한 교구

1
감상,
체험,
표현

1

우리가 만드는 미술관(1)
-주제 정하기: 제시된 두 개의 주제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기. 
-복도 전시회 : 두 개의 주제에 
관련된 작품들의 사진을 보며 가장 
인상 깊은 작품 앞에 서서 감상하기
-감상 후 선택한 작품에 관한 설명이 
적힌 학습지를 교사에게서 받아감. 
(공간 특수성 설명)
-아이디어 구상: 노트와 드로잉을 
하며 아이디어 구상하기. 

미술실2, 복도

활동지, 고화질 
도판(A3), 
드로잉북, 
드로잉재료, 

가사가 없는 음악

2
감상,
체험,
표현

1

우리가 만드는 미술관(2)
-작품 제작 및 전시 계획서 제출
(말하고자 하는 바와 표현 방법, 
전시공간 선정이유, 전시 방법)
-아이디어 스케치와 공간에 작품 
설치된 모습 예상해서 그린 것 제출

미술실2, 복도
과제제출형
드로잉북, 
드로잉재료

3
감상,
체험,
표현

1
우리가 만드는 미술관(3)
-작품 제작하기 미술실2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재료 활용.

교사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료와 
기법을 제안

4
감상,
체험,
표현

1

우리가 만드는 미술관(4)
-작품 제작하기
-작품 설치 할 공간 결정, 설치 전 
주의점 안내

미술실2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재료 활용.

교사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료와 
기법을 제안

5
감상,
체험,
표현

1
우리가 만드는 미술관(4)
-작품 제작하기

미술실2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재료 활용.

교사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료와 
기법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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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고의 미술실2와 미술준비실2는 학교 꼭대기 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층 교실의 반은 아직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채 비어있다. 그리고 신

축인 R고등학교의 곳곳에는 다용도로 활용될만한 복도 공간이 여럿 있

었다. 이러한 R고등학교의 공간특성을 활용하여 게릴라 전시실을 만들 

수 있다.

  

  넓은 복도 중간에 이동이 쉽도록 바퀴를 단 가벽을 세우면 그곳은 훌

륭한 전시공간이 될 수 있다. 전문적인 조명설비는 없지만 평소 이동통

로로 사용되는 복도에 게릴라 성으로 이루어지는 전시는 학교 공간을 환

기시키는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전시가 이루어질 장소와 테마는 교

사와 학생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두, 세 가지 주제를 교사가 제시하

고 학생별로 주제를 선택한다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작품의 설치와 철

수 역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한다. 가벽을 세우고 그림을 붙일 수도 있

고, 입체작품의 경우 허공에 매달거나 바닥에 내려놓는 등의 설치도 가

능하다. 교사와 학생들은 익숙한 공간이 심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격

하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미술공간을 체험하면서 그 공간을 

재개념화하게 된다. 

  학생의 공간 참여는 미술실 내에서도 가능하다. 미술실2는 다양한 미

6
감상,
체험,
표현

1
우리가 만드는 미술관(4)
결과물 설치하고 사진찍기

학교내 사용 
가능한 공간

전자칠판(ppt), 
활동지

<그림 36> R고등학교 복도 공간1 <그림 37> R고등학교 복도 공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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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재료들이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노출된 채 놓여 있어서 미술 작업실 

같은 인상을 준다. 미술실의 후면 벽에는 초록색의 보드가 걸려 있었는

데 거기에는 색상환 표 같은 교육자료와 학생들의 증명사진, 포스터 등

이 혼재되어 붙어 있었다. 필자의 눈에는 이 초록색 보드가 교실에서 학

생들이 자신의 관심이나 일상을 드러내고 있는 틈새로 보였다. 초록색 

보드의 영역을 확장해 벽면 전체를 학생들의 자유 창작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그래피티 월(Graffiti Wall)이 되는 것이다. 

  탈착이 가능한 큰 대형 비닐을 붙이면 유성 매직이나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공동의 캔버스가 설치된다. 필요에 따라 알림판 구역을 

유지할 수 있다. 학생들의 손길로 미술실 벽은 작품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제작 과정에서 학생들은 조금씩 채워지는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감상하고 비평하고 자신의 작업에 반영할 수 있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

육 공간은 학생들의 이야기가 드러남으로써 완성되는 공간이다. 

  더하여 앞 장에서 필자가 정리, 제안한 미술실 교구 및 시설 설비 기

준 중 R고등학교는 판화 작업 공간과 조소작업 공간이 구비되지 않았기

에 이 부분의 보완이 요구된다. 그 방법으로 미술준비실2의 유휴공간에  

미술준비실1에 있는 프레스기를 옮겨서 작은 판화작업장을 만들거나 흙

을 이용하는 작업 장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R고등학교는 전압 부족

으로 가마를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판화실을 꾸리는 것이 현

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판화재료들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고가이기 

<그림 38> 미술실2 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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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학생 수에 맞춰 전문 판화재료들을 골고루 구비 한다면 소비재로

만 써야 했던 4천만 원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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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요즘 교육계에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 재구조화가 새로운 화두로 떠

오르고 있다. 학교의 중심에 학생을 두자는 외침이 반갑게 들린다. 그러

나 어째서인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인 학교 미술교육공간은 큰 변화의 움

직임이 없는 것 같았다. 이에 학교에서 미술교육공간은 어떻게 생성되는

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국공립 일

반계 고등학교에 활성화할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Ⅱ장에서는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재개념화하고 특성에 따른 공

간영역을 정리하였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교육공간인 동시에 

미술공간이다. 교육의 관점에서 물리적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도

구로서 학습활동을 효율적으로 원조하고 학습자의 학습을 매개한다. 학

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진로를 정하는 시점에 놓인 고등학교 학습자

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사유’하는 시공간을 제공

한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질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미적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성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습자 중심 미술교

육공간은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하고 심층적인 시각기호를 만드는 것을 

허락한다. 학습자는 공간이 허락하는 범위만큼 활동하면서 사유하고 표

현하며, 시각적 문해력을 기르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등 범람하는 시각정

보 안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는 힘을 키운다. 

  미술교육공간은 교육공간인 동시에 미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미술공간

이다. 이에 미술의 관점에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교사와 학습자

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완성된 하나의 개념미술작품으로 바라보고자 하였

다. 그리고 미적 경험을 통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새로운 

서사를 창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교육공간이 학교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미술공간으로서 학습자 중심 미술교

육 공간은 미술을 매개로 학습자가 서로의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영향을 

줌으로써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형, 창조되는 포스트모던한 장소이다. 

모더니즘교육의 상징인 학교 안에 포스트모던한 미술교육공간 실천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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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라는 공간 특별성과 감각에 기반한 미술의 자기 표현성, 가시성에 의

해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개념미술 작품화된 미술교육공간은 이용자

에게 특별한 공간 경험을 제공하고 이용자는 학교 미술교육공간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의미의 재구성은 미술과 

미술교육공간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재정의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개념미술 작품으로서의 미술교육공간이 설치되는 장소가 공교육기관인 

학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의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공공미술

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영역은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모형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2015 개정 미술교과 교육과정을 참고

하여 프로젝트 학습모형, 협동 학습모형, 탐구 학습모형을 선정하였고, 

분석 결과 발견된 공간 내용과 특성을 토대로 하여 학습자 중심 미술교

육공간영역을 도출하였다. 결과,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영역에는 첫

째, 표현학습공간, 둘째, 자료 및 정보 탐색공간(표현재료준비공간, 생활

공간), 셋째, 수업 구성원의 상호작용 공간, 넷째, 전시공간이 필요하다.

  Ⅲ장에서는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 현직 교

사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구성원리를 살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 조

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1. 관리자의 성향 및 교과인식, 2. 관계자 간 

위치, 3. 관계자의 욕구, 4. 관계자의 성격, 5. 관계자 간 협조, 6. 교사의 

경험, 7. 교육과정, 8. 학교의 상황, 9. 정보에 대한 접근성, 10. 국가수준 

미술실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11. 학교공간관련정책, 12. 예산, 13. 

공간 조성 후 성과, 14. 자연환경이었다. 요인들은 다시 정의적 영역, 제

도적 영역, 환경적 영역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자연환경을 제외한 모

든 요인들이 둘 이상의 영역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 활발하게 상

호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동일한 행정, 정책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고 가정할 때,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14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유

기적, 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질적 차이가 생겼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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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교구 및 시설·설비 기준의 재정비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의 학교급별 미

술과 교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미술교육공간에 대한 시

설·설비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충청남도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미술과 교구 기준표를 분석한 

결과 두 지역 교육청의 교구 목록 모두 그 내용이 간소하고 대략적이어

서 학교별 미술 재료의 격차를 양극화할 여지가 있으며, 교구 종목의 부

실함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이 연구의 사

례교사들은 제시된 교구 종목보다 더 많고 다양한 교구를 구비하고 활용

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기존의 교구 종목을 기초로하여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보강하여 새로운 교구 종목 기준표를 작성하였고, 각 영역 전문

가들의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서울시교육청 기준 53

개였던 교구 종목의 개수를 167개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또한, 회화, 서

예, 조소, 판화, 디자인 영역의 교구 종목들을 효율적으로 미술 활동에 

끌어올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면적과 시설·설비 기준을 그림과 표로 자

세히 제시하였다.

  둘째, 학생참여를 통한 관계적 미술공간의 구현을 제안한다. 이를 위

해 각 사례학교의 공간 맥락에 맞게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는 학습자 참

여 미술교육공간 조성 방법과 수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학습

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이라는 공간 개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공간 조성

과정의 중심에 학습자가 있어야 한다. 교사나 학교 입장에서 학습자에게 

수혜적인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습자가 공간 조성에 직접적으로 개

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이야기가 공간에 시각화되어 드러난다는 

것은 미술실이 일반 교실과 구별된 관계적 장소로서 학습자의 개념이 공

간에 녹아든 하나의 미술공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소서사의 공

간 개입은 다른 교실과 다른 특별한 아우라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제 설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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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시각적 표현활동이 이루어진다. 학습자는 이런 미

적 경험을 하면서 자신에게‘몰입’하고 타인의 다양성을‘인정’하게 

된다. 이는 미술교육의 특성으로 학습자가 자신과 세상‘앎’으로서 건

강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할 수 있는 성

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미술교육공간의 회복은“자기성찰의 일상은 

중등 미술교육에서 우리가 교육의 목적 안에 미술을 담는 잠재적인 교육

철학의 측면”이라는 정옥희(2006, p.78)의 말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 학

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다양한 물성을 이용한 표현과 감상을 통해 사

회와 관계할 수 있는‘시각기호’와‘감각’의 훈련장이다. 이곳에서 학

습자는 몸의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는 미술 활동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한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 공간은 이러한 미술 교육적 함의를 갖는 것이다.

  필자는 이론으로 살펴보았던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의 필요성을 현

장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을 

통해서 본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은 학교 미술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미술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었다. 필자는 그들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미술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학교에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제1 조건은 교사의 교육관과 헌신적인 노력이었다. 그러

나 교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으며, 공간을 둘러싼 

다른 인적 구성원들의‘공감’과‘협력’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양질의 

미술교육공간과 환경이 학생들에게 보장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해서는 미술교육공간과 학습여건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삶’과 

‘앎’의 통로로서의 미술교육공간을 조성하려는 미술 선생님들에게 이 

연구가 부족하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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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talization of Leaner-Centered 

Art Education Space

Hyunjung Dong
Interdisciplinary Program for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and 

revitalize a high-quality learner-centered art education space in 

national and public high schools. At present, in the art education field 

of Korean high schools, a conflict is being observed between the 

learner-centered art curriculum and the curriculum operation, and at 

the center of the conflict, there is an educational space that cannot 

properly respond to the curriculum. Therefore, in order for the 

learner-centered art curriculum to be effectively practiced in school 

field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learner-centered art education 

space and its spatial practice.

  To explore practical improvement method, a multi-case study 

approach was used in this study. Research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incumbent high school art teachers who have learner-centered 

educational viewpoint as well as experience in creating an art education 

space. Finally, three art teacher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field trips to two schools were conducted. In the interview,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ask the teachers about the 

process and result of creating an art education space as well as their 

personal experiences within the context of the teaching cul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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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of their school. The contents of collected data included photos 

taken during the field trip, notes written by the researcher, recordings, 

data on school website, data provided by research participants, and 

newspaper articl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o derive the components of the 

learner-centered art education space, and based on this, the principle 

to compose the learner-centered art education space in the school was 

established. A total of 14 components of the learner-centered art 

education space were found through case studies, and they were 

categorized into the affective domain, institutional domain, and 

environmental domain. The learner-centered art education space was 

composed through the will of the art teacher, the cooperation of the 

manager, and the assistance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which was the 

result of the complex interaction among the components of the 

learner-centered art education space.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qualitative components such as the personality of people related to 

the school space and their perception of art had a large interaction. 

The reasons for this phenomenon includes; First,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school members about art and art 

subject, and second, the lack of national-level regulations that can 

prevent the qualitative gaps of space that may occur depending on the 

qualitative components such as the school members' perception, values, 

and personality.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two improvement plans were proposed 

to generalize learner-centered art education space to national and 

public high schools. The first plan is to prepare regulations for high 

school art education tools and facilities in line with the 

learner-centered art curriculum. In Korea, each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eparately proposes standards for art education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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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chool level, but there are no standards for facilities in art 

education spaces. 

  Therefore, based on the existing list of tools, this researcher 

prepared a new list of art education tools that reinforced the 

insufficient contents, and verified their validity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experts in relevant fields. As a result, the number of art 

education tools, which was 53 based on standards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could be increased to 167 in more 

detail. In addition, the ideal art education space and standards for 

facilities that can efficiently use the art education tools in the fields of 

painting, calligraphy, sculpture, engraving, and design for art activities 

were presented in detail in figures and tables. 

  The second plan is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school members 

through the realization of an art space where learners can participate. 

In order to explain the practical method for this, the method of 

creating a learner-centered art space that can be practically applied 

according to the spatial context of each school as well as the lesson 

plan was presented in detail. The art room can be a relational art 

space in which learners can understand society and create a meaning 

of life while communicating with others with visual symbols. When the 

learners experience the creation of a new spatial meaning through the 

relationship, they can have true empathy with art and art subject and 

their perception can change. In this context, the conceptualization of 

art education space can be a practical plan for schools to welcome 

learner-centered art education space and develop it in continuous 

cooperation.

  The learner-centered art education space is a training space for 

“visual signs” and “senses” where learners learn how to relate to 

society while doing expression and appreciation activities using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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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ies in this era of visual bias. Here, the learners 

communicate with the world through art activities that use various 

senses of the body and, in the process, grow into free human beings 

who can control themselve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of small 

help to school teachers who are trying to create an art education 

space that can serve as a channel for “life” and “knowledge”of 

students. 

Keywords      : Leaner-centered art education space, 

          High school art curriculum, Art education tools, 

         student participation, Relational art space

Student Number: 2012-2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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