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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삶과 미술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미술은 인류 역사의 출현과 함께 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술과 인간의 삶은 서로 공생해 왔다. 그러나 정작 
미술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들로 하여금 미술이 학생의 삶과 동떨어진 내용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학교 안팎에서는 삶
과 미술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이 필연적인 교육방법으로 
등장하였다. 통합에 대한 관심과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업 운영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수업의 연장선으로서 교사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통합미술 수업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통합미술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국내외 두 교
수의 수업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
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교육의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연구가 수행되었
다. 지금까지 통합미술교육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나는 질적 연구 방법인 3E(Experience, Enquirying, Examining), 즉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를 활용하여 현장을 보다 깊이 있고 생생하게 관찰하고 
살펴봄으로써 통합미술교육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기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본 학습자 중심 통합 지향 미술교육의 특징은 무
엇인가? 둘째,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셋
째,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에 대한 실행연구의 성과는 어떠한 미술교
육학적 의미를 가지는가?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두 교수의 수업을 통하
여 학습자 중심의 통합미술교육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질문에 답
하기 위하여서는 직접 성인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두 번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
을 실천하였으며, 세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두 번의 실행연구를 통하여 발
견한 성과를 미술교육학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 중심의 통
합 지향 미술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성, 공간성이 주는 ‘분위기’가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달리 말하면, 교사와 학생이 체험하는 시간성
과 공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분위기가 학습자 중심 통합 지향 미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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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천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통합 지향 통합미술수업 분위기 속에서의 시
간성이란 한 수업이 가지는 표준화된 시간성 속에서도 학생들이 작업에 필요한 
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학생마다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즉, 분리된 시
간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경험하는 다른 체험 속 시간을 고려하였
다. 그리고 통합 지향 통합미술수업 분위기 속에서의 공간성은 다른 수업에서 하
지 못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화를 통해 상상의 공간을 경험하
도록 하며, 정서적 체험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는 통합미술교육은 교육자에 따라서, 수업에 참여하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계획과 실현되고 있었다. 두 교수자의 경우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우선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학습자들을 
최대한 분석하고자 학습자가 전공자인지, 비전공자인지는 물론 취미와 환경적인 
요인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히 여기고 있었으며 학습자들을 최대한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성향과 상황의 이해는 학기마다 강의계획서를 수정하
도록 하였고 학생을 가르친다기보다는 학습자들로부터 배운다는 자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두 번의 실행연구를 통해 발견한 특징은 교사와 학생의 
학습 체계는 다르며. 학습자들은 일시적인 재미를 찾아서 이동하며, 아이디어의 
표현에 있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작업을 원하면서도 ‘자신만의 것’을 찾고 있
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예상하지 못한 효과로 인한 새로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컸으며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분위기와 교사와 
학생 사이에 형성되는 끈끈한 유대감은 수업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고취시키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통합은 학
습자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미술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미술에 어떻게 접근하
는지, 미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학
생들의 반응과 표현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학생들이 지향하는 통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등학생 연구 참여자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남는 수업을 위해서’, 
‘많이 경험을 위해서’ 수업을 수강한다고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미술을 전공하
는 것과는 상관없이 수업을 통해 ‘재미’나 ‘흥미’를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통합의 적용에서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스로 통합을 시도하기보다는 연구자가 임의로 제시한 통합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눈에 띄는 실력 변화를 위한 전문적인 배움을 원하는 학
생들의 경우 평소 자신이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이나, 자신 있는 표현들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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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통
합을 취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셋째, 남들과 다른 경험을 위해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키워 나가거나, 다양한 시각을 위한 시도로 통
합하였다. 이들은 앞의 두 부류보다 조금은 자연스러운 통합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은 같은 활동 속에서도 학습자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른 통합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실행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학습자 중심
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교수가 학습자 중심의 통합교육이 자연스럽게 가능하였던 
것은 배움 속에서 익힌 몸의 학습을 실천의 장으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미술은 
이성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응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성적 학습은 오랜 시간 
반복적인 몸의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물을 보지 않아도 그릴 수 있으며, 본
인도 모르게 그려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보이는 메를로-퐁티(M. Merleau-
Ponty, 1945)가 말하는 몸틀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모습은 교사의 최소
한의 개입으로 학습자들이 스스로 익히는 도제식 수업과도 비슷하다. 이뿐만 아
니라, 두 교수자의 삶을 교육적으로 만든 것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교육자와 디
자이너와의 관계 맺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두 교수자가 관계 속에서 보인 몸의 
학습은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교수자의 전달이 아닌 학습자
가 스스로 보이지 않는 상호 울림 속에서의 배움이 있었다. 둘째, 관계 속에서 말
과 개념을 흉내내거나 전이되는 관점에서의 배움과 셋째, 타인의 입장으로 들어
가서 타인에 대한 경험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나는 교사의 몸의 학습이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실천하는 데 이루
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해석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학습자 중심 통합
미술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학습자와 함께 배움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통합지향 미술교육은 총체적인 눈을 가지기 위한 몸의 학습
으로 나와 타인을 볼 수 있고 소통을 이루어 가는 통로로 더 나아가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게 해 준다. 학습자 내면의 성장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그 관점을 
확장시켜 더 나은 삶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학습자 중심 통합 지향 미술교
육에 대한 연구적 관심을 기대하며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주요어 : 통합미술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 실행연구, 몸의 학습
학  번 : 2016-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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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림 1> 바실리 칸딘스키, Compostion VII, 1923, 캔버스에 유채, 140x201, 구겐하임  

   형체를 들을 수 있는가? 리듬을 색이나 형태로 그릴 수 있는가? 나1)는 우연
히 찾은 한 전시장에서 음악을 담은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의 작품 <그림 1>을 주목하게 되었다. 감상이 가능한 거리에서 작품
을 바라보며 그가 표현하고자 한 음들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하였고, 시각적으
로 들어보고자 하였다. 이것은 나의 시각과 청각을 넘어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
극했다. 
   바실리 칸딘스키를 비롯하여 수많은 미술가, 과학자, 음악가들은 음악 멜로디
를 시각화하거나, 색을 소리화하기 위해 애써왔다. 전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들
의 작품은 점, 선, 면의 기호를 사용하여 음악의 선율과 리듬을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하나의 감각이 무의식적으로 또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공감각
적 현상은 예술에서는 소리를 시각으로, 시각과 공간을 청각으로 전이하여 창의
적인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시발점이 되고 있다. 소리의 시각화나 시각의 청각화
를 위한 도전은 아주 오랜 시간 탐구되어 왔다. 음악의 시각화를 위해 음의 높이
와 색을 대응한 컬러 오르간을 시작으로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은 음

1)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일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일인칭 관점에서 바
라보고 탐구한 것”을 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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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7음의 주파수 비율2)이 색에 비례한다고 보고 음에 맞는 색으로 표현하였으
며, 카스텔(Louis Castel, 1688~1757)은 음악과 색을 동시에 연구하는 장치를 개
발하였다. 반면에 회화적인 요소가 음색으로 표현된 러시아의 작곡가 무소르크스
키(Modest Mussorgsky, 1839~1881)의 <전람회의 그림>3)이라는 음악은 친구의 
유작전에 전시된 10점의 그림을 감상할 때 자기 내면의 움직임과 그림을 감상하
고 있는 다른 이의 걸음걸이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이다. 러시아의 강한 색채
와 염세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전람회의 그림>은 피아노라는 악기의 기능
을 뛰어넘어 음향, 색채, 구성, 리듬패턴, 구조 등이 관현악곡을 연상시킬 만큼 
큰 스케일로 자유롭게 전개되며, 소리로 구성된 음악을 시각화하고자 한다(윤금
희, 2006).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컬러 오르간, 친구 추모전의 그림 감상을 바
탕으로 작곡한 곡들, 서정적으로 노래한 시를 캔버스에 담은 작품과 같이 장르를 
넘나드는 시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통합은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위하여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는 것도 아니
며 단순히 일상에서 나눈 대화 속에서 자신들의 기억에 남는 부분을 그리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역사적 위인들의 이름을 암기하게 하기 위하여 가사
로 만들어 부르도록 하는 것도 아니다. 예술통합은 진지한 예술의 순수성을 유지
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미술은 사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이다. 여러 삶의 모습들이 교차되어 삶의 사태를 다루는 것이다. 어떠한 규율과 
틀이나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유로이 표현하는 순수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이 도구화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 미술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 통합미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장의 통합교육은 어떠한
가? 교육의 현장으로 가져온 통합교육의 모습은 최대한 세부적으로 구성된 교안
을 바탕으로 교사의 주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2) 대부분이 한 옥타브의 C, D, E, F, G, A, B를 가시광선의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 
랑, 남색, 보라와 연관 지었다. 음과 색은 주파수와 파장을 가지는데, 한 옥타브 내의 
각각의 음 비율과 가시광선 내의 각각의 색 비율은 거의 유사한 수치로 줄어든다. 즉 
각 음과 색 간의 비율차로 인해 음을 들으면 그에 대입되는 색을 느낄 수 있고, 또 반
대로 색을 보면 그에 대입되는 음을 느끼게 됨을 알 수 있다(한기열, 2011).

3) 전람회의 그림(Picture at an Exhibition)은 친구인 화가 하르트만(Hartmann, 
1844~1873)의 유작 추모 전시회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10개의 곡이 있으며 10개의 
곡 사이사이에 감상자가 작품과 작품 사이를 거니며 생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6개의 
‘프롬나드(Promnade:산책)라는 간주곡을 삽입되어 있다. 일, 환상, 사랑 코미디, 비극, 
죽음, 어린 아이의 생동감, 시장의 평범한 사람들, 소달구지의 지친 움직임 등 일상생활
의 다양한 모습이 다채롭게 묘사되어 있으며 작곡가 자신이 전시회장을 산책하는 것도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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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미술이 이런 현실 속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고민을 지닌 채 탐구하는 예술가
이자, 연구자로서 주도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 실천의 현장에서 통합미술교육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실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여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학습자 중심 통
합미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교수자 각 1명씩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통합미술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
하고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통합미술교육의 특징과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자 중심
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직접 실행해 봄으로써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특징
을 파악하여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색하고자 한다.  
   나는 미국 대학원에서 <교육과정: 통합미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통합교육
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처음에는 생소한 과목이기에 호기심으로 수강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외국인으로서 타국의 언어를 구사하며 토론에 참석하거나 학생들 앞에
서 모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통합미술수업에서는 
다른 수업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심지어 수업을 기다리기까지 하
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의미 있는 학습을 체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은 통합수업에 더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다. 
   이후 일반 교과 과정의 필수 과목들과 시각예술 과목의 연관성을 구체적인 사
례와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각예술교육과 다른 학문이 
교류되는 것이 올바른가에 관해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학문도 다른 학문과의 
소통 없이 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체
험하고 통합미술교육을 기획하기 위해 모범사례 자료들과 관련된 사설과 논문들
을 접하면서 어느 순간 그저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으로서 통합미술교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교사로서 이를 바라보게 되었
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합미술교육이 한국에서도 가능한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면 어떤 형태로 구현·실행되고 있는지, 그 모습은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같은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통합미술교육 수업의 모습은 어떠한가? 통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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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교육의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등학교에서는 통합미술교육이 학업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왜곡된 시선으로 미술을 다른 과
목과 나누어 생각하려는 경향으로 통합미술교육의 실행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
다. 또한 통합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과목을 위한 도구적인 측면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합교육은 통합을 수단으로 하여 어떤 특정 교과목
을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학생의 생활을 바탕으로 지식과 사물을 통합적
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통합’은 특정 교과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필
요한 것이다. 미술의 경우에도 미술 작품 속에 작가의 메시지, 자연, 사회, 문학, 
철학, 사상이 녹아 있다. 미술작품은 우리 일상에 살아있는 삶의 일부(Dewey, 
1934)로 인간의 삶이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삶과 미술작품은 밀접한 관계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술을 삶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합을 교육에서만이 아니라 삶과 연관지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과 삶
을 분리할 수 있을까? 미술은 일의 일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현재 검색엔진에 
통합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컴퓨터, 과학과 같은 것들이 
검색된다. 이러한 검색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통합’은 모든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 통합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분류하며 의미화 하
는지에 따라 ‘통합’이라는 개념의 범위와 이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
다. 우리는 늘 통합적인 현상 아래서 통합적으로 생각하며 통합된 현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의 통합은 변화를 추구하던 우리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이전부터 존재하던 개념이 복잡해져가는 인
간의 삶 속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주목받게 된 것일 뿐
이다. 
   처음 통합미술교육을 박사과정 연구의 주제로 선택하고서 그동안의 문화연구 
중에서 시각예술이 다른 분야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해 조사
하였다. 그 잠정적인 해답을 시각예술을 동떨어진 분야로 생각하지 않았던 철학
자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었다. 고대 미술 전문가들은 과학자이자 철학자였다. 이
들이 아주 단순한 선들을 조합하여 표현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단순하거나 
우연적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었다. 고대 미술가들은 이러한 작은 아이디어를 표
현하기 위하여 과학적·철학적 배경지식을 활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표현
한 선들은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단순한 선 이상의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연계성은 각 학문 분야들이 지닌 공통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통합
적 접근은 지향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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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그리스의 학교에서는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였
고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일반적인 덕을 닦는 것을 목표(정영은, 2009)로 하였다. 
중세 이후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19세기에 이르러 전
문교육에 대안이 되는 교육을 찾게 된다. 미술을 타 학문과의 통합적 접근으로 
처음 등장시킨 것은 윈슬로우(Winslow, 1939)의 저서에서이다. 그는 포괄적인 문
화적 목적을 위해 미술이 교육됨으로써 교육과정의 주요한 통합요인으로서 기능
한다고 주장하며 통합된 접근은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의 지식의 전이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통합미술교육을 조사하면서 우리 교육에서 보이는 통합교육이라는 현상이 다
른 나라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통합교육이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활발
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 2015년 교육
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 간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통합을,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감상교육
의 강화를 통한 미학교육을,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산업 사회 진입에 따른 전통
문화 교육을, 통합교과로 등장한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조형 놀이 학습 내용이 
추가되는 사회적인 요구와 인성교육을,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색채교육을,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응용심리학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 및 시각문화 교육과 
정보교육의 통합을 보여준다. 교육과정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미술에 대한 교육 
내용이나 과정이 미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발달하는 학문 분야와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기술 등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임남
숙, 2011). 전술하였듯이 통합교육은 그 모습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1차시 교육과
정부터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학교는 통합교
육을 새로운 교육 중 하나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왜 통합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고 여기는 것일까? 교과서의 내용이나 방법이 학생들에게 모두 전
달될 수는 없다. 오랜 시간 이루어졌음에도 통합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
거나 생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교육으로 여기는 것은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통합’이라는 용어가 교육계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한 것은 제4차 교육과정
(1981~ 1987)을 통해서다. 여기에서는 통합교과의 등장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에서 몇 가지 종류의 통합 교과서가 개발되어 사용되는 정도였다. 현
재의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이라는 용어가 주목 받으면서 다시 강조되어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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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곳에 “통합”이 재등장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행한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 지향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 · 융합형 
인재로 성장....”,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을 신
설”(교육부, 2015)이라는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통합’이라는 용어가 부각되
면서 다시 강조되었다.
   미술 교과 역량 역시 ‘창의 융합능력’으로 여기에서의 창의 융합능력이라고 함
은 “미술활동 과정에서 타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연계, 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교육부, 2015)”을 말한다. 또한, 미술 교과과정 영
역인 체험, 표현, 감상의 체험영역의 하위 범주인 지각, 소통, 연결을 두어 각 영
역이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고,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교육부, 2015)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술 교육과정에서는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 활동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즉,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요 교과를 중시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과내용과 과정을 체험하고 
소통을 위한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의 의미는 작은 단위나, 영역별
로 통합하기도 하지만 총괄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 중심’ 관
점의 통합적 접근에서는 신체적, 정의적, 인지적 측면에서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
도록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롭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사들 간의 통합미술교육
은 각기 다른 해석을 바탕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두 개
의 다른 과목이 서로 관련된 개념을 이어서 수업하거나,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른 과목들을 다루거나, 한 과목에서 연결된 주제들을 다루는 등 통합은 쓰는 
사람,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도 필요성과 통합의 의미에 관한 연구들에서 2000년 이후는 보다 
실천적인 연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왜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에 중심을 두고자 하는
가? 이는 내가 미국 유학시절 수강하였던 제임스 교수의 통합미술수업의 체험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그의 수업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하고자 하는 영역을 자발
적으로 선택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나눔을 위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고자 하는 영역들 간을 통합한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나의 경
험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수업의 상태 속에서 서로를 통해 배우고 있으며 존중받
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수업을 통해 내가 이념형처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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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통합미술교육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
습자 중심 통합 지향 미술교육은 재미, 처한 상황, 삶의 관심사에서부터 출발한
다. 학생들은 통합의 주체자로 자신들의 관심사에서 시작하여 이를 더 깊이 연구
하는 과정을 통해 ‘더 재미있는 것’으로 통합해 나간다. 둘째, 수업 시간의 활동
은 학생만의 활동이 아니라 교사와 함께 이루어진다. 수업의 과정에서 교사는 활
동을 위한 적절한 말, 행위, 표정과 같은 자극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통합을 독
려한다. 이는 교사의 방식과 학생의 반응에 따라서 형성되는 분위기에 따라서 달
라질 수 있으며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배움을 이루어가는 과정과도 같다. 셋째, 
신체 활동을 통한 학습 방식을 취한다. 수업 내용을 자기화 하는 과정에서 몸은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활동도 있지만 몸은 수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작업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였다. 위의 세 가지 특징은 내가 통합미술을 이해함에 있어 수
업이 미국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수업을 통
해 발견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제
임스 교수의 통합미술교육이 내가 통합미술교육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적, 문화적 차이와 상황적인 맥락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
을 것이다.
   나는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통합미술교육을 기획하고 수업한 경험이 있다. 이
를 통해 나는 학습자들의 반응의 큰 차이를 확인하였다. 지역적, 문화적 차이도 
있었겠지만 대학입시나 작업을 위한 배움에 익숙한 한국 학생들은 스스로 무언가
를 표현하는 것을 생소해 하며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일반적으로 미술 수업
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러나 수동적인 학습에 익숙한 한국 학생들에게는 무
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모호함을 가지게 하는 수업으로, 통합미술수업을 실행하는 
교사에게는 통제나 평가하기 힘든 수업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또한, 나는 한국의 
통합미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학교와 시범학교의 주제중심 통합미술교육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과의 토론, 기존의 교육방식보다 훨씬 
공들여 준비해야 하는 수업으로 인해 힘들어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수업에서 
교사가 제시하는 것들을 그저 따라가는 것에 급급해 보였다. 물론 새로운 스타일
의 수업에 신기해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학습의 주도는 학습자가 아닌 
교수자에게 있었다. 
   따라서 나는 특정 과목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과 미술 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미술 수업을 받는 혜택에서 애초부터 제외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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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대안적인 수업이라는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통합미술교육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의 관심은 점차 ‘문제해결’이라는 결과 중심의 시각에서 연
구를 해 나가며 깨닫게 되는 것들에 의해 ‘더 나은 인간’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가
는 과정의 교육으로 관심과 방향이 바뀌어 갔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교직 
이수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통합미술교육을 지도하면서 통합미술교육의 어려
움에 대해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통합미술교육을 위한 수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원인을 찾고자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직접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 중심으로 실행되는 ‘통합미술교육수업’을 한 기존 수업
과는 달리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그 주체를 학습자로 명확히 하
고자 한다. 학습자 중심 교육이란 학습자 중심교육의 학습 원칙은 개인 학습자의 
개별성에 대한 존중, 자기 주도적 학습, 깊이 있고 통합적인 경험중심의 교육, 교
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존중적인 관계(강인혜·주현재, 2009)로 정의될 수 있다. 학
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관심 속에서 재
창조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기존지식을 통해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문
제를 찾아보고, 그 문제 해결이 된 결과를 다른 학습자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
도록 하는 것이다. 즉 나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흥미로 시작하는 통합, 교사와 
학생의 함께 이루어가는 통합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두고, 입시 중심으로 돌아가
는 고등교육 학습자에게 결과보다는 과정의 완성에 중심을 두는 통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통합교육의 효능 혹은 프로그램 개발
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지향 
미술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실행하여 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통합미술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국내외 두 연구 참여자의 수업을 통
해 통합미술교육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 두 수업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실행연구를 해봄으로써 학습자들의 주체적인 삶 속에서 미술통합
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을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제기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본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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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가지는가?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내외 연구 참여자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이들이 전개하는 수업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 최대한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통합미술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 미술교육이나 통합미술교육과는 달리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통합미술교육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과 학습 목표나 학습방법
과 효과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온전한 존재자의 이해를 위해서 ‘현상의 이름’이 아
닌 ‘현상 그 자체’를 주목해야 한다(조용환, 2012). 교육의 현상 그 자체가 나타나
는 분위기는 학습자나 교수자나 어느 한쪽의 의도나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자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통합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어
떠한 계획과 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두 교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통합미술교육을 실천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교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한 
교수자에 있어서도 대상에 따라, 장소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수업의 요인들
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그중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수업 참여
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수업을 진행하는 만큼이나 중요하다. 세대가 다른 학습자
를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문화4)를 이해하는 것과도 같다. 이 연구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하여 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수업을 직접 실천하여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나타내는 통합의 현
상들은 어떠한지, 통합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실행연구의 계획에서부터 실천, 
반성과 재실행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에 대한 실행연구의 성과는 어떠한 
미술교육학적 의미를 가지는가?  

4) 연구자는 학생들과 교사가 가진 문화가 다르다는 점에서 서로가 다른 문화를 상호존중
과 상호이해 속에서 더 높은 인간적 이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다문화교육
(조용환, 2011)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문화’라고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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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에 있어 통합의 모습은 학습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두 교수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학생으로서 경험하였던 이념적인 
통합의 모습은 직접 실행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이 보이는 통합과는 다른 모습이었
다.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실천을 위해서 교수자의 역할이 크다. 
교수자의 수업 방식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변화를 위해 연
구하고 그것을 시도하는 시간 속에서 체득된 경험과 더해져 나타난다. 또한 수업
을 참여한 학생들 역시 생활 속에서 체화된 학습의 방식을 통해 ‘통합미술’을 직
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인인 통합의 형태로 취할 수 있고 여러 학문 혹은 학문이 
아닌 다른 분야의 복합적인 형태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번의 실행연구를 통해 발견한 성과를 교수자의 학습자의 측면에서 그리고 학습자
와 교수자의 어떠한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미술교육적 관점에서 분
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 문제를 통해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은 국내외의 고등
교육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기술하고, 두 번째 연구 문제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수업를 위해 교수자는 어떻게 실행하고 그 실
행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보여주는 미술 통합을 분석하고, 세 번째로 두 번의 실
행으로 발견하게 된 연구의 성과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실
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국,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답하는 전 과정
은 학습자 중심 통합 지향 미술교육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위한 학습자와 교수
자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연구자는 처음 연구 주제로 한국의 ‘통합교육의 의미 연구’로 통합에서 해석
되고 있는 통합미술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통합미술교육이 행해지는 
현장을 예비 조사로 선정하여 참여관찰하고 면담하면서 통합미술수업을 직접 실
행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 이것은 국내외 연구 참여자들의 연구 현장을 관찰하
던 관찰자의 눈에서 직접 연구자이자 교수자가 되어 수업을 진행하는 실행연구의 
연구방법을 자연스럽게 취하게 되었다고 할 있다. 즉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이
루는 주요한 방법인 실행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취하고자 한다. 



- 11 -

1) 실행연구 

   실행연구는 실행(action)과 연구(research)를 결합한 용어로 연구자가 참여자
와 함께 실천하는 행위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다. 행위 당사자가 현장의 개선을 
위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협력적 또는 자생적으로 탐구하는 연구 방법이다
(Kemmis & McTaggart, 2000; Early Slater, 2002). 실행연구는 연구자와 참여
자가 수업의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문제 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함께 탐구
해 가는 과정으로 현장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실행 연구는 르윈(K. Lewin, 1890~1947)이 1930년대 미국의 사회적 문제였던 
빈곤과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뒤, 그 과정 및 결과를 성찰함으로써 이후의 또 다른 실
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실행-성찰-재계획’의 연속적인 과정을 반복해가던 것
에서 비롯되었다(강지영·소경희, 2011). 이후 교육 분야에서의 실행 연구는 1950
년대 컬럼비아 대학의 교사, 학교, 지역교육청의 협력적 교육과정 개발과, 1970년
대 영국의 교사-연구자 교사 운동에서 나타났다. 1970년대 실행연구는 실제적 문
제를 다루는 연구자의 인식을 다룬다는 면에서 이전 연구의 방법과 목적이 차이
가 있다(강지영·소경희, 2011). 시대에 따라 연구의 방법과 목적이 변화하기는 하
였으나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교사는 실행가가 되어 현장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실행연구가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장연구(field 
research)로 부르기도 하지만 실행연구가 연구결과의 도출에 그치지 않고 결과를 
구체적인 현실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 그리고 실행효과의 극대화
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조용환, 2015). 실행연구는 연구자인 교
사와 참여자를 위한 것이다. 
   밀즈(Mills, 2005)는 실행연구가 교실 수업의 원리와 교사들의 행동이 아이들
에게 미치는 효과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학생들의 삶을 향상시
키는 교육적 변화와 교사의 삶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실행연
구의 실행 과정도 학자마다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스트링거
(Stringer, 1996)는 주시(Look)-> 숙고(Think)-> 실행(Act)의 단계 <그림 2>를 
제시하였다. 수업의 현장에서 ‘주시’ 단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며, ‘숙고“의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에서 실
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탐색, 분석하며 그러한 일이 어떻게, 왜 생겨나
는지 해석(차윤경 외, 2014)하는 것을 반복해 나가는 순환의 모습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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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트링거의 나선형으로 상호작용하는 실행 연구 모형(Stringer, 1996)

   또 다른 예로, 조용환(2018)은 실행연구의 모형으로 첫째, 관심 있는 현장(생
활세계)의 체험, 둘째, 현장(문제상황)의 이해, 셋째, 연구 문제와 방법 설정, 넷
째, 참여적이고 대안적인 실행, 다섯째, 그에 따른 현장의 변화 분석 및 해석, 여
섯째, 연구 문제와 방법 재구성, 일곱째, 새로운 참여-대안적 실행, 여덟째, 현장
의 새로운 변화 분석과 해석이라는 과정을 들었다. 교사의 체험과 현장의 이해를 
토대로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실행의 결과를 분석, 해석하고, 문제를 
수정하여 이후 재실행과 재실행을 통한 변화에 대해 분석과 해석하는 것이다. 엄
밀한 개념들을 연구 가설로 설정한 후 현상에 검증하는 일반적인 과학적 연구와
는 다르게, 연구 검증의 해결이 또 다른 연구 문제로 순환적으로 이어지는 모습
을 보인다.  
   나는 처음 수업을 계획함에 있어 실행의 구조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았으나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본다면 실행연구의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업의 
구조나 내용을 계획하여 참여하는 것이 아닌 연구자가 직접 수업의 실행 중 나타
나는 문제들을 발견하여, 그 문제의 성찰을 통한 반성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실행과 재실행이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연구의 순환을 거치는 실행연구는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가지는 교육의 본
질에 가장 잘 맞는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학자마다 조금은 다르게 제시하는 실행연구 모형 중 연구자는 스트링거의 3단
계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나는 연구의 시작에서 내가 통합미술교육이라
는 수업을 지도하며 직면했던 어려움을 가지고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위한 이상
적인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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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교수의 수업을 직접 참여하며 학생으로서 체험하였던 것들과 예비조사들
을 통해 파악된 것들을 자료화 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스트링거가 제시한 단계를 
빌려 말하자면 주시(Look)단계에 해당한다. 다음 국내외의 두 연구자의 수업의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하여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미술수업의 활동 그 자
체를 연구 자료로 두고 관찰과 인터뷰를 통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통합미술교육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스트링거의 숙고(Think)의 단
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주시와 숙고의 과정을 연구의 III장에서 드러내고
자 한다. 그 다음으로 두 교수의 수업을 참여관찰하면서 이해하게 된 통합미술교
육의 학습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직접 교안을 작성하여 고등학생과 성인들을 대
상으로 통합 지향 미술수업을 실천하였다. 이는 스트링거의 단계인 실행(Act)에 
해당된다. 연령이 다른 대상으로 통합미술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반
응하는지,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양상들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IV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두 대상이 처한 학교, 교실 환경 그리고 제도적 특징은 다
르지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 모두의 불
안을 줄일 수(Kennedy, 1997; Mills, 2005)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연구자
가 직접 진행한 두 대상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범주화하고,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발견한 것을 V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
정에서 교사들과 지도교수의 전문적인 견해와 학생들의 조언을 반영하여 다시 살
펴보는 것은 다시 해석학적 순환으로 가는 주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실행 연구의 과정은 통합지향 미술수업을 실행하여 교육적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통합 지향 미술 수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실천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형식주의의 모더니즘 미학과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 미적 이론들은 삶과 예술
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예술과 삶의 통합으로써 재편되는 예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안인기, 2011: 75). 이러한 변화는 현재 미술교육에서 통합프로그램과 관련
된 실행연구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행모습도 
수행실행이나 수행평가 과제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현장연구에서 점차적으로 학
습자의 자발적인 참여5)를 요하는 참여적 실행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20세기 초 미술가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는 관념으로 기

5)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의 경계가 없으며 대화에 있어서 개
방적이고 열린 대화체계로 참여자들에 어떠한 대화도 가능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
고, 수업의 커리큘럼 형성에서도 학습자들의 관심 주제나 필요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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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이거나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적인 안목을 기르기 위한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미술가는 발견되는 것으로 믿었다. 당시 학생들은 연구자
(researcher)이기보다는 모색자(searcher)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각예술에
서 ‘본다는 개념’이 순수한 시각에서 훈련된 시각과 인지하는 시각으로 변화하면
서 예술연구의 다양한 논의 중 예술실행연구(art practice as research)의 관점
에서 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술실행연구의 목적은 예술가에 의해 맡게 
되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지적인 작업 자체가 연구의 한 형태인 것으로 보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예술가가 행하는 상상적이고 지적인 작업이 가능한 폭넓은 시각
에서 현대 미술, 문화, 그리고 교육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연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셈이다. 시각 예술가에게 미술 제작은 
우리를 변형시키는 수용 능력을 갖는 것이며, 그것에 의해서 우리 주변 세계가 
변화된다. 미술 제작이 교육적 연구 환경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알고 
싶은 욕구에 반응하기 위해 상상적이고 지적인 욕구를 사용해야 하는 책무가 있
으며(Mills, 2005)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은 제도적, 사회적 변화까지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다.    
   
2) 연구 참여자

   나의 연구에는 세 명의 교수자가 등장한다. 제임스 교수, 최 교수 그리고 연구
자이자 교수자인 나도 수업을 진행하였다. 나의 수업을 수강하였던 성인 3명과 
고등학생 8명 또한 연구 참여자이다. 우선 수업 관찰을 위한 연구 참여자로 두 
명의 연구 참여자를 소개하고 이어서 내가 진행한 두 번의 실행연구에 참여하였
던 학생 연구 참여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결정적 계기를 준 제임스 교수
   연구 참여자 제임스 교수와의 만남은 2011년 봄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면서였
다. 당시 나는 유학생으로 수업에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에 어색함과 두려
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수업을 참여하는 나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언어와 말이 달라도 서로 대등한 관
계에서 차이를 인정해주는 그의 수업은 다양한 문화 속 삶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
도록 하였다. <커리큘럼 통합미술교육>이라는 수업명으로 미술과 타학문의 통합 
혹은 미술과 다른 예술의 통합에 중심을 두었지만 그 속에는 다문화주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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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 차별화와 같은 개념들이 함께 녹아있었다. 당시 타국의 언어 사용으로 모든 
수업에서 참여와 토론에 익숙하지 않았던 내가 수업의 두려움과 불편함보다 흥미
를 느낄 수 있었던 까닭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는 현재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예술교육연구소의 대표로 교사들, 
예술경영진들 그리고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그리고 틈틈이 작업하
는 예술가로, 그리고 무대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인디밴드 멤버로 활동한다. 하지
만 처음부터 그가 미술을 전공한 것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해 오던 미술과 
음악을 두고서 전공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부모님과 교사의 권유로 의과대학에 진
학하게 된다. 하지만 선택과목으로 미술수업을 듣던 중 전공을 전향하기로 결심
한다. 당시 1960년대에는 존 레넌처럼 밴드활동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
렇게 특이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는 대학원까지 시각미술로 진학하고 다른 쪽으로
는 전문적으로 음악을 연주하였다. 졸업 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해당 대
학의 음악가들과 밴드활동도 동시에 하면서 우연히 음반 작업의 기회를 얻어 뉴
욕으로 건너오게 된다. 음악 작업을 끝나자 뉴욕에 머무르며 현대미술관(MOMA)
과 링컨센터에서 전문 강연자로 활동하며 미술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링컨센터에서 진행하던 맥신 그린(M. Greene)의 강연을 우연하게 듣게 
되어 그녀의 교육철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그녀와 교육사상과 철학 그
리고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박사과정 
중에 버튼(J. Burton), 허바드(O. Hubard) 교수를 비롯하여 함께 일했던 설리반
(G. Sullivan)과 같은 동료들을 만나며 많은 교육적 영감을 받게 된다. 이들과의 
만남은 기존의 지도 방식을 버리게 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교수들의 
교육관에 기인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지도하고 있다. 
   나는 대학원 졸업 후에도 미국을 방문할 때면 은사들과 만났다. 제임스 교수
는 자신의 연구소, 가까운 레스토랑이나, 바와 같은 장소로 초대하였으며, 졸업생 
을 학생들의 통합미술교육 결과물을 전시로 기획한 전시장으로 초대하거나, 통합
미술교육을 진행하는 다른 교육자들을 소개해 주며 통합미술교육의 다른 모습들
을 직접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나는 당시 연구를 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의 수업을 몇 회씩 참여관찰 하였고 한국에서 통합수업을 기획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교육자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제임스 교수는 이러한 교육
적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나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내가 연구 현장으
로 그의 수업 현장을 선정하였을 때 과거 그의 수업을 수강할 당시의 자료, 참여
관찰과 인터뷰 자료를 예비 조사의 자료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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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연구 참여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때 예비 조사 당시 많은 정보를 
주어 더 이상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흔
쾌히 수락하였으며 아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는 내가 통합미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의 시작은 매우 순조로
운 편이였다. 하지만 거리상의 이유로 인터뷰가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쉽진 않았
고 전화나 메일을 통하여 추가적인 질문들을 이어 나갔다.
   
   (2) 예상하지 않게 만나게 된 최 교수
   최 교수와의 만남도 2017년 박사과정 중 <디자인과 비교문화>를 수강하면서
였다. 통합미술이라는 직접적인 강의명은 아니었지만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디
자인 수업으로 그 내용에서 통합미술을 실현하고 있었다. 1년간의 수업을 듣고서 
내가 다시 그를 찾은 것은 2018년 <교육문화기술법>이라는 수업의 연구 참여자
로 인터뷰하면서다. 당시 통합미술교육이라고 불리며 행해지는 교육에 관해 참여
관찰을 하고 싶어 통합교육을 하는 곳을 찾고 있었으나 통합수업을 한 학기 동안 
이어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꼭 통합교육이라는 수
업명이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 내용에서 문화, 사회, 정치와 같은 
이슈들을 오가며 수업을 하고 있어 나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하였던 최 교수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그의 수업을 수강하던 학생이 아닌 연구자로 한 
학기 동안 수업에 다시 참여하고 그의 사무실 겸 연구실을 찾아 인터뷰하게 된
다.        
   그는 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는 대표로, 책을 쓰는 작가로, 잡화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그는 디자이
너 양성교육과 대중교육으로 나누어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있다. 미
술을 전공한 가족이 많아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미술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들과의 대화나 작업을 보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디자인
학과로 진학하게 된다. 그 후 대학원까지 진학하고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며 전통
디자인에 대해 조사하였고, 세계 곳곳의 디자이너를 인터뷰하여 틈틈이 책을 출
간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한다. 
   최 교수가 “그 친구”라고 언급하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멘디니(A. Mendini)의 
작업과 그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애정만큼 수업 시간에 자주 등장한다. 최 
교수의 사상에도 멘디니의 실험성, 상업성, 디자인과 예술성이 복잡하게 어울려져 
있어 멘디니의 디자인 철학은 그에게 큰 영감을 준 듯이 보였다. 또 다른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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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으로 그의 입시를 지도하였던 사촌 형이 있다. 최 교수는 사촌 형의 완
벽주의자적인 지도 방향은 미술을 머리교육이 아닌 훈련을 통한 몸이 익숙해지는 
교육을 바라보게 하였다. 최 교수는 대학 강의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눈을 정확
하게 하고 손으로 표현하는 표현교육과 음악, 문학과 같은 학문을 통해 정서적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교육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
다. 내가 박사 논문을 위해 다시 그를 찾았을 때, 그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 힘
썼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많은 인터뷰는 하지 못하였으며 이전에 학생으로 그의 
수업을 수강하였던 학습자의 관점과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지켜보았던 관찰자로서
의 관점이라는 예비 조사를 토대로 다시 질문들을 반구조화하여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3) 성인 연구 참여자
   통합미술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한 바 과거와 달리 통합교육의 분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중
등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교사가 모든 과목을 지도하는 유아와 초등학생의 교육과는 달리 한 교사가 담
당과목만을 지도하는 중등교육에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쉽기 않은 것이 원인
이기도 하다. 따라서 나는 시간과 장소가 약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 성인들을 대
상으로 통합미술교육을 계획하였다.
   처음 실행한 성인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몸담고 있는 S대학교6) 커뮤니티 
포털사이트(SLIFE)를 통해 미술을 멀리하거나, 미술에 관심 없거나, 미술을 싫어
하는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한 성인들이다. 수업을 희
망하는 사람 중 꾸준히 참석이 가능한 사람들 총 3명을 선정하며 주 2회씩 10회 
2시간씩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대학을 휴학하
고 복직한 학생,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 그리고 졸업 후 회사원이었다. 이들
은 눈에 띄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미술을 멀리한다고 여기고 있지만 
미술관과 박물관을 관람하고 전시된 작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이었다. 
둘째, 이러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미술을 멀리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그 원
인으로 실기를 못한다는 점을 든다. 이러한 공통점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연구 참
여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간략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은별은 현재 대학원을 휴학 중이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6) 연구 참여자의 학교명과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되어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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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다. 학교로 발령난지 몇 년 되지 않아 미술 수업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나의 수업을 신청하였다고 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미술 실기를 배우기 위해 
등록한 학원에서 실력을 비교당한 후 자신이 미술에 소질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
다.
   송영수는 현재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인 학생이다. 박사논문 작성을 위해 여
러 사람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남기
고 싶어 신청하였다고 했다. 그는 학창시절 미술 수업에서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
품에 대한 교사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억압된 미술표현에 대한 갈증을 지니고 
있는 듯했다. 
   최하나는 학창시절 노력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던 미술 수업을 생각하면서 
미술은 재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미술 
수업을 통해 기술적이고 기교적인 표현을 배우길 희망하며 작업 후 자신이 일하
고 있는 회사 동료들에게 결과물에 관해 평가받기를 원했다. 나는 이렇게 세 명
의 성인 연구 참여자와 함께한 실행연구를 통해 수업을 성찰하려는 노력을 거듭
하였음에도 학생들에 대한 관찰과 시간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부족함을 느꼈고 
그 방식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대조 사례로 주목할 수 있는 고등학생을 자연스럽
게 포함하게 된다.
   
   (4) 고등학생 연구 참여자 
   실행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삶을 탐구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과정 지향적 탐구 방법으로 연구자는 자신
을 실행가로서 자신의 교육 현장을 연구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지식을 다시 현장
에 제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구의 문제가 현장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통해 내부에서 제기한다. 따라서 두 번째 실행연구는 연구자가 몸담고 있
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발견, 성찰과 실행의 순환과정 속에서 이를 참여하는 학생
들을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계획을 하게 되었다. 실행연구 현장은 내가 강의하고 
있는 SA고등학교의 한 교실이다.
   두 번째 실행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을 수강하는 
13명의 학생 중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 8명을 선정하였다. 해당 
수업은 서울의 대학 소속 석·박사들이 강의계획서를 올려 경기 지역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신청하고, 수업이 개설되는 고등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는 방식
을 취한다. 수업은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주 1회 2~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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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총 8회(17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수업의 장소는 해당 학기에 연계되는 학교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며 장소만 대여해 매 학기 다른 학교에서 수업한다. 따라서 학
교 정규 수업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으로 교사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으며 학
생도 평가의 긴장감과 표현의 제약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2019년 9월
부터 ‘나도 패션 디자이너’ 수업을 진행하면서 광명 근처의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
고 학교 밖 청소년들과 만남을 가져왔다. 두 학기를 이어서 수강하는 학생도 있
으나 대부분의 학생은 매 학기 다른 수업을 신청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특기사항
으로 남기고자 한다. 
   고등학생 연구 참여자는 미술로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과 미술에 관심 있는 학
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특징을 토대로 연구자가 임의로 나누면 학생들
을 세 부류로 볼 수 있었다. 김경단과 수플레의 경우 흥미만으로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이며, 오브리와 흑임자, 비엔나는 창의성 지향형으로 미술을 전공하고 선택
하여 학원에 다니거나, 다녔던 학생으로 학원 수업과는 다른 창의적인 표현을 수
업 시간에 해보길 희망하는 학생이다. 그리고 인절미, 묘걸이 그리고 크루트는 실
력 향상형으로 자신이 미술 표현에서 다른 것에 비해 실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배움으로써 눈에 띄는 실력 향상을 원하는 학생 범주에 해당한다. 
   고등학생 연구 참여자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수플레는 단짝 친구인 묘걸이를 
따라서 수업을 신청하였다. 그녀는 나의 수업 이전에도 여러 차례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들었고 패션을 전공하려는 계획은 아니지만 친한 친구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새로운 분야를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맞
벌이 부모님에 의해 어린 시절부터 미술을 배워 왔으며 미술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 주는 친구이자 다른 소통의 방식이다. 
   학업 성적이 좋아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는 김경단은 패션 관련 수업명을 보자
마자 신청할 만큼 패션에 흥미가 많은 학생이다. 학교의 미술 수업 이외는 처음 
배워보는 미술이라 모든 것에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을 던진다. 그
는 패션을 전공하려는 친구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실기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해하였고 그들의 작업을 감상하고, 토론하는 나눔을 통한 배
움을 원하고 있었다.
   강압적인 교육방식으로 공부에 반감을 품은 비엔나는 골프와 음악으로 진로를 
결정하였다가 여러 상황적인 이유로 패션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녀는 골프와 음
악의 연습으로 잃어버린 시간만큼 빨리 실력을 향상하고 빨리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은 학생이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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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책을 통해 패션과 관련한 자료를 찾아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였지만 몇 
번 교사의 제지로 타인의 시각을 늘 신경 쓰며 말도 조심히 하고 있었다.
   오브리는 혼자 조용히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그는 체력적인 이유
로 미술을 전공할 수 없지만 “그냥 그림을 좋아하고 그리고 싶어” 수업을 신청하
였다.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며 작업을 하면서도, 인상 깊게 본 영화의 캐릭터나, 
그리고 무의식으로 나타나는 모형들을 그렸다. 그는 수업 시간에도 끊임없이 무
언가를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그림 그리기를 멈출 수 없는 학생이다. 
   흑임자는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곳에 위치한 학교에서 오지만 늦더라도 빠
짐없이 수업에 참석하고자 하였다. 그는 실기 시간이 부족해 친구들과 작업을 비
슷하게 맞추기 위해 서두르지만 최대한 집중해서 작업에 임한다. 그는 자신만의 
표현을 갈망하고 있었고 새로운 표현과 신기한 자료, 예상하지 못했던 재료를 접
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더 신기해하고 적극적이었다.
  쾌활한 성격을 지닌 묘걸이는 친구들과 나의 말에 열심히 반응한다. 그녀는 원
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성적으로 인해 입시 고민을 많이 하지만 늘 밝다. “한복 
디자이너”라는 확고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어
린 시절부터 멈춘 적 없이 그림을 그려 왔으며 배워 온 미술의 장르도 다양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표현을 어려워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 더 기술적인 표현을 배워 입시에 
도움 되는 수업을 희망한 것 같았다. 
   작은 키에 높은 톤의 목소리를 가진 인절미는 입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찾
아 생활기록부에 한 줄이라도 남기기 위하여 신청하였다. 그녀는 학업과 학원으
로 인해 하루 한두 시간 자면서도 미술수업을 세 개나 신청하여 듣고 있었다. 이
런 그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아 시간을 낭비할
까봐”였다. 수업 시간에도 자신 없거나, 표현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것을 찾아 
연습하는 모습을 보인다. 
   크루트는 평소 미술 공모전에도 출품하여 수상할 만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
엇이든 만족할 만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학생이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스스로에게, 주변의 학생에게, 그리고 나에게 평가받길 원
했다. 
   성인 연구 참여자와 달리 고등학생 연구 참여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동의서 서명을 받고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이후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상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연구 참여자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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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구 참여자 정보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의 세 작업을 중심으
로 자료를 수집한다. 연구 참여자 자료 수집은 2018년 두 교수자의 1차 승인을 
받기까지 2011년부터 제임스 교수와의 대화와 자료들, 그리고 2017년부터 연구 

구분
대상

가명 성별 연령 직업 특징
 출석
 / 총

교수 
연구
참여
자

제임스 
교수

남 50대 
후반

화가, 교수
음악가, 대표

맥신 그린의 교육적 영향

최 교수 남 50대 
초반

디자이너, 
교수
작가, 대표

멘디니, 사촌형의 영향

성인
연구
참여
자

송영수 남 30대 
초반 대학원생

다양한 미술 활동을 해보기 
위해서

8/10

최하나 여 20대 
초반 회사원 실력 향상을 위해서 9/10

박은별 여 20대 
초반 초등교사

미술 수업의 아이디어를 위
해서

8/10

고등
학생
연구 
참여
자

오브리 남 고2 학생
창의
성 
지향
형

미술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6/8

흑임자 남 고2 학생
독학으로 배우기 힘든 
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7/8

비엔나 여 고1 학생 패션에 대해 알고 싶어서  6/8

인절미 여 고1 학생
실력 
향상
형

그림을 다양하게 그리고 
싶어서

 5/8

묘걸이 여 고2 학생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7/8

크루트 여 고2 학생 전문적인 배움  7/8

김경단 남 고1 학생 흥미
형

옷에 관심이 많아서  7/8

수플레 여 고2 학생 궁금해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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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로 인터뷰한 최 교수의 자료들을 예비조사의 자료로 문서화하기 시작하였
다. 문서화된 예비 조사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준비
하여 두 교수의 연구실로 방문하여 인터뷰하였다. 그리고 두 교수의 수업을 통한 
통합의 이해를 바탕으로 두 번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직접 실행하며 발견한 것
을 바탕으로 인터뷰와 자료 분석을 하였다. 해당 과정은 스프레들리의 주시-> 사
고-> 실행-> 주시의 순환적인 과정에 의거하여 주시의 과정으로 참여관찰을, 사
고의 과정으로 인터뷰를, 실행의 과정으로 자료 분석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1) 제임스 교수의 자료 수집
   참여관찰은 연구하고자 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그 곳의 환경과 사람들과 친숙
해지는 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Spradley, 1980/2006). 제임스 교수의 자료는 
2011년부터 이어오며 몇 번 수업을 관찰하였던 예비 조사 자료가 있었지만 통합
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참여관찰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참여관찰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가 편안한 시간에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관찰하
였으며 최대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체험한 것들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제임스 교
수는 수업 시작에 앞서 나에게 수업 참여 의사를 물었으며 수업을 참여하는 경우 
모든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달리 관찰자로 수업을 참관하는 경
우에 학생들에게 녹음기 사용에 대해 먼저 알리고, 허락을 받고 난 후 교실의 뒤
편에 앉아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나는 학생들과 교수자의 대화
와 미술활동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어떠
한 반응하는지 그리고 수업의 상황 속에서 교수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통합이 무
엇인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 확인한 수업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 대화, 수업의 내용을 
기술하고 분석하여 이에 관한 인터뷰로 통합에 대한 이해를 향상할 수 있다고 보
았다. 따라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통하여 제임스 교수가 어떠한 교육철학과 
목적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수정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질문의 예상과 달리 
제임스 교수의 관심사에 관한 설명이 길어지는 경우 반구조화된 질문을 하지 못
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뷰는 총 여섯 번, 한 번에 한 시간씩을 
계획하였으나 인터뷰가 길어지면 식당이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어갔으며, 상황
에 따라서는 다른 교사들과 함께 전시실, 강의실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면담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연구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면담의 경우 몸짓과 표정
이 조금 더 자유로워 개인사를 많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면담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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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고 우리는 서로 통합 지향 수업의 문
제를 발견하거나,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흘러가기도 하였다. 
거리상의 이유로 대면이 어려울 시 메일을 통한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온라인 인
터뷰는 질문을 주고받는 인터뷰가 아닌 한 사람만 이야기한다는 느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껴 대부분의 인터뷰를 대면으로 시도하였다. 
   모든 참여관찰과 인터뷰의 내용은 핸드폰과 녹음기로 기록하였으며 방해가 되
지 않으면 그룹 인터뷰도 녹음하고자 하였다. 수업의 과정에서 사용한 활동지와 
학생들의 활동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한 학기의 강
의 자료와 학생들의 참고자료들을 메일과 usb로 전달 받아 수집하였다. 또한 그
의 온라인으로 확인되는 다른 인터뷰 자료와 홈페이지 자료들을 자료화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수업의 과정과 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구의 
과정은 수집과 분석 그리고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녹취하며 
관찰한 수업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전사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내가 학생으
로 그의 수업에 참여하며 생각하였던 통합의 개념이 서서히 변화하게 하였다. 전
사 과정에서 발견한 의문과 새로운 발견, 생각의 전환은 관찰자의 코멘트로 전사 
자료의 오른쪽에 칸을 만들어 기록하였다.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전사하는 과정은 
처음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에게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제임
스 교수의 전사 자료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황적 맥락에서 
파악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2) 최 교수의 자료 수집 
   최 교수의 참여관찰의 경우 한 학기동안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그 과정
을 살펴보았다. 내가 수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기적
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학습자들과의 라포르(rapport) 형성에 큰 도움
을 주었다.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가 그의 수업
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소통은 통합
에 대해 이념적으로 가진 생각을 제 3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업을 수강하던 학생으로서의 경험으로 수업을 
관찰하면서 서서히 수업의 내용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최 교수의 수업은 제
임스 교수의 수업과 달리 수업의 활동과 내용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도 관찰을 
방해하는 한 요소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나는 참여관찰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하
여 학생들의 모습, 대화 내용, 학생들의 반응과 같이 수업에 보이는 현상들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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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하여 표로 만들고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고자 하였다. 학생들과의 대화는 
어떠하게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질문으로 수업의 과정이 흘러가는지 살펴보며 그 
내용을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최 교수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겼다. 제임스 교수의 수업을 통해 가져왔던 통합에 대한 이념적인 선이
해를 최대한 내려놓고 최 교수의 수업에서 보이는 통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최 
교수의 수업에서 보이는 통합의 특징이 어쩌면 디자인 수업이라는 특수성에서 기
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최대한 통합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따라서 최 교수 수업을 참여관찰하는 초기의 나는 통합의 의미를 이해하
기 보다는 통합의 방식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여관찰에 
있어서 녹화나 녹음을 대부분 하지 않았고 수기 작성을 하였다. 현장노트를 기록
함에 있어서도 기호와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그 작성에 있어서는 연구자
의 주관적 생각을 최대한 배제하여 현장의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최 교수와의 인터뷰 과정은 수업 관찰에서 발견한 의문점과, 통합수업을 어떻
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한 시간을 계획하
였으나 실제로 인터뷰는 90분~120분 정도씩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
는 그의 작업실에서 모두 이루어졌으며 그의 수업을 듣는 다른 한 학생과 함께 
그룹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작업실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으
로 인터뷰 도중에 그의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그의 관심사나 작업들을 
참고할 수 있었다. 모든 인터뷰의 내용과 자료는 그림기. 핸드폰, 그리고 녹음기
로 기록하였으며, 면담지를 가져가 인터뷰하며 작성하기도 하였다. 인터뷰가 끝나
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녹취를 전사하였고 전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들거나 
이해가지 않는 질문이 있으면, 정리하여 다음 인터뷰나 메일을 통하여 질문하였
다. 참여관찰일지와 인터뷰 외에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설 자료와 다른 사람
과의 인터뷰 자료들, 연구소 홈페이지 내용들, 수업계획서와 강의자료, 수업에 이
용되는 책들과 그리고 그의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하였던 예비 자료들 모두 추가
적으로 더하여 분석하였다. 
   두 연구 참여자의 경우 아주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한 것이 있는지를 나에게 물으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나의 분석된 자료들
을 전달하여 연구 참여자의 시각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였고 필요에 
따라 상의하거나 피드백을 받았다. 두 교수의 수업을 참여관찰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들의 통합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공통점은 무엇인지, 학습자 중심 통합수업
이 왜 어려운지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민은 내가 연구 초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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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육을 문제해결로서 바라보던 관점을 바꾸게 한 것도 사실이다. 두 연구 참
여자와의 인터뷰가 늘어가면서 통합미술교육의 어려움, 한계와 같은 것들을 자세
하게 들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연구 참여자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방대한 전사 자료를 코딩하여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다. 

   (3) 학생 연구 참여자의 자료 수집 
   학생 연구 참여자의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업 진행에 앞서 나는 
수업의 내용과 학생들의 작업, 그리고 대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을 전달하고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실행연구의 과정은 기
록과 녹취 전사를 바탕으로 분석과 해석한 뒤 지도 교수의 조언과 수업 중간중간 
학생들의 피드백을 조합하여 다음 수업을 계획하고 다시 실행 그리고 반성 재실
행의 과정을 반복하며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화 방식으로는 수업 전 수업 
내용의 계획과 수업 후 반성과 성찰을 하였으며 이를 기록하여 다시 실행하는 것
을 수업 마지막 차시까지 반복하였다. 

   가. 성인 연구 참여자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을 관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수업
시간의 상황을 최대한 담기위하여 녹음기와 핸드폰을 사용하였다. 수업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녹취를 전사였고, 전사하는 과정에서 수업이 끝나고 기억하지 못하
고 놓친 나와 학생들의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학
생들의 반응과 태도에 집중하여 관찰하였고 다음 수업시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에 대해 학생들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하였다. 적은 학생 수, 서로 전혀 모
르는 사이로 어색한 가운데 수업이 시작되어 수업 시간에 질문과 답이 아닌 말은 
오가지 않았다. 이에 나는 수업 시간 중간중간 개인적인 이야기하여 최대한 자연
스럽게 자신의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이들의 생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면담
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들과의 대화는 수업 시간의 작업시간 혹
은 쉬는 시간, 수업이 끝나고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이루어졌다.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위하여 학습자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
으며 어떠한 것에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수업에서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이었다. 학습자들의 표현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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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작업을 사진으로 담기 위하여 노력했다. 학생들의 작업은 이들의 생각과 
관심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수업 내용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희망하는 미술활동을 세부적으로 함께 구성하고 진행하였다. 이런 까닭에 명화와 
같이 기초 조형 연습을 위한 순수회화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서 점차적으로 디
자인 자료를 제공하고 디자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수업 내용의 변화는 생각
보다 통합 교육의 진행과 이해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내가 학습자들의 통합에 관
심을 두면서 학습자 중심이라는 연구의 초점에서 멀어진다는 느낌도 들었다. 따
라서 연구가 끝으로 흐르며 수업의 방식과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학생들의 통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두던 것에서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수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는지,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글쓰기의 과정을 통해 분석과 해석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나 쉽지 않았다. 

   나. 고등학생 연구 참여자
   고등학생 연구 참여자의 수업 관찰은 10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강압
적이지 않았지만 수업의 70% 이상을 참석해야 이수가 되기에 관련 전공을 희망
하는 학생들은 약간의 의무적으로 듣기도 하였다.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 중 연
구 참여자로 희망하는 학생 8명을 선정하여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고서 수업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나, 녹음, 노출을 우려
하는 학생들의 작업이나, 얼굴, 몸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자료화 하지 않도록 하
였다. 고등학생 연구 참여자와의 참여 관찰의 횟수를 거듭하고 관계도 깊어지면
서 이들의 통합수업과 일반수업 대한 생각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학생
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민들과 불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고민을 
지니게 된 원인들을 파악해보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러한 고민이 통합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학습자들의 표현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 상
황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작업을 사진으로 담기 위하여 노력했다. 이러한 자료
들은 작업은 이들의 생각과 관심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렇지만 학습자의 성격에 따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나는 최대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말이 아니라도 이들의 작업이나 표정과 태도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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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참여자들의 자료수집

  
   대부분의 인터뷰는 수업 후 분식접이나 대학교 견학 도중에 카페에서 그룹으
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면담은 주로 대면으로 진행하였지만 학생들에게 궁금한 

7) 고등학생 인터뷰는 모든 참여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
여 진행되었다. 식당에서 묘절이, 수플레, 비엔나, 인절미, 대학투어에서는 크루트, 묘걸
이, 수플레, 비엔나, 카페 면담에서는 크루트, 묘걸리, 수플레, 비엔나와 이루어졌다.  

참여자 형식
차수 
및 빈도

장소 자료 성격
참
여
7)

제임
스
교수

2011년2월~ 
2019년3월

예비조사 -
V대학교 교육적 대화, 수업 

회상자료 연구실

2019년3월~
2020월 9월

인터뷰

1회
전시초대
(P초등학교)

면담 전사본

3회 연구실 면담 전사본

3회
식당 및 
카페(수업 후)

면담 전사본

참여관찰 2회 N대학교 
수업현장 녹음 전사
본, 수기 작성

최
교수

2017년2월~ 
2019년3월 

예비조사 -
E대학교 교육방법, 교육과정, 

회상자료연구실

2019년3월~
2020월9월

인터뷰 3회 연구실 면담 전사본

참여관찰 15회 S대학교
현장 녹음 전사, 수
기 작성

성인
참여
자

2019년 
5월~6월 

참여관찰 10회
2시간/회 S대학교

수업기획, 내용, 수
업진행 녹음 전사본 

인터뷰 수시 S대학교 작업 시간 중 진행
모
두

고등
학생
참여
자

2019년 
9월~12월

참여관찰 8회
2시간/회 SA고등학교

수업진행 녹음 전사 
본

인터뷰

1회 식당(수업 후) 수기 작성 4명

1회 대학투어 수기 작성 4명

1회 카페(수업 후) 녹음 전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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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거나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이어가기도 하
였다. 그룹 인터뷰는 학생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생각을 전하였고, 깊이 있는 이야
기나 말하기 주저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나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수업 시간에 이들이 표현하는 활동지나 작업
을 한 자료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삶을 공유하였다. 그
리고 이 중 일부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수업 시간에 활동한 작업과 이들이 
다시 해 오는 작업을 그림으로 찍어 수집하였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녹취하여 나
의 눈이 아닌 학생들의 설명에 의거하여 최대한 그들의 눈으로 작업을 보고자 하
였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작업의 패턴을 눈여겨보고 기
술과 분석을 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자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전사하고 검토하여 분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고등학생 연구 참여자도 8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들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별로 이들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우선 분류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주제, 관심사, 진로로 일차적
으로 분석한 다음 이들이 표현한 작업에 의거하여 재범주화하였다. 본격적으로 
글로 작성하면서 수업의 내용과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업 현장에서 
발견한 것을 글로 표현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참여자들의 자료 수집은 위의<표 
2>와 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수집된 모든 1차 자료들을 면담기록지, 참여관찰지, 현장노트, 예비자
료 등의 순서로 정리하는 동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계열화하였다. 그리고 하위범주에서 상위범주까지 3단계로 나누어 코딩
작업8)을 진행하였으며 유사, 강조, 특이한 것을 연구자의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코딩으로 나누어진 분류는 목차를 짜는데 활용되었다. 모든 자료의 수집
과 분석, 해석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범주를 나누어 분류하여 
코딩하고 또 다시 디코딩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4) 연구의 중요성 

   통합미술교육에 관한 관심과 실행을 위한 노력들에 비하여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통합미술교육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초등학생이 아닌 경우

8) 조용환(1999)에 의하면 코딩은 연구하는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에
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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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미미한 정도였으며, 학습자의 표현을 관찰하거나 교수자의 주도 아래 이
루어지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학습자가 직접 통합을 하는 연구는 더욱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미술교육 현황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통합미술교육을 실
행하려는 교육자들의 수업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국내외 교수자의 통합미술수업을 삶과 함께 조명함으로써 이
들의 교육사상과 방법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사상을 정립하게 된 원인에 주목하
고자 한다. 교육사상과 교육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주로 중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접근에서는 잘 드러나기 어려운 부분을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의 미술교육 현장이 통합미술교육의 빠른 적용과 변
화라는 관점과 같이 유용한 지식을 산출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통합미술교육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여기서는 통합미술교육을 학생들의 삶의 맥락으로 가져와 일상의 삶 속
에서 통합을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통합미술교육에 관한 연구는 학자들과 교수
자의 다양한 시각과 해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통합미술교육을 타 학문
의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거나 흥미를 유도하는 학습의 도구로서 행해지는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미술을 삶으로 가져와 일상생활 속에서 통합을 지각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을 못하게 하는 구조인지, 방해하는 요인
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능케 하는 교육적 조건들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하였다. 교
수-학습 맥락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기존 통합미술교육에서 간과하고 
있었거나 볼 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이 연구는 학교 현장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실행연구로 연구자인 교
수자가 학습자와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구성하고 실천하고 수정·보완하여 재실행
해 가는 순환적인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교
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현장에서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을 실행 가능하게 한 
원인들과 현장에서 체험하는 예상하지 못한 방해 요소 더 나아가 학습자 중심 통
합미술교육의 실행의 한계를 밝힘으로써 통합미술교육의 실천과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술교육이 다른 교과목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며 약화된 위치를 가
지게 된 제한적인 미술교육의 위기 상황에 있는 현실 속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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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구하는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통해 그동안의 형식, 기교와 표현에만 국한된 
미술 교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차별성을 인식
하고, 통합미술교육을 배우던 학습자로서, 수업을 실행하는 교수자로서의 접해 온 
경험을 녹여 내고 싶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와 학생들을 대하는 
두 교수들의 모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통합미술교육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정치성을 띠거나, 학교 안팎을 통합하거나 체
험의 통합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연구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미술교육 현장의 실천적 특징을 살펴
보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직접 실행하여 실행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이자 교
사인 나와 학습자와 더 나은 삶으로의 성장에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위
해 실행연구라는 연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조용환(2015)에 따르면 실행연구의 
방법론적 특징은 철저한 현장연구, 생활세계의 실질적 개선,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주체 형성, 현장이론의 생성이다. 연구자는 현장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상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 사태에 동참하고, 과정 전반에 현장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구의 ‘객’이 아닌‘ 주인’이 되도록 한다. 하지만 나의 연구는 이러
한 실행 과정에서 연구자인 주체가 수업을 진행하는 실천가로서 수업의 진행과 
동시에 관찰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두 번의 실행연구의 현장이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만 학교 정규수업이 아닌 학교 밖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성인 대상의 실
행연구는 학교 미술 수업과는 달리 소규모의 학생이 참여하며, 고등학생들의 경
우 방과 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 수업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수업 내용에 
있어서도 최대한 다양한 곳에서 실현 가능한 수업을 계획하였지만 일반 학교에서 
적용하기에는 그 인원수나 다른 연령, 지역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선택에 있어 편의적 선택으로 인한 한정된 수업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나는 학생들의 작품에 관한 기술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말수가 적은 학생이
나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의 경우 내가 이들의 작업과 작업의 과정에서 오
는 느낌을 아무리 세세하게 관찰하여 전달한다고 하여도 직접 작업을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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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교수자의 입장에서 감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도를 온전하게 전
달하기에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두 번의 실행연구에서 성인대상 연구는 10회, 고등학생 연구가 8회라는 
한정된 시간은 교사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
려움에 봉착하게 하였다. 자유로운 분위기는 학생들의 미술작업의 속도를 늦추게 
만들었으며 짧은 시간 동안 속도를 높여 계획에 맞춰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
이에서 보인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간의 한계는 수업을 끝내면서 
보인 나와 학생들의 작은 변화가 지속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확인
할 수 없게 만들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현재 1년 전 나의 수업을 들었던 학
생을 대상으로 두 번째 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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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연구의 핵심 중심 개념인 “통합교육”과 “학습자 중심교육”에 대
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검토하였다. 먼저 두 명의 교수참여자들의 학습자 중
심 통합미술교육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통합교육”과 “학습
자 중심교육”의 이름으로 불리는 다양한 학문적 논의들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 “통합미술교육”에서는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는 “통합미술교육”의 개념과 의미를 탐구해 보
았다. 

1. 통합 지향 미술교육에서 ‘통합’의 의미와 흐름 

1) ‘통합’의 의미

   최근 교육계에서는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의 기본으로 설정하면서 ‘통
합’ (integration)이라는 용어를 ‘융합’(fusion), ‘수렴’(convergence)과 ‘통
섭’(consilience)으로 학자별, 교과별, 사용자별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들
의 개념을 비교하여 보면 통합은 영어로는 ‘Integration’으로 표기되며 아직 완성
되지 않은 부분의 첨가로 완성시켜가는 것, 섞이는 행위나 과정이다. ‘융
합’(fusion)은 서로 다른 것을 녹여 서로 구별이 없게 하거나, 합쳐지는 결합을 
뜻하며, ‘수렴(convergence)’은 ‘함께’(con)와 ‘수렴하다’(vergence)로 서로 다른 
종이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적응을 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또한 ‘함
께 넘나듦’의 라틴어에서 비롯된 ‘통섭(consilience)’은 그저 합쳐지는 데서 그치
면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야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강조하는 것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
(1983)에서는 ‘통합’을 이질적인 것을 하나의 체제 속에 연결, 융화시키는 일로 
정의하였으며, 환태평양 학술대회 발표(Park & Pronm as, 2014)에서 ‘통합’이란 
기존의 요소들을 총칭하여 하나의 유기적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통합’은 여러 개의 부분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새로운 성질 또는 기능을 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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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전체’로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통합’을 아주 넓은 의미
의 범주로 설정하고 ‘융합’과 ‘통섭’이 범주 내에 속한다고 본다(Park, 2014). 통
합의 개념은 합의된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며 통합의 기능, 적용 수준, 실천방식, 
교육과정 내의 지위, 연령층, 통합에 대한 태도와 같이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듀이(Dewey, 1916)는 학습이 경험의 재구성으로 이루어지며, 그 
경험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타일러(Tyler, 1949)는 통합성이란 학습 
경험들 간에 수평적 관계로 여러 가지 교육내용들이 그것을 다루는 학생들로 하
여금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점차 통합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다. 프링(Pring, 1978)은 통합을 부분들의 전체성을 의미하여 그 전체성 속에서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변환된다고 여긴다. 이와는 조금은 성격을 달리하는 빈
(Beane, 1993)은 학생들이 통합적이고도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과 반성적 활
동을 통해 자신의 문제와 관심에 대해 반응하면서 의미를 구성해 가는 것이라 언
급한다(유광찬, 2000). 돕스(Dobbs, 1992)에 의하면 통합은 주제 중심, 쟁점, 문
제, 토픽, 또는 경험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 학문영역 이상의 지식, 기술, 방법을 
의도적으로 적용하고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접근으로 보고 있다(Au, 2006). 
   듀이와 같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경험주의 이론, 타일러와 프
링과 같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학문중심이
론, 그리고 빈과 돕스같이 학습자의 경험과 의미구조를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맥
락에서 통합을 조망하고 있다.
   통합은 ‘integration’과 ‘integrate’로 구분되며 이는 통합이 되어가는 행위나 
과정인 ‘integration’과 통합이 된 상태의 ‘integrated’이다. ‘교육과정 통합
(curriculum integration)’은 ‘행위’나 ‘과정’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고 
‘통합교육과정(integrated curriculum)’은 통합되어 제시된 교육과정의 ‘상태’ 자
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김정윤 2014)된다. 현재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새롭게 
말하는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은 서로 분리된 교과의 경계를 없애고 전체를 이루
도록 다른 것과 결합하는 행위나 통합하는 과정을 뜻하는 ‘교육과정 통합’에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실천되는 통합을 가장 잘 정의한 것은 김재
복(1983)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학생들이 학교의 의도적인 지도하에 시간적, 공간
적으로 내용 영역에 있어서 각각 다른 학습 경험들이 상호 관련되어지고 의미 있
게 모여져서 전체로서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인간의 전체적인 성향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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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게 발달 또는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통합을 정의한다. 하지만 이는 내가 
제임스 교수 수업의 예비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통합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었
다. 정확한 정의로 규정되기는 어렵지만 필자가 처음 문제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통합 개념에 가장 가까운 설명으로는 구성주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돕스와 
빈의 통합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교육에서 대두되고 있는 구성주의는 학
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고, 실생활과 관련된 맥락 속에서, 
사회적 관점을 통해 학습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
다(권성호·서윤경, 2001: 손승정,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업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통합의 내용은 학습자 자신
의 삶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제나, 정보에 관한 이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
서의 문제란 비구조화된 문제, 실제적인 문제를 모두 포함한다. 비구조화된 문제
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학습자의 수준과 노력에 따
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지는 문제를 말한다(Stephin, 2002, 조인순, 2006: 손승
정, 20102).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란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와 문제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정보가 포함된 문제이다. 이는 우
리 주변에서 결정을 내려야하는 이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조연순, 2006). 우리
가 처한 문제들은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통찰과 상상력과 같은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문제해결에 적합한 사고방식에 따라 올바르게 사고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유광찬, 2000). 
   여기서 말하는 문제해결은 STEAM 교육에서 접근한 문제해결과는 성격을 달
리한다. STEAM9)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
(Arts), 수학(Mathematics)이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예술을 통해 즐겁고 흥미
로운 수업으로 이해를 높이고 과학 관련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교육
이다(이부연, 2013). 즉 다양한 분야들을 넘나들며 새롭고 가치 있는 방식으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술과의 분야의 융합에 의해서 가능하다. 스팀교
육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문제해결 능력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각 교과
를 기반으로 여러 학문에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
술은 스팀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학습자를 고려하기 보다는 교육

9)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STEAM교육을 ‘융합인재교육’으로 명하고 ‘과학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 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배양
하는 교육’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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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나는 학습자를 고려한 문제해결이라
는 점에서 스팀교육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미술에서 통합은 어떠한가? ‘Curriculum integration’이 ‘교육과정 
통합’이라고 번역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통합미술교육은 integration에 art가 
포함된 art integration 혹은 ‘art–integrated curriculum’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단어의 표기 순서로 ‘예술 통합’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아이스너(Eisner, 2002)에 따르면 미술교육에서의 통합은 특정한 역사적 시
기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거나, 예술 교과 내의 통합으로 예술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른 영역의 학습
을 통해서 탐구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나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학
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아이스너의 분류를 장소에 따라 살펴보면 학교에서 통
용되는 통합미술교육은 학생들이 미술 형태와 타 교과 영역의 연결, 그리고 그 
안에서 도출되고, 발전되는 목적을 만나는 창의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강양은, 
2013)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학생들은 미술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의 구
분을 탈피하고, 연관성 있는 결합을 하거나, 연결에서 더 나아가 창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술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화예술
기관이나 방과 후 교육과, 학교 밖에서 ‘통합’의 이해는 예술 간의 통합, 통합미
술교육은 통합이 된 미술을 가르치는 것에 가깝다. 예술을 타학문과의 연계보다
는 예술과 예술을 어떻게 모으는가에 관심을 지니고 예술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정리하면 ‘통합’은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학문적 본질에 맞게 그 범위를 유기
적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통합’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연령에 맞게 계획하는 ‘통합’, 학생들의 삶의 맥락에 맞게 사회의 변화
와 연계하는 교육과정 ‘통합’, 교육과정의 주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
식, 가치, 기능 간의 통합적 조직을 통해 수업 과정을 설계하는 데에 기여하는 
‘통합’, 학문 사이의 지식과 내용을 연계하는 ‘통합’ 등 다양한 영역(교과, 교수 
학습활동, 교육과정 조직 등)과 수준(학생, 교사, 국가 등)에서 ‘통합’은 그 시대의 
경제와 정치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이다. 즉, 통합의 주체가 누구인지, 통합
의 대상을 무엇으로 보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교육과정은 이해될 
수 있으며 각각의 방식은 항상 서로 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 혼합하여 응용 가능
하다. 따라서 대상에 따라, 교과의 특성,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교사가 어떠한 
단계를 선택하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통합교육은 어느 하나의 형태로 적용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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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의 특성이나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유연하고 실질적
으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유연성은 통합교육의 실제적 성립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2) 통합교육의 흐름

   미국의 경우 통합 교과를 논의한 것은 20세기 초반이었다. ‘통합’이라는 용어
에 주목하게 된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와 같은 사회적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당시의 사회변화는 교육의 현장에서도 변화를 초래하였고 사회적 변
화에 응하는 과정에서 ‘통합’이라는 아이디어가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그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00년대 후반 헤르바르트(Herbart)는 분리된 교과들이 어떤 주제를 중심으
로 하여 상호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는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을 주장
하며 통합에 대한 철학적, 심리학적 기원을 마련하였다. 이런 헤르바르트 학파의 
주장은 1900년대 초반까지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1918년 킬패트릭(Kilpatrick
)의 프로젝트 학습법을 발표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아동의 억압적이고 수
동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문제 중심 해결을 위한 학습활동을 하는 것에 주된 초점
이 있다(Kiliebard, 2004). 킬리바드는 ‘통합‘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프로젝트 학습법을 통해 통합교육의 자리매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21년 미리암(Meriam)은 <아동의 생활과 교육과정>을 발표하
며 헤르바르트 학파의 이론에 대해 거부하고, 대신 조직센터로서 생활 활동과 문
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위한 초기의 통합10)을 제안한다. 이를 계기로 통합은 아동
중심 교육에 집중하며 진보주의 교육 운동의 핵심적인 가치로 표방되기 시작하였
다(Beane, 1997). 비슷한 시기 시카고 대학의 ‘듀이의 실험학교’를 포함하여 여러 
실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주목하였다. 듀이의 작업을 기반으로 통합된 교육은 아
동의 사회생활의 자연적 발전을 따라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하며 이들이 탐험하는 
활동을 통해 통합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1926년의 콜롬비아 대학의 링컨학교에서도 아이들의 발전을 고려한 것을 기
초로 통합하였다. 교사들은 뉴욕시를 적극적으로 탐험하고 현실 생활 상황을 강
조한 통합 프로그램을 연구하였으며 개인적인 차이점들에 집중하였으며 1924년과 

10) 초기의 통합인 초기 단계에 숫자, 언어,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과목을 통합할 수 있도록 관심이 이끌어져야 한다(Meriam,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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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사이에는 교과과정을 통합하였다. 아동 중심인 듀이와 링컨학교와는 달
리, 휴스턴 시립학교는 교사들이 다양한 테마들에 따라 과목들을 자유롭게 연관
시켜나갔다. 당시 통합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아동 경험의 통합
성’, ‘아동 인식의 통합성’ 등의 의미로서, 주로 분과 교육의 대안적 접근으로 수
용되었다(Grossman et at, 2000; Tchudi & Lafer, 1996). 30년대의 미술 교육
가들은 통합적 접근에 호의적이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통합교육에 대한 비판
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술이 다른 과목의 도구가 되었고 미술 자체에 
대한 가치가 매겨지지 않았다(Efland, 1990). 
   1942년에 발표된 <8년의 연구: Eight Year Study>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간의 벽을 허문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수한 학업성
취를 보여주고 대학에 진학하는 능력을 보여준다(Akin, 1942/2002; Weilbacher, 
2000). 근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대전과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에는 여전히 학문 중심 교육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다. 당시 미술교육
계를 지배하던 표현중심 교육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표현욕구와 창의성 계발을 중
시하였다. 로웬펠드(Lowenfeld & Brittain, 1964)는 통합을 다른 교과들과의 상
호관계나 해석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즉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에서 이루어진다. 창의적 경험으로 이끄는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분리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하여 통합은 서서히 약화된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대학에서 미술과 음악이 행정적 부서들로 분리되면서 자체적으로 통합되어 
종종 인문학 강좌에서 이루어진다. 어린 학생들에겐 구조와 테마에 연관된 미술 
작품에 중심을 둔 학년별 수준의 미학적 교육이 중서부 연구 교육 실험실
(Central Midwest Research Education Laboratory)에서 개발되었다. 
CEMEREL에서는 ‘범위와 순서’를 통합하여 미술 수업이 수준별로 확대되었으며 
미술을 하나의 과목으로 여겼다. 그러나 통합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
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진보적인 교육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통합의 관심 역시 
199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지식이 고정되거나 보편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암기나 지식의 축적보다는 지식의 응용을 강조하는 통합교육
이 선호되었다(Beane. 1997). 그로 인해 ‘통합교육’은  다학문적, 간학문적, 초학
문적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말이 되었다(Burn, 1995; Drake, 1993; Fogarty, 
1991; Jacobs, 1989, 2010). 그리고 학습자의 의미 구성과 실제 맥락 안에서의 
참학습(authentic learning)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교육론, 인간의 다양한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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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습방식을 인정하는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기존의 문제점을 지적
하면서 참다운 인간성을 추구하여 이성과 감성을 통합하는 대안적 교육으로서의 
홀리스틱 교육론 등이 통합교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안혜리, 2006). 
   오바마 정부는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대통령자문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예술교
육 옹호 정책인 ‘예술교육에의 재투자: 창의적 학교를 통한 성공적인 미국의 미
래’11)와 같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변화로 인해 창의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예술교육이 재강조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2000년대
에 들어와 유네스코의 세계예술대회를 비롯해 유럽에서도 세계 경제와 문화적 환
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예술교육과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정책적 보고
서와 연구물이 많이 발간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합의 변화를 보면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
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헤르바르트 추종자들이 주도한 운동에 의하여 통합
교육이 시작되어 통합교육이라는 용어는 20년대의 프로젝트 수업, 1930년대 중핵 
교육과정 운동, 그리고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문제 중심 교육과정으로 다른 교
과에 흥미를 주고나 이를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통합되었으며 반면 1960년대
에는 미술과 내부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경험에 의한 통합 등이 이루
어졌다. 이러한 통합 속에서 미술의 모습은 다른 학문에 기운을 불어넣거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통합을 시작으로, 교사들이 예술 사이의 연결점을 만들기 
위한 미술은 스튜디오 역사, 비평, 미학과 연관되는 통합의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생활 자체에서 제기되는 문제나, 이슈와 같은 것을 다루기 위해 학문의 
내용과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하는 통합과 더 나아가 세계의 문제까지 눈을 돌려 
개인과 사회적 의미를 찾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통합의 역사는 교육에서 통
합이 사회적인 맥락과 무관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2. 통합교육의 유형과 사례 분석

1) 통합교육의 유형 

   교육과정 통합 또는 통합교육과정에서 논의하는 이슈들은 다양하다. 각 교과 

11) Reinvesting in Arts Education: Winning America’s Future through Creative 
School (20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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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 지식의 범위를 학문적 본질에 맞게 유기적으로 상정하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조직하는 통합, 교육과정 지식을 사회의 변화와 학생들의 삶의 
맥락에 맞게 연계하는 통합, 교육과정의 주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 간의 통합적 조직을 통해 수업 과정을 설계하는 데에 기여하는 
통합, 학문들 사이의 지식과 내용을 연계하는 통합 등 다양한 영역(교과, 학교활
동, 교수 학습활동, 교육과정 조직 등)과 수준(학생, 교사, 국가 교육과정 등) 에
서 통합 등과 같이 다양한 논의가 되어왔다. 모든 유형의 통합을 알아보기에는그 
지면의 한계가 있어 범주화를 나름 체계적으로 분류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첫째, 포가티(Fogarty, 1991)는 통합의 관점에 따라 ‘단일 교과내의 통합’, ‘여
러 교과간의 통합’, ‘학습자들 간의 통합’ 모형을 제시하였다. ‘단일 교과 내에서
의 통합’으로 단절형, 연관형, 동심형을, ‘여러 교과간에 걸친 통합’으로 계열형, 
공유형, 거미줄형, 실로꿴형, 통합형, ‘학습자 간의 통합’으로는 몰입형과 네트워
크형으로 총 열 가지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단절형은 한 방향, 한 시야, 하나의 
교과에 한정에서 초점 맞추는 전통적인 모형으로 개별적이고, 고유하며, 교과영역
을 분절한다. 연관형은 각 교과영역내에서 교과내용의 주제, 개념, 학습, 아이디
어들이 서로 연관된다. 동심형은 각 교과 영역에서 교사들은 하나의 장면, 주제 
단원에 대한 사회적 기능, 사고 기능, 구체적인 내용 기능으로 하는 교과방식이
다. 계열형은 주제 및 단원들이 서로 연관되기 위해 재배치되고 계열화 한다. 개
별적인 교과영역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유사한 아이디어를 계열적으로 가르친다. 
공유형은 두 개의 교과에서 공통되는 개념과 아이디어들을 통합하는 방법이다. 
거미줄형은 여러 가지 교과의 다양한 학습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재
구성하여 전체를 볼 수 있게 한다. 실로꿴형은 메타교육과정적인 접근으로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고기능, 학습기능, 사회적 기능을 실로꿴 듯이 연
결하는 유형이다. 통합형은 간학문적인 접근으로 팀티칭을 통하여 중복되는 개념
과 소주제들을 교과 간에 합치시키는 유형이다. 몰입형은 각 교과의 전문적인 지
식을 통해 학습자의 관점을 형성시켜 준다. 학습자는 이 관점을 통해 모든 내용
을 여과하고, 자신의 경험에 몰두하게 된다. 네트워크형은 복합적인 차원과 방향
에서 초점을 창안해내는 관점으로 관련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외적인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주는 내적인 연관을 만들어 낸다. 
   둘째, 드레이크와 번즈(Drake 와 Burns, 1995)는 학문의 성격이 드러나는 정
도의 차이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다. 다학문적 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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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isciplinary approach)은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통합방식으로 사회나 자
연현상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해결책을 탐색하는 과
정에서 여러 가지 학문이 다양하게 동원되는 경우이다. 간학문적 접근방식
(interdisciplinary approach)은 학제 간의 기술과 개념이 강조되는 학제 간의 
통합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각 과목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된 학습 내용을 중심
으로 교육과정이 정해진다. 반면, 탈학문적 접근방식(transdisciplinary 
approach)은 학생의 질문과 요청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표현활동이나 문제해결의 
과정을 교육 과정을 조직하는 통합방식이다.

<표 4> 학문적 연계 방식에 따른 통합  

   
   셋째, 빈(Beane, 1997)은 통합교육과정 유형으로 경험의 통합, 사회적 통합, 
지식의 통합.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로서의 통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험의 통합
은 자신의 경험을 반성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새로운 문제와 이슈 그리고 다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의 통한 통합은 새
로운 경험이 의미체계로 ‘통합된 면’과 새로운 문제의 상황에서 해결을 위한 과거 
경험을 ‘통합하는 면’을 내포하여 잊을 수 없는 학습 경험을 수반하게 된다. 사회
적 통합은 다양한 특성과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게 공통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통합에 주목하는 것이다. 지식의 통합은 지식을 분리된 것
으로부터 꺼내어 학생들의 삶의 경험과 관련지어 맥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

통합유형 중심 지식의 습득 과목의 역할 통합의 
강도

다학문적
multi-

disciplinary

주제중심으로 여러 
학문 분야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

-과목 안에서 배운 지식
-한 가지 정답
-한 가지 진실

-과목의 절차가 
가장 중요

-과목의 뚜렷한 
기술과 개념을 

가르침

보통

간학문적
inter-

disciplinary

과목들 안에 
내재된 학제간 
기술과 개념들

-공통된 개념과 기술에 
의해 과목들이 연계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됨
-정답이 여러개

학제간의 기술과 
개념이 강조됨 중간/강

탈학문적
trans-

disciplinary

실생활의 맥락에서 
학생들의 질문 

중심

-모든 지식들이 서로 
연계되고 상호의존

-정답이 많음
-지식은 쉽게 가늠할 수 

없으며 모호하다

과목보다는 
실생활과의 연계가 

더 강조됨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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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통합된 것으로 이해할 때, 실생활의 문제 사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광범
위한 지식의 접근이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운영방식은 특정 교육과정 
설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교육과정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어떤 경험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교육과정에 사용된 문제 사태와 관심들은 무엇인
지 알기 위하여 학생들의 참여가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인그램(Ingram, 1989)는 교육과정 통합을 ‘구조적 유형’과 ‘기능적 유
형’으로 구분하였다. 교사 중심의 접근으로 논리적, 인식론적 고려에 의해 나타나
는 ‘구조적 유형’과, 학생중심의 접근으로 심리적, 사회적 고려에 의해 나타나는 
‘기능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구조적 유형’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교과 요소를 병렬하는 형식과 학문의 요
소를 재조직하는 형식으로 나누며, 이를 곧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으로 분류하였
다. 그리고 각 하위 항목을 두 개씩 제시하고 양적 접근은 ‘합산적 통합’과 ‘기여
적 통합’으로, 질적 접근은 ‘융합적 통합’과 ‘종합적 통합유형’으로 다시 구분된
다. ‘합산적 통합’은 교과 영역을 분리해서 가르치지 않고 종합적인 단위를 만들
기 위해 연결하는 경우이다. 기여적 통합’은 관련 있는 과목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중핵 교육과정12)이 이에 속하며, ‘융합적 통합’은 교과들 간에 중복되는 원리, 공
통적 이슈, 공동의 관심사에 기초해서 수업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
다. ‘종합적 통합’은 어떤 현상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인정하고, 다른 발견 양식들
의 장단점을 탐색하여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 적절히 이용하고 새로운 지식의 관
점에서 그 개념적 구조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일
시적인 정신적 표상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접근 방법이다. 
   ‘기능적 유형’은 지식의 구조보다는 학생들의 행동에 심리적 형식과 사회적 형
식의 차이에 의해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으로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 통합
의 요인들이 학습자로서의 개인에게서 추출되며 동시와 흥미를 중시하며, 후자의 
경우 통합의 요인들은 개인의 생활하는 학교나 사회의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들을 
관련짓는다(Ingram, 1979/1995). ‘내재적 접근’은 학습행동의 초점에 따라서 아
동의 필요와 흥미를 통해 통합적 학습을, 활동을 통해, 탐구를 통해, 경험을 통해 
학습을 촉진한다. ‘외재적 접근‘의 귀납적 접근’은 특정 사회문제의 이해와 해결
을 위해 간학문적으로 이루어지며 ‘연역적 통합’은 어떤 초월적 목적, 중복되는 
아이디어, 어떤 이데올로기나 확신에 의해 구성된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구분된다. 

12) 하나의 교과가 핵심이 되어 다른 모든 교과에 기여하는 중핵 교육과정은 한 교육에 치
우질 수 있어 현재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을 선호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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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인그램(Ingram, 1989)의 교과간 통합의 유형 

   
   다섯째, 조덕주(2001)는 통합의 의미를 자아 통합과, 지식과 지식 혹은 지식과 
기능과의 통합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의 자아 통합은 통합의 기준에 학생을 두고 
학생에게 의미 있고 환경과 맥락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후자의 
지식과 지식, 지식과 기능의 통합은 교육과정의 요소들(지식, 기능, 태도 같은)의 
연계성과 지식 간의 통합성을 추구한다. 또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의 내용
을 연결하는 통합과,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연결하는 통합의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후자의 예에 해당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들은 통합의 중심을 어디에 두
는지에 따라, 즉 통합의주체가 누구인지, 통합의 대상을 무엇으로 보는지 등의 맥
락과 쓰임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 모두 통합교
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방식은 

13) 통합된 일과(the Integrated day)란 어린이들로 하여금 필요와 흥미에 근거해서 자신
의 인지적 구조를 개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활동, 탐구, 경험도 포함하지만 
어린 아동의 필요와 흥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시간표상의 시간 구분이 없이 자연적으
로 학습활동의 진행되며, 성장과 학습의 여러 측면들이 동시에 발달할 수 있도록 한
다.(Brown& Precious, 1968; Tylor, 1971; Walton, 1971, Ingram, 1979).  

14) 킬패트릭과 듀이가 제안한 구안법은 실제 생활상황에서 교재를 통합하며 학교에서의 
학습과 더 광범위한 외부세계에서의 학습을 연결한다(Ingram, 1979).  

통합유
형 접근방식 통합방식 특징

구조적 
유형

(교과중심
접근)

양적 접근
합산적 통합 간학문적 통합

기여적 통합 중핵 교육과정

질적 접근
융합적 통합 토픽중심적 접근

종합적 통합 직선적, 순환적, 방법론적, 총체적 
통합

기능적 
유형

(경험중심 
접근)

내재적 접근
(심리적 형식)

필요와 흥미, 경험적 통합 통합된 일과13), 경험중심 교육과정

활동적, 탐구적 통합 구안법14), 간학문적 탐구

외재적 접근
(사회적 형식)

귀납적 통합(문제중심) 간학문적, 프로젝트 활동

연역적 통합(목적론적) 방향감과 목적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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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서로 배타적이기보다 혼합하여 응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간학문적인 것이 
다학문적인 것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과의 특성
이나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어떠한 단계를 선택하는 지의 문제일 것이다. 통합
교육과정은 어느 하나의 형태로 적용되거나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의 특성이
나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유연성은 
통합교육과정의 실제적 성립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나의 연구 주제인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에서 앞서 언급한 유형을 적용하
여 본다면, 자신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을 
사용하며,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적 사회 통합의 길을 트고, 학생들의 존엄성을 존
중하며, 학생들의 다양성에 기초한다는 목적을 지향하는 빈(Beane, 1997)의 통합
유형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빈은 교수 설계 과정으로서 통
합 수업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
교육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수업의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개념이 관
계하고 수업 내용을 통합적으로 배운다거나, 삶 속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 예상
하지 못한 발견들이 이루어지거나,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통합하여 나타나는 것
은 과정을 통한 통합수업의 예가 될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통합경험에 의
한 지식은 잊힐 수 없는 학습 경험을 수반하고 이는 미래의 문제를 대처하는 힘
이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자 입장에서의 통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그의 네 가지 통합
교과의 의미를 비추어 볼 수 있다. 첫째, 경험의 통합은 학습자 내면의 통합으로 
수렴되며, 둘째, 사회적 통합 또한 학습자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쟁
점과 사회적 통합이 되는 민주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이 된다는 점에서, 셋째, 지
식의 통합에서는 지식의 조직과 사용은 학습자 스스로 통합을 거쳐서 이르는 ‘지
식의 묵시적 차원15)’(tacit dimension of knowledge)에 해당하며, 넷째, 통합교
육과정 운영방식은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교수과정에 참여하여 지식을 구체적으로 
맥락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특히, 지식의 맥락화에 있어서 성공
의 관건은 빈(Beane, 1997)도 강조하고 있듯이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교수과정에 
참여하는 일일 것이다(유한구, 2005). 이 외에도 포가티(Fogarty, 1991)의 학습자 
간의 통합인 몰입형과 네트워크형, 인그램(Ingram, 1989)의 경험중심 통합의 방

15) 김승호(1998)는 통합교과의 의미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교과서 수준에서
의 통합과, 두 번째 교과내용 수준에서의 통합, 세 번째 교수과정의 통합, 넷째 ‘학습자 
마음 안의 통합’을 거쳐서 다섯 번째 ‘학습자 인격의 통합’에 이르는 경로는 소위 ‘지식
의 묵식적 차원’(tacit dimension of knowledge)에 해당한다(유한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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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과 연결될 수 있다. 

2) 통합미술교육의 실험

   어떠한 통합미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교
육현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중요한 시도 중 하나로 예술 경험과 교육과정을 
결합하고 있다. 예술 교육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학교 내에서도 다른 
교과들과 예술을 통합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관심과 집중력. 그리고 참여를 높이
는 방법들을 모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육표준에서도 “예술적 아이디어를 제
시하고 사회, 문화와 연결지어 이해를 심화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회과목과 
예술을 결합시켜 사회과목의 관심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음악과 미술을 통합하여 주당 3~4시간씩 
운영하며, 프랑스와 핀란드는 유사 교과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수업 시수를 제시
하고 있다. 프랑스는 체육과 언어, 예술과 예술사, 세상 발견하기를 통합하여 운
영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음악, 시각미술, 공예, 체육을 하나의 교과군으로 묶어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교과 간의 통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미술교육을 살펴보는 것은 내 연
구의 위치를 찾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나는 대표적인 국내외
의 통합미술교육의 사례들을 통해 어떠한 통합미술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으로 변화를 받았는지와 같은 것을 살펴보고, 앞으
로 있을 두 연구 참여자의 수업과는 어떠한 차이점, 공통점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전에 점검해 보고자 한다. 나는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실행연구의 성격이 
학교 교육이기보다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교육이라는 점에서 학교 밖에
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나 미국의 국외 연구 
참여자를 들고 있어 미국에서 대표적인 통합교육의 사례로 제시되는 세 곳을 선
정하였다.  
   미국 교육부의 No Child Left Behind 교육개혁법(NCLB)은 모든 학생이 빠짐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교육부의 모토를 기반으로 하여 나타난 변화
의 한 예로 통합교육의 모델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술교육에 있어 실기를 중
심으로 하는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예술감상에 비중을 높이고 예술감상교육은 학
교현장과 문화예술기관의 협력관계를 통해 촉진하고 있다. 해외의 통합미술교육
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통합의 다양한 모습을 취하며 진행되고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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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었다. 우선 미국의 사례로,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예술교육을 해 온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 예술교육기관인 케네디 센터의 통합교육를 시작으로 링컨센터와  
뉴섬 초등학교의 통합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미국 내에서 통합미술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케네디 센터
(Kennedy Center)를 살펴보면, 통합미술교육으로 기존의 교과중심 교육을 보완
하고자 지역의 학교와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예술을 통해 교육 바꾸기(CETA)’를 
진행하고 있다. CETA에서 추구하는 교육은 어떤 한 분야를 다른 한 분야와 연결
하여 가르쳐서 두 분야에 학습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예술을 
통해서 영어, 사회, 과학, 수학 등의 학과들과 연계하여 지도하고 있다. 케네디 
센터는 이러한 방법이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동기를 부여받고 효과적으로 학습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결과를 산출한다고 주장한다(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2006). 실천 방식을 살펴보면, 역사적 그림 속에 자
신들의 모습을 삽입하는 그림기법들을 배워보면서, 학생들은 역사과목에서 배우
는 내용이 더 와 닿고 예술의 감각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통합미술교육이 통합
적 방법으로 가르쳐서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 교육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즉 다른 교과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
식으로 예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링컨센터(Lincon Center)는 듀이 (J. Dewey)와 미학교육의 대표적 학자 
그린 (M. Greene)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대표
적인 예술기관이다. 학교와 연계 교육을 실행하는 링컨센터의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술가 교사들을이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미적 교육을 
통한 ‘상상교육을 위한 역량’에 중심을 두고 그 방법으로 작품 만들기, 질문하기, 
반영하기, 문맥적 정보와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는 작품의 창조에 기여하고 
상상의 과정을 통해 내면의 성찰과 이해를 발전시킨다. 링컨센터의 미적체험교육
은 예술을 접하는 방법에 있어 개인의 경험과 감성, 그리고 느낌을 중요시 여기
고, 그들의 방법으로 예술을 재해석 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재창조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김형숙, 2012). 무용, 미술, 음악, 연극 등 다
양한 장르에서의 교육과의 통합뿐만 아니라 학생의 일상과의 통합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예술과 철학적 사고를 통하여 사람을 바라보게 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와 교사와 예술가의 통합을 통해 진정한 통합의 의미로서 사회적 통합을 꿈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뉴섬 초등학교(Newsome Park Elementary School)에서는 유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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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수학, 과학, 기술 분야의 거점학교로, 교사들은 모든 
학과의 영역을 가로질러 기술공학과 통합시킨다. 학생들은 정보를 수집, 분석, 의
사소통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고 학습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
할 것인지에 관해 고민한다. 학생들의 질문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
들이 주인의식을 느끼고 조사와 연구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학생
들은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문제에 답을 찾으면서 어떤 영향을 미친
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한다. 그 수업을 상세히 들어가 보면 교사와 학생들은 차
드(Chard, 1998)의 저서 『프로젝트 접근 방식』에 기초하여 1단계인 계획, 2단계
인 조사와 연구, 3단계인 학습의 결과 공유라는 3단계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실행
하고 평가한다. 1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질문들을 생성하게 하며, 2단계에서 학생
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평가하게 한다. 3단계에서 학습의 결과를 전
시와 지역의 봉사를 통해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 학과 교육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한 장르 간의 통합만이 아니라, 교사와 예술가의 통합, 그리고 학생과 지역
사회와의 통합까지 이루어지는 다양한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많은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통합미술교육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기관으로 교과의 통합과 교육목표 영역의 통합을 지향하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들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
과 ‘예술교육’이 서로 간의 절충적 개념조정과 실천모델의 수립을 통해서 ‘문화예
술교육’이라는 하나의 개념 틀 안으로 조화롭게 수용될 필요에 의해서 정책적 결
합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화교육16)은 분절적 영역의 학문들의 경계를 허물고 문화
현상적 특징이나 매체적 특징에 따라 학문의 범주를 재구성하려 하였다. ‘문화교
육’이라는 개념과 ‘예술교육’이라는 개념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

16) 문화교육은 1990년 독일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고, 2000년대 초기 문화연대와 전교
조의 합작에 의해 주장한다. 문화연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형성과정에서 자신들의 목
소리를 내어 문화교육을 실천적으로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문화예술교육의 형성
과정에서 문화교육은 문화연대가 주창한 것이다. 문화교육은 ‘문화적 리터러시’의 관점
에서 분절적 영역의 학문들의 경계를 허물고 문화현상적 특징이나 매체적 특징에 따라 
학문의 범주를 재구성하려 하였다. 국어교육은 ‘언어문화교육’이 되고, 사회교육은 ‘사
회문화교육’이 되며, 음악교육은 ‘소리문화교육’이 되고, 미술교육은 ‘시각문화교육’이 
될 것이었다. 문화연대는 이런 식의 ‘통합’을 강력히 주장하여서, 그들의 주장이 집대성 
된 『2003 문화교육운동 총서』 등의 성과물을 통하여 ‘통합교육’을 다양한 측면에서 반
복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상호보완”이 요
청되었고 문화연대가 주장하던 식의 장르 간 경계 허물기 혹은 ‘통합’ 개념이 ‘문화예술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에서 반영될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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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서로 상호보완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이라는 하나의 개념 틀 안으로 조화롭게 수용되는 방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
던 것이다. 통합예술교육의 개념은 ‘art integration’ 이라는 개념의 번역인 통합
미술교육에 문화연대가 주장한 문화교육식 어감의 ‘통합’이 투영된 결과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학교 미술교과와 중
복되지 않으면서 학습자의 예술적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새롭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예술들끼리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통합형 문화예술교육은 특정 장르나 기술, 이론 중심의 예술교육에서 벗
어나 다양한 영역의 예술과정들을 통합적으로 체험하고 소통함으로써 우리의 삶
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교육으로서 설정된다(오세준, 2018). 
   문화예술교육 미술과 교육표준에 의하면 통합형 문화예술 교육 영역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감각을 통합시키는 교육이다. 문자(언어), 소리, 시각
과 같은 감각을 즉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교육이다. 다른 하나는 인문, 사회, 과
학 분야의 지식에 예술을 대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예술 장르 간, 또는 다른 학문이나 생활과 문화예술과의 관계성 등 문화예술 활
동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분절되어 있는 학문들을 서
로 교차시키고 통합하지만 한정된 학문들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술매체와 사회, 예술매체와 주체 사이의 소통 관계를 이
해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므로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고, 예술과 생활, 
예술과 삶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통 수단으로서의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
게 된다(오세준, 2018). 
   둘째, 서울문화재단은 2009년부터 미국 링컨센터예술교육원과 MOU관계를 맺
어오며 심미적 교육에 기초한 예술적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접하면서 우
리의 현실에 맞는 통합예술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예술과 예술의 통합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원과는 달리, 서울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예술
교육은 영어권에서 말하는 art integration의 번역 그대로 사용된다. 다양한 예술 
장르와 예술 언어, 작품, 사회적 이슈나 주제, 교과 등과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TA(teaching artists) 양성과정을 대체하는 ‘창의예술교육과정’을 만들
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에 예술교육을 하고 있다. 서울문
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통합교육방법은 매트릭스17) 개발방법을 지향한다. 통합미술

17)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예술전문가인 TA(teaching artist)와 
초등교육 전문가인 초등교사가 공동 연구하게 하여 주지교과와 예술교과의 통합인 ‘예
술로 플러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를 위한 이론적, 정책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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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지향해야하는 행동목표 5가지와 내용요소 7가지를 매트릭스 구성요소로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매트리스를 가이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예로, 방과 후 학습인 ‘예술로 돌봄 교육’ 단계별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단계, 학습자 분석은 참여자의 문화적, 예술적 성향과 경험, 관계 맺기와 같은 연
구가 선행된다. 2단계, 목표설정은 프로그램의 취지, 의도, 목표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분석, 3단계 예술을 수용하거나 표현할 때 핵심적인 요소인 방법과 매체
의 선택하는 과정이다. 4단계는 선택된 매체와 재료의 활용을 구체화하는 단계이
다. 5단계는 학습자가 실제로 교육 현장에 참여하는 단계, 6단계는 평가와 수정, 
보완의 단계로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이를 통해 수정, 보완하는 모습을 보인다. 
   셋째, 서원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부터 강원 행복더하기 학교로 지정된 뒤 학
교 주변 환경을 활용한 통합 교육과정을 계획 적용하고 있다. 통합 교육과정의 
철학을 담기 위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를 통합하거나 교과 통합 수업과 체
험학습,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및 진로 활동을 연계한다. 그러나 교육 활
동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아쉬움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듬 교
육과정’을 진행하였다. 리듬 교육과정은 리듬 주기별로 공통 프로젝트 학습을 선
정한 뒤에 학년별 프로젝트 학습이다. 공통된 주제로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므
로 학교 활동이나 행사를 주제와 관련지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걸러낸다. 
또 주기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주기를 줄여 
융통성과 탄력성을 높인다. 수업의 한 예로, 생태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주변의 자
연 환경을 활용한 학습으로 어떤 작물을 심을지 학생들과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여름 생태 전문가를 초정해 학교 주변의 생태 환경을 학습 가을에는 키운 작물을 
수확하고 판매하여 겨울에는 그 수익금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을 나누는 프로
젝트를 한다. 교사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재
구성하고, 그에 따라 수업하고 평가한다. 
   여기까지 국내외 통합미술교육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황과 연계 내용과 방식
에 따라 기관별 통합의 의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이라는 연령에게 맞춰 교

을 위해 2014년 통합예술교육의 설계와 분석을 위한 통합예술교육 매트릭스를 발표하
였다. 관련 전문가의 담론과 기존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통합예술이 지향하는 다섯 
개의 행동 목표(유희성, 표현력, 호기심, 상상력, 공감대)와 7개의 내용 요소(움직임, 리
듬감, 상호작용, 고유성, 이야기 변형, 감정)를 매트릭스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 매트릭
스는 예술강사나 교사가 통합예술교육을 할 때 동원할 수업활동이 어떤 목표와 내용으
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실제 행한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가이드가 되게 하였다(서울문화재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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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에 예술을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학교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도 대상의 연령에 제한되지 않는 보
다 넓은 범위의 통합미술교육의 활용이 모색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각 기관의 통
합미술교육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교과의 고유한 기능
을 보유하고 다른 학과목을 결합하는 통합을 진행하는 양상을 보인 케네디센터, 
다른 학문을 위한 예술이 아닌 미술 자체를 위해 예술들끼리 관계 맺어 이질적인 
학과목 속에서 하나로 융화시키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공동체까지 확장시켜 
예술 교류를 형성하는 링컨센터와 서울문화재단, 다양한 영역의 예술과정들을 통
합적으로 체험하고 소통하여 전이를 기대하는 초등교육까지 그 모습은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통합을 분류하고 나열하는 것에서 앞서 통합교육은 예술교육
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의 통합적으로 체험하고 소통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변화
시키는 교육을 추구하는 것은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3.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위한 원리

   나는 제임스 교수와 최 교수의 수업을 참여하는 학습자로 그리고 예비조사를 
위한 두 수업의 관찰자로 수업을 바라보면서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
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하는 ‘수업 분위기’, ‘학습자를 이
해하기’, ‘교수자의 몸의 학습’이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나의 연구와 
관련된 것을 검토하여 보았다. 

1) 학습자 중심 교육
   
   학습자 중심교육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비슷한 의미의 ‘자기주도학습’, ‘아
동중심교육’, ‘학생중심교육’, ‘학생중심학습’으로 나타난다. 수업의 방식이나 과정
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교사의 주도에 따라서, 강조하고자하는 것에 따라서 ‘교
사중심’, ‘학습자 중심’ ‘학습자 주도학습‘으로 단계를 지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
러한 용어의 영향은 듀이(J. Dewey)의 아동중심 교육, 인간의 인지발달과 지식의 
구성에 대한 피아제(J. Piaget)와 비고츠키(L. Vygotsky)의 구성주의, 브루너(J. 
Bruner)의 발견학습 이론 등과 같이 모두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는 이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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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다(이찬승, 2019). 
   한국교육에 입시 중심의 교사중심교육이라는 ‘전통적 교육’ 형태에서 현재의 
교육계는 교사중심교육에 순응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
육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전통
교육의 형태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은 다양한 교육자들의 사상과 이를 실행하는 
교사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1990년 구성주의의 
대두는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학습이 대두되면서 주목받게 된다. 강인애
(1999)는 구성주의를 하나의 인식론적 이론으로서 현실 또는 실재를 인식 주체 
자가 자신의 현실에서의 경험적, 인지적 활동을 통하여 구성한 것으로 보았다. 구
성주의는 어떤 하나의 교수법이 아니며 어떠한 패러다임을 제시할 뿐, 어떻게 가
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포함하지 않는다(윤정은 외, 2015). 그러나 구성주의
는 교육에 있어 학습자 개별성에 대한 이론이고, 이로 인해 간단히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Lave & Wegner, 1991; van Glasersfeld, 1995 
;Brook & Brooks, 1999; 조영남, 1998; 황윤환, 1999; 강인애, 2009). 개인 학
습자애 이해의 틀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습 환경을 학습자가 중심이 되
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 학습자 중심적 학습 환경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 교육과 구성주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자 중심 교육과 구성주의 학습을 지식, 학습, 교사, 학생의 개념의 영역으
로 나누어 비교하면 모든 영역에서 유사하다. 우선 지식은 학습자 개개인의 주어
진 사건과 정보 등을 자신의 경험과 선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스스로 의미를 부여
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는 결과라는 입장이 동일하다(강인애, 2010). 학습에서
도 자율적 학습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지니고 있다. 다만 학습자 측면에서는 학습
자 중심 교육에서는 동료 학습자보다 학습자 개인의 인지 발달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교수자의 측면에서는 두 이론 모두 학습자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구성주의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학생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아가 자
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동료학습자의 역할
을 덧붙이고 있다(강인애, 1997; Dipinto & Turner, 1997; burns et al., 
2000). 두 이론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비슷한 논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성주
의 이론에 입각한 학습자 중심 교육에 관련한 연구는 학습자 중심 수업의 의미를 
모색하여 학습자나 학습에 대한 이해를 하거나, 학습의 환경적인 측면인 교수법
의 효과, 실현을 위한 방법 등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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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니어링(Scott Nearing)은 『The New 
Education』에서는 교육이 추구해야 할 것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학생의 
교육적 흥미를 충족시키는 교육, 학생의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위해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연구로 정민영·김영환(2020)은  『니어링의 교육 사상에 근거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에 관한 고찰』 에서 학습자 중심교육 실천을 위해 학습자와 교사 그
리고 학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교사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
구들로는 윤정은 외(2005)는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 탐색』에서 학
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수학 수업에서의 교사에 역할을 탐색하였다. 학습자 중심 
교수활동을 실천하는 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사는 문
제 상황을 조성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능동적인 반영적 추상화를 꾀하
도록 해야한다(박정미, 1995; 이경화, 1999; 윤정은 외, 2005). 둘째,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학습 상황을 조직하고 교실이 의미 있는 환경이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구성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장려한다. 여섯째, 각 학생의 구성을 이해해야 한
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개입 정도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교사의 역할을 다룰 뿐 학생의 입장에서 내적 지
식 구성을 돕는 역할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
으로 드러났다. 
   학습자 중심 교육의 현실의 문제를 드러낸 연구로 강인애·주현재(2009)도 『학
습자 중심 교육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에서 현직 교사들이 학습자 중심 교육을 
교수-학습전략이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이론적 이해의 견고한 
틀보다는 실천적 방향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 교
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까닭으로 교사의 이해의 부족, 새로운 방식 접목을 위
한 열정의 부족을 꼽고 있다. 다른 연구로 이정표(2018)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초등교사 역할의 재개념화』에서 현재 초등교과는 학습자 중심의 의미를 ‘교
과의 지식과 가치 전달’이라는 형식적 목표에 따라 수행하며, 교실에서의 교사의 
행위는 ‘수업’ 상황으로 수렴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시급하게 이
루어져야 할 방안으로 교사들이 스스로 학습자의 위치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질적 경험을 직접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학습자 중심 교육 실현의 수업의 전략을 고민한 안지혜(2014)는 『좋은 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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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특성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에서 질문전략, 글쓰기와 같은 학습활동 
계획, 동료와의 활동을 통한, 디지털 매체 활용을 통한, 평가 루브릭을 제안하고 
있다. 이현아(2020)는 『대학에서의 학습자 중심 수업 활성화 연구』에서 경주의 
한 대학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시·공간, 
학사 제도 또 다른 학습자 중심 교수법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과 
추지주체인 학생과 교수, 행정직원이 함께 학습문화를 창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교사가 수업의 주체로서 학생들의 
구성을 돕는 모습을 취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연구하는 경우
도 많았으며 사상가들의 이론으로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도 많았다. 
   그렇다면 미술에서는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시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 중심 수업활동 등에 관한 연구
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술 수업 자체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라고 여겨 그렇
게 많은 연구로 다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용일(2006)은 『학습자 중심 자기 주도적 학습
을 위한 초등미술교과서 개발 방안』이라는 연구에서 현행 미술교과서의 내용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미적체험의 개념, 완성작품 위주의 참고작품, 위계성과 연계
성 없는 교과서의 체계성, 미술용어 학습내용의 부재, 학습자들과 동떨어진 학습
내용과 참고작품, 형식에 있어서 융통성 없는 폐쇄적, 순차적인 조직방법과 시대
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서책형 교과서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점으로 학
습자 중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미술교과서 개발이라는 방안을 내어 놓는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교과서를 따라 하기에 급급했
던 학습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수업의 활동의 주체자로 선택권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시도와 관련한 연구라 여겨진다. 내가 보기
에 학습자가 이러한 자율성 있는 참여가 가능한 수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
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학습자의 측면과 둘째, 교
사가 학습자를 이해하는 측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에 관한 관점과 역할을 재고하는 박라미(2006)는 『현상
학적 ‘자아’에 기초한 ‘학습자’ 의미 재고』에서 시각문화의 관계적 이해 교육 방
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녀는 현상학적 관점의 자아를 통해 학습자를 이해하
는 것과 시각문화와의 관계적 이해 교육과 연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시
사성을 지닌다고 본다. 현상학적 자아 개념에 기초하여 세계와 자아, 대상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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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하는 자아와의 관계, 자아의 선험적 태도와 지향성, 의미적 작용 통한 의
미창출, 객관적 편견으로 부터의 배제와 정제로 인한 의미파악을 이해함으로써 
현상학적 자아를 고찰하였다. 또한, 그녀는 미술적 학습은 학습자와 세계와의 관
계 활동을 중시하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술활동에서 관계의 주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습자의 인지적인 활동을 초점을 맞춰 미술적 학습에 
대한 의미는 교사로부터 전이되어 창출되기보다는 학습자로부터 구성될 수 있어
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의 미술활동은 학습자로부터 미술적 대상
과의 상관관계 형성을 통한 의미적 작용과 의미산출이 가능한 활동이어야 하는 
것이다. 인지 중심 미술교육 이론은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물질적 재료
를 사용하여 주관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형상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창조
적 작품에 공감하고 감동하는 것이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사고 과정을 수반함을 
보여준다(김선아, 2016). 
   이에 반하여 박라미·이광미(2002)는 『자극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다각화 표현
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의 연구』에서 학습자 스스로의 경험과 이해로서 다각적인 
사고의 대처가 그 표현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학습자를 위한 
자극을 통한 동기부여와 그에 대처하는 학습자의 다각적인 표현 모델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그들은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미술활동의 자극들은 학습자에게 좀 
더 미술을 쉽고 즐겁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접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에 
따르는 교사는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조력자로서 적절한 미술의 가치와 이해를 
적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사고를 존중하고 이들의 사고를 일깨울 수 있어야 가
능하다. 나 역시 예비조사를 통해 미술에서의 학습자 중심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점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
구는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교수
자와 학습자는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수업 분위기 

   수업의 분위기는 대상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에 따
라서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는 교
사가 주도적인 학급의 분위기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더 크게 나아가서는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에서 보이는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의 특이점은 무엇인
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학교 현장에 수업 분위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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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학과 인문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영학, 체
육학, 디자인, 미학, 역사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다. 또한, 대상과 장소
에 따라서 회사, 조직, 팀, 가족, 동료 분위기와 같은 연구로 분위기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거나, 분위기가 도구가 되어 역할, 관계를 확인하기도 한다. 
    미술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분위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미술 작
업을 통한 분위기, 작업 전시 공간의 분위기를 다루고 있다. 즉, 감상의 측면 단
편적으로 취급되고 있을 현장의 수업 분위기와 같은 현장의 분위기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하다. 분위기는 과학적, 일반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대한 것들을 모두 포함
한다. 사람에 따른 주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었다. 하이데
거(Heidegger)는 1927년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현존재로 인간의 본질적인 
정신 상태는 늘 일정한 기분18)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기분을 불안으로 보고, 불안은 인간 실존을 존재론적인 관
점에서 명확하게 증명해 줄 수 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이론적 사상을 수용하여 
볼노프(Bollnow)는 그의 주저인 1964년 『교육적 분위기』에서 교사와 아동의 감정
과 관계적 측면을 강조한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비본래성으로부터 본래성에 이
르게 하는 것이 불안이라고 보고 불안을 기분의 핵심에 두는 반면에 볼노프는 긍
정적 기분인 신뢰, 안정감, 희망 등의 기분을 중시하였다(Bollnow, 1995). 그리고 
놀(Nohl, 1914)은 교육적 관계인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로서 사랑과 신뢰, 권
위와 존경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개념 역시 반영되어 있다.
   볼노프는 기분의 개념을 교육적 분위기로 체계화하였고 교육자와 학습자의 교
육적 관계를 연결하는 주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안민, 2008; 강기수, 2013). 교
실의 분위기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지만 이러한 분위기 형
성에는 교사가 중심이 된다. 교사가 가진 그날의 분위기, 교사의 감정에 따라 다
른 분위기가 형성되며 이 분위기가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육적 분위기 전체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볼노프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적 분위기라는 것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보다는 교육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조건 혹은 토대로 보고 있다. 
   매넌(van Manen)은 볼노프의 ‘교육적 분위기’를 교육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18) 하이데거에게 기분이란 세계와 실존의 동일근원적인 열어 밝혀져 있음의 방식들이다
(이기상·강태성, 1997). 이러한 기분의 특징 중 하나는 현존재가 ‘기분 잡혀 있음’의 근
거가 아니라 “현존재는 자신의 열어 밝혀져 있음 안으로 옮겨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
면서 그때그때마다 가분 잡혀진 열어 밝혀져 있음 안으로 데려와지게 되는 것이다
(Heidegger, 1927/201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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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을 대상으로 현상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교육적 분위
기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학문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인간학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교육인간학, 즉 교육을 인간학적으로 보는 
전통(Langeveld, 1961; Nitschke, 1962; Bollnow, 1964; 정혜영, 2012)과 맥이 
닿아 있다. 그는 교육적이라고 할 만한 분위기를 ‘교육적인 것’이라 말하며 교사
는 교육적인 생각, 사고, 고민, 숙고를 하면서 교육하는 상황을 교육적인 상황으
로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상황이 교육을 하기 적절한 상황처럼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인간이 어떤 것을 경험하는 방식
이고, 앎의 방식이고, 나아가서 삶의 방식이라는 점에서(Bollnow, 1989) 분위기는 
인간이 특정한 시공간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과도 같다(정광순, 2016). 
   그렇다면 통합미술교육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보이는 시간성과 공간성
이 주는 분위기는 어떠한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미술 수업은 새로운 형식과 
이념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삶과 예술행위, 태도가 예술의 주요한 가치가 되
고 있다(사윤택, 2019). 통합미술수업에서 볼 수 있는 시간성이 제도적인 시간성
으로 보기보다는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시간성은 어떤 대상 및 현상, 상
황 등이 주입되는 시간성으로, 현존재의 실존으로 미래와 직면해 있는 동시에 과
거를 짊어지며 과거, 현재, 미래가 통일된 질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간성이 
현존재를 구성하며 시간적 성격이라는 시간성이다(Heidegger, 1927/2014). 평면
에서 리듬감을 표현하는 옵아트의 시간성, 실존과 시간의 문제를 제기했던 추상
표현주의와 후기 현대미술의 퍼포먼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비디오아트, 그리
고 대지미술, 개념미술, 미디어 아트까지 현대 미술을 대표해 온 중요한 운동들은 
움직임과 시간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어 왔다(이상은, 2020). 즉 수업 속에서의 
나타나는 시간이 아닌 작업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성을 다루고자 하는 흐름들이 
있다. 한 예로, 최근 현대미술의 시간성 연구에서 대상의 움직임을 화면에 지속시
키는 비재현 미술에서 보이는 시간성을 정지된 시간, 나열된 시간, 지속의 시간으
로 구분하였고 기록예술에서 보이는 시간성을 시간의 반복과 시간의 축척으로, 
퍼포먼스와 비디오 아트의 시간예술에서 보이는 시간성으로 교차된 시간, 시간의 
부제, 변형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작업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시간성을 조형적, 미
학적 잣대로 분석하면서 과학의 발전과 연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했다. 
   한편, 미술교육에서 시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이화식(2013)은 『시간에 
대한 인식과 미술교육 연구』에서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므로 시간을 바르게 이
해하는 것은 현세계와 또 다른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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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자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타자와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간은 자신의 정체성과 타자와의 
소통, 세상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는 달리 연계경(2011)의 연구에서는 미술학습 체험의 시간성의 의미를 해
석하적으로 풀어가고자 하였다. 미술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고정된 시간, 
묶인 시간을 해체하여 새로운 의미로 엮어내는 활동이다. 그것은 존재의 소리에 
귀를 열어놓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표현하는 행위인 동시에 사유와 감각의 
경계를 넘나들며 차이를 생성하는 행위이다. 차이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생성하는 시간성을 의미한다. 의미의 생성은 예술인 동시에 배움의 교육
적 근거가 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 전체를 미술학습에서의 체험으로 규정하
고 시간성의 지평에서 그 의미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학습 활동들은 미술수업 
시간에 국한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생활과 경험의 전체에서 이루어
지는 ‘체험’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미술교육에서 연
구되어지는 선행연구는 그 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작업, 학습자의 작
업과 타자와의 소통이라는 측면, 그리고 체험이라는 차원이라는 시간의 다양한 
측면에서 시간성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학습자들의 체험의 시간성과 수업이 가지는 제도적인 시
간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통합미술수업은 일반 수업과
는 달리 시간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수자에 따라서 다른 과목과 
연계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거나, 몇 차시를 이어가거나, 한 학기동안 연계되는 수
업의 시간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공간적인 분위기는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간적 분위
기에 관한 연구 중에는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 주택, 
주거 분위기의 특성이나 사회 공간적 분석, 분위기가 미치는 영향과 소설과 작품 
속에 나타나는 공간성을 다루는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조사되고 
있는 건축에서 말하는 공간적 분위기는 근대적인 정신의 의식적이며 요소적이며 
형태적인 상상력보다는 신체로서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재료와 그 재료를 드러
내는 ‘재료성’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대체로 분위기는 형태로서의 대상만이 아
닌 그것으로부터 구성되거나, 자연과 같이 애초부터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자 배
경에 대한 이해,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이건일, 2019). 김윤정·박찬일(2015)은 
공간적 분위기의 생성 요인으로 우연한 만남, 잠재적 사물을 통한 매개, 주체적 
경계에 의한 중심의 재구성, 그리고 시간성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시간성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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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시간성(주체의 기억과 물성의 변화), 환경적 시간성(차이를 내재한 반복의 
다양성), 주체적 시간성(체험의 깊이와 속도)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요인을 통해 
공간적 분위기는 인간이 정서적으로 공간에 융합되는 깊이 있는 체험을 통해 생
성되는 것임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여기서 정서적 공간이란 볼노프가 제시한 정
서적 공간체험의 공간으로서 주체의 실존적 자리이자, 인간과 공간의 상호관계로 
체험되는 질적 공간이다. 이는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기분, 감정, 감각 
등의 정서를 통해 새로운 의미가 창조되는 정서적 체험의 장, 즉 ‘분위기의 장’이
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뵈메(G. Böhme, 1985)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통
한 것이 아닌 종합적인 느낌의 ‘신체감’을 제시하였다. 뵈메는 분위기 있는 공간
과 그 공간에서 분위기를 지각하는 신체를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
느 공간에 들어서면, 신체가 우선 반응하며 그 다음 각각의 지각은 공간에 존재
하는 것들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지각은 반드시 현존성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즉 여기에 내가 있어야만 되는 것(hier bin ich)이다. 내가 있음으
로 해서 그 공간이 주는 다양한 느낌을 감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분위기를 
감지하는 것이다. 분위기의 감지를 통해 공간 안으로의 몰입 또한 가능해지는 것
이다(심혜련, 2017). 
   이러한 시간성과 공간성의 다양한 연구 속에서 교실에 분위기에 관한 연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교육적 분위기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살펴보면 학
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수업분위기와 학습의욕 및 참여태도 관계를 연
구한 김성일(2014)의 결과에서 중등 체육 수업에서 인식하는 수업 분위기가 높을
수록 수업에 대한 학습의욕와 참여태도가 높아졌으며, 변영계(1997)는 수업 분위
기가 교수-학습 상황을 조장하거나 억제하고 학습의 성취와 수업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았으며, 이순환·문선호(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참여자
의 태도는 참여 의도나 참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내가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분위기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설문조사나 모형
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고 수치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의 경우는 제외되지고 
있었다.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거나 작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단기간의 
변화를 모색하는 연구이기 보다는 현장의 생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런 관점에서 교실이라는 공간 속의 분위기에 대한 연구로 기존에 학급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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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학급풍토와 관련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학급 조직의 분위기나 개인
과 조직의 분위기와 같이 인간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심리적 유대현상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벗어나 유명희(2015)는 교실분위기의 의미 자체에 대
한 탐색을 위하여 자신의 기억과 교단 일기를 통하여 교실 분위기에 대하여 의미
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녀는 연구를 통해 발견된 교실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교실에서 느껴지는 기분이나 감정, 둘째, 교실을 둘러싼 환경이
나 상황, 셋째, 교실만의 독특한 느낌이자 특성, 넷째, 교실 구성원이 상황이나 
사물, 행동에 대한 집단적인 해석을 통해 공통적 의견, 여론의 흐름을 가진다. 즉 
분위기를 파악하며 주변의 세계의 특성을 알게 되는 인간이 세계를 알아가는 앎
의 방식이자, 삶의 방식이라고 보았다. 
   교실의 분위기를 강조하며 분위기의 의미를 찾아가는 연구들도 생각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볼노프와 반매넌의 분위기 이론에 대한 담론을 통해 그 의미
를 토출하고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 중 하나인 강기수(2016)는 교육적 분
위기가 지니는 교육의 목적을 밝히고자 하였다. 볼노프는 교육을 아동과 교사의 
존재와 삶에 관련되는 교육적 관계와 기분에 주목하였고, 교육현상에 대한 구체
적, 본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교육자의 기분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분과 태
도를 중시하여 아동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내면에 교육적 의지가 존
재하며 아동이 교육받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인정한다(강기수, 2016). 이러한 점에
서 나는 볼노프의 교육적 분위기가 나의 연구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몸의 학습 

  우리의 신체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이성이 아니라, 우리 몸은 물리적이고 신
체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신체에는 신경적 층위, 현상학적인 의식적 경험의 
층위, 인지적 무의식적 층의 세 가지의 층위가 존재한다. 우선 신경적 신체화는 
신경 층위에 있는 개념들과 인지 작용들을 특징짓는 구조들에 관한 것이다. 다음
으로 현상학적 층위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의 정신상태, 몸, 환
경 및 물리적, 사회적 상호작용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무의식적 층위는 눈에 
보이는 튀어나온 부분 아래 물밑에 잠겨있는 빙산의 거대한 부분이다. 이는 그 
자체로 직접 이해될 수 없는 의식적인 경험과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된 것이
다(김황기, 2015) 몸은 신체와 구별된다. 몸은 몸성, 지성, 감성, 영성이 통섭된‘ 
총체적인 생명체’의 집합이며, 이는 물질의 육체가 아닌 생명의 몸으로서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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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정경수 외, 2014)
     20세기 중반 후기구조주의를 중심으로 푸코(M. Foucault), 들뢰즈(G. 
Deleuze), 브르디외(P. Bourdieu) 그리고 메를로 퐁티(M. Merleau-Ponty) 등과 
같은 철학자들은 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에릭슨(Erikson, 
1991/2008)은 무언가를 감각적이고 몸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 즉 어느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고, 창조가 가능한 위대한 예술과 기술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푸코는 정지적 의도와 기능에 입각하여 몸과 
행위를 이해하는 반면 메를로 퐁티는 몸을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
로 파악한다(이민선, 2012). 그 한 예로, 복식에 나타난 몸 개념을 연구한 이민선
(2012)은 상반되는 철학자 푸코와 메를로 퐁티의 철학적 입장을 해석하고 이에 
따른 해석을 복식에 적용하였다. 푸코의 몸-권력 이론은 권력이 상징해온 시대적 
미에 따른 저항적 복식을 설명하였고, 메를로 퐁티의 몸-주체 이론은 권력 투쟁
의 갈등에서 벗어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하며 인간의 시각에 따라 형성
된 복식들을 설명하였다. 
   메를로 퐁티는 신체와 이성을 분리할 수 없으며, 물질로 구현된 정신인 ‘육화
된 주체’(Merleau-Ponty, 1945)로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지각은 의식과 세계가 
만나는 경험으로서 통일된 경험을 한다. 메를로 퐁티는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는 
것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몸이 공간,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몸이 
지금, 바로 여기에 존재한고 산다는 것이다. 이미 주어진 세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며 몸이 세계와 하나 되기 위해 세계를 구조화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조광
제, 2003). 그는 몸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인 ‘습관의 획득’으로 부르며 이
러한 습관을 위해 몸틀이 개선, 개조된다고 여겼다. 미술 수업에서 나타나는 습관
의 획득은 꾸준한 연습으로 자신도 모르게 체득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새로
운 상황 혹은 상호작용 중에 무의식적으로 체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재료를 선택하거나, 작품을 감상할 때도 습관처럼 
나타난다. 
    미술의 표현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의도하지 않게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다. 미술에서 이루어지는 몸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미술 작업 속에서 신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나의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
심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위한 수업의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몸의 학
습을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미술에서 몸의 학습이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어떠한 몸의 학습에 관한 연구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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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술이론가 크라우스(Krauss)는 20세기 미술의 핵심을 몸에서 찾았으며 들뢰
즈 역시 베르그송의 지각이론에 바탕을 두고 예술에서의 지각을 단순히 시지각이 
아닌 몸 전체에서 느끼는 정서적 차원으로 확장하였다(박영욱, 2013). 그리고 시
대에 따라서 미술에서 보이는 몸의 학습 방법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1960년대에서부터 포스트 휴먼 시대의 현재까지 진행된 신체미술을 ‘특정한 
장소로서의 신체, 개념적 성격의 신체, 페미니즘과 신체’로 분류하였다(양경
식,2016). 1960년대 신체를 이용한 퍼포먼스가 부상하였고 몸이 마치 재료인 듯
이 신체가 도구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 페미니스트 작가들은 몸에 직접적으로 
결부하여 저항하고 싸우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현재는 고정적인 미에서 벗어
나 이전 미술가들이 신체를 다루는 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신체의 
개념 변화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거나 만진
다는 것은 이미 중복된 체험으로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 나는 그 누군가의 
편에서는 보이고 있는 존재이다. 작업에서 미술작품은 누군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객을 항상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순수 시각적 체험이 아니
라 몸 전체의 체험이 종합된 것으로서의 사적 체험이다(김융희, 2009). 
   미술가는 작품 제작에서 중요한 신체적 행위를 하고 있으며 액션 페인팅의 대
표 작가인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은 무의식적인 반복적인 활동으로 테크닉
을 연마하여 몸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으로 창조한다. 이러한 몸의 학습은 미술이
외에도 음악, 무용, 체육 그리고 이료에서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성악 레슨 
중심으로 도제식 교수-학습의 방법을 연구한 김한미(2012)는 성악가가 되는 과정
에서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일로 몸에 익숙하게 적용하는 몸의 
체득으로 가능하다 말하며 몸의 학습을 지적한다. 무용에서는 몸적학습을 통한 
‘몸적 인격성’을 체험연구 한 한혜주(2015)는 발레의 문법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 
훈련받고 정형화된 동작을 답습하는 모방방식의 훈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
으로 해석하여 새롭게 창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의 몸적학습(somatic 
learning)은 오랜 시간 훈련으로 몸에 배인 동작과 작품을 다시 구성하고 재해석
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한혜주, 2015). 몸적학습의 실
기방식은 몸의 감지능력과 움직임 범위를 확장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방
법으로 자율적인 움직임 체험을 통해 의식과 각성을 고양하여 의지적인 의식의 
지평을 넓히는 활동이 된다(한혜주, 2015) 내가 보이기 이러한 학습자가 반복적인 
몸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 배움을 익히고 깨닫게 되는 몸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정희는(2018)는 시각장애인 이료교육에서 몸의 학습과 느낌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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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이성과 분석적 판단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논의되
지 못했던 몸의 학습과 느낌의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미술교육에서도 몸의 학습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술 표현의 의미와 
상호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체성에 관련된 연구가 주목이 되고 몸의  중요성
이 드러나고 있었다. 정은정·이화도(2014)는 『메를로 퐁티의 몸의 현상학에 근거
한 유아 미술표현에 관한 연구』에서 몸을 통한 미술표현의 의미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유아는 몸은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것을 인
식하게 한다. 즉 몸을 통해서만 비로소 대상세계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서은
희, 2010) 둘째, 몸을 통해 앎을 드러내고 발견으로 성장해 나간다. 셋째, 몸을 
통해 세계 안에 자리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다. 
넷째, 몸을 통해 세계와 끝없이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상호주관적 존
재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내가 보기에 여기에서의 몸의 학습은 메를로-퐁티가 말
하는 몸이 지각의 주체이자 세계와 소통하는 수단이며 존재방식이라는 목적으로 
유아의 미술표현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교육
자 자신이 그 방식과 체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필요하다고 여기며 이러한 실천의 
과정을 위한 전환점을 제시하는 하영유(2019)의 연구와도 비슷한 점이 있다. 그녀
는 『미술교육에서 침묵과 몸 언어의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체험 연구』에서 교육
의 현상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토대이자 바탕을 이루는 몸 언어와 침묵의 언어를 
고찰하여 이를 내적 성장 과정의 주요 언어로 본다. 교육자 자신이 그 방식과 체
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필요하다고 여기며 이러한 실천의 과정을 위한 전환점을 
제시한다. 그녀는 비언어적적인 몸 언어를 고찰하여 학습자의 내적 성장을 학습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주체와 주체의 관계를 사유 대 사유의 
관계가 아니라 몸을 가진 존체들 사이의 관계로 바라보고 이러한 관계를 만남으
로 정의하였다 몸을 가진 주체들 간의 만남은 몸짓과 몸짓에 의한 직접적인 소
통, 몸짓에 의한 몸짓의 전이로 나타나는 상호적인 체험이다(정지은, 2018).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서 지각, 감정, 느낌은 주관적 판단과 취향의 문
제로 객관적인 정신적 상태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신체적 지각과 느낌과 
같은 영역을 무시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의 신체활동이 인지, 학습기술의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증거하고 명상이 뇌의 활동과 구조를 바꾼다는 연구를 증거로 들며 신체
활동과 은유, 상상에 기반하는 미술교육의 시사점을 발견하였다(김황기, 2015). 
이러한 연구들이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들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교수자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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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여전히 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것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교육
에는 반드시 몸이 개입된다. 메를로-퐁티는 주체와 주체의 관계를 사유 대 사유
의 관계가 아니라 몸을 가진 존체들 사이의 관계로 바라보고 이러한 관계를 만남
으로 정의하였다. 몸을 가진 주체들 간의 만남은 몸짓과 몸짓에 의한 직접적인 
소통, 몸짓에 의한 몸짓의 전이로 나타나는 상호적인 체험이다(정지은, 2018). 이
러한 점에서 학습자의 경험과 표현에 한정된 것에서 몸의 학습을 상호적인 관점
으로 펼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내가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현장
에서의 몸의 학습의 중심이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메를로 퐁티가 언급한 습관의 획득으로 형성된 몸틀의 개념으로 이와 관련된 연
구들은 미술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또한 교수자 측면의 몸의 학습을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몸의 학습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반복되는 신체 활동으로 
감각 자체가 의식되지 않는 상태의 습득에 의한 총체적인 학습으로 의미화 하고
자 한다. 

4. 선행 연구 개관 

   국내에서 ‘통합미술’ 혹은 ‘미술통합’이라는 용어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구를 검색해보면 1,200개가 넘는 연구를 찾을 수 있다. 2013년부터는 통합미술 
교육과 관련 논문들이 이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으며 이것은 통합교육의 관심
이 얼마나 커졌는지 짐작할 수게 있게 해준다. 논문들을 목록별로 살펴보면 통합
미술교육의 개념을 소개한 논문들, 미술과 음악, 무용, 수학, 과학, 도덕, 사회와 
같은 교과 간 연계하는 교육과정의 통합, 통합미술치료를 통한 효과나 사례연구, 
통합적 미술감상, 및 통합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많은 경우 유아와 초·중등학생 대상이었으며 성인과 대학생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아와 초등학생의 수업에서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지도
하는 것과 달리 담당과목을 지도하는 중등교육에서는 통합교육이 수업 시간에 이
루어지기가 쉽지 않은듯하다. 그러나 2016년부터 노인 연구로 확대되었으며, 학
교 안의 이야기를 밖으로 가져와 통합하는 지역공동체 미술, 공공미술, 지역연계 
프로그램, 경험과 이해의 통합, 신체표현 혹은 체험과 미술의 통합, 생태주의 미
술, 미술과 정치, 미술교육과 봉사학습 등과 같이 미술을 삶의 현장으로 접목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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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통합교육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을 통합교육이라고 보지 않고 있으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는 통합교육의 관심이 프로그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통
합교육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각각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형성되는 미술은 개인적인 경험, 시간, 공간, 이념, 시대정신 
더 나아가 우주관까지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풀어보
면 통합이라는 개념은 한 학생이 개인적으로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개
인적인 통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체계 속에서 특수성과 혹은 보편성
을 가지고 유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인다.  
   나는 통합을 이라는 학문을 다른 학문의 단순한 용어의 표면적인 ‘거느릴 통
(統)’과 ‘합할 합(合)’은 ‘하나로 합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
있는 미술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통합들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확
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통합미술과 연관된 선생연구들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통합교육의 대상의 확대, 다양한 분야의 통합이 나타나지만 연구는 프로
그램의 사례와 그 효과 사례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질적인 것들을 일원
화해서 맞추어 가는 혹은 이원화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합쳐지는 것과 같이 
그 통합의 크기와 형태도 관점에 따라 다르기에 통합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연
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미술통합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결국은 미술과 타 분야와의 통합을 통해 교육 내용의 이해에 
효과적임을 도출하여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이 통합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우려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이화식과 박명선(2013)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표현, 미술교육』에
서 홉스, 로크, 루소의 대표적인 자연관과 사회관을 소개하고 그들의 관점에 따라 
미술작품을 3가지 양식으로 구분하여 사회와 자연과 미술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미술이라는 분야가 사회를 표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미술은 사회에 대한 
교육이며, 따라서 사회에 대한 이론교육과 표현교육의 통합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단편화되고 분절된 각 교과의 단점을 보완하기 한다는 차원에서 
통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이재영(2016)은 『시각 이미지의 정
치성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에서 시각 이미지에서 정치성을 바라보는 연구이
며 시각 이미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함에 있어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통합적
으로 시도하였다. 여기서의 통합은 시각 이미지의 정치성에 대한 논의를 문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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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학적으로 접근하여 인문학적 성찰을 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삶 속의 정치이
론과 사회와 미술에서의 통합은 각 학과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며,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며,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하였다고 확인된다. 
    그렇다면 통합교육에서 미술이 다른 분야의 이해를 위한 도구로서와 기능한
다는 편견을 벗어난 연구들은 어떠한가? 기존의 미술에서 강조된 미술의 형식과 
기교를 넘어 삶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이재
영(2016)의 연구에서는 미술교육에서 인문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가치의 문제와 
삶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의 문제로 정리한다. 여기에서는 미술교육을 보편적인 
주제, 중심적인 접근이 아니라 삶의 맥락에서 실천하는 가치의 문제로 제한한다. 
미술 표현과 감상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천적인 활동의 관점에서 이해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인문학적 성찰은 미술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
다. 인문학과 미술의 통합을 통하여 미술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움을 통한 통
로로서 재개념화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처럼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
닌 미술을 사회와 문화 현상과 관련시킴으로써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스트모더니즘 정신을 반영한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는 연계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노용, 2005). 
   둘째로,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학습자 중심 통합교육에서 학습자
의 삶의 맥락에서 통합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보다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통합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혜연(2013)과 박라미(2012)는 
시간적, 공간적이라는 측면에서 학습자는 중심 교육을 강조하였다. 우선 정혜연은 
『미술 중심 통합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지식 맥락화 가능성 모색』에서 통합적 학
습 환경에서 학습자는 과거 경험과 현재 경험을 통합시켜 재구성하여 미래의 경
험으로까지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 주도의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통합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학습자들과 관련
해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역시 학습
자와 교사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만들어 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의 다
양한 학습과제에 대한 이해를 시각적 언어로 소통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한 분야가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새로운 의미 
구성을 위해 바탕이 되는 통합교육이라 보고 있다. 박라미 역시 『‘감각’과‘지각’에 
기초한 학습자의‘내러티브 미술교육과정’ 소고』에서 학습자의 학습이 학교를 넘어 
자신의 미래로 향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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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그 자체를 학습적인 의미로 규정지었다. 두 연구는 통합이 모두 학습자
의 개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의 지식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식을 형
성해가는 가변적이며, 학습자가 경험을 통하여 새롭게 개정되는 앎과 앎을 기반
으로 하는 자기표현과의 이해이다. 여기서 학습자 스스로 통합하는 것은 과정의 
통합으로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모든 것
에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와 달리 삶의 공간을 통합하려는 시도도 있다. 학교 안과 밖의 공간을 넘나
드는 학습 공간의 통합연구들로서 삶과의 통합, 협력적 실천, 지속적 연구과정이 
강조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서덕희(2006)는 학교 안에서 틀 지워진 교육을 
벗어나 학교 밖 교육은 어떠한 모습을 지닐 수 있을지를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적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한다. “새로운 체험 형식을 배치”하면서 “학교 밖에서 생성
되는 삶의 형식으로서의 교육”을 탐색한다(서덕희. 2006; 230). 그녀는 홈스쿨링
을 실천하는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 관계와 활동의 경계들을 허물고, 교육과 삶을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발견을 하였다. 
   공간을 넘나드는 새로운 탐색을 하는 또 다른 연구로 김형숙(2018)은 『예술과 
환경의 접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능성 탐색』에서 환경에 관해 관심을 가지
고 예술적 실험을 실천한 미술가들의 활동을 고찰하여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미
술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연구에서 63명의 미술교사들을 대상으로 지
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상황을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교육
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
해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환경교육
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장소와 환경의 이슈가 장소 특정적 예술작품과 장
소기반 미술교육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시각적 대상물로 인식되었던 미술
의 영역을 확장하고 실제 생활 속 관점과 환경, 사회, 경제의 통합적 관점에서 지
역사회와 관련된 교육을 바라보는 것을 제안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습자에
게 사회, 정치, 문화적 맥락을 토대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도록 해 주
고, 학습자가 처한 장소와 환경에서 삶의 실제성을 확인하는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여러 교과의 통합을 지향한다.
   셋째, 통합미술을 학습자 중심으로 한 실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모두 학습자들
의 삶의 맥락에서 살펴보기 보다는 교과와 관련된 주제중심 프로그램으로 학습자
의 제한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주제 
중심 통합미술교육을 실행연구를 한 최소영, 홍영기(2010)는 초등학교 4학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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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16차시(3주)로 주제중심 통합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실행하였다. 다
양한 상황과 변화를 묘사하여 연구를 통해 학습자와 교사의 변화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 분석의 과정을 거쳐 교과 간 내용을 통합 가능한 주제인 ‘애완
동물’로 선정하여 간학문적 접근 방식으로 실행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통합
에 국한지어 사용되었으며 통합의 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과 과학이 통합된 프로젝트를 연구한 정혜연(2013)
은 통합교육에서 중요한 교육적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뉴욕 컬럼비아 대
학교와 자매 관계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4세의 아동들에게 5개월 동안 미술 중심 
통합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지식 맥락화 가능성 모색하였다. 이 기관에서도 주제 
중심 통합을 실행하였고 통합교육의 하나의 예로 “꿀벌 프로젝트‘의 선택하여 한 
학기동안 진행된 과정을 기술한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에서 학습자가 무엇을 배
워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해야 하며, 교육 과정을 위한 의사결정 역시 학
습자와 함께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였다.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경험과 일상 경험
을 통합시켜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에 관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전인적 학습
을 시사한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어떻게 통합을 경험하고 어떻게 참여하며, 그 과
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들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와 근접한 
연구로 조용주(2011)는 인지발달을 위한 아동미술교육을 위해 개인적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학생의 정서와 마음을 교육, 경제, 문화와 모두 통합된 사회적 문제로 
보았다. 학습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위
한 정서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인간의 사고, 정서, 감각을 포괄하는 통합적 인
지 이론의 관점에서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으로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깨우고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통합은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
합으로 이루어졌다.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의 실행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근접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다. 각 연구들은 살펴보면서 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학습자 중심 통합 지향 미술교육에서 학습자의 통합의 과정이 
어떻게 나타날 수 없는가? 교수자가 제시하는 통합 수업이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
고 볼 수 있는가?
   학습자의 생활 속에서 미술과 통합하는 연구로 허정임(2014)은 2013년 교육부
에서 지원한 ‘예술교육선도학교 사업’을 근거로 하여 예술교육에서 통합교육과 체
험에 대한 교육적 해석을 살펴보고 예술교과가 중심이 되는 통합교육에 관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적과정 속에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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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삶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눈으로 보거
나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학생이 직접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예술교육이 이루
어질 때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체험과 미술의 통합은 미적과정 속에서 
체험으로 얻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삶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즉 과정에서의 통합을 의미한다. 또한, 전성수(2009)는 『놀이와 체험 
중심의 통합적인 조기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디자인을 꾸미기와 만들
기 수준에서 벗어나 디자인 교육의 특성인 다양성, 고유성, 프로세스와 아이디어 
등을 디자인 교육에 반영하고, 그것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놀이와 체험 속에
서 익힐 수 있는 통합적인 디자인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디자인은 
실생활과 미술을 연계하며 미적 지각을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포괄한다(안인기, 2007). 미술활동 자체가 체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 
활동 역시 거의 대부분 체험활동으로 재료를 다루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창
작활동을 하고, 제작한 등의 모든 미술활동을 체험으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연구에서 학습자 중심 통합 지향 미
술교육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 어떠한 영
향이 있었는지를 그 특징을 두 교수의 삶의 맥락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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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외 통합미술교육의 양상

   이 장은 대학에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두 교육자를 통해서 본 교육체험, 수
업활동, 삶에서 나타나는 통합적인 요소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는 두 사례를 통해
서 통합미술교육의 특징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는 국외의 제임스 교수
와 국내의 최 교수의 학생으로 이들의 수업을 참여하면서 두 수업이 통합의 성격
을 띠지만 서로 다른 통합미술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나 두 수업의 진행방식, 지역, 학습방법 등 많은 면에서 큰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미술교육을 진행하는 많은 교육자 중에서 내가 두 교육자
를 기술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두 교수
는 학생들의 관심사에 중심을 두고 이들이 연구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수업 과정에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시를 
활용하여 미술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 학생들이 미술수업에 대한 부담이 작고 그 
선택에 있어서도 자유롭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빠른 
변화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배움에 과정
을 이해하여 이후의 삶과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공통점은 내가 예비조사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통합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나는 통합 수업의 양상을 
위해 두 연구자를 선택하게 된 까닭이기도 하다.
   III장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교수의 과거, 현재의 교육적 
체험과 그 경험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통합적인 요소를 살펴
보고 수업에서 나타나는 통합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임스 교수 이야기

    제임스 교수의 통합미술교육 수업을 담기 위하여 그의 삶의 맥락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그는 연구소의 대표이자. 교육자 그리고 화가이자 음악가이다. 연구소
에서는 교육자, 큐레이터,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과 지도자 교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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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대학에서는 교사가 되려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통합미술교육을 지도하
고 있다. 내가 그를 만난 것도 2011년 <통합미술교육: 커리큘럼19)> 이라는 수업
을 수강하면서였다. 그는 틈틈이 그린 그림으로 연구실의 벽면을 장식할 정도로 
미술 작업도 계속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인디밴드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가진 배움의 열정은 미술과 음악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펼쳐져 있으나 그 중심에
는 예술과 인간, 다시 말해 예술과 삶이 있다. 지금부터 나는 그가 실행하고 있는 
통합미술교육이 어떠한 상심으로 구현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업 계획과 실천

   제임스 교수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더하여 통합적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간다. 그의 수업에서 보이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학습자가 주체
가 되고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배움을 이루는 통합수업을 그는 어떻게 준비하
고, 전개되는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평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1) 수업의 계획 및 준비
   제임스 교수는 수업을 계획함에 있어 대상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가 대표로 있는 예술교육센터에서는 경영진, 국내외의 교사와 교장,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음악과 미술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분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 지도하는 수업은 대개 큰 그룹으로 나누어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그룹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학습자에 맞는 수업을 준비한다. 그는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이야기로 만들어 발표하는 ‘발표 스타일의 교육’이라고 표현한
다. 이와는 달리 대학원에서는 많은 활동 연계하여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교육’을 구상한다. 그가 처음부터 수업의 참여를 중심으로 둔 것은 아니었으나 학
습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다른 교수들과의 교류로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수정 보완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취하게 된 것이
다. 
   우선 그의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원생들은 교생 실습이라는 무거운 업무량과 
많은 독서, 글쓰기와 같은 학술적인 작업을 많이 한다. 그는 학생들이 처한 환경

19) ‘통합미술교육: 커리큘럼’은 제임스 교수가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좌명으로 미술교육
을 전공하는 모든 학생이 수강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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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인들을 유념하여 대학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취한다. 그는 기존의 책을 읽고, 미술 작품을 공부하는 방식의 수업을 하
기보다는 ‘재미난 교육’을 위해 여러 활동들을 구상한다. 다음으로 그는 수업 내
용의 큰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학과장이나 다른 교수들과 함께 나누며 다른 학과
목에서 부족한 부분과 수업에서 강조될 부분을 파악한다. 그 후 큰 틀에 맞춰 세
부적인 내용을 창의적으로 구안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전개된다. 달리 말하면 그
가 교육에서 풀어가기 원하는 윤리적, 심미적, 교육적인 내용을 상황에 맞게 구상
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면서 개별 차시의 활동을 통하여 이를 풀어
가는 형식이다. 그리고 수업 활동도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학생들의 반응과 수준
에 따라서는 같은 수업 내용이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운 세대들이 주의집중을 길게 하지 못해서 나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활
동을 하려고 한다. 대학 전체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유튜브와 인터
넷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금 더 활동적인 미술교육 환경에서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내가 처음에 그들이 춤을 추게 하고 다른 활동적인 것을 시도하는 
이유다. 학생들이 참여에 지루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는 
정말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고 나서 통합이론, 미학이론과 같은 다
른 읽기 자료로 빠진다. 이것은 실용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내 관객은 바
뀌었고, 학생들도 바뀌었으며, 내 생각엔 정보를 흡수하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캐더린(학장)은 특히 그들이 좀 더 직업적인, 실용적인 접
근 방식을 더 많이 가져야 하고 학생들과 더 재미나게 지내고, 학생들과 다
양한 종류의 미술을 만들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한다.
                                             

   제임스 교수는 수업 계획에 있어 수업 진행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특별히 대학원 수업에서는 학기마다 수강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강의계획서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정보를 흡수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매 학기 더 많은 기술을 사용하고, 학생들이 더 많은 조사를 하
도록 계획서를 업데이트하게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의 변화는 그가 수업을 통해 
학습자로부터 원하는 것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제임스 교수가 희망하
는 수업의 모습은 본인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그를 가르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가 발표할 때, 그가 아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알리는 “작은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
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동시에 배움을 함께하는 것을 원한다. 조용환(2012)에 의하
면 이는 곧 “교학상장”의 원리이다. 교사는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나 학생이 항상 
배우는 사람이 아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교사와 학생이 



- 71 -

더 나은 지식, 기술, 가치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제임스 교수가 매 학
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의 계획서를 수정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에 있
어서 교사의 존재가 절대적이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뜻한다고 볼 수 있
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주도하는 기존의 교사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학생의 
관점에서 내면의 사고 과정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교민(敎民)으로서
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회인(誨人)20)으로서의 교육을 실현하는 것(서근원, 2013)”
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하듯 그는 학생들이 참여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재미난 
수업’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은 수업의 중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임스 교수는 ‘재미난 수업’이 학생들의 적극적으로 
‘참여’로 이끌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그는 ‘재미난 수업’을 위하여 많은 
연구를 한다. 그의 노력 중 하나로는 수업의 시작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보여주거나 춤이나 노래, 시 등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대화, 그래프, 영화, 시범 보이기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풍부한 자료와 다양한 관점을 알 수 있는 영상의 
활용은 많은 다른 교육자도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로도 영상 수업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임스 교수 수업에서는 
수업 내용과 연계된 흥미로운 영상으로 그날의 수업 안내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J 교수: 방금 수업이 끝났을 테니 육체적 운동인 댄스로 가르치는 어떤 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앞으로 나와 보세
요. (아이들은 삼삼오오 앞으로 나와 영상으로 보이는 포즈를 연습한
다.) 자. 이렇게.. 처음 순서는 이렇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몸동작
을 따라 해보고 몇 번의 연습을 한 뒤 모든 학생이 함께 노래에 맞
춰 서로의 발동작을 맞춰 본다.) 이 춤은 왼쪽과 오른쪽을 오가는 아
주 기본적인 춤이죠. 결혼식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노래가 끝나
자 다들 춤추기를 멈춘다.) 자. 이 댄스로 어떤 것을 배운 것 같나
요? 

학생가: 음.. 협동?
학생나: 균형? 

20) 교민(敎民)과 회인(誨人)은 논어에 등장하는 용어로, 교민(敎民)은 지배자가 피지배자인 
백성에게 사회적 규범 등을 강제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뜻한다. 이와는 다르게 회인(誨
人)은 지배자, 달리 말하면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그것은 언(言)을 통해서 상
대로 하여금 깨치도록 하는 것이다(서근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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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다: 어.. 히히..
학생라: 새로운 음악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2018-05-17수업관찰자료)

<그림 2> 노래에 맞춰 춤추는 모습      
                                

   위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임스 교수는 짧은 영상의 춤을 보여주고 수
업을 시작한다. 그는 춤의 순서와 형태를 직접 시범 보이고 학생들과 함께 몇 번
의 연습 후, 옆 사람의 발을 맞춰 라인댄스를 춘다. 이 춤은 쉽고 반복적인 짧은 
활동이었지만 학생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한 듯 보였다. 제임스 교수의 
수업에서 이러한 육체적인 움직임은 다른 수업으로 인한 경직된 긴장감을 풀어주
고, 새로운 배움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춤이라는 신체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활동 속에서 “균형”, “협동”과 “음악”과 새로운 배
움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보게 함으로써 수업에 공헌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학생
들이 “어떤 개념을 탐구하도록 초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이 어떤 개념을 탐구하도록 학생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균형을 말한다면 차 안에서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차의 타이어의 균형이 잡혀
야 하며, 우리는 걷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공간을 인
식하는지. 악기가 어떻게 연주되는지,,, 한쪽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면 나는 
학생에게 균형의 개념을 탐구하기를 요구한다. 균형의 개념을 탐구하기 위
해 모든 학생에게 저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희망
하는 것을 한다는 점에서 원하는 것을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 

   제임스 교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개념을 탐구하도록 “그들이 원하는 
것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학습자마다 미술 작업으로 표현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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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학생이 있으며, 그림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학습자가 있다. 학습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시각적이라서 시각적
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모든 것을 열어둔 수업으로 설계하고
자 한다. 그는 학생들의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배움에 과정을 인정하고 포옹하여 
재료, 방법, 주제, 시간, 장소 등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제임스 교수
는 이들에게 어떤 프로젝트와 수업 방식이 적절할지 수업 계획의 단계에서 구체
적으로 고민하여 큰 틀이 정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활동의 방식을 고안하고 실천
한다. 이러한 수업의 과정에서 그는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가며 수업 내용의 방향
을 함께 만들어 가는 모습을 취한다. 

나는 수업 계획을 만들 때 단지 수업 계획의 요점들을 적는 것이 아니라 학
생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의 다른 생각을 적으면서 수업 계획을 작성한
다. 학생들과 대화하는 동안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작성하면서 수업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 학생들과 보다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의 아이디어 중 일부를 수업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각을 만들 때, 너는 점토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모델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만약 다른 조각을 만들면 어떨까? 이것
을 뭐라고 부를까? 붙이거나 조립하는 것? 그것도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거든,,, 그것은 우리가 조각들을 조립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둔 조각의 종류이다. 따라서 수업을 설정하고 학생들과 교류할 때 
몇몇 학생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대화를 통해서 
나의 수업을 설정한다. 

   위의 인용에서도 잘 나타나듯, 제임스 교수의 수업에서는 학생과의 상호작용
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수
업 상황이 변할 수 있고, 변화된 상황에 맞춰 수업을 수정시켜야 하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여긴다.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그가 취하는 방식은 ‘대
화’이다.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흥미와 아이디어를 수
업에 반영하는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과의 상호작
용을 잘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의 수업에서 학생들과 대화가 
많은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한 예로, 공예 수업에서 “점토로도 만들 수 있
고,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부를 수 있어. 만약 다른 조각을 만들면 어떨까?, 이것
을 뭐라고 부를까?, 붙이거나 조립하는 것?”과 같이 여러 질문을 던지며 학생들
과 함께 용어를 찾고 만들어가는 대화 속에서 수업의 방향을 계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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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업 과정 및 평가
   제임스 교수의 수업을 참여하는 방식은 “체험활동”을 통해서다. 그는 오늘의 
주제와 연계된 노래, 춤, 그림 등의 영상을 보여주며 움직임이 많은 “신체활동”을 
한 후에 그는 학생들이 언급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미술에 통합시킬 수 있
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여기에서 나
온 내용 요소를 주제와 연계된 ‘작품활동’과 ‘감상활동’, 그리고 그룹을 이루어 나
타내는 ‘재현활동’을 단계적으로 더해가며 수업을 구성한다. 각 활동은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시간이 유동적으로 배분하여 활기찬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
다. 이러한 분위기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끌어낸다.

모든 학생이 웅성웅성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난 이것이 좋아! 이것이라고, 
J 교수: (학생이 제출한 슬라이드 한 장을 띄우며) 뭐가 보이니? 
학생 B: 빨강이요..
학생 A: 다양한 빨강이요!
학생 E: (작업한 학생을 바라보며) 와~ 너 어떻게 했니?
학생 F: 테이프도 쓰고 겹치기도 하고...
학생 E: 테이프를 사용했다고??
학생 B: 난 풀을 사용했는데...
학생 G: 회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J 교수: 또 다른 것은 보이는 것은 없어?
학생 B: 음... 투명해요.
학생 G: 텍스쳐요
학생 C: 겹침이요.. 많은 겹침
학생 G: 명암이 느껴져요.               
학생 B: 채도도 보여요.                 
학생 G: 키네틱 아트?                 
J 교수: 여기에 좋은 예들이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다음 작품으로 넘겨가마. 왜 우

리가 슬라이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까? 
학생A: 실제의 자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3, 4학년에게 사용하면 좋을 듯해요.
학생B: 3학년이 적당하지 않을까? 스캔하는 수업이 있던데...
J 교수: 많은 디자인이 보이지만 말하지 않으면 미술이 아니지. 여기에는 많은 다른 

언어들이 있단다. 그러나 외국을 가서 대부분의 사람이 아는 단어가 있더라
도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 기초적
인 단어는 공립학교의 도메인 언어가 아니다. 도메인은 학술적 언어이다. 만
약 당신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를 가르치면 학생들은 더 잘 
배우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말을 가지고 있다. 난 너희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술적 어휘를 개발하길 원한다. (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서) 
Arm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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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 (학생들은 대답한다.) 우 호 우 
J 교수: 우리는 디자인, 빛, 그리고 언어를 통합할 수 있으며 만약 그것에 대해 말하

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디자인일 뿐이다. 여기 아름다운 샤워커튼이 있더
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술적 가치를 잃어
버리게 된다.

<그림 3> 학생들이 제출한 슬라이드 디자인, 2019년 자료
   
   위의 대화는 수업 분위기를 살리는 신체활동을 하고 나서 지난 시간에 ‘웨슬
리 다우의 선, 색채의 기초 요소들과 구성 원리’를 공부하며 작업한 슬라이드 작
품을 학생들과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눈 것이다. 학생들의 작품 감상은 몸으로 표
현하였던 신체활동과 연장선에 있는 활동이기도 했다. 제임스 교수는 “많은 디자
인이 있지만 말하지 않으면 미술이 아니라”며 작업을 말로 표현하도록 한다. 그
의 수업에서 같은 주제를 가진 신체활동과 감상활동, 표현활동과 같은 활동만이 
연계된 것이 아니라 시각예술과 언어의 통합도 중시한다. 게다가, 제임스 교수의 
수업은 지난 수업의 활동과 연계하여 차시가 흐르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문 전반
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임스 교수의 수업 구성에 따라서는 같은 주제
에서도 학생들의 통합 활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는 작업에 많은 다른 언
어가 있음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의 단어를 찾도록 하면 학생들이 더 잘 배우게 된다고 여긴
다. 여기서 제임스 교수가 말한 언어는 작업과 언어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문해력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술과의 
통합을 통해 배움을 위한 통찰력을 추가하는 것이다. 즉, 디자인과 언어의 통합과 
여러 활동들의 통합을 통하여 학습하게 되는 이해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J 교수: 자 모두 이 강의실에 있는 무언가에 자신을 붙이세요. (학생들은 일
어서서 돌아다니다 무언가에 자신의 신체를 붙인다.) 조금 더 강하
게 밀어보고. 의지해보렴! 풀처럼 붙어보기도 하고... (학생들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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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밀어보고 서로에게 의지하여 기대기도 한다.) 자~ 너희들은 서
로 붙어서 서로를 의지하며, 신뢰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조각을 생각하자! 음 조각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방
법이 있어. 조각을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린다.) 

학생A: 붙이고... 어. 어.
J 교수: 그래... 이동, 모델링, 첨가, 감산, 조립.. 우리는 종이를 사용하여 너

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풀을 사용할 것이야. 종이로 어떤 종류의 조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첨가 조각. 이제 이것은 일
종의 전통적인 조각이야. 자 이것을 기초라고 부릅시다! 기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두 가지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가 될 것이다. 지지대를 너무 크게 만들면 집에 
가져갈 수 없으며, 조각품의 크기 때문에 공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조각을 만들 때 많은 것
을 고려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초를 만들고 어떻게 
종이를 서게 할 수 있을까?

학생C: 구부리거나, 접거나 작은 탭을 만들고, 자르고, 접은 다음 탭으로 만
드는 방식으로 접착제로 붙이지요. (다른 많은 학생도 서로 다른 기
초를 시범적으로 손으로 보여준다.)

J 교수: 우리가 이것을 세우는 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종이를 들어 손으
로 만들어 보여준다.) 여기(종이로 다리를 그린 양쪽을 흔들며 보인
다. 잠시 후 종이를 찢기도 하고 아코디언을 만들기도 하면서 학생
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고, 졸업생들의 작품을 ppt로 
보여준다.)

<그림 4> 신체 붙이는 활동, 2019년 수업

    제임스 교수는 ‘종이 조각 탐험’이라는 수업에서 강의실에 있는 사물이나 사
람 혹은 무언가에 자신의 신체를 붙일 것을 지시한다.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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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으며 책상이나 벽, 혹은 친구에게 자신의 몸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제
임스 교수는 조금 더 강하게 밀어보고 의지해 보며 풀처럼 붙으라고 말했고 지시
에 따라 학생들은 서로 밀어보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몸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시작으로 조각의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조각을 몸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 활동에서도 자연과 사회를 연계시키고 조
각 활동에 대한 기술을 하면서 글쓰기와 언어로 이끌어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렇게 수업의 여러 활동이 일관성 있게 흐르도록 하여 학생들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통합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 접힌 도화지의 한쪽에 방금 만든 조각을 관찰하고 그것을 기술한 것입
니다. 자. 설명의 목록을 작성합시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미술 작품을 선
택하고, 감정을 해석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조각이나, 다른 사람의 조각
을 선택하여, 하나 이상의 조각품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살펴보고 어둠 속
에서 자유로운 관련 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 어둠 속은 어둠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의 추측을 의미한다. 하나의 조각에 초점을 맞추고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규칙이 없으니까 원하는 것을 쓰세
요. ...(중략)... 나는 도이체뱅크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갔는데, 나의 앞쪽에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배우가 있었어. 사회자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미술교육을 받게 되었는지 물었고 난 버지니아에서 자란 제임스라고 했어. 
뉴욕으로 이사해서 밴드멤버로 악기를 연주하고 S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다고 말했지. 그 후에 다니엘 데이 루이스 차례가 오자 그는 일어났다. 그는 
실제로 키가 크더라. 하하 “나의 아버지는 영국의 시인이었다. 나는 그것이 
싫었다. 나는 시를 좋아하지 않았고, 미술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도 
형편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연기 수업을 듣고 갑자기 연기가 너무 좋아졌
다. 연기를 잘했다”며 아주 과장적인 표정과 몸짓으로 자신을 나타냈지. 기
억은 잘 안 나지만 예를 들어, 아버지는 비 오는 날 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잠시 쉰다. 몸짓과 목소리 톤을 달리하여 단어들을 읊는다.) 조용하고, 빛났
고, 창의적이고, 묘사적이며, 해석적이며, 느낌이 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도 단어들의 느낌을 살려 몸과 단어로 작품을 해석해 볼 거야. 

   제임스 교수는 자신의 작품이나 친구들의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어둠 속에
서 10개의 단어 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뒤, 파트너를 맺어 단어들을 읽게 한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연상되는 단어들의 느낌을 살려 신체 언어로 작품이 되어 
표현해 보면서 연극이라는 재현의 요소를 가미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활동으로 확
장지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에세이인 언어와 미술에 대
해 생각하게 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말하기와 같은 언어적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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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종이 조각 만들기” 시간별 활동(2019년 교안)

 구성요소  수업내용 분
  

워밍업
-“오늘 우리는 종이로 조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조각을 
서로에게 부착하고 조각품 세울 것입니다. 책상에 여러분들을 붙일 
수 있습니까? 붙이기의 예를 위하여 두 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
니다. 좋아요. 다른 장소에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각도와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자, 그럼 모두 해봅시다! 모
든 사람이 일어서서 다른 장소에 몸을 붙어 봅시다.”

  5

브레인스토밍
-“지금까지 조각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제 종이에 대해 생  
 각해 봅시다.”
-“우리가 종이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0

시범 보이기
-“우리는 기초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도보 다리, 초강력 벽, 실린 
더를 시연해 보십시오. 혹시 누구 종이를 세워 놓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좋아, 아코디언 등을 만들어 봅시다.”
-“종이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모양과 형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
다. 3D 모양의 형태이죠. 데모를 위해 작은 쓰레기를 아무 것이나 
집어봅시다. 피카소라는 유명한 미술가는 그의 스튜디오 바닥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했습니다. 조각에서 나온 쓰레기 일부를 사용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것을 
위해 노력합시다.”

5

작업 활동
-“조립된 조각의 탐색을 위하여 태그 보드에서 잘라낸 스트립과 
모양을 사용합시다.” 
-“활동시간이 반쯤 지나가면 빛을 어둡게 하고 데모 조각의 그림
자를 보일 수 있다면, 빛이 그림자를 만든다는 것을 상기시키십시
오.”

20

저널 쓰기 
“오늘 배운 단어나 아이디어를 쓸 수 있습니까? 대안으로, 학생들
은 두 가지 각도에서 조각을 그리거나 조각품을 만들 수 있습니
다”” 3

나누기 “서로의 조각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3

그룹 공유
“조명이 희미하거나 꺼진 조각을 하나씩 봅니다. 그런 다음 투광조
명을 사용하여 그림자를 만듭니다. 모양과 형태 사이의 공간도 조
각의 일부라고 지적하십시오. 일부는 타원형, 삼각형 등으로 설명 
할 수 있습니다.”

15

연구, 
관심사,

질문과 마감

-“오늘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벽에 
적힌 단어 검토)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에 이어 종이 조각과 철사 조각에 대해 
배웠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술가의 조각품을 보
고 싶다던가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싶다던가...”
-“다음 주에는 나무로 조각을 만들 것입니다. 나무는 종이와 어떻
게 다를까요? ”

5

청소 10



- 79 -

현과 표정과 몸짓으로 말하는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과장된 어조와 높낮이를 이
용한 억양을 통한 반어적인 표현들을 모두 포함하는 언어적 활동이며 이 언어적 
활동은 해석과 소통을 위해 이루어진다. 언어와 이루어지는 다른 학문과의 연계
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위의 지문에서도 보이듯이 이 수업은 제임스 교수가 기저라
고 생각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신체의 움직임과 빛이라는 과학적인 요소, 언어적
인 요소, 연극, 음악, 미술의 예술적인 요소의 활동을 결합한 프로젝트 수업이라
고 볼 수 있다.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조각을 추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어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다. 이러한 활동이 나타나는 그에 수업의 시간별로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임스 교수의 수업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분위기 살리기는 “신체활동”, 사전 지식에 접근하고, 어휘 및 주요 개념
을 소개하는 “학습활동”,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시범보이기”, 직접 만들어 
보는 “실기활동”, 단어, 문구, 스케치 등에서 개인적인 반영을 장려하는 “저널활
동”, 주변 친구들과 나누는 “토론활동”, 연구 결과를 학생들과 공유하는 “감상활
동”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수업의 활동은 순
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차시마다 학생들이 부합하는 상황에 따라서 
순차를 구성하여 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수업을 
이끄는 것은 그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질문이나 반응
에도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러한 그의 노력에 의해 학생들도 말하는 
것에 거부감이나 어려움이 없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그의 수업을 향
한 열정은 모든 활동이 끝나고 “오늘 열심히 참여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때까
지 지속한다. 내가 본 제임스 교수는 여러 면에서 학생들과 교감하는 교육자, 공
감하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업의 내용에서도 그는 학생들과 이야기하
며 그날의 수업을 재구조화하여 다음 차시를 준비해 나간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손을 들어
보세요. 육아, 디자인 혹은 심리, 생태, 혹은 자연에 관심이 있다면 손을 들
어보세요.”라고 물어보거나, 나는 학생들이 무엇을 신경 쓰는 것인지 고민하
거나 적어보게 한다. 자연에서 나는 지구와 생태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거
나, 또는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정원에 있는 꽃과 채소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이 관심이 갖는 것을 파악한 다음, 그러한 관심사, 취미, 
선호도, 또는 신념을 다루는 미술 작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낸
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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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학생들이 작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고, 관심사나, 취미, 선
호도, 그리고 신념을 다룰 수 있는 미술 작품을 고민하여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뼈대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학생들에게 무
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질문들은 수업의 중요한 부
분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흥미에 치우쳐질 수도 있지만 탄탄
한 수업구성으로 그는 핵심 요소와 지식을 잘 녹여내어 전달하고 있다. 수업 중
에 학생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론 수업에서도 비슷한 모습이다. 
   제임스 교수는 ‘미술교육의 포스트모더니즘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도하면서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을 학습하고 이에 관한 읽기 자료를 미리 숙제로 주어 
읽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
고, 질문과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연관된 
활동을 구성한다. 그는 학생들이 읽기 자료를 통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
지,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의문이 들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
는지를 함께 나누며,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경험을 표현하는 작품활동, 언어활동, 신체활동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이어지도록 한다. 시각적, 청각적, 신체적 학습양식에 참여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는 이론수업 일지라도 학생들 자신
의 경험 속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J 교수: 우리는 현재 이 그림 조각을 연구하고 있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다문화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왔으니까.. 다 알 거다. 우리 누구도 사막에서 또는 정글
에서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의 산물이며 
이러한 경험은 문화에 따라 형성되지.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
처럼 남쪽에서 자랐다면, 어떤 것들에 대해 특정한 성향과 특혜를 
받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음... 내 부모님과 나는 해
산물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나는 체사피크 베이 옆에서 자랐기 때
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부모님과 비슷한 일을 했지.... 기본적으
로 세계를 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전통주의, 하나
는 모더니즘, 그리고 다른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지난주에 우
리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배웠어. 하지만 우리는 전
통주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 누군가 전통주의 예를 생각
해 낼 수 있니?

학생A: 추수감사절,
J 교수: 무엇? 추수감사절?
학생B: 유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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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교수: 우리는 틀림없이 종교적인 휴일, 국가 공휴일들을 말하지. 가족 휴
가는 어떠니? 난 전통을 깨뜨린 것이 하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밀
리터리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상상할 수 있겠니?

학생C: 정말요?
학생D: 우리 가족은 매년 자동차 경주를 보기 위해 인디애나로 갑니다. 

The Indy 500, 이것이 바로 저희 가족의 전통입니다.
J 교수: 정말? 매년?
학생D: 네
학생A: 성별, 가이드라인 속에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저는 제 그룹의 나이
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대학을 갈 수 있고... 

학생E: 제 가족은 결혼할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지만 전 10년 전에 이사했
습니다. 

       전 전통을 깨드렸죠.
학생F: 달콤한 16살 파티. 우리 가족은요. 저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

가 있는데.. 그녀는 요리 냄비와 도구를 사용하여 인도 부족에게 잡
히지 않고 탈출했습니다. 그 요리 냄비는 각 세대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남자에게 전달되었지만 이번에는 저에게 왔어요. 왜냐하면 나
는 이 세대의 외동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냄비를 가지게 된 이
후에 할아버지가 냄비를 처리할 수 없어서 화가 났죠.

J 교수: 어떤?
학생F: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냄비를 받았다는... 그는 매우 전통적인 사람

이에요.  
J 교수: 너는 전통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이 항상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에서도 포스트모더니
즘에 의문을 제기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정 부분에 대해 비난한
다. 이제 네가 이런 것에 관해 생각하길 원한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인 전통주의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
에게 자신이 깨고 있는 가족의 전통주의에 관하여 친구들과 나누는 활동을 구성
한다. 제임스 교수는 “남쪽의 바다 쪽에서 자라서 해산물을 좋아한다.”와 “군인 
가족으로 태어나서 가족들이 모두 군인이 되지만 자신은 그 전통을 깨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함과 동
시에 학생들에게 활동 속에서 핵심 내용을 학습하길 바란다. 그의 이러한 시연은 
학습을 안내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
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가족 역사의 한 측면을 기념하는 그림, 조각, 영
화, 공연 또는 설치작품으로 표현하는 ‘문화적 조각’을 만드는 작품 활동에 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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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통합미술교육” 차시별 강의 내용과 활동 (2019 강의계획서)

차
시

강의내용 활동 및 수업자료

1 다우의 요소 (Dow 's Elements)와 
디자인 원칙 (Principles of Design)
을 포함한 역사적인 미술 커리큘럼 
모델을 소개

-슬라이드 젤 활동
-켄 로버트슨경 비디오 클립

2 표준 기반 미술 교육 -뉴욕주 표준에 대해 논의
-종이 조각 탐험

3
미술교육의 포스트모더니즘과 패러다
임 변화

-커리큘럼 모델에는 산업디자인, 일상생활 
미술, 문화예술 개선, 디자인의 요소와 원
리, 창조적 표현주의, 훈련 기반 미술 교육 
및 포스트모더니즘이 포함

4 다문화주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다
룸

-기억과 루브릭 프로젝트의 비유 조각
-문화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장을 표현하
는 매체로 미술 작품을 만들기

5 문화 및 사회 문제 통합 – 학생 프
로젝트 검토

-묘사된 가정, 세출 및 고정 관념과 관련하
여 비디오 및 텔레비전 발췌 내용을 보고 
비판

6 미술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현대 미술에 대한 슬라이드 토론 

7 7 주차 : 중간발표

8 8 주차 : 중간발표 : 초청 연사 -중간발표에서 배운 것에 관하여 토론

9 강의실에서의 학습 스타일 및 문화적 
차이 수용

-학생들은 Kolb의 학습 스타일을 토론하고 
관련된 경험을 공유

10 미학적 문의 -Andrew Wyeth의 "Christina's World"를 
기반으로 한 콜라주 탐색
-Duchamp의 "Fountain"을 기반으로 한 
기능 장애 미술 프로젝트

11 기념비 프로젝트 발표 -오디오 또는 DVD 클립, 미디어 URL을 
가져와 공유

12 시각 문화 연구 -최종 통합 단위 계획 발표 완료 

13 최종 프로젝트 발표 -과정에서 배운 것을 종합

14 최종 프로젝트 발표 -발표된 계획 중 공감한 작품에 관한 토론

15 성찰, 질문, 행동 단계 -21세기 미술 교육에 대한 사회의 기대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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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 따라서서는 자신이 속한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나 대중문화에 관한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제임스 교수는 학생들이 특정 사회 및 문화적 문제에 대한 이
해를 돕는 방법으로 작품활동을 구성한 것이다. 제작이 끝나면 작품에 관한 발표
와 개인적인 경험에 관하여 다른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 주 학습의 주제인 다문화주의를 다루는 것과 연결 짓는다. 
   <표 8>은 제임스 교수가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차시별 수업내용과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그는 미술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시작으로 현재 뉴욕주의 표
준 기반 교육을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을 조사, 반
영하여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는 신경과학, 성인교육, 아동발달, 및 
미술교육을 일반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제임스 교수의 한 학기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세계관, 다문화주의, 차별화, 미
학, 시각문화 연구, 미래지향적인 미술교육이라는 여섯 가지 요소를 중심을 두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세계관에서는 우리의 사고나, 생
활 및 교육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의 역사적 관점인 전통주의, 모더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보고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미술교육에 대한 학생들
의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두 번째로 뱅크의 
4수준의 다문화 교육을 예로 들어 문화적 신념, 가치, 관심사를 효과적으로 다루
는 방식으로 다양한 다문화교육을 설명한다. 셋째, 차별화는 개별 학습 스타일을 
포함하여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문화적 차이를 다룬다. 넷째, 스토리텔링 및 개
념적 힘을 사용하여 청중이 연구와 아이디어를 통해 환경과 상호 작용하여 사회
적 변화를 실현하도록 작품을 만들게 한다. 다섯째, 기술과 미디어를 사용하여 미
술을 만들게 한다. 여섯째, 시각미술 및 기타 콘텐츠 영역에서 탐색을 통해 기념
비 프로젝트의 제안을 생각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해력과 창조적 
실전의 발전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한 학기의 수업의 과정이다.   
  그의 수업은 한 차시로 끝나기도 하지만 몇 차시까지로 연계되거나, 한 학기 
동안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로도 볼 수도 있다. 그의 수업의 중간, 기말의 프로
젝트는 학기의 첫 시간부터 준비가 가능하도록 공지되어 학생에 따라서는 한 학
기 동안 수업의 활동을 연계하여 수업에 관련된 것 혹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을 프로젝트의 주제로 선정하기도 한다. 제임스 교수는 차시마다 수업에 맞게 
평가표를 작성하고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수업에서 그
는 통합퀴즈나 미디어 클립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린 의견이나 읽기 자료를 학습
한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 평가하며, 한 학기 동안의 과정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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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최종 반영 및 평가 작업을 한다. 중간·기말 발표 시간에는 각자가 준비한 
작품을 발표하며 다른 학생들과 함께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중간·기말발표는 학습활동, 감상활동이자 평가활동이
기도 하다. 이러한 활동은 급우간의 상호평가 아래 서로의 이해와 아이디어의 영
감이 되고 학생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된다. 제임스 교수의 
수업에서 학습과 평가는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조금 더 살펴보면 위의 <표 9>는 
한 학기 동안 준비한 기념비를 만드는 기말 프로젝트의 평가지다. 

<표 9>  제임스 교수 기말발표 평가표 (2019 평가지)                

   
   그는 평가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류된 항목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다. 학생들
은 기말발표로 기념비를 한 학기 동안 준비하여 마지막 시간에 다른 모든 학생 
앞에서 왜 이 기념비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관하여 직접 소개하고 발표
하는 시간을 가진다. 누구를 위한 것이며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 어디에 위치해야 

     등급
 항목   A B C

성
적

주제:

누구 혹은 
무엇?

 사회적, 개인적 신념, 
가치와 관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증거를 
보여주는 선택

합리적이지만 덜 고려된 
선택

클리셰 또는 파생 
기념물

합리성:

왜? 

연구를 반영하는 
기념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 

논쟁은 연구의 뒷받침이 
적다. 

논쟁은 대부분 
주관적이며, 제안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다.

장소:

어디?

잘 실행된, 원래의 목적 
또는 사건, 터, 기념비가 
일리가 있다. 기념비가 

문자 그대로의 은유적인 
해석을 불러온다. 

덜 독창적이거나 잘못 
실행된 개체 또는 

이벤트. 사이트와 개체 
또는 이벤트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클리셰 사이트 또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

과정:

어떻게

발표는 내용, 방법, 비용 
및 자원에 대한 연구를 

반영한다.

물류상 고려사항의 증거 
감소 

물류 고려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

발표:

전략적 
주장 

명확하고 창의적이며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 

특정 물류 지원 

창의성 또는 노력의 
증거 감소 많은 기술적 

문제 

불완전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프레젠테이션

논평
학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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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평가의 단
계는 세 부분으로 나뉘고 학생들의 발표와 표현한 작품 그리고 연구의 과정을 토
대로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예술가나 미술운동을 연구해야 하며 시대
에 대한 비판, 세부사항, 현대적 관련성을 포함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학
생들이 차시마다 있는 신체활동과 작품 활동도 평가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
다. 하지만 그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설명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평가로서의 미술이 아닌 이해로서의 미술을 원한다. 그는 평가를 우려하
는 학생들에게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면 한 부분에서의 A+를 받으려고 그
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수업 과정에서의 수행(Performance)이 더 중
요하다”라고 말한다. 제임스 교수는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을 이해하였는지, 수업
의 과정에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중시하는 총체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올리비아(Olivia, 2004: 11)의 “21세기 미술을 만들고 평가하는 학
생들은 말과 시각적 의미가 문자 그대로 일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즐
거움을 원천으로서 이러한 모드의 차이를 탐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와 상통하
는 말이다. 이는 평가의 틀이 규정화되기 보다는 학습자의 즐거움을 토대로 탐구
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개별 학습
자만의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2) 수업 변화의 원인과 영향 

   제임스 교수의 통합수업은 그만의 수업의 계획과 과정을 가진다는 것을 앞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
으며 교육적 체험과 노력으로 하여금 서서히 지금의 형식과 과정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가 20년간 지도하던 방식을 버리고 전환을 하게 된 요인으로 맥신 
그린(Maxine Greene)과의 만남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의 과거의 교육관과 현재의 교육관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맥신 그린과의 만남
   제임스 교수가 받은 학창 시절 미술수업은 아래의 대화문에서 드러나듯 “위대
한 예술가가 되기 위한, 성공을 위한,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교육”이었
다. 따라서 그가 미술을 교육함에 있어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어떻게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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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사가 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교육에 대한 
관점은 링컨센터에서 맥신 그린과 만남을 통하여, 기존의 교육자 양성과 미술작
품 생성을 위한 “공교육의 하향식 구조 방식21)”에서 벗어나 “미술 작품이 우리에
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지”와 같은 예술과의 교감을 고민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하게 된다.  

J 교수: 내가 링컨센터에서 일하며 맥신 그린을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예
술교육 철학에 관심이 생겼지. 매년 여름마다 나는 맥신 그린의 강
연을 듣곤 했고, 그녀는 미학 체험, 존 듀이, 다문화주의, 패러다임
의 이동 등등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사용했었다. 나는 링컨센터에
서 시각미술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우리의 미술 철학이 무엇인지, 
그녀가 말하는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었지. 결국 우리는 그녀의 유
인물을 읽기 시작했고, 그것에 관해 연구하고 그녀가 말한 것들에 
관해 배웠다. ...(중략)...  

연구자: 교수님께 아주 큰 영향을 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교육에
서 추구하는 맥신 그린의 교육적 측면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
습니다.

J 교수: 그것은 철학, 교육, 그리고 미술의 교차점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좋
고 나쁜 미술을 공부하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어떻게 좋은 
교사가 되는지를 배웠다. 그러나 그녀는 인간 존재로서, 위대한 예
술의 접근으로서, 경험을 고민하며 예술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을 
깊게 생각하게 하였다. 나는 이런 것을 배워오지 않았었다. 내가 배
워온 것은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교육이었다. 

연구자: 맥신 그린과 만나기 전에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셨는데...
J 교수: 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어.
연구자: 맥신 그린의 교육을 통해 교수님의 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

인지요? 
J 교수: 그때는 성인, 대학생들이나 개인 교습을 받는 학생들에게 색을 어떻

게 섞는지, 미술사를 가르치고,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들이 오늘날 하는 것, 사물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가르쳤다. 이것은 미술의 생산에 더 초점을 맞추
었던 것이다. 미술가들의 삶이나, 그들이 살았던 장소, 기타 등등을 
설명하는 다양한 연대기 같은 것이 있는... 이런 방식은 내게 미술 
작품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지는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이지. 이

21) 상향식(Bottom-up) 수업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주제를 선
택하고 이를 탐구하는 기회를 가진다. 반면에 하향식은(Top-down) 정부가 중심이 되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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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나는 학생들에게 색칠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조차도 색상이 나
쁘거나 구성이 이상해도 코치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림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림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다른 사람
들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는지와 같은... 것을 지도하려고 
한다. 이것은 맥신 그린과 연관이 있지.

   위와 같이, 제임스 교수는 맥신 그린의 교육 현장에 우연히 참여하면서 교육
을 향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가 과거 수업에서 “사물과 똑같이 재현하거
나, 미술사를 배우고, 색을 섞는 법을 알리는 것”을 중심으로 지도하였다. 그러나 
현재 “그림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보
는지와 같은 것”,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
스럽게 이야기에 참여하며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주도적으로 학생들에게 
그림을 보고 무엇에 관한 것인지,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더 이상 설명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 방식의 변화는 “맥신 그린이 강조하는 철학, 교육, 그리고 미술의 
교차점”이라는 그녀의 교육적 측면의 매료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교육 철학
은 제임스 교수가 인간 존재로서, 위대한 미술의 접근으로서, 경험을 고민하며 미
술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을 깊이 고민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이것은 그가 자라
면서 받아온 보수적인 교육 예를 들면 “그림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 교사가 소
리치거나 무안을 주는 것과 같은 기존의 교육”을 답습하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
었다. 나는 그가 맥신 그린의 교육적 체험을 바탕으로 수업에서는 어떻게 드러나
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예술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네 가지 중 하나이다. 첫째, 학기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킬을 중심으로 미술을 배운다. 둘째, 우리는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과 연극을 공부하는 심미적 교육을 하며, 셋째, 많은 극장, 스튜디오, 
그래픽디자인, 건축과 같은 예술 관련된 곳에서 인턴쉽을 희망하는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 넷째, 통합교육을 연구하기 위해 정부
의 지원을 얻어 대표적인 모델로 통합미술교육을 하고 있다. 

   제임스 교수가 운영하는 예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의 모습은 다양하
다. 그 첫 번째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도하는 순차적 교육”이다. 이는 보통 학
교에서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단순한 곡 혹
은 복잡한 곡을 연주하는지, 댄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인
지와 같은 “기술적인 면을 향상하는 교육”과 관련 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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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보거나, 전시회를 찾기 전에 준비하는 “미적 교육”으로, 학생들이 전시를 가
기 전에 작가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시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것을 작품에 
반영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맥신 그린이 말하는 심미적 교육과도 연결
된다. 세 번째로 학생들이 어떻게 이력서를 작성하는지, 적절한 컴퓨터 프로그램
의 사용과 같은 “직업 개발 프로그램”이다. 네 번째로는 통합교육이다. 통합수업
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하면서 역사, 특정 개념과 같은 것을 예술을 하는 동
안 공부하는 것을 공부한다. 

우리는 통합교육은 통합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사회과목의 점수가 좋거나 
영어 과목의 점수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측면의 어떤 영향을 찾고 있다. 우
리는 사실 대부분의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고 기대하
고 있다. 아이들이 예술 통합을 하는 것은 단일 수업을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참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하는 것이다.

   위의 자료는 통합교육이 여러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의 확고
한 생각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예술 통합을 하는 것은 한 분야만을 배우는 
것보다 다른 분야를 함께 배울 때 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도 일어난다. 그가 말
하는 통합교육은 다른 학문과의 연계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감성적 통합까지로 
확대된다. 이것은 “예술표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끼
게 하는지”, “어떻게 그들이 선택하는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소통을 하는
지”, “소속감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 같은 것까지 이해를 더하는 것이다.
 
   (2) 사회문화적 영향
   제임스 교수에게 예술은 “앎의 한 방식”이다. 미술을 배우는 동안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조각을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자신에 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
로 내가 어떻게 일하며, 무엇이 가능하고, 야망이 무엇인지, 자신의 창의성이 무
엇인지 발견하고, 자신의 감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알게 되는 이 모든 것
들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미술 통합은 앎의 한 방법이며 세계를 이해하는 “배움
의 가장 좋은 표현”과도 같다. 제임스 교수의 수업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문화적 
적용에 관한 미술 프로젝트로 이끌었다.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수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불균형을 지적하고 특정한 것들에 옹호하고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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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으로 미술을 가져야 한다. 나는 항상 학생들에게 문화적 또는 사
회적 관심사에 관한 미술 프로젝트를 하도록 요청한다. 오늘날 나는 성, 유
동성, 환경문제, 성전환, 성적, 정체성, 지구의 건강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되
었다. 10년 전에는 시민의 권리, 기술의 시작, 로봇에 관한 다른 초점이 있
었다.

                                                    
   제임스 교수는 종교, 정치, 생태와 사회적, 경제적인 요인과 같은 “여러 삶의 
형식”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수업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
한다. 수업 내용인 “사회적, 문화적인 관심”에 관한 프로젝트에서도 사회적 흐름
에 따른 영향을 그대로 수업에서 적용했다. 10년 전 “시민의 권리, 기술의 시작, 
로봇“에 관한 통합에서 오늘날 성과 유동성, 환경문제, 성전환, 성적, 정체성, 지
구의 건강으로” 관심사가 변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그의 강의계획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현재 그가 고민하는 다문화적 측면, 남녀평등, 경제평등, 학습 스타일, 
미적 감각과 같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통합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년에 걸쳐 통합교육은 다른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화하였다. 문제 해
결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거리의 표지판을 디자인하거나 정치적 아이디어나 
건강 문제 또는 건강 문제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포스터, 간판을 디자인하
는 것과 같은 수업이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수업은 1980년대와 1990
년대의 콜럼버스와 관련된 혹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 있는 무언가를 만들
거나 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최
근에 통합미술교육은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 실행연구를 의미하기 때문
에 동시대 학생들은 작품을 만들기 전에 종종 무언가를 연구해야 한다. 또
한 통합수업에서 행복한 주제가 아니라 수용소 사람들과 같은 주제로 무언
가를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국민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무언가를 할 것이다. 나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연구
하고 그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여성의 투
표권, 그 역사를 보고 그것에 관한 미술 프로젝트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치
적 또는 사회적 정의를 위한 미술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티스
트들이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
략)... 학생들은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과 관련된 을 만들거나, 최소한 발견과 
관련된 것을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학생이 무엇을 배우는 것에 관해 정보
를 처리하지 않고 미술 작품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각각의 미술 
작품은 개별 학생이 관심 있었던 것에 대한 작은 미니 논문과 같다.
                              

   위의 지문에서도 볼 수 있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행하는 모습
과 그 의미도 큰 차이를 보인다. 과거 피상적이고 문제해결이라는 초점을 둔 통
합수업에서 학생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수업으로 변화하였다. 그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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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통합미술교육은 배운 것을 알려주고 배움을 평가하는 수업이 아니라 “이해
로서의 미술”이다. 사실 많은 작가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표현할 것을 찾고 이
를 통해 삶의 중요한 개념들을 표현한다. 어떤 현실이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시각 이미지를 만드는 경향이 많다(박정애, 2008). 제임스 교수가 말하는 “이해로
서의 미술”은 작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미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더 나아가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미
술이 세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과보다는 작
업의 과정에 의미를 생각하고 깨달음을 찾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임스 교
수는 학생들이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은 하나의 “미니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과도 
같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깊이 있는 참여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이 아닌, 교사는 학생의 조사와 질문을 자극하여 
학생들이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다양한 학습 방법 간의 연결
을 장려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의 통합미술수업이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다. 그의 수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과거와 현재의 학교체계 (출처: 2019 강의 자료)

  <그림 3>는 그가 수업자료로 사용하는 현재와 과거의 학교 모습이다. 제임스 
교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의 변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는 1930년 이래로 학교 미술 
커리률럼에 대해 다른 기대를 가지면서 교육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본다. 과거 그
가 받은 교육은 일반적인 것에서 세부적으로 진행하거나, 위에서 아래로 전해지
는 하향식 수업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당시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미술을 하는 것이 다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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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즉, 미술을 사용하여 학업 성과
를 높이는 것이 통합미술 교육의 목표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날의 통합미술교육은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연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는 문제해결 및 학생 중심의 질문과 이해에 좀 더 중심을 둔다는 것이다. 학생들
이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거나, 문화적 유물을 복제하거나,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는 보다 정교한 커리큘럼은 주제와 
관련된 미술 및 기타 과목에 대한 연구를 조직하여 두 개 이상의 학문이 서로에
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의 통합수업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실행하고 있는 주제에 따른 통합학습은 
중심 영역에서 바깥으로 확장되는 모습으로 학생들이 학문 전반에 걸쳐 연결하도
록 유도하고 있다. 
   21세기에는 하나가 아니라 많은 관점으로 교수와 학습을 정의해야 한다. 새로
운 학교에서는 종합적인 시각미술교육으로 기술 개발, 기반 작업, 역사적 맥락 및 
동향, 다문화 문제, 미디어 연구, 시각 문화 연구, 미학을 포함한다(Gregg, 
2003). 시각미술을 중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그림, 조각, 컴퓨터 그래픽, 그림, 
비디오, 설치, 공연 및 컨셉아트를 탐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제임
스 교수는 21세기 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늘날의 통합미술교육은 중요
한 위치에 있다고 여긴다. 그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
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통합미술이 학생들에게 개인적, 사회적, 및 문화적 관심의 
교차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삶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미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며 통합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3) 수업의 특징

   현장에서 실천하는 통합의 모습은 교수자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교육
적 관심사, 교사가 받아온 교육, 교육의 경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
다. 제임스 교수가 통합미술교육 현장에서 통합을 실현하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
의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는 제임스 교수와 학생과의 대화를 그 중심으로 두고 
있으며,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보이는 통합의 도구로 언어활동을 구성하며 세 
번째는 몸으로 학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기까지 그는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무수한 노력과 수업의 실행 과정과 수정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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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게 된 특징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제임스 교사의 통합교육에서 어떠한 통
합을 하고 있으며, 특정한 방식의 통합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한다. 

   (1) 질문
   제임스 교수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더 이상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도 
배우는 자가 된다. 학생들도 배우는 가운데 가르치는 자가 된다(Freire, 1972). 
따라서 그는 교사와 학생을 대등하게 만드는 수업을 위해 대화를 통해 협력 시도
하면서 위계를 허물고자 한다. 미술이 의미하는 것을 지시하는 수업이 아닌, 미술
이 의미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수업에서 이
루어지는 대화를 살펴보면 그는 학생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작업으
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전 지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진다. 여기서 
질문은 미술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구상을 돕기 위한 질문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조각을 할 것인지 말하지 않고, 나는 무엇을 만들지에 대
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반 친구들과 조각품, 미술품 및 재료의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려고 한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
이 추가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교사로서 나는 학생들의 조각을 
보고 동물의 조각을 만들었는지 물어봅니다. 나는 그것을 배정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방법으로 대화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임스 교수는 모든 학생의 
의견에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비록 그의 프로젝트를 싫어한다고 말
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말 실수를 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이를 허용하고 모든 질
문에 긍정적으로 반응 한다. 그런 까닭에 제임스 교수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질문
하고 또 답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주 자연스럽고 편하게 이야기하며, 수업 내용에 의미 있게 연결되는 활
동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집중을 보인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커리큘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의 계획에 수렴하는 것이다.
   제임스 교수의 수업에서의 대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수업을 결정하고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서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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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재료는 무엇을 사용하였으며, 어떻게 하였는지와 같
은 작업에 관련된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언어적 표현을 유도하는 대화, 마지막으
로 작품을 만들고 나서의 성찰을 위한 대화이다. 아래 <표 10>는 그가 수업의 과
정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한 표이다. 

<표 10> “점토 만들기” 수업 과정에 따른 질문 (2019년 수업계획서)

 구성요소  수업과정 및 질문 시간
(분)

  

주요 질문
-어떻게 대화, 협업, 비판적 사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억으
로부터 비유적인 조각품을 만들고 토론할 수 있습니까?

  
 5

교육학적 
질문

-어떻게 하면 미술 프로젝트가 말하기, 쓰기, 듣기 활동을 효과적
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
-객체 기반 탐구(object-based inquiry)는 어떻게 증거 추론을 
발전시키는가?
-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활동을 통해 창의적 작업을 반영하고 개
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걸작과 만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0

미적 질문 -제스처, 표정, 의복 및 기타 인간 특성을 더하여 우리가 알고 있
는 –사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고무찰흙 특유의 성질은 무엇인가? 
-언제 조각상들이 더 큰 관심사를 위한 은유가 되는가? 

  
 
 5

브레인스토밍
-미술의 맥락에서 다루어져 온 인간의 경험, 활동, 우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체념, 용기, 성찰, 묵상, 금욕주의, 충성도, 위엄, 진
보, 희망, 능력, 자아 등) 미술가들이 그러한 특성(모방적, 표현적, 
-추상적)을 작품에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10

 저널 활동
-당신의 기억에서 눈에 띄는 사람을 묘사하십시오. 이 사람은 친
구, 친척 또는 동료가 될 수 있습니까? 역사적인 인물, 문학적 인
물 또는 현대적인 아이콘에 대해 쓸 수도 있습니까?
-사람의 자질, 신체적 및 기타. 예를 들어, 선수는 근육이 발달했
을 수 있지만... 어떤 시각적 증거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
은 어떻게 취약성, 용기, 충성심 또는 내적 아름다움을 대표할 것
입니까?
-본질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특성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
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물리적 특성을  과장하거나 정의하겠습니
까? 그 사람의 삶에서 특정한 순간을 묘사하는 것은 관객들에게 
그들의 자질, 경험, 그리고 우려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을까?

  
 

 10

파트너와 나
누기

당신이 쓴 것에 대해 주변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 
사람은 다음 활동에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일부는 그
들이 나눈 것을 전체 그룹과 공유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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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교수 수업에서 보이는 대화의 방식은 상당히 복합적이라고 말할 수 있
다. 그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대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시작한 것은 브르너와의 
대화를 통해서였다. 제임스 교수가 처음 미술교육을 하였을 때, 보통의 여느 교사

살아있는 조
각 

파트너 (a 및 b)와 함께 일하면서,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저널에 
기록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움직임을 멈
추고 약간의 변형을 시도하십시오. 조각품은 공간을 활용하므로 
바닥을 포함하여 다른 높이에서 작업하십시오. 교대로 서로를 지
시하십시오. 목표는 앞서 기억했던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15

전체 그룹 
감상

-우선 교실을 반으로 나눕시다. 인간의 조각을 두 개의 큰 그룹
으로 나누어 몇 가지 예의 논의에서 분석 및 해석을 구분하면서 
공유합니다. 조각가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인간 점토가 되어
보니까 어떤가요?

 

 15

작품 제작 및 
정리

-고무찰흙 (전선 뼈대 위)에 독립형 사람을 만듭니다. 점토를 빠
르게 바르는 ‘Jerry 모델’, ‘껌 경주’, ‘동물 크래커’ 또는 당신이 
그것을 부르고 싶은 무엇이든. 전선에 점토를 바르십시오. 어쩌면 
이것을 뼈의 살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까요?
-속도를 늦추는 방법 이 기초적인 인물을 당신이 대표하고자 하
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 조각에서 
알아낸 제스처와 표정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옷, 액세서리 등을 
생각하고 특징적인 순간을 생각하십시오.
-클레이는 가장 오래된 미술 재료일 것입니다. 점토의 가소성과 
표면 품질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미용, 힘, 지도력 또는 캐릭
터와 같이 저널에 관련된 자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 시키십시오. 
감정 문제 및 생활과 관련된 취약성과 같은 점토 생활을 구현할 
수 있는 다른 것을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이나 기간을 어떻
게 보여 주겠습니까? 우리가 논의한 다른 특성들, 예를 들어 기
대의 변덕이나 품위를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60

반영
전시 조각. 분석하고 몇 가지 예를 해석하십시오. 일지와 공개 일
지에 대해 약간의 반박을 쓰십시오.
-공개 질문, 후속 질문, 설명 정렬, 분석 및 해석을 모델링합니
다. 여러 응답은 적극적인 참여와 상상력 학습을 장려하고, 응답
을 요약하고, 상황에 맞는 질문을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추구하도
록 유도합니다.

 

 20

수업 분석 -참가자들은 워크숍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기록
합니다.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다시 공유하십시오. 창의성, 협업, 
증거 추론을 강조하십시오. 

 

 20

연구 질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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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처럼 학생들에게 어떻게 배우는지를 묻곤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이 잘못
된 것이며,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브르너
(Bruner, 1960)의 지적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학생들이 어떻게 의미
를 구성하고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에 관해 고민하게 되었으며 그는 대화
를 통한 교육을 지향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그는 수업에 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
도를 하였음에도 “아직도 학생들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변화하
는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심 어린 질문들을 하면서 대화에 소홀하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제롬 브루너는 내가 20년 동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는 잘
못된 질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했지. 내가 학생들에게 어떻
게 배우는지를 묻고 있었는데... 여러 해 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의미를 구성
하고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 알게 되었다. 어떤 것이 더 강력한지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이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화면을 읽거나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해는 대화에서 비롯된다. 

   제임스 교수는 무엇을 지시하고 칠판에 쓰는 것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학생들 
자신의 이해를 나누고자 한다. 그는 미술 통합이 학교에서 하는 일의 상당 부분
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긴다. 즉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미술통합이 이루어
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질문의 시작도 일반적인 질문을 구현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탐구할 내용에 적용한다고 말한다. 수업에서도 학생 자신의 이해를 구축하
는 것이 우선시 되어 학생들에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무엇을 
지시하고 전달하는 수업은 지양한다. 위 대화에서 “질문은 이해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식의 과정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
서 학생들은 대화와 동시에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이
해들로 구성하여 그것이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그가 생각하는 교
육의 정의이기도 하다. 

   (2) 언어 통합
   제임스 교수는 미술수업에서 언어 통합을 많이 한다. 그의 언어 통합의 이유
는 “언어는 머리나 몸이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완전한 사
람으로 만든다는 점”에서이다. 그는 언어를 통합의 한 형태로 좋아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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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통합의 도구로, 통합의 소재로, 통합의 내용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그
의 수업 시간에 나타나는 언어의 또 다른 모습은 친구들의 작품, 혹은 자신의 작
품을 정하여 말로 표현하거나 몇 개의 언어를 선택하거나 의인화하는 활동들이
다. 

      <그림 5> 어둠 속 언어활동 모습           <그림 6> 조형물 완성   

J 교수: 조각품을 만들 때 하나의 도전이 있다. 그것은 공간을 둘러싸야 한
다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과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면, 그것
은 어딘가 내부 공간이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탐구하고 있던 단어 중 두 가지는 내부와 외부 공간이다. 
내부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것에 미쳐서는 안 된다. 자. 
모두 괜찮지? 자… 와서 종이 좀 가져가. (학생들은 앞으로 나가 
한, 두 장의 도화지를 가지고서 자리로 돌아온다.) 너무 엄하게 말
했나? 종이가 더 필요하면 가져가도 좋아요. (재료는 늘 풍부하게 
제공한다.) 애들아, 여기서 배우는 ‘VOCA’는 outtitude(과민한), 
relatie(상대적), skea (뼈대)일 수 있겠지. 이제 만들어보자. 

학생들은 노래를 조형물로 제작한다. 작품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제임스 교
수는 반으로 접힌 도화지를 나누어 주며, 도화지의 한쪽에 조각에 대해 기
술하는 단어리스트 작성하라고 한다.
J 교수: 단어들의 느낌을 살려 몸과 단어로 작품을 해석해보자! ...중략... 우

리 모두는 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내면과 접촉해야 한다. 시는 
내적자아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알겠지. 조각품을 가리킨다.

나타샤: 교회, 개방, 곡선, 정사각형, 나선형... 
J 교수: 거의 완벽해. 네가 너의 몸을 그것으로 넣어가는 것이 표현된다면…
학생B: 오페라 하우스, 물결 모양 조명, 매력적인 라인, 다른 방, 유기물과 

기하학
J 교수: 아름다워~ 다음 학생
학생C: 티피, 물본드, 재탄생,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함, 현대적이고 탄탄한 

기초, 계단식
학생D: 섬세하지만 강력한, 미국 원주민의 밀폐된 잘 지어진 구조물, 잘 만

들어진  구조, 곧고 대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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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E: 평화롭고, 안정적, 집에서 축하하는, 야자수 냄새가 나는 곳
학생F: (나타샤 작품만 지속적으로 5명이 선택하자) 저도 나타샤의 작품을 

선택했어요. 우아하고 흥미진진한, 입구를 벗어나고, 부드럽고, 날
카로우며, 섬세하지만 건장하고, 대칭적이고, 보호하고, 경계가 있
는.

학생G: 모기, 예배당, 버팀목, 문, 우리, 날개, 척추, 방, 홀, 무척추동물
J 교수: 만약 우리가 이 단어들을 컴퓨터에 넣으면 두 번째 교육인 우리가 

그림자,  냄새, 대칭 또는 네가 선택하기로 결정한 어떤 단어와 같
은 3가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시를 공부
하고 있다면 학생들이 직접 시를 쓰고 그 시의 일부를 떼어내고 학
생과 함께 영어로 도전해 봐라. 네가 단어를 모자에 넣고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개념을 해석하는 조각 기초를 만
들 수 있다. 이해하였나요? 자, 우리 자신을 위해 큰 박수갈채를 
보내자!  

   제임스 교수 수업에서의 ‘언어’는 활동에서 나타나는 ‘표현으로서의 언어’의 
사용과 그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나뉘어 볼 수 있을 듯
하다. 종이 조각 수업 시간의 언어활동을 살펴보면, 제임스 교수는 “Level of 
V O C A ”  칠 판 에  적 고  친 숙 한  언 어 ,  예 술 적 인  언 어 ,  혹 은  학 술 적 인  
언어로 구분 지어 주제에 맞는 정도나 범위에서의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위의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종이 조각을 만드는 활동에서 배우는 새로운 
단어를 outtitude(과민한), relatie(상대적), skea(뼈대)라고 직접 단어를 전달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단어를 익히는 동시에 다음의 언어로 작품 감상하는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간다. 제임스 교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과 친구들이 제
작한 작품을 책상 위에 모아 두고 감상하면서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에서 연
상되는 단어들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종이 조각을 선택하여 연상한 단어들은 아
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학생에 따라서는 곡선, 정사각형, 나선형과 같이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열거하기도 하고, 물결 모양의 조명, 매력적인 라인, 계단식과 
같은 무늬를 표현하는 단어를, 매력적인 라인,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함, 섬세하지
만 강력한, 우아하고 흥미진진한 추상적인 단어를, 혹은 잘 만들어진, 평화로움, 
안정적, 야자수 냄새가 나는 곳과 같은 느낌을 말하기도 한다. 제임스 교수는 단
어와 몸을 함께 표현하기를 제안하거나, “아름다워”와 같은 감성적인 반응을 함
으로써 그 후의 학생들의 단어는 더욱더 서술적이고 묘사적인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제임스 교수의 수업에서 드러나는 언어 통합은 많은 교사가 
하는 작품을 보고 글쓰기와 같은 단순한 언어활동이 아니라 생각된다.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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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자극하고 활동을 통해서 사고를 조금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그의 언어 통합은 다양한 예시와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찰흙 
조각 만들기에서 철사를 이용하여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찰흙을 올리는 과정을 
“좀비 키우기”라고 칭하며 학생들에게 좀비 만들기를 권한다. 찰흙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좀비 만들기라고 칭하는 그의 말은 하
나의 작업을 이어가는 윤활유가 된 듯이 보였다. 또한, 작품활동을 하고 나서 활
동 전환을 위하여 “기어를 바꾸자! 일어서세요”와 같은 말을 하여 이전의 활동을 
정리하고 재미나게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이러한 상상력과 새로움을 
자극하는 언어의 사용은 학생들과의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J 교수: 통합미술이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까? 
학생A: 통합교육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 통합이 다른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미술보다 수
학에 더 관심이 있거나 그 반대로 관심이 있는 것에 미술을 연관지
어서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J 교수: 잘 말했어, 왜냐하면 이것은 학생과 작가가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하
기 위한 초대장이기 때문이지. 학생들이 통합교육 프로젝트의 내용
을 조사하는 동안, 동료 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역사, 사회와 같은 
다른 과목들에  대해 가르칠 것이다. 

                                            
   위의 대화에서 제임스 교수는 통합미술교육을 작가가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하
기 위한 “초대장”이라고 말한다. 그의 적절한 비유와 예시는 자연스럽게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결고리와도 같다. 유사한 비유와 활동으로 학생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확장된 배움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언어의 사용은 자신
의 경험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미술과 같다고 생각된다. 

   (3) 몸으로 묘사하기
   제임스 교수의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활동의 
진행과 연결은 아주 자연스러우며 매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도 적극적이고 활기차
다. 수업을 이루는 활동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논의되며 움직임이 많은 활동을 구
성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웃음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체
를 활용한 활동은 단순한 몸의 움직임이 아닌 수업 주제와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 수업 이해의 핵심 역할을 한다. 미술이라는 틀 안에서 몸은 붓이라는 
도구가 되어 묘사의 기능도 하며, 몸은 완성된 인간 조각품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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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교수는 조각 수업에서 자신과 관계가 있거나, 함께 일하고 있거나, 혹
은 알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여 긍정적인 묘사를 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표현하
고자 하는 인문의 긍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하여 그들이 몇 살인지, 어디에서 왔
는지, 생계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 자란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취미는 무엇인
지에서부터 추적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서 그가 수업에서 활동하고자 한 것은 
기억 속에서 나온 문화적 초상화, 개인적 초상화 관점에서 묘사하는 것이었다. 자
신이 속한 문화에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의미화 하는 것이다. 

J 교수: 흥미로운 것들, 구조의 상부에, 당신이 아는 사람들, 어떤 학교를 코
치하는  사람, 혹은 당신을 떨어뜨린 중요한 다른 사람이나, 너희가 
아는 누군가에서 시작하자. 여러분들은 고정 관념에서 멀리해야 한
다. 아마도 더 미묘한 것은 아마도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할머니는 항상 책
을 읽어, 그녀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은 그녀의 좋은 초상화일 것이
다. 좋은 자질은 무엇일까? 좋은 자질일 필요는 없으며 특별한 누
군가의 자질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
이 가진 품성의 것의 조각을 만들기를 원할 것이다. 너는 조각에 
묘사하고 싶을 것이 무엇이니?  

학생A: 체중, 키
학생B: 나이
학생C: 머리카락, 그들의 모습?
학생D; 안경을 쓰나요? 어쩌면 항상 모자를 쓰나요?
학생:E 지갑, 자세, 표현의 방식.
J 교수: 나는 스카스델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었고, 한 학생은 

아빠가 의사라고 말했어. 아빠를 이르는 방법으로 입는 아빠의 청
진기를 보여주길 원했었다. 사람들이 입거나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라! 액세서리... 그밖에 뭐 없니? 시그니쳐 반지를 낀
다거나. 너희가 조각하고 싶은 다른 특성들이 그렇게 물질적이지 
않은 다른 것들은 무엇일까?

학생F: 그들의 직업, 전문성, 그들의 취미요.
J 교수: 그래.. 인간으로서의 무엇, 인간의 어떤 좋거나 나쁜 특성은 무엇일  
        까?
학생G: 공감, 관대, 성가심
학생F: 이기적인 면, 차가운 

   제임스 교수는 인물 묘사에 있어 표면적인 것이 아닌 학생들의 기억 속에 남
겨진 인물의 성품을 담길 원한다. 일반 조각에서 고려해야 하는 재질이라는 부분
은 제외된 묘사하고자 하는 인물에서 품어 나오는 느낌이나 그 인물과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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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는 관계성이라는 부분을 내용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입거나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라!”와 같이 인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고민
하게 하고, “인간의 어떤 좋거나 나쁜 특성은 무엇일까? 와 같이 물질적인 것만
이 아닌 그 사람만의 특성을 드러내게 하는 부분을 생각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제임스 교수는 학생들에게 미술의 가치를 다시 고민하게 하는 듯하다. 공간의 예
술을 사람 몸을 활용한 조각을 만들어 봄으로써 공간성뿐만 아닌 시간성을 가진 
미술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시각적 표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개념적인 
것을 묘사하고 이것을 활동으로 구성하는 통합을 하는 것이다. 

<그림 9> B의 사람조각       <사진 7> C짝의 사람조각      <그림 8> D짝의 점토조각

J 교수: A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각이고 B는 여기 크레이 스탠드다. 
자, 묘사하자. 너는 할머니고 여기 의자에 앉아 안경을 끼고 책을 읽
고 있어. 조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가 짝이 만든 조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학생B: 그는 아빠입니다. 아마 내가 아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한 사람들 
중 한 분 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물건을 고치는 법, 물건을 만드는 
법, 올바른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 조각은 스크루 드라
이버 및 렌치 고정물을 무릎에 올리고 고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는 터키에 살고 있으며 재미를 위해 오토바이를 개조합니다.

학생C: 그것은 요가 전사 포즈로 있는 제 아내입니다. 그녀는 요가강사입니
다. 아내는 알파 여성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
녀의 힘과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약간씩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매우 튼튼해 보입니다.

학생D: 저의 할머니인 그녀는 재봉사이며, 항상 정교한 보석류를 입었습니다. 
점토의 세부 사항은 보석, 핀 쿠션, 가위, 줄자, 안경을 보여줍니다. 
많은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위의 수업에서 두 학생이 짝을 이뤄 한 학생은 사람조각이 되어 몸으로 묘사
하고 있으며 다른 학생은 이야기를 하며 묘사하고 있다. 브루너(Bruner, 199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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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내러티브22) 모드로 사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내러티
브는 자신의 입장에서 내면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재구성하게 된
다. 내러티브로 표현된 자아는 연극의 배우처럼 보이며 생명력이 더해진 조각과
도 같다. 이렇게 본다면 제임스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 속에
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몸의 이야기를 통한 통합을 시도한다고 보인다. 위의 
활동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개개인의 삶 자체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4) 통합미술교육 방식

   제임스 교수의 수업에서는 통합을 위한 특별한 방식이 있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연구기반 실기수업의 방식으로 학제 간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단
계적인 형태를 취하며 각 단계를 거치며 통합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제임스 교수가 통합을 실천하는 단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생 중심 탐구
   제임스 교수는 학생들에게 지시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로부터 지식을 구성하
도록 하는 학생주도 학습의 모습을 취한다. 그는 진도에 상관없이 학생의 개별적
인 수준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미술작품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학생들
이 작업의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차별화된 연구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
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관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에 기여하면서 
다른 시각에 대한 배움을 탐색하게 된다.
   통합수업에서도 그는 교육자가 수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원
하는 것을 통합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미술에 통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원
하는 것과 같은 관심사에서부터 접근하여 스스로 커리큘럼에 기여할 수 있는 장
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더 신
중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것의 이해들로 구성하

22) 내러티브는 어원적으로 “말하다”, “서술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이흔정, 2003). 이것
은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앎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를 지
닌다. 브루너(1986)는 인간의 정신적 생활이 명제적 사고와 내러티브 사고 두 가지의 
사고 양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명제적 사고는 추상적이고 상황 독립적인 진리
를 확인하고자 하는 논리적 논증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언급하는 내러티브 사고는 우리
의 삶에서 부단히 표현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묘사이며, 진실에 가까움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앎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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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업을 의미 있게 하고자 한다. 이는 통합 수업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스스로 선택하면 더 신
중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다음 스텝으로 자신의 이해를 나타내는 그
림이나 다른 유형의 매체를 선택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가 다양한 매체
들을 사용하는 것과 특정 내용의 통합이 가능하다. 교사들은 미술 통합을 
사회 수업이나 역사수업 혹은 운동 수업에서 더 잘하게 되는 것으로 여기지
만 통합교육의 요점은 수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
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학생 모두가 선택한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로부터 지식을 구성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과 
예시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들이 자
신의 콘텐츠를 선택하도록 지도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사고는 교
수의 경험과 이야기의 토대 위에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교사가 통합미
술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거나, 특정 내용의 통합을 하고 있는 이
유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제임스 교수에게 있어 통합교육의 요점은 학생들이 자
신이 주체가 되어 원하는 것을 “선택” 하고 이를 통하여 자기소통을 하는 것이
다. 그는 통합을 신장하는 실행적인 개입이 있기도 하지만 단일 수업에서 배우는 
것보다 통합수업에서 더 많은 자신의 이해가 일어난다고 한다. 미적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미적으로 경험하는 자는 자기 자신과 소통(Heidegger, 
1945; Bertram, 2005)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하이데거의 예술론과도 연관된다. 하이데거는 미적 경험을 통해 우리 자
신을 직면하고 미적으로 경험하는 자는 자기 자신과 소통한다고 말한다(Bertram, 
2005/2017). 즉 예술을 통하여 자신과 대면하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지, 어떤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지를 묻고 답하면서 스스로를 이해하게 된다. 미
술 자체에서도 시각, 음성, 문자를 통한 소통이 결합하여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작가가 소재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미술통합
의 주제 또한 특별한 것일 필요가 없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당 부
분”이 미술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미술적인 탐구의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학생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통해 그들의 
일상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변화를 실현하도록 하는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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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걸렸지만 미술 통합은 교사 주도 모델에서 학생 주도 학습을 장
려하는 모델로 변화했으며 이제 미술이 세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많은 교육자가 다양한 학습 방법 간의 연결을 어떻게 
장려하는지, 어떻게 학생들이 학생 자신의 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게 자극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생
각한다. 

   위의 인용문은 간단하지만 그가 학생주도 학습을 통하여 미술이 세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발적인 선택
을 통하여 사고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선택을 그냥 단순한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게 자극하여 그들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고민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통해 선택하고 자신의 경험, 고민과 함께 통합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것으로 다
가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선택이 통합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제임스 
교수는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커리큘럼에 기여할 수 있는 기
회를 열어둔다. 

통합교육은 학생들에게 커리큘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모든 
학생이 다 이러한 수업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열어 두어야 
한다. 여행과 같은 것을 선택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도록 한다면 세계여행
에 대해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세계여행, 우주여행, 자가운전 여
행, 해외여행, 차가 없는 말과 낙타 여행과 같은 여행에 관해 이야기하자. 
어떤 학생에게는 매일 학교로 오는 산책로가 흥미로운 여행일 것이고, 누구
에게는 우주여행과 같은 것이다. ...중략... 우리가 시도하려는 것은 미술을 
배우는 학생들의 흥미로 미술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고
안된 커리큘럼과 비교하면 ‘아주 진보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큐비즘, 
인상주의, 모더니즘과 같은 종류의 예술을 알기 위해서 교양이 필요하다. 그
러나 나는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스스로의 해결을 찾고 자신이 연구하고, 
자신이 결정을 내린 다음, 그 결정이 어떻게 올바른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
거나 다른 결정을 만들어 낼 경우 적어도 비평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제임스 교수는 “여행”이라는 주제의 수업에서 학생마다 자신이 원
하는 여행을 선택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수업을 이끌어간다. 일상적인 경험을 통
해서 영감을 얻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연구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며 학생들은 
배움의 크기를 넓혀 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판
단하고 바르지 않다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다른 선택이 가능한 것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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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자 중심 교육은 주제 
선택뿐만이 아니라 작품 감상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그는 미술 작품에 대한 그 
무엇도 설명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발견하도록 
한다. 이후 그는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 느낀 것을 설명하도록 하였고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깨달음에 관한 질문을 한
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경험은 더욱더 심화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그의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비판적인 관점을 키우는 통한 통합수업을 실천하고 있
다. 
   그가 처음 대학원의 “통합교육”이라는 수업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미술교육적
인 관심사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그가 윤리적, 심미적, 교육
적인 우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품 활동이나 
감상에서도 그의 비판적인 활동은 계속된다. 그의 수업에서 행해지는 비판적 사
고는 학생의 스스로라는 자율성이 있지만 여행이라는 구체적인 주제 속의 자율성
이며 이것은 수업 속에서 행해지는 교수자의 제안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약간의 
모순적인 성격이 보여진다. 이는 랑시에르(Rancière, 2000/2008: 22)가 말하는 
‘비판적 예술론’의 중추적인 개념인 ‘불일치(dissensus)23)’로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모순적이고 이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원리를 “상반된 것들의 동일
화(an identity of opposites)를 통해 예술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랑시에르가 말하는 비판적 예술은 관객으로 하여금 지배체제의 매커니즘을 인식
하게 함으로써 세계 변혁의 의식적 주체로 전환하게 하는 유형의 예술이다(김기
수 2016). 이는 제임스 교수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 참여를 통해 
깨달음과 태도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형성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자신과 세상을 만
들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에서 공통된 점이 느
껴진다. 

   (2) 연구 기반 실기수업 
   통합미술수업에서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 방식
을 취한다. 이는 통합수업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학생 모두가 자신이 선택한 것
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하는 것이다. 조사에는 창의성이 필요하지 않다. 그는 이것
을 연구기반 스튜디오 실기수업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힘’이라는 주

23) 불일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치 관계로 인식하는 원인과 결과, 의도와 결과, 감각과 
의미, 형식과 내용 사이의 파열, 분리, 단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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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수업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여성을 탐구하도록 한다. 학생들
의 탐구를 위하여 “클레오파트라, 마거렛 대처, 힐러리 등과 같은 파워를 가진 여
성들을 선택합시다!”라고 말을 던진다. 각 학생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각각의 다른 
여성들을 선택하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한다. 학생들의 연구와 이를 표현하는 작
품을 보면서 제임스 교수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
의 작품을 감상하고 마거렛 대처와 레이건 대통령을 어떻게 비교하였는지와 같은 
다른 학생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기존에 알지 못했던 배움을 하게 된다. 다른 학
생들의 작품과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다른 시각
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임스 교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도 배워가
며, 어떤 면에서는 그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식별하여 미술 기반 혹은 학습 과정
에 익숙한 진입점을 찾을 수도 있다. 

지금 아이들은 교사들이 모르는 어떤 일들을 배우고 있다. 선생님이 학생들
의 흥미로운 부분을 모를지 모른다. 그래서 통합 미술프로젝트는 학생들을 
미술 수업에서 새로운 배움에 일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이다. 초등
수준에서는 더 좁게, 이달에는 지역사회, 이웃, 또는 가족, 친구 가족관계, 
가장 친한 친구나 스포츠와 같이 학생이 좋아하는 것으로 미술수업에 동기
를 보여야 하는 것을 공부한다. 이 경우 교사는 학생들이 흥미롭게 표현하
는 프로젝트를 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내기를 바란
다. 한 학생이 수영을 원하고, 다른 학생이 스노보드를 원할지 모르며 호기
심의 추구로부터 오는 지식으로 수업에 공헌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미술통합을 정의하는 방법이며 미술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실기수업으로 다
시 말해진다.   
                                             

   위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호기심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탐구하면서 수업에 공헌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임스 교수는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학습 목표나, 아이디
어 기준이나 수준에 맞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의 수업에서는 교육자와 학생이 중
요한 정보의 원천이기에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이들의 호기심을 올리는 재미있
고 놀라운 방법으로 개념 및 테마를 전달하고자 할 뿐이다. 다시 말해 그의 미술
통합은 학생들이 어떤 것에 대해 연구를 해야만 했는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수업 현장의 많은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
루어지는 교육은 “커리큘럼이 아닌 콜라주를 하고 있다”라고 제임스 교수는 지적
한다. 이번 주에는 수채화를 배우고 다음 주에는 콜라주를 배우며 재료를 달리하
는 수업은 장르기반 또는 기술기반의 커리큘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수업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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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수업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연구를 모색하기를 원하는 제임스 교수는 학
생들에게 생각을 요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설명은 최대한 줄인다. 

학생들이 연구할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그룹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작업 아이디어를 탐구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미술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패턴을 좋아한다. 패턴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연구하고 배운 것을 어떻게든 공유하는 미술품을 만들어
라. 

   제임스 교수의 수업에서 탐구의 과정은 미술통합의 모습을 취한다. 그는 학생
들에게 미술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패턴을 좋아한다면 이 패턴에 대
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아이디어
를 생각하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미술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임스 교수의 수업 시간에 많은 학생은 자신의 두려움이나 즐거움과 
같은 느낌이나 경험을 표현하는 작품을 많이 만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
은 그가 생각하는 통합교육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우리는 종종 사회과목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학생에
게 투표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거나, 사회정의 또는 투표에 관한 특정 측면을 선택하게 하고, 
같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은 연구실천으로의 예술(arts as a 
research practice)이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환경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
한다고 말하고, 중앙공원(central park)에, 센트럴파크의 호수와 특히 호수
의 아래쪽 우리 학교쪽 거리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모두는 많은 
제한사항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냥 환경에 관한 것
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
여 학생들은 지구 온난화를, 쓰레기 관리, 하이킹, 스포츠, 우주 쓰레기, 나
쁜 공기, 도시 환경, 수질오염에 관한 것을 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
고 교사가 괜찮다고 말하면,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해보고, 누군가는 당신이 
더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그러나 네가 그 아이디어를 선택
하고, 네가 그것에 대해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환경에 관한 그림이
나 영상을 또는 설치를 프로젝트를 직접 혹은 팀으로 작업할 것이다. 너는 
지구 온난화 여부를 믿든지 안 믿든지, 혹은 물에 납이 있다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제가 환경에 관한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너
는 그런 탐구하는 미술작품을 만든다. 좋은 미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주제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냥 CNN으로 가서 산불을 볼 
수 없으며 너는 재료의 연구와 탐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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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제임스 교수는 탐구를 위해 “센트럴 파크의 호수”라는 구체적인 주
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환경’이라는 조금은 광범위한 주제를 주어 학생들이 주
제에 관해 연구하도록 한다. 학생에 따라서는 자신의 관심에 따른 지구 온난화를, 
하이킹을, 수질오염을 선택할 것이고 또 경험에 따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들은 
연구에 따른 소재에 관해 탐구하기도 하고, 이를 표현하는 재료, 작품을 전달하는 
언어를 연구할지도 모른다. 그의 대화와 수업을 살펴보면서 나는 학생들의 수업 
모습이 현대 많은 미술가가 미술 작업을 하는 과정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연구기반 실기수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작가들이 작품의 시작에서 
완성해가는 과정의 프로젝트를 경험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한 작품
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학생들은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즉 작품이라는 결과물에 작가들의 감성과 경험이라
는 것이 어떠한 연구를 통하여 형태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키우는 
과정과도 같다. 이들은 작업의 주제에 있어서도 행복한 주제가 아닌 “수용소의 
사람들”, “위안부 여성”, “혁명”과 같은 확대되고 어두운 면을 주제로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존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미술의 과
정을 통하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 결과이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이 기존
에 지녔던 명화나 작가들에 대한 거리가 재확립되기도 한다. 그는 미술로 잘 표
현하는 작가를 키우기 위한 수업이 아닌 모두가 작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두는 수업을 하는 것이다. 

   (3) 학제 간의 이해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길 원한다. 제임스 
수업에서 표현은 탐구를 통해 나타나며 그 탐구는 학습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된
다. 연구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많은 질문을 제기할 것이며 이것을 표현으로 나타
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기억과 같은 것들을 더하여져 자신만의 작품으로 
완성된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해를 구성하고 이를 표현할 기회
를 가지는 것이다. 제임스 교수가 취하는 통합의 마지막 단계는 학습자들은 배움
의 방식에 차이를 인정하고 미술수업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실험하고, 반영하
고, 그것에 대한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한다. 그
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통합교육에서 학생들은 학습자 중심, 연구 기반, 학제 간의 
이해라는 단계들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하지만 학제 간의 이해는 표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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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반영->이론->실행의 학습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통합에서 혁명과 같은 주제를 골라서 그것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어떤 개념적인 작품을 만들 것이
다. 누군가 다른 사람은 그것에 대해 표현적인 그림을 그리려 하고, 또 누군
가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들 다시 배우는 방법이기도 하다. 

   어떤 학생들은 연구나 이론을 좋아하며 더 학문 지향적인 경향이 있으며, 어
떤 학생은 실험적이며, 어떤 학생은 시각적인 것을 선호하며, 어떤 사람은 사색적
인 학습을 선호할지 모른다. 주로 많은 통합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
를 전달하는 방법인 말하기와 쓰기에 의존하지만 제임스 교수는 다양한 감각을 
통합하고, 학습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 제임스 교수는 학생들에게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나, 
영화, 음악 등 그들이 선호하는 것을 찾아 각자의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는 수업을 통해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다른 방법을 제
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각양각색의 형식과 주제로 표현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작업실에서 세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
요한지, 얼마나 정보를 주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한 것
을 고민하며 이런 것들을 그림이나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그의 
수업에는 다문화적인 측면, 평등 측면, 학습스타일, 미적 감각, 미학과 같이 여러 
분야의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미술통합이 되려면, 미술과 통합하려고자 하는 주제를 연구하고 미술 작품
이 어떻게 그 작품을 반영하고 어떻게 미술 작품을 만들기로 하는지 결정해
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이를 학제 간의 이해라는 것이다. 그
것은 오늘날 어떤 것을 하나의 관점이나 단 하나의 학문으로 뭔가를 이해하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약 운동을 하는 사람
이라면 트랙을 뛰어야 하며, 운동 후에 건강하지 않는 정크푸드를 먹는 것
은 건강에 좋지 못하다고 말하며, 너는 운동과 영양에 관한 모든 이해가 필
요하다. 정신건강, 신체건강 모두 중요하다. 

   위의 인용문에서 그는 오늘날 “어떤 것을 하나의 관점이나, 하나의 학문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며 통합교육을 강조한다, 그 예시로 “운
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비롯하여 정신건강, 신체건강과 같은 모든 분야



- 109 -

의 탐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인상주의 작품을 공부하는 수업 시간
에는 탐구의 과정을 거쳤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상주의 작품의 색과 
이론에 관한 실험과 독서를 하고 낙서를 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 미술제작을 하
여 단순한 미술 제작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접근법으로 많은 측면을 다루려고 했
다. 그의 수업의 주제에 있어 탐구의 범위나 제한은 없으며 상당히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그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같은 소재와 재료로 나타내거
나 모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와 미술에 해당하는 단어로 학제 간의 이해가 있다. 
전에 없던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질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 주변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위해 두세 개 이상의 학문으로부터 나오
는 지식과 사고의 방식을 통합할 때 개인의 학제간의 이해라는 것이다. 이
것의 좋은 예는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역사, 지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남한과 북한, 
한국 전쟁의 역사,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삼성과 같은 회사를 우선을 알
아보고자 하겠지. 내가 교육의 기반으로 만난 한국 학생들을 보면 고전적인 
교육, 클래식 음악, 서양의 것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왔고, 왜 그들이 고전음악을 선
택하는지 그리고 왜 고전음악이 한국에서 대중적인지, 나라에 대한 경제적
인 이해 없이, 개인적인 교육이나 학교조직의 정책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안 
된다. 그들은 좋은 음악교육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학제 간의 이
해가 가능하고 이것이 훌륭한 미술통합인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가 말하는 학습에서의 이해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가 
예로 제시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 한국 전쟁의 역사, 제2
차 세계대전, 그리고 삼성과 같은 회사를 우선을 알아보며 정치 시스템, 경제 시
스템, 역사 지리를 탐구한다. 그런 다음 개인적인 경험인 한국 사람들에게서 느낀 
것들은 연구로 그들이 어떻게 왔고, 왜 그들은 고전음악을 선호하고 이것이 대중
적인지에서부터 학교정책에 대한 이해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상세히 표현하
자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친근함을 느끼고 이들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로 이해로까지 이어지며 시공간의 확장이 되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의 이해는 새
로운 지식에 대한 이해나 과거 기억 속에 자리 잡은 한 사건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이러한 이해는 현재 경험으로부터 지닌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이해 사이에 시간적 차이를 지니지만 하나의 주제에 의해 극복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수업은 다양한 형태로서 여러 가지의 활동과 소재들이 통
합되며, 이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계하는 통합이라고도 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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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 최 교수 이야기

   최 교수와의 만남은 <디자인과 비교문화>수업을 수강하면서였다. 최 교수는 
현재 대학원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육자이자 패턴과 가방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이다. 그는 처음부터 교육자가 되기 위한 계획은 없었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교육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가족과 친지들이 미술을 
전공하거나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가져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미술 분야에 경험
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미술대학을 선택한다. 미술은 그의 삶과 분리되지 않고 
같은 선상에서 미술에서부터 삶으로 혹은 삶에서 미술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는 수업에서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며 모든 학문이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는 
자신의 관점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하였음에도 패션과 관
련된 책을 출간하였고 무엇보다도 전통의 미는 그의 최고의 관심사이다,  
   내가 관찰한 수업은 최 교수의 디자인 수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수업의 주제
와 내용적인 면에서는 디자인 수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수업은 사람들
의 요구를 바탕으로 디자인하거나 사고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통합의 관점에
서 살펴보면 오히려 전적으로 최 교수 자신만의 표현 방법을 드러내는 미술가적
인 성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들로 하여금 그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
들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흥미롭다” 혹은 “새롭다”라고 표현한다. 학
생들이 다르다고 느끼는 그의 수업은 어떠한 계획과 과정을 통해 전개되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그의 이야기와 수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업의 기획과 실천

   최 교수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전개해 나간다. 대상에 맞춘 수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전개되는 통합수업의 과정
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평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1) 수업 계획 및 준비
   그는 수업을 계획함에 있어 학습자의 이해를 우선시한다. 대상에 따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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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는 것을 달리하여 수업을 계획하기 때문이다. 그의 수업에는 크게 디자이너 
양성교육과 디자인 대중교육의 수업이 있으며 학습자들의 상황에 맞게 수업을 계
획한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는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생산자 측면의 교육을, 특
강에서는 디자인을 이용하는 대중 측면의 교육을 한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생산
자적인 측면의 교육은 전공자들을 지도함에 있어 기초적인 공부를 하더라도 학생
마다 선호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점애 유념하여 학습자에 맞춘다. 반면 수용자 교
육인 교양으로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비평적 시각을 키워 주기 위한 일반적인 수
업을 계획한다.

최 교수: 작가를 위한 교육인지 아닌지.. 이러한 차별화된 미술교육이라는 것
이 왜 필요하냐면 품성에 대한 훈련이거든요. 생산자 교육하고 받
아들이는 감상자 교육은 완전히 다르죠. 분명히 구분되어 커리큘럼
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서 수업이 창조하는 아이들이라면 아
까 말한 것처럼 창조에는 기본적으로 눈이 정교해야 한다 손이 정
확해야 하고 감성이 풍부해야 하는 것이죠.

연구자: 음.... 실기에 중점으로 두신다는 말씀이네요. 
최 교수: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커리큘럼을 짜자면 무지 복

잡하게 짤 수 있는데 그다음에.. 표현교육과 동시에 정서교육이 되
어야 하고, 

   최 교수가 미술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교육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대중교육과 
양성교육의 교육내용의 시작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커리큘럼 기획에 
있어 대상에 따라 그 접근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는 현재 미술교육이 특정
한 틀을 가르치는 것에 중심을 두는 형식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 규격화하고 있
으며, 이것이 미술 교육을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규격
화되고 형식적인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을 정교하게 만드는 수업을 
계획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눈을 정교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보는 눈을 키우
는 것’과는 다르다. 창조 작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눈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하여 
원하는 선을 정확하게 만들어 내는 훈련이 우선시 교육한 다음, 표현교육과 정서
교육의 순으로 수업을 계획한다. 이와 달리 교양으로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교육을 계획한다. 

연구자: 강의 준비하실 때 참고로 하시는 것은 뭐예요?
최 교수: 아(한숨).. 뭐라 할까.. 사실은.. 준비 따로 안 합니다. 하하하.
연구자: 에이 겸손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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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 전혀 안 하는데?!
연구자: 음... 그렇다면 15주 내용에 관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어떻게 하세

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래학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이 있다면요.
최 교수: 계획을 짜죠.
연구자: 그때 참고로 하시는 거라도...
최 교수: 내가 가진 생각에서 나오죠. 내가 예전부터 공부를 입체적으로 해

놨거든요.. 정리된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아니 그게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고..

연구자: 너무… 
최 교수: 구조화되어 있어가지고....
연구자: 난 무지 똑똑해서.. 라고 들리는데요.
최 교수: 아니 그건 지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그물을 짰다라고..
연구자: 근데 그게 저희가 정리한 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물망처럼 짜

여진 게 점점 느슨해지기도 하고... 
최 교수: 그물은 안 없어져요..
연구자: 음.. 
최 교수: 디테일한 지식만 까먹고, 예를 들어, 사람 이름 까먹고. 구조는 한

번 들으면 까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수업이 강의가 새로운 
주제로는 잘 안 들어오는데 특강 같은 것에서는 새로운 주제로 들
어와요. 

    대상이 정해지면 그는 학생들의 수업활동을 계획하기보다는 수업에서 필요한 
내용을 준비한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온 자신의 연구에서 대상에게 적절한 
주제를 뽑아내어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 교수는 하나의 주제가 선택
되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철학, 미학, 역사, 그리고 동·서양을 비교하는 내용을 
차시마다 더해간다. 그는 이러한 교육 방식이 학생들의 지식을 확대할 수 있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디자인과 미래학> 수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시간공간 속에서
의 디자인으로 시작하여 현대의 철학과 과학 기술, 철학으로 살펴보는 현대의 문
제, 서양과 동아시아의 문명까지 펼쳐지는 수업을 계획한다. 
   그의 강의 시간에는 강의노트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업 계획에 관해 질문하는 
연구자에게 “수업을 딱히 준비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하는 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특별한 수업 계획은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큰 틀이 준비된 후 
학습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수업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모습
이 표면적으로는 수업 내용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는 차
시마다 가르쳐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었
다. 달리 말하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늘 준비되어 있다고 파악된다. 그
는 평상시 공부하면서 참고 자료를 정리해 두어, 필요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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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확인할 뿐이다. 
   최 교수는 수업을 위하여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관련 디자인 
잡지, 인문, 과학, 기술, 미학 등과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정리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은 수업 계획에 특별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때그때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
가 수업과 관련된 책이 있다면 책을 준비하기도 하고,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들로 구성된 PPT를 준비하기도 한다. 그의 자료로 사용되는 사진들은 특별한 
작가의 작품이나 전시라기보다는 직접 여행하며 인상적으로 보았던 건축물이나 
패션같이 개인적인 기억이 깃든 것이다. 
   최 교수의 수업을 구성하는 방식은 “그물망을 짜는 식”과도 같다. 주제를 중
심으로 철학, 인문학, 과학과 같은 학문을 상호 연계하여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
록 하고 세부적인 것을 이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학생들의 생각과 
배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4차시 이후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발표로 구성한
다. 발표의 주제는 그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할 내용에 맞춰 준비하며, 수업의 첫 
시간에 관심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여 준비를 안내한다. 학생들은 한 학기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1~3차시 수업을 통해 익히고, 4~15차시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발
표하면서 중심 뼈대에 살을 붙이는 것을 계획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위 
지문에서도 말하는 “학습의 그물망을 씌우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 교수 수업 계획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학습자가 어떠한 교육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 수업에서 배울 주제를 선택, 그 주제에 어떠한 내
용을 더할지 학습자의 성향에 맞게 그물처럼 짜여진 관련된 다른 분야들을 적절
하게 배열하여 수업을 계획한다고 할 수 있다. 

   (2) 수업 과정
   최 교수의 수업방식은 발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 학기 동안 모든 학생들
은 각자 선택한 주제를 차시에 맞게 발표하고 발표가 끝나면 해당 주제에 관해 
토론하거나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최 교수가 정리한다. 처음 몇 차시에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의 관점을 전달하여, 학생들이 각자의 관심 주제를 어떻게 준
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발표를 준비시킨다. 따라서 1~3차시
는 최 교수의 강연으로 이후의 차시에는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최 교수의 
정리로 이루어진다. 

지식전달이 목적이 아니고 그 내가 그렇게 보는 태도들을 사유하게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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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었어요. 예를 들어, 문화를 설명하는데 먹고 사는 자연조건에 대해 겁도 
없이 바로 들어가면 가만 안 놔두거든요. 

   학생들의 발표를 듣기 전까지 주제를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얼마나 발표를 준
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발표는 그가 학생들이 가진 배움에 대한 태도, 관심
과 어려움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위의 지문은 학기의 후반부로 가며 학생
이 한 발표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는 것을 보고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최 교수
에게 직접 물어본 것이다. 지문에서도 느껴지듯, 최 교수는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수업하지 않으며 몇 차시 직접 강의하면서 보여준 학습 접근 방식을 보고 현재 
학생들의 상황과 비교하여 사유하기를 바란다. 그런 까닭에 그는 학생들이 자신
이 가진 사고를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말을 중단시
키고 다시 다른 관점에서 발표를 준비하도록 한다.
   한 수업을 예로 들면 ‘디자인 윤리’에 관한 발표 준비를 한 학생이 동·서양의 
윤리를 분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어를 나열하듯 하나하나 설명하자, 발표를 멈
추고 질문한다. “학생, 불교 윤리에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색즉시공공즉시색을 
왜 넣었지? 이것은 순환체계로 물리학적 관점이나 무슨 생각으로 넣었지?”라며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묻는다. 학생은 당황한 기색으로 “그냥 넣었다”라고 
답하자 최 교수는 “양적인 리서치는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며, “윤리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그것에 맞는 줄거리를 넣는 것인데..”라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최 교수의 질문과 방향 제시에도 변함없이 용어만 설명이 이어지자 그는 발표자
에게 “어떤 윤리를 이야기하려는지 말해 봐요.”라며 직접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 이와 반대로 정의만 이야기하고 종류를 이야기하지 않은 발표자에게
는 “구조를 파악한다는 것은 정보를 지식으로 아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
다. 정보는 지식이 아니에요!” 라며 구조를 파악을 권하기도 한다. 최 교수는 학
생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수업의 과정에서 왜 인식을 넣은 것 같아요?”라
고 질문하기도 한다. 간혹 한 시간이 넘게 발표가 이어질 때면 “사람 얼굴을 그
리라고 했는데 사람 세포를 그리는 것 같다”라며 발표를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이렇듯 수업 진행의 중간 중간에 최 교수의 주제에 대한 조사와 내용 선별이 적
당한지에 대한 평가가 질문을 통해 수업 곳곳에서 나타난다. 

최 교수: 수업 발표는 너무 애들이 전문성에만 집중해서 공부해 오다 보니까, 
이 보편성에서 매우, 뭐라 그럴까? 음.. 매우 부족하다는 거...

연구자: 으음.
최 교수: 보편 교양, 인문형에 대한 그 수준이 매우 저열하다는 거, 그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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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큰 문제고, 그게 지금 한국 미술교육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 
제일 베이스가 다 그 문제 같아. 어떤 면에서 막 발표하고 나면 좀 
과도하게 작살내고 하는 것도 일부러 하는 것도 있어.

연구자: 자극으로요?
최 교수: 내가 끊임없이 사실을 얘기했거든,, 발표할 때는 이 골자. 구조를 

잡고 들어가 줘야 한다고... 이게 사실은 학부 때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자기 연구할 때 반영할 텐
데.. 이건 아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앉았으니까..

연구자: 네..
최 교수: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는 할 수 없거든,, 사례를 가지고 계속 얘기

를 해야 하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지.. 처음 발
표하는 애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지..

   최 교수는 학생들의 발표 중간에 평가적인 표현이 많다. 그가 수업 시간에 이
렇게 자극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첫째, 학습자들이 전문성을 높이는 공부 방식
을 취하여 교양이나 인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까닭은 발표하는 학생들의 자료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 같
다. 최 교수는 학창시절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전문성만 높이던 자신의 
공부 방식에서 현재 인문학을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그는 학습자들이 자신과 같
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는 까닭에 조금 더 권위적으로 말하는 듯이 보였다. 
둘째, 학생들에게 “일부러 혼내기” 위해서다. 그가 수업 시간 중간에 이러한 평가
를 하는 것은 다음 발표자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학생들
에게는 발표하는 한 명, 한 명이 다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 것이다. 셋째, 본질에 
관해 여유를 가지고 고민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학생들이 인문적 지식을 포
괄하는 것에서부터 골자를 잡고 들어가서 자기 연구에 반영하는 것을 원한다. 이
러한 과정에 있어 성급한 학생들에게 자극적인 방식을 취하여 여유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하여금 분위기를 “교수자가 주도적이다.”라고 권위적으로 느
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교수자의 솔직한 
말이 ‘편하다’, ‘자유롭다’라고 표현한다. 최 교수 수업에서 발표는 학생들과의 교
감과 평가의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업 내용 전달을 위한 발표라고 할 수 없
다.
   학생들은 왜 그의 수업을 자유롭다고 표현하는 것인가? 우선 그의 수업은 매
주 발표하거나 연구되는 과정을 확인받아야 하는 다른 디자인 수업과는 많은 차
이를 보인다. 학습자의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고 학습자 마다 충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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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는 그의 수업이 자유로
움이 느껴지도록 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디자인 
수업에서 조사를 할 때,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실용적인 것을 따른다. 하지만 그는 
실용성보다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하도록 하여 다른 수업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정해진 날짜에 고객에 맞추어 촉박하게 돌아가는 관점에
서 벗어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고민을 통해 추후 학생들 자신의 연구
에 아이디어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표 11> “디자인 역사” 시간별 활동 (2019년)  

   다음으로, 그의 수업은 공간적으로도 다른 디자인 수업과는 차이가 있다. 그는 
둥글게 앉는 대학원 강의실의 구조가 아닌 모든 학생이 한 곳인 칠판을 바라보도
록 앉는 것을 선호한다. 둥글게 앉는 경우 최 교수를 염두하고 발표하게 되어 보
고하는 식의 수업이 형성되는 반면 발표자와 경청자의 구분되도록 앉아 그 속에
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다. 
   그의 수업을 시간의 흐름별로 살펴보면 위의 <표 11>와 같다. 이는 제임스 교
수가 수업의 다양한 활동들을 구성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최 교수의 

 구성요소  수업내용 분

 <5주차>
중요 내용 프랑스 아르누보와 19세기 말 제국주의 문화의 성장

도입

-지난 시간 수업 내용에 관해 잠시 이야기하고 이번 시간의 수업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관 지어본다. 
-새로운 내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실생활에서 보이는  
 다양한 예시를 들어 수업을 시작한다.  

 15

전개
-프랑스와 우리나라 디자인의 차이와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
-과거와 현재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설명한다. 

 50

조사, 발표 발표자는 준비된 자료를 PPT로 발표한다.  40

생각 
나누기

-발표 중 최 교수와 학생들은 PPT, 프린트 내용 혹은 발표 과정
에서의 궁금한 점을 발표 중간마다 질문한다.

 10

정리

-발표를 듣고 본인이 생각하는 아르누보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겉으로 드러난 디자인 현상 뒤에 있는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향후 디자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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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은 발표활동 이외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없다고 볼 수 있
으며 수업 시간의 반 이상이 강연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도입과 전개에서는 학생
들의 생활에 밀접한 요소들이 수업에 많이 등장하여 수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 교수가 삶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디자인의 예시
를 수업으로 자주 언급하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수자의 노력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날의 수업에 따라서 설명과 발표가 길
어지거나, 짧아지며 시간이 유동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 수업에서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였을까?에 대해 유념하면
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것은 수업 곳곳에서 드러나는 역사(시대상
황), 미학, 심리학(대상의 심리)과 같은 연계된 내용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바
라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통합적 사고는 “상상하면서 분석하고, 화가인 
동시에 과학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상태에 이른 종합지적인 사고의 
모습”이라고 설명한다(Root-Bernstein, 1999/2007: 417). 최 교수의 <디자인 역
사 수업>에서 언급하는 프랑스와 우리의 역사를 통한 현 시대상황과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상황과 함께 가르치는 것이 통합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최 교수는 모든 수업에서 미술이 사회의 모든 것들과 융합되어 서로 
영향을 받고 있어 분리되어 않고 그 속에서 디자인을 풀어가고자 한다. <디자인 
역사 수업>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강의의 흐름을 따라가면 학생들이 
여러 학문이 관련지어 생각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
면서 자연스럽게 통합을 전달받게 된다. 
   최 교수가 진행 중인 <디자인과 인간학>수업에서는 디자인보다 인간을 주어로 
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 그 자체를 
이루는 요소들에서부터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외부 요소들로 나누어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역사적, 문화적, 철학적 관점에서 설명과 
발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수업의 평가에 있어서는 수업의 과정 중 학생의 수
업 참여도와 발표로 평가를 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피드백을 받아 바로 수정하거
나 내용을 첨부하여 재발표를 하면서 자신의 방향을 점검한다. 모든 학생은 발표
를 위하여 한 학기 동안 노력한다. 따라서 그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차등
을 나누어 학점을 주지 않는다. 학생들의 연구와 이해에 중심이 두고 그 과정을 
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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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변화의 원인과 영향

   최 교수 수업에서는 자신의 학습 방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에게 처음 미술
을 지도한 사촌 형과 새로운 학습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 멘디니(A. Mendini)는 
현재의 미술과 디자인의 관점을 가지도록 한 사람들이다. 이들과의 만남은 최 교
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묘 학습: 몸과 손의 익힘
   최 교수가 입체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관은 자신의 학습 경험에서 나왔다. 그의 
교육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미술을 접하고 배
워오면서 체득한 것이 현재 그가 지도하는 수업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
다. 그의 미술교육을 처음 지도한 사람은 그의 사촌 형이었다. 당시 사촌 형은 입
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를 통해 배운 미술이 최 교수의 첫 사교육이라고
도 말할 수 있다. 최 교수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형이, 흠.. 빡세게 교육시켰다” 
라고 말한다. “빡셈”이라는 말에서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아 왔는지 약간의 예상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것이 더해진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후에 꽃피
우기 위한 노력의 “빡셈”이다. “빡셈은” 그가 학생들에게 발표 수업을 준비시키
는 과정의 모습과도 비슷하게 느껴진다. 

최 교수: 나 같은 경우에 사촌 형님이 굉장히 무식하게 가르쳐가지고,
연구자: 입시학원을 안 가시고요?
최 교수: 사촌 형님이 입시학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워낙 고지식해가지고 합

격이 문제가 아니고 실력의 문제였던 거죠. 한번 딱 트이면 응용이 
되거든. 소묘가 잘되면 어떤 재료를 가져다줘도 금방 푼다고.. 소묘
만 잘해요? 아니에요. 렌더링도 잘하게 되고 패션 한다고 그러면 
스타일화도 잘하게 되고 다 풀리는 데 만화도 잘 그리게 되고 그러
니까 그 하나만 잘되면 다 풀리는 데... 그 하나를 꼼수 부리면서 
돌아가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연구자: 제일 어려우니까요.. 노력해도 표시가 잘 안 나니까요..
최 교수: 서예 붓 잡으면 서예부터 해야 하는 거고 동양화 또 기법 훈련해야 

하는 거고,, 나는 서예 같은 거 제대로 안 배웠거든요. 근데.. 붓 잡
고 하면 해. 웬만한 건 다 해요.

   사촌 형의 수업 방식은 그에게 큰 변화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
인 가르침의 변화이기보다는 몸으로 체험하면서 익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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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존에 가진 미술의 관점을 변화하게 되었으며 그가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거
나 교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가 학창시절 사촌 형에게 배웠던 미술
은 대학입시라는 필요에 의한 수업이 아닌 실력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입시를 
염두하면서 기초를 훈련시킨 사촌 형의 교육방식은 그의 말에서도 그대로 전달된
다. 그는 사촌 형에게 받은 교육을 “고지식한 방식의 수업”이라 말한다. 그가 말
하는 고지식한 방식이란 손이 익힐 때까지 연습하여 기초를 쌓는 수업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훈련을 통해 소묘가 손에 익으며 어떤 재료를 눈앞에 두어도 금방 
적응하여 드로잉이 가능하다. 소묘 훈련의 힘든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선 표현이 
가능하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언제든 드로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체험으로 인하여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미술 수업에서 기
초소묘를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응용이 가능할 때까지의 소묘의 
연습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그에게 드로잉은 모든 미술 표현을 위한 
기본 훈련이며 이러한 관점은 사촌 형의 교육 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았
다.
   원하는 선과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한 반복적인 연습 습관은 책으로, 디자인의 
아이디어로 그리고 교육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기초를 찾아 깊이 연구한다. 기본적인 것을 중심으로 
주변을 이어가며 학습하는 방식은 그가 기초적인 소묘를 익히기 위해 이것저것 
적용해보는 훈련에서 나온 듯하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
없이 그가 생각하기에 기초이자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세상의 관심사 밖이라
고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하며 정리하였다. 20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는 공부의 흔
적들과 아이디어 구상으로 보이는 노트는 그의 작업실 지하 책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빛바랜 노트들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였
다. 최 교수가 1년 동안 수업에서 강조하고 언급하던 한국의 미, 색, 형의 모습은 
형형색색의 장신구와 소품 디자인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만드는 과정에 있기도 
하고, 연구실의 여기저기에서는 다양한 디자인 스케치로 다음의 디자인으로 만들
어지기 위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묘해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인 교육이라고.. 난 굉장히 수학적으로 
배워서,,, 머리 엄청나게 써야 해요.. 손으로 재고 그런 게 전부 다 이성적인 
거예요. 그런 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이성이 몸에 녹아들게 되고 
순식간에 뭐라 할까...음... 이해가 되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드로잉은 표현의 과정만이 아니며 이성적인 과정이다. 최 교수는 정물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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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크기에 맞게 도화지에 옮기는 작업이 이성적이고 수학적인 훈련이라고 
말한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드로잉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 소묘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상황이지만 최 교수는 입시를 위한 실기고사를 
지지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표현하여야 하는 실기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표현을 
익히고 외우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많으나 최 교수는 비록 암기를 통한 표
현이라고 할지라도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관찰과 표현이 익숙해지면 이성적인 표
현이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최 교수: 소묘의 기술이 아니라 소묘하는 목적은 눈이에요.
연구자: 맞아요.
최 교수: 눈으로 보이는 깊이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소묘해서 보는 세상과   

 소묘를 제대로 안 하고 보는 세상하고 달라요. 하하…. 안 해보면   
 모르지. 쉽게 말하면 색에 대해서도 물감을 타서 조색하는 것을 배  
 웠단 말이에요. 나중에 삼 년 정도 훈련하면 구별하는 색 단위가   
 만 단위가 되지만 훈련이 안 되면 천 단위입니다.

연구자: 암기식으로 배웠죠. 
최 교수: 그러면 안 보이죠. 미세한. 특히 저채도 색상들 이런 것들이 감지

가 안 되죠. 예를 들어, 샤갈의 그림이라든지, 채도가 낮은 아주 깊
은 맛을 우려내는 그런 작품들은 눈이 안 되면 조르지요 옷이 얼마
나 색이 뛰어난지 파악이 안 되죠, 어떤 옷에서 어떤 논리로 색을 
구사하는지……

연구자: 그렇구나... 그런 차이가.. 
최 교수: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색을 공부할 

때는 (빠르게) 아니다. 패션디자인을 공부할 때는 색의 공부가 안되
어져 있으면 안 되죠. 

   최 교수는 소묘의 목적이 눈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똑같이 재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소묘의 훈련이 기술적인 면의 향상에 있다기보다는, 소묘를 통한 상황
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에 있다. 그는 드로잉이 자유자
재로 가능한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것이 다
르다고 여긴다. 소묘의 훈련은 사물 표현에 있어 하나의 선이 아닌 다양한 선으
로 표현이 풍부하게 되며, 이러한 원인으로 실력이 향상에 있기도하지만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 교수가 소묘 수업을 강조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묘를 하는 것을 단순히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며 다른 단계를 
위한 이성의 훈련으로 보는 관점이다. 둘째, 그가 중요시하는 다른 이유는 소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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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통하여 깊이를 전달하게 되며 이해하게 되는 눈을 지니게 되는 관점이다. 
여기에서 두 다른 관점은 듀이(Dewey, 1987: 359)의 ‘행함에 의한 학습’의 의미
를 통하여서도 이해될 수 있을 듯하다. 존 듀이는 초기 학습 단계에서 직접적 인
식에 기초한 행위에 의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행위에 의한 학습은 
최 교수가 말하는 이성적이다고 느껴진 소묘활동으로 볼 수 있다. 존 듀이는 이
러한 직접 경험에 근거한 학습은 제한된 교육만이 가능하여 학습자의 이전 경험
과 새 경험을 이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상상력 및 판단력을 동반한 사고에 기
초한 학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육은 학습자의 자연적 충동
과 신체적 활동을 활용하는 초기 단계의 학습을 넘어 상급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과 상상력과 지성의 작용에 의한 탐구 자세, 그리고 열린 지적 습관과 성향을 키
우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조경원. 2014). 존 듀이가 말하는 “행함“이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만이 아닌 오히려 “지성에 의한 학습(Learning by intelligence)”
(Romer, 2012; 조경원, 2014: 134)로 경험을 통하여 사고할 수 있는 성향을 키
우는 것이다. 

   (2) 멘디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멘디니와 조명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던 한 업체 담당자는 최 교수가 작성한 
짧은 글을 읽고서 그를 찾아와 멘디니에 관한 책 출판을 제안한다. 이를 이유로 
2011년 최 교수는 이탈리아로 가 멘디니를 처음 만나게 된다. 그는 멘디니의 작
업실을 찾아 그 동안의 작업 세계를 관찰하고 인터뷰하면서 2년간의 노력으로 멘
디니의 철학과, 가치, 디지인 방법론, 디자인계의 변화를 담은 책을 출간한다. 최 
교수는 자신의 작업실에 멘디니와 책 출판을 앞두고 주고받은 편지를 액자로 만
들어 벽에 걸어두었다. 미술 작품처럼 액자에 넣어둔 손편지는 멘디니의 인품만
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동경하는 최 교수의 감정까지 잔달되었다. 책 출
간을 위한 만남을 시작으로 멘디니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그는 멘디니를 자
신의 강의하는 대학에 초청하기도, 직접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그의 회의에 참석
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친구이자 같은 디자이너로 서로에게 귀감이 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최 교수는 몇 명의 학생들과 함께 그의 아틀리에를 방문하여 작업의 
과정을 보여주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하여 듣기도 하며, 제자들에게 디자인의 
세계를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난 멘디니 같은 사람이 되
고 싶어요!”, “그는 나에게 스타예요.. 스타!”, “난 정말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하
고 있으니까, 지금도 멘디니가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를 어떻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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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지 전달하려고 하였다. 최 교수는 수업에서도 멘디니의 디자인과 철학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에피소드를 학기마다 빼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
다. 최 교수가 멘디니의 디자인을 찬사하는 까닭은 그의 디자인과 철학이 아니었
다. 그는 다른 디자이너들과 비교하며 “다른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무서
운지”를 강조하며 멘디니는 “진짜 젠틀하더라구. 한국의 할아버지처럼 친절하다
구!”라고 인품까지 전달하고자 한다. 그가 직접 만남하며 교감하면서 인간적인 면
에서의 존경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멘디니의 디자인과 사상, 그리고 인격은 
최 교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그가 멘디니의 작업실을 방문한 후에 작
성한 글의 일부분이다. 

<그림16> 알레산드로멘디니 [안나G]와인오프너,1994, 스테인레스스틸,레진.24,5x7cm

아틀리에는 디자인 작업에 대한 흔적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이 잔뜩 쌓
여 있었다. 멘디니의 책상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디자인이 탄탄한 인문학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중략)... 대표적인 “안나 G”에
서 보듯, 지렛대를 가냘픈 여자의 팔로 은유하면서 물리적 장치를 시적으로 
승화시킨다. 병따개의 모양만 디자인한 게 아니라, 병마개를 따른 일련의 행
위까지도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다. 병따개를 작동하는 사람의 움직임이 팔
의 움직임으로 옮겨가면서 병따개는 더 이상 하나의 무생물이 아니라 온기
가 도는 것이지 유머러스하다거나 감성 디자인이라는 말 정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의 디자인은 인간의 깊은 보편적 본질을 건드리는 특징이 있다. 
건축, 디자인, 잡지의 편집장을 했던 경험과 수많은 책들을 통한 격조 높은 
교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최 교수는 수업 시간에 ‘안나G‘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와인 따개 목을 틀어 
올리면 귀여운 캐릭터를 고통에 빠지게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쾌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한다. 그 미묘한 감정을 읽은 것이다. 보색을 사용하거나 어
린이같이 동심의 세계로 이끄는 디자인 속에서 측은지심을 깔고 있어 “안나G”는 
한 학기에도 서너 번 이상 수업의 자료로 사용된다. 지문에서도 최 교수는 안나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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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순한 와인 따개가 아닌 인문학적 기반 위에서만이 이러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멘디니의 디자인 안에는 실험성과 상업성, 디자인과 예술성이 마
구 복잡하게 어울려 있는 것이며 이것인 인문학이 중심이 되어 가능한 것이다. 
멘디니는 비평가이자 디자이너, 편집자이자 전시기획자, 예술가로 그가 생각하는 
미학적인 질, 즉 예술적 가치는 디자인의 외피를 예쁘게 하는 기능의 미라는 전
통적인 디자인 목적과는 다른 것이다. 멘디니는 디자인이 진짜 예술이 되는 것으
로 쓸모없는 예술을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주
장에 공감하며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짚는다. 아마도 최 교수는 기능을 상실한 
물건이나 작가의 주관성이 들어간 물건을 일상생활 속에 합법화시키는 것이 아니
라, 그동안 디자인을 등한시했던 사람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어루만지고 나아가 
일상생활을 예술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 같았다. 

   
연구자: 교수님... 책을 출판하기 전에 멘디니는 그냥 세계적인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생각하신 거죠? 
최 교수: 디자이너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고 나한테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줬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거든... 그때는 디자인 
그러면 기능적인 면을 강조해서... 너무 싫어서 나 혼자만 이런 거 
조용히 좋아하고 그랬거든... 그때 이태리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나
오면서 멘디니의 작품이 나오더라구...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공부
했지. 그래도 계속 기능주의가 있어서, 

   위의 인용문은 그가 학창 시절부터 멘디니의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
지 보여주고 있다. 대학 재학 당시 사회는 기능적인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었음에
도 그는 자신만의 디자인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 그에게 오랜 시간 큰 
영감을 준 멘디니의 디자인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공부가 필요한 것인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 모색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현실에 동조하지 않고 자
신만의 공부를 찾아 그동안 전국을 견학하였고, 그의 작업실이자 연구실에는 그 
흔적이 곳곳에 드러난다. 포스터와 식기류, 주방용품, 콜라병, 다양한 캐릭터 머
그잔, 도자기, 유리병과 주전자, 파리채, 장갑, 젓가락, 수저 등 각 나라의 역사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저마다 독특한 디자인과 문화를 보여준다. 그는 아름답거나 
풍족한 우리나라 지방 곳곳뿐만이 아니라 톡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으로 강의
실 속 디자인 여행을 다니며 그 여행을 통해 디자인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작은 소품과 재미난 디자인까지 수집하고 있다. 그의 작업실에서 차를 담아주던 
컵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를 봐서도 그는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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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누구나 인정하는 디자인이나 상품 가치가 있는 디자인에만 국한한 것이 아닌 
대상에 상관없이 수집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컵은 물을 담기 위한 컵이자 작품이기도 하다. 작품의 한 장면에 자신이 있는 것
일지도 모르겠다. 

     

  

  
<그림 17> 필립스탁, [Dr. Skud] 파리채, 1998, 
PA 플리스틱합성수지 47x6x10cm

연구자: (작업실을 구경하다. 같지만 다른 디자인의 콜라병을 발견하고서)선
생님, 이런 다양한 디자인의 콜라병 어디에서 가져오신 건가요? 왜 
모으신 거죠? 

최 교수: 일본 여행 가서 가져왔어요. (멘디니에게 선물 받았다는 와인 따개
(안나G)를 보여주며, 그 옆의 그물로 된 채를 가리킨다.) 이게 뭔지 
알아요?

연구자: (그물로 된 채를 자세히 보며) 어 얼굴이 보이네요.
최 교수: (이리저리 흔들면서 채를 통해 사람 얼굴이 보이도록 한다.) 파리

채예요. 세울 수도 있죠..(세울 수 있는 파리채 <참조17>를 세우려
고 한다.) 이 디자인들 좀 봐요, 이게 주방 도구일까요? 이건 예술 
작품입니다. 작품! 

   위의 대화에서도 작업실의 일반적인 병따개와 파리채가 최 교수에게는 단순한 
병따개가 아닌 작품이라고 표현한다.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이쁘다”, “특이하
다”라고 여기고 쓰고 버려질 병이나 소형 디자인이 그에게는 예술적 관점으로 보
게 하며 소장의 가치를 느끼는 것 같았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예술로 보
는 것이 아닌 사람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겐 예술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멘디니의 관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사촌 형과 멘디니는 최 교수에게 있어 현재 그가 지닌 미술과 디자
인을 보는 관점, 디자인 작업, 교육, 더 나아가 정서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준 사
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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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의 특징

   같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한다고 하여도 교수자에 따라서, 대상과 지역에 따
라서 다른 수업의 방식과 양상을 보인다. 교수자의 관심사와 교수자가 받아온 교
육, 교육의 경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가 배워 온 교육적 체
험과 교육적 관심사에서 형성된 수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최 교수는 
수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양한 이유로 그에 맞는 질문을 던지며, 다음으로
는 내재적 가치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몸의 학습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통
찰 의 특징을 보였다. 이 장에서는 최 교수만이 지니는 수업의 모습에 대해 상세
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질문
   최 교수는 수업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학생들에게. “이런 것 본 적 있어
요?”라며 동기 부여를 위한 질문하기도 하고, 수업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도 질문
을 한다. 질문의 내용은 일상적인 생각과 느낌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오늘의 
수업과 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질문 등 다양하다. 학생들은 이러한 질문에 
자신의 경험에 비춰 답을 하거나, 이해를 못 한 내용을 다시 질문의 형태로 다시 
최 교수에게 묻는다. 가끔은 학생의 말을 중단시키고 직접 질문에 답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최 교수의 반응에 학생들은 무안해하면서도 
그의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고, 지적하는 부분에 다른 관점은 다시 질문하기도 하
였다. 대부분의 경우 한두 학생이 질문과 대답을 주도하였지만 최 교수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해 다른 학생들이 배움이 가능하다고 여
겨 모든 학생들에게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는 제임스 교수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임스 교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이끄는 
반면 최 교수는 수업 참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표 13>는 최 교수가 한 수업 시간에 하였던 질문을 시간에 흐름을 따라 분
류해 본 것이다. 우선 그는 주제를 중심으로 삶 속에서 흔히 보이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나, 지난 시간이나 학생들의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질
문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수업의 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나 시
각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꼬리를 무는 질문, 생각을 필요로 하는 질문, 마지막으
로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질문으로 나타났다. 이런 질문은 학생 전체에게 던지기
도 하고 개인 혹은 답이 없이 생각만을 해보길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질
문에 반응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다양하게 보인다.



- 126 -

<표 13> 최 교수의 질문 분류

   학생들은 교수자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연관하여 답하는 경우, 학습 관련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저 질문에 대한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답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최 교수의 눈치를 보며 답을 찾으며 계속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질문은 
학생의 사고의 폭을 넓히기도 그리고 좁히기도 한다. 수업 중간에 보이는 논리적
인 뒷받침을 요하는 질문에서는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한다. 반대로 추상적인 생
각을 요하는 질문은 논리성보다는 감성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최 교수는 수업 시
간에 이루어지는 논리적 질문과 추상적인 질문을 순차적으로 던지면서 학습자가 
자신만의 “연구를 향한 호기심”을 가지도록 한다.  

분류 성격 내용

경험과 관
련된 질문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대상 “아르누보는 누굴 위한 것인가?”

이야기하기 “기억 속의 동료, 친구, 친척이 되어보자”
“역사적인 인물이나 현재 유명 아이콘에 관해 이야기해보
자”

지식과 관
련된  질문

차이와 
공통점

“파리의 지하철을 파리의 시민이 대할 때와 우리나라 지하
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할 때 같은 지하철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표현 방법 “예술가들은 모방, 추상을 어떻게 묘사했나?”

꼬리를 무
는 질문

과장과 축소 “신체의 특징 표현 시 과장하거나 다듬어 나타낼 것인가?”

부가가치 “여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쉼을 주는 
질문

선택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핸드폰이 나와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자유롭
고 행복한가? 아니거든요.”

생각하기 “우리가 아는 혹은 알고 있던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얼굴
표정, 몸짓, 옷차림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시간의 변화 “아르누보 같은 스타일은 현재 프랑스의 문화와 연속성을 
가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화된 
체계

구조적 관점 “샤넬백과 동대문 백의 차이는 사람들이 다루는 방식이 다
르다.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학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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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에 지어 둔 것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거든요.. 
오브제를 바라봤을 때 프랑스 지하철 입구의 디자인과 우리나라의 
지하철 디자인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학  생 : 제가 아르누보가 흥미롭다 느껴졌던 것은요.. 프랑스 친구와 지하
철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저 지하철이 아르누보 스타일
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된 거라고 말하
더라고요. 아르누보 자체가 새로운 재료로 유리나 철 같은 것을 적
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지하철의 다섯 군데인가에 지었을 때 모듈화
를 철이나 유리를 모듈을 갖고 설치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채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박람회 같은 장소도 철이나 유리로 만들
었는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스타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수업에서 최 교수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 차례 나왔
다. 예를 들어, “아르누보 시기가 잘 드러난 게 여러분들 영화 중에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 본 적 있죠? 난 재미있게 봤는데....”, “직접 가보니까 도시 전체
가 그런 분위기다.”, “내가 예전에 배울 때는 당시의 독일 스타일, 독일은 스타일
이 전혀 다르다. 장식 없이 심플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아르누보라 지칭하면서 혼
란이 있었다.”와 같이 그는 자신의 경험 세계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학생
들을 이끌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아제(Piaget, 
1963)는 경험에 의한 인지 구조의 확대를 이야기했다. 하나의 지식을 자신의 것
으로 만들어가는 동화와 자신의 인지구조에 맞게끔 받아들이는 조절을 통해 인지 
구조를 확대해 가는 것이다. 특히 경험과 의미 구성을 강조하는 미술교육에서 인
지는 지식, 이해, 사고, 판단, 감각, 감정, 정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을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인식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통합적인 지각 능력
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질문과 토론을 통
해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축하는 배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인다.
   경험과 흥미가 없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대답 없이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던 학생까지 참여로 이끌었던 질문들을 보면 학생들의 개인적인 생
각을 질문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보는 것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처럼 선택 질문에서는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답하며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질문을 대하는 최 교수의 반응은 참으로 다양했다. 
“함께 생각해 보자”, “다르게 보자”거나,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기, 답을 주지 
않고 스스로 찾게 하기, 최 교수가 답해주기, 기대의 불일치로 계속 답하기, 수업
과 관련 없이 그냥 넘어가기 등의 모습으로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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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최 교수의 수업에서 질문은 적기적소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학생
들의 지루함을 없애고 참여도를 높이기도 한다. 학생들의 표정 변화에서도 최 교
수의 질문이 어떠했는가가 전달된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활짝 웃는 모습에서
부터 무표정한 모습까지 다양한 표정을 지었다. 최 교수는 그들의 말의 어투나 
행동을 읽는 것만이 아닌 학생들의 표정을 통하여 질문의 난이도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연구자: 오늘은 학생들의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최 교수: 네 오늘은 학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줬거든요..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전달해야 할 것이 많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
지 못했었죠.

   최 교수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질문의 양이 관계한다고 생각한다. 최 
교수가 강의할 내용이 많아 서둘러 강의하는 경우보다 천천히 질문을 던지고 충
분히 생각할 시간을 제공하였을 때 학생들의 질문과 참여도가 높다. 그는 학생들
의 질문에 따라서 다시 질문하여 계속해서 이어가거나 수업내용에서 연관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초점을 잡아주고 다시 질문하도록 한다. 가끔 질문에 대하여 답
이 없는 경우 시간을 주고 기다리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최 교수가 직접 설명
한다. 질문에 반응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혼자 생각하기, 모든 학생 앞에
서 말하기, 옆 사람과 말하기, 교수자에게만 말하기, 글이나 그림을 표현하기로 
나타났다. 이렇듯 최 교수 수업에서의 질문은 교수자가 수업의 중심이 되어 학생
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활동으로 볼 수 있었다.

   (2) 몸의 학습
   최 교수는 미술교육의 몸 교육을 강조한다. 그의 수업에서의 몸 교육은 몸을 
익숙하게 하는 훈련으로 미술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소묘연습을 통해 
몸이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과 형태를 관찰하고 빛에 의한 변화를 명함으로 
나타내는 소묘는 몸의 훈련만이 아닌 눈이 훈련이기도 하다. 끊임없는 연습을 통
해 어느 순간 고민이라는 과정이 없이 바로 표현이 가능한 경지에 이른다. 그냥 
선의 강약이나 질감이 어느 순간 그 대상에 적합한 선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소묘를 한다는 것은 현재 많은 학생에겐 고통스러운 시간일 지도 모른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하
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림자의 표현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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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해부학을 연구하며 어느 부위의 뼈가 어떤 모습인지 관찰 없이 외우는 암기
식 소묘학습과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창조하는 아이들에게서 미술교육이라는 것인 머리 교육이 아니
에요. 몸 교육이지! 몸을 단련시켜서 해야 해요... 운동선수처럼... 눈을 정확
하게 만들어야 하고 선을 내가 원하는 데로 정확하게 긋고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이게 시간이 필요해. 

   최 교수 수업의 설명은 내용 전달이 중심이 아닌 학생들의 안목을 키우는 것
이 우선이다. 지문에서도 불 수 있듯이, 그는 운동선수라는 예시를 들며 창조력을 
키우는 것은 몸을 단련시켜 눈을 정확하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언급한다. 몸을 단
련시켜 원하는 대로 정확한 선을 긋고 표현을 하는 훈련은 벤야민(W. Benjamin, 
1916/2008)의 미메시스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벤야민은 무언가에 닮으려는 
미메시스는 재현하는 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방을 통해 결국에는 대상
과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즉 모방의 개념 안에 창조의 개념이 담겨있다. 물체를 
그대로 표현하는 소묘를 하면서 몸을 익숙하게 하는 모습은 사물을 재현하는 것
이며 이것을 훈련을 통해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지만 여기에는 같은 자연물이 
아닌 창조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을 최 교수는 눈을 키우
는 것이라고 말한다. 몸의 학습을 통한 눈의 학습인 것이다. 최 교수가 말하는 몸
의 학습에는 시간성이 있으며 이것은 짧은 시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노력과 
훈련이 더하여 몸을 학습하는 것이기에 몸의 표현은 훈련의 시간 속에서 몸의 기
억에 의한 표현으로 보인다. 

최 교수: 그림 자체를 이야기해줘야지. 초상화 그릴 때 청록색을 살짝살짝 섞
어서 살색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보색 대비해서 생기 있게 보이거든
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고전주의 그림을 보면 실제로 유화그림
에서 청록색이 있어요. 살색과 같은 명도로, 살짝살짝 들어가 있어
요. 뭐 그런 거라든지.. 고상한 거는 정말 설명하면 안 되고....

연구자: 처음에는 그래도.
최 교수: 나중에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해주는 데 일단은 음악도 그렇잖아

요.. 베토벤 듣고 감동, 죽인다! 이걸 느끼게 해줘야지 소나타 이론
이 뭐 어쩌고 오히려 방해하는 거죠..

연구자: 음...
최 교수: 그래서 또 작품을 설명하는 수준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복잡

하게 들어가는 것은 진짜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그림을 그림 그 
자체로 먼저 설명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구도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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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교수의 몸의 학습은 소묘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색의 관찰과 감상
은 오브제를 관찰하여 소묘하는 것만큼의 훈련이 필요하다. 지각하는 색상의 범
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는 작품의 내적인 설명보다는 보는 감상자의 눈으로 익
히기 위하여 있는 그대로 감상하도록 한다. 최 교수는 미술을 인식론 아래에서 
보고 있으며 예술적인 결과물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미
학이 이루어진다고 여긴다. 학생들에게 어떤 미술에서, 어떤 논리로 작품을 논의
할 때도 이 작품 자체가 존재하는 미술계 안에서의 방식을 보고, 이것을 받아들
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따라서 그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냥 그림‘을 그 자체로 먼저 설명하는 
것이다. 그림의 역사적 배경, 형태, 이런 정보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설명을 통해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응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바
로 이것이 눈을 훈련하는 것이다. 여러 색을 섞어보고 여러 색을 감상하는 과정
을 통하여 손의 훈련과 같이 눈을 훈련한다.
   위 위문에서 언급하듯 그는 초상화에서 보이는 살색을 감상하면서 생기 있게 
표현한 청록색의 보색대비 효과를 언급한다. 흔히 보이는 살색과 달리 표현한 색
의 섞임을 통한 느낌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몸으로, 눈으로 하는 것이다. 교수자
의 설명으로 학생들은 보이고 지각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닌 느낌과 체험의 전달
하는 색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의 설명은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제한
적이며, 작품을 설명하는 수준도 달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작
품을 감상하며 최 교수가 가진 지식과 안목에 따라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구현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중시하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보색대비의 색을 설명해 감정적인 부분을 유념하게 할 수도 있고, 이
론을 먼저 복잡하게 설명하여 감정적인 부분에 유념하여 그에 따른 참고 자료를 
보여줄 수도 있다. 설명만으로 색의 다양한 피부색을 익히는 것이 아닌, 이론보다
는 감동과 느낌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다. 

피카소 그림과 몬드리안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 못 그려요. 그런데 그 
그림이 왜 가치가 있고 비싼 것이냐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가치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그걸 이제 즐기는 거예
요.

   최 교수의 수업에서 몸의 학습은 눈을 키우고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
재적 가치를 느끼고 즐기는 것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그는 색상에 대한 감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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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면 색상의 깊이를 드러내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학생들이 작품의 내재적 가치와 작품의 언어를 읽어내길 바란다. 우선 작품이 표
현하고자 하는 것을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하여 선, 형, 색, 공간을 익히고, 작품
을 통한 자신의 경험을 인식하는 것이다.  
   벤야민에 따르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각적 유사성과,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정신적 유사성인 비지각적 유사성이라는 두 가지의 인간의 미메시스적 능력
으로 나눈다. 여기서 정신적 유사성은 쓰이지 않은 것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나 
작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최 교수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형식적인 것들을 감상
하면서 그 형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기존의 경험과 느낌이 더해져 내재적으
로 유사한 것을 탐색하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그가 미술에서 전달
하고자 하는 ‘내 몸에서 의문이 생기게 하는’ 몸의 학습이다. 

   (3) 통찰
   최 교수는 학습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교육이 아닌 남이 생각하지 못한 가
치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수업을 희망한다. 최 교수는 자신이 학창 시절 받아 온 
교육적 체험을 바탕으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학생들이 그의 관점을 읽
어내도록 매 차시 살을 덧붙여 수업을 구성한다. 최 교수는 자신이 경험한 교육
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만족한 것들은 고수하며 새롭게 생각하거
나 시대에 맞춰 필요한 것들은 새로운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수
업이 학생들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답을 예상하기 힘든 
수업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에 익숙한 학생
들은 그의 수업 속에서 다양한 관점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길들
어진 수업 방식의 접근이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학생들은 발표 전에 최 
교수에게 발표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방향을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발
표의 주제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지만 해당 부분을 깊이 있
게 조사하는 방향과 내용에도 정답이 있는 듯 습관처럼 무언가를 찾는다. 
   최 교수는 수업 중간에 혹은 다른 친구들의 발표 후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거
나 다음 발표자의 방향을 미리 던져주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학생들은 최 교수
의 표현과 인상을 통해 준비 방향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준비된 발표는 즉시 친
구들과 교수자에 의하여 평가되고 있었다. 내가 최 교수의 수업을 수강하던 당시 
우리 조의 경우도 그랬다. 학생들은 발표 전에 이미 수업을 수강하였던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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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할 내용과 방향에 관한 조언을 구하거나 최 교수의 책을 참고하여 그가 중요
시하는 부분을 넣고자 하였다. 그 수업이 어떤 방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지보다
는 최 교수가 원하는 내용을 넣어 보여 주기 식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러
한 발표 준비가 그의 수업에서만 보는 현상은 아니지만 평가 자료로 발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최 교수의 수업에서 특히 그의 반응에 집착하는 학생들의 모습
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결과물에 집착하게 만드는 교육을 받아 온 
한국의 많은 학생에게 정답이 없는 수업은 정답이 주어진 수업보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시대의 요구에 맞춘 수업이 아닌 자신이 받
아온 교육이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교육을 문제 삼는다. 서양의 
교육이 모범이 되는 듯이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우리 문화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비판 없이 다른 나라의 교육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것은 남들과는 다른 시각을 허락하지 않거나 이상하게 보는 
사회가 가져다준 까닭일 수도 있다.

최 교수: 그때 대담 같은 것을 했는데. 동계 올림픽 디자이너란 사람이 이제
는 미니멀한 북유럽식 디자인이 유행할 거라는 거야

연구자: 히히
최 교수: 손을 들었지. 수많은 외국 디자이너 잡지를 보고 있는데 북유럽풍 

디자인이 유행한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북유럽 
디자인이 한국 말고 어디에서 유행하는지 이야기해 봐라. 하하. 수
많은 표현주의 디자이너들이 활동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했더니 
당황하더라구. 흠... 산업 디자인은 완전히 아르누보 스타일인데.. 
미니멀한 북유럽 디자인이 유행해.. 속이는 거지. 그거 말도 안 되
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심리학에서 확정편향이라고 하
잖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병이에요.    

연구자;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보이는 것만 본다?
최 교수: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란다. 누가 해준 것을 그대로 40년째 붙잡고 

아이들에게 거짓말하고 있으니 참을 수 없죠. 문제는.. 그렇게 배워
서 사회에 나가서 바보 되는 거죠. 세상은 지금 그런 식으로 안 가
고 있는데...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최 교수는 자신이 매달마다 받아보는 해외 디자
이너의 잡지. 특강에 참여하며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읽고자 한다. 그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생
각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하지만 그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배워 온 교육을 그대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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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수업이나 특강, 어느 장소에 상관없이 교육자나 
사회자가 생각 없이 책이나 남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무안하
게 만든다. 위 대화에서도 미니멀한 디자인의 북유럽풍 디자인이 유행할 것이라
는 말에 발표자의 말이 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것인지를 자신이 공부한 것
을 바탕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수업에서도 발표나 질문에서 용어 선택이 잘못되거나 깊이 없이 떠다니
는 지식을 조합하여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같은 방법을 취한다. 그는 학생
들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당연한 듯이 보는 사고를 전
환하고자 한다. 
 

최 교수: 학생들은 시대도 정확히 읽어야 하고, 사람의 심리 구조도 정확하
게 읽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대 가치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
리고 그에 대한 책임감,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능력, 시대 정신 그러
한 능력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요구된다.

                                    
   최 교수는 현재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첫 단계로 시대를 정확하게 읽는 것을 
언급한다. 시대를 읽는 것이 되면 “대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 가치
를 꾸려가는 것”에 계획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책임감”과 “능력”과 같은 것이 
더해진다. 최 교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수업을 지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한 학생들은 그의 수업을 한 학기만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행하는 두 과목을 모두 수강한다. 하지만 학문의 선후를 나누어 잡아주고자 한 
수업이지만 한두 학기의 수업으로는 변화가 크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
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받아온 교육과는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이라는 인식
을 심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학생들이 익숙한 방식의 교육 
습관으로 쉽게 돌아오는 것 같다. 
   
4) 통합교육 방식

   최 교수의 수업에서는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통합하며, 통합의 이해
를 돕기 위하여 선택과 비교를 하며, 디자인교육이 정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
록 한다. 여기에서는 최 교수가 수업에서 어떠한 통합을 하고 있으며, 통합을 위
한 실천의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전체를 보는 입체적인 통합



- 134 -

   최 교수가 지니는 있는 학문의 관점은 학문을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 짜
인 유기적인 틀 안에서 본다는 것이다. 연구실 책장의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서 짐작되듯 그에 관심사는 매우 다양하다. 최근 고구려와 같이 역사적이고 과학
에 관심이 가지고 있으며 수업 시간의 예시로 자주 등장한다. 그의 교육적 관심
사에 따라서 수업에 그대로 전개되기에 그의 관심은 수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는 지식의 파편들이 아닌 구조화된 체계 속에서 살펴보며 이러한 방
식은 수업에 그대로 나타난다. 한 주제에 관하여 차시별로 다른 학문의 접근해가
며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하는 학습 방식인 입체적으로 바
라보는 학습에 대해 당연시한다고 볼 수 있다.

최 교수: 나는 옛날부터 공부할 때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체계가 있을 거라
고 봤거든요..

연구자: (고개를 끄덕인다.)
최 교수: (손으로 제스처하며)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데 내가 있으면 집에 살고 집은 동네에 있고 동네는 도시에 있고 
도시는 국가에 있고 국가는 지구에 있잖아요.

연구자: 네에..
최 교수: 그러니 우리 삶이라는 게 다 중추적으로 연속되어 있잖아요. 공부도 

그렇게 봤거든요. 공부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물리적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인문학이 있고 그다음
에 내가 하는 전문분야가 있는 거로 봤거든요. 이런 입체적인 구조
에 의해서... 지금도 그래요 움직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할 때는 구조에 대해서 레이어를 갖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했고 내가 여태껏 공부하는 과정은 그 레이어들을 세우는 작업이었
다고 봐야하겠죠. 

   최 교수는 우리나라가 단기간의 결과를 얻기 위한 효율성 중심의 방식에서 벗
어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통찰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을 하여야 한다고 여긴
다. 그는 자신의 학습 방식의 순서나 방법으로 따라가다 보면 학생들이 교수자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고 학생들이 통찰하는 눈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통찰이 쉽게 나타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미리 염두하고 있다. 
단기 효과를 바라보기보다는 기대를 버리고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목표로 
해야 하는 게 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학습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통찰을 심어주기 위하여 입체적으로 학습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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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 교수의 교육 방법 (출처: 최 교수의 연구소 홈페이지)  

   <그림 4>는 최 교수의 교육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최 교수의 교육
은 디자인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교육을 한국의 철학과 미학, 역사, 그리고 동·서
양 비교를 통해 실행하고 있다. 
   최 교수는 예술과 사회의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보지 않고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디자인을 풀어가고자 하였다. 디자인
에 있어서 문화, 역사, 철학, 예술, 동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전통과의 관계
들, 예술과의 관계들, 사회 경제와의 관계들이 뭉쳐야 할 센터에 있다고 보고 있
으며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다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위의 지문에서도 드
러나듯 학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의 체계적인 구조 속에서 보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혼자가 아닌 사람과 사회, 국가, 더 나아
가 지구까지도 연계됨을 유념하여 학습에서도 확장해 나간다. 즉 우리의 삶이 모
든 것이 연속되어 있듯 학문도 물리적 관점, 철학, 인문학, 전문분야의 순서로 레
이어를 세우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의 수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문화권이 가진 자연과 자연환경으로부터의 역사, 삶의 모습들을 구체화하여 
서양과 동양의 디자인의 모습을 살펴보는 방식을 취한다. 환경에 적합한 것을 취
하면서 독특한 성격을 보이는 디자인의 세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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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 교수: 작가 입장의 이론인지, 수용자 입장의 이론을 이야기하는지 잘 봐
라. 수용자가 작품을 파악할 때는 순전히 순수하게 작가가 무엇을 
하였던 생각하지 않고 표현으로서 만들 때 아무런 제지가 없었듯 자
기 지식대로 해석하는 것, 뜻을 새기고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다. 가
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얼마다에 들어가면 목적성이 
들어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예술은 무목적성을 가진다. 작품이 가
진 주체에만 충실하면 된다. 

학생 A: 현대 무목적성이 나오는 이유는 모던 미술에서 현대 표현주의를 위
한 것 아닌가요? 실사회의 예술이 무가치함, 전유, 차용개념이 넘어
가면서 무목적성 자체가 방관자로 부조리의 공모자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아요?

최 교수: 학문은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비슷한 생각이 모여 체계를 만든 거 
아니야. 무목적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을 참조해서 쓴다고... 
구조적으로 알면 재구성해서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요
리와 비슷하다. 단맛, 쓴맛, 짠맛을 애매하게 조율해서 수천 가지 음
식을 만든다면 철학도 그런 개념에서 보면 좋겠다. 미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수용자를 설득하기 위해서야. 해석
을 유도하는 것이지. 

   최 교수는 “인간의 미감”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 예술이 기본적으로 무목적성
을 가진다고 설명하며 작품이 전달하려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는 작품을 제대로 파악하고 통찰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는 책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고 여긴다. 위의 대화에서도 그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학문의 개념을 참조하여 현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가 강조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계를 요리를 한 예로 들어 철학을 다양한 개념들의 조합을 통하
여 구조적인 부분을 파악하여 현상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최 교수의 통합수업
은 그냥 이것저것을 섞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요리에서 모든 양념이 들어간다고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레시피를 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수업을 
비유한다. 즉 연계된 학문을 아무런 계획 없이 펼치는 것은 통합수업이라 할 수
는 없다. 그의 통합수업 속에는 하나의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문의 연계를 제시하
고 그 속에서의 학습자들이 자신만의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인간의 활동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푸코 이론,, 이런 말, 인간은 혼자 있
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일제, 유교, 미국식
민지를 현대사의 문제.. 총제적인 의문을 가져야 한다. 총론을 먼저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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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플라톤부터, 공자부터 알아야지. 고전주의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안 나온다. 데생 안 된다고 추상미술이 되겠냐. 항상 기초를 파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 

   최 교수는 인간의 활동이 조합된 활동이듯 모든 것을 연계하여 보는 것은 당
연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삶의 문제나 학습에서도 총체적으로 보기 위한 방향
을 모색한다. 학생들이 총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끌어주면, 과학과 철학, 인문학
과 같은 학문과의 연계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통합하여 관련된 역
량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이다. 삶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시를 통하
여 학습자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통합을 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최 교수가 체계적
으로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며 바라보는 관점을 따라서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한
다. 이런 점에서 그의 수업에서 통합의 모습은 의도적 통합과 비의도적통합 두 
측면이 모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2) 비교와 선택을 통한 이해 
   최 교수는 예술을 문화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특히 디자인은 상품이며, 기
술의 산물이자, 아름다운 물체, 예술품이기도 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철학, 미술사, 미학,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동서양의 
문화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비교가 아닌 한 주제를 두고 동서양
의 차이를 시간적, 대상적으로 비교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패턴화된 정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하며 학생 스스로의 생각을 중시한다. 수업 시간에 잘 정리된 매뉴얼을 가져와 
발표하는 학생들에게 그는 “내 사유가 들어가고 논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
하며 본연적인 탐구, 비판적으로 살펴보라는 말을 몇 번이고 강조한다. 최 교수는 
입시체계나 학문체계에서 타율성에 젖어드는 학생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큰 구조에서 세부적인 것을 세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여기서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 동서양의 문화가 극단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런 이유
를 살펴보면 구성을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거기서 차이가 나온다. 또 거
기서 철학이 나온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신체적 한계들, 인간의 관점에서 
세계를 본다는 것이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어도 모기와 사람은 다른 것이
고 관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내 관점을 확인하지 않고 진리라고 여기면 
말리게 되는 것이다. ...(중략)... 그래서 사유를 하고 구조화하고, 자신의 논
리 체계들이 수정 보안이 되는 것이다. 항상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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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교수는 “인간이 먹고 살기위해 만든 모든 것을 문화”라고 정의하며 이는 
자연조건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따라서 문화를 이야기함에 
있어 자연조건을 살펴보는 것 즉, 자연의 이해가 우선이어야 하며 그 안에서 인
문학적 움직임, 예술적인 움직임과 음악, 문화, 영향을 받는 자연 속에서 배태된 
요소를 알아본다. 위 지문에서 알 수 있듯 최 교수가 디자인 수업에서 동서양의 
차이를 알아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그 문화의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철학이 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교문화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 
생각을 확인하고 이것이 논리적인 것인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 교수는 모든 수업에서 차이를 점검하고 우리의 문화를 바라
보도록 수업을 하고 있다. 그는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원
인을 고민하고 시대에 따른 변화와 그 원인과 관계하는 것을 살펴보며 수업을 진
행해 나간다. 최 교수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는 동서양의 나라를 선택하고 차시별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살펴보며 
비교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 수업에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살펴보고 비교하며 
예시로 전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는 독일의 바우하우스를 설명하며 “독일만 
이성적 사고를 한 거냐? 그럼 다른 나라는 이성적이지 않을까?” 와 같은 질문을 
하거나 “청계천 아저씨가 만드는 의자와 독일 바우하우스 디자인 의자는 뭐가 다
르냐?” 같은 질문을 던지며 디자인을 보는 나라마다 다른 관점에 대해 스스로 연
계하여 생각하도록 한다.   

“그리스 조각의 특징을 보면, 옷을 안 입었거나. 천을 살짝만 입었다. 왜 그
랬을까?” 동아시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큰 차이가 보인다. 사람은 거의 안 
만들었으며 만들어도 진시황의 조각을 보면 표현이 그리스보다 못하진 않다. 
옷을 다 입혀 놓고 있는 그대로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은 책에 안 나온다. 그리스 조각은 굉장해 보
이게 만들어 놓았다. 누드로.. 그리스 미술을 위대하다는 시각으로 글을 쓰
지.. “서양의 미술은 좋다.”라는 의식에서 바라보는 데.. “그리스 사람은 왜 
그랬을까?” 힌트... 누드로 그렸지만 유혹적이진 않다.. 아폴로 비너스 미술
만 보아서는 답이 안 나온다. 

   최 교수가 비교하는 것은 어느 문화가 높고 낮거나, 비슷하거나 다르다는 것
을 분류하기 위함은 아니다. 비교를 통하여 해석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위의 지문을 보면, 그리스 조각과 동아시아의 조각 표현을 비교하며 그 원인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 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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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이야기하며 편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을 스스로 고민하도록 
하며 그 해답을 하나의 문화가 아닌 여러 미술을 함께 보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
보도록 한다. 이러한 차이를 통한 수업은 비교의 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
도 있지만, 보거나 경험을 한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통해 간접 경험
을 연계한다. 최 교수는 “인간의 욕구”를 지도하면서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대중음악이나 유행하고 있는 패션디자이너를 중심으로 동서양으로 구분하도록 하
고 우리의 시각에 대하여 의문을 던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사를 확장해 
나가는 수업을 진행한다. 

프랑스 같은 상황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같
은 상황에서도 선택의 방향은 다르다. 돈이 있다고 해서 프랑스가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관계
가 있는데 장이라는 개념으로 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

   최 교수의 수업 시간에 차이는 관계 속에서 비교를 통해 나타낸다. 사람과의 
관계나 작품이 존재하는 방식, 그 시대에 나타나는 대상, 대상들과 사람들과의 관
계하는 것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 자연, 역사, 사회구조, 철학의 개념에서 우선 
적으로 살피고 추론한다. 위 지문에서도 최 교수는 같은 시대, 같은 지역의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어도 다른 선택의 방향을 가진 역사적인 사건, 디자인을 자연적
인, 사회구조의 관점에서 연계하여 살펴보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리서치 중심으
로 하는 평면화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닌 중심 내용을 모아서 자신만의 사유가 
들어가도록 하고자 한다. 동서양에 선택의 우선 순위가 다른 차이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과정에서의 이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우리의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통하여 이해를 돕는다. 학생
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관련된 수업내용을 통합하여 학습하면서 비판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최 교수처럼 비교를 통하여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학습과정에서의 이해를 돕는 것이 가능
하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이 가능하게 한다고 보인다.
    
   (3) 정서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는 수업
   최 교수는 다양한 학문을 학습하는 것만으로 통찰하는 눈을 키우는 것이 아니
라고 말한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정신작용인 정서 교육이 함께 되어야 
한다. 그는 수업에서 디자인과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하여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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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작용을 교육하길 원한다. 

현 교육과 동시에 정서교육이 되어야 하고, 정서교육은 미술 안에서만 할 
게 아니고 음악이나 문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들이 많이 되어 있
어야 한다. 실제로 뛰어난 작가들은 그런 부분에서 우수해요... 책도 많이 
읽고... 

   최 교수는 미술 교육에 있어서 정서교육도 음악, 문학과 같은 다른 학문과 함
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정신성이 작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
다. 이것은 이성적인 정신작용과 분노와 측은한 감정에서 나오는 윤리성의 정신
작용으로도 볼 수 있으며, 그는 수업에서 한 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이성과 윤리
성이 함께 잘 이루어지는 정서교육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디자인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작품을 완성하거나 발표하는 과정에서까지 이성과 윤리성
이 함께 작용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성과 윤리성에 담긴 인문학적 
가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디자인이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표현이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여도 정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은 실패한 것으로 여긴다. 

멘디니의 4000만 원짜리 의자는 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감각기관
의 것을 중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몸과 정신이 어떻게 이어질까? 감각기관
이 중심으로 심장이 아닌 뇌와 관련된다. 즉 감각과 정신의 일치가 되지 않
으면 실패한 작품이다! 뛰어난 작가들은 한 선에도 그 정신과 의미들을 담
고 있다. 개인이나, 지역, 시대 그리고 민족양식...

   위의 지문에서도 보이듯, 최 교수가 생각하는 뛰어난 작품은 몸과 정신이 일
치되어 표현되는 것이며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감상하는 관객은 작가의 정신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멘디니의 값비싼 의자를 찾는 것은 개인이나, 지역, 
시대, 그리고 민족양식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앉기 위해 제작된 일반 
의자와는 다른 것이다. 생활양식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격을 떠
나서 멘디니의 의자를 선택하게 된다. 멘디니의 의자는 미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고 일반 의자는 오브제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최 교수는 학생들에게 다른 
일반적인 실기 수업처럼 밤새워서 꼼꼼하게 디자인하는 수업이 아닌 생활양식과 
가치를 볼 수 있는 과정을 훈련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수업 시간에 작가들의 정
서를 읽고, 그것을 공감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를 다스리고 남의 정서를 배려
하길 바란다.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다. 정서를 읽어내기 위하여 최 교수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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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학문에 국한되어 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밖으로 나와 디자인을 바라보
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한다. 

물체의 근본적인 차이? 청계천 아저씨의 환풍기, 디자이너의 환풍기의 차이
는 어떻게 다른가? 뭐가 다른가? 정서를 움직이는 것까지 가야 한다. 세탁
기인데 이뻐야 한다. 우리의 담당은 ‘미’ 이다. 실용성의 문제보다 심미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심미성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것 즉 정서를 
움직이는 것이다. 

   최 교수는 좋은 디자인은 사람의 정서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
생들이 정서적인 측면을 디자인하고 감상하면서 이 작품을 관객의 측면에서 바라
보는 것이다. 정서를 움직임을 담당하는 것은 “미”이다. “미”적인 부분을 파고 들
어가 정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술을 일반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화랑이라는 공간, 음악방송, 극장과 같은 곳의 특별한 매체
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음악, 미술, 영화의 감상이 특별한 장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들어간다. 영화를 보고 친구와 이야기하며 일상으로 나올 수 있
다. 예술은 매체와의 경계가 없어지고 삶을 통째로 보는 것이다. 

사람의 감각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눈이 없으면 디자인이 감지
가 되지 않고 눈을 통해서 어필할 수밖에 없으니 색과 형태를 잘 알아야 하
고.. 맛집이라고 연남동을 찾아오는데.. 옷을 입는데 그냥 입다 예뻐 보이기 
위해서 먹는데. 디자인은 이제 심미성 위주다. 강조되는 시점이 온다. 이탈
리아, 일본의 디자이너들이 일차적으로 심미성으로 본다.. 아름다움이 심미
성에 있지만 그 안엔 개성이 들어가 있다. 매력, 개성 심미성의 문제는 조형
의 완벽함이 들어가고 그 위해 개성이 들어간다.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 
처음엔 완성도,, 조형의 완벽함을 원했다면 이젠 개성을 원한다. 이게 거꾸
로 보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올라갔다. 이젠 획일적인 트렌드가 없다. 좋은 
것을 쫓아간다.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다양함이다. 귀여움, 첨단, 편안함, 철
학적인 디자인이 다 필요한 것이다. 

   최 교수의 심미성에는 개성이 들어간다. 형태적인 완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성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아무리 완벽한 디자인을 한다고 하여도 개성이 없다
면 그것은 대중에게 선택받지 못한다. 디자인은 그것을 사용하는 대상을 고려해
야 한다는 면에서 대중의 시선에 관하여 수업 시간에 나눈다. 최 교수는 현재의 
대중은 어떠한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떠한지, 또 다른 나
라에서 우리나라의 디자인을 보는 관점은 어떠한지, 어떠한 디자인이 새롭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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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지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함께 고민한다. 
이것은 획일적이고 트렌드적인 디자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디자
인을 보며 이들의 다양한 미적인 감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3. 두 교수자의 사례를 통해서 본 통합의 원리

   앞서 제임스 교수와 최 교수의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은 어떠한 
계획과 과정으로 나타나는지,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내가 두 교수
자의 수업을 참여관찰하면서 확인하게 된 것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과
정에서 많은 차이를 가진다는 것이다. 나는 이들의 자료를 분석하고 면담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교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통합교욱에서 나타나는 통합은 학습자와 교수자 그리고 환
경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었다. 
   우선, 두 교수의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보이지만 그 접근 방
식과 인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자율성의 관점에서 통
합을 살펴보면 두 교수는 모두 자율적으로 원하는 주제와 재료를 선택한다는 것
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수업을 비교하면 최 교수 수업에서 보이는 자율
성은 제임스 교수의 수업에서보다는 학습자가 가지는 한정된 자율성을 보인다. 
제임스 교수의 수업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해 주제와 재료의 선택의 자율
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매 수업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의 개
입이 없이 학생들이 자유로운 주제와 재료 선택으로 자신의 관심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여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즉 선택의 자율성은 학습자가 스스로 통합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와는 달리 최 교수의 경우 같은 소제 선택에서 학습자의 자율성이 있지만 학생들
로부터 지식을 구성하여 수업의 참여를 이끌기보다는 제한된 개념들 속에서 선택
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교사는 한 학기동안 배워야 하는 개념과 관련된 주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선택하는 자율성이다. 이
러한 선택은 학습자들이 통합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교수자가 제한한 한정된 자율
성이 제시된다고 불 수 있다. 최 교수는 주어진 것을 통합하지만 수업을 통해 학
습자가 스스로 통합을 한다는 점에서는 두 교수자의 같은 측면이라 볼 수 있다. . 
   다음으로 학습자를 대하는 차이를 들 수 있다. 두 교수는 수업에 앞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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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들이 학습자를 대하는 태도와 반응
에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임스 교수는 학습자를 통하여 배우는 
자세를 취하고 학습자와 함께 수업의 방향을 모색한다. 따라서 학습자를 대함에 
있어서도 학습자들이 지닌 사상과 다른 문화적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여기에서 교사는 위계적 관계가 아닌 조언자로서 역
할을 한다. 하지만 최 교수의 경우 학습자는 부족함이 있는 학습자로 이들이 배
움을 통해 채워가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달리 말하면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를 
교수자가 직접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즉, 교수자
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경우 직접 전달하여 
학습자들이 그 과정을 통해 따라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실천하는 교육자는 수
평적이기 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인 교수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의 차이
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들면, 수업에서 학습자와 교수자의 언어와 대화를 통해
서 살펴볼 수 있다. 제임스 교수는 최대한 많은 예시를 들어 모든 학습자가 소통
이 되길 바라는 반면 최 교수는 비교와 선택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눈 높이게 맞는 예시를 통해 배움의 확대를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차이는 제임
스 교수가 통합을 배움의 과정으로, 최 교수는 학습 방식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
를 둔다고 할 수 있다. 
   인그램(Ingram,1979)의 분류한 통합의 유형을 들어 표현하자면 최 교수는 구
조적 유형 중에서 공통의 이슈나 공동의 관심사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것을 융
합적 통합으로, 제임스 교수는 학습자의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 발견하고 새로운 
지식의 관점에서 개념을 구조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종합적 통합의 모습을 보인
다. 앞에서 언급한 차이를 모두 정리하면 위의 <표 14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4> 제임스 교수와 최 교수 수업 비교
        교수

구분
제임스 교수 최 교수

통합의 내용 교과+미술, 학습자의 경험+미술, 
예술간 통합

주제 중심

통합의 유형 종합적 통합 융합적 통합

통합의 의미 배움의 과정 학습 방식

수업의 형태 교사의 개입 없음, 학생의 관심 교사의 개입, 학생의 관심

교사의 역할 조언자(adviser) 교수자(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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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두 교수자는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가? 그 차이의 원인을 찾
기 위하여 개인적인 측면과 상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교사에 따
라 통합의 방식과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의 수준에서 이미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교수자가 가진 선지식, 눈으로 보고 익힌 것, 경험한 
것을 토대로 복합적으로 통합의 정의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두 교수자의 수업
에서 나타나는 통합의 양상,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형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
에 없다.
   예를 들어, 제임스 교수의 경우 다문화교육을 수업하는 장면에서 학습자 한 
명, 한 명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며 수업의 활동과 활동을 더하여 통합이 구현
되었다. 통합미술교육이라는 목적을 두고 학습자로부터 통합을 이루어지게 한 것
이다. 그러나 최 교수는 디자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통합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 교수는 교사의 안목에서 강조되는 것을 수업의 중심에 
두고 이를 학습자들이 따라가며 자신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다른 
관점에 따라서 통합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두 교수자의 수업이 이루어진 곳이 한국과 외국이라는 지역의 차이
와 같이 환경적인 요인이 수업의 방식과 진행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게 한 것으
로 여겨진다. 제임스 교수는 학교의 여건이 최 교수의 학교 여건과는 다르다. 예
를 들어, 제임스 교수는 다른 수업을 지도하고 있는 동료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수업의 내용을 공유하고, 가끔은 서로의 수업을 참여관찰하며 지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서로의 수업에 관하여 토론하고 수업의 실천에서 변화하거나 수정된 
것을 다시 교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관행처럼 내려오는 학교의 문화이기도 하
다. 이러한 타 교수들과 소통의 편안함은 수업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수업을 시도하도록 하며,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습자의 의사 반영, 재고한다. 제임스 수업에서 소통의 공간
이 다양한 학습자는 수업 과정, 수업을 끝낸 뒤, 온라인 공간 등으로 자신의 생각
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된다. 이러한 공간은 학생들이 수업의 공간에서 하
는 활동의 자료와 문서들을 통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 교수의 수업에 경우 수업 권한이 온전히 교수자에게 주어진다. 이
는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육자들이 지닌 문화적인 특징이 
주는 차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동료 교수자들이 함께 준비하고 서로의 수
업 계획을 나누는 모습은 특별한 계획 없이 있기 어려운 듯하다. 더 나아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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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좋은 원동력이 되는 관계는 더더욱 기대하기 힘들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것이 학습자 중심 통합 교육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원인
으로 보인다. 교수자 자신의 생각 혹은 수업을 가르쳐온 방식에 있어 변화를 두
려워한다고 여겨진다. 다른 표현으로 자신이 혹여나 다른 교사들과 다른 방식으
로 남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교사만의 모습
이 아닌 보여주는 것만 보고 의존적이길 희망하는 학습자 성향과도 이어지는 듯
하다. 
   이상 III장에서는 국내외 두 교수의 사례를 통해서 학습자 중심의 통합 미술교
육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교수자의 수업의 계획에서
부터 수업의 과정 그리고 현재의 수업 모습을 오기까지 어떠한 학습과 관계를 가
지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두 교수자가 가지는 학습자 중
심 교육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내가 예비 조사를 통해 
이념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해결로서 바라보던 통합교육이 관점이 학습자를 이
해하는 과정으로 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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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위한 실행연구

   앞서 제Ⅲ장에서는 두 교수자가 실천하고 있는 통합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업 
계획, 과정, 특징을 따라서 살펴보았다. 두 수업을 통해 통합 지향 미술교육은 학
습자의 이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 장에서는 성인
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실행연구 한 것을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통합 지향 미술교육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하는 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학습자 중심 통합 지향 미술교육에 대해 조금 더 깊
이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는 미술을 삶의 
동떨어진 영역으로 생각하는 학습자들에게 수업을 통해 미술에 대한 거리감과 압
박감을 줄이고 통합교육의 저해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위해 실존적 자아 학습인 “나는 누구인가?” 수업을 시작으로, 학습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미술과 디자인 수업을 10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리고 고등학생 대상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계획하며, 생활 세계에
서 일어나는  자신의 체험에 대한 이해의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
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두 수업의 통합 지향 미술이 어떻게 기획되었으며, 실천
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반성과 재실행으로 어떠한 변화를 시
도하였는지 학생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드러난 통합 지향 미술교육의 체험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성인 대상 통합미술교육  

   미술을 가까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박은별, 최하나, 송영수를 대상으로 이
루어진 실행연구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기획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이번 수업은 학교와, 전문기관에서 하는 일반적인 수업과는 성격이 많이 다
르다. 이는 전문적인 훈련이나, 취직 준비를 위한 미술교육이 아니라 교양교육의 
성격이다. 수업의 기획에서부터 참여자들과 만남,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전개하
였으며, 수업의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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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기획과 만남

   앞 장에서 언급한 두 연구자는 성인 대상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계획함에 있
어 큰 틀을 만들게 한 교육자라고도 볼 수 있다. 우선 제임스 교수의 통합미술교
육 수업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수업이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그 차이를 인정해주는 그
의 수업은 다른 학습 방식에 대한 교감의 폭을 넓혀가는 시간이었다. 그의 수업
을 수강한 이후 학교나 학교 밖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 당시 학습
자적 경험을 고려하여 계획하였고, 한국의 한 대학에서 ‘통합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해’라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통합미술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
게 된다. 당시 수강자들은 졸업 후 학교나 학원에서 미술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
생들이었으며, 수업을 통해 대상에 맞는 통합교육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한 
프로그램을 외부의 교육기관에서 실습하는 수업이었다. 학생들은 당시 받아본 적 
없는 통합미술수업의 교안을 짜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나
는 제임스 교수의 수업을 비롯하여 타교사들의 통합미술 수업을 천천히 돌아보았
고, 통합미술교육을 타 학문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이나 예술분야간의 연결을 
위한 것이 아닌 이해력을 높이는 데에 중심을 두고 수업을 관찰하고 고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으로서의 경험과 교생기간에 기획하고 실행하였던 프로그
램과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나누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
였지만 통합미술교육 수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고 느껴졌다. 통합미술교육을 
받아보거나, 해보거나, 보지 못했다고 여기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통합미술교육 진
행하도록 교육안을 짠다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귀찮고 힘든 교육안
을 짜는 것보다 이미 정해진 교안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반복해서 돌아가는 학생
들을 보면서 나는 회의감이 들었다. 따라서 나는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미
술수업을 진행해 보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임스 교수나 최 교수가 하였던 통합미
술 프로그램이나 내가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기획하였던 수업을 그대로 전달하고
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습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통합미술교육을 모색하
고 싶었던 것이다. 
   수업 개설을 고민하던 중 연구자가 재학 중인 학교 포털사이트에 재능기부 게
시판에 “미술수업”을 공지하고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내가 통합 지향 미술수업이
라는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통합미술”이라는 의도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미술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길 원했기 때문이었다. 미술을 배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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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지만 기회가 없었던 탓인지 적지 않은 인원이 신청하였고, 빠짐없이 참석할 
학생들을 확인하면서 최종 3명의 학생과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의 나이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으로 최근에 학부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최
하나, 박사과정 중인 송영수, 대학원을 다니다 현재 초등학교로 복직한 박은별이
다. 나는 구체적인 수업을 계획하기에 앞서 이들이 수업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미술과 어떠한 관계 맺기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수업의 계획 및 준비
   첫 시간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전개하면서 느낀 것이 학생들의 ‘상처’가 생각보
다 크다는 것이었다. 다음 차시를 준비하면서 나는 학생들의 이러한 점에 유의하
였다. 과거 ‘상처’로 인하여 미술은 “어려운 것”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학생들 
조금 더 깊이 있는 나눔을 위하여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나타
나는 학습활동의 태도와 학습 방법의 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내용에서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미술들을 연계하고, 삶 속에
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들을 예시로 들어 미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
부터 시도하고자 하였다. 
   첫 수업에서 학생들의 과거 미술의 경험, 생각,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미술활동을 지켜보면서 표현의 어려움이 아닌 학생들이 평가에 대한 두려
움으로 미술과의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계
획적으로라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생활 속의 미술’을 통해 학생들의 삶과 미술
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수업의 초점을 두기로 하였다.  
   미술과 거리감을 좁히기 위하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유념하여 설
계하였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자연에 녹아 있는 대지 미
술, 사회의 문제들을 미술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민중미술, 미술을 통해서 활
기를 되찾는 미술과 같은 작품을 많이 다룬다. 둘째, 어느 특정한 주제나 재료의 
사용에 있어 학생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수업에서 다룰 재료와 주제를 선별하도록 
한다. 셋째,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 연구된 자료를 작품에 이입시키는 과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술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틀로 
참고자료와 주요활동을 다음 <표 15>과 같이 계획하였다. 실행연구의 특성상 운
영의 과정이 현장의 문제와 학습자에 의하여 계획과 실행, 관찰, 성찰이 순환적으
로 반복될 수 있음을 의식하여 구조화된 실천을 하기보다는 변화되는 모습을 주
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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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수업 운영 계획

  

차
시

강의주제 주요활동 수업내용 및 참고자료

1 나를 소개합니다. 철사 공예 프로그램 소개하기
-키네틱 아트 (예술과 과학의 만남)

2 나만의 이야기 젠탱글 점, 선, 면, 조형감과 리듬감
-그래피티 아트, 낙서화(키스해링)
-김광섭의 시 [저녁에], 김환기의 점화도

3 나만의 컬러 색 혼합 색의 표현
-모네 루아 대성장 연작
-모네 건초더미
-대지미술

4 빛과 그림자의 공존 조명디자인 빛+3D
-라이엘 라이 [생각하는 사람 조각]
-종이를 활용한 텍스쳐 표현
-민중미술

5 나도 작가다. 소금과 커피를 
이용한 기법연구

재료 사용 방법과 활용
-베르눌리아, 마리아 커피아트
-커피드로잉 영상
-미켈란젤로와 다빈치

6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가? 

컵홀더 디자인 디자인과 순수회화
-충전 컵홀더
-한국적인 문양 디자인
-민중미술, 대지미술

7 인체 익히기 인체 드로잉 미술해부학 (골격구조 익히기)
-인체 신비전
-컨투어 드로잉, 음악드로잉, 연상드로잉
-데미안 허스트, 클레멘트

8 의상 디자인 패션드로잉 소재와 재료의 방법 구상
-옷 디자인 참고자료
-주름과 소품 더하기

9 색상 올리기 패선 일러스트 색상 조합 (코디)
-다양한 형태의 일러스트
-전 시간의 드로잉에 색 입히기 

10 나만의 작품 액자 만들기 작품이란..
-은박지 판화
-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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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에서도 보이듯, 1~6차시까지는 한 차시로 끝나는 수업을, 7~10차시는 
연계되는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1~10차시를 연계하였을 때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6차시의 수업을 각각 한 차시로 구성하였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서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 상세히 살펴보면, 1차시에
서는 사용하기 쉽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은 와이어를 첫 시
간의 실기 학습으로 선택하였다. 자유롭게 구부리고 자르고 꺾으며 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와이어를 사용해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물’이
나  ‘ 사 람 ’ 을  표 현 해 보 는  것 을  수 업 의  내 용 으 로  구 성 한  것 이 다 . 
   헤겔에 따르면 예술의 정신적인 내용은 감각적, 질료적 형태를 통해 실현되며 
모든 예술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는다(Bertram, 1967). 그는 건축, 문학, 회화, 음
악, 조각의 예술 가운데 건축과 문학을 양 극단에 놓고 건축은 감각적인 차원으
로 그리고 문학은 정신적인 것에 가깝다고 보았으며 회화보다 조각을 감각적 질
료24)와 정신적 내용에 이상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겼다. 공예와 회화가 실용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각과는 구별이 되지만 실존의 형태가 입체적으로 재현된다는 
점과 수공예적 기술을 구현하는 조각들이 많다는 점에서 나는 시각적인 회화가 
아닌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감각을 가지는 예술 중 공예를 계획하였다. 
   1차시를 통해 학습자들의 요구와 그들이 미술을 멀리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2차시에서 흥미로운 수업을 계획하여 미술이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
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고 싶었다. 1차시에서 서로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고 있
어 기초적인 점, 선만을 이용한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인 젠탱글을 실기 학
습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조형요소를 위해 그래피티 아트를 참고 자료를 제시
하여 드로잉에만 국한된 시선을 개념이라는 것까지 조금 더 넓혀지도록 계획하여 
평가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색
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구상하였고, 4차시에서
는 조명을 디자인해 보고 빛과 그림자에 따른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를 감상
하는 시간을 계획하였다. 
   즉 3, 4차시는 공통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재현하도록 구상하
였다고 볼 수 있다. 이어 5차시에서는 미술의 재료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을 미술의 소재와 재료로 사용하여 보며 순수 회화의 세계를 경험해 보는 시간을 
기획하였으며, 6차시에서는 주변에 쉽게 사용되고 있는 컵홀더를 직접 디자인하
며 실용성과 대상을 유념하여 디자인하는 것과 순수회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 

24) 여기서 헤겔의 질료는 ‘미적 매체’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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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느껴보도록 하였다. 7차시부터는 패션 일러스트를 위한 드로잉 연습
을 시작하여 연상 드로잉과 자신의 몸으로 포즈를 취해보며 기울기와 근육을 익
히고 이것을 표현하도록 계획하였다. 8차에서는 7차시의 인체 드로잉에 자신만의 
의상을 입혀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디테일한 소품을 더하기도 하였다. 9차시에는 
7, 8차시까지 끝낸 드로잉에 색을 입히는 시간을 가졌다. 3, 4차시에 학습한 색
과 빛을 유념하여 자신만의 색상을 섞어 표현하는 것을 구상하였고 마지막 10차
시에는 1~9차시의 작품 중 하나는 선택하여 이를 중심으로 액자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액자를 만든 작품을 걸어 감상활동을 통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위 수업 시간은 2시간이며 마지막 수업
은 그동안의 수업 내용을 하는 시간으로 3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활동에 앞서 참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이 자료들을 통하여 아이디
어를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민중 미술, 대지 미술
과 해부학, 문학, 음악, 영상과 같이 다양한 분야를 최대한 제시하여 미술을 대하
는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과거 미술에 대한 경험으로
부터 오는 부정적이고 국한된 사고에서 벗어나 미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
이고 한 명의 예술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지하기를 기대하였다.

   (2) 만남 
   수업 첫 시간 나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세 명 학생과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만
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학생들은 어색한 몸짓과 표정을 보였으며, 학생 중 두 
명은 서로 마주 보며 앉아 있었다. 첫 수업은 긴장, 흥분과 두려움 등 다양한 감
정이 교차한다. 10주 동안 진행될 수업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불안감을 덜기 위해
서 우선 나의 교육목표와 교육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리면서 편안한 수업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나의 기
억에 남는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들에게서도 디테일한 소개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첫 수업에서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쉽지 않은 듯 보였다. 따라서 우선 
왜 이 수업을 신청하였는지, 수업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이 수업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도 아니고, 평가도 없으며 
오로지 순수한 열정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과 교사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수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첫 수업에서 학생들이 왜 그동안 미술을 
삶 속에서 보지 못하고 거리감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작품을 따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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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를 소개합니다, 박은별
   박은별이 미술을 가까이하지 못한 이유는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다. 기억의 
아픔은 오랜 시간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그녀는 수업 첫 시간이었음에도 
미술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아주 솔직하고 담담하게 말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행동과 말투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좋지 못한 기억을 더듬는 듯 말을 하다 
멈추기를 반복한다. 

저는 박은별이고요, 사실 중학교 때 미술학원 다녀보고... 그 뒤로 미술은 
안 했어요. 제 기억 속에 미술학원은...(말을 멈춘다.) 흠... 제가 그림을 못
그렸어요... 손재주가 없었는데. 어릴 때는 메타인지가 떨어지니까. 더 잘한
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어릴 때니까요. (잠시 말을 멈춘다.) 중학교에 갔는데 
친했던 언니가 있었는데... 너무 잘했던 거예요. 아그리파인가? 그 언니가 
석고상인가? 그걸 너무 잘 그렸던 거예요... 그때 그 원장님이 그 언니를 보
물 보듯이 했어요. 그때 저는 그... 생각들을 했어요. 그때 생각이.. 그러니
까 ”탤런트가 있어야 미술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저는 그림 보는 것은 좋
아하는데... 그렇지만 좀 내가 하기에는 어려운 것, 보기에는 좋지만 그렸을 
때 뭔가 이렇다 한 그림이 안 나오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박은별은 어린 시절 자신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중학교 
때 미술학원을 함께 등록한 언니와 실력을 비교하면서 크게 좌절하게 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미술학원의 선생님이 친한 언니를 “보물 보듯 여기는” 행
동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이 “그림을 못 그린다.”,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비교되는 교사의 말과 행동은 그녀가 “미술에 탤런
트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끌었으며 이는 곧 미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남게 
된다. 당시 그녀가 언니와 평가받았던 것이 아그리파 석고 데생이었던 이유였던
지 수업 첫날에도 “앞으로 소묘도 해요?”라고 물어보며, 소묘 수업에 대한 거부
감을 표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미술의 다양한 종류를 접할 수 있었더라면, 소
묘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할 수 미술의 재료와 분야를 찾
았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들었
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수업 전 계획하였던 드로잉 수업의 방식과 방향
을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소묘 수업에 대한 거부감은 박은별에게만 있
는 것이 아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실력 향상은 어려운 소묘는 관찰을 위하여 꼭 필요하지만 익히기까지는 고된 과
정이 함께한다. 따라서 소묘는 많은 학생이 어려워하며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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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공감하였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몇 차시가 흐르며 그녀의 드로잉 작
업에 대한 “칭찬”, “자신만이 잘하는 무언가”에는 반응을 보이는 듯했다. 
   박은별이 과거 학원 수업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은 미술 실기에 대한 반감을 가
져왔지만 그동안 미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임용을 
위하여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작가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면 찾아보기도 하고, 관
심 있는 작가의 전시가 있으면 미술관을 찾아 감상하기도 하는 등 적지 않은 호
기심이 있었다. 

박은별: 저는 학부를 원래 서울교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이리 온 거거든요. 
제가 서울교대를 나와 지금 학교에서 미술도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다행히 미술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서 그
거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은 설명할 수 있는데.. 뭔가 손재주 있
는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우연히 이것을 보고,, 사실 보통 미술학원에 다녀야겠다는 생각까지
는 못해왔던 것 같아요. 우연히 이것을 보고... 그 말이 와 닿았어
요. ”미술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을 위한 수업이다“라는 말
이 저는 되게 뭔가... 미술학원에 가면 다 실기생이고.. 실기생과 있
으면 너무 위축되고 그 중학교 때 좋지 않았던 던 기억으로... 나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스스로의 자괴감 은연
중에 미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저를 여기에 오
게 된 것 같아요.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된 후 그녀는 실기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미술시간이면 학생들에게 개념 설명과 함께 예시적으로 실기를 보여야 하는데 부
족한 실력으로 표현의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교재에 나온 것처럼 잘 그린 그
림을 학생들 앞에서 보여주기보다는 자유자재로 예시를 들며 학습을 안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듯했다. 몇 년간 미술수업을 하면서 자유로운 표현의 예시를 위하
여 실기를 다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배움을 갈망하고 있었음
에도 미술은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던 그녀
의 좋지 못한 기억으로 그림을 배우겠다는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다.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교실에서 할 활동들의 아이디어를 위하여 나의 수업을 신청한 것
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이번 수업이 “미술을 멀게만 느껴지는, 
미술에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미술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수업이라는 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서 신청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나
는 그녀가 이 수업에서 바라는 것이 미술 실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자신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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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당시 친구와 비교를 당했던 경험이 마음속 깊
이 자리 잡아 비교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크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박
은별에게 비교가 아닌 차이를 상기시키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박은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연구자: 다행이네요.. 
박은별: 사인해도 돼요?
연구자: 네 당연하죠.. 날짜 쓰고 사인해요.. 자,, 그럼 우리가 작품으로 표

현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 대해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인지 이야기
해볼까요. 

박은별: 저는 일단 저를 강아지로 표현했어요... 강아지로 표현했는데.. 사실 
뭔가 별명으로 아웅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희망해
서요... 하하 집에서도 우리 강아지라고 말을 많이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나 애정 담긴 사람에게 강아지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휴지) 털을 표현한 건데... 북슬북슬한. 컬링을 넣어서 했는데 
이걸 하면 없어지려나 했는데... 강아지 자체가 역동성 있고 장난꾸
러기.. 워낙 제가 활동적이고 에너제틱한 것 같아서 컬러감 있게 넣
었고 이 강아지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강아지에 대한 작품으
로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요렇게 강아지로 저를 표현하게 되었
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실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이 아니었어요. 이유 없이... 그러면서,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수작업하고 노작 활동을 하니까.. 생각이 
사라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작품을 보면 우울했다가 기
분이 좋아졌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첫 작품이기도 하고...

 
   나는 전선공예를 시작하기에 앞서 와이어를 이용한 다양한 예시 작품들을 감
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키네틱 아트에 관한 짧게 영상도 보여주었다. 박은별은 
다양한 작품과 영상을 보는 내내 아주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무엇보다도 시험을 
위해 공부하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자료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다. 영상 감상과 
잠시 영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서 “자, 그럼 지금부터 작업으로 나를 소개할
까요”라는 말과 함께 실기활동으로 들어갔다. 다른 두 학생이 참고 자료를 보며 
철을 이리저리 구부려보는 반면에 박은별은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얼마 동안 머
뭇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생각을 멈추고 책상 중간에 올려있는 와이어를 자신의 
자리로 가져와 와이어를 처음 다루는 사람처럼 재료를 이리저리 관찰하며 만지고 
구부리기, 연필에 꽂아 돌리기를 하였다. 이 모습은 건포도 명상25)을 하는 과정과

25)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 병원의 존 카밧진 교수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건포도 명상은 
음식을 통한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MBSR (Mindfulness Base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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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슷하였다. 건포도를 처음 보는 것처럼 지긋이 쳐다보고, 표면의 주름진 부
분, 들어간 부분을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질감을 탐색하고, 소리를 들어보고 냄새
를 맡아보며 의도적으로 집중하면서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 은별이가 철의 이곳
저곳을 살펴보고, 구부려보고, 만져보기도 하면서 의도적으로 감지하는 것과 같아 
보였다. 과거 경험한 와이어가 아닌, 미래 경험할 와이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현재 자신의 다양한 감각을 집중하여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재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가 스스로 재료를 통한 새로운 경
험을 하는 것이었으며, 학습자가 재료를 통하여 느끼는 감각이 다르다는 의미이
기도 하였다. 
   작업하는 동안 교실은 아주 조용하여 이들이 사용하는 연필 소리마저 크게 들
릴 정도였다. 박은별은 지속되는 조용함이 갑갑하였던지 “저 노래 들어도 될까
요?”라고 물으며 이어폰을 만진다. 그녀는 자기소개에서도 그렇고 영상을 보고 
나누는 질문에서도 다른 학생들이 말없이 조용히 있으면 “저는 이런 어색함이 싫
어서 제가 말할게요”라며 먼저 대답하곤 하였다. 내가 보기에 말없이 작업만 하
는 시간이 그녀에겐 불편함을 주는 듯했다. 나는 컴퓨터로 노래를 찾아 모든 학
생이 작업하는 동안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박은별은 이어폰을 내려놓
았고, 노래를 들으며 작업에 집중하였다. 실기 수업의 과정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많은 것들과의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필 선을 긋는 소리, 다양
한 재료를 통한 색채, 와이어를 사용하며 감김과 구부림의 속도와 리듬감 등 많
은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상호작용 되어 작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같은 공간에
서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박은별의 경우 재료를 관찰하는 중, 작업의 과정에서 들리던 재료의 소리가 작업
에 방해되어 음악을 원하였고, 음악을 함께 들었음에도 송영수는 “오랜만에 듣는 
연필 소리가 좋았어요”라며 작업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이 개인의 관심에 연결되는 듯 보
였다. 
    앞의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은별은 나를 표현하는 활동에서 강아지를 
선택하며 자신을 강아지로 기억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과

Reduction)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건포도 한 알을 손바닥에 놓고 이리저리 살펴보다
가 한 알을 집어 들고 그것의 색깔(시각), 소리(청각), 냄새(후각), 촉각(피부)를 느껴보
다가 입안에 넣어 맛을 음미(미각)한다. 기존에 알고 있던 건포도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
놓고 마치 난생처음 맛을 보는 것처럼 새롭게 만나게 되면 기존에 건포도를 좋아했건 
좋아하지 않았건 그런 경험과 상관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건포도’를 만나게 된다.

 



- 156 -

정을 통해 강아지의 형상이 나온 것인가? 그녀의 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도
화지에 강아지 모습을 옅게 스케치한 후, 와이어를 그 선 위로 따라 올리며 강아
지의 형태를 찾아간다. 어느 정도의 형태가 완성되자, 자신이 의도대로 잘 표현된 
것인지 도화지를 들어 확인해 보기도 하고, 어떤 다른 재료가 있는지 책상 위의 
재료들을 찾아보기도 한다. 앞에 앉은 친구가 벨벳 와이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박은별은 아이디어가 생각난 듯이 자신도 벨벳 와이어를 가져와 이리저리 
작품 위로 올리며 고민한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잘 반영
할 수 있는 화려한 색상 세 가지를 선택하여 강아지의 수염으로 나타낸다. 수염
의 표현이 끝난 후 오늘 수업과 상관없는 재료들이 들어 있던 화구통을 살펴보고 
몇 장의 휴지를 꺼내어 찢기 시작했다. 찢긴 휴지의 끝을 가위를 이용해 돌려주
며 헤어 컬링을 만들기를 반복하며 도화지에 붙이기 시작한다. 겹쳐서 올린 휴지
는 <그림 18>에서 보이는 “털이 북슬북슬한” 강아지의 귀로 표현되었다.

<그림 18> 박은별의 완성작품

   <그림 18>에서 보이듯 그녀가 자신이라고 표현한 강아지는 큰 머리로 도화지
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녀는 강아지 그림을 프로필로 올릴 정도로 좋아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길러본 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강아지를 기르는 것을 대신
이 그림을 방에 걸어두고 강아지와 함께 사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고 하였다. 그
녀는 작업의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표현이 나오자 새로운 것을 발견한 어린아이
처럼 즐거워했다. 그녀는 작업에 들어가자 전과 비교하여 표정이 크게 달라졌으
며, 문뜩 나는 어떠한 표현에서 심리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했다. 
따라서 작업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녀의 작
업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작품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어서 그것을 표현
하는 재료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선택된 재료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



- 157 -

하였다. 
   작업의 특별한 과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짧은 탐구의 시간이 
틈틈이 있었다. 그 이 과정을 왈라스(Wallas, 1926)는 창조적 과정으로 준비, 숙
고, 이해, 검증의 단계를 적용하여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왈라스에 따르면 창의성
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창의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선 생겨야 한다. 이
런 창의적 단계인 준비와 숙고 그리고 이해의 단계는 박은별이 작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답을 생각하고 강아지
를 대신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녀의 욕구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그녀는 수업 후 “작품을 만들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말하였는데 
자신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과정 안에서 변화를 느낀 것처럼 보였다. 즉, 작업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적절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즐거움을 가져왔던 
것이며, 이것이 작품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한 것이기도 하였다. 

   나. 나를 소개합니다, 최하나
   중, 고등학교 시절 미술 수업은 최하나에게 고민을 가져다주는 과목이었다. 그
녀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노력하였음에도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 미술과목
이 상당한 스트레스였다고 말한다. 최하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적에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자 나는 그녀가 학창 시절 성적을 아주 중시하는 학생이었으며 평가
에 민감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최하나: 전.. 미술에 대한 기억이 사실 중, 고등학교 때 사실 시험을 보면 
시험을 보면 퍼센트로 합산이 되잖아요. 다른 과목들은 수행이 30 
프로 시험이 70이고 미술은 70이 실기이고 이론을 아무리 잘해도 
30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해서 만점을 받아도 실
기가 안 되니까. 수, 우, 미, 양, 가에서 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전체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
는데.. 안되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미술을 받으신 친척분들이 와
서 실기도 같이해 주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받아 하니까 엄마가 초
빙을 해서 도와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뭔가 미술 실
기는 어려운 거다. 이론은 뭔가 공부하면 되지만 실기는 너무 어려
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미술 과목에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자 당시 그녀의 부모
님은 친척들을 초대하여 실기를 돕게 할 정도로 미술은 큰 고민을 안겨주는 과목
이자, 혼자 할 수 없는 과목이었다. 특히 다른 과목들과 달리 미술은 이론과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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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점수를 내고 합산되는 평가제도로 인하여 아무리 이론 시험을 잘 본다
고 하여도 실기 점수가 낮아 학점이 좋지 못했다. 이런 까닭에 그녀에게 미술은 
어려운 분야이자 자신이 할 수 없는 과목으로 여겼다. 그녀는 평가를 위한 그림
이 아닌 자유로운 작업은 그려볼 생각도 못하고 있었으며 그럴 기회도 없었던 것 
같았다. 위 자료문의 “약간 뭔가... 실기는 어려운 거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
듯이 미술에 대해 무엇인지 모르는 장벽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감정은 미술을 
잘하는 친척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에 대한 부러움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최하나는 친구들과 큐레이터들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를 관람하면서 
미술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전시회를 다니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학
창 시절 학점을 위한 미술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실기를 배워보고 싶어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면서 단절된 미술과의 경계를 약간은 허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입시 미술을 가르치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배움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하나: 제 주변에 친한 친구가 미대를 갔는데.. 제가 너무 멋있다. 미대를 
어떻게 갔냐. 이야기하니까. 미술 실기는 내가 가도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다 공식이 있대요.. 그 친구가 미술학
원에서 선생님 알바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공식을 알려준다고 하더
라구요.. 이 주제가 나오면 여기에 무엇을 그리고 이 주제는 여기에 
무엇을 그리고. 이게 미대 실기다. 제가 와서 지금 그려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술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배
워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거부감이 생겨요.. 미술활동을 해보고 싶다
는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위의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녀는 미술과 같은 예술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술에도 “공식이 있
고.”, “누구나 미대를 갈 수 있다.”라는 친구의 말에서 그 환상이 깨지게 된 것이
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나 배우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미술에 대한 “거
부감”까지 들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동안 바라보던 미술은 누구나 하는 것
이 아닌, 아주 특별한 것이자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범접할 수 없었던 미술이라는 영역이 이
제는 공장에서 똑같은 작품을 생산하는 생산품으로 느껴지게 되었고 따라서 “미
술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된다. 
   박은별과 최하나 모두에게 미술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재능을 지닌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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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둘의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하나가 말하는 “특별한 재능은” 타고난 능력으
로 “배워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달리 박은별이 말하는 “특별한 
재능”은 타인에 의해 재능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타고난 재능뿐
만이 아니라 작품으로 표현하는 실력이 좋은 것에 조금 더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자신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결과를 통해 자
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작업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가져올 수는 없었던 
것인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최하나는 “미술을 배우는 싶다”라는 생각이 없어진 
원인 중 하나로 학창 시절의 입시를 언급했다. 노력해도 학점을 받지 못하는 자
신의 입시를 말하는 것이 아닌, 미술 입시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다. 

최하나: 입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연구자: 제 입시가 순간 생각나네요.. 정물을 그렸는데.. 
최하나: 미대 다니는 친구가 그러길 아그리파를 그리는데 아그리파를 보고 

그리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최하나는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들의 입시 미술 준비과정을 이야기를 듣고 자
신이 학창 시절 미술 수업의 경험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술을 어떻
게 생각해고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와 같은 생각을 정립해 나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미술에 대한 관점의 확립을 위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너무 구체적인 상황들로만 인식하는 것은 사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시에서 “아그리파를 그리는 데 보고 그리
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라는 말에서도 비치듯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외우거나 보지 않고 그리는 것”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있었다. 긴 시간을 관찰하
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은 지각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것은 조형
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손을 이용한 무한의 표현 훈련의 과정이며 최 교수의 표
현을 들자면 보지 않고 그릴 정도의 ‘눈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다. 손과 눈의 훈
련을 통해 적정한 선을 선택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형을 완성해 내는 그 과정의 노고를 모르고 있었다. 사실 나 역시도 미술을 전공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입시에 나오는 석고상을 보지 않고 그린다고 말한 적이 있
었다. 나는 기술적 표현은 누구나 잘 그릴 수 있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지만, 미술
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수묵화를 배울 때 국화의 선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연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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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국화의 색을 입히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국화를 관찰하고 그려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화를 보면 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나의 모습
에 ‘보지 않고 그린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최하나의 경우도 이러한 전
공자들이 쌓아 온 시간과 노력보다 타고난 실력처럼, 정답을 찾아가는 공식이 있
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나와의 대화를 통해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당
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나의 수업을 참여하는 이유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작업이 아닌 기본
적인 미술의 표현과 응용을 위한 자신만의 작업을 위한 연습이 아닐까? 

최하나: 유기견 봉사를 다닐 정도로 강아지를 좋아해서 표현했는데.. 약간 
이렇게만 표현하려고 했더니 단조로운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바꿔서 해봤어요.. 첫 작품입니다.

연구자: 네.. 잘하셨어요.. 근데 그림을 그린 사람과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박은별: 아 하하.. 맞아요. 엄청 닮았어요.
모  두: 하하하..
연구자: 눈 하고 봐요.. 반짝반짝한 것이..
최하나: 분홍색을 좋아해서.. 
연구자: 아하... 
최하나: 이 재료의 느낌이 좋아서.. 젤리에 표현했어요. 푹신푹신해서.. 

   그녀의 작품 제작은 주제와 재료 선택에 있어 독특했다. 우선, 그녀는 소재와 
재료 선택에서 “관찰”을 우선시하였다. 그녀의 작업은 자신이 원하는 강아지의 
그림을 핸드폰으로 찾아보면서 시작하였다. 다양한 강아지의 그림 중 하나를 선
택하고, 적절한 재료를 결정하여 연필로 도화지에 강아지의 형태를 그렸으며, 그 
형태 위로 와이어를 붙여 나갔다. 모든 과정에서 “관찰”은 빠짐없이 일어났으며  
재료 선택에서도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고민하였다. 그녀는 왜 강아지를 선택하
였던 것인가? 평소 강아지를 좋아하여 매주 유기견 봉사를 다니고 있는 최하나는 
평소에도 강아지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경
로로 소재 선정에 있어 주저함 없이 강아지로 선택하였다. 그녀는 과거 미술수업
의 경험에서 ‘관찰’이라는 과정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소재 선택
과 같이 재료 선택에서도 “관찰”이 빠지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이 드로잉을 끝내
고 재료를 고민하는 것과는 달리, 최하나는 재료들을 관찰하고 몇 개의 재료를 
선택하여 그 재료를 작품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질
의 질감과 재질의 넣는 방법을 연습하면서 스스로 익힌 방식을 표현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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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벳처럼 부드러운 재질이 마음에 들었던 최하나는 몇 개의 벨벳 와이어를 선택
하고 이것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부위를 찾아서 추가적으로 표현했다. 
결국 벨벳의 푹신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강아지의 말랑말랑한 발바
닥의 젤리를 선택하였다. 
   

<그림 19> 최하나의 완성작품
 
   다음으로 보이는 특징으로 최하나는 감상자를 의식하여 작품을 제작한다는 것
이다. 그녀의 제작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며 재료 선택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였다. 따라서 실기를 같이 시작하였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완성하였고 그녀
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표현할 것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고 무엇인가를 더 꾸미
려고 재료를 손에서 놓지 못하였다. 그런 노력에서 그녀의 그림에는 세부적인 표
현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예로 <그림 19>에서 볼 수 있듯이 강아지 눈의 
아이라인과 콧구멍 그리고 혀의 디테일까지도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그녀
는 나만의 특별한 강아지를 그리는 것이 아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구나 
아는 강아지를 그리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림 속 강아지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 
그리기보다는 정형화된 강아지를 형상을 표현하여 보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것을 찾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재료 선택에서도 자신의 작품을 보
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인지 지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 수업에서 보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모습은 드물게 
보이는 현상이다. 특히나 고객을 고려하여 상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닌 본인만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은 나에겐 특이하게 비쳤
다. 그녀가 감상자를 고려하는 모습은 이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에서도 나타
났다. 그녀는 자신이 표현하는 것을 감상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 순간순간 고민하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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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를 소개합니다, 송영수
   송영수는 남자가 혼자라는 사실이 불편한지 다른 친구들이 더 지원하지 않았
는지, 혹시 늦게라도 오는 것인지를 물어보았다. 나중에 그가 같이 공부하는 급우
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첫날에는 긴장으로 수업 시간의 질
문에만 아주 짧고 조심스럽게 대답할 뿐이었다. 두 명의 친구들의 수업을 왜 신
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자신의 차례가 오자 그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고 말을 시작했다.

송영수: 저는 인류학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미술이 없는 삶을 살았고 
직접적으로 접한 것은 중학교 때 항상 예술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
데 손재주가 없고 감히 제가 한다는 자체도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자기 자화상이라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생각한
답시고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 모딜리아니 모딜리아니식으로 그렸
더니 선생님이 B를 주셨어요. 하하하 제 마음을 표현해서 한 건데.. 
왜 똑같아야 하는 거냐.. 항의하다 상처를 입고 더욱 더 이런 거 안 
그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했던 거 같은데.. 이번 기회에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흥미를 붙여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지원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처음보다 긴장이 조금 풀린 것인지 자신의 이야기
를 했다. 자신은 미술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미술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두 명의 학생처럼 실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미술
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미술과 거리가 있다’라는 말로 
자신이 실기를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위 지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는 다양한 예술의 표현 방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으며 새로운 스타일의 미술을 
탐색하고 시도해보고 싶어 했었다. 한 예로 고등학교 시절 자화상을 그리는 과제
에서 그는 당시 자신이 인상적으로 보았던 모딜리아니의 작품을 따와 자신의 스
타일로 자화상을 그렸다고 한다. 그는 새로움을 찾고 시도하는 창의적인 학생이
었다. 하지만 최하나가 노력한 만큼 학점을 받지 못한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
은 것처럼, 송영수도 자신이 새로운 표현을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한 작품에서 생
각지도 못한 점수를 받게 되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지만 후에 그는 미
술을 전공하는 여자친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술을 접하게 되었고 관심이 생겼
다. 그는 이제 여행가서 아름다운 풍경 혹은 논문을 위해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 중요한 순간을 남기고 싶은 갈망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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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모르겠다며 시작의 어려움을 전하였다. 그는 과거 학점에 의해 평가받는 실
기 수업과는 다른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였다. 따라서 나의 수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표현력을 원했다. 나는 이
런 점에서 다른 두 학생의 경우보다도 통합수업이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첫 시간 “나를 표현합니다.”에서 송영수는 두 친구처럼 도화지에 스케치하고 
드로잉을 따라 와이어를 선으로 붙이며 이어가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세울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작업을 구상하였다. 작업을 시작하자 핸드폰이나 참고 자료를 
보며 아이디어를 구상하지 않았으며 한동안 와이어만 보면서 잠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고민하고 있었다. 잠시 후에 그는 와이어를 감으면서 뼈대를 만들고 디자
인을 시작하였다. 그는 와이어를 만지고 비틀면서 큼직큼직한 틀을 만들고 중간
중간 하던 작업을 멈추고 확인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에 재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해 나갔다. 그가 한 재료만으로 작품을 표현하자 나는 다른 
재료도 사용해보기를 권하였다. 그러자 그는 재료들이 있는 곳으로 눈을 돌려 재
료들을 탐색했다.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재료라고 생각한 것인지 
책상 위의 다양한 재료 중 점토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자리로 가져갔다. 그리
고 점토의 재질을 오랜만에 느끼는 것인지 누르고 뜯기를 한동안 반복하면서 질
감을 자유롭게 탐색했다. 그 모습은 어디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를 구상하는 
듯했다. 송영수는 도구를 사용하여 점토를 자르기도 하고, 와이어를 점토 위에 올
려 꽂아보기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구상하였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던 
그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 찰흙을 둥글게 만들기 시작했다. 점토를 둥근 공 같
은 것을 모양으로 몇 개를 만들고서 작품이 서 있을 수 있는지 여러 번 확인한 
후에 지탱하고 있는 뒤쪽 와이어의 끝에 각각 찰흙을 꽂는다. 그의 작업 과정은 
표현의 주체로서 재료를 인식하고 그 재료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발화하였다. 또
한, 발화된 작업은 그에게 재료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재료와 대화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최하나는 재료를 관찰
하고 그 재료를 활용하는 곳을 찾았으며, 박은별은 작업의 표현을 높일 수 있는 
재료를 탐색했으며, 송영수는 재료는 표현을 위한 하나의 재료일 뿐 꼭 그 재료
로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재료를 사용해 나타나는 우연적인 
효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예를 들어, 와이어와 함께 표현하는 점토와 물의 
농도에 따라 변화하는 커피와 소금과 같이 그 재료 자체이기보다는 그 재료를 통
해 나타나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가 재료를 다루는 관
점은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그가 작업한 작품은 아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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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지를 그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알 
기가 어렵다. 언뜻 보면 사람의 모습과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새의 형상으로 
보였으며 어떻게 보면 바로 알 수 없는 형태로 자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다른 작업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색을 나타내고 
싶어 했다. 그가 작업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송영수: 이거는 하나의 사람의 모습인데... 코고 입이고 열정이예요. 열정!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두 다
리로 설 수 있지만, 이 뒤의 짐 때문에 두 다리로도 못 서는... 일
종의 버팀목을 더 만드는... 이거 같은 것은 짊어지고 있는 짐들. 
예를 들면... 전공... 등등 그러면서도 절규를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
가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이쪽을 구부리면 나으려나? 

박은별: 해몽이 좋으신 것 같아요.. 리듬감이 느껴지고 여러 가지가 느껴지
는 것 같아요. 왜 뒤에만 찰흙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최하나: 역동적이고..
연구자: 뒤에만 찰흙을 한 이유가 있어요.
송영수: 짐을 강조한 것이고. 짐과 열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림 20> 송영수의 완성작품

   송영수의 작업은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품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간에 둥글게 표현한 것은 얼굴이며 머리 쪽에 빨갛게 걸어둔 벨벳 
와이어는 열정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재 전공, 직업 그리고 결혼과 같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을 짊어든 그는 너무나도 무거워 두 발로 설 수 없을 정도
인 현재 본인의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런 힘듦 속에서도 전진하려
고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그의 작업에서는 자신의 과거, 현
재, 그리고 미래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었다. 약간은 어두울 수 있는 자신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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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설명하는 것이 불편한 탓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작품에 만족한 것이었을
까? 심각한 표정으로 작업에만 열중하던 모습과는 달리 작품을 설명하면서 처음
으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작품으로 표현하였
고 또 친구들과도 나누었다. 특히나 자신의 고민보다는 그 고민의 깊이를 전달하
고 싶어 했다. 고민의 깊이가 시간의 흐름이나 밝기에 차이를 떠나서 자신을 그
대로 담고자 하였던 것이었다. 나는 그의 설명을 듣고서 작품을 다시 감상하였다. 
말보다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전달력이 더 컸다. 다른 학생들도 현재 그가 
짊어진 짐을 공감하는 듯 작품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으며 질문을 통해 그는 다
른 메시지를 더해야 할 것 같다고 작업을 추가한다.   
    송영수는 이번 미술 수업에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평가로 인해 하지 못
했던, 선생님과 친구들의 시선에 의해서 눌려 있던, 자신의 자유로운 활동 시간을 
가진 것 같았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실기를 하는 것에 대한 설
렘과 만족스러운 작품으로 완성이 된 것에 매우 흡족해하였다. 재료와 소재 선택
의 자유로움은 막연함을 주기도 하였지만, 그 속에서 다양한 표현의 기회를 제공
하기도 한 것 같다. 송영수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원하고 있었으며 이 시간으로 
자신의 억눌린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약간의 ‘쉼’을 준 것 같았다. 

2) 수업 적용과 실천

   첫 수업을 통해 수업을 참여하는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우선은 학생들의 미술을 멀리하게 된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수업 프로
그램으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업의 차시가 지나며 학생들과의 라
포르 형성은 통합 지향 미술이 자연스럽게 적용되기도 하였지만, 인지하지 못했
던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성인 대상 통합미술 수업은 어떠한 수
업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어떠한 흐름과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업의 실행과정; 누구나 표현이 가능한 미술
   성인 대상 수업의 과정은 동기부여, 설명, 시범 보이기, 작품활동, 작품감상, 
청소 및 정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수업에 따라서는 동기부여 후 맛보기 실기활
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작품 활동 시간이 부족하여 앞에서 이루어지는 맛보기 
실기활동은 아주 짧은 손 풀기 작업 정도로 중심이 되는 실기 활동은 2단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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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기본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실기표현을 응용의 실기 단계에서는 심화된 
실기활동이 이루어진다.
   1차시 수업에서 발견한 학생들의 고민인 미술에 대한 어려움, 두려움에 대한 
보완으로서 자신감을 키워주는 수업이 무엇일까? 학생들이 고정관념처럼 지니고 
있는 미술에 대한 어려움을 유념하면서 수업을 구성하였다. 우선 2~4차시는 누구
나 표현이 가능하며,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미술로 표
현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 안에서 통합의 요소를 풀어내는 방식은 다르게 구성하
였다. 2차시의 ‘나만의 이야기’ 수업에서는 다른 학문과 통합되어 나타내는 참고 
자료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3차시의 “나만의 컬러” 수업에서
는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료나, 질문이나,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은연중
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세부적인 통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만의 이야기” 수
업에서 시, 노래를 점, 선, 면과 같은 조형요소로 표현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감상
하고 조형요소가 작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작품으로 나타내는지를 생각하도
록 하였다. 또한 우리 생활 주변의 자연이나 조형물에서 볼 수 있는 조형요소를 
발견해 보도록 하며 주위 환경과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와
는 다르게 4차시의 ‘나만의 컬러’ 수업에서는 조금은 다른 통합으로 실행하여 보
았다. 인상파 화가의 작품에서 색 사용을 알아보고 대지미술에서 보이는 자연의
색을 통해 색의 어휘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다른 학생들
의 작품을 함께 나누고 서로 소통하여 서로의 작품을 평가하기보다는 다양한 관
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 표 16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업 활동 
 주제
단계

 나만의 이야기(2차시)  나만의 컬러(3차시) 시간
(분)

동기
부여 

낙서화와 키스해링의 작품을 보고 
이야기 나눈다.

모네의 루앙 대성당 연작을 보고 
빛에 따른 다양한 색상에 대해 논
의한다. 

10

동기
부여 
질문들

-그림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무엇인가요?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그림을 그
렸다고 생각하나요?
-계절은 어떠한가요? 날씨는요?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색상은 어
떤 것들이 있나요? 그림 속의 색상
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한 면을 입히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을
까요?
-교실에서 조형요소로 설명할 수 
있는 오브제 하나를 선택해 볼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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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에서도 보이듯 “나만의 이야기“ 수업에서 가장 먼저 동기부여를 위해 
여러 가지 낙서화와 대표작가 키스해링의 지하철 역 드로잉을 김상하면서 수업을 
시작하였다. 사회 문제를 담은 그림에서부터 유아틱하면서도 익숙하게 보이는 작
품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이 작품을 보는 중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무엇이 

설명 -작가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한
다.  
-조형요소와 원리, 다양한 패턴의 
표현 방식들을  설명한다. 
-흥미를 잃으면 물감의 등장, 일본 
미술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흥미 
확   산과 같은 뒷이야기를 한다. 

-작가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한
다.
-색조합과 컬러배색을 알아보고 
사건과 사물의 색으로 표현하여 
설명한다.  
-기초적인 빛을 통한 색의 변화를 
탐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10

시범
보이기

-이전 학생들의 작품을 보여주며  
그들의 패턴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양한 패턴들의 표현에 있어 자
신의 감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패
턴을 예시로 선택하여 실기 과정을 
직접 보여준다. 

-오늘의 활동을 위한 재료들의 사
용법을 보여준다.
-오일 파스텔을 섞는 과정을 몇 
개의  색상을 선택하여 시범 보인
다.

5

작업
시간

작업I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감
정을 표현해 보고 또 음악에 맞춰 
다양한 선으로 표현해 본다.
작업II
-패턴을 연습해 보고 자신만의 선
을 찾아 젠탱글 작업을 한다.
(제작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차시
까지 완성해서 가져오도록 한다.)

작업I
-오일 파스텔을 이용하여 자신만
의 색을 만들어 본다.

작업II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연에서 찾
을 수 있는 패턴을 찾아보고 어떤 
재료를 통해 질감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찾아보고 표현해 본다.

50

작품
감상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한다.
-자신의 어떤 느낌을 표현한 것인
지?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한 
것인지? 패턴이 자신의 느낌을 잘 
반영하였는지? 에 대해 이야기 나
눈다. 
-친구들의 작품에 대한 질문은 편
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한다.
-어떤 소재를 선택하였으며 작품
에 사용된 색에 관하여 이야기 나
눈다.
-친구의 작품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편하게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리 자리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있을 
수업에 대해 예고한다.

자리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있
을 수업에 대해 예고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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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지? 작가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지? 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잠
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이전 차시들을 통해 
학생들이 표현이 어렵거나, 시간을 많이 들여 표현한 작품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
는 것을 발견하고, 명화나 완성도가 높은 작품보다 누구나 나타낼 수 있고 접근
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작가의 의도나 
제작의 방법을 우선 알고자 하였으며 추상화와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
술이라고 인정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평가적인 요소로 작품을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이 학생 세 명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놀라웠다.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이 있은 후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인 조형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김광섭의 <저녁에>라는 시를 표현한 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
어 다시 만나랴>를 소개하였으며 작가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투영한 정서적인 측
면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전쟁의 고통을 “점”이라는 조형요소로 표현한 
이 작품은 선, 색과 같은 조형적인 표현을 평가의 척도로 보는 학생들에게 적합
한 매개가 되리라 생각하였다. 김환기의 작품감상이 끝난 후 선을 강하게 혹은 
약하게 곡선과 직선, 유기적인 선, 사선, 기하학적인 선과 같은 다양한 사용해 자
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선을 그려보도록 하였다. 또한, 강약에 따른 선, 굵기가 다
른 펜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강한 선들의 차이도 알아보도록 했다. 학생들은 처음 
아주 옅은 선으로 그리기 시작하였지만 점차 힘이 있는 선과 강약을 조절하는 선
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어느 정도의 다양한 선 표현을 끝내고서 조금 심
화된 선의 표현으로 젠탱글로 넘어갔다. 나는 전에 작업하였던 학생들의 패턴 작
품들을 예시로 보여주고 자신만의 패턴을 디자인하도록 하였다. 젠탱글을 그들의 
미술활동으로 선택한 것은 작업의 과정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거나 작업 후
에 오는 만족감이 다른 작업에 비하여 컸기 때문이다. 이들이 수많은 선을 덧붙
이고, 메우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선의 표현을 고민하고 또한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수의 반복을 통해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길 바랐다. 즉, 자유로운 표현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을 희망했던 것이다.
   <그림 5>은 박은별이 수업 시간에 작업한 패턴의 모습이다. 도화지의 가운데 
큰 원이 있으며, 둥근 원의 중심에서 시작하여 양 끝 위로 향하는 사선이 있다. 
약간의 간격을 두고 아래로 내려오는 무수한 사선들이 그 사선의 각도는 아래로
가며 점차 직선에 가까워진다. 사선 사이에는 일정한 규칙으로 패턴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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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박은별 패턴 완성작            <그림 6> 박은별 패턴 추가 작품

   <그림 5>에서 그녀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꽃, ‘해바라기’였다. 나는 처음 그녀
가 해바라기를 하겠다고 하였을  때 인상주의 작품,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한다는 
반 고흐의 ‘해바라기’와 같은 색이나, 형태 혹은 분위기를 예상하였다. 하지만 그
녀의 표현은 반 고흐의 해바라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와 이야기들이 보였다. 그녀
의 해바라기는 꽃이나 잎사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촘촘히 박힌 나선형의 씨
앗들을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었다. 해바라기 꽃 씨앗을 표현하기 위하여 선택한 
사선이 아래로 내려오며 생각처럼 표현이 되지 않고 비뚤어지자 패턴에 담는 이
야기 보다 줄지어 나오는 사선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
만큼 표현이 잘되지 않았던지 작업을 멈추고 다른 친구들의 작업을 보기 시작했
고 더 작업의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끝났다. 
   놀랍게도 다음 주 그녀는 한 장의 그림을 들고 나타났다. “일찍 도착했는데 
작업한다고 수업 늦는지도 몰랐어요.”라며 새롭게 다시 작업한 그림 <그림 6>을 
가져와 나와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준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말과 “새로운 작품을 해왔다.”라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이것은 그녀의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그녀가 보낸 노력의 시간도 전
해졌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 그렸던 작업을 완성하고자 노력했을 것이며, 지금 가
져온 완성된 작품 전에 몇 번의 연습을 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
발적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작품을 위해 조사와 연구를 하였고, 결국 자신이 만족
하는 작업을 완성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었다. 그녀가 다시 해 온 작품을 살펴보
면 수업 시간 작업하였던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그림 6> 새로운 작업에서는 훨
씬 다양한 패턴이 보였으며 형태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어떠한 원인으로 다시 작업하게 된 것일까? 그녀가 패턴을 다시 할 정
도의 열정은 무엇에서 온 것일까? 나는 그녀가 수업 시간에 했던 행동들과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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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상하면서 그 까닭을 생각해 보았다. 

       

      
       <그림 7> 최하나 패턴 완성작         <그림 8> 송영수 패턴 완성작 
  
    실기활동 중 박은별은 최하나에게 “패턴 너무 잘했다.”라고 몇 번이고 말했
다. 이에 최하나는 “하다 보니 표현이 잘 되는 패턴을 찾았다.”며 쑥스러워하였
다. 최하나의 답에서도 느껴지듯 그녀는 연습을 통해 어떤 패턴이 “잘 표현될 수 
있는 것인지” 찾은 것 같았다. 그녀의 작업을 보면 왼쪽 여백에 보이는 연습을 
하며 우측의 <그림 7> 투탕카맨과 같은 모습과 그 속을 매우는 다양한 패턴이 나
오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박은별은 아이디어 구상 이후 연습의 과정 없이 바로 
작업을 하여 비대칭적인 선과 반복적인 패턴이 많이 나타났었다. 최하나 역시 처
음 비슷하고 반복적인 패턴의 모양이 많이 나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을 때면 그녀는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고민하거나 자료를 찾아본 후에 작품으로 옮겼다. 즉 
패턴에 기본 표현을 만들고 그것의 응용으로 작업이 발전되었는데 이런 패턴에 
대한 탐구는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긴 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그녀의 작품은 선을 이용한 단순한 표현만이 아니라 
점과 선을 이용한 기하학적인 패턴과 벌레나 식물 등의 이야기가 있였다. 내가 
작품에서 보이는 세 개의 풍뎅이를 찾자, 웃으며 “숨겨진 이야기”라고 말한다. 숨
겨둔 이야기를 감상자가 찾아가는 것에 무척이나 재미있어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이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패턴을 모색하였고 잘 표현되는 패턴을 찾았으며 이 속
에 숨겨진 이야기를 담는 과정을 통하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상상력을 
끌어내는 창조적 체험을 하였던 것으로 보였다. 이것은 설리만(Sullivan, 2005)이 
말하는 매체 안에서 생각하고, 언어 안에서 생각하며, 배경 안에서 생각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매체를 이용하고, 창의적인 활동의 형태로서 미술언어를 창조하는 



- 171 -

것을 의미한다. 작가들은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한 
개념과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을 만들어 낸다.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이해
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알려진 것을 넘어서서 들여다보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송보람, 2006). 즉, 생각을 통해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작업 속 이야기는 송영수의 사실적인 묘사로도 나타났다. <그림 8>는 여행지
에서 볼 수 있을 법한 화려한 장식이 있는 코끼리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가 
표현한 패턴은 코끼리의 코와 왕관 그리고 옷의 깃까지 올려 있으며 얼굴 부분은 
패턴이 없다. 패턴 속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왕관
의 금장식은 둥글게 구슬을 엮은 것 같은 표현을 하였으며, 귀로 보이는 곳에는 
귀의 형상을 그대로 따라서 굽은 뱀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코끼리의 접히는 눈은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마름모를 여러 겹으로 쌓아 주름을 상징하였다. 이
런 사실적인 표현은 다른 두 학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듯 학
생들은 같은 주제에서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재료를 활용하며 다른 작업을 하였
다.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작품을 모두 한자리에 놓고 감상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이들은 자신의 그림을 다른 친구들의 작품과 비교하며 “가장 잘하시
는데요?”, “처음 하는 것 맞아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나는 2, 3차시 수업에
서 표현이 쉽게 잘 된다고 여기는 실기활동으로 구성하고, 각기 다른 시각에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에도 학생들은 작품들의 등급을 나누어 평가하는 보
습을 보였다. 이렇게 서로를 의식하고, 비교하는 것은 박은별이 그림을 다시 그리
게 한 원인이기도 하였다. 작품 감상의 과정에서 박은별은 자신의 작업이 다른 
두 명의 작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듯 보였다. 그녀가 다시 완성해 온 
작품 <그림 6>을 보면 수업 시간에 작업하던 것과는 달리 송영수와 최하나가 작
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았던 것과 비슷한 방식(다양한 이야기와 패턴)을 보
였고, 형태에서도 이전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왜 작품의 감상이 평가와 비교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작품 자체
의 분석에 비중을 두고 펠드먼(Feldman, 1973)의 비평 4단계26)를 적용하여 그 
단계별로 감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나는 이번 수업에서 어떠한 틀을 

26) 펠드만(Feldman, 1973)이 제시한 비평의 구조는 서술, 분석, 해석, 평가의 단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가 무엇을 만들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서술 단계와 작품의 
기법과 양식, 조형요소와 원리 같은 세부 특징을 분석하는 단계, 작품에 숨어있는 의미
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 그리고 작품의 완성도와 성과에 대해 가치 판단의 기
준과 개인의 평가 단계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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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들의 방식을 여과 없이 관찰하면서 적합한 방향을 함
께 모색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누가 어느 부분을 잘했으며, 제일 잘했고, 못했는
지에 대한 말들이 계속되자, 시각적 사고전략(Visual Thinking Strategies: VT
S27))인 대화 중심 감상방법28)을 잠시 고민하게 된다. 작품 자체의 분석보다는 학
습자의 역할이 중시될 수 있게 작품의 의도와 표현에서의 어려움에 관해 주고받
으며 자기 나름의 작품에 의미를 찾아가도록 소통하는 것이 필요했다. 학생들은 
재료로 표현하는 어려움과 그 안에서의 발견 등을 편하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비
교가 아닌 자신의 작품만의 개성을 찾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창의성을 염두해 두기보다 “엄청 닮았어요.”, “그림 같아요.”,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인지 알겠어요.”처럼 표현력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면 이런 
반응은 이들이 서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이 이루어져 서로를 의식하며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서로를 의식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른 작품에 관해 자연스럽게 토의하거나 질문하도록 하였음에도 서로 
의식하여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었고 이러한 불편함은 나로 하여금 수업 내
용과 활동을 쫓게 하였다. 따라서 개인적인 느낌과 충분히 생각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작품활동이 중심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 나는 수업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
다. 다시 말하면 표현을 중심으로 작업을 평가하고, 다른 친구들을 의식하여 말하
지 못하는 것, 그리고 너무 많은 수업내용과 활동이 있어 이를 적절하게 조율하
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수업을 고민하게 된다. 

   (2) 반성 및 재실행: 다른 시각에서 보는 미술
   연구를 실행하면서 미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자신의 삶 속으로 미술로 가
져와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던 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과 만나게 되면서 
수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함을 느꼈다. 2~3차시에서 비교적 표현이 쉽고 잘 나타나 
자신감을 실어주는 수업이었다면 4~6차시에서는 다른 시각, 다른 아이디어를 구
상하는 것에 중심을 두어 수동적인 학습자 모습에 작은 변화를 기대하였다. 즉 
4~6차시 수업은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과정이다. 

27) VTS는 감성기반의 감상법이 아닌, 감상자의 작품 독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감상자 
중심의 대화형 미술 감상 커리큘럼이자 교수방법이다. 

28) 아레나스(Arenas)에 의해 소개된 (Visual Thinking Curriculum)에 의한 “대화 중심 
미술 감상법”은 미술관에서 행해지는 해설 중심 감상법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여, 일
방적으로 전달하는 기존 감상 교육과는 달리 감상자와의 대화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형
성해 나가게 중심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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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차시별 수업 흐름에 따른 내용분류
 순서
차시

수업의 시작 수업과정 작품활동 작품 감상

4차시 -다양한 재료
를 작품으로 
활용한 작가들
의  작품을 감
상하고 어떠한 
재료인지를 추
측하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 는다.

-거칠고 부드러운 
표현에는 어떤 재
료를 사용하는 것
이 좋은지, 같은 
표현에 다른 재료
를 사용하면 어떻
게 다른지 재료를 
성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하나 이상의 감
각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모색한다.

-소금, 커피를 사용
하여 종이 위에 어
떻게 표현하는지 알
아본다.
-물의 농도를 사용
하여 번짐과 색의 
차이를 두어 그 차
이를 경험한다.
-오브제를 활용하여 
찍어보거나 불어보
는 작업을 통해 우
연의 효과로 나타나
는 작품의 세계를 
느껴본다.

-재료가 어떠한 
느낌을 전달하는
지 친구들의 작품
을 보면서 나눈
다. 
-친구들과 자신의 
우연의 효과를 통
해 나타난 작품이 
어떤 표현을 연계
하여 돋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 

5차시 -같은 미술에 
재료를 달리한 
작품들을 감상
하며 재료에 
따른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버려진 책을 
조각하고 접어
서 표현한 다
니엘 라이의 
작품을 감상한
다.

-많은 사회이슈를 
담   고있는 민중
미술에   관해 알
아본다. 
-종이를 3D로 만
들기 위한 표현 
방법을 살펴보고 
주위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따른 다양한 조명
디자인을 감상한
다.

-빛을 이용한 다양
한 조명 디자인 작
품을 참고하여 촛불
시위에 동참할 촛불 
조명의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사회 메세지를 전
달하기 위한 재료들
과 조명의 모형을 
잡는다.

-학생들은 돌아가
며 자신의 조명에 
관해 이야기한다.
-어떤 사회적 이
슈에 관한 메시지
를 담고자 하였는
지 그리고 디자인
에는 어떻게 표현
되어 나타난 것인
지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한다.

6차시 -컵홀더 디자
인 공보전 포
스터를 보면서 
현재 어떤 다
양한 컵홀더가 
있는지, 어떤 
디자인들이 있
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다.

-디자인에 숨겨진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과 색에 관하
여 관찰하여 본
다. 
-한국적인 미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의 디
자인을 알아본다.

-한국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무엇
인지 생각한다. 
-한국적인 요소들을 
미술로 표현하는데 
어떤 구성과 형태로 
나타낼 것인지에 대
한 계획을 한다.
-실용성을 생각하여 
컵홀더의 형태를 디
자인한다. 
-형태에 맞춰 자신

-자신과 친구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
하고 작품을 만드
는 과정에서의 느
낀 점이나 어려웠
던 것은 무엇인지
에 관해 이야기하
는 시간을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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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17>에서도 볼 수 있듯이 4~6차시의 수업은 누군가와의 비교나 평가
가 의미 없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우연의 효과 같은 표현 기법을 알
아보는 수업이다. 우선 상세히 살펴보면 4차시 “나도 작가다!” 수업에서는 흥미롭
고 재미난 재료를 통하여 미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일상
적인 삶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금과 커피에 물감과 물을 섞어 그 농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작업하여 보도록 하였다. 이는 기법들을 연구하고 실험하
는 작가들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활동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
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미술 재료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 버리고 확대된 관점으
로 재료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의 재료인 커피와 소금을 제공하자 크게 놀라는 모습이
었다. 예상하지 못한 재료와 새로운 기법이 신기한 것인지 설명에도 매우 집중했
다. 나는 우선 시범 보이기로 붓을 사용하는 방법, 물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과 같
은 기본적인 표현을 보이고 나서 물감을 칠하고 기술적인 작업인 커피를 뿌리는 
작업을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 설명하였다. 시범 보이기가 끝나자 학생들에게 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표현해 보기를 권했다. 학생들은 모두 처음으로 작
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커피와 소금에 물의 농도는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물감은 
언제 섞어야 하는지 몇 번이고 물어본다. 정확한 수학적인 표현이 아님에도 시간
과 물감과 물의 비율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명확하지 않은 시간적인 순서와 방식
은 답답함을 주는 듯했다. 나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만 할 것이 우려되어 순서나 
방식을 언어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였고 시범은 더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서로 두리번거리며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거나, 내가 시범을 
보였던 작업을 보면서 이리저리 연습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다시 시범을 보여야 
하는가?” 잠시 고민하기도 하였지만 시간을 주고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였다. 직
접 시범을 보이거나 작업을 하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학생들의 작업
을 도와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나에게 아주 힘겨운 일이었다. 작업하는 과정에
서는 질문도 던지지 않았으며 가끔 나를 쳐다보며 도움을 청하는 듯 보였지만 말
을 줄이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도록 가만히 지켜봤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학생들은 어느 식으로든 자신의 방식을 찾은 듯, 물의 농도와 색을 달리하여 표
현해 보고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어떤 표현이 잘 되는지 혹은 어

이 생각하는 한국적
인 디자인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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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지 분석하는 듯이 재료와 표현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사용하는 재료
로 자신이 원하는 표현을 위해서는 연습과 탐구 그리고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것은 학생에게만이 아닌 교육자에게도 필요한 것이었다.

학생들이 물감을 옅게 칠하고 커피와 소금을 활용하여 색을 표현하는 작업이 
끝나자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말을 건넨다.
연구자: 방금 한 작업에 관해 잠시 이야기 나눠 보죠.. 해 보니까 어때요?
최하나: 몰랐던 것을.. 기존 미술과 다른 것 같아요... 
연구자: 기존 미술과 다르다... 
최하나: 재료를 이런 재료를 처음 사용해서 신기하고...
연구자: 음.. 다른 사람은요? 어땠어요? 
송영수: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색깔이나 이런 걸로 표현했는데. 재료 자체

로 했는데.. 물이랑 만나니까 전혀 다른 느낌을 주니까. 커피 같은 
이런 것은 기존의 미술재료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소금은 잘 안 나타나서...

연구자: 여기(참고자료 중 하나를 가리키며) 이런 표현은 다 소금이에요.. 
송영수: 음... 이게 커피의 번짐은 약간 익숙해져서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소금의 번짐이나 효과는 익숙하
지 않아서 연출하기가 어려워요..

최하나: 잘하지 않았어요?
연구자: 표현기법인데... 잘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최하나: 소금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런 것 같아요. 소금을 뿌려 두게 되면,,, 물을 적당하게 올리고 위

에 뿌려 두기만 하면 녹으면서 번짐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물론 
물의 농도의 감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서 익혀야죠. 

최하나: 아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아주 적극적이었으며,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신기해하였다. 위의 지문에서도 드러나듯, 최하나는 기법연구 수업을 통해서 “기
존 미술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기존에 자신이 배워 온 미술과의 
차이를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그녀가 관찰과 기술적인 면을 중심으로 작품을 제
작하고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머리와 손의 감각을 통해 
바로 표현하여 완성보다는 과정을 드러낸다는 점이 기존의 미술과는 다르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최하나는 여전히 다른 수업처럼 자신의 작업에 대한 나의 평가를 
원하고 있었다. 내가 작업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자 그녀는 직접적으로 “잘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며 나의 반응을 기다렸다. “모두 잘했어요.”라는 말에서야 안
도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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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업의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도 교사의 평가에 
의해 더 확장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송영수 역시 재료 그 자체의 표현, 재료와 물과 섞임, 재료와 재료의 섞을 통
한 재료의 변화에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았다. 특히나, 그는 기존에 미술재료라고 
여기지 못했던 일상적인 재료로 잠재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어 커피와 소금
의 사용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과정에서 그는 표현 방법에 대
한 의문을 지니게 된듯하다. 지문에서 그는 “물이랑 만나 전혀 다른 느낌을 주니
까”라며 생각지도 못한 두 재료의 섞임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
며 자신이 신기해한다. 학생들은 미술에 정확하게 몇 퍼센트의 물과 물감의 비율
로 섞는다는 수학 공식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물을 몇 방울 떨어
뜨려야 하는지”, “커피는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명확한 
기술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요리에서도 같은 조리법을 사용해도 어머니의 손
맛을 나타내기 어렵듯이 같은 농도를 말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나타내는 표현이 
다를 수 있다. 그 적당함이라는 것은 본인이 느껴야 하며 그 감을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실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처음 표현해보는 기법들을 하면
서 가지는 답답함과 신기함 사이의 교묘한 감정은 수업 시간에 던지는 질문에서
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학생은 같은 재료의 표현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송영수의 경우 재료
에 우연의 효과를 기대하였으며 그 우연의 효과를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해 나간다. 그는 처음 소금을 활용한 표현작업에서 물의 농도를 잘 맞추지 않아 
번짐이 나타나지 않아 어려워했으나 몇 번의 농도 변화를 주면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표현의 방식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그가 완성한 <그림 21>에는 위에서 
아래로 길게 이어지는 선이 있다. 이는 그가 작품을 옮기다 다 마르지 않은 커피
가 종이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생긴 의도하지는 않은 선이었다. 그는 긴 선으로 
연상되는 무언가가 있었는지 이번에는 좌측의 선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커피
를 흘러내리도록 가만히 두었다. 즉, 재료들의 섞임에서 나타나는 우연의 효과만
이 아닌 번짐, 뿌리기, 흘리기, 불기 등의 다양한 작업의 과정에서 의도적이지 않
게 나타내는 새로운 표현방법을 끊임없이 발견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아주 옅
은 푸른색을 강으로 두고 산을 커피로 표현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색이 상징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색상을 선택하였으며 설명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 
다. 그는 작업의 마지막에 우측 상단에 붉은 것은 해를 넣으면서 “동양의 채색화
의 한 작품처럼 보이기도 해서”라고 말하며 작품 속에 이야기를 더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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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수는 이 활동으로 재료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겨났는지 설탕을 사용하
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른 재료 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있는지? 혹은 우
유는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호기심을 표
현하였다. 다른 재료들을 섞었을 때의 효과까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주
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에 관심의 계기가 된 것일 수도 있으며, 우연의 효
과에서 비롯된 경험이나 상상의 아이디어가 호기심이 확대하게 한 것일 수도 있
다.

              
      

<그림 21> 송영수 기법연구           <그림 22> 최하나 기법연구

   <그림 22>에서 최하나가 커피를 작업에 사용하는 방법은 커피가 가진 고유의 
색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감과 섞어 사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우선 팔레트에 커피를 물과 섞여 녹인 뒤 녹색과 파란색 위로 녹인 커피
를 더하여 원하는 색상을 만들었다. 그녀는 색을 섞어 칠하기도 하고, 시간 차이
를 두고 붓으로 수채화를 하고 난 뒤 물감이 마르기 전에 커피를 뿌려서 나타내
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같은 시범을 보았음에도 미술 표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익혀간다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표현하는 또 다른 활동으로 5차시의 ‘조명디자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통합적인 요소를 조금 더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생
들에게 사회 이슈가 녹아있는 민중미술들의 예시들로 보여주며 작품에 담긴 의미
를 생각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작품들을 보면서 작가의 메시지를 읽어보고자 
노력하였으며 자신의 경험을 비추기도 혹은 상상하기도 하면서 작품을 해석하였
다. 이어서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들었던 아이디어나 현재 자신이 고민하
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이슈나 혹은 수업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사회 문제들을 
드러내는 조명 디자인에 담아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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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에 앞서 ‘종이‘라는 재료를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 기초적인 표현방법들
을 시범으로 보였으며, 시범이 끝나자 학생들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하고, 종이를 이리저리 접으면
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기도 하였다. 나는 무거운 소재로 아이디어 구상에 많은 시
간이 필요할 것이라 여겼지만 실기활동 전에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
던 이유였을까? 항상 염두에 둔 이슈였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생들은 큰 고
민 없이 작업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최근 보았던 작품 중에서 사회혁명과 
관련된 것을 떠올리며 옆의 친구에게 이야기하였으며, 현재 TV에서 많이 이슈화
된 정치가들을 말하며,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논하기도 하였다.
   송영수의 수업 참여 모습에는 큰 변화를 보였다. 5차시까지 오면서 수업 시간
에 질문과 답변 이외에는 말이 없던 그는 이번 수업에서는 제작하는 과정에서 먼
저 자신의 경험과 인상적인 작품들에 대하여 나누고, 친구들의 작품에 적극적으
로 호응하였다. 더욱이 감정과 느낌에 관한 표현이 없었던 그는 “미술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라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과 표정을 
보이며 확연한 변화를 보였다. 이 변화는 수업의 차시를 넘어오며 보이는 변화이
기도 하며 그가 흥미를 느끼는 이슈를 다루는 것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 하였다.  

                               <그림 23> 송영수의 조명 

송영수: 동일본 대지지진인데..
연구자: 이 줄 그어진 건 이건 뭐죠?
송영수: 이건 태양을 나타낸 것인데 이건 태양까지 집어삼킬 정도로. 
연구자: 아... 
송영수: 이건 파도를 의미하고. 여기 꺾인 모든 것은 사람이거든요.
연구자: 사람이 꺾였다고요?
송영수: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최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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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수: 나무도 업어가고 구름도, 새들도 다 집어삼키는 이거는 이게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원자로,,, 원자로인데... 이젠 원자로에 죽어가는.. 
사람들...

연구자: 여기 끊고 있는 듯하지 않아요?
송영수: 원자로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들...
최하나: 더 의미 있는
연구자: 이쪽은요?
송영수: 건물들이 무너진 잔재들..
연구자: 안이 이렇게 된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송영수: 옆에도 있고... 이게 사람들이에요..
최하나: 아하..
송영수: 이건 자동차...  사람이었어요. 
최하나: 여기가 메인이였어..
송영수: 죽어가는 
연구자: 전달이 되는듯합니다.  
최하나: 여기에 초의 불빛이 진짜 불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연구자: 하면서 어땠어요? 표현이 잘되었다거나. 어떤 표현을 넣고 싶다거나
송영수: 조금 손재주가 있어서 세련되게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제가 발현
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가들은 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음악으로 뭐 이런데.. 제가 표현하는 방식은 글이나 말 이런 
방식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표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사회의식을 표현한 자체만으로도 전 의미 있었던 거 같아요.. 

   위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영수는 일본 대지진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으
로 표현하였으며, 세부적인 이야기 하나하나까지 담고자 하였다. 조명의 앞면과 
뒷면 그리고 옆면으로 보이는 사람, 태양, 건물, 자동차 등등에서는 약간의 과장
됨이 보이기는 하였지만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 크기와 배치
에서도 다르게 나타냈으며 그 가운데 사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작게 표현하였는데 파도에 휩쓸린 사람들, 원자로에 갇힌 사람들과 
같이 거대한 자연의 힘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인간의 모습을 빗대어 나타냈다. 
첫 시간 그가 작품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던 방대한 업무들로 인한 짐을 진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이
슈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모습을 대변하였다. 작품이 완성되자 자신의 표현에 
흡족한 듯이 보였지만 “세련되게 표현”하고 싶었지만 원하는 만큼 표현이 되지 
않은 조형적 표현에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는 듯했다. 그가 말하는 “세련된 표현”
은 설명이 없이도 감상자와 소통이 가능한 표현을 의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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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별: 이게 뭐냐면 장자연 사건 아시죠.. 뒤가 하이야키 그 개념이고. 어
쨌든..계속 여자들이, 연예인들이 희생되었잖아요.. 뭔가 희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가.. 암튼 각자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장자연 사건을 보면서 진짜 좀 안타깝다는 생각
했어요.. 장자연이 좀 이용당했구나. 지금도 이용당하는구나..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연구자: 옆에 이것은 뭐죠?
박은별: 눈물이에요.. 여기가 다 상처 깊은 그런 거로 
연구자: 뒤에는?
박은별: 이 뒤에는 종이를 붙여서 두꺼워져서 약간...
연구자: 뒤를 좀 더.... 지금도 좋은데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넣는 것

도 좋을 것 같아요.. 조명은 어느 각도에서나 보는 것인데..
최하나: 빨리했다..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어쩜 그렇게 확 나온 거지?
박은별: 생각하고 있었기보다는 그냥 이 피라미드 아래에,,, 민중미술에 관

한 참고를 보면서
최하나: 하산해도 될 듯..
박은별: 제 생각에는 꿈보다 해몽인 거 같아 항상

 

<그림 24> 박은별의 조명 

   위의 대화는 매번 누구보다도 일찍 끝내는 박은별이 신기한 듯이 “이미 생각
을 하고 있었던 것이야?”라고 최하나가 묻는 것이다. 이 대화를 하기 전까지 나
는 박은별이 손이 빠른 학생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작품활동이 빠를 
수 있었던 것은 실기 활동을 하기 전 참고자료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
에서 적절한 예시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배움의 과정에서 그녀는 스스
로 수업과 연관된 적절한 예들을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사고의 작업을 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이디어 구상을 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고 자신의 머
리를 스쳐 지나간 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최하나는 작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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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되자 아이디어 구상하였고, 스케치 전에 몇 번이고 나에게 확인받았다. 스
케치 작업에서도 자신이 생각한 것을 연필로 적거나 옅게 스케치를 하고 도화지
로 옮겨 시간이 많이 걸렸으며 가끔은 수업 시간에 완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
다. 이런 까닭에 아이디어 구상에서 표현까지 빨리하는 박은별이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만의 속도로 작품을 표현하여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한으로 시간 속에서 학생들의 시간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
해서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했다. 

 <그림 25> 최하나의 조명

연구자: 이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무엇을 표현한 것이죠?
최하나: 저는 이거는 촛불 같은 초를 나타낸 것이고 여기랑 여기 뒤에는
연구자: 아.. 그러네.
송영수: 뭐라구? 뭐라고?
최하나: 촛불의 초를 나타낸 거예요.. 얘는 불길이 활활 타는 열정을 나타냈

어요.
연구자: 아.. 열정
최하나: 애는 눈물인데.. 눈물이 똑 똑 똑 떨어지는 것을 표현했는데.. 이 X

랑 3은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뒤에는 X를 다섯 개를.. 오포
예요.

연구자: 뭘 포기해야 하는데..
최하나: 많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연구자: 삼포도 그런데 오포까지..
최하나: 칠포 구포도 나오던데..
송영수: 칠포는.. 못 들어봤어요.
최하나: 이건 그런 슬픈 눈물을 담은 거예요.. 
연구자: 아.. 
최하나: 그리고 눈물은 7개를 했어요.. 7개의 의미도 있어요.. 칠포요. 
연구자, 송영수: 아아..
연구자: 삼포, 오포, 칠포.. 
최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연구자: 의미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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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나: 이런 거 아닌가요?
연구자: 맞아요..
송영수: 슬프다 그런데...
최하나: 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포기했거든요. 그런 집을 포기했어요.. 

부자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신분 상승을 하지 못한다는

   최하나는 현재 본인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사회현상으로 청년들이 처한 슬픈 
현실인 “3포, 5포, 7포 세대”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았다. 활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표현하는 “불”을 중심으로 좌측에 X자를 다섯 개 넣어 “오포세대”
를, 그 뒤쪽에 불과 X자 그리고 숫자 3을 넣어 “삼포세대”를, 7개의 물방울로 
“칠포세대”의 눈물을 형상화하였다. 그녀의 “집을 포기했거든요” 말처럼 현재 가
진 가장 큰 고민 그대로 작품에 담고자 하였다. 다른 두 친구의 발표를 듣고 마
지막으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작품과 다른 친구들의 작품이 조금 
다르다고 느낀 것인지 발표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전 조금 다른
데..”라며 자신의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받고자 하였다. 표현의 고정된 답이 
없다는 말에 안심이 되는 듯 그녀는 이어서 작품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작품 설명을 들으면서 “해야 하니까”, “시키니까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
번 5차시 작품에 대한 설명은 “생동감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학생들은 사회
이슈에 많은 생각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미술로 표현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이러한 미술표현의 기회는 수업의 활기를 띠게 만들었다. 
   6차시에서는 미술의 장르를 알아보며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컵홀더 디
자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전의 기법연구과 조각 수업을 이어 학생들
은 실기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수업에 오자마자 “오늘은 어떤 실기해요?”,“어떤 
것을 할까 궁금해요?”라고 말하며 책상 위로 펼쳐진 재료를 탐색하는 모습을 보
였다. 기존의 재료와는 달리 종이박스가 놓여있자 학생들은 반사적으로 참고자료
를 서둘러 훑어보며 오늘의 수업을 확인하였다. 나는 수업 시작에 앞서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과 색에 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긴 도입을 하였다. 학생들과 한국
의 미와 다른 나라의 미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함께 살펴보았다. 각 나라의 문양
을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다. 오묘한 형태와 색을 언어로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었기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나는 조형요소와 색을 나누고 리듬감
과 같은 조형요소로 분석한 다음 가장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이야
기하도록 하였다. 자신이 표현할 아이디어를 미리 말로 표현한 다음 실용성을 생
각하여 컵홀더 형태를 디자인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작업
을 이어가다 다른 그림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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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형태가 완성되자 자신의 디자인에 맞는 재료
를 선택하여 문양을 표현해 본다.   

연구자: 그거 같아... 신화,,  그 호랑이와 곰
박은별: 웅녀였나.. 곰과 마늘.. 
연구자: 왜 그런 느낌이 들까?
박은별: 저 그냥 여기 이 꽃을 보고 꽂혔는데. 여기서.. 사실 그라데이션 표

현이 어렵다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넣었
어요.. 

연구자: 동양화 같아..
박은별: 동양화로 넣고 싶었는데..
연구자: 쥐도 있어.. 아하하
박은별: 12간지를 넣어야 하는데 12간지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연구자: 돼지는 어디 갔냐.. 아니 왜 개구리가 왜 들어가?
박은별: 곰도 없어요.. 토끼띠 있나.. 

<그림 26> 좌: 최하나, 중: 박은별, 우: 컵홀더 디자인 완성작품

   박은별은 컵홀더 디자인을 하던 중 작업을 잠시 멈추고 잠시 생각하다 다시 
시작하였다. 처음 계획처럼 잘 되지 않자 작업의 방향을 수정하는 듯했다. 재료도 
크레파스에서 색연필로 바꾸었다. 그녀는 쉽게 찾을 수 있는 한국적인 문양을 넣
고자 하였으며 절이나 기와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표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았으며 머릿속의 디자인을 옮기기도 어려움
이 커 수정을 거듭한다. 위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 그녀는 꽃을 형상화
하는 디자인을 넣고자 하였지만 점점 옅어지는 잎사귀 표현이 어려워 자신이 좋
아하는 동물들로 나타냈다. 이곳저곳에 여러 동물을 배열하면서 12간지로 아이디
어가 이어간 것이었다. 그녀의 작품에는 핑크, 초록, 흰색을 중심으로 색을 섞어 
나타냈으며 이는 여러 색상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넓은 면적을 빨리 칠할 수 있
는 크레파스가 아닌 색연필을 선택하여 아주 꼼꼼하게 표현하려고 하였다. 
   이와 달리 최하나는 색 선택에 있어서 주황과 하늘색, 남색과 같이 화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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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색상을 선택하였으며 재료도 크레파스를 선택하였다. 최하나는 이번 
작업에서도 “어렵다.”, “이쁘다.”, “괜찮지 않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며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 확인받고자 하였다. 하지만 작품이 완성되고 친구들의 작품과 함
께 감상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에는 다른 차시와는 달리 자신이 잘했는지, 어떤지 
에 대한 평가나 비교는 없었으며 다른 학생들이 작품에 담고자 한 이야기에 궁금
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차시로 끝나는 작업으로 실기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
만 집에 가서 해 오거나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였다. 
  
   (3) 방향 전환: 
   한 차시로 끝났던 지금까지의 수업과는 달리 7~10차시는 4차시 연계하여 운
영하였다. 앞서 재료나 기법 위주의 수업으로 느낌이나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 것
을 막고, 기술이 부족하여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
하고자 한 계획이었다. 이를 위하여 관찰력을 기초로 하는 드로잉에서 색의 연습
까지 단계별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7차에서는 드로잉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인체 드로잉을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적인 비율과 형태를 익히기 
위하여 인체해부학을 통해 근육과 골격의 구조를 확인하고 움직임을 알아보았다.
인체 드로잉의 핵심적인 원리를 알아보고 이를 표현하는 선은 어떤 선으로 나타
낼 수 있을 것인지, 자신만의 선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드로잉 표현을 위해 음악 드로잉과 연상 드로잉 댄스 드로잉과도 연계지어 보
며 선의 의미를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8차시에는 7차시에 완
성한 드로잉 위로 의상을 입혀보았으며 그 의상의 모티브를 주변에서 찾아보도록 
하였다. 산, 거리, 다리, 사회현상 등에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의상 속으로 가져
왔다. 9차시에서는 톤온톤과 톤인톤과 같은 것을 유념하여 옷에 색을 입히는 시
간을 가졌으며, 10차시는 자신이 작품에 액자를 만들어 작품화하도록 실시하였다.  
   <그림 9>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7~10차시의 작업은 한 수업을 빠지면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다. 지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송영수는 다른 친구들
이 의상디자인을 하는 동안 전 시간 수업이었던 인체 드로잉을 그려야 했다. 따
라서 나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으로 표현한 의상들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관절의 방향과 각도를 의식하여 착장표현과 주름표현을 하는 과정을 해야 하는 
동시에, 지난 시간에 하였던 인체드로잉의 과정도 설명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송영수는 친구들의 작업을 살피며 뒤처진 상황이 어색한 듯 서둘러 실기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그에게 실기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짧은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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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드로잉 과정에서 각 단계에 맞춰 시범을 보였다 

<그림 9> 수업 절차 (   29))                          

   
    다른 친구들과 속도를 맞추고 싶었지만 송영수는 어느 정도의 드로잉이 나오
자 멈추고 그리기를 반복했다. 예상하지 못한 그의 행동에 “왜 멈추냐?“라고 물
어보았고, 지금이 마음에 든다며 “더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답하였다. 그는 
지금 상태에서 더 진행되어 “망하게 되거나”, “실패” 혹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을 느끼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송영수가 활동에 있어 주저함 없이 작업하였고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말과 행동에 
잠시 생각에 빠지게 했다. 
   다음 수업을 언급하여 약간은 강압적으로 수업을 할까 잠시 고민하였지만 연
필을 멈추고 있는 그에게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결정하
였다. 그는 친구들의 작업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그림을 비교하기도 하며 참고자
료를 뚫어지게 보기도 하였다. 이런 그의 모습이 나에겐 무척이나 불편했고 연계
된 수업에서 그 시간에 해야 할 것을 다 끝내야 다음 차시로 간다는 속도의 차이
를 맞추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다. 다음 8차시에 송영수는 그날의 

29)  해당 모형은 절차의 방향을 말하는 것임 

색상 올리기

관찰
-인위적인 색상
 과 자연에서 오  
 는 색상을 알아
 본다.    
 -명화에서 현시  
  대 작품의     
  색상 차이에   
 대해 말해 본다. 
-이번 트렌드    
색상을 알아본다.  

실기 
-상의와 하의의  
 색을 매치하여  
 표현한다.

 의상 드로잉

관찰
-자연과 동물
 에서 영감을    
 얻은 의상 감상  
 하기 

 실기I
-자신만의 의상  
 디자인하기

실기II
-주름과 천의    
 재질에 맞는    
 표현을 한다.

액자 디자인

관찰
-작품의 완성도
 를 높이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  
 본다.  
- 액자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  
  에 대해 말해  
  본다.  

실기
-쿠킹호일의     
 표현 방법을    
 익히고 액자로  
 만들어 본다.

인체 드로잉

관찰
-선의 다양한   
 표현방식      
 익히기
-근육과 인체의  
 구조 관찰하기

실기I
-컨투어드로잉
-음악드로잉 
–연상드로잉
실기II
-자신의 몸의   
 근육을        
 확인하며      
 인체그리기

 작  
 품  
 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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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인 색을 올릴지 드로잉 후 단계였던 옷을 디자인할지 선택해야 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의상을 디자인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날 수업 내용인 색상을 올리
는 활동으로 바로 넘어갔다. 7차시에서 그린 인체 드로잉에 색을 입히는 것이다. 
그는 인체 골격과 근육의 참고자료를 보더니 관련된 색연필을 꺼내고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6차시에서 작업을 멈추어 나는 “이번 수업에서도 중간에 멈추지 않
을까?”라는 생각 들어 좀 더 자세히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완성할 수 있도록 그를 
지켜봤다. 말은 아니었지만 무언의 전달이 되었는지 그는 내적인 변화 없이 실기
해나갔다.

 <그림 10> 송영수 일러스트 <그림 11> 최하나 일러스트 <그림 12> 박은별 일러스트

   <그림 10>을 보면 작업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피부색을 세 가지 이상
의 색연필을 섞어 표현하도록 직접 시범을 보였음에도 한 색상을 선택하여 조심
스럽고 천천히 힘을 빼고 색을 올렸으며 조금 더 진한 색을 덧칠하는 것을 불안
해하고 있었다. 그는 색을 입히고 확인하는 과정을 몇 번 하고서는 더 이상 색의 
농도를 높이지 않았다. 그때까지 나는 왜 그가 하던 작업을 멈추고 그만두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른 두 학생이 옷을 디자인하고 색도 선명하지만 송영수는 옷을 
디자인하지 못하였고 색감도 옅게 표현되어 완성도가 떨어 것에 나는 계속해서 
근육을 표현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송영수는 자신의 작
품에 상당히 만족하였고 더 이상의 작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나눈 대화
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간 속에서 완성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송멋진의 예상하지 못한 반응들과 같이 차시를 연계하는 수업에서는 
이전 수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나타났다. 첫째로 학생들은 “지금보다 못
하게 될까봐”, “더 이상하게 보일까봐” 실기활동의 진행이 천천히 이루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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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실기의 속도가 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들이 작업의 진행을 멈출 만큼 새
로운 창작의 즐거움보다 실패의 두려움이 더 큰 것이었을까? 아니면 더 진행하면 
사라질지 모르는 지금의 작업의 과정을 남기고 싶은 것인가? 많은 작가는 작업의 
과정에서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인하여 작업을 멈추거나, 시간을 두고 다시 작
업을 이어 하는 경우가 있다. 생각해 보면 나 역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었
던 것 같다. 드로잉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선생님이 예시로 나의 작업 위에 직접 
그려서 보여준 적이 있었다. 당시 완벽한 것처럼 보였던 그 선들 위로 “내가 추
가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상해지지 않을까?”하고 고민하며 작업을 완성할 수 없
었던 경험이 떠올랐다. 따라서 이들의 고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연
계성이 있는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과정의 즐거움을 느
끼고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것 자체의 가치에 대해 고민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
다. 
   둘째, 이전 수업과 다른 또 다른 모습은 학생들이 선의 한 획, 선택한 색, 형
태 등의 선택에서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표현하기 전에 나에게 질문하고 확인받
고자 하였다. 물론 최하나는 첫 시간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학생들도 
같은 반응을 보이자 그 원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최하나가 매번 나의 답변
을 기다리며 내게 확인을 받고 진행하는 이유는 “잘하고 싶어서”이다. 그녀는 매
일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직장동료들에게 오늘의 수업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
달하거나, 자신이 수업 시간에 만들거나 표현했던 것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실
기시간에 모든 작업을 “잘하고 싶은”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컸던 것으로 보였다. 작업에 대해 직장동료와 친구들에게 받는 피드백은 그녀가 
다음 작업을 하는 원동력과 같았다. 즉, 누군가의 칭찬이 다음 미술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자 용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런 까닭에 그녀는 누가 보아도 잘했고, 완
성도 높은 작업을 매 차시 원했던 것이며 그 첫 번째로 나의 시각을 살폈다. 

최하나: 완전 포기해서 원피스로 가야겠어요.. 
연구자: 왜.. 블라우스 자료 많은데.. 참고하면서,,
최하나: 이거를 여기다 넣는 것 못하겠어요.. 이 포즈로
연구자: 보자? (하나의 자리로 가서 가만히 작품을 본다.)
최하나: 두려워요.. (연구자가 조용히 그림에 집중하고 아무런 말이 없자) 이

건 그래도 그럴싸하지 않나요?

   최하나는 작업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 충고를 듣고자 하였고, 기대하던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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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자신이 못했다고 여기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반응이라는 
말은 물리적, 인지적 자극에 대해 밖으로 표출되는 모든 현상을 포함한다. 그녀는 
교사의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인 반응을 통해서 옳고 그른 답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녀는 아주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못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가끔은 이 말이 습관처럼 나오기도 하였다. 
  나는 처음 그녀가 작업을 멈추거나, “못하겠다.”라는 말에 바로 다가가 반응을 
보이고 도와주었다. 하나하나 말로 설명하며 작업하기를 유도하기도 하였고, 그녀
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는 학생의 작업에는 최대한 손을 대지 않
는 것을 고집하였지만, 말로 표현이 잘 안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다음 
단계를 위해 선의 표현방식, 색의 선택을 직접 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움을 
주고 난 후부터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라며 나에게 확
인을 받고 작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질문의 횟수도 점차 많아졌다. 차시
를 더해가면서 짧은 선 하나를 긋고서도 나의 생각과 표현을 기대했고 “못하겠
다.”, “이상하다.”라고 말하며 하던 작업을 멈추기를 반복했다. 위 지문에서도 볼 
수 있듯 최하나는 “두렵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잘된 작
업을 망칠까 봐 하는 “두려움”이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그녀의 “두려움”은 내가 직접 작업을 도와주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을 몇 번 경험한 후 난 반응을 멈췄다. 그리고 “그림에는 답이 
없으며 본인이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라.”라고 말하며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곁에서 기다렸다. 사실 이러한 대응은 교사와 학습자에게 있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직접 가르쳐 주고 표현을 말하기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체험하였기에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것은 어색함과 
불안감을 가져왔다. 하지만 몇 차시 동안 내가 반응하지 않자 최하나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실기를 보여 달라는 투의 말은 확연하게 줄었으며 학생들에
게서 조금씩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연구자: 옷을 바지 속으로 넣는다면 주름이 지겠죠.. 조금씩(연구자의 블라우스의 
주름을 만지며)여기 주름... 여기(하나의 그림을 한 곳을 가리키며) 내가 한 
거 아니야?

최하나: 제가 했는데요. 히히
연구자: 이제 뭔가 좀 알게 된 거야?
최하나: 아니요. 따라 했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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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나에게 끝없이 던지던 질문대신 시범을 보이던 것을 그대로 따라 하
기 시작한 것이다. 위의 지문에서도 나타나듯 최하나는 내가 나타냈던 선과 명함
을 그대로 묘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어떻게든 표현을 하려고 관찰하고 애쓰
고 있음을 그대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변화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은별: 우와, 거봐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최하나: 대충하니까.. 역시.
연구자: 샘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중략)...
최하나: 샘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연구자: 그래,, 음. 기다리니까.. 잘 안 도와준 듯! 오늘은 너무 미술 수업이

다. 그지?
최하나: 오늘 엄~청(강조하며) 재미있었어요.
연구자: 이런 수업을 재미있어하는구나. 하하. 
최하나: 이거 배우는 게..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위의 대화에서 최하나는 “대충하니까 작업이 잘된다.”라고 말했으나 그녀는 
사실 대충하지 않았다.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연습하면서 공들인 작업이었
다. 하지만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자신의 불확실
한 선택을 이어가며 작업한 것이 완벽을 표현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포기, 변
화하게 만들었던 것을 “대충했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
의 표현을 찾고 그 표현을 만족하면서 “재미난 수업”으로 여기게 된 것 같다. 
   연속된 차시의 수업을 계획하기 전에 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
다는 학생들이 시범으로 보인 기본적인 표현을 보고 따라 하면서 기본적인 표현
을 익히고 자신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
로 이끄는 수업을 실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학생들은 나의 반응과 도움
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수업은 내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인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
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너무 실기적인 표현능력의 향상에 초점이 되다 보니 자연
에서 모티브를 가져오는 의상의 아이디어 구상과 색의 표현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차시를 이어오며 학생들의 성향을 조금은 알 
수 있었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수업의 결과

   10차시를 수업을 모두 진행하고 난 후 자료와 내용을 토대로 수업을 다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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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나와 한 수업이 이
전의 미술수업과는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었고, 다양한 미술기법과 활동으로 
“표현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교사의 평가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결정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새로운 시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원 학교에서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 각종 미디어와 
이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이질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 박은별은 미술학원에 다니
면서, 최하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송영수는 학교 미술을 수업을 통해서 혹
은 이들이 접하는 각종 미디어와 책 등 여러 관계가 복합적으로 각자 고유한 “미
술”을 적립해 나간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관계 맺고 
있기에 끊임없는 관계 맺기는 서로 다르게 관계 맺을 수 있고 방식과 강도의 차
이를 보인다. 인간은 관계 맺음의 중심축으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하고 
만들어야 한다. 

연구자: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에서 받아 온 것과 차이를 느낀 것
은 있었는지. 혹시나 내가 학생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런 수업이 있
었다면 미술에 대해 조금..

송영수: 이전에는 미술을 하면 뭔가 그려야 할 대상이 있고 어떻게 그려야 
될 목표가 있고, 그것에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잘못된 교육을 받았
던 거죠. 

연구자: 음...
송영수: 꾸지람도 많이 받았고.. 이거는. 일단 소재가 정형화되지 않아서 흥

미를 자아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뭔 막 해야 한다는,, 사실
은 제 생각을 막 해서 표출하는 자체가 처음이고, 지금도 힘들지만 
이렇게 자꾸 혼자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전에 배운 미술교육! 
그것과는 달랐고. 자꾸. 이렇게 자꾸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표
출하는 방식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 왔다면 미술을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즐기면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즐긴다는 마음으로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번..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유한 미술 체험 속에서 나는 학생들이 지니는 공통
적인 성향을 찾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감상보다는 표현력 즉,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실기력 향상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자신의 한정된 미술을 경험하고, 미술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이 미술을 배우는 것 역시 드로잉 기술
과 같은 실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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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였다. 10차시의 수업을 통해 이들은 실기력 향
상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작품을 의미화하고 그 가치를 생각해 보는 시간에 의미
를 두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큰 변화였다. 앞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영수의 경우 고등학교 이후 미술 수업은 처음이었다. 따라서 그가 
기존에 받았던 학창 시절 미술수업과 이번 수업을 비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
였다. 그는 미술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미술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고정관
념 같은 것이 있었다. 미술이라면 그려야 할 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 대상이 있어
야 미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작업을 “무조건 완성해야 한다”라고 여겼기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은 소홀했다. 
   그는 현재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고정관념”과 같은 것이었다
고 언급하고 있다. 한정된 미술 경험이 그동안 미술에 거리를 두고 지낸 것을 아
쉬워할 만큼 그의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듀이는 생명체로 하여금 경험
의 방향과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환경적 조
건”(Dewey, 1934/2016; 136)으로, 이는 방향 없이 발산될 수 있는 행위에 제동
을 걸어 경험상황 전체에 대해 심사숙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과거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축적된 내용과 새롭게 관련짓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치 있는 경험으
로 발전한다(Dewey, 1934/2016). 다시 말하면, 환경에 의한 호기심과 탐구를 통
하여 생명체의 성장, 즉 미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전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송영수는 과거 수업으로 인한 “작품의 완성”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전
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선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영수는 기법연구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수업
을 통하여 소재가 없어도 작품의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즐거움”을 느꼈으며, “자
기 생각대로 미술을 표출하는 방식”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가 언제부터인가 모르
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즐거움”을 가져다주
는 작업의 과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어쩌면 그가 수업 중 참고자료나 시범 
보이기의 과정에서 “아아..”, “오”, “허어”와 같은 감탄사가 유독 많았던 것이 새
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과정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면을 경험하였다. 자신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나는 이번 과정이 그가 새로운 미술을 시작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
각한다.

박은별: 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끝내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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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다른 건데 학교는 끝내는 것에 더 급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다고 생각했고. 소규모로 들어보면 작
품을 완성하는 것까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다고 생
각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지금 학생들을 생각하면 제출하기! 
이 시간까지 하기! 그리고 작품 사이의 배리에이션이 커요. 학생들 
사이에도.. 누구는 원래가 꼼꼼해서 끝까지 해서 완성을 하려는 아
이가 있고 누구는 빨리해서 뭔가를 끝내야겠다는 학생들은 엄청 대
충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디테일하게 해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아이의 성향인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
로 끝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작품을 해도 완성하
기! 그런 게 되어야 하는 거죠... 저도 그것을 못 배웠는데.. 못 배
웠던 거 잘못된 것 같아요.. 중, 고등학교 때 끝내고 제출! 하하 그
리고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중략)... 사
실 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을 때 뭔가 자유롭고 줄 그어
놓으면 끝! 이런 거 같은데.. 방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도 진짜 여
러 번의 작업이 걸쳐지고 엄청 애정을 쏟아야지 하나의 작품이 나
오는 것인데. 학교에서 그런 것까지 가르칠 수 없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연구자: 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박은별: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의 수업을 학교에서 하

려면 소규모 수업이어야 하고. 대개 선생님과 2:1 혹은 3:1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케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
고. 재료도 다양하고 좋았고,, 학교 교육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
각했을 때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술 교과서가 그 국
정이 아니라 아마 여러 지도서가 나오고 있고 한데. 거기서 필수적
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데. 중·고등학교도 그렇겠지만... 조형요
소와 원리를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을 때, 어... 어떻게 하
면.... 어... 선생님 말씀대로 자기표현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어,, 
근데 요즘 학생들이 진짜 그게 안 돼요.. 잘.. 그냥.. 쫌

   위의 지문에서도 알 수 있듯 박은별은 학교에서 자신이 배워온 미술이 “작품
을 완성하는 수업이” 아닌 “작품을 끝내는 수업을” 했다는 것을 10차시가 지나면
서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미술을 배우는 동시에 현직교사로 있는 학교
에서 같은 수업내용을 자신의 학생들에게 해보면서 미술 수업에 관해 깊이 있게 
고민하였던 것 같다. 박은별은 수업을 배우면서 성적을 내기 위하여 “끝내고 제
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미술 수업”이 아닌 “애정 솟은 작품을 만드는 이전과는 
다른 수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미술을 가르치면서 다수의 인
원을 수업해야 하는 환경에서 교사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하고, 제안된 예산 편
성으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에 학교에서의 “한 작품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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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하기” 수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같다고 여겼다.
   박은별의 표현을 빌려 “작품을 끝내는 것”과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학생들
의 작업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학생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작품이 있으
면 작품을 위해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였든 상관없이 작품을 가차 없이 버리는 경
우가 있다. 수업 시간에 완성을 못한 미완성 작품의 경우 심하게 나타난다. 조금
만 하면 완성이 될 수 있음에도 학생들이 이어서 하기 힘들어서, 혹은 혼자 하기 
어려워서, 시간이 부족해서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작업을 쉽게 버리는 것이 이해
되지 않았었다. 이번 연구를 하면서도 연습한 작품이 아닌 정말 공들여 작업한 
것을 수업이 끝나자 가는 길에 버리는 것을 보았고, 이는 나로 하여금 여러 생각
이 들게 하였다. 이들은 나의 수업을 오늘의 작업을 그저 완성된 작품으로 가는 
습작을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어린 시절부
터 미술에 노출된 삶을 살았으며, 미술 전공자로 살아와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대하는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은별의 말을 통해 그 어느 정
도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은 그 수업 시간을 위해 끝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 작업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따라서 작업을 쉽게 버릴 수
도 있었다. 10차시 수업의 과정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학생과 교육자 모
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한 것은 분명하다.
 
   (2) 재료가 전하는 “재미” 
   수업의 마지막 날 나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통해 느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도록 하였다. 학생마다 선호하는 수업 내용은 다양했으며 이를 통
해 학생들이 중심을 두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처음 시도하였던 기술과 기법을 사용해 “재미난 수업”을 기억하는 학생
도 있었으며, 생각보다 “표현이 잘된 작품이 나온 수업”을 말하기도 하였고, 기존
에 “해보고 싶었던 작업” 혹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공들인 작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들이 공통적으로 재미있어하는 수업은 실기활동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실기활동으로 가기 위해 통합적으로 다루었던 참고자료나 영상, 혹은 
다양한 예시작품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들은 표현 방식과 재
료를 매개로 가지고 생각의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을 “재미난 수업”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 다시 수업을 듣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더한다면, 아님 덜한다면 하
는 것 혹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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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별: 다 수업은 매 차시 좋았구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생
각보다 그 수업이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진짜 어렵다고 생각했거
든요. ...(중략)...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말씀
하신 칸 나누기.. 그거 수업 듣고 나서 저희 학교에 가서 풍경화 그
리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약간 구도 생각해서 칸 나누기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전공자들에겐 낯선 개념이고.. 따라 
그리고 대고 그리고 싶어 하지... 샘이 그랬잖아요.. 칸을 나누어 옮
겨 그리는 작업을 하라고. 그런 것도 대개 신기했고.. 옷 입히기도 
이해가 안 되었는데.. 막상 하니까. 좋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 아 뭔가.. 재료를 뭔가 많이 썼잖아요.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써 보면 다음에 쓸 때 거부감이 덜한... 그런 게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박은별에게 “재미난 수업”은 그녀가 그동안 낯설게 느꼈던 미술표현 (기술적
인 표현)을 익히는 것이었다. 위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는 비전공자로
서 낯선 개념인 것을 직접 해봄으로써 무언가를 “알게 되고”, 새로운 재료를 사
용해 봄으로써 재료의 거부감이 줄었다고 한다. “신기한” 것은 찾고, “새로운 시
도”를 즐기던 그녀는 자유롭고 자기주도적인 배움을 그동안 원하고 있었던 것 같
다. 그녀는 인상주의 작품에 관심이 많아 반 고흐의 붓터치를 표현하고 싶어 재
료 선택이 자유롭게 주어지면 어김없이 아크릴 물감을 선택하였다. 지금까지 사
용해보지 못한 재료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이 잘 다룰 수 있는 재료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로 인해 기억에 남는 수업이 된 것 같다.  

송영수: 드로잉 한 것.. 처음 철사로 만들기 한 것이 재미있었어요..
연구자: 하다 보면 이 재료가 잘되는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서 물어봤어요.. 샘은 어떤 재료가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든 
것 있었어요.

박은별: 맞는 거는.. 어... 아직은 많이 안 해봐서 맞는다는 느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래부터 아크릴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
런지 아크릴을 할 때 좋았구요. 선생님과 수업하면서 되게 좋았던 
점은 그런 거 같아요. 재료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닌데. 예를 
들면,, 펜 하나로 젠탱글하기나... 종이로 3D 입체로 만들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단순한 재료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뭔가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
고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색칠하기 노트는 
창의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젠탱글을 할 때도 아이들이 생
각하면서 선을 그리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도 재료를 단순하게 하
니까.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내고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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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장이고 가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박스와 호일 이런 것
인데 뭔가 만들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재료가 단순해서 좋
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크릴 사용이 재미있었어
요.

   송영수는 첫 시간의 실기활동이었던 와이어공예 수업과 4차시 동안 연계하여 
수업하였던 드로잉 작업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가 수업 활동에 활용하였
던 재료는 최하나가 감상자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한 재료
와는 차이가 있어 보였다. 송영수와 박은별에게 재료는 자신이 직접 체험을 통하
여 느낄 수 있는 아주 감각적인 것이며 탐구의 대상이지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재료만은 아닌 듯했다. 이들에게 재료는 예상하지 못한 변
화를 일으키는 신기하고 재미난 것으로 여겼다. 
   들뢰즈는 예술작품이 재료의 창작물이라고 강조하며, 감각적 재료 없이 예술 
작품이 있을 수 없으며 예술에서 감각, 물질성에 특권을 부여한다(Deleuze, 
1991; 김재인, 2013)고 말한다. 미술활동에서 재료는 학습자에게 탐색과 시행착
오의 경험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것 이어야 하며, 이렇게 표상을 위
한 상징적인 매체이자 또 다른 언어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임부연, 2005)한
다. 재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재료 또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종이, 와이
어, 펜과 같은 단순한 재료의 재탐색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일상적인 것
에서의 새로운 것을 찾고 변화를 주었다. 이들은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재료는 어쩌면 통
합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방
식으로 재료를 도구로써 집중하고 있어, 이들에게서 과정에 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으며 재료를 사용한 것 그 자체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구자: 차시를 두고 쭉 하면 완성도가 높아지는 수업은 어떤 것 같아요?
박은별: 아 근데... 비전공자들은 맛보기 식으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

게 쭉 한다고 하더라도 ‘짜잔’하는 작품이 안 나올 확률이 높잖아
요...

연구자: 하하하
박은별: 중간에 지칠 것 같고.. 계속 그냥 뭐. 바꿔가며.. 어제는 드로잉이었

지만 오늘은 손으로 만들기 이게 더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 초등학생 개념으로 봤을 때 또... 초등학생이 긴 프로젝트를 
미술로 할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재료를 바꿔가며 하는 것이 좋
은 것 같았어요.

송영수: 저는 다양한 것을 다뤄서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약간씩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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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느낌... 1, 2, 3단계로 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좋
고, 뭐 이렇게 매일매일 뭘 다룰지 두근두근거리면서 오는 것도 
좋아요, 뭐가 더 좋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박은별은 그럴싸한 작품이 나올 수 없는 비전공자에게 6~10차시의 연계된 수
업보다는 한 차시로 끝나는 수업이 좋다고 말한다. 그녀는 잘되었다고 정형화된 
작품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작업은 전공자만이 가능하
며, 비전공자들이 연계된 수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만한 작품을 할 수 없
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 연계된 수업은 비전공자에게 그럴만한 
작품이 나오지 않아 “지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계된 수업에
서 사용하는 재료는 처음부터 펼쳐져 있어 “새로움”이 없어 흥미를 지속하기 어
렵다기 때문에 한 차시의 수업을 선호했다. 이에 반해 송영수는 연계된 수업을 
통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연계하는 수업은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사용법을 익히게 되고 적절한 표현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어 선호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새로움을 주는 재료도 좋지만 반복되
는 재료의 사용으로 재료를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
도 스스로에게 성취감을 주는 듯했다. 작가가 재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면과 외면의 이어주는 한층 더 넓고 다양하게 생각
을 확장하게 만들기도 하며, 재료는 자신에게 무의식적인 세계로 안내하기도 한
다. 

   (3) 평가의 굴레
   진도, 취업률 한국의 입시, 평가 위주의 미술교육은 도구적, 기능적 스킬이나 
테크닉 쪽으로만 향하고 있다. 미술을 멀리하게 된 3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
같이 교육을 통해 미술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은별은 학원에서 다른 학
생과 비교되는, 최하나는 낮은 학점을 받은, 송영수는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아이디어로 무안함을 느꼈던 미술수업으로의 기억으로 이들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았다. 평가를 하지 않는 수업임을 상기시켰지만 의식하지 
않게 자신과 친구들의 작품을 비교하며 또 평가받기를 원하였다. 평가를 요하는 
질문의 반응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이들에게 전달되어 나의 행동과 표정을 읽
고 있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때에 따라서는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크게 전
달되었으며, 여러 요소와 함께 평가를 지각하게 되는 듯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타
인의 평가는 다음 단계를 향한 비평이 아닌 정답을 찾는 모습이라 작업의 방향에 



- 197 -

타인의 시선이 작업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었다.

최하나: 이렇게 한 거 어때요?
연구자: 너무 차이나면 적당히
최하나: 괜찮나요?
연구자: 여기는 제일 밝은 곳이에요..  생각해봐요.. 샘이 보고 결정해.. 모든 

걸 내가 결정하면 내 작품이 되잖아. 이제 잘하는데.. 바퀴 칠한 거 
봐봐,

최하나: 크레파스 할 걸... 괜찮은 거 같기고, 이상한 거 같기도..
  
   위의 대화는 몇 차시의 수업 후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
하고 서로의 반응에 예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나눈 이야기이다. 당시 최하나의 
“괜찮나요?”라는 질문에 나는 “좋은지”와 “나쁜지”에 대한 평가를 원한다고 여겼
었다. 하지만 차시가 흐르면서 나의 반응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점
검을 받아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흘러갔다. 10차시를 모두 끝내고 그동안의 수
업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많은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볼 수 있었다. 수업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눈으로 확인되는 그러한 대화가 아닌 내면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
이기 시작하였다. 그녀가 자신의 작업을 보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한 해
석을 확인받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업의 과정에서 정말 도움
이 필요하며 질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이루
어지는 메시지를 교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자신이 그림 속 언어가 잘 전
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베르트담(Bertram, 2005/2017)에 따르면 
예술작품을 접하는 것은 대상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해석30)’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언어적으로’ 접할 때 일종의 ‘논증’이 
이루어지며 이 논증을 우리는 ‘해석’ 즉 구조에 대한 ‘언어적 해명’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논증이라는 ‘언어적 실천’은 예술 해석의 기준이 되며 해석은 미적 경
험의 기준이 된다. 최하나의 질문은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닌 교사의 해석, 그리고 
친구들의 “해석”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그녀가 “이건 어때요?”, “무엇
으로 보여요”라는 말들이 “잘했다” “못했다”의 반응보다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려는 자신의 욕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감상자로 하여금 그대로 느끼게 하려는 소통을 중시하는 
학생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랑시에르(Ranciere, 2008/2016)는 작가 손을 떠

30) 여기서 해석은 하나의 작품이 “현시”하는 바에 대한 제반 담론들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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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순간 이미 이것은 누구도 그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도 그 의미를 소유하지 
못하는 ‘제3의 것’이라고 말한다. 최하나는 자신의 작업이 감상자, 즉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가지는 거리를 경험한 적이 많았던 것 같다. 한 예로, 수업 초기 
작품에 관한 토론을 하는 중 한 친구가 그녀의 작업을 보며 “이것은 강인가요?”
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강”이 아닌 “산”을 표현한 것이라 예상하지 못하게 바라
보는 친구의 말에 아주 당황한 표정을 보였던 적이 있었다. 수업 시간에 감상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해석은 아주 흔한 일이라 당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
았었지만 최하나는 전달의 거리감을 최대한 좁히기 위한 방법으로 수업 시간에 
질문과 피드백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예로, 박물관의 작품과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작품과의 거리감뿐만 아니라 미술을 전공한 친구들과의 대
화에서도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비전공자로서 그 거리감을 느꼈던 그녀는 
소통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 그녀는 이렇게 감상자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자
신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 한 것일까? 

연구자: 뭘 자꾸 좋다 나쁘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
현하는 과정을 생각해요. 어디가 제일 진할까? 진한데 거기만 표현
하면 검은색인 거 모를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해봐요.. 마르지 않
은 부분은 빼고... 타이어의 어떤 부분이 제일 찐할까요? 

최하나: 이 부분이요..
연구자: 그죠... 해보죠.. 
최하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구자: 아까 했잖아요.. 
최하나:  네.. 네.. (잠시 있다.)망했어요.
연구자: (작품을 쳐다보며) 경계를 지었구나.. 여기 다시 해봐요.. 
최하나: 오 자신이 없는데.. 못하는 것 같아요.. 샘 망했어요..
연구자: 붓 쓰는 요령 익히는 것도 하루 걸리는 거예요.. 색과 색의 경계를 

없애주세요. 물로.. 첫 작품인데.. 덧칠만 하지 말고.. 
최하나: 너무 망했어요.. 
연구자: 이어서 또 하죠.. 물 많이 섞어야 해요.. 말랐어. 더 섞어봐요. 공간

이 커서 색을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열심히 섞는 최하나를 보며) 
이제 잘하네..

최하나: 아니에요..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종이사이즈 작은 거 사 왔더니 접어버리고... 점점 더 작은 걸 원해..
최하나: 음.. 커 보여요..

   사실 처음 학생들은 어색함으로 말을 하지 않아 토론과 감상에 어려움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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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서서히 어색함이 줄어들어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도 거리낌 없이 나누게 되
었다. 하지만 동기부여를 위한 질문을 하거나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 아주 짧은 답만 하였으며 자신이 말하는 것이 틀리지나 않을까 
남들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의 작은 말에도 용기를 주거나 형
태와 기술적인 표현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그렇지만 너무 자주 그리고 
작은 것에도 “망했다”라고 표현하자, 그녀의 말에 대한 나의 반응을 서서히 줄여
갔다. 그런데도 그녀는 마지막 수업까지 어김없이 “망했다”,“어렵다”, “난 공간 
감각이 없나봐!”라고 습관처럼 말하였다. 
   위의 대화에서도 보이듯, 그녀는 자신의 작업을 “너무 못한다”라고 평가하였
다. 그녀가 현실에서 잘한다고 여기는 그림 즉,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과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그림, 표현할 수 있는 그림 그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에게 어떤 표현이 괜찮은지 확인하며 의견을 묻는 그녀의 행동은 학습자가 중
심이 되는 교육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기에 나에겐 답답함으로 다가왔다. 이것은 
학습자와 교육자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녀의 “잘하고 싶은 욕구”가 한편으로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
는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성 있고 새롭게 다른 무언
가를 창의적으로 하기보다는 규정된 무언가를 “쫓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이 학생이 “망했다”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런 말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이것이 나는 평가를 중시하는 
한국의 입시제도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학생은 교사에게 
“잘했다” 혹은 “못했다”라고 확인 받으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안전
하고 편한 과정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정답”은 자신의 그림을 감
상하는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까닭에 최하나는 자신이 말하
는 것이 틀리지나 않을까 스스로 평가하고 교사에게 확인하며 수업 시간에 정답
을 찾으며 보냈던 것 같다.
   이상 미술을 가까이하지 않거나, 미술에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성인을 대상
으로 실행한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어떤 것을 표현하였는
지?”, “왜 이런 표현을 하였는지?”와 같이 작품 창작에서의 표현과 그 행위에 초
점을 맞추어 학습자의 삶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기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통합 
지향 미술교육의 계획, 실행, 반성 그리고 재실행의 과정을 거치며 봉착한 어려움
은 나에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나는 긍정적, 부정적 
수업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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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생 대상 통합 지향 미술교육

   앞선 성인 대상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위한 실행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표현 방
법을 관철하며 교수자의 사고 전환이 된 부분과 통합 교육의 실천에서의 어려움, 
이를 통한 반성과 방향 전환의 과정 그리고 성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장에서
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자 중심의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작품의 시각적 기호의 해석, 작품을 표현하는 행위에 중심을 두고 기술하고자 한
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학교에서 진행됨에도 학습 상황에서 선택
의 범위가 제한되는 공교육의 미술 수업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오히려 이 수
업은 평가의 범위가 없는 교양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성인 연구의 수업과 비
슷하다. 이러한 부담없고 자유로울 수 있는 수업은 학습자가 삶 속에서 자발적으
로 미술을 찾아가는 통합미술교육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수
업은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기에 앞서 자신의 적성을 알아보는 “경기 소망 대학”
의 한 수업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의 수업
보다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의 재능을 확인받고 싶어 하고, 
빨리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과의 수업은 어떠한 기획과 
만남, 수업의 진행, 그리고 성과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수업 기획과 만남

   나는 수업을 개설하기에 앞서 먼저 번 실행연구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들과 부
족했던 것들을 유념하여 이번 실행연구를 계획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
행연구는 주변에서 아주 쉽게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미술 수업에 접목하
여 미술을 가까이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통합의 과정에 대한 기술이었다. 이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통합적인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통합이 학습자에게 주는 의미 찾기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
면,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통합의 깊이와 방식이 자유롭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스스
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주변의 관심사를 통합하여 사회의 이슈로 확장되는 통합미술교육을 현
실에서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어려움에 여러 요인 중에서도 하나
는 수강하는 목적이 서로 다른 학습자가 한자리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점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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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는 
흥미만으로 수업을 신청한 학생이다. 두 번째로는 전공으로 미술을 선택하여 학
원에 다니거나, 다녔던 학생으로 학원 수업과는 다른 실질적인 수업(옷을 만들거
나) 다른 창의적인 수업을 해보길 원하는 학습자들이다. 세 번째로는 이들은 모두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작품의 표현이 미비하여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작품의 기
교와 효과를 높이고 싶은 학생이다. 학습자마다 다른 체험과 성향으로 학급을 전
체로 다루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학습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나는 학생들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부류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계획은 어
떠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1) 수업 설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소망 대학” 수업은 경기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소속 강사가 한 학기 동안의 수업내용과 목적을 계획하여 수업을 개
설하면, 교육청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지정하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
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개설된 수업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수업을 신청
하여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이유는 학
생부의 한 줄의 글을 남기기 위해서다.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8차시 수업의 
70%를 수강하면 별도의 평가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
동란에 이수 내용이 기재된다. 입시로 이어지는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위하여 대
학의 희망학과와 관련된 수업을 신청하며, 나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수업 
명에서도 뚜렷하게 명시되어 패션디자인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수
업 신청은 학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선생님의 추천 등의 다양한 이유
를 가지고 있어 수업의 기획에 앞서 학습자들을 최대한 이해하는 것을 우선이었
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강 의도 파악을 하고자 하였고 이어서 학교 교육에서 부
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반성적 사고, 예술을 보는 관점 알기, 생활 속
에서 예술 찾기, 그리고 말하기 편한 환경조성을 수업의 중심으로 두고, 이 다섯 
가지 양상이 구성과 실행, 반성과 재실행을 거치며 나타나는 변화의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였다. 첫째. 학
생들의 수강 의도 파악을 위하여 1차시 수업에서 학생 모두에게 수강 목적을 나
누고 수업 시간에 말하지 못한 부족한 글로 적어 제출하도록 계획하였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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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위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보고 그것에서부터 시
작하여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기나, 다양하고 독특한 예시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로 예술을 보는 관점을 결과보다는 과정에 두
는 것을 위하여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르게 보기를 유도하는 질문들
을 준비하였으며, 네 번째로 삶 속에서 예술을 찾아보는 것으로 통합미술교육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다. 패션이라는 분야에서 나타나는 자연, 사회, 철학 모든 
것들이 연계될 수 있음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짧

<표 18> 디자인 수업 내용과 활동 

차시 수업 제목 주요활동 수업내용 및 참고자료
1 나를 

소개합니다. 철사 공예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패션디자인을 
찾아보고 2D와 3D 작업으로 표현해 본
다. 

2 디자인 발상을 
전개

다양한 선의 표현 의상에서 보이는 조형 요소들을 
감상하고 여러 종류의 드로잉 도구를 
가지고 드로잉을 연습하고 자신만의 
드로잉을 찾아본다.

3 인체 그리기
인체 그리기

인체의 각 부분의 기본 형태와 비례 및 
인체를 이해하고 패션의 의미전달을 
효과적으로 표현시키는 포즈를 익힌다.

4 골격과 근육 
이해하기 근육 표현하기

근육의 위치 및 형태를 관찰하고 다른 
색과 방법으로 표현해 본다.

5 섬유와 직물
패턴디자인

실내에서 혹은 자연에서 주로 마주하는 
패턴들을 찾아보고 직접 디자인한다.

6 의복 디자인하기
의복 입히기

패션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패션디자인의 발상 개념을 
이해하고, 독창적인 패션디자인 발상을 
통한 패션디자인을 수행한다.

7 의복과 색채 
색상 입히기

색채에 대한 기본이론 지식을 습득하여 
색채 조화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색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능력을 익히도록 
한다.

8 소품과 액세서리 
더하기 액자 만들기

지금까지 패션드로잉을 중 하나를 
선택하고 액자를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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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어라도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계획하였다. 
   차시별 활동과 내용을 살펴보면 <표 18>와 같다. 표의 활동 내용은 학생들이 
수업을 신청하기 전에 참고로 하는 한 학기 수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강의계획
서이다. 수업의 특성상 나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울 것을 선수
과목처럼 배우기를 원한다. 따라서 수업의 제목과 목표, 그리고 수업 내용을 대학
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수업의 틀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수업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첫 수업으로 계획한 전선공예서는 성인 대상 
실행연구에서도 하였던 활동으로 와이어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자신을 잘 드러내는 패션”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색을 입힌 철을 사용해 접근을 달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색이 주는 감정적, 정서적인 측면을 다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1
차시 “나를 표현합니다.”를 제외한 다른 차시는 모두 연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미
술활동을 체험하기보다는 더 나은 통합미술교육이 되기 위한 아이디어 구상에 많
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차시의 흐름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
이길 원하는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기도 하다. <표 18>에서도 
나타나듯 2~4차시는 모두 드로잉 수업이며 2차시는 의상에서 보이는 컨투어 드로
잉을 시작으로 조형 요소를 감상하고 자신만의 선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리고 3차시에서는 인체의 비율과 균형을 익히고 다양한 포즈를 표현해 보며, 4차
에서는 근육의 위치와 형태를 관찰하고 표현 방법을 알아본다. 5~7차시는 응용 
수업으로 4차시에 완성된 작업을, 5차시에는 삶에서 가져오는 패턴을 디자인해보
고, 6차시에는 자연에서 가져오는 형상을 응용하는 의상을 구상한다. 디자인된 의
상에 7차시에는 색을 혼합하고 입히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시간에는 소품을 더하
고 이에 맞추어 액자를 디자인한다. 매 차시가 끝나면 학생들의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 수업계획의 수정을 하였으며 보완하였으며 다음 차시 수업을 계획과 실행 
그리고 반영과 또 다른 수업계획이 마지막 수업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2) 만남
   대학입시이라는 큰 관문을 두고서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수업에 참여하는 학
생들이 생각하는 배움은 어떤 모습일까? 보통 “미술 수업을 듣는다.”라는 말은 
“실기를 배운다.”라는 말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움의 과정이 획일적이고 
고정된 학생들에게 기술적이고 기법적인 배움이 아닌 배움을 탐구하도록 하는 수
업은 배운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미술이 시각적 언어의 사용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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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에서 배움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가?”, “작업하는 과
정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왜 배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가?”와 같은 의문을 가지
고서 나는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미술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연습장이나 도화지의 한쪽에 알 수 없는 선으로 끄적이
곤 한다. “이것 뭐야?”라는 나의 질문에 학생들은 자신도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말로 답하곤 하였다.

<표 19> 연구 참여자 정보  
  분류
가명

성별 학년 학교
출석
회차/총

미술전공 희망
입시학원 
수강여부

특징

크루트 남 고1 운산고 5/8 전공희망자 O
오랜 
친구사이
(흑임자 빠른 
년생)흑임자 남 고2 시흥고 7/8 전공희망자 O

인절미 여 고1 운산고 6/8 전공희망자 O
서로 모름

비엔나 여 고1 운산고 5/8 전공희망자 O

묘걸이 여 고2 충현고 7/8 전공희망자 O
오랜 
친구사이수플레 여 고2 충현고 7/8 전공희망자 O

무지개 여 고1 명문고 6/8 희망하지 않음 X
같은 반 단짝

백설기 여 고1 명문고 6/8 전공희망자 O

김경단 남 고1 소하고 7/8 전공희망자 X
다른 
반이지만 
알고 지내는 
친구

김시루 남 고1 소하고 6/8 전공희망자 X

피세르 남 고1 광휘고
4/8
중도포기

전공희망자 O
같은 학교, 
학원 친구
(인절미와 
같은 학원)

바타르 남 고1 광휘고
4/8
중도포기

전공희망자 O

오브리 남 고2 광휘고 6/8 희망하지 않음 X 아무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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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도 무엇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의식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 수많은 
선택과 함께 표현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예를 들어, 교회를 그리고 싶은 학생이 
수많은 교회의 형상을 떠올리며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만, 표현의 방식과 기
법을 떠나 왜 교회의 형상 중 이것이어야 했는가에 자신도 모르는 본능적인 선택
이 있는 것이다. 외적인 표현이 아닌 그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는 그 경험의 순간
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작품을 완성하여 그것에 붙이는 의미화가 
아닌 선택의 의미화를 끌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것은 학생들이 스
스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요인이며, 이것이 자신의 삶의 경험이고, 달리 말하면 창
의성과 개성이 분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개설된 무수한 미술 수업 중 
나의 수업이 가진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표 19>는 나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을 성별, 학년, 학교와 특징으
로 분류한 것이다. 수업을 반 이상 출석한 학생은 7명의 남학생과 6명의 여학생
으로 총 13명이다. 이들 중 바타르와 피세르는 학원 수업과 시간이 겹쳐 4차시까
지 하고 포기한다. 네 명의 고2 학생들을 빼면 모두 고1이었으며, 이들은 광명에 
있는 여섯 개의 다른 고등학교에서 왔다. 단짝과 함께 신청하거나, 다른 학교지만 
친한 친구들이 함께 신청한 경우 늘 옆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고, 같은 학교
지만 서로 알지 못하거나, 아는 친구가 없는 학생들은 늘 혼자 자리했다. 그리고 
이들은 디자인 수업을 신청하였음에도 모두 디자인을 전공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미술에 노출되어 당연스레 미술을 전공하기로 결정한 학생들도 있
고, 미술을 잘하고 재미있어하지만 전공으로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으며 전
공을 희망하나 미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각 학교의 
시험기간, 수련회, 축제, 병과 등과 같은 이유로 적어도 한 번씩 빠졌으며 수료할 
수 있는 날짜를 맞추어 의도적으로 결석하는 학생도 있었다. 
   첫 만남은 늘 긴장감을 가져오듯 학생과의 만남 또한 어색함 속에서 시작하였
다. 먼저 나의 수업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수업 신청의 이유에 관하여 나누도록 
하였다. 혹시나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말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
각하여 수업에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
지, 현재 패션에 관한 영상이나 책을 통하여 배움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더하여 글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아래 <표 20>는 활동지의 내용을 준거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만남이 불편한 것이었는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보다 활동지를 통해 조금 더 상세히 자신을 드러냈다. 발표와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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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흥미만으로 수업을 신청한 학생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교육을 받지 않았
지만 수업명이 흥미로워 “재미있을 것 같아서”, 혹은 학원에 다니며 다른 전공을 
생각하고 있지만 “친한 친구를 따라서”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이다. 이들은 수업
을 통해 “재미있고”, “시간이 아깝지 않고”, “지루하지 않은 수업”을 바라고 있었
다. 흥미형의 모든 학생에게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교사가 원하는 방
향으로 잘 따라온다.

<표 20>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유형화31)

31) 해당 유형화는 명확한 분류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연구자의 임의적인 분류이다. 

    구분
목표

가명
(비참여자)

수업 참여 이유 수업에 바라는 것

흥미형

수플레 궁금해서 재미있는 수업

김경단
옷에 관심이 많아서

시간 아깝지 않은 수업

(바타르) 지루하지 않게

창 의 성 
지향형

비엔나 패션에 대해 알고 싶어서 많은 경험

오브리 패선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패션을 자세히 알고 싶다

흑임자
진로를 희망하고 또 옷을 좋
아하니 배우고 싶어서 

독학으로 배우기 힘든 패션 
지식

(무지개) 알고 싶어서 먼저 말 걸어 주세요

(백설기) 알고 싶어서 활발한 분위기

실력 향상 
형

묘걸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지식이 늘고 싶다

인절미
그림을 다양하게 그리지 못해
서

옷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
다

크루트
디자이너가 꿈. 전문적인 배
움

재미있는 수업

(피세르) 자세히 배워보고 싶어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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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배움에 있어 적극적이지만 배움을 실천하는 것에서는 수동적이며 교사
의 지도를 따라서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수동적 학습자에게 스
스로 주도하는 능동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
요하였다.   
   두 번째는 부류의 학생들은 창의성 지향형으로 미술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학
원에 다니고 있거나, 다녔던 학생들로 학원 수업과는 다른 실질적인 수업(옷을 만
들거나)과는 다른 창의적인 수업을 해보길 원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표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표
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해 본 학생들이다. 따라서 수업에서도 다양
한 재료, 소재,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영상을 통해 “많은 경험”을 원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혼자서 배우기 힘든 지식을 배우거나, 패션과 관련된 정
보에 관한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지식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인 호기심은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는 그들의 작업의 잣대가 되는 창의성으로 나타났
다. “남들과는 다른”, “머릿속에 그려지는 까다로운 작업을 그대로 담는 것이” 그
들이 원하는 것이다. 창의성을 지향하는 학생들은 통합 지향 미술교육을 실행하
기에 다른 부류의 학생들보다는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자유
롭게 표현이 가능한 실기 능력, 자신의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의지, 그리고 지적 
호기심은 통합미술교육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느껴졌다.
   세 번째 부류는 실력 향상형으로 창의성 지향형과 같이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은 비슷하나 자신이 부족한 부분의 배움을 통해 눈에 띄는 실력변화를 원한다. 
이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알기 원하였고 “남는 수업”이라고 느낄 
수 있는 지식을 쌓기 위하여 신청하였다. 이들 역시 현재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
으며, 작품의 표현이 미비하여 조금 더 기교적으로 효과를 높이고 싶은 “학원의 
연장선상의 교육”을 원하였다. 이들은 자신만의 평가척도를 가지고 있어 통합 지
향 미술교육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류였다. 실력 향상형의 학생들은 통합미술
에 대한 관심도 없었으며, 입시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인 표현 능력을 향상하기만
을 원하기 때문이었다. 인절미는 자신이 다양한 의상을 표현하는 실력이 부족해 
나의 수업을 통해 다양한 의상의 “표현력의 향상”을, 묘걸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고 지식의 확장하기를 원하는, 크루트는 디자이너가 되는 전
문적인 배움을 원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나 사회이슈를 
가져와 미술로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활동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유형 분석은 이미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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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서도 나타난다. 흥미형의 학생들의 끊임없는 질문을, 창의성 지향형 학생들의 
자신의 지속적인 낙서를, 실력향상형 학생들의 평가의 말들이 유형에 따라 비슷
하게 나타난다. 

   가. 흥미만으로 신청한 학생
   최근에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나, 친구 따라서 신청한 학생,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신청한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
며, 관심이 무엇이며, 수업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수플레

   수플레와 묘걸이는 어린 시절부터 단짝이었다. 현재 둘은 다른 학교을 다니
지만 같은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어 항상 수업에 같이 온다. 수플레는 활발한 묘
걸이에 비해 말수도 현저하게 적으며 수업 시간에도 묘걸이와 소곤거리거나 조
용히 작업만 하곤 했다. 이러한 수플레의 이야기를 듣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나와의 대화가 어색했던 것이 아니라 조용한 학습 분위기로 인하여 말하
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주변 학생이 낯설고 어색해 자신도 말하기 힘들었지만 
수업의 반 정도가 지나가며 수업과 교사, 친구들이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이야기
를 시작하였다. 몇 명의 친구들과 대학교 투어32)를 와서 기억나는 장소를 이야
기하는 중 “샘, 저는 노는 것 별로 안 좋아해서 주말엔 집에만 있어요.”라는 말
은 나로 하여금 그녀를 집중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공부 때문에 집에 있는 것, 
공부로 인해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그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
하는 아이이다. 그녀는 곧 고3이 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학업과 미술 실기를 
신경 써야 함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미술반 활동으로 바쁜 일정에서도 불
구하고 시간에 맞춰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수업을 듣기 
전에도 이론과 실기의 다양한 미술 수업을 수강하였으며, 산업디자인이나 시각
디자인으로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어 생활기록부에 이 수업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그녀가 나의 수업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녀
는 인터넷 강의를 들어 시간적으로 여유로웠으며, 지난 수업들이 나쁘지 않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으며, “생기부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지만” 무언가를 

32) 수플레를 비롯한 4명의 학생들은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휴일 미술관과 학교 시설을 둘
러보기 위하여 대학 탐방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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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길 수 있는 것에 “경기 소망 대학 수업”을 신청하였고, 또 수업이 재미있을 
것 같아 수업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한다.

묘걸이: 일단 얘는 패션, 의상 쪽이 아니라...
수플레: (묘걸이의 말을 이어서) 패션 쪽이 아닌데... 산디 쪽으로 가고 싶었

는데.... 색깔도 되게 많이 쓰니까 궁금하기도 했고, 얘가 패션 쪽을 
하니까... 모르는 게 많거든요. 

묘걸이: 같이하자 했어요.
수플레; 용어도 못 알아듣고...
묘걸이; 스티닝 들어간 거... 이쁘지 않아? 프릴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수플레: 이것저것 하면서도... 패션쇼도 왜. 이 옷이 되게 특이한데.. 패션 

하는 게 신기했거든요... 뭔가 약간 이해도 못하고. 학원 다닐 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학교 교실이 아닌 곳에서 학생들과 만남은 자유로움 속에서 조금 더 다양한 방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몸짓
과 움직임은 자신의 흥미와 내면적인 변화를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밥을 먹
으며 학생들은 누가 시작이라고 할 것 없이 자신이 어떻게 미술을 접하게 된 것
인지,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인지 이야기하였다. 수플레도 자연스럽게 자신
에 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위의 대화에서도 보이듯, 그녀가 수업
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묘걸이가 같이 가자는 말에 “따라온 것”이었다. 이
는 카너먼(Kahneman)이 말하는 “확인편향33)”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보다 빠른 방법을 선호하는 선천적 성향 
때문에(Kahneman et al., 2013/2015) 비합리적이고 편향적인 사고에 의해 결정
한다고 말한다. 이는 수플레가 잠재적으로 패션에 관한 생각이 없었으나 묘걸이
의 계속된 언급으로 관심이 생긴 것일지도 모르며, 친한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수플레의 선택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수플레에게 
계속적으로 패션에 대한 지식을 자주 듣다 호감도가 상승한 것일 수도 있다. 나

33)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향을 현대 심리학자들은 ‘확인편
향’이라 하고 인지편향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인지편향은 생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간의 사고 습관이며, 교정하지 않으면 평생 유지될 수 있는 편협한 사고이자,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Haselton et al., 2005). 2002년 경제학에 심리
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 연구에 공헌하
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Kahneman이 Slovic P.와 Tversky, A.와 함께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간편추론법(Heuristics)과 편향(Biases)
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적 증거들을 토대로 인지편향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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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플레와의 대화를 통해서 단순히 묘걸이를 따라서 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묘걸이와 수플레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친구가 좋아하는 분야, 사용
하는 언어를 알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즉 “패션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여기고 그
냥 지나쳤던” 것들이 친구와 이야기를 통해 잠재된 호기심이 발화한 것으로 보인
다. 수플레의 모습에서만이 아니라 친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는 수업 현장
에 자주 보인다. 친한 친구들끼리, 혹은 같은 테이블의 학생들이 같은 주제를 선
택하여 작업한다거나,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또래 친구들과 사용하는 말과 행동 또한 비슷하다는 것이 이
와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묘걸이와 수플레의 행동과 말투는 
전혀 다르지만 이들은 서로를 너무 잘 알아 부족함을 채워주는 친구같이 보였다. 
“얘는 매운 것 못 먹어요.”. “얘는 학원에서 공부하라는데. 하면 될 텐데 안 해
요.”, “얘는 이런 것을 좋아해요.”와 같이 서로의 습관과 흥미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서
로를 잘 아는 관계이기에 상호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녀는 나에게 직접 물어보
기 전에 친구에게 먼저 물어보는 모습도 보일 만큼 서로 의지하고 있었다. 

연구자: 언제부터 미술을 시작했고. 어떻게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수플레: 유치원 때 그 있잖아요. 유치원 끝나고 맞벌이 집안에서 남아서 미

술 하는 거.. 그때 유치원 자체에서 미술수업 시키고, 영어수업 시
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술을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냥 
유치원 수업에서 왜 그런 것 있잖아요. 싫어하지 않고. 재미있어했
어요. 그쪽에 크게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아니었고 재미있어하는.. 
그냥 수업 중의 하나. 초등학교 6학년 들어가서. 친구 엄마가 미술
선생님이이셨고... 친구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종이접기하고 만들
기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큰 드로잉북 있잖아요. 큰 거 있
고 아래 따라 그리고 하는.... 그런 거하고 했는데 그 샘이 이사 가
면서 끝이 났는데... 계속 쭉 취미로 가지고 있다가 고등학교 미술
을 해야겠다! 하고. 이게 재미있는 것 같고.. 학원도 다녀보고 싶고. 
막연하게 친구가,, 그때 얘가 친구였거든요.. 얘도 미술 하고 있고, 
제 친구 또 다른 애도.. 원래 잘하는 아이도 있고.. 주변에 그런 아
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 나도 미술을 해볼까? 재미도 있고, 엄
마가 하고 싶으면 학원에서 스킬을 좀 더 배우라고 하셔 가지고. 
학원을 이렇게 보다가 얘가 학원을 추천하는 거예요.. 나랑 다니자 
그러자 해서.. 

연구자: 화실?
수플레: 네.. 화실.. 그래서 같이 가서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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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저는 생각과 말이 느려요”라고 말하는 수플레는 말 속에는 자신의 느린 
말로 인한 주변의 압박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배운 미술수
업들에 관해 천천히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수플레는 맞벌이하는 부모
님에 의해 미술을 배웠으며, 그 배움에는 늘 친구들과 함께하였다. 위의 지문에서
도 알 수 있듯이 그녀에게 미술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자 소통하는 또 다른 친
구이기도 하였다. 지속해서 미술을 배우고 있었던 묘걸이와는 달리 수플레는 시
간적인 이유, 주변의 권유에 의해 미술을 처음 접하였다. 그녀는 유치원, 초등학
교를 시기 “친구 같은 미술”을 접하면서 미술은 “재미난 수업”이라고 인식하였던 
것 같다. 잠시 미술 배우는 것을 멈추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어머니의 추천으로 
다시 미술을 시작하며 진학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입시 준비로 인해 이전과 달리 
“재미난 미술”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억압된 상황에서도 틈틈이 미술을 통해 자신
이 현재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 이처럼 그녀는 
언어로 표현, 말의 속도, 그리고 자신의 상황 속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
각언어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녀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시각언어는 어떤 
모습일까? 

연구자: 넌 어떤 그림을 주로 그리니?
수플레: 저는 인체보다는 얼굴… 낙서할 때 얼굴 그리는데. 눈 그리는데.
연구자: 왜.... 눈? 그래.. 고등학생들이 눈을 많이 그리긴 하더라..
비엔나: 맞아요.. 눈 많이 그려요
묘걸이: 저는 그냥 밋밋한 눈에 거기에다 화장 시켜 다른 눈매 만드는 것..
수플레: 그리고 보면 눈동자 안이 비치잖아요.. 그런 걸 그리는데 사실 눈을 

엄청 많이 그려요. 
연구자: 누군가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 않냐.
수플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할 것 없을 때 시간 보낼 때. 심심할 때.
비엔나: 눈이 이쁘잖아요.
수플레: 이쁘니까
연구자: 너 눈을 보고 그려?
수플레: 이런 눈이 이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쌍꺼풀 진한 눈.. 눈썹.

   많은 학생이 진한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것과는 달리 수플레는 학교에서도, 학
교 투어를 올 때도, 박물관을 갈 때도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 다녀 꾸미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나는 
그녀가 어떠한 이유로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화장하는 어른들을 갈
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얼굴에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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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화장을 얼굴이 아닌 도화지에 하고 있었다. 위의 글에서 보이듯 그녀는 무
의식적으로 낙서하듯 사람의 눈을 습관적으로 많이 그린다. “밋밋한 눈에 화장하
듯” 색을 올리며, 쌍꺼풀이 없는 자신에게 쌍꺼풀과 진한 눈썹을 그리며 시각적 
표현으로 대신 만족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반 고흐가 병실에서 그토록 그리웠던 
자신의 고향 마을의 별을 마음의 눈으로 그렸듯 수플레도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큰 눈의 진한 눈썹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작업하면서 입시가 끝나면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그녀의 갈망 또한 조형으로 나타났다. 그림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희망하는 모습을, 희망하는 장소를 조형적인 언어로 드러내
고자 한 것이다. 

연구자: 다 꽃이야?
수플레: 꽃이 아니에요. 여기 잠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새 있잖아요? 약간 

타일도 있고, 약간 하늘 나는 애들.
연구자: 하늘 나는 애들....
수플레: 새들이요 새들
연구자: 애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지.. 사람처럼
묘걸이: 아이들. 
수플레: 아이들
묘걸이: 원래 명품백도 다 우리 애기들이라고.
수플레: 작품들도 우리 얘기들이라고 하잖아요. 
연구자: 야야.. 그래서 하늘 너는 나는 친구들을 좋아해? 비행기 타고 싶어.
수플레: 딱 그냥 하고 싶어서.
연구자: 이유 없이.
수플레: 하늘이 이쁘잖아요. 구름이 얼마나 이뻐요.
묘걸이: 하늘이에게 전해 줄게.
수플레: 그래
묘걸이; 좋아할 거야.     

<그림 27> 수플레 작품              <그림 28> 수플레 작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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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플레는 인체에 이야기를 담는 활동에서 자연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패턴을 
구상하였다. 그녀가 어떠한 자료나 예시를 보지 않고 스스로 응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능이 끝나면 여행하고 싶어요.”라던 말이 생각났다. 
위의 대화에서도 보이듯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에서 하늘과 하늘을 나는 새
를 표현한 것으로 여겼다. 수플레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림에 다양한 이야기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평소 “이쁘다.”라고 
여기던 새, 타일, 하늘을 작품으로 가져왔으며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는 것 마냥 
작품에 생명력을 더하고 있었다. 나는 입시나 학업에 갇혀져 멈춰진 내적인 상황
에 대한 수플레의 “갈망”과 “희망” 과 같은 것들이 느껴졌다. 내적인 억압과 스
트레스는 늘 함께하지만 그 속에서도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즐거운 것을 찾으려
고 하는 수플레의 성격이 작품 속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다.

김경단
   학교 미술수업 이외에는 처음 미술 실기 수업을 듣는다는 김경단은 깡마른 체
구에 둥근 안경을 낀 수업을 아주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이었다. 자신의 학교에서 
수업하는 이유에서도 있지만 그는 거의 모든 수업에 가장 먼저 출석하였다. 조용
하고 내성적인 학생으로 보였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나를 가장 많이 찾는 적극적
인 학생이었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그저 “도와주세요”, “다음 뭐
해요?”와 같은 도움을 청하거나, 지금 하는 실기는 어디쯤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
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지금 이렇게 하는 자신의 작업이 맞는 것인
지 점검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였다. 처음 김경단은 연필을 잡는 법부터 명암을 
넣는 것까지 아주 천천히 단계별로 배워갔다. 나는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것도 많
고 답답해 하는 모습을 보여 그의 자리에 가장 많이 갔던 것 같다. 
   몇 차시가 흐른 어느 날 수업 시작 전, 한 선생님은 나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며 교무실로 불렀다. 정규 수업을 끝낸 상황이라 교무실에는 한두 명의 교사만이 
보였고 소망 대학 담당 교사는 나에게 “선생님, 김경단 수업 듣고 있죠?”라며 프
린트 한 장을 건넨다. 경기 교육청에도 전달하였다는 한 페이지에는 김경단이 바
라보는 수업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전까지 김경단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 글을 통하여 실
기 수업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학생이 어떠한 느낌이 들며, 학교 수업과는 
어떠한 차이를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지나가던 상담교사가 김경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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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단이가 이번에 수업사례를 적어서 제출했는데.. 이거 경기도 교육
청으로 전달했고 패션샘도 보면 좋겠다 싶어서..... 샘도 보실래요? 
담임 선생님이 제가 전달한 것을 알면 그렇겠지만... 뭐.. 

상담샘: 저도 궁금해요. (담당자는 일어서서 프린트기로 향하자) 경단이 수
업 시간에 어때요?

연구자: 김경단은... 미술 실기를 처음 해보는 학생이라... 연필 잡는 법부터 
배웠어요... 매번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서 결과물도 잘 나오고... 

상담샘: 경단은 학업성적도 좋은 학생인데... 이번에 전교에서 2등이요. 그런
데..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본다.) 그
쪽으로 진학하고 싶어하더라구요..

연구자: 그래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너무 조용해서...
상담샘: 그렇죠?! 저도 처음 학기에는 그랬는데.. 한 학기 지나가니 이야기

하기 시작하더라구요. 

   상담선생님은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상담이 어렵다며 나에게 도움을 청
했다. 특히 김경단처럼 예체능을 전공하려는 학생 중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이나, 
예체능만 신경 쓰고 있어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나누어 이들과의 상담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성적이 우수한 김경단이 
패션 쪽으로 전공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것에 조금은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전교 1, 2등 하는 학생은 성적에 맞는 과를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듯 말하는 상
담 선생님의 어투에서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좋지 못하다”,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 미술을 전공한다”와 같은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그녀는 나의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학생들은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며 쉬는 시간에 조심스레 강의실로 들어와 학
생들의 작품을 보고 나가곤 하였다. 이처럼 상담 선생님의 김경단에 관한 관심은 
가던 길도 멈출 만큼 컸다. 수업 시간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김
경단이 써낸 글을 보면서 그동안 확인할 수 없어 답답했던 마음이 약간은 해소되
는 듯하였다. 글에 의하면 내가 학생들에게 미술을 통해 무언가를 표출하는 방식
으로 이끌어 내고 싶었던 것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
이 처음인 김경단은 다른 수업들처럼 어떠한 원리나 원칙을 찾아 적용하는 것을 
반복하는 듯하였다.

연구자: (김경단의 패턴 구상 아이디어 병, 기하학적인 도형, 꽃, 등을 이면
지에 자그마한 사이즈로 빽빽하게 한 것을 보고) 우와.. 뭐야? 술병 
좋아해? 

김경단: 음.. 그냥.. 다양하게 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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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뭐야 이거? 
김경단: 음료병이요. 
연구자: 어.. 이거 너 아까 마셨던 음료병이구나.. 으음.. 이거 어떻게 표현

해 볼까? 너 하고 싶은 거 있어. 은색펜도 있고.. 사인펜도 있고...
김경단: 사인펜이요..
연구자: 무슨 색 줄까? 잠시만
김경단: 샘 여기에다 바로 하는 거예요?
연구자: 어.. (사인펜을 전달하며) 사인펜 여기 색연필은 저기 꺼 쓰고. 고개

만 돌리면 있어. 보이지?
김경단: 네..  샘, 바로 이렇게 해요? 
연구자: (이면지를 전달하며) 여기다 연습해보고 해도 좋아. 어떤 색을 할 

것인지.. 보이는 색과 도화지에 나오는 색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컬러 매치도 보고..

김경단: 이렇게 해요?
연구자: 응. 근데.. 아까. 그 음료수... 너가 좋아하는 거야? 

                      
                     
                   

<그림 13> 김경단 완성작

   김경단의 질문은 아주 상투적이다. 가끔은 정확한 답이 없는 것이 답답하기도 
한 듯 답을 듣고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나는 아이디어와 재료의 선택에 있어 최
대한 다양하게 제시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
는 김경단은 처음에 당황해하기도 하며 가끔은 불편한 듯 날 쳐다보고 있기도 하
였다. 간혹 작업의 아이디어를 위해 “무엇을 좋아하는지?”와 같은 물음을 던지면 
“어어”, “네?”, “생각 안 해봤는데요?”라며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차시가 흐르며 
김경단은 자신이 어떤 것을 해보고 싶은지,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싶은지를 명확
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큰 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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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졸업 후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가 의류학과인 만큼 평소에 옷을 좋아하
고 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고 관심 가지는 것에 
비해서 패션이라는 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너무 없고 열의를 가지고 
하는 활동도 없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 대학을 신청할 시
기 “나도 패션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명을 보자마자 신청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옷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패션
에 관련된 직업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등 패션에 대해 더 깊
이 알고 싶었습니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은 옷에 관심이 
많고 진학 및 진로를 패션 분야로 선택할 것인데. 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싶었습
니다.

   김경단이 나의 수업을 신청한 것은 의류학과로 진학하고 싶지만 이에 관한 아
무런 정보도 없으며, 활동도 하지 않는 자신이 불안해서다. 그는 나의 수업을 통
해 옷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패션에 관련된 직업은 어떤 것이 있고, 어
떤 일을 하는지와 같은 것을 알고자 하였다. 김경단은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진
학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들이 현재 지니는 실력에 궁금증을 많았다. 김경단이 
다른 친구들에 대한 궁금증은 묘걸이가 어느 집단에서 자신이 “이 무리에서 몇등
일까?”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는 그저 정보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다. 
학습공동체가 학생들의 학업지속, 학업성취, 지적발달, 성공적 학교생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처럼(Zhao & Kuh, 2004) 학습
공동체의 영향은 크다. 다시 말하면 학습공동체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수업을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환
경을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수업 중 자연스러운 대화가 
힘든 수업환경에서 서로의 생각과 솔직한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특히나 
수업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나는 무언의 협
상 방법들이 필요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약간의 강압이 담겨진 순차적으로 모
든 학생에게 말하게 하거나, 모든 학생들이 말을 할 때까지 말없이 기다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습자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되기까지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래 김경단의 글3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용한 환경에서 서

34) 해당 글은 교육청의 요청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중 한 명에게 수업에 관한 리뷰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를 다니는 김경단은 자진하여 수업의 진행과
정, 수업에 대한 자기 생각을 작성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작품 그림도 몇 장을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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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시각적으로 만들어진 작업을 통해 무언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 첫 번째로 한 활동은 철사를 활용해서 나를 잘 드러내는 패션
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가 입는 옷들 중 바지를 가장 좋
아해서 바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신발을 좋아해서 신발을 
만든 학생도 있었고 자신이 패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미술작품으로 표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패션의 특히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
고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부터는 인체를 
그리고 그 위에 옷을  입혀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인체를 처음 그려
본지라 그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옆 친
구들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스케치를 완성해 저의 그림이 초라해 보였습
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 시간은 어떻게 해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지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만의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라고 말씀해 주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며 그리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활동 이 외에도 틈틈이 다양한 패션쇼를 보고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쇼를 보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재미있
었고 저의 생각 또한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주로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정규수업과는 다르게 나만의 생각을 표현하고, 정답 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
하는 방식의 수업을 함으로써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경기 소망 대학을 참
여함으로써 패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나만의 것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같이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래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관심 있는 무언가를 처음 배우는 설렘,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은 호기
심과 궁금함을 자극한다. 김경단이 수업 시간에 나를 부르는 횟수를 보면 그의 
열정이 느껴졌다. 방금 설명하고 옆의 친구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
려는 중 다시 질문하여 김경단의 자리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그는 작은 것 하나
하나까지도 확인 받기를 원했다. 궁금함과 잘하고 싶음, 그리고 답답함이 그런 까
닭이었던 것 같다. 김경단이 작성한 글을 보면 그는 차시가 지나가며 활동들을 
통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들, 표현의 어려움, 원하는 결과, 다른 시각의 경험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 만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을 읽기 전까지 친

여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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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의식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조용히 수업에 참여하
여 친구들과는 어떤 대화도 없었으며, 옆에 앉은 친구가 질문하여도 전혀 반응하
지 않고 작업만 하였기 때문이었다. 김경단은 이런 가운데 친구들의 작업을 통해 
시각적인 대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친구들의 작업을 비교하며 
자신의 그림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였지만 친구들이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배워가면서 상호 간의 지식의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긴장과 경직에서 
자유로워지며 친구들을 통해 새로운 배움과 여유로움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 창의적인 작업을 원하는 학생
    창의적인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학원에 다녔던 
학생들로 입시를 준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작업을 해보고 싶어 한다. 이
들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관심이 무엇이며, 수업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비엔나

   초등학교 시절 비엔나는 아버지로부터 “가둬두고 공부하게 하는” 강압적인 교
육방식에 반감이 들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 “공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당시 좋아하던 랩에 빠져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글을 짓기도 하고, 노래 가사
를 쓰면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나갔다. 하지만 부족한 준비로 공개 오디션
에서 떨어지자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며 음악을 포기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오디
션 방송을 통해 원치 않는 유명인이 된 것이 불편하였던 탓이다. 이후 골프 선수
를 발굴하고자 하는 한 코치의 눈에 띄어 골프를 시작하였지만 1년이 채 안 되어 
어려운 집안 형편과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골프까지 못하게 되고 한국으로 돌아
왔다. 비엔나는 그동안의 골프연습으로 학교 출결이 좋지 못해 골프를 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비엔나: 골프를 왜 했을까요?...(중략)... 그래 뭐지 예일 패션디자인 고등학
교 있거든요.

연구자: 그런 곳이 있어?
비엔나: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인데요. 홍익 디자인학교 산하

보다도. 그만큼 좋은 거예요. 
연구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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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거기 면접을 봤었는데 150명? 중에 17명? 을 뽑았는데 제가 원래 
안 보는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이만큼 준비해서 갔는데 안 봤다더라
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면접하는 것 보고, 그다음에 봉사 시간
이랑 출결 이런 걸 본다고 했어요.. 전 골프 한다고 결석도 많고,, 
출결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단히 100이 찍혀있어서.. 10이면 빵점인
데.. 100이면 교육청 감시가 들어온대요.. 

연구자: 어..
비엔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떨어지고 원래 거기를 붙었으면 미대보다는 

일단은 미대라기보다는 옷은 그림만 그리고 옷 표현만 하면 되잖아
요.. 제 목표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가즈
고 거기서 홍대도 많이 간다더라구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열정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으니
까. 거기서 일등하면 홍익대 보내준대요.. 거기서 일등하면 되지 그
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를 떨어지고 거기는 물 건너간 거예요.. 아.. 
전 오로지 포트폴리오만 준비했는데.. 아 그리고 한국사 시험이랑.. 
그거 떨어지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미대로 전향해야 하나.. 
하고 전부 다 했어요.. 미싱도 배우고 거기 가면 실기를 쌓을 수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니까 취업 쪽으로 가도 되고.. 일반 고등학교
에서는 음... 특성과 실기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쌓거나 취업이 가능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열린 루트가 대학밖에 없으니까.. 특히나 인
문계는.. 그래가즈고.. 미술을 배우고 옷을 빨리라도 만들고 싶어서 
중학교 2학년 때 미싱 학원도 다니고 동대문 가서 원단도 사서 무
조건 만들어 보고.. 지금은 제가 생각했던 루트가 다 차단됐어요.. 

   비엔나는 출결로 인하여 그동안 생각했던 루트가 차단되게 되었다고 한다. 디
자인 고등학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한국사와 미싱을 배우
기까지 하였지만 낮은 출석률로 입학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그녀가 
“남들보다 빨리 돈 벌고 빨리 크고 싶다.”, “최대한 빨리 대학 가서 패션 공부하
고 싶다.”, “빨리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끈 것 같다. 비엔나는 수업 
시간에도, 밥을 먹을 때도,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빨리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마
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대화를 하면서 
첫 시간부터 내가 왜 비엔나가 “개성 있는 학생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지 조금
은 알 수 있었다. 첫 시간 모두 어색함 속에 앉아 있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비엔나는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나와 큰소리로 “우리 도식화35)도 해요?”라고 물
어보았다. 도식화는 특정학교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경우나 옷을 만들기 직전의 

35) 패션 도식화란 패턴사와 봉제사들이 그림 하나만을 보고 패턴을 뜨거나 봉제할 수 있
도록 옷의 형태와 디테일, 봉제 방법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또 규격에 맞게 그리는 그
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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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교에서 하는 것이라, 나의 수업에서 도식화를 원하는 것을 보며 기초적인 
일러스트를 배워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당장 취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실무적인 것을 원하고 있었다. 첫 시간에 수업에서 다루는 것을 질문
한 것은 그녀의 개성 넘치는 성격이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오는 간절함과 다급함
에서 오는 것이었다.

연구자: 비엔나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빨리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잖
아. 빨리 졸업하고 빨리 무언가를 하고 싶고 빨리 만들어보고 싶다! 
그러는데... 그런 빨리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야?

비엔나: 어렸을 때부터요.. 어렸을 때 그런 동경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가 맞벌이하시고 TV에서는 자수성가한 아이들이 막 나오고 자수성
가의 아이콘이 나오고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
고 제 인생이 꽤 막 호화롭지 않은 인생이여가지고 빨리 이것을 탈
출하고... 그런 게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냥 
나도 빨리 성공하고 편하게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
고...(중략)...

연구자: 너무 빨리 무언가를 얻고 하고 싶은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많을 텐
데...

비엔나: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환경도 아니고 
서포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
고, 내가 지금 엔터테이먼트에 소속되어서 다 밀어줄 테니까 너 하
고 싶은 것 다 해! 약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막 열심
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열심히 한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 만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튼 그런 거 내 현실과 상상의 갭이 커가지
고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기도 
했었죠. 

   비엔나는 TV에서 보이는 아이들처럼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과 평범한 현실 사
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빨리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비엔나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은 “마음대로 안 되는” 불가피한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와 부모의 통제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할 것이다. 
이는 현실과 욕망의 갭이 커짐으로, 비엔나의 억압됨은 결핍으로 드러난다. 그리
고 이러한 결핍은 또 다른 욕망으로 나타난다. 비엔나가 원하는 성공이 물질적인 
결핍이라고 볼 수 있지만 라캉(Lacan, 1978)이 말하는 인간이 지닌 존재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도 보인다. 비엔나는 자신의 결핍을 나열하고 이를 표현
함으로써 자신의 결핍과 욕망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다. 
   위의 대화에서도 보이듯 그녀는 늘 혼자였기 때문에 호화로운 성공으로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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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TV 속의 학생들을 바라보고 동경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를 라캉의 관
점에서 보면 언어를 배우면서 ‘상징계’36)로 진입한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엔나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정된 TV 속 대상을 보면서 타자로부터 배운 언
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한다. 이 욕망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워질 수 없다. 왜냐
하면 욕망은 타인에 인정과 시선을 통해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나친 
갈망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받으며 정신적인 질환으로까지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으
로 보아 그녀는 자신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런 마음이 안타
까워 어떠한 조언이 적절한지 고민하면서, 골프를 배움으로 경험한 긍정적인 면
을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그녀는 골프로 인한 가장 큰 변화로 자신의 성격을 꼽
았다. 기존에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였지만 골프를 시작하고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고려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는 한 예
로, “액자 만들기” 수업에서 나타났다. 김시루가 작품의 사이즈를 측정하고 거기
에 맞게 상자를 자르는 것을 몇 번이고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 비엔나는 직접 
나서서 “내가 도와줄게”라며 재료를 모두 챙겨 김시루 옆자리로 옮겨 작업을 한 
과정을 설명하며 같이 작업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실기 시간이 부족하여 대부분
의 학생이 자신의 작업에 열중하여 다른 친구들의 작업을 돕기가 어려웠지만, 비
엔나는 자신의 작업을 잠시 멈추고 어려워하는 친구들 도왔다. 가끔은 비엔나가 
친구들을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는 탓에 학급 분위기가 조용하면 자신이 질문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따라서 수업의 차시가 
지나며 그녀의 질문은 다른 친구들이 우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맞춰 자
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이었다.

연구자: 다음 주까지.. 샘 말 알겠지? 모르는 것 같은데...
묘걸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만들자.
비엔나: 표출하고 싶은데. 욕먹을까 봐
연구자: 욕 안 해.
비엔나: 이게 패션이냐고. 
연구자: 너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것들 많이 봤어. 이상한 표현도...
비엔나: 그럼 대작업이 될 텐데. 아예 요번 포트폴리오는...

36)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범주인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의 세 범주로 나눈다. 먼저 상상계
는 거울이론으로 6∼18개월 사이의 어린아이가 거울을 통해 바라보는 자아의 주체에 
한 오인과 분열을 겪는 과정을 말한다. 상징계는 시니피앙으로 표되는 언어와 규범의 
역이며, 상상계의 이미지와 상징계의 언어가 담지 못하는 그 너머의 영역이 실재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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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지문에서도 보이듯 비엔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치고 싶지만 
“욕먹을까 봐”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 수업 시간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서 “왜 이상한 것 하냐”, “주제에서 벗어난 것 
하냐”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었다고 한다. 주제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과정의 
노력을 한 작업을 타인의 시각에서는 주제에서 많이 벗어난 작업으로만 비춰진 
것이 답답했던 모양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
고 “왜 이 따위로 그렸어”, “이건 무리수야”,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로 차
단당했던 것이 미술수업에 대한 큰 트라우마로 남은 듯하다. 비엔나는 자신이 표
현할 수 있고 자신이 고민의 과정을 후회 없이 보여준 것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을 뜨고 싶을 정도”라고 답답함을 표현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틀이 없이 “네 맘대로 해봐”라고 막상 들으면 또 아주 막막해지
는 것 같다고 자유로운 주제를 주는 것에 대해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이중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오브리

   오브리는 같은 학교에서 오는 두 명의 학생이 있지만 학년이 달라 늘 조용히 
혼자 앉았다. 임의로 활발한 묘걸이의 옆자리에 앉도록 하였지만 어색한 탓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각선 자리로 조용히 옮기고 작업만 하였다. 그는 나의 질문
에도 얼굴을 푹 숙이고 기어들어 가는 소리로 “네” 와 같은 대답만 할 뿐, 어떤 
질문도 없이 늘 작업에 열중하였다. 이런 이유로 다른 친구들보다 항상 작업이 
일찍 끝났다. 대부분의 학생이 본인 작업이 “거의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
를 불러 “다음은 무엇을 할지”와 같은 질문을 하지만 그는 내가 그의 옆을 지나
면서 확인을 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거나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하였다. 나는 오브리가 뭐가 필요한 것인지, 다 끝난 것인
지, 질문이 없는지를 그의 자리를 지나갈 때면 물어보았으며 그때마다 낙서를 하
는 것을 보곤했다. 처음 나는 작품 바로 옆에 낙서를 여기저기 하는 것이 작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낙서하는 그를 발견하면 “낙서하지 말고”라고 
말하였고 차시가 지나가면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자, 나는 그의 행동을 말없이 지
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오브리가 낙서를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무의식적으
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 오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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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리: 네?
연구자: (완성된 드로잉 옆에 자그마하게 군데군데 낙서를 확인하고) 이게   
        뭐지? 
오브리: 아... 
연구자: 누구한테 쓴 거야? 왜 낙서한 거야?
오브리: 쓱 쓱쓱 (급히 당황하며 지우개로 지운다.) 오브리이 낙서를 지우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옮겨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오브리은 열심히 작업하다 중단하고 또다시 낙서를 시작한
다.  

연구자: (한 바퀴 돌고 다시 오브리의 옆을 지나다 작업의 변화가 없고 낙서
의 크기가 커지자 조용히 말한다.) 작품에 장난치지 말고..

오브리: 네에...(또 다시 낙서를 지운다.) 

   낙서는 작업을 일찍 끝내고 친구들을 기다리며 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는 
작업활동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작업 바로 옆으로 그림이나 기하학적인 도형을 
그리거나 글귀를 적었다. 가끔은 낙서의 크기가 크고 자신의 작업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선이 겹치게 되어 작업을 망치게 될까 걱정했다. 처음 오브리의 낙서
를 보고서는 작업을 하는 중간에 종이 여기저기에 표현하는 것을 나는 작업을 위
해 조형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글귀가 보이자 낙서라고 생각했다. “이게 
뭐지?” 라는 나의 질문에 무척이나 당황하며 “아..”, “네에...”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렸던 그림이나, 글을 아주 재빠르게 지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
인지 내가 어조를 높이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말없이 아주 신속하게 지
우고 마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는 오브리가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낙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의 자리로 갔지만 작
업을 하는 것보다 낙서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는 낙
서에 집중하여 그리다가도 내가 다가가면 즉각 지우며 본 작업으로 돌아와 속도
를 높였다. 이런 행동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다. 

연구자: 낙서하지 말구
오브리: 네에..
연구자: 이거 오늘 칠했으면 좋겠다.
오브리; 잘 안 돼가즈고.
연구자: 자 그럼.. 마지막에는 흰색으로 강약 조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흰 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 그러니까. 
오브리: 흰색으로 이거 옷 밝기 표현하는 거예요
연구자: 응. 이게 검정 종이라서... 반대로 생각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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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차시가 지나자 오브리는 자신이 왜 낙서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잘 안되어가즈고”라는 말에 나는 그가 지금까지 표현했던 낙서들이 다른 시선으
로 떠올랐다. 글을 모르는 어린이에게 낙서는 마치 작가가 글을 쓰는 것과도 같
이 오브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생각만큼 표현이 안 되거나, 아이디어
를 구상하거나 할 때에는 그러한 순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낙서를 하였던 것이
다. 그에게 낙서는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림 옆의 
작은 스케치나 글을 그저 낙서라는 선입견을 품고서 시간을 낭비하는 잘못된 습
관처럼 여기고 그 이야기를 읽어 보거나 들어 보고자 하지 않았었다. 이후로 나
는 오브리가 그림 옆에 이것저것 드로잉을 하고 있으면 낙서에 관한 질문을 던졌
다.

연구자: 힘들어? 도움이 필요해?
오브리: 아니요..
연구자: 뭐 필요해.. 얼추 다한 거 같은데. 왜 지워
오브리: 네?
연구자: 지우지 마!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
오브리: 낙서..(지우개로 급하게 지우려고 한다).
연구자: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넌 이렇게 꾸미는 것 좋아하는 것 같아서. 

봐봐. 여기 큼직큼직하게 하고 그림은 더 크게 하고.. 그렇게 한 이
유가 있어? 그냥 그림 그릴 때만 크게 하고 낙서는 무의식적으로 
작게 하는 거야?

오브리: 낙서를 좋아해서.
연구자: 나는 네가 낙서를 아주 작게 하는 것 보고,, 그림도 작게 그리는지 

알았거든.. (낙서의 하나에 주목하며) 이건 뭐야? 레오야?
오브리: 레오? 

  <그림 14> 오브리 낙서>

   오브리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낙서하는 오브리을 발견하면 “도움이 필요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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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생각이 들어 조용히 그의 자리로 가 작업을 바라보았다. 지금 하던 표현
이 어렵냐고도 물어보았지만 “아니요.”라고 말하며 또다시 낙서를 지우려 하였다. 
나는 낙서를 하는 과정에서 오브리의 그 무의식의 세계가 궁금하였고, 하지 못하
게 하였음에도 끊임없이 낙서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수업 시간에 말이 없이 조용
히 작업만 하는 학생이기에 비록 낙서라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
하고자 한다면 낙서를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낙서를 다루려
는 이유나 낙서로 표현하려고 하였던 것을 질문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오브
리의 생각을 물었다. 나의 질문에도 변함없이 조용한 오브리를 시간을 두고 기다
리는 것이 필요했지만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실기 시간이었다. 따라서 나는 
매 주 오브리에게 이게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작품 옆에 낙서하는 것은 모든 학생에게서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림을 
설명하기 위하여 글을 적으며 낙서를 하기도 하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직
선을 휘갈기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인 조형을 그리기도 하며, 자신이 원
하는 시각적인 표현을 위해 연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학생마
다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작품 옆에 있지만 오브리의 경우는 조금 더 특이한 것
이 낙서를 그림에 있어서 수업 시간에 하는 실기작업만큼 충분히 생각하고 완성
도 높게 그리다가도 내가 보거나 친구가 보면 바로 지워버린다는 것이다. 하루에
도 그리고 지우기를 여러 번 반복한 그의 흰 도화지는 늘 지워지다 만 자국으로 
얼룩덜룩하다. 앞의 대화에서도 드러나듯 그는 “낙서를 좋아한다.” 내가 느끼는 
오브리는 낙서를 좋아하는 것만큼 공들여 그린 그림을 지우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는 지우는 것을 왜 이리도 쉽게 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나에겐 거
슬림으로 다가왔다. 

연구자: 방학 동안 무슨 계획 있어? 
오브리: 학원 다니려구요.. 
연구자: 어.. 미술학원? 미대 가려고..
오브리: 실기를 못해서.
연구자: 미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브리: 체력이 안 되어서..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미술을 못해  
       요.
연구자: 그렇구나.. 아쉽다.. 미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위 대화는 수업 마지막 날 교실을 나서며 대화한 것이다.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이 미술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 당황스러웠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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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도 표현력이 뛰어난 학생이었다. 생각해 보면 표현의 방식이 남달랐다. 8
차시의 수업을 하면서 중심을 잡지 않고 그저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작업으로 바
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지적한 적이 있었다. 사이즈를 재기 귀찮아 그런 것인 줄 
알았지만 그가 완성한 작품의 기울기는 자로 잰 것보다 완벽했다. 이렇게 오브리
의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표현력을 보고서 당연하게 미술반이거
나, 미술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오브리는 학원
에서 미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익힌 학생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자신의 공들여 그린 낙서를 쉽게 지울 수 있었다. 또
한, 낙서를 통해 자신의 자유로운 표현과 역량을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흑임자

    흑임자의 학교는 내가 수업하는 곳에서는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곳에 위치
한다. 그가 학교 수업을 끝내고 열심히 온다고 하여도 30분 이상 늦게 된다. 따
라서 대부분의 수업 앞부분 동기부여와 시범보이기 혹은 설명까지 놓치고 도착하
는 경우가 많았으며, 친구들과 나에게 “저 뭐해야 하죠?”라며 물어보며 그날의 
수업에 관해 전달받는다. 짧게라도 전해 듣고 나서야 작업에 들어가 다른 친구들
에 비해 실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었다. 먼 길을 오고, 친구들과 진
도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 작업하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참석하는 흑임자는 패션
에 관한 배움의 갈망이 큰 학생이다. 과거 패션쇼에 몇 번 참석하면서 패션에 관
심이 커져 현재는 의욕적으로 패션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자 한 것이었고 그중 하
나가 내 수업을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었다. 사실 처음 흑임자는 질문 없이 조
용히 자신의 작업만 하는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었다. 이는 다른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시간 그가 표현한 작품을 보면서 남은 시간 등
장할 그의 작업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
식을 찾았고, 패션과 자신, 그리고 자신이 패션을 보는 시각을 의식해서 적극적으
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연구자: 흑임자는 뭘 표현한 거지?
흑임자: 종이 위에다 표현한 것이라서 종이 위에 표현한 거니까. 종이를 입힌

다. 이렇게 생각해서 종이를 모델로 해서 좀 기둥 형태로 했고 그 위
에 옷을 걸친 느낌으로 (까먹은 듯)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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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한지
흑임자: 한지를 사용해서 천 같은 느낌을 표현했고 철사를 옷을 형체를 살려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연구자: 으음....
흑임자: 반짝이 같은 것으로 포인트를 주려고 해서 밋밋한 것을 빼려고 했어

요. 아..
연구자: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어?
흑임자: 철사.. 철사를 여기에 고정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연구자: 뭐 다른 재료가 필요하거나 하진 않았고? 
흑임자: 네..
연구자: 음...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을 잘 나타낸 것 같아.. 
흑임자: 되게 막 딱 균일하게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불규칙한 것. 
연구자: 으음... 불규칙한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그러네요.. 뒤에도 그렇

고.. 색 선택에서도 조화가 잘 된 것 같네요. 

   

     

<그림 29> 흑임자의 완성작

   ‘내가 생각하는 패션’을 표현하는 활동에서 다른 학생들이 의상, 모델, 소품을 
표현했지만 흑임자는 재료를 달리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
들이 그의 작업을 보고 표현한 것처럼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이날 제시한 재료인 종이와 와이어를 사용하여 나타내면서 종이를 주체
로 하여 작업한 학생은 흑임자뿐이었다. 토론의 소재였던 와이어를 학생들은 그 
작품의 중심으로 두고 배경으로 종이를 사용하여 꾸몄다. 위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흑임자는 사람이 옷을 입듯 “종이를 입힌다.”라는 생각에서 종이를 모델
로 하여 한지를 사용해 옷을 만들었다. 이때 철은 벨트 같은 체형을 살려주는 매
개체로 나타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단조로움을 줄이기 위해 반짝이 와이어를 와
이어 위로 한 번 더 감았다. 옷이라고 여기며 선택한 한지의 색감, 붉은 와이어는 
그의 감각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졌다. “무언가 딱 떨어지지 않은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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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움”, “평범하지만 밋밋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그는 차시가 끝날 때까지 다양
한 작품 속에서도 변함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흑임자답다.”라고 느껴지
는 것이기도 하였다. 지극히 조용하나 조용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활발하게 보이
면서도 그렇지 않은 학생이기도 했다. 
   흑임자가 수업 시간에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크루트이다. 그들은 같은 
학교도 아니고 학년도 다르지만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이다. 흑임자가 1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을 트고 있어 다른 학생들은 흑임자를 대함에 처음 약
간의 혼란이 있었다. 흑임자와 크루트는 거의 모든 차시를 옆에 앉았으며 작업을 
하는 중 이야기를 엄청한다. 크루트의 목소리와 제스처가 큰 편이라 거의 앞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면 크루트 혼자서 떠드는 것으로 들릴 때가 많았다. 이 둘의 
자리 가까이 가서 둘의 대화를 들어보면 거의 크루트가 주도적으로 말하며 흑임
자는 추임새를 넣거나 하여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 가끔은 서로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수다를 떨었으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수업 분위기가 달라질 
정도였다. 크루트의 방해는 내가 흑임자에게 질문할 때면 항상 있는 일이었으며 
나중에는 흑임자도 크루트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연구자: 빈 공간은 뭐야?
흑임자: 간격을 준 건데요.
연구자: 일부러? 
흑임자: 네.. 
연구자: 이건 뭐지? 무슨 패턴인가? 
크루트: (연구자를 따라 하며) 저게 무슨 패턴이지? 
연구자: 어떤 걸로 할래? 사인펜? 색연필?
흑임자: 색연필이요.
크루트: 저게 뭐지 패턴인가? 
연구자: 새 거 줄게.. 
흑임자: 네..
크루트: 왜 새 거 줄까? 어이가 없네.
연구자: 야. 친구한테 왜 그래
흑임자: 견제하는 거예요.

   연구자는 학생들의 자리를 돌면서 개별로 질문하며 지도하고 있었다. 흑임자
는 장난치는 크루트를 재미있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피곤해하기도 하였
다. 이들의 친함의 소통은 여자들이 하는 모습과 혹은 다른 남학생이 하는 모습
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서로의 배움을 방해하기도 하고,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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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욕을 하며 미워하기도 하며, 한심스럽게 쳐다보기도 하면서 그들만의 친함
을 교류했다. 가끔의 이들의 소통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여기고 지켜본 적도 많
았다. 수업 시간에 보이는 학생들끼리의 소통 방식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간혹 이
들의 소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연구자: 야 근데.. 연필을 끝내고 했어야지.. 하면서 들어가는 게 어디 있
냐,,

크루트: 연필을 하기에는 인내심이.
연구자: 왜 인내심...  (흑임자를 쳐다보며) 여기 잘하고 있는데.. 
흑임자: 샘 저도 정말 인내심의 한계가.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있어요..
연구자: 왜.. 하하. 뭐가? 뭐가 인내심의 한계인데..
흑임자: 아.. 좀... 웬만하면,,, (말을 하려도 말고 웃음도 웃으려다 참는다.)
연구자: 기울기 같은 것도 잘 봤는데.... 한계에 다다르면 안 되지.. 
흑임자: (참고자료를 보며) 사람은 왜 이 모양일까?

<그림 30> 흑임자의 완성작

  어느 날 나는 흑임자에게 어떤 미술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그
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는... 음... 그러게요...”라며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인지, 말하기 곤란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답을 하였다. 위의 
지문에서도 검은 종이에 패턴을 표현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는 친구의 말에 자
신도 점점 힘들어진다는 말을 하려다 말고, 웃음을 보이려다 마는 모습을 보였다. 
흑임자의 애매한 답변에 나는 하나의 기호처럼 퍼즐을 맞추어 해석하려고 시도하
였다. 작품에 색을 입히는 과정에서나는 흑임자에게 새 색연필을 건넨 적이 있었
다. 새 색연필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재료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여 그 느낌을 듣고, 새로운 재료를 탐
색하게 하는 과정을 나누고자 하였다. 하지만 나의 질문 이외에는 거의 말이 없
었던 흑임자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자신의 감정을 나에게 말하기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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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자: (색연필을 건네며) 여기
흑임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색연필을 보고) 기분 좋아져요.. 
연구자: 새 거야.. (가만히 있는 크루트를 발견하고) 색 많으니까 크루트도 

해보자. 
흑임자: 좀 문제예요.. 얘가.. 

   새로운 재료는 흑임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듯했다. 그는 “기분이 좋아진다.”라
고 표현했으며 다음에 재료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면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두리번거리곤 했다. 이것은 재료를 나누어 줄 때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저 “아무거나 주세요.”라던 기존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
준다. 미술교육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통의 방식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
날 수 있다. 특히 흑임자와 같이 교수자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 그저 “조용한 학
생”으로 여겨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재료를 통한 소통을 본
다면 조금은 다른 표현, 자신만의 표현에 갈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흑임자
에게 새로운 매체는 그가 갈망하는 개성 있는 표현에 있어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도 같았다. 

   다. 실력 향상을 원하는 학생
   실력 향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나의 수업을 미술학원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다. 자신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잘하는지 알고 있어서, 부족한 실력이 향
상하는 데에 중심으로 둔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관
심이 무엇이며, 수업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묘걸이

   교탁과 가장 가까운 곳의 책상에는 수플레와 묘걸이가 항상 자리한다. 하루는 
수플레가 수련회로 참석하지 못하자 묘걸이는 처음으로 짝이 없이 혼자 앉아 있
었다. 그날 나는 실기를 처음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분하는 수업진
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들을 나누어 앉게 하였다. 수업 시간이 다가오면서 실기
를 처음 하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고 묘걸이만 떨어진 자리에서 혼
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오브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누구보다도 먼저 묘걸이
는 고개를 돌려 확인하고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나는 오브리을 불러 묘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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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앉으라고 말한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혼자 앉아 있었던 것이 외로웠던지 
“선생님, 저 곧 울지도 몰라요.”라며 그제야 묘걸이 다운 농담을 하였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늘 혼자서 앉아 있었던 오브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자리 이동은 
학습 분위기를 크게 바꾸었다. 서로 모르는 학생들, 남녀로 섞어 앉아 이들은 어
색함 때문인지 거의 침묵을 유지했다.  

묘걸이: (책상 위에 올려둔 사탕이 가득 든 봉지가 떨어지자 놀라며) 어.. 내 
양식.. 

연구자: 어.. 너 양식이야?
묘걸이: 친구 없어서 친구 안 생길까 봐 가져왔어요.. 
연구자: 으음..... 그래 친구들에게 나눠 주자.. 나눠 줘도 될까? (묘걸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른 자리의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며) 얘들아 묘걸
이에게 잘 먹는다고 하고 인사도 나누렴..

묘걸이: 관종 같은데 되게.. 히히

    수플레와 묘걸이는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한 
단짝이다. 늘 함께 다니던 슈플레의 결석으로 묘걸이 혼자 참석한 수업을 관찰하
면서 그녀가 친구와 함께 있을 때와 달리 말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항상 붙어 다니는 무지개와 백설기와는 차이가 있었다. 
무지개와 백설기가 한 명이 빠지면 따라 빠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묘걸이와 수플
레는 어색함을 감수하고 캔디를 사서라도 수업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큰 봉
지의 캔디를 사 와서는 먹지 못하고 봉지를 열고 닫기를 몇 번이고 하다 책상 위
에 두었던 캔디가 떨어지자 그 소리에 학생들의 이목이 쏠린다. 묘걸이는 그제서
야 왜 자신이 이것을 사 왔는지 말한다. 묘걸이의 모습이 순수하게 비춰졌고 나
는 캔디를 나눠주며 묘걸이와 친구들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었다. 담임교사는 
물론 지각을 많이 해서 지각 담당 교사와도 친할 만큼 성격이 활달하고 털털한 
묘걸이가 단짝 친구가 오지 않는 것이 많이 두려웠던 모양이다. 이를 보면서 학
생들이 친구들을 의식하는 것이 수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두고 고
민하게 되었고 이들은 서로의 성장을 보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의 특성은 변화하며, 또래는 청소년의 발달에 있
어 특별한 영향을 하며 특정 영역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Brown, 1990; 
Collins, 1988; Hill, 1980).  친밀감은 청소년의 적응과 사회 정서적 기능과 관련
한다. 또래의 친밀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던 것을 친구의 결석으로 다
른 친구들을 더 의식하고 이에 불안함으로까지 보였으며 어색한 대화만 가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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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에는 작업에 집중하였다. 묘걸이는 이런 이유로 세 개의 인
체 드로잉을 끝낼 수 있었으며 그 완성도도 높았다. 새로운 자리 배치로 적막한 
분위기에서 다른 학생들도 속도 높은 작업이 눈에 띄었다. 아래 대화는 묘걸이가 
다음 차시에 수플레에게 자랑하며 말하는 것이다.

묘걸이: (수플레에게）많이 했지? 빨리 칭찬해!
연구자: 칭찬해야 돼? 
묘걸이; 처음 대부분은 땡땡이 했을 거야.
수플레: 맞아.. 우리 반에도 그런 땡땡이.. 
묘걸이: (낙서한 수플레의 그림을 보며) 너 혼났다. 
연구자: 혼날만하지?
수플레: 뒷장에다 했어요.
묘걸이: 아니야 뒷장에도 하면 안 되지.(장난스럽게)
연구자: 연습해.
묘걸이: 앞장보다 낫지!  맘에 들군. 그래. 
수플레: 뭐야? (연구자가 붓펜만 전달하고 어떻게 할지 제시하지 않자 친구

에게 물어보며) 연습하면 되는 거야?
묘걸이: (지난 시간에 그린 그림 위에 이면지를 올리고 연습하려고 하자) 대

고 하면 뒤에 배겨.
연구자: (선 연습 자국이 그대로 작품에 남겨진 작품을 보여주며) 배어나온 

작품 여기..
묘걸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야!
수플레: 선 연습하는 거야?
묘걸이: 일단 하고 해
수플레: (연구자를 쳐다보며) 선 연습해요? 그냥?
연구자: 결석하니까 그렇지이... 
수플레: 맞아！ 이 바보야..
연구자: 바보까지는 왜 가냐.. 
묘걸이: 바보야！

   위의 장난기 넘치는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묘걸이와 수플레는 서로 칭찬과 
충고 어떻게 보면 잔소리까지도 수업 시간에 함께하고 있었다. 각자의 시각을 확
인하고, 서로의 진도를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과 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면서 서
로를 끌어준다. 또한, 이들은 속도를 맞추기 위하여 하던 작업을 멈추거나 템포를 
늦추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에서 얼마나 또래 관계가 발전적일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미술을 했으며 현재 입시미술과 학업이
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지니고, 희망하는 전공은 다르지만 각자의 장단점을 잘 파
악하여 각자 다른 시각에서 응원하며, 크게 의지하는 관계로 보인다. 이런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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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수플레와의 관계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차시가 흐르면서 다른 친구들과 
친밀감이 형성되자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묘걸이는 어떤 학생이 무엇을 
표현하였는지, 누가 결석하였는지까지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문득 친구들을 잘 
관찰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그녀의 미술과의 관계도 궁금하였다. 묘걸이는 지금까
지 미술을 쉰 적이 없었으며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전공하려
는 친구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는 포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궁금하
게 만들었다. 그녀에게 미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묘걸이: 저는 어린이집 때도 어린이집 원장님이 미술을 해서 남아서 미술을 
했구요. 초등학교 때는 미술학원을 다녔구. 중학교 때도 미술학원을 
다니다가 미술 종합학원으로 옮겼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입시미술 
시작하고 쭉… 미술이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술이었어요.... 

연구자: 미술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그만하고 싶고 그런 적 없었어..
묘걸이: 없었어요.
연구자: 힘들고 그런 적이 없었어?
묘걸이: 전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도 유아 미술하는 분이였고 제가 한(강조하

며) 미술을 하진 않았어요..
연구자: 그게 무슨 말이야?
묘걸이: 전 많은 것을 해본 것 같아요. 도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형 만

들기도 했었고 도자기 굽는 것도 했었고 예술에 관련된 것은 모두 
하게 해주셨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질리지는 않았어요.. 

연구자: 그럼 다양한 것을 배워서 너 생각하기에 그 다양한 미술을 배운 것
이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묘걸이: 입시 미술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뭐라 그라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웠잖아요.. 옷 스케치할 때로 이거 이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도자기로 단추 구워서 써도 되나? 이런 생
각도 하고.

   위 인용문은 그녀에게 미술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유아기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미술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다양한 미술 관련 
수업을 들었다. 그녀는 다양한 분야의 배움이 비록 입시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느
끼지는 않지만, 미술을 하면서 미술수업을 멈추거나 질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다양한 분야의 미술을 경험하였다는 것이 그녀에게 다
양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다. 그녀는 “패션 지식, 옷 만
들기나, 패턴기초와 같은 새로운 지식을 알 수 있지 않을까”해서 내 수업을 신청
하였다고 하였다. 사실 나의 수업이 입시와는 상관이 없는 분야의 수업임에도 신
청한 것이 입시 미술에서 오는 지루함을 날리기 위한 새로운 배움을 희망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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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인다. 하지만 내 수업이 미술실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과 함께 하는 
수업이라 전공을 희망하는 그녀에겐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기초를 배우는 
수업이라고 느끼는 것 같았다. “기초를 탄탄해지는 것은 좋지만” 미술실기를 처
음 배워보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수업은 그녀가 학교에서 경험하는 “못 한다고 가
져와서 도와달라는 아이들”이 있을까 봐 걱정을 한 듯했다. 
   묘걸이는 오랜 시간 미술을 한 탓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 표
현하는지, 혹은 어떤 것이 표현하기 어려운지 명확하게 구분하며 작품을 선택하
거나, 재료를 선택하면서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묘걸이: (비엔나에게) 난 곡선이 좋아.
연구자: (묘걸이의 말을 듣고) 왜 곡선이 좋지? 
묘걸이: 직선을 길게 못 그려요.
연구자: 못 그려서 좋아하는 거야?
묘걸이: 아니 그건 아닌데. 약간 하늘하늘한 거. 곡선미..
연구자: 언제부터?
묘걸이: 하나 보니까.. 나 곡선 좋아하네 곡선 잘돼네..
연구자: 끌리는 거야.. 표현이 잘되는 건가?
묘걸이: 그냥 저는 직선은 탁탁 떨어지는 거 못해요. 탁 떨어지고 이런 거. 
비엔나: 언니는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물체를 그리잖아.. 물체의 곡선을 

보고 그리는 거야?
묘걸이: 디자인 그림을 그릴 때는 물론 직선을 써야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혼자 그리는 거는
비엔나: 말고. 아니 형태 같은 것을  볼 때
묘걸이: 형태 같은 것을 볼 때 그냥. 그런 건 생각 안 나는데.. 옷이나 장신

구나.. 동물 같은 거.. 이렇게 굴러가서 뼈가 있구나. 그래서 곡선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거.. 

   묘걸이는 “선생님 저는 특이한 것 좋아해요.”, “막 큐빅으로 사람 얼굴 그려져 
있고 그런 거요.”와 같이 자신이 어떤 그림을 선호하는지, 어떤 표현이 부족하지 
잘 알고 있었다. 위 대화에서도 그녀는 “곡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
한다. 이는 직선을 길게 잘 못그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곡선이 상대적으로 잘 표
현이 되어서이기도 하다. 잘하는 것만 고집하는 묘걸이는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쉽게 포기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녀는 바디 드로잉을 하면서 원하
는 만큼 표현이 잘 되지 않자 지우고 다시 그린다. 두 번째도 원하는 선과 표현
이 나오지 않자 그리기를 멈추고 책장을 넘기며 무언가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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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걸이: 어떤 사람의 제가 자주 하는 포즈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고 있어
요.. 

연구자: 아.. 마음에 드는 포즈가 책에는 없어?
묘걸이: 하나 꽂히는 포즈가 있어 가지고.
연구자: 뭐지? 어떤 포즈일까? (잘 찾지 못하고 있자) 이런 거는 어떨까? 너

에게 맞을까? 해서 가져온 것인데.. (책의 반은 얼굴 드로잉이 나온
다.) 너 얼굴 못한다고 고민했잖아. 

묘걸이: 맞아요. 정면만 할 수 있어요. 정면만.
연구자: 하하하 (그림들을 보여주며) 이런 걸 연습해 두면 나중에 응용이 가

능하니까... 
묘걸이: 얼굴이 돌아가면 너무 어려워요..

   왜 묘걸이는 자주 하는 포즈를 찾는 것일까? 같이 수업을 받는 친구들 중 처
음 미술실기를 배우는 학생들도 많아 서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며, 드로잉하기 
쉬워 보이는 기초적인 인체도 있었는데, 왜 자주 하던 어려울 수 있는 포즈를 찾
고 있었던 것인가? 그녀는 현재 자신이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어 다른 학생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 보였다. 나는 그녀가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으로 나누어, 잘하던 것의 표현이 잘 되지 않으면 더 좌절하게 되는 것이 아닌
지 우려되었다. 또한 묘걸이가 “원래 얼굴을 못 그려요”라며 표현이 어렵다고 말
한 얼굴과 손의 드로잉만 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참고자료를 출력해서 다음 시간
에 전달하였다. 그녀는 드로잉의 참고자료를 받고 즐거워하긴 하였지만 얼굴을 
표현하거나 손을 그리는 것은 여전히 피하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그림만 자신
이 자신 있는 표현만을 하였다. 
   첫 시간부터 평가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작업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하였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이는 지금
까지 몸에 밴 습관과 같은 것이라 나의 말로는 인하여 행동으로까지 옮겨지지는 
못하는 듯했다. 못하는 것을 연습하여 잘하는 그림이 되는 것이며, 못한 그림도 
가치 있고, “작품이 완성되는 것의 일부분” 임을 아는 순간이 필요하다 여겨졌다. 
따라서 그녀가 좋아할 만한 특이한 얼굴 형태나 표현 방법을 제시하며 시도해 보
기를 권하였고 “재미있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직접 해보지는 않았다. 그녀가 “잘
한다.”, “못한다.”로 나누지 않고 그저 원하는 표현을 자유자재로 나타내는 과정
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고 너무 애쓰지 않기를 바랐지만 남의 시선, 타인의 평
가를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인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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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절미는 첫 시간에 자신이 평소 그리고 있는 그림을 가져와 나의 아이디어를 
구하던 작은 키에 높은 톤의 목소리를 가진 적극적인 학생이었다. 나에겐 인절미
의 목소리가 귀엽게 들렸지만 주변의 친구들은 그녀가 말할 때마다 인상을 쓰거
나 맘에 들지 않는 듯이 은연중에 표현했다. 아이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어지
자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역시나 인절미의 아이 같은 목소리에 대한 친
구들의 지적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질문에 답하듯 “이게 제일 익숙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구”라며 당황한 기색 없이 말한다. 몇 명의 학생이 지
적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하기 싫거나, 목소리를 변화시키고자 할 텐데 전혀 
개의치 않고 무덤덤하게 답한다. 차시가 흐르며 나는 그녀가 하루 두세 시간 자
고 학교를 오는 상황이라 학업과 학원을 제외한 어떤 것을 고민할 시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쉬는 시간마다 엎드려 잠을 자며 잠에서 깨지 못한 채로 그림
을 다시 그리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항상 혼자 다니며 자신의 작업만 
묵묵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업 시간의 질문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빠짐없
이 답하고자 하였으며 이런 그녀에게 질문의 답변이 그날의 유일한 말이라고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녀가 왜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자신의 실력을 키
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인지? 부족한 시간에도 왜 이렇게 수업을 많이 듣는 것
인지?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그녀를 지켜보기 시작하였다.

연구자: 그럼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뭐야?
인절미: 신경 쓰이는 거.. 이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연구자: 아...
인절미: 이거를 생기부나 그런 것 때문에 하긴 해도. 이게 어떤 수업은 시간

을 버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진짜 딱 생기부만 위해서 듣는 
활동.

연구자: 왜 생기부를 위해 꼭 수업을 들어야 해?
인절미: 이게 저희가 대학 입시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안 

하면 무시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연구자: 이거 들어가면 도움이 되긴 해?
인절미: 네.. 생기부에 한 줄이라도 담기는 게 중요해가즈고.
연구자: 그러면 그거는 뭐에 사용되는데? 특차?
인절미: 수시나 학생부 전형으로 갈 때 도움이 돼요..
연구자: 학생부 전형에서.. 이용되는구나.... 너 이런 걸 신경 쓰게 된 것이 

언제부터야?
인절미: 중학교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성적이나 그런 것을 진짜 신경을 많

이 쓰시고 저희 집안이 대대로 선생님 집안이거든요.. 할머니 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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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도 교장, 교감이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명
문대가고 그런 거를 바라요.. 그래서 전부터 심하게 압박을 하고 있
거든요..

    고등학생이라는 틀 속에서 인절미가 현재 느끼는 시간은 다른 시간 척도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다른 친구들은 하나 많아도 두 개의 수업을 넘지 않지만 인
절미는 생기부를 위하여 세 개의 수업을 듣고 있었다. 잠이 부족해 쉬는 시간이
면 어김없이 엎드려 자면서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한정된 시간이 있어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배우고 싶다는 그녀의 열정이 느껴진다. 이렇게까지 많이 배워
야 한다고 여기는 생각의 원인은 성적을 많이 신경 쓰고 명문대를 가길 희망하는 
가족들로 인한 것이다. 인절미가 가진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학업에 대한 심적인 
인식은 짧지만 최대한 많이 배움을 하여야 하는 시간으로 나타난다. 위의 지문에
서도 그녀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시간을 버린다”라고 말하며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과 이로움을 주는 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그 시간의 가치와 연결 짓는다. 칸트
는 시간과 공간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 속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 내적 감각의 형식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 이는 인
절미가 할 것이 많다고 느끼는 관념과 시간 비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통해 그녀만의 시간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녀가 말하는 
“도움이 된다.”, “이롭다.”라고 느끼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이 아깝다”라고 
느끼는 시간의 차이를 경험한 것인가? 몇 차시가 지나 그녀는 자신이 그려왔던 
그림집을 다시 가져와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여주면서 말한다. “샘, 저 그림 실
력이 엄청 는 것 같아요.” 

인절미: 샘 저 수업 전후.. 변화 보여요?
연구자: 어... 진짜 많이 변했다. 우와 
인절미: 처음에는 진짜 평범하고 무난한 옷만 그렸거든요.
연구자: 어어...
인절미: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막 이런 옷도 만들고 에는 한참 예전에 

만든 애들이라서.. 둘이 똑같은데.. 이런 옷도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되게 이것저것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옷도 만들고... 옷도 이렇게도 디자인해보고.

   인절미는 자신이 우려하는 “실력이 늘지 않아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수업 시간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여 “자신감”을 얻은 것처
럼 보인다. 그 자신감은 다른 시도를 하도록 이끌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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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신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직접 하기에 이른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 
것인지 연습장을 가져와 자신의 실력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첫 장의 비뚤거
리며 이어지지 않는 잔선들을 엉킴으로 선 표현을 보였으나 뒷장으로 갈수록 선
의 강약, 그리고 다양한 선의 표현이 보였다. 선 표현의 변화는 확연해 한눈에도 
알 수 있었다. 붓펜을 이용한 수업을 막 끝낸 상황이라 선의 사용에 관심을 가지
게 된 것 같았다. 그녀의 변화는 그림에서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친
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변화했다. 늘 혼자서 자신의 이야기 혹은 작업과 관련된 이
야기만 하던 인절미가 서서히 친구들의 작업에도 관심을 보이며 주변에 작업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 시작하였다. 항상 바쁘며 잠자기도 부족하다던 인
절미가 이렇게 주변의 학생들과 함께하려는 것은 그녀 안에서 변화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였다. 실력에 대한 자신감은 인절미의 시간적 여유까지도 가져왔으며 
이는 친구를 돕는 행위까지도 이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16> 손 패턴

 <그림15>패턴 완성 <그림17>다이아몬드 패턴 <그림18>가지 패턴 <그림19> 신발패턴  

연구자: 호우~ (완전 즐거워하는 목소리로) 우와!
인절미: 괜찮아요?
연구자: 재미있겠는데.. 
인절미: 진짜요? (정말 기뻐하며) 화우~
연구자: 대게 다양하다. 네가 쓰는 손의 모양이야?
인절미: 전 손 그림 좋아해가즈고.. 어려운 거 그리는 거 좋아해가즈고.. 
연구자: 으으으음.. 
인절미: 손 그리는 거 어려우니까 연습하다가
연구자: 으으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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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절미: 손 그림이 재미있어졌어요.. 

   인절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작업으로 옮기기 전 모델이 있는 오른쪽 여백에 
디자인을 연습하였다. 엉켜 있는 손가락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인절미가 신기하여 
나는 한동안 그녀를 지켜보았다. 손가락과 얼굴은 모든 학생들이 기피하는 것이
며 그린다고 해도 정해진 표현만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위의 지문에서도 볼 수 
있듯, 그녀는 자신이 손 그림이 어려워 계속 그리다 보니 재미있어졌다고 말한다. 
<그림 16>의 손 그림 패턴을 자세히 보면 주먹을 쥐고, 펴고, 무언가를 누르거
나, 손바닥을 보이는, 손가락을 접은 것 등의 다양한 포즈가 있으며 이 손의 방향
을 다 달리하며 배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녀가 “손패턴”을 상의로 그리고 “신
발패턴”을 다리로 올린 것은 면적이 넓어 세부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또한 그 패
턴을 가장 잘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하여 구성한 것이다. <그림 18> 나
뭇가지 표현은 처음 가지들을 이어서 점점 퍼지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몸의 작
은 곳에 배치하여 퍼짐을 표현하면 분산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음에 가지표현만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그 퍼짐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림 17>에서 오른쪽 다이아
몬드 모양으로 그려 가운데에서 소실점처럼 모이도록 하였다. 즉, 인절미는 남이 
잘 표현하지 않고, 어렵다고 모두 고개 젓는 패턴들을 찾아, 그것을 구성하고 옮
기는 작업에서 자신이 못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표현한 것에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같다. 그녀의 사고가 묻어나는 패턴 그림을 통하여 나는 인절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크루트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듯 크루트는 매주 수업 시간에 새로운 말로 친구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웃음을 전달한다. 매 차시의 수업 시작에 앞서 학생들은 흰도
화지와 검정도화지의 선택에 놓인다. 취향에 따라서 새로운 검정을 혹은 익숙한 
흰도화지를 놓고 작업에 들어간다. 서로 다른 도화지를 선택하여 표현하는 과정
에서 다른 친구들의 작업을 보고 다른 색상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차이도 익히고 
상상하기도 쉬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검정도화지를 늘 흰 도
화지 옆에 두었다. 대부분의 학생은 검정도화지에 작업을 해 본 적이 없어 신기
해한다. 크루트 역시 매번 사용하는 흰도화지보다는 검은 도화지를 선택하였다.

연구자: 자. 여기를 볼게.. 여기서 반을 나누었더니... (도화지를 한 장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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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며) 얘들아, 도화지 안 가져가? 도화지는 검정, 흰색 해도 되고. 
어느 것으로 선택해도 좋아.

흑임자: 검정색 
크루트: 오~ 검은색!
연구자: 검은색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크루트: 검정색 상남자색,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검정색
연구자: 하하.. 너희 티셔츠도 검은색이네.. 너희 남자아이들 다 약속했니? 

다 검정 입고 왔냐?

   크루트가 검정색을 선택한 것은 나의 생각과는 달랐다. 검은색이 잘 보여서
도 아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이라서도 아니었다. 그저 검정이 “상
남자 색”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늘 이렇게 자유롭게 무엇에 의미 부여하
는 것을 즐긴다. 노래 가사를 붙이기도하며, 비슷한 어휘를 가진 단어를 붙여 부
르기도 하며,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조금은 독특한 학생이다. 특히나 패턴의 아
이디어를 구상하는 중 갑자기 마인드맵을 만들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었
다. 나는 곁에 다가가 그의 아이디어를 보기 시작하였고 마인드맵으로 장난친 
흔적을 보았다. 

<그림 30>크루트의 아이디어 구상

연구자: 아햐... 언제부터 아이디어 구상하더니. 아직까지..
크루트: 버버리 느낌으로 체크 하나 했다가 세 개 했다가 체크 두 개 
연구자: 자.. 아이디어 구상만 빨리하고 가자!
크루트: 샘 사투리 쓰시네요. ...(중략)...패턴은 약간,,, 패턴(턴을 강조하며) 

이잖아요... (도화지의 중간에 패턴을 그린 듯 가로 세로줄이 있으
며 그 옆으로 단어들이 줄지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워싱턴이.. 
샤워하고 나오면 아... 아!!! (옆의 흑임자가 마음에 안든지 때린다.) 
샤워하고 나오면 돌턴 (옆에 쓴 단어를 그대로 순서대로 말하려고 
한다.)

연구자: 너 패턴,, (그제야 크루트가 마인드맵의 형식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
고)  

크루트: (워싱턴-> 돌턴-> 돌다-> 돌부처-> 돌부처 정보-> 선생님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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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옆을 하나하나 찍어가며) 마인드맵 형식으로 이렇게 쌓고 있
거든요.. 

연구자: 이게 마인드맵이야? (맨 위의 단어를 읽는다.) 패턴
크루트: (바로 이어서) 패턴, 워싱턴, 돌턴, 돌다, 돌에서 돌 빼면,, 돌부처.. 
연구자: 그래서 나온 게 뭐야.. 
크루트: 선생님이요.. 선생님에 대해서 또 이미지를 해야 해요.. 
연구자;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건데.. 
크루트: 선생님은 사투리를 쓰시니까. 사투리(선생님 옆으로 사투리를 적어

간다). 그리고,, 음... 오투리...(중략).. 오투리 다음에 샘 오취리. 샘 
오취리까지 나왔는데.. 그 담엔 흑인이 나오네.. (계속 이어간다.) 
말아 돌부처 정보-> 선생님->사투리 오투리->샘 오취리->검은색->
검은색->블랙피플->소드

   “샘, 크루트 펜 빼앗아 주세요”, “샘 크루트 보세요!”, “크루트가요”, “얘가 
이상해요”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들리는 이름은 그가 결석한 날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친구들은 크루트를 재미있기도 하면서도 나의 눈치를 보기 그를 말리
기도 한다. 패턴의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며 도화지의 반 이상을 써 내려간 것은 
본인은 마인드맵이라고 하지만 거의 반 이상이 장난 섞인 놀이였다. 그는 도화
지 오른쪽에 생각나는 이미지를 이어가며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었고 그 그림
과 단어들을 이어 노래로 만들어 중얼중얼하고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옆의 짝은 나를 부르며 펜을 뺏어 달라고 말한다. 내가 펜을 
못쓰게 하자, 크루트는 이런 나를 보고 또 다른 아이디어로 이용하고 있었다. 수
업 시간에 끊임없이 말하여 산만하게 구는 크루트의 행동이 작업에 방해가 된다
고 여겼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그는 말을 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인지 작업의 속도와 표현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말을 하면
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크루트가 하는 말에 답하는 
앞뒤에 앉은 아이들의 작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크루트는 오히려 주변 친구들의 
작업을 비교하며 자신이 조금 빨리하고 있다고 여기면 완성하지 않고 기다려 준
다. 크루트가 기다리는 동안 주변은 더 시끄러워지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작업은 더더욱 지연되고 있었다. 
   학생마다 학습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내가 확인한 크루트는 
떠들면서 배우는 것 같았다. 나는 이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크루트의 자리를 이
동하기도 하였으며, 크루트와 이야기를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잠시뿐 또 
자리를 옮겨와 떠들었다.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였고 수업 시
간의 활기는 어떤 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면에서 조용히 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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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위해서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는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이다. 크루트에게 조금은 과하다 여길 수 있는 칭찬을 하자, 
그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였지만 작업에 있어 더 열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연구자: 검정색 도화지에 그려보니 어떠니?
크루트: 아.. 검정색 할만하죠.. 검정이.. 죠
연구자: 색연필로 할래.
흑임자: 아니요.. 
연구자: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오늘 시작할 수 있어? 한 거 보고 싶다야. 

발까지.. 
크루트: 죄송해.. 요... 제가 지금.. 잘하고 싶은데.. 
연구자: 잘하고 있다. 
크루트: 이게.. 처음이라서..
연구자: 어. 그래그래... 그렇지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잘했지.. 봐봐..
크루트;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너무 그러시면은... 

또,,  제가.. 
연구자: 이쪽을 이 친구가 잘할 수 있을까?
묘걸이: 잘만 나온다면..
흑임자: 우와... 
크루트: 오... 
흑임자: 잘했어.. 

   나의 칭찬은 크루트에게 직접적이기도 하였지만 친구들에게 평가도 받고 그
들의 생각을 나눌 수도 있게 하였다. 결과 크루트는 자신의 그림에 더 집중하는 
듯 보였으며 그가 떠드는 것에 의해 다른 친구들이 방해받는 일은 줄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크루트는 수업 시간에 만족스런 
작업이 나올 때면 “엄마한테 보여주고 용돈 받아야지”라고 말한다. 본인이 보기
에 잘된 결과를 원하는 탓에 조금은 특별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잘했다”라 
는 느낌을 받도록 하려고 했다. 가끔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나에게 의견
을 구하여 평가를 기다렸다. 그런 이유에서 친구들의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기
도 하였다. 자신이 잘했다고 느끼는 작업일지라도 다른 누군가 “다리가 한쪽이 
더 긴듯해”, “완성이 다 된 거야?”와 같은 말에 쉽게 흔들리며 “난 미술에 소질
이 없나 봐”, “더럽게 못 그렸네!”와 같이 말하며 작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주변과 자신이 만족하는 작업에서는 여기서 “제일 잘해”, “경기에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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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라며 작품을 들고 이리저리 다닌다. 그는 평가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인정
받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평가를 위해 각종 대회와 공보전을 
찾아 작업을 출품하여 실력을 뽐내기도 하였다.

크루트: 선생님 저 이번에 상 타러 가요.?
연구자: 무슨 상? 
크루트: 위안부 공모전이요.
연구자: (예상하지 못한 말에 연구자는 놀라며) 어? 위안부 공모전? 이거 하

다가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크루트: 처음에 컨셉을 잡아놨는데 그거에서 조금 더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발전시켰어요.
연구자: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아?
크루트: 근데.. 원래 초등학교에서도 예전에 교회에서 집회도 참여하고.. 그

래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연구자: 집회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굳어진 거야?
크루트: 그런 건 아닌데.
연구자: 역사 시간에도 이런 것을 해가지고...
크루트: 보자마자 이거다 해가지고. 이거면은 잘 그릴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는 게 좀 있으니까.
연구자: 역사 시간에 배운 거. 
크루트: 역사 시간에 배운 것도 있고 따로 찾아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면은 내 생각을 녹여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크루트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위안부를 소재로 공모전에 출품하여 3등을 수
상하였다. 입상한 것이 너무 뿌듯한 것인지 나를 보자마자 상금으로 무엇을 할
지 고민한다며 이야기 꺼낸다. 크루트는 교회와 집회 참석을 하면서 사회 문제
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나타내는 작품을 위해 많이 고민해 왔다. 수
업 시간에 배우는 것과 관심 있는 분야를 스스로 찾아보며 조금 더 주제를 파고
들면서 관련된 책과 글을 읽거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자기 생각을 녹여 낼 수 
있는 작업을 하였다. 크루트는 이러한 탐구 과정에서 재미를 느낀 것인지 대부
분의 공모전의 주제나 사회 이슈에 대한 공모전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처럼 준
비하였다. 크루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의문과 그 의문의 해답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쌓고 미술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였다.

2) 수업적용과 실천 그리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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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을 위해 학생의 의도 파악하기, 반성적 사고, 예술을 
보는 관점 알기, 생활 속에서 예술 찾기, 그리고 말하기 편한 환경조성을 수업 전 
큰 계획으로 분류하였다. 기존 실행연구에서는 수업의 흐름에 따른 실행과 반성, 
적용, 그리고 발견으로 크게 분류하였다면 이번 실행연구에서는 앞의 네 가지 계
획을 염두에 두고 차시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수업실천과 발견, 수정과 적용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반성적 사고37) 
   1차시의 수업을 통해 나는 학습자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수업 시간에 무
엇을 해보고자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궁금증 해소, 경험을 쌓고, 부족
함을 보완하고자 수업을 신청하였으며 지역의 다양한 학교에서 지원한 학생들은 
어색함에 서로 자신의 생각과 소리를 밖으로 풀어 것에 불편해하고 있었다. 이러
한 문제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2차시를 계획에 앞서, 1차시에서 말한 학생들의 관
심사를 바탕으로 수업의 자료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끄는 질문들 
예를 들어, 어떤 면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였는지?, 그 원인은 무엇일까? 와 같은 
성찰을 위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가끔 자신의 관심사를 모르는 학생들에겐 다
중지능 검사를 권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짧은 답의 원인이 진지한 수업의 
분위기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재미난 수업을 위해 실기 시간에 학생들이 선
호하는 음악을 틀어주며 학생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연구자: 성질이 차가워도 따뜻할 수 있으며... 이미 부드럽다는 확실시되는 
것을 찾는 것이 다가 아니었던 거야.... 그 자체가 가진 성질로 그 
물체를 보지 말고 다르게 봐보자. 그렇다면 여기 노트북 성질이 어
떠한 것 같니? 

크루트: 차가워요.. 
연구자: 그래, 많은 전자제품이 차갑게 느껴져.. 하지만 이 노트북이 차가운 

느낌만을 우리에게 줄까? 표현될까? 

37) 듀이(Dewey, 1933)는 반성 없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
문에 학습은 곧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활동이며 반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험은 피
상적인 지식을 생성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학습은 경험과 반성의 조화로 이루어
진다. 그에 의하면 학습은 경험에 담긴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활동을 
이끌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경험을 재구성하는 최
선의 방법이 바로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이다(신윤섭. 2008). 다시 말하면 
Dewey(1933)와 Schon(1983)이 강조하는 반성적 사고란 자신이 인식하는 행위를 비판
적으로 되돌아보고 재구성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 지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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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절미: 노트북이 열나면 뜨거운데 저는 뜨거운 느낌이요..
연구자: 자.. 응,, 기억을 통한 느낌도 다를 수 있지.. 그렇다면 성질을 그대

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다고 여기지 말고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하
지? 우리가 느낌을 다르게 주기 위해선? 옷도 아주 차갑다고 느껴
지는 소재를 따뜻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멀리서 생각하
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생각해보자구.. (잠시 시간을 준다.) 음... 
이 물병은? 이 생수병은 어떻게 보이지.. 이 안의 물의 색을 달리
한다면 바다에 떠다니는 병은? 내가 보이는 것이 다인가? 어떤 것
들과 함께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는 없었나? 하고 생각해 보길 바
래...(계속해서) 그럼 여기 마지막 그림 보자.. 제일 오른쪽 그림! 같
은 철인데. 어때요? 여기 철은 다른 철의 표현과는 어떤 다른, 혹
은 같은 느낌이 드나요? 여기도 차갑게만 보이나요? 

김경단: 아니요..
비엔나: 다른데요..

   위의 대화는 동기부여를 위하여 와이어로 디자인된 의상을 감상하면서 나누는 
대화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본 의상의 재료와 그 재료가 전하는 느낌에 관해 물
어본 질문에 시각적 혹은 경험적으로 “차가워요”, “날카로워요”라고 대답할 뿐이
었다. 이러한 표현에서 말해 주듯이, 학생들은 누구나 확인 가능하며 인정하는 답
변을 하였다. 나는 다음 차시 학생들의 시각을 변화하는 방법으로 “노래”, “그림”
과 같은 표현에 예시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닌 물
질을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과 연결 지어 보기를 제안하였다. 이는 자신의 관심사
를 알아보고 친구들의 다양한 관점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즉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수업 초
기 어색함 때문이었는지 정해진 몇 명의 학생들만 대답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은 
말없이 친구들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예시를 보기보
다는 누구나 알 수 있고 “맞다”라고 여겨지는 시각적인 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었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 역시도 어렵게 말을 꺼내는 학생들에게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하지 못했다. 나는 반성
적 사고를 통하여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수업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다음 차시에서는 예시 작품과 영상
을 보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실기와 감상활동 속에서 생각하기를 필요로 하는 
말을 시작하였다.

인절미: 선생님~ 전 비율을 나누지 않고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서 내
려가면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비율을 나눠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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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아무래도 눈대중으로 옮기면 나중에 기울기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지워야 할 것이 많아질지도 몰라. 하지만 너의 방식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너의 방식을 찾아가면 어떨까? 익숙
한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해보면서 너 방식을 찾아가는 거야. 

   반성적 사고는 의심과 같은 갈등 상황에서 비롯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탐색의 원동력이 된다(정윤숙, 2013). 지금까지 
의심 없이 해 오던 방식에서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면서 자신만의 
선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은 인절미에게 한편으로는 내면의 갈등을 만들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에 의심하며 그녀는 자신만의 선을 탐색해 나갔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기술적인 조언을 묻거나 실기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변화했
다. 
  
   (2)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
   전공희망자와 미술반 학생들의 실기 차이는 서로를 경계하고 수업 분위기를 
어색하게 이끌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비교하고 있
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험상 실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와서 도
와 달라는 말을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으며, 한 번도 실기 수업을 받아보지 
못한 학생들은 실력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이 간극을 메
우고자 실기 수업에 있어 개인의 속도에 맞춘 개별 진도를 나갔다. 그리고 이들
이 모두 새롭게 접하는 이론과 실기 수업 외 활동에 있어서 모두가 함께 이야기
를 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도록 하였다.

연구자: 내가 기획자야.. 요런 부분을 조금 더 더하면 좋겠다. 신기하겠다. 그
런 것 없어요?? 최근 패션쇼에서 워킹을 이렇게 했어요. (몸으로 구
부정하게 구부려 걷는다.) 제스처에서 받은 생각? 혹은 어떤 부분
이... 어떻다거나 이상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다는 그런 건 
없었어요?

흑임자: 제스처에서요? 음.. 신박했어요.. 쇼에서 즉석에서 옷에다 어떤 행위
를 해서 런웨이를 한다는 것이 웬만하면 옷을 이미 제작된 상태에서 
모델에 입히고 런웨이를 하는데 즉석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하고 런웨
이를 진행하는 게 조금.. 재미있었어요.. 

흑임자: (연구자가 쳐다보자) 전 그냥 움직임 위주로 봤어요.. 
연구자: 으음... 움직임이 어땠어요?
흑임자: 체스 말대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런웨이에 있다가 무대에서 

빠져나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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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음.. (잠시 생각한다) (손으로 다른 학생을 지목하며) 여기는.. 어땠어
요?

피세르: 연극. 같았어요. 
연구자: 그럴 수도 있겠다... 하하.. 친구는? 
묘걸이: 체스 말이 되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이를 잡았을 때 

약간. 기싸움과 승리한 것 같은 표정 지을 때 그거.. 연기를 되게 잘
한 것 같았어요..

연구자: 되게 깊이 있게 봤다. 표정까지 다 봤네.. 어.. 어땠어요?
묘걸이: 보통 패션쇼 할 때나 빙글 돌아서 가는데.. 체스 말이 움직이면서 나

오고 빠지는 것을 하니까 재미있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위의 대화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패션 영상을 보고 수업 시간에 그 영상에 관
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다. 패션쇼는 차시마다 2개씩 제공하였으며 브랜드 선택에 
있어 그날의 수업내용과 관련 있는 것이나, 학생 중 한두 명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나는 첫 시간의 패션쇼 영상으로 알렉산더 맥퀸을 선
택하였다. 그 까닭은 연구자가 그의 패션쇼를 좋아하여 다른 디자이너 보다 잘 
알기도 하였으며, 다른 패션쇼와는 차별화된 특별한 쇼들이 많으며, 작업과 자료
도 다양하여 학생들의 호감을 사기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림31> 수업 자료 Alexander McQueen Spring/Summer 1999 

<그림32> 수업 자료 Alexander McQueen Spring/Summer 2005

   대표적인 패션쇼를 선정하여 두 개의 영상을 제공하여 수업 전에 보고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업의 시작에서 5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보고 온 학생들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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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발견한 것에 대해 말하도록 하였다. 영상을 보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이들에게 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영상을 보고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1차시에서는 질문을 던져도 주도적인 학생들만 말을 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이 없어 패션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에 관한 계획
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 주도적으로 한 
학생이 말하는 대신, 모든 학생이 돌아가며 느낀 것을 말해 보도록 하였다. 말하
기를 주저하는 학생에게는 시간을 주고 기다리기도 하였지만 사실 적막과 같은 
시간이 학생과 교사에게 불편하기도 하였다. 
   위의 대화에서도 전해지듯,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말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은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거나, 질문 이어서 전달하도록 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다.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이 답변을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을 보
고 모두 말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 것인지 앞서 말한 친구와 비슷한 생각 혹은 자
신이 하려던 말을 하였더라도 다른 면에서 생각하고 답변을 하려고 고민하였다. 
말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교수자는 공간과 재료 그리고 표현으로 이끄는 질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공감-> 의도-> 재료-> 제스처-> 움직임-> 표정으로 나아
가며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패션쇼 영상을 보고서 바타르는 자신이 갈망하고 있
던 것을 누군가 대신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 큰 공감을 한 듯 보였다. 수업 시
간에 마음에 드는 자료나 영상이 있으며 “힙해요”라는 말을 일삼는 그는 아무리 
추워도 교복재킷을 걸치지 않았으며 농구화를 신으며 자신만의 “힙”한 스타일을 
고수했다. 바타르는 교복이라는 정해진 의상에서 벗어나 그동안 입거나 해보고 
싶었던 스타일의 모습을 영상으로 본 것에 공감하였던 것 같았다. 패션모델의 의
상이 아닌 디자이너의 의상을 지목한 것에 나는 조금은 당황스럽기도하였지만 패
션 디자이너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학생 중 몇몇은 바타르같이 디
자이너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미술을 보면서 순수하게 작품을 그대로 감상하기보다는 
시대 상황이나 작가의 배경을 먼저 알고자 하는 것과도 비슷했다. 나는 눈앞에 
있는 작품을 “그대로” 보기 위해서 조형, 색, 재료를 읽고 그 후에 작가의 의도를 
추측해 보고자 하였다. 남의 시각이 아닌 나의 시각에서 감상하는 것으로부터 개
인의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나 배경을 답인 것처럼 
알아보는 것은 다방면의 생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기획자라는 가정에서 ‘어떤 기획을 할 것인지, 더한다면, 혹은 수정한다
면’이라는 가정을 두고 고민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은 점차 자신을 집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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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것이 무엇인지와 같은 경험을 말하였다.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기 
위하여 작품 과정의 어려움이나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변화들에 대하여 생각하도
록 질문하면서, 디자이너의 작품 의상의 재료와 표현의 과정에 관해서도 고민하
였다.
   차시마다 이루어지는 패션쇼 영상에 관한 대화의 내용도 점차 바뀌었다. 패션
쇼 영상은 신체, 시각적인 효과, 빛, 색, 노래, 관객이 모두 함께 나타나는 통합적
인 예술이다. 학생들은 처음 신체와 시각적인 요소에 관한 관찰에만 초점을 두었
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청각적인 요소와 장소적인 부분에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패션쇼 영상에 관해 나는 질문을 몇 번씩이나 하며 학
생들의 말을 끌어내고자 하였으며 이에 맞춰 학생들의 반응 또한 달라졌다.

묘걸이: 인스타에서 패션쇼 같은 거 보거든요.. 되게 오래된 쇼인데. 사마귀
랑 곤충 같은 거 한 디자이너가 있더라구요.. 옷으로 표현한! 저걸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보고 이걸 옷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 이건 옷으로 풀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연구자: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묘걸이: 음.. 이거 보고,, 선생님이 영상을 주시고 그러셔서.. 저는 뭘 하지?

하고 인스타를 자료를 막 뒤졌어요. 맘에 들면 태그 막 걸거든요.. 
인스타에서 막 보다가 곤충에 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건
데.. 얜 곤충인데 난 딴 거로 해보자... ‘이걸로 뭘 할까?’하면서...

   학생들은 패션쇼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듯하였다. 묘걸이는 패션쇼 영
상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관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도 다양한 영상을 접하지
만 새로운 영상에 대한 호기심이 다였다고 한다. 하지만 다양한 영상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관심사인 옷과 연관 지어 옷을 디자인한다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낼 
것인지와 이를 위하여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같은 호기심으로 이어갔
으며 자료를 찾으며 자신만의 디자인을 찾고자 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3) 삶 속의 미술
   앤더슨과 밀브란트(Anderson & Mibrandt, 2004)는 『삶을 위한 미술교육』에
서 미술을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미술과 삶을 연계하여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미술교육이 단지 지식이나 기능이나 기능을 익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나는 미술 실기력의 향상을 높이는 것
보다는 삶의 중심에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미술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자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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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술을 표현하고 그 속에서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결과
나 비교중심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관심을 자극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여주며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한다.
   학생들의 인체 드로잉이 완성되자 나는 인체에 패턴을 입히는 활동을 구상하
였다. 패턴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기에 앞서 여러 참고 자료를 보여주었다. 자료 자
체에서도 통합적인 자료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구성 과정에서도 통합적으로 하길 
바랬다. 패턴디자인 수업은 성인 대상 실행연구에서도 하였던 활동으로 학생들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져 선택하였다. 나는 의상디자인으로 
들어가지 전에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과정으로 인체에 패턴을 넣기
로 결정하였다. 인절미는 인체에 패턴을 넣는다는 것을 “문신 넣어요?”라며 재미
난 반응을 하며 의아해하고 있었다.
            

                 
<그림 33> 패턴 예시

   나는 패턴의 영감을 위하여 <그림 33>와 같은 하늘, 별, 지구의 온도, 주식 
그래프, 정원, 그리고 몇 장의 대지 미술을 보여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전 학생
들이 작업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글로 나타낸 글자 패턴과 애벌레를 숨겨 두며 
이야기를 넣은 학생들의 작업을 보여주며, 일상생활에서 변화했으면 하는 것을 
“패턴 속에 글이나 그림으로 이야기”에 담으라고 하였다. 패션이라는 분야에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패션 속에 자연, 사회, 철학 등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음을 영상, 그림,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였다. 학생들은 자료들을 
넘기고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패턴들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핸드폰으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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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찾아보거나, 영상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신만의 디자인을 구상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나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아이디어 구상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질문을 건넸다. 
  

\

<그림 20> 비엔나의 인체 패턴 

연구자: 비엔나는 어떤 표현을 생각하고 있어?
비엔나: (머뭇거리며) 어어... 어
연구자: 이거 봐서는 잘 모르겠다.
비엔나: 제가.... 뭐 생각했냐면요... 사람이 춤출 때 움직임 있잖아요.. 
연구자: 어.. 
비엔나: 어.. 그걸... 그냥 헤드셋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도 표현했고.. 이건. 

제가 요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에서 자기 몸을 자
기가 먹는 거예요.. 

연구자: 어? 어...
비엔나: (손을 이용해 보이며) 이러고 자기 몸을 먹는 거예요.. 신기해서 그

것도 한번 해볼까도 생각했고.... 스케이트가 지나가는 선이랑 헤드
셋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을 짬뽕시키려구요.. 

연구자: 재미있겠다. 헤드셋에서 나오는 음악을.. 함께 표현하고 싶구나. ...
(중략).. (비엔나가 얼굴도 들지 않고 집중하여 그림을 그리자 가까
이 가서) 어! 재미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모습의 사람
이 보여) 이거 사람이야? 

비엔나; 네.. 
연구자: 밑에 있는 거야?
비엔나: 이 안에  몸에서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연구자: 우와,, 산이야?
비엔나: 어.. 어.. 그래서.. 묘기를 부리다가 노래 듣고 춤추다가..
연구자: 스케이트 좋아해?
비엔나: 아니요.. 잘 타고 싶어서 부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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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으음...
비엔나: 제가 이렇게 타고 싶다. 그런 거.
연구자: 나도 그런 경우 많아. 스노보드 같기도 하고.
비엔나: 아.. 진짜요? 

   비엔나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의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오던 길에 스케이트 
장을 보았다. 늘상 걷던 길이었지만 유달리 자유롭게 보이는 스케이트장과 당시 
끼고 있던 헤드셋의 노래는 수업으로 향하는 길이 새롭게 느껴지도록 하였다. 그
녀는 수업 시간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찾아 아이디어로 구상”하라는 말을 듣고 
스케이트장을 지나쳤던 것을 떠올려 작품의 주제로 선택하였다. 비엔나는 스케이
트장과 당시 들었던 음악에서 시작하여 인체에 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였고 몇 번의 스케치를 지우고 고치기를 반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그린 패턴은 낙서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헤드셋에서 음악이 나오는 리듬감과 스
케이트가 지나가는 선을 “짬뽕”하고자 인체를 나누기도 하며 여러 선을 겹쳐 올
리기도 한다. 작업하다 표현이 어려우면 작업을 멈추고 생각에 빠지기도 하였다. 
“음악을 들으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제 머릿속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라며 그녀는 작업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나갔다. 비엔나가 작품을 가진 표현의 어려움은 다른 학생들이 가진 
기술적인 표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작
업과 항상 연계지어 생각하며, 자신의 의도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재료
를 더할지, 어떤 이야기를 더할지를 고민한다. 정해진 미술수업 시간에만 고민하
는 것이 아니기에 그녀는 자신이 따로 재료를 준비해 오기도 하며 그 재료를 넣
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빼기도 하였다. 
   앞의 <그림 20>에서 보이는 왼쪽 팔에 들고 있는 스케이트보드를 위해 그녀
가 직접 스케이트보드를 만들어보기도 하였으며, 미니 스케이트보드를 가져와 직
접 걸어보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상상하
는 대로 손으로 표현되지 않음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대충 표현하지 않고 원하
는 대로 “까탈스럽게” 그대로 표현하길 원했다. 칸트에 따르면 상상력은 종합하
는 능력과도 같다. 직관의 다양함을 종합함으로써 인식이 일어나는 데 중요한 매
개 역할을 한다. 

   (4) 말하기 편한 환경조성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 또래, 교사와의 관계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이 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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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분위기를 형성한다. 앞선 성인대상의 실행연구에서 학습자와의 라포르형성
이 수업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이번 실행연구에서는 
말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미술교육은 삶의 
고민을 미술로 가져와 표현하며 이를 사람들과 나누며 수업 시간이 다른 의미의 
'소통의 장'이 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 수업에서는 정답
이 없으며,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비록 수업과는 거리가 있을지라
도 이들의 말에 호응하여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 끌어내고자 
하였다. 처음 이들은 각기 다른 학교에서 온 이유로 서로 어색한 분위기를 유지
하였고 주도적인 학생들만 말하고 있었다. 따라서 2차시부터는 전체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닌 모든 학생이 돌아가면서 말하도록 하였다. 대화를 불편해 하는 
학습자들에게 말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은 교사와 학습자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었다. 또래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를 불편해 하는 학생은 말하다가 멈추거나 아주 
짧은 답변만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거나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져 말을 최대한 꺼내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은 교수에게 큰 인내
심을 요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학습자가 불편해 하고, 말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서 질문하는 것이기에 돌아가면서 생각을 물어보게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한 학생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은 다른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불안을 전달하는 것인가?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느꼈
다. 나에게만 물어보지 않고 무사히 수업이 끝나길 바라는 분위기는 어느 교육의 
현장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어쩌면 내가 말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일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왜 한국인을 질문을 하지 
않는가?]라는 EBS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질문이 거의 없는 대학의 한 수업에서 
한 학생이 많은 질문을 하였을 때 다른 학습자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었다. 수업
이 끝난 후 그들에게 질문자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보았고, 많은 학생은 수업 
중 질문을 한 학생을 ‘나댄다’, ‘이상하다’라고 말했으며 질문을 하였던 학생은 질
문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학교 문
화가 잘 드러나는 영상이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행
동처럼 여기는 학습 상황에서 질문하거나 말을 한다는 것은 정확한 정답이 아닌 
사고의 과정에서 말하기는 어려우며 이런 학습의 반복이 정답이 필요 없는 수업
에서까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듯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중
요한 것은 이들과 나눔으로 학습의 방향을 찾고 함께 모색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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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임은 틀림없었다. 
   나는 말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며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여러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알기 위하여 작업하는 중간에 개인적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형식적이고 시각적인 분석을 통
한 짧은 답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차시가 지나며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 경험, 느
낌과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더해갔다. 이런 모습은 작업하는 과
정에서나 작품을 설명하는 감상에서도 드러났다. 하지만 편한 분위기 조성이 어
떤 면에서는 시끌벅적 떠드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적극적이
고 활기찬 수업의 분위기는 가끔 제어하기 어려운 시끄러움으로 흐를 것 같아 당
황스럽기도 하였다. 이런 에너지 넘치는 학생들을 그대로 두지 못하는 것은 다음 
활동으로 쉽게 이끌어가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 소리를 낮추라는 나의 말에 인절
미는 말한다. “샘, 여기 오면 조신함이 사라져요.” 인절미의 말처럼 학생들은 나
의 수업에서 학교와 학원과는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들이 느끼는 것
은 학교, 학원과는 다른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행동의 자유로움, 재
료의 자유로움, 질문의 자유로움, 소재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자유롭게 참여하는 
수업으로 표현되는 것 같았다. 
 

연구자: 너희는 지금 수업이 어때?. 
무지개: 좋은데...
연구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것 있어? 그래야지 새로운 것도 해

보고 그러지... 
무지개: 패턴도 좋고.. 다 좋아서.
백설기: 맞아요! 다 좋아서
연구자: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이런 거 했는데 재미있었어요. 이런 건 없었

어? 
백설기: 그냥 그림 그리니까.... 여긴 강압적인 주제가 아니잖아요.
무지개: 맞아요. 자유롭잖아요... 
백설기: 저흰 강압적이에요... 지금
연구자: 아... 학교에선 강압적이야?
무지개: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백설기: 그러니까. 주제도 딱 정해져 있고. 디자인도 딱 하는 게 결정돼 있

으니까.
연구자: 그게 힘들어?
백설기: 힘든 건 아닌데... 맘에 안 들어요. 너무 갇혀져 있으니까.
무지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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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기: 도화지밖에 없잖아요.. 주제도,,. 재료도... 도화지랑만 맨날 있어야 
되니까..

   백설기와 무지개는 성적을 걱정해야 하고, 정해진 재료를 사용하고, 정해진 주
제를 표현해야 하는 학교와 학원의 미술 수업에 “갇혀져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
다. 그리고 이들은 학교 수업을 PPT를 너무 재미없게 만들어 ‘졸리는 수업’이라 
“맘에 안 드는 수업”이라는 표현도 하였다.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 수업에서 강압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표현과 
재료의 사용이 수업 분위기가 학생들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듯했다. 
묘걸이 또한, 가끔 나의 수업에서 “이런 것을 해도 돼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렇게 해서, 아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한다. 학생들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아무렇게 하는 것이 수업 시간
의 행동과 말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연구자; 그래! 두꺼운 거로 연습하자.. 
크루트: 어떻게요?
연구자: 어. 강~ 
크루트; 강,
연구자: 아니야... 
크루트; 아니에요...
연구자: 약!
크루트: (약을 하려 하지만 강의 표현이 이어진다.)
연구자: 가앙약.
크루트; (연구자의 말을 따라 하며) 가양 약.
연구자: 다시 가양
크루트: (연구자의 말을 따라 하며) 가양
연구자: 약
크루트: (연구자의 말하  따라하며) 약
연구자: 다시 가앙.
크루트: 가앙
연구자: 약.
크루트: 약
연구자: 빨리... 
크루트: 서당 온 느낌.
연구자: 하하... 선의 연습을 우선 다양하게 해 보는 거야. 

   위의 자료는 몇 차시가 지나 수업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에 크루트를 지
도하는 중 나눈 대화이다. 크루트는 이전까지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고 빨리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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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이었으나 붓의 강약 표현에 있어서 두려워하며 ‘어쩔지 몰라’하고 있었다. 
나는 우선 시범 보이기를 하였고 “붓의 강약을 표현하기에 앞서 힘 조절을 해봐”
라는 말을 하였지만 붓을 들고서는 다시 두리번거리자 그의 자리로 가서 나의 말
에 따라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고 그것을 지켜보았다. “강”이라는 말에 크루트는 
힘을 주며 붓을 강하게 눌렀고 이에 도화지에는 누른 힘의 강도만큼 선의 굵게 
나타났다. 처음 사용하는 붓펜이라 의도하는 대로 힘 조절이 되지 않았는지 연필
을 잡고 그림을 그리듯 같은 강도의 표현을 하였다. 크루트는 굵은 선에서 얇은 
선으로 이어가는 표현이 전혀 되지 않자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하며 붓 표현을 해
본다. 반복되는 “강”, “약” 표현의 연습 중 그는 “서당 온 느낌”이라고 말한다. 
크루트가 학원도 아닌 학교도 아닌 서당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글을 소리내어 읽
고 스승의 소리를 따라 하는 행위와 엄숙하지만 자유롭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통
해 서당의 수업을 떠올렸기 때문인 것 같았다. 더 좋다거나, 더 편하거나 하는 것
이 아닌 이 수업만이 지닌 특별한 분위기를 나타낸 것으로 보였다. 

3) 수업의 결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차시의 수업과 세 번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난 후 이를 
자료화한 내용을 토대로 수업을 다시 회상하면서 몇 가지 결과를 찾을 수 있었
다. 이 결과는 앞에서 이루어진 성인 대상 교육과의 차이점이기도 하였으며 어떤 
부분은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 수업 참
여한 학생들은 점차 미술 표현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게 되였고 통합의 과정에서 
열정이 더해지고 있었으며 교사와 학생은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리고 학생들과 이러한 관계의 모습에서, 대화의 내용에서 내가 과거 통합미술교
육을 받았던 제임스 교수와 최 교수의 수업이 보이는 듯했다. 

   (1) 자신감이 전하는 변화  
   나의 수업은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학교라는 장소에서 진행되어 정규 
수업 시간과 같이 50분 간격으로 쉬는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
다.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
도, 종소리가 울리면 앉아서 작업하다가도 일어나 “화장실 가도 되나요?”와 같이 
물어보기도 하고, 10분 후 다시 울리는 종소리에 떠들다가도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분리된 시간에 맞춰 수업 받는 것이 익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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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처럼 보였다. 미술수업 속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
간을 지니지만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늘 앉아 있는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의 작업을 보기 위하여 갤러리웍
을 진행하거나 일어서서 몸으로 표현하기를 제시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을 어색해 하였고 불편해했다. 다양한 재료를 직접 탐색하고 작업에 사용하고
자 하면서도 주변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재료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에게 사용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서야 재료를 찾아 움직였다. 처음 몇 차시까지 학생들은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참여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나의 수업이 다름을 즐기면서도 동시에 불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미
술 수업 시간 학생들의 반응과 참여가 서서히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어느 
한 순간부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 시작을 살펴보면 내가 미술 수업 시
간에 개입을 줄이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에서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 그래 맞아.. 섬을 만들 수도 있고..　자연 속에 예술을 만드는 것이
지. 하나의 일부로서. 그다음 장... 어떤 영감을 가져와도 좋아. 다음 
주에 내가 다른 학생들이 했던 작품을 보여주도록 할게.. 패턴 속에 
이야기를 담기도 하고.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글로 적을 수도 있고. 
교복이 싫어 이런 거.. 글자 패턴. 애벌레를 숨기기도 하고. 선생님 
찾아보세요.. 이러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패턴이라도 좋아. 패턴을 
우린가 실기 시간의 부족해서 인체 안에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이 시
간이 있다면 인체 밖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옷의 패턴
도 좋고.. 시간이 완전 부족하다면야. 한 부분의 옷을 표현하는 것도 
뭐 말리진 않으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이니까. 마지막 
장을 잠시 볼래.. 패션 일러스트 수상작품들이야.. 여러분들이 생각
하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패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
을 거야.. 첫 작품은 일러스트 대회이고 나머지는 패션 일러스트 대
회 수상작이야.. 패턴을 생각하는데 도저히 나는 어떤 아이디어도 나
오지 않아. 낙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위의 지문은 학습자에게 패턴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위한 다양한 아
이디어를 전달한 내용이다. 지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의 개입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초기 학생들의 반응도 ‘네’, ‘해봤어요’, ‘아니요’와 같
이 짧은 답변만이 있거나 말없이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한 차시의 수
업을 끝나면 최대한 빨리 전사 작업을 하였으며 그 날의 수업을 돌아보고 적용과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설명이 너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의 개입을 조금씩 줄이고자 하였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나의 온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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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을 표현하는 듯했다. 그리고 학생들을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이런 답답함에 다시 설명이 길어졌고 나의 설명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답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었으며 몇 번이고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며 어느 순간 학
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미술수업 거리가 멀어지는 듯했다.

연구자: 말을 해봐 봐. 샘은 이해가 안 가. 난 네가 왜 웃는지.. 설명을 해줘
야 선생님이 이해하지... 너의 드로잉을 오늘 처음 봤어.. 그래서 내
가 잘 몰라.. 그러니 네가 전달을 해 줘야 해.  가만 웃고 있으면 
이해는 한 건가?

백설기: 아니. 이해했는데... 아니 아니요... 
연구자: 어렵다는 것인가? 헷갈리잖아. 잘 모르겠어?
백설기: 아니... 할 수 있을까 걱정되어서요.
  

   내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많이 하였던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이 매번 답하는 아이디어 설
명이 짧은 답변을 대신하여 세부적인 정보를 듣기위해 교사가 보이는 시범이기도 
하였다. 위의 지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학생들의 작품 감상에서 학생의 
표정과 작업을 읽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들의 아이디어가 어떠한지 말로서 전
달받고자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의 변화는 학습자의 변화와 함께 나타났다. 나
는 어렵게 서서히 설명을 줄여 나갔고 조용히 이들의 작업과 표정 그리고 몸짓을 
지켜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보이면 가까이 다가가 
기다렸다. 최대한 언어가 아닌 다른 표현들을 읽어보고자 노력하였다. 수업을 진
행하면서 교사의 설명이라는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면서 학습자의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연구자: 네가 지금까지 들었던 미술 수업은 어땠니? 
인절미: 대게... 거의 다 이론 중심이었거든요.. 뭔가 학생에게 스스로 상상

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알려주고 끝... 진짜 이론만 알
려주고 끝내고 뭔가... 좀 더 상상하고 스스로 창작할 기회를 더 주
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았어요.. (생략)...

연구자: 음... 그랬구나.. 그리고 너가 지난번에 “내 수업을 듣고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수업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한 것 같아?

인절미: 이걸 내가 해도 돼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하고 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아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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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대화는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카페에서 한 인터뷰 내용이다. 인절미는 
나의 수업을 듣기 전까지 학교 외 미술 수업은 이론 수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
녀가 말하는 이론 수업은 미술 수업에서 이론적인 것만을 설명하는 수업을 의미
하기도 하고 실기 수업에서도 학습자의 창작을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수업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인절미는 짧은 시간이지만 8차시의 미술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 자신감의 원인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자유로움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인절미는 수업 첫날 그동안의 작업 노트를 통해 자신이 작
업하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보여주었고 기교적인 부분을 향상하고 싶다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하였던 학생이다. 나는 그녀가 수많은 연습
으로 자신이 원하는 표현을 익히고 눈으로 확인 가능한 향상된 묘사실력에 자신
감을 가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나는 그녀에게 자신감을 향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된 것을 확인하고 싶어 질문을 던진 것이었으나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되었
다. 지문에서도 보이듯 그녀의 자신감은 소재의 선택과 한정적이지 않은 재료 그
리고 시간의 자유로움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고 말했다. 인절미의 자신감은 다른 학생들도 이야기하는 이 수업을 통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묘걸이는 기존 선 표현에 있어 여러 잔선을 이
어 표현했었다. 학원과 학교에서 잔선으로 인한 지적을 많이 받았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잔선들을 이어 긴 선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미술반이라서 잘해야 한다는 
강박감과 학원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되는 평가로 인해서 ‘실수할까 봐 두려
워서’ 선을 여려겹으로 표현하던 묘걸이는 선 표현의 자유로움과 다양한 표현의 
실험을 통해서 잔선이 아닌 긴 선을 시도하며 작업하였으며 이러한 선과 붓의 터
치의 작업은 그녀의 스스로도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경단의 경우에도 “선생님께서 이 시간은 어떻게 해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
는지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만의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라는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 수 있었다”라는 작성한 
글을 통해 그의 미술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 시
간에 나누는 대화에서도 학생들의 자신감이 느껴졌다. 표현을 못해 쭈뼛쭈뼛하던 
학생들이 어느 순간 자신이 어떤 표현을 할 것인지, 어떻게,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자신의 작업의 과정을 친구들과 나누는 모습을 발견하였
다. 이처럼 학생들의 다양한 방식의 자신감은 자유로운 수업 속에서 의도하지 않
게 등장하였으며 이는 학생과 교사를 둘러싼 묘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앞의 두 연구 참여자의 수업에서 그리고 성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에
서 보이는 분위기와는 달랐다. 하지만 분위기의 차이에서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유로움이라는 것과 교사와 학습자의 평등이라는 점이다. 차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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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며 나는 자유로움에 대한 불편함 보다는 안정감으로 바뀌었고 학생들은 자유
로움에 의한 교실의 즐거움을 전하였다.

   (2) 스스로 구상하는 통합
   성인 대상의 실행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의 결석 여부와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새로운 재료와 소재의 선정, 교사와 학생의 친밀감 형성은 미술 수업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위
의 여러 가지 변수를 유념하여 수업을 계획하였음에도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요
소들이 등장하기도 하였고, 또 예상하지 못한 요소들로 교실의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기도 하였다. 새로운 요소들은 통합수업을 진행함을 방해하기도 하였으며, 학
생들의 의외 반응으로 통합수업을 자연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주변 정리를 하며 교실을 나갈 준비를 한다. 

연구자: (인절미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니? 질문이 있
니? 

인절미: (자신이 그린 일러스트를 보여주며) 미술반 수업에서 하는 것인데
요...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서요...

연구자: 어떤 내용인데?
인절미: 작품의 내용은 눈물의 인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눈물을 흘리는 사

람에게 눈물 인형이 나타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에게 슬픔
을 사라지게 도와주거든요... (3장의 A4지에는 가로로 약 5, 6개의 
칸으로 나누어 각 칸에 아주 작게 쓰인 글과 다양한 그림이 있다. 
상세히 보면 눈만 그려진 곳도 있었으며, 누워 있는 사람, 서서 이
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 (손으로 가리키며) 이 사람들에게 눈
물 인형이 보이는데요...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이 눈물 인형을 만나 
변화하게 되는데 이들의 옷의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싶
어요.

  인절미는 자신의 작업에 아이디어를 구한다며 눈물 인형이라는 제목을 지닌 그
림 몇 장을 들고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가 내게 도움을 청한 것은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의 의상에 대한 아이디어였다. 미술 수업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
인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옷이나 기술적인 효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던 그녀도 차시가 지나며 자신의 고민을 다른 모습으로 작업을 시도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넌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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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절미: 저는...
연구자: 사람들이 잘한다는 그림?
인절미: 그것보다도 사람을 울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연구자: 사람을 울린다는 것이...
인절미: 조금 더 감정이 담겨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 부패한 선생님도 되게 많이 봤고. 전에 
학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짜. 처음에 다닌 학원은 아니고 
제가 광명으로 이사 오면서 새롭게 다닌 곳이거든요... 그 학원에서 
샘이 진짜. 저를 엄청 핍박하고 욕했어요. 이유 없이

연구자: 이유 없이? 왜?
인절미: 네... 질문했다고 소리 내고 화내고
연구자: 아... 질문은 싫어했구나..
인절미: 네... 다른 아이들의 질문은 다 받아주면서 저한테는 소리치고 화내

고... 진짜 그런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
서 느낀 게.. 엄청 심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거라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에서 엄청 핍박하고 깔아뭉개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
요..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소한 거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되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소한 그런 문제들이라도 
하나하나씩 바로잡길 원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비판하고 이걸 좀 
더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사회에 안 좋은 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림을 그리고 싶어요... 사회에 안 좋은 것을 알리는.... 

   그동안 교사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인절미는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음이 전
해졌다. 통합미술수업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그녀가 자신의 아픔을 그림으로 담으려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다. 자신
의 아픔만이 아닌 자신의 아픔을 통해 같은 경험을 가진 친구들 그리고 더 나아
가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바로잡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자 하였다. 
미술 작업으로 좋은 면과 잘된 면만 고민하던 것이 서서히 나쁜 면을 드러내고 
널리 알리는 해소의 방식까지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였다. 다른 학생들 중 흥미만
으로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의 수가 많거나 적극적인 상황에서는 학습자들은 작가
가 되어 하나의 연구를 하듯이 작업에 임하였으며 기술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학습자들이 주도적인 상황에서는 통합의 형태도 기술적인 면을 향상하는 방식으
로 이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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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 그럼 엮어서 어떻게 했는데..
비엔나: 예를 들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예를 들어, 으음.. 제가 먹으

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한다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즈
고... 그런 행동들을 엄마가 보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웃
는 포인트를 찾아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
슨 생각을 하는지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눈을 
뜨면은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런지 알았거든
요..

연구자: 으음..
비엔나: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이 상상을 못해요...
연구자: 생각이 멈춰지거나 그러진 않아? 노동하거나..
비엔나: 몸을 써도 몸에 관련된 생각을 해요. 근데.. 요번에는.. 지난번에도 

먹고 있을 때였잖아요. 뭐.. 그래서 제가 먹을 때에 생각 안 해? 하
고 물어봤어요... 먹을 때는 먹어야지 생각을 왜 해! 그러시는 거예
요....

연구자: 하하하.
비엔나: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제가 편하게 그림을 그리더라도... 

어떤 제가 약간 빛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해
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면 되는데... 어디에 있는 빛이 이렇게 굴
절되어가지고  이 유리를 어떻게 뚫고 이 빛이 어디에서 오고.. 그 
빛이 오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혼자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든
요.. 근데 제가 과학을 잘 못해가지고 아는 지식으로만 해도.. 초등
학교 때 주워들은 것은 있어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되게 신기해요. 생각을 멈출 수는 없는데.. 아마 뭐라 그래야 하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요..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중략)... 이건 무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무의식을 제
가 인식해 버렸어요. 

   비엔나의 경우는 8차시라는 수업이었지만 자신이 가지게 된 변화에 놀라기도 
하였고 이를 나누고 싶어 했다. 그녀는 차시 중간에 하고 싶은 것이 많아졌다고 
말한 적 있었다. 당시 무엇을 더 해서 한번 해보고 싶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 하는 호기심 많은 학생이라 생각했다. 수업이 다 끝나고 전화 걸어온 비엔
나는 통합에 대하여 생각해 봤는데 자신이 “무언가를 자세히 보면 몰입하게 되고 
몰입을 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통합을 하게 된
다”라며 자신이 체험한 통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위의 지문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이러한 그녀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지문에서 그녀는 통합하는 순간을 “상
상의 나래를 펼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떠한 것을 연계하고 
있는지, 새로운 지식인지 아니면 배우는 지식인지, 장소와 시간은 어떤지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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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민들을 많이 하였던 것 같았다. 내가 지켜본 비엔나는 특별히 수업 시간이
라서가 아니라 평상시 삶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배운 것에서, 혹은 자신의 관심사
에서 시작하여 확대하여 들어가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새로움을 연구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과거에는 무의식적으로 행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것이 의식되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통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대상에 따라서, 학습자가 처한 삶에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친한 친구의 결
석, 수업의 과정을 따라가지 못함, 개인적인 이유 등에 의해서 다른 모습으로 통
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무의식적 배움, 무비판적 수용 
   제임스 교수는 수업 중 작은 일에도 학생들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하며, 수업
이 끝나면 어김없이 ‘나의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들어줘서 고맙다’, ‘너희와 오늘 
수업을 해서 즐거웠다’라는 말을 하였다.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고맙다’라는 
말이 반어법처럼 들려 내가 ‘수업 시간에 무언가를 잘못했나’를 생각하기도 하였
고 가끔은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기도 하였다. 하지만 매 차시 작은 일에도,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는 제임스 교수의 표현에 나는 너무 감사했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체험을 하였음에도 내가 직접 수업을 진행할 때
면, 더 자세히 그리고 잘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자리 잡아 학생들의 작업
과 표현에 반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
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제임스 교수의 수업에 참여하며 체험한 것을 학생들도 그대로 느끼
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이들이 나의 연구 참여자라서 느끼는 고마움도 
아니었다. 이들과의 만남과 내가 이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연스럽게 감
사함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제임스 교수에게 고마움을 느꼈
던 것처럼 학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교사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
었다. 특히나 비엔나는 나에게 가장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한 학생이다. 그녀
는 수업 중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들어주고 호응하는 것에서도, 혹은 작은 조언
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연구자: 이런 표현은 어떻게 나온 것 같아?
비엔나: 그건 원래하고 있는 생각들이라서.. 
연구자: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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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뭐라 해야 하지. 너무.. 표현하는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알게 된 것을 표현한다는 게.

연구자: 내가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좋겠어?
비엔나: 선생님이요.?
연구자: 응
비엔나: 전 그냥.. 저희에게 해주시는 이런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말해 주는 어른이 없잖아요.

   학생들은 무언가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
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그리고 강압적이지 않은 것에 다른 수업과 나의 수업
의 큰 차이를 말한다. 위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엔나는 “내가 무엇을 도
와줄까?”라는 말 한 마디에도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학생들을 자극하는 것은 무
수한 설명이 아니며, 큰 도움도 아니며 스스로 자신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들어주는 것에서도 ‘다르다’라고 말했다. 나는 설명을 서서히 줄여
가며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를 곁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면서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을 변화시켜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앞선 
성인 대상의 실행연구에서 학생들은 나에게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질문하여 실패 
없이 작업하고자 하였다. 이런 경험에서 나는 이번 수업을 시작하기 전 교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지가 나의 고민
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작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하
고 싶어지도록 이끄는 것은 교사가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에서도 수업에 대한 열정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의 예로, 비엔나는 다른 친구들이 모두 8, 9등신의 모델을 선택하
여 작업하고 있었으나 12등신을 원한다며 혼자서 12등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처음 그 말에 주변 학생들은 무척이나 당황했다. 나는 장난인가라는 생각도 들었
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그림을 그릴 때면 12등신으로 나타내는데 그 그림이 인상
에 많이 남아 자신도 기억에 남는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는 이유를 듣게 된다. 나
는 그녀를 응원하며 도움이 될 자료를 찾아 다음 시간에 제공했다. 그녀는 그동
안 자신의 말과 행동이 유별난 사람으로 비칠 것이 두려워 주변의 눈치를 보며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어렵게 전한 12등신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엔나는 너무 즐거워하고 있었다. 
      

묘걸이: 이 수업은 좀 달라요..
연구자: 어?... 나의 수업이 어떻게 다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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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그냥 선생님의 수업은 저희가 가진 모든 표현을 끄집어내주려고 하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의 내용이 아주 어렵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자가 가진 그런 것을 끄집어 내주려고 하고 있으
신 것 같아요.. 숨겨진 것들을... 

묘걸이: 학교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학원에서 배워오면 알 거다. 이것을 전
재하고 시작하는 것이 많다 말이에요... 수학, 영어 이런 거는 너무 
심하고... 니네 다 알지 그러고 넘어가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처음
부터 차근차근 얘가 모르면 어떤 것에서부터 접근해야 이야기해야 
하는지도 찾아보시잖아요... 

   당시 나는 이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편함도 없도록 부족함 없는 재
료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는 말을 줄이는 대신 학생들이 고민하
는 것,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집중하였고 이들이 찾지 못하는 자료와 도움이 
되는 자료를 함께 찾아보곤 하였다. 비엔나는 이러한 나의 모습에서 “선생님의 
열정이 여기까지 전해져요”라며 나의 노력과 시간만큼 노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해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샘, 저 뭐 생각해 봤어요’, ‘이
거 가져와서 해 보려구요.’, ‘이걸로 뭘 할까?’, ‘샘 이번에 인스타에서 뭘 보고 
옷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했는데요.’와 같이 자신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조사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찾아보고 싶은 것이 많아진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고자 하
였다. 이러한 모습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 의무적이
지 않았음에도 가끔 찾아보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신
의 흥미로움이 커지는 것에 신기해하였고 자유로운 대화를 스스로 즐기고 있었
다. 랑시에르(Ranciere, 1987)는 자신의 교육적 경험을 통해 자유의지에 따라서 
학생들은 스승의 설명이 없이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교사의 설명으로 인하여 
바보 만들기와 같으며 진정한 가르침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38)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비엔나: 학교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 말씀이 귀에 맴도는 거예
요..

연구자: 아.. 진짜. 어떤 말?
비엔나: 그.. 틀을 깨야한다.. 너의 자신을 어떻게 잘 표현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욕을 되게 먹거든요. 왜 이상한 거 하냐고. 주제에서 벗어난 
거 하냐고. 근데 저는 주제에 꼬리에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불고... 

38) 랑시에르가 말하는 의지는 자신을 행동하는 것으로 의식하는 이성적 존재가 자기로 되
돌아가는 [반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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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볼 때 약간 좀 벗어난 거 하는 건데. 약간 그래도.. 맞
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제가 표현할 수 없고 그걸 그
렇게 생각해서 제 것을 보여주는 건데. 원래는 하지 말라면 안 했
는데.. 그런 걸해보고 후회는 없는 것 같았어요.. 샘 말이 계속 마
음에 걸렸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선생님이 그
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가진 

   위의 지문에서 ‘말이 귀에 맴돈다.’는 비엔나의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학생들의 
열정은 점차 커졌다. ‘밤새워 고민하고 그림을 그렸다’는 학생, ‘생각이 멈출 수 
없다.’는 학생까지 있었다. 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학 시절 제임스 교수의 
수업을 많이 떠올렸다. 당시 내가 제임스 수업에서 느낀 감사함, 편안함을 이들이 
말하는 것과 같지는 않겠지만 이들의 느낌을 공감할 수 있는 듯했다. 수업 내용
을 전사하면서 그리고 학생들과의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 이 반응은 내가 많이 보았던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것
은 내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가지는 마음 그 한 곳에는 흡사한 모습으로 자리한 
나의 경험이기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교수 혹은 최 교수의 수업과 같은 수업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통합미술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잠재된 그
들의 교육적 사상은 나의 말 구석구석 그리고 행동 속에 그대로 드러났다. 
   IV장에서는 성인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자 중심 통합 지향을 위한 미술
교육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내가 직접 실
행연구 한 것을 담고 있다. 대상이 다른 두 수업의 계획은 어떠했는지, 어떠한 과
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실천과정에서 반성과 재실행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나는 두 번의 실행연구를 통해 다두 교수자의 수업의 계획
에서부터 수업의 과정 그리고 현재의 수업 모습을 오기까지 어떠한 학습과 관계
를 가지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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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해석 및 논의

   한 가지 물감 안에도 화학의 비율이 있고 자연이 존재한다. 다양한 재료로 표
현하는 미술작품 속에는 작가의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안에 메시지 혹은 문학, 철
학, 사상이 녹아 있으며 인간의 삶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미술작품은 단순히 
한 단면만을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 감정 등
의 많은 면을 내포하고 있다. 미술은 이처럼 다양한 관점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지기에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근접하고, 연속적인 지식과 경험을 연계하고 공유
하는 방식이여야 한다. 이런 까닭에 미술교육에 있어 다른 분야 혹은 학문과 통
합하려는 시도는 최근의 이야기가 아닌 통합의 형식과 형태를 달리하여 오랜 시
간 변화해 왔다. 앞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통합미술교육은 상당히 넓은 개
념이며 실체적이고 명확하기보다는 개념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통합의 
주체가 누구인지, 통합의 대상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학습 대
상의 통합이 항상 서로 배제적이라기보다는 혼합하여 응용되기도 한다. 즉 통합
교육은 투입(in-put)과 결과(out-put) 관계의 어느 하나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의 특성이나 사회적 요구,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따라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미술교육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며 의식과 무의식적인 표현을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배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미술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통합을 수단으로 어떤 특정 교과목을 공부하거나, 교사가 주도
적으로 계획하는 통합미술수업의 프로그램의 소개나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는 학습자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지식과 사물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39)에 주목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현재 기술의 발달로 미술 작업
의 방식이 세분화되고 분업화되고 있지만 결국 미술은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해 
알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을 이해하고자 재료성,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을 유념한 확장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III
장과 IV장에서 다룬 교육현장에 주목하면서 “내가 실행한 학습자 중심의 통합미

39) 학습자 중심교육은 자기 주도 학습에 기반으로 한 교육으로 학습자들의 다양한 능력과 
관심에 따라서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선택과 권한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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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교육이 왜 잘 되지 않았는지”, “나는 어떤 통합미술교육을 하려고 하였던 것인
지”를 두고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질문들은 “내가 통합미술교육 수업을 
받으면서 어떠했던가?”, “통합미술수업과 일반 미술수업,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 
수업과 기존의 통합미술 수업의 차이는 어떠했는가?”와 같은 질문들로 이어졌다. 
   내가 진행한 두 수업은 학교수업과는 달리 수업 시간 이동이 가능하였고, 제
한 없는 재료와 소재의 선택, 답이 없는 질문을 통해 수업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백설기와 무지개가 말하는 “딱 정해지지 않은”, “강압적이지 않
은”,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수업이자, 인절미가 언급한 “조신함이 사라지는 수
업”으로 앞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명확하게 몇 단어로 통합미술 수업의 분위
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수업의 분위기는 통합의 정도, 접근방식, 구조의 차이에 
따라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제임스 교수와 최 교수가 언급하였던 여유와 선택
의 자유를 제공하는 수업의 분위기로 학습자 중심의 통합미술교육 수업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학습자의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미술수업에서 나
타나는 시간, 공간의 분위기를, 마지막으로 교사의 안목을 키우는 몸의 학습에 대
해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학습자 중심 교육

   두 번의 통합미술교육 수업을 실행하면서 교실에서 드러나는 현상들로 해석하
기보다는 작업의 과정에서 더 깊이 들어가 총체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느
껴졌다. 조용환(1991)은 교육을 총체적 관점에서 연구한다는 것을 첫째, 교육의 
위상과 의미를 다른 여러 생태적,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현상과 상호 관련 속에
서 이해하는 것과 둘째, 부분적인 교육현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한 사회의 
전체적인 교육체제를 중시하며, 셋째, 한 사회의 교육을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닫힌 안목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열린 눈으로 관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나는 성인대상 통합미술수업을 10회 진행하면서 통합미술교육이 생각만큼 잘 되
지 않자 우선 교실 안에서의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수업내용에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민하고 수정 보완하려 하였다. 이러한 고민은 단순히 교사
와 학생의 상호작용, 수업내용을 넘어 학교와, 학교제도, 학교의 지원시스템과 같
은 제도적 장치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풍토로 통합미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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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기에 잘 안 되는 구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는 우리
나라 학생들이 가지는 입시라는 외부적인 요인을 함께 보게 하였다. 
   성인 참여자들이 학창 시절 받아 온 미술 수업은 제한된 시간에 효과적인 그
림을 그리기 위해 기교를 높이거나 교사가 점수를 잘 주는 그림을 빨리 파악하여 
잘 따라 그려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함이었다. 송영수는 자화상을 그리는 시간에 
자신만의 자화상을 그리고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다양한 표현 방식을 연구하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그의 창의적인 작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지시
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여겨져 평가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다. 높은 성적
을 위해서는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했다. 이는 송영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닌 다른 학습자들도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입시로 인하여 미술 
수업에서의 실기 활동은 표현력의 평가 자료가 될 뿐이며, 미술을 통한 연구나, 
작업을 위한 실험과 그 과정은 제한되어 삶과 미술을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
었다. 성인 학습자들은 모두 박물관과 미술관을 자주 찾으며 작품 감상을 즐기면
서도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신은 미술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입시로 인해 평가를 위한 미술수업은 미술을 삶 속에서 혹은 삶
에서의 미술을 바라보는 데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미술 작품
을 세분화된 평가의 기준으로 보는 않고 학습자의 욕구, 학습자의 권리를 인정하
여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한다며 미술의 본질로 돌아가 통합이 자
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술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재료를 선택하여 시각적 
언어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의 특성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런 까
닭에 미술교육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육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그렇다면 학습
자 중심 수업은 무엇인가? 학습자 중심 수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춘 인재 양상”이 
고시된 후 유행처럼 학습자 중심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하지
만 학습자 중심교육은 이미 17세기부터 모든 교육자의 관심이자 목표로 있었으며 
기존 인식과 구성주의 도입 이후 새로운 인식이 공존하면서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강인애·주현재, 2009). 맥컴스와 휘슬러(Mccombs & Whisler, 1997)에 
따르면 학습자 중심이란 각 학습자에 대한 것과 학습에 대한 것을 결부시켜 생각
하는 것이다(안병환, 2000). 여기에서 학습자는 경험, 관점, 배경, 재능, 흥미, 능
력, 및 욕구에 대한 것을 의미하며, 학습은 학습에 대한 가장 유용한 지식 및 학
습은 어떻게 일어나며 모든 학습자의 동기, 학습 및 성취도를 가장 높은 수준으



- 270 -

로 끌어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도 방법은 무엇인가까지 포함한다. 
권낙원(2001)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지식, 가치, 기능의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지식, 가치, 기능을 이끌어 내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학습자 중심이라는 
의미는 “개인 학습자”로서의 “학습자”를 의미하고 학습의 개별성이란 개인 학습
자가 스스로 주도적이고, 선택적으로, 개인의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 진행
할 수 있는 권한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
천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요소는 교사의 역할(Lea et al. 2003)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학습자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에서는 시,  공간의 다양
한 시도들40)이 있으며 학습자 중심 수업의 교수법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구성요
인에 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이현아, 2020). 대학의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습
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최적의 수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학습자가 수업에 
주도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중심을 둔다. 이에 반
해 초등학교 연구에서는 단순히 학생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관계 맺음과 같이 아동의 사회화 개념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한다.
   구성주의에서 논의된 학습자 중심 교육은 미술교육에서 학생들의 표현활동에 
국한되어 수업 운영과 조직을 위하는데 맞춰져 있었다(이주연, 2001). 제7차 교육
과정 개정에 있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고시된 후 학습을 위한 미술
과 교수, 학습의 변화를 보였다. 김선아(2016)는 미술과 자기주도학습의 의미와 
원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미술학습자를 ‘예술가’로 한 20세기 초 아동중심 
미술교육을 되돌아보며 미적 경험의 주체로서 학습자를 주목한다. ‘예술가’인 학
습자를 지도하는 데 형식적인 교수법을 벗어나 통제하지 않고 학생들의 욕구에 
따라 비구조화된 교수법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비구조화된 특성은 학습자의 삶의 
문제들을 수업에 끌어들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해결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
였다. 즉 책이나 교사로부터가 아닌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찾아내도록 하는 과정
(Anderson, 2004)이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은 능동적 주체로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참여하는 학습자관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
습자가 하고자 하는 영역을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통합해 갈 수 있는 통합미
술 수업은 교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연(2001)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

40) 학습자 중심 수업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도인 시간 구성의 변화에서는 집중이수제, 
유연 학기제, 학생맞춤형 학기제 등의 사례들이 있으며 공간 활용의 변화에서는 복합학
습문화굥간, 창업마을, 창의융합 실습 공간, 기숙형 학습공동체 등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주형선, 외, 2017: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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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위해서는 교사에 의해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수업계획이 설정되어야 
하며, 교수, 학습 전략에 의하여 학습자의 학습 환경과 요구, 관심, 흥미 등에 의
해 학습 내용이나 표현방법, 표현재료, 및 용구의 선택, 학습 활동 등의 재구성, 
교실이나 미술실의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학습장이 확대되어야 진정한 의미에
서의 학습자 중심의 미술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나는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교사는 학생에 대한 이해(학
생들의 삶과 함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앞의 두 교수가 학습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1) 학습자를 이해하기

   앞의 두 교수는 수업의 계획에 앞서 무엇보다도 학습자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들이 수업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수업 개설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상의 나
이가 어떻게 되는지, 미술 전공자인지, 미술에 흥미 있는 학생인지, 미술을 처음 
듣는 학생인지, 몇 번을 수강한 학생인지, 타국에서 온 학생인지, 아니면 교양으
로 듣고자 하는 것인지, 학교 수업인지 학교 밖 수업인지,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와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학생들의 특징을 비롯하여 이들의 미술에 
관한 선지식은 어떠한지, 미술에 관한 고정관념은 없는지, 관심사는 무엇이며 무
엇을 하고자 하는지, 학생들의 취미와 여러 환경적 요인들까지 관하여 최대한 파
악하여 수업의 방향을 결정한다. 교안을 짜기 전 학생을 고려하는 것은 아마도 
모든 교사가 고민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두 교수의 수업에서는 수업의 계획에
서만이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의 방향을 모색하며 
수업 내용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수업과는 차이를 보인다. 
   제임스 교수는 한 학기마다 강의계획서 수정하며 최신 정보를 추가하는 
“update”나  새롭게 시작하는 “renew”가 아닌 학습자에 맞게 “upgrade”를 하
고 있다. 수업이 지닌 환경적인 요인과 학생이 어떠한 상황인지 고려하여 학습 
취지에 맞는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그는 교육대학원 학생들이 교생
실습이라는 무거운 업무량을 가진다는 점, 다른 수업에서 학술적인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학생들의 집중력이 길지 못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영상과 몸의 
움직임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는 수업을 기획하여 재미난 수업을 위해 고
민한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학습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항상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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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배움을 한다는 자세로 학습자에게 다가간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
며 학생들 자신과 가족만이 지닌 특징을 나누고 함께 배우려는 모습은 전통적인 
교육의 방식인 위로부터 내려오는 배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학생들이 정보
를 흡수하는 방식과 이해하는 방식도 바뀌었으며 이에 맞춰 같은 수업의 주제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과 수업자료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
는 점차적으로 영상을 늘렸으며 다양한 스마트자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업 내
용으로 다룬 다문화와 세계화와 같은 이슈를 풀어가는 방식에서도 내가 수업을 
들었을 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가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수업을 계획하는지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임스 교수는 어떤 면에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점차 길지 않아 재
미난 수업으로 구성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을까? 디지털 기술의 부상은 특정 
장소에서 인쇄된 책을 통하여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젠 스크린을 통하여 언제 어
디서나 교육이 가능해졌으며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과 이들이 학습할 때 정보를 
받아들이는 태도까지 변화를 가져왔다. 블리에게(Veliegh, 2015)는 스크린 기반 
기술의 등장으로 교육의 개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책 문화가 한 번
에 한 텍스트만 읽을 수 있으며,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한 곳에 전념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스크린적 문화는 많은 화면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완결되지 않
고 잠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선형적인 사고(책을 읽는 방식과 관련된)가 
통일성과 안정성을 반영하는 반면 공간적인 사고(스크린 기반)는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여러 정체성을 가진다(Tisseron, 2010; Veliegh, 2019). 수업에서 스크린의 
사용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을 위한 도입에서 활용하던 것이 점차 학습의 이
해를 돕기 위해 혹은 정보를 찾거나 아이디어를 더하는 등 수업 시간에 그 활용
도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의도하지 않게 스크린의 활용이 많아졌
으며 이를 통해 달라진 공간을 대하는 학생들의 사고를 볼 수 있었다. 기존 수업
에서 스크린은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흥미를 위하여 제시하던 것이었으나 비대면 
수업에서는 모든 활동이 스크린을 통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자그마한 각각의 
화면 속에서 수업을 참여하고 있었고 내가 소통을 답답해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
은 오히려 소통의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기존에 대면 수업에서 의식하지 못했
던 것들이 여기 다른 형태로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이 영상을 대하는 모습
은 다른 영역에서 경험과 사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스크린 
기반 학습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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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학생과 교사의 구조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학생들에게는 여러 개의 창이 존재하며 그 속에서 창과 창을 오가며 
다른 정체성을 보인다. 티세론(Tisseron, 2010)의 표현에 의하면 책 기반의 선형
적 사고는 우리의 원치 않는 측면을 억압하여 안정적이고 동질적인 정체성을 가
지게 하였으며, 스크린기반의 공간적 사고는 다정체성으로 변화가 가능하여 자아
를 억누를 필요가 없다. 기존 수업에서 하나의 활동이 끝나고 다른 활동으로 넘
어가는 것이 당연시하였다면, 하나의 활동이 끝나기 전에 다른 활동을 오가면서 
수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합미술 수업에서 영상을 감
상하게 할 때면, 학생들에게 대화를 멈추고 영상을 감상하게 한 다음, 영상이 끝
나고서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관련된 활동으로 이어갔다. 
   비대면 수업에서는 조용히 집중하여 영상을 감상하라는 말은 더 이상 필요하
지 않았다. 학생들은 영상을 감상하면서 중간중간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발
견한 것을 채팅창에 글로 작성하며 소통하였고, 더 나아가 궁금한 것을 인터넷으
로 찾아보고 있었다. 학생들은 말하기보다 컴퓨터에서 다른 창을 열어 자기 생각
을 작성하고 서로의 의견을 소통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미디어의 사용으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던 선형적인 방식과는 
달리 스크린 기반은 콘텐츠의 공유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영상을 보고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것저것을 오가면서 보면서 다
중으로 펼쳐 놓고 공간적으로 사고41)하는 학습자들이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
마트폰을 보고 공부하던 학습자들이며 여러 창을 켜두어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친구들과 텍스트를 나누는 것이 이들에겐 일상적이다. 하지만 기성세대 교
사에게는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스크린이라
는 학습은 기본 교실 내에서의 교사주도형의 정형화되고 통제적인 공간이었던 것
에 반해, 교사-학습자-매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성을 맺고 각 주체의 역할 
범주가 변화할 수 있는 분산적인 공간으로의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Fenwick & 
Landri, 2012). 즉, 학습자들은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집단적
이고 분산적인 모습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재미를 찾아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재미’는 과

41) 국립연구회는 공간적 사고를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합성개념으로 이해하고 있
다. 첫째, 공간에 대한 개념, 공간개념(공간적 사고가 인간이 수행하는 여타 유행의 사
고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본 요소)으로 둘째, 공간적 재현(공간적 구조, 
방위관계, 다른 현상과의 공간적 관계를 시각적, 감각적으로 구현하는 행위) 셋째, 공간
적 추론(공간 개념과 공간적 재현을 통해 포착하고 구조화된 다양한 공간 정보들에 근
저하여 조작, 설명, 해석, 예측하는 행위)(이정아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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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학생들이 말하는 ‘재미난 수업’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젊은 세대
들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유희’로서의 ‘재미’를 찾는 특징이다. 왜냐하면 이들
은 ‘또 다른 재미’와 ‘더 유리한 곳’을 찾아서 이동하기 때문이다(홍상현, 2020).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하는 디지털 노마드 세대에게 이동은 공간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땅을 새로운 생성지로 전화하는 것, 고정
된 자리에 앉아서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
신을 바꾸어가는 창조적인 행위까지도 지칭(김세서리아. 2019)하는 단어로 사용한
다. 노마드의 속성은 통일성 대신 차이에 주목하면서 다양성들의 상호협력적 변
화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BJ와 유튜버들을 살펴보면 새
로운 것을 찾아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이동하는 구독자에 맞춰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과 가능성을 찾아 콘텐츠를 개발을 위해 창작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
러니하게도 이들의 영상에는 다름 속에서 공통성을 지닌다. 개별의 개성을 찾고 
추구하지만, 그 속에서 보이는 행동, 이미지, 글귀 그리고 음악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교수가 학습자들이 집중을 길게 하지 못한다는 표현 역시 학습자가 흥
미를 쫓아 유동적으로 움직임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들이 도구나 매체, 그
리고 기술의 사용과 의존도가 커지면서 예술을 즐기거나 선호하는 작품에 대한 
접근 방식이 모두 바뀌었다. 음악을 MP3로 감상하는 젊은 세대들은 레코드나 
CD로 음악을 듣는 것보다 MP3의 음악이 더 좋다고 느끼며42), 컴퓨터의 그림과 
화가의 작업을 두고서도 컴퓨터 작업을 더 선호했다. 이렇게 미술과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었고 이를 감상하는 방식이 변화하였다.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과, 학습에 임하는 태도, 학습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며, 다른 감각을 사용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구조체계와 
이들의 성향을 숙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플랫폼의 불안정과 교사들의 디지털격차
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의 부족, 계층별, 연령별, 수준별 스마트교
육 환경 구현방안과 정책방안(노규성·주성환, 2013)은 이들을 이해하는 데 방해하
고 있는 현실이다. 머지않아 미래에 사이보그와 같은 기계나 증강된 신체적, 인지
적 능력을 갖춘 존재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로봇의 인식론이 사회문화적 물질

42) 스탠포드대학의 한 음악교수 Jonathan Berger는 6년 동안 학생들에게 같은 록 노래
의 다른 버전을 연주하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말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젊
은 청취자들이 하이파이 음악보다 로파이 버전의 음악을 선호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매년 더 많은 학생이 CD에서 나오는 것보다 MP3에서 들은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
다. (출처: 2009년 12월 13일자 The NewYorkTimes 기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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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토대하는 상태가 되면 인간 수준의 AI가 가능케 된다면(Hasse, 2018) 이러
한 환경에 따라 교육도 거기에 맞춰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사는 기술적인 
변화에 따른 학습자의 이해를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들은 아이디어를 표현함에 있어 누군가가 알 수 있거나 알아차릴 
수 있는 표현을 원하면서도 “자신만의 표현”을 원한다. 나의 수업에 참여한 고등
학생과 성인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익숙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표현과 효과가 나왔을 때 혹은 새로운 재료와 자료를 접할 때면 어김없이 호기심
을 보였다. 효과나 재질에 대한 신기함을 느끼기보다는 새로움을 탐색하는 이들
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만족하는 듯했다. 또한, 이들의 탐색은 새로운 재료를 
신기해하며 관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사용해 또 다른 구상을 
모색하는 듯했다. “이것으로 표현하는 데 둥근 나무 막대와 같이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다음에는 다른 재료로 이렇게도 사용하고 싶어요!”와 같이 학습자
들은 자신의 촉각과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 재료와 관련되거나 연상되는 것을 떠
올리며 자신의 무언가로 만들고자 한다. 이것은 듀이(Dewey, 1934)가 말하는 질
성적 사고43)를 동반하는 경험으로 순간적으로나 의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고를 연결하면서 다른 사고를 촉
발시키는 것이다. 예술가는 경험 속에서 포착된 것을 매체를 가지고 표현하는 일
을 하는 사람이다(Dewey, 1934/이재언, 2013). 작업을 위하여 경험된 재료를 선
택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통해 다른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다르게 접근
해보면 미술을 통해서 다른 학문으로 가는 것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 미술로 이
어오는 것을 위해 재료가 물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확장한다. 
   순간적인 호기심이 아닌 다른 사고로도 연계하도록 만드는 이 재료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든지 예술에 활용될 수 있고 
학생들도 방대한 자료와 매체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얻거나 미술작업에 사용하
기도, 반대로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나타내기도 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의 수업에서 
왓슨이 디자인한 드레스와 로봇이 디자인하는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와 같은 자

43) 듀이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앎의 경험은 질성적 사고에 의해 시작된다. 이 일차적 경험
에 의해 포착된 것의 성격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촉발되는 것
이 이차적 경험, 즉 반성적 사고의 경험이다.



- 276 -

료는 기존에 학생들이 생각하던 한정된 미술재료에서 벗어나 스스로 기술적인 효
과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매체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이었으며 비앤나의 표현으로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수업을 수강하면서 끝없이 사고하게 되
었으며, 그동안 무의식이던 것을 의식하게 되어 가지게 된 답답함을 나에게 공유
하기도 하였다. 그녀에 고민의 시작은 다양한 매체를 접하면서였다. 기존과 다른 
매체의 접근은 새로운 사유방식으로 이어졌으며 일상적인 삶 속으로 가져와 고민
하게 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모습은 스크린을 다루는 학생들의 모습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다. 학생들은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화려한 화면들을 넘기며 자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자신의 관심을 끌게 하는지, 알고리즘의 도움
을 받으며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며 결국은 자신의 삶 속으로 들고와 돌아본다. 
우리가 스크린을 볼 때 그것을 통하거나, 그것 넘어 또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며, 화면은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간다(Carbone, 2013). 즉 스크린을 
보면서 스크린으로 되돌아보는 것이다. 스크린을 보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무언가
는 우리 자신이 소유하는 “우리 자신의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휴대폰이라는 
작은 화면을 들고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 자
신의 경험과 소유인 것이다.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자신만의 표현과 자신의 세계
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학습자들의 특징 중 하나로 보인다. 다시 말하
면 이들은 재료나, 화면을 통해서 존재론적 의미에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가
는 학습자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학생이라는 존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기술과 문화적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며 변화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에 따
라서 교육자는 변화하는 학습자의 사고와 지식과 학습의 성격 변화에 대한 이해
가 필수적이다. 

2) 학습자가 체험하는 통합

  미술통합에 관한 지난 연구를 보면서 여러 학자들이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통
합교육에 있어 예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나후
와 스튜어트(Donahue & Stuart, 2010)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술이 통합교육
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첫째, 미술 작품이 여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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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지식의 맥락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미술 작품이 갖는 비유적 성격 때문에 여러 교과목의 통합을 학습
자에게 쉽게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셋째, 미술작품이 교사와 학습자 
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미술이 중심이 된 
통합미술이 적합한 통합의 형태임을 주장한다(정혜연, 2013). 
   앤더슨과 밀브런트(Anderson & Mibrandt, 2004/2007)는 주제 중심이라는 
포괄적인 방식의 접근으로 실제적 교수44) 를 제시하며 삶과 미술의 관계를 강조
한다. 이처럼 통합교육에서 미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과 관심이 점진
적으로 확대되면서 통합미술교육을 실행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다. 홍콩에서 실행
된 종자 프로젝트(seed project)와 통합적 예술 공연 프로젝트, 교육 안의 예술 
프로그램 프로젝트45) 와 같은 프로젝트 역시 통합교육에서 미술이 중심적인 역할
을 한다는 인식을 증대시키게 했다. 미국의 경우 케네디 센터는 지역의 학교들과 
제휴하여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예술을 통한 교육 바꾸기”(CETA)46)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예술 장르를 해체하여 학문연계를 하고 있으며, 링컨센터에서
는 미적 교육을 통한 “상상교육47)을 위한 역량”에 중점을 두어 일상의 삶에서 예
상하지 못한 연계가 이루어져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며, 뉴섬 초등학교에
서는 프로젝트 3단계48)를 구성하여 모든 학과와 영역을 가로질러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문화재단에서 링컨센터예술교육원과 MOU를 맺어 “창의예술

44) 이들이 말하는 실제적 교수는 학습자들이 학문적 탐구를 통하여 지식의 구성에 참여하
고, 그 학습을 심화하기 위하여 학교 밖 현실 세계의 지식과 연결하는 것이다.

45) Au, E. K. O.(2006)의 연구에 따르면 종자 프로젝트(seed project)는 초등학생들에게 
미술, 음악, 무용, 연극의 통합학습을 제공하는 교육을 실행했으며, 통합적 예술 공연 
프로젝트는 학교 주변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며, 교사들은 핵심 학습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을 통합하였다. 교육 안의 예술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예술가와 교사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술을 통하여 예술과 다른 교과 영역을 통합하였다.

46) CETA에서 추구하는 교육은 어떠한 분야를 다른 한 분야와 연결하여 가르쳐서 두 분
야에 학습효과를 상호 강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예술을 통해서 영어, 사회, 과
학, 수학 등의 학과들을 가르치는 것이다(출처: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2006)

47) 링컨센터예술교육원의 미적 체험교육은 무용,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의 
교육과의 통합뿐만 아니라 학생의 일상과의 통합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예술과 철학적 
사고를 통하여 사람을 바라보게 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교사와 예술가의 통합을 통
해 진정한 통합의 의미로서 사회적 통합을 꿈꾸는 것을 목표로 둔다.

48) 차드(Sylvia Chard, 1998)의 저서에 기초한 3단계를 통해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평가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1단계에서 문제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고 검토하는 일에 참여
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평가한다. 3단계에서는 학생
들이 학습한 것을 전시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이들의 의견
을 듣고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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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일상과 미술, 미술과 미술과의 결합으로 다양한 예술
을 하고 있다. 그 예로 “예술로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은 고정된 활동기준 없이 
아이디어로 생각하기, 재료로 생각하기, 다양한 과정을 통해 자기만의 방법 찾기, 
실험 등 활동을 통해 의미 도출하기, 과정 기록하기, 과정에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기, 소통을 통한 자기 경험과 이를 통한 문제 해결하기와 같은 단계별 학
습을 통해 참가자들이 탐구하며 발견하며 새로운 관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합미술교육은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접근으로 행해지고 있다. 통합
미술이라는 용어를 한 단어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교
사의 접근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미술교육
의 효과와 장점들이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통합미술교육을 시도
함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었
듯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통합이 분분하게 이루어지던 가운데 미술교과
에서 이해, 표현, 감상이라는 영역은 미술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합
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예술 간의 통합, 미술과 타학문과의 통합, 주제, 
재료, 방법의 통합과 같이 그 방법과 지도는 학습자와 교수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미술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한 교사는 “미
술통합 수업인데 미술의 비중이 높아야 하는가요?”라며 미술 수업에서 이루어지
는 통합미술수업은 미술의 비중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 높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
고 있었다. 수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통합미술수업을 하는 교사들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에게서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
다. 미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수업은 누가 봐도 미술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경향이 있다. 미술로 시작하여 다른 분야로 이어가거나. 
다른 분야들의 점검을 통하여 미술작품으로 이어간다면 이것은 미술 수업이 아닌 
것 같다며 불안해 한다. 빨강과 노랑을 3:7로, 5:5로, 2:8로 섞어도 빨강과 노랑
의 조합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냥 빨강도 아니며 그냥 노랑도 아닐 것이다. 게다
가 학교 수업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과목에 비하여 중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미술과의 통합의 경우 미술 중심의 통합교육이 되기보다는 다른 학문의 
부수적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통합교과 실천을 
연구한 김정윤(2014)은 교사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통합을 하고 있으며, 통합 실
천방식에서 학교라는 상황적 맥락이 통합수업에 크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학교가 



- 279 -

처한 상황적 맥락요인으로 통합미술교육을 학교에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
다. 
   그러나 앞의 두 교수의 통합미술교육은 초·중등학교에 비해 수업에 제한이 없
고, 대학원 수업이며, 수업 평가도 절대평가로 행해지고 있어 학생들이 학점에 대
한 부담도 작았다. 또한, 두 교수의 수업에서 통합이 교사에 의해 제시되거나 적
용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통합을 경험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을 명확한 모습으로 통합을 규정하여 한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통합의 과정을 
중시하며 교사에 의하여 그 안에 있는 교육 내용이 살아 움직이게 될 때 통합교
과로 전환한다(유한구, 2005; 김정윤, 2014). 즉, 이들의 학습에 자율적이고 제한
되지 않은 분위기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었
다.
   그렇다면 학습자가 중심이 된 통합미술에서 학생들의 통합은 어떠한 모습인
가? 그것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미술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어
떻게 접근하며, 미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물음과도 관련된다. 수업 초
기 고등학생 연구 참여자들은 자유로운 수업 방식에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었다. 이들은 누가 보아도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림이 “이상적인 그림”이
라고 여기고 나의 수업을 통해 잘한 그림으로 완성되기 희망했다. 학생들은 타인
에게 인정받는 그림을 위해서 자료집의 작품 혹은 내가 시범으로 제시한 작업과 
똑같이 표현하길 원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 과정에
서 어떠한 사고와 생각이 필요하지 않았다. 기교적인 것을 배워 빠른 시간에 완
성도 높은 작품을 완성하기를 원하는 학생과 작업의 과정에 중심을 두고 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사고하게 하는 수업의 사이에서 나는 고민에 빠졌다. 이러한 상
황에서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재료나 소재를 제시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표현
하게 하며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었다. 학습자들은 즉흥적인 말, 낙서, 그리고 소
란스러움과 혼란 속에서 서서히 변화가 드러났다. 
  

연구자: 수업을 통해서 뭐 느낀 것이 있다면?
묘걸이: 저는 다양한 방면의 한복을 만들어 보고 싶어졌어요. 샘이 올려준 

자료 있잖아요. 그걸 참고해서... 이거 한복에 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연구자: 어떤 영상이?
묘걸이: 음... 오늘 첫 번째 영상도 그렇고 지난번에 전자 기계. 뭐지.. AI 

영상이요! AI 접목해서 하면 어떨까? 도 생각하고.. 흰옷만 만들어
서 빔 프로젝트로 쌓아서 패턴을 넣어서 쇼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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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자: 너는 어때?
비엔나: 뭐라 그래야 하지? 제가 원래.. 그냥 저만 혼자 생각하고. 어떤 과

제가 있으면 혼자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애들과 함께해서. 애들은 
이렇게도 패턴을 생각할 수 있구나.. 뭐라 그래야 하지? 저는 그냥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딪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인절미: 예전에는 옷 이렇게 하면 이상할까? 해가즈고 옷 이것저것 못 쓰고 
맨날 한 옷만 입혔거든요. 후드티나 아니면 가디건 같은 거.... 근
데. 이제는 다양하게 이것도 해보고 다양한 것들과 함께 시도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위의 대화는 수업의 마지막 날 지금까지 한 수업에 관해 나눈 것이다. 나와 
학생들 사이에는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만났고 서로에게 익숙해
지기 시작하였다. 그동안의 통합미술교육을 회상하면 수업에 여러 방해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무언가가 하고 싶어졌고, 자연스럽게 통
합적으로 이것저것을 이어가며 생각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이들의 반응은 학
생마다 달랐지만 그중 비슷한 부류를 유형화를 시켜보면 다음과 같았다. 
   우선, 나의 수업을 듣는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지 않는 학생들의 통합은 교육
자의 지시를 그대로 잘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통합의 적용에 있어서도 관심사에
서 시작하는 지시에 학생들은 관심사에서부터 통합을 시도하였으며, 기존에 없는 
디자인을 제시하면 그러한 디자인을 구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의 디자인을 해보기도 하고, 기하학적인 모양, 
수학적인 기호, 언어를 이용한 패턴 등과 같이 연습에서도 다양한 것을 표현하고
자 고민하는 사고의 유연성이 보였다. 하지만 이것도 연구자가 임의로 제시한 통
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작업 과정에서 나에게 확인받고자 하였고,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인 듯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시각적인 표현에 머물렀으며 새
로운 차원으로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와는 달리 미술 쪽으로 진로를 선택한 학생의 통합 형태는 수업이 거듭될수
록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 기교적이고 기술
적인 표현을 위해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은 표현하기 쉬운, 혹은 자신 있어 하는 
것으로 통합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자신이 자주 연습하였던, 기존에 좋아하였던 
그래서 많이 보아온 것들을 작품에 아이디어로 선택하고 구체화하였다. 위의 대
화에서도 드러나듯 인절미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까지 미술 수업에서 자
신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나 많이 그려왔었던 익숙한 옷만 입혔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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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통합미술수업을 통해 다양한 것들과 함께 시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처음 그
녀는 통합의 적용에 있어서 관심사로 시작하여 자신이 주로 봐왔던 것을 미술로 
가져와 사실적인 표현에 유념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작업을 하면서 손 표현이 
어려워 자신 있을 만큼 연습을 한 다음, 연습하던 과정에서 시도하였던 다양한 
손의 모양이나, 자신이 관심이 많아 평소에 유심히 보았던 나뭇가지와 잎사귀와 
같은 소재를 선택하여 통합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위의 대화에서도 그녀가 말
하는 “이전과 달리 다양한 것을 함께 해본다.”라는 것은 통합을 통해 새로운 것
을 시도함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는 말과도 같다. 그녀에게 있어 통합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이었다. 
   이와 달리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 창의적인 표현을 원하던 묘걸이
와 비엔나는 자연스러운 통합적 사고를 한 것 같았다. 이들은 여러 지식을 활용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어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위의 
대화에서 묘걸이는 AI와 같은 기술적인 것과의 통합에 관심을 가지게 가장 큰 변
화라고 느끼고 있는 듯했다. 내가 관찰한 묘걸이는 자신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
는 것만 그리던 학생이었다. 늘 같은 포즈와 새로운 시도를 불안해하며 가장 안
정적이고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작업만 하였으며 따라서 작업에 있어 아이디어
도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작품에 AI와 통합을 시켜 새로운 쇼를 고민하기
도 하고, 빔 브로젝트와 자신의 의상을 더하는 것도 상상하면서 점차적으로 아이
디어를 확대하여 나갔다. 그녀에게 통합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키워나가는 과정’
이다. 여기서 통합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시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엔나의 경
우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학생들에 맞춰 답하거나 자신의 생각이 너무 튀
지 않을까 고민하였다. 그녀에게 통합수업은 같이 수업을 함께 듣는 친구들의 다
양한 통합된 표현을 보면서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경험을 주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에게 있어 통합은 직접 통합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통합적 시각을 통해 간접적인 체험의 확대까지도 의미했
다. 이처럼 학생들은 같은 수업에서 같은 활동을 하였음에도 학생들이 체험한 통
합은 저마다 다른 주관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눈으로 해석이 
가능한 통합처럼 자기주도 학습이나 학습자 중심교육, 열린교육, 이론들은 그 자
체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
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책임 의식을 지닌 인간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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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위기: 통합미술수업의 독특한 분위기

   매일 거닐던 거리가 한 폭의 예술작품 속으로 들어온 어느 날이다. 나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던 길이었다. 자전거를 타던 사람
들이, 길을 걷던 사람들이 멈추고 핸드폰을 들어 무언가를 찍는다. 나도 잠시 멈
추고 그들의 카메라가 향하는 곳을 따라서 고개를 돌렸다. 건물들 사이로 무언가
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 보였다. 순간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았고 소
용돌이와 같은 무언가에 휩싸였고 일몰의 평온함 속으로 빠졌다. 그 장면을 잠시 
떠올려보면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을 향해 일몰을 감상하며 서로의 분위
기에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빌딩 사이로 비추는 빛, 달과 지평선
의 어우러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다른 것을 응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은 같은 아름다움을 느꼈지만 다른 것들과 관계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분위기 속에서 체험의 차이를 양산한다. 분위기는 공간 자
체가 가질 수도 있고,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사람과의 관계 속
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인간은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있
다. 
   ‘분위기’를 사유한 철학자로는 하이데거(Heidegger. 1927), 볼노프(Bollnow. 
1964), 반 마넨(van Manen, 2002) 등이 있다. 하이데거가 ‘기분’이라 부르는 기
본 개념을 도입하고 볼노프가 이 의미를 확장한 “분위기(Stimmung)”라는 개념은 
기분과 감정을 구분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비본래성으로부터 본래성에 
이르는 것을 불안에 핵심을 둔 반면 볼노프는 신뢰, 안정감 같은 기분을 중시하
였다. 이에 반해 반 마넨에 따르면 분위기(atmosphere)는 수증기(atmo) 증기, 
공기처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것을 둘러싸 버린다. 분위기를 알아차리
는 능력은 인간이 가진 심오한 능력 중의 하나이다. 인간과 관련된 것에는 모두 
분위기가 있으며, 분위기는 인간이 세상을 알아차리는 ‘앎의 방식’이고, 삶의 방
식(van Manen, 2002/2012)이다. 
   우리는 주로 어떨 때 분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사람의 분위기를 말하기
도 하고, 단체나 조직에서도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물을 때 사용하기도 하며,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 자체로 특별하거나 특정한 시기에 사용되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사건, 행사, 공간, 물건에 대한 개인의 느낌이나 기분 같은 것
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렇듯 분위기는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교육자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교육에서도 ‘분위기’는 형성된다. 교실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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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앞선 제임스 교수와 최 교수 그리고 나의 두 실행연구
의 강의실에서도 그 수업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비슷하게 생긴 강의
실임에도, 같은 수업을 진행함에도 대상에 따라서 느껴지는 교실의 분위기는 다
르다. 통합미술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수업을 위한 장소
를 넘어 학교 미술수업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해보며 다른 시각에서 미술을 보도
록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제약 없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공간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교실 분위기를 볼노프(Bollnow, 1964)는 교육적 분위기49)라고 
칭하며 교육자와 아동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상의 조건들과 인간적 태도의 전체, 
그리고 인간 개개인의 교육적인 태도의 배경이 교육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교육자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상호 간의 
몸짓, 목소리, 기분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분위기는 공간을 체험하고 경
험하는 방식이다(van Manen, 2002/2012). 여기에서는 통합미술교육에서 참여자
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수업에서 느껴지는 시간적 분위기

   교실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은 양면성을 지닌다. 돌발상황이 빈
번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갖게 되는 교사나 학생 내면과 외면의 양면성이기도 하
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근성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사
실 빠른 문화 덕분에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한국인
의 빠른 대처는 세계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에서도 
전문 인력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결과나 성과 중심으로 한국인들은 늘 시간에 
쫓겨 숨 가파하고 있다. 더 빨리 시작하는 조기교육과 더 빨리 정답을 맞추는 단
기속성 방식의 교육 형태인 주입식 교육 ‘빨리빨리’를 쫓는 우리 교육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체로 문제 풀기에 급급하다. 단기간 성
장에 유익한 이러한 공부 방식을 조용환(2019)의 표현에 따르면 ‘쌓기 공부’라고 
한다. 쌓기 공부는 보고 듣고 읽으면서 지식, 기술, 가치를 쌓아가는 공부이다. 
이와 달리 허물기 공부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면서 지식, 기술, 가치를 허
물어 다시 짓는 공부이다. 이런 공부는 새로운 질문이 자꾸 생김으로써 ‘더 모르

49) 그에 의하면 교육적 분위기는 교육자와 아동이 맺게 되는 관계 안에서의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감정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Bollnow,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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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방식은 어떤 
모습일까? 2019년 8월 한 대학에서 214명을 대상으로 ‘학교 분위기 현황’에 대
한 설문조사50)를 진행한 적이 있다. 과반수의 학생이 대학 강의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주입식 교육의 문제를 꼽으며 소통을 통하는 
토론식 수업방식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강의실 안에서의 학생
들은 대체로 수업에 소극적이며,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학생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위축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들은 허물어가는 공부를 원하고 있
으나 쌓기 공부가 익숙한 듯 보인다. 
   학생들이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통합미술 수업 분위기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시간성’인 것 같다. 이는 학습자가 제공하는 시간적인 ‘기다
림’, 혹은 ‘여유’이기도 하고 교육자가 경험하는 시간의 ‘자유로움’, ‘불편함’ 으로
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미술에서의 시간성은 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작업
의 표현에서, 혹은 작품 속에 녹아 있는 작가의 시간성에 대한 사유와 개념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의 경우 ‘찰나‘의 시간을, 영화는 ‘실시간’과 
같은 시간을 구현하고 이는 곧 철학과 예술적 시간을 더해 순환된 시간, 왜곡된 
시간의 다양한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정은영, 2017). 작품의 과정에서의 시간
성, 작가가 규정하는 시간성 개념은 미술실기 활동에서 작업과 학습자가 보여주
는 단편적인 분위기라 말할 순 있지만 이것이 통합미술수업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우선 통합미술 수업 시간에 보이는 제도적이고 표준화된 시간을 살펴보면 초
중등학교 수업 시간 40~50분, 고등교육의 120~180분이라는 수업 시간 안에 실기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수업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업 활동은 동
기부여(도입), 설명, 시범 보이기, 작품활동, 작품감상 및 토론이라는 단계별 주요
활동을 기획하지만, 교수자에 따라 그날의 수업 내용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여러 번의 활동으로 설명, 시범 보이기, 작품 활동이 더해지기도 한다. 교안
이 없는 학교 밖 수업의 경우 수업 계획에 있어 조금 자유롭게 변경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기부여와 설명과 시범 보이기 시간을 최소한으로 기획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실기 시간을 주거나 여러 차시로 계획하기도 하지만 실기시간이 부족한 경
우가 많다. 학생 중에는 아이디어 구상으로 수업 시간을 온전히 보내는 학생도 

50) 김호일·최지원 (2019). 대학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상)-우리가 원하는 대학 수업 
분위기는?. 계명대 신문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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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다른 수업 시간에 몰래 그리는 학생도 있으며, 집으로 돌아가 완성해 오
는 경우나, 혹은 사교육으로 시간이 없는 학생은 완성하지 못하고 끝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많은 학생은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여 작
품을 완성하기를 원한다. 빽빽하게 짜인 시간표 속 하나의 수업으로 규격화된 시
간과 규격화된 재료로 남들과는 다른 창의적인 표현을 기대하는 교사들에 부응하
려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약간은 예측 가능한 결과로 하여금 안
정감을 전달할 때도 있다. 하지만 같은 수업에서 같은 질문을 하여도 체육시간 
뒤 혹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
이 나타나는 것이 수업 현장이다. 
  통합미술수업 속에는 많은 활동들을 다루는 체험활동으로 일상적인 자신의 삶
을 수업으로 가져온다.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분위기는 시간 속에서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시간성을 염두하고 연구하면서 나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시간적
인 관점을 다시 보게 되었다. 통합미술교육에서 시간이 가져다주는 분위기는 다
음과 같은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우선, 통합미술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시간성을 동일하게 보지 않으며 이들의 
시간 차이가 특이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같은 
재료와 같은 시간을 주어도 무엇인가를 빨리 끝내려고만 하는 학생이 있으며 오
랜 시간을 주어도 시간이 늘 부족한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왜 차이를 보이는가? 
처음 나는 박은별이 무엇이든 빨리 끝내고 최하나는 완성하고도 무언가를 계속해
서 더하려는 모습이 그들이 가진 성격의 차이라고만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들이 느끼는 시간이 동일
하지 않으며 즉, 이들의 체험 속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었다. 그렇다
면 교사가 생각하는 실기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학생들에게도 적절한 시간일까? 
   시간의 개념은 여러 학자마다 다르게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 우선 아리스토
텔레스는 상대성이론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사건의 
순서로 진술했으며 시간과 그 속에 존재하는 물질을 분리된 단위가 아니라 방향
으로 시간을 이해하였고(Parker, 2002; 연혜경, 2011). 하이데거(Heidegger, 
1926: 315)에 있어서 시간은 “존재를 드러내고, 존재가 드러내는 것은 시간이다”
라고 하였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마음씀’(염려, 
sorge)하면서 살며 그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있음’이라는 차원에서 인간과 동물, 사물 존재와는 차이가 없지만 이러한 의미 
물음으로 인해 인간의 ‘있음‘(존재)은 사물들의 ‘있음’과 존재양식이 다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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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재의 존재 의미는 시간에서 드러난다. 그는 시간과 시간성을 구분, 시간성51)

을 통속적인 시간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존재의 의미와 체험이 담긴 터전으로서
의 시간으로 보았다(Heidegger, 1927/1998). 미술학습에서 시간성을 본다면 학
습자의 자기이해를 통한 존재론적 의미구현과 반복에 의한 차이와 다양성을 생성
하는 예술적 창조성으로 이해 될 수 있다(연혜경, 2011). 박은별과 최하나의 시간
은 단순히 미술작업의 표현을 위한 시간이 아닌 학습자 자신의 삶의 의미와 깊이
를 알아가는 즉 “존재론적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가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그것을 떠맡아 책임지려는 현존재의 실존적 의미로 이해된다. 이 과정은 미
술을 배우는 ‘학(學)’과 자신의 것으로 익히는 ‘습(習)’으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 
자신만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간성으로, 학습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통합미술수업에서 나타나는 실기활동은 학습자의 신체와 감각, 이성의 상호작
용을 속에서 이루어진다, 더욱이 학습자의 자발적인 통합을 위한 탐색은 사고를 
일깨우고 정서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확장한다. 예술 교과가 기본적으로 미에 대
한 체험을 하고 체험한 감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이것을 다시 감상하고 다시 
이것을 미적 체험으로서 표현에 연결되는 환류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다(이화식, 
2012). 미술교과는 체험, 이해, 표현, 감상, 해석, 미적 체험, 비평의 과정을 포함
하고 있다. 이는 한 수업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분류하여 하나의 부
분을 확대하여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기도 한다. 교사가 생각하는 적당한 실기시
간이 학생에게는 부족한 시간이 되기도 하며, 시간적 제약을 두지 않는 미술수업
이 자유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 여유로운 시간이 학생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
기도 한다. 교수와 학생은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시간 체험을 한다. 이들의 시간
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미술 수업 방식은 어떠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
서 하나의 작업을 감상하고자 한다. 

51) 맥쿼리와 로빈슨은 시간성을 뜻하는 독일어 “Temporalität”의 첫 글자를 대문자 “T”
로 표기하고 역시 시간성을 뜻하는 독일어 “Zeitlichkeit”는 소문자 “t”로 표기함으로써 
서로 구분한다.; (t)emporality는 우리의 존재의 시간적 구조이다. (역자 주:독일어 
“Temporalität”는 한국말로 보통 존재시성 또는 존재시간성으로 번역된다. 
“Zeitlichkeit”가 현존재의 존재구조로서의 시간성을 뜻하는 반면 “Temporalität”는 존
재자의 존재란 언제나 이미 시간적인 것으로서 존재해 온 것으로서만 체험 가능한 것이
라는 존재론적 기재성의 관점을 표현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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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데오도르 제리코 [메두사호의 뗏목] 1819 캔버스에 유화물감 491x716 루브르

   1819는 테오도르 제리코52)(Theodore Gericault, 1791~1824)가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작품을 살롱전에 출품하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메두사호
의 뗏목이 난파된 프랑스 정부의 전함 ‘메두사 호53)’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왕과 정부의 부패와 비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제리
코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자 죽음의 나락에서 삶의 희망으로 인간의 감정이 
전이되는 구조의 순간을 다룬다. 내가 여기서 그의 작품을 언급하는 이유는 작업
의 표현적 특징을 살펴보거나 작품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그
가 이 작업을 만드는 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제리코는 이 작업에 앞서 사건의 
사실들을 알아보고 영감을 얻기 위하여 관련된 뉴스 기사와 출판물들을 읽었으며 
부족한 정보와 궁금한 부분을 위하여 조난 사고의 생존자들을 인터뷰하였다. 해
당 문서들을 수집하고 자료화하며 병원의 영안실을 방문하기도 하고, 직접 뗏목
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오른쪽 인물들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하여 작업실에 
시체를 두어 표현을 위한 기법적인 연구도 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조사와 기술적

52) 프랑스 낭만주의 회화의 시초라고 불리는 제리코는 당시 예술 전반에 대두하는 자기표
현과 더불어 정치적 사건을 시각화하였다. 낭만주의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소산물로 이 시기의 미술은 언론의 표출되었다. 당시 화가와 작가들은 문예란 형식으로 
살롱전에 평을 실을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개입을 통해 직접적인 현실 
수용이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제리코는 정치적 메시지가 반영된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영향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송현주. 2018)

53) 1816년 7월 2일 프랑스 해군 호위함 ‘메두사호’는 서아프리카의 식민지로 향해 약 
400명을 태우고 떠났으나 아프리카에서 암초에 걸려 난파된다. 이에 ‘메두사호’의 고위
직 장교와 선장, 승무원들은 150명의 하급 승무원과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다. 그중 살
아남은 15명은 뗏목 위에서 동료의 시신을 먹으며 죽어가다 13일 후 지나가는 영국 배
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중 5명은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고 2명의 생존자가 구조된 
후 남파일기를 출판한다. 이 사건에 영감을 받은 20대의 제리코는 가로 7m, 세로4.9m
의 거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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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를 통하여 구조선이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의 흥분한 순간을 포착한 작품
이 탄생하게 된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표현을 더해가며 우리가 현재 감상하고 있
는 <그림 21>로 완성하게 된다. 테오르의 작업 과정에 흐름을 살펴보면 생존자가 
작성한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생존자들의 인터뷰와 재
료들의 꾸준히 탐색했으며, 표현을 구상하고, 연습을 통해 익히고, 다시 탐색하
고, 다시 그리는 일련의 창조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제작 과정 안에서 캠퍼스
라는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들의 억울함을 남기며, 어떻게 
은유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를 고군분투하고 자신이 만족한 상태에서 
작업을 멈춘다, 그리고는 다시 작업을 더 하였다. 이러한 제리코의 작업은 제임스 
교수가 통합미술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미니논문을 작성하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은 질적연구자가 가지는 ‘돌아보기(retention)’와 ‘내다보기
(protention)’가 시시각각 ‘지금-여기’에서 통합되는 ‘지향(intention)’의 시간의식
이라는(조용환, 2014) 연구자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듯하다. 작가의 시간은 
‘지금-여기’의 현상학적 시간이다. 즉, 개별적이며 주관적인 체험을 반영한 시간
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작품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작업에 
필요한 시간은 그림을 그리는 자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혹은 가끔은 이들도 알 
수 없는 ‘자신만의 시간54)‘이다. 

 J 교수: 과거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미술교육은 현재 작품을 만들기 전에 종  
        종 무언가를 연구하면서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미술실행을 의미한   
        다. ...(중략)... 학생이 무엇을 배우는 것에 관해 정보를 처리하지 않  
        고 작품에 대해 논할 수 없다.

  위에서 제임스 교수가 언급하는 연구 ‘research’는 ‘re + search’로 찾고 또 
찾고, 되찾고, 밤잠을 설쳐가며 모르는 것을 묻고 그 답을 찾는 연구(조용환, 
2004)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작업은 이미지의 재현을 넘어 학습자 자신의 삶과 
미술을 결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몰랐던 것을 알
게 되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은 성품을 갖게 되는 변증법적 향상
의 과정(조용환, 2004)이라는 점에서 교육과 연구는 같은 활동으로 볼 수 있다. 

54) 하이데거는 자신과 관계없는 ‘의미 없는 시간’에서 ‘본래적 시간’으로 전이된다고 한다. 
의미 없는 시간이 자신에게로 도래하고 이것이 기재되며 현재라는 특정한 시점에서 완
성되고 이 시간은 타자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이다(Heidegger,1998: 462~433), 
시간이 그 독특한 특성으로 존재와 결합하여 현존재가 되듯이 결국 시간도 현존재와 결
합할 때 시간이 완성된다고 한다(이화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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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생들은 작업의 과정에서 자신의 체험을 쌓아가고, 부족함과 알고 싶음
을 확인하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한다. 그 물음에 답하는 방식도 학생에 
따라서 그 차이를 보인다. 참여자들을 살펴보면, 인절미는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표현을 여러 재료와 방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스스로 방식을 익혀갔으며, 묘걸이는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을 더 깊이 찾아보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
이데거의 시간성이라는 관점에서 인절미와 묘걸이의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을 포
괄하면서 내재적 초월의 시간이었다. 통합미술수업 속의 학생은 한 명의 학습자
이며 한 명의 예술가이고, 한 명의 연구자이자, 한 명의 비평가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학교 현장의 제도화된 시간 속에서 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한
가?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작업의 시간이 아닌 미술활동을 하는 시간이며, 연구
자이기보다는 교사가 제시하는 것을 정해진 시간 안에 잘 따라 해야 하는 학생일 
뿐이다. 이런 미술수업은 시각적 표현의 결과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낳았다. 박은
별은 10주차를 끝내고 마지막 수업에서 “지금까지 자신은 미술 수업 시간에 “끝
내는 수업”을 해왔다고 말하며 “완성하기 수업”을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도 한 학급에 여러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재료와 매체를 선택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을 감수하기에
는 어려움을 크다. 분절되고 단편화된 교육 속의 미술수업, 그 속의 실기활동이라
고 정한 시간을 어떤 학생은 조사를 위해, 아이디어 구상을 위해서, 혹은 표현을 
위한 연습으로 모두 할애할지 모른다.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하는 과정에
서 내적 변화가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대하
는 교사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작업하지 않았거나, 시작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사의 시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으로 여기고 있진 않았던가? 우리는 이
러한 선입견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50분이라는 정해진 수업 시간을 나누어 실
기활동으로 계획한다면 그 시간 동안 학생이 무엇을 한 것인지를 표현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닌 그들의 시간을 알아보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인
간은 사회적 제도로서의 시간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새롭게 시간을 배치할 수 
있다(서덕희, 2007). 학생들은 시간이라는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
고 교육은 이것을 도와주는 측면을 가진다(이화식, 2011). 
   조용환(2011)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시간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한
다. 첫째, 시계 중심의 객관적 시간인 크로노스(chronos)이다. 둘째, 일에 따라서 
밀도와 속도가 달라지는 카이로스(kairos)이다, 셋째, 사람 중심의 실존적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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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시간이 학습자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고려되고 
주어질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교육의 시간에는 숙성(incubation)의 시간이 필
요하며 교사는 이를 위하여 여유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시간은 인간 
삶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체험 형식이며 우리 삶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간체험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앞의 두 교수는 
수업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기말프로젝트에 관해 알리고 한 학기 동안 준비하
도록 한다. 이들의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에서 나타난 시간성은 학생들이 연
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충분히 제공하는 자세를 취한다
는 것이다. 통합수업에서 미술작업을 끝내는 것이 아닌 미술작업의 완성의 과정, 
학습자의 시간에 귀 기울여 열린 학습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가야 할 것이다. 수
업 시간에 선 하나만 그리면 어떻고 물건을 가져와 자기 생각을 대신하면 어떠한
가? 그들의 시간성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교육은 이루어진 것이다.  

2) 수업에서 느껴지는 공간적 분위기

    책이나 포스터로 접하던 명화를 박물관 직접 보고서 실망한 적은 없는가? 작
품의 크기, 표현 그리고 선명하지 못한 색으로, 혹은 작품이 바래서 다른 작품처
럼 보여 포스터가 더 좋다고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그
림을 대하는 방식도 변화하게 만들었다. 박물관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쉽고 편리
하게 원하는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VR 기술이 미술과 접목되어 가상전
시로 구현하여 직접 가지 않아도 그 장소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런데도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일에 도
움이 될 것 같아서, 힐링이 될 것 같아서, 미술을 배우고 싶어서 등등과 같은 많
은 이유로 미술관을 찾는다. 책으로, 내 방에서, 그리고 미술관이라는 장소가 가
져다주는 차이는 무엇일까? 인간은 공간과 분리된 것이 아니며 공간 안에서, 공
간과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Bollnow, 1963). 인간의 삶이 근원적으로 공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인간의 사고조차 공간과 떨어질 수 없다. 음악을 
듣거나, 스포츠 경기 관람과도 관련지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Mp3 파
일을 통해 음악을 듣는 것과 콘서트장을 찾아 노래를 듣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가? 공연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손을 들어 노래에 맞추어 호응하고, 
미술관에서도 관객과 어울려 한 방향으로 걷고 작품과의 거리를 띄우고 작품 감
상한다. 관중과 가수 그리고 관객과 작품 사이의 소통을 통해 행동의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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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나의 주변으로 주어진 사물 공간의 배치, 사람들과의 소통은 다른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메를로 퐁티(Merleau-Ponty, 1945/2002)에 따르면 
공간을 인간의 신체도식55)으로 파악한다. 인간은 사물들처럼 세계 속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공간에 ‘거주’한다. 신체의 공간성은 외부 대상의 
공간성 또는 위치의 공간성이 아니라 상황의 공간성‘56)’이다. 같은 음악과 미술임
에도 집이라는 곳과 공연장,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감상하면서 이들은 새로운 
체험을 하였다. 즉 새로운 공간을 체화해 나가며 신체도식을 변화시켜 나갔다. 다
른 관점으로 공연장과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가 관객에게 전
이된 ‘정서적 공간’ 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모습은 수업 공간에서도 나타난다. 통
합미술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공간은 창작공간이자, 체험공간, 전시공간, 활동공
간, 감상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간에서 서로 재료를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영감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작품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들은 같은 수업 공간임에도 자
신의 신체 도식을 바꾸어 공간을 다른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두 명의 
연구참여자와 나의 수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통합미술수업의 공간의 특징은 크
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첫째, 다른 수업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통합미술수업
이 진행된 장소는 다른 수업도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교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 참여 모습과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교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고 수
업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수업 중 재료를 찾아 교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작업
하기도 한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미술교육에서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 
분위기를 ‘자유로운 분위기, 자유로움’으로 표현하였다. 우선, 스스로 자(自) 말미
암다(由) 유의 그 의미는 살펴보면 첫째, 외부적인 구속이나 통제가 아닌 스스로 
택하고 결정한 삶의 자세나 상황을, 둘째. 자유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편안한 상
태이다. 이 상태는 결국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선택 
할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자유라는 말은 스스로 한 
일이나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란, 능동적인 주체성, 

55) 메를로 퐁티(Merleau-Ponty,1945/2002: 169)가 의미하는 신체도식이란 나의 신체가 
세계를 향해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신체도식은 
인간 신체가 본질적으로 세계- 속에- 있는 신체로 규정하기 때문에 세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성립된다.

56) 상황의 공간성이란 세계 속에서 인간은 사물들의 방식처럼 공간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
라 인간은 사물과 달리 사물과 타자에게 열려있다. 타자와의 공존재(co-existence)를 
통해 관계망이 형성되는데 인간은 자신의 공간을 ‘이 모든 관계 속에 위치 지어지도록 
한다. 메를로 퐁티에게서 상황의 공간성이란 얽혀있는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공간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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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한 책임을 지는 인간의 상태이며,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
는 자신에 관한 지식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왜 ‘자유하다’가 아닌 ‘자유롭다’라
고 표현한 것인가? ‘자유롭다’는 ‘자유하다’의 형태어로 자유한 행위의 과정을 거
쳐 얻은 결과로 누리는 마음의 표현 상태이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란 어떤 수업을 말하는 것인가? 나는 수업 초
기 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라는 말에 다양한 재료와 자신만의 주
제, 기법과 방식의 선택, 그리고 성적을 내지 않으며 출결이 중요하지 않은 까닭
에 느껴지는 분위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업이 흐르면서 무지개와 백설기가 
학교 미술수업을 ‘도화지만 주어지거든요. 주제도 갇혀져 있고 강압적이거든요.’
라며 주제와 표현이 ‘제한적’이고 모든 것이 ‘구속적’인 학교 수업에서 벗어나 자
유로운 수업을 갈망하는 것에서 나오는 ‘편안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들의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는 자신이 수업의 주체자로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그
로 인하여 마음의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듯했다. 또한, 작업에서의 ‘자유롭게’ 둔
다는 것은 그것의 고유한 본질에 자유롭게 놓아두는 것‘(Heidegger. 1953/2008: 
92)이며 자유롭게 놓아두는 것은 방임의 태도가 아니라 어떤 것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지극히 마음 쓰며 배려하는 태도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자신의 
고유한 본질 영역 속에 참답게 존속하도록 보호하고 지키며 소중히 아끼는 태도”
를 가리킨다(ibid: 189). 따라서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는 자신이 수업의 중심이 
되어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의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자유로운 공간은 교사가 의식적으로 유도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 그
렇다면 교사는 학습의 공간에서 학습자의 자유로움을 지속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볼노프는 성숙한 교육자의 기본자세로 청명함과 인자함, 유머를 들며, 청명함
이 다른 둘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말하며 수업에서 그 자체로 청명하거나 노력을 
통해 청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Bollnow, 1964/2013). 그에 따르면 즐거
운 분위기, 청명한 공간의 반대개념은 칙칙함과 음울함이며, 교육에서 청명함의 
반대 개념은 흥미를 잃은 상태, 의기소침이다.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재미있는 분
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환경에서 ‘청명함’이 중요하다. 그러나 청명
함이 교육자의 수준 높은 미덕이며, 교육자 자신이 드러내는 분위기 중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로 만든다고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숙된 인간으로부터 솟아나야 하며, 이것을 찾지도 원하지
도 않는 가운데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llnow, 1964/2013). 볼노프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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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보면 학생의 자유로움은 교사의 분위기인 ’청명함57)이 함께 할 때 더 학
생들의 자유로움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제
임스 교수와 최 교수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두 교수자는 성급하지 않게 인내를 가
지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해가고 있었다. 이들의 
학생으로 내가 받은 교육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 같
다. 볼노프(Bollnow, 1970)가 말하는 교육적 분위기는 교육자와 아동이 맺게 되
는 관계 안에서의 섬세하고도 역동적인 감정의 흐름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적인 현상이며, 동시에 교육자와 아동이 공감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감정이나 
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학생이 교사에게 
미치는 관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유로운 공간’은 안락한 상태를 넘어, 현상, 
그리고 관계까지 함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생과 교사의 대화 속에서 상상의 공간을 체험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교수는 “내가 이곳의 조각이라고 생각해..”, “친구가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을 듣
고 사람 조각으로 표현해봐” 혹은 “네가 지금 컨퍼런스에 있어”, “우리는 지금 
과거에 있어”, “기어를 바꾸자”와 같은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교사의 말에 따라서 제한된 말속의 공간으로 몰입하게 된다. 이러한 상상의 공간
을 체험하게 하는 말은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앞의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는 박물관이라는 장소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
의 모습을 연출하는 ‘갤러리 웍58)’을 제시하는 것 또한 ‘상상의 공간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교실을 걸어다니며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할 때와 실기가 끝나
고 일반적으로 작품을 책상 위에 올려두어 감상할 때는 학생들의 공간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 이러한 상상의 공간화는 학생이 가상의 상황을 직접 제시하는 대
화의 공간화도 있을 수 있다. 나의 수업을 수강한 한 학생은 통합미술수업 교실
이 ‘서당 같다’고 말했다. 교사의 음성에 맞춰 ‘강’, ‘약’으로 붓펜을 조절하여 표

57) 볼노프가 규정한 청명함은 인간이 갖은 고난을 거친 후에 터득하게 되는 삶의 침전물
과 같은 정서적 경향성을 뜻한다. ‘청명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녕이 아닌, 모든 힘
의 자유로운 활기를 일깨우는 행복이다. 즉 청명함은 인간을 행복하게 채워주는 내적인 
균형을 의미한다.

58) ‘갤러리 웍’은 연구자가 미국에서 교생실습 중 한 수업에서 사용한 말로 갤러리에서 
작품을 감상하듯 교실을 갤러리로 생각하여 친구들의 작품 감상을 위하여 이리저리 돌
아다니는 모습을 칭하는 말임

  *여기에서 ‘갤러리 웍(gallery walk)’은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의 전체 과정을 돌아
보면서 모둠별로 실행결과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의 활동 도구가 아님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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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도제식 수업을 연상하게 했던 것이다. 도제식 교수-학
습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편함’,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긴장’을 발생시
킨다(김한미, 2009). 서당 같은 분위기를 언급한 크루트는 위안부 공모전을 찾아 
참여할 만큼 사회이슈와 미술에 아주 관심 많은 학생이다. 수업에 매주 적극적이
고 장난기 심한 크루트가 “서당 같은 분위기”로 공간을 은유59)하면서 긴장하고, 
집중하는 모습은 교사-학생에게 새로운 공간을 경험하게 하였다. 
   미술 수업에서 작업활동의 공간은 또 다른 상상의 공간이다. 맥신 그린은 정
신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힘이자, 한 지각 경험을 새로운 어떤 것, 즉 가상의 상황
으로 창조하는 힘을 상상력(Greene, 1971/2018)으로, 랭어는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전, 선, 면, 색채 등과 같은 것을 통해 가상적 혹은 느껴지는 공간을 등장
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비유나 은유를 가진다(Langer, 1957/2004). 나는 예술에 
나타나는 상상의 공간은 예술 작품, 예술 활동으로 표현하는 시적인 공간과도 같
다고 생각한다. 시적인 공간은 시적인 것들이 서로 관계하며 스스로의 존재를 열
어 밝히는 공간이다. 인간은 예술작품을 파악해가면서 새로운 공간을 맞이하게 
된다(이주희, 2019). 시를 짓는 과정에서 시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사유가 진행되
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예술이란 예술적 대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일종의 언어(Dewey, 1934/2015)이기에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은 시어를 만
드는 것이며 이것 역시 작가의 사유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인다. 각각의 
사람들은 시를 대면하면서 보고 느끼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기에 시를 읽는 사
람마다 자신만의 시를 만들고 창조해 내며, 경험 속에서 시는 이전과는 다른 것
으로 변모한다. 미술 수업의 활동공간은 학생의 시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새로운 용어나, 물질적으로 구현될 때, 창조적인 결과물로 결정될 때 현실은 다른 
세계로 변화한다. 따라서 통합미술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언어는 상상의 공간으로 
이끄는 열쇠로 보인다. 
   셋째, 통합미술교육 공간은 정서적 체험의 장이다. 가던 길도 멈추고 일몰을 
감상하기 위해 서 있던 공간은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가 나에게 전이된 ‘정서적 
공간’ 일지도 모른다. 당시 빛과 색, 형과 선 등등 많은 요소가 함께한 일몰의 공
간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깊은 여운을 주고 있다. 정서는 기억이나 이미지 그리고 
관찰된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서로 결합하며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일을 한다
(Dewey, 1934/2013) 이러한 정서에 근거한 정서적 공간이란 인간과 공간의 정서

59) 페레나-고메즈(Alberto Perez-Gomez, 2016)에 따르면 은유는 기분을 존재하게 하는
데 이상적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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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호관계에 의해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공간이다(Heidegger, 1927; 김윤정·박
찬일, 2015). 
   매일 같은 공간과 환경으로 둘러싸인 교실의 분위기를 글로 표현하긴 어렵다. 
그러나 학생들의 태도, 대화 그리고 사건들을 중심으로 수업 장면을 떠올려 보면 
당시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건축가 페터 춤토르(Peter Zumthor)는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분위기를 장면으로 기억한다. 그는 실체(자극)->지각->인지->기억
의 단계로 장면화하고 특정 자극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분위기를 연결 지어 기억
한다. 그는 경험적 분위기를 떠올리며 그 상황과 실재했던 자극들과 물질들, 그리
고 장소를 떠올린다. 경험자는 다양한 자극을 감각기관의 자극 형태로 받아들이
고, 자극은 감성과 오성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와 같은 
느낌을 판단한다. 경험자는 감정적 판단을 내리는 동시에 그 자극을 기억하고 이 
자극이 분위기가 된다고 요약한다(최태기, 2015). 분위기를 지각하고 의식하는 과
정에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 작용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체화된(embodied) 
것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육은 교수와 학습,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보완적 만남(조용환, 2012)으로 
이루어지며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교육자와 학습자의 맺게 되는 관계 속
에서 형성되는 교육적 분위기는 섬세하고도 역동적인 감정의 흐름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적인 현상이며, 동시에 교육자와 아동이 공감하는 하나의 전
체적인 감정이나 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Bollnow, 1970). 이러한 분위기 
속 정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교실에서 보이는 소통이기도 
하다. 이들의 소통은 감탄사, 반응, 동작, 음성과 같은 비언어적인 것으로 정서를 
교감하기도 한다. 고등학생 연구 참여자인 오브리는 나의 질문에는 늘 ‘네’, ‘네
에’라는 짧은 응답이나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치를 보았다. 뭐가 필요한 
것인지, 다 끝난 것인지, 뭘 그린 것인지, 주말은 어떻게 보냈는지와 같은 일상적
인 질문을 던져도 늘 가만히 있었다. 회피하는 그에게 나는 더 많은 말을 건네고 
이야기를 끌어내 보고자 하였다. 얼마 동안 질문에 답을 들으려는 나와 말하지 
않으려는 오브리 사이에서 일련의 신경전이 오갔다. 당시 교실은 적막함이 돌았
고 수업을 참여하는 모든 학생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자 귀 기울였다.   
   공간적 분위기는 그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낯섦을 때 분위기를 체험한다. 사건
적 만남을 통해 체험자의 지각작용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공간적 분위기를 
지각하게 된다. 인간의 일상적인 익숙함에서 낯섦60)의 지각작용으로 자기화시킴

60) 낯섦이란 우연하게 인간을 침투하고 압도하여 지각을 형성시키는 강력한 분위기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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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개입시킴으로써 인간과 공간의 정서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공간의 분위기
가 생성되고 활발한 의식 활동 속의 인간은 이를 지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ollnow, 1970; 김윤정⋅박찬일, 2015). 당시 분위기를 지각하고 의식하는 
과정에서 공간에 있던 학생들이 일종의 같은 분위기를 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세상에서 안전하고 안락한 것을 찾으려고 하며, 자신이 사는 세상에 
익숙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편안함을 가질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와 마찬가
지로 교육 공간에서도 편안함은 중요하다. 교육는 아동을 위해 안정 영역을 
만들어 주고 유지할 수 해주어야 한다(Bollnow, 1970: 35). 

   볼노프는 어머니의 안정감을 언급하며 교육공간의 안정 영역을 제공하고 이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의 말에 따라 오브리처럼 말을 잘 하지 않는 학생들
의 참여를 위해서는 편안함이 필요하다. 학생에게 안정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시간과 교감이 필요함에도 나는 급하게 학생의 반응을 요하고 있었다. 오브리
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몇 차시 흐르면서 보인 나의 변화와 함께라고도 
볼 수 있다. 오브리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낙서를 통해 늘 나와 대화하
길 희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지만 낙서하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수업 시간에 많
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나는 작업을 하거나, 하고 나서 언어로 말하기를 중
심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응이 없는 학생들
이 수업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학생이 전하는 메시지를 읽기까지 학생들
의 말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는 것을 
차시가 흐르며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 생각을 말하며 
교사의 표정을 읽고 반사적으로 몸이나 작업으로 답하기도 한다. 더욱이 미술 수
업에서는 색이나 형 재료로 소통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을, 분위기를 전
달하며 가끔은 어떠한 대화나 몸짓 혹은 아무런 소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학생과 
교사는 소통하기를 희망한다. 이렇듯 미술은 주관적 정서를 시각적 표상체계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주변 대상과 현상에 대한 이해를 내면적 감정과 느
낌을 가지고 전달한다.
   고등학생 연구 참여자들은 8차시의 수업을 모두 끝나고 내가 있는 학교를 방
문했다. 학생들은 “저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번 수업을 하고서 AI
와 관련된 것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 하는데 

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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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뭘 넣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서 다른 것도 궁금해졌어요”라고 
말하며 특히나 묘걸이와 비엔나는 “계속해서 수업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고
민이다.”라며 털어놓았다. 처음 자신이 뭘 할지 모르겠다던 학생들이 수업 후 탐
구에 대한 열정에 서로 놀라면서도 자신의 변화를 즐기고 있음이 느껴졌다. 어느 
순간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서로 공감하며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된 것처럼 
통합미술수업은 이들에게 비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 소통의 편안함을 제공하였다. 
비엔나는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무의식을 의식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왔다. 당시 그 말이 호기심이 생겼다는 말로 들렸지만 나의 수업의 어떠한 
면이 비엔나가 지속해서 고민하게 되었으며,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의식하게 되
었는지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다. 통합미술수업에서의 정서적인 교감은 언어를 넘
어, 그리고 학습자와 교사를 넘어 서로 자연스럽게 침투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
다.  

3. 교수자의 몸의 학습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에 있어 학습자라는 대상을 중시하여 교수자의 역할
이라는 관점이 조금은 미약하게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교
사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인 대상의 실행연구를 하면서 나는 학습자
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의 드로잉과 채색 작업을 돕기도 하였으며, 다음 
진행을 위해 재촉하기도 하였으며, 아이디어에 직접 개입하여 학생들이 모두 잘 
따라오도록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학습자를 중시하는 교육을 계획하던 나의 추구
하는 방향과는 다른 진행과 환경,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편했다. 성인 대상으로 한 수업에 있어 통합미술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중심을 
두어 학습자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나의 모습이 교
육적이었던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수업을 진
행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으로, 기존의 미술교수법으로 돌아오는 나의 모습을 보면
서 앞의 두 교수자의 모습을 수업 속의 모습이 아닌 이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
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두 교수자의 생활 속의 통합을 발견하면서 나의 삶은 통
합적이었던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조용환(2015)은 『현장연구와 실행연구』에서 현장 변화의 목적 또는 결과를 미
리 설정하고 연구를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열린 연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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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실행연구의 초점을 성취가 아닌 더 나은 삶을 함께 추구
하는 존재론적 지향에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과 교사의 삶을 
향상하는 교육 변화가 실행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
의 수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
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통합미술 수업이 타교과목의 도구로 그리고 문제해결로서 이용되는 것
에 안타까움과 나 자신이 체험한 이 교육의 필요성으로 실행연구를 계획하였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 온 교육과 받아 온 교육들이 나의 몸에 체득된 것이 첫 번째 
실행 연구를 하면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동안의 교육적 익숙함에서 벗어나 더 나
은 삶을 함께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지향하고 싶은 것과 편안함 사이에서의 답답
함으로 인한 내적 갈등은 재실행과 포기 사이를 오가게 했다. 학생들 역시 교사
가 주도하는 주입식 교육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새로운 방식을 기대
하면서도 자신들이 주도하는 수업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실행
연구를 일상적인 교사 실천으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첫 번째 실행연
구는 통합미술 수업의 실행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상항이라 나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실행연구를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컸으며 나는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
을 실현하면서도 주도적인 수업 방식으로 관성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
였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살펴본 두 교수와 차이가 컸다. 두 교수는 학습자들을 
자신의 계획에 맞춰 끌어가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참
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교
수 실천의 모습에서도 변함없는 통합의 모습을 보였다.
  이희숙·정제영(2011)는 교사 특성 변인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TIMSS61) 2007에서 살펴본 결과,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이 학생들의 학업성적
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사의 자질 및 가치관과 연관된 
교사 효능감이(김야영·차정은, 2003) 교사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교사의 특성이 학생이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으
로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수자의 수업에서 학습자
가 중심이 되는 통합미술교육이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실행되는 앞의 두 교수

61)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결과는 국제 교
육성취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for Education 
Achievement)에서 총 50개국 23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가결과로서 우리나라는 
150개교의 중학교 2학년 5,448명의 학생들의 표집으로 참가하였다(한국교육과정 평가
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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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세계 모습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시각성

   무언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장시간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미술에 있어 안목을 길러 선택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몸의 훈련이 그 출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폭넓게 보기 위해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미술교사
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최 교수는 자신의 학습방식 그대로 교수 방법으로 
전달하며 학습자들도 그러한 방식의 학습방식을 취하길 바란다. 미술은 이성적인 
활동이며 이러한 방식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응용과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 학습해 온 방식으로 체험하고, 이해하면서 그들 스스로 통
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최 교수의 이러한 학습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최 교수는 어린 시절
부터 미술에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미술을 학습하고 몸으로 익힐 수 있었던 것 같
다. 미술교육은 그 과정 자체가 ‘몸주체’, ‘행위주체’(Davis, 2012/2014)로서 몸 
언어로 침묵 언어, 조형 언어와 시각 언어, 말언어와 글언어 모두를 총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하영유, 2018). 미술은 재료의 선택으로 촉
각적이고, 작업과 감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으며 내재적이고 본능적
인 몸과 관련된다. 미술은 몸의 사용으로 시작되며 우리 몸속에서 결정되어 나온
다. 이것은 메를로 퐁티(Meleau-Ponty, 1945/2004)의 몸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에 따르면 몸의 일부가 따로 인지한다고 하지만 그 아래
는 항상 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통일적인 원리가 전제되어 있으며 이를 가능하
게 하는 것이 몸틀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습관의 획득으로 몸틀이 개조하고 개선
된다고 덧붙인다. 신체에 습관을 획득하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몸의 내재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몸의 세계 내의 목적을 향해 자신을 수렴시키고 운동해가는 것을 
뜻한다. 최 교수는 사촌 형에게 미술을 배우며 입시를 준비했으며 지금까지도 
“빡셌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오랜 시간 반복적인 훈련으로 인내가 필요한 학습
을 하였다. 그의 “빡셌다.“는 단어로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받은 수업
이 어떠했을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대학과 사설학원의 수업에서는 여전히 도제식 수업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경우가 많다. 교육자가 시범을 보이며 이를 따라 하는 학습자의 모습을 보면
서 도제식 수업을 연상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긴 시간을 걸쳐 교수자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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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고 또 그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습자들은 스스로 
주변의 학습자들과 벽에 걸려있는 다른 작품들을 보고 어느 수준이 되면 눈치껏 
배워나간다. 이는 학습자들의 미메시스62)를 보여준다. 벤야민(Benjamin, 1933
/2008 p. 211)는 인간이 지닌 상위 기능들 중 미메시스 능력이 작용하지 않는 
기능은 없다고 말하며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살펴보면 이들이 미메시스 태
도를 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놀이 영역은 어린아이들이 상인이나 선생을 
흉내 내는 것만이 아니라 물레방아나 기차도 흉내 내며 논다.”라고 표현한다. 벤
야민의 관점에서 교사들의 시범을 보면서 그림을 학생은 그냥 따라 하는 것이 아
니라 따라 그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탐구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내는 것
이다. 여기서 교사는 학생들의 스타일에 직접적으로 제안하지 않으며 ”그래 해봐
“, “그래 좋네”와 같은 최소한의 개입만을 보인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학습자의 
수준이 올라오면 그 수준에 맞춰 다른 소재나 재료를 제시한다. 도제식 교육의 
방식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교수자가 가진 노하우를 전수하지 않기 위하여 시
간을 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답이 없는 미술을 스스로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만
드는 과정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교수자의 방식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도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 따라
서 필요한 시간이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이를 위한 교수자의 기다림과 절제는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도제식 수업은 학습자가 스스로 익혀가는 몸의 
학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발견은 전공자들의 몸틀을 만들기 위한 노고의 시간이 부각하
지 않아 비전공자들은 미술은 재능있는 사람, 자질 있는 사람만이 그림을 잘 그
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입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미술에도 공식이 있다고 여기지만 그것을 익히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몸틀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미술 입시제도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은 고작 몇 시간 동안 그린 한 작업으로 평
가 받는다는 것에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대학원 생활 동안 드로잉을 하지 못하는 

62) 미메시스는 처음 제사장이 행했던 숭배 행위(춤, 몸의 반응, 몸짓)의 흉내와 의식에서
의 춤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것은 몸의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깊은 “내적 감정의 표출”
이었다. 즉 몸의 반응과 내적 감정의 움직임의 결합을 의미했다. 이후에 사물들과 사실
들에 대한 복제를 의미하는 시각적 이미타티으로 변형된다. 이 변형은 단순한 단어의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중심이 보이지 않는 내적 움직임으로부터 보이는 고정
된 외적 형상으로 이어갔다. 여기서 미메시스는 A가 B를 닮으려고 하는 것과 그 행위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것, 모방의 개념 안에 창조의 개념이 담겨 있
다. 



- 301 -

교사들을 많이 만나면서 드로잉을 하던 시간이 있었기에 다행이라 느낀 적도 있
었다. 몸으로 익힌 학습은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는 나만의 학습이다. 아이디어도 
아니며, 나만의 선을 찾아 나만의 표현을 쌓아가는 나만의 학습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 미술교육에서 한국인이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극사실주의 회화63)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가능했던 배양된 묘사력과 대학에서 익힌 현
대 미술의 감각을 절충한 양식으로 많은 작가들이 극사실주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몸의 학습의 중요성에도 미술 수업에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 원인은 학습자들의 학습 진도에 맞춰야 하며,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술 
수업을 세분화해야 함에 있었다. 또한, 주입식 수업에 익숙한 학교의 미술 수업에
서 도제식 수업과 같은 모습은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은 기계적으로 따라 
하는 모습 정도로 남아 있다. 학습자들이 교사의 시범을 ‘따라 하기’는 교사의 작
업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머물며 학습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스스로 배우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생들 역시 몸의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수적인 드로
잉 수업을 지루해하며 눈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바로 확인되는 수업을 선호하
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도제식 교육이 총체적이고 세분화되지 않은 수업으로 통합
수업에 더 적절하게 보인다. 
   최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물감을 많이 섞어보면 섞어 볼수록 많은 색상을 분
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학습자들이 최대한 많은 색을 섞어보길 제안한다. 이
미 정해진 색상만을 사용한 학생들과 색을 섞으며 사용한 학생들이 작업에 사용
하는 색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몸의 학습이 이
루어지면 무엇보다도 많은 상세한 것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며 확대된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몸이 습관화되고 새롭게 구조화되는 메를로 퐁티가 말하는 
‘몸틀’이 된 것이다. 최 교수의 경우 몸의 학습을 실기수업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론 수업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우선 그의 평생의 공부 방식인 “그물짜기식”, 
“입체적인” 학습 방법은 학습자를 이해하고 교육을 하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
난다. 자신의 공부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교수자는 어떻게 몸의 학습을 한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것이다. 그
의 수업을 살펴보면 한 주제를 중심으로 문화, 경제, 정치를 아우르며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란다. 따라

63) 극사실주의(영어: hyperrealism)는 예술 장르의 하나로, 현실에 실재하는 것(혹은 그
것을 촬영한 고화질 그림)을 회화나 조각으로 생생하고 완벽히 그리는 것으로 그림보다 
더 사실적인 그림이다. 하이퍼리얼리즘이나 포토리얼리즘, 슈퍼리얼리즘, 라디칼리얼리
즘, 샤포포커스리얼리즘, 포토아트라도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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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칫 수업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처음에는 당황스럽다고 느낄 수 있
어 처음 몇 차시는 최 교수 자신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는 학습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의 몇 차시의 내용
을 선택하여 그날의 주제를 중심으로 그물짜기기식 연구로 직접 전달한다. 이러
한 학습방식은 학습자들이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닌 큰 틀을 보는 안목
을 키워 세부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프랑스 물리학자 아르망 트루소(Armand Trousseau,1801∼1867)는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
다”(Root Bernstein, 1999/2007 p.31). 접점이 없을 것 같다는 선입견은 학문의 
접근 방식을 다르게 보게 하지만 두 학문은 새로운 위치를 밝혀간다는 점에서 무
척 닮아있다. 학문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한다. 음악과 시각예
술에 기술을 개입하여 연구를 하는 여운승 교수는 밴드 활동을 하다 공대를 진학
하지만 음악에 미련을 가지고 공학적 지식을 음악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는 예술 창작에 기술과 예술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제임스 
교수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미술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기타리스트
로 연주하며 작가로 미술작업을 하면서 연구소에서 교사들을 지도하고, 교육대학
원에서는 예비 교사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는 음악과 미술로 그리고 글로 자신의 
삶의 고민을 표현하면서 두 분야를 오가는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것
은 누군가의 도움도 아니었으며 삶 속에서 예술을 통합하는 것이 습관이 된 자신
만의 표현방식이기도 했다. 그는 현재 자신이 고민하는 사회 문제들을 미술교육
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 삶이 녹아 있는 실천미술, 
대지미술, 민중미술과 같은 것들을 통해 학습자가 미술을 미술이라는 학문에 두
는 것이 아닌 삶 속으로 가져와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나는 두 교수가 통합미술수업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배움 속에서 
익힌 몸의 학습을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보았다. 
몸은 살아온 과정이 스며들어가 있어 몸의 체험에는 거리와 공간 그리고 촉감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감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두 교수자는 수업 시간
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다. 교사의 
삶, 지식 및 탐구를 교과의 내용으로 구성해야 함을 강조한 맥신 그린(Greene, 
1995)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학생과 교사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창출하도
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교사의 삶이 교육적이야 한다는 말과도 같다. 자
신의 통합적 삶의 방식을 교실로 가져온 제임스 교수와 통합적 학습방식을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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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져온 최 교수는 학습자들에게 통합을 제시하기 보다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전달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익히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
이 체화되면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문제를 푸는(problem slover)’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찾고(problem seeker)’, ‘문제를 삼는
(problem poser)’것까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2) 관계성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라고 수업 시간에 한 친구가 말
했다. 이어서 그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의 학업과 삶에 영향을 준 교수나 교
사가 없다고 말한다. 10여 년을 소위 잘 나가는 교수로 인정받으며 강의하고 있
음에도 그녀는 교육자의 영향력이 없다고 말하였고 이는 주변의 교육자들을 당황
하게 만들었다. 학창 시절 자신에게 영향을 준 교사가 없었으며 교육자인 현재 
자신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학생들에게 크게 관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다른 교육자들과 다양
한 사상과 철학을 나누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평가받는다고 여기고 있
었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은 한 교수자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좋지 못한 기
억으로 교사를 나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평생의 은사로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교사의 좋고, 나쁜 영향력을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아니다.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식과 무의식적으로 학생의 학습
자의 학습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여겼다. 따라서 나는 통합미술교육의 실행에 앞
서 두 교수 어떠한 관계 맺기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공부 방식과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 통합적인 두 교수자에게는 각각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예술가와 전문가가 있었다. 이들은 두 교수의 삶과 교육에 있어 영감
과,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두 교수의 수업을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제임스 교수는 교
육자 맥신 그린, 최 교수의 경우 디자이너 멘디니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삶
을 나누며 교육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두 교수는 자신의 삶에 크게 관계
하는 인물의 모습을 본받고자 노력하였으며 현재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들을 통해 
교육자와 디자이너들의 잠정된 철학과 사상의 볼 수 있었다. 몸의 학습은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다. 제임스 교수는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된 맥신 그린의 강의에서, 
최 교수는 책을 쓰기 위해 멘디니와 인터뷰를 위한 만남은 모두 이들의 관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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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 것이었다. 관심은 영어로 ‘interest’ 이는 사이를 뜻하는 ‘inter’와 존재를 
뜻하는 ‘est’의 합성어로, 관심이 없으면 관계가 없으며, 관심이 생기면 비로소 관
계가 생기는 것이다(조용환, 2011). 이들의 관계의 특징은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만남의 횟수가 아닌 이들의 영향력은 여운으로 남아 있다 교육자와 디자이너인 
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는지 혹은 작업하는지와 같은 조언과 방법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방식을 토론하며, 이들의 전문적인 시각은 학교로 가져와 
수업으로 개발하여 통합하고 다시 개발하여 통합하고 검증한다. 이러한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의 수업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이
들은 한 명의 학습자로 삶의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더 
좋은 방식을 함께 찾아보며 정기적인 상호작용을 해 오고 있었다. 비록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들의 존재는 두 교수를 사유하도록 이끌었다.
   두 교수가 가진 관계 맺기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개
인을 지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배움의 주체가 되는 ‘보편적 
가르침’이라는 관점이다(Ranciere, 1987/2008).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거나 전수
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가 스스로 배우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개인은 자신이 받
은 지적 해방의 혜택을 다른 이들에게 알림으로써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
다. “배움의 연쇄”에 의해 구성되는 배움은 이미 알던 것이나 사물들과 연관시키
는 과정을 통해 앎이 확장된다. 보편적 가르침은 스승과 학생의 관계가 의지하는 
관계이며, 지적으로 개입하진 않는다. 이는 제임스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배운
다.”, “학생과 함께 배운다.”라고 말하는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도와서 커지는 교
학상장(敎學相長)의 자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관계 속에서 말과 개념을 흉내 내거나 전이되는 몸이라는 개념에서 
미메시스로도 해석 가능해 보인다. 미메시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전제하고 있으
며,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과 전이되는 움직임이다. 이 핵심은 공공의 차원에 놓여 
있으며 몸들을 매개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것의 상호울림하고 있다. 여기서 몸
은 외부와 ‘나’ 자신의 통로가 되는 몸이다. 외부에서 본다면 나 자신 안으로 들
어와 있고, 나 자신을 기준으로 본다면 외부로 향해 있는 몸, 의식과 관념의 외부
로 나가 있는 동시에 그 외부가 리듬으로 변형되어 울리는 몸은 내부이자. 외부
이며 곧 통로인 것이다(박준상, 2015). 두 교수는 언어로, 비언어적인 몸짓으로, 
감각으로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것들로 온몸으로 느끼고 흉내내어 소통하였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교육자와 디자이너지만, 이들의 예술과 언어는 두 교수를 통
해 같고도, 다른 모습으로 학습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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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 ‘감정이입64)’의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을 것
이다. 감정이입(einfühlung)은 독일어로 타인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느낀
다.(fühlung65)라는 뜻이 영어로 '공감(empathy)'으로 번역되어 현재 일상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립스(Lipps)는 내 자신이 타인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입장에 동
화되어 그 사람을 느끼는, 즉 타인에 대한 경험으로 감정이입을 정의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이해한다는 것은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며, 공감받는 
사람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두 교수는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서적인 느낌을 수업의 소재로 많이 사용한다. 최 교수는 동
경하는 인물의 디자인과 교육적 공감은 ‘할아버지처럼 친절하다고’, ‘그는 나에게 
스타에요, 스타’, ‘난 정말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와 같은 말들에서
도 잘 드러난다. 최 교수에게 멘디니는 귀감이 되는 디자이너이자, 인간적인 면에
서도 존경하는 인물로 그의 사상과 디자인을 공감하고자 하였다. 제임스 교수 역
시 삶의 방향과 교육적 시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맥신 그린의 교육관과 작업
이 현재 그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으며, 자신의 학생과 관계형성에서
도 수업 내용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제임스 교수는 작업의 과정에 있어 감정이
입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감정이입을 수업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 그리고 특정한 인물의 조각 인간이 되어 이들의 특징을 생각
하고, 시각적인 것이 아닌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이미지를 몸을 이용하여 표현하
게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들 수 있다. 
   조용환(2012)은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로 다음과 같은 세 가
지를 제시한다. 첫째,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의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인 지향하는 활동이다. 셋째, 교육은 변증법
적 대화의 과정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그에 따르면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즉 교
수자와 학습자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짐이 없는 서
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본질로 제시하며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의 
중요성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교수는 맥신 그린, 멘디니와의 관계를 
교육적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이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존경과 그리고 동경

64) 감정이입은 로베르트 피셔(Robert Vischer,1847~1933)가 자신의 박사논문인 On the 
Optical Sense of Form: A Contribution to Aesthetics, 1873에서 처음 사용한 신
조어였다. 감정이입은 관찰자가 흠모하거나 관조하는 물체에 자신의 감성을 투사하는 
방법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였으나 립스와 폴켈트에 이르러 우리가 타인의 자아를 알아
차리는 방법을 설명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사용된다.

65) ein 은 영어로 in, fuhlung는 영어로 feeling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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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르침, 흉내내기, 감정이입과 같은 몸의 학습으로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루어졌음에도 상당히 교육적이다. 두 연구 참여자의 몸의 학습을 체험은 이들이 
만나게 되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학습의 기대와 안정감으로 드러남이 분명해 
보였다. 이들은 모두 스승이라는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배움을 하고 있었다. 그들과 
수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학생들은 교사의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수많은 교육자의 
흔적을 체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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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요약 및 결론 

1. 요약

   2015년 중등교육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며, 미술교육 과정에 “연결”이라는 핵심 개념이 추
가되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미술이 타 학습 영역,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고,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된다는 점과 관련됨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과 미술을 깊이 
관련지울 수 있게 한다(교육부, 2015)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다양한 학문과의 
연계를 모색하며 통합미술교육을 하도록 제안 받는 교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
다. 하지만 교사들 간의 통합미술교육은 각기 다른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다른 과목이 서로 관련된 개념을 
이어서 수업을 하거나,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과목들에서 이를 다루
거나, 한 과목에서 연결된 주제들을 다루는 모습이었다. 교사들이 모호한 통합미
술교육의 개념을 가진 채로 국내의 통합교육 시범학교사례, 국외의 성공사례라고 
알려진 통합미술수업들을 보면서 수업을 기획하고,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통합수업에서는 교수자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
었는데 이것은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통합미술교육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제한된 통합미술교육을 권하는 사회 및 학교의 상황과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통합교육의 모습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통합미술교육
을 진행하는 국내외 두 교수의 수업을 천천히 돌아보게 되었다. 제임스 교수는 
유학시절 <커리큘럼: 통합미술교육>이라는 그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처음 만나 내
가 국내에서 통합수업을 진행하며 겪은 어려움을 나누는 조언자로, 스승으로 인
연을 이어오고 있었다. 최 교수 역시 그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만난 인연을 통해 
타 수업의 연구 참여자로 다시 그와 만나게 되었다. 
   나는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에 관한 연구를 결심하고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 문제인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은 어떠한 양상
을 보이는가? 둘째,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셋째, 
학습자들은 어떻게 미술을 통합하고 있는가? 넷째,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을 
위한 교수자의 몸의 학습이 가지는 미술교육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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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임스 교수와 최 교수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동의를 받은 후 인터뷰와 수업의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그들의 수업에 관찰자
로 참여하면서 통합미술교육을 타 학문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이나 예술분야간
의 연결을 위한 것보다는 학습자의 측면에서 이해력을 높이는 것에 중심을 두어 
내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 
   나는 실행연구를 결심한 후 연령이 다른 두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연구자가 현재 몸담고 있는 대학의 커뮤니티를 통해 스스로 미술에 관심이 
없거나, 미술을 가까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성인 3명을 모집하여 주 2회 10회
(20시간) 첫 번째 실행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실행연구는 연구자가 진행 중
인 디자인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13명의 고등학생 중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기말과 중간고사를 제외한 기간에 주 1회 8회(16시간) 
수업을 진행하였다. 성인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은 수업 중간, 쉬는 시간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고등학생은 면담을 따로 진행하였다. 이들과의 면담은 
식당과 카페, S대학교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성인 대상 수업의 경우 미술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가까이하지 않았던 학습자
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수업으로 미술은 삶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
며 주변에서도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재료들
을 사용하여 이들이 미술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희망하였던 기술적인 배움과 거리가 있었던 통합
미술교육에는 큰 관심이 없었으며 성인 대상 통합미술교육 수업 모습은 연구자의 
계획과 의도 하에 교수자인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통합미술을 전달하는 경향을 보
였다. 반면에 두 번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주도
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보다 세밀하게 학습자를 분류하여 
이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이들의 의식, 무의식적인 표현들에 집중하여 관찰하였다. 
두 번의 실행연구는 연구자에게 있어 통합미술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
가는 과정이기도 하였으며, 미술을 삶의 동떨어진 영역으로 생각하여 미술에서 
기술과 기교적인 향상만을 쫓는 학습자들에게서 통합교육의 저해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현장의 자료를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 통합미
술교육의 양상을 기술하고 분석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에 
답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두 교
수자의 수업을 통해 살펴보았다. 미술은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 감정과 같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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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에 통합미술교육을 연구함에 있어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을 유념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 두 교수는 학습자에 따른 통합
의 정도, 구조, 그리고 접근방식에 있어 차이를 두며 수업을 구성하였고 이에 따
른 분위기도 다르게 형성되었다. 이는 III장의 두 교수의 수업계획과 진행에서도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나는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에 시
간성과 공간성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합미술교육 현장의 시간성이 가져다주는 분위기는 학습자가 체험하는 ‘기다
림’과 ‘여유’이며, 교육자가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한 ‘자유로움’이나 ‘불편함’이기
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주는 시간성을 살펴보면 제도적인 시간성과 체험 속 
시간으로 나타난다. 첫째, 수업 시간에 보이는 제도적이고 표준화된 시간성은 일
반적인 미술 수업 시간으로 초·중등교육에서는 40~50분 고등교육에서는 120~180
분이 주어진다. 이는 수업 내용에 따라서 교사의 계획 하에 차시를 이어 수업하
기도 하며, 타 과목과 연계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해당 수업 시간에 맞춰 교사는 
적정한 시간을 분배하여 실기활동, 감상활동, 작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여 실기작업을 끝내야 하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이다. 둘째, 통합미술수업이 이루
어지는 실기작업시간은 학생들의 체험 속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두 교수는 학생
들의 작업 시간을 동일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학
생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거나 교수가 여유로운 시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유
롭게 작업에 맞게 계획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작업속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특이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임스 교수는 
미술 작업 과정은 학생들이 하나의 ‘작은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말하며 한 
학기라는 제도적 시간을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학습자는 스스로 작업을 계획하
고, 관련 연구 자료를 찾고, 직접 작업하고, 수정하고 완성하면서 자신이 모르는 
것을 묻고 찾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알고 싶은 것과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된
다. 통합미술수업에서 학생은 한 명의 학습자이자 예술가이면서 연구자이자 동시
에 비평가로 존재한다.
   다음으로, 통합미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분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보였다. 먼저, 통합미술교육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다른 수
업에서 하지 못한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다. 미술 시간에 학생
들은 재료를 찾아 교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작업하고, 친구들과 교사에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조언을 얻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는 교수자가 의식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닌 학습자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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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이 되어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
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는 볼노프의 표현을 빌
리자면 청명한 상태이며, 이는 즐거운 분위기, 적극적인 분위기를 위한 교사의 성
숙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는 학습자, 혹은 교수자가 만들
어 내는 것이 아닌 포괄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이들은 
대화 속에서 상상의 공간을 체험한다. 제임스 교수는 상황을 전환시키는 말들을, 
최 교수는 비교와 선택에 관한 질문들을 수업 중간에 많이 던진다. “내가 조각이
라면...”, “기어를 바꾸자!”, “내가 역사 속 인물의 친구, 동료라면...”, “여러분이
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와 같은 말에 따라서 말 속의 공간, 상상의 공간
을 체험하게 된다. 교사의 이러한 말들은 크루트의 “서당 같은 분위기”와 같은 
수업 분위기를 말하는 것과 같이 학생들의 상상을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며 작업
의 공간에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말과 학생들의 표현들은 상상의 공
간으로 이끄는 열쇠처럼 보였다. 셋째, 통합수업의 공간은 정서적 체험의 장이다.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분위기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같은 공간과 환경으로 이루어지지만 교실의 분위기는 감탄사, 반응, 음성, 그리고 
사건과 같은 비언어적인 것으로 정서를 교감하기도 한다. 오브리의 경우 언어의 
소통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가 수업 시간에 보인 “낙서”는 
다른 학생들이 하는 낙서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는데 이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 자신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끊임없이 다양한 메
시지로서 소통되었다. 오브리만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차시가 흐르며 “지속적으
로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 “지금 고민 중이다.”라며 자신의 
내면에 감정을 서로 나누며 공감하고, 자신의 변화를 의식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에 
답하기 위하여 두 학습자의 수업계획과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내가 진행한 두 번
의 실행연구의 참여자들을 분석하였다. 두 교수자의 통합미술교육은 학습자에 따
라서, 논의하는 이슈에 따라서 통합수업의 모습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업계획에 앞서 이들은 비전공자교육, 전공자교육, 전문가교
육, 대중교육 등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수업 목적이 무엇인지를 비롯하여 그리고 
취미와 여러 환경적 요인들까지 최대한 파악하여 수업의 방향을 결정했다. 학습
자의 경험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이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더욱이 제임스 교수의 경우 수업의 환경적 요인과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한 학기마다 강의계획서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각을 지닌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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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배운다는 자세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학습자들이 정보를 흡수하는 방식과 이해하는 방식도 변화하였
으며 그에 맞추어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과 자료 또한 변화하였다. 두 번의 실행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학습자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과 교사는 학습 
구조체계가 다르다. 현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스크린 기반 학습자로 이들은 다
중으로 펼쳐놓고 공간적으로 사고하는 학습자이다. 이들은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모습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둘째, 학
생들은 일시적인 재미를 찾아서 이동한다. 디지털 노마드 세대에게 이동은 공간
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자신을 바꿔 가는 창조적인 모습도 
포함된다. 이들은 “더 재미난 것”, “또 다른 곳”을 찾아서 움직임에 따라 이러한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아이디어를 표현함에 
있어 누구나 아는 작업을 원하면서도 “자신만의 표현”을 찾고 있다. 학생들은 새
로운 재료,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나오는 재료에 더 많은 호기심을 보인다. 효과
나 재료의 신기함이라기보다는 새로움을 탐색하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며, 순간적인 호기심이 아닌 다른 사고로 연계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II장의 선행연구와 통합미술을 진행하는 국내외기관과 학교들의 사례들에
서도 볼 수 있듯이, 통합미술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여러 곳에서 
시도되어 왔다. 그 예로, 미국의 통합미술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케네디 센터
(Kennedy Center)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하여 ‘예술을 통해 교육 바꾸기
(CETA)’를 진행한다. CETA의 교육은 예술과 영어, 사회, 과학, 수학 등의 다른 
학문들과 서로 연계하여 두 분야의 학습효과를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외에도 링컨센터의 미적체험교육은 무용,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교육과 통
합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사, 예술가가 통합을 이루는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한다. 링컨센터는 우리나라의 서울문화재단과 MOU를 맺어 한국에서는 ‘창의예술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일상과 미술, 미술과 미술을 결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진행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원에서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수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학습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예술들이 서로 통합
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형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들이 진행하는 통합은 학습자 중심의 통합미술교육이라기보다는 교사 중심의 통
합미술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통합은 어떠한 의미를 
띄고 있는가? 두 번의 실행연구를 통해 본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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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미술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어떻게 접
근하는지, 미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와 관련 있었다. 송영수는 학창 시절 미술 
수업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신만의 표현을 시도하였음에도 교사가 제시한 
자화상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두 명의 다른 성인 연구 참여
자도 학교와 학원의 좋지 못한 평가로 인하여 스스로를 미술과 거리가 먼 사람으
로 여기고 있었다. 이들이 새로움에 대한 탐색을 멈추고 빨리 좋은 결과물을 얻
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학점, 즉 입시라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의 표현력은 평가를 위한 자료이며 미술을 통한 삶, 삶 속의 미술이라는 
것으로 관련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것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수업을 방
해하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해 요인 속에서 학습자들이 
수업 초기 자유로운 분위기를 어색해하고 혼란스러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미난 
수업, 새로운 탐색이라는 과정은 학생마다 다양한 크기의 통합을 체험하도록 하
였다. 
   학생들의 반응과 표현은 모두 달랐지만 유형화를 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의 지시를 그대로 잘 따르는 모습
을 보였으며 통합의 적용에서도 다양한 표현이 나타났다. 그러나 표현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 기하학적인 모양, 수학적인 기호 등 다양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
고 연구자가 임의로 제시한 통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연구자의 확인을 받고자 
하였다. 둘째,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 기교적인 배움을 위해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은 자신 있는 표현, 하기 쉬운 표현을 찾아 통합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인절미의 경우, 평소 그리기 어렵다고 느끼던 손 표현을 통합적으로 표현
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손 표현의 두려움이 줄었다. 즉 자신이 평소에 가진 어
려움과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미술을 전공하
지만 창의적인 표현을 원하던 학생들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통합을 시도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들은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 지식을 가져와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늘 비슷한 작업만 하던 묘걸이는 자신의 작품에 AI를 통합하거나 
빔브로젝트 의상을 더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점차적으로 아이디어를 키워가는 모
습을 보였다. 묘걸이에게 있어 통합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키워가는 과정이었다. 
또한, 비엔나는 통합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아닌 다른 시각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간접적인 체험의 확대로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경
험을 주는 것”을 의미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같은 활동 속에서 각자가 체험한 
통합은 저마다 다른 학습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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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연구 질문인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을 위한 교수자의 몸의 학습이 
가지는 미술교육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위해서 미술 교육에서 나
타나는 몸의 학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합미술 수업의 실행에 있어 
익숙하지 않았던 첫 번째 실행연구는 나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실행연구를 실
천하기에 어려움이 컸다. 나는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을 실현하면서도 기존에 
해 오던 교사 주도적인 수업 방식으로 관성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두 교수는 학습자들을 자신의 계획에 맞춰 끌어
가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으며, 
통합이 수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 이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
었다. 따라서 나는 우선적으로 두 교수의 생활세계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첫째, 두 교수는 삶의 맥락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그것이 몸으로 익혀져 드러나고 있었다. 최 교수는 미술은 이성적인 
활동으로, 이성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응용과 변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이는 몸이 습관화되고 새롭게 구조화되는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몸틀’이 되는 
것이다. 최 교수가 가진 생각의 근원은 그가 배워온 학습 방식에 있었다. 그가 
배운 미술의 방식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인내가 필요한 학습이었다. 최소한의 
도움과 개입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하여 자신의 방식을 만들어 내고, 일정 수
준으로 올라오면 그 수준에 맞춰진 재료와 방식을 제시하는 도제식 수업과도 같
았다. 그는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이런 과정이 큰 도움이 된 것을 강조하며 이러
한 방식의 학습을 실기만이 아니라 이론 수업에도 적용하고 있었다. 그가 공부 
방식인 그물짜기식, 입체적인 학습 방법을 강조하는 이유도 학습자들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바라보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큰 틀을 보는 안목을 키워 세부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한
다. 
   제임스 교수의 경우에도 음악을 미술로, 글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고민을 
표현하면서 통합미술, 통합음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현재 자신이 고민하는 
사회 문제들을 미술교육적인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며, 그는 대지
미술, 민중미술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학습자가 미술을 학문적 영역에만 두는 것
이 아니라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두 교수가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 
수업을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배움 속에서 익힌 몸의 학습이 
실천의 장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교사의 삶의 모습이 수업 시간에 
그대로 녹아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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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두 교수의 몸의 학습은 선택이나 행동 방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에 
가치를 더해주기 위해 영향력 있는 사람과 관계한다. 두 교수의 학습 방식과 교
육 방식에 큰 영향력을 미친 교육자와 디자이너가 있다. 두 교수의 삶과 그리고 
교육에 있어 영감과 방향을 제시해준 이들과의 관계 맺기 속에서 자신의 수업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시간은 
통합미술 수업으로, 통합적인 시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제임스 교수의 경우 
교육자 맥신 그린, 최 교수의 경우 디자이너 멘디니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나누며 성장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교수는 자신의 삶에 크게 관
여한 교육자와 디자이너를 본받고자 노력하였고 현재는 이들이 존재하지 않음에
도 이들의 사상과 철학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들의 관계 맺기에서 보여준 몸의 학습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의식 없이 배우는 과정을 랑시에르의 ‘보편적 가르침’의 미메시스
로 말할 수 있다.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가 스스로 배우는 과
정을 가지는 것이다. 연쇄적으로 형성되는 배움은 알던 것과 그리고 연계하는 과
정을 통해 배움이 확장된다. 둘째, 관계 속에서 말과 개념을 흉내 내거나 전이되
는 관점에서의 미메시스로 볼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되고 전이되는 
움직임으로, 다시 말하면 공공의 차원에 놓여 있는 몸들을 매개로 일어나는 보이
지 않는 것의 상호울림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셋째, 감정이입의 관점에
서 바라볼 수 있다. 립스(Lipps)는 내 자신이 타인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입장
에 동화되어 그 사람을 느끼는, 즉 타인에 대한 경험을 감정이입이라고 정의한다. 
두 교수는 자신의 삶을 나누던 교육자와 디자이너를 인간적으로 존경하며 이들의 
사상과 디자인에 공감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에서도 
수업 내용에서 감정이입이라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대 사회의 전문화와 세분화는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를 방해하고 있다. 하지
만 미술이 인간의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여러 방면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외된 것까지도 통합적으로 이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학습자 중
심 통합미술교육은 학습자 스스로가 배움을 계획하고 탐구하며 소통하는 과정 속
에서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지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통합미술이 다른 분야와의 통합이라는 형태를 띠지만 
단순히 수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고
민하고 연구한다는 것까지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것은 몸으로 익
혀져 드러나는 것이기도 했다. 학습자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수업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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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사회 문화적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교사
는 학생을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교사와 학생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 없는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며 함께 하는 배움을 지향하게 된다.

  

2. 결론

   요리사로 일하며 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리 기구를 만들고, 다양한 
호기심으로 실험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질적인 
영역을 융합한 다양한 발명품과 책, 예술품을 남긴 과학자, 건축가, 예술가이다. 
오늘날 그는 가장 대표적인 창의 융합형 인물로 논의되면서 현재 교육계에서는 
그의 천재성이라는 면에 치중하여 그와 같은 위대한 인재(T자형 인재66))를 양성
하기 위해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에는 주방에 요리사 스무 명만 있어도 충분했는데 이제 근 백 명이나 되
는 사람들이 바글거리고 있다. 내가 보기엔 요리라고 시늉이라도 내는 놈은 
없고 하나같이 주방 바닥과 벽을 차지한 거대한 기계에 매달려 있다. 어떤 
기계도 원래 의도했던 대로 작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략)... 레오나르도 
선생이 발명했다는 장작 나르는 기계가 장작을 나르는데 너무 열중해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 사람이 장작을 나르면 됐을 것을 이제는 열 
명이 나서 들여온 장작을 밖으로 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레오나르도 선
생의 주방은 난장판이었습니다(다빈치의 『요리노트』 p.37-38). 

   위의 이야기는 그의 발명품들로 인하여 일어난 소동들 중 몇 가지를 가져온 
것이다. 이 상황을 우리의 학교 현장으로 가져와 본다면, 우리 사회, 학교조직, 
교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다빈치의 발명품을 믿고 신뢰해준 루도비
코라는 후원자가 있었듯 우리도 학생들이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그들의 창의성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들을 주위를 요하는 학생으로 보진 않을 것인
가? 교사들이 아닌 학생들은 이러한 친구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 대학
생들은 토론수업을 희망하면서도 정작 수업에서는 토론은 두려워하고 있으며, 오

66) 한센(Morten Hansen)가 말하는 T자형 인재란 “어떤 한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l)을 가
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영역과 잘 융합되고 협력하여 통섭할 수 있는(-) 인재“를 의미한
다. 오늘날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재상으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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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학생들을 ‘나댄다.’라고 여긴다는67) 조사 결과가 있었
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과 교사의 성향을 잘 들어내 주는 조사 결과라 생각한
다. 창의 융합형 인재를 원하지만 규율에서 벗어나지 않아 통솔이 쉬운 학생들을 
원한다. 나는 이런 발표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들의 눈초리를 벗어나 자유롭게 자
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개성을 인정받는 수업이 바로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
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이 연구의 시작은 통합미술교육이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으로써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이 실현되고 
있는 두 교육 현장을 참여관찰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과 성인 및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실행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는 융합형 인재의 천재
성이라는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의 다양한 경험, 인간적인 면, 탐구 정신과 같
은 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의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미술시간 학생들은 작업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 예를 들어, 빛과 
그림자를 캔버스에 나타내기 위한 여러 방법을 연구하면서 강렬하게 내리쬐어 반
사된 빛과 봄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의 반짝임이 그 어느 보석보다 반짝인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면에 반사되는 반짝임 있는 바다와 파도 소리의 어울림을 발견
하고, 기이한 춤을 추듯 날아다니는 새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며 이러한 발견을 
통해 늘 보던 자연을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해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소
중한 경험을 남기고자 그림을 찍고, 일기를 쓰고, 곤충과 자연의 소리를 소재로 
하여 노래의 가사를 쓰기도 하고 그림의 소재로 선택하기도 한다. 새로운 발견은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궁금한 것이 많아지는 순간을 체험하도록 한다. 이렇
게 온 세상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는 것은 모두 
관찰에서 시작된다. 

루도비코는 식사 시마다 토끼 한 마리를 두고 식사를 하였다. 손이 더러워지
면 토끼의 털에 문질러 닦기 위해서였다. 식사가 끝나면 토끼를 목욕시켜야
만 했던 이 광경을 본 다빈치는 식탁보와 냅킨을 만들었고 이를 위한 세탁 
기계를 만들었다(다빈치의 『요리노트-세 마리 개구리 깃발 식당』 p.143).

   위대한 발견과 영감은 사사로운 관찰에서 시작되며 삶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
다움은 무궁무진하다. 버리는 것, 버려진 것, 쓸모없는 것조차 예술의 소재가 되

67)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5부 말문을 터라!’라는 방송에서는 한국의 한 대학교 강의실
에서 수업 시간에 5번의 질문을 하고 벌어지는 모습을 관찰하고 질문자와 질문하는 학
생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느낌을 인터뷰하였다(출처:EBS 다큐프라임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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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느 순간 미적인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작품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아름다움
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일상의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이 미적 체험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우
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합미술교육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가. 얼마나 
깊이 관찰했는가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들에 대해 제언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기존 학교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성취효과나 프로
그램 개발이 중심을 이루던 통합미술교육의 연구에서 학교 현장을 벗어나 성인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범주의 통합미술교육에 대한 이해로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있음에 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몸담고 있
는 학교의 대학원생과 졸업생이라는 특수성, 고등학생 연구 참여자의 경우 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방과 후 수업과는 달리 생활기록부에 남길 수 있다는 특
수성, 연구 참여자인 제임스, 최 교수가 지니고 있는 배경과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 연구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을 제안한다. 다양한 대상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미술교육의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통합미술교육에 대한 혼란을 줄이면서 효율적
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 중심 통합미술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학습자들이 스스로 통합하
는 수업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부담을 덜 느끼게 하기 위
하여 충분한 예시 아이디어 제시와 수업 안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실천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열린 
자세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들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영감을 받고, 예상하지 못한 재료를 사용할 때가 있었다. 새로운 재료와 
기법에 대한 호기심은 다른 호기심을 불러오기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생들
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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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and art have an indivisible relation. It’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art has accompanied the emergence of human history. Art 
and human life have coexisted with each other for ages. However, in 
the field of art education, art is made up of content that is far from 
student's life. To compensate for this situation, classes that can view 
and learn from life and art classes integrating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emerge as an inevitable education method. Although interest 
and research for field application are gradually expanding, class 
management still does not focus on the learner and integrated classes 
led by teachers as an extension of existing curricular are widespread.
   To address this issue, I examined the classrooms of two professors 
who are teaching integrated art education. Researc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aspects of learner-centered art integration and to consider 
them from the point of view of education. Art integration has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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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done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However, I tried to 
understand art integration by utilizing 3E’s (Experience, Encouraging, 
and Examining), which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namely, 
participatory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s, and the materials 
acquired from field research to observe the field in depth.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centered art integration 
seen through cases both domestic and abroad? Second, how is 
learner-centered art integration implemented? Third, what is the 
significance in terms of art pedagogy of the result of the action 
research on learner-centered art integration? In order to answer the 
first question, 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centered art 
integration through observing the classes of two professors. To answer 
the second question, I performed two integrated art classes for adults 
and high school students. To answer the third question, I looked at the 
achievements of art education through two action researche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found that the 
‘atmosphere’ given by time and spac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learner-centered art education. In other words, the unique atmosphere 
created in the time and space experienced by teachers and students is 
important for practicing learner-centered art education. Time in the 
atmosphere of integrated art class despite the standardized time frame 
of one class, is such that teachers recognize that students require 
different time frames to work on their artwork and provide enough time 
for each student to complete their artwork. Instead of viewing it as a 
separate time unit, teachers consider time as an experience. In 
addition, I found that space in the atmosphere of art integration makes 
it possible to freely do what other classes cannot do, to experience the 
imaginary space through dialogue, and create a place for a wide 
emotional experience.
   Next, integrated art education was planned and realiz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educator and students. In the case of two 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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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bserved, in order to practice learner-centered art integration, the 
understanding of learners was a priority. To analyze learners as much 
as possible they considered it important to understand whether each 
learner was majoring or not majoring in art, as well as each learner’s 
hobbies and other environmental factors. The understanding of the 
learner’s tendencies and situation was required for the professor to 
revise the syllabus every semester and they learned from students 
rather than teaching them.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discovered 
through two action research studies are that the learning system 
between teacher and students is different. The learners moved in 
search of temporary fun and were looking for something they called 
“their own” even if they wanted to make art that anyone could 
recognize as their own idea. Students were very curious about the use 
of new materials and methods due to the unexpected effects. The 
atmosphere of free choice and strong connection between teacher and 
students encouraged a sense of stability and satisfaction in the class.
   In learner-centered art integration students integrate differently 
depending on how they experience art in their lives, how they approach 
art, and what art means to them. In this regard, I tried to examine 
students’ reactions and expressions by type and analyzed the 
integration that the students aimed for. High school students were 
chosen as research participants that could be classified as taking 
classes “for fun”, “for improve art skills”, and “for the sake of more 
experience”. First, regardless of majoring in art, students who wanted 
“fun” and “interest” through the class followed instructions well and 
used various expressions in the application of integration. However, 
rather than attempting to integrate themselves, they were not able to 
work beyond the suggested integration by the teacher. Second, in the 
case of students who wanted a professional learning experience to 
improve their skills, they usually found integration difficult to express 
by themselves or found it difficult to integrate while displaying 
confident expressions. This turned out to be a way for the studen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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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integration to solve their problem. Third, in the case of students 
who wanted to have different experiences from others, these students 
developed new ideas or attempted to integrate different perspectives. 
They attempted a little more natural integration than the previous two 
categories. In this way. the students integr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learner's tendency and circumstances even when performing the 
same activity. 
   Last, it was confirmed that the role of instructors was the most 
important when implementing learner-centered art integration. First of 
all, integration should be conducted in the context of the professor's 
life for the learner-centered art integration to work. The reason why 
learner-centered art integration was naturally possible for the two 
professors is because they brought embodied learning into a field of 
practice. Art can be applied only when rational learning is done. This 
rational learning is accomplished through repetitive embodied learning 
over a long period of time. It can be said that objects can be drawn 
without seeing them, drawn without their knowledge, and formed by the 
body frame that M. Merleau-Ponty(1945) said, can be seen without 
worrying. It is similar to the apprenticeship-style teaching that learners 
learn on their own with minimal teacher intervention. In addition, what 
made the lives of the two professors educational was their relationship 
with the educator and designer who influenced them. 
   Embodied learning that the two professors showed in the relationship 
was confirmed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there was learning 
in the mutual resonance (nonverbal way like information echoing 
between the educator and the learner) that the learner could not see 
themselves, not focusing on the professor’ delivery. Second, there was 
learning in terms of imitating or transferring words and concepts in a 
relationship. Third, I found that learning through experience of others 
was possible by entering the position of others. Therefore, I tried to 
derive the interpretation that the learning of teachers’ bodies has 
importance in practicing learner-centered art integration. The ro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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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in learner-centered art integration is not to teach students, 
but to learn with students. Art integration is embodied learning in order 
to have a holistic eye which allows you to see yourself and others and 
understand the world around you by going further as a pathway for 
communications with others. Art education centered on learners can 
expand their perspectives to the surroundings as well as the inner 
growth of learners. The study concluded in expectation of my research 
in learner-centered art integration that learners can experience inner 
growth as well as the expand their perspectives to the periphery to live 
better lives together.

Keywords : Art integration, Learner-Center, Learner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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