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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미술작품과 시각문화의 가치는 상대방과 소통하는 과정 안에서

더욱 풍성해진다. 이는 미술작품과 시각문화가 그 자체로 인문(人

文)의 가치를 담고 있어 ‘삶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

는 텍스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교육계에서는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창의 융합형 인재상’이라는 푯

대를 내걸었지만 그 안에 담긴 교육내용과 핵심역량을 들여다보면

무엇보다 인문소양 함양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술교육은 미술작품과 시각문화가 가진 인문적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미술 분야의 미래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가? 비록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의 주제와

내용이 제한되어 학습자의 탐구와 성찰 기회가 부족했음을 짚어볼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충분한 성찰과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문소양교육으로서의 미술 감상교육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교육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이에

먼저 미술 감상교육의 교육적 방향을 검토하였고, 탐구와 성찰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비평적 에세이’를 활용한 고등학교 미술심화

감상수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수업을 실행한 결과, 학생들에

게 인문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이 있었음을 밝혀보았

다.

연구는 우선 미술 감상교육의 교육적 의미와 방향을 밝히기 위해

이론적 배경과 흐름을 검토하였다. 현대 미술교육은 감상과 비평 글

쓰기를 ‘다양한 맥락 안에서 시각문화를 탐구,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성찰할 수 있는 학습 과정’으로 보았으며, 감상 대상으로 고전적인

미술작품부터 현대의 다양한 시각문화까지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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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탐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감상 영역 수

업으로, 미술작품, 시각문화제품, 대중문화에서 각각 탐구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였고 사고를 명료화하고 탐구와 성찰을 자유롭게 하도

록 ‘비평적 에세이’ 쓰기를 학습도구로 제시하였다. 설계한 프로그램

은 경기도 소재 하나학교(가명)의 심화 선택수업에서 총 7명의 참

여자들과 약 한 달간 진행하였으며 참여관찰일지, 학습 결과물, 면

담 자료를 수집하여 참여자들의 학습 경험을 밝혀보기 위한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적 에세이를 작성하

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재확립하며, 작품에 드러난 작

가 혹은 세계에 대한 공감을 통해 타자를 인식하고, 삶의 특징들

을 발견하며, 미술 분야에 대한 편견을 깨거나, 이해를 확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감상을 할 때 작가와 자신의 삶 혹

은 현실 세계와의 연결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발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홉 번의 수업에서 비평을 하고 에세이를 쓰는

과정이 서너 차례 반복되면서 미술작품과 시각문화에 대한 시각적

문해력이 향상되고, 종합하며 해석하는 고등사고능력을 점차 능숙

하게 발휘하게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평적 에세이를 활용한 미술 감상수업이 탐구와 성찰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을 때, 자신을 성찰하고 타자와 삶에 대한 이

해를 넓히는 인문소양 교육으로서 실천될 수 있음을 밝혀보았다. 따

라서 인문소양 교육으로서 미술 감상수업의 실천 사례를 제공하고,

그 교육적 경험의 실재를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비평적 에세이, 인문소양교육, 자아정체성, 타자 인식, 삶과의 연결

학 번 : 2016-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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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술작품과 시각문화의 가치는 매체(media)로서 상대방과 소통하는 과정

안에서 더욱 풍성해진다. 그 안에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담아 사람들로 하

여금 시각적으로 반응하고,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내면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도 한다. 즉, 단순한 기술적 결과물이 아닌 ‘삶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때문

에 미술교육 역시 단순한 학문적 기능과 지식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교육적 방향 안에서 미술을 둘러싼 다양한 인문(人文)적

가치들을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어야 한다.1)

미술 교육에서의 탐구와 성찰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의 내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2015 개

정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창의 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6가지의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의

중심에 놓았다. 미술교과에서는 이러한 총론의 방향에 맞추면서도 미술교

과 고유의 특성을 살려 총 다섯 가지의 역량을 정리하였는데,2) 김형숙

1) 현대 미술교육의 저명한 학자인 브렌트 윌슨(Brent Wilson, 1994)은 그의 논문에
서 로티(Rorty, 1992, Wilson, 1994, p. 206 재인용)의 신실용주의적 주장을 인용
하며, 미술작품(artworks)과 시각문화제품(visual cultural artifacts)은 마치 “명예
인간(honorary person)”과 같아서 텍스트를 정해진 방식으로 읽는 것이 아닌, 이
성과 신중함, 그리고 해석을 통해 영감을 얻어 읽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미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얻어야 할 것은 “미술작품(혹은 시각문화제
품)의 내면과 그 주변에 존재하는 지식, 통찰, 이해, 가치를 삶에서 얻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언급한다(Wilson, 전희원, 2009, p.3). 본 논문은 브렌트의 논지
와 같은 방향에서 미술교육의 목적을 바라보았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술과는 교과역량으로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능력’,
‘창의·융합 능력’, ‘미술문화 이해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을 제시하였다
(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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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p. 32)은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종합하여 본다

면 미술활동은 “학습자의 다양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게 하며, 시각이미

지를 매개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생각을 이해하며 나아가 인성 함양과 문

화시민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역량’은 학습자의 학문적 능력과 기술뿐 아

니라 그러한 능력을 활용하는 태도의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 교육은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내

용을 연결하고 내면화하는 태도 즉, 탐구와 성찰의 태도 안에서 이루어

질 때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중심 교육은 현대사회의 다원적인 특징들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소 상황적이고 맥락적인 성격에서 등장하였다는 점 때문

에3) 학습자의 삶과 연결되기보다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익히는 데에 집

중하게 되어 실제 교육과정 개정 초반의 미술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지

도해야 하는 지식을 설정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을 통해 미술의 주제와

내용이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이재영,

2016, p. 4). 이재영(2020)은 현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들이 삶과 연

결된 탐구 기회와 함께 제공되어 삶의 맥락성과 자기 성찰, 미술작품이

함께 연결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술에서의 탐구와 성찰, 그리고 삶과의 연결이라는 교육 방법의 필요성

을 인지하고 이를 인문소양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연결지어 바라보고 모색

하고자 한다.

또한 ‘충분한 탐구와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미술교육은 어떻게 실천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 보며 이를 미술교육의 감상영역에서 다

루어 보고자 한다. Anderson과 Milbrandt(2005/2007)는 다양한 미술사를

문화적 맥락 내에서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다른 문화, 개념, 사람들을 이

3)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2017, p. 19)에서는 “미래사회가 융합기술이 주도하
는 산업구조를 갖춘 사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개정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재영(2020,
p. 20)은 이러한 2015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분석하며 미술교과의 핵심역량에 대
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성, 미술문화이해 능력 등은 모두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학습이 아니”며 “상황적이고 맥락적인 것”이라고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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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러한 미술사적 탐구는 집단적

으로 이루어질 때 더 복잡하고 심도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

장한다. 즉 미술사 작품 감상의 영역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인문적 이

해와 학습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이는 미술사의 비교문화적, 집단적 탐

구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중요한 것은 탐구 과정

을 거쳐 성찰과 내재화를 이루기 위해서 학습 내용의 이해가 실제적 삶

과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박정애(2013, p. 65)는 미술이 삶의 총체성

을 가르칠 수 있도록 ‘경험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감상하고 해

석할 때 좋은 해석이 필요하며, 미술작품이라는 텍스트를 “읽고 이를 다

시 쓰기 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좋은 해석”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다시 쓰기’는 또 다른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미술

활동에서는 보통 창작표현으로 ‘다시 쓰기’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창

작은 표현의 기술적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각적 표현방법에 관한

탐구와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시 쓰기’의 과정으로서

감상과 해석 과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글쓰기’를 진행해보고자 한

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생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데에 무리가 없도

록 고등학교 과정에서 연구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미술은 시각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기호와 도상을 민

감하게 읽어내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각정보를 보다 구체적

이고 명료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언어화 과정이 필요하다. 김형숙(2015)은

미술작품을 보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머릿속

에 있는 생각을 더욱 분명히 하는 인지과정이며, 이러한 글을 쓰는 과정은

결국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즉,

미술 감상교육에서 ‘다시 쓰기’로서의 글쓰기는 ‘자신과 타자를 더욱 명

료히 인식하도록’하는 성찰의 역할로써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이 제시된다. 첫째로 글쓰기가 연계된

미술 감상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둘째로 인

문소양교육으로서의 미술 감상교육과 글쓰기 활용의 교육적 함의를 도출

하며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미술교육의 특성상 연결될 수 있는 예비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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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기초소양교육으로서 글쓰기 연계 감상교육의 필요와 가능성을 탐

색한다.

특별히 세 번째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자면, 현재 고등학교 미술심화과

정 교과목의 운영과는 별개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

으로 쌓는 기초소양은 특히 입학시험을 위한 실기표현능력에 치중된 현

실이다. 이에 비교하면 미술사와 시각문화에 대한 인문적 이해나 자신의

입장을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미술

교육의 목적이 문화시민의 소양을 갖추는 것, 또 브렌트 윌슨(Brent

Wilson)의 말처럼 미술작품과 시각문화를 둘러싼 가치를 삶에서 발견하

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라면(Wilson, 1994), 자연스레 미술

을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생산하며 향유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가가 요구된다. 또한 이원숙(2013)은 현재 미술계에서 창작과 이론이 동

등한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전공 글쓰기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서의 글쓰기 연계 감상교육이 가질 수

있는 인문교육으로서의 중요성을 밝혀보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과정의 심

화과목을 이수하는 주요 학생군인 예비 전공 학생들의 기초소양교육에

어떤 역할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탐색해 볼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2. 연구의 문제

미술교육에서의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써 글쓰기를 활용

한 미술 감상교육의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여

그 교육적 의의와 필요성을 밝혀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므로,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미술 감상영역에서 인문소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는 무엇이며, 어떠

한 방법으로 실천될 수 있는가? 앞서 본 연구는 미술교육에서의 탐구와

성찰의 필요성, 그리고 학습자 삶과의 연결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보며, 이

를 미술교육에서의 인문소양 함양으로서 바라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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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존 미술 감상과 비평교육에서의 글쓰기가 가진 특성을 살펴보고

탐구, 성찰, 학습자 삶과의 연결이라는 부분을 고려한 글쓰기 수업을 모색

해본다. 본 연구는 어떤 시각에서 미술 감상비평 글쓰기의 교육적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 방법으로 ‘비평적 에세이’를 제시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

다. 인문소양교육으로서의 비평적 에세이 활용 감상교육의 이론적 배경이

정리된다면 이제 실천을 구체화 하는 데에서 다음 연구문제가 제시된다.

둘째, 고등학교 과정에서 글쓰기가 연계된 미술 감상교육이 어떠한 형태

로 실천될 수 있는가? ‘글쓰기가 연계된 감상교육’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

해서는 교육대상을 좁힐 필요가 있는데, 감상을 무리 없이 언어화하고 그

과정에서 탐구와 성찰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보다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지 실제적인 교수-학습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교수-학습설계와 수업계획이 구상된다면 연구수업을 진행

하여 학습자의 경험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다음 연구 문제가 제시된다.

셋째, 실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발

견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실제 미술 감상 수

업에서의 인문학적 접근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교수

학습방법을 마련하고 수업을 진행해보며 효과와 보완점을 밝히는 것을

통해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학습

자가 인문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교육 방법이냐에 따라 학습자가 얻는 교육적 경험의 질과

양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더 나은 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선행연

구를 토대로 고안한 교수-학습방법이 실제 활용되었을 때 결과뿐 아니

라 과정에서도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결과와 과정 모두를 아울러 학습자에게 어떤 교육적 경험

이 일어나는가를 질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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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과 문제에 따라 본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제 II 장에서 첫 번째 연구 문제인 ‘미술 감상교육에서 인문소양교육으

로서의 글쓰기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될 수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 미술교육의 흐름 속에서

비평 글쓰기의 교육적 의미와 흐름을 살피고 ‘비평적 에세이’를 비교 검

토한 뒤 2절에서 국내 연구 사례를 살피며 미술교육에서의 글쓰기 수업

으로서 ‘비평적 에세이’의 방향을 밝혀본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인문

소양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며 ‘비평적 에세이’ 감

상수업이 가질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제시한다.

제 III 장에서는 두 번째 연구 문제인 ‘고등학교 과정에서 글쓰기가 연

계된 미술 감상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실천될 수 있는가’에 답하기 위해

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을 마련하고 실시한다. 먼저 ‘비평적 에세이’

쓰기를 연계한 고등학교 미술 감상수업을 실시할 연구 현장과 참여자로

하나학교(가명)4) 및 미술 전공 선택과목 <미술심화> 수강생을 소개한

후 연구 프로그램 설계와 실시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절차를 밝힌다. 이

후 연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실시한 과정을

서술한다.

제 IV 장에서는 연구 프로그램 실행 과정 중 수집한 자료를 질적 코딩

과정을 거쳐 분석한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세 번째 연구문제인 ‘실제 교

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하여본다. IV장의 구성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코딩 과정에서 도출된 상위 범주인 ‘자아 정체성과

타자에 대한 인식’, ‘삶과의 연결’, ‘시각적 문해력과 고등사고능력’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V 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 내용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연구 목적에 따라 돌아봄으로써 의의를 도출해 보고 연구 특징과

4) 이상 거론되는 모든 연구현장의 인명, 기관명, 지역명은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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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에 의해 드러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연구를 마무리한

다.

4. 연구의 중요성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진 미술교육의 인문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인

문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및 가능성(이재영, 2014, 2017a, 2020; 정옥희,

2014, 2019; 진은정, 2018; 이은적, 2020) 교육내용(김정효, 2018) 교육방

법(김은주, 2019; 이재영,2017b)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인문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 연구임을 밝힌 것들이며 ‘인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인문소양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미술교육의 삶과의 연결

성, 성찰과 탐구, 자기 이해와 타인 공감 등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인문소양교육으로의 구체적 실행

을 통해 미술 감상교육 내에서 그러한 학습자의 자기 이해, 타인 공감, 삶

과의 연결성 등의 교육적 경험의 실재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즉, 연구는 현대 미술교육의 인문소양교육으로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

구 동향 가운데에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고안해 보는 것에서 나아가

교수-학습의 실행을 통해 과정과 결과에서 어떠한 교육적 경험이 일어나

는지 짚어보는 것이다. 이는 인문소양교육으로서 미술교육의 보다 실제적

인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고 선행연구가 주장하는 교육적 경험의 실재를

보여주는 사례로서의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 특히 질적 연구로서 개별 학

습자가 어떠한 학습 과정을 통해 인문정신 함양 혹은 인문소양을 기르게

되는지 그 과정적 경험을 밝혀보는 연구가 될 것이므로 교수-학습의 과정

에서 발견되는 교육적 의미와 한계, 보완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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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술교육에서의 비평적 에세이 쓰기

미술교육에서의 작품에 대한 언어 표현활동, 즉 감상 글쓰기와 비평에 대

한 부분이 학문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지만,

미술과 문학의 교섭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화 속에서 공감되어

왔다. 고트홀트 에브라임 레싱(Gotthold Ephraim Lessing, 1729-1781)

은 오히려 글과 그림에 서로 다른 감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그의

저서 『라오콘』에서 논하고 있다. 그가 서론에서 인용한 “회화는 말없는 시

이며 시는 말하는 회화이다”라는 시모니데스(Simonides, 556-468 B.C.)

의 말을 보면 미술과 문학이 매우 오래전부터 함께 향유되어왔음을 짐작

할 수 있다(Lessing, 1766/1968, p. ix).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의 옛 선조

들이 서화의 일치를 추구하며 글과 그림을 통해 정신을 수양하는 예술표

현을 즐겼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글과 그림이 함께 향유될 수 있는 것은

글(문학)에는 상상(像想)의 여지가 있고 그림(미술)에는 언어화 할 수 있

는 기호(icon) 의미들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술교육에서도 말과 글을 통한 시각의 언어화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하여왔다.(Parsons, 1987; Yenawine, 1991;

Feldman, 1994; 김연희, 2007; 김초윤, 2014; 김형숙, 2015) 그러나 직접

적으로 미술교육에서 언어 표현을 통한 학습이 활발해진 것은 1980년대

에 이르러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학문중심 미술교육(Discipline- Based

Art Education, 이하 DBAE)운동에 의해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DBAE

에 영향을 받아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감상과 비평의 중요성을 인지하

고 2011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 비평교육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

였다.(권준범, 2001; 김형숙, 2015) 그리고 이후 최근까지 미술교육에서의

언어 활용은 주로 감상과 비평영역에서의 작문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학문간 융합이 대두되면서부터는 융합 수업의 일환으로 미술-문학 융합

수업에서 미술 작문이 연구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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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고에서 제시하는 ‘비평적 에세이’는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미

술교육 흐름 속에 새로운 미술 작문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제시될 수 있

는가? 그리고 ‘비평적 에세이’가 가진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

여 논하기 위해 제 II장에서는 미술 감상교육에서의 비평 글쓰기와 ‘비평

적 에세이’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배경을 논

의하고자 한다. 우선 1절에서는 미술교육이론의 흐름 속에서 비평 글쓰기

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살펴본다. 또 ‘비평적 에세이’를

소개하며 앞선 논의와 비교하였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시한다.

이어서 2절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중심으로 미술교육

에서의 글쓰기 유형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하려는 글쓰기 활동이

어떤 유형에서의 접근이 될 수 있는지를 밝혀본다. 이를 통해 미술교육에

서의 ‘비평적 에세이’ 쓰기의 교육적 목적을 다른 글쓰기와 구분하여 본

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비평적 에세이’의 교육적 목적과 가치가 인문

소양 함양에 맞닿아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기존의 인문소양 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에 대한 논의 및 글쓰기 연구들을 검토해본다. 이를 통해 본고에

서 실행하는 ‘비평적 에세이’ 활동의 인문소양 교육으로서 가치에 대해 제

시하고자 한다.

1. 미술 감상과 비평적 에세이

근대의 초기 학교교육에서 미술교육은 창작 과정을 통한 미적 표현과 체

험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던 중 1980년대에 들어서며 미

국을 중심으로 학문중심 미술교육(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이

등장하였다.(Clark, Day&Greer, 1987)5) 학문중심 미술교육, 즉 DBAE는

기존의 미술교육이 학습자의 자유로운 창작을 통한 표현과 체험에 집중되

5)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는 국내에서 ‘학문중심 미술교육’으로 주
로 불리우나 ‘discipline’의 의미를 고려하였을 때 ‘학과중심 미술교육’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박정애, 1997) 이 때 ‘학과(discipline)’는 과학적 지식체계를 갖추고 경
계 지어진 지식 분야를 말하여 이러한 면에서 박정애(1997)는 DBAE가 모더니즘적
시각에 기초한 미술교육안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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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과 달리 작품 제작 영역 외 미술작품의 비평, 미술사, 미학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미술과의 고유한 학문 영역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미술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던 DBAE는

위 4가지의 영역(작품제작, 비평, 미술사, 미학)을 통합적이면서 체계적이

고 계열을 갖춘 교육과정으로 다루어 학문으로서의 미술교과를 강조하였

다.(Clark, Day& Greer, 1987) DBAE가 제시하는 미술작품 감상과 비평

학습은 교사가 중심이 되어 미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

을 얻는 데에 집중되었다(김황기, 2002). 이 때 미술비평 영역에서 미술작

품 감상 비평 글쓰기가 체계적으로 제안되었다. 비평 글쓰기에는 에드먼드

펠드만(Edmund B. Feldman)의 단계적 미술 비평방법이 활용되어 작품

을 묘사, 분석, 해석, 평가하는 순차적인 단계가 요구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작품을 평가하기 위한 글쓰기가 되었다.(박정애, 1997)

DBAE를 통해 미술이 학교교육에서 더 확장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

추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학과 중심, 교사 중심의 특성상 ‘제한적이고

비민주적인 개념들이 존재한다’, ‘지나친 단계적 구조의 강조가 고유하고

역동적이고 다양한 면을 가진 미술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김황기, 2002) DBAE에 영향을 받은 국내 미술교육에서

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미술비평활동에 대해 자세히 제시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펠드만의 비평 단계에 따라 학문 중심의 분석적이고 단계적

인 방법에서 글쓰기가 다루어져 왔다.(김형숙, 2015) 그러나 감상 교육에

서의 단계적 비평방법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는 것6)과 동시에 현대사회

의 다원적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해지며, 점

차 단계적 비평방법 대신 ‘탐구로서의 감상’에 주목하기 시작했

다.(Geahigan, 1998; 김연희, 2009; 김형숙, 2015) ‘탐구로서의 감상’은 작

품이 가진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고 감상자가 감상 과정에서 자유롭게 개

인적 반응을 가지며 감상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6) 김형숙(2015)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미술 감상영역의 평가사례를 살
펴보며 감상 비평 활동이 펠드만(Feldman)의 서술, 분석, 해석, 평가라는 단계 틀
로 제시되고 있으나 전문가 비평의 실제는 이러한 과정이 순서를 가지고 이루어지
기보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뿐더러 객관성을 위해 단계별로 제시되는 요소들은
감상자의 개인적 반응을 간과하여 획일적인 사고과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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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로서의 비평’을 강조했던 조지 게히건(George Geahigan)은 미술

비평이 미술작품의 창작 당시 문화적 맥락과 미술가를 고려하는 “맥락주

의 비평(contextualist criticism)”이 되어야 하며, 감상자의 개인적 반응

과 삶의 세계를 고려하는 “일기체적 비평(diaristic criticism)”의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Wolff & Geahigan, 1997, p. 125). 그는

DBAE에서 도입하였던 펠드만의 단계적 비평방법이 분명하게는 비평의

‘작업방식’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각과 반성이라는 실제적인 비평

에 대한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하였다. 또 그러한 표준적인 비평

방법이 모든 작품에 적용될 수 없으며, 작품의 관찰은 단순히 시각적 정보

에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작품의 배경 지식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맥락을 찾아보는 ‘탐구’의 과정을 거치며 학습자

는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된다고 보았

다.(Geahigan, 1996; 김연희, 2009)

그러나 게히건은 작품의 맥락에 대한 학습자의 자유로운 탐구에 중점을

두면서, 비평 글쓰기에 대하여는 다소 단순하게 ‘작품에 대해 이해하고 해

석한 것을 타인에게 전하는 목적’의 활동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게히건이 바라본 비평 글쓰기는 학습의 과정이기보다는 학습의 결과에 가

까웠다. 김형숙(2015)은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활동을 통해 다원적인 현대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음을 밝히면서도 비평적 글쓰기에 대하

여는 게히건의 시각과 다른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미술

감상 비평 활동에서의 글쓰기는 독자를 염두에 둔 비평가적 글쓰기가 아

니라 탐구 과정으로서의 글쓰기로 활용되어 “학습자 스스로의 발전과 자

기 교육, 즉 자기 창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형숙,

2015: p. 95) 그럴 때에 비평적 글쓰기는 감상자가 작품과 그 주변에 대

한 인식의 폭을 넓히면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하여 미술비평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비평적 탐구 과정으로서의 글쓰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평단계를

지켜 작성하는 유도된 글쓰기는 지양하면서도, 학습자가 충분한 탐구의 과

정으로서 글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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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는 글쓰기가 아닌 개별 학습자의 주관적 감상

과 비평적 탐구의 결과가 드러날 수 있는 창조적인 결론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이에 대하여 김형숙(2015, p. 96)은 “감상 글쓰기에 어떠한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지 어느 정도 제시되면서 동시에 미술작품의 맥락에 대한

학습자의 탐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미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미적 감수성 뿐 아니라 계속

해서 새롭게 생산되는 넘쳐나는 시각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감수성과 문해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 속에서 미

술 감상과 비평이 고정된 기준대로 감상하는 훈련이 아닌 감상자가 스스

로 탐구하며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

한 흐름이다. 그리고 미술 감상비평 교육은 다양한 시각문화 속에 담긴 현

대의 다원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맥락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

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 감상 및 비평교육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보다 다양

한 문화적 맥락, 즉 인문 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맥락적 차원에서 실천되어

야 한다(김형숙, 2015).

다양한 인문 영역의 맥락을 탐구한다는 것은 비평적 탐구로서의 글쓰기

가 인문소양 함양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

다. 여기서, 비평적 탐구로서의 글쓰기가 인문소양 함양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비단 미술 영역뿐 아닌 문학의 영역에서도 제기되는 내용이

다. 장지혜(2020)는 문학과 작문 교육에서 인문소양으로서 인성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7):

문학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이 ‘작가가 세상의 다양한 쟁점에 도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그 과정’의 수용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면, 작문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은 필자 스스로가 가치와 대

면하여 이를 자신의 것으로 새롭게 창출하는 과정을 경험케 하는 방

7) 장지혜(2020)는 ‘인성 교육’이라는 용어를 인간다움을 위한 교육, 인간성을 탐구하
는 교육의 의미로서 사용하며 인성교육을 인문학 교육과 연결지어 이해하였다. 따
라서 포괄적으로 본다면 장지혜가 논의하는 ‘인성 교육’을 문학 및 작문 영역에서
의 인문소양교육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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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어야 할 것이다(2020, p. 314).

특히 작문 교육에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가치와 대면하여

이를 자신의 것으로 새롭게 창출하는” 경험으로부터 온다고 보고 있다. 즉

문학 작품을 감상하거나, 그에 대하여 글을 쓰는 과정은 “세상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가치를 배우거나 스스로 새롭게 창출하면서 ‘가치의 내재화’

경험을 통해 인성 교육으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지혜(2020)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어과 인성 교육을 위한 작문 교육으

로서 ‘비평적 에세이(critical essay)’ 쓰기를 제안한다. 비평적 에세이는

“대상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고한 바를 주관적 이해와 평가에 기초하여 근

거와 함께 자유롭고 진솔하게 쓰는 글”(장지혜, 2020, p. 318)로, 대상에

대한 반응과 이해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관찰과 비평적 탐

구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 에세이의 형식으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타자

에 대한 이해’가 ‘자기이해’ 즉 자신의 삶에서의 성찰로 연결될 수 있다.

장지혜(2020, p. 312)는 기존 비평 글쓰기가 가진 문제해결중심의 교육방

법이 “수많은 전략과 방법적 지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기능 중

심”적 방법이며 때문에 “인간 자체, 혹은 (쓰기) 주체 자신에 대한 물음

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글쓰기 교육이 ‘비평’ 뿐 아니라 ‘에

세이’로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쓰기 교육의 기능적 가치에 인문적 가

치가 더하여진 “쓰기 주체의 주체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런 면에서 장지혜가 주장하는 ‘비평적 에세이’ 쓰기의 역할은 “언어 중심

의 인간의 성장을 목표로 하되, 기능의 확장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인식

의 지평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장지혜의 논지는 미술과의 감상 및 비평수업에서 비평적 에세이

쓰기가 가질 수 있는 교육적 역할과도 맞닿을 수 있다. 박정애(2009, p.

128)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개

념을 바탕으로 미술교육에서의 감상과 창작을 “텍스트 읽고 쓰기” 활동으

로서 해석하고 있다.8) 미술작품은 결코 삶에서 유리되지 않기 때문에 삶

8)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개념은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
한다. 저작물(literary work)을 텍스트(text)로 본다면, 상호텍스트성은 문학,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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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읽히고, 그것을 해석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쓰기 형태로 이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술교육에서의 ‘텍스트 읽고 쓰기’ 활동은 시각이

미지가 해석되고 개인의 이야기로 형성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 개인과 그들 세계의 개념을 확장시킨다.(Wilson, 2002)

미술 감상 비평교육에서의 ‘작품 해석’은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접근이 조금씩 변화하여 왔다. 초기 DBAE의 비평영역에서 ‘작품 해석’은

작품의 시각적 특징을 근거로 하여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도출된 작품의

의미와 평가로 여겨졌다.(김형숙, 2015) 그러나 점차 미술작품이 가진 배

경과 맥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며 감상자가 탐구를

통해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는 만큼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집중

하기 시작하였다.(Wolff & Geahigan, 1997) 또한 롤랑바르트는 ‘해석’에

대하여, 작품을 ‘읽는’ 행위 뿐 아니라 ‘쓰는’ 행위까지 포함된 활동으로

이해하며 작품해석을 감상자의 새로운 창작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박

정애, 2009) 그리고 브랜트 윌슨(Brent Wilson)은 작품해석을 통해 개인

적인 의미를 만들어가는 ‘쓰기’의 과정이 미술작품의 감상을 통해 미술교

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였다.(Wilson, 1994)9)

이상의 흐름을 살펴보면 감상교육의 초기에는 작품해석에 대해 객관성을

강조하였으나 점차 해석 과정에서 작품의 맥락이 가진 다양성에 집중하면

서 맥락을 다루는 감상자의 선택과 주관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미

술 감상과 비평이 학과 중심의 체계와 계열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더니즘

작품, 작곡 등의 모든 텍스트를 “단순한 한 저자의 작품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존재
한 여러 텍스트의 변형”이라고 본다.(박정애, 2009, p. 127) 이러한 점에서 롤랑
바르트는 미술이 여러 텍스트의 변형으로서, 즉 사회적 산물로서 삶을 통해 만들어
지기 때문에 미술 작품을 해석하는 행위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쓰기’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Barthes, 1975, 1977; 박정애,
2009)

9) 브랜트 윌슨(Brent Wilson)은 작품 해석의 과정이 학생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
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상을 통해 의미를 얻고자 하는 감상자의 목
적과 통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Wilson, 1994; Wilson, 전희원, 2009) 다만
작품 해석의 과정에서 오해나 편협한 이해, 바람직하지 않은 확대해석에 의해 작품
의 권리(창작 의도대로 해석될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작품을
그 자체로 본질적인 목적이 되게 하거나 단순히 수단으로 여기지 않아야 함을 강
조하였다.(Wilson, 전희원, 2009) 즉, 작품 감상을 ‘읽기’로 그치거나 ‘쓰기’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을 경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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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에서 벗어나 포스트모던 사회의 다원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

도록 변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미술교육에서의 ‘쓰기’의 과정은 주로 작품 창작의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박정애(2009)는 창작물에 대해 글을 쓰며 해석하는 것 또한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는 쓰기 과정으로서 이해한다. 이러한 면에서 본고는 미술작품

감상 비평을 위한 탐구 활동으로서 ‘비평적 에세이’ 또한 미술교육에서의

‘쓰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에세이’라는 점은 “쓰기 주

체의 주체다움”을 확보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텍스트 읽고

쓰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장지혜, 2020, p. 312)

특히 미술교육의 이론적 변화와는 달리 미술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단계

적 비평방법을 활용한 감상 비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비평적

글쓰기’의 한 방편으로써 ‘비평적 에세이’ 쓰기는 감상자의 주관적인 의

미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감상교육의 최근 이론에 대한 실천으

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평적 에세이’ 쓰기 활동이 현대사회의

인문교육적 가치를 지닌 미술 감상 비평 교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교

육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수업의 방법적 틀로써 활용하였다.

미술작품 또는 시각문화를 다양한 맥락에서 탐구하며 감상하고 그 과정

을 비평적 에세이로 써보았을 때 학습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감상 작품에 담긴 세계에 대한 해석과 만나며 확장될 수 있

으리라 가정해보며 구체적으로 어떤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학습자

의 개별 특성과 학습 과정을 관찰하며 의의를 도출해 보았다. 그리고 이

러한 활동이 인문소양 교육으로서 어떠한 실제적 가치와 한계가 있는지

짚어봄으로써 미술 감상수업에서의 글쓰기와 인문소양 함양의 실천적 가

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전에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비평적 에세이’ 쓰기 활동이 다른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난 미술교육에서

의 글쓰기 활동과 어떤 관계 혹은 구별점이 있는지 짚어봄으로써 본 연

구의 글쓰기 활동의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미술

교과 내 글쓰기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의 유형을 분류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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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교과 내 글쓰기 사례

미술교과에서 글쓰기 활동이 포함된 연구 사례는 대부분 감상과 비평 영

역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감상영역 안에서도 감상을 구체화하는 글쓰기,

감상 후 창작으로서의 글쓰기 등 그 활용의 목적이 다양했다. 또한 감상비

평 영역 뿐 아니라 창작과정에서 글쓰기를 활용하기도 하였고, 미학적 글

쓰기 등 미술과의 다양한 영역에서 글쓰기가 활용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래 [표 1]은 미술교과 내에서 글쓰기를 활용한 선행 연구를 주

제와 간략한 내용, 그리고 활용된 글쓰기의 유형을 분석해 정리하여 본 것

이다.

저자명 연구명 내용 글쓰기 유형

최현진

(2002)

글쓰기활동이

미술표현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초등학교

3·4 학년을

중심으로

- 초등학교 3, 4학년 시기에 자신

감을 갖고 주도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 미술교육의 일

환으로 글쓰기를 활용

- 창작 주제에 대한 글쓰기로 표현

부담 없이 상상한 후 창작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작품이 기억에 의

한 표현에 비해 도식화되지 않고

생동감 있게 하는 효과가 있음

창작 전

글쓰기

박영주,

노용

(2007)

비판적 사고력

중심 미술감상

비평 활동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쓰기와

감상능력에

미치는 영향

- 미술 감상비평에서 글쓰기는 사

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

동으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감상비평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연구 진행결과 감상비평 글쓰기

수업 후 글쓰기와 감상을 각각

평가하였을 때 글쓰기와 감상능

력 모두 향상됨

감상비평

글쓰기

[표 1] 미술교과 내 글쓰기 활용 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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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연구명 내용 글쓰기 유형

김형숙

(2008)

비평적 탐구:

비교문화적

맥락에서

미술비평과

감상교육

- 서양 중심의 이론과 교수학습방

법을 벗어나 한국의 다문화적 맥

락 속에서 가능한 미술비평 및

감상교육을 제시함

- 비교문화적 미술비평교육은 미술

에 대해 말하고 쓰는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비평적 사고능력을

길러주며 자신과 타인의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감상비평

글쓰기

박정애

(2009)

비평적 교수법:

삶의 텍스트

안에서의 의미

만들기

- 미술은 상호텍스트성을 가진 영

역으로, 미술교육과정의 핵심은

자신이 만든 이미지와 다른 사람

의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찾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삶에 대한 이

해, 문화 이해를 지향함

- 시각이미지를 해석하고 이와 관

련된 작품 활동 후, 두 작품의

연관성을 다양하게 찾아 그 안에

내재된 여러 의미를 서술해보며

미술의 의미 발견과 삶의 이해가

이루어짐

감상 및

창작 후

글쓰기

박성진,

신을연,

이계원

(2010)

창작을 통한

학습자의 동기화

신장과

미술-문학

통합예술교육의

연관성 연구

- 창작의 교육적 효과를 주목하여

예술 창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

는 ‘나’를 담은 고유한 스토리를

미술과 문학을 통해 창작해보는

교육과정을 소개함

- ‘나의 ID카드’, ‘나의 자서전’,

‘나의 방’이라는 주제로 각각 문

학수업과 미술수업을 거치며 글

쓰기를 통해 내적서사를 구현하

고 미술로 시각표현을 진행

창작 과정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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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연구명 내용 글쓰기 유형

김형숙

(2015)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감상영역의

변천과

미술비평방법론

개선방안

- 우리나라 미술감상교육의 변천사

를 살펴보고 기존 감상교육에서

이루어지던 단계적 미술비평방법

의 한계를 지적함

- 미술 감상 및 비평교육에서 학습

자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를 통해

구체화하는 인지과정이 글쓰기

교육을 통해서 가능함

- 미술 감상 글쓰기 교육은 인문학

적 영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맥락

적인 차원에서 실천되어야 함

감상비평

글쓰기

이민정

(2018)

미술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에

대한 미학적

접근방법

- 미술교육에서 미학은 학습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메타 학문적

성격의 탐구 영역으로 ‘미’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하며 감성적

앎과 깨어있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에 대한

논의는 추상적 개념이 삶의 현장

에서 드러나도록 하여, 절대적인

원리에 도전하면서도 타인과 존

중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세계에

참여하도록 함

미학

글쓰기

원정연,

김형숙

(2020)

미술을 통한

창의적 글쓰기:

미술-문학 융합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 들뢰즈와 가타리 (Deleuze,

Guattari, 1980)의 리좀 이론과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팀의 아츠

프로펠(Arts PROPEL)을 통해

미술관 미술-문화 융합 교육프로

그램을 분석해 봄

- 맨체스터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감상 후

창작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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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본 결과 미술교육에서 글쓰기 활동이 활용되는 경

우는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로, 미술작품을 감

상하고 비평하는 글쓰기로, 미술작품의 감상을 본질적 목적으로 둔다. 이

러한 글쓰기는 ‘감상을 위한 글쓰기’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로, 작품 창작

의 여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가 있었으며 ‘창작 과정 글쓰기’라는

이름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술 감상이 수단이 되어 글쓰기가 동등

한 창작으로서 미술과 융합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감상을 통한 글쓰기’로

분류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그림 1]과 같다.

감상을 위한 글쓰기

감상을 통한 글쓰기

창작과정 글쓰기

감상·비평 글쓰기

미학적

글쓰기

감상 후

창작 글쓰기

창작을 위한

글쓰기

창작과정

중 글쓰기

창작 후

글쓰기

[그림 1] 미술교육 글쓰기 연구 사례 유형

저자명 연구명 내용 글쓰기 유형

특징은 미술과 문학의 융합이 서

로 지식의 재인식을 돕는 형태가

아닌 그림과 글쓰기의 수평적인

창조활동이라는 점에서 리좀적임

- ‘미술을 통한 글쓰기’는 하나의

예술적 활동으로 창조적 글쓰기

과정일 때 학습자의 창의적인 질

문과 해결, 새로운 사고방식을

촉진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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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감상을 위한 글쓰기’ 즉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글쓰기의

경우 감상·비평과 글쓰기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언어적, 시각적 문해력

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포함되었다. 박영주, 노용(2007)의 연구에서는 글

쓰기 능력이 감상비평능력의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혀보았고,

김형숙(2008)의 연구에서는 비평적 사고능력을 기르기 위한 비교문화적

맥락의 탐구로서 미술감상비평 수업을 글쓰기 활동과 함께 제시하였다.

또 2015년의 연구에서는 비평적 글쓰기가 미술감상비평 교육에서 지금까

지의 획일적인 감상 방법을 극복하고 학습자의 감정과 생각을 구체화하

는 인지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김형숙, 2015).

둘째로 미술 창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과정 글쓰기’에서 최현진

(2002)은 창작 전 글쓰기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창작을 보다 도식적이지

않고 창의적이며 구체적이도록 돕는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고, 박

성진, 신을연, 이계원(2010)의 연구에서는 창작의 과정에서 미술작품 제작

과 글쓰기를 병행하며 문학과 예술이 결합될 때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내

적 서사를 구현해가는 데에 더욱 명료화가 가능하며 학습 동기를 강화하

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보았다. 그리고 박정애(2009)는 감상 및 창작 후

글쓰기를 통하여 텍스트를 읽고 다시 쓰는 미술의 비평적 학습이 삶에

대한 이해, 즉 문화 이해를 가능하게 함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서 글쓰기가 다소 미술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었다면 세 번째로는 글쓰기가 동등한 창작으로서 미술과 융합되는

‘감상을 통한 글쓰기’를 분류해 볼 수 있다. 원정연과 김형숙(2020)은 글

쓰기를 미술과 동등한 창조 활동으로 제시한 맨체스터미술관의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러한 동등한 창작으로서의 미술-문학 융합

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능케 하는 리

좀적 학습임을 밝혔다. 또 다른 경우로는 이민정(2018)의 연구와 같은

미학적 주제에 대한 글쓰기로, ‘미’라는 철학적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이

야기를 연결하여 풀어내는 글쓰기를 통해 메타 학문적 탐구로서의 글쓰

기 활동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작품과 시각문화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지식적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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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뿐 아니라 성찰적 질문과 공감을 통해 인문적 시선과 태도를 학습

하고자 한다. 이때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감상하며 시각적 감수성을 기르

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을 기대한다.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습 방법인

‘비평적 에세이’ 쓰기는 비평이라는 점에서 ‘감상을 위한 글쓰기’가 되지

만 에세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인 읽고 쓰기, 즉 해석이 담긴 새로운 창조

가 이루어지는 ‘감상을 통한 글쓰기’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글쓰

기는 ‘감상을 위한 글쓰기’이면서 동시에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탐구

할 수 있는 동등한 창작으로서 ‘감상을 통한 글쓰기’ 과정을 동시에 포함

하는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3. 미술교육의 인문소양 함양에 관한 연구

근대 학교교육의 역사 속에서 미술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미술의 교육 목

표는 시대의 요구 속에서 다양한 가치와 필요에 의해 중점 방향이 조금씩

변하여 왔다.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미술교육의 관점들을 아우르는 큰 틀

에서 궁극적인 미술교육의 추구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미술교육은 “인간

의 삶이 투영된 미술을 통해 인류의 전통과 역사 이해, 자기 성찰, 개인과

사회와의 조화, 그리고 사회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문소양의 함양에

기여해 왔다”(박주현 외, 2017, p. 17). 그렇다면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

술 교육의 인문적 가치, 인문소양 함양의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논의들이 존재해 왔는지를 살펴보자.

18세기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프리드리히 쉴러(Friedrich von

Schiller)는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혼란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

육적 방향으로서 ‘미적 교육’을 제시한다. 그는 『인간의 미적 교육을 위한

편지(Uber die a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einer Reihe

von Briefen)』(1792-1795 연속서간)를 통해 인성교육으로서의 ‘미적 교

육’의 가치를 강조하였는데, 특히 추구해야 할 인간상과 사회상으로서 ‘미

적 인간’, ‘미적 사회’를 제시하면서 미적 교육을 통한 사회 변혁을 주장하

였다(한국미술교육학회, 2003; 이화식, 2013; Schiller, n.d./2015).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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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술’을 실천하는 발도르프(Waldorf) 학교를 설립했던 20세기 교육사

상가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는 교육이 총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에 대한 근원적 이해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모태는 예술적 행위에

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전일균, 1998). 그

의 교육에 대한 시각에서 예술 행위는 “육체, 영혼, 정신의 세계에 대한

총체적이면서 통합적인 시각을 인간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전일균, 1998. p.204). 그리고 영국의 문학가이자 미술비평가, 예술교육

자인 허버트 리드(Hurbert Read)는 저서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1945)에서 예술 표현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개방함으로

서 인간 정신의 자유를 경험하고 나아가 사회적 합일과 사회 평화를 이

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Read, 1945/2007). 이상의 근대 예술교육 철학가

들의 논지에 대하여 김정효(2018, p.60)는 “인간의 미적 감수성을 함양하

고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며 인간다움을 갖춘 전인을 육성하여 이

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데 예술의 본질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

한다.

한편, 존 듀이(John Dewey)는 예술작품을 일상적 삶으로부터 고양된 경

험의 형식으로 보고, 이러한 예술품을 감상함으로서 미적인 지각 양식을

터득하고 다시 일상적 삶에서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나는 일상의 예술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김연희, 2008; Dewey, 1980/2003). 그리고 이러한

예술작품과 인간 의식의 교류인 ‘심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이 인

간의 전인격을 성장시키는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이라고 보았다(박주

현 외, 2017).

듀이의 ‘심미적 경험’ 개념에 기초하여 ‘심미적 교육(aesthetic

education)’을 제시한 맥신 그린(Maxine Greene)은 ‘심미적 교육’을 통해

“주체는 자신의 배경, 개인사, 경험 등에 기초해 예술작품을 의식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의 삶과의 관련성을 발견함으로써 예술과의 성찰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체의 비판 의식이 증대된다”고 보았다(박주현 외, 2017. p.

19; Greene, 2001).

또한 1980년대에 미국 미술교육의 방향에 큰 영향을 끼쳤던 학문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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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육(Discipline -based art education: DBAE)은 미술 고유의 영역

을 4 가지(미술사, 미술비평, 미학, 미술실기)로 보며 미술의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인문소양을 갖춘 시민성 함양을 추구하였으며, 시

각문화 미술교육(visual culture art education)은 미술교육에서 다루는

감상의 대상을 서양 중심의 순수 미술작품에서 더 포괄적인 사회 속 ‘시

각문화’로 범주를 넓히면서 시각문화의 탐구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사

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였다(김정효, 2018; 한국조

형교육학회, 2016).

최근의 연구 중에서는 앤더슨과 밀브란트(Anderson & Milbrandt)가 저

서 『삶을 위한 미술교육』(2005/2007)에서 미술작품은 정신과 감각, 문화

가 집적된 것이기 때문에 미술비평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타인

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하며 사회와 인간을 비평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미술교육에 대한 여러 논의들은 종합해보면, 미술교육에서 미술작

품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미적 인지능력 뿐 아니라 탐구의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을 이루도록 하며, 삶과 타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

에 대한 실천적 태도로 이어지게 하는 정의적 능력(혹은 태도)을 기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 밝

히는 것처럼, 인문소양이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인문소양 교육이라고 본다면 미술교

육활동 안에서 미술작품을 체험, 창작, 감상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인문

소양 함양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한혜정 외, 2015, p. 93)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미술교육의 인문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보다 집중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이루어진 인문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 실

천의 방향들을 점검해보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비평적 에세이’가 기대

할 수 있는 인문교육적 가치에 대해 논의해보자.

국내 학계에서 미술교육의 인문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는 다

른 연구 방향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오히려 미술 영역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문(人文)의 일부이며 미술을 체험, 표현, 감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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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역시 모두 예술을 통한 삶의 이해와 실천의 과정이라는 인문적

영역으로써 다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미술 교육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인문 교육에서 추구하는 문해력 향상, 인성 함양이라는 주제로 수행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직접적으로 미술교육의 인문교육적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짚어보는 선행연구들을 주로 다루어보며 미술교육

에서의 인문교육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이에 총 6

개의 선행연구를 추려 [표 2]에 게시 연도 순, 연구제목 순으로 제시하였

다. [표 2]의 연구들은 주로 미술교육의 인문교육으로서의 타당성, 가능성

을 살펴보거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학습요소 위계화와 실천 사례를 제

시하고 있다.10)

10) 이 중 허정임(2013)의 연구는 직접적으로 인문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바
람직한 인간상을 지향하는 것이 미술교육의 목표임을 제시하는 연구의 내용이
인문소양교육으로서의 인성 교육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 포함하였다.

저자명 연구명 내용

허정임

(2013)

예술교육의

목적으로서

도덕적 선에

대한 고찰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 예술교육은 상상을 통해 도덕적 ‘선’을 추구할

수 있음을 듀이의 경험이론에서 탐색해 봄

- 예술교육에서의 도덕적 선의 추구는 자유롭게

체험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로

이루어지므로 현대사회 창의인성교육에서의

미술교육의 목표는 도덕적 선의 추구라고 할

수도 있음

정옥희

(2014)

인문학적 접근

미술교육의

필요성과 실천

가능성

- 미술은 예술 창작의 과정, 예술가, 작품, 감상

자의 모든 관계 속에서 앎의 매개가 되어 사

회 속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기술을 길러준

다는 점에서 미술교육에 인문학적 접근이 필

요

- 인문학적 접근으로서의 미술교육은 특정 주제

[표 2] 국내 미술교육의 인문교육적 접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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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연구명 내용

에 한정되지 않고 자유로운 해석 과정을 통해

체험과 소통을 경험하며 예술이 가진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를 위

해 교사는 ‘가르치는 예술가‘로서 다양한 인문

학적 지식이 필요

이재영

(2016)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미술교육의 변화

모색

- 미술교육이 주제 중심의 교육에서 가치 중심

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

-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가치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가치’와 ‘삶의 이야기’에 초점 맞추어

‘희노애락 중심’, ‘스토리텔링 중심’, ‘과정과

탐구 중심’의 세 가지 수업 방안을 제시함

이재영

(2017)

디지털

프로세스폴리오

를 활용한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가치

탐색 사례 연구

- 초중등 현장에의 적용을 위한 선행적 연구로

예비교사 대상 창작수업 연구

- 창작은 ‘가치 탐색’, ‘작품 제작’, ‘실천하기(전

시)’의 세 과정으로 진행하며 모든 과정 중 성

찰을 위한 글과, 과정을 프로세스폴리오로 제

작

- 디지털 프로세스폴리오 방식의 제작 프로젝트

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고 삶의 가치를

고민하는 활동의 심화과정이 될 수 있었으며

실험적 조형 탐구의 자발적 추진이 가능했음

김정효

(2018)

초중등 미술과

인문소양교육

학습요소 선정

및 위계화

- 현 시대의 학교교육은 경쟁 체제에서 인간다

움의 본질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요구됨

- 인문소양교육으로서의 미술 학습주제와 학습

요소를 선정하고 학교 급별로 위계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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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표 2]의 연구들을 보면 미술교육에서의 인문교육을 다루는 선행

연구는 거의 모든 연구가 삶을 위한 실천적인 인문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주로 삶 속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탐구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히는 등 인문소양을 함양하는 방향이거나, 인간성을 이해하고 인간다

운 삶을 지향하기 위한 인성교육의 방향으로서 제안하였다. 또한 다수의

저자명 연구명 내용

- 인문학 지식을 통한 학습보다는 인문학적 태

도에 집중하여 미학적 학습 주제들을 선정하

였고 이를 통해 ‘미’에 대한 덕목을 이해하는

것은 인문소양 함양에 이르는 중요한 경로로

봄

진은정

(2018)

예술가의 창작과

일상 탐구를

통한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접근

- 한 예술가의 창작과 일상을 탐구하며 예술가

의 창작세계는 일상생활세계를 토대로 분출되

는 세계임을 포착

- 예술가가 창작 과정 중 일상의 낯설음을 포착

하고 길을 찾는 저항적 움직임을 보였던 것처

럼 미술교육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상생활

세계에 주목할 것을 제안

이은적

(2020)

인문학으로서의

미술(교육),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가치

탐색

- 그동안 미술교육에서 인문학적 가치를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검토함

- 이를 통해 미술의 인문학적 가치를 다섯 가지

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다섯 가지의 관점별 내용을 구현하는 질적인

수업 설계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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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접근이 미술을 둘러싼 삶과 다양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미술교육에서의 인문

교육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실천적이고 맥락적인 방향에 집중하는 것은

표현중심 미술교육과 학문중심 미술교육(Discipline-Based Art Edu-

cation, DBAE)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왔던 과거의 미술교육에서 드러난 한

계점을 보완하고 그간 발휘될 수 없었던 미술교육의 잠재적 가능성을 제

안하기 위함일 것이다.

특히 위 선행연구들 중 김정효(2018)의 연구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서 공

표한 ‘인문소양교육’의 증진을 위해서 초·중·고의 인문소양교육을 위계화하

고 각 학교 급별 학습 주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학습 주제의 위계화를

통해 인문소양교육이 어떻게 심화되고 학생들의 발달 양상에 부합하는가

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는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접근을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김정효

(2018)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교 급별 심화 수준을 고려하고자 하여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아래 [표 3-1]는 김정효(2018)의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미술과 인문소양교육의 학습 주제와 내용이다.

영역 구분 주제 내용요소

미술

미술과

미적 체

험

1. 다양한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적 대상에 대

해 나는 직관정, 정서적,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

하는가? : 미적 대상의

발견과 반응

⦁다양한 공간에서 미적 대상의 특징

발견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과의

관계 탐색 및 반응

⦁생활 속 미술에 담긴 인간의 모습과

정서 탐색

⦁미적 대상에 대한 직관적, 정서적,

감정적 반응 묘사

2.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 미의 문제

⦁다양한 맥락의 미술 탐색과 ‘미’에

대한 주관성, 상대성, 다양성 이해

⦁자신과 타자의 미적 인식 비교

[표 3-1] 미술과 인문소양교육 학습 주제(김정효, 2018,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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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분 주제 내용요소

미술과

정체성

3. 나는 누구인가? :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내면세계 탐색 및 발견

⦁자신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 탐색 및
발견

⦁다양한 관계를 넘어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 탐색

4.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시

대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

였는가? : 작품에 투영된

개성적, 시대적, 사회문

화적 맥락

⦁미술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 개성적,

시대적, 사회문화적 배경 탐색

⦁미술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 문제의

식, 시대적, 사회문화적 관점 탐색

⦁작가의 정체성 및 시대적, 사회문화
적 관점의 표현방식 탐색

5. 미술 문화는 나와 공동체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 미술 문화와 나,

공동체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한 미술 문

화 탐색

⦁미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체

와 소통하는 방법 탐색

⦁미술 문화가 나와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탐색

미술과

인문학

적 가치

6. 미술이 지닌 시대적, 지

역적, 조형적 특징과 인

문학적 가치는 무엇인가?

: 미술 문화의 다원성과

인문학적 가치

⦁다양한 배경을 갖는 미술 작품 감상

을 통해 인간의 정서, 사건 등 탐색

및 질문하기

⦁미술 속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쟁점
에 대한 다양한 견해 탐색 및 이해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세계 미술 문
화의 다원성 간 관계 탐색

⦁세계 미술 문화에 나타난 인류애 및
공감 탐색

미술과

참여

7. 미술을 통해 사회 현상과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

안은 무엇인가? : 나와

우리의 사회 참여

⦁자신과 세계의 미적 가치를 구현하
는 미적 조화와 창조 방안 모색

⦁미술과 다양한 분야와의 융함 사례
및 방안 모색

⦁사회 현상과 문제 해결을 위한 미술
의 활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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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의 감상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이 중

고등학교 수준으로 제시하는 학습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다음

[표 3-2]는 위 표의 내용을 학교 급별로 분류한 것 중 굵은 글씨로 표시

한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주제와 내용 요소들만 추려낸 것이다.

김정효(2018)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고등학교 미술교육에서의 학습 주제

를 참고하여 본다면 첫째로, <미적 체험> 영역에서 단순히 미적 대상의

특징을 발견하고 탐색과 감상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상에 담긴 ‘미’의

주관성, 상대성,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미적 인식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로, <미술과 정체성>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이

해하고 조화를 위한 방법을 탐색할 수 있으며, 미적 대상의 배경을 탐색

하였다면 그것이 미적 대상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연결 짓는 것까지 가

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로, <미술과 인문학적 가치>의 영역에서 미

술 속에 담긴 사회문화적 쟁점의 다양한 견해를 이해하고 미술문화가 현

영역 구분 내용

미술과 미적 체험

⦁다양한 맥락의 미술의 탐색과 ‘미’에 대한 주관성, 상대성, 다
양성 이해

⦁자신과 타자의 미적 인식 비교

미술과 정체성

⦁자신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 탐색 및 발견

⦁다양한 관계를 넘어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 탐색

⦁작가의 정체성 및 시대적, 사회문화적 관점의 표현방식 탐색

미술과 인문학적

가치

⦁미술 속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견해 탐색

및 이해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세계 미술 문화의 다원성 간 관계 탐색

⦁세계 미술 문화에 나타난 인류애 및 공감 탐색

미술과 참여

⦁자신과 세계의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미적 조화와 창조 방안

모색

⦁미술과 다양한 분야와의 융함 사례 및 방안 모색

⦁사회 현상과 문제 해결을 위한 미술의 활용 방안 모색

[표 3-2] 고등학교 수준의 인문소양교육 학습 내용(김정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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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회의 다원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미술문화에 인류애와 인

류에의 공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

로 <미술과 참여> 영역에서는 창작을 세 가지 방향을 고려하여 시도해

볼 수 있다고 기대하였는데, 자신과 세계의 미적 가치를 조화를 이루며

구현하는 방향, 다른 분야와 융합하는 방향,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

향이다.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내용을 초·중등학교 수준과 비교했을 때, 체험·감

상·표현이라는 미술과의 전 학습 과정에서 보다 더 ‘관계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일 수 있으며, ‘다양성’을 발견하여 활용할 줄 아는

심화된 수준을 기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심화 수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단순한 특징 탐색을 넘어 미적 대상을 자신, 작가, 사회와 적극적으로 연

결시키는 탐구적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심화 수준의 학습요

소를 다룰 때에는 탐구 과정에서 미적 대상이 가진 가치를 다양한 영역

과 연결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위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의 인문소양 학습 내용은 미술 창작에

서 실천되기보다는 미적 체험, 감상·비평, 또는 창작을 위한 계획단계, 창

작 과정에서의 언어적 성찰, 창작 후 피드백 혹은 감상단계 같은 비(非)

창작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내용이다.11) 이는 교육

에서의 인문적 접근이 인문 텍스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읽기-쓰

기의 능력과 직결되는데, 미술창작의 순간은 재료의 탐색과 표현기술 활

용 등 실습을 위한 능력이 크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비록 미술창작의 과

정에서 매체를 활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 또한 인문학의 기초가 되

는, 행위와 경험에 기반을 둔 ‘극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의

11) 여기서 ‘비(非)창작과정’이라는 표현은 미술교육 활동 중에서도 작품을 직접 제작
하는 순간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일컬은 것이다. 예를 들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에서도 제작을 위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과정, 제작 과정 중 주제표현의 적절함을
점검하기 위해 피드백 하는 과정, 제작 후 감상하거나 평가하는 과정 등은 시각표
현 기술을 활용한 감각적 활동보다는 사고와 언어화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비
(非)창작과정’이라고 보았다. 비록 이러한 과정 또한 ‘창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
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직접적인 제작 활동을 ‘창작’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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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시각매체를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이 능숙하지 않은 고등학교 수

준에서 인문소양 함양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감상, 비평 수업을 활

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이은적, 2020).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학습자들의 경험이 인문소양 함양으로서의 미술교육에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창작활동이 포함되지 않은 미술 감상과 비평의 과정으로 연구

범위를 국한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자 하였으며 개별 학습

자가 자신의 사고를 보다 명료화하여 미술작품과 시각문화 텍스트를 보

다 깊게 다룰 수 있도록 글쓰기 활동을 연계하였다.

다음 제 III 장에서는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감상 수업에서 비평

적 에세이 쓰기 활동을 어떻게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는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계획과 함께 연구 실행의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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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현장 및 참여자

가. 연구 현장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자가 소속되어있는 경기도 소재 대안학교인 ‘하나학

교(가명)’로 선정하였다. 하나학교는 중등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2009년도에 개교하여 현재까지 7회의 졸업생을 배출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비인가 종립 대안교육기관(religious alternative school)이

다.12) 경기도 소재 대도시에 위치하지만 학교에 인접한 곳은 아직 아파트

나 상권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 통학을 위한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따라서

주변이 한산하며 조용한 편이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지

원이 없어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 및 상류층 학생들이 일반

공립학교에 비교하여 많은 편이다.

하나학교를 연구 현장으로 선정한 것은 연구자가 현장에 접근하기 쉽다

는 점과 함께 국가교육과정 수준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도 다양한

교사 재량의 교수학습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이었다.

하나학교에서 연구자는 1년 동안 강사로 출강하며 학교에 필요한 교원

인력으로써 도움을 주면서 연구 진행시에는 정규 교과목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프로그램 외에도 1년 동안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과 실제

적인 생활환경에서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다. 반면에, 연구 프로그램이 학

교의 정규 교육과정 내에 있는 선택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이루어지기 때문

12) 학교로서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이기에 ‘학교’라고 칭하는 것은 정식 명칭
이 될 수 없으나 ‘학교에 준하는 행정과 교육과정’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기에 이하
에는 편의상 ‘하나학교’라고 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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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 교과목의 1년 교육과정 흐름에 녹아들어야 하며 단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연구수업 내용은 사

전, 사후 수업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전 교과

과정과 이어진 맥락 안에서 연구수업 및 참여자들의 교육적 경험을 분석

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가 될 수 있다.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수업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명이 참여하는

전공 선택수업 <미술심화>로, 1년 4분기의 수업 중 ‘가을학기’13) 수업을

연구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수강신청을 통해 모집 과정을 거친 뒤 프

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되었던 <미술심화> 교과목

은 전공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선택교과로, 자율학습시간 중 전공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추가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들 중 하나이

다. 필수교과 혹은 전통적으로 필수코스로 인식되는 교과목이 아니기 때

문에 교과목 내 커리큘럼이 매년 다양하게 실시되어왔다. 이러한 수업

특징상 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미술심화> 교과

목 가을학기(3/4분기) 수업을 연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다만 수강신청이 종료되고 수업이 시작된 후 모집을 하는 경우 학생들의

연구 참여에 대한 부담과 참여 거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므로 수강신청기간(8/23~9/3)에 가을학기 수업운영에 대하여 연구 프로그

램이 진행됨을 밝히고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가 수강신청을 하는 형태로

모집하였다. 수강신청 및 취소는 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학기 중에 이루어

지기도 하며 보통은 4분기로 구분된 학기를 기준으로 선택 및 변경한다.

만일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가을학기 동안 다른 선택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거나 자율학습을 하거나 혹은 수강 신청하여 불참 의

사를 밝히고 수업만 듣는 등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므로 학생들의 참여

여부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연구수행기관과는 가을학기

운영을 위해 여름방학 중 연구에 대해 구두로 소통하였으며 학기 시작과

함께 서면으로 허락서를 받았다. <미술심화> 수업은 하나학교 미술과 A

13) 하나학교는 1년 교육과정이 4/4분기로 이루어지며 각각 ‘봄 학기’, ‘여름 학기’,
‘가을 학기’, ‘겨울 학기’로 진행된다. 가을학기는 여름방학 직후 8월 마지막 주부
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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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으로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코티칭(co-teaching)의

형태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연구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을학기 기간

동안 교수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수강신청 기간 동안 가을학기 <미술심화> 수업 내에서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됨을 안내하여 수강신청과 함께 모집하였다. 다만 수강의 자유를 위

해 수업만 듣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함께 수강 신청하도록 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

연구는 ‘미술 감상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비평적 에세이’가 가진

인문교육적 가치를 밝혀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현장 적용해보는 것이기 때

문에 이에 적합한 현장과 연구 주 참여자의 연령을 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연구현장과 잠정적 참여자를 하나학교 <미술심화>교과목 수강

학생으로 고려하기까지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연구현장의 선정은 연구자의 접근성과 연구진행의 자율성 면에서

크게 고려되었다. 연구현장은 비인가 종립 대안교육기관이지만 국가교육과

정에 준하는 수준의 커리큘럼, 학년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연구자가 일반 고등학교와 유사한 환경이면서도 자유롭게 커리큘럼

을 설계하고 진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주어진다. 또 근무하는 강사라는

점은 현장과 참여자에 깊숙이 다가가고 질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용이할

수 있다. 다만 연구 진행시 자료의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 내부 관계자가

아닌 연구자로서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는 과제가 있었다.

둘째, 인문학으로서의 미술은 미술교과를 단순히 기술적, 지식적 수준을

넘어서 성찰로서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미술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고려

해 본다면 기초와 기초 응용을 배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보다는 심

화 과정인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학습의 결과를 밝혀보는

데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14) 또한 탐구로서의 학습이 가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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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교사가 충분한 개별적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소규모 학습 환경이 필

요했다. 따라서 학교 내 교과목 중 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선택수업인

<미술심화> 교과목과 이를 수강하는 학생을 잠정적 참여자로 선정하였

다.15)

셋째, <미술심화> 수업은 국가교육과정에서 구분하는 고등학교 과정 미

술과 교과목 중 주로 중점학교에서 운영하는 선택과목인 ‘미술창작’과 ‘미

술 감상과 비평’이 통합된 형태의 수업으로 전공을 탐색하는 학생들이 주

로 수강한다. 따라서 세 번째 연구 목적, ‘예비 전공학생의 기초소양교육

으로서의 필요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 참여자를 선정하면서 주 참여자들의 활동과 연구

결과를 보다 질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미술

심화> 교수자인 미술교사 A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이상 선정기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참여자 범위를 고등학생, 심화교과 내

전공 탐색 중인 학생들로 좁혔으며 연구수업을 교과목 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정된 수업 안에서 참여가 이루어졌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정

및 제외의 기준이 수업 참여 여부에 의해 우선 결정되었다. 이후의 제외기

준은 연구 참여 동의여부 및 참여도에 두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들은 모두 연구에 참여자로 함께하며 수업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학습 과정과 결과를 수집하고, 학습 경험과 한계점

을 관찰, 분석하였다. 다만, 수업 출석률이 저조하여 9차시로 진행되는 연

구수업 중 2회 초과(수업의 1/4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혹은 참여 성실

성이 부족하여 참여 및 준비가 미흡한 경우16) 연속되는 활동의 흐름을 이

14)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서는 고등학교 미술이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미술 활동을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융합을
통한 심화라는 목표는 이재영(2020, p. 19)이 인문학으로서의 미술교육을 위해서
“분과적인 접근보다는 타 교과나 삶과 통합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에서 강화될 필
요가 있다”고 한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

15) 다만 여기서 교과목 명의 ‘심화’는 미술에 대한 심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연구에서
고려한 ‘심화’가 학습 단계로서의 심화인 고등학교 과정을 가리키는 것과 조금 상
이하다. 그러나 <미술심화> 교과목을 수강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미술의
심화 과정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이제 막 진로를 정하고 심화과정을 선택한 학생
들로서 미술에 대한 학습 의지는 많으나 심화된 학습수준은 아님을 밝힌다.

16) 학교에서 제시되는 수행평가 항목 중 ‘수업태도’ 루브릭에 근거하여 ‘C’ 이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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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따라가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연구결과 분석 과정에서

이를 제외기준으로 두고 진행하였다.

목표 연구 참여자 수는 최소 4명부터 최대 10명이었다. 참여자 수 산출

은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될 수업에서 원활한 토의와 깊은 탐구가 이루

어지도록 소규모의 모둠 구성이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교사의 개별지도

와 조력자의 역할이 가능한 범위여야 함을 고려한 부분이었다.

비판적 성찰에까지 다다르는 것이 미술교육에서 가능한 인문교육이라

면, 지식 습득을 넘어 그러한 탐구와 성찰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학생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학습과정을 내면화할 수 있는 환경

이 주어져야 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돕는 조력자가 되

어 학생의 지식이 다양한 영역과 연결,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탐구라는

리좀적 과정 속에서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박정

애, 2016). 이러한 예상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공통교과 수업처

럼 한 학급 단위, 평균적으로 10명을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상황은 연구

진행이 불가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된 프로그램 수강인원은 7명이었다. 처음

수강신청 인원은 8명이었으나 1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의 과정에 함께

하지 못하고 이후 출석도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에서 제외되었으며 7명의

참여자에게 연구 설명과 함께 참여 동의를 받게 되었다. [표 4]는 연구에

참여하는 최종 참여자들의 성별과 이름(가명)이다.

이름(가명) 성별 이름(가명) 성별

1 구민주 여 5 윤이루 남

2 김정구 남 6 이 원 남

3 엄준식 남 7 정다연 여

4 이다나 여

[표 4] 연구 참여자 명단

받는 경우로, 총 수업 준비 및 태도에 대한 경고 4~5회 누적의 경우에 해당한다.
수업 중 학생평가는 연구자가 아닌 교과목 담당교사가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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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절차

연구의 전체적인 수행은 연구 주제에 대한 배경 검토, 연구수업 설계, 수

업진행 및 참여관찰, 수업종료 후 면담, 수집자료 분석, 결론 도출의 과정

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배경 검토를 위해 본 논문 II 장에서 미술 감상교육의 흐름과 그 안

에서의 ‘비평적 에세이’ 쓰기의 교육적 의미를 짚어보고 미술교육으로서

‘비평적 에세이’의 방향을 분류하여 본 뒤 교육적 의미 가운데서도 인문소

양 함양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짚어보았다. 이어서 III장에서

는 이와 함께 연구현장으로 선정한 하나학교 및 <미술심화> 교과목과 연

구 참여자인 <미술심화> 수강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고려하

여 이후 본 연구수업의 학습 기대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프로그램

은 기대목표에 적합한 설계이론 및 교수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교육과정

을 설계한 뒤 현장 교사의 검토를 받아 진행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는

연구의 윤리적 운영을 위한 심의 승인 및 연구현장의 서면허락 후 진행하

였다.

연구수업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2차시의 수업으로 1차시당 2교시(90

분), 기간은 2021년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중 진행하여, 총 9차시로

구성되었다. 연구수업을 시작하기 1주 전 학생들에게 연구를 설명하고

수강신청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이후 동의서를 받고 수업 참여

자를 확정하였다.

연구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강의와 동시에 수업 중 실습현장을

참여관찰 하였다. 관찰한 현장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수업현장과 수업

전후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주변 교내 공간으로, 관찰한 내용은 매 차시

수업마다 간단한 상황 메모로 적은 뒤 수업이 종료된 후 보조 자료로 확

보한 수업 녹음을 참고하여 이를 토대로 참여관찰일지로 작성하였다. 또

한 참여관찰 공간을 보여주는 사진을 소량 촬영, 수집하였다. 사진의 경

우 참여자가 사진에 드러나는 경우 식별이 어렵도록 블러(blur)처리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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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종료된 후에는 참여자들과 개별 면담 약속 시간을 잡고 1 대 1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수업이 진행되었던 미술실에서 진행하여, 참

여자당 1회, 약 15분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의 주요 내용은 수업을

마친 후의 소감과 참여자가 스스로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발견했는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대화로 이루어졌다.

면담 종료 후 연구의 최종 자료는 수업 과정의 참여관찰일지, 참여관찰

공간 사진, 참여자의 수행과제물, 사후 인터뷰 녹음 전사본으로, 수집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연구 참여자들의 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심층적 분석

을 시도하였다. 특히 실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연구현장

과 개별 학습 특징 등 참여자를 둘러싼 맥락적 요소들을 인지하고 그 안

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 가

능한 최대한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는 특정 교과목 안에서 참여자 모두에게 동일한 활동으로 이루어지

는 범주가 분명한 단일사례로 진행되지만, 그 안에 개별 참여자는 각자의

학습수준, 개인적 상황과 동기부여 정도가 다르므로 참여자의 맥락에 따

라 어느 정도 세부 분석단위를 가질수록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럴

때 연구가 비록 소규모의 특정 사례임에도 이론에 대한 사례로서 여러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의미가 도출되리라 생각해본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단일-내재 사례로서 분석하고자 하였다(Yin, 2003, 유기웅 외, 2018

에서 재인용).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 중 학습자가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어떠한 반응과 결과를 보여주는지 변화를 주목하기 위한 과정 분석

(coding for process)과 학습자가 교수학습 경험을 어떻게 내재화하고 이

해했는지 결과에서 의미를 추적해볼 수 있도록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수집하고

코딩 과정을 거쳐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이후 IV 장에서 자세히 밝혀

보기로 하며 먼저 다음 절에서는 연구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에 대하

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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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가. 프로그램 개발

앞선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미술교육에서의 인문교육적 실천으로

서 ‘비평적 에세이’쓰기 활동을 통한 미술 감상 수업을 고려해 볼 수 있었

다. 실제 적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까지는 이를 연구현장의 상황과 연구

참여자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맞는 설계

방법을 검토하여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림 2]는 연구 프로그램 개

발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연구 문제 제시

학습 목표 설정 학습자 특성 및 요구학교 교육과정

교수설계방법 검토

학습 문제 설정

학습도구 설계 차시별 수업 설계

감상 작품선정 수업 지도안 및 활동지 작성

[그림 2] 프로그램 개발 과정

(1) 학습 목표 설정

하나학교 <미술심화> 수업은 국가교육과정 고등학교 미술과 교과목 중

‘미술창작’과 ‘미술 감상과 비평’이 통합된 형태의 수업이다. 한 주에 2회

의 수업으로 1회당 90분의 블록수업이 이루어지는 교과이며 1년의 수업

계획을 구상하는 담당 교사의 재량에 의해 ‘미술창작’과 ‘미술 감상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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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기별로 교차 학습하거나, 주차별로 영역별

학습 요일을 나누어 차시별 교차 학습이 이루어진다. 2021년도 <미술심

화> 담당 교사인 A교사는 분기별로 학습내용을 나누어 봄, 가을에 ‘미술

감상과 비평’, 여름, 겨울에 ‘미술창작’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커리큘럼을

계획하였다. 연구자는 학교의 강사로 재직하며 커리큘럼을 구상하는 데에

의견을 나눌 수 있었기에 연구 수행을 염두하고 A교사와 수업 흐름을 논

의하였다. 1년의 과정 중 감상과 비평 학습이 단계적으로 심화될 수 있도

록 봄 학기에는 미술작품의 시각적 감상 훈련을 하고 가을 학기에는 작품

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심화된 감상, 비평 학습을 하는 것을 제안하였

고 이를 적용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학교의 허락하에 가을 학기 심화 감

상, 비평 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구 프로그램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

었다. 2021년도 <미술심화> 커리큘럼의 큰 흐름은 아래 [그림 3]과 같

다.

감상:

시각적 해석

심화감상:

비평적 에세이

감상연계

미술창작

감상연계

미술창작

1학기 2학기

[그림 3] 2021년도 하나학교 <미술심화> 커리큘럼 흐름도

1학기 <감상: 시각적 해석> 수업을 선수학습으로 계획한 것은 2학기에

진행할 연구 프로그램의 ‘비평적 에세이’ 활동이 가지는 특성상, ‘에세이’

라는 낯선 감상 방법을 통해 주관적 해석을 이해하는 데에 시간을 충분

히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2학기에 ‘에세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한

다면, 1학기에는 우선 비평을 충분히 해보되 작품의 맥락보다 우선하여

시각적인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적 관찰, 분석, 해석에 집중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커리큘럼 흐름을 통해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2학기에

는 감상의 맥락적 차원과 주관적 해석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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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또 <미술심화> 교과목 특성상, ‘미술 감상과 비평’ 영역의 수업은 ‘미술

창작’과 연결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통합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

가 자신의 창작 관심 주제와 연관된 감상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여 감상

및 탐구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고려하였다. 수강 신청 대상인 하나학교

고등학교 2학년 미술 전공 선택 학생들은 학습수준의 스펙트럼이 넒은

편으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문제와 도구를 이해하고 활

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단계적 학습이 필요했다.

한편, 본 연구의 연구 문제인 ‘미술 감상교육의 인문소양교육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비평적 에세이’ 활동을 적용해보면서 기대하는 효과는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

고 비평하는 과정을 통해 감상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인문 지식을 습득

하고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평적 에세이’ 활동은 게히건이 주장한

맥락주의적 비평으로서 탐구를 강조하는 미술 감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

로 다만 글쓰기를 탐구의 과정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으로,

‘비평적 에세이’ 작성을 위해 먼저는 시각적 감상과 리서치를 하는 과정

에서 맥락적 탐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미술작품과 이를 둘러싼 관계

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기대한다.(Geahigan, 1996) 또한 ‘비평’과 ‘에세이’

라는 연속된 글쓰기 활동 역시 탐구로서의 글쓰기가 되어 주관적인 해석

을 통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김형숙, 2015; Wilson,

2002)

두 번째로 에세이를 쓰는 과정을 통해 감상을 자신과 연결해보며 공감하

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인문적 태도, 인문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평적 에세이’는 활동의 특성상 탐구와 성찰의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자신, 삶, 작품, 그리고 작품을 둘러싼 이 외의 다양한 영역을

연결 짓는 사고과정을 통해 풍부해지면서 김정효(2018)가 제시한 인문소

양교육으로서의 학습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미에

대한 자신과 작품 속 인식을 비교하거나, 작품을 통해 자신과 세계와의 관

17) 다만 2학기에 새롭게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수학습경험이 없으므로
수업 중 간단하게 시각적 감상비평방법에 대한 소개 겸 복습이 이루어져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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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이해하거나, 특히 전공자로서 미술이 가진 인문적 가치를 돌아보고,

참여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함께 여러 차시에 걸친 단계적 학습을 거친다면, 기술적

으로는 ‘비평적 에세이’를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습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

다.

학습 목표

1. 미술작품을감상하고작품을통해자신을돌아보는비평적에세이를작성할수

있다.

2. 미술작품을 다양한 지식, 분야와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다.

3. 미술작품을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표 5] 연구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

(2) 교수설계방법 검토

위와 같은 학습 목표 설계 후 목표에 맞는 교수설계방법을 검토하였다.

연구 프로그램은 인문 지식을 습득하고 인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탐구와

성찰의 과정을 작품 감상 및 비평적 에세이 쓰기 활동으로 실천하고자 한

다. 이러한 탐구와 성찰적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 주도적 학습보다 자기 주

도적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학습 설계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필요했

다. 구성주의적 접근으로서의 교수학습설계는 직접적인 교수보다는 학습자

들이 스스로 개인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해가는 것을 학습이

라고 보며 그러한 학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발하는 것을

설계의 목적으로 본다(박성익 외, 2012).

또한 감상을 시각적, 맥락적 측면을 모두 살피며 이루어지면서도 자기주

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감상 대상에 대한 맥락 정보들을 찾

아보며 감상을 주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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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vist Learning Environment: CLE) 설계 모형(Jonassen,

1999)을 참고로 하여 자원기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구성주의 학습환경(CLE)을 설계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의 환경을 설계할

것으로 구분한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1) 학습의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

(또는 학습문제)와 2) 이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해결을 도울 자원 환경

들, 3) 그리고 자원을 활용하도록 돕는 교수 활동을 설계할 학습 환경으

로서 제시한다(Jonassen, 1999; 박성익 외, 2012; 재인용). 그리고 세 가

지의 학습 환경 중 어떠한 환경에 보다 초점 맞출 것인가에 따라 학습형

태를 구분하고 있다.18) 이러한 구성주의 학습 환경의 설계 중 본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자원의 제공과 활용에 초점을 맞춘 자원기반학습으로서

설계에 접근하였다. 즉,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감상에 필요한 만큼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학습도구를 제공하며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정한 만큼의 탐구활동과 이를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습한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연구 설계를 위해

자원기반학습의 요소를 크게 ‘학습문제 제시’, ‘학습자원 얻기’, ‘학습 수

행’이라는 세 과정으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3) 문제 설정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 즉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경험을 구성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하는 것

은 ‘학습문제’를 설정하는 것이다(박성익 외, 2012). 본 연구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는 미술작품(혹은 시각문화)을 감상할 때 다양한 지식, 분야와

연결 지어 해석해보고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다르게 말하면 미술작품(혹은 시각문화)을 다양한 방

법을 활용해 풍부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18) 박성익 외(2012)는 구성주의 학습의 유형을 ‘학습문제 제시’에 초점을 맞춘 문제
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Project Based Learning: PBL), ‘학습자원’의
획득과 적극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춘 자원기반학습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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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감상 태도보다 성장한 시각으로 삶을 이해하고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즉, ‘성장한 감상’ 태도를 기대한다. 따라

서, 프로그램의 학습 문제는 ‘나의 감상에 성장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된

다. 자연스럽게 첫 차시는 학습에 대한 문제 상황 인식과 동기부여를 위

한 ‘자기 감상태도 발견’의 과정이 필요해진다.

(4) 차시별 수업 설계

문제 상황을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각 차시의 학습 단계가 마련된다. 연구

프로그램은 크게 1) ‘나의 감상의 성장’이라는 문제 상황을 경험하기, 2)

문제 제시하기, 3) 학습을 위한 자원 얻기, 4) 최종 학습 수행하기, 5) 평

가하기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아래 [그림 4]는 프로

그램의 각 단계의 세부 과정을 설정하고 차시별로 구분한 ‘차시별 학습

단계 설정’ 도식이다.

문제 제시
문제 상황 경험하기: 나의 감상태도 돌아보기

문제 제시하기: 감상태도와 능력의 성장
1차시

학습자원

얻기

감상 비평 요소: 시각적 해석, 맥락적 해석

비평적 에세이 개념: 비평과 성찰적 에세이

다양한 감상 분야 이해하기

2-6

차시

학습 수행
자유 선택 감상 및 비평적 에세이 쓰기

학습 공유: 감상내용 및 에세이 발표

7-9

차시

평가하기 자기평가 실시 및 피드백 면담 9차시

[그림 4] 차시별 학습 단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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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학습 도구는 다양한 ‘감상자료’와 ‘비평적 에세

이’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한 ‘학습자원 얻기’

단계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감상 비평의 요소들을 이해하고 성찰을

통한 에세이 작성을 익히며 다양한 감상 분야를 접한다. 이를 2차시에서

6차시 동안 나누어 학습한 뒤 최종 활동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

습 수행이 시작되도록 하였다. 7차시에서 9차시 동안에는 스스로 다양한

감상 분야 중 한 가지 분야에서 원하는 감상 대상을 선정하여 시각적,

맥락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감상, 비평해 본 후 최종적으로 비평

적 에세이 쓰기 활동을 통해 탐구 및 성찰의 결과를 정리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 간의 감상 학습을 공유하고 마

지막으로 자기평가와 학습 과정에 대한 피드백 면담을 통해 자신의 학습

을 성찰하도록 하였다.

2차시에서 6차시의 ‘학습자원 얻기’ 과정 중에는 다양한 감상 분야를 경

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감상 대상을 선정하여 제시해 주어야 했다. 감상

대상은 미술작품과 시각문화로 구분하여 크게 두 분류로 제시하였고 최종

적으로 전체 수업 중 교사가 제시하는 모든 감상 작품은 다음과 같이 선

정하였다.

차시 학습요소 작가 선정 이유 작품 이미지

1
감상태도

점검

노석미

(1971~)

⦁학습자가 사전지식 

없이 시각적으로 공감

할 수 있는 작품

⦁1차시 ‘감상’ 개념 

학습을 위한 유인물 

자료(노석미 저, 『그

린다는 것』 발췌문)

와 연관성이 있어 교

수활동의 연결성 확보

<바다와 여자, 2008>

[표 6] 프로그램 감상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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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의 

맥락적 

감상비평

Piet 

Mondrian

(1872~1944)

⦁작품의 맥락적 이해

가 감상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작품

⦁자연과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한 작가 미

학을 탐구할 수 있는 

작품

<Compos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 1930>

Frieden- 

sreich 

Hundert- 

wasser

(1928~2000)

⦁작가가 추구하는 자

연, 세계관, 미적 표현

에 대하여 몬드리안과 

비교 감상이 가능함

⦁세계대전이라는 배

경이 작가의 사고와 

관점에 미친 영향을 

탐구할 수 있음

<Blobs Grow In 

Beloved Gardens, 

1975>

3-4

미술작품

의 감상 

(회화)

Pablo 

Picasso

(1881~1973)

⦁학습자가 접해본 익

숙한 작가로 더 심층

적인 감상에 집중할 

수 있음

⦁스페인 내전이라는 

작품의 제작 배경과 

피카소의 큐비즘 표현

방식을 탐구할 수 있

음

<Guernica, 1937>

추사秋史 

김정희

(1786~1856)

⦁작품 제작의 배경이 

되는 작가 탐구가 가

능함

⦁유배 중의 깨달음이 

담긴 그림을 통해 내

용 및 표현에서의 공

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세한도,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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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회화 작품과 

함께 한국 미술 작품 

탐구의 기회 마련

5-6

시각문화

의 감상

(디자인 

제품과 

브랜드

광고)

Dieter 

Rams

(1932~)

⦁학습자가 실제 생활

에서 접근 가능한 디

자인 제품이면서 동시

에 디자이너의 미학을 

탐구할 수 있는 작품

⦁작가의 인터뷰 등 

접근 가능한 탐구 자

료 존재

<Vitsoe 606, 1960>

Alessandro 

Mendini

(1931~2019)

⦁일상적 제품이면서 

디자인의 제작 배경을 

가지고 있음

⦁친숙한 형태로 공감

과 흥미를 불러일으켜 

학습자의 감상을 다양

하게 할 수 있는 디자

인 제품
<Anna G, 1994>

개인선정

⦁개별 학습자가 자신

의 일상에서 자주 접

하는 시각문화의 선택 

가능

브랜드 광고

(포스터 혹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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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 지도안 및 활동지 작성

이상의 과정에서 자원기반학습 설계방법에 기초하여 설정한 차시별 학습

단계를 세분화하여 감상 작품들을 활용한 구체적인 각 차시의 교수-학습

계획을 [표 7]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차시별 교수-학습의 세부지도안을

작성하여 교수-학습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전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1~9

차시의 세부지도안은 [부록 01]~[부록 09]로 연구의 말미에 첨부하였다.

교 과 목 미술 심화 대상 고등 2학년 장소 미술실 날짜
21. 9. 9 ~

21. 10. 14

대단원 <성장하는 감상>
수업

형태

강의, 토론, 글쓰기,

리서치

학습목표

•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비평적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다.

• 미술작품을 다양한 지식, 분야와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다.

• 미술작품을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

다.

[표 7] 프로그램의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차

시

소단

원
주제 교수학습내용

1

감상과

비평적

에세이

더 나은

감상을

찾아서

⦁생각 나누기 <미술작품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

미술 감상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실습 및 토의 <감상문 작성을 통해 자신의 감상

태도를 돌아보고 의미 있는 감상 방법에 대해

의논하기>

⦁강의 <비평적 에세이 소개>

2

아는

만큼

보인다,

⦁선수학습 점검 <의미 있는 감상과 비평적 에세이의

중요성에 대해 돌아보며 지난 학습을 상기하기>

⦁비평적 에세이 실습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비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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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만큼

안다

에세이의 형식으로 짧은 글을 써보기>

⦁강의와 토론 <미술작품의 다양한 배경지식을 이해한

후 감상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정리해보기>

3

다양한

시각문

화

만나기

회화

작품

만나기

⦁선수실습점검 <비평적 에세이를 나누며 지난 이해

점검하기>

⦁작품 관찰 <제시되는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찰하고 첫 느낌 나누기>

- 피카소 「게르니카」, 김정희 「세한도」

⦁강의 <작품의 배경 소개>

⦁감상 및 에세이 쓰기 <자유롭게 감상하며 궁금한

정보를 찾아본 후 비평적 에세이 작성하기>

4

비평적

에세이

다듬기

⦁선수실습 점검 <비평적 에세이 예시를 분석해보며

자신의 에세이 점검하기>

⦁에세이 다듬기 <자유롭게 감상하며 비평적 에세이

다듬어 완성하기>

⦁발표 및 토의 <작성한 에세이 내용을 발표 해보고

회화작품 감상의 특징에 대해 토의하기>

5
대중문화

만나기

⦁작품 관찰 <제시되는 작품을 관찰하고 첫 느낌

나누기>

- 디터람스 「비초에 606」, 멘디니 「안나G」

- 브랜드 광고 (포스터 혹은 영상)

⦁강의 <작품의 배경 소개>

⦁감상하기 <자유롭게 감상하며 궁금한 정보를

찾아보며 감상하기>

6

비평적

에세이

다듬기

⦁에세이 다듬기 <감상을 토대로 비평적 에세이

작성하기>

⦁발표 및 토의 <에세이를 발표하고 디자인제품과

대중문화 감상의 특징에 대해 토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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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계획안은 설계 후 <미술심화>교과 담당인 A교사의 검토를 거

쳤으며 이후 교수-학습을 위한 활동지와 자료를 제작하였다. 활동지와

PPT 등 수업 자료는 [부록 10]~[부록 12]에 일부를 첨부하였다. 비평적

에세이 쓰기 활동을 위해서는 개념을 이해하고 멘토링이 될 수 있는 예시

글과 비평 및 에세이 작성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다. 이를 위

해 ‘비평적 에세이 예시’를 제작하여 1차시에 비평적 에세이를 소개하는

시간에 제시하도록 하였고, 감상 및 에세이 작성 과정을 돕는 ‘가이드 질

문지’를 제작하였다. 가이드 질문지의 내용은 시각적, 맥락적 차원에서의

감상을 돕는 질문들과 감상을 나의 주관과 개인 경험으로 연결시켜 성찰

을 도울 수 있는 연결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최종 정리된 가이드 질문의 내

용은 [그림 5]와 같다.

7

주도적

인

비평과

감상

작품

선정하고

감상하기

⦁학습 돌아보기 <세 번의 감상 후 얻은 배움 나누기>

⦁자율 학습 주제 탐색 및 선정하기 <더 들여다보고

싶은 미술 분야의 감상할 대상을 스스로 찾아 한 가지

선정하기>

⦁감상하기 <선정한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

8

비평적

에세이

쓰기

⦁비평적 에세이 쓰기 <선정작품에대한비평적에세이

작성>

9

작품

소개와

수업

마무리

⦁작품 감상 발표하기 <작성한 에세이 내용을 토대로

감상 발표하기>

⦁강의 <예술을 향유하며 실천하는 사람>

⦁대단원 수업에 대한 자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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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감상과 해석

Q. 작품을 보았을 때 인상 깊게 관찰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 왜 인상 깊었을까요?

- 왜 ‘내게’ 인상 깊었을까요?

- 왜 작가는 그런 표현 방식을 택했을까요?

맥락적 감상과 해석

Q.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해왔고 어떤 목표로 작업했나요?

Q. 작품은 당대에(혹은 지금)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을까요?

성찰을 돕는 연결 질문

Q. 작품 속에 숨겨진 (나와 연결될 수 있는) 의미 혹은 가치

- 작품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나요?

- 작품은 나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 작품은 나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나요?

- 작품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그림 5] 에세이 작성을 위한 감상 가이드 문항

나. 프로그램 적용

(1) 학습 환경 조성

프로그램 과정 중에 자기주도적인 탐구와 성찰의 과정이 발생할 수 있으

려면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중요했다. 실제 수업

중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구성해갈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교사가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나 우선적으로는 학습의 물리적, 자원적

환경을 점검하였다. 하나학교 미술실은 학교 본 건물의 아래 별관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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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다. 별관 건물 안으로 나 있는 복도를 가운데에 두고 총 3곳의 공

간이 미술수업에 활용되었는데, 그중 주로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미술실

이 <미술심화> 수업이 진행될 공간이었다[그림 6-1].

[그림 6-1]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된 미술실 공간

이론 수업을 위한 공간답게 한쪽 벽에는 매우 다양한 미술 관련 서적이

가득 꽂혀있고, 중앙에는 넓고 큰 회의용 테이블 2개, 교실 앞쪽으로는

판서를 할 수 있는 보드 판, 뒤쪽으로는 모니터와 노트북 7대가 비치되

어 있었다. 자료를 찾고 검색하기에 비교적 좋은 환경이었다. 다만 그 외

에도 이론 수업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미술 재료들이 다양한 선반에

조금씩 쌓여 있거나, 교실 앞쪽 보드 판 옆으로는 큰 사진 촬영용 조명

장비가 세워져 있어 수업을 산만하게 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었고, 교

실을 저녁마다 방과 후 미술 실기 수업에 사용하고 있어 실기 수업 후

미처 정돈이 말끔히 되지 않은 날이 생기기도 하였다. 감상 활동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수업을 시작하기 전 청소와 책상 재배치가 중요

했다. 특별히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방

역수칙을 준수한 수업 진행이 필요했으므로 책상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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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과 비평적 에세이 활동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은 미술실에 비치되

어 있는 다양한 서적, 검색 및 에세이 작성을 위한 노트북, 감상 과정과

에세이 작성을 도와줄 가이드 질문지였다. 감상 작품의 배경을 탐구하기

위한 기본 도구는 노트북이었다. 미술실 서적은 개별적으로 감상하고 있는

작품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교사가 추천해 주거나 스스로 찾아 참고

하였다. 가이드 질문지는 위에서 소개한 감상 가이드 문항이 적힌 종이를

나누어 주었는데, 활용은 자유롭게 하도록 하여 가이드 질문지를 활용하지

않는 참여자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가이드 질문지를 반드시 적어야 하

는 활동지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참여자도 있어 수업 중 그러한 생각으로

모든 문항을 다 적어보고 있는 참여자에게 연구자가 활용 방법을 재공지

하기도 하였다. 노트북은 에세이 작성용으로도 활용하였다. 프로그램 초반

에는 참여자들의 기호에 맞게 수기 또는 노트북 작성을 선택하도록 했으

나 작성의 속도에 차이가 크게 나서 후에는 모두 노트북을 활용하였다.

[그림 6-2] 수업 활동 중 참여자 모습

그리고, 또 다른 학습 환경은 교사의 스캐폴딩 제시와 코칭이었다. 매 차

시 수업은 대체로 선수학습상기, 코칭(에세이 피드백), 각 차시별 활동 진

행, 학습 공유(감상 및 에세이 발표)의 흐름으로 진행되었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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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학습복습

코칭 (활동 피드백)

차시별 활동 학습공유

(발표)

[그림 7] 차시 내 학습 과정

첫 번째 수업에서는 참여자들의 미술에 대한 평소의 이해와 감상 태도를

점검하고 비평적 에세이 쓰기를 통한 감상 수업을 소개하면서 감상을 ‘만

남’에 비유하였다. 이는 두 번째 차시에서도 반복하여 언급하며 최종 활동

을 하기 전에도 언급하는 등 교수자가 특별히 강조한 감상 태도였다. 참여

자가 감상의 과정을 타자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대하기를 기대하며 언급하

였던 부분이다.

코칭은 차시별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1차시에 비평적 에세이를

소개하며 수업을 종료하였고, 2차시에는 초기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첫 번째 비평적 에세이를 작성해 보았다. 교수자가

이를 충분히 읽고 3차시부터 선수학습 복습 겸 에세이 코치가 이루어졌

다. 2차시에 작성한 첫 번째 에세이는 3, 4차시에 걸쳐 피드백에 활용되

면서 에세이 이해를 교정해 나갔다. 3차시에는 학습자들이 서로 친구들

의 글을 하나씩 맡아 읽고 글의 장점을 분석해 나누어보는 학습공유로

진행하였고 4차시에는 교사가 제시하는 비평적 에세이에 담겨야 할 글의

요소들을 분류하여 스스로 분석해보고 교사의 분석과 비교해보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2) 최종 수행활동 진행

최종 수행활동은 교사가 학습할 자원을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황을 설정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감상 작품 선정부터 자유롭게 하

도록 안내하였다. 다만, 감상 작품은 미술작품 또는 시각문화로 제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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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 3차시에 걸쳐 진행하였다. 첫 차시에는 감상할 작품을 선정하고

각자 다양하게 감상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차시에는 감상을 토대로 비

평적 에세이를 작성해 보았다.

비평적 에세이 활동은 최종 수행인 만큼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완

성도를 높여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판서로 제시하였다[그림 8].

감상·비평수업 최종 수행활동

비평적 에세이 Critical Essay 쓰기

제한 시간: 90분

수행 가이드:

1. 내가 마주한 작품을 다양하게 이해해보고(비평) 그 과정에서 들었

던 생각, 감정, 질문을 토대로 나만의 에세이를 작성해 본다.

2. 최종적인 글은 에세이(수필, 일기 등) 형태이되 그 내용의 근거로

작품 감상·비평이 포함되도록 한다.

3. 에세이는 작품 감상으로부터 시작해 일상, 나 자신, 혹은 세상으로

확장된 나의 자유로운 생각을 담은 개성 있는 글이 되도록 한다.

[그림 8] 프로그램 최종 수행활동 가이드라인

에세이 작성이 마무리 된 후 프로그램의 마지막 차시에는 에세이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감상에 대한 교수자의 마무리 강의로 학습활

동을 마무리하였다. 이 후에는 활동에 대한 자기평가를 위해 1차시 때 작

성한 활동지에 학습을 통해 변화되거나 새롭게 이해한 내용을 추가 혹은

수정해 보고 자유서술 형태의 자기평가지를 작성해 보았다.

이상의 연구 프로그램은 감상과 성찰을 통해 미적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돌아보는 ‘비판적인 삶의 의미 성찰’로의 인문소양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한

시도였다(홍은숙, 2017). 이를 위해 미술사적 작품부터 현대사회의 다양한

시각문화까지 아우르는 내용을 활용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은 4차례의 ‘비

평적 에세이’를 작성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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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비평적 에세이 쓰기를 통한 학습자 경험

제 IV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에서 어떤 학

습 경험을 얻었는가에 대하여 연구자료 분석 및 해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학생들은 <미술심화> 가을학기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작품,

디자인제품, 대중문화를 한 차례씩 감상하고 교사의 지도 아래 비평적

에세이를 작성해 보았으며 그 후 최종수행활동으로 미술작품과 디자인,

대중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시각문화 중 한 가지를 스스로 선택하여 감상

한 후 교사의 지도 없이 비평적 에세이를 작성하였다. 이상의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중 주된 분석 자료로 학습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관찰일지,

학습결과물의 변화, 최종활동결과물, 사후인터뷰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보조 자료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A교사의 학생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경험 중 보다 두드러지는 경험들을 기준으로

상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자아정체성, 타자에 대한 인식, 삶과의

연결, 시각적 문해력과 고등사고능력이라는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IV 장에서의 결과 해석은 이 다섯 항목을 크게 세 범주로 나누었으며

우선 1장에서 학습자의 결과적 경험으로서 자아정체성과 타자에 대한 인

식 변화를 살펴본다. 2장에서는 과정에서의 경험으로 삶과의 연결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기능적인 학습 경험으로서 시각적 문해

력과 고등사고능력의 변화에 대해 다룬다.

1. 자아정체성과 타자에 대한 인식

가. 자아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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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중심 활동이기도 한 ‘비평적 에세이’ 활동은 참여자들이 미

술작품 혹은 시각문화의 감상을 단순한 인상으로 끝내거나 분석적인 이

해로 그치지 않고 ‘성찰 질문 던지기’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 비

추어 해석해가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격려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

은 자신의 과거 경험들을 감상내용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고 현재의 상황

을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 내러티브 정체성을 확립하는 모

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이흔정, 2004).

다나는 프로그램 초반부터 비평적 에세이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내러티

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에 능숙한 모습을 보였다. 비평적 에세이가 무

엇인지 소개하는 첫 차시 수업을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두 번째 차시에 지난 수업 내용을 복기하는 설명만 듣고도 첫 에세이

작성을 수월하게 해나갔다.

제목: 보이지 않는 것들

(…) 작품의 이름처럼 빨강, 파랑, 노랑으로만 구

성되어있는 이 작품을 보고 ‘지나치게 심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해서 관찰해보니 이 세

가지 색상이 색의 삼원색이라는 것이 떠올랐고

혹시 몬드리안이 그런 점을 참고하여 이 색상들

을 쓰지 않았나 하는 질문들이 떠올랐다. (…)

모든 색상의 구성은 이 삼원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목처럼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일 뿐이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이 작품에는 모든 색상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해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다. (…) 나는 보이는

것에만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다. 일단 보여야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며 지금 현재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기도 벅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

며 과연 보이는 것이 다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다. 당장

은 이해가 쉽지 않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며 그때의 문제들의 참뜻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210916_D_DN]

[그림 9] Mondrian,
「Compos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 1930, 
캔버스에 유채, 

51x5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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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는 작품에서 보이는 세 가지의 색이 ‘삼원색’이라는 규칙성을 발견

하고 이에 대해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일 뿐이

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이 작품에는 모든 색상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이

다”라는 주관적인 상상을 더한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해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작품”으로 자신만의 가치 해석을 해보면서 이러한

감상의 초점을 자신에게 대입해본다. 다나가 에세이를 통해 던지는 “보

이는 것이 다일까?”라는 질문 속에는 ‘다가 아닐 것이다’라는 새로운 생

각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자신이 현재는 보지 못한, 즉 깨닫지 못한 일

이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이해하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보

인다. 적어도 다나는 이 에세이를 통해 ‘보이는 것에 집중했던’ 자신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

실존적, 윤리적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송슬기·곽덕주

(2016)는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자기진실성’ 개념에 기초하여 설

명한다. 여기서 자기진실성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며 ‘근본적인 자기성찰(radical reflexivity)’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말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찰의 경험은 “경험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 아닌 경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적으로 그

경험을 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인식하는 경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송슬

기·곽덕주, 2016, p. 49). 다나 역시 감상 작품인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1930)을 보며 작품의 내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

관적 감상인 ‘보이지 않는 것을 분석해 볼 수 있게 한’ 경험에 초점을 맞

추어 자신을 인식하는 경험을 했다. 다나는 다른 에세이 활동도 현재 본인

이 처한 상황과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어나가는 자신만의 내러티브 구성

을 위한 재료로 활용하였다.

마지막 최종 수행 활동으로는 팀 버튼의 「빈센트」라는 애니메이션 작품

을 선택해 감상하고 비평적 에세이 쓰기를 수행하였다. 최종 수행 활동

의 작품선정은 자신의 관심사와 연관이 있거나 현재 다른 수업에서 하는

미술창작과 연결점이 있는 대상으로 학습자가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그

리고 다나는 평소 학교 미술실에서 책을 통해 알게 되었던 팀 버튼의 영



- 59 -

상 작품을 인상 깊게 생각하여 선택하였다. 이러한 작품선정의 과정에도

스스로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만들게 된다.

제목: 팀 버튼, 특별함을 담다

‘빈센트’라는 작품은 팀 버튼의 데뷔작

이자 첫 단편 영화이다. 팀 버튼의 많

은 작품들 속에 ‘빈센트’가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팀 버튼 특유의 어

둡고 정적인 색조와 그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사실이 매력적으

로 다가왔다. (…) 아마 팀 버튼은 자신

을 이해해주지 못해 외로웠던 어린 시

절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 작품은 나에게 충격과 위로

로 동시에 다가왔다. 팀 버튼의 작품을 처음 본 것으로 어두운 그림

체와 분위기에 한 번 충격을 받고 모든 사람이 똑같을 필요는 없다

고, 별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라고 위로해주는 느낌이었다. 남

들과 다르면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는 시대에서 팀 버튼은 인터뷰

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 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내 짧은

인생동안 최선을 다했다. 내 창의력을 없애고, 조금 별나 보이면 고

치고...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그냥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

림을 그려왔다. 그러다보니 이젠 정말 그리고 싶어도 그림을 그릴수

가 없게 됐다. 기계처럼 똑같은 그림만 그려내기 때문이다. 예술가

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젠 팀 버튼의

말처럼 나를 그리려한다. (…) 팀 버튼의 인생이 내겐 위로와 격려

로 나를 다시 나로 살게 해주어서 나는 이 작품이 너무 고맙다.

[211014_D_DN]

다나는 프로그램 진행 내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참여자였다. 이를

지켜보았던 「미술심화」교과 담당인 A교사는 연구자에게 다나가 미술로 진

학을 결정한지 얼마 안 되어 학업에 더욱 열정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리

고 동시에 입시를 위한 실기수업을 시작하면서 ‘잘 그려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다고 하였다. 최종 수행활동을 위한 감상 작품은 자신과 연관성이 있

는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 다나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그림 10] Tim Burton,
「Vincent」, 1982, 포스터



- 60 -

문제인 진로에 대한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품 선택과 에

세이 작성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아닐까 해석해볼 수 있었다. 에세이에

서는 작품선정의 이유를 언급하며 “그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한 영화

라는 사실”에 감상의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또 감독이 영화 속 주

인공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대입했는가를 분석하면서 “(…)자신

을 이해해주지 못해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

까”라며 작품의 의미를 ‘작가 스스로를 위한 위로의 과정’으로 해석해보

았다. 그리고 그 ‘이해받지 못한 자신에 대한 위로’라는 작품의 의미가

자신에게 어떻게 공감되는지 서술했다. 입시를 위한 훈련의 과정이 자신

의 진로에 대한 정체성까지 흔들고 있었음이 “예술가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이젠 팀 버튼의

말처럼 나를 그리려한다”는 부분에서 자기정체성을 위협하는 상황에 흔

들리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비록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미술

전공생이라는 자신이 처한 사회적인 맥락이 변하지는 않으나, 그 안에서

자신을 입시에 걸맞은 사람으로 끼워 맞추려고 했던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다움’을 인정하고 지키면서 주어진 맥락(입시 준비) 안에 존재하는

관계로, ‘나-입시(타자)’의 더 나은 관계를 모색할 수 있었다.

다나가 첫 활동부터 스스로 활동의 주체로서 자신의 내러티브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면, 정구는 감상과 ‘비평적 에세이’ 쓰기 활동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감상 대상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게 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또한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정구가 어떻게 프로

그램이 진행되면서 발전해갔는가에 대하여는 2절에서 다루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최종수행활동을 통해 성찰적 정체성을 확립해가게 된 과정을

살펴보자.

제목: 편견

(…)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이 트렌드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한다. 르메르는 20/21 F/W 패션쇼의 무대와 배경

을 어떤 한 기차역의 플랫폼, 광장 같은 곳으로 정했다. (…) (르메

르의 20/21 F/W 쇼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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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함을 연출한 것이 가장 재미있었

다. 나는 패션쇼는 항상 우리와 보이

지 않는 벽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 쇼를 보고나서 왜

이 벽이 느껴졌는지 알 수 있을 것

만 같았다. (…) 이 쇼는 그런 난해

함과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씩 허물

어주면서 생각을 살짝씩 바꿔주었다.

우리는 한 예술 작품을 볼 때 "작가

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

서 작품을 바라본다. (…) 브랜드가 이 쇼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해서 구매 욕구를 샘솟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벽을 조금은 더 허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

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것들도 차별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인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

내가 일상에서 꽤 많은 것들에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

고 느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하고 차별을 받는

다. 이를 인지하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런 일들

이 벌어지는 것이 적어질 것이다. [211014_D_JG]

정구는 최종 수행 활동으로 평소 관심이 많았던 패션디자인을 선택하였

다. 패션쇼를 하나 선정하기까지 거의 한 차시 수업을 할애하면서 고심하

는 모습을 보였는데, 「르메르 2020 F/W 패션쇼」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이후 에세이를 쓰면서 중요한 성찰의 단서가 되었다.

감상을 하면서 ‘르메르’라는 브랜드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보여주고자 했

는지를 조사해 보았고 패션 브랜드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쇼에 지향하는

가치를 녹여내는지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에세이의 초반에 담았다. 정구가

감상의 ‘초점’으로 잡은 것은 이 「르메르 2020 F/W 패션쇼」의 ‘일상성’이

었다. 패션쇼의 ‘일상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니 자신이 평소 접했고 느

꼈던 다른 패션쇼의 ‘비(非)일상성’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에

세이에서는 자신이 패션쇼에 항상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생각”이 있

었음을 밝힌다. 일상적이지 않은 시각문화였던 패션쇼를 “난해하면서 귀족

[그림 11] Lemaire, 「Fall Winter

2020/2021」, 2020, video,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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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상류층, 셀럽들 그리고 칼럼니스트들과 기자들의 것(211014_D_JG)”이라고

생각했으나 ‘르메르’의 패션쇼에서 보이는 ‘일상성’의 친근함 덕분에 쇼에

관심을 두고 의미를 탐색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찾아보니 이 ‘일상성’은

의도된 브랜드의 메시지였다. 정구의 경우 자신이 감상한 시각문화를 통해

또 다른 시각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에세이에서

는 그 ‘이해의 가능성’을 ‘예술작품의 의도를 파악하는 태도’와 비교한다.

이전까지는 패션쇼와 같은 시각문화에 대해서는 예술작품을 대하는 태도

로 접근하지 않았고 다만 ‘난해하다’는 인상을 느꼈으나 이제는 마치 미술

작품을 알아가려 하듯 한 문화가 담고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

가는 일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확장시켜 점검해본다. 자신이 의도를

파악하려는 시도 없이 단순한 감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벽을 세운

적이 있었는가 떠올려보며 그것이 ‘차별적 시각’임을 인정한다. 결과적으

로 정구는 최종수행활동에서 패션쇼를 선택해 감상하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던 분야에 대해 이제껏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식하였고 차별적

시각을 없앨 수 있는 사고 방법을 인지하게 되었다.

한편, 이렇게 작품을 자신의 내러티브 안에서 해석해보며 반성적 사고

를 통해 새롭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경우 그

들이 처한 상황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공통적인 부분으로 ‘미술 대학 진

학을 준비한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전공자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발

견되고 수정되어 가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은 민주의 4차시

비평적 에세이의 일부이다. 민주는 아래 에세이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의 요소’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자신의 전공생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점검해보았다.

이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는 미술

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한지에

먹물로 그린 옛날 동양 작품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다 비

슷한 그림처럼 보여도 각각 다른 의 [그림 12] 秋史 김정희, 「세한도」,
1944, 수묵화, 23x69.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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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림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

다. 이 작품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다. 생각보다 집의 길이도 길었고

원근법도 맞지 않고 다른 작품들보다 여백도 많아 보인다. 이런 모

습들을 보며 김정희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그림의 의미를 담

는 것에 더 초점을 둔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예술가

들이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술의 의미는 각자 다를 것이다. 그

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예술의 기준은 무엇일까? 나에게 예술이란

의미만을 담아내기보다는 작품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정희의 작품처럼 의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완벽하게 그려

내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이에 강박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작품의 완벽성만 추구하다 방향성을

상실하는 때가 생긴다. 이 작품을 통해 김정희의 예술관을 엿볼 수

있었고 나의 예술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

다. [210928_D_MJ]

3, 4차시 수업은 회화작품 감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제시된 감

상 대상인 피카소의 「게르니카」, 김정희의 「세한도」 작품 두 점 중 「게르

니카」는 참여자들에게 시각적으로 꽤 익숙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세한도」

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수업 중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아무도 없

다고 답했던 낯선 작품이었다. 민주는 오히려 낯선 동양화를 알아가고 싶

은 생각이 문득 들어 「세한도」를 선택했다. 직접 작품에 대해 조사해보면

서 추사 김정희에 대해 여러 정보를 알게 되었지만 그러한 맥락적인 부분

보다는 관찰되는 표현 방식에 감상의 초점을 맞추어 보면서 「세한도」를

“잘 그리는 것보다 의미를 담는 것에 더 초점을 둔” 그림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한 예술의 요소

가 무엇이며 어떠한 부분에서 미흡했는가를 평가해보았다. 에세이만 살펴

본다면 「세한도」라는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데에 깊이 접근하지

는 않았지만 「세한도」의 감상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전공 태도에 대해 성

찰해볼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되짚

어보면서 스스로 예술가로서 작품을 통해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의 균형을 점검해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비록 ‘의미’, ‘작품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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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성’, ‘방향성’ 등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하지 못한 표현들이 보이지만 스

스로 예술에 대한 견해를 주도적으로 성찰해보는 경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 다소 단순한 대입이지만 김정희의 삶에 대한 공감을 통

해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가상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하였다.

(…) 작품을 감상하며 부러웠던 부분 중 하나는 김정희라는 사람이

그저 예술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 나는 전부터 그림만 잘 그리는

예술가가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

그러나 그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다. 더불어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앞으로 나도 내가 가진 재능에 노력을 더하여 김정희처럼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210928_D_MJ]

송슬기·곽덕주는 실존적, 윤리적 자아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한 앎이며, 내가 지향하는 선에 대한 앎이고,

내가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앎이라고 말한다(송슬기·곽덕주, 2016, p. 56).

민주는 비평적 에세이 활동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나’는 현재 무엇을 추구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되짚어보았다.

참여자들은 이렇듯 자신의 관심사 혹은 개인적 상황을 작품 감상과 에

세이 활동 과정에서 대입해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문화와의 관계 속에

서 재창조하기도 했다(고미숙, 2003, p. 12). 이러한 재창조의 과정은 기

존의 정체성이 감상을 통해 해석된 문화와 만나면서 새롭게 변화를 겪는

변증법적 과정이었다. ‘비평적 에세이’ 활동은 기본적으로 비평적 감상을

토대로 에세이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작품의 해석을 자신에게 대입해

보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감상의 과정에서 자신에

게 대입해보는 시도를 한다고 해서 모두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은 아니었다. 에세이의 주제와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

게 탐구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자신보다는 ‘감상하는 작품에 대한 이해

와 공감’에 더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토대로

‘시각문화에 대한 이해’로 감상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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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자에 대한 인식

(1) 탐구를 통한 타자 공감

작품에 대한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

었던 이해 너머의 다양한 사실들을 접하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한 타자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을 겪었다. 역사적 사실, 작가의 경험, 작가

의 가치관 등을 알게 되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대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감과 이해의 과정이 있었다. 이루는 그중에서도 작품

을 볼 때 시각적, 배경적 요소들 속에서 작품을 만들던 작가의 상황을

상상해보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한 공감을 통해 작품을 재해석하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이루가 처음부터 작품을 공감하며 감상한 것은 아니었다. 2차시 수업에

서 제시된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1930)을 감상할 때에

는 분산된 시각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단순한 추측과도 같은

해석이 전부였다.

[2차시 에세이]

(…) 빨간색이랑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블록들

이 각자 다른 크기로 나누어져있다. 왜 하필 네

모인가? 크기와 색깔이 관련이 있을까? 왜 색깔

을 다 채우지 않았나? 크기는 왜 다른가? 이 검

은색 띠가 없었다면? 나는 이 그림에서 조화를

얘기해주는 것 같다. 서로 다른 크기의 네모들,

네모들을 연결시켜주는 검은색의 줄(인간의 악

함?) 나는 이 띠가 인간 모두에게 나타나는 악함

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혹은 1인가

구시대의 모습? [210916_D_IR]

[그림 13] Mondrian,
「Compos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 1930, 
캔버스에 유채, 

51x5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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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참여자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교수자의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하는 등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반응하는 참여자였다. 첫 비평적

에세이에서도 비록 에세이라는 형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느

껴졌지만 자유롭고 솔직한 사고 과정이 드러났다. 프로그램의 첫 시간에

는 연구자가 참여자들에게 아무런 단서도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감상’을

해보라고 제시했다. 이때 이루가 감상하며 적은 글을 보면, 감상이 ‘대상

관찰’과 ‘분석’, ‘해석’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감

상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9) 몬드리안의 작

품을 감상했던 두 번째 차시에는 작품의 배경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과정

에 대해 배우기 전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감상 방법이었

다. 이루는 이후 수업 중 반복되는 코칭을 통해 자신과 연결 지어 생각

해보는 것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작품에 담긴 메시지에 대

한 공감이 특히 많이 이루어졌고, 이루는 자신의 학습을 통해 작품 감상

이 작품과 자신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게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경

험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이루는 면담 시간에 자신에게 배움이

있었다고 생각한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해 주었다.

윤이루: “저는 비평 에세이 썼던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배경을,

작가의 배경을 잘 알아야... 알면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

고 이게 딱 공감 포인트도, 약간 제가 원래 공감을 안 썼잖아요. 처

음에는. 공감을 하는 거. 그것도 약간 더 나아진 것 같고.”

연구자: “공감을 했을 때 뭔가 너가 작품을 대하는 데에 더 좋은 점

이 있었니?”

윤이루: “그러니까 저... 더 약간 애정이 간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이 있었죠.” [211015_I_004]

또한 공감의 깊이도 에세이 활동을 거듭하며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을

19) 이루의 첫 번째 비평적 에세이에서 드러난 특징들은 1학기에 이루어진 감상 수업
인 ‘시각적 감상 - 관찰, 분석, 해석’에 대한 학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루는 선
수학습내용을 상기하기 위해 연구자가 1차시 수업 중 ‘감상 과정’에 대해 배운 것
을 이야기해보자고 했을 때 유일하게 배운 내용을 상기하고 대답해 준 참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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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는데, 첫 번째 공감이 이루어진 3, 4차시 회화작품 감상 수업에

서는 단순히 그림의 맥락과 보이는 시각적 인상에 공감하여 그러한 감정

을 느꼈던 자신의 상황을 단순히 대입해보는 것으로 그친다.

[4차시 에세이]

(…) 나는 이 유배지에서 살면서 김정

희씨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라는 궁

금점이 든다. 나는 이 외로움에 집중

했다. 외로움 혹은 초라함을 나는 인

도에서 느낀 것 같다. (…) 내가 간 인도 교회는 초라했다. (…)

[210928_D_IR]

자기 경험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감상은 다음 감상 수업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 5, 6차시 수업이었던 시각문화 감상 수업에서 이루는

영상광고를 하나 선택하여 감상해보았다. 이루가 선택한 것은 보건복지부

의 금연광고였다20). 이루는 광고 내용과 연관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광고가 주는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6차시 에세이]

제목: 침묵 속에 서 있는 나

마리오네트 인형과도 같이 조종당하는

사람들, 나는 이 부분이 담배를 계속 피

고 싶어 하는 중독 증상을 강렬하게 잘

구상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고 (…) 이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전달한

것 같았다. (…) 나는 먼저 이 담배라는

물건이 나에게 매우 친숙하게 다가왔다.

길을 가다 마주하는 밟혀있고 찌그러져있는 수많은 담배들, 주머니

에 넣고 잠깐잠깐 담배를 홀짝 홀짝 마시는 사람들 등등 나는 수많

은 담배의 냄새들을 맡아왔다. 하지만 내 친구들이 막상 그런 담배

20) 다른 학습자들이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브랜드의 광고를 선택해 메시지를
분석해 보았던 것에 비교해 ‘영상광고’라는 매체 자체를 잘 활용한 광고를 찾으려
고 했던 점이 인상 깊었다.

[그림 15] 보건복지부, 「흡연
노예」, 2019, 0‘30“

[그림 14] 秋史 김정희, 「세한도」,
1944, 수묵화, 23x69.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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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피고 (…) 소심한 경고 또한 하지 못하며 그냥 침묵 속에 서 있

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나의 마음을 대변하며 나타난 이 짧은 광

고는 나에게 뭔지 모를 카타르시스와 왠지 모를 속 시원함이 느껴

지는 것 같았다. [211005_D_IR]

아쉬운 점은 이루가 광고 감상을 통해 경험한 ‘뭔지 모를 카타르시스’에

대해 더이상 탐구해보지 않고 글이 끝났다는 점이다. 카타르시스가 광고

표현방법의 어떤 부분 때문인 것 같은지, 그 감정이 타인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을 넘어 타인의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해본다면 광고

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며 주제 전달과 형식의 관계를 파악하거

나, 광고를 접하는 사람들의 경험에까지 다양한 공감을 시도할 수도 있

었으나 단순히 작품의 내용에 대한 주관적 공감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루가 마지막 수업에서 작성한 자기평가에 “시각문화도 그 뜻을 보고,

내용을 알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음을 느꼈다(211014_D_IR)”라고 하는 것

을 보면 광고 감상 활동을 통해 평소엔 무심히 지나쳤던 광고에 처음으

로 공감해 보는 일종의 ‘만남’을 경험했던 것 같다. 즉 이루가 이번 프로

그램을 통해 스스로 인지한 배움의 경험은 사람이 아닌 대상, 미술작품

과 시각문화라는 타자가 분석과 해석, 공감의 대상으로서 소통할 수 있

는 존재임을 깨닫고 경험한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활동이었던

자유 선정 작품 감상 활동으로 진행한 뭉크의 <생 클루의 밤>이라는 작

품의 비평적 에세이에서 이루는 작품에 대해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으로

대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시 자신의 상황을 작품과 연결해 작품에

자신의 해석을 덧입혀보는 경험을 하였다.

[9차시 에세이]

제목: 이별 뒤에 오는 외로움과 고독함

뭉크의 생 클루의 밤은 뭉크가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 뒤에 그린 그

림이라고 한다. 나는 이 파랑과 검은색의 공존을 보고, 그리고 창밖

을 보고 있는 어둠에 뒤덮인 한 사람을 보고 왠지 모를 외로움과

고독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 뭉크의 어릴 적은 죽음과 매우

친숙했다고 한다. (…)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아닌 가족들과의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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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그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유달리 깊었던

것 같다. 나 또한 뭉크처럼 진정으로 혼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은

경험해본 것 같다. (…) 그래서 나는 누군가와

멀어져서 잠시나마 외로움과 고독함이 극대화된

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당시 그 날은 내

가 00동에서 00으로 이사 가던 날이었다. (…)

그 곳에서 떠나게 되면서 나는 외로움과 고독함

과 더불어서 슬픔이 몰려왔던 것 같았다. 그 후

에 나는 00에 도착하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느낌으로 적응해나가 어느새 00은 나에게 00동보다 더 좋고 추억이

많은 동네로 변한 것 같다. 이렇듯 나는 이 그림에서 어두컴컴한 방

속에 밝게 방을 비춰주는 빛으로부터 외로움과 고독함뿐만 아니라

슬픔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었다. [211014_D

_IR]

감상 초반에는 작품과 작품의 제작 배경을 통해 발견한 ‘외로움’과 ‘고

독함’의 공감에 집중한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이 ‘외로움’과 ‘고독함’에서

끝나지 않았음을 떠올리며 작품 또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발견한다. 이 해석의 발견을 통해 이루는 자신의 삶의 양

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작품에서도 타자의 삶의 양면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인문학적 미술교육의 목적이 삶의 총체성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라면(박정애, 2013),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과 희, 비극적 경험들이

어떻게 작품에 승화된 형태로 담겨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고민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이재영, 2014). 비록 한 차시의 짧

은 감상이었지만 이루는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하였다.

그리는 것이 좋아서, 혹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예술이 매력적이어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청소년기 학생들은 작품에 담긴 미적 가치

가 단순히 시각적인 매료를 넘어서 인간의 삶과 삶을 둘러싼 문화를 다양

하게 함축시키고, 드러내고, 연결 짓는 과정 자체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있다.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의 작품에 대한

[그림 16] Munch,
「Night in St.
Cloud」, 1890,
캔버스에 유채,
65x5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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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삶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도 했지만 작

품이 가진 다양한 미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기도 했다.

(2) 미적 가치 인식의 확장

회화를 감상했던 3, 4차시 수업 중 준식과 다나는 피카소의 작품, 「게르

니카」의 주제인 게르니카 학살 사건에 대해 조사해보면서 역사적 사건에

매우 흥미를 보였다. 각자 자신이 선택한 작품에 대해 감상하는 시간에 연

구자는 조용히 교실을 돌아다니며 감상 과정을 살피고 어려움을 겪거나

탐구 과정에 규제가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하였는데, 준식과 다나는 나란히

앉아 같은 작품에 대해 조사하면서 연구자가 지나갈 때마다 자신들이 찾

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살짝 흥분된 어투로 설명해주었다.

이다나: “게르니카가... 그 폭격했다는 이유가, 폭탄 실험용이었대요.”

연구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

엄준식: “원래 전투기가 다리 파괴 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210928_O_004]

당시의 사건에 몰입하면서 두 참여자가 사건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는 것

은 둘의 에세이에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묘사한 부분을 보더라도 짐작

할 수 있었다.

(…) 게르니카 스페인 내전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한 피카소

의 분노가 그린 그림. 그림만 봤을 때 그냥 산만하고 볼 것이 많은

흑백 그림에 불과했지만 게르니카의 스페인 폭격에 담긴 암울함, 두

려움, 잔인함까지 들어있는 것 같다. (…) [210923_D_JS]

(…) 전쟁만큼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이 있을까 이 작품을 보고

시대적 배경을 알아가며 다시 한번 전쟁의 끔찍함을 되새겼다.

[210923_D_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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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배경 사건을 탐색하면서 준식과 다나는 알게 된 사실들을 상상해

보며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상상하며 공

감한 상황이 작품에 어떤 선, 형, 색 등의 표현을 통해 드러났는지 관찰하

면서 작품에 함축된 전쟁의 부정적 감정에 공감하였다. 여기서 준식은 미

술작품에 담긴 맥락을 알고 공감하게 된 후 미술작품이 ‘눈에 보이는 존재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그림만 봤을 때 그냥 산만하고 볼 것

이 많은 흑백 그림에 불과했지만 게르니카

의 스페인 폭격에 담긴 암울함, 두려움, 잔

인함까지 들어있는 것 같다. 일제강점기가

생각나는 무차별 폭격. 피카소의 대담함과

존경. 피카소만 그릴 수 있는 그림. 그림이

단순한 '물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림은 한 점 이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이 내전에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 이 그림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 피카소가 그린 그림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반

성보다 잊지 않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입으로 뱉은 말

이 아니라 작품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이 수많은 사람들

을 죽였다. 그 죽음으로 어마어마한 명작이 나왔다. 그림은 '물체' 그

이상이다. [210923_D_JS]

준식이 서술한 것처럼 그림이 “보이는 한 점의 그림 이상의 의미”를 가

질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서술되는 내용, 작품의 ‘잊지 않음’이라는 요

소, 즉 미술작품이 역사적 사건의 기록물로써 남아 사회를 고발하는 은

유적, 함축적 매개체라는 요소 때문이었다.

다소 아쉬운 것은 “그림은 ‘물체’ 그 이상이다.”라는 말로 에세이가 끝

난다는 점이다. 준식은 대부분의 감상에서 대상의 특징적인 요소가 무엇

이 있는지 포착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연결해 확

장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그것을

정리하는 것도 어렵고, 글로 표현하기도 어려워서 에세이에서 다양한 생

[그림 17] Picasso,
「Guernica」, 1937, 캔버스에

유채, 349.3x776.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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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들을 정리하고 결론 맺는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준식은 연구자가 연구를 소개하고 동의서를 모을 때부터 프로그램 종료

후 면담 약속을 잡고 만날 때까지 한 번도 약속을 잊거나 늦는 법이 없

었다. 성실하려고 노력하고 진중한 성격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참여자

였는데, 그런 자신의 진지한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많

이 겪었다. A교사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약간의 난독을 극복하

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조금은 표현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비록 비평적 에세이를 능숙하게

써 내려가며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보였지만 그래도 준식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으

로는 깊이 이해할 수 없으며 작가에 대해 아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 것

과 연결된다는 점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술은 시각으로만 보고 느끼지 않는다. 작품을 볼 때 나의 생각,

대중적 문화, 작가들도 보고 느낀다. (자기평가지 배움에 대한 서술 중)

[21 1014_D_JS]

(…) 게르니카랑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수업을 통해) 좀 더 깊게 계속

봐가지고 ‘아... 그림에 역사들은 꼭 한 번씩은 봐야겠다’하고. 원래

미술관 가서 옆에 조그만 글자들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그걸 꼭 다

읽어봐야 되겠다...(생각했어요). [211015_I_002]

다나는 팀 버튼의 「빈센트」, 피카소의 「게르니카」 작품 감상을 하면서

탐구를 통해 작품의 맥락을 알게 되었고, 배운 점과 관련하여 마지막 9차

시 수업 중 [표 8]과 같이 미술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수정했다. 연구자

는 다나가 어떤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 변화를 겪었는지 궁금하여 사후 면

담 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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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미술은 그냥 인생에서 계속 접하는 그런 거다”라고 쓴

건데 (수업을)해 보니까 “작가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다 미술은...”이

라고 생각을(했어요). 원래는 일상에서 막 접하니까 “인생이다”라고

했는데, (수업을 통해) 느끼고 보니까 “작가의 인생을 우리가 접하는

거구나... 그게 미술이구나...”

(…) 인류를 성장시키는(것은) 약간... 가구 디자인이나 공간 디자인처

럼 건축물? 이거 처음 쓸 때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썼는데 다 보고 나니까 저는 그냥 회화가...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화가의 이미지가 진짜 고뇌하고 술도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성찰도 일어나고

사랑(?)도 일어나고 그런 걸 보니까 미술 작품은 삶 속에서 나 자신

을 알게 하는 그런... 나를 표현해서 나를... 내가 누군지 알게 하는

거고. [211014_I_001]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다나는 순수 미술에 대해서는 소위 ‘낭만적인 예

술가’와 같은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작품들

을 감상해보면서 미술작품에는 ‘성찰’이 담겨있어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의 확장을 경험했다.

르메르 패션쇼에 대한 에세이를 썼던 정구도 다나와 같이 미술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갖고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즈음에는 ‘수준 높은

21) 다나는 1차시를 결석하게 되어 1차시 활동을 2차시 때 과제로 부여받았다.

1차시 정의하기21) 9차시 재정의하기

미술은 ( 인생 )이다. 미술은 ( 작가의 인생 )이다.

미술작품은 삶 속에서

( 인류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술작품은 삶 속에서

( 나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 다른 시선, 편견 깨기,

설명보다 작품을 먼저 보아야 한다.)

이전과 동일

[표 8] 다나의 미술에 대한 생각 변화 [211014_D_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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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는 인식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되고, 보다 일상으로

확대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수준 높은 문화’라는 표현은 정구가 쓴 마

지막 에세이에서 언급했던 ‘난해한’이라는 표현처럼, 자신이 향유한 경험

은 없으나 주로 상류층의 고급문화로 접할 수 있는 어려운 시각문화 정

도의 이해였음을 보여준다. ‘이해하기에 어렵지만 보기에 고급스러운’ 이

러한 평가는 평소 정구가 창작 작품을 만들 때마다 작품의 의도에 담긴

내러티브 보다는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던 정구 자신의

태도와도 연결되어 이해가 되었다.

김정구: 그냥 이때(첫 수업 때)는... 뭐라 해야 하지? (미술이) 특별

한 줄 알았는데. 그 문화생활에서 제일... (손으로 층을 나누며) 음악

이나 이런 거... 위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다양한 미술

및 시각문화 같은)걸 보고 해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겠다...”

[211015_I_ 003]

준식과 다나, 정구가 미술작품의 미적 가치에 대해 이렇듯 확장된 인식

을 갖게 되었다면, 원이와 민주는 디자인과 시각문화에 대한 자신의 이

해의 확장을 경험했다. 원이는 최종수행활동에서 관심 있던 캐릭터 작품

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미적 태도에 대해 탐구하였고, 이를 통해 대중문

화의 영역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었다.

“(…) 이 작가는 상업 예술과 약간 현대미

술의 경계에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캐릭터가 다 약간 추상

적인 것도 있고 완전 진짜 상업적인 형태

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혼합해서

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작품을 보고 느낀 거는 무조건 캐릭터라는

개념이 상업적인 것으로만 약간 생각을 했

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현대미술처럼 추상적으로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에세이 작성 후 발표 내용) [211014_O_009]

[그림 18] KAWS,
「KAWS:Holiday」, 2018, 잠실

석촌호수 가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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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이 몰두하는 것 외에는 크게 관심과 집중을 갖지 않았던 원이

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까지도 꽤 시간이 걸렸다. 가장 집중한 순

간은 스스로 관심이 있는 작품을 골라 감상하는 마지막 수행활동 시간이

었다. 원이는 수업 활동을 통해 캐릭터라는 상품성을 가진 대중문화가 어

떻게 현대미술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며 자신의 관심사였던

대중문화가 현대미술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원이는 평소 캐릭터 그리기를 좋아해 다른 창작수업에서도 캐릭터를 큰

캔버스에 그리는 등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막연한 진로희망

을 갖고 있었다.(211029_O_010) 하지만 다나와 마찬가지로 가을학기에 전공

수업에 합류하면서 아직은 그림 그리기가 취미에 가깝고, 캐릭터 그리기

에 참고하기 위해 시각문화와 미술작품을 찾아본 경험이 대부분이었다.

즉, 감상을 할 때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

는 경험이 많지 않은 듯했다.

이 원: 그... 작품에 대한 의미보다는요, 그니까 이걸(작품을) 보면

어떤 재료를 갖다가 했을까 약간 그런 걸 많이 분석했던 것 같아요.

깊은 의미보다는 약간 외관적으로 보이는.

연구자: 이번엔 어땠어요. 이번 수업에서는

이 원: 그, 이번에 이 수업 때문에 약간 원래 작품의 의미를 더 많

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211015_I_006]

원이는 비평적 에세이라는 도구를 이해하고 글을 작성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으나, 개인적인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자신의 감상 태도의 변

화와, 대중적 시각문화 분야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장은 원이에게 의미 있

는 학습 경험이었다.

그리고 민주의 경우 5, 6차시 시각문화제품 감상 시간에 알레산드로 멘

디니(Alessandro Mendini)의 「안나G」라는 와인오프너 디자인 제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에 감상의 초점을 맞추어 보면서 제품이 소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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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가 작품을 바꾼다

(…)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있기에 안나G는 더

욱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 사람들은 와인

을 따며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단순히

기능적인 필요성만을 충족시키는 디자인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

에 오래도록, 넓게 갈 수 있는 것이다. (…)

스토리텔링은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고 다양한 감정들을 심어준다. 사람들은

단순히 편리한 제품이 아닌 스토리를 만드는

디자인에 호응한다. 인간과 사물이 교감함으로써 재미를 더해주기 때

문이다.

안나G는 지금도 1분에 한 개씩 팔린다는 믿기 어려운 전설을 가지

고 있다. 아직까지 안나G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때로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이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의상을 입고 한정판으로 출시했다고 한다. (…) 내 일상

속 이야기들을 통해 작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작품들을 만

들 수 있을까?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디자인이 진정

갖추어야 하는 것은 상품성이나 기능성이 아니라 '문화'라는 사실이

다. [211005_D_MJ]

민주는 디자인 제품이 이야기를 담거나 문화를 담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을 정리해보면서 디자인

에서의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 우리 주변의 디

자인제품들이 단순한 시각적 결과물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문화적 맥락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한다는 점을 스스로 결론 내려 보았다는 것은 디자인

이 가진 문화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해의 확장이 일어나는 인문적 성

찰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민주가 이를 자신의 배움으로 인지하는 메타-인지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민주는 수업 과정에서 두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

나는 탐구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에 생각이 갇혀 주관적인 해석을 시도하

는 것을 어려워했다는 것이며(211005_O_006),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글쓰기

[그림 19] Mendini,

「Anna G」,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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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신이 없어서 감상에 몰입하지 못하고 에세이의 형식을 갖추고 글을

완결 짓는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다는 점이다(211015_I_005).

멘디니의 「안나G」를 감상할 때는 자신이 읽었던 책 『배려하는 디자인』

(방일경, 2019)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그런데 책에는 작품에 대한 객관적

인 설명 뿐 아니라 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포함되어 있었고

민주는 책을 읽으며 자연스레 저자의 해석에 동의하게 되면서 책의 내용

과는 다른 자신만의 생각이 어려워졌다. 민주가 프로그램 종료 후 자기평

가지와 면담을 통해 자신의 배움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보면, 감상을 통한

성찰 내용들이 아닌, 교수자의 짧은 강의를 듣고 알게 된 사실들, 에세이

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표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점, 글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법, 좋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 등 교사주도의

학습 내용 혹은 도구적 측면에서의 학습경험만을 언급하였다

(211014_D_MJ, 211015_I_005). 민주 외에도 참여자들 중에는 언어적 표현에

자신이 없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고, 프로그램 중 작성한 대부

분의 에세이에 충분한 성찰적 서술을 해보지 못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배움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하

여는 마지막 3절에서 밝혀보도록 한다.

이상의 참여자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자아정체성에 대한 반성적 사고

경험과 타자에 대한 공감 및 인식의 확장은 감상 대상을 작가의 삶과 자

신의 삶, 그리고 현실 세계에 연결 지어 이해하는 과정에서 심화된 결과

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2절에서는 참여자들의 과정적 경험으로서 드

러난 ‘삶과의 연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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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과의 연결

가. 작가의 삶과 연결 짓기

듀이는 『경험으로서의 예술』(2005, pp. 110-111)에서 “예술은 표현적이

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언어”이며, “언어는 화자, 발화 대상, 청자가 이루

는 삼각관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제작 중인 예술 작품의

경우에는 예술가가 화자와 청자를 겸하게 된다고 말한다. 즉, 듀이에 의하

면 예술작품은 제작과정에서 예술가가 “대리 청자(vicariously the

receiving audience)”로서 작품을 이해하고, 점검하고, 다듬어가기 때문에

작품에는 예술가의 인식과 경험이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게히건은 미술

비평을 할 때, 미술작품이 창작된 문화적인 맥락과 미술가를 고려한 맥락

주의 비평(contextualist criticism)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Wolff &

Geahigan, 1997, p.125).

본 연구 프로그램 또한 감상활동을 통한 인문적 학습 경험을 위해서는

작가를 포함한 미술작품의 배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충분한 맥락적 탐구를

통해 감상 및 비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고, 그러한 감상과 탐구의 과

정을 경험하도록 가이드 질문들을 통하여 격려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작품을 작가의 삶과 연결 지어 경험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 다양한 비평과

주관적 이해를 이어갔다.

다나의 경우 「빈센트」에 대한 비평적 에세이를 통해 매우 자세하게 영화

의 스토리가 어떻게 작가의 삶의 배경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다

나는 최종수행활동으로 「빈센트」를 선정하기 이전부터 팀 버튼 감독의 영

화들을 좋아했고 미술실에서 접한 팀 버튼 작품에 관한 책을 탐독하며 다

양한 작가의 배경을 접하였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비평적 에세

이를 쓸 때에 조금 더 조사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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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팀 버튼, 특별함을 담다

(…) 영화 ‘빈센트’의 주인공인 빈센트

말로이는 항상 차분하고 어른들의 말

을 잘 듣는 착한 아이이다.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동정심도 많고

착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동경하는

공포영화 배우 ‘빈센트 프라이스’처럼

되고 싶어 한다. 그는 늘 공포영화와

공포소설의 내용을 떠올리며 자신을

주인공에 대입시킨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에드가 앨런 포’이

다. 그래서 영화는 에드가 앨런 포의 소설 속에 주인공이 자신을 대

입하며 상상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빈센트 말로이는 팀 버튼의

자전적 캐릭터로 얼굴이나 형태를 보면 실제로도 팀 버튼의 어린 시

절과 매우 흡사하다. 그는 어릴 적 특별한 재능을 가졌지만 늘 소외

감을 느끼고 홀로 있는 시간동안 즐겨했던 기괴한 상상들을 빈센트에

담아냈다. (…) 빈센트에서 빈센트 말로이가 자신만의 상상의 나래에

빠져있을 때마다 어른들이 등장해 그의 상상을 망쳐놓고 현실을 직시

하라고 그림이 기괴하다고 넌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럴 때마다 빈센

트는 점점 더 상상에 의존하고 결국 빈센트가 쓰러지고 힘없는 목소

리로 에드가 앨런 포의 ‘까마귀’의 한 구절을 읊으며 빈센트는 점점

작아지고 영화는 끝이 난다. (…) 아마 팀 버튼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해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211014

_D_DN]

에세이를 살펴보며, 다나가 찾은 감독의 어린 시절과 그가 좋아하는 소설

작가에 대한 정보는 「빈센트」라는 작품에 대한 다나의 이해를 확장시켰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순한 영화 줄거리나 미장센에 대한 감상을 넘어

그것이 어떻게 작가의 삶과 연결되어있는지 발견하며, 작품의 의미를 작가

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작가에게 작품이 “어린 시절을 위로”하는 의미였

으리라고 스스로 짐작해본다. 이렇게 다나는 작품에 대한 비평 활동을 통

해 작가의 삶과 연관시켜 그림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작가라는 타인의 세

계까지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한편 3, 4차시 수업으로 진행한 미술작품 감상에서 민주, 정구, 이루는

[그림 20] Tim Burton,
「Vincent」, 1982,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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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도」를 선택해 감상하면서 작품의 제작 배경과 작가의 삶에 대해 탐

구하고 이를 작품 이해에 연결시켜 보았다.

제목: 담기

김정희의 세한도는 집 같이 되어있지

만 가운데가 동그랗게 뚫려있는 문(?)

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나무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나무들은 서로

두 그루씩 나눠져서 왼쪽에는 앞뒤로,

오른쪽에는 나란히 나무가 위치하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왠지 쓸쓸해 보이고 공허해지는 것 같다. 이 그

림은 헌종 10년에 유배지로 유배를 간 김정희가 수묵으로만 간략하게

그린 그림인데 유배지에서의 쓸쓸한 생활과 외로움을 간략하게 그림

으로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이렇게 그

림에 잘 담아냈지만 나도 이렇게 그림에 내 생각이나 마음을 잘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작가는 (…)

[210928_D_JG]

(…) 나는 이 유배지에서 살면서 김정희씨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라는

궁금점이 든다. 나는 이 외로움에 집중했다. 외로움 혹은 초라함을 나

는 인도에서 느낀 것 같다. (…) 내가 간 인도 교회는 초라했다. (…)

[210928_D_IR]

정구와 이루는 「세한도」의 제작 배경에 담긴 작가의 처한 상황을 작품과

연결해 감상하였다. 정구는 그림에서 풍기는 “쓸쓸해 보이고 공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의 이유로 당시 유배지에 있던 김정희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유배지에서의 쓸쓸한 생활과 외로움”을 그림에 담아 전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어간다.

이루는 같은 내용을 찾아보고 정구와 비슷하게 그림에서 김정희가 처했

던 상황의 분위기가 드러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연결이 정구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루는 작품에 표현된 정서를 작가의 삶과 연결

[그림 21] 秋史 김정희, 「세한도」,
1944, 수묵화, 23x69.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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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 그 연결을 통해 더 깊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갔다.

또 민주의 경우에는 비평을 위해 탐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작가의 삶

의 태도에 감명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에세이로 서술하였

다.

(…) 작품을 감상하며 부러웠던 부분 중 하나는 김정희라는 사람이

그저 예술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예술가인 동시에 선비였다.

(…) 나는 전부터 그림만 잘 그리는 예술가가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 그러나 그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불어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앞으로 나도 내가 가진 재능에 노

력을 더하여 김정희처럼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210928_D_MJ]

다소 단순한 대입이지만, 민주는 「세한도」를 그린 화가가 19세기 조

선의 다양한 재능을 지닌 학자라는 것을 자료조사를 통해 알게 되고 그

림과의 연결이 아닌 자신과의 연결을 해본다. 김정희의 다양한 재능을

펼친 삶은 민주가 생각하던 삶의 이상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서 민주는 작가의 삶이 그림을 비평하는 데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림이 작가의 삶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 자신의 삶과 연결 짓기

정구, 이루, 민주의 「세한도」에 대한 비평적 에세이를 살펴보면 작가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작가의 삶에 대해 알게 된 것을 다시 작품에 연결시켜

비평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태도와 연결시켜 반성을 해보기도 하였는데,

공통적으로는 결국 자신의 삶의 요소들과 연결 지어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작품의 감상과 비평적 에세이 활동 과정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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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자신의 삶과 연결 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때의 연결

은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하나는 ‘자기 삶의 경험’과의

연결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삶의 이해’와의 연결이다.

이루는 ‘자기 삶의 경험’을 연결시켜 작품과 작가라는 타자에 공감을 해

보는 형태로 감상 활동을 진행했다. 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최종수행활

동이었던 뭉크의 「생 클루의 밤」에 관한 비평적 에세이에서는 이러한 이

루의 경험 연결을 통한 공감이 작품에 대한 재해석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루가 작품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이해하고 더 풍부하게

해석한 것은 듀이가 “예술작품은 그것이 미학적으로 경험될 때마다 재창

조된다”고 했던 예술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었다(Dewey, 2005, p.113). 자신의 삶과 연결된 주관적 해석(작품의 재창

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는 인터뷰에서 작품에 더 애정을 갖게 되는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었다.

반면 ‘자기 삶의 이해’와 연결지어보는 경험은 주로 반성적 사고와 함께

일어났는데, 이는 작품에 대한 내용이 삶의 이해와 연결되는 방식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보다는 ‘몰랐던 것’, 혹은 ‘잘못 알고 있

거나 편협한 이해’와 충돌을 겪는 갈등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다나는 2차시 몬드리안의 작품에 대한 감상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경험을 자신의 삶의 이해 방식이었던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태도’와 연결지어 비교해보며 성찰을 이루었다.

제목: 보이지 않는 것들

(…)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해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

다. (…) 나는 보이는 것에만 굉장히 집중하는 사

람이다. 일단 보여야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며

지금 현재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기도 벅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며 과연 보이는 것

이 다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다. 당장

은 이해가 쉽지 않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점점 나

[그림 22] Mondrian,
「Compos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 1930, 
캔버스에 유채, 

51x5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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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며 그 때의 문제들의 참 뜻을 알아차리게 되

는 것처럼 말이다. [210916_D_DN]

다나는 감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신의 삶에도 존재할 수 있다

는 생각을 해보면서 “당장은 이해가 쉽지 않고 어려웠던 문제들”을 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

정구의 경우 최종수행활동인 에세이 <편견>을 쓰면서, 패션쇼에 관하

여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패션쇼에 대한 경험

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의 비교를 통해 발견

한 차이점은 ‘예술을 이해하려는 태도’였는데, 이를 통해 평소 자신이 낯

선 시각문화에 벽을 세우던 태도가 이해하려 하지 않는 ‘차별’이었음을

깨달았다. 즉, 작품 감상 경험이 자기 삶의 경험과 연결되면서 반성적 사

고를 통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는 형태로 ‘자기 삶의 이해’로 연결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목: 편견

(…) 나는 패션쇼는 항상 우리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

지만 이 쇼를 보고나서 왜 이 벽이 느껴

졌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 이

쇼는 그런 난해함과 보이지 않는 벽을 조

금씩 허물어주면서 생각을 살짝씩 바꿔주

었다. 우리는 한 예술 작품을 볼 때 "작

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작품을 바라본다. (…) 브랜드가 이

쇼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해서 구매 욕구를 샘솟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벽을 조금은 더 허물 수 있

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것들도 차별적

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내가 일상에서 꽤 많은 것들에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느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의식적으

로 차별을 하고 차별을 받는다. 이것으로 인해서 누구는 상처를 받

[그림 23] Lemaire, 「Fall
Winter 2020/2021」, 2020,

video,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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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일상에 피해가 간다. 이를 인지하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적어질

것이다. [211014_D_JG]

다. 현실 세계와 연결 짓기

몇몇 활동에서는 작가 혹은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보는 시도에서 나아

가 현실 세계의 이슈나 사회 현상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는 데까지 확장

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현실 세계와 연결 지은 감상 활동은 주로 감상

대상에서 현실의 문제(전쟁, 협력, 경쟁, 차별 등)를 포착할 때 이루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6차시 시각문화 감상 수업 중 감상 대상으로 브랜드의 광고를 직접

선택할 수 있었을 때 정구는 평소 좋아하던 신발 브랜드인 N사의 영상

광고를 선정하였다. ‘통합’이라는 주제로 감상의 초점을 맞추어 보면서

광고의 모습과 현실을 비교해보는 ‘현실과 연결하기’를 시도하였다.

[6차시 에세이] 제목: 통합

온 인류가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이 질문에 대해서 N사는 환경,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살고

있는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는 상황을 생

각해 내었다. (…) 실제로 인간들에게 이

런 일들이 닥쳐온다면 일단 환경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하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여준 것들처럼 (…) 싸울 것이다. 그리고 자신 말고는 다른 사람

을 챙길 여유를 없앨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광고를 보

고 살짝 씁쓸했다. [211005_D_JG]

여기서 정구는 광고를 현실과 비교해보며 광고의 모습과는 다른 현실의

문제를 인지했지만, ‘그렇다면 광고는 왜 현실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24] N사, 「Choose Go」,
2018, video,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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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세계의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등 보다 적극적인 탐구

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구의 경우 5, 6차시 시각문화 감상 이후 이어

진 7~9차시 최종감상활동에서 자신의 가장 주된 관심사인 패션을 감상 대

상으로 선정하면서 학습에의 관심과 몰입도가 좀 더 높아졌다. 그리고 적

극적으로 ‘삶과의 연결’을 시도하면서 탐구의 깊이도 깊어졌다.

9차시 최종 에세이였던 <편견>에서는 자신에게 낯선 영역이었던 패션쇼

의 시각적 의도를 해석해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인 패션쇼를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예술로써 바라보기)을 발견하고, 기존에 자신이 보인 태

도(낯선 문화에 벽을 세움)가 편견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거

친 뒤 정구는 자기평가 시간에 미술이 수준을 높이는 고급문화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문화임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며 자기 안에서의 “사회

적 문화 변용(social acculturation)”의 모습을 보여주었다(Anderson&

Milbrandt, 2005/2007, p.43).

앤더슨과 밀브란트(2005/2007, p. 43)에 의하면, “현실의 문제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적 관여 뿐 아니라 좀 더 넓은 사회

에 도달하는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대중문화에

대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익숙하거나 자신과 연관성을 지

니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며, 미적 탐구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

에 미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눈을 뜨게 한다. 여기서 때로는 현실 세계

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갈등 혹은 충돌을 발견하게 되면서 “익숙하지 않

은 문화를 배우며 대안적 의견을 배움”으로써 점차 변하는 현실 세계의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앤더슨과 밀브

란트는 이렇게 학습이 현실 세계와 연결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학습 요소로 사회적 문화 변용을 이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토

대로 살펴본다면, 정구는 6차시 에세이를 통해 현실과 연결된 부분에 대

해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보는 시도를 하였고 9차시 에세이에서 조금

더 나아가 문화의 갈등을 발견하고 대안적 의견을 제시해보는 데까지 나

아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준식과 다나의 경우에는 3, 4차시 피카소의 「게르니카」 감상 중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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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니카 학살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연결 지어 살펴보면서 현실의 사

건들에 대하여 미술이 고발과 기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나는 이어서 5, 6차시 시각문화 감상 수업에서 자신이 선택한

광고를 감상하고 분석해 보는 과정에서 광고의 의도가 어떻게 현실 세계

의 문제와 얽혀있는지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광고가 현실 세

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제목: 광고, 아수라 백작

광고가 시작되었다. 하나의 원이 힘겹

게 굴러가는 사각형을 지나치고 부드럽

게 굴러간다. 그러다 도미노처럼 놓여있

는 네모들을 무너지게 한다. 그렇게 하

나 둘씩 무너지는 네모들을 줌 아웃하

면 큰 원이 만들어져 있다. 결국 광고에

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각형 모양의 A사 워치 제품, 원 모양의 S

사 워치 제품 즉, ‘A사 보다 S사가 더 낫다’라는 비교 광고였던 것

이다. (…) 결국 S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원’만이 유일한(only) 좋

은 제품이라는 것이다. (…) 그렇다면 S사는 왜 굳이 A사를 저격하

는 비교 광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걸까? S사가 아시아 쪽에서

판매량이 압도적이고 더 많은 기기를 파는 것은 맞으나 미국과 유

럽에 A사의 점유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아무리 S사가 더 많이 팔

더라도 돈은 A사가 더 많이 챙겨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

부분의 비교 광고는 A사의 최대 이익시장 미국에서 많이 송출된다.

그래야 S사가 더 주목받기 때문이다. (…) 광고에 대해 알아갈수록

광고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210928_D_DN]

다나는 수업 중에 연구자에게 「원 & only」 광고를 보고 광고디자이너가

되는 꿈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다.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좋아했던 광고

를 택해 비평을 해보니 더 자세하고 다양하게 분석해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광고의 의도가 ‘경쟁사와의 비교’라고 밝혀보면서 왜 비교

[그림 25] S사, 「우리가 원하던
원 & only」, 2021, video,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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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만들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광고와 연관된 S

사의 현실적인 상황을 찾아보고 연결한다. 그리고 광고가 단순히 판매량

과 직결되는 수단이 아닌 간접적인 영향력으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이해

하게 된다.

이상 2절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여 보면 감상 중 삶과의 연결 과정은

‘작가 삶과의 연결’, ‘자기 삶과의 연결’, ‘현실 세계와의 연결’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작가의 삶을 연결하여 감상

하였을 때에는 작품에 담겨진 의미를 보다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었

으며 작가의 입장에서 작품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또 작가의 삶에 대한 연결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자기 삶과의 연결’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감상 과정에서 자신과 연결시켜 탐구하는 과정은 ‘경

험과 연결’하는 것과 ‘이해와 연결’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는

데, 특정한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여 공감하고, 이를 통해 작품을 재해석

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으며, 감상한 내용을 평소의 삶에 대한 이해 혹은

태도와 연결시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단편적인 이해를 확장시키기도 하

였다.

한편 감상하는 대상에게서 현실의 문제와 연결되는 주제를 발견한 경우

그것을 현실 세계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예술의 역

할을 돌아보기도 하며, 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어떻게 문화를 더 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도 하였다.

감상에서의 과정적 경험인 ‘삶과의 연결’은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자들이 탐구의 결과를 얻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다만 감상 과정에서

삶의 영역과 연결 짓는 활동이 탐구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감상 대상

에 대한 종합 해석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과 고등사고능력이 필요했다. 참여자들 중 자신이 선정한 대상을

감상할 때 ‘무엇이’ 자신에게 ‘왜’ 인상 깊은지 정리하여 종합된 해석, 평

가를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에세이를 통해 충분한 주관적 탐구

를 시도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활동을 통해 성찰한 내용보다는 감

상 과정에서 탐구하는 사고 경험, 해석을 시도하는 훈련이 자신에게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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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감상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고

질문을 던져 보려는 탐구적 태도나 깊이 있는 사고 훈련 등은 인문학적

감수성을 가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학습 태도이자 경험이다. 다음 장

에서는 프로그램의 활동이 참여자들에게 시각적 문해력과 고등사고능력

과 관련하여 어떤 학습 경험이 있었는지 서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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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적 문해력과 고등사고능력

가. 감각의 정교화와 의미 해석

다연은 프로그램 중 감상과 비평적 에세이 작성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참여자 중 한 명이었다. 민주가 스스로의 글

쓰기 실력에 대해 매우 낮은 자신감을 보여 글쓰기 활동 자체를 의식적으

로 대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다연의 경우는 크게 글쓰기를 의식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에세이 결과물을 보면 생각이 다소 산만하

게 서술되어 있고, 자신의 탐구 과정을 결론짓는 과정이 부족하여 ‘판단’

을 내리는 비평이 아닌 단순한 인상 묘사와 떠오르는 감정 묘사로 감상이

맴도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만 캐런 레이니(Raney, 1999)가 구분한 것처럼 시각적 문해력의 한 요

소로 지각적 감수성(perceptual sensitivity)을 꼽는다면, 다연은 지각적

감수성을 조금씩 예민하고 정확하게 정교화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22) 특히 1차시에서 5차시까지 이어진 세 점의 회화 작품 감상

에서 점차적으로 더 구체적인 형상을 감각하였음을 활동지의 묘사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2차시와 4차시 에세이를 살펴보면 감상을 통해

발생하는 자신의 감정이 어떤 시각적 요소로부터 오는가를 면밀히 짚어

보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6차시 에세이를 살펴

보면 시각적 대상과 요소를 묘사하는 것에서 나아가 작품의 의미를 구성

해 보는 고등수준의 사고를 시도하고 있음을 함께 볼 수 있었다

(Hamblen, 1984).

22) 캐런 레이니(Raney, 1999, pp. 45-46)는 시각적 문해력을 교육의 실천적 맥락에
서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 지각적 감수성(perceptual sensitivity),
2) 문화적 습관(cultural habit), 3) 비판적 지식(critical knowledge), 4) 미적 개
방성(aestetic openness), 5) 시각적 유창함(visual eloquence)으로서의 시각적 문
해력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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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에세이] 제목: 화려한 슬픔

초록색이 강조되고 있어서 그런지 거대한

숲 속에서 물방울이 아닌 물방울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 같다. 파란색으로 색칠한 것

은 풀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석 사파이어처럼

모양을 표현해서 신기하다. (…) 위에는 화려

하지만 아래에 푸른 색깔을 써서 사랑스러움

에 살짝 슬픔을 섞어 둔 느낌이 든다.

[210916_D_DY]

[4차시 에세이] 제목: 혼잡한 정신

고통스러움의 표현을 하기 위해 그림의 선

들을 겹쳤지만 그 겹쳐져 있는 선들의 그림

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 하얀 공간과 어

두운 공간에서 짧은 시간 안에 고통을 느끼

며 살아갔던 것을 선들로 표현하니까 더욱

더 우울하고 그 공간 안에 시간이 멈춰 그

냥 가만히 놓여있는 느낌이 든다. 그 때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해 모

든 것이 무너지고 네모난 공간이 너무 썰렁하다. [210928_D_DY]

[6차시 에세이] 제목: 공간디자인

사람들은 대부분 선반이라고 하면 그냥 딱

고정되어있는 상자라고 생각하는데 디자이

너의 선반은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선반크

기를 변형시켜서 자신이 좋아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나에게 큰 인상을 주

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어째서 나에게 이

런 큰 인상을 깊게 해주는 걸까? [211005_D_DY]

다연은 6차시 에세이에서 어떠한 부분이 자신에게 왜 의미 있게 다가왔

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데까지 나아갔으나 생각을 서술할 시간이

부족해 질문으로 에세이가 끝이 났다. 결국 연구자는 7차시에 최종수행활

동을 하기 전,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쓰지 못한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

[그림 26] Hundertwasser,
「Blobs Grow in Beloved 
Gardens」, 1975, 혼합매체, 

38x38cm

[그림 28] Dieter Rams,
「Vitsoe 606 Universal
Shelving System」, 1960

[그림 27] Picasso,
「Guernica」, 1937, 캔버스에

유채, 349.3x776.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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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추가로 적은 글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보는 것을 개별 코

칭으로 연습하였다. A교사에 의하면 다연은 정확한 검사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간의 수업 과정에서 발견한바, 문해력이 다른 학생

들에 비하여 부족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하였다. A교사의 경험을 연결하여보면 다연이 비평에 근거하

여 주관적인 생각을 서술하는 활동인 ‘비평적 에세이’를 이해하고 작성하

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이해가 되었다.

비록 마지막 에세이 글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소 정돈되지 않

은 모습이었지만 최종수행활동 단계에 이르러서는 시각적 비평을 하던 감

상에서 넘어가 생각에 연속성을 가지고 자신의 기존 개념 혹은 지식과 연

관지어 생각해보는 시도가 가능해졌다. 넬슨 굿맨(Nelson Goodman)에

의하면 시각예술에 대한 이해는 “관조적 태도에서 벗어나 시각예술의 불

안정한 의미구조로부터 적극적이고 탐색적, 실험적인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최기호, 2013, p. 51). 그러한 면에서 다연의 마지막

비평적 에세이<녹고 있는 공간>을 살펴보면 자신의 ‘시간’에 대한 생각

과 연결 지어 ‘인식되는 시간’, ‘시간의 공간’이라는 철학적 의미에 대한

탐색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9차시 에세이] ]제목: 녹고 있는 공간

(…) 그 무엇보다도 무의식의 공간을 그려

낸 것 같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녹고 있

는 모습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흘러가

버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

미를 주고 있는 듯하다. (…) 작가는 '무의

식'에 대한 존재를 시간과 연결시켜 어떠

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무의식'이

라는 공간 보다는 간단한 색감을 잘 사용

해서 정말 시간이 흐르고 있는 시간의 공

간을 그려낸 것 같아서 특이하다.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시간개념은

과연 무엇일까? (…) 내가 인식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인 것

같다.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시간과 다른 공간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림 29] Dali, 「The
Persistence of Memory」,
1931, 캔버스에 유채,

24x3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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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과연 같을까? 내 생각엔 다르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간이 똑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내가 서 있는 공간 안에 느리게 갈

때도 있고 빠르게 갈 때도 있어서 그런 고정관념을 우리에게 보여주

고 있는 것 같다. [211014_D

_DY]

물론 “무의식이라는 공간”, “시간의 공간”, “고정관념” 등 모호하거나

맞지 않는 어휘 등 매끄럽지 않은 서술이 보이지만 다연의 감상 활동이

이전과 비교하면 훨씬 확장되었다는 점이 유의미한 지점이었다. 벤자민

블룸(Benjamin Bloom)은 사고의 수준을 구별하여 낮은 수준의 인지기능

으로 명명하기, 묘사, 암기를, 고등 수준의 사고로 지식의 종합, 평가를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연의 감상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이전 차시

활동에서 보여준 단순한 인상 묘사에 비해 그림의 시각적, 맥락적 지식

을 종합하여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의 공간’이라는 그림 속 의미를 도출해

내는 고등사고의 과정을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Bloom, 1956).

나. 연결과 종합을 통한 사고의 확장

다연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점차 사고를 정교화하고 확장하

는 시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정구의 경우는 감상에 있어서 보다 주도적인

탐구가 가능했던 후반부로 가면서 적극적 참여자가 되었고, 동시에 비평적

글쓰기를 통해 감상의 확장을 보여준 경우였다. 프로그램 초반의 정구는

연구수업 동안 교수자의 격려가 많이 필요했던 참여자 중 한 명이었다.

종종 교수자의 설명이 길어질 때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졸고 있는 모습

을 보여주었고, 각자 자리를 움직여 감상할 때는 흥미를 보이며 재치 있

는 감상을 해보다가도 다시 교실로 돌아온 뒤 감상한 내용을 서로 나누

어보자고 할 때는 곧바로 멍한 표정으로 이내 졸음을 견디는 모습이었

다. 유의미한 점은 이런 모습이 수업 후반으로 갈수록 줄어 ‘적극적 참

여’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정구의 수업에서의 태도 변화는 ‘비평적 에세이’에서 발견되는 감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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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진적인 변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점차 바뀌었는데, 특히 수업 초반에

직접적인 활동 없이 앉아서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순간에

집중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정구가 스스로 체험하는 활동적인 학습 외에

사고의 과정이 필요한 학습 순간에 집중하기 어려워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참여 자체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성실히 참여하고자

노력하였고 비평적 에세이를 통한 감상활동에서도 조금씩 다양한 감상을

시도하는 모습들을 포착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비평적 에세이 작품이었

던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1930)을 감상하고 작성한 에세

이를 살펴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시각적인 묘사를 써 내려가다가 두 문

장 정도 그림의 의미를 해석해보려고 시도한다. 그러다 갑자기 작품의

의미 해석을 ‘작가만 아는 것’으로 넘겨버리고 에세이를 끝낸다.

[2차시 에세이] 제목: 구역

(작품 소개) (…)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서로 침

해하고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나타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 다 개성이 강하고

강렬하지만 검은 선이라는 벽에 막혀서 서로의

공간을 침해할 수는 없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

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는 작가 본인만

알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 하나로 우리에게 많

은 생각을 들게 하는 이 작가가 정말 대단한 거

같다. [210916_D_JG]

‘구분됨’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냈지만, 그러한 종합을 토대로 더 나아간

해석이나 평가를 해보지는 못하였다. 정구는 에세이의 절반이 넘는 양을

작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묘사하는 데에 할애하였다.23) 작품을 보고 묘

사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도 하지만, 연구자가 에세이 작성 시

간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생각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답

23) 정구의 작품 묘사는 마치 눈을 감고도 작품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자
세한 묘사였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자는 2차시 수업 당시 활동을 앞두고 참여자들
에게 감상의 태도에 대해 ‘성급한 분석, 해석은 그림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던 말 때문은 아니었을까 짐작해보았다.

[그림 30] Mondrian,
「Compos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 1930, 
캔버스에 유채, 

51x5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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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적기에는 부족한 시간 때문

에 서둘러 마무리한 문장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보다는 작가의 ‘알 수 없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의식하는 듯

보인다.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보지 않으니 자신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는

서술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업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변화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차시 에세이] 제목: 담기

(…) 유배지에서의 쓸쓸한 생활과 외로

움을 간략하게 그림으로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다. 이 사람

은 이렇게 그림에 잘 담아냈지만 나도

이렇게 그림에 내 생각이나 마음을 잘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210928_D_JG]

[6차시 에세이] 제목: 통합

온 인류가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이 질문에 대해서 N사는 환경, 그 중

에서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살고 있는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는 상황을 생각해 내

었다. (…) 실제로 인간들에게 이런 일들이

닥쳐온다면 일단 환경문제는 인간의 힘으

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여준 것들처럼 (…) 싸울 것이다. 그

리고 자신 말고는 다른 사람을 챙길 여유를 없앨 것 같은 생각이 들

었기 때문에 이 광고를 보고 살짝 씁쓸했다. [211005_D_JG]

2차시에서 6차시에 걸쳐 활동이 반복되고 전체 및 개별 코칭이 이루어지

면서, 정구는 점차 단순한 ‘자기 돌아보기’를 거쳐, 자신이 해석한 작품의

메시지를 ‘현실과 연결하기’를 시도하며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단순히 작품의 내용을 서술하는 부분도 점차 줄어드는 것을

[그림 32] N사, 「Choose Go」,
2018, video, 1’52“

[그림 31] 추사 김정희, 「세한도」,
1944, 수묵화, 23x69.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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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 에세이였던 <편견>을 작성했을 때에는 작성 과

정 뿐 아니라 서로의 발표를 듣는 과정에서도 매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감상의 주관적 서술 내용에서도 생각을 더 확장해 나갔다.

다. 시각현상에 대한 문화적 이해

최기호(2013, p.51)는 미술교육으로서의 시각적 문해력은 미술작품 뿐 아

니라 “일상의 다양한 시각현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

고 주장한다. 프로그램에서 미술작품 뿐 아니라 시각문화제품, 대중문화에

대한 감상을 시도해보면서 참여자들은 일상의 일부로 여기던 시각문화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다나는 「게르니카」의 비평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미술작품의 사회적 역할

에 대해 돌아보았다면, 5, 6차시 시각문화제품 및 대중문화 감상 차시에서

는 광고 감상을 통해 광고매체의 기능적 역할 외에도 내포할 수 있는 의

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제목: 광고, 아수라 백작

광고가 시작되었다. 하나의 원이 힘겹게

굴러가는 사각형들을 지나치고 부드럽게

굴러간다. 그러다 도미노처럼 놓여있는

네모들을 무너지게 한다. 그렇게 하나 둘

씩 무너지는 네모들을 줌 아웃하면 큰 원

이 만들어져 있다. 결국 광고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각형 모양의 A사 워치 제품, 원 모양의 S사 워치 제

품 즉, ‘A사 보다 S사가 더 낫다’라는 비교 광고였던 것이다. (…) 사

람 한 명, 목소리 한 번, 설명 한 번 나오지 않지만 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강력한 광고였다. 기본 도형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냄으로

써 더티하지 않게, 하지만 강력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 광고에 대해 알아갈수록 광고는 보이는 것이 다

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210928_D_DN]

[그림 33] S사, 「우리가 원하던
원 & only」, 2021, video,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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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의 스마트워치 광고 「one & only」에 내포된 의미 해석의 과정에 대

해서 물어보았을 때, 다나는 영상을 보고 먼저 S사와 A사의 스마트워치의

형태가 떠오르며 비교 광고라는 생각을 했고 찾아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다나의 설명을 통해

광고에 담겨있는 형태를 관찰하며 자신의 문화적 습관을 따라 문해(文解)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Raney, 1999). 또한 ‘그렇다면 왜?’라는 질문을 던

져 스스로 시각문화를 해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보는 비판적 태도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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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감상교육에서의 ‘비평적 에세이’ 활동이 갖는 교육적 의미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고등학교 감상수업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여, 교수-학습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참여자들의

학습 경험 속에서 교육적 의미를 밝혀보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미술 감상교육에서의 비평 글쓰기와 ‘비평적 에세이’

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미술교육이론의 흐름 속

에서 미술 감상 비평 교육은 초기 체계적인 시각 비평능력 학습에 중점

을 두던 것에서 점차 작품의 맥락을 고려한 이해, 탐구를 통한 학습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비평 글쓰기에 대하여는 비평의 결과로

서 독자를 둔 글쓰기로 인식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탐구의 과정으로서 인

식하고 학습자의 이해 확장을 도울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주목하는 감상 비평 교육

이 현대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인문소양교육이 될 수 있으

며, 이를 위해 ‘탐구’와 ‘성찰’이 중요한 학습 과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탐구와 성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감상교육에서의 비평 글쓰기로서 장

지혜(2020)가 제시한 ‘비평적 에세이’ 활동을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어서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중심으로 미술교육에서의 글

쓰기 유형을 분석하였을 때,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 감상을 위한 도구로서

의 글쓰기, 미술 감상을 통한 동등한 창작으로서의 글쓰기, 작품제작 과정

에서는 창작을 돕는 도구로서의 글쓰기로 총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연구사례들의 분류에 따라 ‘비평적 에세이’라는 글쓰기 활동의

방향을 구분하여 보면 이는 감상을 위한 글쓰기이면서 동시에 감상을 통

한 글쓰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비평적 에세이’는 감상을 돕는 감

상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감상을 통해 자기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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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이 되므로 미술작품이라는 텍스트를 ‘읽고-쓰기’ 하는 과정이 된다.

또한 ‘비평적 에세이’의 교육적 목적과 가치가 인문소양 함양에 맞닿아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미술교육의 흐름 속에서 인문소양 교육으로서의 논

의를 살펴보고 최근 국내 인문소양에 관한 미술교육 연구의 방향과 비교

하여 보았다. 먼저 근·현대 미술교육의 흐름 속에서 미술이 가진 인문소

양 함양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을 때, 미술교육은 미술작품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적 감각을 키우고 탐구의 과정을 통해 자기 성

찰, 삶과 타자의 이해와 수용에 이르게 한다는 논의 속 공통된 이해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인문소양이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때, 미술교육은 미술작품을 체험, 창작, 감상하는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인문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인문학적 접근으로서 미술교육

은 미술을 둘러싼 삶과 다양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

조하고 있었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김정효(2018)가 정리한 미술

교육의 인문소양 학습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미술교육에서의 인문소양

함양은 인문 텍스트를 읽고 쓰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비(非)창작 과

정에서 주로 실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미술 감상수업에서 탐구와 성찰을 위

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비평적 에세이’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인

문 텍스트로서 다양한 미술작품과 시각문화 텍스트를 읽고 쓰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수준의 심화 감상 수업으로 연구 실행 대상

을 선정하였다. 또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비평적 에세이를 쓰는 과정은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는 학습이 아닌 개별 학습자의 주관적 감상과 비평

적 탐구 결과가 드러나는 창의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구성주의 학습설계방법을 토대

로,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자원기반학습’으로서의 교수-학습 환경을

마련하였다.

설계 과정에서는 ‘학습문제 제시’, ‘학습자원 얻기’, ‘학습 수행’의 세 단

계를 고려하였다. 프로그램은 먼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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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태도에 성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학습문제제시), 감상의 성장을 위

한 학습 도구로써 몇 가지 미술작품과 시각문화 및 비평적 에세이에 대하

여 익힌 다음(학습자원 얻기), 최종적인 수행활동으로 자신이 선정한 감상

대상에 대하여 비평적 에세이를 써보는(학습 수행) 과정으로 구체화하였

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자원을 충분히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

록 코칭을 통해 이해를 돕는 학습 환경 조성의 역할을 하였다.

구체화된 교수-학습방법은 경기도 소재 하나학교(가명)의 고등학교 심화

선택수업인 <미술 심화> 수업을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수강신

청을 통해 모집하고 동의 과정을 거쳐 참여하게 되었으며, 수업에 최종 참

여한 인원은 모두 7명으로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되었다. 프로

그램 종료 후에는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의 사후 학습 내용과 프로그램에

관한 반응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 속

에서 교육적 의미를 밝혀보기 위함이었으므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과정

을 관찰한 현장일지, 참여자들이 수행한 활동 결과물, 사후 면담을 활용하

여 그 의미를 질적 분석하여 밝혀보았다.

그 결과 연구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적 경험으로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참여자들은 감상 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을 재확립해가는 과정

을 경험하였다. ‘비평적 에세이’ 쓰기 활동은 감상 대상에 대한 비평을 토

대로 ‘성찰 질문 던지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담긴 주관적인 에세

이를 쓰게끔 격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다나와 정구, 민주는 감상을

통해 자신이 종합한 해석과 비평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 연결하여보며 현

재의 상황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개인적 내러티브를 만

들어가기도 하였으며, 이전의 편협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통해

성찰적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하였고, 미술작품과 예술가의 삶을 탐구해보

며 전공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기도 하였다.

둘째, 감상 과정에서 다양한 타자를 조우하여 공감하고 삶의 세계에 대

한 인식의 확장을 경험하였다. 미술작품과 시각문화에는 다양한 사회의

문화가 집적되어 있고 예술가의 삶이 녹아 있다. 작품을 감상하고 스스

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미술작품에 담긴 예술가의 삶,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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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사회상, 시각문화에 담긴 현실의 문제, 메시지, 다양한 문화 등을

접하게 되었다. 특히 이루는 감상하는 작품에 예술가의 삶을 연결해보며

그림에 드러난 정서에 공감하였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재해석을

시도하며 작품에서 삶의 양면성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였다. 준식과 다나

는 작품이 시각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사회를 고발하고, 작가의 삶을 들

여다보며, 감상자를 돌아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미술의 역할

과 영향력에 대해 돌아보았다. 정구는 미술에 대한 ‘고급문화’라는 막연

한 인식을 깨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원이와

민주는 시각문화와 디자인에 관해 탐구해보며 작가의 가치관을 통해 자

신의 시각문화 및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감상을 통한 비평적 에세이 쓰기의 과정에서 시

각적 문해력 및 사고 수준의 심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다연의 경우 프로그

램 초반에는 감상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불가했으나 감상과 비평

적 에세이 활동을 반복하며 감상 작품의 의미를 종합하고 주관적인 해석

을 하는 고등사고 과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모든 참여자는 스스로 자신

의 해석을 만들어보며 감상 작품의 가치를 찾는 탐구로서의 비평을 경험

하였으며, 다양한 시각 현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

는 경험이 되었다(최기호, 2013).

결론적으로 비평적 에세이 글쓰기를 활용하여 미술 감상 수업을 진행하

였을 때 참여자들은 과정적 경험으로서 감상 대상에 대한 다양한 삶의 연

결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활동의 결과, 미술작품과 시각문화에 대한 감상

의 폭이 넓어지고, 감상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하며, 타자에 공

감하며 이해하고, 또는 삶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갈 수 있었

으며, 시각적 문해력과 사고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연구가 진행된 <미술심화> 수업 참여자들은 미술이라는 자신의 전

공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해와 정체성을 점검하고 전공자로서의

자아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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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구를 통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발견된 한계와 연구의 특성에 따

라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평적 에세이 글쓰기를 통한 미술 감상수업의 학습 효과를 객관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학습 결과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실제 경험을 밝혀보는 질적 연구였기에 학

습자들의 모든 경험을 살펴보았으나, 민주의 경우처럼 자신의 배움에 대하

여 기능적 측면만을 인지하거나 자신의 학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 연구자가 발견한 학습의 경험들과 학습자가 스스로 인지하는 경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결과를 도출해 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탐구와 성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소규모 고등학교 수업으로 제한하여 참여자들이 모두 전공 학

생이었으며 7명이라는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이 전

공에 대한 자아정체성을 재확립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통교육

으로서 미술교육의 인문교육적 실천의 실제에 대하여는 밝혀 볼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비전공 학생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의 실

천 방안과 사례 연구를 후속연구로써 제언한다.

이로써 본 연구와 후속연구가 앞으로의 미술교육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제적인 성찰과 삶으로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인문소양 교육으로써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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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1] 1차시 교수-학습 세부지도안

소단원
감상과 비평적

에세이

차시 1 시간 90분

대상 고등학교 2학년 장소 미술실

학습주제
[더 나은 감상을 찾아서] 미술과 감상에 대한 평소의 태도와

생각을 점검하고 비평적 에세이에 대해 알아보기

학습목표

·직접 감상을 하고 글로 기록하며 자신의 감상 습관을 점검할

수 있다.

·미술, 미술의 사회적 역할, 미술을 감상하는 태도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다.

·비평적 에세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사

읽기 자료(책 발췌문/비평적 에세이 예시),

감상 작품 인쇄이미지, 판서

학생 활동지

단계

(분‘)

학습

요소
교수학습활동

수업

형태
학습자료

도입

(35‘)

동기

유발

및

개념

이해

점검

● 인사 및 수업 소개

- 9차시에 걸쳐 진행되는 수업의 내용

을 간략히 소개한다.

● 다짜고짜 감상

-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감

상을 해보고 감상을 기록한다.

두 가지에 대한 감상을 시작한다.

1. 주변 환경(풍경, 사람 등)

2. 제시되는 미술 작품

(노석미, <여자와 바다>, 2008)

※ 미술작품은 각자 자신의 감상에 보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참여자 수대로 미

술실 안팎의 공간에 적절히 배치하여

전체

안내

자유

감상

활동

⦁감상자료: 작품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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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 붙인다.

전개

(50‘)

개념

이해

점검

개념

이해

점검

및

학습

방법

소개

● 감상 나누기

- 감상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와 자신의

감상을 친구들에게 돌아가며 나누어보

고 자신의 감상과 특징을 비교해본다.

● 수업의 출발지점 세우기

- 활동지의 세 가지 질문에 자신이 생

각하는 답을 적어보며 수업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이해를 점검한다.

※ 질문:

1. 미술은 ( )이다.

2. 미술은 우리 사회에 ( ) 역할을 한

다.

3. 위 목적에 맞게 잘 감상하기 위해서

는 무엇이 필요한가?

● 비평적 에세이 소개

- 감상에 대한 예술가의 생각을 소개한

다.

※ 읽기 자료:

노석미 저, <그린다는 것>, p.

- 감상의 한 방법으로 ‘비평적 에세이’

를 소개한다.

※ 읽기 자료:

비평적 에세이 예시(교사 자체제작)

발표

활동지

작성

강의

⦁활동지

⦁읽기자료:
책 발췌문,

비평적 에세이

예시(교사제작)

정리

(5‘)

● 수업 마무리

- 다음 차시 내용을 소개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전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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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2] 2차시 교수-학습 세부지도안

소단원
감상과 비평적 

에세이

차시 2 시간 90분

대상 고등학교 2학년 장소 미술실

학습주제
[보는 만큼 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비평적 에세이 작성법을 

익히고 작품의 배경 지식이 감상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학습목표

·작품 감상 후 비평적 에세이를 작성해 보며 비평적 에세이 

작성 방법과 목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작품의 배경 설명을 듣고 배경 지식이 자신의 감상에 미친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사 활동지 정리자료, 작품 이미지 자료, PPT, 읽기자료

학생 비평적 에세이 활동지, 작품 설명 자료

단계 

(분‘)

학습

요소
교수학습활동

수업

형태
학습자료

도입

(10‘)

관심 

유발

및 

학습

동기

부여

● 인사 및 수업 소개

- 수업 시작 인사를 한 후 이번 차시 

수업에 대해 소개한다.

※ 수업 제목 [보는 만큼 안다, 아는 

만큼 보인다]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함께 예측해보고 진행될 수업 순서를 

안내한다.

전체 

안내

전개I

(50‘) 선수

학습

점검

● 지난 수업 돌아보기 

- 지난 차시 활동지 자료를 함께 보며 

미술 및 미술 감상의 개념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며 정리해본다.

※ 읽기자료: 활동지 정리자료

전체 

학습

⦁활동지 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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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실습

- 미술 감상 태도로서 ‘작품과의 

만남’이라는 자세를 설명한다.

● 작품 감상과 비평적 에세이 쓰기 

-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비평적 에세이’를 양식에 따라 

작성해본다.

※ 감상자료:

몬드리안, <빨강, 노랑, 파랑, 검정의 

구성>, 1930

훈데르트 바서, <사랑스러운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물방울들>, 1975 

※ ‘비평적 에세이’ 활동지 양식은 

인쇄한 종이와 함께 문서 파일 형태로 

‘구글 클래스룸’에 공유하여 작성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

자유

감상

활동

활동지 

작성

⦁감상자료

⦁비평적에세이

  활동지

전개II

(25‘)

맥락

지식

습득

● 작품 배경 강의

- 두 작품의 배경에 대해 소개한다.

※ 제시자료:

PPT (몬드리안의 성장배경, 작품의 

사회적 배경, 작품 제작 과정)

읽기자료 (훈데르트 바서의 성장배경, 

강의

⦁PPT

⦁읽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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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실습

작가의 세계관, 작품의 사회적 배경, 

제작 동기)

※ 강의 형태가 오랫동안 동일하여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각자료, 

읽기자료로 번갈아 제시한다.

● 비평적 에세이 다듬기

- 자신의 감상을 돌아보며 작품 

배경을 듣고 확장된 생각이 있다면 

에세이에 추가하여 작성해본다.

활동지

작성

(출처-http://naver.

me/Fdsm83SK)

정리

(5‘)

학습 

점검

● 감상 비교하기

- 작품의 배경 설명을 듣기 전과, 듣고 

난 후 감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짧게 이야기를 나눈다.

● 수업 마무리

- 다음 차시를 예고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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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3] 3차시 교수-학습 세부지도안

소단원
다양한 시각

문화 만나기

차시 3 시간 90분

대상 고등학교 2학년 장소 미술실

학습주제
[회화작품 만나기] 주어지는 회화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적

에세이를 작성해보면서 예술 작품 감상의 특징을 이해하기

학습목표

·지난 시간 작성했던 비평적 에세이를 분석해보며 자신의

이해를 파악할 수 있다.

·회화 작품 <게르니카>와 <세한도>를 자유롭게 감상하고

자신의 주관을 담은 비평적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사 작품 이미지 자료, 지난 수업 에세이 전사본

학생 비평적 에세이 활동지, 검색용 노트북

단계

(분‘)

학습

요소
교수학습활동

수업

형태
학습자료

도입

(20‘)

선수

학습

점검

● 인사 및 수업 소개

- 오늘부터 진행되는 소단원 <다양한

시각문화 만나기>를 소개하고, 이번 차

시 수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 선수학습 복습

- 지난 시간에 작성한 비평적 에세이를

함께 읽어보며 다른 사람의 에세이의

좋은 점을 파악해본다.

※ 읽기자료: 지난 수업 에세이 전사본

※ 각자 친구의 에세이 하나를 맡아 읽

어본 뒤, 칭찬할 부분을 찾아보고 발표

한다.

전체

안내

전체

학습 ⦁지난 수업
에세이 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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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I

(20‘)

기초

지식

습득

● 작품 관찰

- 작품에 드러나는 시각 정보에 대해

잠시 관찰한다.

※ 감상자료:

파블로 피카소, <게르니카>, 1937

추사 김정희, <세한도>, 1844

※ 작품은 실제 사이즈로 인쇄하여 넓

은 벽면에 부착하되 크기가 교실 벽 보

다 큰 <게르니카>의 경우 1/5로 축소

된 크기로 인쇄하여 부착한다.

● 작품 소개

- 감상 작품인 <게르니카>와 <세한

도>의 간단한 배경 정보를 알아본다.

(크기, 작가 정보, 간단한 작품 제작 배

경 등)

※ 작품 제작 배경은 직접 더 찾아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간략한 정

도로만 소개한다.

전체

학습

강의

⦁감상자료

전개I

I

(40‘)

감상

실습

● 감상 및 에세이 쓰기

- 각자 자유롭게 관찰, 리서치 등을 통

해 다양하게 감상한 후 비평적 에세이

로 감상을 정리해본다.

자유

감상

활동

및

활동지

작성

⦁비평적에세이
활동지

정리

(10‘)

학습

점검

● 학습 마무리

- 감상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나누어보

며 다양한 감상과 생각을 공유한다.

● 수업 마무리

- 인사 후 수업을 마친다.

전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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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4] 4차시 교수-학습 세부지도안

소단원
다양한 시각

문화 만나기

차시 4 시간 90분

대상 고등학교 2학년 장소 미술실

학습주제
[비평적 에세이 다듬기] 지난 시간에 작성한 비평적 에세이를

분석해보며 이해를 점검하고 에세이를 보충하여 완성하기

학습목표

·지난 시간 작성한 비평적 에세이를 작성요소 별로 나누어

표시하며 분석할 수 있다.

·비평적 에세이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혹은 수정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사 작품 이미지 자료, 비평적 에세이 분석자료

학생 비평적 에세이 활동지, 작성용 노트북

단계

(분‘)

학습

요소
교수학습활동

수업

형태
학습자료

도입

(5‘)

학습

동기

부여

● 인사 및 수업 소개

- 수업 시작 인사를 한 후 이번 차시

수업에 대해 소개한다.

전체

안내

전개I

(20‘)

선수

학습

점검

● 선수 실습 점검

자신의 지난 비평적 에세이 과제를

분석해보며 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정확성을 점검한다.

※ 점검 과정:

1. 지난 과제에서 비평적 에세이의

요소를 분석해보기

2. 선생님의 분석과 비교해보기

전체

학습

⦁비평적에세이
활동지(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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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I

I

(60‘)

감상

실습

● 에세이 다듬기

비평적 에세이 활동에 대해 보다 더

이해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비평적

에세이를 수정/보완하고 다듬어

완성한다.

● 발표

작성한 내용을 간단하게 구두로 나누며

다양한 감상을 발견하고 이해한다.

활동지

작성

⦁감상자료

⦁비평적에세이
활동지(3차시)

정리

(5‘)

● 학습 마무리

다음 차시의 수업을 소개하고 수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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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5] 5차시 교수-학습 세부지도안

소단원
다양한 시각

문화 만나기

차시 5 시간 90분

대상 고등학교 2학년 장소 미술실

학습주제
[디자인제품·대중문화 만나기] 디자인 제품 혹은 대중문화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한다.

학습목표

·감상하는 디자인 제품 혹은 대중문화 작품의 시각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감상 대상에 대한 배경지식을 리서치 하여 대상의 가치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사 자료 이미지 PPT, 판서

학생 감상 가이드지, 검색용 노트북

단계

(분‘)

학습

요소
교수학습활동

수업

형태
학습자료

도입

(20‘)

학습

동기

부여

● 인사 및 수업 소개

- 수업 시작 인사를 한 후 이번 차시

수업에 대해 소개한다.

● 감상의 차이 발견하기

- 감상하는 시각문화의 분야에 따라 감

상하는 태도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지 생각하고 나누어본다.

※ 나눔 질문:

전체

안내

전체

학습

⦁발표내용 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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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디자인, 대중문화를 각각 감상할 

때 감상의 공통점이 있을까?

⦁감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각 

분야를 감상할 때 무엇을 주의하여 

감상해야 할까?

전개

(60‘)

기초

지식

습득

감상

실습

● 감상 소개

- 감상할 디자인 제품을 소개하고 간단

하게 설명한다.

※ 감상자료:

디터람스, <비초에 606>

멘디니, <안나G>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 광고 (개인리서치)

● 감상과 리서치

- 세 가지 감상 보기 중 1가지를 택하

여 감상한다.

- 감상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가이드

라인 질문들을 참고하여 메모해보며, 작

품 배경에 대한 리서치와 함께 자유롭

게 감상한다.

※ 다양한 맥락에서의 감상을 도울 수

있는 질문으로 아래 내용을 제시한다.

전체

학습

자유

감상

활동

⦁자료이미지PPT

⦁감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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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품을 보았을 때 인상 깊게 관찰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 왜 인상 깊었을까요?

* 왜 내게 인상 깊었을까요?

* 왜 작가는 그런 표현 방식을 

택했을까요?

2.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것이 

작품에 어떻게 녹아져 있을까요?

3. 작품은 당대에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을까요?

4. 작품 속에 숨겨진 (나와 연결될 수 

있는) 의미 혹은 가치는 무엇일까요?

* 작품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나요?

* 작품은 나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 작품은 나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나요?

* 작품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정리

(10‘)

● 수업 마무리

- 이어지는 다음 차시를 안내한 후 인

사하며 수업을 마친다.



- 120 -

[부록 06] 6차시 교수-학습 세부지도안

소단원
다양한 시각

문화 만나기

차시 6 시간 90분

대상 고등학교 2학년 장소 미술실

학습주제
[비평적 에세이 다듬기] 디자인 제품 혹은 대중문화 감상을

비평적 에세이로 작성해본다.

학습목표

·디자인 제품 혹은 대중문화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바탕으로

비평적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다.

·감상한 내용을 서로 나누며 자신의 감상을 정리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사 -

학생 감상 가이드지, 에세이 활동지, 검색용 노트북

단계

(분‘)

학습

요소
교수학습활동

수업

형태
학습자료

도입

(10‘)

선수

학습

상기

● 인사 및 수업 소개

- 수업 시작 인사를 한 후 이번 차시

수업에 대해 소개한다.

● 감상 나누기

- 지난 시간에 각자 선택하여 감상한

디자인 제품 혹은 대중문화를 소개하고

자신이 관찰하고 해석한 의미와 생각들

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 공유하는 내용을 서로 비교하며 자신

의 감상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발견한다.

전체

학습

⦁지난차시활동

감상 가이드지

전개 감상 ● 비평적 에세이 작성 및 다듬기 자유 ⦁개별 감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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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실습
- 자신의 감상을 토대로 비평적 에세이

를 작성해본다.

감상

활동

⦁비평적에세이
활동지

정리

(20‘)

학습

점검

● 학습 마무리

- 비평적 에세이를 써보며 더 나아간

생각이 있었다면 나누어본다.

- 디자인제품과 대중문화 감상에서 어

려운 점 혹은 주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

하는지 함께 나누어본다.

● 수업 안내 및 마무리

- 다음 차시부터 진행되는 개인 선정

작품 감상 활동을 짧게 안내하고 수

업을 마무리한다.

전체

학습

⦁비평적에세이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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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7] 7차시 교수-학습 세부지도안

소단원
주도적인

비평과 감상

차시 7 시간 90분

대상 고등학교 2학년 장소 미술실

학습주제
[작품 선정하고 감상하기] 나의 관심사를 따라 미술 작품

혹은 시각문화작품을 하나 선정하고 다양하게 감상해본다.

학습목표

·평소 나의 관심사와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미술작품(혹은 시각문화작품)을 검색해보고 선정한다.

·선정한 작품을 시각적 감상, 맥락적 감상 등 다양하게

감상해본다.

학습자료
교사 판서, 미술실 비치 서적(미술도록 및 미술사 서적)

학생 감상 활동지, 검색용 노트북

단계

(분‘)

학습

요소
교수학습활동

수업

형태
학습자료

도입

(10‘)

● 수업 소개

- 감상과 비평에세이 프로그램의 마지

막 활동을 소개한다.

-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직접 선정하여

감상한다.

※ 선정 기준은 자신의 관심사, 혹은 제

작하는 작품과의 연관성으로 한다.

전체

안내

전개I

(20‘)

학습

준비

● 감상 작품 선정하기

- 미술실 도록, 미술서적, 온라인 리서

치를 통해 감상할 작품을 선정한다.

※ 작품 선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도록 시간을 제한하되 시간에 쫓겨 자

신과 관련 없는 작품을 선택하지는 않

자유

실습

활동

⦁개별 노트북

⦁미술서적,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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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전개I

I

(50’)

감상

실습

● 작품 감상

- 작품을 다양한 방법(시각적, 맥락적)

으로 감상하며 에세이 쓰기를 위해 생

각을 정리해본다.

자유

감상

활동

정리

(10‘)

학습

점검

● 선정 작품 소개

- 선정한 작품이 무엇이며 왜 선정하게

되었는지 나누어본다.

● 수업 마무리

- 다음 차시 에세이 작성에 대해 간단

히 소개 후 수업을 마무리한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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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8] 8차시 교수-학습 세부지도안

소단원
주도적인

비평과 감상

차시 8 시간 90분

대상 고등학교 2학년 장소 미술실

학습주제
[비평적 에세이 쓰기] 선정하고 감상한 작품에 대하여 개성

있고 자유로운 ‘비평적 에세이’를 작성해본다.

학습목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개성 있고 자유로운 ‘비평적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다.

·‘비평적 에세이’의 구체적인 근거로 감상한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서술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사 판서, <비평적 에세이 양식> 공유문서

학생 검색 및 작성용 노트북 7대

단계

(분‘)

학습

요소
교수학습활동

소요

시간
학습자료

도입

(10‘)

● 인사 및 수업 소개

- 수업 인사 후 이번 차시 수업에 대해

안내한다.

- 지난 시간에 선정하고 감상했던 작품

에 대해 최종적인 ‘비평적 에세이’ 쓰기

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 시 참고사항을

판서하고 설명한다.

※ 참고사항:

전체

안내

⦁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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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시간: 90분

(모자란 시간은 다음 차시에 이어서 완료)

- 수행 가이드:

1. 내가 마주한 작품을 다양하게 이해해보

고(비평) 그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 감정, 

질문을 토대로 나만의 에세이를 작성해본

다.

2. 최종적인 글은 에세이(수필, 일기 등)의 

형태이되 그 내용의 근거로 작품 감상비평

이 포함되도록 한다.

3. 에세이는 작품 감상으로부터 시작해 일

상, 나 자신, 혹은 세상으로 확장된 나의 

자유로운 생각을 담은 개성 있는 글이 되

도록 한다.

전개

(75‘)

감상

수행

● 비평적 에세이 쓰기

감상한 내용을 토대로 ‘비평적 에세이’

를 작성해본다.

최종 작성은 미술실 노트북을 활용해

<미술심화> 교과목 ‘구글 클래스룸’에

게시된 공유문서양식에 각자 작성한다.

활동지

작성

⦁개별 노트북

정리

(5‘)

● 수업 마무리

- 종료를 알리고 각자 선생님의 메일로

공유 링크를 보내도록 하고 자리를 정

리한다.

※ 완성되지 않은 에세이이지만 다른

시간에 에세이를 작성하지 않도록 수업

중 작성 상태로 제출한다.

- 다음 차시를 안내하며 수업을 마무리

한다.

전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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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9] 9차시 교수-학습 세부지도안

소단원
주도적인

비평과 감상

차시 9 시간 90분

대상 고등학교 2학년 장소 미술실

학습주제
[수업 마무리] 작성한 에세이를 토대로 감상을 나누어보고

지금까지의 배움을 되돌아본다.

학습목표

·비평적 에세이를 토대로 자신의 감상을 발표하고 친구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다양한 감상을 경험한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고

자신의 배움을 돌아보며 자기평가를 실시한다.

학습자료
교사 강의 PPT

학생 에세이 작성지, 활동지, 자기평가지

단계

(분‘)

학습

요소
교수학습활동

수업

형태
학습자료

도입

(20‘)

감상

수행

● 인사 및 수업 안내

- 수업 시작 인사를 한 후 마지막 차시

수업에 대해 소개한다.

● 비평적 에세이 마무리

- 지난 시간 작성했던 비평적 에세이를

다듬어 완성한다. (15분)

- 최종 제출물은 인쇄하여 제출한다.

전체

안내

활동지

작성

⦁작성용 노트북

전개I

(30‘)

● 발표 준비하기

- 자신의 감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

록 발표를 준비한다.

※ 발표 내용:

1. 작품 소개

2. 에세이를 통해 드러낸 나의 생각

개별

준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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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공유

3. 생각의 근거가 되는 감상 내용

위 내용이 포함되도록 발표한다.

● 감상 발표하기

- 자신이 선정했던 작품을 소개하고 에

세이에 담았던 자신의 감상과 생각들을

작품에서 근거를 들며 함께 나눈다.

※ 발표하기 전 학생들에게, 발표가 배

움을 확장하는 과정임을 인지시키며 경

청하도록 안내한다.

전체

학습

전개I

I

(20‘)

학습

정리

● 강의

- 수업을 마무리하는 강의를 들으며 미

술과 시각문화의 감상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돌아본다.

※ 강의 내용:

주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용: 분별력, 감수성, 지식을 가지고

시각문화를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이 되

자

전체

학습

⦁PPT자료

정리

(20‘)

학습

점검

학습

평가

● 재정의 해보기

- 수업 첫 시간에 작성했던 활동지

<수업을 시작하며>에서 자신이 정의했

던 ‘미술, 미술의 역할, 감상의 태도’에

대한 글을 다시 살펴보고, 수업을 들은

후 바뀐 생각이 있다면 수정해본다.

● 자기 평가

-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며 배움을 분

명히 해보고 태도를 반성한다.

● 수업 마무리

개별

활동

⦁1차시 작성
활동지

⦁자기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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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업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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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비평적 에세이를 위한 감상 가이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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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비평적 에세이 활동 결과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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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9차시 수업 강의용 PPT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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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umanities Educational

Value of Critical Writing

as a Method of High School

Art Appreciation Education

Park Soyeo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t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value of artworks and visual culture becomes richer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ng with others. This is because artworks and

visual culture contain the value of humanities, which serves as a text

that helps understand life and the world more deepl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ducation community put up a sign

of creative convergent talent” in the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 But

you can find the importance of cultivating humanities if look at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core competencies contained in it.

If so, is art education practicing future education by utilizing

the humanistic values of artworks and visual culture? 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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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research prepared various action plans, it was pointed out

that learners lacked opportunities for exploration and reflection

by dealing with limited topics and contents of learning in the

actual educational field. In response, I asked the question, “How

can art appreciation education be practiced as a humanities

education that can achieve sufficient inquiry and self-questioning,

and what is the actual educational experience?” To answer the

above questions, the educational direction of art appreciation

education was first reviewed. And a high school art appreciation

class with ‘Critical Essay’ was developed and presented as a

practical measure. And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research

class, it was revealed that students had an educational

experience that could cultivate humanities backgrounds.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to clarify

the educational meaning and direction of art appreciation

education. Contemporary art education viewed appreciation and

critical writing as ‘a learning process’ that allows students to

explore, understand, and reflect on visual culture within various

contexts. In addition, the contents from classical artworks to

contemporary visual cultures were dealt with as objects of

appreciation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selected some works

suitable for exploration in artworks, visual culture products, and

popular culture, and suggested writing a ‘Critic Essay’ as a

learning tool to clarify thinking and free exploration and

self-questioning. The designed program was conducted for about

a month with 7 participants in an in-depth elective class at Hana

School (pseudonym) in Gyeonggi-do, and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reveal the participants’ learning experiences by

collecting participation observation diaries, papers of activi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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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ss, and interview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through the program, participants

re-established their self-identity by looking into the works they

appreciated. And they recognized others, discovered features of

life, broke prejudices in arts fields, or expanded their

understanding through empathy for the author or world revealed

in the works.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se experiences were

manifested through the process of ‘connecting’ the artist’s life or

the real worl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rocess of

criticizing and writing essays improves visual literacy about visual

cultures, and enables the ‘higher-order thinking’ that synthesizes

or interprets.

This study revealed that when art appreciation classes using

‘Critical Essay’ provide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exploration

and reflection, it can be practiced as a humanities education that

reflects on oneself and broadens understanding of others and

life. Therefore, it was meaningful that it provided a practical

example of art appreciation classes as humanities education and

showed the reality of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keywords : critical essay, humanities education, self-identity,

recognizing other beings, connecting with life

Student Number : 2016-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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