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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20세기 후반의 영미미학을 대표하는 허버트 리드와 토머스 먼로 두 사람의 미학자가 미술교육사상의 정립에 기여
한 바에 관하여 고찰하려는 것이다. 특히 미술교육과 국제적 이해의 관련성에 대한 그들의 사상을 조명하고, 두 사람의 사상
이 갖는 상이함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리드와 먼로는 모두 InSEA의 설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들의 사상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교육과 결부되는 국제적 이해라고 하는 이념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InSEA의 설립과정과 관련하여 유네스코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 경위를 고찰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공헌에 관해 정리한다. 이어 리드의 유네스코에 대한 비판을 실마리로 삼아 그가 이상으로 삼았던 국제이해에 대한
미술의 공헌이라는 사상에 관하여 조명한다. 그리고 먼로의 미술교육과 국제이해에 관한 사상을 그의 미술교육 논집에 재
수록된 당시의 관련 논문을 정독함으로써 해명한다. 나아가 양자의 견해가 드러내는 상이함에 관하여 비교 검토할 것이다.
주제어: 미학자, 미술교육사상, 허버트 리드, 토머스 먼로, 국제이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ontributions of Herbert Read and Thomas Munro, who were
the representatives of English and American aesthetician in the late 20th century, to the thoughts of art
education. Especially, I will illuminate their thou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education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explain the difference of their viewpoints. They were deeply involved with the establishment of InSEA. Their thoughts set a very solid foundation to build the idea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mbined with art education since World War Ⅱ.
In this paper, I will show their roles in art education by exploring the materials of UNESCO o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InSEA. And then, I will consider Herbert Read'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hrough art which was generated from his criticism on the policy of UNESCO, and at once
Thomas Munro's opinion of the connection of art education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by reading his
collected papers on art education. Further, I will explore and analyze comparatively the difference of their
arguments.
KEY WORDS: aesthetcian, thoughts of art education, Herbert Read, Thomas Munro, international under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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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허버트 리드(Herbert Read, 1893-1968)와 토머스 먼로(Thomas Munro,
1897-1974) 두 사람이 그들의 저작 가운데에서 미술교육과 국제적 이해의 관련성에 관하여 어
떻게 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두 사람이 보여준 견해의 상이함을 지적해보고자 하
는 것이다. 허버트 리드는 시인이며 사상가로서도 널리 알려진 미학자인데, 예술을 통한 교
육(Education through Art)(1943)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적인 미술교육의 방침을 마련
하는데 하나의 뚜렷한 좌표를 제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1) 토머스 먼로는 존 듀이(Joh
Dewey, 1859-1952)의 프래그머티즘 미학의 계승자이며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각현상
을 미술로서 포괄하려한 의욕적인 저작들과 여명기의 미술교육에 대한 이론적 공헌으로 인해
알려진 인물이다.2) 우리가 이 글에서 두 사람의 사상을 비교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함께 제시
하게 된 까닭은, 그들이 모두 ‘국제미술교육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 = InSEA)’의 설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InSEA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ESCO)’의 자문기관으로서 1954년에 설립된 미술교육을 위한 국제학회이
다. 미술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이미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된 바가
있다. 1904년에는 ｢산업에 응용되는 소묘 및 미술의 교수에 관한 국제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the Teaching of Drawing and of the Arts Applied to Industry)｣이 설립되었다
(Steers, 2005).3) 유네스코가 응원하고 있는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세계평화의
실현이라고 하는 목표아래 설립된 InSEA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적인 미술교육의 흐름
을 상징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또 여러 나라에서 개최된 대회의 성과를 계
기로 하여, 각 가맹국에 대하여 미술교육을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세계 각국의 미술교
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InSEA회의가 1965년에 도쿄4)에서 또
1) 허버트 리드의 저작은 국내에서 상당수가 번역 소개되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며, 이로 인해 한국인이 현
대미술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예술과 사회(한상진 역, 조선문화교육출판사,
1949), 평화를 위한 교육 (안동민 역, 을유문화사, 1959), 예술론(백기수, 서라사 역, 경림출판사, 1978) 및 같은
책의 번역인 예술의 의미(박용숙 역, 문예출판사, 1985; 임산 역, 에코리브르 2006), 현대미술의 원리(김윤수 역,
열화당 1981), 허버트 리드 자전(장경용 역, 범조사 1987), 현대회화의 역사(김윤수 역, 까치 1991), 예술의 뿌
리(김기주 역, 현대미학사 1998),간추린 서양현대조각의 역사(김성회 역, 시공사, 1998), 조각이란 무엇인가(이
희숙 역, 열화당 2001), 도상과 사상(김병익 역, 열화당 2002), 예술을 통한 교육(김성숙, 김지균, 김향미, 김황
기, 황향숙 역, 학지사, 2007). 연구논문으로는 김해성, Herdert Read의 예술교육론에 관한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
문(1968), 정정숙, 허버트 리드와 아이스너의 미술교육 정당화 비교, 미술교육논총 4(1995). 최은희, H. Read의 인간
성 형성으로서의 예술교육론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1993), 최혜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 모색: 허버트 리
드의 ‘예술을 통한 교육’ 비판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4(2010)가 있다.
2) 토머스 먼로에 관한 연구로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찍이 민주식의 ｢‘예술학’의 발전으로서 본 Thomas Munro
의 경험과학적 미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78년 2월)이 있고, 번역서 동양미학(Oriental Tradition
in Aesthetics) 백기수 역. 열화당, 1989가 있다.
3) 1957년에 그 명칭을 “Federation Internationale pour l’Education Artistique”로 개칭한 이 회의는 1963년에 InSEA에
흡수 병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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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바 있다.
InSEA의 설립경위에 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서술할 텐데, 여기에서는 우선 허버트 리드와
토머스 먼로가 관여한 바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InSEA가 설립하게 된 단서는 1947
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유네스코의 제2차 총회에서 마련되었다. 이 총회에서 ｢일반교육에서의
예술(arts in general education)｣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 유네스코가 목표로 삼는 국제적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세계평화의 실현을, 일반교육에서의 예술교육의 영역을 촉진함으로써 달성할
것을 목표로 삼는 이 프로젝트가, 당초에는 미학자와 미술교육자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모이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리하여 1948년과 49년에 파리에서 ｢전문가 위원회
(Committee Experts)｣ 및 ｢전문가 회의(Meeting of Experts)｣가 소집되는 형태로 개최되었다.
1948년 회의에서는 영국 대표로서 출석한 허버트 리드가 의장직을 맡았으며, 미국 대표로서 참
가했던 토머스 먼로가 보고자 역할을 맡았다. 1949년 회의에서는 리드는 출석하고 있지 않지만,
먼로는 계속해서 출석했고 이 회의의 의장직을 맡았다. 이 회의에서 행해진 제언에 따라, 제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이른바 ‘브리스톨 세미나(Bristol Seminar)’로서 알려진 ｢일반교육에서의 시
각예술(the Visual Arts in General Education)｣의 개최가 결의되고 InSEA의 설립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리드와 먼로는 InSEA의 설립에 직접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은
전후의 어느 시점에서 자연스레 국제적인 미술교육의 지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거의
70년이나 지난 오랜 이전에 그들이 제창했던 이론과 사상을 오늘날의 문제와 상황에 현실적
으로 대응시키기에는 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결론을 넘겨짚어 말한다면, 거
기에서 보여준 문화와 국제이해의 관계에 관한 진지한 이해와 또 이해방식의 엇갈림은 오늘날
의 문화와 교육이 처해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학습지도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문화 가정이 함께 하는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면서 미술을 통한 국제이해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미술교육이나
예술 나아가 문화 그 자체가 국제이해나 국제평화에 공헌한다고 하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검증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주장 자체는 인류의 의지 만들어낸 공동의 가치이며 이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의 공헌이 연결되어 있다. 국제연합, 유네스코,
InSEA라고 하는 동기(moment)도 그것에 깊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개는 제2차 세계대
전이라고 하는 인류 공통의 위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평화에 공헌하는 미술교육을 희구하는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며, 여전히 오늘날의 미술교육사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전개에 깊이 관여한 두 사람의 미학자가 보여준 미술교육과 국제이해에
관한 사상을 실마리로 삼아, 미술교육사상에서 ‘미술을 통한 국제이해’라고 하는 이념의 출발
점 나아가 그 기반을 확인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4) 1965년의 InSEA 도쿄대회는 InSEA와의 합병 이전에 FIEA에 의해 기획되었던 것이다. 1963년 두 학회의 병합에
의해 실질적으로 InSEA의 국제회의로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3년에 한번씩 열리고 있던 공식회의의 인터벌 사이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InSEA의 대회로서 기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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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술을 통한 국제이해에 대한 주목
InSEA가 전후 미술교육사의 핵심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관점에서 비판적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InSEA에 관해서는 그 회의 의사록, 비망록, 회고록 등의 문장
이 단편적으로 남아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한 연구가운데 가장 초기에 행해진 것으로서, 1987년에 제인 엘렌 로데스(Jane
Ellen Rhoades)가 저술한 ｢InSEA의 기원과 발전: 에드윈 지그펠드의 유산(A History of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 The Edwin
Ziegfeld Legacy)｣(Rhoades, 1987)이 있다. 로데스는 이 논문에서 InSEA의 초대 회장을 맡은 에
드윈 지그펠드(Edwin Ziegfeld, 1905-1987)로부터 제반 사정을 청취하여 기록한 조사를 포함하
여 그 당시의 관계자들이 기록한 단편적인 자료들을 수합 정리하면서, InSEA의 설립으로부터
그 초기의 성격과 전개에 관하여 상세한 리포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리드의 영향력
과 초대 회장으로서의 지그펠드의 헌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먼로의 사상적 영향
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밝혀져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Rhoades, 1987).5)
허버트 리드는 InSEA의 제1차 총회에서 기조강연을 행했고 그 후에 명예회장이 되었으며,
그의 저작 예술을 통한 교육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술교육자가 반드시 휴대해야 할 책이
되었다. 이 리드에 관해서 말한다면, 미술교육이 세계평화에 대해 공헌한다고 하는 그의 이론
으로 인해, 오늘날에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 연구에 관계하는 근래의 성과로서는, 우에노
히로미치의 ｢형성적 표현으로부터 평화로｣(上野浩道, 2010)라고 하는 논문이 있다. 우에노는
이 글 속에서 근대 일본의 미술교육과 미술연구의 선도자였던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1863-1913)과 비교하는 가운데 리드의 유네스코 비판과 그의 미술교육사상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후에 다시 상술할 것이다. 리드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취급되는 데에 반하여, 먼로는 본국 미국에서도 잊힌 존재가 되고만 감이 없지 않다.
이 글에서는 먼로의 미술교육사상과 그 세계평화에 대한 공헌이라고 하는 이론을 그의 저
작으로부터 밝히는 것을 하나의 중심적인 과제로 삼고, 그의 사상이 어떠한 것이며 또 그것이
리드의 사상과 어떻게 서로 비교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InSEA의 초석의 하나인 ‘미술교육을
통한 국제이해’ 사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위에서 말한 과제에 대한 의식을 갖고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우선 InSEA의 설립과정을 유네스코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삼아 검토하고, 리드와 먼로의
공헌에 관해 정리한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로서 들었던 우에노의 지적을 참조하면서, 리드의

5) 제인 엘렌 로데스는 1985년에 개최된 펜스테이트 컨퍼런스에서 행한 발표에서 “각각의 이념이 InSEA의 기원에 영
향을 미치고 또 그 조직에 협동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리드와 먼로 각각의 작업
에 관해 정밀 조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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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에 대한 비판을 실마리로 삼아, 리드가 이상으로 여겼던 예술의 국제이해에 대한 공
헌이라는 사상에 관해 조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먼로의 미술교육과 국제이해에 관한 사상을,
1956년에 발행한 그의 미술교육 논집인 미술교육 그 철학과 심리학: 선집(Art Education Its
Philosophy and Psychology Selected Essays)(Munro, 1956)에 다시 수록된 당시의 관련 논문
들을 정독함으로써 해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리드와 먼로 두 미학자의 견해가 드러내는 상이
함에 대하여 논하는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적인 미술교육 조류의 단서가 되는 일
종의 마찰의 문제로서 지적할 것이다.

Ⅲ. InSEA 설립과정에서의 역할
InSEA의 설립경위는 앞서 서술한대로 1947년에 개최된 제2차 유네스코 총회로 거슬러 올
라간다.
앞서 1945년 11월 16일에 채택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현장(Constitut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소위 유네스코헌장은 두 차
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경험한 인류가 그 비극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문화와 교육의 보급이 중요함을 천명하고 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평화의 보루를 쌓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유네스코 헌장6)).

위와 같은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헌장은, 불행히도 ‘인간의 존엄·평등·상호존중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 ‘무지와 편견’에 의해,
그 부정적 욕망이 확산된 귀결로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관점에 서서, ‘인류의 지적 그리
고 정신적 연대 위에’ 평화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표명한다. 그러기 위해서 유네스코는 교육사
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비롯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도서, 예술작품, 역사 및 과학 기념물의
보존 및 보호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그 주된 활동으로 삼는다.
교육, 과학 및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국제적 교류와 함께, 출판물, 예술적 과학
적으로 의의 있는 것 그리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포함하는 지적활동의 모든 부문에서 여러 국민들
사이의 협력을 장려할 것.
그 어느 국가에서 작성된 인쇄물과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국제협력의 방법을 발의 제안할 것(유네스코 헌장).

이처럼 유네스코는 문화 및 교육의 보급활동을 통하여 평화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
6)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5244&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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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며 고매한 이상을 실현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는 여하튼 문화, 교육의 전문가들의 연
대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당초부터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추진을 위
해 예술교육 분야에서도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
할 것을 결정하였다.
1948년 5월 11일에 개최된 최초의 ｢일반교육에서의 예술의 역할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Committee of Experts the Role of the Arts in General Education)｣의 의사록에는 그 모임이
개최되기에 이르는 경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UNESCO, 1948, p. 1).
유네스코는 1947년에 각 가맹국의 학교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할 것을
기획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제2차 총회에서 이 질문지의 장대함이 문제가 되는 동시에, 특히
음악과 시각예술에 관한 질문지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우선 간단한 규모로 실시된
조사를 바탕으로 삼아, 전문가를 소집하여 가맹국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 제안이 되
는 프로그램을 1948년 중에 제작해서, 그것을 제3차 총회에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전문가 위원회를 소집하기에 이른다(Munro, 1948).
이 위원회에서는 허버트 리드가 의장직을 맡았고 토마스 먼로가 보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
였다.7) 그리고 첫날 회의에서 비제 랑제방(Vige Langevin), 레이몽 바이에르(Raymond Bayer),
샤를르 랄로(Charles Lalo), 에티엔느 수리오(Etienne Souriau)를 참관인(observer)으로서 초대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따라 이들 각자가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유수한 미학자들을 대거 초
대한 점이 특히 눈에 띤다.
이 회의는 우선 최초에 ‘예술(art)’과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의 정의로 인해 분규를 일
으켰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적 배경과 공교육 시스템이 전혀 다른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인 위
원들로 구성되는 회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었으며, 다양한 논의를 서로
조화시켜 어우러지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다고 여겨진다. 논의를 거듭한 결과 이 프로
젝트에서 말하는 각 용어의 정의는 시각예술이나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매우 넓은 광의의 것이 되었다(Munro, 1948).
‘예술(art)’이라고 하는 말은 회화, 조각, 건축, 도자기와 같은 시각예술과 공예(craft) 뿐만 아니
라, 음악, 창작 문학, 연극, 댄스, 영화를 포함한다(Munro, 1948, p. 1).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은 ‘특별 직업교육(specialized vocational education)’에 대치되는 말
이라고 이해된다. 이것은 전체 연령을 커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어린이들은 물론 성인
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며,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박물관, 라디오, 영화, 도서관, 출판, 민중예술 등

7) 참석한 멤버에 관해서는 의사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장(Chairman): 허버트 리드(Herbert Read) / 보고자
(Rapporteur): 토마스 먼로(Thomas Munro) / 위원(Members): E. M. O’R. 디키(E. M. O’R. Dickey), 조지 파브르
(George Favre), 졸탄 코달리(Zoltan Kodaly) / 사무국(Secretariat): C. E. 비바이(C. E. Beeby), 쿼 유쇼우(Kuo
Yu-Shou), 피터 벨류(Peter Bellew), H. H. 아제베도(H. H. Azevedo), 데니스 서톤(Denis Sutton).(UNESCO, 194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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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관들의 이용을 포함한다(Munro, 1948, p. 1).

이와 같이 예술과 일반교육을 정의한 위에, 본 회의의 목표는 ‘일반교육에서의 예술의 역할
을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하기 위한 기관을 세계 속에 설립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예술이 다(多)국가 간, 이문화 간의 상호이해와 조화를 위해 중대한 역할을 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오지 못했다고 하는 전제에 입
각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한 전제 위에서 비전문가들이 한층 더 좋은 감
상과 이해를 하기 위한 연구와, 초등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 만인을 위한 창조적 활동과 표현
의 기회를 개발하는 일의 중요성을 논의하였으며, ｢이 영역에서 더 한층 활발한 활동과 유네
스코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적인 평의회 및 국가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일반교육에서의 예
술전문가위원회에 의한 권고(Recommendations of Experts committee on the Arts in General
Education for the Setting up of an International Council and National Committees to Further
Activities and UNESCO's Aims in this Field)｣를 정리하면서 매듭을 짓는다. 이 권고는 유네
스코 가맹국들이 각기 일반교육에서의 예술의 위원회를 설립할 것, 그리고 그 위에서 유네스
코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평의회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평의회의 구체적인 활동 플
랜으로서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이 제안되었다(Munro, 1948).
1. 예술교육의 한층 더 좋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과거 및 현대의 위대한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방법을 보여주는 학생들의 작
품으로 이루어진 순회 전람회를 연다.
3. 복제, 서적, 사진, 악기, 회화 및 조각의 설비 등과 같은, 예술교육에 유효한 교재 공급원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이 영역에 관하여 아직 교사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은, 중요한 서
적 및 논문의 번역과 출판을 행한다.
5. 국제적인 연극제 및 음악제의 계획 장려한다.
6. 이 영역의 교사 및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연합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국제회의의 조직을 장려한다.
7. 교사 및 학교기관이 교육문제에 관한 전문기관을, 가장 좋은 공급원으로부터 찾도록 조
력한다.
8. 특히 해외에서의 조사 및 연구를 위한 교사와 학생의 교환, 그리고, 조사를 위한 장학금
을 확립한다.

(Munro, 1948, p. 3)

이 위원회의 권고는 1949년 제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어 ｢도큐멘테이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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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ion Center)｣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같은 해 6월과 12월에 ｢미술과 교육(Art
and Education)｣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활동이 진척되어가면서 다양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유네스코는 다시 전문가를 소집하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그래서 1949년에 이번에는 먼로를 의장으로 하여 전문가회의(Meeting of Experts)를 개최하게
된다(Cuvelier, 1949.).
이 회의는 이전 회의보다도 더 많은 전문가들이 모였다.8)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전 위원회
의 권고를 답습하면서 다음 사항을 채택한다.
1. 전번에 행한 권고를 승인하고, 프로젝트의 한층 더 정력적인 실행을 추진한다.
2.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인재를 증원한다.
3. 영구적인 정보센터의 설립과 출판활동의 증가에 따른 정보 전달을 도모한다.
4. 예술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펠로우십(fellowship)에 의한 인재교류를 장려한다.
5. 예술 교육자를 위한 세미나를 조직한다.
6. 실험적인 시위(demonstration)로서의 페스티벌 프로모션을 행한다.
7. 일그러져있는 일반교육에서의 예술을 위한 국제위원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창설한다.
8. 아동서적의 전람회를 조직한다.

(Cuvelier, 1949, p. 6.)

나아가 본회의에서는 제한된 예산과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매력 있는 파일럿 프로
젝트를 실시하는 일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다양한 영역의 예술들에 확산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는 오히려 시각예술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UNESCO, 1952).
이 권고는 1950년 제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어린이의 예술작품 및 정보의 계
속적인 교환의 촉진과 더불어, 세미나 실시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국제세미나는 각
가맹국 정부로부터 선발된 대표자와 유네스코에서 직접 초빙한 전문가가 한꺼번에 만나, 각

8) 이 회의의 구성원에 관해서는 의사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장(Chairman): 토머스 먼로(Thomas Munro)
/ 부의장(Vice-Chairman): 제임스 셀리(James Shelly), G. De 안젤리스 도사(G. De Angelis D'ossat) / 보고자
(Rapporteur): 마르셀 퀴블리에(Marcel Cuvelier) / 전문가(Experts): 레나토 C. 알메이다(Renato C. Almeida), 클리포
드 엘리스(Clifford Ellis), 해리 페트(Harry Fett), 레이몽 루쉐르(Raymond Loucheur), 알프레드 슈미드(Alfred
Schmid), 버나드 스미스(Bernard Smith), 루피노 타마요(Rufino Tamayo) / 컨설턴트(Consultant): 도린 블룸하르트
(Doreen Blumhardt) / 옵저버(Observers): 카트 부인(Mme Cart), 질-들라퐁 부인(Mme GilleDelafon), 앙드레 에르망
(Andre Hermant), 에핑검 P. 험프리(Effingham P. Humphrey), 앙드레 조세트(Andre Josset), 롤랑드-마뉴엘
(Roland-Manuel), 필로테오 사마니에고(Filoteo Samaniego) / 비지터(Visitor): 귀스타브 모노(Gustve Monod) / 사무
국(Secretariat) 쟁 토머스(Jean Thomas), E. J. 카터(E. J. Carter), W. D. 카터(W. D. Carter), 구이도 피오벤드(Guido
Piovend), 코레아 드 아제베도(Correa De Azevedo), 피터 벨류(Peter Bellew), 트레보 토마스(Trevor Thomas).
(Cuvelier, 194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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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상황과 식견을 상호 교환함으로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
고, 서로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제세미나는 도서관 분야 등에서
는 이미 채택되고 있었는데, 유네스코의 효과적인 사업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이 총회에서는
영국의 유네스코 국내위원회의 지원이 확정되고, 1951년 7월 7일부터 27일에 걸쳐 브리스톨
대학(Bristol University)에서 ‘브리스톨 세미나’라고 불리게 되는 시각예술에 포커스를 맞춘 세
미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UNESCO, 1952).
브리스톨 세미나에는 20개국의 대표 약 40명이 참가하였다. 그 개요에 관해서는 유네스코
의 리포트 ｢일반교육에서의 시각예술(The Visual Arts in General Edcation)｣(UNESCO, 1952)
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 개최되는 이 미술교육에 관한 국제회의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또
거기에서 어떠한 논의가 행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에 대한 세밀한 조사
는 본 논문이 설정하고 있는 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이 글의 논지
에 따라 아래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이 브리스톨 세미나에서는 각국의 미술교육의 개요 등이 보고되는 동시에 ‘미술교육의 본
질’, ‘예술을 통한 교육’. ‘미술교육과 뮤지엄’, ‘미술교육의 범위’, ‘영국의 아트 카운슬’, ‘어린
이의 공동제작’, ‘지역 고유의 미술교육과 민중예술’, ‘목요 아카데미(Academie du Jeudi)에서
의 어린이 회화’, ‘불안정한 시기(청년기의 미술교육 문제)’, ‘미술교육과 국제이해’ 등의 토픽
이 거론되어 보고와 논의를 행하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UNESCO, 1952).
이 가운데 ‘미술교육과 국제이해’ 세션에서, 해당과제에 대하여 유네스코가 수행해야 할 역
할에 관한 논의가 행해졌다 또 전체 회의가 일치하여 국제적인 연구기관의 설립, 저널 등의 출
판, 교사와 학생의 교류, 국제적인 전람회 촉진 등의 유네스코에 대한 권고가 결의되었다. 나아
가 이 세미나에 의해 실현된 각국 전문가들의 관계를 한층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예술을 통한
교육’을 위한 국제조직의 확립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이 조직의 실현을 위해 본회의 참가자를
그 자리의 멤버로 한 잠정적인 조직의 결성을 의결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에드윈 지그펠드를
의장으로 하고 앙리에트 노이어(Henriette Noyer), A. 바클레이-러셀(A. Barclay-Russel), C. D.
게이츠켈(C. D. Gaitskell) 4명으로 구성되는 준비위원회가 발족되고, 1954년의 InSEA의 설립
에 이르게 된다(UNESCO, 1952).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InSEA의 설립은 유네스코의 ｢일반교육에서의 예술｣ 프로젝트의 성
과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리드와 먼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은 분명하다. 나아가 InSEA 그 자체에 대한 영향에 관해 덧붙여 서술한다면, 리드는 브리스톨
세미나에서 그의 저서 예술을 통한 교육에 입각한 강연을 행하고 있다(UNESCO, 1952). 이
강연원고는 전체 참가자에게 배포되었다. 그리고 InSEA라고 하는 회의 명칭으로부터 보아도
분명하듯이, 이 회의는 리드의 미술교육사상에 대한 감명에 힘입어 설립되었다고 말해도 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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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닐 것이다. 또 먼로에 관해서 말한다면 두 차례의 전문가위원회에 출석한 사실과 거기에
서 보여준 리더십, 그 밖에도 1953년에 브리스톨 세미나의 성과를 계승하여 유네스코에서 출
판한 논문집 교육과 예술(Education and Art)에 ｢예술과 국제이해(Art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Munro, 1953)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고하고 있는 논문을 통해서 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InSEA 설립기의 멤버들에게는 먼로의 사상과 견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리드와 먼로가 각기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저술
을 통해 표명했던 그들의 예술을 통한 국제이해 그리고 평화의 실현은, InSEA라고 하는 구체
적인 과실을 열매 맺게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전후 미술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짓게 되는 전개에 커다란 공헌을 행했다고 생각되는 이 두 미학자의 미
술교육사상에서 예술과 국제이해의 상관성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Ⅳ. 허버트 리드의 유네스코 비판
허버트 리드는 1940년부터 42까지 3년에 걸쳐 예술을 통한 교육을 저술하였다. 제2차 세
계대전 중에 발표된 이 책은 심리학적인 식견을 예술교육에 응용한다고 하는 포부를 보여주는
동시에, 예술을 기본 축으로 한 교육 전체의 새로운 모습을 주장하였다. 이 사상은 많은 교육
자들에게 특히 예술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열광가운데에서
1954년에 InSEA라고 하는 조직이 설립하였다. 이렇게 리드의 사상과 유네스코의 활동은 강한
친화성을 가지면서 평행적으로 전개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리드가 유
네스코의 초기 활동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우에노
의 논고와 말콤 로스(Malcom Ross)의 논문(Ross, 1998)에서 지적되었다.
우에노가 주목하는 것은 리드가 1950년에 출판한 평화를 위한 교육(Read, 2012)에 수록
된 에세이 ｢세계 질서에서의 문화와 교육｣에서 보여준 언설이다. 이 글은 1948년 미술교육 미
국위원회의 제6차 연차 총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리드는 이 에세이에서, 유네스코 헌장에서 문화는 형상을 지닌 전수 가능한 것이고, 대학이
나 도서관과 박물관에 깊이 간직되어 “이집트의 밀(小麥)처럼 굶주린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배
급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하여 리드는
견해를 달리 한다. 그에 따르면 문화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토착의 연약한 유기적 생명이며,
여기저기로 옮겨가더라도 보급력과 창조력을 지닌 문화는 오직 문화의 종자만이다(Read,
2012, 46)”라고 주장한다. 리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유네스코의 발
상은, 문맹의 박멸이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고 있듯이 ‘보편적인(universal)’ 지식을 가능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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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보급한다고 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리드는 유네스코가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
이 지적인 교육과 도덕교육의 분열을 근원적으로 초래하게 되는 ‘과학적 휴머니즘(scientific
humanism)’이 그 근저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과학적 휴머니스트들의 공식(公式)은 지식, 이를테면 우주의 구조라거나 인간생활의 실태라거나,
역사와 지리와 경제라고 하는 것에 관한 지식, 이러한 지식들이 인간 진보의 기초를 이룬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그러한 지식들을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읽고 쓸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 유네스코가 그들에게 ‘객관적인 역사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배급해준다. 그렇게 한다면 인류의 공동체, 하나의 세계는 거의 대부분 성취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학적 휴머니스트들의 견해이다.(Read, 2012, p. 47)

리드는 예술의 교육을 통해 ‘과학적 휴머니즘의 근본적 오류인 지적 교육과 문화적 교육 간
의 단절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플라톤을 인용하면서 “예술의 교육은 윤리적인 덕
을 성장시킨다.”(Read, 2012, p. 65)라고 서술하고, 그러한 도덕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은 유네
스코가 계획하는 ‘매스 미디어’ 즉 라디오, 신문, 영화라고 하는 수단들에 의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리드는 이 에세이의 주에서 유네스코가 활동분야를 넓히는 가운데, 그 자신이 주장하는 교
육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일반교육에서의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리드가 비판의 놀림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1948년까지의 유네스코의 태도와 그 헌장이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입장이지, 그 후 리
드가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던 InSEA의 설립을 포함하는 유네스코의 전개가 아니라고 하
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는 리드의 이러한 비판을 수용한 전개로서 InSEA는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에노는 리드가 비판했던, 문화를 전달하고 보급한다고 하는 유네스코의 당초 발상은 다분
히 유럽중심주의이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점을 결락한 문화적 글로벌리즘을 체현하
고 있는데, 리드의 비판은 실로 이 문화적 글로벌리즘을 향해 있었다고 보고 있다(上野浩道,
2010, p. 206).
그렇다면 다음으로 먼로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 후에 리드와 먼로 개개인이 표명
하고 있는 주장의 차이점에 관해 검토를 덧붙이고자 한다.

Ⅴ. 토머스 먼로의 ‘예술과 국제이해’
먼로의 미술교육 논집인 미술교육 그 철학과 심리학에는 미술교육과 국제관계 및 평화교
육 간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한 두 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하나는 1938년에 ｢매거진 오브 아

조형교육 62집, 2017
Art Education Review, No.62

92

트｣(Magazine of Art, XXXI. 10, October, 1938) 에 게재된 ｢예술과 세계 시민성(Art and
World Citizenship)｣을 다시 제목을 바꿔 고친 ｢예술과 세계의식(Art and World-Mindeness)｣
(Munro, 1956, pp. 139-150 수록)이고, 다른 하나는 1949년의 ｢동부미술협회 연감(Yearbook
of the Eastern Arts Association)｣에 처음으로 출간된 논문 ｢예술과 국제이해(Art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Munro, 1956, pp. 152-168 수록)이다. 여기에서는 위의 두 편의
글을 실마리로 삼아 해당과제에 대한 먼로의 문제의식을 밝혀보고자 한다.
먼로는 ｢예술과 세계의식｣에서 세계의식의 형성에 대하여 예술이 수행해 온, 그리고 금후에
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역할에 관해 논하고 있다.
먼로에 의하면 과거에 논의해온 세계통합은 ‘팍스 로마나(Pax Romana)’ 또는 ‘팍스 브리타
니카(Pax Britannica)’라고 칭해져 온 제국주의의 성과로서 달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날 달성해야 할 세계통합은 거기에 참가하는 시민의 자발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인 것
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그와 같은 연대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
니라 교육이나 이성적인 사고의 힘, 특히 예술이라고 하는 ‘비이기적인 조화와 미의 이상을
표현하는 힘’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한다(Munro, 1956).
하지만 먼로는 거기에서 과거에 예술이 항상 그러한 연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예술은 때로 사회의 조화를 위한 힘이 되고, 그리고 때에 따
라 그 반대의 역할도 수행하였다.”(Munro, 1956, p. 141) 예술은 이런 점에서 그다지 특별한
것은 아니며,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것 즉 과학, 상업 및 종교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것들
은 모두가 다 인간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평화나 관용에 공헌하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편협함, 증오, 억압을 위해서도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술은 사회계급이나 종교적 섹트 간의 대립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사람으로
향하는 증오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그것은 평화로운 민중을 서로 대립하게끔 불을 지피는
수단으로서, 질투가 심한 투쟁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Munro, 1956, p. 141)

그렇다면 이 선성(善性)과 악성(惡性)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는 인간적 영위로서의 예술
이, 어떻게 하여 국제의식을 함양하며 인류의 연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먼로는 예술
작품이 ‘전 인류의 문화유산’이 됨으로써 인류 공통의 문화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예
술이 수행해야 할 공헌이라고 생각하였다.
과거의 예술이라고 하는 유산은 현재의 분쟁을 유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힘이 된다. 일본, 러시
아, 독일, 이탈리아의 미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또 그 음악, 정원, 사찰, 댄스와 회화, 그
농민의 의복에 의해 이러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추억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는다고 애를 먹는다. 그와 같은 각국의 사람들은 설령 상호간의 정부가 행동
을 부추긴다 할지라도, 실로 동일하게 우리들에 관해서 또 다른 나라에 관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
다.(Munro, 1956,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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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로에 의하면 인류 공통의 문화적 루트가 되는 예술은 과거의 명작에 한정될 까닭은 없다.
경제가 글로벌화해가는 가운데 상업적 예술이 세계적인 규모로 큰 마켓을 형성한다면 그것은
전 인류의 공통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된다고 먼로는 주장한다. 오히려 상업주
의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예술은 미국, 유럽, 아시아와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 노동자 및 자본
가와 같은 다양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또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유대교도에게
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용성(汎用性)이 높은 것으로 되는 일이, 그 마켓에서의 성공의 열쇠
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예술이야말로 인류 공통의 유산이 되기 쉬운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술은 무미건조한 것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먼
로는 현재 그러한 요구(needs)가 찰리 채플린이나 월트 디즈니 같은 천재를 낳고 있다고 논하
고 있다(Munro, 1956). 이와 같은 어쩌면 나이브하다고까지 여겨질 수 있는 태도는 미국을 그
달성한 선행사례로 꼽았다.
미국에서는 대중예술에 의해 섹셔널리즘이나 편협한 지역주의적 태도를 타파하는 일이 많이 행
해졌다. 영화만이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 대중잡지, 예술, 사진 그리고 그것들 보다 비난의 대상
이 되기 쉬운 고속도로의 사인보드에서조차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억제에 방해받
는 일이 없다면, 그러한 대중예술은 장래에 행해질 세계의 연대에 한층 더 크게 공헌해 갈 것이
다.(Munro, 1956, p. 147)

먼로는 순수미술(fine art)보다 천박하고 욕심과 이득에만 매달리는 광고예술이나 상업예술
이 갖는 고혹(蠱惑)적인 매력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그 살풍경한 도구와 산업적인 제작품
(product)에 미적인 매력을 부여한다고 하는 일상적인 기적의 힘을 근시안적인 상품
(merchandise)가 아니라 인류의 연대라고 하는 고매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논한다.
즉 평화라고 하는 어쩌면 전쟁이나 무력투쟁보다도 따분한 테마를, 그러한 예술의 힘에 의해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에세이는 그러한 미술에 의해 만들어지며,
평화로운 미래세계의 정신적 중심지가 되면서 예술로 채색된 도시의 이미지로 집약된다.
내 머릿속에는 문명화된 문화를 위한 참된 국제적 수도가 되고, 비즈니스 오피스인 동시에 상설
‘월드 페어(World's Fair)’가 되는 그러한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 그것은 국제조직의 소유물이
되고, 모든 나라는 우호적인 경쟁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공헌을 한다. 그것은 거대한 박물관을 갖
고 있으며, 신구의 미술품과 공예품을 전시한다. 그 도서관, 궁전, 기쁨의 정원은 일찍이 요새나 궁
정이 지녔던 아름다움을 능가한다. 그것은 음악이나 연극의, 과학전람회의, 올림픽 경기의, 그 밖
의 문화적인 즐거움의 국제적 센터가 된다. 모든 나라가 세계국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나 경제적
희생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로 거기에 공헌한다. 그러한 장래의 도시야말로 국제인에게 구체적
인 기반이 되고, 국가 간의 감정적인 연대를 만들어내며, 공통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강력한 상징
이 된다고 믿는다.(Munro, 1956, p. 150)

먼로가 1949년에 저술한 ｢예술과 국제이해｣는 당시 진행 중이었던 유네스코의 ｢일반교육에
서의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한다. 먼로는 이 유네스코의 작업이 다음의 세

조형교육 62집, 2017
Art Education Review, No.62

94

가지 가정 위에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즉 첫째로, 예술은 민족, 종교, 사회적, 정치적 그룹 사
이의 대립을 완화하고, 관용과 우애를 기른다. 둘째로, 개인이나 소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예
술 행위는 그러한 작용에 관해서는 힘이 미약하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적인 적어도 준(準)공
적인 기관 아래에서 체계적으로(systematic)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로, 예술가의 훈련과 장려,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보급하는 일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 어린이나 일반 대중에게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급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로는 이 에세이에서도 공통의 문화적 토양을 공유하는 일이 세계평화에 공헌한다고 말하
고, 적극적인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다만 오래된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서 본다면, 적극적인 문화교류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을
잇는다. 문화적 교류는 때로 그 지역의 토착문화를 파괴할 가능성을 지닌다. “연약한 그룹으로
부터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침략적 세계로부터 어느 정도의 일정한 격리와 보호가
필요하다.”(Munro, 1956, p. 157)고 하는 견해를 보여준다. 이처럼 그는 이 에세이에서는 선행
하는 것보다도 문화의 다양성을 보유하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일정한 이해를 보여준다.
그러나 먼로는“문화적인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점차 더욱 불가능해지고 있
다.”(Munro, 1956, p. 158)고 하는 입장에 선다. 현재 진행형의 이 문화적 교류가 어떠한 가치
를 지니며, 그리고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가는 그 어느 누구도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
에, 그러한 문화교류를 “민주주의의 논리적인 확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한다”(Munro,
1956, p. 162)고 최종적으로 결론짓는다. 다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명하고 열린 정신
에 의해 문화의 취사선택을 행할 수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는 일뿐이다. 물론 어떠한 기관이라
도 역시 모든 문화에 관하여 그것이 가치를 갖는지 그렇지 않은지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는 없다. 관리된 문화적 교류에서, 어떤 기관이 공적으로 특정한 예술가나 예술작품을 지지하
는 일은 트러블을 초래한다. 그런 위에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관이 문화교류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네스코의 공무상의 기능은, 문화적인 교류(traffic)를 활발하게 하고 촉진시키는 일이다. 그것
은 마치 경찰관이 거리에서 자동차를 유도하는 것 같은 일이다. 이 경우에 어떤 특정한 자동차나
그 운전자의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Munro, 1956, p. 164)

먼로에게 일반교육에서의 예술교육은 이러한 교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는 모든 예술, 모든 양식, 모든 시대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
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호소한다. 그러한 교육은 학교의 한정된 예산이나 시간만으로는 충분히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 뮤지엄, 영화, 라디오, 정기물 간행 등의 미디어에 의해서도
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먼로의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는 감상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그의 태도를 간파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달성되는 “더욱 활발한 문화
적 교류와 그것에 의해 생겨나는 새로운 문화가, 개인의 인격과 국제적 협력의 발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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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요하다”(Munro, 1956, p. 168)라고 그는 결론짓는다.
먼로는 국제기관이 어떤 예술을 지지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각국이
그 각각의 관심으로부터 독자적인 검열을 행하는 일은 방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최대한의 자유’를 민주적 귀결로서 희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먼로는 이 글
에서 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화교류가 행해져야 한다고 역설한
다. 전 세계, 전 인류 공통의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세계의 통합으로 나아가는
절차라고 하는 주장을 거듭 강조한다.

Ⅵ. 맺음말: ｢예술과 국제관계｣에 대한 두 가지 견해
허버트 리드에게서 예술교육의 이론은 혁명의 이론이었다. 그것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을 경험한 인류가 다시는 세 번째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유럽
문명의 귀결로서 그러한 과거의 비극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하는 리드에게, 실로 그 중심적 사
상인 ‘과학적 휴머니즘’에 입각하는 유네스코의 태도는 비판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리드는 철
저하게 도덕의 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유럽 중심의 문화적 통합, 문
화적 글로벌리즘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우리가 이와 같은 리드의 견해에 대치시켜 비교해 볼 때, 토머스 먼로는 곧 ‘과학적 휴머니
즘’에 입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먼로에게서 국제이해에 공헌하는 미술의 교육이란 다름
아닌 전 인류 공통의 문화적 유산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나아가 문화의 다양성에 눈짓을 주
면서도 자유주의에 의해 뒷받침된 민의(民意)에 따르는 활발한 문화교류가 행해질 것을 추천
장려하는 먼로는, 일부 그 위험성도 지적하면서 상업적인 문화교류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다.
문화의 글로벌화는 ‘세계 표준(global standard)’으로 향하는 수렴이라고 하는 단극화(單極化)
와 개개 문화가 그 독자성의 주장을 강화함으로써 생겨나는 다양화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우리는 리드의 이론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이론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다양성으로 향하
는 함축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와 달리 먼로의 이론은 양보를 포함하면서도 글로벌 스탠
더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nSEA의 설립에 관여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적인 미술교육의 사상
과 전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허버트 리드와 토머스 먼로에 관하여, 그들의 국
제이해와 미술교육에 관한 이론을 자세하게 고찰하고 양자의 입장을 비교 검토해보았다.
리드의 이론이 유네스코가 견지하고 있는 유럽 중심적인 성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글로벌화
에 대해 경고하였음에 반하여, 먼로의 이론은 문화교류의 ‘최대한의 자유’를 보증하고 적극적
인 교류를 행하는 가운데 세계 인류의 공통의 문화적 토양을 형성하는 일을 목표로 삼아 문화

조형교육 62집, 2017
Art Education Review, No.62

96

적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두 사람의 태도의 상이함은 실로 각자가 서있는 위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고 여겨진다. 즉 대전으로 인해 피폐해진 유럽에서 형성된 사상과, 그 시점을 기본 축으로 삼
아 국제적인(international) 양식으로 전후의 문화 상황을 석권하는 미국에서 형성된 사상이 잉
태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허버트 리드의 사상은 그 미술교육 업적상의 주저인 예술을 통한 교육이 미술교육자들의
필독서가 되었고, 또 InSEA 등의 구체적 결실로서 한국을 포함한 전후 세계의 미술교육에 일
종의 규범으로서 ‘예술을 통하여 인간 교육을 행한다.’고 하는 이념으로 정착되었던 사실로부
터도 그 영향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다. 한편 토머스 먼로에 관해서는 전후의 미술교육사
가운데에서 리드만큼 중요시되고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가 보여준 ‘미술교육과 국제이해’
사상은 국제화를 지향하는 미국 미술의 전개라거나 문화적 글로벌리즘을 구현하는 것으로 여
겨지는 할리우드 영화 등 미국의 상업예술의 성공에 의해 절반 이상은 달성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후의 세계적인 미술교육 조류가 각국의 문화적 전통에 덧붙여, 인터내셔
널리즘과 상업예술을 함께 집어삼킨 미국적인 것에 의해 견인되어 온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
실제적인 영향은 결코 적다고는 말할 수 없다.
InSEA는 1954년 설립 당시로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논의를 교환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왔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오늘날의 활동이 창립 당시 관계자들이 지녔던 사상에 아무
런 이의 없이 영향 받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 설립 당시부터 그 밖의 다양한 인물들
이 관여했던 것도 사실이다. 다루고자 하는 연구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아쉽게도
각국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InSEA가 대처한 활동에, 리드와 먼로의 사상적 영향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상세한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
유네스코는 글로벌화의 진전 가운데에서 그 문화나 국제이해에 대한 견해에 관하여 적절하
게 그 인식을 새롭게 해왔다(Ishii, 2003). 우리나라에서도 유네스코의 포용의 이념을 추구하면
서 모두를 위한 다문화 미술교육에 대한 주목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심영옥, 최서윤, 2015).
근래 유네스코는 미국 중심적인 문화의 양상으로부터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쪽으로 크게
방향키를 돌리고 있다. 이를테면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문화적 표현의 다
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 말해주듯이,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전달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김선아, 박진희, 박한울, 정혜원, 2017). 말하자면 이러한
상황은 미술 그 자체가 서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라고 하는 인간 활동의 파악방식
에 새로운 변환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미술교육사상의
기반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리드와 먼로가 ‘미술을 통한 국제이해’에 관
련하여 어떠한 견해를 표명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고찰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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