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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활동이 제공하는 촉각 감각의 교육적 가치*
김 황 기**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점토활동이 제공하는 촉각 감각의 교육적 효과를 탐구하고 점토활동이 유
사접촉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점토작업은 촉각 감각을 자극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
첫째, 기본 촉각 능력을 자극한다.
둘째, 기본 운동 능력을 자극한다.
셋째, 공감능력을 길러준다.
넷째, 심리적 안정을 가져온다.
다섯째, 미술작품에 살아있는 현실감을 제공한다.
사고가 아니라 몸이 정신의 토대가 된다는 것과 촉각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보다 우리 인
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두 가지 사실이 밝혀지면서 촉각을 자극하는 미술활동, 특히
점토로 하는 활동이 가지는 미술적 가치와 유사접촉의 대안으로서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주제어(key words): 점토활동(claywork), 촉각(haptics), 몸 철학(philosophy in the flesh)

Ⅰ. 서론
몸을 통한 구현은 인간의 삶에서 보편적 형태이다. 따라서 몸의 의식 역시 우리 의
식의 보편적 형식이다. 몸의 의식은 마음이 지니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 세계와 상호작용하여 가지게 되는 경험을 인식하는 신체화된 의식을 포함한다.
몸을 떠난 의식만은 존재할 수 없음(Lakoff & Johnson, 1999/2002; Johnson, 2007/2012;
Shusterman, 2007/2013)이 밝혀짐으로서 좀 더 풍부하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몸 감각
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전통적인 교육의 활동이 탈신체화된 마음에 중심을 두고 탈
* 이 논문은 2015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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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화된 이해와 개념의 습득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부터의 교육은 마음이 신체화
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탐구와 교육적 적용이 필요하다.
미술에서 몸적 감각 그리고 그에 대한 느낌은 항상 중요한 관심사였다. 미술에서
몸의 의식이나 몸적 활동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이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하더라도,
미술이 지금껏 몸을 무시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술가를 포함한 예
술가들은 얼마나 강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의 몸이 정신적 삶의 모습과 관련되
는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몸의 감각과 미술에 대한 탐구가 부족한 것은 과학적 근
거를 제시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학교
미술교육에서도 시각성을 중시하는 평면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현재 미술교육에 가
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각문화미술교육 같은 미술교육 이론도 시각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몸이 마음과 정신의 시작이고 토대이며,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그러니 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과 미술에서 몸과 몸에 대한 탐구가 활성
화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미술에서도 입체활동이 보다 많은
몸적 활동과 관련된다. 그래서 가드너(Gardner, 1983)는 조각가를 신체 운동지능 보유
자로 분류했을 것이다. 조각과 같은 입체는 평면과는 다른 인간의 지능 계발과 관련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체와 관련하여 몸적 행위의 가치를 탐구하고 교육적 의
의를 도출하는 작업은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보다 영역을 세밀화하여 점토작업이
가지는 몸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것이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우리의 감
각에는 촉각이 있기 때문이다. 촉각을 담당하는 피부는 최고의 감각 기관일 뿐만 아
니라 세상과 접촉하고 느끼는 기관이다. 인간의 피부는 가장 예민하고 큰 신체 기관
으로 접촉을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체 접촉이 줄어든 시대에
살고 있다. 촉감은 상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는 감각이라는 것과 시각적
이고 비접촉적인 시각영상들과 문자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어떻게 신체접촉을 늘릴 수 있을까? 후리허그(free hug) 같은 운동도 효과가 있겠
지만 그 보다는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유사 접촉을 강화함으로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부드러운 물질을 만지고 문지르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게 했을 때 오는 쾌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점토활동의 강화가 하나의 대안
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의 기능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기보다 무시할 때 우리의 정신은 더 정확하
게 작동한다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다. 그러나 신체적 깨달음이나 고양이 인식론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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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으로 위험을 내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체적 자기 사용을 향상시켜 정신을 충만
하게 하여 자기 성장에 기여한다. 그리고 신체적 통찰력은 미술적 상황뿐만 아니라
삶의 상황에서도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창의적인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점토 작업이 제공하는 촉각 감각의 교육적 효과를 탐구하고, 점토가 유사접촉의
대안으로서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II. 몸 감각 연구의 선구자들
몸 철학, 즉 몸 감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은 꽤 많다. 그
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메를로퐁티(Merleau-Ponty)와 듀이(Dewey)만을 살펴볼 것이
다. 두 사람의 연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몸
철학의 기본원리를 정립함으로서 몸 철학의 기초를 제공했고, 듀이의 몸 철학은 교육
적 적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메를로퐁티
메를로퐁티는 경험주의자들도 지성주의자들도 모두 세상과 의식을 이원화하고, 둘
중 어느 하나에 우선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체험된 몸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불분
명한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고 믿었다.
메를로퐁티는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의 이원론, 궁극적으로 데카르트의 몸/정신 이원
론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몸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결국 인간의 경험과 의미를 구
성하는데 있어 몸의 우선성을 증명하는데 까지 나아간다. 몸이 모든 지각과 행위의
중심적 재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근거이며, 따라서 모든
언어와 의미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여 몸을 인간의 정신이 발현하는 토대임을 밝혀낸
것이다. 메를로퐁티의 몸 현상학은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것으로서 그 자체의 것과
실제 경험할 세계에 대한 우리의 만남을 재활성화하는 것”(Merleau-Ponty, 1962, p.
ix)이다. 이 말은 지식과 반성에 선행하는 지각과 경험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직접적이고 전반성적인 지각과 그것에 따른
행동으로 “세계를 보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Merleau-Ponty, 1962, p. vii)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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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의식은 대체적으로 네 단계를 가진다. 첫째로 메를로퐁티가 중시하는 원시적 인지
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 불명확한 인지의 단계, 세 번째로 명확한 인지의 단계, 마
지막으로 반성적 인지의 단계이다. 메를로퐁티는 지각, 행동, 그리고 말하기의 비반성
적 단계인 원시적 인지의 놀라운 힘을 강조한다. 이 단계는 명백한 의식적 숙고 없이
우리의 지각세계를 조용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형성해 가는 단계이다. 그래서 그는 몸
의 의도성이 가지는 직접적 본능적 효력을 ‘마술적’이라고 기술하면서 몸의 의도성의
기적적인 본성에 대하여 찬양한다. 그는 세계가 말없이 등장하는 나의 몸에서 생겨난
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같은 정보, 같은 상황에 처해도 자신들의 몸적 지각에 의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지각하고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예술가들이 작업하고
있는 재료의 특성 자체에 자신의 스타일을 방출하여 같은 재료임에도 예술가마다 각
기 다른 고유의 개성을 작품 속에 드러내는 것과 같다. 사실 몸의 비반성적 사용은 인
간과 예술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부분까지도 관련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몸의 철학, 즉, 2, 3세대 인지과학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원리로 발전되었으며, 뇌신경 생
리학에 의해서 사실로 판명되고 있다(Lakoff & Johnson, 1999/2002; Johnson, 2007/2012;
imbc, 2014)는 점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선지자 중 하나다.
메를로퐁티의 몸과 마음에 대한 많은 공로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수용하기 힘든 주장도 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몸을 전혀
관찰할 수 없다고 한정한 점이다. 그는 몸의 느낌에 대한 철저한 집중은 외부 세계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의 발현으로 이끌고,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우리의 불완전한 지각
과 편협된 행동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아래는 그의 주장이다.
내가 나의 몸에 흡수될 때, 나의 눈은 내가 사물과 다른 이들의 외부 껍질만을 지각하도
록 이끈다. 그때 사물들 자체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행동은 불합리한 것으로 퇴보한다.
그러므로 흡수된 신체반성은 자신이 우리의 세계에 대한 종속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세
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할 위험이 있다(Merleau-Ponty, 1962, p. 165).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도구처럼 사용하여 무엇이든 관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
을 객관적인 사물로 눈앞에 두고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외부의 대상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의 살아있는 몸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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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원하는 곳에 집중함으로서 근육의 수축, 움직임, 속도 등을 느껴 관찰할
수 있다. 물론 그가 주장한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과 대상에 의해 만져지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과 들리는 것을 동시에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많은 가수들은 노래
부르기와 동시에 자신의 노래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웬만한 아
마추어도 이러한 동시지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메를로퐁티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물론 그의 주장은 관찰하는 주체인 몸의 관여없이 관찰되는 대상으로서 몸을 객관적
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즉, ‘나’를 관찰하는 즉각적인 경험으로서 그 자체를 직접적으
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몸을 느끼는 것과 느껴지는
것으로서 동시에 경험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절대로 자기 몸을 관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순수하게 객관적이고 대상화된 엄정함이 관찰을 위한 절대 도구이고 기
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몸을 관찰할 수 없다는 그의 믿음은 몸 자체가 가지는 운동감각적이거나 자기감수
적 느낌과 같은 자기의식적 감각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메를로퐁티의 몸의 철학에서 몸의 자기의식적 감각을 통해서 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행여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강한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한다.
우리의 몸은 우리를 훌륭하게 이끌지만, 오직 우리가 그것(몸)을 분석하는 것을 멈춘다
는 조건하에서만 우리를 잘 이끌며, 반성적 의식에 있어서 몸의 느낌은 단지 내가 명확히
몸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만 우리를 잘 이끈다(Merleau-Ponty, 1964, p. 78).

이러한 그의 시각은 미술이 몸적 감각을 사용하고 몸적 감각을 계발할 수 있는 학
문이라는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근거로 그의 몸철학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우리의 몸적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미술이고, 미술작업 속에서 좀
더 예민하고 정확한 감각에 의해 남들이 느끼고 인지하지 못한 것들을 날카롭게 추출
해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 미술이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의 몸 철학은 우리를 통합된 경험의 순수하고 기본적인 상태로 되돌리려
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밀한 관찰을 통해 반
성적 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메를로퐁티가 주장한 원시적
인 인식의 단계, 많은 미술가들이 원했던 순수한 지각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간과했
다. 과거에 잃어버린 지각적 통일성을 다시 찾기 위해 “지식에 선행하는 세계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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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Merleau-Ponty, 1962, p. ix)도 결국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이해나 발견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듀이
듀이는 경험이 예술의 한 형식이며, 경험을 구성하는 생물학적 요인, 즉 몸적 감각
에 의한 느낌이 미학의 뿌리를 형성하고, 순수예술과 상상적인 사고라는 최고 수준의
정신적인 경험까지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듀이는 모든 종류의 이원론(수단/결과, 예술/삶, 주체/대상, 이론/실천)을 비난한다.
이러한 분리들이 이론과 실천을 병들게 하는 만연한 오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그의 주장은 이론과 실천이 따로 노는 현재의 교육상황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
진 것으로 다가온다. 듀이는 알렉산더의 학설로 부터 영향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 부정확한 몸 감각 시스템 때문에 잘못된 감각/인식과 신체적 자기 깨달음을 야기
하고 그것이 몸적 오용이라는 예기치 않은 피해자를 만든다고 알렉산더(Alexander,
1919)는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 순간, 우리 몸은 습관처
럼 익숙해진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이 습관이 된 수단은 정말 우리가 얻으려는
것을 방해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방해 작용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쉽게 말하면, 결과에 대한 집착은 우리 감각인식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습관화된 수단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더 잘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듀이는 사고의 발전을 위해 반성적 의식의 통제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느낌과 비
반성적 습관 두 가지가 모두 요구된다고 단언했다. 우리의 생각 이전의 본능, 느낌 그
리고 습관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비록 그것들이 진화적 선택이나 환경에 대한 경험에 기초하여 비반성적으로 얻어
진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경향을 가졌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는 반드시 비반성적 느
낌과 습관에 의존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반성할 수 없기 때문
이며, 그러한 비반성적 느낌과 습관은 향상 우리의 반성하는 노력 그 자체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과 그것들이 만드는 판단에 완전히 의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 중 몇몇은 확실히 잘못되었고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큰 목표는 제대로 보고 이해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우리의 구조적 성장
과 행복을 촉진’하는데 있다.
듀이는 전통적인 경험론과 자신이 주장하는 경험론의 차이를 ‘철학 회복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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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ed for a Recovery of Philosophy)’라는 논문에서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돈희, 1993). 첫째, 전통적인 경험론은 경험을 ‘지식’과 관련된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만, 자신의 경험론에서 주장하는 경험에는 지적인 측면만 있은 것이 아니라, 비 지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경험론은 경험을 철저히 주관적인 심
리적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자신의 경험론에서의 모든 경험은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셋째, 전통적인 경험학자들 특히
흄(D. Hume)은 과거의 사건을 단순 기억하는 것이 경험의 핵심이라고 여기지만, 자
신의 경험론에서 경험은 단순 기억보다는 그것을 현재와 연결하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려는 실험적 노력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넷째, 전통적인 경험론자들이 경험을
분리된 지각의 내용들이 단순히 모여 있는 상태로 보지만, 자신의 경험론에서 경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성과 통합성을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섯째,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경험과 사고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었고 추론은 경험을
초월한 것으로 여기지만, 자신의 경험론에서 생각은 어떤 의식적 경험도 추리를 포함
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오히려 추리로 가득 차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
은 단순히 수용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정연한 사고를 요하는 행위의
과정으로 보았다.
듀이 철학의 우수한 점은 그의 철학이 철학서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
에서 태동하였다는 것이다. 듀이의 이론은 살아있는 유기체 전체가 실제 삶의 일상적
조건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다룬 알렉산더의 연구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통합적이고 실
제적이다. 우리의 몸은 그것이 놓여진 환경적 상황과 고립시켜 그 차제만으로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신체를 더 잘 조정하기 위해 예민한 신체적 감각을 발전시키는데 있
어서, 우리는 반드시 몸의 환경적 상황, 관계 그리고 둘러싼 힘 안에서 지적인 측면과
비지적인 측면이 동시에 작용하는 더 나은 감각을 발전시켜야 한다.

III. 점토와 촉각 감각
1. 촉각 감각은 정신의 토대
신체접촉이 언어나 감정적 접촉에 비해 10배는 더 강하다고 주장하면서 샨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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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berg)는 서로 만지는 것이 기분 좋지 않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인류가 접촉을 회피했다면 사랑의 행위도,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는 행위도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교육계는 온통 뇌 계발 열풍이다. 인간의 수준 높은 정신활동에 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뇌 자체로는 감정이나 이성을 담아낼 수 없다. 다마지
오(Damasio, 1994/1999)는 특히 피부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피부감각이 판단과 사고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블레이크스리와 불레이크스리 그리고
부셀(S, Blakeslee & M, Blakeslee, 2007/2011; Busell, 2001)은 피부와 근육에 존재하
는 감각이 마음의 진정한 토대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시각이나 청각 없이도 살 수 있지
만 피부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많은 정
신 능력(시각, 청각, 언어, 기억 등)이 몸의 감각이라는 기반위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블레이크스리와 불레이크스리는 새끼 고양이를 예로 들었다. 어린 고양에게 주변의
모든 사물을 보고 관찰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
을 때 이 고양이는 사실상 장님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고양이는 다양한 빛과 색깔과
음영을 인식할 수 있지만 심도 있는 인식과 대상을 구별하는 대상인지는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동물이 고품질의 시각 정보에 노출된다고 해도 수동적인 관찰자에 머문다
면 그 동물의 뇌는 해당 시각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처럼 신체 감각의 사용이 제한되었을 경우 눈으로 들어오는 각종의 윤곽, 색깔, 음영
이 아무런 이미지를 갖지 못한다. 이런 시각 정보를 온전히 자각하려면 신체지도의
정보가 보완되어야 한다(S, Blakeslee & M, Blakeslee, 2007/2011). 즉 이리저리 돌아
다니면서 부딪히는 몸 운동의 피드백, 즉, 촉각적 자극의 처리를 바탕으로 자신이 보
는 것의 의미를 획득해야 한다. 일리노이 대학의 영장류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신체접
촉의 결핍이 뇌 손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Ackerman, 1990/2005). 실험은
세 가지 다른 상황을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 접촉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한
그룹, 2) 24시간 중 4시간 동안 만 유리 칸막이가 제거되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
룹, 3) 완전히 고립된 그룹이 그것이다. 실험이 끝나고 소뇌를 해부한 결과 완전히 고
립된 3)번 그룹의 원숭이들은 뇌 손상을 입었다. 부분적으로 격리된 2) 번 원숭이 그
룹도 마찬가지였다. 충격적인 것은 신체 접촉만을 비교적 조금 박탈당했던 원숭이들
도 뇌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뇌손상은 결국 원숭이들의 이상행동으로 이어졌다. 수
테판 클라인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신생아를 하루에 세 번씩 쓰다듬어 주었을 때
성장이 더 빠르고 건강하며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 빨리 인큐베이터를 나갈 수 있었

점토활동이 제공하는 촉각 감각의 교육적 가치 165

다고 말한다. 위의 이야기들은 몸의 감각이 비록 작은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
일지라도 자기 몸을 자유롭게 쓰면서 주변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
특히 촉각이 지금까지 인식해 왔던 것보다 인간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몸의 특성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촉각을 자극하는 몸
의 활동을 배제한 사고나 시각적 활동만으로는 뇌를 포함 한 몸의 변화를 이끌어 내
지 못한다는 것이다. 촉각을 자극하는 몸 중심의 활동이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의 많
은 부분에서 활용되어야 함은 물론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우리 몸이 위기
상황 또는 새로운 과제로 인식 더 정밀하고 발전된 감각을 만들도록 이끌어야 한다.
민감한 촉각 감각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촉각 감각이 예민하면, 우선,
우리는 정서적 불편함을 빨리 알아채고 대응할 수 있다. 손과 발, 등과 입, 내이의 전
정기관과 같은 신체의 여러 부분의 작용을 포함하는 촉각성은 질감, 무게, 압력, 진동,
온도, 축축함, 공간 심지어 주변 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처리한다(Aldrich & Shelly,
2006; O'Neill, 2001). 이러한 다중적이고 종합적인 감각인 촉각성은 우리가 불편하고
걱정스럽고, 화나는 것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구별 인식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촉각 감각이 예민하면, 두 번째 우리의 의식이 확장된다. 몸 감각의
예민함은 우리에게 우리의 세계를 더 큰 예리함, 의식, 그리고 높은 감각을 가지고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몸적 수양을 통한 통찰력을 가지게 하고 이는 가장
풍요롭고도 깊이 있는 삶의 이해로 우리를 이끈다. 왜냐하면 우주적 감응에 까지 이
르는 몸 감각으로 모든 자원의 다양함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촉각 감각이
예민하면, 세 번째 경험의 매혹적인 강렬함에 전율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몸 감각은 무뎌진다. 어쩌면 무뎌짐과 동시에 익숙해지는지도
모른다. 무뎌지거나 익숙해진 감각은 우리의 경험을 시들하고 평범한 것으로 만든다.
10대 20대 때 느꼈던 강렬했던 감동과 환희를 떠올려 보라. 예민한 감각은 가슴 떨리
는 환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는 엄밀하게 사고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물론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다양한 감각에 더 세심하게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이 의식적인 주목 자체가
부분적으로 몸의 경향이나 느낌이다. “우리가 순수하게 지적인 주의 집중처럼 보이는
것조차 몸 각 부분의 촉감이나 근육의 수축을 포함하는 것”(Shusterman, 2007/2013,
p. 314)이다. 그러니 몸의 감각이 정신의 토대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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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토의 유사접촉 대용 가능성
점토 작업이 유사접촉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과학적 실험들은 신체 접촉이 꼭 사람이나 살아 있는 것이 반
드시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물론 감정을 교류하는 신체접촉이
더할 나위없는 이상적 접촉임에는 틀림없지만 말이다.
잉글랜드의 케임브리지에 있는 머터니티 병원에서는 조산아를 부드러운 양털 담요
위에 눕혀 놓기만 해도 다른 아기에 비해 하루 평균 15그램 더 체중이 증가한다는 것
을 발견했다. 병원은 항상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따뜻한 양털 담요 때
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아기를 ‘강보’에 싸는 전통이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양털이 유사접촉의 역할을 한 것이다. 아기를 강
보에 싸면 신체 자극이 많아지게 된다. 높은 신체자극은 특이하게도 아기들의 스트레
스를 줄이는데 이는 아기 자신이 엄마에게 안겨있는 느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실험실에서도 담요나 옷으로 아기를 아늑하게 싸주면 심장 박동이 낮아
지고 편안해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기들은 자궁 속과 비슷한 접촉의 상태를 유
지할 때, 즉 꽁꽁 싸줄 때 더 쉽게 잠이 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유사접촉이
엄마의 접촉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엄마의 정서적 접촉을 상징하거나 확장하
는 것이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접촉요법도 존재하는데 이는 대개 팩 치료와 물탱
크 치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팩 치료는 스펀지나 시트로 환자를 감싸
고 마사지 하는 방식이고, 물탱크 치료는 물이 가득한 물탱크 속에 환자를 눕게 하여
쉬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방식의 치료에 의해 우울증, 신경쇠약, 흥분상태 등이 개
선된다는 것이다. 팩의 치료든, 물탱크 치료든 이 두 가지 요법의 공통점은 보다 커다
란 촉각세계 안에 자리한 신체적 상태를 만든다는 것이다.
앞에 언급한 타인에 의한 접촉의 방식 외에 자기 자신에 의한 자기 신체의 접촉의
방식도 존재한다. 많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 매끄러운 물건을 계속해서 만지는 행위가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한 신체 접촉의 방식이다. 불교의 염주 돌리기, 천주교의 묵주기
도, 노인들이 많이 하는 호두알 돌리기 등도 자기 신체 접촉의 한 방식이다. 또한 통
증을 경감하기 위해 통증이 없는 다른 부분을 톡톡 두드려주는 민간요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 발생하는 반복적인 접촉과 자극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뇌파의
패턴을 바꾸어 놓는다. 필라델피아의 한 연구소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적이 있는 환
자들의 생존 확률을 연구했다. 다양한 변수를 검토하고 생존에 성공한 환자들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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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찰한 결과,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변수는 애완동물의 사육이었다. 결혼여부,
남녀 상관없이 무심코 애완동물을 쓰다듬어 주는 행위가 쓰다듬을 받는 이는 물론 쓰
다듬는 자신에게도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만지고 쓰다듬고 툭툭치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접촉
활동을 한다. 신체 접촉이 몸 안의 화학물질 분비를 촉진하여 긍정적 호르몬을 분비
케함으로써 건강하게 만든다. 현대의 아이들은 신체 접촉이 결핍된 사회에서 성장하
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무언가로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점토활동이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점토활동은 그 어떤 미술적 활동보다 신체 접촉이 많아 유사접촉
의 가능성과 치료의 힘을 가지고 있기(Henley, 2002/2005) 때문이다.

Ⅳ. 점토활동이 제공하는 교육적 가치
1. 몸 감각과 점토활동
앞에서 메를로퐁티의 몸 철학을 살펴보았다. 메를로퐁티의 몸 철학은 다른 학문에
도 그렇지만 특히 미술에서 중요한 철학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연구자는 메를로 퐁티
의 몸 철학이 조각, 특히 점토를 활용한 미술활동에도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듀이
의 몸 철학은 교육적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메를로퐁티는 의식의 첫 번째 단계인 원시적 인지단계를 중시한다. 원시적 인지단
계는 의도된 의식적 숙고 없이 우리 몸이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비반성적 사고 단계
다. 이 단계의 인지는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명료한 언어로 정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학문에서는 무시되었고, 미술에서 조차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못하였다. 메를
로퐁티에 의해서 찬양되었던 이 원시적 인지단계가 점토활동이 자극하는 촉각 감각에
의해서 활성화 될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점토활동이 원초적이고 근원적 감각인 촉
각 감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경험이나 지식을 초월하여 우리 자신의 감각에 다가가는
데 다른 매체보다 용이하다고 보는 것이다. 촉각 감각은 시각 감각 등 다른 감각에
비하여 덜 분화되었기에 보다 원초적 감각에 가까울 것이라는 쉽게 가정 가능하다.
촉각 감각이 원시적 인지를 자극한다고 간주하는 이유는 촉각 감각이 다른 감각들과
는 상이한 방식으로 대상이나 사건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첫째, 시
각은 대상의 표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이해하는 반면, 촉각은 대상의 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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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에 집중하게 한다. 둘째, 촉각 감각은 우리의 훨씬 더 깊은 곳의 잠재의식적
인 정신적 인격의 수준을 자극한다. 셋째, 촉각 감각은 대상을 만드는 사람과 재료가
하나가 되게 한다. 이 과정은 너무나 강력하여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지만 점토 작업
과 같은 촉각 감각이 활성화 될 때 가지게 되는 마술적인 홀림의 특징이다. 그러기에
점토는 인지의 첫 번째 단계인 원시적 인지를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비반성적 단계의
인지는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과 같은 순수한 접촉 그 자체의 것과 앞으로 경험하게
될 세계도 처음 만남과 같은 만남이 되도록 우리의 만남을 재활성화(Merleau-Ponty,
1962)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의 몸 철학이 점토활동이 제공할 수 있는 몸 감각의 재활성화의 근거를
암시한다면, 듀이의 몸 철학은 교육적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듀이의 몸 철
학이 점토활동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교육적 시사점은 이원론적 부정, 통합적 관점의
제공이다. 듀이의 통합적 관점은 점토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점토의 좋은 점은 우
리에게 몸의 느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촉각 감각을 자극하기에 보다 내적인 느
낌에 집중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적인 행위에서 몸 감각은 아
주 중요한 조건이다. 창작행위가 우리가 가진 감수성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창조라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이 몸소 체험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 체험 자
체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고 거기에서 고유성이 드러나기 때문
이다. 지식을 먼저 배우고 접근하는 지금의 미술적 배우기는 실제와 이론의 분리가
가져오는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생각된다. 활동에 참여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점토
작업은 지금의 사고 중심의 미술교육 방식에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지적인 추론의 방식이 아니라 미술적 활동을 통해서 몸적 감각을
예리하게 다듬을 때 우리는 삶에서 경외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환희를 경험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듀이의 말처럼 ‘순수예술과 상상적인 사고라는 최고 수준의 정신적인
경험’인 새롭고도 아찔한 미적 경험의 쾌감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술창작의 목적 중 하나는 감각의 회복이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은
“어린 시절의 신선한 감각과 경이감, 그 최초의 자연스러운 환희를 되찾아 오는 일은
모든 예술가들의 과제가 된다”(Erikson, 1991/2008, p. 30 재인용)고 하였다. 예술이
감각을 예민하게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예술이 우리를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
이다. 또한 모든 감각은 반드시 운동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감각은 전신을 움직이는
활동에 의해 자극받기 때문이다. 예술은 대개의 경우 신체적 활동과 결부되어 이루어
진다. 점토를 활용하는 미술활동은 특히 신체적 활동과 몸 감각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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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토활동의 교육적 가치
우리의 촉각적 접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사활동에 점토작업이 있다. 점토가 지저분
한 찌꺼기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불결하기도 해서 처음에 다가가기가 꺼려지는
성향이 있고, 이로서 초기의 정신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또한
몸이나 옷을 더럽히면 엄마에게 혼이 났던 어릴 적 기억은 점토와의 접촉을 방해한
다. 어린이들이 살아있는 감각을 총동원해서 기쁨을 선사하는 세계 속에서 온전히 즐
기는 것을 저지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점토활동이 가지는 장점은
여럿 존재하며 그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촉각 능력을 자극한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진흙탕 물에서 물길을 내며 노는 아이들을 목격
한다. 이와 같은 놀이에서 수반되는 촉각의 느낌과 쾌감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잠들어,
어른이 되어서 비슷한 감각적 경험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은 물론 금방 촉각적 즐거
움에 빠져들게 만든다.
펜필드(Penfield)는 최초로 인간 기본촉각지도를 만들고 이를 호문쿨루스라고 명명
했다. 이 체성감각피질(somatosensory cortex)은 너비가 2.54cm가 채 되지 않는 좁은
띠 모양을 따라 분포한다. 이 띠는 머리의 정수리를 가로질러 한 쪽 귀에서 다른 쪽
귀에 이른다. <그림 1>에서 이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몸의 각 부위와 체성 감각영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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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몸의 각 부위와 운동영역과의 관계

<그림 2>에서 왼쪽 그림은 인간 감각계의 출력지도를 참고하여 감각 호문쿨루스를
3차원 조각상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가장 과장되어 표현된 것이 손으로, 뇌의 영역과
손의 감각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펜필드는 뇌 자극을 통해
서 가장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각이 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몸에서 감
각이 가장 많이 분포된 신체가 손, 입술, 뇌 순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점토작업은 대체적으로 손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과정에서 촉각감각이
필연적으로 활용된다. 우선 예비과정으로 점토반죽을 준비할 때 촉각감각이 활용된다.
조그만 돌들을 골라내고, 손이 쥐는 촉감에 딱 맞는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토를 만드는데 ‘점토가 노래하기 시작할 때까지’ 반죽하는 작업은 그 자체가 촉각감각
을 자극하는 나름의 미적, 영적 아름다움을 가진 예술 형식이다. 다음으로 표현활동
전체가 촉각감각이 활용된다. 점토를 붙이고, 떼어내고, 누르고, 긁고, 밀어내는 전 과
정이 촉각감각과 관련된다. 손을 통하여 우리는 압각과 온각, 통각, 공간감각 등을 파
악하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의도하는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 낸다. 점토작업은
우리의 피부를 자극하고 더 나아가 촉각감각을 자극하여 뇌에 그 정보를 전달하고 피
드백을 받는다. 이 피드백을 통하여 우리는 더 예민한 촉각감각을 구축하게 된다. 촉
각 활동이 뇌를 자극하고 자극받은 뇌는 활성화되어 더 섬세한 촉각감각을 구축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기본 운동 능력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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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뇌의 대뇌피질의 운동 중추와 감각 중추의 4분의 1이 손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놀림’은 뇌의 운동/감각 중추의 4분의 1을 활성화 지켜주는 효
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손을 사용하여 창조하는 우리의 성향은 삶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차원을 드높이는 것은 물론 생존의 가능성을 오랫동안 증진해 왔다. 하지만 지
금의 상황은 손에서 느끼는 촉감과 교감하기 보다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단순한 작업
에 한정되어 우리의 뇌와 정서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펜필드의 인간 근육계의 출력지도를 참고하여 운동감각 호문쿨루스를 <그림 2> 오
른쪽 그림과 같이 3차원 조각상으로 형상화 할 수 있다. 크기가 클수록 뇌 영역과 관
련된 운동감각 영역이 더 강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기본운동지도
는 기본촉각지도보다 서로 이웃한 영역들이 훨씬 더 많이 겹친다. 이 영역들이 덜 분
명하고, 덜 선명하게 나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근육 수십 개가 서로 협응을
통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게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본운동피질
은 우아할 정도로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원초적이고 비목적적
인 운동능력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이 부분들이 복잡하고 세련된 동작
을 만들기 위한 근거 되는 부분이라는 것(S, Blakeslee & M, Blakeslee, 2007/2011)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복잡하고 세련된 운동능력을 원한다면, 원초적이고 비
목적적이며 중복적인 뇌 영역의 충분한 발달이 전제되어야 한다.
점토 작업은 손의 감각에 의지하고 손은 뇌의 운동 영역에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기관이다(Penfield & Rasmussen, 1950). 손의 사용이 뇌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을
자극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운동능력의 정밀화와 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장덕찬, 박찬범(2011)은 손가락 운동이 대뇌피질의 운동관련
영역뿐만 아니라 인지관련 영역의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가
드너(1983)는 자신이 주장한 다중지능이론에서 조각가를 신체운동지능이 뛰어난 사람
으로 구분하였다. 점토를 활용한 만들기 작업이 신체적 지각능력까지도 자극할 수 있
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다른 미술영역이 기여할 수 없는 교육적 가치를 점토
활동이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신체지각적 잠재력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감능력을 길러준다.
블레이크스리와 블레이크스리(S, Blakeslee & M, Blakeslee, 2007/2011)에 의하면,
우리의 감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외수용성감각(exteroception)과 내수용
성감각(introception)이 그것이다. 외부에서 기원하는 사태를 지각하고, 표상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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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된 것이 외수용성감각이다. 외수용성감각은 몸, 주변 세계, 몸이 세계와 맺는 관
계를 지도화 하고 모형화 하여, 우리가 운동하면서 물체 및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
도록 돕는다. 외수용성각각은 양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몸에서 감각을 통해 뇌
로 올라가는 게 한 방향이고, 다시 뇌에서 근육으로 내려가는게 나머지 한 방향이다.
내수용성감각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체성감각으로 그 출처는 몸의 내부다. 내수용
성 감각의 원천은 둘이다. 하나는 몸의 내부 지도다. 심장, 허파, 위, 창자, 직장, 후두,
목 등 모든 내장 기관이 뇌로 보내는 정보다. 다른 하나는 치아, 잇몸, 혀를 포함해
몸 표면에 존재하는 ‘외수용성감각’과는 다른 종류의 수용기들이다. 이 수용기들은 몸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조건 정보를 전달한다. 온도, 통증, 가려움, 근육
통, 성적자극, 비분별성(미가공) 촉각, 감각적인 어루만짐이 그런 것들이다. 생체항상
성은 몸이 내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내수용성감각의 역할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측면 가운데 일부를 구성하는 결정적 요소, 즉, 감정, 직감,
정서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 Blakeslee & M, Blakeslee, 2007/2011, p. 270).
내장 정보가 뇌에 전달되면서 다채롭고 생생한 감정의식이 발생하는 것이다. 뇌에서
감정, 직감, 정서와 관계되는 영역은 섬엽과 전두대상피질이다(S, Blakeslee & M,
Blakeslee, 2007/2011).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인지신경과학연구소의 위고 크리칠리
박사는 내장의 활동을 가장 잘 인지하는 사람이 감정이입, 즉 공감에 뛰어나다는 것
을 밝혀냈다. 내장 부위의 활동은 양심의 소리이며, 이 부위가 활성화되어야 도덕적으
로 세심하고 미묘한 자아 정서가 확립된다는 의미이다.
넷째, 심리적 안정을 가져온다.
점토를 활용한 미술작업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스킨십 효과, 접근의 용
이성, 점토 박테리아의 등은 심리적 안정감과 심리적 탄력성을 높인다.
점토는 우선 스킨쉽 효과에 의한 심리적 안정을 준다. 손(그리고 입)은 탄생 이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인식하고 이와 결속되는 경험의 대부분과 관계된다. 점토와의
접촉이 제공하는 따뜻함과 편안함은 점토와 점토를 만지는 사람간의 즉각적인 정신적
친밀감을 만들어 낸다. 점토와의 피부적 접촉은 우리를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 심장의
박동, 호흡의 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점토 작업이 세타(Ɵ) 뇌파를 증가
시키기(Kruk et al., 2014) 때문이다. 세타파가 강해지면 마치 명상 상태처럼 깊은 안정
과 평화로움을 느낀다. 이 때 몰입에 빠져 창조적 초학습 능력의 상태에 이르러 잠재
능력이 활성화되는 것은 덤이다. 또한 점토와의 접촉하는 행위가 피하에 압력을 가해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막아준다(von Munchhausen,

점토활동이 제공하는 촉각 감각의 교육적 가치 173

2004/2005). 이것이 바로 점토가 가지는 첫 번째 스킨쉽 효과에 의한 심리적 안정이
다.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점토의 두 번째 특성이 심리적 안정을 준다. 점토는 자연적
인 재료이기 때문에 본능적 경험을 활용한 작업이 용이하다. 점토를 통한 본능적 작
업은 자신이 만든 것, 즉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한다. 또한 점토는 다른 어떤 재료보다도 뛰어난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언제든 다른 형태로 쉽게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
한 편안함은 심리적 안정을 가져와 쉽게 몰입하게 도와준다. 세 번째로 점토에 포함
된 박테리아가 심리적 안정을 준다. 우리가 만지는 “흙 속에 자연스럽게 함유되어 있
는 공생 박테리아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도록 자극한
다”(Henley, 2002/2005, p. 11). 이것에 점토가 가지는 세 번째 장점으로 자연과 가까
이 함으로서 얻는 신체적 변화에 의한 심리적 안정이다.
점토는 누구든 건설적인 퇴행(constructive regression)의 요소를 경험하게 한다.
이것은 재료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장난스럽게 만지작거리게 만들어 억압을 줄여주
는 효과가 있어 점토를 통하여 손에 느끼는 촉감은 신체의 모든 감각을 자극하기 때
문이다. 그러기에 점토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면서, 금지되었거나 억압되었
던 정서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점토에는 진기한 것을 향
한 아이들의 끝없는 욕망을 넘어서는 심대한 원형적 매력이 있다”(Henley, 2002/2005,
p. 22).
다섯째, 미술작품에 살아있는 현실감을 제공한다.
촉각성은 우리가 “신체를 통하여 대상을 느끼고, 대상에 관계하여 신체를 느끼
는...... 문자 그대로 인간이 환경과의 접촉”(Gibson, 2008, p. 129)하는 지각 체계다.
촉각성은 방향, 거리, 비율, 공간을 결정하는 특성(Renz & Nebel, 2007; Wunderlich,
2008)을 가진다. 그러므로 촉각성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신체, 공간, 그리고 대상
(Wunderlich, 2008)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촉각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직
감적인 세상의 통합된 대상이 아니라 느낌에 주목한다. 이러한 촉각성은 우리가 대
상을 미술적으로 표현할 때 대상의 살아있는 특질이 드러나게 만든다. 물론 보는
이들도 촉각적 특질 때문에 미술 작품에서 살아있는 듯한 대상을 느낀다. 베렌슨
(Berenson, 1930)은 촉각적 상상력이 “실제 사물보다 더 살아있는 듯한 강렬한 현실
감”(p. 64)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표현은 각각의 요소들이 피부감각에서 심
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일부처럼 경험되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것이 촉각적
상상력이며, 촉각적 상상력이 발휘된 작품은 재현된 대상들이 사실로 느껴져 감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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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만지고 싶어하는 충동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촉감각은 시감각보다 좀 더 “사
적이고 친밀한”(Berenson, 1930, p. 149) 감각이다. 이 말은 미술가가 예민한 촉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보다 개인적이고, 내적인 정서가 드러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
다는 의미이다. 이튼(Itten)은 “내 감각들, 촉각과 시각은 엉겅퀴의 날카롭고 뾰족한 형
상을 기록한다. ...... 나는 엉겅퀴를 경험한다”(R, Root-Bernstein & M, Root-Bernstein,
2007, p. 222에서 재인용)라고 하며 촉감을 강조하였다. 올덴버그와 로뎅도 몸의 느낌
과 촉각적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한 조각가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몸의 움직임으로 표
현된 잭슨 폴록의 페인팅은 몸으로 느껴야 진정으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촉
감각적 표현은 미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르로와-그랑(Leroi-Gourhan, 1964/1973)
은 천재적 신체감각을 가진 마이클 잭슨과 머스 커닝엄이 음악과 춤에서 보인 공헌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역시 풍부한 피부감각을 가진 세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촉각성은 유년기의 촉각적 경험에 좌우되며 보다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감각
이다(Berenson, 1930; Candlin, 2006).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아이들은 촉각적
경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미술교육에서도 시각중심의 미술활
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 미술가들이 보다 생생한 표현을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미술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어린 시기부터 촉각적 감각을 자극하는
미술활동에 가능한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Ⅴ. 결론
점토는 촉각 감각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미술적 재료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점토
가 미술적 도구로써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불결함과 연결되는 점토의 속
성과 점토를 통해 개발되는 촉감각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점토작업에서 발생하는 촉각 감각의 자극은 영적인 과정과 관계된다. 영혼과 피부
는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누군가 피부를 쓰다듬어주면 영혼이 깨어난다. 몸과
함께 영혼도 마사지를 받게 된다.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미술은 치료적이며 점토활동이 보다 강력한 치료적 효과를 가진다. 점토활
동이 미술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몸을 쾌(快)의 장소와 매체로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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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도록 고무한다는 것이다. 몸적 감각 프로젝트, 즉 점토를 활용한 몸적 감각에 귀
기울이기는 신체적 인식과 원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더 예민한 자기 몸적 감각의 활
용으로, 결과적으로는 지식, 자기인식, 행복 등 자기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신체적 의
식의 고무하기와 관련된다. 게다가 점토활동은 우리를 과정 속에 존재하게 한다. 나이
가 많은 학생이나 어른들은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한다는 것을
잊곤 한다. 그러나 점토활동은 짧은 시간에 깊은 몰입에 빠져들게 해 우리를 결과를
잊고 과정 자체에 몰두하게 하여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창조성을 드러나게 만든다.
레오나르드 다빈치는 화가들은 조각가들처럼 먼지투성이의 더러움 속에서 작업하지
않는다면서 화가들의 고상하고 우아한 작업환경과 화가들의 우월성을 찬양하였다. 그
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사고가 아니라 몸이 정신의 토대가 된다는 것과 촉각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보다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두 가지 사실이 밝혀지면
서 오히려 촉각을 자극하는 미술활동, 특히 점토로 하는 활동이 가지는 미술적 가치
에 주목하는 것은 물론, 유사접촉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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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ducational Value of Haptics Stimulated by Claywork
Hwanggee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value of haptics
stimulated by claywork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laywork as an alternative
of pseudocontact.
Claywork stimulates our haptic sense. The reason of stress on haptic sense is
that it gives us different understanding of objects and events. First, haptic sense,
whereas the eye remaining fixed on outer surfaces, provides information on the
inwards of object. Second, haptic sense often finds emotional expression as the
deepest reaches of the psyche may be touched. Third, creator and created work
become one. The processes, so powerful and even fearful as they may be, have
about them some of the qualities of magical possession.
Claywork that stimulates our haptic sense has educational values below.
First, claywork stimulates our basic haptic sense.
Second, claywork stimulates our basic motor sense.
Third, claywork improves our empathic ability.
Fourth, claywork helps us to be in psychological stability.
Fifth, claywork gets art works have sense of real.
Two discoveries, that not thought but body is the base of human mind and
haptics helps us to build an understanding of world, make us reconsider the
artistic value of claywork and the alternative of pseudo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