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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감상교육에서의 ‘능력’*: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의 감상교육에 대한 시좌
류 지 영**

＜초 록＞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개정되었다. 지
금까지의 미술교육 역시 ‘사고력’이나 ‘판단력’, ‘표현력’이나 ‘조형력’ 등을 육성해 왔으며 실제
로는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핵심역량’의 이론이나 개념을 이미 다루고 실현해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술교육이 교과로서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혁신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질과 능력 육성에 필수적인 교과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
다. 역량 중심의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중점적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서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에서 능력이 중시되어 온 것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미술 감상교육에서의 ‘능력’에 대해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그 문제점과 내용, 적용 방안,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감상교육은 학습 전체가 능력 개념을 지지한다. 소통력, 사고력, 문화력을 통해 학습자 각
자가 미술의 세계를 탐구하고 내적 대화에 의해 의미를 만들고 인식하며 반성적으로 사고하
여 대화라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언어를 매개로 집단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은
DeSeCo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인 ‘도구의 상호작용적 사용’, ‘이질적 집단에서의 교류’, ‘자율
적 활동’, 나아가 핵심역량의 심장인 ‘사고-반성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의 관점에서 감상교육에 대한 인식, 이와 동시에 학습자의 감상 능력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의 실천 역량이 요구된다.
주제어(key words): 미술 감상교육(Art appreciate education), 능력(competence), 사고-반성성(Reflectiveness),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2015 National Art Curriculum)

I.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개정
되었다. 지금까지의 미술교육 역시 ‘사고력’이나 ‘판단력’, ‘표현력’이나 ‘조형력’ 등을
* 본 논문은 2016년 한국조형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수정, 보완한 연구임.
** 본 학회 회원,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rjyeong@c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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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해 왔으며 실제로는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핵심역량’의 이론이나 개념을 이미 다
루고 실현해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술교육이 교과로서 특히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혁신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질과 능력 육성에 필수적인 교
과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역량 중심의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은 포
스트모더니즘 이후 중점적으로 도입된 개념으로서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에서 능
력이 중시되어 온 것과 관련된다. 교육에서의 능력, ‘힘’이 과거의 학력(學力- 學歷)
개념이 아니라 다른 능력으로 요구되어온 것이다. 학교에서 길러지는 ‘힘’이 종래의
‘학력’으로는 포용할 수 없는 범위까지 확장되었고 이는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
등 포스트모더니즘의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힘’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의한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21세기 이후에 학교교육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능력을, 기존
의 능력이나 학력 개념과 구별되는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는 기존
의 ‘능력’ 및 새롭게 대두된 ‘역량’과 구별하여, 인간을 척도 및 대상화 하는 ‘능력’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었다는 의미로, 능력에 대한 관점 자체를 객관화하여 역사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2016)에서는 능력과 역량의 개념 특히 현대적인 개념 및 능력이
중시되어 온 배경과 역사적 맥락, 그 과제를 기초 연구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의 과제를 반성성의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감상교육에 대
한 시좌에서 다루고자 한다. 특히 미술 감상교육에서의 능력을 논의하는 것의 문제점과
내용,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업 실천에서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 개념의 역사와 과제에 대해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반성성의 측면을 중심으로 재검토한다.
둘째, 미술 감상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서의 ‘능력’ 문제를 2015 개정 미술과 교
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과제를 도출한다.
셋째, 감상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에 의한 학습과 교수
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방향성과 과제를 검토한다.

II. 미술 교육에서의 ‘능력’
미술교육에서의 ‘능력’에 대해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현대적 능력의 개념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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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기초 연구의 관점 및 그 과제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제2장
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능력’의 개념과 특징
일반적으로 19세기 중반 인간의 특정 영역이나 측면에 대한 용어로 나타난 ‘능
력’(faculty)은 Intellect(지知), Sensibilities(정情), Will(의義)로서, 인간 내에 일정한 위
치를 가진 실체적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1920년대 이후 ‘능력’은 특정 영역이 아닌 관
계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관계적, 활동적, 가변적 개념의 능력관이 나타났고 이는 수치
화로 비교가능하며 개인 간 차이를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ability). 1960년대
사회라는 장에서 조직화되어(merit) ‘능력주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경쟁주의 및 업적
주의로 변화되었다(成戶, 敎育學事典, 1939; 上原, 2000, p.552). 그 과정에서 능력의 일
부인 역량(competence) 개념이 대두되어 비교, 평가, 표준화를 위해 제시되면서, 경쟁
주의로 변화된 ‘능력’과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역량’은 ‘일치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competere’가 어원으로서 ‘능력’의 하위 개념이었다. 17
세기 이 의미에 ‘경쟁한다’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최근 형용사나 다른 개념 뒤에 추가
되어 예를 들어 언어역량, 업무역량 등 어떤 역량인지 구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
다. 휴버(Huber, M. D.)는 역량개념을 충분한 근거 없이 필요에 따라 붙여 쓰는 접두
사적(Ad-) 개념으로 본다(정영근, 2013). 현재 역량은 경쟁 기반 사회에서 개인의 성
공적 인생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자주 논의되면서 직무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능력의 의미에서 공통적으로 직업에서 요구되는 수행의 능력으
로 정의된다. 심층적 역량이란 표현을 통해 인격조차 사회적 역량을 위한 “소프트 스
킬”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으며(정영근, 2013, p.8) 이와 유사한 관점이 ‘핵심역량’이라
는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전근대 신분제 사회에 비해 개인 능력이 중시되는 업적주의 원리가 근대이후 도입
된 결과, 능력은 경쟁주의 및 경쟁을 위한 공정성이라는 표준화를 동시에 요구한다.
독일 사회학자 베크(Beck, U.)는 1986년 ‘부분 취업의 보급화’ ‘학업과 고용시스템 연
계의 불안정화’ 등을 예견하였고 이는 현실이 되어왔다. 세계적으로 인간의 삶은 사회
가 아닌 개인적 과제가 되면서 생존자체, 인생 계획과 행위에서 ‘개인화’ 현상이 나타
나고(Beck, 1986), 이는 ‘제도화’ ‘표준화’와 동시 진행된다. 사회 제도 재검토나 개혁
보다 개별적 무한 경쟁체제가 우선된 것이다. 그 결과 초점은 개인에게 맞춰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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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안정한 사회 적응 대책으로 ‘기초능력’이나 ‘취업능력’ 등 개인의 차별화된 능력
즉 ‘스펙’ 등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 ‘능력’은 결과로 평가되므로 객관화와 수치화
에 의한 국가 및 집단의 정책, 제도와 활동을 평가하는 시스템-예를 들면 대학평가으로 이어진다.
역량은 직접 평가 대상이 아니며 수행‘performance’ 즉 과제 완수를 통해 간접 확
인, 평가된다. 이러한 직무중심관점에서 보면 교육에서 역량이란 학습 성취 개념으로
서 교육목표의 표준화 및 개인 간 비교, 평가를 위한 기준이나 표준으로서 인간이나
집단을 능력 유무로 구분하면서 “코드화 기능”을 가진다. 스펜서는 역량을 구체적, 체
계적으로 파악하여 ‘특정직무 혹은 상황에서 규준에 비해 효과적이며 탁월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개인의 기저적 특징’으로 정의하였다. ‘기저적 특징’이란 ‘다
양한 상황을 넘어 일반화가 가능하며 나아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하는 행동이
나 사고의 방법’을 의미하며 일반성이 내포된다. 기저적 특징으로서 역량은 다음 구성
요소를 가진다(Spencer & Spencer, 1993).

-기술: 신체적, 심리적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지식: 특정 내용 영역에서 개인이 보유하는 정보
-자기개념: 개인의 태도, 가치관, 자기 이미지
-특성(개성): 신체적 특징, 다양한 상황이나 정보에 대한 일관된 반응
-동기: 개인이 항상 고려하고 희망하는,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요인

능력의 종류 및 단계로 스펜서가 제시한 빙산형 및 동심원형 역량 모델을 본 연구
에서 재구성하여 각각의 능력의 위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1 참조).

<그림1> 역량 모델(Spencer & Spencer, 1993: 9, 본 연구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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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능력 개념과 구별되는 이 새로운 ‘능력’을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능력 개념
에서 변화된 가능성이 잠재된 용어로서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으로 정의한다. 21세
기 새로운 역량인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의 특징은 특정 맥락 및 개인의 내적 심층적
부분을 수직축으로, 탈맥락적인 일반적 보편화를 수평축으로 동시에 다루려 하는 점
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1(本田, 2005의 내용 재구성)>참조).
<표1> 모더니즘형 능력과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류지영, 2016)
모더니즘형 능력
-

기초학력
표준성
지식의 양, 정보와 지적 조작 속도
공통척도로 비교 가능
순응성
협조성
동질성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
-

삶의 능력
유연성, 참신성
의욕, 관심, 동기
창조성, 창의성
개별성, 개성, 다양성
능동성, 자율성, 주체성
인간 네트워크 능력, 교섭력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本田, 2005).

-기본적인 인지능력(읽기/쓰기/계산하기,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고차원적 인지능력(문제해결, 창의성, 의사결정, 학습방법의 학습 등)
-대인관계능력(커뮤니케이션, 팀워크, 리더십 등)
-인격 특성과 태도(자존심, 책임감, 인내력 등)

이 새로운 능력에 대한 비판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인간의
가장 내적 부분까지 포함하는 전체 능력을 끝없이 평가하려는 시도, 2. 이 능력은 학
교가 아닌 가정환경이나 천성, 유전에 의존하므로 결과적인 계층 재생산. 결국 공식적
인 개발이 곤란하며 주로 평가와 측정을 위한 노동력 동원이 목적이라는 관점이다(本
田, 2005; 松下, 2010). ‘역량’은 직무와 인간에 대한 공통 언어이고, ‘능력’은 주로 인
간을 대상으로 한다.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은 인간에 대한 전체적 관점에서 인간의
가장 심층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일반화하려는, 이 시대의 새로운 시도로
서, 특정한 맥락에서 나타나며 개인적 속성이라는 점에서 수직적이며 일반화 가능하
고 개인 간의 인간 관계-특히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수평적이다. 정리하면
교육적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의 특징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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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부터 인간 관계능력, 인격 내부에 이르는 인간의 전체적 능력에 대한 관심 및 그
적절성. 둘째, 이러한 인간의 전체적 능력에 대한 교육 목표와 평가 대상화 및 그 접
근의 문제이다.

2. 교육에서의 ‘능력’
새로운 능력의 교육적 관점으로서 학교교육에서의 역량에 대해 DeSeCo(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보고서(2005)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997년 OECD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sment: 학생의 학습도달도 국제 조사)
로, 의무교육 종료 시점에서 학생이 사회진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했는가를
측정하려 하였다(Rychen & Salganik, 2003). 주로 독해력과 수학, 과학 등 문제해결
영역에서 지식 기술 비교로 학생의 능력달성 정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삶에서의 성
공은 넓은 범위의 역량이 좌우한다는 것, 역량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가치가 인정되
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조직이 협력하여 역량의 조건을 설정하였다. DeSeCo 프로젝
트의 역량 개념 틀은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이 카테고리들은 상호 관계를 가
지며 핵심역량의 기초개념을 형성한다(OECD, 2005)(<그림2>참조).
<핵심역량의 3가지 카테고리>
DeSeCo에서 핵심 역량이란 1. ‘개인 삶의 질’과
‘잘 기능하는 사회’를 위한 것으로서, 2. 인생의 다양
한 상황에서 적절한 적응을 도우며, 3. 모든 개인에
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역량을 조건으로 한다. 이
핵심 역량으로 선택된 것이 <그림2>과 <표2>의 3
가지 카테고리이다.
<그림2> 핵심역량의 3가지
카테고리(OEC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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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3가지 핵심역량(OECD, 2005을 본 연구에서 재구성)
역량

핵심 역량

1

상호작용적
도구사용

-기술적 데이터 유지
-목적을 위한 적절한 도구
-세계와 활력적 대화 실행

2

이질적
집단에서의
교류

-다원적 사회에서 다양성의 처리 A. 타자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공감의 중요성
B. 팀을 조직하여 협력하여 일하기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C. 대립을 관리, 해결하기

자율적 활동

-복잡한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 A. 큰 그림에 의해 행동하기
파악과 목표 실현
B. 인생 계획이나 개인적 프로젝트를 설계하
-권리 행사, 책임 수행
고 실행하기
-환경 및 기능 이해
C. 권리, 이해, 한계, 니즈를 보호, 주장하기

3

필요 이유

역량의 내용
A. 언어, 기호, 텍스트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
하기
B. 지식이나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
C. 테크놀로지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

<표2>와 같이 DeSeCo의 핵심역량은 정책적 방향에 의해 개인의 능력을 ‘상호작용
적 도구사용’, ‘이질적 집단에서의 교류’, ‘자율적 활동’으로 제시했고 이는 범교과적
및 장기적 관점에서 인간 교육을 재구축한
것이다. 이때 역량의 내용을 ‘～하기’라는 기
능으로서 동사로 표현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각 역량에서 상호작용이나 관계성이
중시되고 있으며 자율적 행동에서 ‘권리’의
중시 역시 타자의 존재 즉 ‘관계’를 전제로
한다. 한편 스펜서의 역량모델에서 지식/기
술, 태도/가치관, 동기/특성 등이 별개 영역
으로 제시된 것처럼, DeSeCo 보고서에서도

<그림 3> 3가지 역량과 그 차원
(DeSeCo 보고서, 2005)

이 3가지 역량 카테고리는 각각 별개의 차
원으로 존재한다(그림3 참조). 3차원의 좌표 상 별개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량을 하나로 관통하는 요소로서 ‘사
고’(‘반성성reflectivity’)가 핵심역량의 중심이 된다(OECD, 2005, p.8; Rychen& Salganik,
2003, pp.207-208). OECD의 ‘DeSeCo Executive Summary’에서는 3가지 핵심역량 뒤
에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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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Reflectiveness – 핵심역량의 심장the heart of key competencies
이 구조의 기저underlying 부분은 반성적 사고와 행동이다.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비교적 복잡한 정신 과정을 요구하고 그 대상인 사고 과정의 주체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정신적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면, 반성성은 개인이 이 기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
고 그것을 흡수하고 다양한 경험들과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변화하거나 적응시킨다. 반성
적인 개인은 그러한 사고의 과정을 실행이나 행동으로 연결한다. 따라서 반성성은 메타인
지 기술(사고에 대한 사고)과 창조적 능력의 사용 및 비판적 입장의 수용을 의미한다
(OECD, 2005, p.8).

단어 ‘Reflectiveness’는 깊이 있는 사고의 의미로서 반성성(反省), 숙고성(熟考) 등
사고, 사색, 성찰, 정관(靜觀)과 관련된다(동아출판, 2016). 본 연구에서는 사고 혹은
반성성으로 표기하더라도 문맥에 따른 차이
일 뿐 그 의미는 위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깊
게 사고하고 성찰하는 것은 복잡한 정신적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주체가
상대의 입장에 서는 것을 요구하며 개인에게
그 기술에 대해 사고, 이해, 관련지우고 변형
시키고 조절하도록 한다. 이는 개인적 사고의
방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고와 감정, 사
회적 관계를 포함한 경험들을 더 일반적으로

<그림4>DeSeCo 역량과 사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기도 하며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독립적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회적 성숙 단계에 도달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OECD, 2005, p.9). 이와 같이 사고- 반성적 사고는 ‘핵심역량의 심장’으로 DeSeCo
보고서에서 기술되며 이를 본 연구에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4>와 같다. 실천이
나 활동을 동반하며 메타 인지적이면서 창조적인 활동이 된다.

3.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능력’
여기서는 미술교과에서 요구되는 능력에 대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서의 관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술 감상교육에서의 ‘능력’ 109

<표3> 국가별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역량(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a의 재구성)
국가

핀란드

독일

프랑스

목표

내용 비고

시각적 표현과 사고
미술지식과 문화 전문 지식
환경 미학, 건축과 디자인
매체와 시각적 의사소통
- 보기, 인지하기, 경험하기: 시각적 인지, 체험, 소통, 비판
적 고찰
- 계획하기, 구성하기, 행동하기: 인지, 성찰, 상상력
- 이해하기, 파악하기, 설명하기: 분석, 평가 능력
- 방향 설정하기, 정의하기, 제시하기: 문화 이해, 가치 수
용, 비판 능력
- 다른 교과목과 연관성 있는 능력 개발: 다른 과목 역량
과 연결
-

실기 능력
문화 이해
이미지 의미 이해
자율성과 책임감

- 인격형성, 문화적 지표제공,
사고능력 및 표현능력, 도구
활용 방법 습득, 예술에 대한
지식, 표현 능력을 제시함

위의 표에서 제시한 유럽 국가의 경우 자기관리나 자기교육력 등의 거시적 측면보
다 미술의 교과적 특성 중심으로 제시되는데, 교육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핀란드
(‘시각적 사고와 표현’) 및 독일(‘비판적 고찰’ ‘성찰’ ‘분석’ ‘비판 능력’)에서 특히 사고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DeSeCo 핵심 역량에서 ‘사고’(‘반성성reflectivity’)가 핵심으로
제시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핀란드의 경우 시각적 표현과 사고, 미술지식과 문화
전문 지식, 환경 미학, 건축과 디자인, 매체와 시각적 의사소통 등으로 제시하여 시각,
문화, 환경, 디자인, 매체와 소통등 중심으로 다루었다. 독일(헤센주)의 경우 ‘～하기’
라는 동사로 ‘행동’으로 제시함으로써 미술교육의 목표를 학습자가 성취 및 적용 가능
한 일반 행동목표로 제시하여 실천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특히 5개의 미술과 목표 중
4개 목표에서 ‘비판’ ‘성찰’ ‘분석’ 등 전체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사고력이 중시됨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실기 능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목표는 아니지만 내용에서
‘사고능력’을 다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 능력 중심의 개정 교육과정이 2017년 초 발표예정이다. 2009～2013년
실시된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 프로젝트연구 ‘육성해야할 자질, 능력에 기반을 둔
교육목표, 내용과 평가의 역할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요
구되는 자질, 능력을 육성하는 시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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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형 능력’을 제안하였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힘을 가진 시민으로서 일본인에게 요
구되는 능력’으로서 ‘기초력’ ‘사고력’ ‘실천력’을 제시하고 이를 지식-이해-응용의 순
서로 본다. 기초력의 경우 언어, 수량, 정보기술과 관련된 교과의 리터러시 능력이다.
사고력의 경우 문제 발견 및 해결력, 창조력과 사고력을 의미한다. 최종 단계인 실천
력에서는 자립적 활동력, 인간관계 형성력, 사회 참여력 등의 내용을 다룬다(日本國立
敎育政策硏究所, 2013, p.6). 21세기형 능력을 통한 자질, 능력 육성에 의해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DeSeCo 핵심역량 및 스펜서의
역량모델에서의 능력을 각 요소와 영역에 의해 균형 있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총론에
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 구체화된 교육 과정으로 제시한 핵심역량 6가
지 즉 ‘자기 관리 능력’ ‘창의·융합 사고 능력’ ‘정보처리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
동체의식’ ‘심미적 감성능력’ 등의 핵심능력 개념에 의해 미술과에서는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 ‘미적 감수성’ ‘미술문화 이해 능력’ ‘자기주도적 미술학습 능력’
등 5가지 관점으로 재구성되었다. ‘능력’으로 기술되더라도 ‘시각적’ 소통 ‘미술문화’
등, 내용과 방법에서는 미술교과의 특징을 살리고 있다.
<표4>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역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b)
역량 요소

의미

하위 요소

미적 감수성

다양한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감
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미적 경험에 반응하면서 미
적 가치를 느끼고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

미적 지각, 미적 반응, 직관,
감정 표현, 자기 이해, 자아
정체성, 미적 가치 내면화 등

시각적 소통
능력

변화하는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와 정보, 시각 매
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활용한 미
술활동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시각화 능력, 시각적 문해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등

창의･융합
능력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
적으로 표현하고 미술 활동 과정에 타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연계, 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
견할 수 있는 능력

상상력, 창의적 사고 능력, 창
의적 표현 능력, 연계･융합 능
력, 매체 활용 능력, 문제 해
결 능력 등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
립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미술 문화 정체성, 문화적 감
수성, 다원적 가치 존중, 공동
체 의식, 세계 시민 의식 등

미술 활동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
자기 주도적
를 계발･성찰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과 느낌
미술학습능력
을 이해하고 존중･배려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자율성, 자기 계발, 진로 개발
능력, 자기 성찰, 공감, 존중,
배려,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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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능력을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 관점에서 살펴보자.
‘미적 감수성’에서 미적 지각이나 반응 등은 ‘능력’ 문제보다는 교과 특성이나 개인
특성에 가까운 개념이다. ‘역량모델’의 빙산형, 동심원형(Spencer & Spencer, 1993,
p9)에서 인간 내부의 가장 심층 부분에 위치한다.
‘시각적 소통 능력’은 시각화 능력이며 교육으로 개발 가능한, DeSeCo 교과 리터러
시의 핵심이며 미술 교과만의 능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시각’ ‘소통’ ‘사고력’ 등 하
위요소가 광범위하므로 제시내용과 방법의 단순화, 구체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술과의 ‘본다’는 특성이 반드시 ‘시각’과만 연결되는 것인가, 논의할 수 있다.
‘창의 융합 능력’은 과거 미술교육에서 중시한 창의성 이상의, 상상력과 창의적 표
현, 매체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복합적으로 다룬다. 개별 학문 분
야를 벗어나 고차원적이며 범교과적 능력으로, 빙산형과 동심원형 역량모델(Spencer
& Spencer, 1993)의 능력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미술문화 이해 능력’은 문화적 측면을 주로 다루며 ‘정체성’ ‘공동체’ 등 하위요소가
다양하다. 동심원형 역량 모델에서 태도 및 가치관에 관한 부분이다. ‘이해’가 아닌
‘문화 능력’으로 제시하면 보다 넓은 범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은 다른 능력에 비해 미술과 역량으로서 성격의 차원
이 다르다. DeSeCo 핵심역량의 카테고리3에서 ‘자율적 활동’ 항목이 있지만 다른 능
력들과 병렬적 위치가 아니며 3차원의 좌표에서 별개의 차원이다. PISA 개발목적에
서 교과역량을 위한 ‘혁신적 리터러시’ 보다는 ‘평생학습과의 관련성’에서 요구하는
‘학생 자신의 학습동기와 학습의지, 학습계획’과 관련된다. 미술교과보다는 총론 차원
에서 다루어질 내용으로서, 다른 능력과 병렬적으로 다루기에 무리가 있다.
한편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 제시한 체제 및 내용에 따라 ‘사고’ 및 ‘비판적 사고
력’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현재는 ‘비판적 사고력’이 ‘시각적 소통 능력’의 하위
요소로 제시되어 있으나 소통의 문제 이전에 다양한 시각문화 환경 및 자기 자신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미술교육에서 상위 범주로 제시,
강조되어야 한다. DeSeCo프로젝트의 핵심인 사고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류
지영, 2016).
이 사고-반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에서의 능력 개념을 ‘소통’ ‘사고’ ‘문화’
측면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그림5 참조). ‘소통 능력’은 경험, 감정, 사고를 미술적
언어로 효과적으로 표현, 이해, 의미 재구성하는 능력이다. ‘사고 능력’은 이미지, 정
보 등을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미술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의미 발견, 융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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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반성, 비평하는 능력이며 DeSeCo‘핵심역량의 심
장’인 반성성과 깊이 관련된다. ‘문화 능력’은 다원적
문화 안에서 인간이 자기 삶을 자율적 주체적으로 탐
색하고 미술문화 이해와 창조,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
이다. 이 능력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림5>미술교육에서의 능력:
소통-사고-문화

III. 미술 감상교육과 ‘능력’
1. 미술과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과 능력
지금까지 능력과 역량의 개념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왔
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교육에서 추구하는 역량은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 특
정 업무 수행 능력보다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 잘 대처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다루어져 왔다. 초 중등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능력을 의
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이광우 외, 2009; 소경희, 2007, 2009; 박순경 외, 2014, 서영
진, 2015; 윤정일 외 2007 재인용). 학교 교육에서는 역량의 의미가 전술한 능력 개념
의 특정 맥락이 아닌 전체적이며 보편적, 일반적인 기능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이때
역량의 속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윤정일 외, 2007).
1. 지식, 기술과 같은 인지적 측면과 동기, 태도, 의지 등 다양한 특성이 서로 구조
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인 능력(총체성)
2. 실제 상황에서 전체 능력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효과적,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수행성).
3. 획득 후 정태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맥락에 의해 내재 가치와 기준을 고
려하여 발휘되는 능력(맥락성)
4.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학습가능성).
교육적 측면에서 역량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이를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
하여 실제적 맥락 상황에서 활용, 수행할 수 있는, 인지적 비인지적 특성이 종합적이
고 총체적으로 결합된, 변화하며 학습 가능한 능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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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미술 감상교육에서의 ‘능력’에 대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역별 핵심개념 및 학교급별 내용체계는 다음
과 같이 제시하여 내용요소와 기능으로 구체화하였다.
<표5>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감상영역의 내용체계(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b)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이해

미술 작품은 시대와 지역의 배경을 반영하고
있어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는 시대적 변천,
맥락 등을 바탕으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미술 문화의 교류

비평

미술 작품의 가치 판단은 다양한 관점과 방
법을 활용한 비평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작품 비평

이해하기
설명하기
활용하기
판단하기

감상

감상영역은 핵심개념으로서 이해와 비평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이해란 시대적 변천
과 맥락 등을 바탕으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활동, 비평은 가치판단을 위한 작품
비평을 주로 의미한다. 이해의 내용 요소는 미술문화의 교류로 제시되며 비평은 작품
비평이고 감상 영역 전체에서 기능은 이해하기, 설명하기, 활용하기, 판단하기로 이루
어진다.
<표6>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 일반 선택과목 내용 체계(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b)
핵
영 심
역 개
념

내용 요소
일반화된 지식

미술 작품의 이해는 시대
와 지역의 배경을 반영하
이
고 있어 그 특징과 시대적
해
변천, 맥락 등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감
상
미술 작품의 가치 판단은
비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활
평 용한 비평 활동으로 이루
어진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4학년 5∼6학년

7∼9학년

10∼12학년

작품과
미술가

작품과
배경

미술의
변천과 맥락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품 해석

감상
태도

감상
방법

작품 전시

기능

미술 문화의 이해하기
교류
설명하기
비교하기
분석하기
존중하기
해석하기
활용하기
작품 비평 전시 기획하기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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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의 내용체계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내용 과정에서 핵심
개념 ‘이해’의 경우, ‘작품과 미술가’(초3, 4), ‘작품과 배경’(초5, 6), ‘미술의 변천과 맥
락’(중학교) ‘미술 문화의 교류’(고등학교)이며 위의 표5의 내용을 참조하면 각각의 내
용요소들은 ‘이해’의 부분으로서 그 최종적인 목표는 ‘미술 문화의 교류’의 이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비평’의 경우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감상태도’(초3, 4), ‘작품의
내용과 형식’ ‘감상 방법’(초5, 6), ‘작품 해석’ ‘작품 전시’(중학교), ‘작품 비평’(고등학
교)을 다루며 이전 학교급에서 다룬 비평의 내용을 고등학교 단계의 최종 목표로 종
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 내용에서는 각각의
내용요소에 대한 관점에서 표의 체계를 통해 요소주의적 접근 방식이 보이며 동시에
‘기능’ 영역에서는 탈맥락적 접근과 ‘～하기’의 행동주의적 접근 방식을 동시에 추구하
여 수행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미술의 시대적 변천과
맥락을 주된 지식으로 다루며 이를 표로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전
술한 ‘역량기반교육’(윤정일 외, 2007)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속성 및 특징으로서 총체
성, 수행성, 맥락성, 학습 가능성 모두를 조절하며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DeSeCo에서 제시한 종합적 맥락적 접근
과 더불어 내용에서는 내용요소를 통해 요소주의적 접근과 탈맥락적 접근을 함께 추
구하고 있다. 총론에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은 장점이지만 동시
에 각각의 역량이 별개의 차원으로 기능하기보다 ‘내용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
에서 총체적 접근으로서의 관점 제시가 더 보완되어야 하며 동시에 미술교육에서 필
요한 지식과 기술 자체에 대해서 깊게 다루고 있는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내용’으로
서 활동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나 ‘사고-반성성’의 측면이 부각되지 못하는 것은 체험
이나 표현 영역 등 미술과 교육과정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이다.

2. 미술 감상교육과 능력의 관계
평생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 교육을 포함해 인간이 평생 동안 교육받고 학습을
계속하는 것은 권리이며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예술과 인
문 문화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미술교육의 역할이 커지면서 감상 교육의
과제나 역할도 커지고 있으며 나아가 대중을 위한 미술 감상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된
다.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배우기 위해 학교교육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관점에서 스
스로 배우려는 의지와 태도 즉 자기 교육의 자질과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으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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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 교육력
의 육성 측면에서도 평생 동안 미술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감상교육의 중요
성은 더욱 강조된다. 교육과정에서는 감상 영역에서의 능력 역시 미술교육의 핵심역
량 개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감상교육을 통한 반성적이고 비판적 사고의 함양
은 현재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이나 미술관교육, 사회교육 등 공동체적 관계의 기반
에서 더욱 중요하다.
전술한 대로 PISA 개발동기 가운데 ‘평생학습과의 관련성’이 있으며 DeSeCo의 핵
심역량에서는 ‘도구의 상호작용적 활용’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교류’ ‘자율적 활동’이라
는 3가지 관점으로 제시되었다. 핵심역량이란 도구를 매개로 대상 세계와 대화하여 이
질적인 타자와 관계 맺으면서 자신을 보다 큰 시공간 안에 위치시키면서 인생의 스토
리를 짜는 능력이다. 핵심역량의 관점에서는 능력 개념을 개인의 내부의 문제에서 개
인이 대상 세계나 도구, 타자와 만나는 공간으로 이끌어낸다. 다시 말해 능력이란 개인
에게 소유된 것이지만 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즉 관계의 문제와 소유의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난다. 능력의 수평축과 수직축이 만나는 지점인 것이다.
일찍이 1956년 블룸(Bloom, B. S.)은 교육목표 분류체계를 지식, 이해, 응용, 분석, 종
합, 평가의 6단계로 나누었고 이는 현대 교육학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수정 보완되어왔
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감상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개념은 ‘이해’와 ‘비
평’으로서, 블룸의 분류체계 2단계와 6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인지 교육
학에서는 목표 분류체계를 재구축하고 있으며 말자노의 경우 인지(도출, 이해, 분석, 지
식활용), 메타인지, 자율 시스템의 3단계로 분류한다(Marzano & Kendall, 2007). 이때
메타인지는 블룸의 체계인 ‘인지’ 단계를 벗어나 자율단계로 향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사고와 지식, 인지의 과정과 작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조정, 관리제어하
는 고차원적인 것이다. 기존의 지식과 인지 단계에서 벗어나 교육의 목표와 과정, 명료
성, 정확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하고 결과를 검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등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사고 과
정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추상적 개념을 만들면서 스스로를 확장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의 상위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율 시스템으로 들어서는
단계에 해당한다(Salmon & Globerson, 1987; Marzano & Kendall, 2007). DeSeCo 보고
서에서, “반성성은 개인이 이 기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따라서 반성성은 메타인지
기술(사고에 대한 사고)과 창조적 능력의 사용 및 비판적 입장의 수용을 의미한다.”고
제시한 것 역시, 자율 단계로 연결되는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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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관점에서 지식은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학습자가 획득하고 구성하는 것으
로서 특히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습은 자신과 사회를 지속적으로 구성해 나가
는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한순미, 1999).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학습은 ‘언어적
매개’ ‘의미 구성’ ‘반성적 사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자신과 사회의 지속적 구성과
실천’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佐藤學, 1996; 上野, 2014). 특히 상호교수를 통한 대
화 조직 과정에서는 지식의 확장과 재구조화, 개념의 변화, 시점의 다양화 및 학습의
전이, 학습과정에 대한 발견 및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류지영, 2014). 지식의 재구축
및 재구조화란 개념의 변화로서 지금까지의 원리를 버리고 새로운 원리를 획득해 가
는 것으로서 재구조화의 과정에서는 학습과정의 발견이 가능하다. 학습의 과정을 보
는 것,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정을 학습하는 인지 즉 메타인지는 학습을 발견 응용할
때 필요한 지식이다. 타자와의 만남과 관계, 소통을 전제로 하는 미술 감상교육에서는
핵심역량인 대화적 도구의 활용, 타자와의 상호관계, 자율적인 행위라는 측면에서
DeSeCo 핵심역량 개념 실천의 최적화가 가능하며 특히 문화적 실천을 전제로 하는
학습활동, 즉 학습 자체가 바로 문화적 실천으로서 가능하게 된다. 또한 특정 맥락에
서 스스로의 내적 구조(인지적, 비인지적 측면)를 결집시켜 요구에 응답하는 능력(松
下, 2013)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 개념에서 감상교육은 재료
와 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만남과 대화,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사회적으로 구
성된 지식과 대화를 통한 학습, 학습자의 공동체 문화를 인지하고 그 인지의 틀을 인
지하는 즉 메타인지적 반성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배움으로써 메타인지를 획득하고 이 메타인지의 획득은 사고력을 통해
학습의 응용,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감상교육은 그 과정에서 대화를 통
해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외현화 하여 협력적이며 단계적으로 배우는 상호 교육, 상
호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의의를 가진다. 전술한 ‘언어적 매개’ ‘의미 구성’ ‘반성적 사
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자신과 사회의 지속적 구성과 실천’ 등 구성주의 감상교육
관에 의해 가능한 학습(上野, 2014)을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 관점에서 재구성하면 다
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언어를
-반성적
-사회적
-자신과

매개로 의미를 구성하고 성찰하는 실천으로서의 학습=사고능력, 소통능력, 문화능력
사고 및 탐구로서의 학습=사고능력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학습=소통능력
사회를 지속적으로 구성하는 실천으로서의 학습=문화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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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육의 핵심능력으로서 사고능력, 소통능력, 문화능력을 들 수 있으며 감상교육
을 통해 사고 능력에서는 반성적 사고 즉 탐구로서의 학습, 소통능력에서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학습, 문화능력에서는 자신과 사회를 지속적으로 구성하는 실
천으로서의 학습으로 작용된다. 감상교육이 비록 내적 내면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
더라도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학습의 특성 상, 언어를 매개로 의미를 구성
하고 성찰하는 실천으로서의 학습이 된다. 그 결과 감상교육은 사고능력, 소통능력,
문화능력이 총체적으로 관련되며 통합적으로 기를 수 있다.

3. 미술 감상교육에서의 능력
감상교육의 관점에서, 전술한 DeSeCo 역량 개념의 3가지 카테고리인 ‘상호작용적
도구사용’ ‘이질적인 집단과의 상호관계’ ‘자율적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작용적 도구사용’의 경우 감상교육에서 정보 기술과 같은 물리적인 것과
언어와 같은 문화적인 것 양쪽을 포함하는 의미의 도구이다. 감상 대상이 되는 미술
작품이나 대상 세계와 주로 관련된다. 대상과 상호작용하며 관계 위에 도구를 활용하
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목적에 맞춰 도구를 적응시킬 수 있도록 그 도구가 되는 대상
을 잘 이해해야 한다.
둘째, ‘이질적인 집단과의 상호관계’의 경우 감상교육에서 인간관계나 네트워크를 중
심으로 타자의 존재와 타자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활동으로서의 감상은 내면화의 과정
이면서 만남과 소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이다.
셋째, ‘자율적 활동’은 감상자 자신과 관계된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생활이나 인생
에 책임을 가지고 관리, 운영하며 자신의 생활을 넓은 사회적 배경 안에 위치지우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큰 그림을 그
리며 사고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감상활동이 가능하다. 감상에서는 3가
지 카테고리를 통해 도구를 이용해서 대상세계와 대화하여 이질적인 타자와 관계하면
서 자신을 보다 큰 시공간 안에 위치시키면서 인생의 이야기를 편집하는 능력을 감상
교육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실천을 상정할 수 있다.
감상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의 내용과 구조 및 관계를 재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감상교육에서 요구되는 능력으로서, 전술한 포스트모더니즘형 능
력의 하위요소 및 내용으로서 ‘기본적인 인지능력’ ‘고차원적 인지능력’ ‘대인 관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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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학습자의 인격 특성과 태도’를 들 수 있다(本田, 2005). 한편 감상교육에서의 활동
을 분류하여 ‘대상에 대한 지식’ ‘자료 활용’ ‘학습과정 공유’ ‘학습내용 표현’으로 나누
어 제시할 수 있다(結成, 2016).
첫째, ‘기본적인 인지능력’은 읽기/쓰기/계산하기,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로서 감상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상 작품 및 세계 등 자료에 대한 지식 및 기술 등의 기초
능력이다. 이는 DeSeCo 핵심역량으로서 상호작용적 도구 사용과 관련되며 감상 활동
에서 대상에 대한 지식과 인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대상에 대한 지식, 인지’)
둘째, ‘고차원적 인지능력’은 문제해결, 창의성, 의사결정, 학습방법의 학습 등과 관
련된 내용으로서 대상에 대한 인지와 수용, 해석과 분석 및 비판, 나아가 메타인지에
관한 능력과 기술을 다룬다. 대상에 대한 단순 정보 혹은 인지가 아닌, 대상과 자신을
포함하여 학습 목표 자체에 대한 메타인지 즉 학습 방법과 기술의 학습과 관련된 능
력이다. (=‘대상 및 학습 목표에 대한 메타인지’)
셋째, ‘대인 관계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리더십 등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다. 감상 활동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새롭게 발견한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와의 공동체적이며 협력적 관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지식의 재구조화가 가
능해진다. (=‘학습과정 공유’)
넷째, ‘학습자의 인격 특성과 태도’는 자존심, 책임감, 인내력 등 학습자의 인간적
측면과 관련된다. 내적 속성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표현과 소
통 방식에 의해 외현화된다. (=‘학습내용 표현’)
앞의 ‘기본적’ ‘고차원적’ 두 인지능력은 도구의 상호작용적 사용으로서 대상으로서
의 작품 등 자료와 대상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DeSeCo ‘상호작용적 도구 사용’),
뒤의 ‘대인관계’ 및 ‘인격’ 측면은 인간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공동체에서의 교
류 및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으로 연결된다.(DeSeCo ‘이질적인 집단
과의 상호관계’ ‘자율적 활동’)
한편 감상활동의 과정은 ‘자료에 대한 인지’와 ‘자료 활용’이 구분되어야 한다. 자료
란 미술교육에서는 도구이며 자료에 대한 인지는 학습자의 지식이나 정보, 인지능력
과 관련된 내적 기초적 측면이며 자료의 활용은 학습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
상과 상호작용하려는 행위 즉 외적 실천적 측면이다. 학습의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실천 능력으로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자기주도적인 미술학습능력과 관련되는 능력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감상교육에서의 능력을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관점에서 재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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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DeSeCo 핵심역량 및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표7>참조).
<표7> 감상교육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 내용
감상 활동
내용

OECDDeSeCo 핵심능력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역량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

-시각적 소통능력
-자기주도적
미술학습능력

소통력

대상(미술)에 -대화적인 ‘도구’
-시각적 소통능력
대한
의 활용
-창의 융합 능력
지식과 인지,
수용, 메타인지 -자율적 활동

사고력

자료 활용

-대화적인 ‘도구’
의 활용

-시각적 소통능력
-미술문화이해능력

문화력

-자기주도적
미술학습능력
-창의 융합 능력

사고력

-시각적 소통능력

소통력

-미술문화이해능력

문화력

-자율적 활동

-자기주도적
-대화적인 ‘도구’ 미술학습능력
의 활용
학습과정을
-이질적인 그룹
학습자와 공유
내 상호작용
-시각적 소통능력
-자율적 활동
-창의 융합 능력

소통력

사고력

-매체활용능력
-전달능력
-인간 네트워크 능력
-협동 능력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문제발견력
-문제해결력
-창조력
-창의융합적 사고력
-메타 인지
-정보처리능력
-정보 리터러시(문해력)
-언어적 리터러시
-문화 리터러시
-미술문화 향유력
-문제발견력
-문제해결력
-창조력
-메타 인지력
-매체활용능력
-전달능력
-자율적 활동력
-정보 리터러시
-언어적 리터러시
-문화 리터러시
-미술문화 향유력
-사회참가력
-자율적 활동력
-인간관계형성력
-인간 네트워크력
-협동력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문제발견력/문제해결력
-창조력
-창의융합적사고력
-메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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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소통능력
-창의 융합 능력

학습내용을
타자에게 표현

-대화적인 ‘도구’
-시각적 소통능력
의 활용
-자기주도적
-자율적 활동
미술학습능력

-미술문화이해능력

사고력

소통력

문화력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문제발견력/문제해결력
-창조력
-창의융합적 사고력
-메타 인지력
-매체와 정보 처리 능력
-언어 등의 표현 능력
-전달능력
-사회참가력
-자율적 활동력
-인간관계 형성력
-인간 네트워크력
-협동력
-정보 리터러시
-언어적 리터러시
-문화 리터러시
-미술문화 향유력

감상교육의 수업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활동내용은 ‘미술 등 자료와 대상
에 대한 지식, 인지, 메타인지’ ‘자료 활용’ ‘학습과정의 공유’ ‘학습내용의 표현’ 등으
로 제시할 수 있다. 체험이나 표현 등 다른 미술영역과 비교하면 학습자의 활동이 주
된 학습 내용임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학습 과정 및 학습 내용의 공유’ 과정에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대화를 통한
타자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은 특히 감상영역에서 통해 길러지는 능력이다. 동시에 타
자와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능력으로서 다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자기주도적 미술학습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IV. 미술 감상교육에서 ‘능력’의 시좌: 고찰과 과제
1. 의미 창조로서의 감상교육의 의미
여기서는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감상교육의 의미와 개념을 능력의 관점
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감상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개념
‘이해’와 ‘비평’은, 블룸(Bloom, J.)이 제시한 교육목표로서 지식 분류 체계에 해당되는
것이며 DeSeCo 핵심개념에서 제시된 ‘자율적 활동’ 및 최근 제시되고 있는 지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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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상위 개념으로서의 메타인지나 자율 시스템, 이러한 핵심개념의 중심인 ‘사고력’
육성의 관점이 더 반영되어야 한다.
블룸의 분류(1956)에서는 지식, 이해, 적용(응용), 분석, 종합, 평가의 순서에 따르게
되며 감상활동 역시 자연스럽게 학술활동이나 연구처럼 다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미
술비평에서 펠드먼 등에 의한 ‘관찰’ ‘분석’ ‘해석’ ‘판단’ 등의 단계적 활동과 쉽게 연
결된다. 이 경우 첫째 ‘관찰’ 단계에서는 작품을 관찰하며 감각적으로 작품에 대한 느
낌이나 생각 이야기하기, 토론하기 등의 내용, 둘째 ‘분석’ 셋째 ‘해석’ 단계에서는 재
료나 기법 등을 분석하기, 양식을 조사하기, 미술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역사, 정
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해석하기 등의 내용, 마지막 ‘판단’ 단계에서는
미술비평으로서 전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토론하거나 비평문을 작성
하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각 단계가 균형 있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
칫 관찰에서 ‘반응’이 누락되거나 ‘분석’ ‘해석’에서 조사나 정보 수집이 지나치게 강조
되는 경우 감상활동이 학습자의 의미 생성이나 체험과 같은 예술 활동이 아니며 일종
의 학술활동으로서 블룸의 인지 분류단계에 더욱 적합해진다. 비슷한 입장에서 上野
는 감상교육이 학술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공업제품처럼 유사한 능력을 가진 학생
들을 대량생산하는 것을 교육원리로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비판한 바 있다(上野,
2014). 한편 듀이(Dewey, J.)는 <경험으로서의 예술>(1934)에서 예술을 경험으로 즉
작가의 창작활동과 감상자의 감상활동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작가의 경험과 감상
자의 경험을 동일한 것이 아니며 감상자 내에서 ‘재창조의 활동 없이는 대상이 예술
로 인식되지 않는다’(Dewey, 1952, pp.64-65)고 주장하였다. 감상이란 감상자의 창조
적인 활동이며 감상자는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감상을 의미
생성적인 창조활동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학습자에게 감상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
미는 아니지만 전술한 예술 활동으로서의 감상교육 개념과 연결된다. 즉 감상은 대상
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내부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활동으로서 학습자의 내
적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며 대상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류지
영, 2015). 예술활동으로서의 감상교육을 통해, 최근 교육학 원리에서 강조되는 학습
자의 의미생성의 과정으로서 자신의 인식을 인식하는 것, 학습과정에 대한 학습인 메
타인지의 습득(Marzano & Kendall, 2007), 나아가 전술한 DeSeCo 보고서에서 핵심역
량의 심장으로 언급한 사고-반성성에서의 ‘메타인지 기술(사고에 대한 사고)과 창조
적 능력의 사용 및 비판적 입장의 수용’(OECD, 2005, p.8)이 가능하게 된다. 활동의
내용으로 다루는 미술사든 미술비평이든 학습대상의 이해나 비평 활동 자체가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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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평’이나 ‘판단’이 감상교육의 활동 내용이 아닌 ‘핵
심개념’으로 기능한다면 자칫 ‘올바른’ 판단과 이해, 심미안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서 감상교육의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육과정에서 감상교육을 ‘능
력’ 관점에서 다룰 때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이해’의 경우 ‘시대적 변천, 맥락 등을 파악하는 활동’의 강조는 이론적 근거에 대
한 학술적 연구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실천적 활동으로서 감상 행위는 내적 사
고나 판단을 외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비평’의 경우 ‘판단’이나 ‘평가’가 최종목표로 강조된다면 가치평가를 위한 문화재
감정위원 양성이나 미술사교육 혹은 감별이나 감정(鑑定) 교육으로서, 객관적 가치판
단이나 결과물, 판정, 이론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 즐거움이나 관심, 애호, 태도 등 개
인적 사회적 의미생성의 활동이자 관계 중심의 과정과는 별개의 활동이 된다. 만약
이 ‘비평’이 ‘주관적 판단’이라는 의미라면 ‘좋다’ 등 감정적 기술만으로도 가능하고 이
해와 설득, 학습으로서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비평’에서 작품과 작가에 대한 공감이나
감정 체험,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등 작품의 내용이나 학습자의 인성적 측면에 지나치
게 비중을 두는 것 역시 학습과 교과를 통한 학습자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바
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해나 비평 등을 다양한 관점 중 하나로 다루는, 한 쪽으로 치
우치지 않는 균형감이 능력 개념의 적용에서도 중요하다. 독서에 비유한다면 책을 직
접 읽는 것과 책에 대해 이해하고 비평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지, 즉 미술의 특징이나
시대적 변천, 맥락 등을 파악하고 비평하는 것이 미술 감상과 어떤 관계이며 진정한
미술 감상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미술 감상교육에서 ‘능력’과 수업의 문제
감상교육에서 주관과 객관의 결합이 메타인지를 통해 가능할 때 활동의 만족감과
충실감이 높아지며 판단의 가능성 및 사고력의 실천이 가능해진다. 표현교육과 달리
감상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내적 과정이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
특히 대화를 중시하는 미술 감상교육에서는 작품을 보는 사람이 대화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나간다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다. 감상교육에서 이루어가는 의미생성이란, 집단
으로 추구하는 학습 가운데 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을 의
미한다. 즉 지의 재구축이 가능하다. 그 기반에는 학습을 지식 전달행위가 아니라 학
습자가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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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구성주의의 학습이론이 존재한다.
만약 교사와 학생의 대화가 집단 안에서 평등하고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중
심적인 활동이 아니라 A-A', B-B', C-C' 즉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응답, 교사의 다
른 질문과 학생의 응답 등 질문과 대답이라는 문답 형식의 활동이 된다면 이를 진정
한 ‘감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논의되어야 한다. 핵심역량 관점에서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통한 소통력 보다는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
는 일종의 평가 방법이 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대화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문답이 반복되는 것은 피아제 등의 인지적 구성주의 방법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
단에서의 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즉 미술관의 워크시트와
마찬가지 형식으로-글이 아닌 말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습자의 활동
으로 성립되는 감상수업으로 보기 어렵다.
발문과 응답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교사가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응답에 피
드백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우려는 남는다. 학생의 응답에서 비교적 단답형의 대답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 이는 단계적 접근을 통한 학습자의 새롭고 통합적인 세계관 제시
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즉 수업에서 대
화와 관계형성을 통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이나 그 과정에서 사고력 형성의 가능성
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되는 수업에 대한 우려이다. 예를 들면 주제에 근거하여 작품
의 배경을 살펴보고 자신의 삶의 방식과의 관련을 읽어낸다거나 자신의 가치의식을
가지고 비평을 나누거나 작가의 심정이나 의도와 창조적 표현 연구 등을 읽어내는 것
같은 학습활동으로 전개되기에는 미흡하다. 비록 내용이나 태도 부분에서 연결성과
계통성의 인식이 필요하지만 감상한 내용이 이후의 수업에 어떻게 관련될까라는 교육
전개과정의 관점도 중요하다. 만약 표현수업의 도입부분으로 감상수업을 한다면 표현
방법이나 기법 등에 주목시키는 수업의 방향제시가 필요하며, 문화이해의 일환이라면
감상한 작품이나 작가의 역사적 의의나 양식, 표현의 특징 등에 대해 정리하게 된다.
감상 수업의 실천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관점과 대화를 통한 시각의 확장, 이를
통한 사고력 신장이 필요한 것이다. ‘사고력’의 경우 현재 ‘시각적 소통능력’의 하위영
역에 있으나 핵심능력의 중심으로서의 ‘사고’에 대한 인식 및 사고력의 본질, 그 제시
와 확산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으
로 보고 <표7>을 통해 문제 발견력과 문제해결력, 창조력과 조형력, 메타인지력 등의
능력 요소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미술활동 전체를 사고력과 관련하여 사고력의 본질
에 대한 논의, 사고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업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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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미술 감상은 요소주의적 접근만이 아닌 전체 요소가 통합된 복합적인 활동으로서
특징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남
는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21세기형 능력 관점에서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미술
교육의 핵심영역으로 기초력과 사고력, 실천력으로 제시한 바 있다(日本國立敎育政策
硏究所, 2013). 그러나 표현영역에서 색 혼합에 대한 지식 기술적 능력(기초력)과 이
에 대한 사고(사고력), 실제로 혼합 가능한 능력(실천력) 구분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
지로 감상영역에서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지식(기초력)과 사고 자체(사고력) 및 자신
의 지식을 구현하는 능력(실천력)을 구분하거나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
히 타자와의 관계에서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감상 활동의 경우 구분의 방
법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활동의 특성 상 기초력과 사고력, 실
천력의 구분 자체가 애매하며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미술 감상교육에서 ‘능력’의 의의
미술 감상교육에서 깊게 사고하고 성찰하는 것은 이미지, 정보, 매체를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사고, 이해, 관련 및 변형과 조절을 통해 실천 활동을 동반하며
메타 인지적이면서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박휘락은 감상 ‘appreciation’
이라는 용어 자체가 ‘느끼게 하다’보다 ‘생각하게 하다’의 의미가 크다고 보면서, 논거
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서적 유희로 끝나는 감상을 비판한다. 감상의 본질 자체가 대
상을 거울에 비추며 따지고 드는 것이기 때문이다(박휘락, 2016: 347). 사고와 반성 능
력 양성의 중요성 인식과 그 구체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上野가 지적한 것처럼 감상
은 자기와 사회를 계속해서 구성해 나가는 자질과 능력의 육성에 기여한다(上野,
2014). 학습자 각자가 작품의 세계를 탐구하고 내적 대화에 의해 의미를 만들고 인식
하며 반성적으로 사고하여 대화라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언어를 매개로 집단
적으로 작품의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인 것이다. 감상교육에서는 감상자의 적극적 감
상 활동에 의해 가치의 생성과 새로운 의미의 생성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 과정은
작품이라는 대상과 직접 관련되며 사회적 관계성 즉 타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DeSeCo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의 ‘도구의 상호작용적 사용’, ‘이질적 집단에서의 교
류’, ‘자율적 활동’의 실현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즉 감상교육에서는 학습 전체
가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 개념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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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학습자-감상자가 대상을 통해 타자와 만나며 한편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작
품과 만나는 대화의 과정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식과 대화로서 학습자가 속한 공동
체 문화의 인지 틀을 사용한 활동이 된다. 그저 일반적인 소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학습자는 본인과 사회, 그리고 작품의 각 맥락에 따라 기존 지식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내적 사고를 바탕으로 대화하면서 지식을 내적으로 재구성하고 재구축한다. 그 과정은
언어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서, 발견을 촉발하는 학습구조를 가능하게 하
는 것이다. 미술 감상교육은 보다 복잡하며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인간과 미술,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메타인지의 기술과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술 감상교육에서의 ‘능력’이란 학
습자로서의 인간이 종래의 지식이나 경험의 틀을 벗어나 대상에 대한 인식과 비평을
기반으로 하는 내적 사고 및 타자와의 만남과 대화에 의한 외적 관계, 이들이 다시
협력적 사고와 내적 관계로 이어지며 순환되어 개인적 사회적 성장으로 연결되는 핵
심을 의미한다. 특히 학습활동으로서 대화를 통한 미술감상이 목적으로 하는 의미의
생성은 집단으로 추구하는 학습 가운데 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지식을 구성해 가
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감상교육에서는 공동체적 지의 네트워크 형성을 전제한다. 학
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구성주의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지의 재
구축과 지적 네트워크와 협력적 인간 네트워크의 형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지의
재구축과 지적 네트워크의 구성, 이를 통해 인지와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며 그 과정
에서 사고력-반성력을 가능하게 하는 미술 감상교육의 능력은 포스트모더니즘형 능
력 그 자체인 것이다.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이러한 학습자의 공동적 협력적 성장의 장을 마련하는 관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감상 영역의 틀과 능력 개념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지식을
내적으로 재구성하고 언어적 측면으로 타자와 커뮤니케이션하며 그 과정과 결과로 발
견을 촉진하고 학습자의 성장을 기대하는 학습의 구조, 그 가능성에 대한 탐색으로서
미술 감상교육에서 능력 논의는 의의를 가진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연결하여 미술교육에서의 ‘능력’에 대해 그 특징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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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사고-반성성의 개념 및 핵심역량
에서의 위치 및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술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총론의 목표
와 내용을 반영하면서 미술과의 특징을 살리고 있으며 총론에 문제의식을 가진다면
예를 들어 DeSeCo 역량개념의 핵심인 사고-반성성을 중심으로 능력의 문제를 재편
할 수 있으며 핵심역량과 그 하위요소를 연계성이나 위계성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
다. 다만 체계나 위계, 단계 등의 요소주의적 접근이 미술이라는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문화적 활동과 어떻게 관계되는 것인지, 이 점에서 능력의 차원을 어떻게 설정하며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과제가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과의 핵심역량을 사고력
과 소통력, 문화력으로 탐색하였으나 이는 능력 개념의 편의적 분류일 뿐 개별적 접
근이 아닌 상호 관계를 가지는 통합적이고 복합적 능력 개념 및 과정의 각각 다른 측
면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미술 감상교육에서의 능력에 대
해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상교육의 핵심은 전체 미술교육과 마찬가지로 ‘사고-반성성’이 되어야 한다.
감상교육에서의 능력은 사고-반성성을 중심으로 소통력, 사고력, 문화력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둘째, 감상교육의 능력으로서 소통력, 사고력, 문화력은 인지 및 메타인지 차원과
자료 활용, 학습내용의 공유, 학습내용의 표현 등의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구조와 활용
이 가능하다. 이 내용체계를 본 연구에서는 표로 제시하였으며, 연계성에서 요소주의
적 측면, 실천적 융합적 접근에서 통합적 측면을 동시에 다루고자 하였다.
셋째, 감상교육은 학습 전체가 미술교육의 능력 개념을 지지한다. 미술 세계 탐구,
내적 대화에 의한 의미 생성 및 인식과 반성적 사고, 대화를 통한 사회적 커뮤니케이
션, 언어 매개에 의한 집단적 사회적 의미 구성의 경험 등은 DeSeCo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인 ‘도구의 상호작용적 사용’, ‘이질적 집단에서의 교류’, ‘자율적 활동’의 실현
을 가능하게 한다.
이해나 사고에 대한 접근이 수업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술활동이나 연구처럼
진행되거나 사고력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평가 및 단답식 답변만을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력과 소통력, 문화력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의 실천적인 역량이 요구된다. 지식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은 감상 능력만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 실천 능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능력 개념을 통해 교과의 의미, 수업의 본
질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능력 자체에 대한 접근은 지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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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법 등 교육목표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접근 필요성의 재
확인, 이를 통한 교과의 본질, 수업의 의미에 대한 반성적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
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형 능력의 관점에서 미술 감상교육에 접근
하고자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학습과 교수에서의 능력 관점에 나타나는 학습 체계
와 지식 구조의 문제에 대해 수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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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mpetence’ in Art Appreciation Education:
The Viewpoint on Art Appreciation Education
in Postmodern Competency
Jiyeong RYU

This study is to consider about ‘competence’ of 2015 National Art
curriculum in Korea, especially as object of art appreciation education. The
National Art Curriculum and Art appreciation Education reflect the content and
objectives of the National curriculum. At the same tim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about Reflectiveness-It means the critical thinking-, as key competence of
DeSeCo Project.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essence of art education and art appreciation education should reflect
thinking ability, as like as education.
2. The competencies of communication, thinking, culture could be utilized
with the structure of education in aspects of cognitive & meta-cognitive, materials
utilized, the expression of learning, and learning content in art appreciation
education.
3. Art appreciation education is to support the whole concept of learning.
Through competencies of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and culture in art
appreciation, every learners explore Art world individually, create a meaning and
recognition by the inner conversations, make reflective thinking and conversation in
social communication, constitute the meaning of the language collectively.
This enables the practice of key competence required by the DeSeCo Project.
The competency is important to the approach in the need for knowledge, technic
and methods in Education because we can provide a reflective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Art education and 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