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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제도 교육 및 공교육으로서의 초․중등학교 체제에서 ICT와의 연계적 통합이 점차
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차기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미술과에서 ICT의 도입과 연
계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 변화의 범위와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미술과 교육과 ICT의 연계를 파악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학
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과에서 ICT 활용의 수준과 내용, 방법 등을 관련 문헌과 자료
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여 ICT가 어떻게 연
계, 통합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범위와 내용의 제시를 통해 바람직한 연계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의 방향 및 제언은
앞으로 우리나라 미술과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ICT와 관련된 교육과정 정책 수립에 있어 하나
의 기초 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Ⅱ. 미술과에서의 ICT 관련 선행 연구 분석

각 교과별로 ICT 활용1)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은 바로 각종 교육기관이 주최
가 되어 활성화시킨 ‘ICT 활용 및 software 공모전’2) 등을 통한 ‘컨텐츠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개발되는 이러한 교육용 컨텐츠는 각 교과별로 ICT를 활용하는 데 있어
서 하나의 교수․학습용 모델이 되고 있으며, 컨텐츠 개발을 위한 교육기관의 다양한 격려와
지원은 교사의 ICT 활용 능력을 최대로 신장시키는 유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되는 몇몇 ICT 활용 교수․학습 지도안 및 software는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교육
현장에 곧바로 투입되어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완성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
우 교과의 특성이나 체계, 교육과정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개발되었거나 연속적인
컨텐츠 개발의 부재로 인하여 해마다 증가하여 투자되는 ICT에 대한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
고 교과별 ICT의 활용 및 연계가 기대만큼 잘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과별 ICT의 활용 및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교과별 합의 없이 ICT 활용이 컨텐츠 개발에만 집중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현상은 교과별 ICT의 바람직한 활용 및 연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ICT를 단순히 하나의 technology로서 인식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것
또한 통합적 연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미술과의 경우 많은 논문 등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미술과에서 ICT를 활용한 컨텐츠가 만족
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발되어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
금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과별 ICT 활용과 더불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보다 바람직한 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일이라 할 수 있
다. 컨텐츠 개발에 대한 현장의 요구로 인하여 양산된 미술과 ICT 자료들이 진정으로 미술과
교육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도움이 된다면 현재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바르게 활용되고 있는
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 및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연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ICT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
민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미술과와 연계된 ICT 연구들을 분석하여 미술과에서 현
재 인식하고 있는 ICT 활용 및 연계가 어떤 수준이며,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고,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미술과에서 ICT
를 연계할 수 있는 가능한 방식과 더불어 활용 및 연계의 코드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
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교과에서 ICT를 활용한다 함은 대부분의 경우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ICT를 인식하는 것을
뜻하며, 교과에서 ICT를 연계한다고 함은 좀더 폭넓은 의미로서 미술교과 전체에 걸쳐서 통
합적으로 사용함을 뜻한다.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경우 2003년에 ‘제1회 전국 ICT 활용교육연구대회’ 및 ‘제12회
전국 교육용 software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software 공모전’의 본선에 오르려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의 본 심사에서 상위 입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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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술과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ICT 활용과 관련하여 교육부(2003)가 제출한 자료를 보
면, 여기서는 학교교육에서 ICT 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의 활용 능력을 개발, 육성’하고,
‘교육용 컨텐츠를 개발’하며, ‘사이버 교수․학습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의 활성화를 지원’
하며,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학교교육에서 ICT
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갖추어야할 모든 것을 망라하여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적으로 ICT를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인식하고 서술했기 때문에 교과별로 그 어떤 구체적
인 연계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단점을 지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학교교육에 ICT를 활용
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지표가 되는 역할을 해준다.
교과별로 교과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존재하는데, 교사는 수업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교수․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ICT를 하나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인식할 때에는 학교
교육에서 ICT를 활용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교사가 이를 단위 수업 활동에 가장 적절한 교
수․학습 방법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미술과에서 ICT를 교수․학습 방법으로
인식할 경우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교육부, 1997)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
용([표 5] 참조)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ICT가 미술과 수업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수
업에 적용되기보다는 해당 교과의 특성과 관계없이 하나의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한계점을 지니게 된다.
미술과에서 ICT 등과 관련된 연구로는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는 21세기 사회 문화적 현상과 관
련하여 미술교육의 방향을 살펴본 연구(김진규, 2000; 김창식, 2000; 박소영, 2002; 2001; 이승
용, 2001; 황연주, 2002a, 2002b, 2001),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으로 web, internet, ICT의 활
용을 언급한 연구(김호정, 2002; 마영애, 2003; 박해오, 2002; 손희선, 2000; 신동임, 2003; 이건
호, 2003; 이정원, 2001; 이형구 外, 2003; 이희숙, 2001; 전성수, 2002; 정현주, 2003; 표은주,
2002; 하수진, 2002a, 2002b; 홍연화, 2001, 황경숙, 2000), ICT의 표현 도구적 활용을 함께 언
급한 연구(황연주, 2002a, 2002b, 2001; 홍연화, 2001)가 있으며, 기타 학교 급별 ICT 활용에
대한 연구(소경희, 2001; 이용현, 2003; 최명숙, 2002)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 중에서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최신의 연구인 이형구
外(2003)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술과에 있어서 ICT의 활용을 교수․학습 방법, 모형, 전략에
대한 접근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나라 미술과 ICT 활용 교육
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인천 강화초등학교의 ‘에듀넷 활용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
장 방안’(1999), 전북 서문초등학교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활용한 미술과의 창의적 교수․학
습 방안 탐색’(2000), 광양 북초등학교의 ‘교육 정보화 여건 조성을 통한 컴퓨터 활용 능력 신장
과 학습 정보의 효율적 활용’(2000), 충남 양당초등학교의 ‘웹 자료 개발․활용을 통한 자기 학
습력 신장 방안’(2000), 경산 서부초등학교의 ‘초등 미술교과의 효율적 ICT 활용 교수․ 방
안’(2001), 함평 신광초등학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
안’(2001),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보화 촉진 시행계획’(2001), 전북 원평초등학교의 ‘창의적
인 미술교과 활동을 위한 ICT 활용 자료 개발 및 적용’(2001) 및 ‘초등 미술교과의 효율적 ICT
활용 교수․학습 방안’(2001), 대구 상인여자중학교의 ‘교과별 홈페이지 제작’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 전개’(2001), 부산 광안여자중학교의 ‘ICT 활용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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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ICT 활용 교수․학습 모형과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2001), 전남 소안중학교의 ‘인터넷
을 통하여 교과 관련 학습 정보 탐색, 수집, 처리, 활용 능력 향상’ 및 ‘수준별 학습 팀의 선택적
정보 탐색’, ‘토의를 통하여 창의적 사고력 신장’(2001), 강원 북원여자중학교의 ‘ICT 활용을 위
한 교육 여건 조성’, ‘교과 분석에 따른 과제 선정 및 자료 개발’, ‘교과별 ICT 수업 모형을 적용
하여 문제해결력 신장’(2001), 서울 은평중학교의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을 통한 교과별 교수․
학습 모형 구축’(2002) 등의 주제로 다양한 연구 내용이 소개(이형구 外, 2003, pp. 15～16)되
어 있다. 그러나 각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 내용에서도 ‘ICT의 활용을 위한 학습 기반 조성’,
‘ICT 활용 교수․학습 모형, 자료, 교수․학습 과정안의 개발 및 적용’에 국한되어 있어, 대부
분의 ICT 활용 미술교과 연구들이 교수․학습 방법적으로 ICT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ICT 활용 및 연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교
수․학습 방법’의 하나로서 모형이나 교수․학습 자료, 과정안 개발을 통한 활용이 중심이 되
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나라 학교교육에 있어서 ICT의 활용 교육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한국학술진흥재단
(2001)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미술 표현 활동을
위한 도구로까지 ICT를 확대하여 활용하고 있는 연구들도 많이 발견된다.
이를 다시 종합해보면, 미술과에서 ICT 활용에 대한 연구는 첫째, ‘교수․학습 방법적 측면’에
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표현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도구로
서(‘표현 재료 및 용구’적 측면에서) 미술과 ICT 활용의 독자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
기에서의 도구적 활용은 영상 정보화 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가운데 미술의 대상, 표현
재료 및 용구, 내용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미술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미술교육도 미술의 변화 방향에 따라 미술교육 자체의 방향을 변화하여 전개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판이나 illustrator, photoshop 등 간단한 도구에서부터 복잡한
기능을 지닌 고가(高價)의 표현 도구까지 포함하여 ICT가 미술교과에 교수․학습 방법 외에
수업의 내용 자체에 적극적으로 연계됨으로써 변화하는 시각 영상에 의한, 시각 영상을 위한,
시각 영상의 활용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술과에서 ICT 활용 및 연계가 단순한 방법
적 측면의 적용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Ⅲ. 미술과와 ICT의 연계를 위한 접근 모색

ICT, 즉, ‘정보통신기술’을 단순히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중 기술이 상
대적으로 강조된 high-tech로서 일종의 방법적 측면(활용을 위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아
니면 우리가 ‘미술’에 대해 지니고 있는 기존의 사고 체계를 뒤흔드는 요소로서 사회, 문화적 맥
락에서 발생한 미술적 information, 미술적 communication, 미술적 technology의 일종으로
바라볼 것인가(연계를 위한 관점)에 따라 미술과와 ICT의 연계를 위한 접근의 방향은 판이하
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접근을 편의상 사고 체계의 전환 및 표현 도구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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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서 인식하여 ‘목표 및 내용적 접근’ 및 ‘교수․학습 방법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이를 종합하여 미술과와 ICT의 연계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라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1. 미술과와 ICT의 연계를 위한 ‘목표 및 내용적 접근’
미술교육의 내용이 되는 미술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
과 더불어 영상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정보 전달의 시각화 현상, 정보의 영상화
현상에 매료되어 가고 있으며, 미술계는 이런 특징이 다분한 미술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요즘
의 미술은 미술가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단순히 미디어를 표현 재료 및 용구로 선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 자체를 표현 주제, 소재, 대상으로, 또는 표현 내용 및 방법으로
인식함에 따라 기존의 미적 기준과 미술의 범위를 뛰어 넘고 있으며 또 다른 미적 기준과 범위
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술의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미술교육에서도 미디어를 단순히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서
바라보고 활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주제, 소재, 대상, 의미, 내용, 표현
방법, 표현 재료 및 용구로서 등장하는 ‘미디어’를 학생들이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교육에 관
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 표현 재료로서는 표출하기 힘든 주제, 의미, 내용
을 영상 미디어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까지 미술교육 내용에 포함하려 한다.
특별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으로 인하여 문자 중심에서 점차적으로 이미지를
지닌 영상 중심으로 정보 전달의 방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술교육에서도
미디어 교육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읽고 선택하며 활용하는 ‘visual literacy’ 교육이 힘
을 얻고 있다. visual literacy 교육은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영상 매체를
통한 정보의 홍수 가운데 내용 구성이 달리지고 있는 미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황연주, 2003). 기존의 미술에 대한 개념을 뒤흔드는 이러한 미디어
의 영향은 현재 인식되고 있는 제한된 개념보다는 좀더 폭넓게 ‘미디어’로서 전환하여 새로운
미술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교과에서 ‘미디어’, 혹은 이를 포함하고 있는 ICT를 연계할 때, 포스트모던 사회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미디어 자체로 인해 변화되는 미술을
인지하고 이의 내용과 의미,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
술교과에서 ICT를 활용하는 것, 즉, 단순히 가르쳐야 할 내용을 세련되고 능숙하게 컴퓨터를
통하여 보여주는 방식과 차원을 달리하여, ICT 자체가 영상 정보화 시대 미술의 주제, 소재, 대
상이자, 내용이 될 수 있으며, 표현 도구의 하나로서 존재할 수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사고 체계의 전환 및 표현 도구의 하나로서
인식되는 ‘목표 및 내용적 접근’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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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과와 ICT의 연계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적 접근’
현재까지 이루어진 미술과에서의 ICT 관련 연구들이 모두 ICT를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ICT를 활용하였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미술과 ICT 활
용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적 접근’은 이제까지 연구된 접근 방식과 내용, 개념, 사고 체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술과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서 활용되는 ICT
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이를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와 더불어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개념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교수․학
습 도구로서 ICT의 활용, 또는 ICT와 함께 하는 학습이 바로 미술과에서 활용되는 ICT의 교
수․학습 방법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본 논문의 전반에 걸쳐서 논의되었으므로 여
기서 더 논의하지는 않는다.

3. 미술과와 ICT의 연계를 위한 ‘단계적 접근’
여기서는 위에서 살펴본 목표 및 내용적 접근과 교수․학습 방법적 접근을 차기 교육과정에 대
비하여 ‘미술과와 ICT의 연계를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 다시 풀어보았다. 이는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지만, 현행 미술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인 목표, 내용 체계,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등 교육과정 구성 체제의 단계로서 미술과와 ICT의 연계를 알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미술과와 ICT의 연계를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 ICT와 연계한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
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방법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ICT의 활용은 미디어로 통합되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
의 구상 자체에 구체적인 문구나 용어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ICT나 미디어를 미
술과의 내용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미술과에서 어떤 관점
으로 ICT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안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
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Ⅳ. 차기 교육과정을 대비한 미술과와 ICT의 연계 방안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ICT의 연계 범위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행 제7차 미술과 교
육과정의 구성 체제인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중에서 ‘목표와 내용’, ‘교
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미술과의 목표 및 내용과 ICT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인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을 때 궁
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성취 목표로서 제시된 것으로, 미술과의 총괄 목표는 제5차 및 제6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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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괄 목표와 그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미술 활동을 통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 및 감상 능력, 창의성, 심미적인 태도로 함축하고 있는데, 이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인 면들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미술 활동에서의 심동적인 면인 표현 및
감상 능력, 인지적인 면인 창의성, 정의적인 면인 심미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1998,
p. 97).
또한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사고력, 창의력, 정보 활용 능력과 같은 고등 정신 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습 내용이나 분량을 축소하여 교육 내용을 적정화하도록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대 영역으로 하여 필수 학습 요소로 내용을 구조화하
여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초․중․고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하부에 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표현 활동 영역에서는 필요한 기
본 학습 요소를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로 추출하여 학
습자들이 어떠한 내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교육부, 1998, p.
99).
미술과 교육과정과 ICT 활용 교육의 연계 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행 제7차 미술과 교육과
정(교육부, 1997) 구성 체제 중 ‘목표’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
를 함양한다.
가.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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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성격을 규명하고 초․중․고등학교
의 목표를 하나로 통일하여 제시하고 있다. 선진 각국의 현행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개념적인
면에서 목표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21세기를 맞이하여 이전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좀더 구
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전보다는 좀더 포괄
적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이주연, 박은덕, 2002, p. 206). 이주연,
박은덕(2002)의 연구에서는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서 미술과의 내용과 프로그램
은 미적 정서와 미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아가 원만한 인간을 형성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자신
의 자유롭고 독창적인 사고와 표현을 존중하며 이러한 표현 활동을 통하여 미의식을 심화시키
고 미적 감동을 느끼며 조형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하며, 미술교육을
통하여 예술이 지니는 특성인 창의성, 정서성, 조형성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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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중학교

고등학교

7, 8, 9학년

10학년

(1) 자연미와 조형미
(1) 자연미 발견 의 특징 이해
자연에서 아름다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
미
움 발견하기
다움을 발견하고, 특징
적
이해하기

(1)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 이해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
움과 조화 이해하기

(1) 자연과 조형물의 미
적 가치 이해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 이해하기

(2) 자연과 조형물의
체 (2) 조형미 발견
관계 이해
험 주변의 조형물에
생활에서 자연과 조형
서 아름다움을 발
물의 특징을 발견하고,
견하기
그 관계 이해하기

(2) 미술과 문화의 관계
(2) 미술과 생활의 관계
이해
이해
다양한 문화의 미적 가
생활에서 미술의 기능과
치를 비교하여 미술 문
역할 이해하기
화의 특성 이해하기

영
역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

(1) 주제 표현
(1) 주제 표현
(1) 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과 목적 등
주제를 자유롭게 주제의 특징을 생각하
을 생각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여 다양하게 표현하기
표현하기
(2) 표현 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
징을 생각하여 자
유롭게 표현하기

(1) 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과 목적 등
을 생각하여 창의적으
로 표현하기

(2) 표현 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생각하여 다양하게 표
현하기

(2) 표현 방법
(2) 표현 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살려 효과적으로 표현하 살려 창의적으로 표현
기
하기

(3)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고 다양하게 표현하
기

(3)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
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
하기

(3)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
해하고 창의적으로 활
용하기

(4) 표현 재료와
용구
(4) 표현 재료와 용구
재료와 용구의 기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본적인 사용 방법 탐색하여 표현하기
을 알고 표현하기

(4) 표현 재료와 용구
주제나 표현 방법에 알
맞은 재료와 용구 선택
해 활용하기

(4) 표현 재료와 용구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1) 미술품 감상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에
서 표현 특징을 찾아 비
교해 설명하기

(1) 미술품 감상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
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
고 판단하기

표
(3) 조형 요소와
현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
를 알고 표현하기

(1) 서로의 작품
감상
(1) 서로의 작품 감상
작품을 보는 것에 작품의 표현 특징을
흥미와 관심 가지 찾아 설명하기
감
기
상
(2) 미술품 감상 (2) 미술품 감상
우리 고장과 우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나라 미술품에 흥 미술품의 표현 특징을
미와 관심 가지기 찾아 설명하기

(2) 미술 문화유산 이해
(2) 미술 문화유산 이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성과 배경 이
미술의 특성 이해하기
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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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미술과에서도 사고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며 미디어의 영향으로
미술과 교육의 목표, 내용이 모두 달라질 수 있음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특별히 교육과정의
내용 중에서 표현과 관련하여 표현 도구로서 ICT의 적극적인 활용을 여러 연구에서 언급한 것
을 고려해 볼 때, 차기 교육과정을 위하여 다음의 <표 3>과 같은 미술과 목표 및 내용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목표 및 내용에 있어 ICT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의 <표 4>와 같다.

< 표 3 >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안)
- 미술의 본질 -

- 문화 및 생활 -

1. 미적 사고(미적 직관)의 신장
(미적 정서성의 신장 및 미적 가
치관의 확립)
2. 미술의 창조적 이미지 고찰
(창의성, 조형성의 신장)

1. 미적 체험 활동 및 감상 활동의 생활화,
극대화
2.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시각
적 문해 능력(visual literacy) 신장하기
3. 전통 미술의 바탕 위에 미술 문화 창조
하기

→
←

↘↘

↙↙
- 이해 및 표현 -

1. 이해 및 감상 영역
① 미술의 구조와 기능, 역할에 대한 이해
② 미술품에 대한 감상
③ 미술 비평 활동
2. 창의적인 표현 영역
① 주제 표현
② 표현 방법
③ 표현 재료 및 용구(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
④ 조형 요소와 원리

차기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미술과와 ICT의 연계와 관련된 내용은 ‘문화 및 생활’에서 2번
째로 제시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시각적 문해 능력(visual literacy) 이해하기’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 외에도 ‘문화 및 생활’의 3가지 내용, ‘이해 및 표
현’의 2가지 내용 모두가 ICT와 관련하여 연관을 맺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목표 및 내용
은 다시 학교 급별, 학년별, 내용 영역별, 단계별 구분에 따라 제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미술에서 미디어, ICT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과 시각이 목표 및 내용 체계에 심도 있게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3. 미술과에서 ICT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언’에서 보
다 상세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모색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
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될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생들의 학년별,
단계별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들을 다시 선정하고, 이를 학년별로 연계성 있게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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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년별로 ‘미술의 본질’, ‘문화 및 생
활’, ‘이해 및 표현’의 각 영역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내용별, 수준별
로 구성되어 제시되는가에 따라 ICT와의 연계 및 이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위의 <표 3> 및 <표 4>는 차기 교육과정의 총론이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술과가 앞
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 및 내용에 근거하여 ICT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인적으로 구
성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 개발될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의 방향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다
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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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구성(안)에서의 ICT와의 연계
내용
내용 중영역
대영역
1. ① 미적 사고
미술
의 ② 미술의 창
본질 조적 이미지
고찰

2.
이해
및
표현

3.
문화
및
생활

내용 설명
․미적 사고, 미적 직관, 미적 정
서성의 신장 및 미적 가치관의 확
립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창의성, 조형성을 중심으로 미
술의 이미지에 대한 고찰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ICT
연계

ICT와의 연계에 관한 세부 내용

-

-

-

-

- 이해 및 감상을 위한 활동으로 멀티
․미술의 구조와 기능, 역할에 대
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도
① 이해 및
한 이해, 미술품에 대한 감상 및 ○ 록 한다. 특별히 감상 활동을 위하여
감상 영역
미술 비평 활동이 포함된다.
web에 학생 작품을 게시하여 비평적
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할 수 있다.
- 그림판,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의 저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표현
영역의 하위 요소인 주제 표현,
작도구를 사용하여 작품의 구상을 하거
② 창의적인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
나 직접적인 표현 매체로 활용할 수 있
○
현 재료 및 용구가 포함된다. 특
표현 능력
다.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학년별 단계
별히 표현 재료 및 용구에서 미디
및 단위 수업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적용
어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한다.
될 수 있다.
- 미술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ICT 활용
① 생활 속의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할 수
미적 체험 및 있는 미적 체험 활동 및 감상 활 ○ 학습 활동 유형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동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있다.
감상 활동
-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
하여 인식하고 시각적 문해 능력을 신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장한다. 여기에는 시각적 인지 능력, 비
② 시각적 문 서 시각적 문해 능력(visual
○
판적 수용 능력, 적절한 활용 능력, 능
literacy)을 신장하는 내용이 포함
해 능력
동적인 제작 능력, 창의적인 조형 능력
된다.
이 포함될 수 있다.
-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갈 학생들이
․전통 미술의 바탕 위에 미술 문
우리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할
③ 미술 문화 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ICT를 다양
다.
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2. 미술과의 교수․학습 방법과 ICT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교육부, 1997)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ICT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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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ICT와 관련된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다.
마. (1) 현장 학습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미적인 안목을 기르도록 한다.
사. (4)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ICT와 연관 되는 내용으로 ‘다양한 매체와 방법’ 및 ‘멀티미디어’
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제6차 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교육부
1992a; 1992b; 1992c)에서는 현재의 ‘교수․학습 방법’에 해당하는 ‘방법’에서 이를 거론하고
있는데, ‘미술과 생활’에서는 ‘현장 학습’과 ‘시청각 자료의 활용’을, ‘감상’에서 ‘시청각 자료의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 특별히 눈여겨 볼 내용은 ‘시청각 자료’로 제한적이었다가 ‘다양한 매체’
및 ‘멀티미디어’로 개념과 방법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매체’, ‘멀티미디어’와 ‘ICT'를 동급으로
보는가, 아니면 구체적인 부산물로 보는가는 따로 언급이 되어야겠지만, 제6차보다는 제7차 미
술과 교육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매체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은 미술과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학습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학습에
대한 안내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 계획 수립, 학습 형태, 학습 조직, 학습 전개, 탐구 방법,
사고 방법, 활동 방법, 지역성 반영,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학습 방법, 교재․교구 선정, 활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이주연, 박은덕, 2002, p. 207). 21세기에는
문화와 정보 산업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기르는 데 관심이 집중될 것이므로, 창의성과 정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더 많은 투자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며, 첨단 공학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
여 미술과만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주연, 박은덕(2002)의 연구에서 미술과에서의 바람직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서 ICT나 멀티미디어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연계 및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 이유로 교수․학습 방법은 미술과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학습 내용
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학습에 대한 안내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 계획 수립, 학습 형태,
학습 조직, 학습 전개, 탐구 방법, 사고 방법, 활동 방법, 지역성 반영,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학
습 방법, 교재․교구 선정, 활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기 때
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술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상
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존재하는 교수․학
습 방법의 틀만을 제시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앞으로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을 개정함에 있어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강조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단순히
미디어나 ICT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활용의 구체적인 측면과 더불어 각 활용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한 후 다양한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3. 미술과에서 ICT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언
미술과에서 ICT의 활용 및 연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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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교사 면접 등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
표 6 >과 같은 기본 과정을 거칠 수 있다(이는 ICT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다).3)

< 표 6 > 미술과에서 ICT 활용 교육 실태 분석의 기본 과정
연구 분석
- 관련연구 분석 및 고찰

최근의 미술교육에서 ICT 활용 교육의
연구의 종합과 분석


교실관찰
- 미술 교실의 심층적 관찰

미술의 표집된 학교의 질적인 관찰


교사 면접
- 미술 교실에서의 ICT 활용 수업 경험
의 심층 면접

ICT 활용 교육의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대안 심층 면접


문제점 도출
- 종합적인 문제점 도출

항목별 문제점 범주화


대안 모색
- 종합적 대안 모색

문제 범주별로 대안 탐색

또한 미술과에서 하나의 교수․학습 모형(방법, 유형)으로서 ICT를 활용할 경우 그 개발 방향
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
① 미술과의 본질, 특성, 목표 달성에 기초하여 실제로 수업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CT에 종속된 교과 수업이 아니라 교과에 종속된 ICT의 기본 철학이 수렴되
어야 한다. 따라서 표현 및 감상 활동과 미적 체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미술과 특성에 ICT
가 수업 목표 달성의 보완적인 수단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② 미술과에서의 ICT 활용 수업 설계 및 교수․학습 일반화가 쉬운 모형이 구안, 개발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교수․학습에 영향을 주는 모형이 일원적 접근이 아닌 다원적 접근에 기초하
여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여 수업마다 다른 차원의 모델이 적용, 가능해야 한다. 즉, 학습
목표 유형, 학습 활용 유형, 학습 절차 유형, 학습 구조 유형 등으로 다차원적 접근이 획일적
인 수업 모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기존에 개발된 ICT 수업 모형 및 다양한 ICT 관련 자료 활용의 편이성과 효율성에 기초하여
야 한다.

3) 출처: 미술과 ICT 활용 교수․학습 모형 및 수업 설계서 개발사업제안요청서(2003. 미발행. 미
술교과 책임: 이주연).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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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실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모델과 자료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⑤ ICT 소양의 관점에서 모든 교사가 기본적인 ICT 소양만으로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⑥ 미술과 ICT와의 만남과 더불어 학습과 평가가 만나는 통합적인 수업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ICT 활용 수업 모형의 잠정적인 이론적 구조는 다음의 <
표 7>과 같다.4) 그러나 이 구조는 향후 관련 이론 고찰, 교육과정 분석, 교실 관찰, 교사 면접,
전문가 조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상게서.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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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ICT 활용 수업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구조의 설계
관 점

학습 목표
및 활동
유형에
따른 분류

모 형
미적
체험

․탐구하기
․구성하기
․토의 및 평가하기
․기타

․계획하기
․정보 탐색과 분석
․현장 견학

표현

․계획하기
․평가하기
․기타

․실험 및 실습
․창의적 능력

감상

․탐구하기
․구성하기
․토의 및 평가하기
․감상학습

․계획하기
․정보 탐색과 분석
․현장 견학
․기타

교수 학습 유형에
따른 분류

․작품 제작하기
․실험 실습
․역할 학습
․견학
․정보 조사 및 탐색
․문제 해결 수업
․프로젝트 수업
․모듈 수업
․짝학습
․토의/토론
․집단 탐구 (GI/ CO-op ․과제분담학습
CO-op)
(이중전문가 Jigsaw / 파트너
Jigsaw)
․함께 학습하기(LT)
․다중지능이론 적용 통합
․창의적 문제 해결
․개념 학습
․사회 참여 학습
․문제 중심 학습(PBL)
․기타

학습 자료에 따라

․CD 롬
․온라인대화
․멀티미디어 자료
․응용 프로그램
․실물 활용
․기타

ICT 모형에 따라

․정보 탐색하기
․정보 분석하기
․정보 안내하기
․정보 만들기
․웹 설문 및 토론, 펜팔하기 ․협력 연구하기
․전문가 교류하기
․기타

․전자우편
․웹
․현장학습 자료
․참고 자료
․신문 활용(NIE)

또한 미술과에서 ICT 활용을 위한 수업 설계의 기본이 되는 과정을 다음의 <표 8>과 같이 설
정하여 구안할 수 있다.5)

5) 상게서.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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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미술과 ICT 활용 수업 설계 기본 과정의 설정 구안6)
진단과 분석

 초기 진단 단계*
[활 동] - 대상 학습자의 학
년, 학기, 연령 파악
- 대상 학습 내용의 교과명,
단원명, 주제명 파악
[산출물] - 대상 학습자의 학
년, 학기, 연령
- 대상 학습 내용의 교과명,
단원명, 주제명


 교육과정 분석 단계***
[활 동] - 학습 목표 분석
- 학습 내용 분석
- 문헌, 관찰과 면담을 통한
학생의 속성 파악
- 교실을 포함한 학습 환경 분
석
- 활용 가능한 자원 및 도구
분석
[산출물] - 학습 목표 및 내용
분석 도표
- 학생에 대한 정보
- 학습 환경의 물리적 속성
- 관련 이론 및 학습 자료



설계와 개발



실행과 성찰

 수업 설계 단계**
[활 동] - 학습 내용 및 정보의
재구성
- 학습 내용의 특성에 적합한 학
습 및 평가 전략 구상
- 설계 전략의 명시화 및 문서화
[산출물] - 정보 제시 전략
- 동기 유발‧유지 전략
- 상호작용 전략
- 평가 전략


 실행단계
[활 동] - 교수-학습 환경 파악
및 정비- 매체 및 자료 활용 방안
마련
- 수업 지도 방안 마련
- 학습 평가 및 수업 평가의 결과
활용 방안 마련
[산출물] - 준비사항 점검표

 개발 단계****

 성찰단계

[활 동] -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수정 보완
- 평가 자료 개발 및 수정 보완
[산출물] - 교수-학습 자료
- 평가 자료

[성찰 단계]



* 초기 설정 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정보인 해당 학년 및 학기,
단원명 등을 파악하고 명시한다.
**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계 단계에서는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 내
용 및 정보의 조직, 상호작용 활동, 평가 방법을 계획하고 구상한다. 더욱이 개방적인 학습
체제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교과간의 통합적 접근,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
키기 위한 설계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설계된 내용을 토대로, 미시적인 (또는 구
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설계안을 동료 교사 혹은 교육전문가에게 의
뢰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수정 보완한다.
*** 수업 설계를 위한 첫 단계인 분석 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학습 목표, 학습 내
용, 대상 학습자, 수업이 진행되는 학습 환경, 활용 가능한 자원과 도구에 대한 상세한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 결과는 동료 교사 혹은 교육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
고 그에 따른 수정 보완 활동이 필요하다.
**** 설계 결과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자료와 평가 자료를 개발한다. 개발에
앞서, 기존의 학습 자료 중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료를 새로 개발한 경우에는 개발된 자료를 동료 교사 혹은 교육 전문가에게 의
뢰하여 수정․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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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는 ICT 활용을 위한 수업 모형, 수업 설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ICT의 활용을 살펴보았
으며, 활용 및 연계의 차이점과 더불어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ICT 개념의 설정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체계에 따른
ICT의 활용 및 연계를 알아보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구성(안)에서의 ICT의 활용
←대영역→←-----중 영 역---------→

미술
의
본질

미술
및
생활

미술
및
표현

←내용 구성 조직→

1. 미적 사고(미적 직관)의 신
장
(미적 정서성의 신장 및 미
적
가치관의 확립)
2. 미술의 창조적 이미지 고
찰
(창의성, 조형성의 신장)
1. 미적 체험 활동 및 감상
활동의 생활화, 극대화

미술의 본질 +
문화 및 생활

2.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
락에서 시각적 문해 능력
(visual literacy) 신장하기

미술의 본질 +
이해 및 표현

3. 전통 미술의 바탕 위에 미
술 문화 창조하기

문화 및 생활 +
이해 및 표현

1. 이해 및 감상 영역
① 미술의 구조와 기능, 역
할에 대한 이해
② 미술품에 대한 감상
③미술 비평 활동
2. 창의적인 표현 영역
① 주제 표현
② 표현 방법
③ 표현 재료 및 용구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

←구분→

←ICT연계→

학년별,
내용별,
단계별
수준
구분

미술과
목표 및
내용과
ICT와
의 연계

미술의 본질

문화 및 생활

이해 및 표현

미술의 본질 +
문화 및 생활 +
이해 및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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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ICT를 할용 및 연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표 아래 내용을 조직하
여 구성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 따른 미
술과 ICT 활용 수업 설계 기본 과정 및 ICT 활용 수업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구조의
설계를 살펴본 후,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여 <표 3>과 <표 4>에서 제시한 내용
을 바탕으로 ICT와 연계된 미술과의 내용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조직하고, 학년별, 내용별, 단
계별 수준 구분에 따라 다시 이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ICT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
시하여 보았다.
물론 여기서는 미디어나 ICT가 미술과 목표 및 내용에 다양한 의미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
가 기본이 되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ICT 활용을 함께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을 지도 모르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교과별 ICT의 적극
적인 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것인 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제안은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법을 학교 급별(혹은 학년별),
내용별, 단계별로 다시 구분하여 제시할 것을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미술과에서 ICT의 활용 및 연계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출현하게 된 media art, intermedia, mixed media, video
art, computer art, light art, high-tech art, technology art, holography 등은 미술에 있어
서 technology, 즉, 미디어가 미술 표현 재료 및 용구뿐만이 아니라 미술 표현의 주제, 소재, 대
상으로, 미술 표현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술과에서 ICT를 연계하여 통합
하는 기본 정신은 그 내용이 되는 미술의 개념 전환(art → fine arts → visual art)으로 인한
영역 확장과 더불어 다양한 표현 재료 및 용구로 인한 표현 방법의 확대, 기존의 미적 대상에서
의 전이 등이 바탕이 된다. 따라서 미술과에서 ICT를 효율적으로 활용 및 연계하기 위해서는
미술이 배출되고 있는 현 사회 및 문화적 현상을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 후기 현대
사회에서의 다양한 시각 미술 표현을 위하여 미술과 교육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 학생
들에게 제공해야 하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미술과에서 효율적으로 ICT를 활용 및 연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
을 이루는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를 두어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의 개정과 고시는 우리에게 특별
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된 이후에 교과교육의 활용과 운영은 해당 교육과정의
정신에 발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여 미술과에서 준비하
고 연구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미술과에서 ICT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현 시점에서
미술과의 내용이 되는 미술이 어떻게 변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이러한 미술의
확대된 개념을 학교 급별로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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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의 존재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술과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바라본 ICT 활용
및 연계의 바람직한 위상을 정립한 후 ICT를 활용한 교육 현황과 교육과정을 연계시켜 보았을
때 교육과정에서 변화되어야 할 점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또한 미술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ICT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미술과 교육
과정에서 ICT 연계 통합의 원리와 기준, 범주를 정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ICT를 통합적으로
수용할 때 일어나는 미술과 교육과정상의 변화를 기술하고, 목표, 내용 체계 및 방법, 평가 등
교육과정 구성 체제 속에서 ICT가 통합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ICT, 연계, 미술교과,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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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ICT in school art
education for the next Korean National Art Curriculum

Joo-yo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idea to integrate ICT with the next Korean
National Art Curriculum. It is regarded that ICT and its application in the 7th Korean
National Art Curriculum was limited as one of instructional methods and/or art tools
using expensive visual graphic programs in the form of CD-ROMs or softwares. The
word, 'an implication and/or application' of ICT to each subject area, means that ICT
is regarded not as an important element to organize curriculum but as a simple
teaching tool, which teachers may use or may not. The big difference between a
prerequisite and am elective of ICT in education can be determined on the starting
point of the curriculum.
This study included 1) an approach to integrate ICT with the art curriculum with
respect to the objectives and contents in the current Korean National Art Curriculum,
2) an approach to integrate ICT with the art curriculum with respect to learning and
teaching methods, 3) an approach to imply ICT on the curriculum systematically, 4)
an idea for developing the next Korean Art Curriculum integrated with ICT as an
element to pursue visual literacy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recommendations for the study were follows: 1) systematic development, ideas
and researches on ICT as a prerequisite to build a curriculum are needed, 2) broad
mutual agreement on integration of ICT with an art curriculum for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should be come to, 3) consistent interest should be focused on the
contents of art education, which have been changing a lot due to the rapidly changing
technology. In conclusion, the concept and its technical application of ICT would be
wider and diversified in the next Korean National Curriculum. It is regarded that we
should prepare and make provisions for its possible changes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ICT, integrity, school art education, the next Korean National Art Curricul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