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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문화(Visual Culture)’의 개념 정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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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미술교육에서 시각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시대․사회적 변화에 따른 미술계와 교육계의 변화를 배경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미술이 중심 교과로서의 정
당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더니즘이 문화를 이해
하는 데 있어서 언어와 문자 텍스트 양식에 특권을 부여하긴 하였지만 시각 문화는
삶에 대한 이해 양식의 하나로서 인류의 시작과 함께 있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변
화해왔다. 특별히 오늘날 소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시각 이미지의 역할이 매
우 중요시되고 있고 영향력 또한 커져감에 따라 그에 대한 교육적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듯 하다. 학문중심 미술교육(DBAE)을 주장했던 아이스너(2001)도 최근 미술교
육이 시각 문화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은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가치관, 태도의 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구성원을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능은 바로 문화의 전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문화는 교육의 목적과 자원이
된다고 할 때, 미술교육에서 교육의 자원으로 시각 문화를 고려함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각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 세계에서 일어난 폭넓은 범위의
변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자는 문제가 아니다. 즉 그것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전문분야를 확장하고 그것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과정이다(Freedman,
2000). 시각 문화를 교육의 내용으로 가져온다 할 때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시각 문화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과연 시각 문화가
* 홍익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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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즉 ‘시각 문화’라는 용어가 담아내고 있는 개념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우선 여러 가지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시각 문
화”의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 “시각 문화”에 대한 개념특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둘
째, “시각 문화” 개념 특성에 비추어 미술과의 내용으로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탐색한 사례들을 살펴 미술교육 실제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각 문화”가 우리나라 미술교육 상황에서 교과 내용으

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 및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Ⅱ. 시각 문화(Visual culture)란
인류학적 관점에서 문화란 삶의 방식이다. 지식, 신념, 신앙, 법률, 예술, 도덕, 관
습과 그 밖의 다른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여 삶의 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
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그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삶의 양식으로 나타난다. 혹자는 문화를 ‘살되
좀더 사람답게 살려는 노력의 총체’(김문환. 1999)라고 정의하기도 할 만큼 문화란
개념의 포괄성은 그 개념을 모호하게도 한다. 그래서 윌리암(1977)은 문화적 특성은
직,간접적으로 특정한 삶의 방식의 의미와 가치에 관계되므로 문화는 인간의 언어 중
에서 가장 복잡한 단어 중의 하나라고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시각 문화에 대
한 정의 또한 만만치 않게 포괄적이고 복합적일 것이란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미술’, ‘시각미술’ 또는 ‘시각 문화’ 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의미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미술계에서는 ‘시각예술’, ‘조형예술’, ‘컨템퍼러리 아트’ 또는 장르를 가리
키는 ‘설치미술’,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용어가 함께 쓰이고 있다. 그만큼 일반인에
게 친숙한 ‘미술’이란 말은 교과서적 명칭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모던 관점에서는
미술이란 영역을 따로 구분하고 그것은 다른 시각 문화의 영역과는 고립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였다. ‘미술’이란 용어는 회화, 조소, 공예 등 미술로서 묶어낼 수 있는 영역
들이 한정되어 있을 때 적합했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각적 양상
들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달라졌고, 다양해지는 시각세계만큼이나 그 내용을 담아내
기 위해 다양한 용어들이 함께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술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각세계가 다양해짐으로서 미술교육에서도 교육의 내용
이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구체적 변화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미술교육에서 시각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시각 문
화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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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시각 문화라는 용어를 미술사영역에서 처음 사용한 학자 중의 한 사람
은 알퍼스( Svetlana Alpers)이다. 그는 1983년 발표된 The Art of Describing에서
17세기 독일 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논하면서 ‘시각 문화’ 용어를
이미지가 세상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의 시대와 문화
란 의미로 사용하였다. 미술이란 영역 안에 이미지가 아니라 사회․문화 속에서의 이미
지의 지배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그 즈음에 소위 ‘새로운 미술사가’들
이 담론을 구성하고 제한하는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노출시키려는 시도와 함께 미술
사에서 주제, 주관성, 권력 등과 해석 사이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현재처럼 초학문적
연구 분야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는 것을 도왔다(Tavin, 2003).
시각 문화의 초학문적 견해와 미술사의 보수적 견해들이 양립했던 1990년 중반을
거치면서 시각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나오게 된다. 역사적으로 “시각 문화란 용
어는 대상을 좀더 폭넓게 사회나 문화, 또한 다른 분야의 역사나 비평과 관련짓는데
관심을 가진 미술사가들에게 매력 있어 보이는 시각적 현상에 관한 이야기 방식의 하
나를 제공해왔다”(Kaufmann, 1996). 이를 통해 볼 때, 모던 시기에서 포스트모던시
기로 변하면서 다양화된 시각양상, 그리고 그 다양화된 시각양상들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써 <시각 문화>라는 용어가 보편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각 문화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시각성에 초점을 맞춘 경
우와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뒤트만(Düttmann)은 시각 문화를 약간의 의미 있는 것을 제공한다 할 때 문화와
시각사이의 연결을 가정해야만 하는 “이미지의 문화적 헤게모니”로서 규정한다. 그는
시각 문화란 "문화가 개념보다 이미지에 근거하거나 이미지가 특정 문화 내에서 우위
를 점하게 됨“을 의미하며, ”시각 문화는 또한 시각이 주어진 문화 안에서 경작되어
야만하고, 시각을 위한 참조틀의 문화적 창조 그 자체가 시각적이어야 하며 그러한
참조틀에 의해서 이끌리는 이미지에 관한 문화적 매개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함으
로서 시각 문화가 다른 감각에 대하여 시각이 우선권을 갖느냐에 여부와 관련되어 있
음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시각 문화를 “시각적 테크놀로지와 접속하여 소비자들이

정보, 의

미, 기쁨을 찾는 시각적 이벤트”(Mirzoeff, 19998)하여 시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특별
히 ‘시각적 테크놀로지’에 대해 언급한 경우도 있다. 또한 시각 문화는 “보는 것과 보
여진 것”(Henderson, 1999)으로 정의하여 시각적 경험에 대한 반응 방식까지도 언급
하고 있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의는 시각이나 시각적 산물이 주어진
문화나 참조틀 등 다른 영역과 상관없이 가능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며 사회적 맥락을
배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의 단순 확대 개념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기존의 ‘미술’과 차이를 갖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고 하고

- 85 -

師鄕美術敎育論叢 弟 10輯 • 2003

韓國美術敎科敎育學會

있다.
설리반(2003)에 따르면, ‘시각 문화란 용어는 특유의 광범위한 구역 안에서 그 구
조와 맥락을 통하여 규정된다’ 라고 말한다. 이는 시각 문화현상이 광범위함으로 단순
명료한 개념 규정 이 불가능하고 구조와 맥락을 통해서만 규명될 수 있음을 의미 한
다. 그는 또한 주로 시각 문화 연구자들은 미술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이나
정치적 역할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각 정보에 대하여 조절할 수 있
도록 미술을 둘러싼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 맥락의 이해하는
것은 “시각적 경험이 사회 제도, 실체와 구조 안에서 어떻게 구축되어지는가를 분석
하고 해석하는 연구”(Tavin, 2003)하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 허버트(Herbert)는 “하
나의 사회적 문제로서 미술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분명한 시각적 측면을
갖는 모든 인간의 산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미술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것을 포함’
한다는 말에서 시각 문화가 우리가 흔히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 확대한 용어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시각 문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맥락’을 강조하는 주장으로서 시각을
“문화적 구성물”로 보는 미첼(Mitchell, 2002)의 견해도 있다. 그는 “시각이 자연적으
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고 길러지는 것이므로 그것은 미술, 테크놀로지, 미디
어 그리고 전시와 관찰의 사회적 실제의 역사를 가진 결정된 방식과 관련된 역사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사회와 깊이 관련되어 있고, 윤리와 정치, 미학,
그리고 보고 보여 지는 것의 인식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시각적 측면과 사회 맥락적 측면을 언급하면서도 두 부분을 통합하려는 시도도 있
다. 시각 문화를 “문화적 실제의 중요한 구성물로서 시각적 특성에 관심을 불러일으
키는 한 방식이며 맥락이나 권력과 같은 드러나지 않은 의미의 차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엠벌지(Patricia M. Amburgy)는 삶의 윤리적, 지적, 미학적 측면의 개념적 구
분은 모더니즘의 산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미지의 기능과 행위, 사고, 비전은
현대의 이론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문
화적 실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미지의 복합성을 쪼개어 보는
모던 시각에서 벗어나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포스트모던 시각으로 이동할 것을 의미한
다.
크루스 (Kruss)와 포스터(Foster)는 시각 문화를 일상용품 이미지와 시각적 테크
놀로지에 의해 매개된 세상에 관한 부분적 설명과 미술사, 영화이론, 미디어 분석, 그
리고 문화 연구 간의 간학문적 수렴을 위한 아카데믹한 규정 모두로서 설명하므로서
실제와 이론을 통합한 정의를 내렸다.
한편 워커(Walker) 과 채플린(Chaplin)은 그들이 ‘시각 문화’라고 부르는 이미지,
인공물, 대상의 실질적인 기록으로부터 ‘시각 문화연구’라고 하는 교육학적 과업을 구
분하고 분리하려고 한다. 그들은 시각 문화연구를 “다양한 학문과 방법론으로부터 빌
려오거나, 모아진 결과로서 형성된 잡종, 간 학문적 또는 다학문적 기획”으로 구분하

- 86 -

師鄕美術敎育論叢 弟 10輯 • 2003

韓國美術敎科敎育學會

였다. 반면 시각 문화는 “인간의 노동과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학적, 상징적,
제식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목적과 그리고/또는 실제적인 기능에 봉사하는, 의미 있는
사건에 통찰을 다룬

그러한 물질적 인공물, 빌딩과 이미지 시간에 토대를 둔 미디어

와 퍼포먼스들”을 말한다. 연구 대상으로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
는 시각 문화라는 용어가 혼동의 잠재적인 원천이라는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
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 학자들의 시각 문화에 대한 개념 규정을 통하여 시각 문화
란 ‘시각’과 ‘문화’의 개념에서 비롯된 시각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개념으로 잠정 요약할 수 있겠다. 다음은 시각 문화라는 용어와 함께 쓰이고 있
는 다른 용어들과의 개념 비교를 통하여 그 개념을 좀더 구체화하도록 한다.

시각 문화와 미술문화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1997)에 의하면,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 조형 언어
를 통하여 창조, 발전시켜 나가는 예술의 한 영역이며, 미술은 그 시대 문화를 기록하
고 반영하기 때문에 미술문화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
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미술교육의 목적 중에는 미술문화를 이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적 창조에 기여하도록 하
는 것으로 미술문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는 DBAE의 영향으로 미술교육에서
이해교육이 강조됨으로써 미술작품을 통하여 미적 안목을 길러 미술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은적(2003)에 따르면 미술문화 교육이란 것은 “조형 예술 교육에서 내용
구성에 기저가 되는 ‘관련 학문, 그와 관계된 자료체’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과내용이 정체성이 없이 세분화된 상태로 남기 때문에 프랑스에 현 조형 예술교육
은 미술세계, 특히 현대 미술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개념
을 구축해가며 관련 학문과의 입지를 분명히 해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미술세계란 미술작품, 작가의 창작 행위와 태도, 이들에 관한 이론 등을 말한다. 즉,
과거의 어린이의 자아 표현이 주축이 되어 미술세계와의 연관 없이 이루어졌던 미술
교육이 ‘미술적임을 이해한 것’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되고 미술문화의 소양을 쌓는 것
이 주요 내용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에서의 DBAE로 대표되는 미술이해의 관점
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DBAE와 다소 차이를 갖는 점은 그 배경에 문화 소비의 불
평등에 따른 사회학적 비판의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 미술문화
를 공유하게 하여 “초기의 문화적 불평등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유대감과 정체성을 갖
게 하여 사회 계층간의 결속력을 줄 수 있는 수단이며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인지활동에 대한 사회문화심리학적 관점에
서 “미술작품을 한 시대의 미술가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과 창조활동을 통한 그의

- 87 -

師鄕美術敎育論叢 弟 10輯 • 2003

韓國美術敎科敎育學會

해결방안, 그리고, 그에 필요했던 표현 기술들의 총체”로 보아져야 한다는 지적은 포
스트모던 관점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술문화교육이 미술작품
을 보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의 획득을 강조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미술계의 범위 안에
있음을 나타내며 이것은 미술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DBAE나 지금의 7차 교육과정
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미술문화가 미술작품을 통한 문화 이해 내지는 어린이의 미술
세계 중심에서 미술 작품 세계로 좀더 확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시각 문화
는 사회적 관점을 취하고 있고 초학문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의미에서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시각 문화와 미디어 문화, 물질 문화
미술, 시각 문화, 물질 문화, 미디어 연구, 시각연구 등 21세기 미술교육은 무엇이
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Mark Poster(2002)는 미디어 연구가 문화적 대상들이 받
아들여지는

‘물질적

형식“을

인정하기에

더

적절한

용어라고

주장한다(Keren

Keifer-Boyd, 2003). 이러한 주장은 현대 미술의 시각성이나 시각의 독점적인 권위
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시각적이라는 것은 항상 비시각적인 것을 통
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의미는 기술적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운반하는 중간자 역할을
뜻하며(황연주, 2003). 일반적으로 미디어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가
리킨다. 따라서 미디어아트란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인 대중매체를 미술에
도입한 것으로서 책이나 잡지·신문·만화·포스터·음반·사진·영화·라디오·텔레비전·비디
오·컴퓨터 등 대중에의 파급효과가 큰 의사소통 수단의 형태를 빌려 제작된 작품들을
통칭한다. 1920년대에 전조를 보인 미디어아트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한 대중매체
의 기술적 발전과 매스컴 이론의 영향에 따라 1960년대에 대두하였고 1970년대 이
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거리미술, 사운드아트, 메일아트 등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그 동안 대중매체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왔던 미술이
미디어아트를 통해 대중매체가 지닌 부정적인 측면을 밝히거나 미디어에 의한 정보조
작 등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제는 매스미디어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때의 미
디어를 통해 만들어지는 시각적 양상들은 미술이란 영역에만 국한되지도 않고, 시각
적 영역에도 제한되지 않는다. 오늘날 문화의 가장 커다란 특징인 <미디어>는 미술을
넘어서 시각성을 넘어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물질문화(Material Cultur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이 용
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상들을 강조하고 있다. 지적했던 대로 미디어가 주로
매스미디어를 가리키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
더니즘에서 구분했던 순수 미술과 응용미술, 또는 고급미술과 대중미술 등의 경계가
더 이상 의미 없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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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문화라고 할 때는 우리가 미술에서도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시키기 위하
여 재료가 갖는 특성이 작품제작에 큰 영향을 미치듯이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그 매
체로서의 매스미디어들의 특성이 강하므로 미디어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각 문화의 한 특징일 뿐 모든 것을 포괄하지는 않는다.

시각 문화와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
그렇다면 시각 문화와 시각적 문해력과는 또 어떤 관계인가?

비쥬얼 리터러시는

미디어 교육과 연계한 미술 교육적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적 미디어를 통한 그림이나
영상, 또는 시각적인 진술들을 올바로 인지하고, 비평적으로 수용하며, 적절하게 활용
하고 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능력들과 숙련된 기술들을 의미한다
(황연주, 2003). 확대된 미술문화의 개념을 수용하여 살아있는 미적 경험을 줄 수 있
는 대중문화나 매스 미디어의 정당성을 옹호한다는 점에서는 “시각 문화”와 맥을 같
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각적 문해력은 ‘시각적 사고’와 ‘시각적 학습’ 그리고 ‘시각적 의사소통’의
개념들로 구성된다고(Bikkar S.Randhawa, 1978)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정
보전달방식의 두드러진 특징인 시각화 현상을 배경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미디어 교
육을 통한 시각적 문해력 교육이 오늘날의 다양한 시각적 문화양식들을 이해하고 그
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글자 그대도 시각적 문해력은 ‘능력’이며 ‘기술’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용
이 될 수는 없다. 시각 문화를 교육의 내용으로 들여올 때 그 내용을 통해서 길러야
하는 무엇 즉, 교육의 목표로 상정될 수 있는 용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각 문화는 문화의 의미와 관련하여 시각 문화는
우리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히 시각화된 형식을 통하여 작용하는 특정 대상과 과
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미술문화, 미디어 문화, 물질문화의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
로서 일단 시각화된 구체적 대상을 전제하고 그것의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
조하고 있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시각 문화’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용어이다.
1) 문화 안에서 다른 감각에 비하여 시각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2)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다.
3)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을 포함한다.
4) 다학문적 개념으로 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5)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1),2),3)은 시각 문화 자체와 4),5)는 시각 문화연구와 관련이 깊으나 이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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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였다.
시각 문화의 형식들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제도의 점차
증가하는 복합적인 다양성의 맥락에서 만들어지고 보여 지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교
육적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 문화 자
체를 연구하는 것과 그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다음
에서는 시각 문화의 특성에 비추어 미술교육에서 고려해야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미술과 내용으로서 시각 문화의 가능성
1) 문화 안에서 다른 감각에 비하여 시각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시각 문화라는 용어는 부분적으로 시각성을 통하여 (시각의 사회적 구성) 가치와
신념이 결정되는 오늘날-현재의 현상과 관련된다(duncum, 2002). 타빈(2003)은 "시
각 문화란 용어는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 세
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인식의 맥락에 심오하게 변화를 가져온, 이미
지의 생산, 확산, 소비가 증가된 사회 속에서의 변화를 설명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라
고 규정하고 그런 의미에서 "현상학적이다"라고 하였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서
접하게 되는 신문, TV프로그램, 광고에서부터 시작하여, 길거리의 간판, 상점쇼윈도의
장식, 영화 , 패션 상품들 등등, 우리가 잠들 때까지 보고, 보여주고, 상상하는 것의
실제와 이미지에 의해서 우리의 경험이나 주관, 의식이 심오하게 영향을 받는 오늘날
의 조건이 시각 문화라는 용어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오늘날의 경험이 기술의 부흥과 이미지의 홍수에 의해서 과
거보다 다른 측면에 비해 심오하게 영향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
날 이미지는 불과 수 십년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실어 나르고,
기쁨과 슬픔을 허용하고,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를 결정짓고 권력관계를 매개
한다(Rogoff, 1998). 인간은 경험 속에서 이미지들로 끊임없이 의미를 대치하며 가치,
신념을 형성해간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또한 학생이 매일의 광범위한 시각 양식의 물
질적 환경 속에서 자신들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형성하고 조절하는 것에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미술교사들은 심오한 방식으로 이러한 문화적 조건들이 학생들의 삶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힉스(1989)가 주장
하듯이 “교육적 과정은 학생들 자신의 현상학적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미술
교육자들은 합법적인 미술로서 여겨지는 것에 아카데믹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학생의
일상의 경험과 문화 안에서 비롯되는 이미지들로 시작해야만 한다.” 이 점과 관련하
여 미술교육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미지의 선택 문제와 시각에 우
위를 두는 문제이다.

- 90 -

師鄕美術敎育論叢 弟 10輯 • 2003

韓國美術敎科敎育學會

우선 시각적인 것의 다양화는 선택의 문제를 야기한다. 학생들의 삶의 문제를 존
중하되 무엇을 어떤 기준에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간단치 않다. 문화 속에서도
시각 문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시각적 요소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크
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문환은(1999)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무엇이
든지 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그들의 상식을 신뢰하자. 문화제품에 대한 유일한 평
가는 시장에서의 성공여부다.’라는 구호로 사람들을 부추기는 상업적 전략을 경고하고
있다. 예술과 기술이 합해지면서 가속화되는 다양화는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모호하
게 하고 따라서 상업 자본에 의한 이미지의 끊임없는 창조는 아이들을 그 속에서 단
순 소비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시각 문화라는 것이 문화 자체
의 논리로 이용하기 보다는 자본 유치와 경제 발전의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더 친화력을 가진 신예술인을 요구하며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개성을 잃어가는 문화적 쏠림 현상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따라
서 학생들의 일상의 맥락에서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여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교사 개개인에 문제로 돌리기엔 너무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시각이란 다른 감
각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따뜻한 것도 보고 시끄러운 것도 볼 수 있는 것처
럼 나무를 느낄 수 있고, 도시의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꽃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시각이란 결국 청각, 촉각, 후감 등 공감각적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어린이의
교육에서는 특히 이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각적이란
종종 비시각적인 것에 의하여 또는 그것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때, 미술교육에서
시각성은 좀더 공감각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다.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변화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사회맥
락의 강조이다. 즉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의 기본 전략은 기존의 사고 체계나 설명 체
계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부정하고 그 우연성과 가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의 긍정적
인 측면은 다원적이며 개방적인 사고와 신념 체계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으
로 종래의 일원적 사고의 틀과 기준을 깨고 각각의 맥락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미술계에서 이러한 흐름은 백인, 남성, 영웅이었던 천재적인 창조자는 사회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살아가는 문화적 생산의 매개자 역할로 격하시키며 미술가의 자율적인
표현에 의존했던 모더니즘의 개인주의를 거부하고 작가를 둘러싼 사회 문화에 영향을
강조한다. 미술품 또한 사회문화적 산물로서 공동의 기획으로 여겨지며 모더니즘의
순수성 추구에 반해 비순수성 즉, 본질 외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지며, 창작 장소와 시
대에 대한 지식이 없이 미술을 통해서 보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형식보다는 예술과 현실을 잇는 작업을 함으로써 생활 세계와 밀접한 미술에 더 관심
을 갖게 되었다.
프리드만(Freedman, 2003)은 시각 문화를 가르치는 관점에서 미술작품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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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여정일 뿐 아니라 사회적 진술로 보고 있고 챈다와 다니엘(Jacqueline
Chanda &Vesta Daniel)도 미술작품과 관련된 기원, 특성, 지식 한계 등 미술작품을
다시 이해하는 맥락적 이해를 강조하였다. 이미지를 현재의 맥락에서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질적 이해를 넘어서서 작품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관한 기원, 본
성, 제한점 등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는 맥락적 이해로 전이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화적 경험을 확장하고 작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미술교육의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각 문화미술교육이 기존의 실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하는
(Duncum, 2002) 의견 또한 이러한 포스트모던시대의 사회적 맥락의 강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토대로 하는 기준점과 목표가 다르고 전체로서 교육과정에 다른 지향적을 교사들에
게 요구한다. 시각 문화접근은 이미지에 대해서 알려진 것에서 실제적인 이동을 요
구하며 그래서 교사교육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TV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는 것은 모네에 관하여 아는 것과 다르다. 주류의 미술교육은 미술은 고유하게 가
치 있는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하지만 시각 문화미술교육은 시각적 재현은 이데올
로기의 투쟁의 장소이고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만큼 그 반대의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기준점은 합법화된 미술세계의 처방적이고 총괄적인 규범
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의 문화적 경험이다. 기본적인 지향은 이해하는 것이지 칭찬
하는 것이 아니다(Duncum, 2002).
미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각 문화의 힘과 확산은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서, 개별적, 사회적 집단의 삶을 증진시키려는 행위에 기반을 두며, 이슈에 대한 민주
적 논쟁을 촉진하고 학생들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도록 돕는다(1994)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문화의 사회맥락성의 중시에 대해 아이스너의 지적은 한번쯤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그 하나는 시각 문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암묵적인 정치적
맥락과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각 문화의 개념이 학생들을 생산적인 어린
예술가에서 분석적 구경꾼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모든 아이디어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이며, 미술이 정치적 사회적 부석을 위한 내
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사회적 분석에 조명을 맞춘다 할지라도 미술교
사는 사회 연구 교사가 아니며 대중미술에 대한 정치적 분석 능력이 그들의 오랜 소
원이 될 수 없다.……미술교사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어떤 특별한 것을 미술에
서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매우 가치롭게 여겨서 그것을 자신들의 학생들과 나누
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미디어 속에 대중적 이미지에 대한 정치적 분석
은 그것과 전혀 같은 것이 아니다.(Eisner, 2001)
3)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을 포함한다.
현대의 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단축되었다.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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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장,
자신들의 나라를 넘어서 지구라는 세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영향을 받게 된 데에는
기술적 발전에 공헌이 크다.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 매체, 우주 탐험을 가능케
하는 과학기술의 발달 등. 그러한 발전된 기술이 만들어내는 시각 이미지는 다양하고
강력하다.
하나의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대화를 위한 그 문화의 도구에 참여
하는 것이다.(Postman) 오늘날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은 인터넷,
TV등으로 대표되는 각종 미디어이다. 미디어의 개념 또한 광범위한 만큼 광고, 컴퓨
터 그래픽, 필름, 사진, 락/팝 퍼포먼스, 텔레비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잡지 디자
인, 뮤직 비디오, 게임, 심지어 쇼핑몰까지 인간이 그들의 문화적 사회적 삶의 부분으
로서 만들고 소비하는 평면과 입체의 시각물들이 매우 거대하게 관련된다.
이들 대부분은 미술관 밖에 있는 것들로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 미술사로부터 급진
적인 이탈로서도 보여질 수 있고, 미술교육의 분야에는 거대한 가능성을 던져준다. 주
로 고전 미술이나 음악 등에서는 서구의 관점이 전 세계적으로 교양인의 척도로 여겨
지던 현실에서 광고나 잡지 소위 말하는 대중예술의 수용은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문화적 계급구조를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고급 미술의 규범은 의심할 여
지가 없는 것으로서 유지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규범은 특정의 삶의 방식을 미리 가
정하는 기관의 기능과 조건이다”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과 관련해서는 매체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주제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미디어 이용의 보편화 내지는 민주화 문제이다.
유엔과 유네스코는 1990년을 “문해교육의 해”로 선포할 때 그 목적과 철학은 유
엔이 창도하는 ‘평행지향적 인간상의 창출’과 ‘보편시민적 시야를 갖춘 민주시민으로
서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할 수 있는 시민상의 함양’에 있었다. 문해교육은 문자해독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는 누구나 자기자신을 표현할 줄 알고, 남의 표현을 이
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고, 직업생활 및 사회생활
에서의 유능한 적응 또는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김
문환 1999).
하드웨어의 발전만큼이나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발전하였는가 요즘
인터넷 세상의 물음이다. 시각 문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술교육에서의 내용이 단
지 이미지들, 대상들, 사이트들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주제의 경험이어야 한다고 강조
한다. 주제는 문화적 의미의 축적에서 찾는다. 시각 문화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보는
사람과 보이는 것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큼 그렇게 매체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
으며, 미디어는 말 그대로 의미와 내용을 실어 나르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교육에서는 단순 미디어교육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미디어인가 미디어로 무
엇을 어떻게 할 있는가에 더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아무리 인터넷 시대이고 정보화의 시대라 하지만 미디어의 접근 가능성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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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주화 되지 않으면 새로운 문맹이나 정보의 집중 현상을 야기할 있다. 따라서 교
육적 관점에서 사용자의 이해정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있을 법한 차이를 가능한 한
메워 가는데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최소목적이 읽고 쓰는 문화화의 변용
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그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자 해독을 뜻하는 것이 아니듯이,
시각 문화교육 역시 단순한 기법이나 솜씨에 대한 기술적인 맹목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김문환, 1999).
4) 다학문적 개념으로 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애미메이션 영화에서부터 TV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재현물은 기쁨을 주
고, 정보를 교환하며,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권력관계를 중재하는 이데올로기적 텍스
트이다. 이러한 텍스트는 현대의 사회의 상징적이고 물질적인 주위환경에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비젼‘을 구축하고 실재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고 제한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Kevin M. Tavin & David Anderson,2003). 따라서 이러한 재현물을
다루는 시각문화교육은 현재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시각적 경험의 풍
부함을 해석하고 분석하고자 시도하는 초학문적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Sullivan,
2003).
따라서 시각 문화는 하나의 교과로서의 제한안에서는 적절하게 고려될 수 없다.
시각 문화는 규범화된 지식 안에서 확신했던 것을 손상시키고 피상적인 장벽들을 허
물어뜨리도록 돕는 학문들간의 집합과 투쟁의 장이다. 기존의 개별교과에 의존하여
미리 결정되는 미술교육의 특성들을 분해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설리반
((Sullivan, 2003)은 맥락화된 시각성과 시각적 주제와 초학문적 방법론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락화된 시각성과 시각적 주제를 통하여 미술교육은 이미지의 상
호맥락적인 순환 안에서 특권, 권력, 재현, 역사, 기쁨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
다. 그는 시각 문화와 우리의 관계는 항상 상황적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미술교
사들은 방법론을 위한 처방을 짜임새있게 형성하는 분리된 이론들이나 고정된 특성들
에 구속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던컴 (Duncum, 2002) 또한 시각문화교육이 본래적으로 상호 문화적이라고 지적
한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이미지의 의미를 협상하고, 저항하고 전
용하므로 세계적 자본주의의 시각적 결과물을 다루는 사람들의 굉장히 다양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시각 문화에 대한 연구가 다학문적으로, 초학문적으로 통합적 접근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다양한 것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뒷받침 할 것인가
가 논의되어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은 교육과정이나 교수체제에서는 아마도 통합적으
로 접근하는 것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또 이론적으로 적합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에 부적합하고 또는 실제에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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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이론도 그 좋음을 구현할 수 없다.
따라서 시각 문화를 미술교육의 내용으로 가정했을 경우 이것을 위한 통합적 접근
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과정이나 협동 교수체제와 같은 현실적 토대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5)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미술이던 철학이던 또는 수학이던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그것 자체를 위해서 연구
되기보다는 기초적인 인간적 내지 사회적 필요들에 봉사하는 도구적 가치를 중시한
다. 따라서 예술교육은 그 자신의 독특한 목적들만이 아니라 인문학과 학교교육 전체
의 목적들에 봉사하면서, 문화유산의 전수와 개인적 잠재가능성의 극대화라는 좀더
넓은 공공적 목표에 봉사해야 한다.(김문환, 1999)
다원적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밀려오
는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문화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시각 문화라는 용어는 미술이란 단어의 엘리트적 의미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시각적 의사소통수단에 열려 있기 때문이
다.
지금까지의 문화가 말과 글을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의 문화적 변화는 시각적 변화
로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에서 이미지가 정체성의 창조나 지식의 집중과 분배에 이토
록 중심이 되어본 적이 없다(Duncum, 2003). 시각 문화로의 변화는 문화적 환경이
과거에 비하여 매우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화는 일상의 경험이다. 오늘날
강력한 시각적 시대에 일상생활은 시각 문화이다(Mirzoeff, 1998)
지난 세기에 우리가 생존과, 여가와, 학문을 위하여 말과 글을 배우기에 집중 했듯
이 이미지 중심의 오늘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일상의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을 비평적으로 읽어 내기 위해 시각문

화교육은 비평교육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고 또한 비평적 이해와 능력은 시각 문화
교육의 우선적 목표이다. 이에 따라 아직 까지는 제시되어 있는 사례들도 주로 감상
이나 비평, 토론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듀켐(Duncum, 2002)은

이미지 제작활동을 희생하여 비평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

과 교사의 관점으로 교과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DBAE의 지지자들을
한때 비난했던 것처럼 시각 문화가 단지 또 다른 아카데믹한 교과로 바뀌는 것을 바
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각 문화교육은 제작과 비평이 공생하는 것
임을 강조한다.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은 협력 관계를 필요로 하고, 한 가지
가 다른 한 가지를 지원하는 공생관계에 있다.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비평적 이해와
능력은 시각 문화미술교육의 일차적 목표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장 잘 개발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의미를 자유롭게 탐색하면서 이미지 제작을 강조함을 통하여 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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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될 수 있다.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미술을 다른 교과와 차별화시키는 것 이상의 의
미가 있다. 이미지를 만드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미술에 관하여 배우
고, 예술가들이 어떻게 사고하는 지를 배우며, 스스로 사고하는 탐구 방식을 탐색하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시각문화미술교육에서 강조하는 이미지 제작활동은 개인과 집
단이 스스로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자유와 비평적 질문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Buckingham and Sefton Green).
시각문화미술교육에서도 표현활동이 중심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이제까지 주류의
미술교육으로부터 다른 강조점을 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비
평의 강조되므로써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표현영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한 시각 문화에서의 표현이 이전에 미술에서의 표현과 어떻게 다르게 접근되어야 하
는지 방법적인 문제들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Ⅳ. 시각문화 미술교육의 사례
근래 들어 미국에서는 많은 미술교육자들이 시각문화 미술교육(Visual Culture
Art Education 약칭 VCAE)의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 실제는 시각 문화에
대한 정의만큼이나 다양하다. 그 중에 최근에 잡지 ART EDUCATION 에 개재된 것
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시각 문화미술
교육에 대하여 좀더 실제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이다.
사례1
타빈과 엔더슨(Kevin M. Tavin & David Anderson,2003) 은 초등학교에서 시각
문화를 가르치는 하나의 사례로 어린이에게 영향력이 막대한 디즈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수업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대중적 시각 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고, 일상의 화제(issue)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 미술작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수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
1.1. -‘화제란 무엇인가(What’s an issue?)’라는 질문을 던져 일상에서의 화제를 찾
아보며 화제의 개념을 논의한다.
1.2. -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게 될까-내가 다른 사람을 알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운동장에서 만남, TV 등)을 탐색한다.
1.3. -본격적인 첫 번째 과제는 학생들에게 ‘전형화된 모습(stereotype)’에 대한 가능
한 정의와 대중문화에서 그 예를 찾아 목록화하는 것이다. 민족적인 것, 성적인
것 등을 포함하고 특히 미국 원주민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논의한다.
1.4. -디즈니 영화 ‘피터팬’과 ‘포카혼타스’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며 그 영화에서 그곳
에서 미국 원주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작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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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생들에게 같은 주제를 좀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루기 위하여 디즈니 영화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묻고 학생들은 미술프로젝트를 위하여 하나의 화제나
특정 디즈니 필름을 선택하여 작품을 만든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자신들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영화 포스터나 비디오카세
트 표지를 만들었는데 상상했던 것 보다 그 작품이 통찰력 있고 시각적으로 놀라웠다
고 연구자는 덧붙이고 있다.
연구자들을 오늘날 일상의 영역에서 대중문화라는 것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의 중요한 장으로 인식하고 오늘날 미국인들에게 또는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디즈니 영화를 시각 문화교육의 내용으
로 선택하였다.
이 수업은 우리의 정체성이 부분적으로 활용 가능한 언어적 코드, 문화적 기호와
재현물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제한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코드, 기호, 재현물들은 어
떤 경향을 촉진하거나 후원하고 특정의 사회적 관심을 제한하고, 인간의 작용을 위한
가능성을 방해한다는 비판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여러
가지 재현물들을 제공하고 있는 디즈니가 성, 인종, 성적 관심, 민족성, 역사 등에 대
한 생각을 형성하고 일반화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연구자는 “모든 꿈과 같이 디즈니가 제공한 꿈은 수순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구상
한 미래를 위하여, 그들이 후원한 가치에 그들이 제공한 정체성의 형식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지롯스의 말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 있다.
사례2
스토로키(Mary Stokrocki, 2001)는 새로운 지역의 미술 센터로서 쇼핑몰을 선택
하였다. ‘쇼핑몰로 가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Go to the Mall and Get it
All)’라는 제목처럼 패션디자인, 각종 상품, 엔터테인멘트와 이벤트 등 현대의 사람들
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모여 있는 쇼핑몰속에서 미학적 가치를 탐색하고 있다.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수업은 한 쇼핑몰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진행된다. 주로 연
구자가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대답을 기록하고 토론하는 방식이고 기록물
에서는 그것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였다. 연구자가 던진 질문을 소개한다.
1.6. -어떤 쇼핑몰을 가고 싶은지 그 이유는?
1.7. -쇼핑몰 안에서 좋아하는 장소와 그 이유는?
1.8. -좋아하는 상점과 그 이유는?
1.9. -좋아하는 윈도우 전시는 이 그유는?
1.10. -좋아하는 옷 디자인(디자이너)과 그 이유는?
1.11. -물건들 중에 수집하고 싶은 것과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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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쇼핑몰과 관련하여 미술시간에 만들어 보고 싶은지 미술프로젝트는?
1.13.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윤리적인 질문들은?
1.14. -무엇을 배웠는가?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위에 제시한 질문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탐색하도록 시
도하였다고 정리하고 있다: 1) 쇼핑몰이 어떻게 아름답고 현혹시키는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지 2) 쇼핑몰이 어떻게 색다르고 시적인 언어와 과장
된 퍼포먼스, 반복된 음악, 엄청난 전시로 공간과 상품을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
는지 3) 쇼핑몰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분위기를 어떻게 통합하는지 4) 한 공간을 신
성하게 만드는지 5) 또한 상징과 신비스러운 의미를 어떻게 결합시키는지”
Duncum(1999)는 미학교육이 일상의 문화적 상업적 장소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기 위
하여 폭넓은 참조틀을 채택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안한 이 장소들은 테마파
크, 여행지, TV, 쇼핑몰, 그리고 인터넷 등이다. 시각문화 미술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의 제한 범위가 자못 궁금하다.

Ⅴ. 나오면서-해결해야할 문제들
Duncum(2001)은 미술교육이 미술연구에서 시각 문화의 좀더 넓은 범주로 이동하
는 것이 1980년대 자아표현 중심의 미술교육에서 학과중심 미술교육으로의 이동만큼
이나 근본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 연구자는 그런 커다란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
하여 우선 여러 학자의 개념들을 살펴 시각 문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앞
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시각 문화는 오늘날 우리 삶과 드러내고 있는 일상이면서도 굉
장히 복잡한 개념이다. 미첼(2002l)은 그 복잡성은 압도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
미와 가치들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 안에서 순환되고 이러한 맥락적
준거들 또한 물리적, 의미론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더불
어 능력, 나이, 종족, 사회적 성, 인종, 사회적 지위, 성 등과 같은 사회적 범주의 시
스템은 문화의 맥락적 복합성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도 지적했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 문화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1.15.
1.16.

과거에는 매체의 유형과 기술적 기법의 수준, 미학적 이론은 하나의 대상을
미술 작품으로 간주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
각적 형태들 간의 그러한 질적 차이들은 점차 개별적이지 않은 것이 되어왔다.
미학적 이론을 갖춘 이미지와 대상의 범위는 순수 미술, 대중 영화, 민속 가면,
장난감, 건축, TV프로그램, 바디페인팅, 광고, 환경 디자인, 만화, 등등을 포함하
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실제로 “시각 문화”라는 용어는 다문화적이고,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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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적이며, 문화 상호적이며, 간학문적이다. 시각 문화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이며 다양한 동시대적이며 역사적 형식을 간의 연계를 포
함한다. 순수 예술이 광고에서 재활용되고, 스타워즈라는 영화의 디자인 작품이
박물관에 전시된다(Freedman, 2003).
1.17.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미술교육이 시각 문화의 연구로 이동해야한다는
주장은 21세기를 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사회적으로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는 바람
직할 것이다. 그러나 시각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미술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확장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육과정 내용의 수정과 교수방법의 변화, 학생 작
품의 평가는 물론, 학생의 작품의 과정과 목적을 재평가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하며, 개
념적인 경계를 넘는 것에서부터 매체나 형식의 벽을 뛰어넘을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유형의 포스트모던의 경계 뛰어넘기를 포함한다(Freedman, 2003).
시각 문화의 특성에 따라 살펴 본 바와 같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각 문화’를
미술과의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하고 준비해야할 문제들이 있다.
우선 교육과정에서 다룰 이미지의 선택 문제와 시각에 우위를 두는 문제를 비롯하
여, 사회적 맥락의 강조로 나타나는 암묵적인 정치적 맥락과 관련되며 비평적이고 분
석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과 표현활동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문
제, 미디어 교육을 통한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문제와 미디어 이용의 민주
화 문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통합교육과정이나 협동 교수체제와 같은
현실적 토대에 대한 논의와 준비의 문제 등등 시각 문화를 가르친다고 할 때는 미술
과의 목적에 대한 재검토함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의 내용, 교수 방법을 바꾸고 학생작
품의 평가를 재검토 하는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재검토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미술교육 현실은 시각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손가락 사이의 젖
은 찰흙의 경험을 누가 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과 함께 미술의 재료적인 특성
은 아직은 어떠한 컴퓨터에서도 복사될 수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미술교육에서 표현
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아이스너(2001)의 지적이 유효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무
리 미술교육에서 시각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여도 시각 문화를 가르
치는 것은 시각세계의 폭넓은 변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적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변화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리더십을 제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는 프리드만 (2000)의 지적을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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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ct]
A Study on inquiring possibility of visual culture as
contents of art

education through defining it
Jung-sun, Kim

Today people live in more visual and visualized societies in many ways. It
is

undeniable

that

contemporary

experience

in

much

of

the

world

is

profoundly affected by the rise of technology and the flood of imagery in a
different respect than in the past.
Accordingly, recently increasing attention is being given to the idea of
teaching visual culture in art education
In this study, I attempted to definition of visual culture through surveying
definitions and comparing with art, media culture, material culture, and visual
literacy to clear it's concept.
The term visual culture implies two aspects. The term visual suggests that
it was referred to as "visuality"we are concerned with substantially visual
artifacts. And the term culture suggests an focus on more than the artifacts
themselves.
The term visual culture is:
1) to privilege visuality than any other sensory.
2) to focus on social context
3) to include various media
4) a multidisciplinary concept to demand integral approaches
5) to need to visual communication skill.
Visual culture is examined as field of study that analyzes and interprets
how visual experiences are constructed with social system, practices, and
structure.

So

visual

culture

actually

refers

to

multicultural,

multimodal,

intercultural, and interdisciplinary.
Art educators need to recognize how this culture condition influences
student's lives in profound ways. To teach visual cultures in the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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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to consider them carefully. Because they have different fundamental
starting points and goals and require of teachers a different orientation to the
curriculum as a whole.
Teaching visual culture is not a matter of uncritical acceptance of the wide
ranging changes in the visual culture. it is a process of broadening the
professional field to come to grips with these changes and discussing to
develop insight into their meanings.
Consequently the argument for moving from art to the study of visual culture
should involve consideration about transformation of curriculum content, shifts
in

methods

of

teaching,

and

a

reconsideration

assessment of studen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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