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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학교 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대 사회의 요구를 반영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적 인재상으로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인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창의성과 인성은 대치되는 개념으로 인
식되어 창의적인 사람은 조직과 어울리지 못하는 일탈적인 천재로 보는 낭만주의적
관점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도덕성과 인간관계의 덕목을 강조하는 인성교육과 함께하
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성취는 고립보다는 타 분야와의 연계 및 융합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 인지, 성향, 동기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활동하는 분야와 사람들의 관계
* 이 논문은위즈덤교육포럼 2013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본 학회 회원, 서울교육대학교 미술 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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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아이디어에서 성과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보
다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상호교섭을 기초로 교육과 사회· 문화의 역동적 체계 내
에서 창의적 성취는 가능하다.
나아가 최근 제기되는 학교 폭력, 따돌림 등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은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가장 높은 증
가율을 보인 항목들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과 ‘자살’이다. 2012년 우리나라 12
∼19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80.7%로 2011년의 40.0%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2011년 15∼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
다. 인구 10만 명 당 13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2001년 7.7명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창의․인성뉴스, 2013).
학교 현장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기저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학교 폭력 연구는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 그룹이 갖는 공통적 특성으로 공감능력과 타
인에 대한 배려가 낮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동정심이 없다는 결론을 도
출했다(김붕년, 2012).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 중 하나인 폭력, 자살 등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적 접근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감성을 중시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
동안 과학창의재단 주도의 과학, 수학 중심의 STEAM 교육이나 영재교육 뿐 아니라
미술교육이 가진 창의·인성 요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미술 작품과 시각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통찰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법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교육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인성’에 대한 개념과 아울러 교육 방법론이 고
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도덕에서 다루어야 할 덕목이나 생활지도의 개념에서 확장되
어 그동안 미술교육에서 추구하여왔던 ‘창의성’과 ‘인성’의 개념을 현대사회의 맥락에
맞게 번역하여 활용해야 한다.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철학 없이는 학교 현장의 변
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단순히 과거의 교수학습 과정안에 창
의성과 인성 요소를 별도로 표시하는 정도로 하나의 ‘트렌드’로만 본다면 수업을 포함
한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우리 학생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창의성과 인성은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개념과 다양한 접근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의 쟁점에서 본다면 최근의 연
구들은 창의성과 인성이라는 두 영역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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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과 중첩되는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고 본다. 인성과 창의성은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 창의성의 인지적, 성향적, 동기적 요소와 인성의 인간관계 덕목과 인성 판단력은
서로 보완되고 연결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김형숙, 2012; 문용린, 최인수, 2010;
박춘성, 2010).
본 연구는 학생들이 시각 문화를 비평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
러티브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 인성교육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
와 문화의 상징으로서 이미지를 바라보고 자신과 타인의 관계와 삶을 정서적으로 이
해함으로써 시각문화 읽기를 통해 창의·인성 교육의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미술
작품을 포함한 시각문화 이미지를 감수성있게 지각하고 사회적 인식을 통한 자신과
타인의 관계들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추구한다. 시각문화 교육은 주로 이미지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통한 사회비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지만 이러한 사회적 실천에 나아
가기 위해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 공감 등 정서적 측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남을
돕고 배려해야 한다는 하나의 규범이 아니라 이미지 속에 들어가 감정이입으로 사람
들의 삶을 이해하고 스토리텔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발휘한다. 이미지의 대
상을 의인화하는 개인적 유추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창의적 사고로 작품을
해석한다. ‘본다’는 행위를 사람들 간의 소통으로 전제하고 이미지에 내재된 사회문화
의 담론을 담은 상징적 구조화로 본다. 즉 시각문화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과 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 개인의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이미지에 내재된 내러티브를
다원적으로 형성하고 사회적 주제인 인성을 다루는 접근을 추구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학교교육의 문제점의 근본 원인이 입시와 학생의 성적에만 관심을 두는
협소한 인지적 관점에 기인한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주지주의 중
심의 학교교육이 학생의 정서, 감정 읽기 교육에 너무 무관심해왔다는 반성과 아울러
미술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창의․인성 교육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
리라 생각한다.

II. 미술과 교육과정과 창의․인성 요소
1.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창의․인성 요소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창의·인성 교육의 철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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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나라의 미술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창의성과 인성 관련 요소들을 보면 교육과정 문
서체제의 요소인 목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나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 반영되기도
한다. 독일, 프랑스, 호주의 교육과정에서는 도입부, 핵심 능력, 보편적 능력 등에 자
발성, 자립심, 관용, 경청하기, 책임감 등의 인성 관련 내용을 제시한다. 중국의 경우
에는 탐구성, 상상력, 창조력 제고 등을 통해서 창의성을 강조한다. 또는 미술 교육
관련 정책을 통해서 창의성과 인성 교육이 유기적으로 실천되기도 한다. 프랑스의 경
우에는 문화교육의 강화와 예술사 교과를 통해 인문학을 교육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창
의성을 폭넓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언 외, 2011, p. 297).
현대 미술교육은 학생의 삶에서 개인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Anderson & Milbrandt, 2004/2007). 학생들이 미술 작품을 통해서 “문화적 차이를
교차하여 이해”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예술교육을 통한 “상호 문화
적 이해”를 강조한다(Parsons & Blocker, 1993/1998). 이주연(2011)은 다양한 관점의
미술교육 문헌을 분석하여 창의·인성 교육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이를 보
면 첫째 심미적 감수성(aesthetics)으로 미적 직관력과 심미안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예술을 향유하는 능력이고, 둘째로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선과 형, 색 등으로 표현
하는 시각적 사고 능력을 포함한 창의적 사고, 셋째로는 문화적 산물로서 미술을 이
해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해당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창의성과 인성 요소를 보면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에서는 문제 인식 및 해결, 그리고 상상력을 창의성의 요소로 볼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기초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목표로 한
다. 또한 인성 요소로 볼 수 있는 초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
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와 중학교의 교육목표는 “자신을 둘
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교육
과학기술부, 2012, pp. 3-4). 즉 타인과의 공감을 기초로 한 문화적 이해를 중시한다.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이어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미술과목 목표로
제시된

‘전인적 인간’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창의성은 직관=표현을 강조하는

창조적 자기표현 접근법에 전제된 미학이론의 한계를 넘어선 확장된 접근이 필요하
다. 치젝(Franz Cizek), 로웰펠드(Viktor Lowenfeld)로 이어지는 자유표현론, 리드
(Herbert Read)의 개성표현론 등에 전제된 미학이론은 표현론이었다(김수현, 2011).
‘직관’과 ‘표현’은 우리의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나타나는 용어이
지만 이제 더 이상 표현론적 미학이론이 미술교육에서 자리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
하다. 따라서 미술과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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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하는 전인의 개념은 표현론적 한계를 벗어난 미학적 접근이 필
요하다.

2. 창의․인성 요소를 고려한 시각문화 교육과정 접근 방식
학생들의 삶과 미술의 관계를 강조하는 실제적 미술교육은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적
활동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미술수업과 교육과정은 지식이나 테크닉 중
심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 중심으로 교과의 경계를 넘나들며 학생 자신과
타인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학습을 추구한다. 이러한 삶을 위한 미술
에서 시각문화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학은 미술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핵심적
질문과 개념을 선정하고 작품과 미적 경험에 대한 가치판단 등의 탐구를 이끈다. 미
학에 내재된 사고방식, 전략, 그리고 비판적 능력은 이러한 탐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
다(Anderson & Milbrandt, 2004/2007). 일상의 미적 경험으로써 시각문화에 대한 경
험, 미와 미술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편견을 분류하고 담론화하는 데 있어서 미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Duncum, 2008; Stokrocki, 2001). 미와 미적 반응 그리고 미술에
대한 이론들인 도구주의, 모방이론, 표현주의, 형식주의, 맥락주의는 학생들의 비판적
탐구를 이끄는 방법과 수단을 제공한다.
시각문화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의도된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며 특정 관점을 반
영한다. 대상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지각 안에서 관념과 언어에 의해 종합적으로 구
조화되어 즉각적으로 인지된다. 처음에 서로 분절된 감각의 단편들을 보고 난 다음,
그 각각의 요소를 연결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관계 속에서 대상을 받아
들인다(Parsons & Blocker, 1993/1998). 따라서 시각문화를 분석한다는 것은 우리의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고 결국 세계에 대한 분석이 된다.
따라서 시각문화 읽기는 한 문화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식과 성향을 비판적으
로 인식하고 우리의 고정 관념과 제한된 개념에서 대안적인 방식으로 사고를 시도한
다. 다양한 범주로 개념들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창의성의 하나인 융통성과 아울러
맥락을 함께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적 사고를 가르칠 수 있다.
시각문화가 추구하는 비판적 성찰은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구성하는 의미와 앎의 과
정을 사유해본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사고에 대한 사고이다. 철학이 다른 학문의 사유
의 문제를 다루는 이차적인 교과로 간주되듯이 “예술가는 작품을 창조하고, 비평가는
작품(일차질서)”에 대해, 미학자는 “예술가의 말이나 비평가의 언급(이차질서)”에 대
해서 이야기한다(Parsons & Blocker, 1993/1998, p. 31). 미학이 예술작품과 예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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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루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학교교육
과정에서 인문학적 기초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
정 설계에서 미학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상통한다. 교과를 초월한 융합적 교
육과정의 접근이 중시되는 현대의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각문화를 활용한 미학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Efland(2004)는 근대 미학이 다루었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무관심성에 국한하여
다루었던 미적 체험과 미술 작품의 수월성을 다루던 미술교육을 비판하고 현대 미학
의 관점에서 시각문화의 사회적 관점의 검토를 제안한다. 이미지의 미적 특성과 아울
러 그 의미를 확장하고 보완하여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인 성격을 모두 통합한 미학
적 탐구를 주장하였다. 이는 “과거 순수 미술에만 국한된 미학”의 제한된 형식적 탐
구나 “대중문화 연구에서 사회적 관심”만을 분석하는 문화 연구를 극복함을 의미한다
(Efland, 2004, p. 250). 시각문화의 다감각적이고 다매체적인 형식과 경험을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적 실천은 양자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즉 시
각문화의 의미를 읽는 교육과정 접근은 대상의 미적 특성에 대한 미학적 탐구와 아울
러 문화 연구에서 중시하는 대상의 맥락 즉 사회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
다. 그는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각문화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미적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인지(cognition)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강조한다.
Carter(2008)는 학문중심 미술교육(DBAE)의 교육과정 설계의 한계를 넘어서서 미
학에서 시각문화 교육을 도입하여 인간의 관계성(human relationship)을 기초로 한 창
의성을 주장한다. 이는 시각문화교육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데 도
움이 된다. 즉 시각문화를 비롯한 대중 미술을 배제한 학문중심 미술교육을 넘어서서
삶에서의 미학을 중시하고 문화를 인간의 행위의 소산으로 보는데서 출발한다. 사람
들이 고급 문화 뿐 아니라 대중 문화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선택, 재선택하며, 변경하
는 일련의 행위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계성과 시각문화의 활용은 창의적
행위(creative activity)인 동시에 의미를 나누는 대화적 행위(dialogic activity)로 인식
해야 한다(Carter, 2008). 시각문화 교육에서 창의성의 의미는 바흐친(Bakhtin, 1993)
의 이론에 의존하는데 이는 시각문화의 수용자를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문화적
생산물과 대중간의 거래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화적 생산물에 어떻게 반
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바흐친은 창의성을 자신과 사람들의 관계적
함의를 통해 현상학적 경험으로 논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대상(object), 텍스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각하고 나아가 종합된 전체로서 자신을 지각하는가와 관계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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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학은 이처럼 경험에 대한 인지적이면서 윤리적·실용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
다. 그는 창의성에 대한 윤리적 철학이 있다고 보고 예술을 통해서 타인을 인식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우리는 타인의 내부에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지만 타인
과 만나는 경계에서 창의적 행위는 형성된다는 “외부성(outsideness)”을 주장한다. 이
처럼 우리 자신의 외부적 관점을 통해서 타인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이
해하게 된다는 것이다(Carter, 2008, pp. 94-95). 즉 시각문화를 통한 미적 체험은 이
와 같이 우리 자신이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과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공명하는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해보는 탐구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각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경험과 문화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 시각문화가 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한 신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가진 미적 가치에 대한 판단 근거에 대하여 수준 있는 대
화에 참여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 가정, 그들의 세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드러내어 서로 논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Keifer-Boyd &
Maitland-Gholson, 2007/2010). 즉 학생들의 사적인 세계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사유
를 이해하는 공적인 장이 필요한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시각적인 세계를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해체해보고 재구성해보는 교육적 경험이 부여되지 않는다
면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시각적 메시지들에 의하여 조작되고 오도될 수 있다. 그
래서 이미지를 통한 상징을 이야기함으로써 학생들의 신념 체계, 가정, 세계관, 가치
들을 드러내어 보는 연습과 장(場)이 필요하다. 아이스너의 견해와 같이 개인의 개념
은 시각화, 언어화하는 작용을 통해서 표상화하여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공적인 지
위”를 누리게 된다(Eisner, 2002/2007, p. 24).
시각문화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아직 논증되지 않은 개념들을
논파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변화로 재구성(reconstruction)되도록 이미지를 분
석하고 관련된 맥락과 이데올로기 등의 사회문화적 내러티브를 해체(deconstruction)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Keifer-Boyd & Maitland-Gholson, 2007/2010). 개인적인 믿
음은 우리 삶의 곳곳에 존재하는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내러티브로부터 형성된 것이
다. 이러한 믿음은 시각적 환경과 관련된 개념적 구성과 행위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조직적인 체계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한 시각 문화
지식의 바탕이 된다. 우리 자신의 개념적인 체계를 인식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믿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 자신이 지닌 지식의
방식에 대한 가정을 해체할 수 있게 된다. 미술교육자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를
유발하는 자신의 개념에 대해 의식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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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인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설계는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요구
한다. 교육과정의 설계에서부터 단기적 수업 및 교과의 목표와 아울러 장기적으로 학
생들이 미술 수업을 통해서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수반한다. 시각 문화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 개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를
좀 더 다양한 측면으로 확산시키고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창의적 사고의 과정 뿐 아니
라 아울러 학생들의 의미를 구성하고 작품을 통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과 인간관계
를 포함하는 인성적 주제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Ⅲ. 시각문화 읽기를 통한 창의․인성 교육
1. 상징을 통한 시각적 의사소통
학생들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문화를 알아가고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브루너는 두 가지의 사고를 설명하는데 이는 내러티브 양식과 패러다임 양식이다.
“좋은 스토리”와 “잘 짜인 논증”은 우리의 사고 양식의 대조적인 두 가지를 보여준다
고 하였다(Bruner, 1987/2011, p. 33). 전자는 삶과 유사한 스토리를 형성하여 탐구를
추구한다면 후자는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논리적 논증의 구조로 탐구한다.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해서 전자는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자살, 범죄, 사고와 같은 사건들의
연결을 통한 드라마를 형성한다면 후자는 죽음이라 부를 수 있는 신체 상태, 외부 상
황 등 객관적 조건을 탐구한다. 정보가 사실 전달을 위주로 논리를 추구하여 자신의
삶과의 접촉점을 찾기 어렵다면 스토리텔링의 방식은 학습자로 하여금 감정이입과 공
감을 촉진한다(최예경, 김성룡, 2005).
최근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로서 광고, 영화, 게임 등의 대중문화에 담긴 스토리텔링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감상자에게 삶과 밀착된 경험과 감성을 제공하기 때
문일 것이다. 시각문화 학습을 위해서는 시각 이미지에 담긴 사고의 양식으로서 내러
티브와 문화에 담긴 세계관의 표현으로서 내러티브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스
토리텔링은 인물, 장소, 사건, 배경 등의 요소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생각, 기억,
감정을 개념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시각문화에 대한 맥락적 탐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Keifer-Boyd & Maitland-Gholson, 2007/2010). 스토리텔링은 상호작용적 경험을 추
구한다. 예를 들어 교사나 부모가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들은 이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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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이어가고 교사나 부모는 반응에 조응하
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상호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의 상황은
다양하고 독자 혹은 청자의 수준과 경험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맥락에 순응
하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문자가 생기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람들이
즐기던 문화적 행위이다(최예경, 김성룡, 2005).
시각문화에서 내러티브적 사고로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학에서 수용이론을 주
장한 이저(Wolfgang Iser)와 연관된다. 시각 이미지도 텍스트로서 읽어야 한다는 대
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작가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의 이동을 강조한 것과도 관
련된다. 이는 현대의 미술 감상 교육에서 적용되어 작품을 작가의 독자적 산물이 아
니라 이미지를 보는 감상자 다수의 해석력과 능동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작가의
의도를 개념화시키고, 잠재된 작품의 의미를 현실화시킨다는 뜻이다(박휘락, 2003). 이
처럼 시각문화 이미지도 작가에 의한 의미의 생산과 아울러 학생들에 의한 의미의 현
실화를 중시한다.
잉가르텐(Ingarden)은 예술이나 문학작품에서 모든 재현된 대상이나 국면은 무한히
미결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결점을 ‘틈’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언어, 기
호, 이미지 등이 대상의 모든 특성을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틈’이 존재한다. 시각 문화의 이미지도 텍스트로서 틈을 가진 대상으로 본다면 감상
자의 읽기를 통해서 ‘빈자리’를 채워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내러티브는 문학, 인류학, 역사,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통합에서 나오지만 교육
에서 내러티브의 연구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통찰하고 해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
다. 시각문화를 다루는 것은 기존의 미술교육 접근방식과 다르다. 디자인, 미디어 아
트, 건축, 광고 등은 현대미술교육의 내용이지만 이는 표현 방법, 기능, 재료, 매체 등
의 제작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시각문화는 이미지의 수용자의 측면
을 강조하여 삶에서 이미지를 통한 상호작용과 시각 창작물이 제시되는 맥락과 재현
에 개입된 사람들의 믿음체계와 가치, 태도 등을 다룬다. 여기에서 이러한 시각적 대
상 그 자체 뿐 아니라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수용되는 과정 즉 사회적 소통 방식을 공
부해야 한다. 따라서 시각문화 학습은 제작보다는 수용자 즉 학생의 입장에 더 초점
을 맞춘다. 시각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 가치, 태도 등 삶의 방식을 다루기 때문
에 시각문화 연구는 시각 인류학에 비견된다. (Anderson & Milbrandt, 2004/2007).
따라서 이미지를 보면서 해석을 할 대상 즉 텍스트의 관점으로 보고 의미를 구성하
는 과정이 중요한 학습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러티브는 ‘의미 만들기’의 수단으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고 작품,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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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자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위한 한 감상문은 비선형적인 내러티브적 사고
로 볼 수 있다(<그림 1> 참고). 작품에 나타난 밤, 하늘, 마을의 조형적 요소를 관찰
하여 작가의 삶, 감상자의 경험과 지식이 연계되고 있다. 이 학생은 작품의 일부에 주
목하고 작가의 삶을 상상하고 ‘밤’과 ‘낮’을 대조하여 시각적 은유로 ‘밤의 진실’을 끌
어내고 있다. 밤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소설과 친구의 내러티브를 통해 밤의 진실로
변환되고 있다. 이처럼 작품, 작가, 감상자는 서로간의 내적 대화를 통해서 삶의 새로
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림 1> 삼자 대화를 통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상징(symbol)이란 매우 포괄적 의미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시각 이미지의
상징적 의미를 읽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미술교육에서는 시각적 문해(visual
literacy) 또는 미적 문해(aesthetic literacy)라는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1960년대에
등장한 시각적 문해의 개념은 학문 분야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
다. 시각적 문해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각물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Debes는
시각적 문해력이란 “환경에서 접하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시각적 행위, 대상, 상징
들을 구분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능력을 “창의적”으로 사
용하여 “시각적으로 문해한 개인은 다른 이들과 소통”한다고 보았다(Debes, 1968,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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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012, p. 5에서 재인용).
시각적 문해력은 미술 교육의 새로운 목표로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시각적 문
해력은 “시각 언어를 읽고(감상) 쓰는(표현) 활동에 관여하는 능력”(김수현, 2011, p.
104)들을 통칭한다. 이는 미술 작품의 제작 뿐 아니라 의미와 가치의 이해 및 해석과
생활에의 활용까지 포함한다. 김수현(2011)은 미술 고유의 창의성인 ‘미술적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시각문화를 읽고 쓰는 시각문해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미술적
창의성은 시각적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인문적 상상의 자유 속에서의 사고로서 보다
확대된 시각이 요구된다.
순수미술 뿐 아니라 소위 응용미술, 즉 디자인, 건축, 인터넷 그리고 게임, 매일 접
하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까지 급격하게 형성된 영상 매체와 기호들에 의해 건설된
사회에서 시각적 문해력은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역량이다. 현대사회에서 제대로 소통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시각 기호로 구축된 사회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며 그
것을 해석하며 자신이 찾아낸 시각기호들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Anderson &
Milbrandt, 2004/2007).
시각적 의사소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주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멕카트니
(Thomas L. McCartney)의 사진 작품 <해질녘(Eventide)>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창
의․인성 교육의 요소를 볼 수 있다(Zakia, 1997/2007, pp. 334-339). 이 작품은 호숫
가의 나룻배 두 척이 밧줄에 묶인 해질녘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명시적 의미
(denotation)는 간단하다. 하지만 이미지에서 연상하여 상징적, 시적 차원으로 확장하
면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사진에 내포된 의미(connotation)를 찾기 위해서 프로
이드나 융의 자유연상 기법에 기초한 다양한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다.
사진을 보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를 나열해 보는 것은 창의적 사고에서 사고
의 확장을 위한 교수 전략이 된다. 클러스터링(clustering)은 이미지를 보고 즉각적으
로 연상되는 신속히 적어 봄으로써 개인의 감정과 문제해결의 통찰력을 얻기 위한 전
략으로 활용된다(손지현, 2013). 우뇌를 활성화하여 연상되는 감정을 빠르게 적어나가
면서 시각화하는 것이다. White(1998)는 시각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적 체험의
순간을 맵핑(mapping)하는 것은 언어로 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비록 처음에는 단순한 반응에서 시작하지만 작품의 느낌, 감성적 반응, 경험
등이 기록되면서 개념이 형성되고 사고가 확장된다.
그림-단어-단어 연상(picture-word-word association)으로 사진작품에서 떠오르는
단어들을 나열해본 후 이를 유목화하여 관계를 지어 그룹으로 묶어 대화를 해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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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습으로 확장된다(<그림 2> 참고). 사진의 핵심적 소재인 두 척의 ‘나룻배’라
는 단어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연상한 단어들을 목록화하여 감성, 사람들과의 관계, 인
생의 시간성과 사건으로 유목화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단어를 연상하는 키워드로
작용한다. Zakia와 학생들이 사진의 의미를 읽기 위해서 찾은 키워드들은 ‘관계’, ‘방
향’, ‘평온’, ‘향수’로 네 가지로 범주화되었다. ‘관계’에서는 두 척의 나룻배는 서로 의

<그림 2> 단어 유목화(clustering)
출처: Zakia, 1997/2007, p. 336.

지하며 사랑으로 살아온 황혼녘의 노부부를 상징하는 은유가 되어 인간 관계들에 관
한 단어가 포함된다. 사진의 제목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또는 두 척의 나룻배의 ‘방
향’이 미묘하게 다르게 접촉한 것에 주목한다면 노부부의 이별로 볼 수도 있다. ‘방향’
에서는 두 나룻배의 방향이 다른 것을 통해서 시를 연상하거나 인생의 여정을 은유화
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향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어렸을 때의 모
험, 동화책, 영화 속의 장면 등 다양한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 마지막으로 ‘평
온’은 작품 전반에서 느껴지는 구도, 소재의 느낌, 질서로 적막, 평화, 고요함 등의 감
성이다.
이처럼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유롭게 연상되는 느낌, 작품의 선, 형, 색 등의 조형적
특성 전반적 구도와 질서를 대입하면서 개념의 확장과 이미지가 상징하는 은유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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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생각하면서 작품의 해석은 삶에 관한 스토리텔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미지를
시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읽게 되면서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
이미지의 상징에 대한 대화를 통해 학생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현상에 미적으로 반응
하고 느끼는 감수성을 길러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Marzano(2001, Gunter,
Estes, & Mintz, 2007/2010, p. 218에서 재인용)는 “은유를 만드는 것은 주제에 대한
일반 유형을 찾고 서로 달라 보이나 똑같은 추상적 유형을 따르는 또 다른 요소를 찾
아내는 것”이며 “유추란 개념간의 짝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풍경과 나
룻배의 시각적 요소에서 사람들의 관계의 대응을 유추하고 이미지의 조형적 요소인
명암, 톤, 구도, 시선의 문제를 통해서 연상되는 감성을 유추하여 공통되는 추상적 유
형으로 나아가는 것은 은유가 된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미지가 주는 감성을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미지를
통해 좀 더 통찰력 있게 보고 감성적 반응을 공유할 수 있다. 사람들마다 다른 느낌
과 이야기를 가진 ‘차이’적 존재의 중요성과 개인의 고유성을 인식하는 대화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부 경험으로부터 ‘자아’를 알고 자신의 자아와 같이 타인들을
인식한다(Bruner, 1996/2005). 학교 교육은 자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험을
통한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을 중시하는 우리의 학교는 긍정적인 자아형성의 경험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브루너는 자아성의 특징으로 첫째,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agency)의 경험을 하는 것과 둘째, 자신이나 타인으로부터 요구되는 수행에 대
한 평가(evalu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아를 제
도화하는데 학교 교육은 이러한 자아 존중감(self-esteem)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효능감(agentive efficiency)을 느끼고 성공적인
자기평가(self-evaluation)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경험이 필요하다. 학교를 비롯한 문화
가 “자아를 제도화하는 방식”들은 우리 내부적 영향만큼이나 중요하다.(Bruner,
1996/2005, p. 87).
시각문화가 제공하는 지식, 태도, 가치는 학생들의 자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자아성의 특징인 주체적 능동적 행위 대신에 학생들은 시각문화의 간접 경험을 수동
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할 수 있다. 자아는 시각적 기
호의 의미를 읽어가는 사회적 구성물이 된다. 또한 정체성(identity)은 자신에 대한 주
관적 위치에 따르거나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상징적으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형성된다(Daiello et al. 2006). 연구자가 예비교사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시각
문화를 조사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미지의 상징적 의미와 관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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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 브랜드, 대중문화의 연예인, 아이돌 가수의 음악과 그들의 패션, 뮤직비
디오, 광고, 리얼리티 TV프로그램, 드라마,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등은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대신 보여주기 때문에 자아를 시각문화의 이미지와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시
각문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사회적 가치와 미를 지시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내러티브가 투영된다. 이들이 의미하는 성, 몸, 성
공에 대한 가치 등은 사회적 기준을 재현하며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까지 확대된
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각문화를 통한 간접 경험을 하나의 진실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회의적으로 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것에 의존하며 타인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위치 지워짐(positioning)과
관련된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인 정체성을 개인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사고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제공되
어야 한다. 시각문화는 권력, 관행 등에 의해서 거대 담론으로서 우리에게 이데올로기
와 같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상징하는 힘을 의미하고 그룹의 일원이 된다는
판타지 실현을 의미한다(Daiello et al. 2006). 시각문화는 소유의 욕구를 감성적으로
다루며 미와 연계시킨다. 특히 외모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정체성과
가치체계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 아니라 비평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 스
스로가 자신의 내러티브로 읽어내는 경험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서로가 이러한 내러
티브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차이와 개별적 존재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나아가 서로의
지식, 미적 체험, 감성을 개인적·공적 공간에서 나누도록 교육적 장이 필요하다. 시각
문화 이미지의 자기 주도적 해석으로 학생들 개별 스토리를 공유함으로써 사적 세계
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연결 지어 창의성 신
장과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감정이입과 공감을 통한 인성 교육
전시장이나 일상의 시각 이미지를 볼 때 우리는 몇 초안에 대상을 파악한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시각 문해는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그 교육적 가치는 많은 분야의 학
자들에 의해서 강조되어 왔다. Callow(2008)는 학생들의 시각적 문해를 3가지 영역으
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정의적 영역(affective dimension)은 학
생들이 그림을 보고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표정, 몸짓 등과 이미지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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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해석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이미지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것 등이 해당된다.
둘째, 구성적 영역(compositional dimension)은

동작, 상징, 각도, 시점, 색상이나 레

이아웃, 선, 각도, 방향 등 시각적 텍스트에 관한 메타언어적(metalinguistic)이해를 통
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비판적 영역(critical dimension)은 이데올로기적
비평으로 텍스트와 학습 상황에 따라 사회비판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미지
의 제시 방식이 감상자의 사고와 정서에 주는 관계성에 관한 지적이 해당될 것이다.
미술 작품이나 시각 이미지를 통해 경험을 떠올리고 느낌을 갖고 사람들과 공간을
상상하여 공감하는 학습은 지각을 통한 개념형성과 연관된다. 우리의 삶의 과정은 지
각 방식을 통해 개념화하고 이를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글을
읽고 이미지를 보고 음악을 듣는 지각의 경험을 통해서 개념화하여 추상적인 은유화
과정은 다중문해력을 통한 학습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연구자는 이미지의 해석과 시각적 문해력을 관련지어 다양한 맥락에서 감상교육을
진행하여 보았다. 그중 학생들이 작품 안에 들어가서 인물이나 대상이 되었다고 상상
하고 “나는—다”라는 글을 쓰게 하였을 때 학생들은 작품의 요소를 민감하게 지각하
고 작품 안에 인물이나 대상이 되어 상황을 가정하여 공감하고 감정이입하게 되었다.
은유와 유추를 통한 감상방법은 효과적으로 다양한 연령군에게 적용가능하다(James,
2000). 개인적 유추(personal analogy)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대상 그 자체가 되
어 봄으로써 직관적 사고와 상상력을 발휘하여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해결책을 넘는
문제해결의 통찰력을 갖게 된다.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이나 개념에 대응함으로써
사고의 확장을 추구한다. 개인적 유추의 심층적 단계에서는 상상된 경험-예를 들어
어떤 대상이나 개인이 되었다는 가정-아래 참여와 공감을 필요로 한다(Gordon,
1973).
독일어 ‘감정이입(Einfühlung)’은 미술 감상의 본질적 특성으로 설명되어 왔다. 미술
작품은 정서를 일으키고 이 정서는 작품의 핵심이다. 하지만 작품의 정서가 보편적으
로 인과관계를 갖고 감상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Parsons & Blocker,
1993/1998). 수직적 구도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수평적 구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특성으로 작품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인과 관계로 단순화하여 보편적 경험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는 감상자의 문화적 배경에 의존하며 교육되어져야 한다. 작품에
대한 ‘감정이입’은 작품 안으로 들어가서 느끼는 정서로 이는 일상에서 감상자가 느끼
던 정서와 다를 수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정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변형”시킨다(Parsons & Blocker, 1993/1998, p. 188). 작품을 통해서 정서에 대
해 거리를 두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귀중한 경험이 된다. 작품 안에 들어가 자신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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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정서를 언어화하여 다른 사람과 대화로 나누는 것은 우리 스스로와 타인을 느
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학생들에게 자신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각문화 이미지를 선택하고 주의 깊
게 관찰하고 상상하고 정서를 언어화하는 과정은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Tom Gralish의 1985년 사진 작품은 필라델피아의 길거리의 노숙자를 소재로 한다
(http://seeingvisually.blogspot.kr/2010/10/newseum-tom-gralish.html).
‘주차금지(No Parking)’라는 표지판 밑의 기둥 옆의 박스를 우산 삼아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노숙자를 피사체로 한 이 사진 작품은 사회적 주제를 담아 1986년
퓰리처 상을 수상하였다. 비 내리는 길 거리에서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배경으
로 노숙자를 다룬 이 작품은 당시 필라델피아의 사회를 나타낸다. 노숙자 문제는 어
느새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모든 사람이 무심히 지나치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주차금지’ 아래 불법으로 ‘주차한’ 노숙자는 사회의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사진 작품을 보고 4학년 학생들은 “나는-”으로 시작하여 사진 속의 인물이 되어 보
고, 박스가 되어 보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연계하였다.
나는 사진 속의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제일 먼저 이 모습이 아닌 가족들을 보고 싶다.
좀 더 깨끗이 하고 기회가 생길 때 가족들 곁에 가서 간단히 인사라도 하고 싶다.
나는 박스이다. …아 너무 춥다. 그런데 이 남자는 나보다 더 추울 것 같다. 곁에 아무
도 없는 것 같아 안쓰럽다. 내가 오히려 더 슬퍼진다. 아저씨 보호해 주어야지.…(학생A)

다음으로 이 작품에서처럼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쳤던 과
거의 경험을 생각해 내고 기회가 되면 도와야 겠다는 소감을 썼다. 학생 A는 이 작
품이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을 다룬 “냉정한 작품”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다른 학생B는 “나는…박스에서 찬밥을 먹고 있다. 나는 돈이 없이 박스로 상체를 겨
우 (비에) 안 맞게 하고 있다. 사업가였는데 망해 이 꼴이 된 것이다. 오늘따라 내가
초라해 보인다.…”라고 개인적 유추를 하였다. 이 학생은 작품을 통해 사업에 실패한
남성의 상황을 내러티브 화하여 감정을 읽어 내고 자신이 길에서 보았던 노숙자들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미지 속의 인물이 되어 감정이입적 글쓰기를 하면서 노
숙자는 다른 존재가 된다. 가족을 가진 존재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상으로
이해되면서 학생들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
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개인적 유추(personal analogy)의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나

- 80 -

탐구해야할 이미지의 일부가 되어 상상하는 것이다. “감정이입적 투사”를 통해 자신
을 타인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된다. 우리 자신
을 타인으로 개념화함으로써 경험의 확장과 새로운 의미가 가능해지게 된다. (Lakoff
& Johnson, 1999/2002) 즉 자신을 다른 존재로 관련지으면서 다른 경험과 감성을 끌
어내어 이미지의 해석에서 은유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사진속의 음식을 먹는
노숙자는 명시적 의미를 넘어서서 가난, 가족, 그리움, 개인에 대한 사회의 기능과 책
임, 냉정한 현실 등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미술작품이나 가치 있는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통
해서 서로 간에 공유하는 가정(assumption)과 신념들을 이야기할 때 교사는 이들 속
에 전제된 개인마다 다른 마음, 세계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지적하고 이를 서로 공유
하도록 할 수 있다.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측면에서 이미지에서 서로가 느끼
고 생각하는 내러티브를 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해석으로의 창의적 사고의 측
면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상황을 이해하려 하고 사회적 정의와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인성적 주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Clifford Geertz는 문화 속에서 행동하는 과정을 모호한 텍스트를 번역하는 과정으
로 비유했다(Bruner, 1987/2011). 학생들은 학교 내외의 시각문화의 경험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시각 기호들을 만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를 해석하고 학습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것은 텍스트를 해석해가는 것과 같다. 이미지 속에서 자신에 대한
표상을 구성하고 많은 사람들과 문화적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자아 형성·수정
의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구축한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
요한 문화적 학습의 내용이다.
미술 수업에서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개인적 유추의 경험을 서로 나누도록 하는 것
은 브루너의 상호주관적 “상호교환”과 같이 작품에 대한 서로의 아이디어와 감성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인식하도록
이끈다(Bruner, 1996/2005, p. 142).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과 서로의 개인적 유추와 경
험을 나누는 내러티브적 담화의 과정을 통해서 타인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서로의 입
장과 견해를 교환하고 공유하게 된다.
이처럼 시각 이미지를 통한 감정이입과 공감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삶의 이야기를
섬세히 다루면서 미적 반응과 아울러 도덕적 요소와 연관된다. 우리가 가진 미의 관
념은 외적인 용모와 관계되면서도 이상적 성격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사람의 경우 내
적인 어떤 성격의 원형으로 이해된다. 미학에서 다루는 미적 요소들과 도덕적 요소들
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과 가져야 할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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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내용이다. 이둘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양자의 차이
가 있음을 이해하고 시각 이미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반성적으로 성찰해보고 이
러한

반응의 도덕적

요소들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Parsons

&

Blocker,

1993/1998).
시각 이미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표면적이며 단순한 반응만을 가질 때
편견에 빠지기 쉽다. 만약 학생들이 앞에서 논한 사진 속의 인물의 용모, 의복, 상황
등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의 원형으로 혐오하는 정도의 반응 만으로만 그친다면 이는
섣부른 도덕적 판단에만 그치는지 모른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작가의 의도와 사회의
무관심을 이해하고 작품에서 추위, 배고픔, 상실, 그리움 등의 미적 반응과 함께 심화
된 도덕적 요소들을 인식한다면 이는 시각문화교육에서 가능한 인성교육의 하나가 아
닐까 생각한다. 작품을 좀 더 섬세하게 관찰하고 묘사하면서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정,
생각, 맥락적 지식을 검토하면서 자신의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다. 사진 속의 노숙
자를 통해 법, 휴머니티를 관련짓고 학생들은 사람들의 관계와 사회적 책임, 윤리 등
여러 가지 가치관과 책임 등 다양한 인성적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이
다.

IV. 결론
이상으로 시각문화 읽기를 통해 이미지의 상징성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창
의·인성 교육을 다루어 보았다. 미술 작품과 다양한 차원의 대중문화 이미지의 의미
를 읽어 학생들의 삶에서 미학적 접근을 추구하고 의미를 구성해가는 방안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창의적 사고로 이미지의 의미를 읽고 이를 인성교
육의 주제와 교육방법으로 다루는 접근을 논의하였다. 즉 시각을 비롯한 지각과 감성
을 사고력의 중요한 요소로 전제하고 이미지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를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여러 교과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과 연결시켜 학생들의 정체성 인식, 타인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로 확대시키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다.
시각문화 연구에서 강조하는 비판적 요소는 사회 정의와 관계되며 결국은 인성 교
육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과 타인의 관계,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여 왔다.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정체성은 문화와 시각적 소통을 통해 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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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시기의 자신의 외모, 성적, 친구와의 관계, 가정환경, 주변인들부터의 기대와 역
할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초중고 학생의 생활이 시각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시각문화에서 내포하는 이미지의 기호학적 의미의 문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
는 학생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가치관은 대중문화의 획일적이며 고정적인
지식과 가치가 시각적 경험을 매개로 주입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각문화 미술교육을 통해서 이미지를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그 의미를 학
생이 주체적으로 읽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타인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창의적인 삶을 시각문화에서 재현되는 나와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통해 바라보고 미학의 윤리적인 측면과 함께 연계지음으로써 창의성과 인성은 미술교
육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이미지를 통한 자신과 타인의 삶의 이해와 공감을
중요한 교육적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그대로 학생에게 주입시켜 삶
과 분리된 교과 중심의 마인드와 교육과정 설계의 답습을 극복해야 한다. 최근 일고
있는 통섭, 융합, 등의 개념의 실천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려 하는 것이 학생들
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에서 출발할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공동체 의식과 글로벌 시민성의 요소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미적 문제 해결과 테크놀로지의 영향으로 확산되는 시각문화
의 현상과 의미를 이해하려는 미술교육과 통한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은 창의․인성교육 성패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미술교육자의 신념과 아울러 시각문화 읽기를 통한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 소통할 수 있는 실천이 요구된다. 드레이크와 번스(Drake &
Burns, 2004/2006)는 통합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지식․기능․인성(KNOW/DO/BE) 기
본 틀을 제안하는데 이는 창의․인성 교육과정 실천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
다. 통합 교육과정의 주제는 교과 내에서만 활용되는 제한적인 개념이 아니라 학습자
의 삶과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지식, 기능과 아울러 우리의 학생들이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들로 자라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미술 수업에서 다루는
조형 요소와 원리, 미디어, 미술사, 미술 비평적 지식과 기능은 학생들의 삶과 연계되
어야 한다. 그들의 방에 걸려있는 연예인, 캐릭터, 스포츠 구단의 심벌 등 대중문화의
이미지는 이제 거기 더 이상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이미지의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수많은 경제,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점에 대한 비평적 해석과 상호주관적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공감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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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ading Visual Culture Images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Jihyun SOH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visual culture images using a
strategy of

emotional writing with personal analog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and result of utilizing personal analogy for ways of encouraging
imagination of viewers and connection with their experience.

Based on the

concept of a whole human being with aesthetic sensitivity in 2009 National Art
Curriculum, the author suggests the need for critical interpretation of visual
culture. Design of curriculum development is suggested for creative thinking by
using clustering, imagination, and visualization in context of divergent thinking of
individuals. Then viewers need to write by starting with "I am- ". The process of
writing "I am- " requires careful observation, visual literacy of images by reading
denotation and connotation of texts. By sharing writing their interpretation of
visual culture images, students can identify beliefs, knowledge, and emotions that
affect their identity. As art educators, we need to emphasize the value of visual
perception and visual literacy as a way of facilitating social concerns and personal
experiences. Discussion could lead insightful reflection of self and others for social
justice, multicultural issues, and critical thinking as we live in visual culture
environment. Aesthetic sensitivity in art education can be related to students'
everyday life and

construction of identity by critical analysis of images in

personal and socio-cultur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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