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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교육
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원양성기관은 일제침략기에 ‘사범학교’를 출발로 1962년
2년제 교육대학으로, 1983년에 다시 4년제 교육대학교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변천은
교사의 자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사교육은 교육대학교, 사범대학
* 본 학회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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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육대학원 등의 교사양성기관에서 임용시험을 치루기 전에 받는 직전교육과, 학
교에 교사로 임용된 후에 받는 재교육과정인 현직교육으로 나뉜다. 현직 교사를 대상
으로 교사양성기관 또는 현직연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재교육(자격연수, 직무연수, 특
별연수)은 교사의 전문성 확보로 이어지고 교사의 자질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초‧중등학교 교사는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수업 실습을 마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초등예비교사들은 교대부설학교나 교대와 협정을 맺은 대용부설학교(공립학교
중 선발된 학교)에서 총 8주간의 교육실습을 한다. 그러나 비교적 실습기간이 긴 초
등예비교사의 경우에도 현장교육실습기간은 미국에서 실시하는 실습기간의 절반도 안
된다. 중등예비미술교사의 경우는 특별히 지정된 학교가 없이 스스로 허락 받아 자신
의 모교 등에서 비체계적인 4주간의 교육실습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 중등예비미술교사들 모두 수업시간에 배운 것보다 실습학교에서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 자체가 큰 경험이 되기도 하지
만, 짧은 실습기간동안에 중간고사, 소풍, 학교의 행사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수업을 해 볼 기회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예비미술교사들은 그러한 정도의
교수활동훈련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짧은 교육실습
만을 경험한 신임미술교사들은 수업 수행능력은 물론 학급운영과 행정능력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미술교사로서의 제
몫을 하게 된다. 신임미술교사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교 미술교육에서 학
생들이 받게 되는 피해는 헤아릴 수가 없다. 또한 이들의 지도교수들 중에는 교직과
목과 학교현장의 수업 실행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많아 예비미술교사들의 적극
적인 수업능력의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학 수업은 학생들에게 최종적인 학습 기회가 되지만 실제 수업 상황
이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는 흔치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술교사양성수업에 대한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서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대학 수업의 수월성을 찾고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수업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2000년
대에 들어서이다. 이용숙(2001)이 수행한 우리나라 대학 수업에 대한 서술적 관찰기록
연구결과를 보면, 기본적인 교육환경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공식적 수업시간에
대한 실제 수업시간의 비율이 낮고, 수업시간 중 학생들의 집중율이 낮으며, 교재가
전혀 없는 수업이 1/3 정도나 되었다. 수업 방법적으로는 교수의 일방적 설명, 교재,
유인물을 읽기만 함, 교수의 설명 없는 학생의 발표나 비디오‧음악 감상 등이 많았다
(이용숙, 2001: 249). 또한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 모색에 대한 연구는 두 가
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하나는 훌륭한 수업을 하는 교수들에게 각종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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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상자의 강연/워크숍과 자신이 수강한 좋은 수업에 대한 학생 에세이공모전 수상
작 모음집 발간 등 대학 차원에서의 좋은 수업 확산 노력이다, 다른 하나는, 각 대학
의 교수학습개발센터 설립과 함께 교수법/워크숍/연수회가 학기마다 열리고 일부 대
학에서 교수법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성낙돈 외, 2009), 교수 개인의
수업개선에 대한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이용숙, 2011: 2)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론’과 ‘실천'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해 신임교사들이 학교현
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사양성모델을 교사교육에 접목
하려는 시도가 1980년대에 시작되기도 하였다(이용숙, 2006: 270). 우리나라는 교사교
육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실습 기간을 15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교육대학교 교육의 장기발전계획을 내놓기도 하였다(이혁규‧심영택‧이경화,
2003, 이용숙, 2006: 271 제인용).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 전문성 형성
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교육이라는 활동이 가진 복합성과 다면성을 고려하여 수업
과 관련된 제 요인들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교사교육의 질적 수월성은 교원의 전문성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노종
희, 1992).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의 핵심적인 활동인 수업에서 드러난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사양성수업은 대부분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교현장에서의 실천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수업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수업과 교실은 개혁의 대상이었을 뿐 성찰의 대상, 연구의 대상으로서 그 정
당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왔으며(정재찬, 2006), 대부분의 교실 수업 연구들은 처방
적 이었다. 또한 이혁규(2005)는 지금까지 대부분 교실 수업의 현상을 심층적으로 들
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전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학교 미술교육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극복해야할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예비미술교사의 전문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미
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의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비미술교사양성 수
업에서 삶을 위한 미술교육의 실천에 참고할만한 점을 찾아보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미술교사양성수업과 관련된 제 요인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수업 문화를 조망해 보는
것은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미국의 미술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수업
문화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에 미국의 미술교사양성수업 문
화를 이해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나의 사례로서 ‘삶을 위한 미술(Art for life,
2005)'의 저자가 직접 삶을 위한 미술교육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플로리다주립대학
(이하 FSU)의 미술교육학과 전공필수과목 수업현상을 탐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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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내용
본고는 FSU의 예비미술교사양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의문에서 필자가
2010년 9월9일부터 2010년 12월 12일 사이에 미국 FSU 미술교육학과의 전공필수과
목 수업을 참여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수업문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참여관찰에 의한
사례연구로 질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추출해왔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연구 참여자의 세계에 오래 머물면서 관찰하여 연구하는 방법이다
(김영천, 2006). 사례연구는 다른 연구전략과 마찬가지로 특정 선례에 따라 경험적인
주제를 연구하는 방식으로서, 어떻게 혹은 왜라는 의문이 제기될 때, 연구자가 상황이
나 사건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연구의 초점이 실생활의 맥락과 관련된 현
재의 현상일 때 주로 선호하는 방법이다(강창숙, 2009). Rossman & Rallis(2003)에 의
하면, 사례 연구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보다 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
으로, 문화기술지도 하나의 사례연구가 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문화
기술연구 보다는 짧은 연구기간에 이 사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
들은 무엇을 하는가? 왜 하는가? 시사점은 무엇인가? 등을 살피고 서술적, 체험적, 귀
납적, 복합적인, 신축성 있는 기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격적인 문화기
술지(ethnography)로서가 아니라, 한 학기 동안에 수업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
1)

낀 체험과 한정된 자료 조사에 의한 해석학적 사례연구 법에 의해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의 적용 목적은 특정 상황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왜 발생하고, 행위자
들의 행위가 그 현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강기원,
2004: 60, 박태호, 2008: 8 재인용). 구체적인 연구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참여 관찰 기록
(1) FSU 미술교육학과 미술교사 양성프로그램의 교과과정 중에서 미술교과교육 필
수과목인 ‘예술철학과 시각문화(Philosophy of Art and Visual Culture)’와 ‘이론 및
실습 I(Theory and Practice I)’ 두 과목이 합쳐진 통합수업을 참여 관찰 기록하였다.
(2) 협력초등학교 미술수업을 참여 관찰하고 예비미술교사들인 학생들의 현장체험
활동을 기록하였다.
2) 면담
(1) 수업 전문성 습득을 목표로 예비미술교사들인 학생들의 학교현장 교육실습을
위하여 협력초등학교 교사와의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수(교사교육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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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2) 협력초등학교 세 곳의 미술실에서 협력교사들과 미술수업 수행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3) 문서자료 분석
(1) 강의계획서
(2) 학생들의 시각 이미지 표현을 포함한 개인 일지
(3) 전공필수과목 수업 참여 관찰 기록지
(4) 협력초등학교 미술수업 참여 관찰 기록지
(5) 지도교수(교사교육자)와 협력교사 면담내용의 전사 자료
(6) 플로리다 주정부 웹사이트의 예비미술교사 교육프로그램 자료
연구 자료의 수집은 한 학기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된 수업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심도 있는 자료의 수집은 불가능 하였으며, 전공필수과목의 수업현상에 대
한 해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최소한의 자료 분석에 의존하였으므로
FSU 미술교육학과 미술교사양성수업의 전반적인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목적인 미국의
미술교사양성을 위한 전공필수과목 수업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파악될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미술교사양성수업 개선에 참고가 될 만 한
관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차후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본다.

Ⅱ. 수업 문화
본 장에서는 학교 문화의 중심으로서 수업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수
업 문화의 의미와 미술교사양성수업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며, 이를 바탕으
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미술교사양성을 위한 교수자의 역할과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1. 수업 문화의 의미
문화란 어떤 집단이 외부로의 적용과 내부의 통합이라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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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 즉 집단이 창조하고 발견하고 발전시켜온 기본적 전제의 패턴이다(Schein,
1985). 또한 문화는 어떤 인간 집단에 유효한 의미 체계 또는 행동을 결정하는 공유
된 의미의 총체이다. 즉, 어떤 문화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정착해 있는 기
대, 특히 습관적인 또는 적합한 사고‧감정‧행동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허영식,
2000: 88). 여기서 문화는 조형미술, 음악, 시, 철학적 이론과 같은 고등문화의 업적이
나 산물 보다는 오히려 일상의 문화에 강조를 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문
화에 대한 이해는 부분적으로 겉으로만 드러나 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은 주관
적인 의식에 놓여 있으며, 어떤 의사소통 공동체의 행위 또는 상호작용에서 비로소
표현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문화는 집단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삶과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 드러난다(김병수, 2007: 72).
김영찬(1995)은 학교 문화의 정의를 학교사회의 성원이 학교의 물리적, 생태적 현상
을 어떻게 지각하고 개념화 하고, 학교에서의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며, 또한 여러 가지 사물에 어떤 가치의 위계를 매기고 판단하고, 학교사회의 성
원으로서 어떤 행동의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학교 문화
가 교사, 학생, 직원,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해 지각되어 표출되는 것이라면,
수업 문화는 이 중에서 교사에 의해 지각되어 표출되는 것으로, 수업 현상에 대해 구
성원이 공유하는 이미지, 기대, 평가, 관행, 규범, 상호작용 방식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문화의 정의에 기초하여 임진영․최지은(2010)은 수업을 이끄는 당사자인 교사
가 수업 상황의 현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수업 현상에 어떤 믿음을 가지며,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어떤 가치의 위계를 매기고 판단하고, 수업의 주체로서 어떤 행동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수업 문화를 정의하였다(임진영․최지은,
2010: 201-202).
일반적으로 수업 문화는 수업 현상을 구성하는 공통원리나 보편적 구조의 해석을
통해 규명한다. 다양한 수업 현상들은 하나하나가 학문적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민철 역, 2005: 19). 수업 현상의 구성요인은 직접요인과 간접요인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전자에는 수업설계, 수업흐름, 수업관련 주의집중기법, 교수기법(교사외
모, 용어사용, 교사위치, 교과서 활용, 메모, 순회활동, 칭찬과 질책, 수업 외적사건 처
리방식 등), 교육내용선정과 조직, 학습지도기법, 수업평가 등에 대한 사항이 해당된
다. 후자에는 수업 장학과 관련된 교사 학력, 태도, 교육 철학, 교사 경력에 대한 전기
적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 학교행정 및 업무 등이 해당된다
(이정선, 2002: 63-68).
교사 문화를 다룬 Parkay & Stanford(1995)의 연구에서는 ‘가르친 결과는 예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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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일관되지도 않다’,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했는지 측정하기가 어렵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교수 활동은 즉시적이고 비정규적으로 일
어난다‘, ’가르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에 일어나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그
무엇이다’(이정선, 2000, 임진영․최지은, 2010: 201 재인용)라는 명재로써 수업 문화의
특징을 일부 기술하고 있는 정도이며, 수업 문화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가 않다.
해석학적 사례연구기법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수업이나 교직 문화의 유형을 규명한 연
구물들 중에서 강기원(2003), 정정훈․김영천(2005)은 개선해야 할 초등학교 국어수업
문화 유형을 ‘현상, 원인, 대응, 개선방안’의 틀로 해석하였다. 홍영기(2001)는 교사와
학생의 문화의 만남, 의사소통 체계, 교사의 리더쉽 등을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과정
에 초점을 둔 고창규(2005)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수업 관련 문화를 총체적으로 제
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수업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수업 문화의 중요한 일면으로
밝혔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수업 문화의 유형을 수업조직(단계), 수업 관련 대화이
동양식(발문), 수업 관련 사회참여구조(상호작용), 학습주제변환양식, 수업형태, 수업
관련 언어적 상호작용(이정선, 2002; 이정숙, 2005), 수업평가, 교사의 학생통제 및 대
응전략(박태호, 2008: 8-9)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수업 문화는 교수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업 현
상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2. 미술교사양성 수업의 문화적 의미
집단적인 삶이 있는 곳에는 그 특유의 문화가 있으며, 그것은 집단 구성원들의 일
상적인 삶과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교육은 집단적인
삶의 하나이며 문화의 과정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는 인간 학습의 산물이고,
교육은 인간 학습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다(이종각, 1997; 김병수, 2007: 73 재인
용). 그러기에 미술교육은 사회 전체의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제도이자 생활공간인 학교에는 그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다. 조용환(2001)은
“학교 문화”란 학교에 대한 이미지, 기대, 평가와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관행, 규범,
전략 등을 통칭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정선(2002)은 학교 문화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삶과 일상성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였다.
문화 연구에 있어서 일상성은 집단 구성원들이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시간, 공간
관계가 일상 세계를 구성하고, 그 세계의 작동 원리가 바로 문화이기 때문에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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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차원의 하나이다(조용환, 2000). 이를 학교 미술수업 문화에 적용시켜 보면, 문화
는 수업을 구성하는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두 주체의 매개가 되는 미술교과와의
일상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술 수업에서의 모든 행위는
항상 다른 것과 상호 관련하여 일어나므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서근원(1997)에 의하면, 수업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사실적 차원과 논리적 차원으
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홍우(1998)는 사실의 세계는 시간과 공
간의 틀 안에 있는 현상의 세계라면 논리의 세계는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의미의 세계
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진정한 수업의 의미는 논리적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논리적 차원이란 사실들을 단서로 드러나지 않은 맥락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문화라 부를 수 있다(김병수, 2007: 74).
미술교사교육의 문화 현상을 논하는데 있어서 미술 수업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교사양성과정에서 교과과정의 구현은 담당교과목의 지도교수가 많은 수
의 예비미술교사를 대상으로 나름의 교육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미술교사양성 수업에서의 문화적 의미는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라는 두 주체가 시각적, 언어적(쓰기, 말하기) 상호소통
을 하면서 구성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현상의 직접요인이나 간
접요인 등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똑
같은 수업 활동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의미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예
비미술교사양성 수업에서의 문화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은 통찰력을 가지고 수업의
표면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기술하고 그러한 현상의 밑바탕에
깔린 근본적인 것을 알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 수업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수업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문화적 의미를 분
명하게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술교사양성수업의 문화적 의미를 탐
색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를 지닌 수업의 개별적 현상을 통해 포괄적인 형
식을 찾고자 하는 의미이며, 이는 미술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3. 문화로써 본 교수자의 역할과 의미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상호소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활동이 이루어
지는 공간 등이 결합된 하나의 사회적 상황이다. 수업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수
업 내용이나 방식에 그 특유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수업 문화의 주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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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자인 교수자와 학습자들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수업의 의미는 수업 목적이나 내용,
방식 등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교사양성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수업 문화에 의해서 지배받고 유도된다고 할 수 있다.
한 교실에 교수자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는 이미 그 곳의 의미가 된다. 특
히 미술교사양성수업 환경에서 교수자의 존재는 수업 상황에서 학습의 효과를 지배하
며, 예비미술교사인 학습자들이 자기 이해를 구성하는 축이 된다. 교수자는 미술교사
양성수업에서 학습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총체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교수자는 예비미술교사들이 습득하여야할 미술과 교육내용을 가르치되, 그
것을 교수자 자신의 삶과 일체를 이루어 예비미술교사인 학습자들에게 보여주는 존재
라고 할 수 있다. 예비미술교사인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가르침을 통해 미술교과지식
의 습득과 함께 인격화된 형태로 지니고 있는 미술교육자의 안목을 배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수자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흥미는 예비미술교사들이 갖게 될 학습 경험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미술교사양성수업을 이루는 세 가지 구성요소 즉, 교수자와 학습자라는 행위자, 그
리고 둘 사이에 매개물인 교재, 수업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맥락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때, 미술교사양성수업에서의 문화적 의미는 수업에서 가
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교수자의 수업 전문성에서 찾을 수 있겠다.

Ⅲ. FSU 미술교육학과 미술교사양성 프로그램
FSU 미술교육학과는 미국 남부지역의 미술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57년 최초로 박사과정을 개설하였다. 학과 설립 이래 30～40년 가까
이 미국의 3대 미술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도교수 면담자료 중에서,
8/30). 지난 수년간 FSU 미술교육학과는 미술이 교육, 문화, 사회 정의에서 필수교과
라는 믿음 아래 ‘삶을 위한 미술’이라는 주제로 학과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학문중심미
술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본 장에서는 미국 FSU 미술교육
학과의 미술교사양성 프로그램의 학제 및 교과과정과, 필자가 참여 관찰한 전공필수
과목인 ‘예술철학 및 시각문화’와 ‘이론 및 실습 I’ 을 통합 운영하는 수업에 대해 서
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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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SU 미술교육학과 교과과정
FSU 미술교육학과의 미술교사양성과정(http://arted.fsu.edu/)은 2011년 가을학기부
터 기존의 미술교육전공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학․석사과정을 결합한 5년제 통합과정
(혹은 4+1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5년제 통합과정의 목적은 공립․사립학교를
위한 예비미술교사가 미술 실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미술교육에 대한 선
수 이론적, 실제적 지식 습득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보는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
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예비미술교사들이 실제 학교현장
참관 체험을 기반으로 한 교수법 연구 및 자기발견을 통한 커리큘럼개발 지도를 통하
여 교사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FSU 미술교육학과는 5년제 통합과정 외에도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석사과정과 석사학위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자격증
비수여 과정으로서 이론심화석사과정이 있으며, 교육스페셜리스트학위과정(Ed.S)과
박사학위과정(Ph.D)이 있다.
미술교사양성 5년제 통합과정은 미술교육전공자로 1학년 신입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전공학부과정에 있는 학생들 중 미술교육석사학위 및 교사자격증을 취득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교직과목과 미술교육대학원과정 수업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부록 1 참조>. 본 과정에서 이수학점을 단계적으로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미술학
사학위(BA 혹은 BFA) 및 미술교육석사학위(MS)와 교사자격증이 수여된다. 본 프로
그램의 지원 자격은 평균학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서와 함께 미술교육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양, 외국어, 실기, 교직과목학점 취득증명서, 혹은 본 프로그램으로 이행하
기 위한 필요조건 충족에 대한 지도교수의 승인서, 연구계획서, 10-12점의 작품 포트
폴리오를 제출하고, 면접과 FTCE(Florida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s)의 일반
지식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본 과정의 재학생은 미술, 미술사, 미
술교육, 교직과목 학점이 평균 3.0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술교사로서 준비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입증으로 여겨지는 교육실습 이수
이다. 교육실습을 지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FTCE의 3가지 과목(일반지식, 전공과목,
전문교육)을 통과해야 한다. 4학년 첫 학기에 Professional Progress and Portfolio
Review를 통과해야만 하며, 4학년 2학기부터는 대학원과정으로 3학기를 순차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5년제 통합과정에서 교육실습의 전체적인 운영은 총120시간을 필수과목으로서 5개
의 방법론 수업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학생들은 한 과목 당 약 24시간
에 해당하는 학교현장 교육실습을 Leon지역의 40여개 초․중등협력학교에서 대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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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씩 몇 주에 걸쳐 체험하게 된다. 통합과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과 포트폴리오,
리뷰, 방법론 수업을 이수하면 인턴교사자격을 갖추게 된다. 인턴교사로 근무하는 한
학기 동안 일주에 1회 개설되는 세미나 수업에서 다른 인턴교사들과 교생지도교사와
함께 실습 시 어려운 점들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실습 후 교사 구직에 필요한 각자
의 포트폴리오 작업을 진행한다. 이 세미나 수업은 기본적으로 토론과 포트폴리오 제
작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협력학교에서 한 학기 15주 중, 8
주는 초등학교에서, 7주는 중등학교에서 참여하는 풀타임 인턴교사 근무를 통해 직접
미술수업을 담당하면서 비로소 한 학기 동안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고 미술
교사로서 교수 경험을 쌓게 되며, 이외에 파트타임으로 계약하여 근무하는 과정은 없
다.
FSU의 5년제 미술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에 대한 지도교수와의 면담에서,
이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미술교사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탈라하시 Leon County내에 있는 약 40개의 학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습생
담당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이 플로리다지역의 다른 학교에서 온 인턴교사들과 비교했을
때 잘 준비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사실상 모든 초․중등학교들이 FSU
의 예비미술교사훈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부분 협력학교의 미술교사들이 FSU
의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갖
기를 원하는 학생들이었다면 모두 취업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약 98%)로 취업률이 높
아요.
미술교육학과 졸업생들은 미술교육, 예술경영, 미술치료 영역들 간의 연계성과 교수자
와 학생들간의 돈독한 유대관계 등에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미술교육학과에서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도 이 지역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 지역 벽화프로젝트 진행과 교도소에서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혹은, 다른 활동이
있을 시에도 교사들과 협력하여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협력학교와의 소통은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미술교사들과
FSU 간의 소통의 문제는 보통 이메일로 이루어지지만 때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기도 합

니다. 지역교사들은 한 달에 한번 정규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에 FSU 미술교육학과 교
수들을 초청하여 토론을 합니다. 때로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교수활동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교사들을 학과로 초청하여 학교현장에서의 교수활동에 대한 특강
을 요청합니다. 초빙된 미술교사들은 예비미술교사들에게 실질적인 현장경험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을 훈련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학과에서 열리는 행사를 알리기 위해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졸업생들에게 보냅니다. 매
학기 재학생, 졸업생 및 교․강사 전체가 친목 도모를 위해 학과장이 개최하는 모임을 2

- 105 -

회 갖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중요한 학과의 행사로는 매년 2월에 ‘Social Justice’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미술교육학과에서 발행하는 저널 ‘Art for
Life' 첫 호가 발간되었어요.
[지도교수 면담자료 중에서, 8/30]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FSU 미술교육학과는 미술교사교육의 실마리를 협력학교에
서의 교수활동훈련을 통한 충실한 현장체험에서 찾고 있다. 또한 미술교사로서의 직
업적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훈련으로서 학과단위의 학술세미나 개최, 학술지 발행 그
리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한 프로젝트 활동들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2. 참여 관찰 수업의 개요
필자는 2011년 미술교육학과 학제가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개편되기 직전 학기인
2010년 가을학기에 미술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두 개의 전공필수
과목인 ‘ARE5930:Philosophy of Art and Visual Culture'(현행 ARE5930 ‘Art for
Life')와 ’ARE4930:Theory and Practice I’(현행 ARE5046)을 지도교수가 통합하여 진
행하는 수업을 참여 관찰하였다. 강의계획서<부록 2 참조>를 바탕으로 강의 내용 및
목표, 주별 강의 요목, 과제, 평가, 교재 및 활용매체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강의 목표
이 과정은 예비미술교사로서 미술교육학과 학생들이 K-12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가
르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예술철학과 시각문화에 대해 미학적, 비평적 탐구,
K-12학년을 위한 수업계획과 평가 그리고 협력학교 미술수업참관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플로리다 주정부에서 1998년에 교육자에게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정의․고시하여
시행해 오던 응용실습항목(‘Florida Education Accomplished Practices’)을 2010년 가
을에 수정하여 제시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강의목표에 도달하도
록 하고 있다.
① 평가(Assessment)
② 소통(Communication)
③ 지속적인 개선/향상(Continuous improvement)
④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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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양성/차이점(Diversity)
⑥ 윤리/도덕(Ethics)
⑦ 인간 발달과 학습(Human development and learning)
⑧ 내용 지식(Knowledge of subject matter)
⑨ 교육환경(Learning environments)
⑩ 계획(Planning)
⑪ 교사의 역할(Role of the teacher)
⑫ 기술(Technology)
지도교수는 열 한가지의 강의목표마다 각각 위의 응용실습항목 중에서 학생들이 수
행해야할 항목을 다음과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강의목표에 따른 응용실습항목
응용실습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강의목표
1

2

3
4

5

6
7

8
9
10

일련의 지식습득활동으로서, 예술철학, 미학 그리고 시
각문화에 대한 교수학습의 기초적인 맥락에서 폭넓은
이해를 확장시켜야 한다.
일련의 지식습득활동으로서 예술철학, 미학 그리고 시
각문화에 대한 이론적 기초에 해당하는 예술비평에 대
한 이해를 확장시켜야 한다.
학습자들이 미술과 시각문화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
도록 다양한 교수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이
해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교육적 맥락에서 미술과 시각문화에 대해 비판적 분석,
해석, 평가하는 비평문을 쓰고 발표하도록 한다.
미술과 시각문화연구에 대한 예술 철학적, 미학적 배경
을 설명하기 위해 평론, 미술비평, 미술사, 작품제작에
적합한 목표와 평가기준을 가지고 탐구, 적용, 활용하
여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교수 시연을 하기 위한 학습지도안, 학급
관리와 운영 등을 포함하는 교수법을 개발한다.
선택적 읽기와 토론을 통해 미학에 있어서의 다문화적
이고 범문화적인 다양한 미학적 가치를 인식하고 판단
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미학과 시각문화에 관한 교육과정의 기초단계와 심화
단계에서 내용들의 적절성과 과정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학교 및 지역사회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미학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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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문화에 대한 교육적 활동들에 참여하고 관찰해야 한
다.
학생들은 전자평가를 통해 응용실습단원의 이해정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강의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업에서 학습자들을 어떻게 안내하며 이끌어 가는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통합수업은 미학적 일지작성, 비판적 독서 및 토론, 미술과 시각문화에 대한 구술과
서술비평, 미술작품제작, 집단탐구 그리고, 미술교육의 큰 맥락에서 미학과 시각문화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에 초점을 맞춰 K-12학년까지의 학교현장 미술수업 참여 관찰 활동
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적에 영향을 줄 매일 매일의 과제와 활동 내용의 이해에 있
어서 중요한 설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 수업시간에 참석하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무엇을 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믿음과, 학생들
마다 제각기 학습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도하면서 학생들 모두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들은 시각적으로,
어떤 학생들은 언어적으로 발달되었고, 또한 몇몇의 학생들은 토론, 문답, 글쓰기 방법을
통해 더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 언어적 표현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개인일지 작성 및 발표,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는 본 수업에서 학습자들에게 학습방법을 안내함과 더불어 스스로 탐색해보게 함으
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의식을 갖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학습자가
자기성찰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습자들의 사고를 확장시키도록 합니다. 물론 이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예비미술교
사로서 습득해야할 학습내용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써 그러한 내용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며, 또한 왜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도교수 면담자료 중에서, 9/1]

강의 목표는 단순히 강의주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이 예비미술교사들로
서 앞으로 펼쳐질 교직생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공부를 해나가야 할 것인지
에 대한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도교수는 이 통합교과목 수업에서 학
생들의 관심과 수준, 학습활동을 고려하여 학습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지닌
각기 다른 능력에 주목하고 학생 자신의 방법으로 적극적이고 충실한 수업 참여를 독
려함으로써 학습동기유발 및 주의집중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
력 확장을 위해 다양한 과제에 대해 스스로 탐색하고 교수의 질문과 동료들과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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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하면서 이론과 실천을 학습자 주도적인 통합으로 이끄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이 역력하다.
2) 강의 내용 및 과제
지도교수는 본 통합수업을 위해 M. K. Milbrandt & T. Anderson(2005)의 ‘Art for
Life: Authentic Instruction in Art’와 R. L. Anderson(2004)의 'Calliope's Sisters': A
Comparative Study of Philosophies of Art를 주교재로 삼아 주별 강의내용을 주제중
심으로 구성하였다. 주별 수행과제<부록 3 참조>는 학생들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실
질적인 이슈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내어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문제를 습득해 나가도록
학습자 활동중심으로 구성하였고, 평가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수행과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 개인의 ‘Sence of place’와 관련된 일지 작
성을 위한 주제들을 Ⓐ ～ Ⓩ 까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나의 신발에 담겨있는 기억
Ⓑ. 주변의 동물(애완동물 제외)과 나, 동물과 자연, 또 다른 관점의 반영
Ⓒ. 주변의 식물과 그 식물이 있는 장소가 나에게 주는 의미
Ⓓ. 위안 받기 위해 가는 장소와 그 의미
Ⓔ. 자신이 잘 가는 식료품점의 식품들의 생산지와 영향력에 대한 생각
Ⓕ. 자신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지역사업인지 아닌지, 돈의 흐름에 대한 생각
Ⓖ. 학교길, 또는 일터로 가는 길에 대한 인식지도
Ⓗ. 자신이 생각하기에 보존되어야 할 장소와 그 이유
Ⓘ. 자신의 유년시절 기억되는 장소에 대한 회고
Ⓙ. 일 년 중 날씨의 변화 패턴 관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시간에 대한 깨달음
Ⓚ.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여가(취미)활동과 환경적 지지요소들
Ⓛ. 영화 Why man creates에 대한 생각
Ⓜ. 영화 Chuck Close에 대한 생각
Ⓝ. 영화 Andy Goldsworthy에 대한 생각
Ⓞ. 영화 The story of stuff에 대한 생각
Ⓟ. 최소 한 시간 이상 소요했던 개인적 여행 장소
Ⓠ. 자신의 ‘Sense of place’와 연관된 토론을 토대로 확장된 이미지와 생각
Ⓡ. 자신의 미학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와 미학적 경험의 질에 대한 해석
Ⓢ, Ⓣ. 토론 및 과제에서 발전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수업계획서로 작성하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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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면 사진이나 그림을 포함 할 것)
Ⓤ ～ Ⓩ. 수업목표 1-10을 충족시키기 위한 협력학교 참관일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신체상태, 활동행동들, 소재 등)
⒝. 관찰한 내용에 대한 의미 해석(강의내용과 어떻게 연관성 등)
⒞. 참관 수업에 대한 자신의 평가(다른 학습자들에게 가치 있는 활동인가, 자신의
수업에 활용여부, 혹 그렇지 않은 이유)
⒟. 참관 수업의 파급효과나 개선점, 발전방향에 대한 사고의 확장
지도교수는 한 학기동안 수행할 수업을 위와 같이 계획하고<부록 2 참조>, 강의
첫날 수업 전개 방식과 과제수행에 대하여 ‘Sense of place’와 관련된 개인일지 작성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한 안내를 하였다.
본 과제는 각자의 'Sense of place'에 대한 미학적 사고의 반영을 글과 이미지(사진. 스
케치/드로잉과 의견)로 5“×7”보다 작거나 10“×14”보다는 크지 않은 스케치북에 표현하는
저널 작성입니다. 자신이 보고, 생각하고, 먹고, 믿고, 고려하는 것과 경험들은 학생들 각
자의 ‘Sense of place’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제는 13주 동
안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20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집니다. 자신의 주의를 끄는 것
을 사진으로 찍거나 혹은 그림과 함께 기록하도록 합니다. 사진보다는 스케치/드로잉으로
표현하는 편이 그리는 과정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보다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상해 온 것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의 연관성에 대해서 기록
하도록 하십시오.
저널 작성요령은 사진촬영을 먼저 한 후에 의견이나 생각을 작성하는 것 보다는 그 자
리에서 바로 집중해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각각의 사진들이나 스케치/
드로잉은 가급적 한 페이지 분량으로 하되, 무엇이 중요하고 흥미로웠는지 자신의 ‘Sense
of place’를 반영하여 글로 작성하십시오. 저널 작성은 사진이나 스케치/드로잉을 왼쪽 부

분에 그리고 오른쪽에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 이를 반대로 해서 시각적 이미지와 글이
마주보도록 위치시키십시오. 매주 두 개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각자의 생각들을 보다 깊
이 있게 해 줄 것이므로 미루지 않도록 하십시오. 각 주제들은 순서대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각 항목들의 명칭과 번호를 적고 반드시 제시된 주제들 속에서 형식주의, 표현주
의, 사실주의 양식 하나씩을 포함해야 합니다(예: #4: 위안 받기 위한 장소와 의미, 사실
주의).
[수업관찰기록 중에서,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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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의 수업설계와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 특히 학생들 각자의 ‘Sense of place’
에 대한 과제로 위의 주제들을 선택한 이유와 이러한 주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떻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현대사회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멀리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을 구성해가는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심
어주는 것입니다. ‘Sense of place’는 우리가 이 세상 속의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이 세상
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Sense of place’에 대한 각자의 미학적
사고를 시각적․언어적으로 반영시켜 자신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미술을
통한 통합교육과 주제중심교육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환경적으로 지금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들을 일깨워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어 미술
은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감상하면서 이를 보존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수업에서 다루었던 전체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지 쓰기는 차후에 환경관련
주제에 관해 미술작품 제작과 감상활동의 실제 교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미술교사가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미술을 스스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감상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술이 궁극적으로는 미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이 되
어야 하기 때문에 표현기법, 비평방법, 역사적 지식, 미학적 감상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미술을 환경문제나 ‘Social justice’와 연관하여 가르침으로서 학생들이 미술을 통해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교수 면담자료 중에서, 9/1]

지도교수는 FSU 미술교육학과의 정체성을 ‘삶을 위한 미술(Art for Life)’ 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사회 정의를 바탕으로 학문중심미술교육의 실천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의 수업은 주로 예비미술교사인 학생들의 시각적, 언어적 표현활동 결과물에 대하
여 토론과 비평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상호간의 자율적인 의사소
통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는 미술교육에서의 비평적 사고 전략과 교육환경에서
의 다양성을 허용한 평등성을 확립시키고자 언어 속에 담긴 미술교육자적 내면과 정
신을 학생들의 삶 속에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조언자, 격려자로서의 자세와 역할
을 하고자 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도교수의 역할을 통해 필자는 미술교사양
성 수업에 있어서 교수자의 전문성에 대한 의미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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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본 수업의 주안점은 예비미술교사들이 K-12(유치부부터 12학년)에 해당하는 미술
교육의 기초이론과 교육실습을 위하여 미술과 시각문화에 대해 미학적, 비판적인 질
의응답 방법의 훈련뿐만 아니라, 일지, 포트폴리오, 리뷰, 수업계획과 학교현장 참여관
찰기록, 토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평가는 이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온라인상으로 제
출한 과제물<부록 3 참조>을 대상으로 웹기반 e-portfolio 시스템인 ‘Chalk and Wire'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평가시스템은 FSU 교육대학에서 예비교사양성 수업을
받는 재학생 전원의 과제달성과 성취도를 확인하고자 사용하고 있다.

Ⅳ. FSU 미술교육학과 미술교사양성 수업 문화
본 장에서는 앞서 FSU 미술교육학과 미술교사양성 프로그램 중 전공필수과목의
수업 참여관찰, 면담, 문서자료를 통해 분석한 바를 토대로 주제어, 반복어, 강조점을
중심으로 그 수업 문화를 첫째, 언어적 상호작용 둘째, 일지 쓰기를 통한 미학적 의미
구성 셋째, 비평적 탐구를 통한 지식 구성 넷째, 현장체험을 통한 실천적 지식 습득
이라는 네 가지 양상으로 유형화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언어적 상호작용
수업 문화는 지도교수에 의해 지각되어 표출되는 것으로, 수업 현상에 대해학생들
이 공유하는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준비한 개인 일지에 대해 확인하고 발표 및 의견교환을 하
겠습니다(강의주제).
이제 여러분은 여러 단계의 일지 쓰기 과정을 거치며 일지 쓰기란 무엇인지를 인지하
고, 왜 시각적 표현과 일지 쓰기가 필요하며,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
다. 일지 쓰기는 자신의 삶을 구성해가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에
대한 시각적 표현활동과 함께 미학적 저널쓰기를 통해 스스로 삶의 지식으로 연결 짓고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는 강한 목적성을 갖습니다(과제의 성격 규정).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밝힌 시각적, 언어적 표현물을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한 후 자신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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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활동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능동적인 활동
을 수행할 수 있는 창조적인 예비미술교사로서의 생산적 경험을 쌓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학습목표의 제시).
13주 동안 수업에서 ‘Sense of place’에 대해 상상한 것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

해 연관성 있게 기록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고와 경험이 자유롭게 다루어지고 다른
아이디어로 확장 될 수 있도록 20가지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연계된 미학적 저널을 발표
하고 토론을 하기로 합니다(과제 수행과정절차 안내).
오늘은 제시된 주제 중 첫 주제인, ‘나의 신발’에 대해 수업에서 일지를 작성해 보면서
저널 작성요령에 대해 연습하고 이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종이 한 장
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필기도구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신발 한
짝을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잘 보일 수 있도록 놓습니다. 신발을 관찰하면서 드로잉을 시
작하는데 간단한 선이나 색, 약간의 명암을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
로 그리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로잉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신발에 대한 기
억이나 추억, 감정을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신발에 얽힌 개인적 스토리나 에피소드도 좋
고 지금 순간 신발을 보며 생각나는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떠오르는 내용들을 드로잉
과 함께 글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과제 수행 전개)
마쳤으면 각자의 시각적 표현물을 동료들에게 먼저 보여준 후 앉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나의 신발’에 대해 C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발표해
보도록 하지요(수업의 정리).
[수업관찰기록 중에서, 8/24]

지도교수는 개인 일지 작성, 발표 및 토론 수업 진행을 위하여 강의주제, 과제의 성
격 규정, 학습목표제시, 과제수행절차안내, 과제 수행 전개, 그리고 수업의 정리 순으
로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교수자는 보편적으로 강의 도입부에서 본시에 다루게 될
내용, 학습방법, 강조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방법을 선택한다. 설명하기는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학습자에게
부과되는 학습문제를 이해시키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지식들과 배
경지식들을 안내하는 활동이다(최상민, 2008: 573). 실용적이며 짜임새 있는 교수․학
습을 위해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에게 최우선적으로 ‘수업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설명하기’는 학생들 스스로가 과제해결전략을 모색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한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과제 수행을 격려하는 교수자로부
터 크게 공명하게 되고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도교수는 먼저
학생들에게 수업의 모든 단계와 과제해결전략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였고, 계속해
서 학습자들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대화를 통해 수업을 진행해 나갔다. 언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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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지배하며 인간의 실존 형태와 움직임을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한
다(김병수, 2007: 77). 즉, 인간은 서로간의 주고받는 말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살아내
는 존재이다.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은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수
업에서 대화를 통한 지도방법은 그 어떠한 방법보다도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
습자 간의 인격적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그러한 대화를 통하여 예비미술교사들은 미술지도 있어서 학습자와 대인적 관
계를 구성하고 학습자의 창의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사와 학습자 간의 언어적 상
호작용의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고, 과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발표 및 토론과 같은 언어 중심의 상호소통을 중요한 미술교수방법의 하
나로 습득하게 된다.

2. 일지 쓰기를 통한 미학적 의미 구성
지도교수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의 경험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리기,
글쓰기, 말하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무엇을 했는지, 왜 특
정 반응과 행동을 했는지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고, 이를 설명하고, 자기의 미적 반응
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 서술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일지 쓰기는 새
로운 의미구성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개인적인 ‘Space of
place'에 대해 시각 이미지 표현과 함께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통한 내면
의 성찰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다음은 학생 개인의 'Space of place' 일지 쓰기 과제 Ⓟ, Ⓠ에 대한 발표 사례이다.
학생이 최소 한 시간 이상 소요했던 개인적 여행에서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특정
장소에 대한 시각 이미지 표현과 그에 대한 글쓰기 및 반성적 회고에 대한 것이 잘
드러나 있다.
나는 W. S. 국립공원에 갔었다. 나의 산책은 국립공원의 수영장, 오두막집, 점프대, 부
두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구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점토질의 자연 속으로 걸어갔다. 나는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하였고 도중에는 자연을 보면서 다리를 쉴 수 있는 휴식 장소도
있었다. 앉아서 쉬도록 되어 있었으나 나는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나는 20여
분 동안 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기대했던 광경이 보이는 적당한 장소에 도착하였다. 나는
마침내 빛나는 보라색 열매를 가진 흥미로운 식물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나는 그
것으로 첫 번째 염색 창작을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 사진을 찍었다. 나는 보풀이 있는 섬
세한 질감을 가진 식물을 발견할 때까지 15분 동안 더 걸었다. 곱슬한 녹색 식물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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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있었다. 나는 물가의 평화롭고 조용하고 시원한 장소를 발견할 때까지 10분을 더 걸었
기 때문에 점점 피곤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M학생의 과제 중에서, 9/8]

학생의 발표 뒤를 이어서 지도교수는 W. S.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에 대해 좀 더 자
세한 설명을 해 주었다. 다른 학생들은 발표문을 듣고 난 뒤 자기가 겪은 일과 비교
하여 느낀 점이나 생각한 것에 대한 의견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발표와 토론
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국립공원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도교수는 의사소통을 위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의 ‘과제’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교수 주도적인 단계에서 자기 주도적인 과제해결
단계에로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자 개인적인 차원의 시각적, 언어적 표현활동 수
행 결과물에 대해 언어적 상호소통 차원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었다. 다음은 M학생
이 W. S. 국립공원에서의 경험에 대한 자기반성문형식의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다.
내가 남 캐롤라이나의 그린빌에서 살았을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를 발견하였다.
나는 Belonging 이라는 Bell Hooks의 책에서 진술된 belonging place는 지역과 저자와
사적인 관계가 있음을 느꼈다. .... 내가 belonging culture에 대한 것을 읽었을 때 남 캐
롤라이나에 있는 울긋불긋한 이름 없는 바위 턱에 관해 모두 생각해 낼 수 있었다. 나는
바로 여기 플로리다에서 new belonging place를 발견하고자 W. S. 국립공원 방문을 원하
였었다. 어떻든 W. S.는 아름답고 비길데 없는 그 곳 만의 특성을 지닌 유일한 곳이다.
나는 보풀이 있는 섬세한 질감을 가진 보라색 열매라든가,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황홀한
광경들 등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였으나 불행하게도 편안함을 느낄 수는 없
었다. 나는 내가 덜 편안하게 느끼게 된 것이 악어들이 어디에선가 갑자기 출몰하지 않을
까 하는 염려 또는,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이미 많은 모기들을 만났다는 사실 등과 같은
이유에서 인지는 알지 못한다. 어떻든, 나는 W. S.를 방문한 날 흥미로운 동식물들과 호
수의 멋진 광경들을 본 경험을 한 좋은 날이었으나, 더위와 곤충들의 습격 때문에 몹시
고단한 하루였다.
[M학생의 과제 중에서, 9/8]

M학생이 기술한 것과 같은 개인의 경험에 대한 시각적, 언어적 표현을 통해 학생
들은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가는 방법 자체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지도교수는 학습자
를 지식의 능동적인 탐구자로 여겨 자율적인 활동과정에서 반성적 사고가 발현될 수
있는 과제제시와 더불어 활발한 학습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습활동 촉진을 도왔다.
M학생이 기술한 내용은 학생 자신이 경험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 회고를 아주 진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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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록하고 수업시간에 발표하였고 다른 학생들은 발표자의 경험을 듣고 각자의 경
험들과 관련해서 깨달은 점을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삶에 대해 성찰의 계
기를 갖게 되었다.
경험 구성의 주체인 학습자들은 이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적 상황에서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또 다른 유의미한 경험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상호소통에 질적으로 몰입하도록 유도하면서 토론 과정을
경청하고 있었다. 이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그 경험과 연관 지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Dewey(1938)에 의하면,
이러한 경험적 계속성은 학습자의 성찰적 능력을 키우게 된다. 교수자의 성찰적 능력
은 경험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고 학습자 개개인의 경험과 사고과정을 중
요하게 여기고 있다. 경험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돌아보는
것은 예비미술교사인 학습자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독특
한 의미구성이라는 입장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위한 학습
이다.

3. 비평적 탐구를 통한 지식 구성
이 수업 문화의 세 번째 양상은 비평적 탐구활동을 통한 삶의 지식구성이다. 지도
교수는 실제 미술지식의 탐구에서 자신과 학생들이 해야 할 각각의 몫을 명확히 구분
하고 상호비평을 통해서 지식을 형성해 나가도록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체계
적으로 수업을 실행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의 수업에서는 비평적 탐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지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에도 비평적 사고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두르러졌다. 다음은 과제 Ⓛ ‘Why man creates’라는 동영상을 감상하고 comics
를 활용한 예술의 유래에서 창의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 B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기록
하고 수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내 생각에는, comics는 비록 주제가 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에게 쉽게
알도록 해준다. comics는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
고, 창의적인 것들을 다소 연상하게 해준다. 중략, 아이디어들을 모든 상황, 놀이, 변화,
사건 등으로부터 가져온다.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다른 상황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사람
이 융통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작활동과 동작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보다 창작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좋고 나쁜 산출물은 오로지 창작 과정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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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난다. 어떤 판단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무관
심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며 모든 아이디어들을 중시해야만 한다. 관습이나 전통, 친밀
함 등은 새로운 것에 대해 무관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불일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문제해결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가진다.
왜 인간은 창작을 하는가? 그것은 놀라움을 위하여, 보다 나은 열정적인 삶을 만들기
위하여 또는, 모든 것들이 다르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인간은 서로 다른 재능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발표자료 중에서, 9/13]

지도교수는 이 수업에서 예술가의 창작행위와 예술가적 삶의 의미를 학습자 자신들
의 경험 속에서 이끌어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나름
대로의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하면서 이를 수정해 간다. 관계적 삶을 통한 자아
형성은 자신의 삶을 알고 구성해가는 한 방법이 된다. 사람들은 언어적, 비언어적 표
현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형성하고 지식을 구성해가는 능력이 있으며, 교수자는 이
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비평적 탐구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쌓고 나아가 삶을 이해하도록 하는 측면은 다음의 수업 장면에
서도 찾아 볼 수 있다.
A 교수: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본 작가는 표현주의자에요.
학생 A: 몇 년 전에 저는 뉴욕 ‘모마’ 미술관에서 보았어요.

학생 B: 며칠 전 TV에서도 방영되었어요.
A 교수: TV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나왔어요?
학생 B: 작가의 일대기였어요.
A 교수: 네, 여러분 표현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학생들: 작가 내면의 표현이므로 과장적 표현을 해요... 색과 형태를 왜곡시켜요...
A 교수: 네, 그렇죠. 표현주의란 미술사와 미술비평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예요. 야수주의,

초기입체주의, 인상주의,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연의 모방을 거부한 여러 화가들의 작업을 설명
하기 위해 독일 비평가들이 1911년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르네상스시대 이래 유럽 미술의 전
통적 규범을 떨쳐버리려 했던 20세기 미술운동중의 하나지요. 미술의 기본 목적을 자연의 재
현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표현주의자들은 예술의 진정한 목적을 감정과 감각의 직
접적인 표현에 두었어요. 그래서 회화의 선, 형태, 색채 등은 그것의 표현가능성만을 위해 이
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성(구도)의 균형과 아름다움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주제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과장과 왜곡
이라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수업관찰기록 중에서,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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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이 작가의 마음을 떠올려 봅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동영상 이미지 감상 수업장면이다. 지도교수의 발문은 학생들과의 대화 중심의 상호
소통을 위한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작품 안에서 구체적인 미적가치를 발견하도록 강
요하기 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각적 경험을 비평적 언어로 설명하도록 하
고 있다. 이 수업에서 내용으로서의 미학적 지식은 학습자들의 삶의 의미가 되기 위
해서 삶의 경험과 분리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학습자들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비평적 탐구는 상당부분 삶의 지식으로써의 의미를 갖
는다.
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말과 글을 통한 미학적 탐구활동이 주는 의미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창작물에 대한 미학적인 내용을 비평적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학습자들의 존재를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수업에서 이루어지
는 활동들을 통해 작가들의 인생관, 가치관 등을 함께 논의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당연한 일이지요. 인생관, 가치관은 학습자들이 앞으로 전개하게 될 삶을 살아가는데 훌
륭한 교사상을 결정지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니까요.
[지도교수 면담자료 중에서, 9/22]

위 내용을 보면 지도교수는 작품 창작자와 학습자들의 삶과의 상관성에 주목하고
비평적 언어를 통한 미학적 탐구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해시키고 예견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학습은 학습자의 활동과 생각의 연결을 통해 선취된다. 수업이
란 학습자로 하여금 어떤 주제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거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시도라 볼 수 있다(김병수, 2007: 79). 상호소통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고
정된 정답을 찾고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하여 이해의 지평을 넓혀나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질문과 응답처리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질문한 내용을 재질문하거나 학습자들의 답변을 언급하는 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자 자신의 이전 사고를 되짚어보며 반성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구체화 된 질문은 학
습자들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기에 학습자들은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따라서 질문
의 내용은 되도록 학습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경험들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좋은 코치는 학습자의 의식(conscience)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좋은 코치는
학습자의 수행에 대해 반성(reflect; 모니터하고 분석) 하도록 자극한다(Jonassen,
2005: 190). 학습자들이 구체적인 질문과 응답을 통해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과
정은 다음 수업에서도 드러난다. 학생들이 하나의 입체조형물의 이미지자료를 감상하
면서 작품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교수는 구체적인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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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작품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이끌어내도록 하였다.
A 교수: 여러분은 이 입체조형물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입체조형물의 형상은 은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 할 수 있는 단서로 재료와 기법의 적용에서 극단적인 ‘대비’를 나나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생 A: 제가 볼 때는 조형원리에서 말하는 ‘대비’효과라기보다는 그저 질감이 다른 재료들을
얼기설기 엮어 놓아 오히려 부조화라고 생각합니다.
A 교수: 어떤 점에서 조화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나요?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은?

학생 B: 제 생각에도 각기 재질이 다른 표현재료들을 질서 없이 배열시켜 붙여놓았기 때문에
조형적 구성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생 C: 제가 보는 관점은, 각기 재질이 다른 표현재료들을 질서 없이 배열시킨 것에 작가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조형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작가의 제
작의도이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유적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 교수: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작가는 질감이 서로 다른 재료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여 대비

가 강한것끼리 무질서하게

배열시켜 입체조형물을 제작하였고,

바로

이러한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부조화 속에서 조화미를 꾀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관찰기록 중에서, 9/27]

지도교수는 작가의 제작의도에 대한 생각을 학습자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자유롭
게 발표를 하면서 작품에서 보여 지고 있는 조형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갔다.
이런 측면에서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적 탐구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학습자들의
삶의 경험과 분리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상당부분 삶의 지식으로써의 의미를 갖는
다.

4. 현장체험을 통한 실천적 지식의 습득
이 수업 문화의 네 번째 양상은 현장 체험을 통한 실천적 지식의 습득이다. 본 수
업의 수강자들은 과제 Ⓤ 항목을 위하여 세 개의 협력초등학교에 4인 1조로 두 차례
에 걸쳐 미술전담 교사들이 진행하는 수업을 참관하고 일지를 써야 했다. 본 연구자
는 여학생 K와 M, 남학생 B와 한 조를 이루어 H 초등학교 협력교사 E에 의하여 9
월20일, 10월4일에 12시 55분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된 수업, S 초등학교 협력교사 P
에 의하여 10월11일, 10월18일에 12시 50분부터 2시 35분까지 진행된 수업에 참관 기
록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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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초등학교 참관 첫날 첫 번째 수업:

직전 수업을 마친 교사가 인솔하여 데리고 온 유치원～1학년 학생을 미술실에서 받아
협력교사 E가 40분간 진행한 수업이었다.
수업 시작부터 유치원～1학년 학생들은 전 시간부터 '선의 종류'에 관한 수업을 해 왔
었다. 수업 초반부에는 곡선을 이용하여 전 시간부터 그렸었던 땋은 머리와 정글식물을
마무리 하였다. 그런 후 교사는 학생들에게 남아프리카 정글에 대한 책을 읽어주었고, 그
내용에 대해 토론으로 이끌었다. 아이들은 남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종류에 대
해 이야기 하였다. 교사도 아이들에게 그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먹고, 어떻
게 잠을 자는지 등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협력교사는 미술을 가르치는 이유가 학생들
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의 소유자처럼 보였다. 첫 번째 수업은 마무리
되었고, 다음 반 수업 담당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해 갔다.
[M학생의 협력학교 수업 참관기록 중에서, 9/20]

H, 초등학교 참관 첫날 두 번째 수업:

일반학급 학생들의 수업이 끝난 후 같은 미술실에서 행동수정이 필요한 유치원～1학년
정서장애아(Emotionally Disturbed Child) 학생을 대상으로 두 명의 보조교사 도움을 받
아 진행된 수업이었다. 첫 번째 수업이 끝난 10분 후에 두 명의 보조교사가 각각 양손에
한명씩 손을 잡고 교실 안으로 데리고 왔다. 협력교사는 네 명으로 구성된 이 집단의 아
이들은 한 명 한 명 주의집중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계획을 포기하였다.
이 아이들은 각기 다른 크기로 나무 둥치와 가지의 모양을 각기 다른 크기로 잘라놓은
것을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 종위위에 풀로 붙이는 작업이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 아이가 앉은 자리에서 울면서 날뛰다가 곧바로 기분이 좋아졌다. 또 다른 한 아이도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온 교실 앞뒤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특히 이 아이는 보
조자의 어떠한 도움이 없이는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였다. 미술 활동은 교사 주도로 준
비된 단순한 재료에 의해 진행되었고, 교사는 대부분의 수업시간을 이 학생들을 주의집
중 시키는데 소모하였으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풀을 너무 많이 짜지 마!, 위로 내던지지
마!’ 등과 같은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어수선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학생들은 자신이 작
업한 결과물을 손에 든 채 두 명의 보조교사를 따라 미술실을 떠났다. 이 수업 장면을 관
찰한 첫날은 아주 흥미로웠고, 이것이 바로 삶을 위한 미술의 실행을 보는 체험학습이라
고 느꼈다.
[필자의 협력학교 수업 참관기록 중에서, 9/20]

H. 초등학교 참관 둘째 날 첫 번째 수업 기록:

유치원～1학년 학생들이 이미 미술실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학생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벌써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교사는 미술실에 비치된 LCD, 실물
환등기 등과 같은 기자재 및 정글의 동식물 모형, 참고서적 등 교수자료를 모두 활용하
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각자 남아프리카 정글의 동식물 중에서 그림을 그리기

- 120 -

위한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정글에 사는 동물과 식물에 관해 이야기 하거나 모형을 만져
보기도 하였다.
교사는 만져본 동식물 모형은 보관함에 잘 넣어 두고, 그림 도구는 사용 후 책상위의
상자 안에 잘 정리해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이 동식물의 움직이는
형태 특징을 알도록 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동물의 형태를 허공에 그려 보이면서 ‘자 따라
하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학생들은 짝과 함께 정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가 표현하고자하는 정글의 동식물의 형태에 대해 의논하고 서로 윤곽선을 모방하면서 완
성해 나갔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동안 내내 정글 관련 음악을 잔잔한 톤으로 들
려주었다.
학생들이 작업을 마친 후 교사는 각자의 작품을 가지고 교실 앞자리에 모여 앉도록 하
였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의 이름, 각자가 그린 동식물 이름, 이 작품을 집으로 가져가
려고 하는 이유, 언제, 어디에 그것들을 사용하고자 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
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자기평가, 동료평가의 과정은 수업 목표의 명료화 단계로서
의 기능을 가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 된 후,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실 앞에 있는 교사의 책상위에 작
품을 가져다 놓도록 지시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작품제출을 마치고 자기가 앉았던 걸상을
책상위로 올려 정리한 후 일렬로 정렬하여 차시 수업을 수행할 인솔 교사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B학생의 협력학교 수업 참관기록 중에서, 10/4]
H, 초등학교 참관 둘째 날 두 번째 수업 기록:

같은 교실에서 첫 번째 수업이 끝난 10분 후 교사는 유치원～1학년 주의력결핍학생들
을 대상으로 화지, 동그란 형태의 형지, 크레용, 털실, 풀, 가위 등의 재료를 가지고 ‘사
자’를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장애를 가졌으나,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동일한 모든 경험을 시켜야 한다는 교사의 신념하에 작업이 시작
되었다. 교사는 학생들이 사자머리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화지 위에 동그란 형
지를 놓고 크레용으로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 윤곽을 따라 그리게 하였다. 사자의 갈기
표현을 위해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 가위로 털실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도록 하였다. 화
지에 그려진 동그란 윤곽선 주위에 풀을 바르고 털실을 붙이도록 지도하였다. 이 과정 동
안 학생들은 활기가 넘쳤다. 학생들은 매우 세심한 운동감각적 활동에 대체로 잘 적응하
는 것 같았다. 9월 20일에 참여했던 정서장애학생들처럼 행동수정이 필요한 학생들로서
주의집중이 필요한 미술활동을 하였지만, 오늘 참여한 세 명의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도 과제를 더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수업을 관찰하는 동안 나는 만약 학생들이
집중력 상실로 인해 짜증내거나 좌절하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였다.
[K학생의 협력학교 수업 참관기록 중에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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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을 통해 K 학생은 정서장애학생들도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교사의 신념은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흥미를 유발시키고, 장애학생
의 돌출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K. S. 초등학교 참관 첫날 첫 번째 수업 기록:

협력교사 P가 K. S.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사물의
중첩에 관한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ppt를 활용한 시각자료를 보여주면서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하였다. ppt 수업자료는 다양한 수종의 나뭇잎이 음영과 색상차이가 뚜렷해 배
경과 형상의 구분이 잘 드러나 중첩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P교사는
강력한 DBAE의 추종자로서 선의 유형, 명암, 배경과 형상의 관계의 개념에 대해 체계적
인 설명, 질의응답, 발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조형요소와 원리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
어 지도하였다.
[필자의 협력학교 수업 참관기록 중에서, 10/11]
K, S. 초등학교 참관 첫째 날 두 번째 수업 기록;

이 수업은 K. S.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육지동물에 대하여 배우기 위하여 찰흙으로
올빼미 마크 만들고 채색하기 수업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하늘과 땅에서 사는 올빼미를 각자 자기가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학생들은 교실 앞쪽 교사용 책상 옆에 롤에
감겨 놓여있는 화지를 서로 도우면서 한 장씩 잘라서 자기 자리로 가져 간 후 올빼미를
그리기를 시작 하였다. 한편 전 차시의 수업에서 바다동물에 관한 작품을 미처 다 끝내지
못했던 세 명의 학생이 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미술실 한쪽에서 그들 작품의 완성을
위한 보충작업을 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미술교사가 다음 수업을 위한 교실로 학생들을 인솔하고 미술실을 떠났
다. 잠시 후 미술실로 돌아온 교사는 고작 10분 안에 황급히 다음 미술 수업 준비를 하였
다. 수업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다른 교사가 인솔하고 온 새로운 학생들을 인계받
았다. 수업은 총 45분간 진행되었다. 수업 종료 후 교사가 다른 교실로 학생을 인계하고
종종걸음으로 돌아왔다. 이로 인해 다음 미술수업을 위한 붓, 팔레트 세척, 물감, 화지 등
의 준비가 미흡하였다.
[M학생의 협력학교 수업 참관기록 중에서, 10/11]
K. S. 초등학교 참관 둘째 날 첫 번째 수업 기록;

이 수업에서는 교사가 올빼미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주면서 학
생들이 그것을 따라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학생들은 똑 같은 배경에 약간의 변화를 준 최
종 결과물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결과물이 교사가 보여준 것과 유사하게 표현하고
자 의식적으로 시도하였다. 이 수업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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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상하
기보다는 단순히 교사의 그림을 그대로 본 따려고 노력하였다. 몇몇 학생들은 자신의 그
리기 능력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고 단순히 포기해 버렸다. 특히 한 학생은 거의 울음을
터트릴 정도로 실망하였다. 나는 이러한 미술f활동은 창의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제한적
이어서 수업에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미적 표현 발달을 위하
여 작업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나로서는 작업과정보다는 결과물 산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수업 참관을 마치고 나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K학생의 협력학교 수업 참관기록 중에서, 10/18]

다음은 이 수업이 끝난 후 협력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견
해를 제시한 K학생과의 면담기록이다. 협력학교 교사의 수업 진행 방식이 학생들에
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고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나는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올빼미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
류의 많은 새들에 대해 생각의 기회를 허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새들의 습성에 대해 스스로 탐색하도록 하여 스스로 내린 새에 대한 해
석을 기초로 디자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그러한 방향으로 수업
을 진행해야만 학생들이 더욱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미술작품을 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K학생과의 면담기록 중에서, 10/18]
K. S. 초등학교 참관 둘째 날 두 번째 수업 기록;

수업은 오늘 마무리하는 학생들의 작품을 활용하여 티셔츠, 컵, 마그네틱 또는 스티커
등에 전사하여 이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금행사 개획에 대한 교사의 상세한 설명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교사는 A4 용지를 나누어주고 용지의 윗부분에 작품주제, 학생의
이름, 학년, 담당교사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물고기와 올빼미를 주제로
완성한 작품에서 미비한 부분을 마커, 오일파스텔, 크레용 등을 사용하여 보완한 후 용지
의 윤곽선 안에 잘 맞도록 풀로 붙이라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은 물고기와 올빼미
를 주제로 한 작품의 바탕색을 더 칠하고 잘 마무리 하였다. 학생들은 한 장은 육지동물
을 주제로 한 올빼미 그림을 붙이고, 다른 한 장은 바다동물을 주제로 한 물고기 그림을
붙인 후 작품주제, 자기이름, 학년, 담당교사의 이름을 정해진 칸 안에 써 넣었다. 이 작
업과정에서 학생들은 소란스러웠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잘
듣지 않자 교실의 불울 끄고 학생들에게 다시 힘주어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주면서 몹
시 바삐 움직였다. 작업이 완료된 학생들에게 교실 앞의 교사 책상에 작품을 가져다 놓도
록 지시하였다.
[필자의 협력학교 수업 참관기록 중에서,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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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S. 초등학교의 수업 참관을 마친 후 협력교사가 들려준 다음의 내용으로부터 이
학교의 미술수업은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술수업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보를 위하여 교사는 결과중심의 수업방
식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학부모회로부터 매년 대략 1500달러의 수익을 확보할 것을 확신하
면서 티셔츠, 머그컵, 마그네틱 등에 프린트하여 모금행사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
다. 설사 이 물품들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학생들 모두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스티커를 받아가게 됩니다.
[협력교사 P와의 면담기록 중에서, 10/18]

지도교수: 나는 본 수업에서 예비미술교사인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
떤 기술과 내용을 가르치며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길잡이로서 실제
적 교수법을 제공하기보다는, 적어도 이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경험한 것은 자신의 것
이 되도록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체험해보게 함으로써 미술지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 합니다. 물론 내가 수업시간에 지도한 수업내용의 모든 것을 학습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미술지도의 방향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교수 면담자료 중에서, 9/30]

지금까지 예비미술교사인 학생들은 과제 Ⓤ～ⓩ항목의 수행요건인 협력학교 현장의
다면적인 수업상황 체험과 협력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미술지도의 실제에 대해 성실
한 숙고의 과정을 거치며 그들이 미술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자율적, 능동적으로 통합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요약 및 결론
오늘날 세계화의 도래 속에 미술교육은 상당부분 세계시민교육의 기능을 뒷받침 할
수 있음을 인식할 때, 미술교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탐구적이고 전문가적인 자질과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이는 지금까지 해오던 미술교사교육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학원에서 예비미술교사를 지도하고 있는 필자는 미술교육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를 질 높은 교사로 간주하고, 미술교사양성수업 개선의 가능성을 탐색
해보고자 하여 미국의 미술교사양성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의문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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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로 FSU의 미술교육학과 예비미술교사양성수업을 한 학기 동안 참관하고 얻
어진 다양한 자료들을 해석함으로써 수업 문화를 탐색하였다. 본고는 수업의 구성원
인 지도교수와 학생들의 교수-학습 계획과 활동을 밝힘으로써 수업 문화를 첫째, 언
어적 상호작용 둘째, 일지 쓰기를 통한 미학적 의미 구성 셋째, 비평적 탐구를 통한
지식 구성 넷째, 현장체험을 통한 실천적 지식 습득 네 가지로 파악하였다.
첫째, 본 수업 현상에서 지도교수의 ‘설명하기’는 일종의 언어적 상호작용으로서 수
업 문화의 중요한 일면으로 보았다. 지도교수와의 면담 자료, 강의계획서 분석을 통하
여, 지도교수는 매 주 두 번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 교과목을 통해서 도달해야할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과제 수행 및 피드백을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 인식시키고 있었
다. 수업의 주체자로서 지도교수는 학생들을 능동적인 주체로 파악하고 질문이나 대
화중심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전개하였다. 교수․학습
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설명하기 방법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과제를 이해시키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지식들과 배경지식들을 안내하였으며, 발표 및 토
론에서는 대화를 주도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교수가 제공하는 수업 내용을 재해석하
기도 하고, 그 내용의 전개와 구성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속
의 반성과정은 학습내용을 내면화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의미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
었다. 다면적인 수업 상황에서 예비미술교사들인 학생들은 수업의 적극적인 주체로써
지도교수가 펼치는 수업 전개 형식에 나름대로의 전략을 통해 대응함으로써 미술교사
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둘째, 한 학기 동안의 수업에서 ‘Sence of place'와 관련한 개인적인 일지 쓰기, 발
표 및 토론형식의 지도는 본 수업 문화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상
황을 배경으로 한 실제적 경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지를 쓰고,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미학적 의미 구성을 하게 된다. 지도교수는 학생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새로운
내면을 형성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대화 중심의 상호소통을 위한 형식적인 틀을 가지
고 학생들의 시각적 경험을 성찰적 언어로 설명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형식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생들은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고 이해의 지평을 넓히게 된다. 지도교
수는 경험과 연관 지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성찰적 능력은 학습자의 경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고 학습자 개개인의 경험과 사고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경
험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돌아보는 것은 예비미술교사인 학
습자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과 시각문화의 개념과 쟁점을 예술철학과
미학에서 찾도록 하는 비평적 탐구활동은 또 다른 수업 문화의 특징이다. 지도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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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미술과 시각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적 진술들에 대한 올바른 인지뿐만 아
니라 이해를 확장해 나가며, 비평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실제 창작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시각적 문해력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미학적 지식은 학생들의 삶의 경
험과 분리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학습자들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평 활동은 미술, 시각문화 그리고 예술가의 창작행위 등의 동영상을 감상하고, 학생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비평적 사고기술을 활용하여 예술가적 삶을 이해하고 그 의
미를 이끌어내어 비평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하였다. 지도교수는 이와 같은 비평
적 탐구활동은 관계적 삶을 통한 자아형성을 돕고 자신의 삶을 위한 능동적인 지식을
구성하는 자율적인 활동으로 이해하고, 학생들의 활발한 학습참여와 더불어 학생들의
상호비평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과 응답처리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
들이 자신의 삶과 연결하면서 능동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도록 촉매자 역할을
하였다. 지도교수는 질문의 내용을 학생들이 답을 찾을 때 유연한 사고로 의미를 쉽
게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개개인의 구체적인 경험들로부터 찾아냈다.
이러한 비평적 탐구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학습자들의 삶의 지식으로써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넷째, 본 수업 현상 중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수업 문화는 미술교사의 실천적 지식
습득을 돕기 위한 협력초등학교 현장체험활동이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6회에 걸
쳐 협력초등학교의 미술수업 참관 기록과 협력미술교사와의 면담 기록 등을 수업에서
발표하고 학교 현장 미술수업의 실제에 대한 비평적 토론을 통해 미술수업 전문성을
체득해 나가도록 하였다. 미술교사교육의 실마리를 협력학교 수업 참관을 통한 충실
한 현장 체험에서 찾고 있었다. 지도교수는 미술교사의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 학생
들에게 절대적인 가치 습득보다는 지속적인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 개개인의 직접적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탐구하면서 내적으로
재구성 해가도록 하는 실제적 교수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미술은 삶을 위해 가르쳐야
하고 미술은 글로벌 공동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도교수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흥미는 학생들이 갖게 될 학습 경험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FSU의 5년제 미술교사양성 프로그램은 교사의 전문성 습득의 철저한 준비과정으
로서 전공필수과목의 지도교수는 현실성 있는 교수-학습지도를 통해서 실용적, 직업
적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미술교사로서의 직업적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교수활동훈련을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의 미술교사양성 수업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교육과정 측면과 물리적 환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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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자체의 내적 흐름에 대해 통합적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업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FSU의 미술교육학과 전
공필수과목의 수업을 한 학기 동안의 참관하면서 지도교수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떻
게 수용되는가를 경험적으로 해석하고 수업 구성원인 지도교수와 학생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강조되고, 지도교수의 개인적인 미술교육에 대한 신념이 예비미술교사들에
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 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새로운 발견들을
우리나라 교사양성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에비미술교사양성 수업 문화의 실질적
인 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관심과 반성적 성찰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본문 주(註)
1) 해석학적 사례연구기법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많이 의지한다.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기존에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통념이나 현실
에 대한 인식의 틀을 깨고, 현상을 맥락에 기초한 문화와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총체적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
(서현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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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FSU 미술교육학과 예비미술교사양성과정 학기별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Year

Term
1

1
2

1
2
2

1

Course name
ART 1300C Drawing Foundations
ART 1203C 3D Foundations

3

Liberal Studies or Language

9

ART 1201C 2D Foundations

3

ART 1602C Digital Imaging Foundations

3

ARE 2003C Survey of Studio Art Practices

3

Liberal Studies or Language

6

ART 1000 Sucess Strategies in Art and Design

1

ART 2000 or 3000 level Painting

3

ART 2330C Figure Drawing Foundations

3

Liberal Studies

9

ART 2000 or 3000 level Printmaking

3

ART 3764 ART 2752C Ceramics

3

ART 3056 Art History

3

Liberal Studies

6

Studio Concentration Area

3

ARH 3057 Art History

3

Liberal Studies or Language
3
2

Credits
3

15

16

15

15-16

9-10

Studio Concentration Area

3

ARH 3000 or above Art History

3

TSL 4324
ESOL Instruction in the Content Are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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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5-16

FTCE1

RED 4335 Teaching Reading

3

Language
1

3-4

Studio Concentration Area

3

SYA 4930 Sociology of Education

3

Language or General Education

2

Summer
1
5
2

Total

(Studio Concentration Area)

12

교육
실습
신청

3
(3)

ARE 5930 Art for Life

3

ARE 5046 Theory and Practice I

3

ARE 5047 Theory and Practice II

6

ARE 5940 Student Teaching in Art

9

ARE 5950 Seminar & Professional Practices

3

ARE 5245 Curriculum & Programs

3

ARE 5935 Contemporary & Historical Issues

3

ARE 5641 Critical Analysis

3

ARE 5745 Research Survey

3

11

FTCE
2,3

6-7

PGY 2000 level Photography/Digital Photo

4

12-13

6
12

12

졸업
신청

146-149

<부록 2>
강의계획서
일자
8.23

8.24
8.25
8,30

요목
'Theory and Practice I'
'Philosophy of Art
and Visual Culture'
Theme-centered
Teaching & learning;
‘Art for Life’
A Sence of Place

세부내용

비고
Anderson, T. & Milbrandt, M.(2005).
교과목안내, 강의세부계획
Art for Life. 제1장을 읽고
세 가지 질문 또는 의견 기록
슬라이드쇼; 주제기반 미술교육 Art for Life. 제1장을 읽고
주제 안내; A Sence of Place 세 가지 질문 또는 의견 기록
슬라이드 쇼; Art for Life
Art for Life. 제3장을 읽고
토론; 읽기 과제
세 가지 질문 또는 의견 기록
Hook pp.3～52, pp121～134, 153～161
토론; 시각문화
을 읽고 질문 또는 의견 기록 6개
토론; Hook
Personal Journey

9.1
9.6

Labor Day(휴강)

9.8

A Sence of Place

토론; Personal Journey

Artistic Inquiry

영화;
토론;
영화;
토론;

9.13
9.15

Why Man Creates
창의성
Chuck Close
Making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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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for Life. 제4장 Creativity 읽기
A Place from Your Childhood
Art for Life. 제8장 Making art 읽기
Art for Life. 제5장 Aesthetics 읽기
Richard Anderson 제10장을 읽고

질문 또는 의견 기록 3개
9.20

초등학교 미술수업 참관

9.22
9.27
9.29
10.4

Artistic Inquiry

토론; 미학이론, 형식주의, 표
기억나는 미적체험(18번째 과제)
현주의, 사실주의 사례 제시
미적 체험 읽고 분석하기
두 가지 다른 미적체험
토론; 미적 대 미학적 경험
Art for Life. 제12장 읽기

10.25
10.27
11.1

초등학교 미술수업 참관
Art, Place, Sustainability, 토론; Art for Life 제12장
and Environment
영화; Andy Goldworthy
초등학교 미술수업 참관
토론; Art for Life 제6장
Art, Place, Sustainability,
상호비평; Dorthea Lange's
and Environment
Sence of Place
초등학교 미술수업 참관
토론; 저널과제
Share journal entries
아동의 비평을 이끄는 비디오
영화; The Story of Stuff
Journal returned
영화; Eden Project
초등학교 미술수업 참관

11.3

Two Interactive critique 상호비평

11.8

Share journal entries

토론; 저널과제

11.10

Two Interactive critique

상호비평
교육과정 자료 나누기

11.15
11.17
11.22
11.24
11.29
12.1
12.3

초등학교 미술수업 참관
Two Interactive critique
Dicuss
Two Interactive critique
토론; 초등학교 미술수업
work day
종강

10.6
10.11
10.13
10.18
10.20

상호비평
토론; R. Anderson 제13장
상호비평
참관

Art for Life. 제6장 읽기

저널과제; 각자가 주제를 선택하여
작성하고 수업에서 나누기

저널과제 중간 점검
상호비평
상호비평
저널과제 중 자기가 선택하여
작성하고 수업에서 나누기
저널과제목록 19～20 아이디어 나누
기
포트폴리오 자료를 위한 한두 가지의
우수 논문리뷰, 수업계획안
R. Anderson 제13장 읽기

학교 참여 관찰 일지 완성

모든 과제 완료

<부록 3>
학생이 수행한 다양한 과제물에 대한 교수의 검토 자료
시각적 이미지와 글쓰기

미학적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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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체험

서양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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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struction-Culture Case in Art Teachers Traning
in America

Yong RO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instruction culture for th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at Florida State University through an analytical
case-study technique. First of all, it discussed about a meaning of instruction
culture, a cultural meaning of the art teachers training instruction, and a role &
meaning of this instructor as culture, and described on the art teachers education
program of FSU. And it analyzed on instruction culture of the major required
subject for th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at FSU and extracted four kinds as its
meaning, based on a record of instruction observation, a record of students'
observation on collaborative school, interview of targeting academic advisors,
collaborative teachers, and students, and other documents related to students'
assignments and instructions. It is the meaning construction, first through verbal
interaction, and second through drawing up diary. It is what is formed the inside
for practicing art education through the aesthetic meaning construction by
diary-writing activity simultaneously with expressing visual image on students' own
realistic life. Third, it is knowledge construction through critical exploration
activity. It is said that students form knowledge in life through critical thinking
that was revealed in the process of aesthetically exploring, expressing, and
critically discussing about a meaning on art and visual culture. Fourth, it is
acquisition of practical knowledge through the field experience. Students promote
understanding about teacher's professionalism through expressing and discussing in
the critical perspective about a record of participant observation in art instruction
at collaborative elementary school and about a record of interview with
collaborative teachers. The meaning in this instruction culture is considered to be
possibly implication in improving instruction culture of art teachers training course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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