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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등학교 미술과 수업에서 제2세대 DBAE 및
VCAE를 위한 인터넷 활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10)안

혜 리*

< 요 약 >
본 연구는 미국 고등학교 미술과 수업에 있어서 제2세대 DBAE 및 VCAE(시각문화
미술교육)를 위한 인터넷 활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위
의 미술교육 이론들에 기초한 미술수업을 위해 인터넷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효과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세대 DBAE의 구성요소 중에서 특히 미
술사를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고 그 효과도 가장 높았다. 이것은
인터넷이 현행 이해중심 미술학습에서 요구되는 미술품의 외적맥락에 관한 정보를 효
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VCAE를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는 응답자도 상당수에 달하였고 이를 위한 인터넷 활용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인터넷 활용이 제2세대 DBAE 및 VCAE에 기초한 미술수업
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미술교사들이 이러한 미술수업을 위해 인터넷
을 활용하지 않는 다양한 원인들도 분석되었는데 그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은 웹기반 미
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미술과 교육, DBAE, 시각문화, VCAE, 인터넷, ICT, 조사연구

Ⅰ. 서 론
오늘 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새로운 미술정보와 시각적 이미지들의 생산과
분배를 촉진하여 미술교육의 내용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미술교육의 패러다임
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미술교육계를 풍미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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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E는 게티예술교육센터(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의 설립 초기부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미술교육에 관심을 표명해 왔으며 DBAE의 이론적 기초 위에
제정된 현행 국가 예술교육 기준(National Standards for Arts Education)도 미술과 교
육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DBAE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를 수용함에 따라 일명 “제2세대
DBAE(Second Generation DBAE)”(Hemblen, 1997: 99)로 발전되었는데 DBAE 지지
자들은 테크놀로지 활용이 이러한 통합적이고 다문화적인 성격의 제2세대 DBAE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The 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 1991). 또
한 최근 서구 및 국내 미술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시각문화 미술교육 또는
VCAE(Visual Culture Art Education)1) 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시각경험과 시각문
화를 해석하고 비판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수단으로서 테크놀로지의 중요성
을 주장한다(안혜리, 2002; Duncum, 1999; Freedman, 2003).
테크놀로지 중에서도 인터넷의 급속한 팽창과 웹 기반 멀티미디어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미술교육에 시사하는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미술교육 전문가들이 입
을 모으고 있다(Dobbs, 1998; Freeman, 1997; Harrell, 2000; Keifer-Boyd, 1996; Koos
& Smith-Shank, 1996; Prater, 2001; Stankiewicz, 1996; Wongse-Sanit, 1997). 특히
이러한 인터넷에 기반 한 테크놀로지는 총체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미술교육을 추
구하는 제2세대 DBAE 및 VCAE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촉매제가 될 수 있다(안혜리,
2003).
이처럼 인터넷이 제2세대 DBAE 및 VCAE에 기초한 미술수업을 강화할 수 있다면
과연 실제 현장에서 가르치는 미국의 미술교사들이 이러한 미술교수-학습의 틀에 기
초한 수업을 위해 인터넷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밝혀낸 실태
조사 연구가 존재하는가? 본 연구자가 아는 바로는 미국 미술교육에서 인터넷과 관련
된 몇몇 조사연구(Heise, 1995; Lampert, 2001; Hemmerla, 2000)가 있으나 이 연구들
은 단지 미술교사들의 인터넷 활용 수준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었거나 컴퓨터 활용한
미술교육에서 인터넷을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을 뿐 현행 미술교수-학습의 틀과 인
터넷 활용을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2세대 DBAE 및 VCAE 와 같
은 구체적인 미술교수-학습의 틀에 기초하여 인터넷 활용실태를 고찰한 것은 거의 없
1) ‘시각 문화’와 미술교육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제20차 한국미술교육학회 학술대회(2002)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나(오병남(2002)과 황연주(2002)의 연구를 참고할 것) ‘시각문화 미술교
육’이란 의미로서 VCAE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로는 안혜리(2002)와 김황기(2003)의 논문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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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미국 미술과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제2세대 DBAE와
차세대 미술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논의되고 있는 VCAE의 관점에서 인터넷 활용실태
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 Ⅱ장에서는 활용 실태 조사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첫째, 인터넷 활용실태에 관한 최신 조사가 왜 필요한지 미국 공립
학교 인터넷 활용 환경과 활용 수준의 변화를 기존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둘째, 제2세
대 DBAE에서 VCAE로 이어지는 미술교육의 동향 변화와 인터넷 활용의 관련성에 관
한 기존문헌을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다. 제 Ⅲ장에서는 제2세
대 DBAE 및 VCAE의 관점에서 미국 고등학교 미술교사들의 수업2)을 위한 인터넷
활용실태를 활용수준과 활용효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제 Ⅳ장에서는 조사 결과의 분석에서 도출된 결론과 제안점 등을 논
할 것이다.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활용환경과 활용수준의 변화
미국 미술교사들의 인터넷 활용실태에 관한 최초의 조사연구(Heise, 1995)에 의하면
1995년 당시 소수의 미술교사들만이 인터넷을 활용하거나(28%) 인터넷을 미술수업에
활용할 줄 안다(14%)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미술교사들의 인터넷 활용이 저조했던 가
장 큰 이유는 대다수(87%)의 미술교사들이 교실에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에 행해진 연구들(Burton, 1998, 2000; Hemmerla,
2000; Lampert, 2001)과 1995년 연구를 비교해보면, 그 사이 정보검색과 의사소통을 위
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미술교사와 학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버지니아주 미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6%가
교실에서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57%가 주로 미술관련 이미지와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학생들의 인터넷 활용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Lampert,
2001). 이는 미국 공립학교 ICT활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클린턴 정부의 다각적인 노
력의 결실로서 공립학교와 교실에서의 인터넷 접속율 증가, 인터넷 형태와 속도의 향
2) 본 연구에서 수업이란 함은 교실에서 직접 가르치는 것과 수업계획 모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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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기인한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1). 베커(Becker, 2000:
105)의 주장처럼 교실에서의 인터넷 접속 여부가 교사들의 인터넷 활용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본다면 위에서 제시한 교실에서의 인터넷 접속율과 속
도 향상은 미술교육에서 인터넷 활용수준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향상된 인터넷 활용환경 속에서 미술교사들이 미술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내용을 위해
어느 정도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활용실태를 미국 미술교육의 틀에 기초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과의 연계성 속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제2세대 DBAE 및 VCAE와 인터넷 활용과의 관계
인터넷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미술교육 동향의 변화도 미술교사들의 인터넷 활용을
촉진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미술교육의 흐름이 창의적 자아 표현중심
미술교육으로부터 미술과의 학문적 지식(미술실기, 미술사, 미술비평, 미학)에 대한 이
해를 강조하는 DBAE로 변화하였으며 미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DBAE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제 2세대 DBAE로 변모하게 되었
다. 제2세대 DBAE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서구, 백인, 남성중심의 미술교육이라는 초
기 DBAE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하여 DBAE 옹호자들이 개최한 일련의 전국적인
세미나들이었다(Delacruz & Dunn, 1995). 이 세미나들을 통해 미술교육에 대한 다양
한 시각과 다문화주의를 포용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제 2세대 DBAE의 특징은 미술
교과의 내용이 서구 미술사의 명작 중심에서 대중 미술, 비서구 미술, 민속 미술, 여성
미술 등으로 확장된 점과 DBAE를 구성하는 미술 지식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미술과
다른 교과간의 통합을 강조한 점이다(Hemblen, 1997).
이와 같이 미국 미술교육이 지식 탐구와 이해에 기초한 종합적 미술교육인 DBAE로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은 이러한 미술교육을 강화하는데 적절한 도구로 인식되어 왔다
(Dobbs, 1998; Freedman, 1997; Harrell, 2000; Heise & Grandgenett, 1996;
Keifer-Boyd, 1996; Koos & Smith-Shank, 1996; Prater, 2001; Stankiewicz, 1996;
Wongse-Sanit, 1997). 특히 DBAE가 다문화적이고 교과통합적인 제 2세대 DBAE로 확
장,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은 이러한 확장된 미술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교사와 학생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방대한 양의 미술
품 이미지뿐만 아니라 미술사, 미술비평, 미학 등에 관련된 정보들을 신속하고 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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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얻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정보를 탐구하고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
권에서 온 미술품의 외적 맥락을 고찰하고 미학적 특색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학제간
접근 또는 미술과와 타교과목과의 통합학습을 시도하고 미술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DBAE에 기초한 미술
수업을 시도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본 연구자의 선행 연구(안혜리, 2002)를 참고할 수
있다.
DBAE에 이어 미국 차세대 미술교육의 이론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VCAE는 몇
가지 면에서 DBAE와 구별된다. 던컴(Dumcum, 2002)은 기존 미술교육의 틀로서
DBAE(제 2세대 DBAE를 포함)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VCAE의 차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DBAE가 제도권 미술계가 공인한 미술작품에서 출발하며
미술의 전통과 미술가들의 실험에 가치를 두는 반면, VCAE는 학생 자신의 문화적 경
험에서 출발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적 이미지들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학생
들을 세력화(empowerment)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미술교육과정
의 중요한 요소로서 미술비평을 인정해온 DBAE가 있었기에 VCAE가 나올 수 있었지
만 VCAE가 단지 DBAE의 확장은 아니라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VCAE는 학습
자의 일상적 미적체험의 중심을 이루는 시각문화 즉,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에서
볼 수 있는 대중적이고 가상적인 영상 이미지와 쇼핑몰, 놀이동산과 같은 일상적인 대
상들에 담겨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의미를 읽고 이해하고 비평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미술학습 내용에 포함하고자 한다(Duncum, 1999).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은 이러한 시각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문화 해독력(cultural
literacy)을 배양해야한다고 할 때 테크놀로지는 시각문화를 문자적 형태의 문화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Freedman, 2003). 그 중에서도 인터넷은 다양한
형태의 시각문화를 손쉽게 제공하며 하이퍼미디어 방식으로 얻어진 정보들은 다양한
형태의 시각문화에 관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므로 인터넷은 VCAE에 있어
서도 중요한 교수-학습 매체임에 틀림없다.
요컨대, 미국 미술교육의 동향이 제 2세대 DBAE에 이어 VCAE로 나아감에 따라
미술과에서 인터넷 활용의 가능성과 타당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2세대 DBAE 및 VCAE에 기초한 미술수업에 있어서 교사들의 인터넷 활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거의 없다고 본다. 즉, 제 2세대 DBAE 및 VCAE를 위한 인터넷 활
용이 미국 고등학교 미술과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며 활용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조사는 아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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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찰함으로써 미술과의 인터넷
활용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미주리주(State of Missouri)의 공립 고등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미술교사들이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미주리 초, 중등교육과
(Missouri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에 현직 미술교사의
명단과 학교 주소록을 요청하였다. 이 명단에서 400명의 고등학교 미술교사를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그 중에서 본 연구의 표본에 사용된 교사는 총213명이었다. 이들의 연령
은 만30세 미만 11.7%, 만30-39세 18.8%, 만40-49세 32.9%, 만50-59세 31.5%, 만60세
이상 3.8%이었다. 이들의 교직 경력은 만5년 이하 21.6%, 만6-10년 18.8%, 만11-20년
25.8%, 만21년 이상 33.8%이었다. 이들의 재직 지역은 농촌 56.3%, 도시근교 29.1%,
도시 12.7%, 기타 1.8%이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배경변인, 인터넷 활용의 수준, 활용효
과 등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자는 미주리대
학의 기관검열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연구제안서, 설문지 및 참여요청
편지에 대한 검사를 거쳐 2002년 12월 20일에 연구승인서를 받고 2003년 1월 4일부터
2월 22일까지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우편을 통해 발송
되었다. 제 1차 설문지 발송은 2003년 1월 4일에 제 2차 발송은 1월 24일에 이루어졌고
참여를 촉구하는 엽서를 2월 11일에 발송하였다. 설문지 수집 마감일까지 회수된 설문
지는 총 220개이며 그 중에 7개의 무효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설문지
는 213개이다. 약 61%의 회수율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질문과 답 문항은
아래의 연구결과에서 표로 제시하였다.

262

미술교육논총 2004. 제18권 2호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설문지를 회수한 이후에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Microsoft Excel)을 이
용하여 이루어졌다. 선다형 문항들은 각 문항별로 백분비와 빈도수를 계산하였으며 주
관식 문항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응답이 반복되어 패턴을 이루는 경우를 찾아서 몇 개
의 범주로 나누어 백분비와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Ⅳ. 연구 결과
제 2세대 DBAE 및 VCAE에 기초한 미술수업을 위한 인터넷 활용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2세대 DBAE 및 VCAE를 위한 인터넷 활용수준
1) 미술과 수업을 위한 인터넷 활용수준
미술과 수업을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고등학교 미술교사
응답자의 86.4%가 활용한다, 13.6%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표 1> 참조).
이 결과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에 실시된 인터넷 활용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Heise,
1995)에 비해서 실제로 인터넷을 미술과 수업에 활용한다고 대답한 교사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미술수업을 위한 교사의 인터넷 활용수준
문

항

1-1. 미술수업(수업준비도 포함)을 위해 인터넷
을 사용하십니까?

응

답

명 (%)

예

184 (86.4)

아니오

29 (13.6)

총 계

213 (100)

<표 2>는 인터넷을 미술수업에 활용한다고 대답한 184명의 응답자에게 다시 한 학
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미술수업에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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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을 보고한 것이다. 활용빈도는 매일, 매주, 매달 사용하는 경우 및 거의/전혀 사
용하지 않는 경우 4가지로 제시되었으며 각각의 빈도가 지시하는 바를 설문지에 제시
하였다. 예를 들어 매일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을 의미한다. 응답자의 19.6%가 매일 사
용, 38.6%가 매주 사용, 32.6%가 매달 사용한다고 대답하였다(<표 2> 참조).
<표 2> 미술수업에서 교사의 인터넷 활용빈도
문

항

1-2. 한 학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미술수업에 활용하십니까?

응

답

명 (%)

매일

36 (19.6)

매주

71 (38.6)

매달

60 (32.6)

거의/전혀 안함

16 (8.7)

무응답

1 (0.5)

총 계

184 (100)

또한 인터넷을 미술수업에 활용하는 응답자의 76.1%가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의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활용하게 한다고 대답하였다. 학생들의 직접
적인 인터넷 활용은 헤이즈(Heise, 1995)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인
터넷 활용이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하다는 교사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제2세대 DBAE를 위한 인터넷 활용수준
응답자의 70.9%가 DBAE를 그들의 교과교육과정에 채택한다고 대답하였다. <표3>
은 제2세대 DBAE의 구성요소별 인터넷 활용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 영역마다 매달
인터넷을 사용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주 사용자가 많았으며 매일 사
용자는 5%미만이었다.

264

미술교육논총 2004. 제18권 2호

<표 3> 제2세대 DBAE 및 VCAE를 위한 인터넷 활용빈도

문항 1-3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각 영역을 위하여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사용
하십니까?
매일

매주

매달

거의/전혀
안함

무응답

총 계

미술실기 (art production0

9
(4.9)

44
(23.9)

53
(28.8)

69
(37.5)

9
(4.9)

184
(100)

미술사 (art history)

4
(2.2)

43
(23.4)

111
(60.3)

24
(13)

2
(1.1)

184
(100)

미술비평 (art criticism)

2
(1.1)

25
(13.6)

70
(38)

83
(45.1)

4
(2.2)

184
(100)

미학 (aesthetics)

3
(1.6)

22
(12)

74
(40.2)

81
(44)

4
(2.2)

184
(100)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2
(1.1)

19
(10.3)

100
(54.4)

60
(32.6)

3
(1.6)

184
(100)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

1
(0.5)

9
(4.9)

67
(36.4)

100
(54.4)

7
(3.8)

184
(100)

5
(2.7)
3
(1.6)

21
(11.4)
15
(8.2)

88
(47.8)
54
(29.4)

65
(35.3)
105
(57.1)

5
(2.7)
7
(3.8)

184
(100)
184
(100)

문 항

교과 통합 (integration)
시각 문화 (visual culture)

응 답

* ( )의 백분율은 문항 1-1 에서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184명을 100%로 계산됨

제2세대 DBAE의 각 영역별로 전체적인 활용수준 즉, 매일, 매주, 매달 사용하는 경
우를 모두 합한 활용 수준을 보면, 미술사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85.9%(15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위한 인터넷
사용이 65.8%, 미술과 다른 교과간의 통합(integration)을 위한 사용이 62%로 많았다.
미술실기가 57.6%이고 미학과 미술비평은 53.8%와 52.7%로 비슷한 활용 수준을 보였
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이 41.8%로 가장 저조하였다. 이처럼 미술사를 가르치기 위해 인
터넷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미술사를 위한 인터넷 활
용의 가능성을 제시한 기존 연구들(Heise & Grandgenett, 1996; Koos &
Smith-Shank, 1996; Harrell, 2000; Halsey-Dutton, 2002)을 뒷받침해주는 연구 결과라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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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CAE를 위한 인터넷 활용수준
미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VCAE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현장의 미술교사
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할 때, VCAE를 교육과정에 적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항은 시기상조라 생각되어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각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인터넷 활용수준과 활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미술교사들에게 시각문화의 개념을 설
문지 상에 제시하였다. 즉, 시각문화란 “일상적인 문화(예: 텔레비전)의 이미지들을 사
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새로운 이론”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에게 미술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시각문화(VCAE)임을 주지시키고자 하였다. 연구 결
과에 따르면, 시각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인터넷을 매달(한달에 적어도 한 번) 활용한
다고 응답한 미술교사들은 29.4%였고 매주 사용한 응답자는 8.2%였으며 매일 사용한
응답자는 1.6%였다(표 3 참조). 따라서 시각문화 수업을 위한 전체적인 인터넷 활용수
준은 39.1%이며 이것은 제 2세대 DBAE의 구성요소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준(41.8%)
과 거의 유사하다.

4) 제 2세대 DBAE 및 VCAE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들
한편, 제 2세대 DBAE 및 시각문화를 가르칠 때 인터넷을 거의 또는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에게는 그 이유를 직접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먼저, 미술 실기를 가르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직접 보여주면
서 가르치는 것을 선호한다, 교사 자신이 학생들이 창작하는 것을 원한다, 실기수업에
는 적절하지 않다, 한 반의 학생수가 많다, 활용할 웹 사이트가 많지 않다 등을 들고
있다. 미술비평과 미학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이유에 대하여 비
평에 활용할 웹 사이트를 알지 못한다, 미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미 개발된 자료를
사용한다, 웹에 올려진 이미지의 질이 낮다, 직접 고안한 자료를 사용한다, 너무 복잡
한 내용이다, 포스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 인터넷 활용대신 조별토론을 한다고 응
답하였다. 교과 통합을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직 교과 통합을 시
도하지 않고 있다, 교과 통합에 기초한 미술수업이 개발되지 않았다, 다른 교과 담당
교사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등을 내세웠다. 다문화주의의 경우는 교육과정에 들어있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을 가르치기 위해 인터
넷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육과정에 들어있지 않다, 추하고 불쾌한 내용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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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대신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시각문화의 경우는 새로운 이론이기 때문
이다, 시각문화에 대하여 잘 모른다, 수업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아직 시각문화를 다
룬 커리큘럼이 개발되지 않았다, 교사자신을 위한 연구주제라고 대답을 하였다.

2. 제 2세대 DBAE 및 VCAE를 위한 인터넷 활용효과
1) 미술과 수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인터넷 활용효과
미술과 수업에서 인터넷 활용의 효과(effectiveness)가 전반적으로 어떠하였는가라
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의 83.7%가 인터넷 활용이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즉, 미술교육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56%, “매우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7.7%,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5.4%,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6.5%이었다(<표 4> 참조). 따라서 대다수의 응답자
들은 미술과 수업에 있어서 인터넷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4> 미술수업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효과
문

항

2-1. 미술교육에서 인터넷의 전반적인 효과는?

응

답

명 (%)

매우 효과적

51 (27.7)

어느 정도 효과적

103 (56)

전혀 효과적 아님

10 (5.4)

내게 해당 없음

12 (6.5)

무응답

8 (4.4)

총

계

184 (100)

2) 제 2세대 DBAE를 위한 인터넷 활용효과
<표 5>는 제 2세대 DBAE의 각 구성요소를 위해 인터넷을 수업에 활용했을 때의
효과를 나타낸 결과이다. 인터넷 활용효과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은 미술사(92.9%)에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 교과통합(76.6%), 다문화주의(76.1%), 미술비평(67.4%), 미
학(66.3%), 포스트모더니즘(64.7%), 미술실기(63.6%)의 순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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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E의 각 요소별로 인터넷 활용수준보다 활용효과가 더 높게 나온 것이다. 미술사
영역에서는 활용효과와 활용수준이 모두 압도적으로 높지만 제2세대 DBAE의 다른
영역에서는 인터넷 활용수준과 활용효과의 순위가 바뀐 것이 있다. 그 예로써 인터넷
이 미술비평과 미학보다 미술실기에 더 많이 활용되는데 비해서 인터넷의 활용효과는
미술실기보다 미술비평과 미학에서 약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인데 포스트모더니즘을 가르치는데 인터넷을 활용한 응
답자는 약 42%에 머물렀던데 비해 이를 위한 인터넷 활용효과는 약 65%까지 증가하
였다. 이처럼 현재 인터넷을 활용하는가라는 질문과 인터넷 활용이 효과적인가라는 질
문에 대한 응답 차이가 있는 것은 인터넷을 현재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활용효과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인 인식 또는 신념을 드러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5> 제2세대 DBAE 및 VCAE를 위한 인터넷 활용효과

문항 2-2 다음의 각 영역에 대하여 인터넷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매우
효과적

어느 정도
효과적

거의/전혀
효과적아님

해당
없음

무응답

총 계

미술실기

29
(15.8)

88
(47.8)

24
(13)

35
(19)

8
(4.4)

184
(100)

미술사

115
(62.5)

56
(30.4)

2
(1.1)

9
(4.9)

2
(1.1)

184
(100)

미술비평

44
(23.9)

80
(43.5)

26
(14.1)

26
(14.1)

8
(4.4)

184
(100)

미학

41
(1.6)

81
(12)

25
(40.2)

28
(44)

9
(2.2)

184
(100)

다문화주의

60
(32.6)

80
(43.5)

10
(5.4)

25
(13.6)

9
(4.9)

184
(100)

포스트모더니즘

36
(19.6)

83
(45.1)

10
(5.4)

44
(23.9)

11
(6)

184
(100)

53
(28.8)
44
(23.9)

88
(47.8)
59
(32.1)

12
(6.5)
12
(6.5)

25
(13.6)
60
(32.6)

6
(3.3)
9
(4.9)

184
(100)
184
(100)

문 항

응 답

교과 통합
시각 문화

3) VCAE를 위한 인터넷 활용효과

268

미술교육논총 2004. 제18권 2호

시각 문화를 미술과 수업에서 가르치기 위한 인터넷 활용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3.9%이고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2.1%로 시
각문화 교육에 인터넷 활용이 효과적이었다고 말한 응답자는 모두 56%였다(표5 참
조). 이것은 인터넷 활용이 VCAE에 기초한 미술과 수업을 실천하는데 유용한 매체라
는 미술교사들의 생각을 드러내준다. 비록 시각문화를 실제 수업에 가르치기 위해 인
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미술교사들은 제 2세대 DBAE의 요소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
는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적지 않은 응답자가 이를 위한 인터넷 활용 효과에 대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Ⅴ. 논의 및 결론
제 2세대 DBAE와 VCAE를 위한 인터넷 활용실태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미술교사 응답자들은 현행 미국 미술과 교육을 주도해온 제 2세대
DBAE를 위하여 인터넷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효과도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드러났다. 제 2세대 DBAE의 영역별로 보면, 미술사에서 인터넷 활용수준(약
86%) 및 활용효과(약93%)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주의와 교과통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이 활용수준(약42%)과 활용효과(약65%) 면에
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이것이 미술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미술사에서 인터넷 활용수준과 활용효과가 가장 높은 이유는 인터넷이 미술사 학습
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미술품 이미지들과 작품 및 작가의 외적맥락에 대한 탐구를 효
과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응답자들의 약94%가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
구(research)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대답한 것이 이것을 뒷받침한다(Ahn Park,
2003). 그러나 제 2세대 DBAE의 영역 중에서 미술사의 학습효과를 측정하기가 비교
적 용이한 점이라든지 DBAE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학교 미술교육과정의 일부였던
미술사가 DBAE에 포함되면서 다른 영역보다 더 자주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
도 미술사가 최고의 인터넷 활용수준과 효과를 보여준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인다.
다문화주의와 교과통합은 미술사와는 달리 초기 DBAE의 네 요소에 포함되지 않았
던 영역들로서 제 2세대 DBAE의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응답자들

미국 고등학교 미술과 수업에서 제2세대 DBAE 및 VCAE를 위한 인터넷 활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269

이 이러한 요소들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며 인터넷이 효과적이라고 대답하였다는 것
은 인터넷 활용이 제 2세대 DBAE에 기초한 현행 고등학교 미술수업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다문화주의나 교과통합과 같이 제 2세대 DBAE의
특징적인 요소이지만 인터넷 활용수준과 활용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응답자
의 반수 이상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위해서 인터넷을 수업에 거의 또는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몇몇 응답자들은 현행 미술과 교육과정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추하기 때문에” 또는 “학습내용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또는 “교
사 자신의 연구만을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제2 세대
DBAE를 특징짓는 요소라도 교사들이 그 내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인
터넷 활용수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미술수업의 내용을 정하는 미술교사
의 교육적 신념이나 필요성이 바로 교육용 테크놀로지의 활용수준을 결정한다는 큐반
(Cuban, 2001)의 주장을 확인시켜준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결과는 인터넷 활용 환경
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인터넷 활용수준이 늘었다고 해서 미술과 수업을 위한 인터넷
활용수준이 당연히 증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적지 않은 응답자(약39%)가 VCAE를 위해 인터넷을 수업에 활용하였으며 과
반수의 응답자(56%)가 VCAE를 위한 인터넷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는 VCAE의 핵심인 시각문화에 대한 미술교사들의 관심을 나타내며 미술과 교육의
내용요소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어떻게 시각 문
화를 미술교육의 내용으로 소화할 것인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제 2세대 DBAE 및 VCAE를 위한 인터넷 활용효과가 이를 위
한 인터넷 활용수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 이유로는 미술교사들이 인터넷을 직
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의 미술교육의 틀에 기초한 인터넷 활용의 효과에 대해
교사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미술교사들이 제시한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여 문제점
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 노력의 예로서 웹에 올려진 이미지의 질을 개선
하기, 미술사 외에 미술비평이나 미학 영역을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웹 사
이트를 개발하기, 타 교과와 미술을 통합하는 교육과정 개발하기, 또한 미술교육의 새
로운 틀과 내용을 소개하는 교사 프로그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
으로는 미술교사의 인터넷 활용을 방해하는 과도한 학급 및 학생수나 잡무와 같은 학
교의 현실적인 맥락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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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vel and Effectiveness of Internet Use for Teaching Components
in Second Generation DBAE and VCAE in High School Art
Classrooms in the U. S.
Ahn, Hyeri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 our society moves into global, technology-driven, information society, the
expansion of the Internet has brought new content and new images to art
curriculum. Art educators have insisted that the information technologies have great
potential for enhancing art instruction based on The Second Generation DBAE and
Visual Culture Art Education (VCAE). Although recent studies focusing on the
Internet use in art education have confirmed that Internet access in American public
schools has dramatically increased and the number of art teachers using the
Internet for their instruction has continually increased, it has not been sufficiently
examined how the Internet is used and how effective the Internet is for art
instruction as reported by high school art teachers in Missouri, with an emphasis
on the inclusion of components in The Second Generation DBAE and visual culture.
Using the survey data The researcher finds that the majority of high school art
teacher respondents in Missouri use the Internet for teaching a variety of
components in the new form of DBAE such as the four disciplines of art,
multiculturalism, postmodernism, and integration. The results reveal that the
respondents

use the Internet mostly for art history while about 40% use the

Internet for teaching visual culture. The respondents also recognize that Internet
use is most effective for teaching these components. This results also reveal that
the art teacher respondents have various reasons for not using the Interne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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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the components. The results seem relevant to art teachers who are willing
to embrace the Internet to adopt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art education as
well as visual culture.
Key words: Art Education, ICT, Internet, DBAE, VCAE, Visual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