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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허버트리드(Herbert Read, 1893 ― 1968)는 미술교육에 있어 매우 많은 영향을 준 인물 중
에 하나다. 리드는 미술활동에 대한 비평 활동과 독자적인 교육원리는 영미문화권뿐만 아니
라 세계 많은 나라에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 리드의 미술교육 사상은 듀이(J. Dewey)의
아동 중심의 진보주의 교육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미술교육의 학문적 영역에서는 창의
성중심, 표현주의 미술교육의 핵심 학자로 그 연구물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다.
미술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미술을 형
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다루면서 미술에 대한 정의는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간주되었다. 그러
나 Read는 미술은 측정 가능한 현상이며 호흡처럼 리드미컬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연설처럼
표현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미술은 지각과 사고, 신체 활동의 현실적인 과정
과 깊은 관련이 있고 미술 정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로 보았다. 미술을 인간 자
체의 유기적인 과정의 일부분으로 미술의 개념을 설정하고 과학의 영역에서 정의를 내리고
자 했다. 그리하여 생물학자들과 심리학자들, 역사가들이 범하고 있는 독단적이고 장식적인
활동과는 다소 구별된 미술을 정의하고 있다.
리드는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 1945」에서 사회의 여러 병리적 현상
은 교육의 개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중에서 개별성이 충분히 드러나면서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는 미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 미술표현 활동을 매우 의미 있
는 활동으로 보았으며 아동들을 어린 예술가로 인정했다. 아동에게 정상적인 창조적 활동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균형 잡힌 개성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며, 아동의 유희적 표현활동
은 최고의 예술 활동으로 간주했다. 즉, 아동의 유희적 활동은 자유로운 표현이며, 순수한 내
적 표현 욕구의 산출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리드의 예술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미술에 한

1) 서울교대, 한국교원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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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리드는 미술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 시각적 영역에 해당하는 형
태, 자연과 미술의 관계, 색채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고 심리적 영역의 주관, 상상력, 가치를
정리하고 있다2).

Ⅱ 미술에 관한 사고
1. 시각적 영역
1) 형태(form)
미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많은 현자(賢者)들이 대답하려 노력했던 것이지만 누
구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했다. 미술은 공기나 토양처럼 우리 주위 어디든지 있는 그
런 것들 중의 하나이지만 우리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술은 우리가 박물관이나 전
시관, 또는 프로렌스와 로마 같은 역사 깊은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술을 어떻게 정의하던지 간에 미술은 우리의 감각을 기쁘게 해 주는
모든 것 안에 존재한다. 미술에는 위계와 같은 것이 있으며 많은 특성들이 가장 좋은 유형의
미술작품을 만든다. 천재적인 미술품은 우리의 감각기관에 우선적으로 강한 인상을 준다. ‘미
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감상자들에게 강한 호감을 주는 미술품들이 과연 어떤 특성
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 중 일부는 사람들에게 강한 호감과
인상을 주는 미적요소는 미술작품 그 자체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감각은 보편적이고 자극의 모든 종류에 개방되어 있으며 서로서로 뒤섞였기 때문에 정
신은 매초마다 전화를 걸고 각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이 요구되는 자동교환기처럼 감각과 함
께 변화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단순한 대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모든 미술작품에는 ‘형태(form)’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미술에서 형태는 체육
이나 음악과 같은 다른 분야의 예술과 대조되는 특성으로 사용되고 있다. ‘형태(form)'라는
단어는 ‘형(形,shape)’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양을 구
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태(form)'는 실제로 ’형을 만드는(take shape)'것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얼음이 연못위에 형성 된다’고 하거나 ‘이슬방울이 나무의 잔가지에 맺히다’
등 이에 속한다.
미술에 대한 논의에서 ‘형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술작품의 형태는 그것이
취한 형(shape)이다. 그것은 건물이건, 조형물이건, 그림이건, 시건, 음악의 소나타이건 문제
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특별하거나 ‘전문화’된 형(shape)을 드러낸다. 그리고 형
(shape)은 미술작품의 형태이다. Read는 미술작품은 형을 드러낸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실
제로 형은 특별한 사람에 의해 주어지며 이런 사람들을 미술가라 부른다. 미술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구, 신발과 옷을 만드는 사람도 포함된다. 많은 종류와 등급의 미
2) 본 연구는 「Education Through Art, 1958, N.Y」에서 소개된 Hrebert Read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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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어떤 것에 형을 부여하는 사람들이다.
미술작품의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다면 무엇이 좋은 형태인지 생각해보
아야 한다. 하나의 형태가 다른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큰 기
쁨을 주는 미술작품이 가장 좋은 형태의 미술작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미술의 실재적인 의
미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좋은 미술작품은 우리가 말할 수 있듯이 가장 좋은 형태
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며 그 형태는 어떤 조건에서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좋은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어떤 것일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각에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조건

이며, 한 순간에 하나의 감각뿐만 아니라 함께 작용하는 둘 또는 그이상의 감각에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결국 모든 감각의 총합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한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필연적으로 즐겁
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식용이 되는 고기가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특수성 밖에 있는 어떤 표준이다. 그리고
존재하는 단 하나의 표준은 바로 자연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에 의해 전체적으로 유기
적이고 보편적인 계속되는 삶과 행동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은 사람을 포함하
지만 개인의 포괄적인 특수성들과 주관적인 반응, 변덕스러운 변화들은 무시한다.
그러나 자연은 매우 광대하고 잡다하여 처음에 보아서는 우리가 만들고자하는 형태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표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실
제로 미술가들은 그런 표준을 대개 찾지 못해 왔다. 미술가들은 자연을 감지해 왔으며 본능
적으로 발견하고자 노력해 왔다. 여기서 Read는 인간들의 미술작품에 본능적으로 부여해왔
던 최소단위의 형태는 자연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형태와 동일한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자연에서 무엇이 이러한 형태들일까? 최소단위의 형태는 물질의 가장 미세한 세포와
분자 안에서처럼 우주의 별과 별사이의 광대한 공간에 현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자는
다이아몬드의 결정체 안에 있는 전자들의 질서 있는 배열 같은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자가 규칙적인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 패턴을 과학자 자신은 ‘아름다운’ 것
으로 설명할 것이다. 자연 속의 아름다운 패턴은 반드시 현미경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만
약 우리가 미술과 자연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간단히 일상의 활동 속에서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의 손으로 형성된 모든 것은 제외한다. 자
연에 의해 우연적으로 형성된 형태라 일컫는 것도 제외한다. 분화구가 토해내는 돌과 번갯불
에 의해 파괴된 나무, 이러한 것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형태가 아니며 당장 우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결정의 자람, 식물, 외피, 그리고 뼈와 살의 성장과 같은 모든 성장의 과정은 일정한
형태와 비율을 가진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형태와 비율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미술품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표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찾아낸 것은 수학
적 또는 기하학 방정식이다. 수세기 전 Plato와 Pytagoras는 이미 우주의 본성과 ‘미’의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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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수’에서 찾으려 했다. 이때부터, 과학과 철학은 많은 변모를 해왔으나,
그 최종 결과는 동일한 것 이었다. 즉, 그 종류가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간에 어떤 물체가 가
지고 있는 형태의 근원에는 수학법칙의 의미로서 ‘수’가 있음을 알게 된다. 더욱이, 모든 것
이 그 나름의 수학적 방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수학적인 혼돈도 발
견할 수 없다. 오히려, 수많은 형태들이 상당히 단순한 법칙내의 한정된 ‘수’에 따르고 있다.
말하자면, 특이한 형태를 가진 개별적인 사물의 성장은 어떤 피할 수 없는 수학적 또는 역학
적인 법칙에 의한 활동력에 의해 결정된다.
꿀벌의 세포를 간단한 예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의 벌집에 있는 각각의 세포는 완전
한 수학적 형태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고, 또 이 형태의 완성은 또 다른 옆에 것의 시작이 되
는 완성된 수학적 비례의 형태이다. 수학적인 전문용어로 이것을 육각기둥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인접한 세포들의 한 집단을 위한 힘 있는 구조일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것
은 노동과 밀랍의 양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가장 경제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이
러한 경제적인 형태가 최소단위의 형태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구조의 성격 중
의 하나에 불과하다.
초기의 철학자들이 꿀벌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
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사실들이 벌꿀의 특별한 본능의 소유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고 이야기하는 자연주의자들이 있을지라도 세포의 형태는 꿀벌의 생물적인 힘의 자동조작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벌꿀 또는 장수말벌의 직접적인 노력은 아마도 제한된 것으로
추정된다. 질료의 성질이 허락하는 데까지 얇게 반구형의 컵을 만들고, 이 둥글고 작은 컵들
은 가능한 한 밀착시켜 저장시킨다. 반유동적인 피막들의 균형 잡힌 팽창들이 전체의 체계들
을 평형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고 또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 그
팽창의 긴장이 벌집의 배열을 실제적인 윤곽으로 꾸민다.’ 만약 우리가 꿀벌통과 말랑말랑하
고 극도로 얇은 밀랍의 벽 안의 높은 열의 발생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세포들이 자동적으로
수학적 규칙의 형태, 다시 말해 최소의 기본 배열을 이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은 유리그릇 속에 한 덩어리의 비누거품을 불면서도 관찰할 수 있다. 거품의 표면들
이 각각 다른 것과 접촉하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거품들이 육각형 모양의 세포들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평평한 전체 형태는 옆면들이 동일한 120°각도로 만나려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진
다.
많은 다른 조직들이 수학적인 규칙적 형태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 현미경으로 봤을 때
딱정벌레 눈의 수정체는 꿀벌통의 단면과 아주 유사하다. 딱정벌레는 크기를 잴 수 있는 생
물이다. 그러나 바다에 떠있는 것 중에는 몇 백만 배율의 현미경을 사용해야 볼 수 있는 규
조류와 식물들이 있다. 사람들은 자연의 이러한 셀 수 없는 많은 물체들에 대해서 소홀할 수
도 있지만 자연에서 이러한 규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고, 뚜렷하게 수정체와 세포들, 눈
송이, 딱정벌레 눈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법칙에 의한 복잡한
형태는 없을 것이다.
Read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품들이 ‘아름답다’고 할 때는 수학적 비례들이 미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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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순리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른 물건들을 묘사하려고 표현할 때
에 부주의하고 비논리적으로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인지하는 데 이것을
자연에서 찾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벌꿀의 세포와 수정체에 대한 고찰들로부터 생겨난 자연형태들의 ‘미’의 개념은
직선과 규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곡선의 형태를 갖는 다른 규칙의 형상
들이 있고, 대다수가 수학적 법칙의 인식에 따르면서도 불규칙적이고 일그러진 대단히 많은
형상들이 있다. 많은 자연 생장물의 나선형 구조가 좋은 예가 된다. 나선형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수적인 나선은 자연에서 가장 표본적이고 이것은 세포들에 의해서 가장 아름답게
재현된다. 이러한 세포들의 성장에서-예를 들어 집주조개나 암몬조개에서-는 절대적으로 수
학적 법칙에 따르고 성장의 비율들이 획일적이라도 관 모양 또는 원추형의 내부표면과 비교
되며, 외부의 성장 비율 속에서 수정하는 비율과 관계한다. 해바라기의 작은 꽃잎들과 전나
무 솔방울의 조직이나 대부분 식물의 줄기에 있는 잎들의 배열 상태와 같은 대수적인 나선
형들은 식물의 성장에서 발견된다.
또한 자연에서 비대칭적인 형태의 예로 우리는 골격을 이루는 개개의 뼈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내부의 구조일 뿐 아니라 장력과 압력이라는 수학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형태다. 장력과 압력이 작용하는 시기의 성장에서 뼈의 성장이 가장 늘어나고, 일
반적으로 단단해진다. 즉, 수학적 작용의 자동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지리학적으로 문제
를 해결한다면, 현대의 교량건축에서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은 합리적이거나 수학적 구조의
자연성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자연에는 성장이 추진되는 동안에 기계적인 법칙의 작용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성장률은 물질의 기초적인 것과 기능적인, 또는 사용상의 변화를
준다. 그러나 물리학의 법칙은 변화를 주지 않는다. ‘지구상, 또는 실린더나 타원체에서 발생
하는 이러한 힘은 과거와 미래에 동일하게 존재한다. 눈의 결정은 눈이 처음 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존재한다’(D'Arcy Thompson). 리드는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두 가
지 심리학적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해 왔다. 생명의 원리는 동물의 강한 인식에서부
터 나오며 미의 원리는 기하학적인 직감에 근원을 둔다. 이들 두 원리들은 미술의 수
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과 연관될 수 있다.
2) 자연과 미술
리드는 미술 형태들이 자연 형태들의 계획적인 모방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동물형
상의 그릇이나 낙엽 형태의 접시 등이 있다. 자연 형태에 대한 모방은 구조에 대한 어떤 평
가 없이 흔하게 일어나는 모방활동이다. 리드는 두 가지 종류의 모방을 언급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자연형태의 외부구조를 무의식적인 직관으로 복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연 형태
구조로부터 계획적으로 적용되는 법칙들은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자연형태의 외부구조를 무의식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주전자는 일정한 형태
와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전자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도기(陶器)가 발명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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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게 지녀온 한 가지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배(梨)모양의 주전자라고 할지라도 과
일의 형태 그 자체는 기본적인 물리법칙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일의 형태에서부터
추출된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커피포트나 우유주전자가 배모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주전자를 만드는 도예가가 직관적으로 액체의 긴장된 모양
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형태를 발견하게 되면, 도공은 이 본질적인 형태에서
변형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변형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도공은 형태의 윗부분을 낮출
수도 있고 형태를 기다랗게 하거나 눌러 줄일 수도 있다.
자연 형태에서 계획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에 해당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를 살펴보자.
우리는 많은 유기체 - 특히 식물의 성장- 가 잘 알려진 수적인 연속과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3, 3:5, 5:8, 8:13, 13:21 등등 - 하나의 연속과정은 몇 개의 신비한 수적인 비
례를 가지고 있다. 그 증명을 위해 분수로 배열해보면, 각 분수의 분모는 다음 분수의 분자
가 된다. 그리고 각 분모는 이전 분수의 분자와 분모의 합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과정
은 황금분할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전체에 대한 긴 부분의 비와같이 긴 부분에 대한 짧은
부분의 비로 선을 분할하여 얻어진 이상적인 비율이다. 식물에서 나타나는 비례는 벌집의 역
학적의 형태를 설명한 것처럼 단순한 역학적인 힘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태들이 본질적으로 만족하여 나타나는 비례의 형태인가, 그리고 이것에 기본을 둔
미술작품이 정말 만족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Feet거리에 있는 St. Bride's의 첨탑,

또는 Toulouse에 있는 Saint-Sernin의 탑은 그 원리적용의 예들이다. 그 탑 구조에서 가늘어
지는 각 층간의 간격들은 대나무나 등심초의 줄기의 마디에 나타나는 간격과 동일한 비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수학자를 통해서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
나 외관상의 유사점은 즉시 발견되어지고, 건축에서의 황금분할의 보다 두드러진 예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3)
3) 색채
형태는 색채(colour)가 없이는 인식될 수 없다. 색채로서 본 것과 형태로서 본 것을 구
별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색채는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광선에 대한
형태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즉, 색채는 표면에 나타나는 형식적인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에 색채가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술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색채를 배치할 때 우리의 감정과 대응하는 연속과정으로서 배치
한다. 분노는 빨강, 즐거움은 노랑, 갈망은 파랑 등. 이것은 정확하고 단순한 생리학적 설명
이다. 즐거움과 불쾌함은 빛의 광선이나 파장이 눈의 망막에 직접 비치는 빈번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은 색채를 생리학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였을 때이다. 그러나 색채 그자체도 역
시 생리학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색깔이나 좋아하지 않는 색깔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과 색깔을 연관시키기 때문이다. 3) 건축은 식물의 성장에서 그 비율을 찾을 뿐 아니라 심지어 기계적 구조에서도 찾아낸다. - 체코의 건
축가 Karel Honzik이 쓴 건축조사(Architectural Review,1937)에 설명되어 있다.

- 42 -

師鄕美術敎育論叢 第 11輯 • 2004

韓國美術敎科敎育學會

사람들은 초록색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초록색을 통해서 봄을 연상하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
은 파랑색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이 색은 이탈리아의 날씨 이미지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사람들은 빨간색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빨간색이 위험이라든가 성난 황소와 같은 것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무의식적인 근원
과 관련이 있고 각각의 개인적인 기질의 영향이다. 이러한 연상된 가치가 개별적인 미술작품
에 있어 특별한 개인적인 반응에 크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각각의 연상되는 가치들이 색채의
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미학적인 경험에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색채의 본성을 다루
게 된다. 색채의 짙음, 따뜻함, 또는 색조 - 색채의 객관적인 성질들 - 등을 식별한다. 그리
고 우리의 감정과 이 성질을 동일시하게 다루어 나간다.4)
미술작품에 있어서, 단색의 감상과 이해가 미적인 것이라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색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각각의 색채를 고려하여
그것에 따라 시각적 예술작품을 평가하는데 의미로서의 조화와 부조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것은 음악의 경우에서처럼 아마 물질적인 설명일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서, 색채의 어떤 법칙에 따라 일치되거나 불일치, 또는 조화되거나 부조화 되는 느낌을 만들
어 낼 수 있고, 스펙트럼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유사한 조화와 부조화를 생산할 수 있다.
미술작품에 있어서 색채의 사용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행된 사실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첫째, 의사소통을 위한 기록장치로 인간의 눈과 신경조직이다. 이것은 라디
오의 수신 장치 효율이 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인과 다른 사람 간에 효과적으로 변화하
는 것이다. 둘째, 사물을 묘사하기 위한 색채의 사용, 즉 사물의 회화적 모방에 대한 것으로
미술가는 색채가 공간, 즉 입체적인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 예를 들어 빨간색은 캔버스 화면에서 돌출된 느낌을 주고 파란색은
반대로 가라앉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미술작품의 특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이외의 것으로 기술적인 세부사항이다.
모든 구체적인 미술작품에 존재하는 두 가지 요소를 찾아냈다. 우리가 보편적 자연 법
칙의 작용으로 규명한 형태, 그리고 모든 구체적인 형태의 표면적인 특질이며 이러한 형태의
질감과 물질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공되는 색채가 그것이다. 두개 또는 여러 개의 형
태의 조합으로부터 생겨나는 이차적인 특성들이 있다. - 하나의 형태가 또 하나의 형태와
연관되거나 몇 개의 다른 것과 연관되는 방법으로 - 말하자면 형 내에 형태가 생기는 것이
다. 균형, 균등, 그리고 리듬은 이러한 종류의 특성들이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연관된 형
태의 능동적 또는 수동적 상황으로서의 안정과 동세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구성은 색채를 포
함하여 모든 부차적인 특질들의 총체이다. 그리고 구성의 목적은 밀집된 패턴 안에서 미술작
품을 만들어 내는 모든 물리적 요소를 조직하여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만약 미술작품
4) Edward Ballough : ‘The Perceptive Problem in the Aesthetic Appreciation of single Colours(단
색의 미적 감상에 있어서의 인지적인 문제)(Brit.J.Psych.II.406ff)' 그리고 ‘The Perceptive Problom
in the Appreciation of simpl Colour-combination
(Ibid.III,406ff) (단순한 색채의 감상에 있어서의 인지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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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상의 공간에 빠져 있다면, 이 모든 특성들은 그 환상을 위해 기여를 해야 한다.

2. 심리적 영역
1) 주관적인 면
미술작품은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며 일정한 과학적 정밀성을 가진 광학적 기구로 촛
점이 맞춰진 대상인 것처럼 생각해왔다. 상당한 미학적 연구가 이 가정에 바탕을 두고 발전
해왔으나 이 범위 안에서 미술의 실제를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한정된 형식주의를 초래하였
다. 연상이라는 요소를 도입하여 형식주의로부터 처음으로 탈피한 사람은 바로 현대 미학의
아버지인 Theodor Fechner였고(그의 주요 저술은 1867년에 출간되었다), 그 이후로 미술의
주관적인 면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것에 기초를 둔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미술작품은 추상적이든 객관적이든 간에 사실상 불변하거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술작품은 감상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며, 감상자가 미술작품에 부여하는 힘은 ‘감정이입’이
라는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된다. 미학에서 쓰이는 그 말을 유행시키게 한 Lipps는 감정이입을
객관화된 자기쾌락이라고 정의하였고, 그것은 단지 감상자가 미술작품에 자신만의 동기나 감
정을 부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의미는 아니다. 감정이입은 미적지각이
라는 한 형식을 의미하며 그 미적지각의 형식으로 감상자는 미술작품에서 감정의 요소를 발
견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들 요소와 일치시킨다. 예를 들면 감상자는 뚜렷한 아치형 지붕과
고딕양식의 대성당 형식으로 그 특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형식은 더 이상 막
연하게 느끼는 주관적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크기와 색깔로서의 형식이다.5)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입’적인 지각은 확실히 개인의 감정적이거나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다양할 것
이다. 미술의 감상은 그것의 창조만큼이나 모든 인간의 기질의 변화에 의해 채색된다는 것은
실로 인식해야할 중요 요소이다.
5) Read가 가장 공감하고 있는 감정이입의 정의는 ‘인간의 유형(Types of Men)'이라는 책에서 Eduard
Soranger가 내린 것이다 : ‘감정이립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는 것이라는 Lipps의 표현은 자칫 잘못
이해되기 쉽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러한 자아를 실제자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위치나 감정이입적 행동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으로 심미적인 태도와는 전적으로 구
분되는 것이다. 심미적 숙고에 있어서 우리의 실제 자아가 아니라 단지 ‘심리적인 어떤 것’이다. 빨간색
의 생동감은 우리의 활기가 아니며 단지 ‘활력 있어 보이는 어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인식된
감정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보다 정확히 공감된 감정들이라고 말해야 한다. 심미적 상황에서 우리의 정
신은 특질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객체들로 의미를 파악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서 살고 있을 때 정신은 자유롭고 유동적인 창의적 자아를 위해 외부세계와 투쟁하는 실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부의 자아들도 심미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이입은 개별적
존재나 행동의 이해나 확인에 기초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의 주관적인 심리적인 공감에 기초하고 있
다.’
이 보다 간단한 정의는 「Die Rede, die Lehre, unddas Lied」(p.34)라는 책에서 Martin Buber에 의
해 내려졌다.
“감정이입은 우리자신의 감정을 객체의 역동적인 구조로 점점 변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한다; 감정이입은
자기 자신을 저 너머로 또는 저 안으로 자리를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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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객관적 조화(일치)와 미술작품의 형식을 저버릴 때, 미학은 단지 주관의 혼돈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연구
해왔고, 그 결과로서 미적 지각의 형식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미술의 다양성이
이 지각 형식과 상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미학에 일반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술작품을 창
조하는 것이나 감상하는 것에 있어서 미적 인식의 상태가 존재하며 이 때문에 정신적 혹은
물리적 상관관계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복잡한 정신적 과정이 일반적인 용
어6)로 표현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그 과정의 작용을 통하여 심리학적
형태에 따라 분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대 심리학이나 생리학의 모든 연구들(우리가 주로 신뢰하고 있는 Kretschmer,
Pavlov, Jaench, Pfahler, Jung and Sheldon을 포함해서)이 체질의 전통적인 분류에 일치하면
서 그 기본적인 분류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것은 정신활동의 전통적인 분류와 일치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분류에 따라서, 4가지 정신활동의 기본적인 유형이 있다. - 사고, 감정, 지
각, 직관 ; 그리고 각 개인 안에서 이러한 활동 범위와 균형에 따라서, 개개인은 하나의 심리
학적인 유형에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분비 조직, 외피의 자동능력 그리고 다른 순수한 생리적인 요인 등과
같은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는 개인적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들과
관련되진 않지만 마지막 산물인 개인7)의 인격과는 관련된다.
4가지8) 독특한 지각의 유형을 가지고 정신활동의 4가지 형과 일치하는 인격의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술작업에서 표현된 심미적인 활동의 4가지 독특한 유형의

6) H.J.Eysenck ; ‘the Experimental Study of the "Good Gestalt"(“좋은 형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새
로운 접근’-Psych. Review, vol.49(1942),344-64, 이 책에서는 ‘심미적 감상의 법칙’이 용어로 설득
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지각 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즐거움은 전체 조직의 원래 상태와 비교해볼 때
전체 신경조직에서 작품 활동의 행동 능력을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
7) W.A.Willems,(Constition-TypeinDelinquency,London,1932,pp.226-7)에 의해 최근의 용어사용법에
기초를 둔 것이다. 기질(Temperament)은 경향, 충동의 템포와 강도를 포함하고, 기질은 신경선의 조
직과 cortex와 sub-cortex의 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격(character)는 개별적인 충동(본능),
기질, 그리고 사회적 환경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이것은, 윤리적 가치
로 특별히 강조되어온, 사회학적 태도와 감정, 그리고 필연적으로 목표적 측면, 목적성 또는 이러한 태
도와 감정의 표현에 대한 지시를 포함한다. 성격(constitution)은 Kretschmer에 의해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전체 개인
성을 나타내곤 한다. 체격의 어떤 측면은 대개, 기질․인격․지성(지력)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지성은
개인성(personality)내에 단지 새롭게 존재하는 요소로 보일지 모르며 이것은 Pavlov처럼 신경의 통제
중심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하는 뇌의 cortex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8) 몇몇 학자들(E.Spranger and F.Muller)은 6가지 기본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상의 상세한
연구는 우리의 논의에 효과적이지 않다. - 예술에 상응되는 유형은 유사하게 상세하게 나뉘어진다. 시
각예술에 관계된 심리적 유형을 가장 직접적으로 연구한 Dr.Joan Evans(Taste and Temperament,
London, 1939)는 4가지의 기본 유형으로 정의내린다. Dr.W.H.Sheldon(The Varieties of
Temperament,New-York and London,1942)는 동적이며 정적인 변화를 가지는 세가지 정신의학적
유형으로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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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인 분류에 미술의 역사적 양식의 경험적인 분류 또한 이러한 결과에 도달할지 모른다.
그리고 미술역사의 비조직적인 표현은 사실상 4가지 뚜렷한 양식을 포함한다. 첫째, 사실주
의 혹은 자연주의처럼 여러 가지로 알려진 양식이 있으며 지각 행위 안의 객관적 사실을 가
능한 한 정확한 모방을 통해

만들어 내는데 있다. 둘째, 시각적인 근원의 이미지를 이용하

는 반면 독립적인 실체를 구성하는 이상주의, 낭만주의, 초현실주의, 환상주의 혹은 상상주의
와 같이 다양하게 알려진 양식이 있다. 셋째, 경험의 지각에 대한 기질상의 반응, 즉각적인
감각에 대한 유연한 상응관계를 찾기 위해서 미술가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소위 표현
주의라고 부르는 양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인적 요소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공간, 물
질, 색, 느낌의 순전히 형식적인 관계로 심미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양식이 있다. 이러한 양식
은 때때로 추상적이라고 말해진다. 그러나 ‘구조적’, ‘절대적’ 혹은 ‘직관적’이라는 표현이 더
욱 정확한 용어일 것이다.
비록 인격의 4가지 주된 유형과 일치하면서 4가지 주된 유형 안으로 미술의 이론적인
분류를 만드는 것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인간 혹은 인공물의 모든 유형들은 서
로서로 흡수된다. 사실주의는 이상주의의 경향을 띠게 될지도 모른다. 이해(apprehension)의
극단적인 유형만큼이나 표현의 극단적인 유형은 드물다. 그리고 인간에서처럼 미술의 이러한
작품들이 순수한 유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위대한 미술작품은 이러한 매력에
의해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다.
세계가 이러한 사실을 지각하고 다양함에 관대하도록 만드는 것은 현대미술과 현대 심
리학의 상당한 업적이다. 현대미술은 인간 인격에 대한 편견을 품고 있는 제한과 인고의 경
계로 파괴되었다. 현대 심리학 역시 이에 상응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줘
왔다. 그리고 힘의 균형-다양한 충동 혹은 비지각적인 ‘정력’의 균형, 그리고 인간의 나눠질
수 있는 다양한 심리학적인 유형들이 하나의 특별한 충격의 우세함과 집합적인 충격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 왔다. 인간의 모든 유형에 적합한 하나의 미술유형은 없다는
것, 그러나 인간의 유형이 많은 것처럼 미술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 우리가 미술을 나누는
범주가 자연스럽게 인간을 나누는 범주와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치에 대
한 철학적인 문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미술이나 인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판단할 가능
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관점에서 미술의 각 유형은 정신적인 개인성의
유형에 대한 합리적인 표현이다. 과학적인 견해에서 말하자면, 사실주의, 이상주의, 표현주의,
그리고 구조주의는 모든 자연적인 현상들이다. 인간이 분류하는 서로 모순(矛盾)되는 유파는
단지 무지와 편견의 산물이다. 진정한 절충주의는 인간의 창조적인 충동의 모든 징후들을 누
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
2) 상상력의 기능
미술의 개념을 분해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일관성을 잃으면 안 된다. 일관성이란 유형
에 관계없거나 의사소통의 더욱 습관적인 유형으로부터 인간의 미술적 표현을 구별하게 하
는 성질의 본질적인 일관성을 말한다. 모든 미술작업이 어느 정도 자연세계의 특성인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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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에 따른다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공정함을 가지고 표현자
체, 지각정체가 본래 미술적이라고 말하자면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형태 혹은 형상을 추구
하는 경향이라는 것이 논의되어져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대한의 구조적 강도(예를 들
어 벌의 벌집, 수탉의 울음소리, 지빠귀의 노래, 경마말의 움직임)를 가지고 재료를 가장 경
제적인 조직으로 결합하는 것이 무엇이든 또는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가장 최선으로 작업하
는 것이 가장 기능적으로 조직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미술의 이러한 성질은 객관적인 면이
고 창작활동에서 인간은 단지 자연에 의해 제공된 모델을 독창성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인간은 단지 미술에 있어서 창조자가 아니라 단지 모방자일 뿐이다. 그러나 미술은 주
관적인 면을 가지며 각 개개인의 체질적 특이성에 대한 반영이라는 점이다. 어떤 개인적 유
형에 있어서 미술작품의 감상 못지않게 제작을 위해 필수적인 심미적 지각의 주관적인 면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실험적인 미학에 대한 최근의 연구’라는 조사의 한부분에서 Bullough는 심미적인 지각
에 나름대로의 성격과 중요성을 부여하며 다른 가치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이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식의 상태와 범위, 그리고 발생의 전형적인 특징을 확인하기 위
해서 이러한 지각을 분석하고 정의하기 위한 실현과 심미적인 이론을 구축하였다. 비록
Bullough 자신이 이러한 논의에 중요한 공헌을 했을지라도 심미적인 지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Wordsworth와 Coleridge, 그리고 독일의 동시대 사람들이 도달한 수준보다 많이 나
아지진 않았다. 시적 창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감수성이 고양된 상태’의 Wordwdrth의 표현,
균형 혹은 정반대의 조화, 조화되지 않는 성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힘인 Coleridge의 상상
력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차이점이면서 유사함: 구체적이면서 일반적인 것; 전형적이
면서 이상적인 것; 통상적인 규칙 속에서 보다 평범한 감정의 상태; 깊거나 격렬한 감정과
열정이면서 빈틈없는 판단과 한결같은 냉정함; 그리고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혼합 및
조화, 자연에 종속된 미술; 문제에 대한 행동; 시에서 느끼는 연민과 시인의 찬미 등 어쨌든
논의를 수반하는 한 이러한 표현과 정의는 현재의 목적에 필수적이다. 이것은 상상력이 미술
의 모든 주관적인 면에서 평범한 요인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미의 단조로운 법칙을 가지면서
이러한 다양한 주관적인 면과 조화를 이루는 요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상상력에 나타나는 본질적인 규칙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상상력의 가장 고
도화된 유형이 추상적인 비율과 조화의 창조물 그 자체를 지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왔듯이, 음악에서, 건축에서, 산업디자인에서, 그리고 추상적 혹
은 비조형적인 회화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상상력의 유형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미술을
높이 평가하던 간에, 상상력을 다 소모하거나 심미적 표현을 위한 전형적인 필요에 만족하는
것을 가장할 수는 없다. 미술에는 자연의 일면 - 모방하려는 의식적 욕구와 무의식적으로
자연세계의 구조적인 완벽함과 겨루려는 것- 과 일치하는 순수함, 엄숙함, 그리고 질서가 있
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제한된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심성, 즉 주어진 것 외에 창조하
고 모험하려는 감정을 타고 났다. 말하자면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의
힘으로 오히려 자연법칙의 확고하고 규칙적인 특징을 피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우리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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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우리의 정서와 감정, 그리고 우리가 개성이라고 부르는 사고와 본능의 복합적인 반영
의 세계 - 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3) 미술에서의 가치
다양한 감정의 정도와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많은 방식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
한 가치의 표준을 찾아서 그것을 구별하려고 노력한다. 가장 강하거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반드시 최선은 아닐 것이다. 표현미술을 구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이러한 본질적인 반응
들의 정교화 또는 섬세한 정련에 의존할 것이다.
미술가들은 아주 강하게 느끼고 이런 느낌을 그의 미술작품에 쏟아 넣는다고 가정함으
로써 미술작품은 모든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으며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과 통할 수 있는 것
이다. 실제로 이미 언급된 그러한 미술의 종류를 표현주의 미술이라고 불렀다. 미술가들은
그의 관찰을 기록하기 보다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애쓴다. 선천적으로 장님, 즉 어떤 시각적
인 이미지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신체적 감흥에 대해 구체적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볼 수 없는 사람들의 감흥의 표현은 보통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미술에서 미술가의 독단적인 매너리즘으로 간주되어왔던 왜곡성과 암시적
강조와 같은 어떤 특질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미술에 있어서 표현적 특질들은, 우리의
감성이 요구하는 것 같은 자연법칙의 형식으로부터 벗어남을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이 단지 우리의 감흥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정신과 상상력의 통합적 특성을 만든다.
미술의 상상력은 일상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단히 미묘한 과정이라는 것으로 알았으
나 어떤 철학자나 비평가도 그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Raphael의 초
상화나 Breughel 또는 Constable의 경치를 보았다면 그와 같은 장면에서 우리에게 호소한
것은, 우리의 눈과 인간의 개성, 매일의 경험에 기초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본 것을 총합
한 것이다. 우리가 미술가의 기교를 이해하고, 우리가 미술이 이러한 기교라고 단순히 생각
한다면 모든 그림은 Raphael과 Breughel의 그림과 어느 정도 유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고 Raphael과 Breughel의 작품과는 다름 작품을 다른 시대나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과 앗시리아인이 스핑크스나 그리핀(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몸통은 사자이고 머리와 날개는 독수리인 괴물)과 같은 기이한 동물을
조각했던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인디안은 팔이 4개, 심지어 팔이 6개나 있는 신의 청동상을
주조했고, 중국인들은 경치를 그릴 때

모든 세부묘사를 생략하고 구름과 산봉우리 그리고

단지 나무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리스인에게는 나름의 미술형식이 있고
북부유럽의 Celtic족에게도 매우 다른 형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아프리카나 아메리
카 그리고 남태평양에서도 그 각각의 신대륙에서 새롭고 낯선 미술이 발견되었다. 간단히 말
해서 우리가 전 세계의 미술작품을 모은다면 Raphael과 Breughel또는 Constable과 연관되는
작품은 소수일 것이다. 그것은 작품의 한 종류이고 세계에서 몇몇 나라에 국한된 것이다. 그
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너무나 숭배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유일한 미술의 종류
라거나 필연적으로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술의 모든 양식을 보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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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때 미술이 어떻게 상상을 나타내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미술작품의 형식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느낌에 호소하는 것을 보아왔다. 물리학
과 생리학의 견지에서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과
학은 보편적이어서 미술의 형식적 속성이 나라마다 또는 시대마다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우
리는 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자연법칙의 적용이 있다. 그리고 미술의 형식은 삶의 형식만
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형식과 구조의 밑에 깔린 원칙은 같다. 형식적이 아닌 미술의 남아
있는 속성들은 필연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것들은 오히려 공상적이고 상상에 의
해 나타난다. 상상에는 그것을 작동시키는 법칙이 있다. 꿈에 나타났을 때 매우 제멋대로이
고 심리분석에서 말하는 병적 컴플렉스에 의해 충동되어지는 환상은 그것대로 극적 단위와
형식적 구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이미지를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은

유라는 것은 아라비안나이트에서 ‘지니’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미지는 숨어있는 심연으로
부터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는 사실상 진리를 알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 이런 이미지들은 다소 깊게 우리 마음에 저장되어진다. 그리고 그것들이
완전히 범람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무의식에 있다고 말한다. 또 최면상태나 잠자는 동안
에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미지가 충분히 활동하는 또 다른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1/3이나 되는 우리 삶의 거대한 부분을 잠자는
데 쓰고 있다.
미술작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어떤 끌리는 힘은 마음의 무의식 단계로부터 그것들
의 방식을 발견해 왔던 원시적 이미지의 미술작품속의 존재에서 기인한다. 미술작품을 창조
하는 미술가와 미술작품을 보는 감상자 모두 다소 깊은 꿈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미술가
들이 영감(이미지나 주제의 숨겨진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을 얻은 세계로부터, 그리고 그러
한 세계와 개념의 활동 속에서 미술작품을 즐기는 감상자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는다. 그러한
행복의 심리학은 여전히 모호하다. 그러나 그것은 심리학자들이 적응이라고 부르는 미술작품
의 존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미술교육에 관한 사고
리드는 영국의 시인, 문화, 미술비평가로 다양한 활동을 했던 학자다. 제1차 세계대
전에 종군하고 전후로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미술관에 근무하면서부터 미술비평을 시
작하였다. 그 후 1930년대 게임브리지, 에든버러, 비버풀 등의 대학에서 예술론을 강
의하고, 하버드대학 교수를 지냈다. 미술비평과 예술학 분야에서는 심리학자인 프로이
드, 융, 보링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미학적으로는 크로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리
드는 시인이고 미술비평가가이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활동은 미술비평이라고 볼 수
있다.
리드는 예술을 과학이나 철학과 같은 형식의 지식의 독립된 형식으로 보고 접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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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장에서 서술한 내용은 리드가 쓴 「 예술을 통한 교육 」에 소개된 리드의 생각
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 책은 1941년 초판이 발행된 후 1945년 두 번째 개정판이
나오고, 1956년에 다시 세 번째 개정판이 나왔었다. 이 책은 리드의 예술에 관한 초기
사상을 교육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리드는 「예술의 의미(The meaning of art)」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항상 아름다운 것은 모두 예술이며 또한, 예술은 모두 아름답다고 생각
한다. 그러므로 아름답지 않은 것은 예술이 아니며 추한 것은 예술의 부정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나 이런 예술과 미를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의 예술감상을 곤란하게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술이란 반드시 미가 아니기 때문이며, 이러
한 사실은 아무리 되풀이되거나 시끄럽게 말해져도 결코 지나치다고는 할 수 없
다.
리드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서구 미학사상에서 중심적인 역
할을 했던 정통적 미의 개념을 이탈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는 예술은 처음에는 명확
하게 인식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물건이나 한정된 현실의 재생을 의미하는 것이지
진정한 예술의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다. 예술은 현실 속에서 발견되고 그 발견은 상
징적인 형식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예술은 아름답다는 것 이전
에 형식적인 것이다’라는 괴테의 말을 인정하고 있다. 리드는 예술은 새로운 형(形)의
세계를 발견하고 수립하는 일이며, 형은 합리적인 것이지만 예술은 생명적이고 비합
리적인 힘에 의해 형을 끊이없이 변형시키는 활동이라고 보았다.
리드는 미술을 정의하는 과정에 있어 지각과 상상과 같은 예술과 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신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각과 같은 주제나 의식과 관련된 주제는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자처럼 제시할 수 없다. 리드의 주안점은 미적 감
수성에 있다. 이를 교육적 측면에서 타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의 영역인 경험의 분야를 과
학자들의 설비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는 미술과 과학을 방법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구분
하지 않는다. 이 둘 사이의 대립적인 양상이 있었다면 이것은 두 영역에 대한 제한된 관점
때문이라고 본다. 즉, 같은 사실에 대하여 미술은 ‘묘사’이며 과학은 ‘설명’이다. 지각과 상상
의 과정에 대한 미학의 관련성을 설정했을 때 표현활동에 의해 전달할 것이다. 교육은 성장
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육체적 성숙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성장은 기호나 상징을 듣거나 볼
수 있게 표현함으로써 명백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교육은 표현양식의 육성으로 정의할 수 있
다. 그것은 아동들과 성인들에게 소리와 심상, 동작, 도구와 용구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며 이런 것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좋은
심상을 만들 수 있다면 그는 훌륭한 무용가나 조각가이며 만일 좋은 동작을 만들 수 있다면
훌륭한 무용가다. 만일 도구나 용구를 잘 다룬다면 훌륭한 공예가이다. 사고, 논리, 기억력,
감수성과 지능 같은 모든 재능들도 이와 유사하다. 그리고 모두 미술과 관련된 과정들이므로
미술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표현 양식으로 훌륭한 미술작품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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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미술이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교육은 불필요한 시
험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며 ‘학교생활’ 이후의 사회활동에서 현실 적응력면에서 부적절하다
고 보았다. 그러한 면에서 미술의 표현활동은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자신의 의식과 의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Ⅴ. 결론
리드는 미술은 유기적인 세계로부터 얻어진 형태의 원칙에 근거하며 모든 미술작
품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이라는 두 가지의 주요한 원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특별한 조직의 원칙과 그가 창조하게 하는 상징, 환상, 형태의
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일반화되는 신화를 만든다. 형태는 개념적 기능
이고 조직은 이미지의 기능이다. 변증법적인 반대작용에 의해 두 가지의 정신적 활동은
미적 경험을 하게 한다. 그러나 미술은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리드는 가장 비밀스럽고 필수적인 요
인으로서의 삶 자체는 미적이라고 주장한다. 미술표현은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적형태에 있어서 힘의 구체화된 수단인 것이다.
리드는 미술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호감을 주는 형태가 있다고 생각
했으며 그 형태는 자연의 형태 속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형태를 인식가능
하게 하는 것이 색채라고 보았다. 즉, 미술작품은 보편적인 자연법칙에 의거한 분명한
형태가 존재하며 이러한 구체적인 형태의 표면적인 질감과 특성을 강조하가 위해서 색
채가 그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주관적인 경향은 개인들의 독특한 지각의 유형에 의해서 사실
주의, 이상주의, 표현주의, 구조주의 등과 같은 4가지 유형이 나타나지만 이는 모두 과
학적인 견지에서 통합되고 절충될 수 있는 것들로 보았다. 상상력은 미술의 모든 주관
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반대로 객관적인 미의 일면에서는 주관성을
띠면서 주관과 객관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 자체이며 이에 대한 개인적인 자유의지의 반영을 상상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상력은 개성이라는 개인적인 사고와 본능의 복합체로 보고 있다.
미술의 가치는 미술의 형식에 해당하는 자연 법칙에 의거하여 완성된 작품이 가치
가 있다고 보았다. 이런 미학적 사고는 고대 미학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는
곧 비례라는 그리스인들의 미론과 상통하고 있으며, 미의 본질은 배치에서 질서와 규칙
이 수(數)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되는 데 있다고 본 점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미술표현
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단계에서 창조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리드는 심리학적인 무의식 세계를 많이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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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표현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미술의 표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리드는 미술비평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학자이다. 그의 이러한 미술에 관한
사상들은 2차, 3차 개정판을 보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다른 미술관련 서적에서도
미술의 관한 지식을 펼쳐나가고 있다. 즉, 리드의 미술에 관한 정의는 과학, 철학, 심리
학 등과 같은 학문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식의 한 축으로 미술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
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리드의 미술의 정의는 「예술을 통한 교육」에 소개된 사
상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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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on the definition of art by H. Read
Kwon, Jun-Bom
This study on the definition of art by Read. Generally he is very famous in
art education. He thought that art have some special form and it's from
nature. He thought this form explained through exact number. And a art this
of sort give pleasure to man.
He suggested four types art styles by personality corresponding to the four
mode of mental activity. First, there is the style known realism or naturalism.
It's consists in making as exact an imitation as possible of objective facts
present in art of perception. Second, there is the style known idealism. And
the other term use same meaning in a case romanticism, superrealism,
fantastic art, imaginative art. It's making use of images of visual origin,
constructs

from

expressionism.

independent
It's

reality.

determined

by

Third,
artist's

there
desire

is
to

the

style

find

known

a

plastic

correspondence for his immediate sensations, his temperamental reactions to a
perception of experience. Finally, there is the style abstract, and constructive,
absolute, intuitional is same mean. It's strives to avoid all personal elements
and invites an aesthetic response to a perception of experience.
In short, art education through art has a significant meaning by Read.
Moreover, more study for his thinking need to art education.
education

by

his

view

should

be

developed

understanding for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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