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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의 자연관에 기초한 상생과 성장을 향하는 생태미술교육
소고
A Study on the Ecological Art Education for the Coexistence and Growth
Based on Dewey's View of Nature
박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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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시대는 과학의 역습으로 무너진 생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 역시 이에 주목하고 생태의 회복과 상생을 추구한
다. 이에 본 논의는 생태의 의미를 듀이의 자연관에 기초해서 이해하고 생태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생과 성장을
도모하는 생태 미술교육을 소고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듀이는 자연의 특성을 예측적인 것과 불 예측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유기체가 상호작용(trans action)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상호작용은 서로 침투하여 변화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다고 보았다. 본 논의는 이에 기초하여 생태에서 학습자를 생태 구성원으로 보고, 상호 작용적 상황을
지각 가능한 존재로 보았다. 또한 학습자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태와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를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생태미술교육은 학습자와 생태가 수평적인 관계임을 이해하고, 비예측적인 상황에서 탄력적인 경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미술활동은 생태적 대상과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하고, 서로
상생이 필요함을 이해하여 늘 변화에로 향할 때 경험되고 성장된다고 보았다.
주제어: 생태, 상호작용, 상황, 상생

ABSTRACT
Recently, the interest in the corrupted ecology by the counterattack from science is rising. On top of educational interest in it, the recovery of ecology and coexistence are pursu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ecology on the basis of Dewey 's view of nature and to research ecological
art education which aims for coexistence and growth through interaction with learners. This discussion examined the meaning of ecology based on Dewey's view of nature. According to Dewey, nature is mixed
with something predictable and unpredictable, so that an organism with life needs transactions that become experiences and growth through penetration and change. Based on it, the learners in ecology were
considered as members of ecology, and the transactional condition was viewed as a perceivable being.
Also, learners were viewed to be able to understand/experience the relation between ecology and themselves through transactions. Based on this, it emphasized that the ecological art education should be a
tool for understanding the horizontal relation between learners and ecology, and also for experiencing flexible activities under unpredictable conditions. Therefore, the art activity should be something to directly experience the ecological subject and transaction, and also the dynamic inquiry activity always moving forward changes by understanding the necessity of ecology and coexistence. Also, such art activity experiences would be contributing to the growth.
KEY WORDS: ecology, transaction, conditions,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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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시대적 변화들에 순응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
력해 왔다. 변화들은 다양한 문제적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점을 찾아나가는 상호작용 과
정을 거쳐 이루어 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역사는 자연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이
다. 작금에 와서 자연에 대한 관심은 생명이 있는 유기체들이 변화하고, 또 새롭게 변화 시킬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생명이 있는 것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영향적인 관계가 자연
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기체들의 상호작용은 일대일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맥락전체 (a contextual whole)”와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맥
락적 상호작용은 고립된 사건, 사물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시
공간상 확대된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김무길, 2005). 위와 같이 상호작
용이 일어나는 곳을 듀이는 ‘자연’으로 규정한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이 난무하는 곳
‘자연’은 신이 창조하여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연의 의미를 넘는다.
자연(自然)에 대한 사전적 개념들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교육에
서 보는 자연은 생태적 질서, 혹은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모든 생명체가 연관
하며 살아가는 곳으로 보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체험, 사람과 자연을 아울러 ‘나와 우리’와 같
은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곳으로 본다. 그러므로 자연에 흐름 속에 있는 인간과 유기체는 자
연적인 존재로 정의된다(박소정,2007; 엄옥진, 이명환 2015; 이재영. 2006). 이러한 의미로 자
연은 생명의 본성이 나타나는 곳, 생명체가 서로가 분리될 수 없는 연관된 공동체, 그리고 공
동체의 질서를 위해 관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곳이다. 또한 자연물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환경
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과 인간관계, 사회적 활동, 지식, 제도, 규범 가치 등 문화적 요
소들과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곳이기도 하다(박철홍, 2013).
상호작용에서 늘 양자가 현답을 도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관계된 양자(주체와 대
상)의 의지적인 탐구를 통해 각기 동일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 의지적
탐구라 함은 상황에로 향하는 목적을 가진 탐구로 의도와 의지를 관철하려는 입체적이면서도
통일성이 있는 탐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스스로를 생명이 있는 존재로 세우며 또
한 자신이외에 대상을 자신과 같이 인정해 나아가며 끊임없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변화가 일어
나는 곳이 자연이다. 상호작용의 필요는 불 예측적인 자연의 특성에서 기인된다. 이러한 자연
의 특성을 그대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생태계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상호작용은
양자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상생을 포함한다. 생태계는 단
순히 생물과 환경의 집합체가 아닌 그 구성원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조직체로
보기 때문이다(김기대, 2015).
자연은 인간과의 교변작용(trance action)에 의해 변화된 “자연화 된 인간”과 “인간화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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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연은 경험과의 관련 속에서, 경험에서 동원되는 탐구의 경험의
방법에 의해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은 경험의 함수와 같은 것이다(박철홍, 2013). 그러므
로 자연에서의 상호작용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자연을 ‘생태’의 의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생태계 안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유기체는 상호작용을 배제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상호작용은
만남을 넘는 이해와 성장을 잠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 역시 세계를 지각하고, 자기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학습자를 생태계의 구성원임을 전제하고, 학습자의 수준
에서 수평적으로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은 삶의 태도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의 생태 미술교육은 환경에 대한 이해와 교감을 통해 생태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환경， 인간， 사회의 관계
에 대해 반성하고, 회복을 추구하며 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이에 생
태미술교육은 인류의 상생과 화합을 추구하고, 자연을 탐색하고 발견하며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강주희. 이지연 2012; 김혜숙, 이성도 2016; 김혜숙, 김
경순, 안정희, 김성태, 배여진, 2010). 이러한 생태미술교육의 목적을 위해선 생태학에 근간을
두는 미술활동이 될 수 있어야 생태와 학습자 그리고 그 관계에 속한 미술활동을 이해 할 수
있다. 생태학은 살아있는 유기체들과 그 유기체가 성장하는 환경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어
서 생태 미술교육은 자연과 인간의 문제, 인간과 인간의 문제 등을 다루며 생명 교육의 연장
선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장연자, 2017).
이에 본 논의는 듀이의 자연관에 나타난 불예측적인 상황에서 상호작용과 그로인한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가능한 성장의 의미에 주목하였다. 이러함은 생태에서 상생과 성장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하여 학습자와 생태적 상황에 대한 상
호작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상생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생태 미술교육을 소
고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천하고자 한다.
첫째, 듀이의 ‘자연’의 의미에 기초하여 ‘생태’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둘째, 상호작용(trans action)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태와 학습자와의 관계를 이해할 것이다.
셋째, 상호작용을 통한 상생과 경험으로서의 성장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넷째, 일련의 연구를 통해 상생과 성장을 위한 생태 미술교육을 소고할 것이다.

Ⅱ. ‘자연’으로써의 생태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오던 자연(自然)은 사람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제외한 신의
창조물을 총칭하기도 한다. 자연을 토템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시대를 지나 인간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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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한 개발과 과학의 힘이 자연을 지배하던 시대를 거쳐 요즘은 자연이 오히려 두려움의 대
상이 되기도 한다. 장연자(2007)는 21세기를 전후하여 인간의 문제와 생태계 위기 등의 부정
양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는 철학적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20세기까지 인간이 인간을 위해 이룩한 과학문명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러함은 자연을 상호작용이 가능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고, 생명체가 능동적으로 자신을 위하
여 상호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생태계를 관계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는 세계로 보고,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로 나아가는 경험
과 성장은 듀이의 자연관에서 의미적인 시사점이 찾아 볼 수 있다.
생명체는 자신을 환경에 적응 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을 자신을 위해 적응시키기도 한다. 듀이의
자연주의에 의하면 생명체는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생명체도 곧 자연이다. 그러므로 생명체는 자연속의 다른 것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을 구성하고 변화 시킨다 (노진호. 1996, p.23).

듀이의 자연관은 그의 저서 ‘경험과 자연(Experience and nature, 1925)’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자연은 유기체의 상호작용과 경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장이라고 보았다. 듀이(Dewey,
1929. 4)는 경험에 대하여 경험은 “내부에(in)”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연이 “지니고 있는
(of)것”으로 보았으며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경험으로써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
들은 경험된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면하는 대상은 상황 자체이기
보다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경험화 된 새로운 대상인 것이다. 이런바 자연은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 서로의 내부로 침투하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경험된 그리고 경험된 것이 다시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가는 유기체들의 터전이다.
정순복(1995)은 듀이가 정향지은 자연의 두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 번째
는 상황 속에서 알게 된 통일성(uniformity)을 지니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서의 ‘안정적인 것’
과 비 규칙적이고, 비예시적인 요소들의 발생들로서의 ‘불안정한 것’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스스로 성장하고 도전을 극복하면서 살아남는 삶의 역사들로 정향되는 끊임
없는 연속성과 어우러진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는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들 상
호간에 침투해 있는 어떤 지배적인 존재의 특성으로서의 “트랜스 액션(trance action)”에 의하
여 새로이 그 의미론적인 범주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이런바 자연은 안정적이지 못한 것 또
한 평형적인 상황이 맞물리고, 비합리적인 현상들이 산재한 곳이다. 그러므로 상호만남은 상
호작용의 필요성이 야기되며, 끊임없이 각각의 목적을 관철하고자 조율하는 상호작용은 변화
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함은 생명이 있는 유기체들의 삶이 일어나는 생태계의
특성이며 자연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생태학은 1866년 독일의 헤겔에 의해 논의되었다. 헤겔은 생태학을 유기체들이 처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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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풍습, 에너지, 기생동물 등과 맺는 관계에 관한 학문으로 간주하였다(Odum. 1971) 그러므
로 생태계는 삶을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성원들의 삶 역시 생태의
중요한 의미로 주목된다. 생태는 어원은 거주지, 서식지를 뜻하는 희랍어 ‘오이쿠스’에서 유래
되었지만 대지에 뿌리를 둔 모든 거주자들의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연희정, 이영경. 2017). 이
런바 생태에 대한 이해는 평면적이고 정적인 관계를 떠나 인식적인 관계 작용을 주목하므로
생태 속에서 빚어내는 문제적인 상황들을 향하는 구성원들의 태도는 주요한 관심사가 된다,
노상우(2003)는 생태학적 담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 번째, 모든 사물과 존재는 조화
되고, 서로 연관하여 상생해야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 생태적 인본주의에 주목한다. 이는 자
연과 인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살펴 인간 자신이 참여한 세계를 혁신적으로 변화 시켜가며 상
호 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 번째, 생태 윤리와 책임성을 강조한다. 인간 자신의
행위 결과를 책임지는 윤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함을 감안해 볼 때 생태의 존속은
상생을 지향할 때, 그리고 서로의 생을 존중하고, 서로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불예측적
인 상황을 향한 상호작용 과정에 협력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내는 성장이 가능하다면 보다 구체적인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윤주(2014)는 자연을 상생의 원리에 따른 존재형식을 가지고 인간이 따라 가야 할
하나의 모델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상반된 두 대립 면들이 자신의 존재 근거를 상대에 두면
서 조화를 이루며 어떤 것을 불변의 실체나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모든 것들은 상
반된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상호의존성, 공생, 탈 중심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
적한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삶에서 추구하려는 가치
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처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안주를 넘는 능동적 삶의 태도이다. 능동적
인 삶에 태도를 가진 생명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의지적으로 타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타결은 무조건 양보이거나 양자(대상)가 추구하던 것과 무관한 일괄적인 어떤 합의에
이르는 것과 다른 것이다. 즉 양자 서로에게 합리적인 도출을 향하는 것이므로 겪고 행하는
상호작용 후 이해의 정점에 달해 변화적인 경험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의 상황
은 듀이가 주목한 자연의 상황 그 자체이다. 상황 속에 있다는 말에서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다른 사람과 교변작용(교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Dewey,
1934/2001).
유네스코 21세기 위원회(1996/1996)에 따르면 개인의 성장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고, 살
면서 계속되는 것이며, 스스로 깨달으면서 시작하고 남들과의 관계로 확장하는 변증법적 과정
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각각은 생태의 구성원임을 자처하고, 상호작용에로 나아가는 적극성
을 가진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상호작용 중이라 볼 수 있다. 젤스너(Zeltner, 1975/1975)에 의하
면 듀이 역시 유기체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주요한 특징은 연속성과 역동성에 두었다고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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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삶은 실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의욕적이고 진취적으로, 한 마디로 능동적으로 계
속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함에서도 생태는 각 유기체가 늘 상호작용 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자연의 특성을 감안 한다면 유기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상호작용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생을 이어간다는 것이 생명연장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그대로 공존만을 위
한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 각각이 추구하는 서로 다른 가치로 얽인 생태에서 상호작용은 이
미 각각의 변화를 향하는 것이어서 상호의중을 이해하지 않고는 다시 변화로 나아가기 어렵
다. 그러므로 생태에서 상호작용은 서로의 이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대로라고 볼 수
있다. 생태를 인간과 자연을 별개로 구분해 보는 이분법적 관점과 거리를 두며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삶 자체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연희정, 이영경. 2017).

Ⅱ. 상호작용(trans action)과 상생 그리고 성장
1. 상호작용(trans action)과 상생
다수가 공존하는 세계 상황은 매우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늘 상호 일치점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은 자연스러
운 일이다.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로 나아가지 않으면 서로의 공존을 불편하게 하거나
상생을 위협하는 갈등이 야기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양자는 문제해결을 향하는 적극적인 상
호작용을 서로에게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요구는 해결로 나아가고 해결은 일방적
인 주도로 이끌고, 따르는 상호작용과 다른 것으로 서로가 수평적인 상생을 향하는 것이다.
양자가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감지하는 것은 매우 현재적인 것이어서 당면하는 생활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듀이 철학의 가치 판별 기준은 생활경험과 맞물려 있다. 듀이
철학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그 자체로의 회귀로서 구체적인 생
활 경험 속에서 모든 철학의 허위의식을 검증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정덕희, 2005). 상
호작용은 지금을 향하는 삶의 목적과 밀접하다. 이는 양자 모두에게 그러하다. 그러나 자신만
의 목적을 관철하고자 한다면 상호작용의 목적은 실현되기 어렵다. 상호작용의 최종 목적이
양자의 삶을 향한다는 것은 상생을 의미한다. 양자는 자신과 대상을 향하는 목적적인 상호작
용이 가능해야 상생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느 한편에 치중한 상호
작용은 상호적인 목적을 향한 것이 아니라서 지속되고, 연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생의 의미는 서로가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한다.
이런바 상호작용은 확대된 시공간의 맥락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아 상호작용하는 양자 모
두가 변화하는 관계적인 맥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김무길. 2005). 그러므로 상호작용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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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다른 서로의 변화에 있는 것이다.
새롭게 갱신되는 경험을 잠재하는 상호작용을 듀이는 “trance action” 이라 칭한다. 김무길
(2005)은 듀이가 주장하는 상호작용을 광범위한 인식 작용(transaction)으로 보고, 일체의 경험
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과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둘이상의 광범위한 사건이
나 현상이 서로 교차 한다거나 가로 지른다는 “transaction”의 “trans-“의미를 부각하였다. 이러
함은 각각에게 변화를 잠재하며 침투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연에서 각각의 상
황은 개인이 해결을 지향하는 문제 상황으로 점진(漸進)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확정한 상황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보다 확정되는 상황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박라미, 박은아, 2006). 그러므로 경험된다는 의미는 상호작용 후에 일어나는 결과라고 이해
할 수 있지만 수렴과정 역시 경험에 속한다.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과정을 밟아 나
아가는 것과 다른 과정을 거친다. 오히려 비예측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은 겪고 행
하며 새로운 앎으로 나아가는 탐구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듀이는 경험이라는 과정 속
에서 경험하는 자체, 생성하는 것이 바로 탐구과정이이라고 본다(정덕희, 2005). 해결로 향하
는 상호작용에서 양자는 지금(실재)의 상황과 자신의 의도와 의미, 또한 대상의 상황자체를 관
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이전의 해결 형식을 반복할 수 없고 그 관계적인
상황으로 부터 경험을 재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즉 상호작용적인 상황은 늘 새롭게 나
아감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서로가 궁극
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에로 침투하는 상호작용은 각각의 삶을 향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종국에
는 서로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2. 생태에서의 경험과 성장
성장은 생태와 밀접하다. 생태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장은 순조로운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상황 속에서 겪어내고, 헤쳐 나아
가는 능동적인 상호작용 후에야 보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래 생태란 것이 각기 다른 목적지
향을 가진 구성원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므로 녹록하지 않는 상호작용 겪을 수밖
에 없고 겪은 후에도 다시 겪을 상황은 예고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장은 생태에서 경험
되고, 다시 새롭게 경험을 반영하게 되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반복은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해결을 넘는 본질을 새롭게 재구성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반복과는 구분되어야한다. 상호작용은 경험이 지속적
으로 재구성 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구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성장 중에 있는 것
이다.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경험은, 소멸되거나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 주체
의 의사나 바람과는 무관하게 이어지는 새로운 경험 상황에서 긍정으로든 부정으로든 영향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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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게 되는데 듀이는 이것을 경험의 연속성 이라고 한다. 이 경험연속의 원리는 그의 사상에 등장
하는 도구주의, 습관 ,성장개념과 관련시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들 개념은 이 경험 연
속의 원리에 그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송도선, 2009).

위와 같은 의미를 생각 한다면 생태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과 성장은 다음과 같은 이해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생태에서 만나는 상황들은 성장적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모든 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광범위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며 개인의
상황, 개인의 환경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관계적 활동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김무길, 2005)
둘째, 생태에서 상황에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면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저항과 장애를 극복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경험 속에서 통일성을 재확립하는 것은 미
적인 것에 유사한 발아기적인 통합적 완성을 경험 안에서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Zeltner,
1975/1975).
셋째, 생태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이 연속적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성장이 이루어진다. 박
준영, 박미숙(2014)에 의하면 듀이는 우리가 세계와 상호작용한 경험에 의하여 세계를 해석하
기 때문에 경험이 다양한 만큼, 세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세상의 해석
이 고정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고정된 본인의 세계만이 존재한다고 사고할 경우 타인에게 자
신의 세계를 강요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이 재구성된다는 것은 물리적
인 성장과 다른 것이다. 이는 동일한 대상을 향하는 상호작용일지라도 본질적 탐구과정을 겪
는다면 각기 다른 나름의 완결된 경험을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험이 질적
으로 변화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Dewey는 “경험의 재구성(reconstruction of experience)”
이라고 강조한다(김재건, 2002).
넷째, 성장은 생태에 반영되며 또한 생태에서 경험은 새로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으
로 나아간다. 이러함은 생태가 각각의 경험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상황은 늘 빚어진다. 이에 듀
이(Dewey,1938. 재인용 5)는 개인이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이 연속으로 일어
나는 곳에 사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연속적인 상황에로 향한다면 경험이 쇄신 될 수 있으며
이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에서의 경험은 다시 생태로 향하게 되는데 생태 안에 우리의
공존은 다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젤스너(Zeltner, 1975/1975)에 의하면 경험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경험을 위한 집합과 자연을 위한 집합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
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함을 살펴볼 때 생태 속에서 살아내는 과정은 그대로 상호작용 과정이며 성장하는 과
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상황에로 향하는 탐구과정은 서로를 향하지만 스스로에게
도 매순간 꼬리를 무는 질문에 자답하는 과정이며 상황의 맥락을 놓치지 않으려는 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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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다. 노진호 (2002)는 지식이 획득 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들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이것은 그 사람이 변화 된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성장은
생태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한다는 것은 죽는
날 까지 진보적으로 진행형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어서 성장은 과거와 맞물리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향하는 것이다. 이는 상호 연결되어 경험이 질적으로 변형되는 것이다(박라미, 2013).
그러므로 상호작용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경험은 질적으로 변화하는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Ⅲ. 학습자와 생태와의 관계
1. 생태 구성원으로써 학습자
우린 학교를 넘어 삶과 밀접한 교육을 희망하면서도 교육의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
다. 교육현장은 아동의 생활과 관련한 흥미나 관심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과목
에 치중하여 그 교과가 주요하다고 믿는 신뢰들은 학습자 자신보다는 교과와 그 성적을 우위에
두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자의 학습은 스스로 세계를 관계 지어 생각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이는 학교 교육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이기 보다는 교육이 학습자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바 학습자 자신이 생태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교육은 학습자의 삶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 안에 시각을 고정시킨다면 자연히 교과서
밖의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Gadamer, 2000/2004).
아동 역시 교과서 밖 세계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삶을 향한다면 교육은
이처럼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바 교육은 아동이 주체가 되어
세상과 관계 지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해야 할 것에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적극적인 태도란 ‘무엇(세상의 상황을 포함한 대상)에 대한 어떻게’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탐구를 의미한다. 이는 자신을 세상에로 관계 지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문을 하는 것은 악수를 하는 것
같다. 질문하는 것은 관계로의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질문을 공격적이고 주
제넘게 끼어드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질문을 다른 사람과 유대를 맺고 그가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나누는 과정으로 보아야한다(karinch & Pyle, 2014/2014).
시대적으로 학습자는 스스로 지식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기지식 활용의 주체
는 학습자임을 주목하여야한다. 김종문, 강인애, 권성기, 남승현, 송현국, 외(1998)에 의하면
학습자의 의식은 상징의 구성자로 자연의 해석자로 이해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사고는 지각과
구성에 근거하여 신체적 사회적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고 보고, 의미와 상징은 학습자(인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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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의해 결정되며, 내부에 실재의 표상이 들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학습관은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의미구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바
학습자는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인 경험을 하고 성장한다고 보
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생태에서 학습자 역시 생태의 구성원이며 세계를 향하는 적극적
인 상호작용과 탐구자로 인정할 수 있겠다.
<표 1> 생태 구성원으로서 학습자의 속성
자연과 생태 특성

생태의 구성원으로 학습자

∙ 상황에 대한 인식적 존재
안정적인 것과 비예측적인
∙ 상황에로 끊임없이 향하는 능동적인 탐구존재
상황의 연속성
∙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구성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구성에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
상호간의 침투
(Trance action)와 경험

∙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를 추구하고, 늘 재구성이 가능한 존재
∙ 자연의 해석자
∙ 상호작용에서 대상을 이해하고, 자신과 대상의 변화를 지향할 수 있는 존재

변화와 성장

∙ 신체적 사회적 경험을 통해 성장 가능한 존재
∙ 능동적인 상황에로 향하는 경험을 통해 연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 가능한 존재
∙ 의미와 상징을 스스로 새롭게 구성(변화)하고 표현하며 성장하는 존재

학습자를 생태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서 삶을 인식할
수 있고 상호작용하며 의미와 상징을 변화시키며 성장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함은
생태와 학습자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태를 향하는 적극적인 주체로의
학습자를 인식하는 것이 생태교육에 전제되어야한다. 이러한 인정은 생태가 학습의 대상이며,
학습자체이며, 종국에는 삶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험의 질적 변화를 통해 개별 학습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바는 삶의 세계의 확장이
라고 볼 수 있다(정석환. 2009).

2. 생태와 학습자의 관계성
학습자를 소극적인 존재로 보지 않으며 적극적인 생태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습자
가 대상을 관계적으로 인식하고, 학습자 역시 의도와 목적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인정
하는 것이다. 장연자(2007)는 인간이 타인과 이미 관계하고 있다는 인식은 교육이 인간의 개
인차원, 즉 개체주의를 넘어, 인간 간의 관계 등, 이러한 ‘관계’를 교육의 대상을 범주로 삼아
야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인간의 존재 양식이 타자와의 관계라고 할 때, 이 관계의 단절이나
훼손은 그 인간의 생명력을 심하게 약화시키는 것이며 반생명적인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다. 학습자가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수준에서 생태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구성원에게 자신을 전하고 역으로 대상을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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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함은 자신이외의 다른 구성원의 의도와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공존과 상생을 추구할 수 있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는 구성원 서로가 주체와 객체(대상)의 양자적인 입장에 처한다. 이는 생명이 있는 모
든 것과의 관계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상생․상보적 관계에 있는 자연과 자연의 일원인 인간
은 생활상에서 유기적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이해가 필요하다(박명원, 2006). 유기적인 연관성
은 양자 서로가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 각각은
상황의 주체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다. 듀이는 인간의 내부적 조건과 환경이라는 외부적 조건
이 상호작용하는 사태나 장면을 특별히 “상황(situation)”이라 하여 단순한 환경과 구분하였다
(송도선, 2004). 이러한 상황은 이전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목적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수반한
다. 그러므로 양자의 내면적인 탐구는 서로가 추구하는 해결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 표
면을 떠나 가로 지르는 상호작용을 요구받는다.
첨단 기술은 인간에게 풍요를 선사하였고, 다양하고 무분별한 욕구들을 충족 가능하게 했
다. 그로인해 생태에 야기된 문제들은 윤리적 책임과 서로의 회복과 공존, 그리고 상생을 요구
한다. 이러함을 볼 때 생태의 문제는 비단 인간에게 국한한 문제로 보기 보다는 지구상에 생
명이 있는 유기체라면 서로에게 저항하고, 적응하고, 변화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함은 유기체 각각이 삶을 향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서로를 배제
할 수 없는 관계적인 성격이 늘 잠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 역시 생태에서 유기적인
관계에 놓인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하므로 생태교육은 교
과서와 다른 구체적인 실제(상호작용적 상황)와 관계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험은 실제 양상을 드러내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서 경험의 수렴 완성(consummatory,
integrity)이라고 일컬어지는 삶의 성숙과 충만함, 경험의 가치를 향하기 때문이다(박소정,
2007).
정순복 (1995)은 존재론적 통찰로 부터 변화하는 사물들에만 있는 창조적 에너지의 다양한
변형 가능성을 지각하는 힘, 곧 창조적 정신의 해방이 자연 안에서 그 원천이 있다고 강조한
다. 우리는 공히 생태계에 속하며, 인간은 자신의 생을 위하여 상생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상호작용은 자신과 대상(타인을 포함한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등을 포함)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종국에 그것은 자신의 삶과 밀접하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
어야한다. 문현진, 남상준(2008)은 생태학의 원리를 비추어 교육자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유기체가 기본적으로 자기생존을 위해서 교육 본연의 합목적성
에 바람직하게 적응,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생태와 학습자 자
신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롭게 회귀하는 경험은 곧 자신과 더불
어 생태를 상생적관계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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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생과 성장으로써 생태미술교육
1. 생태미술교육 통한 상생
생태미술교육은 학습자가 미술활동을 통해 생태와 상생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생태미술교육은 생태를 표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삶을 영위 할 수
밖에 없는 관계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에 밀착된 탐구적
체험활동을 통해 그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상생과 회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한다. 강주희, 이지
연(2012) 역시 생태미술교육은 자연물， 자연환경과 자연현상 및 환경문제를 다루는 모든 미
술활동을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자연환경을 탐색하고, 이해하여 재해석
해보고 의미를 형성해 보는 작품제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생태미술
교육에서 학습자가 생태적 상황을 만나는 것이 존중 되어야한다. 여기서 만남은 계획되어 예
측적인 과정이 분명한 활동 보다는 상호작용적 상황에로 학습자가 스스로 나아가는 미술활동
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황에로 향하는 학습자의 탄력적인 자율 활동이 보장 될 수
있어야한다. 상호작용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며 또한 서로를 존재하
게 하고, 서로가 변화를 추구하며 변화 되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화는 서
로를 향하는 조율과 그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이어서 상생을 이해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
학습자의 미술활동은 자신이 주체가 되고, 생태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역으로 생태를 주
체로 인정하는 관점에서는 자신이 언제라도 생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도 탐구적인 상호작
용이 필요함을 이해하여야한다. 그러므로 학습자 자신이 대상(생태에서의 상황)을 수평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즉 상황에서 누구도 우위에서 혹은 하위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은 상
생을 지향하기 어렵다. 즉 서로를 배제하지 않을 때 상생은 이해되고, 경험으로 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소정(2007)은 자연을 향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거두고 평등한 시선을 회
복했을 때 비로소 세계의 무한히 다양한 시대가 보이고 인간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여기에서 출발하여 스스로의 자연에 맞게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고, 조절해 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터득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생태미술은 환경 및 생태문제를 다루는 미술 장르를 포괄적으로 일컬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강주희, 이지연. 2012). 그러므로 생태미술활동은 자연(생태) 안에
있어야하며 자연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러함은 그대로 생태적 상황 안에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미술활동이어야 하는 것이다. 즉 삶을 향하는 미술교육을 지향한다
면 생태 미술교육은 생태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활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하므로 생
태 미술활동은 종국에 서로의 상생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
하여 잘못된 세계관, 무디어진 생태 감수성을 회복하는 일에서 출발하며 단절되고 분리된 관
계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하여야 한다. 이것은 나 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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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삶을 배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이성도, 김혜숙. 2016).

2. 생태미술교육을 통한 성장
인간이 사회적이라는 것을 감안 한다면 성장은 홀로 되기 어렵다. 대상을 만나면서 공감이
못 되는 상황은 각각이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강렬히 느끼게 된다.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는 자
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호작용 중에 있다면 대상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황에서 대상을 향한 상호작용은
양자 서로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녹록하지
않고, 상호작용 과정은 예측하기 어려워 겪고 행함은 예고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서로의 이
해는 이전의 경험을 넘어서는 변화로 나아가기 위함에 있다. 그러므로 변화는 끝난 것이 아니
라 변화 하고 발전하는 도상에 있는 것이다(박철홍, 1938/2002). 지금의 경험은 이전의 경험으
로부터 다시 혁신되는 변화를 향한다. 이러함이 연속된다면 성장으로 나아 갈 수 있다. 즉 성
장은 가능성(capacity)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와 잠재력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병합시킨 말이
다. 이 가능성은 능력의 힘을 의미하고, 잠재력은 효력이나 세력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다
시 말하면 발달의 힘(the ability to develop)이 성장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최한수, 2000).
생태미술교육에서 학습자의 성장은 생태적인 미술활동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에
달하는 일련의 경험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기서 성장은 미술활동도 의
미가 있어야 하지만 미술활동을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생태와 관계 짖고, 연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성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술의 표현기능이 성장한 것이기 보다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학습자 자신과 관계된 생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관계 짖는 의미
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미술은 생태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으며, 또한 학습
자 보다 우위에 놓을 수 없다. 이 모두에 대하여 학습자가 관계 지어 이해 한다는 것은 생태
도 미술도 학습자와 분리되지 않는 관계적인 경험으로 이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태미술교육에서 성장의 의미는 학습자가 생태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시 관계의 이해로
나아가야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생태미술교육을 통한 성장은 생태에서 미술의 역
할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더불어 학습자 자신이 생태의 구성원으로서 생태
를 알아가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함으로 생태미술교육에서 성장의 의미는 도달하는
어떠한 결과에만 두기 보다는 겪고 행하는 상호작용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바 교육과
정은 성장의 과정이며 이때의 “성장은 성장하고 있는(growing)”이라는 진행형으로 가장 잘 표
현 될 수 있는 것이다(Dewey, 1938). 이를 감안한다면 생태미술교육에서 학습자의 성장은 생
태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활동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부터 이루어질 때 보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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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과 성장을 위한 생태미술교육 모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태미술교육을 위하여 몇 가지 지향해야 하는 이해를 먼저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생태에서 학습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생태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는 인식 하는 것
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발발하는 생태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체험이나 개선에만
편중하는 생태교육은 재고가 필요하다. 학습자가 생태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관계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 하여야한다. 바람직한 교육의 목
적은 학습자의 현재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자율성을 발휘하는 내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송도
선. 2004).
두 번째, 생태교육을 위하여 생태는 불안전한 것과 평형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성을
이해 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함은 생태의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므로 늘
예측적일 수 없다는 생태의 특성 때문에 상호작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생태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상황을 인식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며 역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양자적인 입장에 놓일 수 있음을 이해 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함은 공존과 상생으
로 나아가는 입체적인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박철홍(2013)은
듀이는 인간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지구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사건’으로 존재하며, 이 상호
작용에 의해 변화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처음부
터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미 변화된 상태로 존재
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변화된 상태를 가지고 다시 환경에 재 작용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한다. 생태에서 학습자는 변화하는 생태를 인정하고, 이를 향하
는 자신 역시 변화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활동 경험을 통하여 이해 될
수 있어야한다.
넷째, 생태에서의 상호작용은 변화를 향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는 자신
의 의미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의미로 이해 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함은
상황에로 또한 자신에로 향하는 적극적인 탐구태도를 통해 그 가능성을 이해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것이 늘 성공으로 향하지 않아도, 역동적인 상호작용이었다면 의미적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경험은 경험과정을 통하여 의식이 내재화 되는 경험 내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송도
선, 2004). 이러함은 학습자 경험과정이 자신의 성장에 의미적으로 기여함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생태에서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연속적으로 경험된다면 늘 변화하는 성
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유기체의 현실적 삶이 생존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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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어진 환경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하는 것이다(정덕희. 2005).
이러한 지향성을 기초로 상생과 성장을 위한 생태 미술교육을 접근해 보면 다음과 같이 살
펴 볼 수 있다.
<표 2> 상생과 성장을 위한 생태 미술교육방향
생태교육이해

상생과 성장을 위한 생태미술교육방향

학습자는 생태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생태를 대상으로 한 미술 활동은 학습자 자신의 존재 뿐 아니라 서로가 공
존하는 생태를 수평적으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활동이 될 수 있어야한다.
생태는 불안전한 것과 평형적인 것이 미술활동은 예측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보다는 학습자가 생태를 자율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만나는 비예측적인 활동을 존중하고, 이에 대하여 교사와 학습자가 탄력적
인 교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어야한다.
생태에서 학습자는 주체와 대상으로 생태를 향하는 미술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역할과 생태적 대상이 되는 이
양자적인 입장에 놓일 수 있다
해를 탄력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서로 순환적이며 상호 유기
적인 관계임을 이해하여 상생을 향하는 미술활동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이다.
생태에서의 상호작용은 변화가 목적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활동 보다는 이전에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생태에 대
되고, 변화는 경험이 된다.
한 경험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재구성해 나아갈 수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학
습자도, 생태적 상황도 변화에로 향하는 탐구하는 실제적 상호작용으로 이
루어질 수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미술적인 결과 보다는 과정에서 이루어지
는 관계적인 깨달음을 존중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의미 있게 경험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활동을 열어야한다.
생태에서 상호작용이 연속적으로 경 생태미술교육을 통하여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상호작용은 필수적
험된다면 성장한다.
인 활동이 되어야한다. 상호작용이 탐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험이 되고,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으로 미술활동은 한정된 공간을 떠나 실제적
인 탐구가 될 수 있도록 시, 공간을 열 수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로
부터 상황에로 향하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미술활동과정
은 이전 미적 경험이 새로운 경험이 되고 생태와의 관계성을 이해 할 수 있
는 것 이어야한다. 이러함이 지속된다면 성장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Ⅴ. 나가기
자연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직면된다. 공기, 공해,
이상기후 등 생태계에서 역습이 일어나는 일을 목도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연쇄적인 환경의 변화는 단순개선을 넘는 상생이 주요 관심사가 된
다. 상호작용은 인간은 물론 생명체 서로에게 개선과 회복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는 필수적
인 삶의 태도로 이해되어야한다. 생태에서 상호작용은 늘 일률적인 회복의 형식을 취하는 것
이 절대적일 수 없다. 생태의 문제는 각각의 유기체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상생에 뿌리를 두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회복이 보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함은 그 누구만을 향하는 것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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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기 보다는 서로의 이해를 위한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본 논의는 듀이의 자연관에 기초하여 생태미술교육을 소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에
서 생태를 자연의 특성에 근거하여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학습자를 생태의 구성원으로 보고,
상황을 인식 가능한 존재로 보았다. 또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태와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성장 가능한 존재로 보았다. 이를 토대로 상생과 성장을 향하는 생태미술교육을 다
음과 같이 소고하였다.
첫째, 생태미술 활동에서 생태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와 생태가 수평적인 관계
를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미술활동은 예측적인 활동 보다는 미술활동에서
일어나는 비예측적인 것에 대하여 교사와 학습자가 탄력적인 교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미술활동이 생태에서 학습자 자신의 역할은 물론 타자로부터 대상
이 될 수 있는 즉 양자적인 경험을 통해 서로 순환적이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이전의 생태미술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생태에 대한 경험이 연속적
으로 새롭게 재구성 될 수 있어야하며 생태적 상황에서 변화에로 향하는 탐구적인 자율 활동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생태미술교육에서 생태와 학습자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로 나
아가는 상호작용은 필수적이며 학습자로부터 상황에로 향하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존중하고,
이전 경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본 논의는 듀이의 자연관을 통해 생태를 매우 역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유기체들의 장으로
보았다. 또한 학습자 역시 예외 될 수 없으므로 학습자를 생태의 구성원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이해로 나아가고자 하는 상호작용은 그대로 상생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성장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본 연구가 생태미술교육의 절대적인 기초가 될 수 없지만 생태의 성격을 이해하고, 보다 구
체적인 후속 논의와 실천을 모색하는데 기여되는 기초연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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