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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글

Ⅰ. 시작하는 글
요즘 교육현장은 교육개혁이라는 용어가 마치 조자룡의 헌 칼처럼 戰家의 寶刀로
사용되고 있다. 멀티 미디어 학습 자료 개발이 개혁의 절대적 가치인양 확대 포장되
고 열린교육이 정체된 교육 환경을 일거에 쇄신할 수 있는 대안인 것처럼 열기를 품
어 가고 있다. 그러나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교실 분위기 쇄신에는 어느 정도 도움
이 되겠지만 전통 교수법의 장점을 완전히 무시할 만큼 절대적이지 못하고, 개혁의
전부이지도 않다. 열린교육이 가지고 있는 참신하고 신선한 용어는 오히려 열린교육
방법이 아닌 기존의 교육 방법을 반대 개념으로 몰아가는 편견을 갖게 한다. 즉, 기
존 교육 방법은 답답하고 폐쇄된 교육으로써 결국 청산해야 되는 ‘잘못된 교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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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식이 성립되게 하기 때문이다. 열린교육이 지향하는 참 뜻이 훼손된 채 교사들
이 냉소적으로 열린교육에 접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open education'이라
는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아도 열린교육이 태동, 활성화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이 주는 시사점은 그래서 매우 크다.
미술교육의 개혁 방향도 마찬가지이다. 현대 미술사조를 형성하고 있는 포스트모
더니즘이나 현대 미술교육의 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주의, 통합적 개념,
DBAE 등이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일거에 일소시키고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 년 동안 미술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사회 기여도나 적응 능력을 고려하
면 무엇보다 미술교육이 새로이 거듭나야 된다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또한 미술교육
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미술교사에게 느껴지는 위기의식은 새로운 미술교육 방법에 대
한 강한 집착을 갖게 된다.
어떻게 하면 미술교육을 통해 사회의 불안감을 덜 수는 없을까? 미술관이나 여러
문화 공간에서 품위 있게 적응할 수는 없을까? 작가가 표현한 감동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는 없을까? 어떤 작품이 좋은 것이며 왜 저런 작품이(작가가) 좋은
작품(작가)인지 알 수 없을까? 멋진 색상을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는 없을까? 등등
미술과 관계되어 있으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수년간 미술교육을 받아온 이들에게
전혀 낯설고 어설프게

느껴지고 결국은 곤혹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익

혀지거나 우연히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나 특별한 교육
없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고등교육까지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미술작품을 대했을 때, 어떻게 감상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
외로 많다.
본 고는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미술비평의 종류와 비평 방법을 통해서 작품의
이모저모를 골고루 살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미술교육에 미술비
평이 어떻게 도입되는지에 대한 배경도 함께 서술하고자 한다.

Ⅱ. 미술 비평의 의미
1. 미술비평의 배경
모방교육이 미술교육의 형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미술교육의 흐름은 조형의 원
리를 중요시한 다우(Dow)와 그의 이론을 보완한1) 카우푸만(Kaufman)에 의해서 새
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치젝(Cizek)은 학생들의 자유 창작의지를 최대한 허

1) 미술교사가 조형의 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
게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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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데서 창조 능력이 비롯된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여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
였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술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간과
한 것으로 미술 문화의 감상을 통하여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기성 문화의 맥락 속
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도해야 하는 미술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한 것이다.
바우하우스에서는 산업미술가 양성에 큰 공헌을 하였다. 20세기 미술 교육자인 윈
슬로(Winslow)는 미술시간은 표현 활동만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경험과 자료, 재료
등을 총망라하여 지도하는 통합적인 지도 방법의 중요성을, 그리고 아이스너(Eisner)
는 학생들의 생활경험, 활동과 연계성이 미술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
다.
1966년 바칸(Barkan)에 의해서 연구되기 시작하고 1984년 그리어(Dwine Greer)가
처음 사용하게 된 DBAE이론은 채프만(Chapman), 펠드만(Feldman) 등에 이르러 체
계화 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즉, 미술교육에서 표현은 물론 미술사와 미
술비평, 미학을 함께 가르치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다.
DBAE에서 미술 표현의 의미는 잘 그린다는 전문가 육성의 개념이나 창의성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느끼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매체를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학습 활동을 뜻한다.
미학을 통해서 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논리적 사고능력, 문제 해
결력, 의사 결정력, 정보 이용 능력을 기를 수 있다.2) 새로운 앎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사고를 자아내게 한다. 새로운 앎에 대한 자
극이 계속되면서 직관적인 사고 능력은 커지게 되며 결국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미술사는 미술작품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고 미술작품을 통하여 한 시대의 사조
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미술사를 학습하는 목적은 첫째, 문화적, 역사적 맥락 안
에서 미술작품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과거의 미술, 디자인, 건축을 과거의 방식
그 자체로 보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오늘날 그
것이 우리에게 그 당시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3)
미술교육에서 미술비평은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 이해 및 비판적 평가
를 할 수 있는 능력, 미술작품의 가치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4)
비평은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직․간접적으로 지각, 사유,

감정, 상상력을 훈련시켜 예술 작품에 대해 공감적․인식적으로 반응하도록 해준다.
2) 김두삼, DBAE에 의한 중학교 미술교과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26, 1997.
3) 김두삼, 전게서, p. 32.
4) E. B. Feldman, Varieties of Visual Experience, Art a Image and Idea, 1991,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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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평가는 예견자이며 인도자이다.

러스킨은 터너를, 올린 다운즈는 시벨리

우스를, 로버트 브리지즈는 시인 홉킨스를, 로저 프라이는 후기 인상파 회화와 조각
을 대중의 품에 안겨 주었다.5) 올바른 비평은 예술과와 작품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준다. 수업 시간중, 비평은 학생들의 작품을 서로 비교 감상한다거나 예술가들의
작품을 나름대로 해석해 봄으로써 작품과의 일체를 꾀하는 것은 물론 작가와 작가의
세계에 보다 근접할 수 있게 된다.

2. 미술비평의 해석
批評이란 말의 ‘批’는 손으로 친다거나(手擊) 친다(擊也)는 의미가 있고, ‘評’은 평
론한다(品論), 헤아린다(量也), 고친다(訂也)는 뜻이 있다.6) 따라서 비평한다고 하면
칠만큼 비난할 대상을 공격한다는 의미와 함께 결점을 시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친다는 개선적인 의미도 있다. 서양어로서 이에 해당하는 ‘criticism, kritik,
critique'은 본래 그리스어에서 구별․선택․판단․평가 등을 나타내는 ‘크리노’에서
연유된 말이며, 일반적으로 ‘criticism'란 용어는 첫째 비난이나 異議申立이란 뜻이
있으며, 둘째로는 매도우 아놀드가 시도했던 相讚한다는 것, 셋째는 무엇인가에 관해
판단을 내린다는 것, 넷째는 비교, 다섯째는 대상을 그대로 본다는 감상의 의미가 있
다.
미술비평이라 함은 미술작품에 대해 조직적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마가렛
(Magaret)은 ‘미학적 개념은 미학적 경험과 언어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이해’라고
하면서 경험은 언어로 알려주고 역으로 언어는 경험에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는 비
평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과 작품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이 작품의 가치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7) 미술비평은 광범위하게 보아 미술활동의 한 형태
라고 할 수 있다.
미술비평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미술비평에 의해서 학생들이
훌륭한 미술작품들의 의미를 감각적이고 통찰력 있게 해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미술작품의 의미를 탐색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첫째 미술실에서 작품의
의미와 주제․생각․표현․특징들에 대한 재 작업을 해 봄으로써 미술작품들을 탐색
할 수 있다. 둘째 미술작품의 의미는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미술작품이 그려
졌을 때의 역사적․사회적인 관계와 그림의 역할, 기능, 목적, 전후관계를 조사해 봄
으로써 알 수 있다.
즉, 미술비평 훈련을 통해서 미술비평가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미술
5) Stolnitz, Jerome, 미학과 비평철학, 오병남 역, 이론과 실천, 1994, p. 472.
6) 백기수, 미학, 서울대출판부, 1981, p. 228.
7) Magaret Johnson, 'Aesthetic Meanings, Aesthetic Concepts, and Making a Reflective
Aesthetic Judgement', Art Education : Elementary, NAEA, 1992,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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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대한 평가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
능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비판적 능력을 기르게 하여 미술작품의 가치에 대한 선
택과 결정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8)
미술교육에서 미술비평은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 이해 및 비판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미술작품의 가치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브래들리는 그의 저서 「세익스피어의 비극」의 첫머리에서 비평의 목적을 “우리
의 목표는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인데 그것은 예술로서의 그의 작품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가시키고 작품에 대한 우리의 향수를 고양시키는 것이다.”9)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보듯, 미술비평은 궁극적으로 감상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올바른 감상 능력은 미술 작품과 그 작가의 예술 세계를 더불어 향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아울러 미술비평은 미적 지각을 좀 더 차별화 시킴
으로써 미적 경험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비평은 우리가 전에는 보지 못했
던 것을 보게 해준다. 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작품 속에 포함된 모든 것들에
감응할 수 있다. 비평은 감각적인 제재가 주는 매력이나 광채, 섬세함, 형식적 구조
가 작품을 통일시키는 방식, 상징의 의미, 전체 작품의 표현적 정조 등에 주목하도록
해준다. 비평은 우리에게 작품의 ‘미적 의도’에 대한 분별력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미적 의도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해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평은 교육적인 기능을 갖는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가르침을 주
는 것이다. 그러나 비평이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직․간접적으
로 지각, 사유, 감정, 상상력을 훈련시켜 예술작품에 대해 인식적으로 반응하도록 해
준다.10)
미학은 미의 본질에만 관심을 갖는 반면 미술비평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술 작품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또 미술사는 책이나 저널, 신문 등의 외부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미술비평은 작품 자체 내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작품을 분석
한다.11)
비평은 예술 작품을 설명하거나 해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고 형식의 구조를 찾아내며 그러한 구조가 표현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작품의
감상을 통해 그 작품이 드러내는 효과를 기술할 수도 있다.12)

8) Brent Wilson, Art Criticism Writing as Well as Talking, Research Readings for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 A Journey Beyond Creating, NAEA, 1986, p. 136
9) 제롬 스톨니쯔, 전게서 p. 471.
10) 제롬 스톨니쯔, 전게서, p. 472.
11) Mittler, Gene A., Teaching Art Appreaciation in the High School, Journal of School
Art, November 1982, p. 36.
12) Stolnitz, Jerome, 상게서 p.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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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술비평의 방법
비평의 단계를 파노프스키(E. Panofsky)는 이코놀로지 연구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단계를 관찰 - 분석 - 해석․반성 등의 3단계로 나누었고, 클락(K. Clark)은 최초의
충격 - 화면의 검토 - 기억의 재생 - 새로운 방법의 획득 등 4단계로 제시하고 있
다. 한편 펠드만(Feldman)은 그의 저서 ‘현대 미술 구조론’에서 서술 - 형식분석 해석 - 평가 또는 판단의 4단계로 나누고 있다. 게이츠겔(C. D. Gaitskell) 등도 서술
- 형식분석 - 해석 - 선택 등 기본적 4 단계로, 제들마이어(Sedlmayr)는 작품을 해
석하는 단계로서 작품의 전체적인 인상인 相貌的인 이해 - 가시적인 형식과 그 구조
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인 이해 - 의미내용으로서 대상적 이해 - 그 자체의 구조
와 전체적으로 이해되는 통합적 이해의 4단계로 나누고 있다.13)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본 고는 서술 - 분석 - 해석 - 판단 등의 단계로 정
리하고자 한다.

1)서술
처음 작품을 대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첫인상과도 같은 것이다. 색조와 형태 및 색
채와의 관계 등에서 비롯되는 내용을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정리하는 것을 뜻
한다. 펠드만은 구체적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작품 속에서 관람자에게 직접적으로 전
달되는 인식 과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 단계는 시각적인 상징을 언어적 기술로 바꾸는 일이다. 그러나 예술적인 지각
은 본래 논리적․인식적인 면에서 불확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못되지만 비평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계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 작품이 자연주의적

인 경우는 주로 객관적인 물체가 될 것이며 추상이나 비구상의 작품에서는 조형원리
의 구조, 색상, 방향 등이 기술 될 것이다. 즉 형상이 타원형이거나 직사각형이라든
지, 윤곽의 가장자리가 날카롭다든지 자연스럽다 등으로 기술될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을 처음 대했을 때 느껴지는 감동의 종류 등을 관찰하여 그 작품에 있
는 것들을 묘사 또는 기술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다
음 단계에 연결되며 어린이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경험한 것만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교사의 역할은 그들의 기초 경험을 넓혀 아동들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
에 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볼플린(Wolfflin)은 서술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상상적인 것을 피하고 작품의
객관적 형상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동들이 보고 관찰한 것을 기술한다는 것

13) 최순실, 감상의 단계 및 관점을 적용한 작품감상 지도의 방법적 접근, 한국교원대 대학원
삭사학위논문, 1993, pp 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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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객관적인 기준을 요하며 이러한 언어적 훈련은 비평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것이다.

2)분석
이 단계는 감상 학습에서 아동이 조형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교사가 발견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미술작품의 짜임새와 구성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주
로 조형원리와 표현 방법 등의 특징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작품
이 내포하고 있는 형식면의 특성에 대하여 관찰하고 언어화하며 토의하는 단계이다.
또한 작품의 형태를 분석하여 대칭과 비대칭을 구별할 수 있고 재료의 특성을 설
명할 수 있으며 색과 선의 특성과 종류를 파악하여 미술작품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잘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표
현하는데 도움을 주며 또한 일찍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학생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
릴 수 있을 때가지 기다려야 한다. 이 때, 교사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묻기보다는 “무엇을 보고 있니?”라고 묻는 것이 좋다.14)

3)해석
작품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으로 특정 작품에서 뚜렷하게 인식되는 구조가 미술가
의 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는 단계이며, 정밀하게 분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비평적 표현을 통하여 나타내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무엇보다도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과 일반적인 상황
에 대한 의미를 관련시켜 설명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작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 단계에서 작가가 어떤 목적으로 그렸는가? 미술가가 사
용한 물감은 무엇을 뚜렷하게 표현하는데 의미가 있는가? 작가의 감정과 어떻게 연
결되어 있는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때, 학생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작가가
구성요소를 의식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판단
전문가에게 있어 이 단계는 작품의 목적이나 기능을 확인하고, 현재의 작품이 진
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작품을 만든 시대의 특징적 요구와 외양에 연관시키는

14) 문은희, 표현과 통합된 감상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6,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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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있어 판단은 하나의 기호와 같은 것이다.
이 단계는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당화하는 단계이다.15) 판단은 선택을 수반
하고 더 이상 토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진술되는 내용은 첫째, 비교 작
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를 진술한다. 둘째, 장점과 단점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진술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교사의 질문이 가능하다.

 이 작품에서 감동이 오는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것을 그리고 싶거나 방에 걸어 놓고 싶은가?
 저 작품이 싫은가?
비평을 한다면 작품의 역사성이나 도해적, 양식적 차원에서 작품을 평가하고 해석
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추상적인 것보다는 작가의 이름, 제작한 날
짜, 유래, 영향, 형태, 모작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신빙성 등이 더 중요하다. 제작한
날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작가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 작가의 처해진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관련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품에 깔려 있는 뜻을 앎
으로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비평을 통해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Ⅲ. 미술비평의 활용 및 적용
1. 작품 감상과 비평
올바른 감상은 작가의 창조 행위와 같으며, 그 시대의 올바른 문화 창조에 기여
하는 바탕이 된다. 올바른 문화의식은 국가 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즉 감상
의 질이 문화 수준은 물론 그 시대의 상황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또한 감
상은 미술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나 판단을 존중해주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
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 해준다. 또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미술사적 지식은 물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전통
미술의 우수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하나의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작품은
일단 예술가의 손에서 벗어난 이상 예술가의 개인적 경험과는 상관없이 다양하고 상
이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향수 되며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작품을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감상(비평)

방법이

있다. “예술은 모방이다”라는 시각에서 대상이나 사건의 충실한 모사 내지는 복제를
15) Mitter, Gene A., op. cit,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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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모방주의적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브랑쿠시의 「공간의 새」(그림
1)는 적어도 이러한 모방주의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그러나 모방주의적 관
점에 젖어 있는 일반인들로 인해서 1920년대 가장 유명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예심
판사들 중 한사람이 “그 작품은 새를 닮지 않은 이유로 예술작품이 아니다.”라고 판
정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서 이 작품은 미국에 면세로 들어올 수 없었다. 하나의 짓
궂은 장난으로 여겼거나 서투른 미술표현은 진정한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모방주
의적 비평의 오류의 단편이다. 이와같은 모방주의적 편견과 습관에서 탈피하여 새로
운 미적 경험을 찾는 형식주의적 비평이 등장 하였다.
벨(Clive Bell)은 형식주의적 비평16)에 입각하
여 다음과 같이 썼다. “19세기 중엽의 미술은 거
의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한 미술의 대부분은
나쁜 의미로의 아카데믹 미술로서 잘생긴 사람들
과 멋진 바다 경치나 풍경을 실물 그대로 모방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 시기의 자기 만족은 하나의
새롭고 생명력 있는 움직임-프랑스 인상주의자들
에 의해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 ”
형식주의 비평은 모방주의적 관점과는 전혀 다
른 입장을 취한다. 또한 작가의 개성과 작품 표
현

의 성실성에 입각하여 작품의 세계를 보다

내적이고 감성적으로 풍부하게 비평할 수 있다.
(그림1)브랑쿠시 : 공간의 새

이러한 비평은 주정주의 비평이라 하겠다. 주정주

의적 이론은 예술작품은 작가의 개성 표현으로 본다. 괴테는 “예술과 시에 있어서
개성이 모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17)
한 작품의 가치는 선, 양괴, 면 그리고 색과 같은 화가가 지니고 있는 수단들의
형식적 조직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리고 강조는 그림에 고유하고 독특한 것, 또
다른 방식으로는 표현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것에 놓인다. 두 가지의 중요한 추론이
있다. 우선 이러한 형식적 가치의 달성을 위해 세잔느는 자연적인 것에 대한 단호한
형태인 ‘왜곡’에 호소 한다. 세잔느의 모델인 인간의 얼굴, 나무, 자연의 풍경은 그림
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조되었다. 이 미술가는 ‘모방’을 포기한 것이다.18)
제롬 스톨니쯔의 형식주의 비평에 입각하여 (그림2)를 분석해 보면, 세잔느는 그림
에 확고함과 입체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작품 속에서 제재를 구성하는
16) 모방론에 반대 입장을 취함. 진정한 예술은 일상적인 경험을 구성하는 행위와 대상으로부
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
17) 제롬 스톨니쯔, 전게서, p. 184.
18) 제롬 스톨니쯔, 상게서,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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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대상들은 그 유명한「카드놀이 하
는 사람들」에서처럼 실제적인 입체성과 존
엄성까지 가진다. 색은 대상들의 ‘무게’ 또는
양괴성을 표현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점은 세잔느의 그림들이
심오한 깊이를 가진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림의 평면으로부터 뒤로 확장된 공간
적 관계들 사이의 율동적 상호작용을 창조할
수 있었다.
관람자의 눈이 그 그림의 평면들의 중복을
넘어가기에 결과적으로 그는 움직임과 긴장
(그림2)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묘사된 그 양괴들

사이의 이와 같은 조형적 관계들은 세잔느에 있어서 형식이 갖는 의미의 본질적 부
분을 이루고 있다.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그림2)은

회화 예술에 있어서의 하나의 혁명이고

실체에 대한 아주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다. 이 작품을 서술적으로 비평해 보자.
“인물이 다섯인데 그 중 네 명은 여자이나 한 명은 확실하지 않다. 이런 때는 작
품의 제목으로 보아 여자일 텐데 무슨 이유로 형태가 뭉개져 있을까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얼굴 형상이 타원형이고 윤곽의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느껴진
다”라고 말할 수 있다.
분석적 비평은 “색상의 넓이, 특별한 윤곽선과
질감, 공간 상 형태로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지 알아보는 것이다. 여기서 인물 중 몇 몇은 형
태가 모가 나고 평면적인 반면 중앙의 두 명은 보
다 곡선적 이고 눈에 자극적인 색깔로 한층 부드
러운 변화를 주어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덜 왜곡
되어 보인다.
그리고 중앙의 인물들은 자신의 몸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고 중앙의 사람들은
(그림3) 아비뇽의 처녀들

더 자연주의적이고 정면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모

두 측면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분석적 비평은 형식 분석과 내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발문을 유도할 수 있
다.19)

19) 홍기태, 미술사 비교 분석을 통한 감상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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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의 재료는?
 재료가 주는 느낌은?
 작품은 얼마나 큰가?
 작품의 눈 높이와 시점은?
 선은? 서예적인가? 선의 강약, 굵기의 변화가 있어서 생동감과 활력을 암시하
는가?
해석적 비평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어떤 구도?
 색의 조화?
 강한 윤곽선으로 그려진 인물은 어떤 의미?
 질감처리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공간은 어떤 느낌?
 배경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전체적인 색조는 어떤 의미?
 각각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작품의 제작 목적은?
 양식적 특성은?
 작품의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철학적 배경은?
판단의 관점에서 비평은 그 그림의 화파나 작품명, 테크닉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주는 긴장감, 선과 선사이의 역학 관계, 형, 색, 특이한 형상에서 느껴지
는 묘한 느낌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나름대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발문할 수 있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그리고 싶거나 방에 걸어 놓고 싶은 충동은?
 싫지는 않은가?
네 가지 방식의 비평을 한꺼번에 적용하여 작가의 생애와 작품관에 대해서 다각적
으로 살펴보는 것도 보다 재미있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 예시 1 : 고흐의 작품관과 생애에 대해서 살펴본다.

 고흐의 생애?
 고흐의 성격?
 고흐의 작품과 예술관?
 동생 테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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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갱과의 만남?
 정신병원에서의 작품 생활과 죽음?
* 예시 2 : 로댕에 대해서 살펴본다.

 로댕의 생애?
 로댕의 예술관과 연애관?
 끌로델 까미유와 로댕?
 로즈와 로댕?
 생각하는 사람?
 아담과 이브?
 아르테미스(다이애나) 여신?
 지옥문?
 트로이의 목마?
 로댕과 빅토르 위고?
위에서 예시한 두 가지의 비평 방법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려운 내용들이다. 그러나 평소에 관심을 잘 정리하여 수업에 활
용한다면 흥미진진한 미술수업이 되게 할 수 있다.
작가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인생관 내지, 예술관을 앎으로써 그들의 작품 세계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2. 미술비평에 의한 평가
중학교 평가는 목적한 바를 이루었는지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계
획, 교수-학습 과정 등을 개선하며, 나아가 미술과 교육의 질을높이는 데 목적이 있
다. 평가하고자 하는 행동 목표를 상세화할 때는 학생의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
역이 고루 포함되도록 한다. 여기서 인지적 영역은 지식, 이해, 적용을 들 수 있으며,
심동적 영역은 창의성, 표현력, 실용성, 심미성 등이다. 또한 정의적 영역은 표현 태
도와 감상 태도이다.
감상태도는 감상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있는가의 준비성, 관심을 가지
고 교사의 설명, 비평, 친구의 견해 등을 듣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실성, 남의
이야기를 따라 하지 않고 자신 있게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신감, 감상하는 작품
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등이다.
이와 같은 감상 태도를 지필 평가에서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분석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미술비평에 입각하여 평가 문항을 만들어 보자. 다
음은 ’98학년도 고입 시험에 출제된 문제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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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1 - 다음은 고흐의 자화상이다. 이 작품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친 붓 자국은 생동감을 준다.
② 삼각형 구도이며, 흉상화이다.
③ 후기 인상파 작가의 작품이다.
④ 작가의 개성 표현이 잘 드러나 있다.
⑤ 무의식의 세계를 초현실적으로 묘사했다.

*문제2 - 다음은 나무결 무늬를 문질러서 제작한 에른스트의 ‘눈 가린 채 헤엄치는
사람’이다. 이 작품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① 사생화
② 추상적 표현
③ 탁본의 원리와 비슷
④ 프로타쥬 기법 이용
⑤ 초현실주의적 표현 방법
평가 문항을 비평에 적합한 내용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작
품을 네 가지 비평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는 가능하다. 지필
평가에서 작품을 바르게 감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봄으로 인해서 보다 체계적인 방
법을 도입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

3. 비평에 의한 교수-학습 지도 방안
비평은 감상을 저해하는 편견과 혼동을 없애 줌으로써 미적 공감을 개발해 준다.
비평은 예술적인 관례와 예술가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신념들을 설명해 주며, 예
술작품을 더 큰 세계와 관련시켜 주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경험과 예술작품과의 적
절성을 보여준다.
비평은 교육적인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비평이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만은 아니
다.21)

비평을 하는 것은 한 점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미술작품을 재창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단어들을 미학적으로 가치와 의미가 성취될 수 있도록 주의
20) ’98학년도 고입 공통 시험 문제 중 30번 임.
21) 제롬 스톨니쯔, 전게서, p.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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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비평용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미술비평은 가르칠 수 있는가? 미술비평을 교육에 도입하는
목적은? 학교 현장에서 비평교육을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기대 효과는 펠드만이
다음과 같이 내린 미술비평 개념을 통해서 옅 볼 수 있다.22)
첫째, 미술비평은 가치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킨다.
둘째, 미술비평은 기회를 포착하는 힘을 기르게 한다.
셋째, 미술비평은 학생들을 보다 용기 있고 대담하게 만든다.
넷째, 미술비평은 단시간 내에 많은 것을 이해하는 기회를 준다.
미술비평은 작가와 일반 대중과의 사이의 매개적 기능이며, 이 양자에 대해 현실적
으로 작용하고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
작품을 비평하는 방법은 바르고 그른 것이 따로 없다.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정형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비교적 객관적인 해석을 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술 교사는 다음과 같은 비평가적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킬 수 있다.23)

 이제까지 몰랐던 작가나 작품에 대하여 소개한다.
 주의 깊게 감상하지 않을 때는 작가나 작품을 과소 평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작품의 시대와 문화, 다른 작품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무시하려 들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유심히 들여다보게 한다.

 작품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해석을 붙이게 한다.
 제작 과정을 밝혀 내도록 한다.
 작품과 작가의 생애, 과학, 경제, 윤리, 종교, 문화와의 관계를 밝혀 내도록 한
다.
그러나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비평은 전문가들의 비평과는 다르다. 전
문가들은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면 학생들은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즉, 감상의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올바른 감상과 비평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활발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나윈(P. Yenawine)은 토론에 필요한 효과
적인 발문 지도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24)

 이 그림에서 어떠한 것들을 볼 수 있는가?
-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 좀 더 설명할 수 있는가?
- 모두 동의하는가?
22) E. B. Feldman, Op. Cit, pp 61-62
23) 실반 바넷, 김리나 역, 미술품의 분서과 서술의 기초, 시공사, 1995, p. 3.
24) Philip Yenawine, Abilgail Housen, Ed.D, Amelia Arelia A renas, Visual Thinking
Curriculum/Synopsis of Questionong Strategies, Draft, 1993, pp 1-4.

282

 무엇이(어떠한 것이) 그렇게 말하도록 하게 하는가?
-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어디에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가?
- 그러한 것들을 묘사해 보라.
- 그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것에 대해 좀 더 말할 수 있는가?

 그 외에 어떠한 것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하게 하는가?
 다른 감상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작품 속의 인물을 중심으로
-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의상, 자세, 표정, 제스처 등등)
- 나이를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그들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활동, 사건, 제스처 등등)
- 그림 속의 자세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 왜 그런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 장소와 배경에 대하여 논한다.
 언제인가? - 시간이나 시대를 알아본다.
 작가가 장소, 인물 등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작가는 이런 작품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 미술과 일상 생활과의 관계를 논한다.
미술비평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술교사의 능력과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풍부한 경험은 물론 관계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한다. 미술비평은 미술
사나 미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시되는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상천외한 학생들의 질문이나 토론 내용에 대비해야 한다.
바칸(Barkan)은 일상 경험 속에서 생동감 있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해서 교사들에
게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25)
1) 표현 전에 반드시 생동하는 감각, 생활 경험을 하게 한다.
2) 주제를 제시할 때 한 가지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선택의 여유를 준다.
3) 지도의 방식은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다양하다.
4) 교사의 언어 및 행동은 부드러우면서도 적극적이고 활기가 있으며, 성실하다.
5) 아동의 경험이 상상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나타나게 한다.
6) 참고 작품을 제시할 때, 아동 발달 수준에 맞게 필요한 때를 잘 선택하여 제공
한다.

25) 윤양희와 2명,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1992,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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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발성을 강조하여 아동 자신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표현하며 평가
하게 한다.
8) 다른 교과의 학습 경험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지도한다.
9) 주변의 다양하고 풍부한 재료를 활용하게 하되, 형태감을 발견하고 표출하는 단
서로 활용하게 한다.
10) 교사는 언제나 이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전개한다는 분명한 지도 목표를 가지
고 있다.
11) 미술 본연의 특성 및 아동의 발달 특성을 탐구하고 관찰하는 데 언제나 열성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Ⅳ. 맺음말
현대 미술교육은 미술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단순히 한 시간의 수
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사의 지도 방향이 미술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미술교육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개혁의 방향과는 거리가 멀게 주변의 상황이 자꾸만 위기 의식을 느끼게 하는 때
인지라 새로운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번갈아 교차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많은 정보를 확보하거나 미술 이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미술
교사의 역할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일반 교사들에게까지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많
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미술교사 자신의 노력과 열정을 통하여 미술수업의 질을 높
일 수 있고, 다가오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미술교과와 미술교사에게 불어닥칠 수 있
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게 된다.
이제, 미술수업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미술교사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다른 교
사가 대신할 수 없는 교수-학습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미술비평을 수업에 활용하고 응용하기 위한 방안은 바로 미술교육의 난제를 해결
하기 위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반면에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귀찮은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결국 미술교사는 감축교사의 신세로 전락하거나 아
무도 선택하지 않는 교과의 주인일 수도 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미술비평에 의한 미술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키
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학교와 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교수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
고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함께 활용함으로써, 살아 있는 미술교육, 멋있는 미
술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는 있다. 그리하여 미술교육의 앞
날은 물론이요 문화와 문화의식이 높은 선진 조국의 주역이자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방향을 잃은 교육 개혁은 어찌 보면 우리 미술교사의 몫이 아닐까 싶다. 삭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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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훈훈한 예술적 감성과 여유 있는 멋을 학생들과 사회에 널리 전파하는 전도
사의 역할을 기꺼이 자임해보자. 재미있는 미술수업을 통해서… 누구나 기다리는 즐
거운 미술 시간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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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Art Curriculum by Art Criticism
Kim Doo Sam

Art is of the unique and valuable subjects, which has reflected cultures
and experiences that men created and inherited, and has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motion of our culture. So, art education must be more
activated ; for that reason, more researches which reflect the pariticularity of
art curriculum have to be preceded and experrimented.
This attempts to consider some problems and remedies in our art
education. That is, This paper, I consider that I problems art criticism fitly for
the middle - high school in Korea, and I also take methological study of the
problem in our art education, such as the lack of art understanding and the
skill-centered art class.
The basic goal of art criticism is the training of students to be adapted for
results. Therefore, I make great efforts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ncept of
art criticism.
For the method of students training, I presented Fldman's method of the
Answer-question and four areas of teaching method such as description,
analysis, interpretation, judgment.
I think that the structural traning for the understanding of art by art
criticism aims not at the simple delivery of mature and harmonious student
images, though the art education from the points of view above.
True art education promotes the quality of life and produces the mature
and righteous culture. the quality of art education relies on art teachers.
Therefore, will have to give empetus to more study and higher quality of ar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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