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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감상교육에서의 대화:
협조를 통한 상호 교수의 관점을 중심으로
1)

류 지 영*

＜초 록＞
본 연구는 감상교육의 방법을 탐색하는 일련의 연구 가운데 하나로서, 여기서는 감상수업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특히 대화의 의의에 대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조적 상호 교수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
다. Piaget와 Vygotsky의 구성주의, 미술 감상교육 방법으로서의 구성주의적 접근과 그 과제
를 시각적 사고 전략 및 워크시트를 통해 살펴보고 미술 감상교육에서 대화의 역할과 조직에
대해 협조를 통한 상호교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미술 감상교육을 위한 수업에서 필요한
대화는 일반적인 대화가 아닌 협조적 상호작용 혹은 상호 교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루어
지는 대화이다. 자신 하나만으로는 충분하게 경험하기 어려운 미술 감상을 또래들이나 교사
의 도움을 빌리면서 체험하는 것이 협조적 대화에 의한 감상이다. 학생 자신이 모든 감상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미숙함을 교사나 동료가 보충할 수 있도록, 보다 상호교수
를 촉진할 수 있는 대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적 관점의 대화 조
직 방법들을 인식하고 익혀야 하며 이러한 상호 교수 형태에 익숙해지도록 질문의 기법, 대
화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교수적 대화에 대한 인식과 훈련
을 위한 교사교육에 과제가 있다.
주제어(key words): 감상교육(Art appreciate education), 대화(conversation), 상호 교수(reciprocal teaching).

I. 서론
본 연구는 감상교육의 방법을 탐색하는 일련의 연구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는 감
상수업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특히 대화
의 의의에 대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조적 상호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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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감상교육의 방법적 측면에 대해 다루어 왔으며 특히 미술 수업
에서 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 등을 연구하면서 구체적인 수업 방법으로 다루어
왔다(강주희, 이지연, 2012; 류재만, 2004; 박세인, 2013; 박지숙, 김은희, 2010; 안금희,
2003). 수업에서의 언어적 측면, 교육적 질문하기나 미적 발달 이론과 구성주의에 입
각한 감상 발문 등 감상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다루고 있는 연구도 보인
다. 이 연구들은 감상 수업에서의 언어적 측면이나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의 발
언을 수업 연구의 중심으로 다루고, 아동의 미적발달 이론을 근거로 하는 구성주의적
접근과 방법,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의 과정 등을 탐색하면서 수업연구로써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한편 지도자의 발언이 감상자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측면에서 미술관 관람객과 도슨트의 담화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적 학습경험에 대해
탐구한 배진희와 손지현의 연구(배진희, 손지현, 2013)는, 특히 박물관학과 국어교육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담화’를 중심으로 하는 미술관 관람객과 도슨트의 상호작용
을 연구의 주제로 다룸으로써 감상교육을 위한 발문 유형의 탐구 및 이에 의한 수업
연구에 시사점이 크다. 또한 미술관 관람자의 탐구를 위한 협동학습이론의 적용 가능
성을 위해 관람자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김혜인의 연구(김혜인, 2011)는 관람자들이
미술관에서 나누는 대화의 특성 및 영향력을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마찬
가지로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미술교육에서의 소통에 관한 박선혜의 연구(박선혜,
2008) 역시 말하기와 듣기 즉 대화를 통한 소통의 구조가 미술교육에서 어떠한 의미
와 사례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다루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대화와 소통, 이를 통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의 강조와 실천 사례의 분석들은 특히 미
술 감상의 구조 및 방법적인 측면에서 미술관교육과 미술교육에 시사점이 크다. 다만
대화로써 감상 지도자와 관람자, 혹은 관람자와 관람자 등 양방향 적인 소통구조를
주로 다룸으로써, 보다 복잡한 소통 방식이나 질문 구조의 분석에는 다소 아쉬움이
보인다. 일종의 토론을 조직하는 방법,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다성(多聲) 네트워크’
(やまだようこ, 2008)나 ‘다방향적인 소통 구조’(박선혜, 2008)의 실천적 측면의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도자의 질문에 대한 학생 혹은 감상자의 반응과 대답, 이
러한 반응에 뒤따르는 교사의 연쇄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반응, 혹은 학생의 대답이
나 반응에 대한 다른 학생의 반응을 유도하는 교사의 질문 등 수업의 커다란 흐름과
순환을 전제로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대화이다. 즉 대화를 보다 복잡하며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인식하고자 하며, 이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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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일부에서는 확산적
사고와 이를 위한 토의 학습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작품을 보고 읽어 나
가는, 발상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연구에서 주
로 다룬 이론이 실제 수업 사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감상에 중점을 둔
수업에서도 감상 능력의 발전보다는 수업을 통한 감상 활동의 ‘경험’으로서, 감상자의
깊이 있는 체험 및 그 분석 측면에서는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감상수업에서의 ‘대화’를 실제적인 수업의 목적 및 방법적 측면에서 다룬 수업
실천으로서, ‘대화형’ 감상이라는 지도 방법이 있다.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 교육
부에서 근무했던 Arenas에 의해 주도되어 일본의 미술관 및 학교의 미술 감상 수업
에서 유행해 온 실행 연구의 일종이다. 아직 완전하게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는 박휘락의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박휘락, 2003)에서 대략적으로 소개된 바 있고
학위논문으로서 ‘초등 미술교육에서 대화 중심의 감상지도 방안 연구’(황명화, 2004),
‘아레나스의 대화형 미술 감상법 연구’(문혜자, 2011), 최근의 학술연구로서 ‘일본 초등
학교 미술 교과과정에 도입된 대화형 미술 감상법의 이론적 배경 및 실천 방법’(이봉
녀, 2009) ‘대화중심 미술감상교육이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박지원, 박향
숙, 2010)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에는 ‘대화형’ 감상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
은 경우도 있었다. 나아가 ‘대화형’ 감상의 주장과 실제 그 자체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로 본 연구자의 이론연구 및 ‘대화형’ 감상 워크숍을 통한 실천 연구의 결과, ‘대
화형’ 감상에서 주장하는 이론과 수업 실천 사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
으며, ‘대화형’ 감상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상황 속에서 구성주의적 접근이나 인지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수업 실천 연구, 수업으로서 대화 및 대화를 통한 감상 과정을 다루는 구체적인 연구
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감상교육 워크숍(2013. 1. 7～11)
에서는, 실제 현장 미술 수업의 경우 ‘감상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감상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절차나 과정을 다루는 연구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수업 지도 방법, 특히 감상
을 위한 발문이나 학습자의 반응을 조직하는 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감상교육의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미술
감상교육에서의 대화의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협조를 통한 상
호교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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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감상교육에서 대화의 의미와 의의를 살펴본다. 문헌연구로 구성주의적
접근, 특히 최근의 인지심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둘째, 대화의 방법으로서 인지심리학의 협조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교수의 의
미와 과정을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대화형’ 감상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
고자 한다.
셋째, 위의 과정에서 실제 수업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협조를 통한 상
호교수의 관점에 의한 대화의 방법을 질적 접근에 의한 구체적 수업 분석으로 다루고
자 한다.
한편 감상 교육 방법으로서 대화를 분석하면서 학교미술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초등
예비교사 및 초등 교사의 미술 감상수업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고찰한 점, 교사나
수업에 따라 인식 및 경험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II. 미술 감상교육에서의 대화
1. 미술 감상교육의 본질과 대화의 의미
‘대화’(對話)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2명이상이 서로 주고받
는 말”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라고 본다. 사전적 의미와
어원을 살펴보면 대화는 문학형태로는 서로 대립하는 철학적, 지적 입장을 대담형식
을 빌려 신중하고 조직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논란이 있는 이념
을 제시할 때 응용되며 인간의 심리 표현을 잘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적 관점
에서 대화는 개인의 연계를 이끌어내는 학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국립국어원,
2013; 김혜인, 2011). 본 연구에서는 대화, 토의, 토론, 발문과 이에 따른 응답 등 수업
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동의 중심이 되는 감상 교육
을 위한 매개를 가리키는 용어를 넓은 의미에서 ‘대화’로 사용하고자 한다. 미술 감상
교육에서 대화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등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수 학습 상황의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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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미술과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에서 대화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2011년 발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
에서는 초등단계에서는 감각이나 기초 등의 학습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다. 5, 6 학년
에서 ‘활용’ 의 추가, 중학교 단계에서 ‘비판적 사고’의 추가로 상위 단계 요소의 부분
이 도입되었고 그 외에는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과 비교하
여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
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을 살펴보자.
<표 1>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감상 영역 내용체계
영
역

초등학교
중학교
3, 4학년
5, 6학년
7, 8, 9학년
(1) 미술작품
(1) 미술 작품
(1) 미술 작품
미술작품의 이해와 감 미술 작품의 특징을 분 미술 작품의 사회적 문
상 활동에 관심 갖기
석하고 감상하기
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감
감상하기
상 (2) 미술 비평
(2) 미술 문화
(2) 미술 문화
미술 문화에 관심 갖기 미술 문화의 특징과 중 미술 문화의 기능과 역
요성을 이해하기
할을 이해하기

고등학교
10학년
(1) 미술 작품
미술 작품의 다양한 가
치를 판단하고 감상하기
(2) 미술 문화
미술 문화의 가치를 이
해하고 발전 방안을 모
색하기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 감상 영역 내용체계
영
역

감
상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

(1) 미술사
(1) 미술사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배경에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특징을
흥미와 관심 갖기
알아보고 문화적 전통의 중요성
을 이해하기
(2) 미술 비평
(2) 미술 비평
미술 작품에 흥미와 관심 갖기 미술 비평 활동의 과정과 방법
을 익히기

중학교
7, 8, 9학년
(1) 미술사
미술의 변천 과정과 가치를 문
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2) 미술 비평
미술 작품의 의미와 역할을 이
해하고 가치를 판단하기

학년 군별 목표 설정으로, 감상 영역에서 초등 3, 4 학년에서 ‘감각 중심의 학습 경
험’, 5, 6학년에서 ‘기초 개념 및 기능, 활용 중심의 학습 경험’, 중학교에서 ‘활용 및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중심의 학습 경험’으로 학년 군별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감상 영역
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상교육의 목표에서는 미적 반응이나 판단을 토대로 하는 비판적 사고력, 문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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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미학적, 역사적 이해, 전통 미술 문화의 세계화에서, 미술 작품의 특징과 배경
이해, 감상(초등) 및 문화적 맥락의 이해, 가치 판단(중학교) 등으로 큰 맥락에서의 차
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중영역의 명칭이 미술작품, 미술 문화에서 미술 비평, 미술사
로 변경됨으로써 무엇을 대상으로 감상하는가가 아니라,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의 문제로써, 감상이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 이해(미술사)’와 ‘종합적인 감상을 통한 미적 판단(미술
비평)’으로 구성되었다. DBAE에서도 다루어졌던, 전문성을 지닌 미술의 학문적 맥락
의 도입으로도 볼 수 있다. 이전의 작품, 문화에서 미술사(미술의 배경), 비평(미술작
품)의 순서로 바뀌면서 맥락적 이해가 우선되었으며 미술비평 영역의 도입에 의해
‘판단’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내적 의미보다도, 비평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언어적 측면
이 다루어지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감상 영역에서 ‘비평적인 언어활동’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9 개정 교육과
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비평 영역의 도입 등으로 언어와 비평적 능력
이 더욱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서는 이제 미술작품을 어떤 성스러운 숭배의 대상, 무조건적으로 가치를 가지
는 대상이 아닌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 텍스트로 파악하고자 한다. 작품과 감상자의 관
계가 일방적 방향이 아니라 상호 수용과 대화로 교류되는 관계로 전환되어 하나의 시각
체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휘락은 해석학과 수용이론에 바탕을 두어, 미술 감상은 작
품에 내재한다고 생각하는 의미의 불변성, 이러한 의미를 학생들에게 이해하도록 설득
하는 감상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비판한다. 작품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감상 작품과
학생의 진지한 대화에서 생성되어야 한다. 교사는 성실한 대화를 중재하고 작품과의 주
체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탐구적인 방법으로 작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
다(박휘락, 2003). 미학자이자 사회학자인 倉橋는 예술감상에는 깨달음이 있으며 그로부
터 작품을 알게 되어 이해하고 공감이 나타난다고 본다(倉橋重史他, 1997). 미술 감상이
처음인 학생들은 감상의 단계를 부드럽게 진행하기 힘들다. 중요한 깨달음을 놓치게 되
거나 작품의 이해가 그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때문에 어렵거나 이해가 불충분하여 작품
에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倉橋가 말한 것처럼,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 모든 것이 감상에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그 어느 것이든 하나라도 타인에
게서 그대로 주어진다면 본인이 감상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즉 미술 감상은
작품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미술 감상교육은 수업을 통해
작품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작품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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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대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작품과 작가, 감상자의 관계는 복합적이며 상호적이고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기반을 둔 유기적 관계이다. 미술 감상교육은 근본적으로 커
뮤니케이션을 전제와 목적, 즉 출발점과 도달점으로 하므로 대화는 인간관계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감상 활동은 자신의 감성과 전 감각을 통한 만남에 의한 대화로서 다
양한 대화의 방식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
생이라는 인간관계에서 타자와의 대화를 다루고자 한다.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수업 기술로서, 감상하는 학생과 작품, 학생과 학생을 연결하는, 발문과 대답, 대화를 전
제로 하는 토의를 이끌어내는 언어적 측면이다. 원래 대화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
니며 말을 통한 언어적 측면과 비언어적 측면을 가진다. 감상 수업에서 대화는 감상하
는 인간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이 수업을 통해 만남을 이루어 가는 것, 통합되어 가는
것이며 이를 지향하는 수업자의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류지영, 2011). 감상교육에서
는 ‘본다’라는 행위가 중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는 것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관찰
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 대화는 관찰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Feldman은 대화에 대해, 비평을 하는데 있어서 언어로 나타내지 않는 비평은 성립될 수
없으며 미술비평은 언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비평은 발견들의 나눔으로서 대
화로 가능하다(Feldman, 1988). 미술작품에서 발견한 것은 대화를 통해 나누어지며 확
인된다. 서로의 차이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발견을 찾아내고 의견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면서 설득하고 자기 발견을 옹호한다(박휘락, 2003).
대화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학습의 일종이 된다. 대화의 교육적 의의를 강조하는 이
론가들(Mayer, Noddings, Yankelovich) 등은 대화를 의미를 탐구, 형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교육적 소통으로서 대화는 일상생활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유사하다. 강연 등과
는 다른, 일상적, 비공식적, 설명적, 협동적인 학습의 방식이다. 학습자가 원하는 방향
과 의미를 스스로 탐색하고 개념을 재구축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형태를 가진다(김
혜인, 2011). 감상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힘을
기르고 이를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미술 감상교육의 활동은 대화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미술 감상
1980년대 후반 무렵부터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구성주의는 Piaget
를 중심으로 한 인지적 구성주의, Bruner와 Vygotsky를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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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로 크게 대별된다(한순미, 1999). Piaget와 Vygotsky는 인간 심리학을 위한 발
달의 틀을 제공하면서 진정하게 발달적 접근을 시도한 점,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사
회적 영향의 인식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Piaget는 맥락적 영향력보다 개인
의 발달에, Vygotsky는 문화가 인간 발달에 주는 영향에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학습
의 구성주의적 접근은 우리나라 미술교육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 동일 집단 내에
서도 더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이 두 관점을 감상교육과 연결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Piaget와 인지적 구성주의
Piaget는 인지의 사회적 차원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겼으나 그의 연구 패러다임은
대체로 사회적 차원보다는 사회 환경을 다루더라도 발달 과정 그 자체의 특성보다는
개인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었다. Piaget도 Kant처럼 지식이 개인에 의
해 능동적으로 구성된다고 본 점에서 신칸트주의로 불리기도 한다(장상호, 1982).
Piaget의 인식론적 입장에 대해 장상호는, 외계의 감각적인 자료들이 지식의 형성에
필요하지만, 경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인과 개념 등 선험적인 범주 즉 기존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여과, 재구성됨으로써 지식으로써 위치된다는 점에서 Kant와의 공통점을 가진다고 지
적하였다. Piaget가 인지발달에서 사회적 요인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무시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역할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아동의 조작적 사고의 구조적 성질 밖
에 있거나 구조적 성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정의되었다. Hickman에 의하
면 Piaget는 사회적 영향 및 기타 외부 영향을 간접적으로 포함하면서 주된 분석 단
위로써 개별 아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인지 단계의 전체적 변형을 가정하고, 단
계 변화를 개인의 본질적, 심리적 속성 변화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문화에 따른 본질
적 변화보다 인지구조의 단계적 연속성을 가정한다. 특수한 내용은 다양할 수 있으나
구조와 단계의 형식은 문화마다 달라지지 않는다(한순미, 1999). 여기서 Piaget는 경
험과 지식의 단계적 습득에 의해 인간의 이해 및 사고가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주장하였다. Piaget의 인지적 구성주의는, ‘학습자 중심주의’적인 지식획득의 수단이
의문시된다(佐藤公治, 1999). 이는 학습자 개인의 내면이나 발달에 집중하는 수업이나
활동의 한계이기도 하다. 개인의 개념은 물론 그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참가와 함께 사회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상이 구성주의의 발전과 반성에 의해 구체화된 것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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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성주의이다.
(2) Vygotsky와 사회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해 Vygotsky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개인 정신의 사회적 기능
을 주장하는 Vygotsky는 실재론적, 유물론적인 입장으로, 물질적 활동이 사고를 이끈
다면서 지식은 사회와 함께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iaget가 실재(reality) 및
아동과 실재와의 관계를 놓치고 있으며, 아동의 실제적 활동을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
하였다(1987). 물질적 활동은 사고보다 앞서는 것이며 모든 사고는 물질적 기반을 통
해 발생 연결을 공유하며 발달한다. 확장된 사회적 분석 단위로서 맥락 독립적인 내
적 논리적 구조의 존재보다 외부 영향이 개인발달에 중요하게 포함된다고 가정하였
다. 인간의 고등 정신 기능들은 원래는 공동 활동에 의한 것이며 이후 개인에게 내면
화된다고 본다. 사회적 정신 기능 즉 인지가 개인적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도
구인 기호, 그 중에서 특히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의 발달과 교육에서 언어
에 의한 사회적 관계를 강조한다. 여기서 사회적 관계는 ‘교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교수자는 교사나 부모 같은 성인이거나 자신보다 유능한 또래일수도 있다. 자기 주변,
환경 속에서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중재 학습’ 경험에 의해 아동은 발달하고 발
달이 내면화되면서 독립적 성취를 이룬다. 발달은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의 결과이
며 나중에 개인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교수 및 학습의 본질적 특징을 ‘근접 발달대’
창출로 보았다. 이는 교수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영역으로, 구체적으로는 ‘비계설정
(Scaffolding)’에 의해 가능해진다(한순미, 1999). 비계설정은 근접발달대의 창출을 위
한 구체적인 교수 방법으로서, 말하자면 건축물을 만들 때 필요한 ‘발판’과 같은 것으
로 성인이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가운데에 주는 도움을 은유적으로 묘사한다. 미술 감
상 수업을 예로 들어 보자면 감상을 하는 학습자의 현재 능력이나 지식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 역동적인 지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실제 감상 능력 발달의 가능성
으로써 친구들, 교사 등으로 구성된 근접 발달대 역시 감상 능력의 일부로 볼 수 있
다. 이때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감상 활동은 개별적인 활동이면서 동시에 이보다 공동
체적이면서 교사의 기대와 지도에 의해 가능해지는 근접 발달대의 범주를 확장시킨
다.
또한 Vygotsky는 ‘매개(mediation)’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심리적 도구인 기호의 매
개로써 특히 언어가 인간의 사고 및 행동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인간 의식 분석을 위
해 기호의 의미 분석이 필요하며, 기호라는 심리적 도구는 다음 속성을 지닌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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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도구는 정신 기능을 질적으로 변형시킨다. 새로운 도구적 행동의 구조를 결정
함으로써 정신 기능의 흐름과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심리적 도구로서 언어는 정
신기능 촉진의 보조 수단적 기능만이 아닌, 정신기능 변형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심
리적 도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다. Wertsch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
되어 있다고 보았다(Wertsch, 1985). 심리적 도구들이 사회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개인 의사소통 상황의 역동성을 강조하면서 대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
호작용과 같은 국지적 사회 현상에서 언어와 같은 심리적 도구가 사회적이라는 것이
다. 기호는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수단으로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적 접촉을 하도록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모
든 언어의 역할과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화인 것이다. 미술 감상수업에서도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대화는 수업의 중심이 된다.

3. 미술 감상교육 방법으로서의 구성주의적 접근과 과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감상교육의 현황 및 과제를 학교 수업, 미술관교육에서의 구
성주의적 관점과 연결하여 다루고자 한다.
오늘날 감상교육의 방법으로서 학교나 미술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교육용 워
크시트이다. 이 워크시트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의 미학자, 미술 이론가이자
인지심리학자인 Housen은 6세에서 80세에 이르는 약 2천명의 인터뷰조사를 근거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이 어떻게 예술을 이해하는가를 분석하고 그 경향을 추출하여
이해 정도에 의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단계를 설정하였다(Housen, 1992).
1. 이야기: 기억, 경험에 의해 작품에 접근하며 연상에 맡겨 이야기를 만든다. 일상과 미
술이 혼합된다. 예를 들면 세잔 작품의 오렌지는 아침식사의 오렌지와 같다, 등.
2. 구축: 작품에 접하는 동안 지식, 정보가 늘어나며 미술을 의식한 관찰능력도 커지지만
이해하기 어려우면 저항한다.
3. 분류: 양식, 유파, 시대구분 등 분류라는 미술사 연구의 방법에 관심을 표시하며 알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4. 해석: 지식 수용을 거쳐, 스스로 능동적으로 감성을 움직여 작품을 해석한다.
5. 재창조: 창조자가 되는 예술가에게 경의를 표하며 작품과 밀접하게 대화하며 깊게 사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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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험을 반복하여 일정한 감상 능력의 발전이라는 효과를 제시하였는데 이
감상방법은 시각적 사고 전략(Visual Thinking Strategy, VTS)으로 명명되었다. 시각
적 사고 전략 방법으로 수업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교육과정의 중간단
계 및 종료 단계에서 조사하여 시각적 사고 전략으로 감상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감
상능력의 발전을 보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MoMA, 1992; 奥本素子, 2006). 이 감상법
은 MoMA를 비롯한 미술관 및 학교 감상교육 수업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
도 미술관 교육의 방법으로 일반화되어 왔다. 奥本의 지적에 의하면 이러한 감상 단
계의 설정은 Piaget에 의한 발달이론과 구성주의적 접근에 의한 것이다. 구성주의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며 사고
를 발전해 간다는 것으로서, 지식이나 이해란 가르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해석하고 구성한다는 것이다. 미술 감상에서 본다면 감상을 깊고 풍
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정보를 부여해서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
자신이 작품을 이해하고 자신의 해석을 발전시켜감으로써 달성된다는 것이 인지적 구
성주의에서 보는 감상교육 방법이 된다. Piaget는 학습이든 인식이든 이해라는 것이
관련되는 행위에는 인식하는 사람 자신이 이해해 간다는 주체성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Housen은 감상자가 주체적으로 작품의 관찰과 해석을 행하도록 시각적 사
고 전략의 질문을 구성했다. 외부의 지식은 문제가 아니라 질문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학생은 작품을 관찰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
표적인 것이 워크시트로서 Housen이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질문들, ‘작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 외에 무엇이 보이는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작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작품에서 일어나는 사건 혹은 주제를
질문으로써 관찰 능력을 기르고 작품의 내용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2. 왜 그렇게 생
각했는가?’는 자신의 느낌이나 감상을 반성하도록 한다. 이는 자신을 보다 객관화하도
록 돕는다. ‘3. 그 외에 무엇이 보이는가?’는 관찰과 해석을 발전시킨다. 나아가 학습
자에게 상호 해석을 토론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해석을 발표시키거나 평론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감상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발전하도록 하여 감상 능력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감상 단계 설정은 Piaget의 발달이론과 구성주의적 접근에 의한
것이다. Piaget는 대화를 통해 타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얻는 것은 자신의 인식을 반
성하거나 그 모순을 인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참고일 뿐이며 최종
적으로는 자신이 생각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면 인간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

158 造形敎育 第49輯 2014

니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시각적 사고 전략에서의 대화
란 자신의 의견을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고 심화하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
상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된다(奥本素子, 2006). 奥本에 의하면
이러한 시각적 사고 전략에는 몇 가지 주의점 혹은 결점이 있다. 우선 미술 감상에서
대화의 의의가 축소되며 동시에 대화에 의한 협조활동이라는 관점이 미흡하다. 대화
에 의한 학습이란 학생과 교사, 혹은 학생끼리의 협조에 의해 성립되고, 그 협조에 의
해 높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각적 사고 전략에서는 화자로서 교사를,
질문을 반복하는 질문자로 본다. 나아가 3가지 질문에 의해 학생 하나하나가 생각하
는 기회를 설정하고 있지만 학생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는
활동에는 그다지 중점을 두지 않는다. 시각적 사고 전략에서는 타인의 의견을 알고
새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전시킨다는 대화의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만약 대화에 의한
타자의 관점에 대한 발견, 학생 상호간의 의견 교환에 의한 상호교수 등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진다면 토론의 환경을 보다 조직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시각적
사고 전략에서 추상적인 질문을 사용한다면 대화의 테마가 일탈하는 등 산만해질 우
려가 있다. 시각적 사고 전략에 협조적 관점이 빈약한 것은, 시각적 사고전략에서의
대화가 타인의 의견을 알고 타인과 협력하여 감상을 진행하기 위한 타인과의 대화가
아니라 자신이 자기의 감상을 알고 그 모순이나 사고 과정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해석
을 발전시키는, 자신과의 대화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Housen은 인지적 관점에서 감상교육의 방법을 연구하면서 다른 교과와 마찬
가지로 미술 감상교육에서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품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았
다. 즉 미술 감상은 단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많은 연구들에서
실증되었다(Kenz & Wright, 1970). 아무리 숙련된 감상자라고 하더라도 초보자 단계
를 거쳐 작품 감상 경험이나 작품 이해를 위한 지식 등을 축적함으로써 풍부한 감상
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사고는 종래의 감성을 중시하는 감상의 관점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낮은 연령대 감상자의 자유롭고 돌발적인 발상을 어린이 특유의
감성이라고 보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으로 감상하는 치졸함이라고 파악한다. 이에 따라
감상의 발달 단계를 설정하였다. Housen과 마찬가지로 미술 감상의 경향을 연구한
Parsons 역시 어린이의 미술에 대한 감성은 뛰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Parsons,
1987). 이러한 발달 이론은 얼핏 보면 어린이의 감성을 경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만 실제로는 누구든지 미술을 알게 되고 계속 즐긴다면 풍요로운 감성을 기를 수 있
다는 점에서 오히려 획기적이다. 미술 감상에는 발달 단계가 있다는 점은 미술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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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방법, 단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에 의해 감상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감상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감상 능력을 익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을 주었다. 그러나 숙련자의 감상과 초보자의 감상의 사이
에는 확실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서서히 깨닫게 되면서 감상이 깊어진다는 추상
적인 발달론은 시각적 사고 전략에 의해 결과적으로 교육 효과의 불확실성으로 연결
된다(奥本素子, 2006; 佐藤公治, 1999).
결국 Housen은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 사상을 참고로 하면서도 커리큘럼으
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영향을 받은 부분은, 언어가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에 효과적이
라는 측면이었다. 언어란 확실히 사고를 명확히 표현하도록 하며 자신의 생각을 객관
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Vygotsky가 언어를 사고의 발달과 연결시킨
것은 언어가 사회에 정보를 전하고 또한 사회로부터 정보를 얻으려 할 때 필요한 도
구이기 때문이다. Vygotsky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커뮤니
케이션의 측면을 배제하고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미술 감상교육을 위해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가, 어디를 어떻게 보완하면 상호교수가
이루어지는가라는, 활동으로서 언어가 가지는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그러면서 수업의 흐름을 만들어 가려 하므로, 시각적 사고 전략에는 교사의
적극적인 학습 지원,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 학습의 본질이나 의의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 수업의 사례를 살펴보자.
교사: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난 느낌을 활동지에 적어 주세요. 선생님이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 밑에 답을 적으세요.
(학생 몇 명에게 그림에 대한 느낌과 대답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교사: 자, 여러분 대부분 생각이 비슷하네요...
(수업1: 2013년 6월 20일 B초등학교 6학년 감상 수업 중에서)

수업 1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워크시트를 배부하고 기록을 요구한 후 학생들의 기
록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워크시트는 비록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상호작용보다
는 기록, 즉 기억의 보조수단에 가깝다. 그리고 수업참관을 통해 학생의 발표에 교사
가 일일이 반응을 하든 아니든, 많은 감상 수업이 이러한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수업에서는 시각적사고 전략을 활용하여 예술가와의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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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학생 상호간의 발표 등을 통해서 학습지원이나 상호학습도 가능하다. 그러나 워
크시트를 나눠주고 이를 완성한 후 발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수업 1의 경우에서처럼
대화 그 자체에 의한 학습지원이나 상호 학습의 효과를 인식하는 것보다 워크시트를
통한 학습자 자신의 내부에서 발달된 해석을 촉진하는 것이 중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관 및 학교 수업에서 자주 보이고 있는 워크시트
에 의한 감상의 문제점이 된다.
한편 워크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감상 수업의 경우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교사: 이 그림에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학생들: 나비요. 꽃이요
교사: 나비는 무슨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나요?
학생: 빨간 색, 노란 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수업2: 2013년 5월 10일 S초등학교 3학년 감상 수업 중에서)
교사: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작품을 보여줄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작품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다양한 폐품으로 만들어진 미술 작품
사진을 보여준다.)
학생: 휴지심이요.
교사: 이 작품은요?
학생: 캔이요.
교사: 이 작품은요?
학생: 요구르트 병이요.
교사: 이 작품은요?
학생: 빵이요.
교사: 먹기에도 아까운 빵으로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학생: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사: 여기 있는 빵들은 이미 버려진 빵들을 모아서 만든 작품이에요.
(수업 3: 2013년 5월 20일 C초등학교 5학년 감상 수업 중에서)

수업 2과 3에서 교사는 사진을 보여주고 학생들은 차례로 대답을 한다. 이처럼 짧
은 시간에 감상을 하는 경우 깊이 있는 질문보다는 제한된 시간을 고려하여 답이 정
해진 질문을 하고 학생의 대답 후에 칭찬이나 설명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수업의 경우 워크시트를 활용하는 수업과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답변을 요구하게
된다. 수업 과정은 대화라기보다는 질문과 응답의 흐름으로서, 학생들의 역할은 교사

미술 감상교육에서의 대화 161

의 유도대로 대답하여 수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학생의 개성이나 인간적인 측면이 드
러나기보다 객관적이며 일반적인 학습 반응을 의도하는 것으로써, 관찰과 발견을 통
해 의미를 탐구,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교육적 소통으로서 대화의 본질적 측면이 제대
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

III. 미술 감상교육에서 대화의 역할과 조직
1. 미술 감상교육에서 협조를 통한 상호교수
본 절에서는 미술 감상교육에서 협조를 통한 상호 교수적 수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이는 Vygotsky의 이론에 기초한 교수 학습이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항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대
화의 역할과 방법에 대해 미술 감상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상호 교수, 협조적 상호작용을 위한 환경 설정
본 연구에서 말하는 상호 교수는 사회심리학에서 출발한 협동학습을 바탕으로 한
다. 20세기 이후 토론, 대화를 포함하여 학습자의 사고를 위한 사회 상호협동의 역할
을 강조해 왔으며 그 목적은 그룹 내 학습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능
력을

인지하고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개인학습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Sharan(1994), Cocoran과 Sim(2009)은 학습에서 또래 집단인 경우 동기부여에 효과적
이고 의견 표현을 보다 편안하게 하고 소통의 질을 높이는 전략 습득과 학습 상황에
적절한 행동양식 및 맥락적 이해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래집단의 학습은 효
과가 높으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Jonson과 Jonson(1994)은 협
동학습을 위한 4가지 요소로서 긍정적 상호의존성, 대면적 상호작용, 개인책무성, 관
계 기술을 들고 있다. 학습자 각각에게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부여하거나 개인과 개인
간의 피드백 등의 상호작용, 구성원의 역할 부여와 참여, 의견 소통과 균형적인 사회
관계 등이다(김혜인, 2011, 재인용).
이때 ‘협동’이라는 말에는 권위주의를 탈피한 반면 “서로 힘을 하나로 합함”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의해 물리적인 움직임이나 일반 사회적 상황의 의미가 강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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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협조’는 “힘을 보태어 도움” “힘을 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룸”, 즉 상호간의 협력
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국립국어원, 2013). 교수 학습 상황임을 고려
한다면, 힘을 합해 서로 배운다는 관점을 강조하여 협조를 중시하여, 협조적 상호 교
수의 관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三宅는 학습에서 협조 활동의 중요
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三宅なほみ, 2000), 奥本는 감상교육에서 협조의 중요성을 다
룬바 있다(奥本素子, 2006). 본 연구에서도 협동학습에 바탕을 두고 협조적 상호작용
을 다루고자 한다. 협조이론은 집단 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 방법으로서 학습자가 지
도자, 연구자, 또래 학습자로부터 배우는 것을 강조한다. 그 전제는 인간은 자신의 개
인적 맥락과 관련되는 주제에 집중하고 집단학습은 인간의 개인적 맥락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김혜인, 2011). Vygotsky 역시 근접 발달 이론에서 성인과
더불어 또래 학습자들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논점은 다소 다르지만
Piaget 역시 또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장하였다. Piaget에게 있어서, 학습자들의
공동 활동은 인지적 갈등을 낳는 상황을 초래하고 또래들과의 인지적 갈등, 불일치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견해 차이를 깨닫게 된다. 이는 인지구조의 조절이나 재인식의
기회가 된다. 수업에서도 공동 활동은 상호작용에 의한 인지적 부조화 인식, 타인의
관점에 의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인지발달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학습자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시기인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러서야 또래들과 진정한 협조
가 가능하다. 발달 단계상의 한계인 것이다. 이에 비해 Vygotsky는 공동활동에 참여
하여 의견을 모으고 상호주관성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인지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고 한다. 공동 활동 과정에 대한 주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한순미, 1999). Forman과 Cazden은 아동들은 ‘또래 교수(peer tutoring)’ 상황에서 매
우 효과적으로 서로를 가르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능력 차이로 인해 또래 사이에
서도 교사-학습자 역할로 나누어지는 경우와 비슷한 능력의 경우에도 학습자는 때로
는 질문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동 활동들은 ‘사회적 조정(scocial coordination)’의
과정이다. 또래 교수와 공동 활동은 타인에 의한 지시와 내적인 말을 통한 자기 정신
과정에 대한 지시 사이의 중간 단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래 간의 협조학습이 가능
해지는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모든 연령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학습자는 자
신보다 더 유능한 또래들과 학습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운다(한순미, 1999). 감독적, 권
위적 요소가 제거될 때 배움은 더 효과적이며 이는 또래 활동에서 주로 발견된다. ‘수
행보조’는 능력이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로 이행된다. ‘수행보조’ 체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협조 활동을 장려하는 수업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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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서 언어를 통해 발달하는, 미술에 대해 말하는 기호와 상징, 활동의 목적과 의
미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 인지 전략과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참여 등
의 모든 상호작용은 참여하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로운 학습자가 참여하
면 새로운 상호 주관성이 형성되고 이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인지 발달로 내면화
(Tharp & Gallimore, 1988; 한순미, 1999)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은 협조적 상호
작용 혹은 상호 주관성을 의미하는 ‘활동 환경’이 된다. 한순미에 의하면 여기서 활동
환경은 두 가지 핵심적 특정을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인지적, 운동적 활동과 외부적,
환경적 객관적 활동의 특정을 가진다. 이러한 학습자를 위한 활동 환경 설정의 예로
써 Tharp와 Gallimore(1988)는 Center One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학습자와 교사의 교
수적 대화의 기회가 최대화되는 교실 환경,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이 프로그램
의 초점이 되며, 수업의 목표는 인지적 능력과 언어적 능력의 발달이다. 가장 기본적
인 수업의 형태는 교사와 학습자의 비형식적인 상호 참여, 함께 말하기, 자발적으로
말하기, 즉각적 피드백, 오답에 대한 벌칙면제 등이다.
미술 감상 수업에서는 우선 학생들의 경험과 반응을 미술로부터 끌어낸 내용과 결
합시키며 이 둘을 관계 지으면서 교사는 논의의 궤도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작품에
서 읽어내는 내용들에서 기대했던 답변을 변경시키거나 포기하면서 역동적으로 수업
을 구축해 나간다. 그 결과 학습자의 흥미는 지속되며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된
다. 미술 감상교육에서는 감상자 간의 관찰하는 부분, 관찰 능력, 안목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다. 공동의 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협조학습
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협조 활동을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협조 상황의 조직과 환경 설정은 상호작용적 학습, 상호 교수 활동
에서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
(2) 상호 교수와 교사의 역할
교사는 학습자와의 관계에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상호 교수(reciprocal teaching)’를
하게 된다. 상호 교수는 Vygotsky 이론에 기초하여 발달한 교수 이론으로서 상보적
교수라고도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인도하면서 학습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교사 자신이 메워 준다. 교사는 학습에 전혀 참가하지 않은 채 학
습자 홀로 탐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학습자는 발달 면에서 자신보다 더 진전된 사
람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이들의 ‘참조 틀(frame of reference)’을 공유함으로써
발달을 이룬다. 교사는 학습자와 일대일로, 혹은 소집단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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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수준에 맞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습자를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한순미, 1999).
미술 감상수업에서는 학습자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관찰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
와 상호주관성에 이르기 위해 특정 발달 시점에 있는 학습자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또한 학습자의 가정과 문화에서 나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Smith, 1992).
Smith에 의하면 수업에서 교사는 ETR이라고 하는 경로를 따르는데 학습자의 경험
(Experience)에서 끌어낸 내용(Text), 그리고 이 둘의 관계(Relationship)로 이끌어간
다. 교사는 다양한 수준의 인지적 조작단계에서 도출된 질문들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반응을 융통성 있게 구축해 나간다. 다음의 수업 사례를 살펴보자.
교사: 이 그림을 본 첫 느낌은 어떠한지 말해볼까?
학생1: 이상한 느낌이 나요. 서로 반대되는 색이 어울리면서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요.
학생2: 넌 항상 말하는 게 어두워. 우울해. 인생 고달파. 난 이 그림 신비롭고 색다른데.
교사: 그래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느낌이 들 거예요.
(수업 4: 2010년 11월 12일 A초등학교 6학년 감상수업 중에서)

수업 4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종합하면서 ‘다양’이라는 용어로 ‘통일’하
고 있다. 만약 ETR기법을 사용한다면 학생1의 대답에서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이
전의 경험과 연결하여 설명하도록 하거나 학생2의 대답에서 학생1이 ‘우울’하다고 말
한 경험 혹은 자신의 경험이 본인의 감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질문하면서 분석
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호 교수는 분석하기, 사전 지식을 종합하
기, 질문하기, 추론하기 등과 같은 고등 정신 과정이 일어나도록 한다. 감상자는 대화
의 주제가 명료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그리고 그전의 경험이나 정보와 관련하여 발견
이나 탐색이 더 활발해짐에 따라 대화에 더욱 적극적이 된다. Palincsar와 Brown
(1984)에 의하면 상호 교수를 통해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발견이 새로운 내용과 연결
될 때 학습자는 기뻐하며 더욱 흥미를 가진다. 교사와 학습자가 동일한 맥락을 공유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교사는 질문을 하면서 학습자의 활동에 가끔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과제에 임해야 한다.
(3) 교수적 대화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 상황에는 ‘교수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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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al conversation)’가 있다. Tharp & Gallimore는 교수적 대화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전문가와 학습자가 각자 자신이 습득한 이해를 바탕으로 말과 글로
주고받는 대화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의 일반적 명칭은 교수적 대화이다.”
교수적 대화라는 명칭은 역설적이다. ‘교수’와 ‘대화’는 상호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교
수는 권위, 계획수립을 함의하고 대화는 평등과 반응을 함의한다. 가르침은 이러한 모
순을 해결하는 것이다. 진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하고 진실한 대화는
곧 가르침이다.”(Tharp & GaIlimore, 1988, p.111) 즉 ‘교수’와 ‘대화’는 모순적이지만
공존을 지향하는 것이다. Goldenberg 역시 좋은 교수적 대화는 ‘교수’와 ‘대화’라는 두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토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교
수적 대화의 특성을 ‘교수적 특성’과 ‘대화적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교수적 특성은 1.
주제 초점 계획, 2. 토론의 활성화와 배경지식 활용, 3. 직접적인 가르침, 4. 보다 복잡
한 언어와 표현의 확대, 5. 진술에 대한 근거 등이다. 대화적 특성은 6. 열린 질문들,
7. 학생의 대답 및 그 기여에 대한 반응, 8. 연결된 담화, 9. 의욕적이며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 10. 순서의 자기 선택과 일반 참여(자진발언) 등이다(Woolfolk, 1997, p.84;
한순미, 1999, pp.129-130). 이러한 교수적 특성과 대화적 특성에 대해 미술 감상 수업
을 예시로 살펴보자.
교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교수적 특성들을 이용하여 교사는 미술 수업에서 학습주제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만
든다.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를 미술과 정치의 관계로 읽어내는 감상수업을 계획
한다.)
2. 토론 속으로 정보를 엮어 넣거나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정보나 지식을 제공한다.
(당시의 피렌체의 상황, 당시 발견된 로마 유적의 영향 등을 설명한다.)
3. 필요하면 기술이나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제공한다.
(인본주의, 르네상스 등의 개념이나 학생의 발언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시한다.)
4. 확장, 질문, 재진술, 휴식 제공 등 다양한 유도 기술을 사용하며 학생에게 보다 복잡한
언어와 표현의 확대, 재질문, 확장된 진술을 요구한다.
(작품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더 보이는 것은 없나요? 그 말을 다른 방식으
로 설명해 볼까요? 5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5. 학습자의 진술에 대해 작품에서 발언의 근거를 찾도록 한다.
(어디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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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6. 알려진 것이 없는 열린 질문을 한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그 외에도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나
요?)
7. 감상 수업에서 학생의 발언이나 그 발언의 기여에 대해 반응한다.
(그 말을 듣고 작품을 보니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8. 토론은 연결된 담화로서 다중적, 상호작용적이고 계속되는 순서를 포함하는 속성을 가
진다. 즉 발화가 계속되고 먼저 나타난 발화에 대한 확장을 거듭한다.
(그 색감에 대한 발언에서 연상되는 다른 요소는 더 없을까요? 방금 00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세요.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해 볼 사람?)
9. 교사는 의욕적인 환경을 위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미술 감상에는 정답, 틀린 답이 없어요. 작품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뭐든지 말해
보세요.)
10. 발언 순서를 교사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진해서 이야기하도록 격
려한다.
(더 보이는 것이 있나요? 더 말해 볼 사람이 있나요? )

이러한 교수적 대화는 Woolfolk의 지적대로 일반적인 학교 현장에서는 좀처럼 보
기 어렵다.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할 때는 보통 학습자에게 간결한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에게 질문할 때나 답변할 때 학습자는 실수하거나 면박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친구들로부터의 조롱을 두려워하며 주저한다. 교수적 대화는 교사의 권위
가 우선되는 곳에서는 존재하기 어렵다. 다른 과목보다 학습자의 활동으로 이루어지
며 스스로의 힘으로 보도록 격려되는 미술 감상 수업에서야말로 학습자의 자유로운
발언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구상하는 교수적 대화의 실천이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

2. 상호교수로서 대화의 조직
대화중심 감상에서 협조학습과 개념변화를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 사이
의 대화를 어떻게 심화시켜 발전시킬까 하는 탐구과정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음 사례
를 살펴보자.
학생1: ...하늘은 낮인데 땅은 어둡고, 등은 비춰져 있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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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교사: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학생1: 문은 닫혀 있고, 사람도 안 보이고, 안은 검은 거 같고.
교사: 예슬이, 지금 유길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생2: 약간 분위기는 어두운데 위는 더 밝아서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교사: 자 지금 두 사람의 말이 약간 의미가 다르지요? 어두운데, 라는 것과 어둡지만 밝
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랑... 지수는?
학생3: 어두운 데 빛이 있는 부분.. 그 때문에 제목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교사: 지수는 제목과 연결 지어서 생각했군요. 무슨 의미인지 다른 말로 설명해 볼까요?.
학생3: 어두운 부분이 많고 빛은 작은데도 힘이 세요. 그래서 빛의 제국이라는 제목이 어
울려요.
교사: 작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빛, 그렇군요. 지수 의견에 대해 민규는 어떻게 생각하
나요?
(수업 5: 2013년 12월 9일 C교육대학교 1학년 감상수업 중에서)

수업5에서 학생 1의 감상에 대해 교사는 대답의 근거를 요구하며 더 자세하게 설명
하도록 하여 다른 학생들 이해하도록 한 후 다른 학생에게 이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
였다. 학생 2가 학생1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대답하자 다시 학생 3에게 앞선 두 대답
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였다. 다양한 대답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너무 여러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대답은 수업의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학생에
게 앞선 사람의 의견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도록 유도한다.
반드시 어느 한 쪽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둘 중 한 쪽의 의견을 택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게 한다. 위에서 학생3의 경우, 학생 2의 의견에 찬성하며 제목과 관련
하여 새로운 답변을 하자 교사는 바로 논평하지 않고 학생의 의견을 정리하여 재진술
한 다음 다시 학생4에게 의견을 요구하였다. 상호간의 의견 교환에 의해 감상을 심화
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본 활동에서 교사는 감상의 심화를 위해 학생들의 답변을 정
리하고 조직하는, 수업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교사: 만약 너희들이 이러한 작품을 만든다면 어떠한 색으로 어떻게 배치를 해서 만들겠니?
학생1: 서로 반대되는 색을 사용하여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표현할 거예요.
학생2: 너무 적잖아? 빨강 노랑, 완전 튀게 만들어서 한 6번 정도 반복하면 멋있을 것 같
은데.
교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그림의 주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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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3: 사람의 얼굴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교사: 왜?
학생3: 사람이 성격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교사: 대단한데! 효주는?
학생1: 개성
교사: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
학생1: 그냥 유명한 사람의 개성을 막 나타낸 것 같아요.
학생4: 사람의 얼굴색에 따른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 같은데, 음, 아닌가?
(수업 6: 2010년 11월 12일 A초등학교 6학년 감상수업 중에서)

수업 5에 비해 수업 6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
다. 학생1의 대답 ‘4번 반복’에 대해 학생2는 너무 적다고 반응하고, 학생1의 ‘개성’이
라는 답변이 부족하다고 느끼자 학생4가 ‘인간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확장시켜 답변하
고 있다. 이처럼 학생의 답변에 대해 다른 학생이 자발적으로 답변을 하는 환경에서
는 답변과 답변사이에 작품의 제작의도를 추측하면서 자유로운 감상이 가능하다. 가
급적이면 이러한 개방적인 분위기면 더 좋겠지만 목적에 따라서 진지하고도 심화된
감상 능력 개발을 요구하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대화를 조직할 수 있다. 교사에게 요
구되는 것은 대화를 활성화시켜 논의를 심화시키는 환경 만들기이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막연하게 학생에게 자신의 감상을 말하게 하는 것
만으로는 상호교수도 개념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학생과 교사 사이만이 아니라 학
생 상호간에도 일어나는 상호교수의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발언에 잠재된 설명의 장
점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일단 언어화, 문서화함으로써 재인식하려는 성질이 있
다(Scardmalia & Bemiter, 1987; 三輪和久, 2000). 이러한 지식의 일부분을 머릿속에
서 밖으로 끌어내어 참조가능하게 하는 외현화(Externalization)를 통해 자신의 생각
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 자신의 이해가 정리된다. Palincsar와 Brown에 의한 상호교
수법 실험에 의하면,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직접교수법에 비해 상호교수는 이해 성
적이 훨씬 높았다(Palincsar & Brown, 1984).
그러면 이러한 협조적 대화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奥本는 협조적 학습
환경의 조건으로서, 서로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각자 초기가설이라는 자
신의 의견이 있을 것,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것이나 느낀 것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공
유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을 것,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어느 정도 통
합할 수 있을 것 등을 들고 있다(奥本素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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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목적 공유에 대해 살펴보자. 공통의 목적을 세우고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
은 학급 모두가 같은 의문, 같은 주제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협조학습이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토론의 방법에서도, 문제중심 설명군(이해하기 어려운 점, 의
문점에 대해 토론한 그룹) 쪽이, 논증군(자신의 생각에 증거를 대어 토론한 그룹)이나
지식 활성화군(알고 있는 것이나 보고 들은 것을 논의한 그룹)보다 협력이 더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亀田達也, 2000). 감상에서도, 각자가 별개의 부분에 대해 소감을 말
하기보다 하나의 주제에 따라 토의해 가는 편이 보다 대화의 효과가 나오기 쉽다. 그
러나 주제를 좁히면 감상의 자유가 줄어든다든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리 학생들끼리 소감을 말하고 거기에서 차이점을 추출하여 그에 대해 이야
기하도록 해 본다. 아레나스의 ‘대화형’ 감상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으며 소
감과 그에 대한 의견교환이 동시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奥本는, 대화에서
의견교환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감을 우선 서로 말하고 거기서부터 대화의
주제를 압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로부터 나온
의견을 사용해서 대화 학습을 하는 것이다(奥本素子, 2006). 물론 奥本의 주장처럼 학
생의 소감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미리 준비한 수업 의도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미리 카테고리화하여 대화의 테마 설정을 의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학급의 의견 수준에 맞추는데, 예를 들면 Housen의 감상능력발달
단계에서 스토리텔링과 같이 ‘이야기 읽기’를 하고 있는 초기 수준의 감상 의견이 많
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소감을 이끌어내어 비교하고, 의문이 많은 경우에는 그 의문을
해결하는 대화로 진행한다. 숙련된 감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브뤼겔의 <이
카루스의 추락(1565)>에 대한 소감을 물어보면 그리스 신화와 구분되는 당시의 현실
적 인물, 의상이나 생김새에 관한 질문이 집중될 수 있다. 추락한 자는 왜 맨발인가?
왜 밭을 가는 인물은 덩치가 큰가? 등, 의문을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해 간다면 학생
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쉬워진다. 현실과 신화의 공존이라는 언급이 나온다면, 그리고
대화할 때 그 의견에 교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초점을 맞춘다면, 단순한 질문에서 학
생의 의견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조형적인 관점이 가능해진다면 색이나 형태에서
대화를 진행할 수도 있다. 만약 더 수준이 높은 감상자라면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도
상적인 측면, 나아가 당시의 사회문화와 연결하여 플랑드르에서의 르네상스와 바로크
라는 시대적, 사회맥락적 측면으로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상호교수로서의 대화 조직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을 감상교육에 대한 시사점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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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째, 지식의 확장과 재구조화이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새로운 생각이나 사물을 보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지식의 확장 및 재구조화 혹은 구조의 재구축이라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奥本素子, 2006). 지식의 확장이란 이미 있는 지식의 구조는 그대
로 두고 지식을 확대하여 세련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학습으로서, 미술
감상에서 폭넓은 작품을 보거나 다양한 미술의 유파를 배우거나 연대를 기억하는 등
이 이러한 지식의 확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미술이란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감상자에게는 사실적일수록 훌륭한 작품이며, 다른 작품들을 감상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미술은 화가의 눈으로 본 세계, 라고 깨닫게 되면 평가가 달라진다. 이것이 재
구조화이다. 즉 감상 작품 수나 기회가 늘어나더라도 감상자의 관념이 그대로라면 의
미가 없으며 워크시트를 여러 번 활용하더라도 감상 능력 자체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
다. 워크시트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재구조화의 인식을 찾아보기 어려웠
다. 감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감상 체험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뜨는 지식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교사는 학습자가 어떠한 관점으로
미술을 보고 있는가를 우선 파악한 다음, 이를 어떻게 깨뜨리고 발전시켜 갈 것인가
를 고려하면서 지원해야 한다.
둘째, 개념의 변화이다. 개념 변화는 재구조화를 가능하게 하고 대화는 개념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미술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표현과 가치관에 접하고 새로운 시점을
얻게 된다. 이 개념 변화는 남에게 배우는 것만으로는 달성되지 않으며, 자신이 납득
하여 획득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주체적인 학습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것이 대화 중심 감상수업의 의의이다. 다른 학습자로부터 다양한 시점을 배우면 자
신의 생각에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자기 생각을 설명하다가 모순을 지적받으면
자신의 문제점과 마주하게 된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개념변
화를 가능해진다(奥本素子, 2006). 이러한 개념 변화를 위해서는 알기 쉬운 작품만 보
여서는 안 된다. Housen은 시각적 사고 전략에서, 이야기적으로 작품을 보는 초기 단
계의 감상자에게는 이야기적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왜 이것이 미술인
지 알 수 없는,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 작품과 만나면 학습자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전술한 龜田(2000)의 연구에서 문제중심 설
명군 즉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타인과 대화하는 것은 개념변화에서 효과가 컸다.
이 점에서 교육학자 Rempert는 개념변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응용과 변형이
필요하다고 본다(左伯胖他, 1989). 대화를 통해 여러 작품을 감상해 보고 지난번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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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의견이나 관점의 응용, 발전이 보이는 경우 교사가 적극적으로 이를 지적하고 격
려하면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의 역할과 본질을 인식하고 이에
충실하게 진행한다. 그냥 감상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제를 정해서 내용을 심화시켜야 한다.
셋째, 시점의 다양화 및 이로 인한 학습의 전이이다. 해석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며
인간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동안에 그 해결 방법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여 응용
가능한 지식(Schema)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해석을 위해서 해결 방법은 많을수록 효
과적이다. 대화중심의 협조학습은 다양한 시점에서 문제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Schema 만들기에 적합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전이도 용이하게 한
다(奥本素子, 2006). 인지심리학자 三宅의 실험에 의하면 두 사람일 때 시점에 다양성
이 있으며 질문이나 비판을 통해 깨닫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해를 심화시키는 질
문을 하는 쪽은, 두 사람 중에서 잘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쪽이었다. 지식이 없는
학생이 상대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제를 지적하고, 지식이 있는 학생이 상대에게
설명함으로써 설명자 스스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三
宅なほみ, 1985). 또한 흥미나 관심, 자발성 등 내적 동기에 의한 학습은 의욕과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며, 동기부여에 사회적인 것이 포함되면 학생의 동기는 더욱 높아진
다는 결과가 있다(波多野諠余夫他, 1971). 즉 학생 주도 학습은 학습의욕도 높이며 이
는 동료와 함께 배운다는 상호교수, 협조 의식에 의해 가속된다. 나아가 학습과정의
발견이 가능하다.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 학습의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지식의 습득과정을 학습하는 인지를 메타인지라고 한다. 메타인지를 획득하면
학습의 응용, 발전이 가능해진다(三宅なほみ, 1985; 奥本素子, 2006). 대화를 통한 감상
은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고 친구와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배우는 협조학습으로서,
메타인지에도 도움이 된다.
미술교육에서 ‘만들기’와 ‘보기’의 양 지점을 왕래하는, 학습자의 의미 만들기 과정
에서는 나다움이라는 개성과 타자와의 공존 문제가 동시에 존재한다. 미술활동에서는
그것이 제작이든 감상이든 어떤 매개된 상황이 있으며 이러한 매개된 상황에 몸을 두
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立川의 지적처럼, 완전하게는 이해할 수 없는 타
자성, 복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의 세계와 만나게 된다. 언뜻 보는 것처
럼 당연한 활동도 아니고 언제나 혼란만이 있는 것도 아닌,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를 초월해가는 학습자의 모습도 있다. 이러한 ‘자(自)’와 ‘타(他’)의 관계에 있어서
Bakhtin(1895-1975)이 주장한 ‘폴리포니(polyphony, 多聲性)’는 각각 독립되어, 용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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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소리나 의식의 교류라는 의미에서 자-타의 관계를 돌아보고자 하는 관점이
다. 폴리포니란 복수의 성부(聲部)가 대등한 입장에서 섞여가는 양식의 음악을 의미하
며 도스토예프스키(Dostoevskii) 문학의 등장인물이 작가의 뜻과는 달리 자립해 나가
는 것 같은 창작 세계를 설명하는 단어로, 대화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Halkwist에
의하면 이때 대화란 결코 완전하게는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없는 세계에서, 끊임없
이 타자와의-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상호작용 상태에 놓여진 자신을 깨닫는 것이다.
대화의 도식에서 立川는 ‘응신성(応信性)’과 ‘신호성(信號性)’을 대화의 특징으로 보았
다(立川泰史, 2010). 이를 다시 표현하면 ‘호응성(呼應性)’과 ‘기호성(記號性)’이라고 할
수 있다. ‘호응성’이란 인간이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한, 타자와의 차이를 이끌어내면서
끊임없이 상대에게 응답하는 대화의 특징이며 ‘기호성’은 이러한 응답과 표출이라는
대화관계를 이루는 원이 언어라는 기호를 매개로 한다는 특징이다. 즉 언어를 매개로
하여 상황을 상호 주체적으로 의미화 하면서 서로 대응해 가는 학습자의 모습이다.
미술 감상은 만남을 통한 대화의 연속으로서, 이러한 대화는 호응과 기호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민감성을 기른다. 그 과정에서 상호 호혜적 관계에 의한 상호 교수가 가능
해지고 심화된다.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어린 나이의 학습자가 대화의 과정에서
타자의 언어 표상에 책임감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는가 라는 점에는 의문이 있지만,
이에 대해 佐藤는 놀이를 통해 자/타가 통합되는 경험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佐藤公
治, 2003). 놀이를 통해 자기 세계의 독자성과 응답의 중요성을 신체로 느끼게 된다면
어린이의 대화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山田는 타자와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대화의 세계를, ‘네
트워크 모델’로 보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타자와 접하는 상황에
서의 ‘연결망(네트워크)’이다. 연결망이란 상대의 네트(Net, 망)를 흔들며 네트 조직을
변환시키면서 의미의 개혁을 요구하는 대화적 만남이며, 종래의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의 교환이라는 대화 모델을 크게 변화시키게 되었다. 감상수업에서 학습자의 즉흥적
인 판단이나 예상외의 발언에 의해 언뜻 보면 혼돈스러운 상황이 되더라도, 네트워크
모델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학습자의 반응이나 생각은 이미 동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의도를 비춰보며 조직하는 것이라는, 새로
운 관점이 열리게 된다. 다양한 학습자들의 소리가 용해되고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며 개성이나 자기주장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도 아닌, 어떤 것을 조직하고
또 어떤 것을 해체하는, ‘다성(多聲) 네트워크’ 측면이 드러난다(やまだようこ、2008).
이러한 관점에서 대화를 파악하여 수업을 조직할 수 있다. 미술 감상을 지도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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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대화를 통해 호응과 기호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다성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대화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대화를 조직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
요한 것이다.

3. 미술 감상교육에서 수업 방법으로서의 대화의 의의
감상자중심이라는 말은 액면 그대로, 감상자만 주로 발언한다는 것이나 감상자의
의견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Arenas의 ‘대화형’ 감상의 경우에서
도 마찬가지이며 자주 오해받는 부분이다. 교사는 또 하나의 감상자로서 학생들과 협
력하면서 작품을 감상한다. 대화를 조직하면서 동시에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점
이 이론과 실제의 큰 차이를 만든다. 일반 수업의 경우 소인수 학급이 유리하다고 보
기 쉬우나 미술 감상교육에서 대화가 중심이 된다면 다인수 학급으로서의 장점이 있
다. 즉 ‘다양한’ 전체라는 장점으로서 奥本의 지적대로 이는 협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상호 작용의 활성화, 즉 상호 교수가 필요하다. 이때 감상
교육의 수업 방법으로서 대화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 모두 해당된다. 일반적인 수
업이나 미술관 감상에서 사용하는 워크시트의 일방성과는 달리 대화를 할 때는 교사
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반드시 작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독
특한 해석이나 모두에게 공통된 화제가 있다면 이에 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그 주
제가 혹시 편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다양하게 해석하면서 공통점을 깊게 탐구
하여 해석을 조정하여 진행한다(奥本素子, 2006). 이 과정에서 시각적 사고전략에 의
한 워크시트에 결여되어 있던,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서로 가르쳐주면서 이미 알고 있
던 것과 결합시키는 상호교수에 의한 감상 수업의 실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대화중심 감상수업의 의의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인식과 확장으로서의 대화 인식
2. 협조를 통한 상호 교수를 위한 감상 지도 방법으로서의 대화 인식과 실천
대화는 인식과 확장을 위한 방법이며 교사는 이를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감상수업
에서 협조와 상호교수의 방법적 측면에서 인식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대화중심 감상
방법에서 협조학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해석의 심화 뿐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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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거나 타인을 설득하는 등 타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학습은 학생 주도로 이
루어지지만, 교사는 그 전에 대화를 토론 즉 경쟁적 토론이나 설득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견 교환이나 의견을 알게 되는 기회라고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교
사는 수업 목표나 의도를 미리 준비하지만 여기서는 미술적, 교육적 기반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감상 활동의 관리자, 조직가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감상에서 대화를 통
해 자기를 상대화하고 타자를 이해하는 경험은 인간의 이해를 돕는다. 미술 그 자체
를 이해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미술을 통해서 사회를 살아가는 힘을 기르려 하
는, 미술을 통한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통한 협조적 상호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생각한 부분에 대하여 대화를 하면서 또 다른 입
장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놓쳤던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다. 또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더 깊게 생각해보고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PJS, 예비교사).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모아지고 계속해서 더 깊이 있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
다. 나와 다른 생각을 들으면서 기존의 나의 생각에서 더욱 발전이 가능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타인의 생각을 공감하면 공감능력, 반대하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화는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보게 해주고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 준다(KYY, 예비교사)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는 공자 말씀을 느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했고 경쟁하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는 소통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 즉각적인 피드백, 협력과 같은 소통능력은 스마트교육의 핵심이다... 학생들의 생
각을 고려하면서도 제한된 주제를 제시하고 동등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분위기와
언어구사력, 대화수준을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꼈다(KKH, 교사, 경
력 9년).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혼자만으로는 충분하게 경험하기 어려운 미술 감상을 또래 학생들이
나 교사의 도움을 빌리면서 체험하는, 협조적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감상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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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수업 실천을 통해 그 의의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술
감상교육을 위한 수업에서 필요한 대화는 일반적인 대화가 아닌 협력적 상호작용으로
서 상호 교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이를 통해 개인적 이해의
차원을 넘어 의미형성 및 비평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호작용 형태에 익숙해
지도록 교사들이 질문의 기법,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교수적 대화가 부족한 데에는 교사가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이
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교사들이 미술 감상에서의 교수적 대화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사 자신이 감상교육에서 대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전문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수 방법만이 아니라 교육 내용 즉 자신이
지도하는 영역이나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습자의 인지과정
상의 오류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교사는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도 알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조절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교사가 학습자의
발달 수준이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교수적 대화에 대한 인식과 훈련을 위한 교사교육에 과제가 남아 있다. 수업에
서 대화의 기술 훈련을 위해, Vygotsky 중심의 구성주의적 접근에서 말하는 경험-작
품-관계라는 질문기법, Housen이나 Feldman 등의 인지주의적 접근에 의한 질문의
방법, Arenas의 대화형 감상에 의한 접근에서 말하는 수용, 교류, 통합 등의 다양한
교수적 대화의 진행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후속연구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는, 학생 자신이 모든 감상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또 그 미숙함을 교사나
또래가 보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보다 상호교수를 촉진할 수 있는 대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냥 ‘대화’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상수업을 위해서 교사는, 학생
의 발언을 촉진하는 촉매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학생의 발언에 반응하는 미
적 측면에서의 비평적 능력, 교사 자신의 미학과 미술사에 대한 관심이 바탕이 된다.
한편 교사가 대화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준비와 경
험, 능력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단편적으로 언어나 질문, 토론, 대화를 다루는 것을
넘어, 수업으로서 대화를 조직할 수 있는 미술적 기반과 교육학적 기반이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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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versation in Art Appreciation Education: Focusing on
Reciprocal Teaching through Cooperation
Jiyeong RYU

This study is one of the series of studies to investigate the teaching method
in Art appreciation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research
the conversation, based on the reciprocal teaching in terms of training, respectively
from the perspective of a teacher. The conversation taken place between the
teacher and students, among the students, has to become very dynamic and
complex. I suggest the conversation should be the center on communication taken
place in a class, especially in art appreciation classes. The conversation is
important in terms to enable the learning in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is constructivism, Piaget and Vygotsky’s
theory of learning and I attempted to appreciate these problems in education.
Based on this study, I try to investigate conversation about its significance and
limit, and centered on how to listen and make the discussion in art appreciation
classes. The following is important in conversation for art appreciation education:
1) Make sure to set up the environment for interaction through the cooperation, 2)
Cognize the reciprocal teaching and the role of the teacher, and 3) 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al conversation. It is not a common conversation,
required for teaching art appreciation class. The teacher needs awareness of
conversation in cooperative interaction. And it is important to learn the art of
conversation with the techniques of the question for teachers. It is necessary that
the teachers have a variety of educational perspective, recognize and organizational
ability through the teacher trai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