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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는 미적 체험․표현․감상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미적 체험은 새롭게 제시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교육
함이 필요하다. 미적 체험의 미학적 정의가 삶 전반에 걸친 미의 체험이라 했을 때, 이
는 교육과정 정의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교과서 영역의 내용은 작가 작품 감상이 주
를 이루고 있어 미적 체험이란 용어를 축소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미적 체험은
삶 자체의 경험이며,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에서도 가능하므로 수업의 도입 부분에 한정
하여 미적 체험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주요어 : 미적 체험, 내용 체계

Ⅰ. 서 론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화는 제6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각 단원이 미적 체험․
표현․감상의 내용 체계로 구성되어 ‘미적 체험’이 단원의 영역으로 강조된 점이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과 생활’이 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
에서는 이를 확대시켜 각 단원마다 미적 체험․표현․감상의 틀로 내용 체계를 구성
하고 있다. 이는 미술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큰 변화이며, 종전의 표현위주의 미술교
육과정에서 탈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BAE의 영향으로 미술사와 미술비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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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입장에서 미술과 내용 체계를 미적 체험․표현․감상으로 구성하였다는 견
해도 있으나,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요시하였던 표현중심 교육사조가 방임으로 흘
렀다는 교육적 반성과 함께 미술 교육이 미술의 본질적 측면에서 이해되고 교육되어야
한다는 본질주의적인 입장, 그리고 미술이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삶 전체와의 연관성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맥락주의적 입장을 포함한 내용 체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미적 체험 영역은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는
그 개념과 정의 사용에 있어, 미적 체험이 삶 전체에 걸친 미에 대한 체험이라 정의했
을 때, 이와는 달리 미술과 단원의 내용 체계는 미적 체험․표현․감상의 계열성을 두
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 단원의 도입부분에 한정하여 용어사용을 하므로
그 개념을 축소하는 것이다. 표현과 감상영역과 관련성을 갖고 지도를 유도하고 있으
나 단원의 내용 체계에 있어 도입부분을 미적 체험으로 상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미적 체험이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한 영역으로써, 그 필수
학습 요소가 자연미와 조형미의 발견 및 특징, 관계 이해인데, 이러한 학습요소 성취
에 알맞은 내용 구성인가와 각 학년간 관련성 및 위계를 가지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적 체험의 올바른 정의와 사용을 위하여 미학에서의 미적 체
험의 정의를 고찰하였으며, 교육과정에서의 용어사용과 비교한 다음, 각 학년별로 미
적 체험 영역의 내용이 필수 학습 요소 성취에 알맞은 구성인가를 분석하여, 보완점과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미적 체험의 정의
1. 미학적 정의
“미적 체험”(aesthetic experience)이라는 용어는 미적 경험이란 말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미적 체험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정의하
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미적 체험의 미학적 정의를 위하여 미의 개념, 미적
체험의 주관성과 무관심적 태도, 미적 체험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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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의 개념
미적 체험의 미학적 정의는 ‘미(美)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어야할 것
이다. 그러나 미의 개념이란 각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며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타타르키비츠(Tatarkiewicz, 1990)에 의하면 이제까지 수많은 철
학자들과 미학자들이 미의 개념에 대하여 논란을 해왔으나 과거처럼 현재에도 그 개
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미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미의
개념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양에서 미에 대한 개념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비례와 배열의 미가 오랫동안 유지
되어 왔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 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시작되었으며 18세
기 중반부터는 미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며, 관례의 문제라고 주장되었다. 서양의 고
대 그리스시대에는 대부분의 경우, ‘아름답다’ 라는 말이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 또는
‘칭찬할만하다’ 등을 의미했고, ‘선하다’는 것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사소한 차이가 날
뿐이었다(타타르키비츠,

1990:

113).

피타고라스(Pythagoras)

이후

그리스인은

시각과 청각만을 미의 감관으로 규정하였다. 플라톤(Plato)은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
적인 사고에서 분석적이고 광범위하게 미를 파악했으며, 수적인 조화에서 오는 아름
다움을 중요시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Socrates)는 미를 기능적인 관점에서 파악하
여 인간의 지체들과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사물들은 그것들이 쓸모 있게 대상들과 관
련지어질 때 아름답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그리스어로 아름다운(kalos)이란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중세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는 미를
선의 한 국면으로 보았는데, 그는 미의 조건으로 완전성, 균형 혹은 조화, 밝음 혹은
맑음을 거론하였다(Harold Osborne, 1984: 152-154). 이후 칸트(Kant)의 영향
을 받은 18세기 영국의 취미론자나 미적 태도론자들에 의하면 미란 ‘쾌’의 의미이며,
기능적인 의미와는 다른 정서와 감정에 따른 주관적인 경험이 되고 있다.
동양에 있어서는 미에 대한 이론과 미의 기준을 제시한 문헌이 적으나 중국의 경우
미(美)란 글자의 구성은 양(羊)과 대(大)를 합한 것으로, 이 글자는 ‘큰 양은 맛이 좋
기 때문에 이를 아름답다’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미는 음식과 관련되어 미각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자적 특성으로 인해 중국의 ‘미’자는 객관적인 사
물의 미이자 객체에 대한 주체의 체험적 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이오삥은 ‘미’자의
원래 함의는 양모양의 관을 쓰고 분장을 한 사람이라고 하고, 미감은 원시 토템의 춤
에서 기원했으며, 처음에는 양으로 분장한 사람(제사장)을 아름답다고 여기다가 점차
큰 양을 아름답다고 여기게 되었다고 했다(장파 張法, 1999: 463-464). 문자의 기

원으로 보았을 때 중국에 있어서는 미의 기원이 춤에서 점차 음식, 제사 음식에 따른
미각으로 전이되어 유래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때, 미의 개념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의미였고 많은 변화가 있
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분명한 것은 미를 아름다움으로만 받아들여
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나 객관적인 미의 개념은 다
소 위험한 것이며, 미는 주관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무엇이 아름답다고 정의할 수 없다. 까간(Kagan, 1989 :
147-148)에 의하면, 인간에 있어 미의 표준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미 혹은 추에 관
한 한 절대적이며 초 민족적인 규준을 설정할 가능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
의 미는 상대적이며, 미의 구체적 현상은 언제나 특정의 민족과 인종에 따라 달라진다
는 견해이다. 고대에는 풍요의 상징으로 여성의 풍만함을 미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현
대에 와서는 그 반대이며, 나라에 따라서 여성의 미에 대한 기준이 다름으로 미에 대
한 근본적이고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
세기 이후로 미에 대한 이해가 경험의 양식으로써, 주의 깊은 직접적인 통찰인 직관으
로써 정서적인 면에 치중하여 정의된 결과이기도 하다. 보통 미에 대한 이해가 정서와
감정이라는 측면과 직관에 의한 인식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은 미의 주관성을 인정하
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미에는 어느 정도 절대적 요소가 내포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
다. 칸트는 관심이나 욕망과 유형에 속하는 모든 감정들은 사람마다 달라서 개인적이
고 개별적이나, 함께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적 영역 안에서도 칸트는 이러한 하나의 공동감정을 전제로 하
고 있다. 인간의 주관성이나 감정이란 것이 사회나 지역, 시대의 영향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의 판단에 있어 공동의 감정이 있다는 전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시대와 지역, 민족에 따라 달라진다고 간주한다해도
각각의 시대나 민족에게는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미의 기준이 존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활
발한 정보와 문화 교류로 인해 미에 대한 의식이나 기준이 보편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
다. 서양 미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인체의 미에 대한 관념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그
단편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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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적 체험의 주관성과 무관심적 태도
미적 체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서양 미학사에서도 근대에 이
르러 미학이 다른 학문과 구분되는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잡은 후이며, 미에 대한 주관
적인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에 대한 판단이 정서적이고 주관적인
개인의 성향이라는 18세기의 미학자들과 그들의 견해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립
한 칸트의 이론인 무관심적 태도론과 일치하는 특성이다.
18세기 영국의 경험론적인 취미론자들이나 19세기의 미적 태도론자들에 의하면 미
는 주관적인 ‘쾌’이며 무관심적 태도이다. 이들이 말하는 미적 체험이란 정서와 감정에
의한 경험으로서 주관적인 쾌의 감정이며 이러한 경험은 도덕적 영향, 교육적 효과,
실제적인 유용성에서 떠나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무관심적인 태도에서 오는
것이다. 취미론과 미적 태도론이 주관적이라고 함은, 주관적인 존재가 있고 그의 경험
에 따라 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조지 딕키 George Dickie, 1982: 53). 영국의 경
험론자들에 비해 칸트는 주관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영국과 독일철학자들이 방법론적
으로는 차이가 있었으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미적 체험을 설명하려 하였다는 점은 공
통적이다.
이러한 미적 체험의 주관적인 태도를 강조한 학자로는 허치슨(Hutcheson), 칸트,
쇼펜하워(Schopenhauer)가 있다. 이들은 미적 체험이란 개인적인 인식의 능력이라
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미적 체험이 이성에 의한 인식이나 판단이라기보다는 개
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서 오는 만족이나 불만족에 관한 감정이라는 것이다.
취미론과 태도론에서 주관성 외에 미적 체험의 다른 요소는 무관심적인 미적 관조
이다. 무관심적인 미적 관조에 대하여 쇼펜하워는 그 특성을 지각과의 관계에서 규정
하고 “사물을 바라보는 일상적인 방식”의 포기라고 했다. 미적 관조란 전적으로 무관
심적이라는 것이다(조지 딕키, 1982: 70-71). 칸트 역시 <판단력 비판>에서 무관심
적인 쾌를 말하고 있다. 무관심적인 쾌는 심적인 거리를 뜻하는 것으로 관조란 사물에
집착하여 대상을 분석하고 파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만 미적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관심적이라해서 인식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적 체험에 방해되는 다른 요소들을 무관심으로 파악해야한다는 것이다. 어
느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과거의 기억이나 정치적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결부 없이 바
라봄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주의와 관찰이 있어야만 올바른 체험이 될
수 있다.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체험이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김진엽(2001)은 섬세함(delicacy)과 어느 정도의 집중이 동반될 때 미

적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관성과 무관심적 태도에 의한 미적 체험의 정의는 서양 미학사에 있어서
는 근대 미학의 성립이후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미적 체험에 있어 주관성은 정서에
의존하는 개인적인 감정에만 한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대의 예술 작품에 있어서는
직관적인 감각과 정서와 결합된 경험 뿐 아니라, 정보에 의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서
미적 체험이 더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주관성과 개인적인 능력의 의미
는 객관적인 보편 타당한 인식적 절차에 의해 규명되는 진리와는 다른 개념에서 받아
들여야할 것이다. 또한 무관심적 태도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적인 이득이나
실용적인 면, 기능적인 면, 그리고 도덕적인 교화에 대한 무관심이며, 아무런 노력이
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적 대상에 대해 탐색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해 무관심만 한다면 미적 체험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 주
의 집중이 이루어져야 직관적이든 분석적이든 미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관
심적 태도란 섬세한 감정의 상태이며 의식적으로 노력해야하는 상태이다.

3) 미적 체험의 대상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미가 존재하며, 이러한 미에 대한 체험이 주관성과 무
관심적 태도로 가능하다고 할 때, 한가지 더 정의 내려야할 것은 과연 미적 대상이 따
로 존재하는 가이다. 미적 대상에 대한 단적인 정의는 어렵다. 조지 딕키나 박이문은
미적 대상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예술계라는 제도 안에서 인정하여 의미가 부여되는
제도적인 존재라 하였다. 물론 조지 딕키의 예술계라는 제도적 정의는 쉽게 수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예술이 제도 안에서 정의된다는 의미는 미적 대상 역시 어떠한
작업 결과물에 한정된 것이라기보다 삶의 한 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고려하면 미적 대상은 예술 작품뿐 아니라 삶 전체에 해당
한다. 물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가 예술작품에서만 미적 체험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름다운 자연이나 사람, 그
리고 그 밖의 인공물에 대해서도 미적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미적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생활 속의 미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미적 체험
이므로 미적 대상이 삶 전체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적 체험과 삶의 연관성에 대
하여 스톨니쯔(Stolnitz), 체르니셰프스키(Chernyshevsky), 김진엽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까간(1989: 84)에 의하면 미에 대한 체르니셰프스키의 견해는 ‘미란 삶이다.’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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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삶을 표현하고 있거나 우리에게 삶을 연상시켜 주는 그러한 대상은 아름답다는
것이다. 미란 삶 자체에서 표출되는 삶의 과정이라고 한 체르니셰프스키의 견해는 미
적 대상을 일상의 삶 자체에서 찾은 것이다. 또한 스톨니쯔는 미적 지각에 관하여 ‘우
리 주위의 거의 모든 사물들은 상상의 즐거움을 환기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일상의 모든 사물들이 미적 지각의 대상, 곧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지 딕
키(1982: 58)의 견해와 유사하다. 김진엽(2001: 6)은 미적 경험을 이루는 요소들
은 일상 경험의 요소들과 동일한 유형의 것들이므로, 미적 체험의 대상은 예술작품에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자연적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술적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
였다. 따라서 미적 체험의 대상은 우리의 일상 삶에서 발견되는 모든 요소들의 관계이
며, 미적 체험은 삶에서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미적 체험의 미학적 정의는, 미란 절대적이거나 보편 타당한 기준에 의하여 한정되
지는 않지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 미가 존재하였으며, 미의 대상에는 예술 작품뿐 아니
라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삶의 미에 대하여 주관적이고 무관심적
인 태도로 체험하는 것이라 하겠다.

2. 교육과정에서의 정의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미술과 생활’ 영역을 확
대시켜 미적 체험의 영역을 각 단원마다 도입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
서는 12개 단원 구성 중 하나의 단원으로 ‘미술과 생활’이 있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
서는 각 단원을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이라는 내용구성의 틀로 제시함으로써 미적 체
험 내용을 각 영역으로 확대시켰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미적 체험을 통하여 표현과 감
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한다.
교육과정에서 미적 체험영역의 미적 대상은 미술 활동과 작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미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며 자연미와 조형미로 구분하여 발견 및 관계, 특징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적 대상으로는 작품 외에도 아동들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자연물과 조형물, 환경, 사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미적 체험 영역의 학년별 내용은 미의 세계를 미술품 외에 자연의 대상, 자연 현상,
조형적인 환경 등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연미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식물, 계절에 따른 자연 환경의 변화 등이다. 조형미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미술 작품, 야외 조형물,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용품 등이다.
이에 따른 학년별 미적 체험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3, 4학년-(1) 자연미 발견
(2) 조형미 발견
나. 5, 6학년-(1) 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 이해
(2) 자연물과 조형물의 관계 이해

3, 4학년에서는 자연미와 조형미를 발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고, 형과 색의 아름
다움을 찾아보고 비교하는 활동을 하며, 이러한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교육 인적 자원부, 2001)
5, 6학년에서는 자연과 조형물의 형과 색의 변화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하여 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과 그 관계를 이해하며, 생활과, 자연과 조형물
의 관계를 이해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시
각 세계에 좀 더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
도록 한다.(교육 인적 자원부, 2002)
이처럼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미적 체험의 필수 학습 요소는 자연미와 조형
미의 발견 및 특징과 관계 이해라 할 수 있다. 아동이 작품에 한정하여 미를 발견하기
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의 모든 영역에서 미를 체험하게 하고, 생활과의 관계에
서 미를 발견하게 한다. 교육과정에서 미에 대한 논의는 없으나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통적이고 고유한 속성으로 미를 전제하고 있으며, 미학적 정의에서와 같이 예
술 작품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를 미적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미적 체험이란 용어는 미적 체험-표현-감상의 내용 체계의 한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미적 체험의 미학적 정의보다는 축소된 의미이다. 미학
적 정의에서는 예술의 표현과 감상, 그리고 삶 전체에 걸친 미를 체험하는 것이나, 교
육과정에서는 표현과 감상의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미적 체험을 한정하고
있다. 각 단원마다 수업 전개가 미적 체험(도입)․표현(전개)․감상(정리)로 구성되
어 있어 미적 체험이 표현과 감상을 위한 단원의 동기 유발에 해당하고 있다. 물론 미
적 체험을 표현과 감상을 통해 유기적으로 지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단원의 미
술 활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통합된 구성이기보다는 도입 부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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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나의 내용 체계에 붙여진 명칭으로 축소되어 있다.
교육과정에서의 미적 체험의 대상은 자연물과 인공물, 그리고 환경, 대상, 사건 등
의 삶 전체에 걸친 모든 부분들과 관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단원별 수업전개상 미
적 체험은 미술활동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정의로 파악되기보다는 표현과 감상을 위한
도입단계 내용 체계의 명칭과 정의로 수용될 오해의 소지가 많다.

Ⅲ. 미적 체험 영역의 내용 분석
1. 학년별 미적 체험 영역의 내용 분석
미적 체험 학년별 영역의 내용 분석결과는 미술 교과서 참고 작품을 우리 나라 작
품, 다른 나라 작품, 사진자료로 구분하여 부록의 <표 1>, <표 2>, <표 3>, <표 4>로
제시하였다. 자료의 타당성이나 단원의 적합성 등에 대한 판단보다는 제시된 자료를
종류별,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제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이 미적 체험의 교육
과정 취지인 자연미와 조형미의 발견 및 관계, 이해의 정도와 미적 대상을 삶 전체에
두고 계획한 실생활과의 연관성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
였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 한 학년의 단원 구성은 12개 단원이며, 이중에서 서예 단원과
미술품 감상 단원, 단원 자체가 자연과 조형물 그리고 실생활에 관련된 단원을 제외하
면 학년마다 차이는 있으나 4개 단원에서 6개 단원이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된다. 이러
한 단원을 제외한 이유는 그 성격과 방향이 뚜렷하므로 미적 체험에 관련된 내용이 한
정되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학년의 7단원 ‘새로운 공간’이란 단원은
실생활의 공간과 관련된 자료가 제시되어야하는 단원의 기본 성격이 확실하고 제시된
참고 작품의 성격이 미적 체험 필수 학습요소가 명확하므로 주요 분석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따라서 미적 체험의 필수 학습 요소인 실생활과의 관련이나 자연미 조형미의
발견 및 이해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단원을 제외한 그 밖의 단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분석 단원의 미적 체험 영역의 내용 분석 결과, 실생활과 관련한 자연미, 조형
미의 발견 및 이해에 관한 접근이 필수학습 요소이나 이러한 관점에 의한 자료 제시보
다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작가 작품의 제시가 수적으로 많았다. 이는 미적 체험영

역의 학습이 작가 작품의 감상으로 이루어져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영역보다 축소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미적 체험이란 미술교과 뿐 아니라 삶 전체에 걸친 경험이라
는 관점에서 미적 체험이 작가의 작품 감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
다음 <표 1>은 미적 체험에 제시된 전체 자료를 크게 우리 나라 작품, 다른 나라 작
품, 사진 자료로 분류한 통계이며, <표 2>는 이중 미적 체험의 주요 분석 대상인 단원
을 추출하여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자료를 분류한 결과이다. 그러나 사진자료는 두 장
면의 결합으로 한 작품을 표현하는 등 사진의 특성을 살려 제시하였으므로 애매한 부
분이 많아 정확한 통계 숫자는 아니다.
<표 1> 미적 체험 제시 자료 통계
개 수

우리나라 작품

다른 나라 작품

사진 자료

3

9

3

29

4

12

6

31

5

14

13

20

6

14

18

11

학 년

<표 2> 미적 체험 주요 분석 대상 단원의 제시 작품 수
학 년
단 원
3

4

5

6

주요 분석 대상 단원
우리나라
다른 나라
사 진
작품 수
작품 수
자료 수
2, 3, 4, 5
6

3

1

2, 3, 4, 5, 8
4

4

5

1, 2, 3, 4, 5, 6
7

5

7

1, 2, 3, 4, 9
7

9

1

실생활관련 단원

서예 단원

미술품 감상
단원

1, 6, 9, 10, 11

7, 8

12

1, 7, 9, 10, 11

6

12

7, 8, 9, 11

10

12

6, 7, 8, 10, 11

5

12

이에 따른 각 학년별 미적 체험 영역의 내용 분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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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학년
3학년의 미적 체험에 제시된 자료는 우리나라 작품-9점, 다른 나라 작품-3점, 사진
자료-29점등이다. 전체 12단원 중 서예와 관련된 단원으로 7단원-붓의 성질, 8단원판본체로 쓰기의 두 단원과 감상 단원으로는 제12단원-우리 고장의 미술품이 있다.
단원 자체의 성격상 실제 삶과 연관성이 깊은 단원으로는 1단원-자연의 아름다움, 6단
원-움직이는 놀잇감, 9단원-문자와 초대장, 10단원-의상과 장신구, 11단원-아름다운
실내가 있다. 이상 5개 단원은 단원의 근본 성격상 실제 삶과의 접목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미적 체험의 자료제시에 있어서도 자연물과 조형물, 실생활과의 연관성에 중점
을 두고 있다.
3학년의 주요 분석 대상 단원은 2, 3, 4, 5의 4개 단원이다. 자료 제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작품과 다른 나라 작품을 단원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을 뿐 자연
물과 조형물, 실생활과의 연관성은 찾기 어렵다. 이는 단원명과 관련성있는 작가의 작
품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미적 체험의 내용 구성이 작가의 작품제시에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단원-생활 속의 이야기, 3단원-여러 가지 색, 4단
원-표정과 느낌은 작가의 작품에 편중한 자료 제시로 미적 체험이 예술 작품에 한정된
감상으로 제한되었다. 미술 수업에 있어서 미적 체험의 내용은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
고 여기에서 표현 동기 유발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진행되므로 미적 체험의 의미가 작
가의 작품 감상으로 오해되고 있다.

2) 4학년
4학년에 제시된 전체 자료의 수는 우리나라 작품-12점, 다른 나라 작품-6점, 사진
자료-31점이다. 서예 단원으로는 6단원-판본체로 쓰기, 감상 단원으로는 제12단원우리나라 미술품, 삶과의 관련 단원으로는 1단원-자연의 변화, 7단원-조형의 아름다
움, 9단원-그릇 만들기, 10단원-놀이터와 공원, 11단원-마크와 표지판의 5개 단원이
다.
이외의 나머지 5개 단원의 구성은 작가의 작품제시와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사진 자료로 되어있다. 1단원-자연의 변화, 2단원-움직이는 선과 형, 4단원-색의 느
낌, 8단원-재미있는 표현은 우리나라 작품과 다른 나라 작품을 적절히 제시하면서,
자연과 조형물, 실생활과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있다. 물론 작가의 작품 제시가 그 수
적인 면에서 많으나 미적 체험의 내용 구성을 작가의 작품과 자연물과 조형물, 실생활

과 연관하고 있다. 특히 4단원-색의 느낌에서는 자연의 사진과 함께 비슷한 색과 반
대색을 연관지어 제시하여 자연미의 발견과 색의 느낌이 잘 배치되어 있다. 또한 1단
원-자연의 변화에서는 사계절의 자연 사진과 풍경화를 적절히 배치하여 자연미에 대
한 발견과 감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3) 5학년
5학년에 제시된 전체 자료 수는 우리나라 작품-14점, 다른 나라 작품-13점, 사진
자료-20점이다. 서예 단원으로는 10단원-판본체, 궁체로 쓰기가 있으며, 감상 단원
으로는 제12단원-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 삶과 연관성 깊은 단원으로는 7단원새로운 공간, 8단원-자연과 조형물, 9단원-아름다운 포장, 11단원-우리 마을의 4개
단원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단원의 미적 체험 내용 구성은 작가의 작품으로 되어 있다.
다른 학년에 비해 실생활과의 관련성이나 자연물과 조형물의 제시가 매우 미흡하며,
미적 체험이 작가의 작품 감상이라는 한정된 느낌을 가장 많이 주는 내용 구성이라 할
수 있다. 2단원-전체와 부분, 4단원-이야기 세상을 제외하면, 1단원-색의 변화, 3단
원-경험의 표현, 5단원-사람들, 6단원-수묵화와 채색화 등의 모든 단원은 미적 체험
의 내용 구성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작가의 작품이다. 여기에서 수업의 전개는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미적 체험을 통한 동기 유발과 이를 표현에
접목하는 활동이 이어지며, 작품 감상시간은 친구들의 작품을 서로 감상하는 것으로
전개되므로 미술 시간의 구성이 미적 체험-표현-감상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작품감상․
표현․감상으로 되어있다.
4) 6학년
6학년에 제시된 전체 자료의 수는 우리나라 작품-14점, 다른 나라 작품-18점, 사
진자료-11점이다. 서예 단원은 5단원-궁체로 쓰기가 있으며, 감상 단원으로는 제12
단원-현대 미술, 실제 생활과의 연관성이 많은 단원으로는 7단원-환경과 건축, 8단원
-색과 생활, 10단원-아름다운 생활용품, 11단원-전시회이다. 6단원-여러 나라의 민
속 공예의 5개 단원을 제외하면 5개 단원이 주요분석 대상이 된다. 생활과 관련된 단
원에서의 미적 체험자료는 단원의 성격상 생활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제시가 당연하며
이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이외의 1단원-상상 표현, 2단원-관찰 표현, 3단원-다양한 표현, 4단원-다색판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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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1단원에서 4단원까
지는 미적 체험을 작가의 작품에 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생활과의 관련성이 부족하
며, 미적 체험의 교육과정 목표인 조형미와 자연미 발견 및 이해에 있어서도 이해가
다소 어렵다.

2. 학년간 분석
학년별 미적 체험 영역의 내용 분석은 주요 분석 대상 단원을 한정하였으나 학년간
영역의 내용 분석은 전 단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작품, 다른 나라 작품, 사진 자료의
수량적인 측면에서 주로 분석하였다.
계열성이나 위계성에 관하여는 관점에 따른 시각 차이가 크므로 3학년에서 제시된
자료와 6학년에서 제시된 자료의 차별성을 논하기 어렵다. 미술 교과서의 단원 구성
에 있어 학년간 체계나 위계가 정립되지 않아 분석되기 어려운 점과 마찬가지로 미적
체험에 있어서도 학년간 내용 영역의 위계성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
년간의 내용구성이 어떠한 체계적인 관련성을 갖고 미적 체험 자료가 구성되었다기보
다는 단원의 특성에 따른 내용 구성으로 파악된다.
학년간 미적 체험 영역의 내용을 작품 도판의 수량적인 면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우
리나라 작품과 다른 나라 작품을 비교했을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수에 있어서 증가
하는 면은 일치하나 고학년이 될수록 다른 나라 작품의 수가 증가한다. 우리나라 작품
수는 3학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학년에서는 12～14개로 수적으로 비슷하나, 다른 나
라 작품은 3학년 - 3점, 4학년 - 6점, 5학년-13점, 6학년 - 18점으로 양적인 증가가
크다. 사진자료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3, 4학년이 고학년보다 그 수가 많다. 3․4
학년은 30여 점에 이르나 6학년은 11점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우리나라
작품의 수는 학년에 따라 별반 차이가 없으나 다른 나라의 작품 도판은 학년이 높아짐
에 따라 증가하고 사진 자료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한다.
제12단원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을 감상하는 단원이므로 이것을 제외한
각 학년의 작품 수를 시대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작품의 경우에는 3
학년에 있어서 조선시대가 5점(55.5%)으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4학년은 그 시기가
1900년대 이후의 현대 작품이 4점(57%)으로 가장 많다. 5학년 역시 현대작품이 4
점(40%)으로 가장 많다. 6학년의 경우에도 조선시대나 삼국시대 작품보다 현대 이
후의 작품이 5점(41%)으로 그 수가 많다. 따라서 전 단원에서 미적 체험 영역에 제

시된 우리나라의 작품 수를 분석해 보면,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서는 1900년
대 이후의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대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1960년대와 1970
년대 작품이다.
다른 나라 작품으로는 동양 작품보다는 서양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프랑
스 작가의 작품이 많다. 3학년은 모두 서양 작품으로 3점 중 2점이 프랑스 작가 작품
이며, 4학년도 5점(83%)이 프랑스 작가 작품이다. 3학년과 4학년은 1900년대 이후
의 작품이며, 5학년과 6학년은 시대와 나라가 다양하나 현대 이후의 작품의 수가 많
다. 서양 작품에 비해 동양 작품의 수는 매우 제한 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3, 4학년
은 전혀 없고 5학년에 2점, 6학년에 4점이다. 동양 작품이 제시된 단원을 살펴보면 5
학년은 제12단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이며, 6학년은 ‘여러 나라의 민속공예’
이다. 따라서 미술 활동 미적 체험 영역에서 다른 나라 작품은 서양 작품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시대와 나라별로 다양한 서양 작품 감상이 많다.
미적 체험의 학년간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학년별 미적 체험 영역의 위계성은 찾아보
기 어려우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작품에 비해 다른 나라 작품의 수가 증
가한다. 특히 5, 6학년은 미적 체험 단원의 내용 구성이 작가 작품 제시 위주이며, 서
양 작품이 많다. 3, 4학년은 자연에 관련된 영역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자연에서 선적인 조형 요소와 색채를 체험하는 내용구성이다. 그러
나 5, 6학년은 조형물이나 작가의 작품제시를 통한 미적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작품은 현대 이후의 작품제시가 주를 이루며, 다른 나라 작품은 동양 작품에 비
해 서양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중 프랑스 작가 작품의 수가 많다. 전체적으로 학
년간의 미적 체험 영역의 내용은 각 단원의 성격에 알맞은 자료가 선택되어 있다고 분
석되나 특별한 의도나 학년간 위계성을 고려한 내용구성은 아니다.

Ⅳ. 보완점 및 개선방향
1. 보완점
미적 체험 영역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완점은 ‘미적 체험’ 용어 사용과 내용구성에
있다. 첫째는 미적 체험의 대상을 중심으로 용어를 정의하였을 때 미적 체험은 삶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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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걸친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단원 내용 구성의 틀로 축소시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며, 둘째는 수업 전개에 있어 감상과 미적 체험 내용 구성의 차별성 문제이다.
첫째,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적 체험이 단원의 도입 부분에 해당하여 동
기유발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미적 체험의 의미와 대상을 협소하게 축소시
킨 것이다. 미학적 정의에 있어서도 미적 체험은 삶 전체에 해당하며, 생활 곳곳에서
체험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술을 향유하고 예술품을 감상하는 행위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으나 미적 체험은 삶 전반에 걸친 경험이다. 또한 예술의 향유에
있어서도 작품으로 향유되는 시각적인 예술작품 외에도 공간과 시간 예술인 무용이나
춤, 연주로써 감상되는 시간 예술인 음악, 시나 소설을 통한 문학 작품의 모든 부분에
서 미는 체험된다. 특히 음악과 문학을 통하여 감정의 정화를 체험하는 일은 일상적인
삶에서 언제나 가능하다. 자연의 광활함이나 미세함, 조형물의 조직적인 구성에서도
가능하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및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전체가 미적 체험의 대상
이며 미가 향유되는 곳이다.
또한 그 대상을 한정하여 미술 활동으로 미적 체험을 정의한다해도 아동들이 미를
경험하는 것은 작가의 작품을 향유하거나 동료들의 작업 결과물을 감상하면서도 가능
하지만, 자신의 표현 과정과 결과물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미술활동에 있
어 작업동기를 갖고 계획을 세워 표현에 열중하는 작업과정 전반에서 아동들은, 감상
과는 다른 실질적인 미를 체험하는 것이다. 표현에 전념하여 작업 결과물이 완성되었
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나 미적 체험은 다른 작가의 작품이나 자연물 및 조형물에서 느
끼는 감동과는 다른 경험이다.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기초 자료(이돈희, 1997)에서도 미적 체험의 내용 구성의
틀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유하며 생활을 즐길 수 있
는 의지와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개인의 생활은 물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와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뿌리로서의 전통과 문화, 나아가 세계 문화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까지 미적 체험의 범위를 넓혀서 미술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
고 있으며, 어떻게 쓰이는지, 나아가 미술을 생활에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어떻
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생각과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삶의 전반적인 모든 요소에서 미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과 미술활동에 있어서도 표
현과정과 감상을 통하여 미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적 체험이란 용어를
미술과의 내용 체계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소 부적합하다.
둘째, 미적 체험 내용 구성에서 감상과의 차별성 문제이다. 현재 미술 교육과정 구

성은 미적 체험을 통한 동기 유발과 표현활동, 감상활동으로 전개된다. 이때 교과서상
의 감상활동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 감상과 아동들의 작품을 서로 감상하
고 토론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단원에 따라 작가의 작품이 한 두 작품 감상
활동에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감상은 자연물이나 조형품을 보고 대상의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사고하며 분석하고 비판하는 주관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며 보는 주체가 대
상에 관심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 또한 감상은 보는 작용과 느끼는 작용, 즉 직관과
정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미적 체험이 도덕적, 윤리적, 교육적, 개인적
인 목적을 떠나서 심적인 거리를 두고 대상에 관심을 갖는 주관적인 행위라 했을 때
감상 영역에서도 미적 체험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적 체험 구성 역시 감상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감상과 어떻게 다르게 지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현행 교과
서에는 감상 영역에 주로 아동 작품이 제시되었다면, 미적 체험영역은 작가 작품이나
생활과 관련된 사진 자료 제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미적 체험 용어 사용과 내용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2. 개선 방향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도 미적 체험의 내용을 삶과 관
련하여 내용 구성을 달리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교사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과 자료에 의지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지도한다 했을 때, 자료 제시에 있어 각 단원의
미적 체험은 작가의 작품 감상과 더불어 삶과 관련하여 자연미와 조형미의 발견 및 이
해가 용이하도록 충분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교사용 지도서에 미적 체험 용어 개념과
사용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감상과 미적 체험 용어의 사용과 내용 구성
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가 교사 양성기관과 교사 연수 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물론 작가의 작품 감상을 통한 미적 체험도 그 교육적 의미가 충분하여 아동들이 미
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술의 요소는
매우 많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체험은 더욱 친근하게 아동들이 미
술을 경험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동들이 작품을 제작하고 감상하는 활동에 있어서
도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생활 속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다. 예를 들어 판화에 관련된 단원은 판화 제작에 관한 자료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판
화가 이용되는 실례를 제시하여 삶과의 연관성을 찾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적 체험의 내용구성은 생활 속에서 미술과 관련된 요소를 세밀히 찾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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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특성을 살려 삶에서 미술이 향유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아동들이나 교사들이 삶 전체에서 미술을 향유하고, 이를 통하여 미술교육과 삶과
의 관련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Ⅴ. 결 론
미적 체험의 미학적 정의와 교육과정에서의 정의는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삶 전반에
걸친 경험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자연미와 조형미의 발견 및
특징, 관계 이해라는 필수 학습 요소로 미적 체험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미적 체험
이 삶 전반에 걸친 경험이며, 표현이나 감상활동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교
육과정 내용 구성인 미적 체험․표현․감상에서의 미적 체험은 부분적으로만 한정짓
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 체계 구성에서 감상활동영역과의 차별성은 아동 작품과 다른
나라 작가 작품 또는 생활주변의 사진 자료의 제시와의 차이이다. 따라서 미적 체험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미적 체험이란 용어보다는 제6차에
서와 같이 미술과 생활, 미적 발견 등 다른 용어의 선택이 바람직하다.
미적 체험의 학년 별, 학년 간 영역에 제시된 자료의 수량적인 분석에 의하면, 단원
의 성격상 실생활과 관련된 단원과 서예 단원, 감상 단원을 제외한 단원에서는 작가
작품제시가 미적 체험의 주요 내용이다.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삶 전반에 걸친 경험이라
했을 때 작가 작품 감상과 미적 체험과는 다른 것이다. 작가 작품 위주의 감상으로는
미적 체험의 필수 학습요소인 자연미와 조형미의 발견 및 특징, 관계 이해를 달성하기
가 어렵다.
삶 전반에서 미술을 향유하고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의미로서의 미적 체험 용어의 사
용과 이를 잘 살릴 수 있는 내용구성이 이루어져 교사들이 현장에서 지도하는데 어려
움을 축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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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1> 3학년 미적 체험 영역의 내용 분석
3 학 년
단

원

우리나라 작품

다른 나라 작품
* 사진자료

1. 자연의 아름다움

*사진자료-나뭇잎, 종유석과 석순, 큰구슬우렁이, 나뭇가지, 선인장,
제주 중문, 무궁화, 세동 가리동, 청호반새

2. 생활 속의 이야기
※ 주요 분석대상

김득신 <야묘도추>
수묵담채, 조선시대

쇠라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유채, 1984～6, 프랑스

김환기 <구름과 달>
유채, 1963, 한국

모네 <늦가을 해질녁의 건초더미>
유채, 1980～1, 프랑스
몬드리안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부분>
유채, 네덜란드

3. 여러 가지 색
※ 주요 분석대상

4. 표정과 느낌
※ 주요 분석대상

5. 찰흙의 세계
※ 주요 분석대상

6. 움직이는 놀잇감
7. 붓의 성질
8. 판본체로 쓰기
9. 문자와 초대장
10. 의상과 장신구

11. 아름다운 실내
12. 우리 고장의
미술품

*사진자료-10색상환
김홍도 <서당>
수묵담채, 조선시대
<기마 인물 토기>
삼국시대-신라
<연꽃 도깨비 무늬 벽돌>
삼국시대-백제
<태견을 하는 인물상>
통일신라시대
*사진자료-물레방아, 개구리, 전기자동차
*사진자료-서예도구, 붓잡는 방법, 연필 쥐는 방법
*사진자료-붓글씨 쓸때의 바른 자세, 판본체의 기본획
<민화>
조선시대
신윤복 <미인도>
비단에 채색, 조선시대
*사진자료-족두리, 저고리와 치마, 복주머니, 나막신, 비단신
<탁자>
나무, 조선시대
*사진자료-한옥의 실내, 거실
*사진자료-국립 경주 박물관 전시실, 온양 민속 박물관,
국립 현대 미술관, 수원 화성

<부표 2> 4학년 미적 체험 영역의 내용 분석
4 학 년
단

원

1. 자연의 변화

2. 움직이는 선과 형
※ 주요 분석대상

우리 나라 작품
김은호 <추경>
비단에 채색, 1970, 한국
노수현 <춘난수조>
수묵담채, 1975, 한국
*사진자료-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렵도>
무용총 벽화, 삼국시대 고구려
김찬식<여> 철, 한국

다른 나라 작품
* 사진자료
뒤피 <지중해의 풍경> 프랑스
수채, 프랑스
위트릴로 <잔다르크의 거리>
유채, 1934, 프랑스

들로네 <끝없는 리듬>
유채, 프랑스

*사진자료-불꽃놀이, 꽃창살
3. 상상의 세계
※ 주요 분석대상
4. 색의 느낌
※ 주요 분석대상

<민화>
수묵담채, 조선시대

샤갈 <나의 마을>
유채, 1911, 프랑스
마티스 <왕의 슬픔>
과슈, 1952, 프랑스

*사진자료-비슷한 색, 반대색

5. 판을 이용한 표현
※ 주요 분석대상

*사진자료-창칼, 납작칼, 둥근칼, 세모칼의 쓰임 및 효과

6. 판본체로 쓰기

*사진자료-판본체 글자의 특징, 옛글씨(집자)

7. 조형의 아름다움

*사진자료-복도, 조각 공원, 부채, 벽화

8. 재미있는 표현
※ 주요 분석대상

백남준 <장영실>
혼합재료, 1990, 한국

에른스트 <잎사귀의 버릇>
프로타주, 1925, 독일

*사진자료-엑스포 다리

9. 그릇 만들기

<백자>
조선시대
*사진자료-물레로 만들기, 현대 그릇, 화분

10. 놀이터와 공원

*사진자료-어린이 놀이터, 놀이 공원

11. 마크와 표지판

12. 우리 나라
미술품

*사진자료-학교 앞, 우체국, 환경보호, 장애인, 나가는 곳,
휴게소, 화장실 표지판
<천마도> 삼국시대 신라
신사임당 <수박과 들쥐> 조선시대
<석굴암 본존 불상> 통일신라시대
<고려청자> 고려시대
<경복궁 근정전>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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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5학년 미적 체험 영역의 내용 분석
5 학 년
단

원

우리 나라 작품

1. 색의 변화
※ 주요 분석대상
2.전체와 부분
※ 주요 분석대상
3. 경험의 표현
※ 주요 분석대상
4. 이야기 세상
※ 주요 분석대상
5. 사람들
※ 주요 분석대상
6. 수묵화와 채색화
※ 주요 분석대상

7. 새로운 공간

8. 자연과 조형물

9. 아름다운 포장
10 . 판본체,
궁체로 쓰기
11. 우리 마을

12.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

다른 나라 작품
* 사진자료
고흐 <해바라기>
유채, 1888, 네덜란드
무어 <예술가의 손> 에칭, 1975, 영국

*사진자료- 채도표, 명도표
손응성<수렵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열매가 달린 오크 나무
유채, 한국
잎> 연필, 1505, 이탈리아
*사진자료-나뭇잎 부분, 나무줄기 부분, 나무 전체
권진규 <곡마단>
샨 <해방>
테라코타, 1966, 한국
유채, 1945, 러시아→미국
최영림 <심청전>
유채, 1972, 한국
*사진자료-여러 가지 캐릭터, 에니메이션 제작 과정
<강강술래>
부뤼겔 <놀이하는 아이들>
닥종이에 채색, 1977, 한국
유채, 1560, 네덜란드
강세황 <영통동구>
수묵담채, 조선시대
조중현<산양> 수묵, 1976, 한국
<책거리> 조선시대
가우디 (베예스가드 저택>
1900～1909, 스페인
*사진자료-지하철 벽화(4호선 과천역), 공원(광진구 광장동)
거리의 벽화(신촌)
스미스 슨 <나선형 방파제>
1970, 미국
*사진자료-꽃밭
<싸오쟁이> 1900년대
<수저집> 조선시대
<보자기> 조선시대
*사진자료-여러 가지 쇼핑백, 컴퓨터를 이용한 포장지 디자인
*사진자료-나무 판본체, 나무 궁체
*사진자료-공중전화 부스, 자전거 보관소, 환기통, 가로등
세잔 <생 빅트아르 산>
변관식 <농촌의 만추>
유채, 1904～1906, 프랑스
수묵담채, 1967, 한국
로댕 <생각하는 사람> 청동, 프랑스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
<삼채 용이병> 당시대
금동, 삼국시대-신라
<흑회식 도자기> 그리스 시대
<분청사기> 조선시대
<콜로세움> 로마시대
<숭례문> 조선시대
<천단 기년전> 청시대

<부표 4> 6학년 미적 체험 영역의 내용 분석
6 학 년
단

원

우리나라 작품

다른 나라 작품
* 사진자료

1. 상상 표현
※ 주요 분석대상

<납석제 십이지상>
통일 신라 시대
<민화>
수묵 채색, 조선 시대

달리 <기억의 고집>
유채, 1977, 스페인
마그리트 <피레네의 성>
유채, 1959, 벨기에

2. 관찰 표현
※ 주요 분석대상

박수근 <정물>
수채, 1967, 한국
김종영 <작품S-4>
대리석, 1950, 한국

호베마 <미델하르니스의 길>
유채, 1689, 네덜란드
모딜리아니 <여인의 두상>
석회암, 1910, 이탈리아

3. 다양한 표현
※ 주요 분석대상

이중섭 <흰소>
유채, 1954, 한국

되스부르크 <소> 석판화, 네덜란드
브라크 <둥근 탁자> 유채, 1929, 프랑스
폴록 <가을 리듬> 유채, 1952, 미국
로랑스 <어릿광대> 나무에 채색, 1915, 프
랑스 콜더 <네개의 붉은 시스템>
채색된 금속판과 철사, 1960,미국

4. 다색 판화
※ 주요 분석대상

오윤<향교마을>목판에 채색, 1984,
피카소 <등불 아래의 정물>
한국
1962, 스페인
유강열 <꽃> 실크스크린, 한국

5. 궁체로 쓰기

6. 여러 나라의
민속 공예

7. 환경과 건축
8. 색과 생활

<하회탈> 고려시대
<솟대> 한국

<가면> 금속, 인도
<가면> 나무, 코트디부아르
<장신구> 중국 티베트
<눈 신발> 나무, 알래스카

*사진자료-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 지구촌 민속 박물관
우트존 <오페라 하우스> 1973, 호주
<창덕궁 부용정> 조선시대
라이트 <낙수장> 1936, 미국
*사진자료-생활에 활용된 색, 유치원 실내 배색, 운동복의 색,
수도꼭지의 색, 단청, 단청무늬를 활용한 거리 시설물

9. 알리는 것 꾸미
기
*사진자료-포스터
※ 주요 분석대상
<다색판> 조선시대
10.아름다운
<실첩> 조선시대
생활 용품
*사진자료-문구 매장, 여러 가지 생활 용품
11.전시회
*사진자료-토끼와 잠수함전, 학교 전시회
12.현대 미술

<예술의 전당> 1992, 한국
이응로 <문자 추상> 1980, 한국

미로 <물병> 1941, 스페인
올덴버그 <셔틀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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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Aesthetic experience in the 7th elementary
school art curriculum
Kim, HeungSuk

The 7th art curriculum system is composed of Aesthetic experience,
Expression, and Appreciation. The Aesthetic experience is new realm, so
we need to understand it's meaning and educate it. When we regard the
definition of the Aesthetic experience as experience of beauty, It is not
different from the definition of the curriculum. But the contents of the
Aesthetic experience in the curriculum is mainly artist's work, so it is
smaller than it's meaning.
The Aesthetic experience is our life and we also experience the beauty
in expression and appreciation. So we have to reconsider that we use the
term of the Aesthetic exper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