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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영재의 발달과정 이해를 통한 교육적 가능성*
3)서

제 희**

< 요 약 >
본 논문의 목적은 미술에 재능을 보이는 아동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며, 어떠한 상
호작용으로 발달하는가에 관한 과정을 찾아봄으로써, 그동안 과학이나 수학분야에 치
우쳐왔던 영재교육의 관심을 미술에까지 확대시키고 미술 영재아에 관한 인식을 넓혀
미술영재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사회문화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술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재능을 나타내는 이들을
선정하여, 일정기간동안 관찰하고 분석하여 미술 영재아의 발달과정 특징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기술한 것이다. 연구 결과, 미술 영재아의 발달과정을 첫째, 지속적인 흥미
의 발현단계. 둘째, 지식, 기술 습득의 단계. 셋째, 사회, 문화적 영향의 흡수단계. 넷
째, 창조 및 비평의 단계로 제시하였다. 미술 영재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미술 영재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미술 영재의 발굴은 미술 영재아에 관한
개념이 분명할 때에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미술 영재아를 판별하
는 검증된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미술 영재아의 발달과정
분석은 미술 영재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요어 : 미술 영재아, 재능, 발달과정, 미술영재교육.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학, 수학 분야의 영재교육에 비해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분
야에 재능이 있는 아동이나 학생들의 교육이 무지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미술 재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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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능력이 아닌 특수하고 절대적인 능력으로 간주되어 왔고, 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자연과학 분야가 가진 특성이, 예술분야보다 영재성을 드러내기 쉽고, 객관적 판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술 분야의 영재교육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 자연과학분야의 영재교육에서도 중요시되는 것은 ‘창의성’의 개념이다. 창의성에
관한 개념들을 객관적 도구로 판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학, 과학의 분
야에서도 영재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술교육에
서도 미술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연구하여, ‘미술영재’ 라는 개념이 더
이상 판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미술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하여
야 할 것이다.
미술은, 개인이 가진 잠재능력을 통해 미술작품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종래의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발달하는 개인의 사고와 시각을 통해
미술작품을 이루는 것이므로, 사회문화적 결과물이 됨을 인식하고 미술 영재의 발달
을 사회문화적 영향력 속에서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미술 영재를 발굴하여 교육하기 위해서는 미술 영재아가 가진 성향이 어떻게 나타
나고, 어떠한 상호작용으로 발달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미술 영재의 개념을 확립시
킬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의 사회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재능을 나타내는 이들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연구자가 참여관찰과 심층
면접,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하여 우리 사회문화 속에서 미술 영재아의 발달과정 특징
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미술 영재아의 사례별 특징을 일반화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
니라, 미술 재능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과 환경,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발견하
여 미술 영재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Ⅱ. 미술에서의 영재성
1. 확장되는 영재의 개념
영재의 개념은 일반지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왔고, 지능검사에 의해 나타나는 지
적인 능력을 기초로 영재성을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능의 개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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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인식되면서 영재를 정의하는 기준도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영재아를 나타내는
용어는 우수아, 수재, 천재, 재능아, 특수재능아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영재에 대한
개념과 정의도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재란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보통의 아이들보다 뛰어난 재주를 보이는 아동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소수
의 재능아 즉 천재와 구분이 모호하게 이루어져왔다.
영재의 정의에 관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 교육부의 정의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영재교육 담당 교육가들은 미국 교육부가 1972년에 처음 내놓은 영재
의 정의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이 정의에서 영재는 전문가에 의하여 뛰어
난 능력으로 인하여 훌륭한 성취를 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판별된 아동이다. 영재
들은 자신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규학교 프로그램 이상의 변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서 전체 학생의 최소 3-5%를 영재의
범위로 보고 있다. 이 정의의 특징은 첫째, 일반 지능뿐만 아니라 구체적 학문영역과
예술 분야의 재능도 고려한다. 둘째, 창의적, 지도자적, 정신운동적 재능도 포함하였
다. 셋째, 영재들은 ‘변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넷째, 영재들을 위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합리화 하였다. 다섯째,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으로써 영재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높은 잠재능력을 계발
시키도록 돕는 것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
시하였다. 여섯째, 우수한 성취를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영재아도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Feldhusen,1994).
또 다른 정의로 렌줄리(Joseph S. Renzulli)의 정의를 들 수 있는데, 미국 국립
영재교육 연구소 소장이었던 렌줄리는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긴 사
람들에 관한 다양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 이상의 능력, 창의성, 과제 집
착력이 영재성의 주요 특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영재성은 이 세 요소
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영재성은 세 가지 기본적인 인간 특성
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는 평균 이상의 능력, 높은 과제 집착
력, 높은 창의성이다. 영재아와 재능아는 이 특성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이 특성
들이 발달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으로서 인간이 수행하는 가치 있는 분야에서 적용하
는 아동들이다. 세 가지 특성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거나 발달시켜나갈 가능성이 있
는 아동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교육기회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Renzulli, 1997). 렌줄리는 이 정의에서 일반학생의 15-20%가 영재교육의 대상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1-3%의 아동들만이 영재로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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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아동이라는 과거의 제한적인 정의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이다.
또 다른 영재의 정의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가네(Francois Gagne)의 적성이론이
다. 가네는 영재성이 인간 적성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평균 이상으로 타고난 능
력을 말하며 특수재능은 인간 활동의 한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평균 이상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Gagne, 1993). 이는 각 적성이 동기와 성격이라
는 개인 내적 요소와 가정, 학교, 사회의 환경 요인이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발달되어 특정 분야의 재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아동에게서 나타난 영재성이 특수재능으로까지 발전하는 데는 흥미, 집중, 집착력과
같은 동기적 측면과 자아존중감, 자신감, 자율성과 같은 성격이라는 개인 내적 촉진제
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요소를 잘 갖추고 있더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므로 가정, 학교, 사회의 환경적인 요소가 적성을 계발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해
야 한다. 가네는 개인 내적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한 개인이 자신의 적성
을 계발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특수재능이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영재의 개념이나 영재성의 발달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이 자주 인용한 능력 분
류 방법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가드너 교수가 주장한 “다중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s)”이다. 가드너는 인간의 지능은 일반지능으로 통틀어서 이해하기보다
는 7가지 서로 다른 지능이 존재하며, 그것의 발달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치게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7가지 지능에는 언어지능, 음악적 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 공간 지
능, 신체 운동적 지능, 개인적 사고지능, 대인 지능이 있다. 영재성은 7가지 지능 분
야마다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았다(Gardner, 1982). 각각의 지능은 각기 독립되어
있어 각각의 지능과 관련된 일련의 과제를 성취하는 데 중요하나, 서로 상호보완적으
로 작용하여 복합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드너는 생활 맥락과
상관 없이 측정하던 단일지능의 개념과 달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즉 가정, 직장, 사회와 이러한 환경이 부여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능의 개념
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재란 특별한 재능을 한 개 이상의 분야에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영재아가 속해 있는 영역, 즉 사회, 문화가 인정하는 수준의 숙달된 능력을 나
타내는 아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영재의 정의들은 초기에는 대단히 우수한 소수의 아
동이나 학생들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으나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또한 각 사
회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그 사회문화가 인정하는 능력을 가진 아동이나 학생을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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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 정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영재의 개념은 일반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
한 계발하고 일반아동이나 학생들의 교육에 적용되도록 바뀌어 가고 있다.
영재성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 중에서 어떠한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선택하는가는
그 사회, 문화가 가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며, 우수한 사람으로써 요구되는 것
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지능으로서 영재를
판별하기보다는 각 분야별 재능을 인정하고, 영재아가 속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고려
하여 능력을 판별해야 한다는 다중지능이론의 입장에서 미술 영재아의 발달과정을 분
석하였다.

2. 미술 영재성의 판별준거
흔히 솜씨 있는 모사, 적절한 재료의 활용, 어른 같은 표현 습관 등이 종종 미술적
재능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기준에 의해 다른 주지 과목에서 우수한 어린이들이 ‘재
능있는 아동’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미술 영재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단일지능의 개념으로 설명 되어오
던 영재아의 개념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지능이 따로 존재함을 주장한 가
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예술분야에 관한 지능 혹은 재능의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가드너는 인지적인 영역이 미술을 표현하고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
라 하였다. 미술과 관련한 예술 지능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형태의 지능
(언어나 음악지능, 자연 지능과 같은)이 예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각 지식의 형
태에 포함된 상징이 심미적인 양식으로 나타날 때에 예술작품이 탄생한다고 하였
다.(Gardner, 1993, 2001) 미술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공간 지능’ 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공간지능은 공간, 형태, 조형, 색채 감각에 대한 지능으로 정의하고 작
품을 창조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연구
는 재능과 목표를 가진 사람 자체, 그 사람이 일하기 위해 선택한 분야나 영역, 그리
고 처음에는 시험적이지만 이후에 보다 결정적으로 그의 작업을 평가하는 일련의 사
람들이나 제도의 장(field)에서 그 의미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재
능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생산품을 창조하거
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며,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문화에서 가치 있게 여겨
지는 것이다(Gatdner, 1993: 42). 즉, 재능을 일정기준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객관
적이며 불변하는 것으로 여겼던 많은 이론들과 달리 사회, 문화 혹은 시대에 따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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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어떤 지능이 미적인 목적으
로 발현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개인적, 문화적 결정에 달려있다. 예로 어떤 사람은
언어지능을 변호사, 외판원, 시인, 웅변가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
또한 지능의 예술적 사용을 강조하거나 반대한다. 어떤 문화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시를 쓰고 춤을 추며, 악기를 연주한다. 반면에 플라톤은 그의 공화국에서 시를 제거
하려고 했고, 스탈린은 외교문서를 가려내기 위해 모든 시를 검열했다. 즉, 각 지능의
영역을 예술적으로 사용하느냐, 미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예술 지능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술능력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문화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에 의해 판별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재능을 일정기
준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객관적이며 불변하는 것으로 여겼던 많은 이론들과 달리 사
회, 문화 혹은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또한, 가드너는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의 부설 교육연구기관인 프로젝트 제로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안겨 주었다. 첫째, 대부분의 아동들은 성숙함에 따라 자연적
으로 발달하나, 예술적인 면에서는 어린 아동들이 높은 능력을 보이다가 점차 그 능력
이 떨어지기도 한다. 둘째, 어린 아동들은 다른 영역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술의 능력과 지식에 관하여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셋째,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지각이나 이해능력이 생산능력보다 앞서 발달한다. 넷째, 고전적인 발달이론
에 따르면 아동이 한 영역에서 가지는 능력으로 다른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데, 예술
에서는 영역간의 상관성이 매우 적다(Gardner, 1993, 2001: 191-193). 이러한
결과는 각 형태의 지능이 예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각 지식의 형태에 포함된 상
징이 심미적인 양식으로 나타날 때에 예술적인 지능이 발현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미술교육이 창의성 계발이나 미적 감수성의 계발에 그 중요성을 두었기
때문에 미술 영재아의 특징을 발견하는 것도 창의성이나 감수성과 같이 규명하기 어
려운 개념 속에서 찾아내기 힘든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분명 미술에 재능을 보
이는 학생들이나 아동들은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무엇이 이들을 미술 영재아로
볼 수 있는 준거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 미술 영재아를 판별하는 특징으로 전경원
(2000)은 다음의 열 가지를 꼽는다.

ㄱ. 시각과 관련된 것에는 무엇이든 강한 흥미를 나타낸다.
ㄴ. 본 것에 대해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기억한다.
ㄷ.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ㄹ. 예술작품에 열중하고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는다.

미술 영재의 발달과정 이해를 통한 교육적 가능성 53

ㅁ.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기술적으로 진보된 발전을 보인다.
ㅂ. 예술매체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대안적이거나 혁신적으로 사용하여 실
험한다.
ㅅ. 그림에 중요한 요소를 사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미리미리 계획한다.
ㅇ. 그림을 그릴 때에 상당한 세부사항이나 정교하게 채워 넣는다.
ㅈ. 구상(균형, 조화, 공간의 활용), 도안, 색의 사용이 놀랄만한 예술작품을 만들어 낸다.
ㅊ.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한 예술작품을 제작한다.

또한 로웬펠드(Lowenfeld, 1987)는 영재가 우리 교육에 많은 자극을 준다고 하면
서 미적인 취지와 별도로 영재가 교육에 미치는 가장 큰 기여는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의 이탈이라고 하였다. 교육의 상투적이고 일반적인 적용에 자극과 이탈을 제공하여
영재의 행동과 말들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순수한 처방이며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로웬펠드(Lowenfeld, 1987)는 미술 영재아의 특성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꼽았다.

ㄱ. 상상과 표현의 유창성 : 영재는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자신의 능력을 적용
시키는 것이 아주 자유스럽다. 주제와 형태에 대한 변화, 우연한 기교를 활용하
는 능력들을 꼽을 수 있다.
ㄴ. 고도로 발달된 감수성 : 주제인 상황이나 재료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고도
의 인식능력이다.
ㄷ. 풍부한 직관적 상상력
ㄹ. 표현의 직접성 : 영재는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직관적인 자질로 자신의 삶을 직
접적으로 표현한다.
ㅁ. 고도의 자아 동일화(Self-Identification) : 영재는 창조과정의 경험에서 주제,
재료, 매체 등과 구성과 표현을 일치시킨다.

또 다른 견해로써, 가드너(Gardner, 1982: 112-115)의 다중지능이론에 의하면
‘공간적 영역’에서 재능이 있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ㄱ. 그림을 그리거나 물감 놀이를 즐긴다.
ㄴ. 특별히 좋아하는 색이 있다.
ㄷ. 퍼즐이나 기계 장난감들을 분리하고 다시 끼워 맞추기를 좋아한다.
ㄹ. 레고나 블록쌓기, 또는 모래성 쌓기와 같은 만들기를 즐긴다.
ㅁ. 꿈, 이야기를 자주 한다. 꿈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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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길눈이 밝고 방향 감각이 뛰어나다.
ㅅ. 동화책을 볼 때 그림에 더 관심이 많다.
ㅇ. 그림을 그릴 때 세밀하게 그린다.

많은 대중들과 미술교육자들은 미술이 주로 감정이나 신비 혹은 직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었다. 인지란 과학이나 문제해결능력에 관련되었을 뿐 예술적인 작품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창조성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술이 점차 사회문화
적인 현상을 대변하고 다양한 표현양식상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미술을 이해하거나 미
술을 통해 정신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영역의 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술은 기본적으로 정신활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술을 교류하기 위해
서는 그 예술을 구성하는 상징체계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술에서
는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해내기 위한 추상적인 형태나 색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
양한 심리상태나 느낌을 창조해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 영재아의 판별 준거를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시각적 인지능력
미술영재의 인지특성은 외부세계를 지각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일반아
동의 인지 특성과 비교하여 볼 때 시각적인 것에 의존하여 인지하는 사고과정이 크게
나타난다. 시각적 기억력이 뛰어나 사물을 기억할 때 시각적, 공간적으로 기억하고 회
상하는 능력이 일반아동들보다 뛰어난 것이다. 또한 시각적인 학습과 관련된 요소들
을 습득하는 데에 빠른 학습능력을 보인다.
가드너(1997)는 시각적인 기억력이나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이 미술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능력들이 예술적으로 발현될 때에 예술능력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하
였다. 시각적인 인지 능력은 대상을 인식하여 대상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나타나
는 미술 활동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능력이라 하겠다.

2) 시각표현력
표현적 특성은 인간의 감정이 통일적 직관형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일
반적으로 미술적 표현은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결합하여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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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이루어진다. 미술 영재아의 표현은 시각적인 것에 의존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을 물리적인 대상과 연결하여 조화로운 결과물로 나타낼 때에 완성된다. 즉, 시각적으
로 인지된 것이 나름대로의 느낌을 거쳐 밖으로 표출되는데, 이 행위의 결과물이 조형
요소들과 결합하여 미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을 때 미술 영재아의 표현 특징으
로 본다. 가드너는 예술 표현에 있어서 역사적, 사회적으로 축적되어 온 문화적 특징
이나 양식이 개인의 표현 기술로 더해져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기술은 시
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시각을 통해 각각의 개인 내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 미술
에 재능을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 이러한 표현에 대한 인식과 표현 기술에 두각을 나타
내곤 한다.

3) 미적 감수성
미술 영재아들은 미적인 것에 대해 평가하고, 표현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에 적
극적인 관심을 보인다. 미술 분야와 관련된 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미술활동에 할애하
는 시간이 많은 아동들은 미술에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심은 미술 활
동에 적극적인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게 되며, 미술 학습에 깊이 있게 관여하게 된다.
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미술 활동에 반영이 될 때에 필요한 능력이 미적 감수성이
다. 가드너는 시각적 인지력이나 표현 기술이 미적으로 발현될 때 예술 능력으로 나타
날 수 있다고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 아동들이 그들이 가진 시각적 인지력이나 표현력
을 예술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이라 하겠다.

Ⅲ. 미술 영재의 발달단계
1. 지속적인 흥미의 발현 단계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동이나, 학생들은 물체를 지각하고 운동감각이 발달하는 시
기부터 미술활동에 강한 흥미를 나타낸다. 대부분 ‘그리기’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통
해 미술활동에 흥미가 있음을 부모나 주변인들에게 표출한다. 또한 그들은 그리기뿐
만 아니라 미술활동과 관련된 만들기나 꾸미기에서도 흥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흥미
들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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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아동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끊임 없는 자극과 격려가
재능을 발달시키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된다.
미술활동에 대한 흥미는 형태나 색채와 관련한 뚜렷한 의식을 갖고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그리기나 만들기 활동을 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고 흥미를 보인다.
또한 미술활동에 지속적인 흥미를 보이는 어린이들은 미술활동에 집중하는 시간도 또
래 아동들에 비해 길었으며, 이러한 집중시간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결과물로 나타
나게 된다. 관찰 연구의 대상이 된 6세의 아동은 시각적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서 실제
로 본 것, 혹은 그림책이나 도판으로 본 것에 대해 기억하고 묘사해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하루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평균 3시간 이상이며, 그릴 종이를 감당하지 못
하여 스케치북 이외에 얇은 복사종이를 이용하여 그린다. 그리는 활동 이외에 만들기,
꾸미기 등에도 흥미를 보이며, 손으로 접고 오리는 등의 행위는 매우 정확하게 하는
편이다. 일반적인 6세 또래의 아동들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을
넘지 못하는 것에 비해 이 아동의 집중 시간은 매우 긴 편이다. 또한 손을 이용한 활
동이 또래에 비해 정확하고 매우 발달되어 있다. 미술활동의 결과물들은 숙달된 조형
요소나 원리들과 같은 미적 준거로써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일반적인 아동 미술
의 발달단계를 따르고 있지 않았으며 또래의 아동 미술화의 발달단계보다 빠르게 나
타나거나 복합적인 발달단계를 보이고 있었다.
지식의 표현과 소통은 문화적으로 고안된 상징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언어나
문자 그림, 수학과 같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상징체계가 될 수 있다. 아
동들은 성장하면서 기본적 상징화가 발달하며 그림과 같은 2차원적 상징화나 만들기
와 같은 3차원적 상징화, 그리고 사물과의 인과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상징적인 것의 습득은 더욱 완전해진다(Gardner,1982).
발달단계에서 상징체계의 습득은 미술표현에 곧 반영되고 주변인들은 아동들의 상
징체계를 미술표현을 통해 발견함으로써 그들의 미적 형태력이나 지각능력을 발견하
게 된다. 미술활동에의 흥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성장의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일어
나며 관심의 정도나 흥미의 대상은 각 발달단계에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관심과 흥미는 높은 성취도와 함께 미술 표현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하며 미
술의 표현능력이 향상될수록 아동들은 그 이상의 미적 지각능력이나 표현능력을 필요
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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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기술 습득의 단계
미술표현의 발달은 자연적인 성숙의 결과라기보다 오히려 학습을 통한 결과라는 전
제에서 미술학습이 시작된다. 미술활동에 지속적인 흥미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아동이
나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그들의 표현력에 한계를 느끼며, 그 이상의 표현력을 갖추기
를 기대한다. 이 시기에 표현력의 발달을 가져오는 수업이나 교육과 같은 과정을 거치
지 않으면 미술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하게 되며, 따라서 흥미도 줄어들게 된다.
미술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이해와 표현의 반복으로 이루어
지며 각 아동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 위의 사례에서 보면
학생들은 물체의 형태를 관찰, 표현하고 색채를 구분, 사용하며, 필요한 재료의 사용
을 익숙하게 하는 등의 작업을 2～3년 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기술의 숙달은 전문성을 획득해 가는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영역을 숙달하는 데 10년 정도가 걸리며, 그 영역
을 변화시킬 만큼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그 이후 10년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숙달을 위해서는 수천 시간동안 그 영역과 관련하여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술영역에서의 숙달은 미술활동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크게 미적 형태의 발달과 미적 지각능력의 발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미적 형태의 발달
아동들이 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는 부분이 형태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것이다.
아동들은 형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표현력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됨을 느끼며
이러한 사실적 형태의 묘사력을 습득한 이후에는 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한다. 또한 주변인들에 의해 가장 쉽게 미술적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점이
형태를 객관적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적 묘사나 형태의 표현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자신이
필요를 느끼기 이전에 너무 빨리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본
래 가진 흥미나 재능을 잃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아동들의 표현하고
자 하는 욕구와 흥미에 따라 교육시기와 기간을 조절해야 한다.
미적 형태의 발달은 공간적 지능과 관련이 깊다. 공간적 지능은 색깔, 선, 모양, 형
태, 공간, 그리고 이런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민감성에 관여하는데, 이러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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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능이 미적 감수성과 연결되어 은유적으로 표현될 때 미적 형태로 나타난다. 일반
적으로 4～7세에는 인물상 안의 위상관계들이 좀더 분명하고 신빙성 있게 처리되며
평면 기하학적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것들을 사용하여 사물(집, 밥상, 자동차
등)들을 그려낸다(Lowenfeld, 1987). 그런데 이러한 조합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집합은 면밀한 조직적 사고 활동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팔다리가 우습게 길어지기도 하고, 아파트가 출렁이는 물 속의 그
림자처럼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6, 7세쯤 되면 이러한 묘화의 세계가 상당히 넓고
풍부해지며 지적 이미지와 정교하게 모여져 표현하려는 의욕을 보이기 시작한다.

2) 미적 지각 능력의 발달
예술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에게 심미적 감각(aesthetic feeling, aesthetic
sensitivity)을 길러주는 일이다. 심미적 감각이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가
장 일반적인 용어로 정의한다면,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을 판별하고 그 아
름다운 모든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며, 외부의 자극을 단순히 인지적으로 받아들
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을 감동의 대상으로 받아들여 그것에 반응하는 경
향’을 말한다(김재은, 1996: 31).
사실적 형태의 묘사력을 습득한 이후에는 아동들은 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를 표출한다. 이러한 미적 지각능력의 발달은 시각적 사고능력의 발달과 연관이 있다.
시각적 사고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에서부터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것에 이르기까
지 모든 인간 활동에 나타나고 있다. 보는 것, 상상하는 것, 그려보는 것의 상호작용
의 특성은 서로 유연하게 이동하며 작용한다는 것이다. 봄으로써 그리는 것이 편하게
되고, 그려봄으로써 본 것을 뚜렷이 할 수 있다. 상상함으로써 그리고 싶은 충동을 일
게 하며, 그려봄으로써 상상하기가 편해지고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즉 미적
지각 능력의 발달로 그리기, 보는 시각, 사고력이 함께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영향의 흡수 단계
교육은 성장에 관한 것이며 여기서의 성장은 방향과 목표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성장의 조건이란 잠재력과 가능성 등의 내면적 요인, 다른 한편으로 그가 삶을 영위하
고 있는 그리고 장차 삶을 영위할 자연적, 문화적 세계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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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적 체제를 의미한다(이돈희, 1994: 27). 교육 활동을 통해 미적 경험을 성장
시킨 학생들은 그들이 속한 구조적 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각기 다른 가족과 문화적 배경은 인간 행위가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인간의 독특한 요인들을 분석 할 때 각자가 가진 잠재적인 요소들을 구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미적 형태의 발달과 미적 지각능력의 발달을 통
해 대상에 대한 시각을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면,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
적 환경에의 영향을 미술활동에 반영하게 된다. 미술은 개인의 감정이나 감각, 사상을
나타내기도 하며 자신만의 지식을 반영하거나 그 지식을 넓히기도 한다. 때문에 미술
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미술은 여러 집단에 속한 인간들의 감정과 생
각을 반영하므로 사회적이기도 하다.
아동들이 미술을 함으로써,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들만의 경험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 느끼는 것을 표현한다. 아동들의 그림은 어른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떠한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징이 이루어지
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구체적인 준비가 없이 직관적인 의식에 의하여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대개의 아동들은 상징화를 통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몰두하는데, 그것은 아동들이 영역간의 경계에 대한 감각이 약하여 쉽게 영역을
넘고 따라서 종종 특이하고 호감이 가는 병렬과 연상에 도달하곤 한다. 또한 상황이나
문제의 단순한 문자적 해석에 도달하고자 하는 감정적 문제를 가지지 않고 불일치나
관습으로부터의 이탈, 비의미성 등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무관심은 비
록 그 작품들이 타인에 의해 칭찬을 받거나 옳게 해석되지 못하지만 종종 고도의 독창
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데에 기여한다.
또한 미술은 특별한 문화적 또는 사회적 환경에서의 상징적 활동이다. 한 사회의 문
화와 그 발달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 아동들의 미술 발달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이다. 유아기 때는 주로 개인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지만
자라면서 좀 더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다른 아동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아동들의
발달과정은 그 나라의 문화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형성되어간다.
가드너는 지적 능력을 문화의 적합한 상징체계에 쉽게 관련시킬 때 특수한 지능이
분명해진다고 하였다. 한 사회의 문화의 중요성은 그 사회의 아동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행하는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가 결정짓는 데 근본이다.
어린이들은 가족과 그 사회로부터 미술을 배우며 누가 어떤 종류의 미술을 언제 누
구와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된다. 한국 문화는 아동들에게 이른 시기부터 집단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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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개인으로 융합하기를 요구하는 반면에 미국과 같은 문화권에서는 아동들에게
좀 더 오랫동안 개인적인 자발성과 독립심을 허락한다.
이와 같이 미술은 개인으로부터 나오기도 하며 인간의 사회적인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술 재능이 발달되는 모든 성장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징체계나 정보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인의
미술활동에 나타나게 되는 단계는 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이후에 가능하다. 가드
너는 창조하는 능력을 구별하는 주요 요소로 은유적 지능을 들었다. 은유적 지능이 다
양한 지능들을 통합하는 능력이라 정의할 때, 고도로 발달된 은유적 지능은 화가나 건
축가, 음악가, 시인과 같이 예술가들에게서 나타난다. 미적 지식과 기술은 은유적 지
능에 의해 습득되어지고 창조의 단계에 이르러 예술 작품으로 표출되는 데에 기여한
다.

4. 창조 및 비평의 단계
길포드는 창조성이란 창의적 사고를 통해 만들어지며 창의적 사고는 확산적 산출
(divergent production)을 사용하여 지식의 변환(transformation)을 일으키는 과
정이라 하였다. 지적 변환을 일으키는 확산적 산출의 주요 요소는 문제에 대한 감수성
(sensitivity),

사고의

유연성(fluency),

융통성(flexibility),

독창성(originality)

등을 들고 있다(Guilfold, 1977). 시각 예술에서의 조형 활동은 같은 주제에 대한 표
현이라고 할지라도 인식하고 있는 주체자에 따라 어떻게 그 주제에 대해 지각, 이해했
으며 그 결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의 기억 탐색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기억 탐색
과정은 확산적 산출의 과정이며,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한 경우에 그 가능한 여러 가
지 대답들을 찾아내기 위해 예민한 눈으로 관찰하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고 독창적으
로 생각 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황향숙, 1998: 6-7).
미술활동이 시각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한다면, 창조 및 비평의 단계는
그 결과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일 것이다.
‘창조적인 사람’이란, 어떤 문제를 제기하여 결국에는 그 문화 내에서 수용될 수 있
도록 하는 사람, 그리고 처음에는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던 작품이 나중에 그 분야에서
수용되고 나면 창조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창의성의 검증은 창조적이라고 추정되는
작품의 출현으로 인해 그 영역에서 결과적으로 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렸다.
아동들은 미적 지식, 기술의 습득을 통해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문화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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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자신의 미적 시각을 키우면서 미술활동에 대한 욕구를 증진시킨다. 이러한 욕
구는 창조 및 비평의 단계에서 아동 자신의 시각과 느낌으로 또래와 다른 시각적 결과
물을 만들어냄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문화적인 영향
력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므로 아동으로서 이 시기에 이르
는 것은 매우 빠른 발달을 보이는 것이며, 이는 미술 재능 이외에 인지력, 언어능력,
이해력 등에 또래 아동들보다 빠른 발달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창
조 및 비평의 단계는 그들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사회문화적 영향을
인식하고 개인의 시각을 갖게 되는 15세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러므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창조 및 비평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년의 기간
이 필요한 것이다.
창조자란 자신의 기존 전문분야에 숙달되어 있으며 또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때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 붓는 사람을 말한다. 미술분야의 창조자로 성장하기 위해 미술
활동에 필요한 조형원리나 표현기법을 습득한 아동이나 학생들은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미술활동을 필요로 하며, 미술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적 표현 욕
구를 가지고 있다.

Ⅳ. 미술영재의 발달과정 제시와 교육적 적용
일반적인 영재에 관한 인식이나 영재아의 판별에 있어 지능지수는 결정적인 영향력
을 가지고 있다. 물론 나이와 문화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나, 대체
로 한 시간에 걸친 종이와 연필을 이용한 검사를 통하여 하나의 숫자, 즉 지능지수에
도달하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지능의 측정 방법으로는 시지각과 관련한
미적 안목이나 조형적 표현 등의 미술과 관련한 재능을 측정할 수 없다. 이제껏 영재
의 판별이 지능검사를 통한 지능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술 영재를 판
별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능의 개념은 단일지수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개념에 관한 논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갓난 아이 때는 순수한 지능의 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위의
문화에 의하여 끊임 없이 제공되는 풍부한 해석에 의하여 어린이들이 갖는 감정적 결
과로서 의미 있는 활동에 곧 노출된다. 그리고 자라면서 각 지능은 다양한 상징체계의
습득과 표현에 점차 연루된다. 상징적 능력의 발달은 비교적 제한된 흐름을 따라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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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발달하지만, 점차 지적 영역간의 경계를 광범위하게 넘나들기
도 한다. 그렇듯 인간의 지능은 매우 융통성이 있는 것이다. 여러 영역의 지능들이 문
화적 환경 속에서 상호소통을 하며 그 중 어느 하나가 발달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때에 그 영역 혹은 분야에서 재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지능
의 개념 변화에 따라 영재의 개념도 변화․확대되고 있으며, 각 사회와 문화에 따라
영재를 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는 논의도 일고 있다. 또한 최근의 영재교육 방향은
‘영재’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개인이 가진 각 영역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교육받을 수 있
도록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미술분야에서도 미술에 재능을 보이는 어린이
나 학생들을 발굴하고 교육시키는 데에 보다 넓은 안목을 적용하여야 할 때이다.
미술 재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미술 영재아의 인식을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인간의 두뇌에 각 분야를
담당하는 지능이 있으며 이러한 지능이 어떤 분야에 발달해있느냐에 따라 다른 재능이
나타남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형태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시각과, 평면이나 입체와
같은 대상과 공간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 등 미술활동에 필요한 조형원리
나 요소들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공간적 지능이라 하였다. 이는 미술과 같은 심
미적인 영역에서의 객관적 판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형식적 논의에 그쳐왔던 미술
영재아의 연구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가드너는
공간적 지능을 미술 활동에만 국한되는 능력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간적 지능
이외에도 언어적 지능이나 음악적 지능과 같이 은유적 표현이 가능한 여러 지능들이
미학적으로 사용될 때에 예술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술지능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미술 분야의 영재를 판별하고 관찰하는 데에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미술표현의 발달이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언어적이어서 일반화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이루어 질 때 미술 영재교육도 발전적으로 이
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술 영재의 발달과정 제시가 미술 영재를 교육하는
데에 어떻게 쓰일 수 있으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설명
될 수 있다.
첫째, 발달과정의 분석을 통해 미술 영재의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다.
미술 영재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미술 영재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술 영재의 발굴은 미술 영재아에 관한 개념이 분명할 때에 타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미술 영재아를 판별하는 검증된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현
재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동들의 발달과정 분석은 이론만으로

미술 영재의 발달과정 이해를 통한 교육적 가능성 63

정립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미술 영재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재정립은 미술 영재아를 발굴하는 데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교육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미술 영재아의 발달과정의 분석은 우리의 교
육 여건에 맞는 미술 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과정 개발 시, 발달과정의 이해는 미술 영재아를 교육시키기 위한 각
연령별․학년별 맞는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학습 집단에 가장 적합한 교육적 경험을 체계적으로 선정하
거나 조직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영재의 특성에 적
합한 교육적 경험을 설계해야 한다. 영재교육과정을 ‘영재라고 판별된 학생들의 성장
과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역이나 장면에서 계획 혹은 실행된 교육 경험에
대한 실천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속에 포함된 교육의 목표로부터 교
육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계획들은 여러 요인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
을 반영해야 한다. 영재교육과정에서는 이미 습득된 지식보다는 습득한 지식을 활용
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자료를 조작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며, 한 단계의 평가보다는
다단계의 선발절차를 사용하며, 다양한 준거와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해야하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우주희, 2002: 212). 이러한 영재교육과정의 개발과 수행에 있어서 미
술 영재아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의 각 단계별, 과정별로 세분화하여 구성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학습 현장에서 영재교육과정이 어떻게 적용되어 가르쳐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교사가 영재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미술 영재아를 위한 학습과정에
서 그들의 동기부여와 보상행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며, 높은 성취를 이끌
수 있는 주요한 요건이 된다.
미술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는 교사의 교
육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영재교육에 있어서 발달과정의 이해는 그
연구가 미약하여 조기에 발견된 재능이 지속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미술 영재교육에 있어 교사가 미술 영재아의 발달과정을 이해
하고 수업 현장에서 적절한 시기에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 행위를 하는 것은 재능이 있
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미술영재교육에서의 교사는
교육 장면에서의 태도와 능력을 관찰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특성까지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하기 때문에 미술영재의 발달과정에 관한 이해는 교수․학습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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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우리 교육 현실에서의 미술 영재아 발달과정 분석은 우리의 미술 교육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미술 영재아의 발달과정 특징들을 토대로 현재 우리 교육현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술 교육과정이 아동이나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재능을 발달시켜주기 위해 적
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더 나
은 미술교육과정 개발과 교육 현실을 이루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Ⅴ. 결 론
영재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와 국가적 차원,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개인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켜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행
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영재가 한 사회와 국가의 주요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재아와 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
술 영재 교육은 미술에 재능을 가진 아동의 성장에 개인적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
니라 미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미술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미술 영재아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어
미술 영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교육 현실은 미술
영재아란 단어를 쓰는 것조차 생소할 정도로 그 연구가 미약하다.
미술 영재의 발달과정의 이해는 미술 영재아를 교육시키기 위한 각 연령별, 학년별
에 맞는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행에 있
어서 미술 영재아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의 각 단계별 과정별로 세분화하
여 구성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또한, 학습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적용되어 가
르쳐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한다. 이 외에도, 미술 영재아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는 수업 현장에서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 행위를 하여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미술 영재교육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미술 영재아에 관한 인식
이 확산되어 미술 영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일깨워져야 되며, 미술 영재아와 미술 영
재교육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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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ssibility for Gifted Education in the Art through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Process
Seo, Jae-Hee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extend

our

interest

in

the

gifted

education for Art and to expand our understandings in the artistically
gifted

children

by

researching

the

tendency

of

the

children

revealing

talents in art and also through examinations of the interaction which
gifted

children

share

with

their

surroundings.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artistically gifted children is essential. Since artistic
gift is closely related to the culture of the society that they belong to, we
directly observe and analyz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artistically
gifted child.
This

study

participant
As

the

has

been

observation
result

of

the

conducted

and

in-depth

research,

by

ethnography

interview

four

steps

on

research

different

suggest

the

through

age

groups.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artistically gifted child as follows:
ⅰ. revelation of continuous interest on art
ⅱ.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skill about art
ⅲ. absorption of social-cultural effect on art
ⅳ. creation and criticism
Distinction

between

the

artistically

gifted

children

and

the

other

children, which is valid when the concept of artistically gifted children is
clearly

established,

gifted children.

precedes

all

others

in

order

to

educate

ar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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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hase

understanding

of

of

developing

development

curriculum
process

of

for

the

artistically

gifted

in

gifted

the

children

art,
is

precondition for make up contents for each grade and age. In the phase
of

practicing

curriculum,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process

for

artistically gifted children establish a base for teaching method in each
course and has a direct influence on establishing concrete plan for the
adequate teaching method.
Furthermore,
gifted

children

understanding
plays

the

of
most

development
important

role

process
in

of

artistically

improving

achievement in the classroom.
Key words : artistically gifted child, development process, gifted education.

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