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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이야기, 경험, 해석｣을 중심으로 한
미술학습지도 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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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새로운 미술교육 학습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술과 미
술교육의 새로운 개념인 상징, 이야기, 경험, 해석에 초점을 두었다. 전통적 정의와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요 구성요소와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교과과
정은 다음의 다섯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다. (1) 미술은 상징적 언어로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경험을 재현한다. (2) 미술은 이야기이다. (3) 미술작품의 다양한 해
석을 통해 보는 이의 이해를 넓힌다. (4) 올바른 교과과정은 창작, 성찰, 감상을 포함
한다. (5) 미술은 경험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현상학과 해석학을 정리 연구한 결과로
3단계의 감상법 (묘사와 설명, 의미 찾기, 해석)과 학습방법(동기부여를 통한 창작,
성찰 그리고 감상)을 제안했다. 미술교육이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과로 학생의 감
성교육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실천적 제안들을 담았다.
주요어 : 상징, 이야기, 경험, 해석

Ⅰ. 서 론
미술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미술교육을 ‘미술과 교육의 복합체’로 보
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아름다움의 표현 양식과 관련된 학문으로서 ‘미술’과 가르치
고 배우는 활동 ‘교육’의 단순혼합체로 보는 견해에는 한계가 있다. 미술교육은 고정된
지식 전달보다는, 살아 움직이며 매일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숨쉬는 유기체로서 과정
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경희대 문화예술경영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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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최첨단 기술과 정보의 홍수 속에 디지털 시대를 살
아가고 있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디지털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정보를 찾고, 가상의 자
아를 선택하고 놀이와 게임으로 시간을 보낸다. 이들은 가상의 상업 활동은 물론 만나
본 적도 없고 목소리도 알지 못하는 다른 가상의 이미지들과 대화하고 뜻을 나누며 자
라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문화와 가상세계에서의 삶이 일상화된 어린이들에게 과연
무슨 교육이 필요한 것일까?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이들에게 필요한
배움의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식에 도달한다. 이에 대해 시
각적 표현 언어인 미술로서 답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미술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적 과제일 것이다.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사회 활동으로서 “교육”의 초점은 ‘무엇을 가
르쳐야 한다’는 교과목 중심에서 ‘누구를 위한 활동인가’라는 대상중심으로의 관점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통해서만이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우리 사회와 문화, 철학을 반영하고 동시에 내일을 이끌어 나갈 사회 일원을
배양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찰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색종이를 오리고 잘라 붙
이고, 물감으로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치중한 오늘의 미술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 미술교육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 것인가. 또한 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 것인가. 이
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론 위주의 교육학적 접근만이 아니라, 이론을 토대로
미술교육 현장에서의 체험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Ⅱ. 미술교육의 정의와 주요구성요소
1. ‘미술교육’의 정의
‘미술교육’을 정의하기 전에 ‘미술’을 먼저 정의 해 볼 필요가 있다. 미술은 시각적
상징 언어를 통한 생각의 표현이자, 경험의 재현이며 느낌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제
작물이다. 이들 창작물은 개인의 기록이고 기억이며 이야기이다. 고대 동굴벽화의 기
원, 목적, 기능에 대한 뚜렷한 기록은 없지만, 오늘날 그 벽화를 해석할 때 단지 역사
의 기록으로서만이 아닌 주술적 기능 등 다양한 문화사회학적으로 접근한다. 동굴벽
화, 초대교회의 지하묘지 벽화는 역사적 기록물이거나 종교적 기능이었는지 제작 당
시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별개로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한 시대의 이야기를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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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다. 동굴벽화는 사냥의 이야기, 주변의 자연과 짐
승의 이야기, 지하묘지 벽화는 삼왕의 아기 예수 방문 등 주인공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는 이야기이며 표현이다. 말하고 몸을 움직이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예술행위는 이야기를 구성하여 전달하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인간의 능력 중 으뜸은 바로 사고력일 것이다. 사고력은 선, 기호 등 단순화된 그림
이나 이미지로 의사를 소통하며, 사회 일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만
들어 냈다. 그림문자, 설형문자, 중국의 한자 등이 좋은 예다. 생각과 감정을 상호 소
통하는 수단으로서 언어라는 상징체계가 세워졌던 것이다.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은
인간의 뛰어난 지각능력 중 하나이다. 상징을 만드는 것은 정신적 활동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경험과 필요에 의해 요구된 것이다. 상징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언어를 통해 과
거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언어는 매우 다양한 기능을 하며, 인간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세계를 탐험하고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하는데 사용된
다. 언어 표현, 묘사를 통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브
리튼(Britton, 1979: 195)은 언어란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을 마주치며
자신의 내면에 떠오른 생각들을 언어로 전환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경험의 이해를 통해서만이 자신 삶의 실제 사건과 그 사건 속의
대상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상징적 형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경험한 세계를 언어묘사와 더불어 미술 언어로 재현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미술 제작 작업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경험을 재현하면서 기억 속의 이야
기를 다시 한 번 경험할 수 있다. 이는 과거를 재해석하고 이해하면서 보다 넓은 세계
와 그 안의 자신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인류의 타고난 욕망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많은 예술가들이 만들어 낸 작품들은 주제와 소재, 형상이라는 예술적
요소들을 통해 예술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크레이머(E. Kramer, 1986: 17)는
예술은 예술가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인간 경험의 폭을 넓힌다고 진술한다.
다양한 경험들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독창성일 것이
다. 어린이들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경험 내용들로 미술작품을
창작할 때 비로소 그들만의 미술적 언어로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퍼킨슨(Henry J. Perkinson, 1984)은 교육을 두 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첫째,
교육은 사회로의 입문(initiation)이라는 것이다. 이는 젊은이를 현실의 사회, 이상의
사회, 빛과 진실의 사회로 인도하여 마음의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플라톤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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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 사회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문화유산을 체험함으로서
해당 사회의 역사와 문화로 입문하는 것이다. 둘째, 지식의 전달이다. 이는 책을 통한
간접경험에서 벗어나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과학적 관찰과 이해의 기회 제공이라는 베
이컨(F. Bacon)의 철학에 기인한다. 학생들에게 반복하여 관찰할 재료를 제공하고 교
사들의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배운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관찰은 오감을 통한 것
으로 배움의 시작은 직접적 경험에 두고 있다. 퍼킨슨은 여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사
례별로 분석 연구한 후 한 가지의 정의나 이론에 구속되지 않는 각각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교육의 체계와 이론을 현장의 교사들이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럼 오늘날 미술교육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까. 지식의 전달이나 사회로의 입문
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회 제공과 동기 부여라는 측면에서 강
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미술이라는 과목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 넓게
해석되어야한다. 기회 제공이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지금껏 배워온 과거의 것들과
연결하여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지식의 전달은 물론 문화
습득과 축적에 의한 인간 지식에 대한 이해 확대의 기회, 다양한 시각에 의한 접근 방
식 소개 등이 바로 그 예이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다. 교육 참여자인
대상에게 계획된 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일으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이다.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 학
습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이야말로 학습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상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미술교육”을 정의하자면, 시각적 상징 언어로 생각
과 경험을 표현하고, 창작과 감상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적극적 참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 미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목적
을 제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학습지도 방안과 교육 요소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미술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의 연구, 미술교육의 요소와 학습 지도 방안, 지도 방법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교육이든 그 초점은 대상이다. 누구를 위한 교육
인가, 그들에게 왜 이 교육이 필요한가, 이 교육을 통해 그들은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대상의 연구이다. 미술교육의 구성요소로는 창작
활동과 감상을 들 수 있다. 창작활동은 대상의 경험과 자아개발을 위해 상징, 이야기,
성찰로 구분된다. 감상은 언어와 논리적 접근으로 다양한 방법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감상법이 개발되었다. 새로운 교육 전략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개별 활동인 학습 지도
방안과 그것의 결합체인 교과과정(curriculum)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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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단원)은 이를 통해 성취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으며, 각 단원이 다시 모여 교육의
목표와 철학으로 이루어진 교과 과정을 만든다. 각 단원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
에 교과 과정의 일부이다.
대상의 연구, 미술교육의 구성요소 고찰에 이어 우리가 진지하게 연구해야 하는 영
역은 학습지도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미술학습은 교사가 그 날의 수업에 대한 소개,
수업진행방법과 과정에 대해 지도한 후 실습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방법에서 크게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논한 미술교육의 정의, 새로운 미술교육의 정립을 위해
새로운 학습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모두 4단계로 구성된 지도방안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 단계별 해설과 이론적 배경을 간단히 곁들였다.

2. 주요 요소
1) 언어, 논리적 요소
미술은 단지 형상의 재현이거나 이미지의 복사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작가의 경
험과 느낌,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형태, 선과 색 등 시각적 요소와 표현방법을
사용하며, 이야기의 전개방식은 단계적인 기승전결 방식이 아니다. 이러한 미술을 표
현하는 요소가 시각적 언어이다. 귀로 듣는 것도, 입으로 맛을 보는 것도, 코로 냄새
를 맡는 것도 아닌, 눈으로 보는 언어이다. 눈으로 보는 언어란 마치 책이나 글과 같
다. 전달하는 이야기를 작품 속의 언어로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의
언어는 상징, 재현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교육학자 건더(Mary A. Gunter, 1999: 27)는 무엇인가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연상,

식별(identifying),

이해(understanding),

정의(defining

things),

조

사(investigation), 그리고 관계와 질서의 성립(relationships and creating order
out of increasing complexity)등 일련의 논리적 과정 5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미술창작활동의 시작은 주어진 제작활동의 주제에 대한 이해로 시작된다. 주
어진 제목,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인 것이다.
판단과 더불어 이야기는 구체적 형태를 띠게 된다. 6하 원칙 중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이야기의
골격과 상황의 이해가 이 작업을 받쳐주고 있다. 다음 단계는 인물(이 사람은 누구이
고 저 사람은 누구이며)과 장소 등을 정의하는 작업이다. 이것은 누구이고, 어디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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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일이 진행 중인데 하는 것들의 결정이다.
이와 같이 많은 요소들이 어떻게 한 폭의 그림 안에 표현되는가는 작가가 그림 속의
상징적 언어와 현실 속 사건을 연결시키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작업 중 어린이
들은 그 상황에 대해 해석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해석의 기회는 바로 그 경험을 머릿
속에 재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무엇이, 누가 중요해지고 그 중요한 것들에 보다 많
은 관심과 다양한 기법의 표현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무슨 옷을 입었으며, 어떤 표
정이었으며 하는 세부적 묘사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선택된 요소에 대
해 정의하며 시각적 관계와 질서를 구축하면서 그림을 구성하게 된다. 창작활동은 이
같이 여러 단계의 인지력을 통한 선택과 재구성으로 이루어진다.
<표 1>은 연구자가 건더의 5단계를 창작과 감상의 미술교육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표 1> 5단계의 생각 과정을 통해 본 창작과 감상 활동
단 계

1

창

작

감 상

주어진 주제를 특정 이야기, 현실속의 경험과 연결시키
작품속 내 시각적 요소를 보
기: 사건, 체험을 통해 무엇, 어떤 사건, 장면 등이 주
연상과 식별
고 작품 속 주인공과 사건,
제와 어울리는가를 마음속에 떠올리며, 무엇이라는 목
이야기 읽기
적어의 이미지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2

이 해

이미지를 통한 사건의 전개, 사고력을 통한 공감대 구체적인 작품의 이야기를
형성, 주어진 주제 분석과 이유, 논리 전개 (왜, 어 이해하고 그에 대한 시각적
떻게)
요소와 감정 표현을 이해

3

정 의

머릿속에 정리된 이미지 구체화 단계- 등장인물과 환경 위의 두 작업을 통해 작품속
설정 작업, 지난 활동 결과물을 토대로 창작 시작
의 주제와 이야기 연결

4

조 사

창작의 구체화 단계, 적극적인 사고력을 통해 경험에
주제와 연결된 기호, 상징의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의 접근과 나 이외의 다른 사
의미 찾기와 해석
람의 관점 이해

5

1에서 4의 단계에서 얻어진
경험의 재현 과정은 사고력을 통해 사건에 대한 재
관계와 질서
정보들을 종합하고 연결지어
경험 유도, 주제와 연결시키는 창작 작업임과 동시에
의 성립
작품을 하나의 감정과 의미를
삶과 자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의 계기
포함한 시각적 이야기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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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육에 일생을 바친 낸시 스미스(N. Smith)는 경험과 미술(Experience
and Art, 1993: xiii)에서 자신의 미술교육 이념을 “어린이들이 시각적 재료를 이용
하여,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얻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밝
혔다. 인간은 생각과 감정의 재구성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다. 물론 이러한 차원은 단지 미술활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다. 과학적 탐구심이
강한 사람은 자연 현상과 이치를 과학의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수학 역시 주변환
경과 이치에 대한 해석 방법의 하나이다. 미술활동의 경우, 시각적 재구성은 활동의
주체자인 어린이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주제와 관련된 사건을 회상하고 그것을 미술
의 언어로서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회상, 연상 활동을 통해 과거의 사건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된다. 회상 활동은 사건의 기록이라는 의미 이상의 기억을
통한 해석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은 특정 사건에 대한 다른 사
람의 견해와는 다른 관점을 얻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의 경험에 대한 성찰은
물론 다양한 삶의 모습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

2) 상징, 이야기 요소
많은 예술가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을 만들어 왔다. 랭거
(S. Langer, 1957: 93)는 회화란 본질적으로 상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현실 자
체가 보여주는 것에 대한 단순한 모방도, 자신의 경험을 묘사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
다. 창작활동을 하는 많은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개인적
인 상징들을 만들었다. 랭거(1994)는 상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감성적, 지성적
요소의 결합체인 선별력이야말로 예술 창조 능력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서술하였
다. 따라서 인간은 생각과 감성을 담은 개성적 표현의 구성과 통합 과정을 통해 자신
은 물론 다른 이들을 해석하거나 또는 그들에 의해 해석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
한 상징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린이들의 사고력과 상상력은 물론 의사소통 능력까지
신장시킬 수 있다. 또한 미술교육은 문자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외에도 구체적
묘사와 상징을 유추하는 추상적 사고력 개발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상징화나 기호화 작업에서 서술 언어와 압축을 통한 시각적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을 간과할 수 없다. 상징화 작업은 현실에서 체험하는 오감의 기억을 요약, 응축하여
하나의 원형으로 집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징은 다시 언어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징과 해석 활동은 어린이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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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능력과 특정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새로운 능력을 익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들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소재와 그간 익혀온 기술과 솜씨
를 발휘하여 표현하고자한다. 또한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대상들을 어떻게 변
화시킬 수 있을지, 스스로가 생각한 개념과 표현 방식을 통해 대상 자체가 어떻게 변
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고력의 변화는 연령적 발달 단계의 일부가 아니
라 다양하게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린이들은 상징적 창작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자신의 삶과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성적 충동들을
작품 속에 담으려 한다. 이와 같은 예술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추상적 경험은 자신의
삶 일부로 자연스레 전환된다. 앤젤라 처칠(A. Churchill, 1972: 79)은 “상징주의
는 현실성, 함축성, 과장성으로부터 선별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추상화는 관찰자의
실제적 참여를 요구한다. (중략) 형상화시키는 것은 예술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개인
적인 상징화이다. 그러나 관찰자는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의도한 것 외에도 관찰자 자
신의 고유한 경험과 관련시켜 반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역설했다.
스미스(1972: 36)는 “하나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가장 기본적 동기는 더욱 깊은 의
미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1999: 41) 곰브리치(E. H. Gombrich)를 인용하
여 “미학적 창조의 특징적 근원은 표현, 이미지화, 추상화가 아니며, (중략) 개인의 필
요에서 생겨나는 기능성으로 원래의 경험이나 희망사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상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창작만큼 상징의 해석과 의미 찾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윌리스(Paul Willis, 1999: 42) 역시 어린이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의미나 문
화적 가능성에 대해 항상 표현하고 있거나 표현을 시도한다고 서술한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 그리고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으
며 그것을 통해 그들의 삶은 표현, 기호, 상징들로 가득 차 있다. 윌리스는 다음과 같
이 논의를 편다. (1) 상징적 창조성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될 것인
지 고민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생산하고 재생한다. (2) 상징적 작업과 창조성은 더욱
광범위한 통합체 속에서 정체성을 제시한다. (3) 상징적 작업, 특히 상징적 창조성은
삶의 의지로서 생명력과 어떻게 자신의 문화 속에서 적응할 것인지를 확인시켜주고
발전시켜나간다.
모든 위대한 화가는 작품 속에서 자아를 찾고자한다. 가트립(Carla Gottlieb,
1976: 17)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비평가의 말에 잭슨 폴락이 “나 자신이 자연”이라
답한 것을 예로 들며, 작가의 작품 속에는 작가 자신이 표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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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표현주의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작품에 작가의 감성이 자연스럽게 표현되
도록 노력하였다. 왜곡과 강한 색채 그리고 섬뜩한 대상을 주제로 구체화하는 것도 자
아를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과장이며 하나의 표현 방법이었다. 색채와 형상, 주제와
제목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상징주의 작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시대든, 어느 지역이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린이는 가족의
역사나 일상을 관찰하고 말해주는 부모님이 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 엥겔(S. Engel, 1990: 84)은 어린이들은 주위에
서 들은 것들을 수용하고 주위의 사건과 경험에 대해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
러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은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한다.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
을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확인하려하며, 자신이 속한 문화를 이해하고
당면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올바로 표현하려고 한다.
이야기(narrative)는 자신과 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유아기 이후 나타나는 특징적
인 징후이다. 바트르(R. Barthes, 1971: 61)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의 현재적 삶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야기란 어떤 시대나 장소, 지역 사
회 등에 대한 특정 시각적 접근이다. 인류의 바로 지금, 현재적 역사의 일부이자, 과
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이야기 속에서 인간은 존재한다.
예술가들은 경험의 내용‧역사(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상징을 끝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에이간(Kieran Egan, 1986: 17)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능력은
파편적인 생각들을 이야기로 구성하여 의미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라 말하였다.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징적 언어
를 더욱 압축시키고 정교하게 만들어 준다. 이야기란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어우러져
상호 소통하며 인과관계 속에 논리적 연결성으로 존재한다.

3) 의미와 해석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보다
는 기억을 통한 형상화 작업을 위해 처음부터 ‘상징’과 ‘추상’을 사용한다. 예술 작품은
예술가의 근본적 가치를 표현한다. 인간은 창조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창조한다. 그리
고 자신의 내부에 숨어 있는 자신을 표현하려 한다. 인간은 교육, 정치, 경제 제도 등
사회적 관계와 같은 외부 세계의 사건과 자극에 반응한다.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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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과정은 예술가의 정신과 감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예술가를 이해하기 위해 예
술가와 함께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기회인 것이다. 예술 활동의 더 깊은 의미는 예술
작품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마음으로 조우하는 것이다. 아이스너(E.
Eisner, 1978: 22)가 지적했듯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상징 읽기
를 배우는 것인데 이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으로 글을 읽
는 것이란 사회 유기적 조직체로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표현 양식을 세련되게 꾸미는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의미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통해 전달된다.
첫째는 연역법적인 논리적 사고에 의해 논증적이고, 양식화된 언어로 전달되는 인식
으로서의 ‘이해’와 다른 하나는 직관적이고 귀납적인 사고방식의 비논증적 언어로 표
현될 수 있는 ‘감성’이다. 학습은 반드시 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뿐 아니라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단지 글 쓰는 것에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텍스트를 읽는 것은 모든 형태의 표현 양식을 습득할 수도 있으며, 이에 표
현 양식의 여러 형태를 해석할 수 있는 학습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예술 작품을 해
석하거나, 창조하기도 함으로써 우리 삶에 관한 모든 것-우리가 사는 곳,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와 나 자신-등을 표현해낼 수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문화의 맥락과 역사를 이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실존이란 바로 언어 자체이며
동시에 시각, 미(味), 운동 감각 등, 무수한 감각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예술
작품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새로운 경험과 정서적 의미를 제공한다.

Ⅲ. 창작, 성찰과 감상교육
1. 창작의 교육
1) 경험과 표현
미술교육의 중심은 제작이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그리고 만지는
작업이 바로 미술교육의 핵심이다. 이것은 미술교육의 고유성이고 독창성이며 독립성
이다. 미술교육이 미술교육일 수 있는 이유이다. 로웬펠드(1987: 79)는 미술 제작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세계로의 확장”이라 정의하였다. 미술작품을 창작한다는 것은 머
리 속에 추상적 정보나 지식을 다양한 소재나 매체를 사용해 표현하는 것이다. 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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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해석을 시각적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소재는 중요하다. 새로운 소재를 소
개하고 소재나 매체 활용능력의 배양도 미술교육의 기능이다. 듀이(1964: 593)는
미술이 소재, 내용 그리고 경험의 혼합체로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시각적이고 촉각적
기록의 필요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아른하임(R. Arnheim, 1954: ix)은 “미술이
란 물질과 생각의 결합체”로 정의했다. 미술은 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의 개인
적 탐색이다. 아른하임은 이와 같은 미술활동이 본래의 타고난 나와 자신의 세계를 이
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적응 수단으로 생각했다. 주제의 선정은 제작에 있어 중요한 부
분이다. “느낌과 생각의 표현”이라는 제목 하에 소재중심의 많은 미술활동들을 구성하
며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소재의 소개나 절기별 자연을 이용한 작
품 활동도 중요하나,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이 대상의 연구이다. 교육하고자 하는 학습
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떠한 관심, 흥미, 욕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가? 이를 통해 학습 진행자와 계획자는 대상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다. 본인은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유치원부터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교육
을 한 결과 미술활동의 주제는 반드시 학생들의 실제 경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론적으로 검증되었으며 현장에서도 체험할 수 있었다. 어떠한 주제와 새로운 소재일
지라도 학생들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실패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습하고자 하
는 주제를 학생들의 언어로 학생들의 생활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의 언
어로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와 학습 내용을 학생의 언어로 해석하고 그들
과 공감대를 쌓는 작업으로, 동기부여의 일부라 볼 수 있다. 학생이 가진 과거 및 현
재의 경험과 학습목적을 연결하는 작업은 학습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실재란 내적 경험을 통해 주어진 인식의 실제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딜타이(W.
Dilthey, 1994: 153)는 말한다. 미술활동에 있어, 항상 선행하는 것은 경험이다. 각
개인들은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속한 문화를 체험하고 일련의 사건들을 인식하게 된
다. 경험은 단순히 행동, 감성, 인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딜타이(1994: 152)에
의하면 경험은 동기(reason)가 희석된 표현으로, 감각을 통해 감지하고 지각을 통해
행위에 대한 반성과 기대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또한, 듀이(1964: 594)는 경험이 주
위 환경과 유기체들의 상호 소통에 의해 나타난다고 정의한다. 이를 확장시키면 다음
과 같은 부연 설명이 가능하다. 경험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바로 삶의 과정 자
체가 살아 움직이고 창조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소통이기 때문이다. 경험
은 개인이 변화를 겪으며 생겨나는 일련의 과정들이 누적된 집합체이다.
표현이란 개인의 경험을 축약하는 것이다. 이는 곧 제작활동으로, 실질적 경험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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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텍스트를 창조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 삶의 과정이자 행동인 것이다.
즉 표현이란 자신의 고유한 경험에 대한 명확한 자기표현이며, 객관적 서술이자 묘사
인 것이다. 예술 작업과 같은 표현의 창작 과정은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글을 작성
하는 것과 같은 여러 형태의 활동적이고 일괄된 지적 행위의 과정이다. 표현은 어린이
들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의 경험 요소를 연결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경험 요소들을 선택, 해석, 반성의 순간을 포함하
는데, 어린이들은 오감을 통해 예술 작업에서 나타나는 것 이상의, 즉 자신의 일부를
보여준다. 자기 자신과 그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개념은 곧 어린이들이 가진 경험의
맥락으로서, 어린이들의 예술작업에서 어떻게 상징화되는지 윤곽을 제시한다. 예술작
업을 통해 아이들은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상징화하는지 배우게 된다.

2) 창작을 통한 자아의 이해
“경험”에 있어서 문제는 자신의 의식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경우, 자신의 삶만을 경
험한다는 것이다. 설사 타인의 경험에 대해 많은 실마리들을 주고 추론한다 해도 그것
을 완벽하게 알기란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기를
원하지만 타인이 개인의 경험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으며, 한편으론 자신이
경험한 것 중 특정한 측면만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이러한 개인의 경험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딜타이(1999:
154)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사람들은 표현에 대한 해석을 통해 경험한 범위를 한정시
킨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여기서 해석이란 이해, 설명이라는 해석학적 방법론을
뜻한다. 그리고 표현이란 묘사, 행위, 대상화 혹은 우화, 종교(혹은 관례ritual)의식,
춤, 미술품들과 연극, 문학(narratives)과 같은 텍스트들을 말한다. 미술작품은 특정
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인간이 경험한 것에 관한 것이다. 미술작품은 무엇인가를 표현
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는 이들은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해석을 해야 한다. 미
술은 해석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들이 여러 가지로 표
현된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된 해답이나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며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토론의 여지를 남겨놓아
야 한다. 또한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미술작품뿐 아니라 작가들이 속해있
는 문화적 삶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하나의 미술 작품은 작가의 상상력과 사고과
정, 표현의 노력을 통해서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작가는 작가가 살아가는 시대를 완전

｢상징, 이야기, 경험, 해석｣을 중심으로 한 미술학습지도 방안의 모색 119

하게 이해하거나 부정하거나 혹은 당대의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를 수용하거나, 그러한
문화의 모순들을 깨닫든 그들의 작품을 통해 그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이러한 경향은 단지 기성 작가들 작품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연구조사
에 의하면, 모든 미술 작품들이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텍스트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
린이들의 작품 속에도 그들이 속한 사회에 대한 생각과 이해와 해석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어린이 심리학자인 로버트 콜(Robert Coles)의 오랜
시간에 걸친 관찰과 연구를 통해 입증된바 있다. 이러한 작품은 제작자인 어린이들을
이해하는데 텍스트로서 많은 도움이 된다. 딜타이(1994: 147)는 타인과 그들 삶의
표현 양식에 대한 이해란 스스로의 경험과 이해 그리고 타인과의 끊임없는 의사소통
에 의해 가능케 된다고 지적했다. ‘이해’는 한 인간이 살아가는 실제 삶의 범위 내에서
존재할 수 없는 다양한 가능성의 지평을 넓혀준다. 한편 리쾨르(P. Ricoeur, 1994)
는 ‘이해’란 텍스트에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해석
을 통한 세계관의 제시로, 자신의 삶을 보는 안목을 확대시키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술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각을 통해 관찰하고, 스스로를
개방함으로서 경험하고, 경험한 의미를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예술 작품들은 누가 예
술 작품들을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준다. 예술 작품들이 표현하고자하
는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감상자가 스스로 작품과 마주하고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것
이다. 가다머(Hans-Greog Gadamer, 1991: 27)는 예술 언어란 감상자가 예술작
품과 소통함으로서 스스로 깨닫고 작품 안에 숨어 있는 의미와의 교감에 의해 전달되
는 것이라고 믿는다. 또 그는(p. 28) 개념들에 대한 해석과 예술의 조형적 언어를 구
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웬펠드(1987: 177)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미술작품은 개인적 기록이자, 타인
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물로 정의한다. 교사와 학습 진행자들은 학
생들이 기성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에 대해 해석하고 감상하는
방법들을 개발해야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 본인 작품에 대한 이해와 해석으로부
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그들과 함께 창작활동을 한 같은 나이의 급우들과 서로
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능력부터 키워야 한다. 서로 비슷한 활동을 통해 무엇을
제작하였으며, 어떻게,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서로 토론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언어능력을 요구한다. 기성 작
가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표현, 서술의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작품
에 관해 이야기할 때, 교사가 제시하는 의견도 중요하다. 제작과 감상을 포함한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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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감정과 사고의 활동이자, 곧 언어적 활동이다.
미술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들은 자아 인식을 경험한다. 창작 활동을 하는 동안, 그들
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자아를 발견하고 창작 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자기
를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제작의 과정인 것이다. 이제 어린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작품의 주제에 관한 이해는 물론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 발견은 단지 청소년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부터 서서히 개
발되어야 한다. 본인에게 일어난 자그마한 발견을 같은 반의 친구들 혹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나눔으로써, 미술창작을 통한 또 하나의 발견을 경험
하게 된다. 예술 활동은 표현이며, 삶은 미술 활동을 통해 무엇인가 설명하고자 한다.
미술 활동은 결과물인 작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 준다. 내가 누구인지
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게 해준다.

2. 성찰을 통한 자아와 타아의 이해
본고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교육방향에 있어서 ‘성찰’은 ‘감상‧해석’ 만큼이나 중요하
고 특별한 요소이다. ‘성찰’은 창작 과정에서 우리가 속한 주위 환경에 대한 이해와 학
습을 통해 습득한 사회적 기호 체계에 따라 대상을 분석하는 지적 활동에 속한다. 미
술 창작 경험은 해석만큼이나 성찰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린(Maxine Greene,
1988: 180)이 말한 ‘지각과 인식의 깨달음’과 같은 것이다.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있
는 감정들이 예술 작품과 조우하면서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어
린이들은 감성의 중요성을 터득한다. 상징을 만드는 것이 언어의 상호 작용성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언어가 미술상징에 있어서 중요한 협력매체임을 말해준다. 언어로
된 이야기와 그 외 여러 매체들은 상징이 만들어내는 의미를 전달하도록 도와준다.
‘상호작용’성의 의미는 미술작품의 창작자(제작자)와 작품 그리고 감상자간에 대화
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소재를 사용하여, 창작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
신 내부의 생각들을 즉시 표현해 낼 수 있다. 그리고 반복되는 창작과정을 거치며, 작
품은 하나의 시적 언어로 변한다. 어린이들이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해체와 재구성의
반복과정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할 때 자아와 타아에 대한 새로운 이
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제작활동에 참여하면서 표현 행위를 통해
문화를 재구성, 재형상화, 재창조 등 새롭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
이 인식하고 성찰한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인식, 재성찰하는 것이다. <표 2>는 연구

｢상징, 이야기, 경험, 해석｣을 중심으로 한 미술학습지도 방안의 모색 121

자가 제안하는 학습방안을 도식화한 것으로 창작, 성찰과 감상을 통한 어린이의 사회
적 성장을 설명 한 것이다.

<표 2> 작가, 작품, 감상자의 관계

미술행위와 성찰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해간다는 소위 ‘자아 반영 활동’의 측면
에서 볼 때, ‘성찰’은 새로운 미술교육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라 할 만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각 예술의 문맥 안에서 경험, 언어, 이해의 정의를 논하는 철학자
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주된 사상가로는 가다머와 딜타이를 들 수 있다. 해석의
방법 중 하나인 해석학에는 텍스트를 텍스트로서 해석하는 방법과 그 내용을 사회적,
역사적, 심리학적 세계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가다머(1976: 103-104)는 예술과 미학의 범주에서 해석학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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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예술작품의 해석은 언어의 형태를 취
한다. 시각예술의 비언어적인 요소까지도 해석학의 범위에 속한다. 그는 괴테의 상징
개념을 받아들여 철학적 해석의 기초로 삼아 “예술언어는 근본적으로 (중략)자신을 상
징적으로 표현하며, 해석학을 통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다”고 한다. 그
는 예술이 삶의 일부임을 전제로 두고, 예술 활동이 개인의 현재적 상황을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철학적 접근은 자
신의 작품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인지적 활동의 기본 바탕
을 이룬다.

3. 감상
1) 비평적 사고와 해석
이번 장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각예술의 새로운 해석방법을 개발, 제안하고자
한다. 그동안 비평적 사고와 해석을 주제로 베렛(Terry Barrett), 도나휴(Denis
Donoghue),

에커(David Ecker),

케일른(Eugen

Kaelin),

펠트만(Edmund

Feldman),

퍼라라(Lawrence Ferrara) 등 여러 철학자와 교육이론가들의 연구가 있어 왔다.
예술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감상방법에 대해, 베렛(1994: 7-11)은 논문 “예술 해석
의 원리”에서 해석에 관한 16개의 명제를 제시한다. (그 논쟁들의 대부분은 수업 교육
과 관계된 가치 있고 통찰력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예술활동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해석을 강요한다.”라고 쓴 바 있다.) 그는 단토(Arthur Danto)의 개념에 따
라, 미술작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이며, 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해석이라고
정의했다. 올바른 해석은 작품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고, 동시에 대중이 쉽게 이
해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내어 설득력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해석들 중에서도
작품을 잘 이해하도록 길잡이가 되는 해석이 있는 한편 그렇지 못한 해석도 있고, 한
작품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같은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수
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좋은 해석은 그 초점을 작품과 해석에 두고 있어 누구
의 해석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다. 어느 해석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좋은 해석은 독자에
게 설득력이 있고 확신에 차 있으며, 진보적이고, 견문을 넓혀준다. 또한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다양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감정 역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
다. 해석은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되, 그런 연유로 해석의 내용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
다. 해석의 대상은 작가가 아니라 미술작품인 것이다. 모든 미술작품은 본질적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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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회와 문화의 산물로서, 그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다. 해석은 공동의 노력이며, 해
석의 공동체는 스스로 변화하고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좋은 해석은 감상자에게 더 자
세히 보게 하고 알고자 하는 관심과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다음으로 새로운 미술 감상/해석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에커, 케이른, 펠트만 등이
개발한 방법들을 분석 연구해 보도록 한다. 현상학자 후설(Edmund Husserl), 하이
데거(Martin Heidegger), 몰리 폰티(Maurice Merleau-Ponty)와 케이른의 철학
적 전통을 이어 받은 에커(1972: 258-286)는 그의 논문 “미적 연구의 제한 : 교육
적 연구에 대한 원론”을 통해 미적 연구를 위한 5가지 단계 - 관찰, 비평, 비평에 대한
비평(meta-criticism), 이론, 그리고 이론에 대한 이론(meta-theory)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observation)로 서술 묘사를 위한 언어를 포함한다. 이는 예
술 활동의 지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직관하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두 번째 단계
인 ‘비평’은 우리의 주의를 자연과 사물의 현상적 특성에 맞추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시각적인 형태 - 형태, 공간, 그리고 다른 형태적인 모양 -의 조형적 분석도 포함한
다. 세 번째 단계인 ‘meta-criticism’은 비평에 대한 비평이다. 다른 관점들을 살펴보
고 자신의 관점과 비교 분석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인 이론은 미술과 미술비평의
근원을 이론화하는 작업으로 미술 관례들의 묘사, 해석, 논쟁, 설명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 단계인 ‘meta-theory’는 사물 연구에 적합한 이론들을 요약, 통일, 구조의 평
가를 통해 미적 지식을 얻는데 사용된다.
에커는 위의 다섯 단계를 제안하며, 미술교육에서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개
념연구는 비평적이고 수동적이라 지적하였다. 동시에 어린이의 지적 능력 분석에 대
한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잃어버린 지적능력”인 인지적 감상교
육을 옹호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예술과 예
술작품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자신의 이론과 관점에서 말로 표현하도록 촉진하는 역
할을 한다.”면서, 본인의 교육 경험들을 토대로 어린이들은 알고 있거나 이해한 것을
답하며, 이 답들은 어린이들의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1)
어린이들은 그들이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들은 자신의 개인적
인 경험에 기인한다. (2) 어린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서 생각이나 이미지를 비
교할 때, 좀 더 이론화하기를 원한다. (3) 어린이들이 예술 창조에서 드러난 예술가의
의도 뒤에 숨겨진 가능성을 추리하는 지적탐험에 상상력을 사용할 때 이론화가 이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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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상법의 제안
펠트만(1978: 141-157)은 “예술, 비평, 읽기”에서, 미술과 언어사이의 관계를 요
약한다. 그는 작품의 이해를 위한 4단계로서 묘사, 분석, 해석, 판단의 해석방법을 개
발해 제안한다. 사물과 형태의 이름을 배우고 명칭이나 조형언어의 묘사를 배우는 것
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그 속에 숨겨진 의미 찾기가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조형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들에게는 해석의 시작단계이
다. 눈으로 보는 것에서 이해하는 단계로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기본으로 한다. 그는 예
술 비평을 “예술에 관한, 삶에 관한 발견들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술 비평
활동은 예술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하고 확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딜타이(1976)는 그의 이론과 예술을 통해 인간의 표현과 행동의 범위를 가능케 하
는 해석이나 확장의 실행을 구성함으로써 해석학의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해석이 경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결국 작가와 작품, 관람객의 경
험들이 반영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역사
적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리쾨르(1994)는 예술활동이란 인간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미적 상징도
삶의 표현의 일종이자, 작품 속의 다양한 의미는 텍스트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그
는 또한 예술생산에 있어서 은유적인 진술이나 관습적인 논문과는 다른 ‘예술활동들의
정체화’를 강조한다. 예술 활동을 통해, 비평은 언어를 매개로 숨겨진 상징적 의미를
찾는 것이다. 리쾨르는 미적 감상의 3단계를 제안한다. : 첫 번째, 시각을 통해 본 것
을 토대로 텍스트의 상징들을 선택하고 분석하는 활동이다 ; 두 번째로, 텍스트의 상
징과 이미지의 의미를 문화와 결합하는 것이며 ; 세 번째는, 인지적 타협으로 구조,
스타일을 통한 텍스트들의 상징적 의미를 조사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철학가, 비
평가, 교육가들이 논했던 예술작품 감상 및 이해 방법들을 연구, 분석하여 다음의 3단
계 감상‧해석법을 제안한다. 여기서 3단계 감상‧해석법은 다각적 현상학적 방법과 펠
트만의 4단계를 기초로 했다. 3단계는: (1) 인식한 사물의 묘사와 설명 (2) 관계된
의미 찾기 (3) 해석이다.
첫 단계는 인식한 사물에 대한 묘사와 설명으로, 눈앞의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자세
한 묘사와 설명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시각적 발견의 진행이며 관람객인 학생들이 시
각적 정보를 아른하임(1954)의 미술과 시지각: 창조력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10가지 시각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들 10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발란스,
형태, 모양, 성장, 공간, 빛, 색, 움직임, 긴장감과 표현이다. 각 요소에 대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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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원문을 참조로 한다. 이는 보는 경험에 대한 언어적 접근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고, 읽고, 이해하느냐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징적인 구조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요소로 설명을 제공한다.
두 번째 단계는 관련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는 관람객이 전 단계에서 발견한 미
술적 언어와 삶의 경험 요소들을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감상자는 관계, 이유, 생각,
직관을 통해 그들의 시각적 경험을 재창조, 재건설하기를 노력한다. 이 단계는 작품
속의 상징적 언어를 해독하며 조금씩 작품을 이해하는 첫 걸음인 셈이다.
세 번째 단계는 해석이다. 선행한 두 단계 활동을 포함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모든 요소를 결집하는 과정이다. 이 마지막 단계에는 예술가들이 속한 시대의 예술
경향과 문화・사회적 배경 파악이 요구된다.

Ⅳ. 새로운 미술학습지도 방법 모색
1. 새 학습의 구조와 구성 요소
당대의 사회・문화와 함께 호흡하는 미술교육의 방향제시를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등 국제적 현대 미술제를 다수 개최하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문화환경의 변화에 비해, 교실현
장에서의 학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미술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우리 교육의 대상
인 어린이들의 문화는 속도, 단절, 물질적 풍요, 쉼 없는 경쟁에 침투 당했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린이는 자아를 찾기도 전에 상실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모르
는가 하면, 무엇이 현실이고 가상인지 구별할 능력도 없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풍요로운 물질문명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돌보아지지도 않고 고립된 채 컴퓨터나
텔레비전에게 맡겨진 아이들. 이들에게 미술이란 과목을 통해 과연 무엇을, 어떤 기회
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의 해답을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찾아본다면, 이제 이
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감성의 표현 활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인간에 대한 이해
이다.
리오타르(Jean-Francis Lyotard, 1993)와 같은 학자들은 포스트모던의 조건이 우
리들의 감성을 다른 것으로 순화시키고 본래 가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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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미술교육의 특성상 그가 말하는 다른 것은 ‘미술창작’이 될 수 있다.
모든 교육자는 학생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
대화의 촉매가 바로 ‘미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교육에서 우리는 삶, 감정, 믿음
을 경험하는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다양한 인간 삶의 모습을 봄으로써 우
리 자신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 그린(1995: 11)은 이러한 중요성들은
사람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그것에 희망을 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
게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회를 제공하
여야 한다. 벨훅크(Bell Hook, 1990: 6)는 학생들이 비평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력을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 즉 대중문화의 경험과 굳어진 관점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측면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미술교육을 위한 새로운 전략
모든 교사는 매일 수업목표(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세운다. 작게는 매일부터 매
주, 매월, 매학기 크게는 매년 등의 단위 차이는 있으나, 수많은 수업계획을 세우는
한편, 현재 제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술교육의 목표도 이를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경우 “미술전문인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미술
을 통한 인간 성장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로 명시 되어 있다. 또한 교육 목표
를 보자면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
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고 명시하며, 그 소목표를 “가)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 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그 실례와 교수,
학습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교육 철학과 이념 아래 그 구체적인
과정이 계획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보자면, 이는 일반적인 28주의 학습기간 내에 배
정된 시간 안에서의 계획이다. 국가 교육기관에서 세운 목표를 토대로 각 학급 교사들
은 매주 계획을 세우고 교과서가 학습내용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활동의 중심은 ‘대상’이다. 물론 교육 이념과 철학도
기본요소이겠지만, 교육활동의 초점은 바로 ‘대상’에 있다. 교실에 앉아 있는 어린이들
이 과연 어떤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또 이들
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며, 어떻게 심미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무엇이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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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게 만들며, 무엇을 통해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가? 어린이들의 표
현과 감상능력을 개발하고 창의적 표현을 유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
은 매일 현장에서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의 풀리지 않는 고민이자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앞선 논의에서 미술교육의 정의와 구성요소들에 대한 연구로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고자 했다. 이제는 그 형식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2) 학습지도 방안과 평가
채프만(Laura Chapman)의 정의에 따르면, 교과과정의 개발은 ‘학습 과정과 결과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사고과정이다. 교과 과정은 다시 목표(이유), 학습 접근 방법,
학습내용 (무엇), 각 활동을 위한 교사의 준비물과 구체적 지도 방법, 학생의 준비물
과 예상 결과물 (어떻게), 최종 교육 효과측정과 평가로 나뉘어 있다.
<표 3> 교과 과정의 요소와 구조

미술교육의 목표는 창작, 성찰, 감상을 통한 자아개발과 타인에 대한 이해에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상에
대한 연구는 그들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를 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및 정보를 전제로, 대상이 되는 이들의 문화와 정서, 지
적수준에 적합한 학습기회제공-예를 들자면 시각적 상징 표현을 위한 새로운 소재의
소개나, 기술 및 매체 활용력 학습-과 동시에 미술작품의 창작은 물론 작품을 감상하
고 이해하는 법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 제안
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제를 정한 후, 그 주제를 다시 4개의 소단위 학습으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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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 학습목표 및 내용 소개와 동기부여 (2) 창작활동 (3) 자기 작품소개와 친
구 작품에 대해 토론하기 (4)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제시한 감상방법으로 해석, 성찰
하기. 기성 작가 작품의 경우,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 주제와 유사한 것을 선택한다.
자신의 작품과 유사한 주제를 다룬 기성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어린이는 주제에
대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4개의 소단위학습과정별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시각적 답을 찾는 과정이다. 새로운
소재를 소개하거나 제작 기술법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연
상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둘째, 직접 손으로 창작하
는 단계이다. 교사의 세심한 준비와 배려로 모든 학생이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어린이들이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기부여하고, 학생
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표현과 개인지도도 병행한다. 셋째,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
고 동시에 친구들의 작업결과물을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자칫 학
생들의 잡담 시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므로, 교사의 세심하고 치밀한 수업 계획이
필요하다.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어린이들은 서로
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또 평소에 말이 없는 어린이의 경우, 많은 사
람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의 이야기가 다른 친구들에 의해 경청되는 기
회를 가질 수 있다. 어린이들은 같은 반 친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창의적인 표현을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언어
를 통한 배움의 기회이다. 그리핀(Morwenna Griffths, 1995: 32)은 “다른 이들이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들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내 이야기의 가치는 곧 나의 가치
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서로의 대화 속에서 창출되는 자기 가치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일선 교사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이를 참여로 유도하기 위한 동기 부여에 관한 것이다. 교사의 활동 대부
분이 일정 교육 목표 하에 어린이들에게 동기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본 연구자는 수업현장경험을 통해 학생들 주변의 다양한 활동들을 연결시키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도록 학생들을 자극하는 것이 하나의 동기부여임을 발견하였다.
교사들은 계획된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학생
들이 열의를 갖고 참여하도록 다양한 동기 부여 방법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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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들의 개별적 활동을 기록, 평가, 분석한다. 평가를 위한 중심요소를 다
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각 단원의 주제를 통해 표현된 인지적 감수성 (2) 자신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찾는 것 (3) 주어진 소재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 소재와 기술에 대
한 이해정도와 적용능력 (4) 주제를 표현하는 상징 만들기와 논리성 (5) 예술 요소들
을 이용하는 능력 등이다. 학생들의 창작품과 그들의 감상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교사
의 기록이자, 다음 학습 계획에 반영된다. 교사는 학생들의 주관적・객관적인 이해를
포함한 깊이 있는 해석에 도달하도록 끊임없는 활동 패턴과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학
생들은 수업 경험과 활동에서 대화와 성찰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해
석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다.
교사들은 보다 발전적인 학습 준비와 개인역량향상을 위해 학습 평가와 분석을 한다.
교사저널, 수업 연구서, 에세이와 같은 결과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물은 단순
한 수업의 기록 차원을 넘어서 분석과 해석을 담고 있으며 학습 준비 및 진행과정을 반
성하게 한다. 수업 진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사진 역시 교사에게 중요한 자료이다.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본 결과, 다음의 2가지의 방법들을 제안한다.
첫째는 숀(Donal Schon, 1991)의 ‘반영적인 실행’이고, 둘째는 매넌(Max van
Manen, 1990)의 ‘활동적 연구’이다. 숀은 건축가, 심리상담자, 교사들과 같은 전문
인의 실전을 관찰한 결과 개별적 평가보다는 관련성을 전제로 전체적이고 결과물 중
심적인 관찰, 평가방법을 체계화하였다. 매넌은 이것을 “행동 속의 앎”이라 불렀다. 그
의 행동연구는 수업시간 활동에서 차용될 수 있다.

Ⅴ. 결 론
오늘날 일선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과목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 열악한 교육 환경,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본연의 교육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 경험
에서 나온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학습이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과거의 학습지도 방법은 별다른 개선 없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4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체능 교육 과목의 등수 평가 폐지’ 와 ‘성패형
평가 방식 도입’ 이 공교육에서 예술문화교육을 말살하고 전인 교육을 파행화시킬 뿐
아니라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을 입시중심으로 몰아 가고 있다는 한국미술교육학회의
성명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교육의 평가방식이 사교육비 경감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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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공교육이 주체가 되는 교육이 일어나고 있지 않
다는 우리 교육 현실을 다시 한 번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술과목의
위치와 성과에 대해 참으로 심각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출발은 미술
교육계 내에서의 자체적인 다각적 평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가장 먼
저 손에 쥐는 필기구가 연필이 아닌 크레용이라는 것, 그들이 표현하는 것이 계약과
약속의 언어가 아닌 순간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자기표현이라는
것을 믿고 바로 자기표현의 활동이 창작 활동의 시작이라는 신념을 가진 이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미술교육은 자기표현과 사회적 소통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교육의 철학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이같은 성찰과 반성은 과연 지금까지의 미술교육에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였
으며 그 목표가 얼마나 우리 사회, 문화의 모습을 교육의 현장으로 반영시켰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일부 특정층의 취향이나 문화영위의 상징으로서가 아닌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에게 어떠한 표현의 기회와 성장의 발판을 제공해 주었는가 하
는 성찰이다. 1주 45분 수업시간의 절대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교실 내
에서의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출현한 사교육은 어떻게 평가 되어야 하는가? 사교육
의 출현에 의존하여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이 안이하게 나태해진 것은 아닌가? 표현의
기회, 성장의 발판이 아닌 ‘애가 아니면 엄마라도 해야 한다’는 식의 결과물 위주의 부
담스러운 과제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가? 주관적 성향이 짙은 결과물 평가를 기피
하고자 사지 선다형의 시험에 미술교육의 평가를 전담시킨 것은 아닌가? 어린이 중심
의 교육이 아닌 교육의 유행어를 따르느라 바빴던 것은 아닌가?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활동의 즐거움은 물론 자신이 제작한 창조물에 대한 자부심과
주변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즐기는 여유와 정서를 제공하였는가에 대한 미술교육계 내
의 자기 성찰이 있어야 현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추진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상이고, 대상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미술교
육은 학생들의 경험과 직접 연계된 주제를 채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아
성찰과 자아 개발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창작과
감상’은 미술교육의 동전 앞뒷면과 같다. 실제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창작과 감상’ 교
육이 융합될 때 비로소 미술교육이 지향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모든 학습에 선행되는 대상조사와 연구는 각 학습의 목표와 활동 결과물을 어떻게
대상에게 전달하여 참여하게 하느냐의 동기부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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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색종이로 꽃 만들기가 있으니 색종이를 접어 가위로 오려 꽃을 만드는 것도 중요
하지만 학습을 통해 꽃의 구조, 색에 대해 배우고 어떠한 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우리 생활 속에서의 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하는 학습이어야 한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술교육은 언어 논리 교육의 철학적 개념으로 다루어져
야 하며 학습방법은 제작, 성찰, 감상을 포함해야 한다. 제작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시각적, 상징적 언어로 표현하는가 하
는 것을 연구하게 되고 또 본인의 제작과 성찰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기회를 갖는다. 작품을 감상하는 이 역시 작품 속에 감추어진 이야기들을 발견
하고 선택된 시각적 실마리들의 관계와 질서를 논리적으로 구축하는 이해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처럼 제작, 성찰, 감상을 포함한 미술활동은 시각적 언어로서 서술의 언
어와 논리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험과 현실 속의 사건을 서술언어가
아닌 압축되고 기호화된 상징의 언어로 표현하고 그 시각적 표현물에 대한 언어적 해
석을 통한 의미 찾기 등을 제공하는 언어 논리에 기본한 미술교육이 새로운 미술의 한
장을 열 것을 기대한다.
특히 감상교육의 경우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보다 많은 연구와 실
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석과 마찬가지로 감상은 다각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그 과
정과 결과물이 보다 많은 이들과 논의되고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사례 중심의
방법 제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연구 제시되어야 하며 그
것들이 교실에서 슬라이드를 통해서든, 실물을 보는 미술관에서의 현장학습이든 학생
들과 함께 실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물에 대한 발표와 연결되는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작, 창작 활동이 중심인 미술교육은 그 제작과 창작 활동을 보다 폭 넓고 깊이 있
게 하기 위해 감상 활동이 참으로 중요하다. 제작 활동을 위한 감상 교육, 이들과 결
합되는 성찰을 포함한 미술교육은 전인교육, 인간성 회복의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필
요한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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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oposal of New Lesson Plan Focused on Symbol, Narrativem
Experience and Interpretation
Baik, Young

This paper introduces a new definition of art education as well as
major
and

elements--linguistics
interpretation--to

make

and

logic,

difference

symbols
for

and

today's

narrative,
children.

meaning

The

study

also proposes a possible lesson plan including above mentioned elements.
It can be developed into a new curriculum. The new definition of art
education

was

based

on

followings:

(1)

art

is

symbolic

language

to

express feelings and thoughts, to represent personal experiences and to
reality

as

well

as

it provokes emotion.

It is

a

personal

record and

responce for life experience. (2) As a language, it is a form of narrative
(3) People need to interpretate to find various meanings (4) A healthy
lesson

plan

should

include

all

activities

including

art-making,

reflection

and appreciation. (5) Art is an experience.
The proposed lesson plan assumes that children need to explore various
means to express their thoughts and feelings. Art is a complex process in
which children's art work not only reveals a part of themselves but also
relates to their lived and environments. A new understanding is gained
when children can refer to thier own experiences; when the children's
own lived experience are integrated into an art experience.
The structure of proposed lesson plan is a sequence of four. The lesson
begins with teacher's well thought out introduction and motivation for
the whole lesson. Students will be involved in art-making. This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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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and learning experience that makes art education unique. The
art-making is followed by class presentation and reflection. The students
will be engaged in dialogue among themselves to find out who they are
and to build a community of their own. The reflection will be followed by
art

appreciation.

The

researcher

developed

a

new

structure

for

art

appreciation based on various philosopher's thoughts. It also focuses on
importance of teacher's evaluation for future reference.
Art educ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n organic entity interacts with
our

culture

challenges

and
of

society.

today...

to

The
offer

study

tries

experiences

to answer
to

create,

appreciate and to find out who we are.
Key Word : Symbol, Narrativem, Experience,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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