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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현행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 분석
A Study on Curriculum of High School Art Education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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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대만의 고등학교 미술교육을 위한 현행 교과 교육과정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미술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대만의 일반계 고등학교 미술교육은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와 예술생활 교과 그리고 선택 교과인
미술 교과에서 시행된다. 이들 교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첫째 대만의 미술교육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은 부분·수시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제정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부분이 없다는 점. 둘째 교육목표 진술에 있어서 창의적
표현능력의 함양보다는 미술 관련 지식, 기능, 의미, 관계와 같은 가치 인식 교육을 중시한다는 점, 셋째 대만의 자국 문화
예술과 문화다양성, 생명가치 등의 교육내용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 등은 한국의 미술교육 발전을 위해 고려할 만한 사안이다.
주제어: 대만, 고등학교, 미술교육, 미술교육과정

ABSTRACT
This paper was written with an attempt to stir up discourse regarding points of development for Korea’s
art educ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aiwan’s present high school art education curriculum.
Taiwan’s public high school art education consists of required Art class, Art in Life class and an elective
Art class. Observations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 show that first, although Taiwan’s art education is
open to amendments that may happen at times of need it has not been amended since 2008; second,
educational goals target cognitive education based on art-related knowledge, function and meaning more
than creative expression; third, there is emphasis placed on Taiwan’s own diverse culture and art as well
as on life value. These educational stances can be considered in depth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art education.
KEY WORDS: Taiwan, high school, art education, art education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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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대만 예술교육의 정책적 방향은 자국 문화예술 대한 인식교육을 통해 대만의 주체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속에서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두고 있다. 따라서 대만 예술교육의 주요
임무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국 예술의 특색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교과와의 적극적 상호협력을 통해 창신(創新)과 계승 발전을 도
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 예술교육의 심화를 통해 ‘미적 소양의 함양’, ‘넓은
시야를 지닌 새로운 시대의 국민 양성’, ‘국제 문화와의 교류와 융합 촉진’ 등을 도모함으로써
전 세계의 발전과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 건설을 이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敎育部,
2005).
그렇다면 이러한 예술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대만의 학교 미술교육은 어떠한 상황일까?
일반적으로 외국의 미술교육 사례를 연구하는 목적은 해당 국가의 교육 이념과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미술교육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함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관련
된 연구들은 대체로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특정 국가의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는 대만의 미술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
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의 대만 미술교육 관련 연구는 필자의 몇 가지 작업을 제
외하고 찾아보기 힘들다1). 특히 현행 미술교육 관련 연구는 필자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미술
교육을 중심으로 한 미술교육과정 변천에 대한 개괄적 탐색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
교 미술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현재 대만의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
술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교육이념과 특징적 요소를 살펴, 향후 한국
미술교육 발전 방안 연구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대만 고등학교 교육
2013년 7월 고시된 ‘고급중등교육법2)’ 제 1장 총칙, 제 1조에 따르면, 고등학교[高級中等學
1) 대만 미술교육 관련 학술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교육과학기술부, 부산교육청(2009)이 2008년도 교육
선진화 특별 교부금 사업의 일환으로 대만의 주요 관련 교육법과 더불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초, 중학교 교육과
정 총론,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학습영역별 교육과정, 그리고 운영사례 등을 수집 번역한 바 있다. 이 자
료에는 영역별 교육과정의 전문 중 일부 내용 등이 누락되어 있으나, 참고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는 높다. 또한 서원
석, 한표한(2013)의 「행정환경과 정부특성 연구Ⅵ: 대만」이라는 연구보고서에도 대만의 문화교육정책과 관련된 개괄
적인 소개가 일부 기술되어 있다.
2) 2013년 고시된 ‘고급중등교육법(高級中等教育法)’은 ‘12년 국민 기본 교육’을 앞두고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법령
들을 정비 공포한 것이다. ‘고급중등교육법’ 시행 이전에는 ‘고급중학법(高級中學法)’과 ‘직업학교법’이 각기 존재하
여, 일반계 고등학교와 종합 고등학교는 ‘고급중학법’에 근거해 시행되었고 직업고등학교는 ‘직업학교법’에 근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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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 교육의 목적은 ‘9년 국민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심신을 도야하고, 학생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전문적 기술 지식의 기초를 세울 뿐만 아니라, 오육[五育:덕(德),
지(智), 체(體), 군(群), 미(美)]의 교육이 균형 발전된 우수한 국민양성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中華民國總統府, 2013).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의 유형은 크게 ‘보통형 고급중등
학교(普通型高級中等學校)’, ‘종합형 고급중등학교(綜合型高級中等學校)’, ‘기술형 고급중등학교
(技術型高級中等學校)’, ‘단과형 고급중등학교(單科型高級中等學校)’로 구분된다(中華民國總統府,
2013). 보통형 고급중등학교(이하 일반계 고등학교라 칭함)는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에 해당하
는 것으로 기본학과 위주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의 통상적 지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로서, 대체로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한다. 종합형 고급중등학교는 기본학과와 전공 및
직업학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학습할 수 있
도록 한 학교이다. 즉 대만의 종합형 고등학교는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고등
학교 진학 후 자신의 적성을 찾아 진로를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과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敎育部. 2010b). 기술형 고
급중등학교는 전문적 혹은 실습학과 위주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실용적 기술능력 등을 학습
함으로써 학생의 전문기술과 직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이며, 단과형 고급중등학교는 특
정영역의 학과를 채택하여 핵심적으로 지도하는 학교이다(中華民國總統府, 2013). 본 장에서는
기본학과 위주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2018년 현재 대만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용 시행되는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
로, 2005년 고시된 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2008년 1월 24일 ‘97보통고급중학과정
강요(‘97普通高級中學課程綱要, 台中（一）字第0970011604B號’: 이하 ‘97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라 칭함)’를 정식 공포하고, 2010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점차 시행 예정이라 밝혔다.
그 후 2010년, 2011년, 2013년 등 필요에 따라 수시 개정되었으며, 2010년도 발표된 개정 교육
과정의 주요 내용은 총론의 교과목 구성 부분 비고란에 2개 항목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처
음 고시된 ‘97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하며, 오직 국어과 교육과정에 한해 수정되었
다. 2011년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사 교과의 교육과정을, 2013년도에는 수학, 물리, 화
학, 생물 교과의 교육과정만이 수정 발표되었다(教科書審定統計, 2017). 때문에 기타 영역의 교
과 교육과정, 특히 미술교육을 위한 관련 교과 교육과정은 2008년도 개정 고시된 ‘97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해 시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총론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진 2010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99普通高級中學課程綱要, 臺中(三)字第1000114161B號] 총론에 제시
된 교육목적과 목표, 학습영역 구성 및 시행요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시행되었다. ‘고급중등교육법’이 공포되면서 유형별 고등학교는 모두 본 법에 의해 시행된다(國家敎育硏究院,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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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적 및 목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된 교육목적은 “국민교육 단계의 목적3)을 계승함
과 더불어 보통교육으로서의 소양을 높이고 심신 건강을 증진시키며 기술과 덕성을 갖출 뿐
아니라, 오육(五育)을 중시함으로써 현대 시민을 육성하는데 있다(敎育部, 2010a, p. 2)”고 하였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반드시 ‘생활에서의 소양’, ‘생애의 발전’
및 ‘생명 가치’, 이 세 측면에서 6개 항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하
였다. 6개 항목의 목표로는 첫째, 인문, 사회 및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과 능력의 제고, 둘째,
논리적 사고와 판단, 심미 및 창조적 능력의 강화, 셋째, 협동과 민주 법치의 정신 및 책임감
의 증진, 넷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및 평생학습 태도의 강화, 다섯째, 자기에 대한 이해와
생애발전 능력의 증강, 여섯째, 생명 존중과 전 세계의 지속 발전에 대한 관념 수립으로 제시
하고 있다(敎育部, 2010a).
이러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목표 진술 중 ‘생명 존중’과 같은 생명의 가치교육을 고등학
교 교육목표에 적시하고 있다는 점은 생명의 가치 교육이 인간교육의 근본임을 고려할 때 의
미 있는 목표 진술이라 하겠다.

2) 교과목 및 시수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목은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로 나뉜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최저 취득 이수학점은 160학점이며, 필수과목의 최소 120학점의 성적이 합격해야만 졸업 가능
하다. 필수 교과는 종합 활동과 어문, 수학, 사회, 자연, 예술, 생활, 건강과 체육영역, 전민국
방교육(全民國防敎育) 영역으로 구분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 교과는 어문, 수학, 사회학과, 자
연과학, 제2외국어, 예술과 인문, 생활 및 과학기술 정보 통신, 건강 및 여가, 전민국방교육,
생명교육, 생애계획, 기타류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의 교과목 구성
과 이수학점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목 및 이수학점
출처: 敎育部, 2010a, pp. 2-3.
*표시는 2008년도 고시된 ‘97普通高級中學課程綱要’와 비교하여 추가된 내용이다.

분류
필수

1학년
영역

과목＼학기
종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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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본 교과는 필수 교과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3) 국민교육단계(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9년 일관 교육단계)의 교육목적은 인성(人性), 생활, 적성교육과 더불어,
통합과 현대화된 학습활동을 통해 기본지식을 전수하고 평생학습능력을 기르며, 심신의 충분한 발전을 통한 활발하
고 낙관적 생각과 상호협동, 반성적 사고, 넓은 시야, 창의적이고 진취적 사고 및 세계관을 지닌 건전한 국민 양성에
두고 있다(敎育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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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학년

2학년

3학년

영역

과목＼학기

1

2

1

2

1

2

어문
영역

국어

4

4

4

4

4

4

영어

4

4

4

4

4

4

4

4

4

4

역사

2

2

2

2

지리

2

2

2

2

공민과 사회

2

2

2

2

4

4

4

4

2

2

2

2

수학
사회
영역

1. 수학, 영어, 기초물리는 고2부터 A판과
B판으로 나뉘며 A판은 B판에 포함된다.
2. 사회영역의 역사, 지리, 공민과 사회 등의
3과목은 매학기 4학점을 이수하도록 개
설해야한다.
3. 자연영역의 물리, 기초화학, 기초생물, 기
초지구화학 등 4개 교과는 각 교과 당 최
소 2학점을 이수해야한다.

기초물리
자연
영역

기초화학
기초생물

비고

기초지구화학
교과

예술
영역

음악
미술

2

(2)

예술영역의 음악, 미술, 예술생활 교과는 각
교과 당 최소 2학점을 학습해야 한다.

가정, 생활기술 정보과학기술개론 건강과 보
건 등 4개 학과의 합은 10학점으로, 각 교과
는 최소 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각 학교는
탄력적으로 학기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예술생활
가정

생활
영역
건강
과
체육

생활과학기술
정보과학기술개
론

2

2

2

2

(2)

2

2

2

2

2

28/
30

28/
30

12/
14

12/
138/150
14

0-2 0-2 0-3 0-3

019

019

2-4 2-4 2-5 2-5

221

221

21

21

건강과 보건
체육

2

2

전민국방교육

1

1

필수과목 이수 학점
소계/매주 시수 소계

29/
31

29/
31

어문류
수학류
사회학과류
자연과학류
제2외국어류
예술과 인문류
선택
교과

생활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류
건강 및 여가류
전민국방교육류
생명교육류
생애계획류

1. 3년의 선수과정 중 생애계획류와 생명교
육류는 최소 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중화문화에 대한 기본교육은(어문류 교과
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년 선수
과정 중 매학기 1학점씩 총 4학점을 이수해
야 하며, 같은 학년에 연속으로 개설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3. 고1 및 고2의 선택 교과 학점은 각 학기
영역별 이수 단위 상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
으로 운영가능하며, 매학기 선택과목의 총
이수 상한 제한에 맞추어야한다.*

기타류
선택과목 이수 상한 소계

4

4

5

5

60

필수 및 선택과목 이수 학점 33 33 33 33 33 33 198
상한 총계/ 매주시수상한총계 /35 /35 /35 /35 /35 /35 /210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영역은 어문영
역이고, 수학 교과는 국어나 영어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역사,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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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과 사회, 각 3개의 교과는 2개 학년에 걸쳐 4학점씩 총 8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여 사회영
역에 대한 교육 비중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화 문화에 대한 기본교육을 비록
선택 교과인 어문영역에서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매 학기 1학점씩 총 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는 조항이 있어 필수 교과와 마찬가지로 중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생명교육 교과 역시 선
택 교과이지만 별도로 최소 1학점은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론에 제시된 교육목표를 반
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 국민의 국방 인식을 위한 전민국방교육 교과는 필수 교과
로 개설되어 중국과의 관계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고
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미술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은 예술영역에 속한 미술 교과와 예술생활
교과가 필수 교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교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교과로서의 미
술 교과도 제시되어 있다.

3) 교육과정 설계 원칙 및 유의사항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표 1>에서 제시된 교육과정의 운영 틀과 함께 본 교육과정
의 설계 원칙을 제시하여 학교의 경영 이념과 교사의 역량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계원칙 중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각 교과의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기본 개념과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교과의 성격에 따른 실용성과 활용성 및 관련 교과와의
통합교육을 통해 학생의 총체적인 지식 능력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차원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및 생활경험과 연결을 통해 학습의 흥미와 지식의 활용 능력을 높
여 국제적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학생 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도
록 계획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의제(議題)인 생애발
전, 생명교육, 성별평등교육, 법치교육, 인권교육, 해양교육, 환경교육, 지속발전, 다원문화 및
소비자 보호교육 등의 문제를 관련 교과 교육과정 중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함 동시에, 다른
교과의 맥락 속에서도 이러한 논제에 대해 사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통합적 효과를 거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는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문화, 역사, 예술 등 관련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지역적 특색을 빛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은 보통교육으로서의 소양
과 현대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진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인간교육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의 가치교육을 목표로 적
시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 하다 할 수 있으며, 전민국방교육 교과의 개설 및 중국문화교육의
중시는 대만의 특수한 여건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더불어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미술
교육의 비중은 높지 않으나 필수 교과로 지정되어 있어 대만의 일반계 고등학교 미술교육은
최소 4학점의 시수는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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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만 일반계 고등학교 미술교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개정 고시되
었으나, 예술영역에 속해 필수 교과로 지정된 미술 교과와 예술생활 교과 및 선택 교과에 속
한 미술 교과 교육과정은 전혀 수정된 바 없이 2008년도에 제정 고시되었던 ‘97 일반계 고등
학교 교육과정’이 그대로 제시되어 현재 고등학교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있다4).
필수교과인 미술 교과와 예술생활 교과는 각 교과 당 최소 2학점 이상 개설해야 하며, 총
10〜12학점 내에서 선택 개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제1, 2단계는 기초단계이며, 3단계는 심화단계로 매 단계는 2학점이다. 예술
생활 교과는 시각응용예술과 음악응용예술, 표연예술(表演藝術)5)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생활
속에서의 예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 교과로 개설된 미술 교과는 필수 교과
인 미술 교과의 제 1, 2단계와 대학에서의 통상적인 교육과의 균형을 고려함과 동시에, 학생
의 사회단체활동과 평생학습을 연계하여 생애 계획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하고, 1학기
에 2학점에서 4학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敎育部, 2010a). 본 장에서는 필수와 선
택교과로 구분된 미술 교과와 예술생활 교과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 핵심능
력, 내용 체계 및 교육내용[敎材綱要] 등을 살펴, 대만의 일반계 고등학교 미술교육의 교육 중
점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 교육과정
대만 교육부가 공포한 일반계 고등학교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는 교
육과정 목표, 핵심능력, 시간배분, 교육내용, 실시요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총괄목표
미술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총괄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의 의의, 기능과 가치 및 사회 문화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인문 소양과 생명의
가치를 강화한다. 둘째, 창조력, 문화이해, 비판적 사고와 예민한 감지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창작
표현과 감상의 내재적 함의 및 그 문화적 배경을 풍부하게 한다. 셋째, 교내외 다원적 예술자원
을 통해 심미적 능력을 배양하고, 생활문화의 품질과 범위를 향상한다(敎育部. 2010a, p. 297).
4) 본 장에서 인용되는 미술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의 출처는 ‘97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으나,
총론과의 관계로 인해 국가교육연구원(國家敎育硏究院:https://www.naer.edu.tw/files/15-1000-2979,c551-1.php?Lang=zh-tw)
에 제시된 ‘99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자료를 참조하였으므로, (敎育部, 2010a)로 표기한다. 또한 출처의 표기는
직접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에만 제시하며 이하 생략하도록 한다.
5) 표연예술은 주로 대만 전통의 경극, 희극, 연극, 무용 등을 포함한 종합 예술적 성격을 지닌 예술 활동을 지칭한다
(김은경, 2015).

조형교육 66집, 2018
Art Education Review, No.66

60

3개 항목으로 제시된 총괄 목표는 미술이 지니는 본연의 가치 인식 뿐 아니라, 미술의 기능
과 역할, 인문 소양 및 생명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상생활과의 관계 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력, 비판적 사고 능력, 생활에서의 활용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총론에서 제시된 ‘생애의 발전’ 측면, 즉 진로설계 관련
목표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2) 미술 교과의 단계별 교육목표 및 핵심능력
미술 교과의 교육목표는 3단계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 체계는 창작과 감상 영역으로 구분하여 두 영역에서 추구하는 핵심능력을 제시하고 있
다. 구체적인 단계별 교육목표와 핵심능력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일반계 고등학교 미술 교과(필수)의 단계별 교육목표 및 핵심능력
출처: 敎育部, 2010a, pp. 297-298.

단계

핵심능력 단계별 교육목표

창작

감상

1. 미술의 의의ㆍ내재된 의미와 기
능을 이해한다.
2. 미술과 생활의 관계를 체험하고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내재적 의
미와 그 문화맥락을 탐구한다.
3. 창작표현과 감상지각 능력을 향
상한다.

1. 개인 혹은 타인과 협력하여, 자
1. 미술작품의 내용과 의의를 감상
아, 지역, 사회와 자연환경과의
한다. 미술과 생활 문화의 맥락
관계로 부터 창작의 주제와 의미
적 관계를 이해한다.
에 대해 탐색과 토론활동을 진행
2. 본토 미술의 시대배경과 특질을
한다.
인식한다.
2. 미술작품의 구성, 문화의 내재적
3. 예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습관
의미와 의의 및 기능을 이해한다.
을 배양한다. ; 적절한 언어와 문
3. 각종 매체의 특징을 활용하여 표
자를 활용하여 작품 또는 활동에
현방법을 연구하고 창작활동을
대한 느낌을 서술한다.
진행한다.

제
2
단
계

1. 각국, 각 족군(族群)의 미술과 문
화에 대한 존중의식을 기른다.
2. 예술품의 다원적 특성을 숙지하
고, 특정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작품 창작을 진행한다.
3. 창작표현과 감상을 통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증진한다.

1. 개인 혹은 타인과 협력하여 뜻깊
1. 시각적 이미지와 사회, 생활과의
고 내적 의미를 지닌 특정 주제
관계를 탐구한다.
의 창작 활동에 임한다.
2. 중국, 아시아6), 기타 세계 각국
2. 예술작품의 다양한 내재적 의미
및 다른 족군(族群)미술의 시대
와 재료, 기법, 관념, 문화적 맥
적 배경과 의의 특질에 대해 인
락 등과 같은 창작 간의 상호관
식한다.
계를 이해한다.
3. 예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습관
3. 특정 매체와 기법을 활용하여 생
을 기른다. ; 적절한 언어와 문자
각과 감정을 작품으로 표현 전달
를 활용하여 작품 혹은 활동에
하고, 더불어 예술가의 창작과
대한 생각을 표현 전달한다.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다.

제
3
단
계

1. 미술과 기타 영역 간의 관계에 대 1. 미술과 기타 예술 교과목의 창작 1. 서로 다른 시기의 인문, 사회 혹
은 과학의 사조와 미술과의 관계
활동 특질, 방법, 관점을 비교 분
해 다면적인 이해능력을 기른다.
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석한다.
2. 다원 문화와 예술의 내재적 의미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2. 개인 혹은 타인과 협력하여, 미 2. 예술가, 평론가, 미학자 및 미술
사학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예술
술과 기타 예술 교과목에 있어서
매체를 종합 활용하여 특정 주제
작품을 해석한다.
창작의 내재적 의미와 그 문화의
에 대한 연구[專題硏究]와 창작
발전 배경을 종합하여 특정주제 3. 예술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습관을
활동에 임한다.

제
1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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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능력 단계별 교육목표

창작

감상

의 창작으로 진행한다.
3. 심미적 판단능력의 향상을 통해
3. 다양한 매체를 종합 활용하여 창
사회의 행복을 촉진한다.
조성을 갖춘 작품으로 표현한다.

기른다. ; 작품과 활동에 대한 감
상 분석과 평가를 적절한 언어와
서술을 활용하여 표현 전달한다.

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단계에서 제시된 창작영역의 핵심능력은 주변과의 관계인식,
미술과 문화에 대한 인식, 매체와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및 창작능력으로 제시되며, 감상영역
에서의 핵심능력은 작품 감상, 생활문화에 대한 맥락적 관계인식,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 예
술 활동 참여 및 이에 대한 서술능력으로 기술되어 있다. 2단계 창작영역의 핵심능력으로는
창작 활동을 위한 유의미한 특정 주제의 선택, 내재적 의미와 표현과의 관계인식, 창작을 위한
매체와 기법의 활용 및 예술작품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감상영역에서는 시
각적 문해력, ‘각 족군(族群)’이라 명시한 대만 원주민 미술을 비롯한 각 부족의 미술, 아시아
지역 미술, 세계 각국 미술 등에 대한 인식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서술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단계 창작영역의 핵심능력으로는 타 예술 영역과의 비교 분석, 예술과 문화에 대한 총
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특정 주제의 창의적 표현활동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감상영역에서는
미술과 인문·사회과학과의 관계분석, 미술계 전문가의 관점 이해 및 작품해석, 예술 활동 참여
와 비평 활동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미술 교과 교육을 통한 단계별 교육목표는 미술의 가치와 사회적 기능
에 대한 인식, 창의적 표현능력 함양에서 출발하여,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통합적 이해와 심미적 판단을 통해 사회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시되
고 있으며, 핵심능력은 창작과 감상영역에서 단계별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
능력을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교육내용
교육과정에 제시된 단계별 교육내용의 구성은 교육내용의 범위와 구체적 교육내용으로 구
분하여 기술되어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의 교육내용 범위 및 내용구성
출처: 敎育部, 2010a, pp. 299-300을 참조로 재구성

교육내용 범위
1 1. 창작과 과정의 체험
단 2. 디자인과 생활
계 3. 미술개념

교육내용 구성
1. 평면, 입체, 복합 혹은 과학기술 매체에 관한 인식과 탐구 및 예술창작 표현
2. 디자인의 구상, 제재, 기법, 원리 및 생활 속에서의 활용
3. 미술의 의의, 내용, 문화 맥락과 기능 등에 대한 관념

6) 교육과학기술부, 부산광역시교육청(2009) 자료 p. 246에서는 ‘亞州’를 ‘유럽’으로 번역되어 있어 지면을 통해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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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범위
4. 미술비평
5. 대만미술

교육내용 구성
4. 각종 미술 및 시각문화에 대한 이미지 혹은 영상들을 제공하여 이에 대한 문해
방법. 철학적 사고와 비판능력의 학습. 광고의 영향력 및 의식형태 등에 대한
인식
5. 대만 미술의 시대 배경 및 문화특질
6. 관련 미술용어

1. 창작과 과정의 체험
2. 동시대 미술창작의
2
주요 논의 주제
단
3. 중국미술
계
4. 세계미술
5. 다른 족군의 미술

1. 평면, 입체, 복합 혹은 과학기술 매체들 중에서 하나 혹은 다양한 매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활용 및 개인의 정서와 관념 등을 융합한 특정 주제로 발전된
창작
2. 동시대 미술의 서로 다른 논의 주제에 따른 창작과 구성에 대한 이해 및 그
의미와 상징, 의의 등에 관한 내용 탐구
3. 중국미술의 시대 배경, 기능, 문화특질
4. 아시아 및 기타 세계 각국 미술의 시대 배경, 기능 문화특질
5. 다른 족군 미술의 시대 배경, 기능, 문화특질
6. 관련 미술용어

1. 창작과 과정의 체험
2. 미술과 기타 예술학과의
창작, 심미(審美)관계
3
3. 동시대미술창작의 특정
단
주제탐구
계
4. 미술과 문화의 관계에 대
한 다면적 이해
5. 미적 판단

1. 평면, 입체, 복합 혹은 과학 기술 매체 등 다양한 매체의 종합적 활용 과정과
방법
2. 동시대 특정 주제의 예술창작과 구상에 관한 전제 연구 및 표현
3. 시각예술과 기타 예술학과에서 다루어지는 창작 매체상의 선택, 주제결정, 형식,
의미, 표현상의 차이
4. 다양한 미술활동과 영역을 초월한 상호작용 및 표현
5. 미적비판, 사회문화, 미술사조의 관련성
6. 관련 미술용어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내용 구성에서는 단계별로 창작과 과정의 체험범위 내
에서 각종 매체에 대한 인식과 탐구를 통해 창작의 과정을 체험토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
인의 사고와 특정 주제가 융합 발전된 주제로 표현함과 동시에 종합적 매체의 활용 과정과 방
법을 체험하도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미술에 대한 기본적 가치와 기능, 맥락적 의미와 관계
인식, 디자인과 광고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에 관한 가치 탐색, 다른 예술 영역과의 차
이점과 탈 영역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인식하며, 이에 대한 미적 판단과 비평능력을 함양하도
록 구성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원주민, 중국, 아시아, 기타 세계 각국의 미술문화, 더불어 동
시대 및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 교육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4) 실시 요점
본 항목에는 교육과정 설계의 유의 사항과 교육내용 구성,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자원,
교학 관련 협의 사항 및 교과서 편집요점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주요사항만 선별하여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운영 시에는 학생의 사회단체 활동과 평생학습을 적절히 결합하여 운영하도록 하

대만 현행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 분석

63

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에 근거하여 예술과 인문영역과 관련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지역 특
색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총론에서 언급하였던 주요 의제(議題), 즉 생명교육, 생애계
획,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법치교육, 해양교육, 다원문화, 환경교육, 소비자 보호 교육과 지
속 발전 등의 문제를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의제는 핵심능력과 교
육내용 범위 기술에서 ‘뜻깊고 내적 의미가 있는 특정 주제’, ‘예술과 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
해를 바탕으로 한 특정 주제의 창작활동’, ‘동시대 미술의 서로 다른 논의 주제’, ‘동시대 미술
창작의 특정 주제 탐구’ 등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러한 주제가 체계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정을 제시하고 다른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술과 교육목표에
제시된 ‘생명교육’은 선택과목인 ‘생명교육’ 교과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미술 교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다.

(2) 교육내용 구성
교육내용 구성 시에는 생활성, 사회성, 예술성, 시대성, 전망성과 창조성을 갖춘 내용을 선
정하고 학생의 능력, 수요, 생활 경험과 문화적 특질 등을 관련지어 학생의 흥미와 지식의 활
용 가능성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높이도록 선정·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3단계 교육내용
중 ‘사회 문화’ 관련 교육내용은 민속문화, 향토문화, 가족문화, 학교문화, 지역사회문화 등의
내용을 포괄하도록 하여 예술과 사회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창작영역에서 사용되는 매체의 선택은 “교사의 전공과 교육관에 따라 교재 내용 중 2∼3
종류를 선택하거나 보편성을 지닌 각 종류를 선택지도할 수 있다(敎育部, 2010a, p. 301)”라는
내용과 “감상영역의 교육내용은 아시아 기타 세계 각국의 미술 분야에서 대표성을 지닌 국가
혹은 시기의 작품 등을 선별할 수 있으며(敎育部, 2010a, p. 301)”라는 언급은 편중된 교육으
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3) 교육방법
교육방법에 대한 항목에서는 가장 먼저 예술교육은 지각, 지식, 기법, 감정, 흥미, 태도와 가
치 판단 등을 포괄한 다양한 경험의 학습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경험의 확장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곧이어 제시된 “어떠한 경험에 편중되거나 경시되는 것은 모두 건전한 미술교육이 아
니다(敎育部, 2010a, p. 301)”라는 언급은 위에서 지적한 우려를 동시에 불식시키기 위한 제시
라 판단된다. 그밖에 사항으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 주제식 학습활동을 통한 감상과 창작영역
의 통합 교육 및 미술과 시각적 문화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의 기본 방법 등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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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평가
교육평가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미술 핵심능력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시에는 학생
의 개성과 교육목표, 내용에 맞추어 진행하고 창작과 감상 영역 모두 그 과정과 결과물에 대
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사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및 문답 토론, 보
고서, 실험 실습, 영상기록, 전제연구 등을 제시하면서 교사는 평가 결과를 교육과정 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5) 교육자원
각 학교는 ‘보통고급중학설비준거(普通高級中學設備標準)’ 즉 ‘고등학교 설비기준’에 근거하
여 교육에 필요한 공간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미술교육을 위한 설비 및 설치
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6) 교학 관련 협의 사항
미술과 수업은 음악, 예술생활 등의 과목과 어문, 수학, 사회, 자연, 생활 건강과 체육 등의
영역과 연계하여 통합교육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업실시 계획을 연구하고 효율적인 예
술 수업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예술교육 관련활동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평
생학습의 태도 및 예술과 인문 소양을 증진하도록 제시되고 있다.

(7) 교과서 편집요점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단계별 교과서와 지도서를 발행하고 편집은 분명하고 보기
좋게 하며 ‘시각매체(視聽媒體)’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 교육과정은 총체적 지식 능력 배양을 위
한 학문 중심의 성격이 짙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목표 핵심능력 및 교육내용 측면에서도 창
의적 표현능력의 함양보다는 미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가치, 기능 및 사회 문화와의 관계인식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예술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인 대만의 자국 문화에 대
한 인식 교육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론에 제시되었던 ‘생활에서의 소양’,
‘생애의 발전’ 및 ‘생명 가치’ 방향 중 ‘생애발전’ 측면의 내용 구성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제
시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편중된 교육으로 흐를 수 있는 진술 또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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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 교과인 미술 교과 교육과정
선택 교과로 개설된 미술 교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의 제1단계
와 제2단계, 그리고 대학교육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평생학습과 연계하여 생애계획, 즉 자신의
진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하면서, 한 학기에 2학점에서 4학점까지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선택 교과인 미술 교과의 교육과정 구성 체계는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와는 달리
교육목표, 시간 배분, 교육내용, 실시요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능력은 교육내용에 포함되
어 제시되고 있다.

1) 교육목표
선택 교과인 미술 교과 교육과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에 대한 흥미와 지식, 재능을 함양하고 인문 소양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둘
째, 다각적 측면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문화 이해 및 미술과 기타 영역 간의 관계를 탐구하여 창작
표현과 감상능력 및 창조력을 증진한다. 셋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제 연구 및 창작을 종합
하고, 미적 판단력을 제고하여 미래 상급학교 혹은 생애 발전의 기초를 확립한다(敎育部, 2010a, p.
305).

본 교과 교육목표는 미술의 가치 인식, 문화 다양성 인식 제고, 인문 소양 강화, 생활의 질
적 향상 및 표현과 감상능력 향상, 창조력, 미적 판단력, 매체 활용능력의 향상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의 목표기술과는 달리 ‘생명의 가치’교육 관련 진술은 삭제
되어 있으나, ‘상급학교’, ‘생애발전’과 같은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목표는 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 핵심능력 및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주요 사상, 관념, 의제, 지식 및 기능을 숙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동시대 미술
의 다양한 유형에 담긴 관념과 의의 및 탐구 방법 등을 학습하도록 하며, 창작영역과 감상영
역은 분리 혹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핵심능력과 함께 구체적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선택 교과인 미술 교과의 핵심능력 및 교육내용
출처: 敎育部, 2010a, pp. 305-306.

목 표

핵심 능력
창 작

감 상

1. 미술과 기타 예술에서의 창작 특질, 방법, 1. 서로 다른 시기의 인문 사회 혹은 과학의

조형교육 66집, 2018
Art Education Review, No.66

66

목 표

핵심 능력
창 작

감 상

사조와 미술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해
관점에 대한 비교 분석
석한다.
2. 개인 혹은 타인과의 협동학습을 통해 미술
과 기타 예술학과의 창작 의미와 그 문화 2. 미술가, 미술비평가, 미학자, 미술사가의
관점에서 미술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한
의 발전 배경 등을 종합하여 특정 주제를
다.
선택, 창작활동에 임한다.
1. 창작과 과정의 체험
3. 각종 매체를 종합·활용하여 창의적인 작 3. 적절한 언어와 서술로써 작품에 대한 감
상과 평가를 할 수 있다.
품을 제작한다.
2. 미술과 기타 예술학과의
교육내용
창작과 심미관계 인식
1. 평면, 입체, 복합, 과학기술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방식을
종합 활용하고(예: 수묵, 수채, 유화 아교화, 석재 판재 컴퓨터 영상 애니메이션 등),
아울러 개인의 감정, 관념 및 문화적 의미를 내포한 특정 주제의 창작 활동으로 발전시
킨다.
4. 미술과 문화와의 관계에 2. 동시대 예술의 다양한 주제와 표현방식 등에 나타난 이념과 상징, 의의, 내용 등을
대한 다면적 이해
탐구한다.
3. 시각예술에서 선택되는 매체나 주제 결정, 형식, 표현상의 의미 등이 다른 예술영역과는
5. 탈영역의 전제(專題)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
연구
4. 각종 예술창작과 구상에 대한 주제 토론 및 표현(예: 생태예술, 여성주의, 해프닝,
예술과 과학기술 등)
6. 미적 판단
5. 다양성의 관점(예: 인류학, 문학, 문화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기호학 등)에서
특정한 예술 주제, 시기, 풍격, 창작 표현과 구상 등에 대해 탐구한다.
6. 미적 판단, 사회 문화, 미술 사조와의 관련성
7. 유의미한 창작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미래 생애 발전을 위한 준비
8. 관련 미술용어
3. 동시대 미술 창작에서의
특정 논의 주제 탐구

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교과에서는 창작 활동과 더불어, 동시대 미술에 대한 연
구와 비교분석 관점 및 미술의 다양한 양상과 매체에 대한 언급 등이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
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생애 발전을 위한 준비’로 제시된 진로교육을 위한 교
육내용이 추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3) 실시요점
실시요점은 필수 교과에서 제시된 실시요점과 비교하여 차이점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시요점에 제시된 사항은 총 5가지 항목으로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의 실시요점 중
‘교육자원’ 항목과 ‘교학 관련 협의 사항’ 항목이 삭제되었다. 5가지 항목 중 ‘교육방법’, ‘교육
평가’ 항목은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의 실시요점과 동일하고, ‘교육내용구성’ 항목에서는 1개
항목에 한해 간단히 서술하고 있지만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설계’와 ‘교과서
편집요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교육과정 설계’ 항목에 제시된 실시요점 중 차이점은 교재의
범주와 내용을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의 3단계 교육과 유사하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
육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고 제시한 점이다. 또한 ‘교과서 편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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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항목에서는 선택과목인 미술 교과의 교과서는 1권에서 2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제시
하고 있다. 주요 의제 등과 같은 나머지 항목은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와 동일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택 교과인 미술 교과는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의 3단계 교육을 하나로
합쳐 시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제
시되었던 ‘생활에서의 소양’, ‘생애의 발전’ 및 ‘생명 가치’ 방향 중 ‘생애발전’ 관련 교육목표
는 제시되고 있으나, ‘생활에서의 소양’ 및 ‘생명가치’ 등의 언급은 단지 실시 요점에서 언급
되고 있어 총론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3. 필수 교과인 예술 생활 교과 교육과정
예술생활 교과는 ‘시각응용예술’과 ‘음악응용예술’, ‘표연예술’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일상
생활 속에서의 예술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 교육이다. 각 학교는 교사, 설비 및 학
생 요구에 따라 세 가지 과정 중 1개에서 3개 영역까지 임의 선택할 수 있으며, 최소 2학점
이상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예술생활 교과의 교육과정 구성 체계는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와
같이 교육목표, 핵심능력, 시간 배분, 교육내용, 실시요점으로 되어 있다.

1) 교육목표와 핵심능력
예술생활 교과의 교육목표는 첫째, 각종 예술 및 생활과의 관련성 탐색, 둘째, 생활 속 예술
지식과 능력 증진, 셋째, 각종 예술의 응용 기초 확립, 넷째, 예술 문화적 소양 함양으로 제시
되고 있다(敎育部, 2010a).
이에 따른 예술생활 교과의 핵심능력은 공통 핵심능력과 영역별 핵심능력으로 구분되며, 구
체적인 공통 핵심능력과 시각응용예술 영역에 한해 제시된 핵심능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 5>
와 같다.
<표 5> 예술생활 교과의 핵심능력
출처: 敎育部, 2010a, p. 309.

공통

시각응용예술 영역

∙ 생활 중 다양한 예술형태에 대한 관찰, 탐색, 표현능력의 강화

∙ 시각예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양자

∙ 다양한 예술형태에 대한 지각 및 감상능력 배양
∙ 다양한 예술형태의 창작원리, 구성요소, 표현방법의 이해
∙ 예술활동 참여, 개인 예술창작의 잠재력 개발
∙ 예술과 사회, 역사, 문화와의 관계 이해
∙ 예술 자원과 생산, 풍부한 문화생활에 대한 인식

간의 관련성 이해
∙ 환경과 신문, 방송 매체에서의 시각예술의
운용과 실천
∙ 예술 문화자산의 응용에 대한 인식 및 예
술창작과 비평능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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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 생활 교과의 공통 핵심능력은 생활과의 관련성 탐색을
위한 관찰, 탐색, 표현능력의 강화, 생활 속 예술지식의 응용 기초 확립을 위한 지각, 감상, 이
해, 잠재능력의 계발 및 문화적 소양의 함양을 위한 관계 인식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 핵심능력을 바탕으로 시각응용예술영역에서는 시각예술 영역과 생활영역 및 기타 예술
영역과의 관계인식능력과 실천력 및 창작과 비평능력의 증진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크게 시각과 생활, 환경, 전달 매체, 문화와의 관련성을 주제로 하여 각 주제별
교육내용과 구체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필수교과인 예술생활 교과의 교육내용
출처: 敎育部, 2010a, p. 322.

주제

시각과
생활

시각과
환경

시각과
전달매체

시각과
문화

내용
미적체험과
생활체험
개인의 창의와
디자인 잠재력
환경예술의
형식과 구조
환경예술의
기능과 생활
영상과 전달 매
체의 운용
시각전달매체와
과학기술자원
시각예술과
문화자원
시각 예술과
문화 창의

설명
시각예술과 의(衣), 식(食), 주(住)、행(行)、육(育)、락(樂)의 관련을 탐구하고 시각예술
이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미적 원리를 이해한다.
생활 속 각종 예술품의 발전원리를 인식하고, 그 특색과 창의 및 미학을 분석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의 의미를 선택하여, 생활용품을 디자인하고 생활의 품위를 향상
시킨다.
전시장 혹은 공연기획 및 관련된 디자인과 제작활동에 참여한다.
환경예술의 범주, 개념, 특색 및 발전을 이해하고 국내외 건축 설계사 혹은 디자이너의
대표적 작품을 탐구한다.
각종 전람회 혹은 표연예술 장소 등의 건축 외부 및 내부 장식 등을 이해한다.
건축의 풍격, 경관 설계 조형 및 장식예술 등의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자연, 지리, 해양
등 환경예술과 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환경예술의 미학적 특징과 생활품질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매체나 재료 등이 시각전달매체 영역에서 운용되는 기법 등을 인식한다.
TV, 영화, 광고, 동영상 등 매체의 촬영과 편집 및 풍격 분석, 화면조절, 영상 미학
등을 이해한다.
각종 소프트웨어를 인식하고 음향 영상의 편집과 조작을 실행한다.
국내외 전시 공연장에 적용된 과학기술의 응용을 인식하고, 시각언어를 탐색한다.
문화 자산의 함의 및 시각예술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시대변천 속에서 시각예술 문화자산과 그 사회문화와의 관계를 탐색한다.
시각문화 창의 산업의 범주와 발전 및 생활 속 자산 가치 및 효과를 인식한다.
생활 중 문화 창의 산업과 관련된 활동에 실제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시각예술의
활용 지혜와 능력을 배양한다.

위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생활 교과의 교육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시각예술이
지니는 미적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전달 매체의 운용기법에 관한 탐색 및 이에 대한
활용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제 문화 창의 산업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으며, 이를 위해 생활디자인, 건축, 경관 조형, 장식예술 등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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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예술품, 환경예술, 사회 문화와의 관계인식을 통해 생활 속 자산 가치 및 효과 등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다.

3) 실시요점
예술생활 교과의 실시요점은 총 4개항으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자원’, ‘교육평가’로
제시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에서 제시된 실시요점과 다른 부분만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내용
교재는 본 교과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영역별 1권의 교과서 편찬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과목별 교사는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생활 경험 속에서 제재를 선택,
자체적으로 교재를 편찬할 수 있다. 교재 중의 작품 예시는 지역, 학교와 학생의 특성 및 필요
에 따라 선별하고 주요 의제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어 교육내용에 대한 교사 자율
권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방법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나 선택 교과인 미술 교과에서 제시된 교육방법과는 달리 예술생활
교과에서 제시된 교육방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예술가 혹은 단체를 학
교에 초대하여 강좌, 좌담, 시범이나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학교와 지역사회 예술자원을 이용
하여 유연한 교육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3) 교육자원
관련 도서와 시청각 수업 설비 및 각 영역(시각 응용예술, 음악 응용예술, 표연예술)의 설비
운용은 설비기준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4) 교육평가
평가에 있어서는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와 같이 학생과 교사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 성과는 학생의 인지, 정의, 기능에 대한 학습 요구를
포함하고, 개별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며, 특히 학생의 일상 표현과 참여 상황을 중시하여 평가
하고 이를 포트폴리오로 제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작품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적
시에 시행하도록 하고 교사는 평가 결과를 교육과정 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예술생활 교과에서의 ‘시각응용예술’ 영역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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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 개설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에서의 시각예술의 가치 인식과 활
용능력을 함양하여 문화 창의 산업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되었던 ‘생활에서의 소양’만 강조될 뿐 ‘생애의 발전’
및 ‘생명 가치’ 방향 중 실시요점에서 간단히 언급되고 있을 뿐이었다.

4. 분석 결과 및 논의
1) 분석 결과
대만의 일반계 고등학교 미술교육의 교육이념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필수와 선택 교과인
미술 교과와 예술생활 교과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교육목표, 핵심능력, 내용 체계 및 교육내
용 등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목표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의 교육목표 진술에 있어서는 3단계로 구분 제시되고 있으나 종합해
보면 미술이 지니는 본연의 가치, 기능과 역할, 인문 소양 및 생명 가치, 일상생활과의 관계인
식을 기반으로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력, 비판적 사고 능력, 생활에서의 활용 능력 함양 등
이 제시되고 있다. 선택 교과인 미술 교과는 미술의 가치 인식, 문화 다양성 인식 제고, 인문
소양 강화, 생활의 질적 향상 및 표현과 감상 능력 향상, 창조력, 미적 판단력, 매체 활용 능력
향상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생애 발전을 위한 기초 확립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술생활 교과
는 각종 예술 및 생활과의 관련성 탐색, 생활 속 예술 관련 지식과 능력 증진, 각종 예술의 응
용 기초 확립, 예술 문화적 소양 함양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각 교과의 목표 진술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반드시’ 생활에서의 소
양, 생애의 발전, 생명 가치 측면에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명시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는 부족함이 있다.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에서는 ‘생애의 발전’ 측면, 즉 진로설계 관련 목표
기술 없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제시되는 데 그치고 있었으며, 선택 교과인 미술 교과에서는
‘생애발전’ 관련 교육목표는 제시되고 있으나, ‘생활에서의 소양’ 및 ‘생명가치’ 등의 언급은
실시요점에서 간략히 언급되고 있었다. 또한 예술생활 교과에서는 ‘생활에서의 소양’만 강조
될 뿐 ‘생애의 발전’ 및 ‘생명 가치’는 선택 교과인 미술 교과와 마찬가지로 실시요점에서 제
시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총론에서 제시된 교육 방향에 근거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3개 교과 모두 미술교육현장에서 시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술영역은 음악 교과를 포함해 10학점에서 12학점까지 이수 가능하다.
필수 교과에 해당하는 미술 교과와 예술생활 교과는 최소 2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의 시수는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필수 과목인 미술 교과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단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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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점을 차지하고 있고, 예술생활 교과는 시각응용미술과 음악응용예술, 표연예술 3개 영역으
로 구분하여 선택·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등학교 미술교육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
속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표연예술’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학
교 교육 현장에서 미술교육을 위한 각 교과의 교육목표가 오롯이 구현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2) 교육내용
각 교과의 목표 진술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이에 따른 핵심능력 및 교육내용 또한 차이를
보인다. 대만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능력은 미술 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
능력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핵심능력이 올바로 배양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구성이 중요
하다.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의 교육내용은 단계별로 창작과 과정의 체험범위 내에서 각종 매체
에 대한 인식과 탐구를 통해 창작의 과정을 체험토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정 주제가 융합
발전된 주제로 표현함과 동시에, 종합적 매체의 활용 과정과 방법을 체험하도록 심화되고 있
다. 또한 미술에 대한 기본적 가치와 기능, 맥락적 의미와 관계 인식 및 디자인과 광고가 생활
에 미치는 영향, 활용가치 등을 탐색하고, 다른 예술 영역과의 차이점 및 탈영역의 상호작용
등을 인식하며, 이에 대한 미적 판단과 비평능력을 함양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원
주민과 중국 미술 문화를 포함한 자국의 미술 문화와 아시아 미술 문화, 기타 세계 각국의 미
술 문화, 더불어 동시대 및 사회 문화에 대한 인식을 위한 교육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 교과인 미술 교과의 내용 구성은 창작활동과 더불어, 동시대 미술에 관한 연구와 비교
분석 관점 및 미술의 다양한 양상과 매체에 대한 언급 등이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보다 구체
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진로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필수 교과인 예술생활 교과에서의 ‘시각응용예술’ 영역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술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 개설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속 시각예술의 가치 인식과 활용 능력
을 함양하여 문화 창의 산업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교과의 교육내용을 종합해보면 대만의 미술교육은 창의적 표현능력의 함양보다는 미술
에 대한 기본 지식과 가치, 기능 및 사회 문화와의 관계 인식 그리고 생활에서의 활용능력 등
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인 대만의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교육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의제인 생명교육, 생애계획,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법치
교육, 해양교육, 다원문화, 환경교육, 소비자 보호교육과 지속 발전 등의 문제는 ‘특정 주제에
대한 탐구’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요 의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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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방법 및 평가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의 교육방법은 지각, 지식, 기법, 감정, 흥미, 태도와 가치 판단 등을
포괄한 다양한 경험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 주제 통합 학습 및 자료 수집과
연구의 기본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교사와 학생의 학습 성과에 대
한 평가로 구분되며 학생의 학습 성과 기준은 핵심능력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평가 영
역은 창작과 감상 영역에서의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
교사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및 문답 토론 보고서, 실험 실습, 영상기록, 전제연구 등을 제시
하면서 교사는 평가 결과를 교육과정 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 교과인 미술 교과
에서는 필수 교과인 미술 교과와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예술생활 교과에서 제시된 교육
방법은 두 교과의 교육방법 제시와는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강좌, 좌담, 시범이나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학교와 지역사회 예술자원을 이용하여 유연한 교육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제시
하고 있다. 또한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특히 학생의 일상 표현과 참여 상황을 중시하여 평가하
고 이를 포트폴리오로 제작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품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적시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2)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
본 연구는 2018년 현재 대만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적용 시행되고 있는 미술교육
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대만 미술교육의 교육이념과 특징적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미술교육 발전 연구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물론 대만의 교육이념
과 현장의 교육 상황이 반영된 대만의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은 한국의 미술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특히 필수와 선택교과로 구분된
대만의 고등학교 교과 교육은 모든 교과의 교육과정이 선택과정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과 그 출발점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고등학
교 미술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한국의 미술교육 발전을 위해 충분한 논의의 주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교육과정 개정 주기에 관한 논의
최근 대만은 그동안 의무교육으로 시행하던 ‘9년 국민 기본교육’을 고등학교 교육까지 확장
한 ‘12년 국민 기본교육’의 시행을 준비하면서, 2014년 11월 28일 ‘12년 국민기본교육과정 총
론[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綱要總綱]’을 발표하였다(敎育部, 2014). 그러나 학교교육 현장의 실
질적 교육 변화가 예상되는 총론에 따른 영역별 교과 교육과정은 2020년경에 발표될 예정으
로(國家敎育硏究院, 2016), 현재 고등학교에서 적용 시행되는 교육과정은 2008년도 개정 고시
된 ‘97 교육과정’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수시 개정된 교육과정이었다. 본고에서 살펴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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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97 교육과정’과 비교해, 비고란에 2개 항목이 추가된 것을 제
외하고 동일하였으며, 특히 미술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도 교육과정과 동일하였다. 이처럼 대만의 미술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은 공시 이후 교육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에 옮겨지기까지 10년 가까이 그대
로 적용될 것이다. 이는 한국의 교육과정 개정 상황과 극명히 대조되는 것으로, 대만보다 늦게
공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점차 적용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숙(2011)은 일본의 경우 10년 만에 개정된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변화가 거의 없음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잦은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대해 숙고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손지현
(2015)의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수시 개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면적·
획기적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한 충
분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했던 점, 그래서 야기되는 교육현장에서의 우려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잦은 교육과정의 개정뿐 아니라 전면적 교육과정의 개정이 과연 한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 옳은 것인가의 문제는 좀 더 논의 해보아야 할 것이다.

(2) 가치 인식 교육에 관한 논의
대만의 고등학교 미술교육은 창의적 표현능력의 함양보다는 미술에 대한 기본 지식, 역할,
가치 및 사회 문화와의 관계 등 가치 인식 교육이 중시되고 있어 학문중심 미술교육과정의 성
격이 짙다. 그 특징은 교육과정의 고시 시점과 관련된 것으로, 한국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에 의해 시행되었던 미술문화 교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점이다.
한국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을 서둘렀으며, 이에 창
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 적용하고 있다(교육부, 2015).
그러나 과연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시행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나,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한 기반 조건은 가치 인식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본 가치에 대한 인식 교육의 중요성은 재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3) 자국 문화예술, 문화 다양성, 생명의 가치 교육에 관한 논의
대만의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은 예술교육정책에 따라 대만의 자국 문화 교육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동안 소외됐던 대만 원주민 문화를 자국 문화로 수용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국 문화에 대한 중시는 대만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광수(2017)는 대만이 지속적인 대만화 교육을 통해 대만 사
회 내부에 존재해 왔던 중국 본토인과 대만 원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탈 중국화’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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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제사회에서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함이라 해석하고 있다. 어떠한 정치적 이유라
할지라도 대만의 원주민은 현재 대만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이며, 오랫동안 지속 발전시켜 온
중국 본토문화와는 또 다른 고유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대만의 자국 문화 인식 교육은 단순히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교육이 아니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교육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는 대만과는 또 다른 역사적·정치적·사회적 배경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다문
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 교육과 함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대
처하기 위해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
던 ‘생명에 대한 가치 교육’은 한국미술교육 발전을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문서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Ⅳ. 결론
이상으로 대만의 일반계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미술교육 발전
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았다. 즉 교육과정의 개정시기와 관련하여, 대만의 미술교육과
정이 부분·수시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제정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부분이 없다
는 점, 그리고 교육목표 진술에 있어서 창의적 표현 능력의 함양보다는 미술 관련 지식, 기능,
의미, 관계와 같은 가치 인식 교육을 중시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대만의 자국 문화 예술과 문
화 다양성, 생명 가치 등의 교육내용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 등을 논의 주제로 제안하였다. 이
러한 점들은 한국미술교육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해야만 하는 사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논의
해 볼 만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물론 대만의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이 한국에 비해 목표 진술
이나 내용 체계 및 구성, 서술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과 편중된 교육으로 흐를 수 있
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안한 논의 사안들은 대만의 교육정책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만은 그들만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자
국 문화에 대한 인식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
향에 근거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미술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대만 원주민과 중국 본
토에 대한 문화 인식 교육을 통해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 강화 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나아
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문화 예술 속에 나타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교육을 중
시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때문에 급변하는 국제 사회와 미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수시 개정
의 필요성보다는 지속적인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 교육을 통해 대만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
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의 미술과 교육과정이 보다 나은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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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비교적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나치
게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형 인재 육성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불어 한국만
의 고유한 특색을 지닌 미술과 교육과정은 마련된 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한국의 미술교육 발
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후속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정책의 수립과 이에 따른 각급 학교 및 교과 교육과정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 문화적,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으
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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