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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독일에서 사물학습은 각 연방주 마다 그 용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독일의 초등학교
1-4년의 과정 동안 학생들이 받는 학습과목으로서 물리, 화학, 기술, 생물, 사회, 지리, 역사,
생태학, 지질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2000년대 말의 각 주의 교육과정에는 각 과목의
모든 학습 주제는 타 학습영역과의 연계를 명시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모든 과목,
예를 들면 사물학습에 들지 않았던 수학, 독일어, 미술, 음악 등등 이 영역 과목들에 학습내용
을 간학문적 관점에서 연계하는 지시를 주고 있다. 초등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와 기타 다른
학교유형에도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구성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습주제의 투시법을 더
넓히려는 것이다(Mehrperspektivisierung). 이 확장된 교육과정의 관점은 각 학습과목을
분리․독립된 두 영역의 교과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integrative)이고, 상호작용적
(wechselseitig)이며,

그리고

간학문적(interdisziplina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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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

로 전체적인 교육(ganzheitliche Bildung)형태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교육에서 미술과목
과 타교과목의 접목활동과 그 교수법 연구는 인지와 지각의 전체적인 교육의 관점에서 요청되
고 있는 분야다.
초등학교 학생의 인지획득은 이해와 감정 그리고 직관이 함께 자극 받고 미학적 경험활동
이 풍요하게 함께 발생될 때 전체적으로 된다. 이러한 활동은 사고의 질서, 아동에게 의미
있는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학생은 사물의 인과관계와 사회-문화적 특성을 통해 사고에 질
서를 세우고, 스스로를 그 구조에 연결하여 아동 자신의 활동력을 발달시키고, 사물 배후에
있는 낯선 것에 대한 관용성을 키우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을 가져온다. 이러
한 관점은 ‘다면투시법적’이고 ‘간학문적인’ 교수법을 필요로 한다. 다면투시법적이고 간학문
적인 수업은 각 교과목이 내용과 그 구성을 개별적으로 분리된 단일화된 학습활동이 아니
라, 각 과목은 통합적 성격을 가진 경험영역과 특수적․분과적 활동영역을 구분하여 활동한
다: 경험영역에서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대상 아래, 간학문적 차원에서 다양한 분과적 관점
을 가지고 다면투시법적으로 주제대상을 관찰하고 체험하여,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전체
적 학습활동이다.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분과 특수적 관점을 인정하며, 사물의 배후까지 지
각하고 인식하는 활동이다. 각 분과의 특수성을 살린 활동은 활동영역에서 심화되고 그리고
특수성에 적합한 독립된 활동이 가능하다.
본인의 논문은 이러한 간학문적 미술교육이론을 파울 클레의 미술교육을 통해 체계화한
다. 이와 함께 오늘날 독일에서 사물학습과 미술학습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가운에 간학문
적 접근에서 오는 교수법적 문제를 고찰하여 간학문적 미술교육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여기에서는 단지 그 이론의 일부분만 다룬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미술교육사적으로 간학문적 관점에서 파울 클레의 미술교육론을
연구 분석하여, 간학문적인 미술교육론을 세우려는 데에 있다. 여기에서는 클레의 개념 “정
리”와 클레식의 교수법적 원리인 “근본적인 것을 배우고, 정리하고, 그리기”에 제한한다
제2장은 용어 ‘간학문적’의 정의, 그리고 독일의 ‘사물학습과 미술학습의 관계’를 통해 간
학문적 미술교육 교수법적 관점을 본다.
제3장에서는 이를 통하여 미술학습과 타학습의 간학문적 관계의 연구 가능성을 종합하여
밝힌다.

Ⅱ. 파울 클레의 간학문적 ‘자연연구’1)
클레의 “자연연구”는 철저히 바우하우스 재직 시기의 미술교육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물리학적 역학과 클레의 동시대 과학계의 연구 발표들에 그 방향을 맞추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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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가 화가로서 또 미술교육가로서 ‘조형법’을 찾으려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의 자연연구는
클레의 개인적 예술견해와 그의 고유한 과제에 기초할 뿐 아니라, 일반적 미술교육에 그 방
향을 두고 있다. 그것들은 하나의 간학문적 미학교육의 지평을 연다. 그러므로 그의 자연연
구는 오늘날 과목을 넘나드는 미술교육을 위한 하나의 전형이다. 이러한 예는 무엇보다도
오늘날 미술교육에 절실히 요청된다. 특히 학습자가 사물을 분과적으로 분리하여 타학습과
목과 관계없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맥락을 형성하며 학습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험주의 교육에서 간학문적 교육은 학습자의 전체적인 인지교육에 있어 필요하다. 그러므
로 클레의 ‘미술교육에서의 과학의 초대’는 그 방법에 있어서 지식을 미학으로 번역하는 요
구에 커다란 획을 긋고 있다.
클레는 1921-1924년까지 자연을 주제로 바우하우스 대학에서 학생들 지도를 위해 실험
적인 집필을 하였다. 그의 필사본들은 부분적으로 Schpiller의 2권으로 된 ‘조형적 사고’와
‘영원한 자연역사’로 편집되었다. 이 두 권으로 된 전집을 본 논문 제1장의 주요한 원본으로
택했다. 물론 이 책들에는 역사적 시기 대조에 있어 편집된 내용으로부터 그 맥을 찾기에는
부적합하나, 나는 이 책들에서 나의 논문에 필요한 많은 그림 자료들을 얻기 때문에 이 두
권의 전집을 원본으로 삼는다. 이 두 전집들은 Wick, Regel 그리고 Hugler에 따르면 자
료의 목차와 예술가들의 기술에 있어 편집 상 아무런 역사적 맥락을 짓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필사본 1은 다른 필사본들과 섞여있다. 클레의 글을 충실히,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잘
살린 것은 Glaesemer의 “파울 클레 조형론에 기여”이다(Wick, 1982, pp. 231-232). 이
작품들은 그러나 클레의 미술교육 분석을 위해 필요한 그림 자료들이 부재하다.
본 논문에서 클레 연구의 중점분야는 근본적으로 클레가 사용한 과학 학문개념들의 분석
에 있다. 클레는 동․식물 묘사에서 1921-1929년의 기간 동안에 학문개념과 그에 따른 설
명문을 넣었는데, 이 개념들은 본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Schpiller의 전집으로부터 역사적 시기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 원문 역사적 고
증은 연구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이 역사적 고증은 이 논문에서 불가피한 부분은 아니
다. 1921-1923년 시기의 클레의 강의 기록들을 클레는 1928년까지 즐겨 재강의 하였다
(Wick, 1982, pp. 231-232). 이 사실은 하나의 역사적 고증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필사
본 편집본인 Glaesemer의 “파울 클레 조형론에 기여”의 난점으로는, 그것이 “단지 파울 클
레의 조형론의 일부를 싣고 있다” (Wick, 1982, p. 232)는 것이다. 반면에 Schpiller의
전집 두 권은 1928년까지의 기록들과, 화가의 작고시기까지 광범위한 그림자료들을 포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클레의 자연연구가 추구하는 바는 미술에서 한 자치적 표현방법을 찾는 데에 있다. 미술
은 자연의 한 일부로서, 비유적이고, 우주적 한 보기로서 간주된다.
“미술은 창조에 버금가는 자세를 갖고 있다. 그것은 마치 이승과 우주의 전형처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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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한 예로서 행한다(Klee, 1990, p. 79).”

클레의 자연연구는 형상의 기원과 생산방법의 명확한 각성에 도움을 준다. 그의 연구의
기초는 Goethe의 자연연구에, 그 방법은 괴테의 분석과 종합의 견해로부터 출발한다
(Bunk, 1992, p. 153). 이를 통해 클레의 자연연구의 ‘학문성’은 19세기 말 클레 당시의
괴테 연구경향에 영향 받아 발전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클레는 그의 바우하우스 대학 재
직시기에 그의 자연연구를 위해 자연과학 학술지와 그에 관계된 문서들, 그리고 익히 알려
진 자연과학적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두었다(Bunk, 1992, p. 163). 이 같은 클레의 간학
문적 관심은 그의 필사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클레는 의도적으로 그의 관찰 대상들과
실험대상을 선택했다. 예를 들면 동물, 이끼, 갑각류 그리고 끈이나 다발과 조개 등
(Haftmann, 1975, p. 91)이 그것이다. 그가 정선한 사물들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
는 괴테의 자연연구 결과의 해석과 미학적 의미에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형 ‘원’은 상징적
으로 예를 들면 순수한 완전형이다. 이를 클레는 그의 확장된 자연연구에서 물리학적 근거
에 기초하여 본다 (김경순, 2001, pp. 68-79).
클레의 자연연구는 그러나 괴테의 그것과 간학문적 접목에서 구별된다. 괴테에게 있어 원
형과 형태학적 식물의 형 또는 유기체의 형은 생물학적 관점에 놓여있는 반면에(
Lichtenstern; Haftmann, 1975, p. 126), 클레의 경우 어떤 식물의 원형은 물리-역학
적 동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클레의 미술에서 창작적 고백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
다. 그 하나는 사물로부터 불가물량적(不可物量的)인 것의 개시와, 그 다른 하나는 형이상
학적 세계의 가시화이다. 이 두 분력은 구체적 사물지식에 기초한다. 클레는 이를 위해 분
석적 방법을 쓰고, 그리고 분석된 대상들을 상징적 형이상학적 뜻으로 옷 입힌다. 이는 첫
째, 클레가 대상들을 분석을 위해 면밀히 정선했다는 것이다. 둘째, 적용된 학문적 개념들
은 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얻는다. 이 점은 예술적 가치 뿐 아니라, 또한 오늘날 미술
교육풍경에 하나의 간학문적 지평을 열어 준다. 이것은 본 논문 연구의 대상이다.
클레가 그의 조형론에서 적용한 학문개념들은 ‘정리’, ‘에너지와 물질’, ‘운동: 정력학과 동
력’, ‘양’, ‘부피’, ‘무게’, ‘상대성’, ‘단일과 분리’, ‘분석과 종합’ 등이다. 이러한 역학적 개념과
내용 관점은 ‘괴테의 자연연구’, ‘뉴우톤의 역학’ 그리고 ‘20세기 초의 과학계의 연구’에까지
이른다. 예를 들면 1905년에 발표된 아인쉬타인의 특수상대성원리도 클레의 공간 이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외에도 더 많은 자연과학적 관점을 가진 개념들이
대두하나, 원논문에서는 선발적으로 이 개념들만 다룬다. 이러한 역학적이고 물리학적 개념
들에 클레는 기초조형 인자인 점, 선, 색 등과 함께 상세한 실험적 조형논쟁을 한다. 다음
1장은 이 개념들 중에 “정리”와 여러 개념연구에서 결과되는 클레의 간학문적 미술교육의
관점을 “근본적인 것을 배우고, 정리하고, 그리기”로 체계화한다. 클레가 분석을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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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문개념 자료 대상은 기본적으로 클레의 동물과 식물묘사에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학적 지식기반을 요구하는 곳에서 그 범위가 초월한다.

1. 근본적인 것을 배우고, 정리하고, 그리기
1) 개념 ‘정리’
클레의 초벌그림적인 묘사와 그에 대한 참조기록은 클레의 조형적 사고(bildnerisches
Denken)의 질서와 지적 관찰들을 반사한다. 개념과 형은 조형활동 과정에서 함께 요구되
고, 서로 보충한다(Klee, 1990, p. 9). 그것들은 조형방법들을 설명하고, 상이한 ‘조형적
으로 만들어지는 형상언어(bildnerische Formungssprache)’를 이끌어 낸다. 이 조형적
형상화의 지체에 대한 이해는 클레에게 있어 우반구의 공간 상상력과 좌반구의 언어적 사고
기능에 놓여있다. 즉 클레의 조형적 사고와 인지적 관찰은 이 두뇌의 구별된 특수기능의 협
응 작용으로 본다. 우뇌는 공간상상력 기능을 담당하고, 비언어적 영역에 속한다. ‘조형적
사고’는 오른뇌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고, ‘인지적 관찰’은 왼쪽뇌의 활동으로서 이 둘은 클레
에게 하나의 사물과 개념의 연결로 이해된다. 클레의 자연연구에서 마주치는 각각의 형은
그러므로 학문 개념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데, 특히 클레는 그 무게를 물리학적인 역학에
두고 있다.
클레의 교육적 견해에서 논구 했듯이, 클레는 ‘혼돈’의 개념을 ‘우주’의 개념과 대비해 조
형활동을 위한 원초적 출발지로서 파악한다. 혼돈은 우주와 질서의 상반개념으로 이해된다.
혼돈은 무질서를 의미하고, 무게를 잴 수 없으며, 측정할 수 없고, 모든 개념을 초월한다
(Klee, 1990, p. 3; 김경순 1, 2001, Kap. 2.6 Analyse und Synthese). 혼돈은 이러
한 의미에서 클레에게 “비개념(Unbegriff)”이다. 그러나 그것은 클레에 따르면 점으로 묘
사될 수 있고, 수학적 점으로 대치될 수 있다. 클레는 그러므로 측정 불가능하고, 무게를 잴
수 없는 혼돈으로부터 수학적이고, 이상적인 점을 도출해 낸다. 그것은 측정 가능하고, 규
칙적이다.
이 견해는 클레의 조형적 사고와 인지적 관찰을 조명한다. 점은 예를 들어 난(卵)의 개념
에 상응한다. 알은 원초적이고, 우주적이고 그리고 착상(Idee)으로 간주된다(Klee, 1990,
pp. 4-6, 그림). 이 착상은 생산능력이 있다. 클레는 난의 개념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한
다. 그 하나는 난은 근원적 착상으로, 다른 하나는 물질의 생산 요소로 파악된다. 클레는 알
이라는 자연대상을 먼저 대상에 충실히 관찰한다. 우주 근원적 점은 계란의 중심부에 점으
로 번역되어 위치한다. 이 내부의 점은 근원점으로 표시된다. 클레는 계란 묘사에 있어 사
실에 충실하게 개념들, 예컨데, 원형세포, 노른자위, 흰자위, 껍질을 기록해 둠으로써 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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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는 개념 배열과 함께 명료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 네 개념, 즉 원형세포, 노른자위, 흰
자위, 껍질은 또한 조형적으로 계란의 내부와 외부로 배열되고, 그리고 계란 전체는 ‘공간적
-물질적-공간적’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생산적이고 조형적인 원형세포는 수학적이고 이상적
인 점으로서 이해된다.
이 계란의 예에서 클레는 어떻게 개념과 형상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개념은 형태에 속한다. 개념에 의해 형상은 난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둘은 상호요구 조건에 놓여있다. 개념 정리는 계란의 예에서 보면 또 무질서와 혼돈의 상대
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클레에게 있어서 개념은 조형적인 형(形)과 관련해서 보아
야 한다. 그리고 비로소 각 선은 개념에 의거하여 파악될 수 있는 조형적 기능을 갖는다.
대상 난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그리고 개념적으로 추상적이다. 이 사실이 매우 흥미
로운 것은, 난을 불가물량적인 빛과 비교할 경우이다. 이 난과 빛의 비교는 클레의 개념 ‘정
리’를 조명한다. 특히 이 두 비교 분력은 비교대상 자체로 보면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빛은 난에 반하여 아무런 구체적 형이 없다. 클레는 빛을 ‘형태 없는 초능력’과
‘소여된 백(白)’으로 표시한다(Klee, 1990, p. 10). 이 불가물량성으로서 빛의 무형상성은
클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빛에게는 아무런 저항도 가능하지 않고, 그 전체는
어떤 운동도 없고, 그리고 어느 생명도 없다. 때문에 무형상성에 저항을 유도하여 투쟁 시켜야
한다든가 또는 상대적인 흑(黑)을 형성해 놓는 것이다. ‘소여된 백(Weissgegebenes)’에 상반되
는 흑을 유입함으로 하나의 극이 형성된다. 흑과 백은 서로 침투하여 하나의 형상을 만든다. 이
를 클레는 ‘흐르는 자연적 질서’로 본다(Klee, 1990, p. 10, 그림). 자연적으로 흐르는 이러한
흑백질서는 그러나 인지 불가능하고 측정할 수 없다. 이 흑백질서는 아무런 측정 가능한 단계
가 없기 때문이다(Klee, 1990, p. 10). 이 시점에서 클레는 개념 정리와 ‘단계 정하기’를
구별한다: 이로써 개념과 질적인 색조를 세우기 위해 클레는 자연적인 흑백을 인위적으로
단계적 가치를 ‘순서적’으로 배열했다. 즉 ‘백색’. ‘회색’ 그리고 ‘흑색’이 이를 통해 구별된다.
이는 개념 뿐 아니라, 질적인 명도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 달리 말하자면, 형태 없는 빛은
이제 희색으로 파악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상이한 개념 질서와 형태를 체계적으로 갖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념 흰색은 상대적인 검정을 통해 이제 구체적이고, 인지 가능하게 질
서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흰색의 각 단계에 반대짝 흑의 단계가 맞서고, 이 상반되는
단계적 가치를 통해 인지 가능한 측정가치를 찾을 수 있다(Klee, 1990, p. 10. 그림). 이
러한 이유에서 개념 “분류하다(Gliedern)”는 클레에게 있어 주어지고 각색되지 않은 자연
질서를 첫째, 정밀하고, “인위적으로”(Klee, 1990, p. 10) 배열함을 함축하고, 둘째, 조형
요소의 다양한 묘사 가능성을 열고, 셋째, 이에 속하는 개념을 미술에 확장시키고 있다. 그
러므로 개념의 차이와 개념과 관계된 조형요소에 대해 클레는 그러므로 매우 명백한 이해에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그의 자연연구에서 이것들의 관련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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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단계에서 간이 단계들은 구별할 수 있고, 크기는 측정할 수 있으며, 저울질 할 수 있거
나 또는 비판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실제 과제는 : 그것들을 섞거나 또는 밝고 어두운 색
으로 문질러 부각시키는 것이다(Klee, 1990, p. 110).”

클레는 인위적인 형상의 정리와 배치를 통해 조형 예술적 형상으로 사실에 충실하게 변화
시켰다. 거기에 개념들은 조형적인 형상이나 상징으로 구축된다. 또는 조형적인 형상이나
상징은 적격한 개념을 얻는다(Klee, 1990, p. 13, 그림). 이러한 형상의 정리와 배열은
측정기능과 측정 가능한 표현을 갖는다. 개념은 이제 조형적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형상의
정리와 배열은 측정기능과 측정 가능한 표현을 갖는다. 개념은 이제 조형적으로 묘사된다.
예를 들어 색값 측정 시에 관련된 개념쌍 ‘증가-감소’를 보면, 측정을 위한 색값으로서 단계
적인 형상들의 증가-감소는 상이한 크기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서 크기는 여기에서 측정가
치 역할을 한다.
상대적인 개념과 형의 조형은 클레의 전 간학문적 자연연구에 침투하고 있으며, 그리고
과학과 미술의 연결, 사물과 조형적 형상들 간의 관계화를 위한 절차 방법이다. 클레는 개
념과 그것과 관련된 상징들은 반대짝 갖기를 전제한다. 이러한 이원성은 상호 보완적 기능
을 갖고, 각각의 단일성을 정리한다(Klee, 1990, p. 16). 각 개념에는 짝이 붙는다. 개념
과 형상은 그러므로 회화 과정에서 상호 작용하는 요소이다(Klee, 1990, p. 16): 예를 들
어 개념짝 혼돈과 우주, 질서와 무질서는 개념 정리의 전형이자 조형요소이다(Klee,
1990, p. 15).

2) 배우고 정리하기
‘정리’의 개념에 대한 관점은 과학과 미술의 접목을 위한, 구체 세계에 접근을 위한, 즉
동․식물, 지구 그리고 별 등의 묘사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 형상을 가진 구체 세계는 인
간의 세계관 속에 있으며, 그리고 인류의 상황을 이룬다. 이 세계는 자신을 개시 할 내․외
적 필연성을 갖는다.
“시작하기 전 또는 첫 획을 긋기 전에 모든 전 역사가 놓여있다는 것은, 어떤 동경 뿐 아니
라,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거기에 외적 필연성, 세계관이라고 하는 인류의
일반적 상황, 표명을 위한 내적 절박성에 의해 여기저기로 밀고 들어온다(Klee, 1990,
pp. 99-100).”

자연대상의 정리는 이러한 내적 표명의 필연성을 동물, 식물 그리고 별 등에서 파악하고
묘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클레는 과학적인 분석 방법과 객관적 학문지식으로 이러한
정리활동을 수행한다: 그는 학문지식을 세계관 묘사의 장비로 본다. 이 같은 방법과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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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클레에게 내적 표명의 불가피성과 개념과 형상의 상반성을 가시적으로 만들도록 이
끈다. 그것은 곧 미술과 과학의 간학문적 접근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학습대상이 갖는 관
점이고, 대화에서 객관성 유지를 위한 선별적 주제이다(Otto, 1974, p. 218). 그는 이를
조형적 형상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클레에게 있어 학문지식과 그의 방법은 조형의 전제 조건이다. 클레는 미술활동은 형으로
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학문지식도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상기한다(Klee, 1990, p.
100). 그는 화가는 동․식물, 지구, 지구의 역사, 별들에 대한 정확한 자연과학 지식을 지
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을 나는 강조하는데, 그로 인해 마치 한 작품은 형으로만 존재한다는 오해가 발생하
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더 더욱 다른 측면에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의 가
장 정확한 과학적 지식인 식물, 동물, 지구와 이것의 역사, 별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아
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묘사를 위해 모든 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
우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의 공조에 대한 정신적으로 충만한 견해가 전체 세계 속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방향을 향해 형상들로 아무런 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이다. 우리에게 가장 깊은 정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
은,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 형상들을 손에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이다 (Klee, 1990, p.
100).”

그에게 있어 과학지식과 방법은 자연조형을 위한 도구이며, 인간의 정서를 고양시킨다.
그들은 자연의 아름다운 형상을 전달하며, 인간의 심정을 움직이고 그리고 인간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다. 클레는, 화가는 학문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이들의 형상에 근거하여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에 그 방향을 두고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다. 산술적, 기하학적 그리고 역학적 과제들은
학교교육으로서 요구된다.
“수학과 물리는 법칙형식으로 내적인 유지와 그리고 탈피를 위한 능숙함을 길러 준다. 여
기에서 먼저 완성된 형으로가 아닌, 곧 기능들과 관계해야 한다는 강요는 바람직하다
(Klee, 1990, p. 69).”

이러한 교육적 과제가 갖는 기능은 근본적으로 사물의 전경의 뒤를 조명하고, 이것들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클레에게 있어 학습은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인식하
다’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가시적인 것의 과거를 학습한다. 학습이란 또한 심도 있게 묻
는 것, 그리고 말끔히 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것은 기초를 세운다는 것과 분석한다는
의미이다(Klee, 1990, p. 69). 형식적인 것과 제조된 것은 괄호 속에 묻고, 그 대신에 시
간적인 성장과, 원인과 작용의 관계를 배워야 한다. 이러한 독특한 이해의 제한은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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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보자는 것이다. 학습은 논리적으로 관계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구조한
다. 그것은 학습자를 사건에 객관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능력이다(Klee, 1990, p. 69).
사물에 대한 학습의 이러한 요구는 과학에 그 방향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학습대
상과 함께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논증적인 태도로 학습해야 함을 지시한다.
클레는 개념과 사물의 관계를 식물에 그 예를 둔다. 그리고 실험은 과학과 조형의 직접적
인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기초과학 지식이 사용되고 있다. 클레는 식물의 성장을 물질
의 역학적인 항진운동으로 보고, 이 역학적인 운동은 조형대상이 된다. 식물은 정적 상태로
부터 역동적 새로운 형성으로 넘어 간다(Klee, 1970, p. 3). 이 사실에 주목하여 클레는
계속하여 학생들에게 잎파리의 줄기에서 배열하는 에너지를 관찰하면서, 사실적으로 잎파
리들을 그리게 한다(Klee, 1970, p. 3).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상이한 부분적 형상들은
전형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이 분석된 전형들은 개념으로 정리되고, 기록된다(Klee,
1970, pp. 5-7). 개념에 의한 사물분석은 그들의 짝 조형요소를 얻는다. 이러한 조형요소
는 다시 역학 개념으로 다르게 변화 받아 조형적인 표현력을 얻는다(Klee, 1970, pp.
5-7).
클레에게 있어 사실에 적합한 정리는 조형요소의 성격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선과 면의
요소가 그것이다(Klee, 1970, p. 7). 클레는 개념의 응용을 더욱 더 조형 수단에 확장한
다. 그는 두 번째 예증으로 ‘식물’에서의 개념과 조형요소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는
정력학과 동력의 역학적 관점 하에 식물의 운동원리를 부각시킨다. 이 두 번째 보기에서는
식물의 활발한 운동형과 그들의 유기적 관계들을 다룬다(Klee, 1970, p. 64). 클레는 그
의 조형론에서 식물의 유기적 관계를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 자세히 관찰할
것을 요구한다. ①기관들의 형태에 주의 ②이들 형태를 강조하여 묘사할 때 주의(Klee,
1970, p. 64). 클레에 의한 식물의 유기적 형의 묘사와 이들의 유기적 관련성들에 대한 개
념과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Klee, 1970, p. 64): I. 기관, 활동적, 활동적 힘은 싹이
트는 곳인 기저이다. 관련 복합체인 후무스, 씨앗, 영양, 성장, 뿌리내림은 형 I을 보여준
다. II. 기관, 매개적, 빛과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숨쉬는 기관이 형성된다: 하나 둘의 떡잎
과 다시 잎파리들 그리고 다시 잎파리들. III. 기관, 수동적, 결과로서 식물이 완전 성장을
나타내는 꽃망울.
활성적 기관을 남성적 기관으로 표시하고, 꽃수술과 꽃가루, 매개적 기관은 곤충의 중계
를 통해, 그리고 수동적 기관은 수정된 씨앗에 의해, 즉 여성적 운동원리, 열매로 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클레는 하나의 생물학적 성 용어, 즉 양극적인 생물학적 운동원리로서
‘남성적-여성적’을 기록한다(Klee, 1990, p. 354). 이 이원법적 운동원리는 상이한 성장
형을 드러낸다. 이 성장형에 클레는 조형요소를 관련시키고 그것들을 전형화 한다(Klee,
1990, p. 354; 김경순 1, 2001, 44. 표 2 참조).
이러한 유기적 형상과 개념 ‘남성-여성’은 또 하나의 다른 마이크로코픽하고 메크러코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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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과 형상의 확장 실험을 경험한다(김경순 1, pp. 112-117). 예를 들어 식물적 기관
을 마이크로코픽과 메크러코픽으로, 개별성과 분리성으로 전이한다. 꽃봉오리가 개별적인
것은, 그것이 셋 또는 일곱 개의 부분으로, 그리고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경우이다. 이를테
면, 개별성은 수로서 더 이상 불변한다. 꽃봉오리의 본질은 그러므로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
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개별적이다(Klee, 1990, p. 257). 분리성은 개별성에 반해 분
리에 의해 변화 가능하다. 그로 인해 하나의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마이크로코즘적 형은
어떤 한 꽃봉오리의 물리․생물학적 역학 구조에 관계한다. 반면에 잔디 위의 많은 꽃들은
예를 들면 메크러스코즘적 형으로서 가시적 현상세계에 관한다(Klee, 1990, p. 257).
식물에 있어서 개념과 형상의 다양성은 사물과 이에 대한 많은 자유로운 묘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 둘은 밀접히 서로 관련한다. 개념과 형상의 무수함은 한 편에서는 묘사 가능성의
커다란 창고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식물의 존재 특성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클레가 식물의
예증을 통하여 어떤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가치는 다름 아니라 무수한 ‘형을 만드
는 역학적 에너지’와 그것의 묘사이다. 형을 만드는 역동적 에너지는, 즉 형상 뿐 아니라,
개념의 확장을 가능케 한다. 이 사실이 클레가 의도한 활동에서 학생이 자연과학에 관련한
간학문적 학습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취지를 지적해준다.
개념과 조형 수단의 관계설정은 클레에게 있어서 학습과 정리, 그리고 그리기이다. 클레
는 학습과 정리는 같은 의미라고 하였다. 이것들은 조형요소를 풍요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것들의 의미를 넓혀 준다. 이에 관련하여 학습자는 개념을 통한 의미와 조형적 특징에 방향
지도를 받는다. 그리고 현 세계를 넘어, 비가시적 대상의 본질경험에로 들어선다:
“화가는 무수한 조형적 세계에 종사했다. 그는 스스로 ...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사리에 밝
게 되었다; 아주 평온함 속에. 그는 현상들과 경험들의 사라짐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지도 받았다.(Klee, 1990, p. 82)”

3) 본질적인 것(Wesentliches) 그리기
현상과 경험을 초월하여 볼 수 없는 ‘근본적인 것’에 이르는 것이 학습자의 과제이다. 대
상의 본질성은 묘사되어야 한다. 클레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학습자와 사물의 관계에서 생
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 화가에게 수액이 품어 오름은 화가를 통해 그리고 그의 눈을 통해 솟아오르기 위해서
이다. 그렇게 그는 그루터기의 자리에 서 있다(Klee, 1990, p. 82).”

학습자는 인지한 비시각적 인상들과 상상들을 작품에 전이시킬 것을 요구받는다(Klee,
1990,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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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질이란 학습자에게 경험을 통해 사물이 철저히 신체적 공감을 통해 인지된 것
과, 그리고 볼 수 없는 인상들과 상상들이다. ‘볼 수 없는 인상들과 상상들’은 사물의 분석에
서 오는 사물의 내면의 형상이자, 또한 이것은 화가의 지각인지에 의해 발생되는 우뇌적 상
상력의 발현이다. 이것들을 학습자는 그의 작품에 옮겨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클레에게 있어 두 가지 점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시작의 근원이 되는 것과 활동적인 것이다. 이 두 분력은 역동적 에너지로 이해될
수 있다(김경순 1, pp. 53-67, pp. 68-69). 시작을 이루는 근원적인 것은 에너지, 그리
고 정자 또는 난이 이에 속한다(Klee, 1990, p. 17). 이것들은 외형적인 운동의 출원지이
고, 본질적이고, 특수한 요소이다. 이것들의 이상적(理想的) 표현 수단은 점, 선 등이다
(Klee, 1990, p. 17). 이들은 생동적이고 활발한 운동으로 자극 받는다(Klee, 1990, p.
17). 역학적 에너지와 형상 능력이 있는 선이 된다. 본질적인 것의 이 두 시각은 원인과 작
용의 인과 관계를 갖는다.
둘째, 씨앗으로부터 꽃봉오리에 이르기까지 식물의 발달 전형에 있다. 식물의 발달단계는
무수한 형상을 보여준다. 식물발달의 다양한 단계에는 각각의 본질형에 관계된 각각의 다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적절한 예로, 각 본질형은 개별적이고 분리되는 형상들에서
볼 수 있다. 분리에 의해 새로운 형상이 마이크로코즘적 형상들로 생긴다. 이는 분석을 통
한 형상의 증가이고, 그리고 이 증가에 의해 하나의 새로운 개별적 존재가 나온다(Klee,
1990, p. 257). 그러므로 존재형상과 거기에 따르는 개념은 식물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리
고 분석의 심화에 따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형상은 본질적
이다(김경순 1, pp. 112-117).
이러한 본질적 형상세계는 종합될 수 있다. 각 개별적 형상은 그들의 표현에서 본질적이
고, 고유의 사실에 맞는 의미를 갖고, 그리고 개념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풍부한 식물적 규
칙성을 갖고, 다른 형상들과도 조합된다. 묘사된 물체들은 전체 식물을 표현하지 않고, 여
기에서는 단순하고 자유롭게 꽃의 성장과 열매를 지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 형상은 존재
의 특성을 그들의 선명한 형상에 색인시켜 신비스러운 회화적 성격을 발산해 낸다. 이 형상
들은 현상세계에서 따 온 것이 아니라, 꽃과 열매의 볼 수 없는 식물 내부기관을 볼 수 있게
표현된다. 이 형상들은 또한 ‘객관적 식물성’에 의해 상징적인 표현의 힘을 얻어, 마치 물리
학적 또는 생체-생물학적 원형들 같다. 이러한 과학지식에 방향을 둔 치밀함과 면밀성으로
형상들은 예술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표현의 ‘전아함’을 가질 뿐 아니라, 재치 있고 훌륭한
미학적 극치에 이른다. 달리 표현한다면, 경험을 통해 사물이 철저히 신체-정신적 공감으로
인지되고, 사물의 비가시적 세계가 이와 같은 인상들과 상상들로 승화되어 가시화된 것이
다. 이러한 대상 내부의 지각을 가시화하는 것을 클레는 본질적인 것의 표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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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
위에서 든 예에서 클레의 배우고, 정리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 그리기는 조형적인 것과
인지적인 것의 만남이며, 또 이 교수법적 세 가지 핵심 개념들은 클레식의 ‘학습․정리․그
리기’라는 간학문적 접근에서 교수법적 문제의 중요한 한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 클레의
조형론은 간학문적 접근에 모범적인 방법으로서 가르칠 수 있다. 그의 간학문적 자연연구와
그에 필요한 학문적 지식은 많은 조형범례, 미술 개념들 그리고 방법적 절차방식을 자극한
다. 그 가능성은 오늘날 다음과 같은 미학적․간학문적 학교교육에의 적용 관점을 갖는다.
첫째, 클레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경험과 구체적 상상을 미술활동에서 요구한
다. 이는 인간을 자연과 관련시킨 관점이다. 자연은 그 자체가 추상조형, 경험과 실험을 위
한 예이다. 자연은 그의 유기체적 관계 속에 법칙성을 갖는다. 이 법칙성으로 자연은 학습
자에게 조형방식을 제시한다. 여기에 학습자에게 과제가 부여되는데, 그것은 자연을 인식하
는 것과 그것을 예술적 조형으로 만드는 것이다. 클레에게 있어서 미술작품은 우주적 생물
학적 세계를 운동형, 이것을 따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미술은 학습과 정리를 그의 활동에 관련시켜야 한다. 명확한 지각에 이르기 위해
우리의 지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물리학적 또는 생물학적 지식을 극복해야 한다. 이 난제는
학습자에게 사물의 전경과 뒷면을 상세히 구별하고 파악할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서 해결된
다. 클레에 학습 또는 정리는 조형방법을 위한 전제로 이해되고, 또한 그것은 계열화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계열화를 통해 사물의 형들은 분석적으로 개념으로 파악되고 상세히
된다. 학습과 정리의 문제제기는 곧 방법적 문제제기에 상응한다. 어떻게 타 학습과목들을
미술에 관련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조형수단을 통해 적합한 의미로 표현할
것인가.
셋째, 학문에서 온 개념들은 학습자에게 사물을 그들의 형의 다양성으로 사실적이고, 분
석적이고 주제적으로 볼 것과 구별하는 것, 그리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돕는다.
넷째, 사물을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경험과 내적 감정과 직관을
각성시킨다. 학습자의 집중적 연구 시에 분석적 관찰과 주관적 지각력은 공조한다. 이것은
학습자의 감수성이 섬세하게 되는 것과 사물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학
습자가 더 깊이 사물을 분석하고 논증할수록 더 명료하게 사물의 본질적 특징이 학습자에게
나타난다. 이것은 사물의 본질적인 것의 묘사와 인식형식이다. 존재형은 그 자체가 대상의
전체를 대리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는 클레에게 있어서 분석을 통한 지도의 필요성을 뜻한
다. 개념을 통한 사물분석은 조형방법을 찾는 것과 자유로운 묘사를 위한 방향을 잡아준다.
분석적 관찰과 행동에 관한 것으로 클레에게서 다음과 같은 개념사용을 만날 수 있다. 보
다, 만지다, 인식하다, 심화하다, 논리, 열어 놓다, 분석하다, 지양하다, 삽입하다, 구별하
다, 조합하다, 조직하다, 생산능력, 논증하여 기초를 세우다, 사실적으로 만들다, 수미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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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을 세우다(Klee, 1990, p. 63). 이러한 분석적으로 그리고 방법적으로 유용한 개
념들은 포괄적인 분과지식을 다루는 것을 요구하고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타 학습과목으로부터 개념들을 미술에 관련시키는 것은 사물을 추상적으로 다르
게 보게 하고, 그리고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고 묘사하게 한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식물 경
우, 이 식물의 유기체의 단일성과 분리의 특징 또는 선과 악 등이다. 이러한 시각은 미학적
대상을 부각시키는 것을 돕는다. 이 사실은 곧 전체적 교육에 관한다. 사물은 다양한 개념
적 관점으로 고려되고 부각된다. 이 다양한 관점은 학습주제일 뿐 아니라, 또한 미학적 대
상이다. 학문적 개념들은 이러한 이유에서 한편에서는 대상과 개념간의 사실적 관련해명을
장려하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상징적 표현에 조력한다. 물리학적 역학, 즉 정력학과 동력
에 대한 지식은 운동, 에너지, 공간과 시간 등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그의 존재를 확장된 관점 하에 인식하고, 그의 제한된 세계를 극복하고 그리
고 세계관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전망을 얻는다. 여기에서 학문적 개념은 형이상학적 또는
상징적 의미로 피복화되고 추상적으로 표현된다. 각 개념에 따라 학습자들은 상이한 표현과
해석을 갖는다.
여섯째, 예술가 또는 형성(形成)하는 자로서 관찰자에 대한 클레의 견해는 우주와 지구사
이의 중심에 놓여 있다. 분석적 절차에 있어서 예술가는 창조적인 것의 각성자로서 역할한
다. 학습자는 그러므로 중계자이며, 또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자이다. 학습자는 자연의 일
부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의 창의성은 창조적인 자연과 함께 유사성을 갖는다.
일곱째, 학습주제에 대한 감각-신체적 경험과 실험을 직접적이고 미학적 인식체험으로
이끌고, 대상은 개별적 이해와 느낌의 중계자가 된다.
여덟째, 학습주제는 학습자의 생활세계에 속한다.
아홉째, 클레의 미술교육이 초등학교교육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습주제를 아동의 흥미
에 맞추는 것과 사물학습과 또는 타 교과목과의 간학문적 접목을 필요로 한다. 그의 미술교
육은 전체적인 학습에 적격하기 때문이다.

Ⅲ. 오늘날 독일 초등학교의 사물학습과 미술학습에서의
간학문적이고 미학적인 미술교육의 이해
1. ‘간학문적(interdisziplinaer)’이란?
독일 초등학교 사물학습과 미술학습에서 ‘간학문적’ 이해는 혁신적으로 미술교육 분야에
서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활발히 고찰되어 왔다. 먼저 이 용어의 이해는 사물학습분야에서

- 101 -

보면 그 필요성을 상당히 뒤늦게 자각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20세기에 이 두 영역에서
‘간학문적’ 이해를 고찰해 보겠다.
학술용어 사물학습과 다면투시성은 ‘간학문적’ 개념 설명을 위한 핵심 개념이다. 집합개념
‘통합(Integration)’,

‘간학문적’,

‘다면투시성(Mehrperspektivitaet)’,

‘과목을

넘나드는

(faecheruebergreifend)’은 개혁교육가 베르트홀드 오토(Berthold Otto)에 의해 시작되
었던 전체학습 조직에서 유래한다. 오토의 전체학습 조직에 있어서 모든 학습영역은 하나의
대비되는 탄력관계를 타 학습영역과 가져야 한다. 학교외적 학습영역은 내용과 방법적으로
지역학이라는 학습영역으로 흘러든다. 그리고 전체학습은 학생의 개별적인 전체에 조력해
야 한다. 여기에서 이미 바이마르 초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정서교육이 대두되었다
(Baeuml-Rossnagl,

1988,

pp.

94-95;

Daum, 2000,

pp.

50-51;

Feige, 2000,

p.

65).
70년대 중반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집합개념 사물학습은 통합과 다면투시성의 복합적인 계
획들을 내용하고 있다. 이 것들은 일반적 행동능력의 조정과, 그리고 일상 과제의 해결에
관계하고 있다(Feige, 2000, p. 67).
사물학습의 구상은 그의 발달과정 안에 변화를 경험했다. 예를 들면 학문, 다면투시성,
상황, 모델차원 그리고 일반교수법 등 다양하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 수업계획들이 그것이
다. 각 연방주 간에 사물학습과 그리고 그의 용어의 정의, 계획 그리고 목적설정 등은 다양
하게 이해되고 있다(Ragaller, 2000, p. 177).2)
다면투시법적 수업에 있어서 ‘사물과 아동’은 논쟁 대상이 되었다. 사물학습은 학생의 욕
구 뿐 아니라, 사물의 요구 조건에도 그 방향을 같이 해야 한다. 내용은 사물 영역에 따라
정선되었다. 예를 들면 동물과 식물이 그 것이다. 이러한 정선된 주제는 학생과 대비하여
다양한 분과 과목 차원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아동과 지역’, ‘아동과 역사’, ‘아동과 풍경’
등이다. 사물의 이러한 차원은 분과 차원적인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학생환경의 단면으로 계
획되었다. 학생은 이 단면들을 그의 일상 환경에서 만난다. 다면투시성과 비교해서 ‘통합
(Integration)’은 과목을 서로 거미줄 쳐 연결하는 종합적 조직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퀜라인(Walter Koehnlein)에 따르면 이 통합은 교육프로그램의 일차원성과 사물학습 관
점의 분리화를 해소한다. 통합은 상호간의 여러 가지 사고와 접근방법을 연결한다. 그것은
통합적인 조직화 없이 단지 열지우기 식의 분과 총체와 구별된다.
다면투시법적 사물학습은 무엇보다도 물리, 화학, 기술, 생태학, 생물학, 지질, 역사, 사
회학의 분과 과목 관계들을 포괄한다. 퀜라인은 그러나 GDSU 1999 빌레펠드(Bielefeld)
에서 그의 사물학습을 위한 제3 방향관점에서, 다른 초등학교 교과목들과의 조직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어, 수학, 미술 등이다(Koenlein, 2000, p. 136). 이 과목
들이 사물학습에 관여하게 되는 전제조건은, 각 과목들의 특수한 권한에 변화 없이 학교 교
육과정으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과목을 넘나들면서 조합해야 한다. 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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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 따르면 사물학습의 다른 교과목들과의 이러한 조직은 오토(Berthold Otto)의 전체
학습과는 다르다(Koenlein, 2000, p. 138).
21세기에 들어서는 시점에 퀜라인의 통합적인 조직 내에서 특수적인 각 분과의 성격과
권한 인정을 고려한 관점은 적절한 시각이다. 예로서 계속 관계되는 예술적 분야들은 다감
각적 학습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 과목들의 지각적 학습능력 효과들은 증명하기 어렵
고, 학습상황 안으로 이끌어 주는 안내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이언(Bayern)주나
라인란드 팔쯔(Rheinland Pfalz)주에서는 간학문적인 프로젝트를 지시한 경험영역과, 활
동영역에서 분과 특수 활동들을 경험영역과 분리하여 활동함으로서 교수법적인 문제를 이
두 활동영역을 분리시킴으로써 해결하고 있다(김경순 4, 2001; Otto, 1969; Otto,
1974).3)
그러므로 사물학습은 과목 관계와 통합 사이에서 경험영역 주제들과 경우에 따라서 프로
젝트수업에 내용영역들을 중계해야 하는 매체이다. 사물학습은 퀜라인에 따르면 간학문적
이고 다면투시법적 교수법에 의한 방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법은 통합에 의해
고루한 단일 교과목적 교육프로그램의 협소한 사물학습의 관점을 해결한다. 또 학생들에게
간학문적 주제와 이것들의 내용영역을 중계할 것을 조력하고, 학생들에게 기반을 놓는, 그
리고 다면투시법적인 경험들과 식별력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주제들과 내용영역들은
구체적인 학습모형들로 묘사되어야 한다. 간학문적 통합은 그러므로 퀜라인에 따르면 다면
투시법적인 사물의 중계를 돕는다.
개념

‘다면투시법적(mehrperspektivisch

또는

vielperspektivisch)’은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학생의 조형능력 발달단계 관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간학문적 학술용어로 이해될
수 있다. 빛의 투시 또는 원자의 투시는 그의 측정을 위해서 일정한 위치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어느 일정한 지점으로부터 스펙트로그라프 내에 있는 어떤 한 별의 온도를 측정할 경
우, 또는 별의 빛을 글라스프리즈마에 반사 할 경우, 별의 고유한 스펙트럼은 더 많은 색채
의 방사선들 내지는 분광띠들과 분광의 강조들을 동반하며 나타난다. 이것들은 온도의 증
가, 감소와 관계있고, 비율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다. 이 스펙트럼은 그러므로 하나의 양
적이고 질적인 분광띠들의 종합이다.
다면투시법적인 공간묘사를 아동화에서도 볼 수 있다. 아동들은 그들의 주변 어느 지역
을 묘사할 경우, 조감도법(Vogelperspektive)으로 그 곳의 주변지도를 묘사한다. 사람은
측면투시법으로, 상이한 길가에 있는 많은 호구의 열은 종이를 돌려가며 그린다. 예로서 아
동은 180˚ 각도로 그림종이를 돌려, 이쪽과 저쪽 길가의 집들을 그의 시점이 옮겨가는 길
에 따라 융통성 있게 묘사한다. 많은 가구들은 이동된 투시에 따라 각 도로의 측면에 상응
하게 나타난다. 사물의 투시는 따라서 아동의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면투시법적’으로 변한
다. 이는 비단 아동화의 현상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의 근본적인 세계파
악의 방법이다. 동양화에서 시점의 다양한 이동 가능성이나 인간의 대상 파악에 다면투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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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정 등은 서양의 관찰자의 시점을 한 소실점에 맞춘 중앙원근법적 시각과 상이하다.
물리학적 스펙트럼들과 아동의 자기중심적인 공간묘사를 학습영역으로 전이해서 본다면,
과목의 관계형성으로 생기는 스펙트럼들은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등 다양한 통로들로 구
성된다. 퀜라인은 이것을 ‘다면투시법적(vielperspektiv)’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스펙트럼
들은 아동적 세계관에 상응한다. 과목의 관계화는 다원적이고, 분과적으로 설립된 스펙트럼
을 다양한 통로로 중계한다. 사물학습의 교수법은 그러므로 다원적이고, 분과적 인지 방법
들의 스펙트럼과 세계 투시에 관여해야 한다. 이 세계 투시는 사회와 자연과학 현상과 학생
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관점은 사고의 자유, 사물에 관련된 흥미 그리고 열린 대화
를 위해 있다.
퀘라인의 다면투시법적 견해와 사물학습 주제와 내용의 개방 요구는, 사물학습이 인지적으
로서 뿐 아니라, 또한 감성적․미학적인 학습활동들도 포함해야 함을 지시한다. 그리고 퀜라
인의 견해들은 또한 이러한 감성적․미학적인 학습활동들을 사물학습에 유입하려는 일련의 초
등교육가들, 예를 들어 베버(Ernst Weber), 아우스트(Siegfried Aust), 오이커(Johannes
Eucker), 달만(Gerhard Dallmann) 보이믈 로쓰나글(Maria-A.

Baeuml-Rossnagl) 등,

노력에 그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소홀히 된 감성적 학습능력을 사물학습에서 인
지․지각적 학습활동들, 각 과목들 간의 학습방법이 상호보완적으로 거미줄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교육과정 계획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뜻한다.
20세기에 미술교육은 타 학습 교과목과의 간학문적 시각은 베버(Ernst Weber)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베버는 20세기 초, 정확히 1907년 학술용어 ‘미학적 교육’을 간학문적
교수법적인 중계형식으로서 그의 책 “기초교육학으로서 미학”(Weber, 1907)4) 그리고 “미
술교육과 교육미술”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간학문적 미술교육의 방향을
내리고, 이를 위해 미술적 성격을 지닌 교수법적 매개를 기초했다. 그리고 모든 수업과목에
서 각각의 실제적 예증들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답을 마련한다. 즉 자신의 미학적 교수법적
매개가 학문적 지식에 어떻게 관계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해로운지 또는 유익한지에 대해
보기를 들어 답했다. 그는 모든 수업은 미술적인 수단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에게 있어서 미학적인 것이란 두 가지 점에서 교육 목표학이다. 첫째, 그것은 과목과의 관
계화를 위한 방법적 원리이다. 둘째, 그것은 또한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과학, 윤리
그리고 종교 통합의 촉진을 위한다. 미학적인 것의 과제는 독일 청소년을 미학적으로 교육
해야 하는 것이다(김경순 3, 1999).
베버는 예술적 수단을 한편으로는 교수법적 접근 방법으로 쓰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술을
다른 과목들은 돕기 위해서 이것들과 연계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교육은 베버에게 있
어서 간학문적 과목관계에서 지식의 중계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근본적인 전 과목의 목표
학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상이한 각 과목의 권한은 유지된다. 베버의 간학문적 구체적 예
는 현행의 교육가 아우스트, 오이커 그리고 제2장 나의 프로젝트를 통한 실험 결과들과 부
- 104 -

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상응점은 미학적 관계화가 간학문적인 사물학습을 위해 중요한
가치를 활동프로그램으로서 갖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간학문적 학습내용, 학습재료 또는 조
형재료가 교수법적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이다.
1979년 아우스트에 의한 미술교육의 사물학습에 대한 관계 연구는 과목의 권한 문제와
교수법적 맥락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모범적인 예이다(Schneider, 1988, p. 203; Otto,
1969; Otto, 1974).5) 아우스트는 사물학습에서 드로잉과 그리기의 필요성을 구체화 할
것과, 그것들의 미학적 교육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도한다. 그의 교수적 방법과 그의
목표설정은 현행 다면투시법적 사물학습의 계획에 기초하고, 구체적 사물학습의 학습내용
에 관련시킨다.
아우스트, 오이커, 보이믈 로쓰나글 그리고 퀜라인 등의 새로운 숙고들은 그룹 분과들 내
에 미학적인 교육의 자명한 위치를 상이한 강조로 초등교육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교육프로그램은 간학문적으로, 사회-자연과학적으로 그리고 미학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들과 비교 할 때, 클레의 과목을 넘나드는 미술교수법과 본 논문의 제2장에서
프로젝트 연구 결과들(Kim Gyong-Soon 1, 2001, pp. 132-222)은 위의 초등교육 연구
자들의 요구를 확증한다. 즉 미학적 교육과 감각의 교육은 다른 분과 과목들과 비교해 볼
때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사물과 미술학습의 간학문적 활동에 새로운
교수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의 프로젝트 연구들은 미학적 교육은 분과 전
단계적인 예비활동으로서 그리고 지적 학습활동과 무관한 부수적 활동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2. 사물학습과 미술학습의 관계
베버에게서와 같이 달만과 오이커는 사물학습을 미술교육에 또는 사물학습에 미술교육을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관련시킨다. 이 간학문적 학습활동에서 학생의 활동모형은 다른 분과
적 관점으로 관찰될 수 있다. 이들이 문제삼는 사물학습에서 활동모형들은 미학적 활동을
고려해서 볼 경우, 두 가지 차원을 갖는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식물을 심고, 돌보고, 측정
하고, 파악하고, 냄새 맡았을 때, 활동 놀이공간과 경험 가능성에 어떤 작용이 발생하는가
(Dallman; Eucker, 1987, p. 5)? 이 문제는 사물학습에서 미학적 학습과의 관계, 그리
고 사물학습과 미술학습이 부합될 수 있는 맥락을 갖고 있음을 지시한다.
달만과 오이커는 사물과 미술학습의 간학문적 활동관계를 구체적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인지(SU)6) ↔ 드로잉(KU), 수집하기(SU), 구성하기(KU), 전시(SU), 찍어
내기(KU), 측정(SU) ↔ 기록하기(KU), 시험해 보기 ↔ 표지 만들기(KU), 실험하기
(SU), 사진찍기(KU), 관찰(SU), 구성하기(KU), 묘사하기(SU), 형성하기(KU),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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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SU), 사진 찍기 (KU), 관찰(SU), 구성하기(KU), 묘사하기(SU), 형성하기(KU),
기록화하기(SU) ↔ 감상 (KU), 메모 ↔ 그리기(KU), 도식화하기(SU), 콜라지 작업
(KU). 이러한 상이한 활동형식을 통한 방법적 접근은 간학문적 사물-미술학습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두 학습분야 활동들의 조합은 간학문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교수법적
접근 방식의 관점을 제시한다. 엄밀히 보자면 사물학습은 기본개념들에 대해 다룬다. 이 기
본개념은 사고의 질서,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과 그 조직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학생
은 사물의 인과관계와 사회-문화적 특성을 통해 사고에 질서를 세우고, 스스로를 그 구조에
연결하여 학생 자신의 활동력을 발달시키고, 관용성을 키우며 그리고 자기구현을 한다. 오
이커에 의해 조합된 간학문적 활동들은 상호 활발한 활동절차이며, 학습내용에 따라 사물과
미술학습의 조직되지 않은 총체에서 모형적 구조화로 상승한다. 이러한 활동과정들은 학생
들에게 그러나 과목들 간의 분리 없이 포괄적인 학습과정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전체적 학
습상황에서 학생의 경험 스펙트럼은 확장된다. 그들의 흥미로움에 대한 욕구는 해갈되고,
현실구조는 관계로 이해되고 정리된다. 동시에 학생들은 사물에 다면투시법적으로 관련을
지우기 위해 사물을 자기 속에 그려보고, 사물을 더 넓은 지식획득에 적용하기 위해, 그리
고 더 많은 경험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통찰력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 그리
고 독자적인 표현을 형성하려 한다.
학습영역을 넘나드는 이러한 사물과 미술학습의 활동들은 교수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
을 요구한다. 첫째, 경험에 적합한 학습장소, 둘째, 학생과 시대성에 맞게 내용을 설정할
것, 셋째, 인지의 심화와 미학적 경험을 위한 예증적(exemplarisch)인 사물내용과 상세한
관찰 가능성, 네째, 간학문적이고, 다면투시법적인 사물과의 관련, 다섯째, 기본개념들과
의미의 일치, 재료의 실재성 그리고 조형재료들과의 맥락 형성이다.
다면투시법에 의한 분과 교수법적 문제는 학생에게 사물을 양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충
분히 파악하고, 그리고 사물의 질적 본질성 경험의 길을 열어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풍부
한 지각과 섬세한 미학적 표현 조건을 통해 가능하다. 미학적 경험을 위한 교수법적 자극들
로서 예를 들어 상세한 시각적 자료들, 클레식의 상반되는 개념의 관계 또는 대비되는 관찰
자료 등은 필수적이다. 이것들은 복합적인 관찰과 사물의 독특한 지각으로 이끌어 준다. 시
각적 자료들은 추상형상과 사물의 특징을 간파할 수 있도록 돕고, 명확한 주제를 선택하도
록 동기를 준다. 또 형상들과 이에 관련된 개념들 간에 그 상이성을 찾도록 하고, 그것들을
새로이 형과 개념으로 정리하도록 도와준다. 여기에서 학생의 미학적 느낌의 섬세함이 관여
한다. 사물과 미술학습에서 이러한 다면투시법적이고 간학문적인 활동관련들은 학생에게
전체적으로 사물의 복합성을 분명히 해 준다. 그리고 학생이 주관적 지각과 객관적 지식을
쉽게 정리하도록 돕는다.
이에 따라 간학문적 공동활동에서 분과 권한의 시금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간학문적 활동에서 증명될 수 있는 학습성취평가, 그리고 학습영역을 효과적으로 구별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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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단순한 전달체로 일반화 시켜서 보는 예가 그렇다. 달만과 오이커 그리고 나의 프로젝
트 연구결과가 증명하듯이 사물과 미술학습의 간학문적 활동은 그 가치가 과학적 증명에 있
지 않다. 그들 활동작용과 활동과정의 교류를 통해 두 학습영역을 내용적, 질적으로 심화
강화한다. 이 상호적인 역학은 간학문적 교육가치로서 부각되나, 예술적 활동은 그러나
아무런 통계학적으로 증명할만한 객관성 또는 양적 결과를 낼 수 없는 특수성이 분과 권
한 문제의 난제를 대변한다. 이러한 문제는 첫째, 간학문적 경험영역과 분과 특수적 활동
영역을 두어 각 과목의 특수성을 살리는 것, 둘째, 프로젝트 수업 방식: 오이커에게서와
같이 두 활동영역이 조합하여 실행될 경우, 셋째, 조합된 활동 가운데 각각의 체험과 경험
과정을 분류하여 평가하는 방식, 넷째, 각 분과의 특성을 인정하고 분과의 특성에 맞는 구
분된 평가 등은 간학문적 수업의 효과를 살리면서 질적 수업과 학습대상의 전체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미학적 활동은 질적이고 의미 있는 느낌이나 정서의 표현에 관여한다. 이 느낌은 학생이
그의 신체를 통해 사물을 지각적으로 인지하고 경험한 데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감정의 축
적은 또한 학생의 인지발달의 선행 조건이다. 사물과 함께 분과에 관련한 활동들은 간학문
적 수업 중, 즉 사물을 탐구할 때에 일어난다. 이들의 도구는 감각과 사고이다. 이들의 공동
적인 영향은 나의 프로젝트 연구 결과가 보여 주듯이 간학문적 과목의 연계의 필요성, 미학
적 영역의 인정 그리고 교수법적 전형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트로이데(Karin Treude)는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활동에서 뇌 기능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증명한다. 우뇌적 영
역은 지식획득을 위해 그리고 공간적으로 파악하고 상상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왼쪽 뇌를 필
요로 한다. 이것은 또한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신의 정보소화기능과 감각 기능은 하나
의 고리를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추상적 학습내용과 감각을 통한 경험들을 중계할 새로운
교수법적 모델 또한 필요하다. 구성적 지식구조 기능, 그리고 공간적 지각 기능을 사물과의
탐구활동을 통해 의식적으로, 활발히, 창의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화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묘사를 돕기 위해서 요구된다.
위의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예술적 활동은 타 학습에서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 교육을
통해 학생의 인성이 발달하고, 학생 자신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에 필
요한 것을 학습해야 한다고 교육을 정의 할 경우, 교육7)과 수업이 간학문적 학습활동에서,
예를 들어 드로잉이나 그리기 등 예술적 활동은 상징적으로 인지학습 과정에 관여하고, 지
각의 자료를 재현한다. 그리고 감각자료와 추상적 지식의 창의적 시각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활동들은 언어적 인지 능력에 의한 지식의 저장, 소환과도 비교할 만한 학생의 정신적
인 상상 활동이다.
예술적 활동은 학생으로 하여금 감각적 지각을 자신의 이해로 표현하게 한다. 이러한 예
술적 활동과제로부터 학생은 지식과 미학적 경험을 공간성으로, 그리고 의미에 맞는 맥락으
로 예증적으로 인지하고 볼 수 있게 묘사하기를 요구받는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러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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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식적으로, 그리고 매우 창의적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언어적 학습과 비교해 이것이 얼
마나 다른 ‘학습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한다. 이 다른 방식으로 지식과 경험의 표현은
평상시 수업에 과묵하고, 자기 표현이 어려워 활발히 보이지 않는 학생들에게 매우 효과적
인 자기표현의 기회이다. 놀랍게도 이런 학생들은 묘사 대상에 대한 그들 그림에 논리적이
고, 풍부한 이해와 상상력으로 대상의 인과관계를 형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미학적 조형적 활동은 자신의 표현의 기회이요, 사물학습에 대한 조형의 기회이며, 반추적
상상의 기회이다. 이는 비단 이러한 예술적 감각이 발달한 학생들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
은 아니다. 모든 학생들은 감각을 교육받고(인지적 측면에서), 지식을 형성하는(지각-감각
적 측면에서) 기회를 갖는 것이다(김경순 1, pp. 251-253).

Ⅳ. 결론-파울 클레의 간학문적 미술교육과 이것의
초등학교에 적용 필요성과 그 가능성들
클레의 간학문적․실험적 미술교육은 자연과학과 관계하며, 특히 초등학교에서 클레식의
간학문적인 미술-타학습과목과의 적용 여부는 나의 프로젝트들로부터 실증적 반향을 보여
주었다. 클레의 자연연구에서 만나게 되는 자연사물의 본질 파악이나 묘사는 간학문적 활동
의 본질적인 것을 대변하고, 간학문적 미학적 교육과제의 방향을 제시한다. 타학습과목으로
부터 학문적인 개념 적용과, 이에 대한 조형매체에 대한 논증은 미술-타학습과목의 접맥 방
식과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클레식의 삼각법칙 즉 개념, 사물 그리고 조형매체는 클레의 자연연구에서 본질적인 것의
경험과, 본질적인 것의 파악 그리고 조형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여기에서 자연사물은 일상
의 사물로 대치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적 분석과 개념과 형의 객관적 정리는 클레의 미술
교육에서 미학적 조형과정에 속한다. 그의 자연사물과의 실험적인 논쟁은 예술적인 가치 뿐
아니라, 간학문적인 가치평가도 얻고 있다. 여기에는 섬세한 관찰과 정리 그리고 관찰대상
특징의 계열화가 필수적이다. 달리 말하면 개념적인 정리와 지식은 조형미술활동에 전제된
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프로젝트 실험을 통해 증명된 것은 학습대상에 대한 클레식의 개념, 사물, 조형매
체는 아동의 학습대상의 전체적 파악에 필요함을 증명했다. 초등학교에서는 기본개념들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동은 사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사물의 넓은 스펙트럼
을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로 한다. 즉 학습주제의 관계형성을 클레식의 개념, 사물, 조형으
로 맺는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개념적인 정리와 지식은 학생들에게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다. 그러나 또한 개념설명 없는 학습대상은 사고와 상상에 질서를 주지 못하고, 이해지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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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 못하는 맹목적인 모사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나의 프로젝트 실험에서 나타났다. 그리
고 학습한 것에 대한 사물특징의 시각화는 학생의 인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시한다.
특히 고려할 점은 학생들은 개념에 대한 설명 욕구는 학습대상을 학습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것들을 형상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간학문적 활동은 논리적이고, 사실적이며 객관적 학습, 또한 질적이고 의미 있는 느낌이
나 정서의 표현에 관여한다. 개별적인 분과 수업은 그 활동이 단일하며 전체적 관계를 형성
하지 못한다. 미술활동은 곧 다양한 표현 가능성의 탐구이다. 이들의 도구는 감각과 사고이
다. 이들의 공동적인 영향은 간학문적 과목의 연계의 필요성, 미학적 영역의 인정 그리고
교수법적 전형이 계속 연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를 들면 7차 교육과정
에서 미적 체험․표현․감상의 세 영역도 간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될 수 있다. 7차교육과정
은 인지․정의․심동적인 측면을 고려한 전인적인 교육취지를 지시한다. 이 세 영역은 서로
밀접한 관련 하에 아동에게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간학문적 학습형태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미적 체험에서 자연, 조형, 생활이라는 세 주제들은 간학문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각 과목을 연계하는 관점으로 교수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연
은 어떠한 자연이어야 하는가’ 등은 주제의 예시적인 선발 문제에 관한다.
간학문적 활동들은 상호 활발한 활동절차이며, 학생들에게 과목들 간의 단절 없는 전체
적인 학습과정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전체적 학습상황에서 학생의 학습대상에 대한 전체적
인 확장된 경험을 하게 된다. 다면투시법에 의한 분과 교수법적 접근은 학생에게 사물을 양
적으로 다양한 분과방향에서 충분히 파악하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사물의 질적 본질성 경
험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준다. 이를 통해 사고의 자유, 학습대상에 관련된 아동의 흥미 그
리고 열린 시각을 가진 대화와 표현이 가능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각과 감수성을 풍부
하게 하고, 섬세한 미학적 표현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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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 번역된 각 장의 본문은 본인의 논문 원문에 약간 보충하여 번역하였고, 각주는 필요한 경우 외에는
생략한다.
2) 다면투시법적 수업으로서 “지역-사물학습(Heimat-und Sachunterricht)”은 예를 들어 1981년
이래 바이언에서, 1999년 이래 튜링엔에서, 그리고 “사물학(Sachkunde)"은 1987년 이래 베를린
에서 그 용어에 상이성을 두고 사용된다.
3) 미술교육에서는 이미 통합적(integrativ) 미학적 미술활동을 1960년대부터 시작하고, 간학문적 미
학적 미술활동은 1970년대에 개념정리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 활동해 왔다. 70년대의 이에 대한 비
판 대상은 그러나 간학문적 주제가 지나친 정치적 주제에 그 방향을 두었다는 점이다: 참조. Otto,
1969; Otto, 1974. 최근의 경우 1998년의 라인란드 팔쯔, 그리고 2000년 바이언 주의 교육과정
에는 이러한 간학문적 교유과정의 구성이 경험영역에서 주제에 따라 전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리고 각 과목의 특수한 권한을 가지는 활동은 활동영역에서 구별되어 행해지고 있다: 참조 김경순
4, 2001.
4) 미술교육에서 학술용어 ‘미학적 교육’과 ‘미술교육’은 구별 없이 사용되었다: 쉬나이더와 오토는 예를
들어 그들의 책에서 미학적 교육을 대문자(Aesthetische Erziehung)로 쓰는가 하면, 이 용어를
미술교육의 전문서적에서는 ‘미학적’을 문장 내에서 소문자(aesthetisch)로 기록함으로서 한 분과로
보기보다는 미술 권한적 특징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명사(Das Aesthetische)가 아닌 형용사로 사
용된다. 오토, 그리고 많은 다른 미술교육가들은 미학적 교육을 미술교육의 근본적인 한 범주로 본
다. 오늘날 독일 미술교육은 그 교육과제의 주개념으로 미학적 교육을 사용하고 용어의 정의까지도
내리고 있다. 오토에게서와 같이 나의 견해는 미학적 교육은 수업에서 하나의 교수법적이고 간학문
적 기능 뿐 아니라, 또한 미술교육에서 미술교육의 의의를 지시하는 중요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본
다. 전자의 견해에는 아동의 학습, 학습효과, 그리고 후자는 조형활동에는 학생의 감성과 인지능력
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에서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무수하다: 참조 Greenspan, 1999, Die
bedrohte Intelligenz, Muenchen
5) 오토, 쉬타우테 그리고 아이쎈 크레벹 등 이들 미술교육가들은 미학적 교육을 위한 과목을 넘나드
는 개념들인 ‘통합’, ‘과목을 넘나 듦’ 또는 ‘과목들의 통합’을 사용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이들에게
문화적, 사회적, 매체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그리고 환경에 관련하여 대화 내지는 설명, 관찰형식
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학적 교육은 각 연방주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문 쪽으로 방향을 갖고 이해되
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미술교수법 또는 미술이론에 관계되어 있다. 70년대 말에 초등교육
교수법은 하나의 다른 ‘학습규정’을 분과학문적인 교육과정 이론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오
토는 개념 ‘통합’을 이미 그의 많은 미술교수법적 프로그램 가운데 한 관점으로 적용했다: Otto,
1969, 2쇄(1쇄는 1963년에 발행됨). 오토의 미술교수법에서 예술적 활동 형식인 해석, 설명, 관
계화, 형식화, 정리, 구조화 그리고 계획화 등과 같은 개념들이 그 예이다. 이 개념들은 학문중심적
학습이론에 상응하고 있다. 이는 미술교육에서 개념 '통합'이 1960년대 이미 사용되었고, 1970년
대에는 오토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미학적 교육은 간학문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그
이론적 근거를 일반학교 교육이론에서 출발한다: Otto, 1974. 그러나 엄밀한 관점에서 보면 오토
의 통합적이고 간학문적 미술교육 관점은 이미 1970년대 이전의 베버, 클레 그리고 페니히 등의
미술교육사적 이론에 기저하고, 1970년대 교육이론의 변화에 미술교육적 관점으로 ‘간학문적’ 개념
정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6) 약자 SU는 사물학습을, KU는 미술학습을 지시한다.
7) 교육은 독일어로 ‘Bildung’으로 형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것의 동사형은 ‘형성하다 bilden’이
다. 그림 또는 ‘형상 Bild’의 그 어원적 유래는 이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미술에서 조형하다
는 또한 bilden으로 gestalten과 같은 의미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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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uflg.,

【Abstract】
Kim, Gyong-Soon

Issue in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between education of art and other subjects
Object-classes

educated

at

German

elementary

schools

is

different

from

state to state in their terminologies. Children are to go to elementary school
in Germany for four years and during that time take Object-classes, which is
mixed

with

such

subjects

as

physics,

chemistry,

practical

skill,

biology,

sociology, geology, history, ecology, and geography.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kinds of subjects which object-class include
became more and more various and were extended to mathematics, German,
art,

music

tendency

etc.
of

Those

today

multi-perspective
subject

could

displays

are

the

considered

view

of

'heterogeneous'.
the

subject

Such

lesson

a

with

in object-classes, and at the same time, indicates that no
be

multi-perspective

subjects

regarded

with

as

isolated.

integrative,

This

reciprocal,

tendency

stands

interdisciplinary

for

approaches

the
on

subject lesson, the purpose of which is so-called 'complete education' .
My article consists of three different parts.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Paul Klee´s interdisciplinary art education in his Nature Study. In that article
Klee scientifically argues on terminologies and forms for artistic forming, for
example on energy

and line.

My

article

will

here

focus

on the

term

'arrangement', learning, ordering, and shaping of essential things.
The second chapter explains about the term 'interdisciplinary'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subject lesson. The
differentiated
lessons

in

from
a

the

historical

term

'multi-perspective'

sense

and

art

and the

term 'interdisciplinary'
on

education,

the

and

basis

artistic

of

is

subject

developmental

stages of children. And there are problems with didactics and methodology
through

interdisciplinary

interdisciplinary

lessons

cooperation.
is

an

The

appropriate

- 113 -

first

principles

learning

of

didactics

in

situation(environment)

for

experience, the second suitable arrangement, and the third a interdisciplinary
method, etc.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summary.
Key

words

:

multi

perspective,

Paul

Klees

interdisciplinary

art

interdisciplinary, didactics and methodology through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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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