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Ⅰ-1

왜 문화예술교육인가?

이

병

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Ⅰ. 기본 개념
1. 예술교육(art education)
- 예술이해 및 예술성(예술적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 예술활동에 필요한 기술교육
- 예술가 양성을 위한 교육
2. 미학교육(aesthetic education)
- 미적 인식 : 인식의 방법(매개)으로서의 예술성(VS 과학성)
- 미적 관계 :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의 미학(숭고미)
- 미적 세계 : 의사소통과 학습의 내용으로서의 아름다움의 세계
(cf. 정치적/일의/언어의/교육의 세계 등)
- 미적 인식을 통한 인간/사회 계몽
3. 문화교육(culture education)
- 문화는 예술과 과학, 인간의 의사소통 방법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성
- 문화적 세계는 아름다움(미적) 세계를 포함한 그 이상의 것.
- 문화교육과 미학교육/ 예술교육의 개념적 차이를 인식
4. 문화예술교육
- 예술적 역량과 문화적 역량 모두를 향상/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 인식(해석)적 능력, 자기표현을 위한 기술적 능력, 문화 및 예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
개발 모두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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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당성
1. 내재적 근거
1) 인간학적(人間學的)인 관점
- “본능적 결여의 보완작업”
- 독일 철학자 아놀드 겔렌(A. Gehlen)
- “인간은 천성적으로 문화(文化)의 존재(存在)”라고 표현
- 인간은 문화를 매개체로 하여 행위의 가치를 창조하고 무엇인가를 행하고 만들어가는 존
재라는 것을 의미
2) 윤리학(倫理學)의 관점
-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기”
- 미쉘 푸코(M. Foucault)의 윤리학
- 실험적 사유와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감으로써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개성 있는 삶의 구현이 가능
- “자기자신에 대한 철저한 배려”
3) 인식이론(認識理論)의 관점
- “인식은 곧 학습이며, 삶이며 생활양식”
- 움베르토 마투라나(U. Maturana)와 프란시스코 바렐라(F. Varela)
- 예술적 인식과정은 인간의 학습과정을 자연스럽게 수반하는 것.
-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미적 인식작용은 학습으로 연결
4) 교육학의 관점
- “미적 교육을 통해 도덕적 인간으로...”
- 미적 교육은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자기 표현능력을 함양하고 조화로운 성숙을 이끄는 작
용으로 이해
- 계몽을 촉진하는 우회적 수단으로 미적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
5)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
- 현대 사회의 의미연관의 상실시대에 “다양화된 삶 속에서의 지향점 찾기”
-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는 인간의 자아의 확인을 통하여 복수(複數)성 속에서 독특성, 훈련/
연습, 그리고 자기시간의 인정을 의미하는 문화적 이해를 위한 하나의 의미 회귀를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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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용성의 근거
- 문화적 유산에 대한 입문
- 여가
- 지역 공동체/정체성 함양과 혁신
- 산업과 직업생활에 기초가 됨

Ⅲ. 의미와 기능
1. 의미(意味)
- 상징적으로 대변되는 현실에 대한 해석적인 습득의 과정
-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은 창의적 사고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의 인식적인 자기교
육이며 능동적인 활동
2. 문화예술교육의 세 가지 기능(機能)
1) 해방적(解放的) 기능
- 사회적 문제상황들(개별적인 위기상황이나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의식적인 노력
- 개별적인 체험의 능력과 의식의 비판적인 감수성의 고양과 실제적인 행위능력의 전
이에 도움을 주는 방책마련
2) 보상적(補償的) 기능
- 전문적이 아닌 전반적인 교육활동의 보완적 기능
- 문화적 능력이나 역량의 결여를 보완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계획을 위해 필요한 자유 공간을 제공하
고, 이에 대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역할
3) 치료적(治療的) 기능
-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혹은
완충
- 개개인에게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인 행위를 하게끔 유도
- 진일보된 사회적 의사표현의 가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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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내용적 영역
1. 교양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 성격/취향/정체성 형성
-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방식
2. 시민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 시민적 표현양식의 습득
- 문화와 생활양식의 표출을 통한 하위집단의 정치적 의사표현 촉진(청소년/여성/노인)
- 조직과 실천영역에서의 의사소통역량 강화와 조직(학습) 문화의 혁신
3. 직업능력개발로서의 문화예술교육
- 사회문화적 도구의 습득은 성공적인 삶의 밑거름
- 여러 직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문화(예술)적 역량”
- 기초직업능력으로서의 “다문화성역량”
- 문화예술분야의 직업적 자질 개발

Ⅴ. 최근의 동향
1. 교육과 문화의 정책적 만남
1) 교육영역에서 문화적 관점이 강조/확대되고 있는 추세
- 학교교육과정 및 성인교육에 있어서의 문화예술적 관점에서의 재구조화
- 학교/성인교육에 있어서의 미디어교육/학습의 중요성 부각
- 체험학습영역의 확대
2) 문화영역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
- 박물관/미술관교육 (Educator의 채용에 대한 요구 증대)
- 문화관광부의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강조
- 문화예술교육진흥법(안) 상정
2. 인적자원개발의 영역/주제로서의 문화예술적 역량
- 직업적 기초역량으로서의 “문화(예술)적 능력”
- 문화예술산업분야의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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