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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미술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정책의 대안으로서 학교 밖 미술 교사 학습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국내·외 미술 교사 학습공동체의 운영 현황 고찰, 일본의 공적연구회와 사적연
구회의 우수 사례 탐색, 베테랑 미술 교사 심층 면담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 동경도의 경우, 제도권 내
공적연구회에서는 내·외적 긴밀한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역량 있는 미술 교육 지도자와 교사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였고,
비제도권 내 사적연구회에서는 학습의 심화가 이루어졌다. 미술 교사 학습공동체의 지원 방안으로, 학습공동체의 의견이 정
책 입안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 소통 체제의 구축, 학습공동체의 실천과 연구 결과 공유의 기회 제공, 사적연구회 활성화
지원, 역량 있는 교사의 전문성 발휘 기회 확대 등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미술 교사 학습공동체, 미술 교사 전문성 신장, 학교 밖 학습공동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ways to support the revitalization of art teacher's out-of-school
communities of practice as alternatives to enhance the competencies of art teachers. To this end, the current operation state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art teachers’ learning community were reviewed, and two
excellent cases in Japan were selected and investigated. It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wo
veteran art teachers. The study suggested four plans to support art teachers’ communities of practice; establishing formal communication systems through which opinions of communities of practice can be reflected in policy input; sharing the practices and research of communities; supporting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communities of practice; and expanding the opportunities that professional art teachers can exercise their competencies.
KEY WORDS: art teachers’ learning community, art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out-of-school learning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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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 개혁의 핵심으로서 교원 정책 개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비단 한국의 상황만은 아닐 것
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수(teaching)와 관련하여 학습자, 학습 환경, 교수 전략, 교육과정의
구성과 평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이해를 기반으로 성립되기에 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전
문성 신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 매체의 발
달은 교사 역량에 대한 재개념화와 교사 전문성의 혁신을 요구한다.
미국에서 교사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
국가 경제적, 교육적 위기에 부딪히면서 전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교육 개혁을 단행하
였다. 1987년 국가교육전문성위원회(The 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를 발족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탄생한 국가인증교사위원회(The National Board Certification:
http://www.nbpts.org/five-core-propositions)는 오늘날까지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심 수단
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인증교사위원회(The National Board Certification Teacher:
NBCT)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의 어느 주에서든지 교사 자격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고 교
사가 될 수 있으며,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임까지 교사로서 일할 수 있거나 상여금을 지급하
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교사의 국가인증위원회(NBCT)에서 정의하는 현장 교사의
전문성이란 대학에서 배우고 훈련받은 지식과 기술, 연수 프로그램의 일반화된 지식과 기술이
아닌, 교육 실천의 장에서 맥락화된 지식과 기술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교사
가 학생의 학습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 실천 경험과 탐구, 교사 간 상호 협력을 통해서 창출된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전문성을 신장시켜 가는 교사 학습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1) 등에서는 교사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 교사가 된 이후에도 다양한 자격 인증
취득 장치를 제시하고 그 인증 기준으로 교육 실천의 장과 긴밀하게 연계된 교수·학습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에 대해 담고 있다. 또한 전문적학습공동체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라는 형태로 학교 구성원들이 학습문화를 구축하여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사회적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구
축하고 있다(곽영순, 임수연, 민재원, 이광우, 2014).
전문성을 갖춘 교사란, ‘교육과정의 목표와 학생의 요구에 대응하여 학생의 학습 경험을 조
직하고 학생의 높은 성취 수준을 이끌어 내는 자’라고 Day(1997)는 정의하였다. Day(1997)가
정의한, 현장에 뿌리를 둔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이를 최적화하는 기회와 경험, 그리고
동기화를 통해서 제고될 수 있다.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학습공동체에서의 학습의 특징으로 개인 간 상호 관계,
1) 영국의 리더 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부 사이트(Professional Development for School Leaders):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professional-development-for-school-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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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협력 학습, 실천적 지식(Hodgkinson-William, Stay, Sieborger, 2008; Little, 2002; Shulman &
Shulman, 2004), 집단적 자기 효능감, 교사 역량과 리더십, 반성적 실천(Vavasseur & MacGregor,
2008)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의 자율적 모임인 학습공동체가 전통적 교
사 교육의 대안으로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교사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
회와 학교 문화에 대한 변혁적 관점은 교사 책무성의 확대, 지식의 창출, 동료 교사들과 다른 교
육 전문가들과의 관계 변화, 지역 사회 및 대학과의 파트너십의 강화 등을 유도하고, 교사 학습
과 전문성 계발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서경혜, 2015).
곽영순 외(2014)는 미래 사회와 미래 학교변화를 강제하는 요인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구상
과 실행 역량이라고 밝히고,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을 교사의 학교 안 학습공동체 조직을 통
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
해 학습조직화를 지향하는 교사교육의 방향을 점검하고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편성하
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한국 토양에서 학교단위의 교사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
으로 단위 학교의 ‘학습공동체화’를 통한 집단지성의 학교 문화 구축, 단위 학교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지원 체제, 교사의 연구 및 학습 활동 지원 방안 등으로 제시하여 단위 학교 내
협력적 학습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조윤정, 주주자, 임현화, 박시영, 홍석희(2016)는 최근 단위학교의 개혁에 중점을 둔 학
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점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쇠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 안과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간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
밖 학습공동체의 쇠퇴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역량을 가진 인적 자원
을 키워낼 수 없다는 한계를 초래하였다.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했던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
았고,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만들거나 학교를 바꾸어 가는 데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었음을 밝혀,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학교혁신을 위해 학교 안 학습공동체 활성화에 주력했던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 안 학
습공동체 활성화에 치중한 결과,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이끌어 갈 리더의 역량을 제고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와 부딪혔다. 이에 2016년부
터 학교 안 학습공동체와 학교 밖 학습공동체의 연계를 도모하는 도/지역단위의 교육연구회의
연구를 지원하고 정책실행연구회를 통해 현장교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일반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행연구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구성되는 연구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6).
융합적 사고와 기술을 요구하는 현대와 미래 사회는 공감, 감수성, 창의성, 상상력 함양에
강점을 지닌 예술교육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디지털 시대에 매체의 융·복합적 현상이 확대되
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사상의 자유로운 소통이 일어나는 미술을 통해 현대 사회의 정신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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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양상을 이해하고 가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교육이 필요하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역량들(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의 다섯 가지 역량)은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염두에 두고 설
정된 것이다.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요구되는 교사의 미술교육 전문성도 분명히 달라지며, 교
사 교육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2019년 학교예술교육활성화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과제로 ‘학교 교육과
정에서 교원과 학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질 높은 예술 수업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원의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원’, ‘학교예술교육 모니
터링 지원 내실화’ 를 제시하였다(교육부, 2019). 그러나 정작 교실의 수업을 변화시키는 주체
인 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은 우수 교사 발굴 및 교원의 역량 강화 연구 등과 같이
개인 역량 발굴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다. 또한 교사의 자발성에 뿌리를 둔 교사연구회에 대한
지원 내용은 교사 연구회를 대상으로 신규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예술 감성 교수 학습 모
델 발굴한다는 것 등 지엽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종래의 개인주의적 학습에 기반한 도제적 접근, 학문적 접근, 또는 반성적 접근과는 달리
학교교육, 교육 정책,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맥락에서 근본적인 문제
를 제기하고 자신의 교육 실천을 변혁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며, 나아가 학교교육을 변혁
하는 변혁적 특성을 지닌 학교 밖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교육의 대안으로서 학교 밖 미술 교사 학
습공동체에 대해 탐색하여 교사의 미술교육 전문성이 신장되는 학습공동체의 체제와 운영 방
식에 대해 조사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 대상으로는 오
랜 역사를 지니고 협력적 학습 문화를 정착시킨 일본 동경도의 초등학교 도화공작과 공적연구
회인「동경도도화공작연구회」와 사적연구회인「뚝딱학원」을 선정하였다2). 일본 동경도는 도화공
작과 교사를 초등학교마다 배치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으나, 도화공작과 공적연구회
의 역사적 뿌리가 깊고 오늘날까지도 건설적 학습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
리나라의 제도권 내 학습공동체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사의 미술교육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의 구조를 바라보는 렌즈로서 Wenger, McDermott, &
Snyder(2002)의 학습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이하 CoP)의 개념(conceptual framework)을
적용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학교 밖 미술 교사 학습공동체의 국내·외 운영 현황과 교사 학습공
동체의 구조와 체제에 대해 고찰한다.

2) 공적연구회는 도, 구, 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도화공작과 연구회를 의미하며(제도권 내 학습공동체),
사적연구회는 리더 교사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모인 비공식적 연구회를 의미한다(비제도권의
학습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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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술 교사 학습공동체 현황 및 학습공동체의 구성요소
1. 국내·외 미술 교사 학습공동체 현황
1) 국내
국내 미술 교사 학습공동체는 교육부의 예술교과연구회 사업(http://www.katra.kr/)의 일환으
로 각 시도에서 운영되는 초등미술교육연구회와 중등미술교육연구회가 있다(교육부, 2019).
중등미술교육연구회(http://www.katra.kr/)의 경우, 활동 내용으로 신규 및 저경력 교사 직무
연수 실시, 세미나, 워크숍, 수업 사례 공유 등의 교사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교육과정
을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각 시도별 참여 교사 수는 4명∼
40여명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목표를 공유하고 실천을 발전시켜나가기 보다는 대개 교육정책
논의, 이론 탐색, 정보 공유 등으로 일회성 협의회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미술교과연구회(http://www.katra.kr/)의 경우, 일반적으로 담임교사가 미술을 담당하므
로 미술 교과를 주 전공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미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초등미술교사 학습공동체가 운영되는 사례가 발견된다. 예를 들면,
꿈꾸는 초등미술교육연구회 ‘하다(https://www.educolla.kr/bbs/page.php?hid=about-hada)’는 미
술수업 프로젝트 워크숍, 미술놀이, 미술수업 실패기, 미술수업 아이디어, 미술문화 소개, 개발
교구 등의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교사들이 모여 오프라인으로 디자이너와 연
계한 워크숍을 열기도 하였다.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초등교육에서도 향후 오
프라인뿐 만 아니라, 온라인의 형식으로 교사의 자발적 학습공동체가 생성되고 창의적인 아이
디어가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등의 경우, 한국미술교육연구회(http://www.katra.kr/)가 전국단위의 연구회로 1990년도에
발족하여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회의 체제는 전국 회장 1인, 부회장 5인(총무, 기획,
사업, 국제, 정책), 각 시도 회장 17인, 고문과 감사, 이사,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은
미술 교사 연구 및 연수 사업, 교사·학생 작품 전시회 사업, 출판 사업, 창작 활동 사업, 국제
문화 교류 사업 등이 있다.
교사의 역량 강화 정책은 지역별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을 제외하면, 교원 연수를 중심
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수 기관 중심의 자격 연수, 직무 연수, 특별 연수와 단위
학교 중심의 컨설팅 장학, 연구 수업, 전달 강습, 교내 자율 장학 등, 개인 능력 개발 중심의
국내외 교육 기관 학위 취득, 연구 수행, 개인별 연구 등이 있다. 연수는 우수 강사를 선정하
고 우수 강의 자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학교 현장 중심의 연수를 지원한다거나 연수
기관 인가를 통하여 연수의 다양성을 제고하거나 원격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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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고 있다(교육부, 2014).
그러나 일정 기간의 연수 시간을 이수하면 더 이상 관련 학습은 지속, 심화되지 않고 단절된
다. 또한 교원이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이끌어 가는 연수의 형태로 전환하려는 시
도도 있으나 대개 강의 중심으로 일방향 전달식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새로운 교육 정책이
도입되면 시행되는 하향식의 전문성 증진 프로그램은 모든 교육적 상황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서 현장 교육의 특수 상황에서 교사가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지식과는 괴리가
있다. 교사가 대학이나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적 지식을 획득하고 현직 연수를 통해
서 부족한 지식을 보충한다고 해서 불확실한 실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
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유용한 실천적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학습이 지
속적으로 심화·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국외
국외 미술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례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예비 미술 교사 교육
에 관한 연구(Day, 1997; Milbrandt, 2006; Unrath & Kerridge, 2009), 예술가-미술 교사 파트너십
에 의한 전문성 신장에 관한 연구(Kind, Cosson, Irwin, & Grauer, 2007), 수석 교사들의 개인적
인 학습 경험과 미술 수업의 실제를 탐색하는 것을 통해서 미술을 가르치는 것의 의미를 탐색하
는 것에 관한 연구(Anderson, 2000; Stout, 2002), 그리고 지역 학습공동체(residential learning
communities)를 통한 전문성 신장에 관한 연구(Charland, 2008) 등으로 학습공동체에서의 미술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다.
미술 교사 전문성 신장에 관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Day(1999)는 미술 교육의 새로운 동
향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다른 미술 교육자들과의 지속적인 전문적 관계를 가져야 한
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Milbrandt(2006)는 초보 교사와 베테랑 교사의 멘토링 관계 연구를 통
해, 초보 교사와 베테랑 교사들이 교실 안에서 예상치 못한 미술 교육과 관련된 실질적 이슈
를 공유하면서 지적, 정서적으로 전문성을 증진해 나갈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교실과 학교
의 벽을 넘어, 미술 교사는 평생 다양한 전문성과 수준, 다양한 경험, 다양한 지역의 미술 교
사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Stout(2002)는 전 미국에서 베테랑 미술 교사 30여명에게 설문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그
들의 미술교육 경험의 핵심적 이슈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교사의 철학과 개인적 배경, 교
육과 형식적 경험, 실제 교실의 사건과 실천, 영감과 전문적 분야에 대한 동기, 교육 트렌드와
이슈에 대한 성찰, 미래 미술 교육에 대한 관점, 새로운 교사 세대를 위한 조언, 교육과정 혁
신에 대한 관심, 학습자 다양성, 평가, 성취기준에 대한 이슈, 교육 예산과 자금 조달 등의 다
양한 반응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미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실제적 이슈에
대한 통찰과 현재와 미래 미술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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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10)은 미국 플로리다 주 리온 카운티의 미술 교사들이 자신의 미술교육 전문성 신장
을 위해 왜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문성이 함양되는지,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지, 자신이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에서는 어떤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지, 그리고 학습 공동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50여명의 초·중등 미술 교사로 구성된, 25년 이상
의 역사를 지닌 학습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초등학교 교사 13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개최되는 교사 협의회, 소규모 북 스터디 모임, 워크숍, 그리고 지
역 공동체 미술 교육 협력 프로젝트와 카운티 소속 초·중등학교의 학생 작품 전시회를 참여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하나의 교사 학습공동체를 구심점으로 하여, 그 안에서 개인적 필요에
따라 소규모의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전문성을 상호 학습하
여 발전해 나가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큰 규모의 중심 학습공동체 아래, 중심
학습공동체와 하위 학습공동체 간, 그리고 하위 학습공동체들 간의 학습 경험의 순환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윤활유의 역할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 바로 지역 미술관의 에듀케이터와
지역의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민간의 비정부 기관에 소속된 코디네이터이다. 이들은 교사 학습
공동체의 매월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 예술가와 전시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공동체 교사들
과 지역의 자원을 연결해 주며, 지역 학교들이 공동으로 미술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
하는 것을 조력한다. 교사 학습공동체와 지역 미술 자원 시스템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는 우리
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외에서의 미술 교사의 역량 증진은 주로 미술관 주도의 워크숍, 정부 기관 주도의 워
크숍, 자선단체 등 비정부 단체(NGO) 주도의 워크숍 등을 통해 꾸준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
다. 호주의 교육부에서는 Arts POP를 운영하여 전국 예술 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지원하고 있
다. 음악, 무용, 미술, 드라마 등 예술 분야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주별 웹사이트 정보 제공, 온
라인 강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 갤러리 프로그램 안내(https://artstarts.com/infusion-teachers) 등
예술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되, 교사 개별적으로 관심 분야나 필요 분야를
선택하여 공동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 강의의 예로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
스에서는 유료 단기간 워크숍을 제공하여 실용적이고, 실습을 통해, 교실에 즉시 적용할 수 있
는 기술과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한다(https://www.sydneyoperahouse.com/schools.html). 미국의
교육부에서는 Arts in Education-Professional Development for Arts Educators 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도 미국 교육부가 예술교육 전문가 프로그램에 약 7백만 달러
의 새로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14개 주의 20개 예술 교육자 팀에게 보조금을 지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50% 이상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재학 중인 유치원부터 12학년
(K-12)까지 음악, 무용, 연극, 미디어 아트, 시각 예술 분야의 예술 교육자를 위한 질 높은 전문
성 개발 모델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한 것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예술 교육 교사 학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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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활성화를 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https://innovation.ed.gov/what-we-do/arts/arts-in-edu
cation-professional-development-for-arts-educators/awards/)
미술관에서의 미술 교사의 전문성 증진의 통로로는 미국의 게티미술관(The J. Paul Getty
Museum) 사례를 들 수 있다. 게티 센터(The Getty Center)와 게티 빌라(The Getty Villa)에서는
교사를 위한 워크숍을 1∼2년에 1회(1일) 정도로 제공하였다. 이 워크숍에서 K-12 교사들은 게
티 미술관의 영구 소장품과 특별 전시회에 집중하여 미술 작품을 수업에 접목하는 실제 적용
가능한 방법을 배운다. 워크숍에는 직접 미술품을 만드는 활동과 강의, 관광, 게티 박물관 직원
들과의 소규모 그룹 토론 등이 포함된다(http://www.getty.edu/education/teachers/professional_dev
/index.html). 게티 빌라에서는 Villa Summer Institute라는 3일 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6∼
12학년 학급 교사들이 게티 빌라의 수집품 및 사이트를 통해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 대해 배
울 수 있다. 갤러리 조사, 사이트 투어, 토론, 강의, 실습 미술 활동을 통해 미술, 건축, 역사, 수
학, 식물학 및 기타 과목과의 학제 간 연계를 탐구한다. 그런 다음 이 과목들을 자신의 미술 수
업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 대한 기억에 남는 학습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나 게티 미술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교사의 전문성 증진 프로그램 및 자료는 2015년까지
제공된 것으로, 2019년 현재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스턴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에서는 미술 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타 교
사들 및 MFA 교육자들과 함께 박물관의 문화재를 교수 도구로서 활용하여 교실수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을 탐구한다. 2019년도 여름, 4-12학년 교사들은 동료 교육자들과 함께 심도 있
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고 미국의 미술에 초점을 맞춘 4일간의 교사 연구소에서 새로운 교육
전략을 얻을 수 있는 워크숍(https://www.mfa.org/programs/school-programs/teacher-professional
-development)을 제공한다. 한 달에 1회, 작가의 정체성, 성과 패션, 권력과 예술 등 미술 분야
이슈에 초점을 맞춘 교사 워크숍을 1∼3일 정도에 걸쳐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한다.
캐나다의 ArtStarts in Schools은 British Columbia 지역에 소재한 자선 단체로서, 도내 공립
학교 및 사립학교와 연계하여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청소년의 학습을 활성화시키는 광범위
한 예술기반 경험을 지원한다. ArtStarts(https://artstarts.com/infusion-teachers)의 주요 활동 분
야는 학교 공연 예약, 젊은 청중 발표자들을 위한 연례 쇼케이스 회의, 예술가 협력 학교 예술
교육 지원, 학교와 학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술가와 교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학습 기회 제
공, 젊은 아티스트와 청소년의 미술 전시회와 무료 가족 프로그램 제공 등이었다. 특히 미술
교사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여름 캠프는 교사들이 핵심 역량을 함께 탐구하고 이를 청소년을 위
한 예술기반 체험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nfusion Pro-D 워크숍은 전문 아티스
트가 후원하는 전문성 증진 자원 및 자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다.
국외 미술교사 전문성 신장에 대한 여러 사례는 주최가 정부 기관, 미술관, 지역의 NGO 단
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장에 바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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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미술 표현 기능 및 감상 활동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단기 연수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국외에서는 다양한 운영 사례는 많이 있으나 미술 교사 전문성 증진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
으로, 그 원인은 교사의 학습을 위한 다양한 통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
한 사례들은 그 안에서 공동의 학습의 장이 형성된다고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단
기간 참여하고 사라진다. 다양한 자원을 접하고 자신이 관심 있거나 필요한 분야의 지식과, 즉
시 교실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미술교육에 대한 철학의 논
의, 인식의 공유, 학습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현장 미술교육 문제에 대한 창의적, 탐구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2. 교사 학습공동체의 구성요소
학습공동체의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Eienne Wedger, Richard McDermott, William Snyder
(2002)가 제시한 ‘학습공동체를 위한 실제적 모델(A Practical Model for Communities of Practice)’
을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로서 활용하였다. 학습공동체의 세 가지 구조적 기본 요소는 일
련의 이슈를 정의하는 지식의 영역(Domain), 이러한 도메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과 이
들의 상호작용(Community),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발전시키고 있는 실천(Practices)이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학습공동체의 구성요소 중 도메인은 ‘공동체의 구성원 간 공유된 이해인 정체성’을 대표한다
(Wenger et al., 2002). 도메인은 단순히 공동체의 이슈나 문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인 학습을 요구하는 복잡한 이슈나 문제해결에 연합하도록 한다. 특히 공동체의 목적과 요구가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의 열정과 의지와 부합할 때 그 공동체는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도메인
은 개인적 의미와 조직의 전략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잘 정립된 도메인은 학습공동체에
지식에 대한 이정표를 제공하고, 동시에 조직이 최상의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학습공동체의 구조에서 또 다른 요소는 공동체 그 자체이다(Wenger et al., 2002). 강력한
학습공동체에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적 상호작용이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학습공
동체의 친밀하고 개방된 풍토는 탐구를 자극하는 영향력 있는 에너지원이다. 효과적인 지식
구조의 발전을 위해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웹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또는 온라인에서 공
유되는 좋은 수업 자료들과 달리, 학습공동체는 “상호작용하고 함께 배우고 관계를 구축하며
소속감과 상호 헌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그룹(Wenger et al., 2002, p. 34)”이다. 학습공동
체의 구성원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견해를 토대로 넘쳐나는 지식을 다루는 실
질적인 메커니즘을 확립한다. 이를 통해 부분의 합을 능가하는 사회적 학습 시스템을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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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개발된 상호 관계는 도움의 요청과 요청에 대한 응답 의지의
개방성을 촉진시키는 결정적 요소이다. 건설적인 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개인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참여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며, 구성원들은 학습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기여가 그들 자신에게 이익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믿는다.
학습공동체의 마지막 공통적인 구성요소는 ‘실천, 실행(practices)’이다(Wenger et al., 2002).
도메인이 CoP의 주제를 결정하는 반면, 실제는 CoP 구성원이 공유하고 개발하는 특정 지식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커뮤니티 회원들이 공유하는 프레임워크, 아이디어, 도구, 정보, 스타일,
언어, 이야기 및 문서(Wenger et al., 2002, p. 29)”가 포함된다. 구성원들은 학습공동체가 개발
하고 유지 관리하는 기본적인 실천적 지식을 배우기를 기대한다. 공유된 지식은 구성원이 자
신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사용된다. 그뿐 아니라 학습공동체는 현장에서 현대의
고급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본 지식과 다양한 방
법을 학습하면 CoP 구성원이 도메인 내에서 효과적으로 협력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Wenger et al.(2002)의 학습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개념에 따라, 미
술 교육의 특정 이슈들을 정의하고 명료화하는 ‘도메인’, 이러한 도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진
미술 교사 전문성의 상호작용적 관계인 ‘공동체’, 도메인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공유된 ‘실
천’의 세 개 영역이 균형을 유지할 때 건설적인 지식과 실천 기반의 학습공동체로 발전한다고
하는 학습공동체의 개념을 통해 본 연구의 대상 학습공동체를 탐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 문제 및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공동체 참여를 이끄는 촉진요인 및 학습공동체의 성공요인을 탐색하
는 데 있다. 일본의 공적연구회인 ‘동경도도화공작연구회(東京都図画工作研究会)’와 사적연구
회인 ‘뚝딱학원(ンギコ塾)’을 학습공동체로서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질
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도화공작과 교사들의 공적연구회와 사적연구회는 어떻게 발전되는
가? 핵심 질문을 구체화한 하위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공적연구회「동경도도화공작연구회」참여의 목적은 무엇인가?
2) 공적연구회「동경도도화공작과연구회」의 교사 참여를 지속시키는 외재적 및 내재적 동기
는 무엇인가?
3) 사적연구회「뚝딱학원」참여의 목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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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적연구회「뚝딱학원」의 교사 참여를 지속시키는 외재적 및 내재적 동기는 무엇인가?
5) 교사들은 학습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하는가?

2.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유목적 표집에 따라 정보제공자 총 9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초등학
교 도화공작과 전과 교사 9명이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선정 조건으로, 공적연구회 또는 사
적연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사이며, 경력의 다양성을 고려하였다. 1∼10년 경력
의 교사(4명)·11년∼20년 경력의 교사(2명), 21년 이상 경력의 교사(3명)로 저경력 교사, 고경
력 교사를 골고루 포함하였다.
사적연구회인 ‘뚝딱학원(トンギコ塾)’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은
모두 공적연구회인 <동경도도화공작연구회(東京都図画工作研究会)(이하, 도도연)>에 소속되어
있다(<표 1> 참조). 사적연구회와 공적연구회의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해 사적연구회에 대한
질문 뿐 만 아니라, 도도연을 비롯한, 구(区)나 시(市)의 공적연구회에 대한 질문도 설문에 포
함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 참여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open-ended)
설문으로 구성하였다(<표 2> 참조).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시되었
으며, 오프라인의 우편을 통해 실시하였다.
<표 1> 설문조사 정보제공자
순번

성명

성별

나이

교직
경력

전담 경력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G
H
I

여
남
여
여
여
여
여
남
여

23
31
30
36
38
42
56
58
59

1
3
5
5
16
17
34
36
37

1
1
5
5
15
17
34
29
33

연구회 활동 경력
공적연구회
동경도
구(区)나 시(市)
1
1
1
4
5
5
15
2
17
7
9
9
29
8
33
22

사적연구회
(뚝딱학원)
(뚝딱학원)
(뚝딱학원)
(뚝딱학원)
(뚝딱학원)
(뚝딱학원)
(뚝딱학원)
(뚝딱학원)
(뚝딱학원)

<표 2> 설문조사 영역 및 내용
영역

설문조사 내용

도메인
(Domain)

∙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참여하는가?
∙ 당신의 미술교육 철학은 어떤 것이며, 공동체가 관심을 갖는 미술교육 철학은 당신의 미술교육 철
학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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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
∙
∙
공동체
∙
(Community)
∙
∙
∙
∙
실천
∙
(Practices)
∙
∙
∙

설문조사 내용
공동체의 미술교육 철학의 발전을 위해 공동체는 어떤 노력과 전략을 수행하는가?
공동체의 교사들은(당신은)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공동체의 교사들은(당신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종류의 활동이 교사들의 에너지를 창출하고, 신뢰를 발전시키는가?
구성원이 당신과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은 이 공동체에서 멘토나 좋은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가? 당신의 삶에 있어, 멘토나 좋은 친
구를 만난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당신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는가?
당신은 공동체 안에서 또는 밖에서 다른 전문가와 프로젝트 또는 미술교육 활동을 해 본 경험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누구와 함께 했는가?
그 미술교육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다른 미술 교사 (미술교육 전문가)와의 만남은 당신의 전문성 신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이 실천적 학습공동체는 대학이나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연수와 어떻게 다른가?

2) 심층 면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적연구회 및 사적연구회 활동 경력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도화공작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교사 2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도화공작과 동경도
지도교유3)인 스즈키요코(鈴木陽子) 선생, 약 40여 년간 동경도도화공작과 전과 교사였으며, 동
경도도화공작과연구회를 멘토로서 이끌어 온 우치노츠토무(内野務) 선생에게 면담을 실시하였
다. 면담은 동경에서 우치노츠토무 선생은 2018년 11월 10일, 스즈키요코 선생은 11일, 2일
실시되었고, 1회당 약 3시간이 소요되었다.
스즈키요코(鈴木陽子) 선생은 동경도에서는 몇 명 안 되는 지도교유로서, 현재 메구로구립오
본기소학교(目黒区立五本木小学校)에 재직하고 있다. 교직 경력 38년 중, 도도연 연수국 위원
6년을 거쳐서 연수국장 3년, 도도연 부회장 3년간 역임하였다. 도도연대회인 성남 대회를 4차
례 치렀으며, 8년 전에는 도도연 실행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도경도 교육위원회의 개발위원,
도경도 교육위원회 교육연구원, 도경도 교사 리더를 거쳐서 현재 지도교유가 되었다. 문부과
학성 학습지도요령 개정(평성 20년 개정)해설서를 작성하였다. 도화공작과 교과서의 저자로서
8년간 활동하였다.
우치노츠토무(内野務) 선생은 197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4년간 도화공작과 전과교사로
재직하였다. 도화공작과 이론과 실천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교과서를 집필하였고, 동경도도화
공작연구회 및 시나가와구도화공작연구회 등 연구회 임원을 역임하였고, 2013년도 퇴임 후 현
3) 지도교유(指導教諭): 동경도가 몇 년 전부터 소학교,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경도의 제도이다. 높은 전문성과 뛰어난 교과
지도력을 가진 교원으로, 모범 수업 등을 통해서, 교과 등의 지도 기술을 자교·타교의 교원에 보급시키는 직무를 담당하는 교원이
다. 4직급에 해당되며, 부교장,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출장 처리하여 참가하며, 연 3회의 도화공작과 수업공개 및 협의회, 개별
적인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동경도교육위원회:http://www.kyoiku.metro.tokyo.jp/staff/personnel/screening/assignment/ab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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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미술교육 현장에서 학습공동체 리더, 연구발표회 기조 강연, 지역 NGO 기관의 미술교
육 프로젝트 등 도화공작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우
치노츠토무 선생의 수업을 주제로 한「뚝딱뚝딱 공작시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일본 문
화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3)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 참고한 주요 문헌 자료로는 동경도도화공작연구회 홈페이지(東京都図画工作研
究会: http://tozuken.com/)와 동경도도화공작연구회의 회장 2회, 전국소학교도화공작과교육연
맹회회장 등 역임한 제경대학(帝京大學)의 츠지마사히로(辻政博, 2018)가 발표한 저서『미술교
육현장의 미술교육연구는 어떻게 가능한가: 동경도도화공작연구회의 연구 동향과 개요(教育現
場の美術教育研究は如何に可能か：東京都図画工作研究会の研究の動向と概要』를 참고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공적연구회,「동경도도화공작연구회(東京都図画工作研究会)」
도도연은 초기에는 다양한 민간조형교육단체에 참여하고 있었던 회원들이 혼합된 단체였다.
민간조형교육단체의 활동이 쇠퇴하면서, 다양한 민간조형교육단체에 소속되었던 교원들이 도
도연으로 모여들었고, 이 시기부터 미술교육 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도도
연은 70년 여년의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관점과 담론을 형성하면서 도화공작과의 이론과 실
천을 발전시켜 왔다. 다음에서는 도도연의 태동, 발전 과정, 오늘날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1) 도도연의 탄생: 실천과 연구에 대한 의지의 교사들
1947년에 ‘학습지도요령(시안)’이 발행되었고, 그 이듬해인 1948년 5월, 도도연은 동경 신주
쿠의 한 소학교에서 의지를 지닌 교사 약 50여명이 참여하여 발족되었다. 1946년 6월, 문부성
은 도화·공작의 교과서를 일체 금지한다는 통보를 발표하였고, 현장의 교원들은 정규 모델 없
이 시행착오를 해 나가던 중이었다.
도도연 초창기에 동경도 내에서 1948년 제1회 전국도화공작과교육연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1952년 ‘창조미술협회’가 결성된 것을 기점으로 많은 민간조형교육단체가 결성되었고,
전쟁 전후로 하여 민간조형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도화공작과의 조형교육이 태동하기 시작했
다. 당시 다른 민간조형교육단체에 소속해서 활동하고 있던 많은 인재들이 모여 도도연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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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되었다. 도도연은 현장의 도화공작과 교육철학과 수업에 관심이 많은 교원들의 다양한
조형교육에 관한 사상이나 사고가 교차하는 플랫폼이었다.

2) 실천과 연구에 뿌리를 둔 ‘워크숍’과 ‘조형놀이’
도도연 역사상 특이한 점은 도도연 구성원들이 출판한 저서에 의해 변혁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다. 변혁을 이끌어 낸 첫 번째 저서가『소재와 만난 어린이들, 이것으로부터 도공교육을 추구
하며4)』인데, 이 책은 이전해인 1980년에 실시된 제19회동경도도화공작연구대회성남대회의 수
업 실천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연구의 차원으로 발전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책의 출판
을 통해 미술교육 실천을 연구로 끌어올림으로써 도도연의 독자성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수업 실천과 연구가 병행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이 도도연 수업연구대회의 ‘워크
숍’이었다. 유럽에서 유학했던 학자들이 현지에서 보고 경험한 조형교육을 적용한 것이었다.
이들은 매체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어린이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워크숍 수업 연
구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수업의 실천과 이론의 구축에도 힘썼다. 종래의 조형 활동이 미술 장
르 구분으로 되어 있었다면, 워크숍은 ‘소재와 시간과 공간’이라는 새로운 축을 세우고 어린이
표현의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1977년)에 학습지도요령에 ‘조형놀이’가 도입되었다.
도도연에 ‘조형놀이’ 철학이 도입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조형놀이’이전에는 회화, 입
체(조각), 공작(공예), 디자인의 영역 구분을 중심으로 작품 제작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구성되
었다. 이에 대해‘조형놀이’는 탈경계·탈영역·미분화를 주 특징으로 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조형
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조형놀이’는 작품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우며, 계획을 거부하고, 기술의 습득까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에서 맡기는 자세
를 갖도록 하는 조형 활동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었다.
도도연을 통해 도화공작과 교사들에게 ‘워크숍’과 ‘조형놀이’는 새로운 교육 방법론으로서
수용되었다. 당시 미술 장르라는 계통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던 교사들은 교사 주도의 작품 제
작 방법의 주입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도도연에서 시도한‘조형놀이’와‘워크
숍’은 어린이의 창조성에 착안하여 새로운 조형교육의 존재 방식을 제안한 것이었다.

3) 도화공작과 철학의 두 가지 계보의 형성
일본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 표현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경
향의 접근이 있다. 그것은‘어린이의 심리’를 중시하는 계보와 교사의 의도적인 지도를 통해‘어
린이의 조형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계보이다. 이러한 두 가지 계보에 대한 담론을 형성했던
책이『소박의 원리: 어린이 표현의 리얼리티를 중심으로5)』이다. 이 책은 도도연의 두 가지의
4) 동경도화공작연구회저(1981). 소재와 만난 어린이들, 이것으로부터 도공교육을 추구하며. 동경: 문화서방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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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담론을 만들어 낸 근저이다. 이 책을 통해, 교사들은‘워크숍’이라는 소위 즉물적 행위
성에서‘어린이가 본래 가진 소박한 조형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소박의 원리’는 어린이의 표현과 관계되는 두 가지의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 ‘어린이의 심리’
와 ‘어린이의 조형성’의 문제이다6). 전자는 표현 주체로서 어린이의 내면을 중시하며, 있는 그
대로의 감정과 무의식의 표출, 개방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후자는 조형 활동의 매개성을 중시하
여, 이를 통해 어린이의 표현 능력의 현재화(顯在化)를 추구하고 교사의 수업 디자인을 중시하
는 입장이다. 이후 도도연의 연구 방향은 두 가지 계보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의‘교사론’을 개
입시키면서, 어린이의 표현과 관련된 이 두 가지의 극 사이를 진폭해 나가면서 전개되고 있다.
‘어린이의 조형성’계보의 대표자인 우치노는 ‘소박의 원리’저서 발표 이후, 개성이 풍부한
교사 전문성과 재제 개발 능력을 발휘하였고, 이후 연장자로서 후속 세대에서 개성적으로 우
수한 도화공작의 지도자를 배출해 왔다. 수업 담당자로서의 교사 교육은 도도연과 같은 학교
교육 현장의 실천 연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4) 도화공작과의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
도도연의 연구는 단지 학습지도요령의 논지를 전달하기 보다는 학습지도요령 문헌에 실질
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때로는 반발하기도 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수업실천을 탐구하여 도화
공작의 교과성을 확립하는 데 열의를 기울였다. 이것은 교과의 존립 그 자체가 이전과 같이
안정된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7).
이 시기의 도도연을 이끌었던 회장 스즈이시히로유키(鈴石弘之)는 ‘어린이의 조형성(현장주
의)’과 ‘어린이의 심리(심리주의)’의 두 가지 계보를 모두 유지하여 풍부한 담론을 생성하고자
했다. 또한 그는 조직 운영에 기량을 발휘하고, 회장 기간에는 전국조형교육연맹위원회 등을
맡아 대외적으로도 운동을 확장하려고 시도하였다. 도도연은 1991년에는 세종미술관과 연계
하여, 현대미술을 대상으로 한 감상교육의 선구적 시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미술관과의 연계 연구는 이후, 도도연의 연구 활동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는 중요
한 일이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회장직을 수행한 츠지마사히로(辻政博)는 도화공작
과의 수업시간 수 삭감에 수반된 교과 존립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였다. 도도연
은 출판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조형교육의 의의나 가치를 내부와 외부로 호소하
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도도연은『어린이주의 선언8)』(동경도도화공작연구회)을 출판하여 단지
5) 동경아동유화당저(1990). 소박의 원리: 어린이 표현의 리얼리티를 중심으로. 동경: 문화서방박문사.
6) ‘어린이의 심리’에 착안하는 계보는 노노메케이조(野野目桂三)부터 스즈이시히로유키(鈴石弘之)로 이어지고 있다. ‘어린
이의 조형성’에 착안하는 계보는 이시이히로시(石井弘, 1933∼)부터 우치노츠토무(内野務, 1947∼)로 이어진다. 이 연구
에서는 도도연에서‘어린이의 조형성’의 계보를 대표하는 우치노츠토무 선생을 심층 면담 참여자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7) 1989년에 시행된 학습지도요령개정에서는 생활과(실과과)에 도화공작과가 흡수되거나, 1998년의 개정에서는 고학년의
도화공작과의 수업시간 수가 20시간이 삭감되기도 하는 등 교과의 존립자체가 불안정한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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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으로서의‘미술의 교육’이 아닌, 조형교육이 갖는 형이나 색, 이미지라는 매개성을 통한,
창조성이나 인간적인 성장, 또한 사회적 관계성 구축 등 조형교육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점을
알리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도도연의 1948년 발족된 이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도 도도연은
연구 조직으로서, 특정 이념을 고집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어린이의 흥미나
관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실험적인 수업 연구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도도연이 걸어
온 역사는 아동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업 만들기와 개성적인 표현을 중시하는 창조
주의 미술교육의 이념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도연은 변화하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교사 교육을 과제로 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개발된 수업 역량이라는 유·무형의 교육 자원을 생
성해 왔다. 현재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회나 교육제도의 변화 속에서 미술교육이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책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날 도도연의 과제가 되고 있다.

5) 도도연의 내·외적 긴밀한 연계 체제의 구축
도도연은 동경의 공립 초등학교의 13교과 영역의 교육 단체가 모인 ‘도경도소학교교육연구
회연합’의 구성 단체의 하나이다(스즈키요코, 2018.11.11., 심층면담). 각 소학교에서 배정된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동경도 도화공작 전과 교사 전원이 자동적으로 도도연의
회원이 되며, 연구회 참여는 자율적이다. 전국의 미술교육 교사 조직인‘전국조형교육연맹’이나
‘전국초등학교도화공작교육연맹,’그리고,‘관동갑신월정지구 조형교육 연합’의 구성 단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타 부현(府県)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일본 전국에 있는 도화공작 전과 교원 약 1,800명의 약 1,300명이 도도연의 회원으로 참여하
고 있는, 일본 국내 가장 규모가 큰 도화공작과 교사 연구회이다. 일본 전 지역 중 동경도에만
모든 소학교에 도화공작과 전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초등학교 도화공작과 전과 교사를 배치
하는 제도는 일본 국내에서도 특수한 상황이다. 동경도 이외, 일본 전국 각지에서 도화공작연
구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도화공작과 전과 교사가 배치된 동경도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도도연의 체제는 매우 체계적이며 부서별 역할도 세분화되어 있다. 동경도 미술교육의 큰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이 동경도의 각 지역에서 해석을 통해 다양한 수업 실천이 창조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도도연 내에는
사무국, 연구국, 연수국, 특별위원회 제안국과 세미나, 지역별장, 연구대회, 전국소학교도화공
작교육연맹, 관동갑신월정지구조형교육연맹으로 구성된다. 도도연의 이사회의 이사는 규모별
로 각 구시의 1~3명의 도화공작과 교원이 이사직을 맡는다. 도도연의 사업이나 활동을 지지하
는 핵심적인 모임으로서, 연간 5회(1차 총회 포함) 개최된다.

8) 동경도도화공작연구회(2007). 어린이주의 선언. 동경: 삼현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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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목적은 교육·행재정 개혁에 따른 정세 파악과 분석, 소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도화
공작과의 전망, 도도연의 과제와 전망, 각 국의 활동 등에 대해 협의하여 활동을 더욱 발전시
키는 데 있다. 이사회에서는 각 구·시의 이사가 출석해서 도도연의 연구, 연수, 대회, 도(都) 전
시회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이사는 정보를 동경도의 각 구·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
회 이하, 각 국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동경도도화공작연구회」의 인력 구성
국
(局)
명칭

사무국
(15)

연구국
(17)

국장1, 부국장2.
국장1,
서무부장1,
담당역원1,
광보부장1,
인력
부국장2,
사업부장1,
구성
국원11,
홈페이지 담당1,
어드바이저 2.
국원9.

연수국
(15)

특별위원회
제안국
&세미나
(5)9)

지역별
장
(8)

연구
대회
(4)10)

전국
관동갑신
소학교
월정지구
도화공작
조형교육
교육연맹
연맹(2)
(2)

동경도 연구대회 지역의 장1,
국장1,
세미나 담당1,
회장1,
사전연구
8구:
담당
이사장1,
지도 스탭3,
사무
지역의 장2,
구별
역원1,
사무국장1
교과 제안
국장1
전국조형교육연맹
1명씩
부국장,
담당 2
총 8명 (위원장1, 사무국장 1)
국원12

이사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교육 행·재정 개혁의 동향이나 정세에 대해서는 가급적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사에게 주지하도록 하며, 의식을 일깨우도록 노력한다. 연구국, 연수국, 사업
국 및 특별위원회는 매 이사회에서 반드시 각 국의 동향이나 안내 등을 전달하거나 실천 자료를
제시하여 각 지역 이사에게 효율적인 연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각 지역에서 연구국에서는
수업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하고, 연수국에서는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내용을 보고한다.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각 지역에 잘 전달되어 지구 내 활동의 의식화를 도모하는 데 힘
쓴다. 사무국은 지역의 장에게 각 지구의 활동 내용에 대해 의뢰한다. 이때 가능한 한 수업 실
천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독려한다.
종합적으로 도도연의 조직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각국의 임무가 면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도도연의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각 구·시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도도연에서
수업 실천과 연구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각 지역구에서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수업 실천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또한 지역의 풍부한 수업 실천과 연구를 도도연 연구 대회에 참가하여 동
경도 전체적으로 공유한다. 도도연 연구 대회에서는 도내 각 지구로부터 참석하는 실천가·이
론가·연구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교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고립된 ‘1인의
도화공작과 선생님’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도연의 연구회 및 연수회에 참석하는 것을 독려하는
9) 특별위원회는 학습지도요령개정 시, 개정전후에 임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된다.
10) 최근 개최된 연구대회는 동경도의 8개 지역구가 윤번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성 30년(2018년)에는 도도연 70주년을
기념하는 성남대회가 미나토구, 시나가와구, 메구로구, 오오타구, 시부야구, 세타가야구가 연합하여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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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다. 도공 교사들에게 활력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도화공작과 교사로서의 수업 역량을
숙련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6) 동경도 내 소통과 공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
도도연의 큰 행사 중 하나가 동경도도화공작연구대회(이하, 도도연 대회)이다. 도도연 대회
란, 동경도 초등학교 도화공작과 전과 교사들이 수업을 직접 실시하고 함께 논의하는 대규모
수업 발표의 장이다. 일반적으로 연 1회 실시하며, 2018년도에 도도연 창립 70주년을 기념하
는 제57회 도도연이 동경의 시나가와제삼희노소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동경도 도화공작과 전과
교사 209명이 참여하였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를 포함하면 450여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우치노츠토무, 2018.11.10., 심층면담).
도도연 홍보지로서 ‘도도연 뉴스’를 월별 발행하고 있다. 도도연 대회 결과의 보고, 다양한
수업 실천 사례 소개, 새로운 매체와 용구 등 도화공작과 수업 실천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도도연 뉴스’에 소개할 수 있다. ‘도도연 매거진’은 부정기적으로 새로운 뉴스를 도
도연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고 있다. 매거진에는 수업 전문성을 지닌 도도연 교사의 초등학
교 도화공작실을 방문하여 미술교육 프로젝트를 참관한 내용, 교사의 인터뷰 내용, 도공실의
모습과 분위기, 어린이의 반응 등을 생생하게 전한다. 예를 들면, ‘신쥬쿠 구립 아이히 초등학
교의 도화공작실’을 주제로, 사무국의 홍보 담당자가 생생한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전하기 위
해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여 제시하였다.
도도연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도도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현
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개정 이후에는 새로운 교육과정 철학에 대한 인식, 적용에 대
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공유 등 새로운 교육과정 해석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교육과정 이해
의 심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최근 2017년도에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 특별위원회에서는‘세미나’, ‘교과제안부’, ‘타 현
과의 교류’라는 세션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세미나’세션에서는 교사들이 협력하여 도화공작에
관한 연구와 연수를 공개수업이라는 형태로 실시한다. 특히 교직 경력 10년 미만의 교원이 증
가한 현재, 도화공작과의 자질과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지도교유가 중심이 되어 월 1회 공
개수업을 개최하여 저경력 교사의 교과 전문성 지도에 힘쓰고 있다. ‘교과제안부’는 2017년도
부터 새롭게 실시하고 있다. 개인적인 연구를 연말에 발표(연구수업, 제안발표)하는 부서이다.
연구, 홍보, 연수를 통합적으로 한 번에 관통하도록 기획, 실행하며, 동경도 내외에서 도화공
작과의 매력을 전달하고 발신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한 수업 아이디어
를 제안하기 보다는 커리큘럼 디자인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변
화하는 것이 아닌,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부터 이 시대에서 요청되는 도화공작과
의 철학을 다져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타 현과의 교류’는 전국조형교육연구대회, 관동갑신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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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구 조형교육연구대회, 나가노현미술교육대회 등 매년 개최하여 활동 내용 및 수업 실천
사례를 발표하고 워크숍도 실시한다.

2. 사적연구회,「뚝딱학원(トンギコ塾)」
사적연구회, ‘뚝딱학원’은 ‘어린이의 조형성’ 계보의 대표자인 우치노츠토무 선생이 도화공
작과 교사의 제재 개발 역량을 육성하고자 2013년도에 만든 사적연구회이다. 현재 약 50여명
의 동경도 도화공작 전과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30여명이 경력 5년 이하의 신임교
사 또는 저 경력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달에 1∼2회 주로 금요일 저녁에 모임을 개최
하며, 우치노 선생을 비롯한 베테랑 지도교유들이 자신의 수업 제재를 소개하고 노하우를 전
수한다. 또한 작품연구, 수업 만들기 연구회, 공개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술교육 이론, 제
재, 교사의 존재 방식과 정체성 형성을 함께 탐구하고 있다. 1회 모임에서는 약 2∼3시간의 워
크숍, 토론, 발표 등을 마친 후, 식사를 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업 아이디어의 교환,
학교에서의 문제 등을 함께 이야기한다. 사적연구회의 모든 교사들은 도도연, 각 구와 시의 도
화공작과연구회에도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뚝딱학원’ 교사들의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1) 미술교육 철학의 공유: ‘자기다움’과 ‘사람다움’의 육성
‘뚝딱학원’교사들은 미술교육의 목적에 대해‘미술을 통해 자신다움’또는‘자기다움’그리고 타
자에 대한 소중함과 공생적 관계를 아는‘사람다움’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철학을 공유하고 있
었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표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어린이 주체적
으로 판단하고 몇 번이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자신만의 보는 관점과 느끼는 방식을
갖게 하는 것, 미술을 통해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것, 마음을 움직이는 미술과 미술 선생님과
의 만남의 기회, 미지의 세계 탐색 및 스스로 성취하는 세계의 경험과 내적 충실, 어린이와 교
사가 함께 예술의 풍요로움을 다듬어 가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교사C, 교사D, 교사
G가 도화공작과의 목적에 대한 응답을 기술한 것이다.
도화공작과는 마음과 신체를 세계와 연결하여 미술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타자와 다른 자신을
보여주고 규정해가는 경험이 된다. 표현된 작품을 통해, 자신과 타자, 세계를 알고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 자신과 타자도 모두 소중한 존재이므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공생적 태도를 키우는 것이 가능
하다. (교사C)
미술을 통해, 자신의 좋은 점, 자신다움, 풍요로움을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배워가는 것, 어린이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인정하는 것, 어
린이가 사물, 사람, 장소, 사회와 자신의 삶을 연결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교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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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배움의 장, 마음을 움직이는 도화공작 경험과 미술 선생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 탐색 및 스스로 성취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나아가 풍부하게 살아가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 세계를 충실하게 만든다. (교사G)

교사들은 미술을 통해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실패하고 시행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신체를 세계와 연결하여 이해하며 자신다움을 스스로 만들 줄 알고, 타자를 소중한 존재
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공생적인 태도를 키우는 것이 미술교육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
었다. 이것은 사적연구회의 조직을 결속시키고 실천적 지식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2) 사적연구회 참여의 의미
교사들은 사적연구회 ‘뚝딱학원’에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참여하는 이유로, ‘구성원
개개인이 제재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교류를 도모해나가면서, 연수를 실행하고, 새로운
도화공작을 발신(発信)해 나갈 수 있다(교사B).’,‘미술교육 이론, 아동에 대한 이론, 수업 제재,
교사의 존재 방식과 정체성 형성을 함께 탐구할 수 있다(교사D)’,‘작품 연구, 수업 만들기 연
구회 개최, 공개 수업을 통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교사I)’는 점에서 사적연구회 참여의 의
미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동경하는 선생님, 되고 싶은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실천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교사A),
구성원의 다양한 전문 영역을 공유하고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다는 점(교사C), 다양한 지역
의 전문가와 정보교환을 한다는 점(교사E)이 사적연구회 ‘뚝딱학원’에 참여하고 싶은 동기라
고 응답하였다. ‘뚝딱학원’에서 교류를 통해 자신의 수업 실천에 대해 성찰할 수 있고, 선배
교사의 훌륭한 실천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고, 새로운 표현 매체와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자신의 실천이나 과제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지도 기술도 향상된
다고 하였다(교사F). 도화공작과 전과가 각 학교에 1인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장은 매우
중요하였다(교사H). 연구회 후 뒤풀이에서 의문점이나 고민되는 점을 공유하고,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 매우 귀중한 시간이라는 응답도 있었다(교사G).

3) 사적연구회 참여를 지속시키는 요인
교사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분위기, 본인의 참여 의지 및 수업 개선에 대한 의
지, 도화공작에 대한 흥미와 관심, 유연한 마음과 건강, 연구회에 대한 정보 공유 등으로 외재
적인 요인보다는 교사의 자발성, 책무성, 사명감, 의지, 관심, 열의와 같은 내재적 동기를 주요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교사C는 ‘공교육으로서 도화공작과 미술이 담당하는 미래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미술교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비전을 가지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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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외의 사적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즉 공공을 위해 자기 부담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는 것
이다.’라는 사적연구회 참여를 위해 개인적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였다.
교사I는 ‘자기 학교의 교무분담이나 역할 등을 확실하게 해내는 신심과 함께, 건강이 필요하
다.’ 또한 ‘자신의 실천을 개선하고 구성해 나가려는 의지와 열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사적연구회 발전을 위한 실천과 노력
교사들은 사적연구회 ‘뚝딱학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연구 성과물
과 연수 과정의 사진 등을 웹을 통해 공유하고 지식 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고 보
았다. 연구회의 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지식 자원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구성원이 고정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고 신임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개방적인 분위기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훌륭한 실천가로부터 배운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참여 구성원들이 수동자적 입장이 된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
다. 넷째, 실천과 함께 연구를 충실하게 지속하고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사적연구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 개인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사적연구회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수업 실천에 연계시키면서 자신
만의 수업으로 창조해 나갈 때 연구회 참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교사들
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사적연구회에서 배운 제재의 수업에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도
화공작과의 제재와 매체에 대한 관점을 확립하고 실천적 지식을 획득하고자 다양한 재료를 시
도해보고 용구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고 있다. 수업 공개를 통해 피드백을 얻
고 성찰하며, 연구회 활동을 주제로 기초한 저서를 기술하고 있었다. 다음은 교사C가 ‘뚝딱학
원’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뚝딱학원’에서 제안된 소재나 제재에 대해 풍부하게 배우게 되면서 교재관이 생겼고, 키우고 싶
은 어린이의 자질 등 교육철학을 명쾌하게 세우게 된다. 이러한 점은 매일 매일의‘수업만들기’를
위한 지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소재에 관해서는 우치노 선생님을 비롯해, 모든 선배 교사의 방대
한 실천 사례부터 최적인 것을 실례로서 탐구해 보면서, 구체적 이점과 유의해야 할 점을 함께 제
시해 주시기 때문에, 수업을 실천할 때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교사C)

5) 공적연구회와 사적연구회 기능의 차별성
공적연구회가 수업 아이디어 발전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은 사적연구회에 참여하는 이유와
도 유사하였다. 사적연구회와 차별화된 특성은 미술교육에 대한 큰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라는
점이었다. 둘째, 도화공작과에 대한 큰 차원에서의 고민, 문제, 갈등 등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
을 모색하는 장이 된다는 점이다. 셋째, 다양한 개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사와의 만남이 가능하
여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지역을 초월한 배움이 있으며, 열의를 가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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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조우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교사들이 생각하는 공적연구회 참여 의미에 대
한 응답 내용이다.
도화공작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과이므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도화공작과에
있어) 외부에 나가면, 어느 도화공작 전과(専科: 도화공작과 전문 교사)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거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을 많이 받아 공
부가 된다. (교사 B)
지역을 초월하여 희망한다면 참여할 수 있으며, 혼자서 하기 어려운 발견의 배움이 가능하고,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 어린이 미술에 대한 이론, 수업의 제재, 교사의 존재 방식에 대해 고찰하
고, 도화공작과 교사로서 발전하기 위한 상호 배움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적연구회의 개선점은 연
구내용의 충실 및 심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사 H)
무엇보다도, 만남, (지역을 초월해서)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속 학교에 한 사람
만 있는 도화공작과 전과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성을 가진 교사와의 절탁연마, 연찬, empowerment
가 가능하다. (교사 I)

공적연구회와 비교하였을 때 기술한 사적연구회의 특성으로는 자유로운 분위기, 관심 있는
주제의 집중적 탐구, 밀도 높은 인간관계, 시간 조정의 가능, 배운 실천을 통해 자신의 수업
개선, 높은 자발적 참여 동기 등으로 응답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 영역에 대해 심도 있게 함께 탐구할 수 있다. (교사 C)
선배의 훌륭한 실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실천을 통해 이론을 알게 된다. 자발적인 이야기
속에서 연구회 후 뒤풀이에서 의문이 있는 점이나 고민되는 점을 공유하고,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 매우 귀중하다. 도화공작과 전과가 각 학교에 1인 밖에 없는데, 이러한 장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 G)
근무 시간 외이므로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참가할 수 있다. 도화공작과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심
도 있게 배울 수 있다. (교사 H)

사적연구회는 근무 시간 외에 실시되므로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하는 한편 공
적연구회에 비해 여유 있게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또한 형식적인 관계에서는 배우
기 어려운, 구성원의 노하우, 정교한 지식과 기술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교사 개인의 입장에서 공적연구회와 사
적연구회 참여는 각각 독자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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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미술 교사 학습공동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밖 학습
공동체의 필요성 및 국내외 미술 교사 학습공동체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습공동체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일본의 공적연구회인 ‘동경도도화공작연구회’와 사적연구회
인 ‘뚝딱학원’의 사례를 선정하여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학교 밖 학습공동체 중 공적연구회는 학교 안 학습공동체를 이끌어 주는 교육철학이나 실
천의 방향 등 큰 비전을 제시해 주고, 학교 안 학습공동체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지도자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거나 역량 있는 지도자의 배출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였다. 현
재 학교 안 학습공동체 정책에 편중되어 있는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교 안 학습
공동체의 학습의 비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역량 있는 리더 교사의 부재는 학교 밖 학습공동체
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학교 밖 학습공동체 중 사적연구회는 학교 안 학습공동체의 비전을
세우고 학습의 발전을 심화할 수 있는 장이 되었고, 관심 분야의 학습을 심화할 수 있었고, 풍
부한 지식 자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 뿌리를 둔 워크숍 개최와 학교와 지역 사회에
서 어린이 작품 전람회 개최 등을 통해 도화공작과의 의미를 발신함으로써 도화공작과 교사로
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다.
학교 밖 미술 교사 학습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구회의 중심부와 지역의 공적연구회, 지역 간 공적연구회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며, 학습공동체의 의견이 미술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체제가 마
련되어야 한다. 도도연 내부적으로도 조직의 운영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도연
과 동경도 교육위원회와의 연계 체제가 긴밀하게 구축되어 있어 조직의 인적 구성이 변화되어
도 업무가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연계 체제를 기초로, 동경도
교육위원회의 사업인「동경도공립학교미술전람회」을 도도연의 도화공작과 교사들이 연합하여
개최한다.「동경도공립학교미술전람회」의 절차는 도경도 교육위원회가 도도연 사업국의 도전람
회 담당자와 제휴한다. → 동경도 전체 이사회에서 도전람회에 대해 안내한다 → 각 지구의
구·시·마을·섬의 교육위원회가 각 학교의 관리직에 안내한다 → 메구로구 도화공작부에서도 도
전람회 담당 교사가 각 교의 도화공작과 주임 교사에게 안내한다.
교육과정 개정 전후로 도도연에는 ‘특별위원회 제안국’을 설치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개정 이후 현장 적용에의 풍부한 담론을 형성하여 창의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 교육과정이 하나의 정책으로 문서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특별위원회 제
안국’이라는 공식적 통로를 통해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 개정이나 새로운 교육 정책 도입 시,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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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 현장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 적합성 조사의 형태는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여 선정된 교사, 학생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몇몇의 현장 교사의 의견을 듣
거나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러한 방법은 현장의 교과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중심으로 정선
된 현장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부재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지
속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책무성과 인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교육과
정 개정 과정에서부터 공식적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되, 다수의 교사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적 학습공동체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교육부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과교육연구회 제도를 활성화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공동체에서의 실천과 연구 결과를 도 차원에서, 구나 시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
는 기회를 풍부하게 하여 구성원 스스로 학습공동체 참여의 의의를 강화하도록 한다. 동경도
의 경우, 학습공동체 실천과 연구의 결정체로서 어린이 작품 전람회를 연간 몇 회에 걸쳐 실
시하고 있다. 동경도 초등학교에서는 반드시 교내 전람회를 개최하고 학교 밖 전람회에도 참
여해야 하는 것이 동경도 교육위원회의 지침으로 제시되어 있다(우치노츠토무, 2018.11.10.,
심층면담). 학교에 따라 개최하는 전람회의 유형은 선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내 전
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동경도교육위원회 지침으로 정해져 있다(스즈키요코, 2018.11.11., 심층
면담). 가장 일반적으로 경우, 체육관에서 대규모로 행하는 전람회는 2년에 1회 학예회와 전시
회로 실시한다. 3년에 1회, 학예회와 전시회와 음악 발표회가 연합해서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학습 발표회’라는 이름 아래 매년 실시하는 전람회도 있는데, 이것은 교실이나 복도에 간단한
전시로 실시하는 것이다. 학교 밖 전람회 개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경도 내 각 지
역의 학교들이 참가하는 전람회를 ‘연합전람회’라고 한다.
학교 안과 밖의 전람회 개최는 도화공작과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선을 위해 동경도 내의 도
화공작과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기회가 되며, 연대감을 결속시키는 계기도 된다. 학
교 내에서는 타 교과와의 연계를 이루어 학습의 융합이 일어나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전람회
를 통해 미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창조한다. 학교 밖에서는 지역 사회의 도화공작과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교육연구회 및 사적 학습공동체
의 교사들이 지역 내에서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공공의 미술 프로젝트나 전람회를 구나 시 차
원에서 실시함으로써 지역 구성원들이 연대감을 갖게 하고, 참여하는 교사들도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적연구회 뿐 만 아니라, 사적연구회의 활성화도 지원해야 한다. 도화공작과 공적연
구회인 도도연과 각 지구의 도화공작부 연구회에의 참여, 그리고 지도교유의 공개수업 참관은
공간, 예산, 시간 등의 측면에서 균등한 행정적 지원을 얻어 지역 차가 거의 없이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었다. 교사들은 보장된 시간에 공적연구회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실천에 대해 성찰
하고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자신의 수업 실천의 향상을 위해 매진한다. 자신의 좋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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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고 공적연구회에서 만난 훌륭한 교사와 교류를 지속해 나가면서 평생에 걸쳐 성장하게
된다. 또한 ‘뚝딱학원’과 같은 사적연구회는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 교사의 개성과 독자성에 이
끌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도적인 전문적 교사의 실천에 매력을 느끼고
공적연구회에서 나아가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의욕적인 교사가 사적연구회에 참여
하고 있다. 사적연구회도 공적연구회와 마찬가지로 지역을 초월한 교사와의 교류가 가능하며,
지역의 도화공작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척한 많은 동료와 만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학
교에 유일한 도화공작과 전과 교사이기 때문에, 특히 저 경력의 젊은 교사는 자신의 실천에
고민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 공적연구회와 사적연구회는 각 지구의 공적연구회의 장점이나
과제를 사적연구회에서 공유할 수 있고, 사적연구회에서 배운 것이 공적 연구회의 워크숍과
연구에 환원된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공식적으로 공적연구회
와 사적연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사적연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배우려는 교사의 의지가 필요하다. 학교 업
무를 마친 후 근무시간 외 및 휴일에 이루어지므로, 시간, 체력,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자세
가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강조한다. 교사들의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사의
자율성을 신뢰하여 형식적인 이수율이나 참여 출석 체크 등과 같은 양적이고 외적 실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보다는, 사적연구회 참여에 대해 참여 시간 보장 및 학습 경비 지원, 공동 수업
워크숍 개최, 학생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전람회 개최 등으로 미술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
고 발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역량 있는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공·사적연
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의 설문조사와 베테랑 교사의 심층 면담을 통해, 교
사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기 계발에 대한 의지로 파악되었다. 물론 도교육위원회
의 연구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전람회 개최가 의무라는 지침이 연
구회 참여를 독려하는 외재적 동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외적 보상이나 책임 보다는 도
화공작과 교사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과 성장을 향한 주체적인 노력이 바탕이 되었다. 그
리고 개인의 노력은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에 지속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향해 정진할 수 있었다.
스즈키요코 선생의 경우, 도화공작과의 교사로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왔다. 도화공
작과의 전문성을 갖춘 리더로서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험으로, 각 지구에서 만난 교육위
원회의 도화공작부의 교사들(시부야 구 3년 강동구 3년 타마시 6년·세타가야 구 4년·메구로 구
22년), 도도연 연수국 위원과 및 연수국장, 도도연 부회장, 도도연 발표대회 실행위원장 등을 역
임하면서 만난 도화공작과의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과의 만남을 들 수 있다. 도경도 교육
위원회의 커리큘럼 개발 위원, 도경도 교육위원회 연구원, 도경도 교사 리더 등 현장 교사, 정책
전문직, 연구직 등을 거쳐서 도화공작과의 지도교유가 되었다. 또한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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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성 20년 개정)해설서 작성 멤버로서 참여하면서 많은 대학 교수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도화
공작과 교과서의 저자를 8년간 집필하였고, 이때 훌륭한 대학 교수와 현장 교사들과 함께 일하면
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교내 연구회를 10년간 이끌어 온 경험이 있다. 그녀는 지금도 심
호흡을 할 수 있는 배움이 있는 도화공작과 수업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것을 즐겁게 여기며, 아직
성장의 과정에 있으며, 도화공작과 수업을 새롭게 엮어 나가는 데 매진하고 싶다고 한다. 교사의
배움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즈키요코 선생과 우치노츠토무
선생과 같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현장의 지도자로서 베테랑 교사들
이 세대교체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의 공적연구회는 제도권 내에서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최대
한 부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교사들이 교육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신뢰가 있다. 공적연구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적연
구회가 많이 운영되는 것(스즈키요코, 2018.11.11., 심층면담)은 아니지만, 공적연구회와 사적연
구회 각각의 이점을 살려 배움의 경험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
하다. 현장의 미술교육이 교사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공적연구회
운영 방식의 개선, 공적 및 사적연구회의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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