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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즈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및 12 가지 제언  

기초조사연구는 웨일즈에서 시행중인 학교예술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 교육에서 예술의 중요

성 및 역할, 파트너쉽 구축, 연수 및 지원 방향, 국내외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웨일즈가 당면

한 과제를 정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결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열두 가지 제언을 제시 

 

ㅇ제언1. 정부는 질 높은 예술교육 제공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약속을 통해 웨일즈 학교 문화예술

교육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ㅇ제언2. 정부는 학업능력 향상과 학업 성취 격차 해소에 예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한다.  

ㅇ제언3. 정부는 현 커리큘럼에 전 교과목 및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문해‧수

리능력 및 창의성 향상 부문을 강화 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에 있어 ‘예술’이 다채

롭고 풍부한 교육을 만든 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Wales)'와 협업

하여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강사와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폭넓은 예술교육 경험

을 제공해야 한다.  

ㅇ제언4. 고등교육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기초교사훈련(Initial Teacher Training, ITT)'에는 창

의적 교수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ㅇ제언5. 정부와 예술위원회는 교육 전문가와 함께 교육분야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교육 훈련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한다. 개발 

시 반드시 교사와 예술전문가의 수요를 반영해야 하며, 학습역량강화 및 학업성취격차 

해소에 국가가 적용하는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ㅇ제언6. 정부는 ‘창의 학습 계획‘에 ‘아츠 챔피온(arts champions)’을 강화시켜야 하며 교사를 위

한 ‘웨일즈 아츠 어워드(Wales Arts Award)’ 또는 메달 수여를 지원해야 한다.  

ㅇ제언7. 예술위원회와 지방정부는 창의적 교수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웨일즈아츠마크(Wales 

Arts Mark, WAM)‘ 수료증 발급 △예술 전문가와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교사 멘토링 △학

교 ‘아츠 챔피온(arts champions)’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위해 지방당국과 교육분

야 컨소시움 형태의 협업을 해야 한다.  

ㅇ제언8. 정부와 예술위원회는 ‘웨일즈 디지털 학습 플랫폼(all-Wales Digital Learning Platform)’

인 ‘Hwb’의 통합 버전으로 ‘창의 교육 포털(Creative Education Portal)’을 개발해야 한다.  

ㅇ제언9. 예술위원회는 ‘창의학습네트워크(Creative Learning Networks)'를 위해 지원된 수익을 예

술가, 교사, 교육학자, 학부모가 더 나은 학교 창의 학습을 위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

는 ’전문학습커뮤니티(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ㅇ제언10. 정부는 모든 예술계의 젊은 예술가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지원 정책을 펼치고, 특히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ㅇ제언11. 정부와 ‘커리어지원센터(Careers Wales)’는 협업하여 젊은이가 진로 컨설팅 등을 통해 

예술 및 창의 산업 분야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제언 12. 정부는 창의 학습 시행의 효과와 그것이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교육훈 

련감사단(Estyn)’의 정기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 웨일즈 정부는 보고서가 제시한 ‘12가지 제언’에 모두 동의했으며 웨일즈의 첫 ‘창의학습계획

(National Plan for Creative Learning)'(’14년 여름 발표 예정)에 반영 예정 

- 문화체육부(Ministry for Culture and Sport)와 교육기술부(Ministry for Education and Skills)는 

본 의제를 발전시켜 예술교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협력 할 것임을 밝힘  

- 웨일즈 정부는 본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 예술교육 평가와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교육훈

련감사단(Estyn)'을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