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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유아의 일상생활 범주 주제 중심의 미술감상활동을 구성하

고 활동 시행 유무에 따라 3, 4, 5세 유아의 조형적 반응과 표현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미술감상활동 실시 유무와 연령에 따라 유아의 조형적

반응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미술감상활동 실시 유무와 연령에 따라 유아의 조형적

표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미술감상활동 실시 유무와 연령에 따라 유아의 조형적

반응과 표현의 질적 변화는 어떠한가?

3-1. 미술감상활동 실시 유무와 연령에 따라 유아의 조형적

반응의 질적 변화는 어떠한가?

3-2. 미술감상활동 실시 유무와 연령에 따라 유아의 조형적

표현의 질적 변화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유아교육

기관 3곳에서 3, 4, 5세 학급 각 4학급씩 총 12학급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2학급, 통제집단 2학급으로 나누어 총 165명의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실험집단 유아들에게만 미술감상활동을 시행하여 조형적 반응

과 조형적 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미술감상활동은 10

회기로 구성되었으며, 주 2회 총 6주간 시행되었다. 미술감상활동 시행

전 모든 연령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조형적 반응과 조

형적 표현을 평가하였다. 총 10회기의 미술감상활동을 3, 4, 5세 실험집

단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 한 후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검사

를 실시하였다. 사전ž사후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다원공변량분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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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처리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감상활동 시행은 3, 4, 5세 유아의 조형적 반응을 향상시킨

다. 미술감상활동에 참여한 유아는 조형적 반응의 모든 하위영역인 시각

적 반응, 추정적 반응, 평가적 반응이 긍정적으로 향상된다. 특히 3, 4세

유아에 비해 5세 유아의 조형적 반응 향상에 효과적이다.

둘째, 미술감상활동 시행은 3, 4, 5세 유아의 조형적 표현을 향상시키

지 않는다.

셋째, 미술감상활동의 시행은 3, 4, 5세 유아의 조형적 표현과 반응에

서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유아들은 미술감상활동 시행 전보다 더 많은

빈도의 조형적 반응과 높은 수준의 조형적 반응을 보인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 조형적 표현에서도 표상수준, 탐색수준, 예술성 수준에서의 더

현실적이고 장식적인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미술감상활동의 시행이 3, 4, 5세 유아의 조형적 반응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5세 실험집단 유아에게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한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조형적 반응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미술감상활동은 유아의 조형적 표

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록 유아의 조형적

표현의 향상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질적 변화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유

아의 조형적 표현에도 유의한 향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미술감상활동을

보다 장기적인 활동으로 진행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어: 미술감상활동, 조형적 반응, 조형적 표현

학 번: 2012-2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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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유아들에게 미술이란 소통의 수단이며 즐거움의 원천이다. 특히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유아는 미술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에게 미술활동은 큰 의의를

가지게 된다. 미술활동이란 눈에 의한 시각적 경험 및 정신활동의 일부

로서 미술 작품을 인식하는 과정은 지적 훈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

아들은 인간정신의 위대한 표현결과인 미술 작품을 이해함에 있어서 미

술 표현 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을 지각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Eisner, 1960).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술 교육은 표현활동을 통

해 결과물을 창조해내고 평가하면서 주로 표현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감상교육이 중요하게 생각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경향

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미국의 미술교육협회(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에서도 주변의

아름다운 것 또는 훌륭한 미술작품에 노출되는 것 그리고 표현활동 사이

에 연관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Herberholz & Hanson, 1995). 미술 감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의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그 내용

을 조정하여 미술 교육 방법의 내용 체계에 ‘탐색’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과거 표현 위주에서 탐색과 감상, 표현이 더해져 보다 균형있는 미술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1998). 현재 3-5세 누

리과정(2013)에서는 미술교육의 목표를 ‘예술경험’ 영역에 두고 아름다

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는데 두고 있다. 첫째,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탐색한다. 둘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를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 셋

째, 자연과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풍부한 감성과 심미적 태도를

기른다. 특히 예술경험 영역 마지막 내용 범주인 ‘예술 감상하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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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미술(작품) 감상하기 내용에 주안을 두고 3-4세와 5세로 나누어

각 연령별로 발달적 특징을 고려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

가 일상생활에서 보다 쉽게 예술 작품들을 접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를 만들어 주는 것은 유아가 능동적으로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며 풍부한 감성을 지닌 문화인으로 성장하도록 돕

는 것을 의미한다.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상교육은 주 1회가 가장 많

은 것으로 조사(유혜정, 2004)되었고, 감상활동은 표현활동의 도입부분에

동기 유발이나 도움 자료로 제시되고 있는 정도(최순실, 1993)라고 밝혔

다. 미술 감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감상지도는 일회기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여전히 표현 위주의 미술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경, 박화윤, 이부미, 2005; 정미경,

2003, 황경숙, 2000).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육은 표현 위주에서 벗

어나 감상과 표현이 균형을 이루는 활동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최근

문화의 다원화, 세계화, 국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유아교육에

서도 자신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등장하였다. 미술은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시대 및 사회의 문화를 담고 전달하는 기능을

지닌다. 따라서 미술 작품 감상은 글로벌 시대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유

아가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밀려오는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문화 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

가 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감상활동에 있어 다양한 교수매체가 사

용될 수 있겠지만 인류의 예술 유산인 명화를 대상으로 하는 감상교육이

주를 이루어왔다. 명화는 성인이 예술적인 목적에 의해 계획적으로 그린

그림으로서 다양하고 기발한 조형 요소들과 원리들을 내포(하광주,

2014)하고 있어 감상활동의 교수 매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

주(2005)는 명화 또는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한 감상 활동은 유아의 일

상생활과 밀접하지 못하여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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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지적했다.

미술교육을 진행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미적 대상을 유아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유아의 연

령과 관심사를 고려한 미술 작품과 주제를 선정해야한다. 미술 작품에

대한 유아의 선호반응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대상에 근거(Cole, 1985)하고, 흥미와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

어야 한다(Parsons, 1987). 주로 화려한 색체에 매료되는 시기이므로 색

채가 풍부한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에 대한 주제가 유아들이 친근감을 가

지고 쉽게 활동해 볼 수 있는지,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미술 작품

과 유아의 선호도를 고려하였는지, 미적 요소가 들어있어 유아에게 심미

감과 표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미술 작품을 통하여 유아가 해결

해야 할 문제 상황을 갖고 있거나 유추해 낼 수 있는 배경이 있는지가

작품을 선정하는데 중요하다(민병진, 2009). 이에 유아가 보다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생활 범주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미술 작품을 선정하여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갖도록 해야 한

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명화감상활동은 생활주제와 관련된 주제로 구성(김

영숙, 신인숙, 2009; 지옥녀, 2003; 하광주, 2014)하여 이를 중심으로 명

화를 설명하고 감상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들은 유아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생활 주제 중심으로 명화를 선정하여 접근성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미경(2006)은 미술감상은 작품의 시각적이고 조형적인

아름다움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조형적 요소로만 작품을 감상하기 에는 한

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며 유아에게 화가의 삶과 작품에 담긴 이야기 들

려주기 미술감상방법이 미적 요소에 기초한 미술감상방법에 비해 유아의

보다 긍정적인 미술감상태도를 이끌어 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단순히

주제 중심으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 작품 속 조형 요

소 및 원리를 발견하고, 작가의 인생 스토리 중심으로 보다 작품 중심의

미술감상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화가의 삶과 작품에 담긴 이야기 들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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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유아의 미술감상태도 및 감상능력에 미치는 효과(정미경, 2006)에

서도 유아가 미술 작품에 대해 관찰과 관심을 갖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 작품 속 재료, 조형 요소 및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지도하고, 미술 작품과 관련된 화가의 인생과 관

련된 스토리텔링 방법을 통합하여 이전과는 차별화 된 미술감상활동을

개발하고자 한다.

감상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명화감상

프로그램이 유아의 조형적 반응 또는 조형적 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였다. 박숙영(2006)은 생활주제에 따른 명화감상활동이 유아의 그림표

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하광주(2014)는 다중지능을 활

용한 명화감상활동이 유아의 미적반응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

다. 또한, 김영숙, 신인숙(2009)의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한 명화감상

활동이 유아의 미술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미술감상

활동이 조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을 함께 살펴본 연구에서

는 주로 유아작품(유진아, 2009)을 활용하거나 전통문화소재(백희숙,

2006)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증명한 것에 그쳤다. 따라서 명화를 포함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교수매체로 활용하여 개발한 미술감상활동이 유아

의 조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 모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유아의 미적 감상이 가능한 연령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

을 제시한다. Parsons(1987)는 초등학생 이후가 되어야 미적 대상의 형

식적인 측면인 양식, 형태, 구도 등에 관하여 반응할 수 있다고 하였지

만, Rosential 과 동료들(1978)은 아동들이 영아기부터 어떤 것이 좋고

아름다운지 미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ardner(1975)는 2-7

세 유아들은 상징인식의 단계로서 현존의 사물과 기호·상징화된 사물과

의 관계를 인식하며, 대상을 개념적으로 감상하는 시기로써 미술감상활

동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Gardner, Winner와 Kircher(1975)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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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유아가 그림의 양식의 따른 화가의 개인적인 특성을 이해하지는 못하

지만 아름다운 색, 멋있는 디자인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적 감상

뿐만 아니라 조형적 표현에 있어서도 4세가 되면 특정 대상을 상징화하

여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5세가 되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미술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발현되기 시작한다. 특히, 4-5세의 유아는 알고 있는 것과

본 것, 느낀 것을 바탕으로 표현(교육인적자원부, 2005)하기 때문에 유아

의 감상과 표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는 미술감상활동을 5세 또는 초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강영숙, 신

인숙, 2009; 이미자, 1998, 하광주, 2014)하여 진행했다. 따라서 학령전 유

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학령전 유아에게 적합

한 감상활동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령 전 유아들도 충분히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작품 감상 능력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3, 4, 5세 학령 전 유아들도 미술감상활동을 통해

유아의 조형적 반응과 표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검

증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유아의 일상생활 범주 관련 주제로

조형 요소 및 원리, 스토리텔링 방법이 통합된 보다 차별화된 미술감상

활동을 개발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그리고 개발된 미술감상활동의 시행

여부와 연령에 따라 조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만약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조형적 반응

과 표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

용되어 미술 작품을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유아들이 친근감을 갖고

미술 작품에 대한 호기심과 심미감을 갖게 할 것이다. 또한 유아 미술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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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문제에 대한 근거 제시를 위해 유아미술감상

교육에 관한 이론적 관점, 조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에 관한 이론과 선

행연구를 고찰해본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존의 국내 외 미

술감상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1. 조형적 반응의 개념과 발달

1) 조형적 반응의 개념

미적 반응이란 주변환경, 자연물, 미술 작품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마주

치는 대상의 미적 요소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민감한 능력(Eisner, 1982)

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하게 예술적 가치를 지닌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심미적인 사고과정을 통하여 주변 환경

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백희숙, 2006). 이 정의

를 원용하여 조형적 반응을 미술 작품인 조형물을 감상하며 유아가 미술

작품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조형적 반응은 유아기

의 감각적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 유아의 반응은 직접 보고, 느끼고, 만

지고, 듣고, 맛보는 가장 근본적인 경험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촉각,

시각, 청각적 현상에 의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미지 형성과 지각

력이 개발된다(Cohen & Gainer, 1984)고 한다. 따라서 유아의 오감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유아의 감각에 의한 조형적 반응 능

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조형적 반응은 유아들의 인지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아는 미술

활동을 통해서 색, 형태, 선, 질감, 공간 등의 조형적 요소들과 관련된

개념을 학습하게 된다.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전조작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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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유아들을 아직 미적 준거에 대한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

은 미성숙의 단계라고 보았다. 즉, 유아들의 사고가 아직은 융통성이 없

고 한 가지 상황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할 때 유아의 조형적

반응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이용일, 2011). 또한 이 시기 유

아들은 그림 속의 사물을 생명체처럼 생각하고 살아나올 것이라고 생각

하는 물활론적 사고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

의 관점을 분리하지 못하는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의 관점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여 사회성이 발달하

여 내가 싫어하더라도 타인은 이 그림을 좋아할 수 있게 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여전히 사실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은 있지만 은은한 색,

복잡한 구성, 표현적 메시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다른 사

람의 관점에서 미술 작품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나 미술

적 양식을 이해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 시기에는 매

체의 차이, 표현적 차이, 미술 양식이나 작가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인지

하고 이해할 수 있다(Kerlavage, 1995). 이처럼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서

점차 미적 반응은 개인적인 선호도에서 주변의 일반적인 미적 인식으로

변화하며 발달하며(백희숙, 2006), 이는 자기중심성 탈피와 관련이 있음

을 알 수 있다(이용일, 2011). 이렇게 유아는 외부 환경에 맞추어 효율적

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가 일상

생활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들을 많이 접하고 다양한 미술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조형적 반응의 발달

유아는 주위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에 대해 개인적인 선호에

기초한 조형적 반응을 보인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형적 반응을 보이던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서 점차 조형적 반응이 주변의 일반적인 미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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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반응으로 변화한다(백희숙, 2006). 유아의 조형적 반응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유아의 조형적 반응을 인지

발달과 관련지어 점진적이고 연속적으로 발달한다(Kerlavage, 1995;

Parsons, 1978)는 설명이 존재한다. Parsons(1978)은 조형적 반응의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색, 선, 형과 같이

눈에 띄는 미적인 요소에 반응하는 수준으로, 명확한 자극에 의존한 반

응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미술작품에서 보여지는 것 이외의 상황도

고려할 수 있는 단계로 작품이 만들어진 방법이나 작가의 표현 형태 등

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 번째 단계는 작품

의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작품의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표현할 수 있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감정적인 경험

과 개인적 가치에 기초한 판단을 가지고 작품의 의미를 종합하고 재구성

이 가능한 단계이다.

유아의 조형적 반응의 발달은 주위의 미적 요소를 인식할 수 있는 감

각을 계발함과 동시에 또래, 교사나 부모와 같은 성인들의 미적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발달하게 된다(임수진, 이정욱, 1999)는 입장이 있다.

유아가 미술 작품을 접할 때 교사의 역할이나 환경구성, 언어적 상호작

용, 교수학습 등이 유아의 미적 반응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보

았다(하광주, 2014). 유아들은 색, 선, 형, 여러 가지 미술 기법 등을 포

함하는 미술의 기본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토의할 수 있으며 토의 활동

을 통해 미적 반응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Schirrmacher, 1993). 또한

교사가 체계적인 교수전략을 사용할 때 유아들의 미적 관심과 미술 요소

에 대한 반응 능력이 발달되고 촉진될 수 있다(Douglas et al., 1981)고

밝혀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다.

인지발달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으로 살펴본다면, 유아의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으며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소의 개인차가 발달의 속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Piaget, 1928). 그러나 다른 맥락주의적

접근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조형적 반응이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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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조형적 반응을 향상시키는데 목적

을 둔 미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오감을 만족시키는 경험을 통

해 지각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심미적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이다. 교사는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을 구성하

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미술활동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

을 가지고 있다.

2. 조형적 표현의 개념과 발달

1) 조형적 표현의 개념

미술에서의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지각하고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재해

석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능력(Herberholz, Hanson,

1995)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조형적 표현이란, 조형적 요소와 원리를

미술활동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미적 표현이라는 용어로 유아의 표현력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Chen과

Feinburg(1990)는 조형요소와 원리를 바탕으로 파악하여 유아의 표현능

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조형적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술 활동을 통해서 유아는 자신이 느낀 것과 경험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조형적 표현을 발달시킨다

(김보영, 2008). 여러 선행 연구(박숙영, 2008; 윤내경, 2000; 임경애,

2000; Schickendanz & White, 1990)에서는 조형적 표현이 유아의 인지발달

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다. 유아가 자신의 아이

디어, 알고 있는 개념, 경험 등을 미술 활동 속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고 기술이 필요하다. 유아는 그림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표

현할 것인지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미술 활동에는 계획과 실행, 평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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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재작업의 사고 과정이 포함된다. 또한 미술활동은 유아에게 문제해

결능력을 요구한다.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기 위해

서는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원하는 대상을 어떤 모양으로 어

디에 배치할 것인지, 어떤 색을 사용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야 한다. 미술활동을 통해서 유아는 자신의 물리적 위치가 바뀜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보는 시점이 바뀌게 됨을 발견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 변

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유아가 자기

중심적 관점에 고착되는 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표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표현을 통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싶어한다(Lowenfeld,

1975). 특히 언어발달이 미숙한 유아는 자신의 요구사항이나 느낌을 언

어로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형적 표현은 유아의 의사소통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또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을 표현하는 경험은 이후에 쓰기와 읽기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참조물

을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미술도 대상을 상징화

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Colbert, 1984; Zumuehlen & Kantner, 1995)

유아의 조형적 표현은 언어 발달에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이 조형적 표현

은 다양한 인지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조형적 표현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

면, 유아들이 무엇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그

리고 창조된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에서는

유아의 조형적 표현을 설명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자연발달이론

유아는 생득적으로 미술 표현 능력을 지니고 태어나며, 성장하면서 미

술 표현 능력이 단계에 따라 자연적으로 전개된다. Lowenfeld(1982)와

Kellogg(1979)와 같은 발달 이론가들은 자기표현으로서의 미술 표현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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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유아의 미술표현을 유아의

인지적 발달 단계의 반영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유아의 그림을 통

해 유아의 발달적 성숙 정도와 유아가 자신의 경험을 조직하는 방법 또

한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2) 인지발달이론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유아의 미술 표현은 본 것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박화윤,

2008). 유아들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그리기 때문에 임신

한 엄마의 모습을 그리면서 엄마의 치마 속에 작은 아기를 그리는 것 같

은 투시화적 표현이 나타난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책상의 네 다리를

모두 그린다거나 자동차의 바퀴 네 개를 모두 그리는 등 전개도식의 미

술 표현도 나타난다. 즉, 유아의 미술 표현은 유아의 개념 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개

념화할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또한 유아의 그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왜곡된 형태와 크기, 부정확한 표현, 그리고 혼란스

런 이미지 등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에 대한 유아의 지식과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다(이정욱, 임수진, 2009). 유아가 보다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유아의 미술 표현에서도 정확하고 세부적인 묘사, 복잡한 묘사, 사실적인

묘사 등이 증가하게 된다.

(3) 지각이론

지각이론은 유아의 미술 표현이 유아가 느끼거나 아는 대로가 아니라

대상에 대해 지각한대로 그린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지각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닌 유아가 이전에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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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여 그 대상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이정욱, 임수진,

2009). 유아가 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대상의 구조를 지각하는 것이다

(Arnheim, 1954). 또한 Golomb(1974)은 유아들의 그림 중 동그란 모양에

서 손과 발이 나오는 형태의 두족인 표현은 유아들의 관찰을 통해서 지

각한 것에 기초하며, 분화되지 않은 전체적 지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유아 미술 표현에서 두족인의 둥근 원형은 몸통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통 모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유아가 아직 머

리와 몸통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지각이론은 유아의 미술 표현이 대상에 대한 지각 능력에 의해 좌

우되므로 시각적 변별력 훈련을 통해서 미술 표현 능력이 증진될 수 있

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유아의 조형적 표현과 조형

적 표현 능력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유아들에게 있어 조형적 표현은 성

장의 반영이고, 개성과 정서, 상상의 표현이며, 의사소통의 매체이다. 또

한 조형적 표현은 유아의 자아개념과 창의성 등 인성 발달에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조형적 표현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아의 조형적 표현

능력이 향상된다(Edwards, 1997). 즉, 유아의 조형적 표현은 대상의 미적

요소들을 의미 있게 결합하여 미술 표현 활동에서 표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2) 조형적 표현의 발달

유아의 미술 표현은 작은 흔적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아가 실험적으로

만들어낸 작은 흔적들로부터 시작해서 도형으로, 경험을 포함하는 상징

으로 변화되고 확대된다. 유아는 근육 조절 능력의 발달과 인지 발달,

미술 표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점차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

을 능숙하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박화윤, 2008). 유아들의 조

형적 표현 능력은 일정한 발달 순서에 따라 진전되지만, 하나의 발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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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속도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나타날 수도 있

다. 이러한 조형적 표현 능력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는 성인이 유아의

있는 그대로 현재 수준을 수용하도록 도와준다. 유아의 미술표현능력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Kellogg, 1979; Lowenfeld, 1982; Gardner, 1991; Kindler

& Daras, 1994) 유아가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미술 표현능력이 발달한다

고 주장한다.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연구자들은 유아의 미술 발

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유아는 정신적 표상이

가능해지는 시기로서 상징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림, 사

진, 지도와 같은 또 다른 형태의 표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각의 상징이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것과 상응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

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유아는 한 대상이 다른 것을 상징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된다(Marzolf & DeLoache, 1994)고 하였다.

Kellogg(1979)는 유아의 미술 표현 발달 단계를 유아의 초기 끄적거림

에서 인물의 모습이 나타나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형태 단계, 도형 단계,

디자인 단계, 초기 도식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긁적임 단계

(scribble stage)는 2세를 전후해서 유아가 20가지의 기본적인 긁적거리기

를 할 수 있게 되는 단계이다. 이 20가지의 긁적거리기는 유아 미술표현

의 기초가 되고, 유아들의 그림에 대한 자세하고 광범위한 설명을 제공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둘째, 도형 단계(shape and design stage)는 유아가

2~3세 정도 되었을 때 나타는 단계로, 명확한 배치형태로 끄적거리기를

하다가 6개의 도형을 그리게 된다. 이 시기 유아의 그림에서 십자, 사각

형, 타원형(원형), 삼각형, 대각선의 5개 도형이 먼저 나타나고 다양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이어서 나타난다. 셋째, 디자인 단계(design

stage)에서는 유아가 기본 도형 두 세개를 결합하여 디자인할 수 있게

된다. 보통 3~4세경에 나타나는 단계로 유아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선 구성에 대한 시각적, 논리적 체계를 터득한다. 유아가 자

기학습을 통해 근육 조절 방법을 획득하면서 그림이 점차 우세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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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고 독자적인 표현법을 창조해 내기도 한다. 넷째, 초기 도식의 단

계(early pictorialism stage)는 사람, 동물, 식물, 집, 건물 그 밖의 다른 사

물을 사실적으로 그리게 되는 초보 단계로서 4세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

한다.

Lowenfeld(1982) 또한 미술 표현 능력의 순차적인 발달을 중시하면서

유아를 위한 적절한 지도를 위해 일반적인 발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 이론에 비추어 미술 표현

능력의 발달 단계를 6단계로 나누어 제시하는데, 긁적거리기(2~4세), 전

도식기(4~7세), 도식기(7~9세), 또래 집단기(9~11세), 사실기(11~13세), 결

정기(13~17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유아기와 관련된 긁적거리기에서

전도식기까지의 미술표현능력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긁적거

리기(Scribbling Stage)는 대개 1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2세나 2세

반 때까지 지속된다. 긁적임은 유아가 특정한 목적 없이 손을 움직여서

나타나는 표현 형태이다. 유아들은 무엇을 그리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긁적거리는 행위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형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처음에 유아가 우연히 팔을 앞뒤로

움직이다 생긴 선을 시작으로 무질서한 긁적거리기가 시작된다. 약 6개

월이 지나면 자신이 종이 위에서 펜을 잡고 손을 흔들면 선이 나타난다

는 인과관계를 알아챈다. 그로부터는 선의 사용에 있어 반복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 유아가 그리고 싶은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마구 그린 무질서한 긁적거림에 일정한 흐

름이 잡히고 규칙적인 반복이 나타난다. 유아들은 특별히 만족감을 주는

선이나 모양을 반복해서 그리려 하고, 그리기에 보다 오랜 시간을 보내

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직까지는 유아가 그린 것과 그가 나

타내고자 하는 사물의 시각적 표상 사이에는 관계가 별로 없다. 그러나

조절된 긁적거리기 단계의 유아들은 근육의 움직임이 정교해지므로 종이

안에 그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도식기(preschematic stage)는 약 3세와 4세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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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유아는 긁적거린 선들이 점차적으로 사람, 동물, 사물의 어렴풋한 형

태로 전개되는 표상적인 미술 표현을 시도하게 된다. 즉, 전도식기는 유

아가 의도적으로 주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사람, 동식물, 사물 등을 상

징적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그림이 보다 상세해지고 사실적으로 변한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주변의 제한된 사물에 대한 도식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도식이 미술 표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이상의 여러 미술교육자들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유아 미술표현능력의

발달에 관해 정리해보면, 유아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긁적거리기를 나타

내다가 상징적인 미술 표현을 거쳐 점차 사실적인 미술 표현을 할 수 있

게 된다. 즉, 유아의 미술 표현 능력 발달단계는 유아의 성장 과정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유아가 성장해 감으로써 유아의 미술표현능력도

점차 세련되고 기술적으로 향상되어지는 것이다(이정욱,�임수진, 2009).
그래서 유아 개인 간, 문화 간 미적경험의 차이와 환경은 미술표현능력

발달의 변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가 생활 주변의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고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주제를 정하여 유아가 거리낌 없이 미술 작품을 받아들여

감상하고 간단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

령별 미술 표현단계를 고려하여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예를 들

어, 종이를 자르거나 풀을 붙이는 정교한 작업을 3세는 어려움을 느끼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연구자가 유아들이 시도는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

에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미리 준비를 하였다. 반면, 5세

유아는 소근육의 발달과 인지능력이 3세에 비해 성숙한 단계로서 유아들

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표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3, 4, 5세에게 같은 매체를 통한 미술활동을 제공하나 수업의 난이도는

차이가 있게 구성되었다.



- 16 -

3. 유아 미술감상교육

1) 유아 미술감상교육의 개념 및 교육적 가치

미국 미술교육협회(NAEA, The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에서는

유아에게 주변의 미적 대상 또는 훌륭한 미술작품에 노출되는 기회를 갖

게 하고, 유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느낌이나 정서를 이해하

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환경에 대한 지각 뿐 아니라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3-5세 누리과

정의 예술경험 영역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예술경험을 즐기며, 창

의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유아가 좋은 미술 작

품을 보고 느끼며 이야기 하는 경험을 통해 색, 선, 형태 등의 미적 요

소를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는 기법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교

육인적자원부, 2013)고 제안하고 있다. 최근 유아 미술감상교육과 관련

해 여러 연구(김진영, 2003; 신금주, 2001; 윤내경, 2000; 이나영, 2001;

이혜주, 2000)가 이루어지며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술 감상은 유아에게 미적 경험을 제공하여 감정의 순화와 미

적 가치를 소유하게 해준다. 미술 감상이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바탕

으로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작품을 바라보며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신유

진, 2009). 다양한 미술 작품 속에서 스스로 미적 가치를 세우고 심미안

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감상활동을 통하여 예술가의 창조적 체험

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임경례,

2006).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생활 속에서 미를 발견하고 즐기는

삶 또한 영위하게 될 것이다.

둘째, 미술 감상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관계와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

다. 미술감상활동은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타인의 의견을 듣고 서로 이야기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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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따라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타인의 감정

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전주희,

2005). 미술 작품을 통해서 유아는 다양한 인물과 상황과 만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고, 그 상황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

의 정서를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타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이예

숙, 2007)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셋째, 감상활동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미술 작품들

은 유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서양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문화는 한 집단의 행동과 개념,

그리고 가치의 양식이다. 그리고 예술은 대부분의 문화에서 중요한 의사

교환 수단의 하나이다. 문화의 가치나 믿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미술을 감상하도록 돕는다면 유아는 자신의 문화적 환경의 측면에서 자

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유아는 그들 자신의 미술과 다

른 문화의 미술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더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Eisner, 1995). 우리나라 민화를 통해 이제는 쉽게 볼 수 없는 조상들의

옷차림이나 놀이, 일상생활 등의 다양한 모습을 접하고 경험함으로써 문

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융통성 있는 사고를 갖게 한다. 감상활동을 통해서 감상내용을

이야기하고 미술 작품을 쉽게 이해하기 시작하며, 다른 또래 친구들, 교

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융통성 있는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다

(최혜원, 2013)고 하였다. 또한 미술 작품 속에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

게 된다. 그림을 그릴 당시의 작가의 감정, 작품 속 인물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비교하며 보다 타인과 공감하거나 차이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점점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것(천지혜,

2011)이라고 하였다.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미술감상활동의 가치를 미적 감정과 미적 생활을

영위하는 문화인으로 성장하여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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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장영숙, 황윤세, 2003)으로 보았다. 따라서 유

아 미술감상의 마지막 교육적 가치는 전인적 발달과 풍부한 감성, 감상

능력을 발달시켜 유아를 심미적 인간으로 기를 수 있다는 데에 있을 것

이다.

2) 유아 미술감상교육의 교수-학습 이론

효율적인 미술감상활동을 위한 교수 방법으로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

술감상활동을 들 수 있다. 교사는 유아가 늘 미술 작품과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구성을 만들고, 다양한 방법의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Loernfeld와 Brittain(1982)는 미술 감상 지도에서 교사의 역

할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교사의 올바른 지도 관점은 그에 따

른 발문이 감상지도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선 미술감

상교육은 통합적인 지도가 되어야 한다. 둘째, 오감을 활용해야 한다. 셋

째, 감상과정에서 토론과 언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유아의 생활

과 밀접한 관련을 갖도록 한다. 다섯째, 미술 관련과의 연계 교육을 고

려한다. 여섯째, 시각에 대한 경험을 통해 미술 문화를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유아들이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교사는 명화, 동화책, 또래 그림, 사

진등술 다양한 교수매체들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2005)

는 명화를 가장 효과적인 교수매체로 보고, ‘유아를 위한 명화감상활동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찰을 통한 명화감상 방법이다. 미술의

요소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유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

제, 형태, 특징, 느낌 등의 특징을 지니는 작품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분석법, 비교법, 분류법이 있다. 둘째, 토론을 통한 명화

감상 방법이다. 작품의 표현 특징이나 조형요소, 미적 가치 등을 살펴보

고 발표 및 토론을 함으로써 명화를 감상하는 것으로 지도내용이나 감상

의 주제에 따라 대담형식, 소집단, 대집단으로 실행된다. 셋째, 조형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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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한 명화감상 방법이다. 표현학습의 유형에 속하는 적극적인 감상

유형으로 유아가 명화를 보고 특징적 부분을 소재로 하여 제작해 보는

방법이다. 유아의 감상능력은 감상기술과 표현기술을 통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가장 잘 발달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 작가들의 개

성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옮겨보는 가운데 작가의 작품 제작 과정에 공

감할 수 있게 보는 입장이다. 넷째, 전시에 의한 명화감상 방법이다. 유

아가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하는 방법으로 모의 미술관법이라고

도 불린다. 실제 작품의 전시를 통해 감상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이해하

게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개개인의 사

고를 구체화 시켜준다. 직접 미술작품을 전시하게 되면 유아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미술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레지오 에밀리아를 들

수 있다. 마지막은 셀프가이드에 의한 명화감상 방법이다. 유아 스스로

혹은 교사의 진행에 따라 보다 흥미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명화가 갖고

있는 의미에 다가갈 수 있도록 자기감상용 교재 또는 도구로 유아가 흥

미를 갖고 미술작품과 대화하면서 스스로 발견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안

내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명화감상교육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장영숙과 황윤세(2003)는 명화감상활동의 지도 방법으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데 통합적 접근법은 생활주제에 따른 명화

감상활동과 특정 명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접근법으로 나누

었다. 교사는 어떤 경우든 주제와 관련된 명화를 선정하고 소개할 수 있

어야 하며 더불어 훌륭한 명화를 통합적 교육활동계획에 포함시켜야 한

다고 했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명화 감상 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하

며, 명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일과 운영과 환경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미술감상의 지도방법으로 통합적 접근법

과 프로젝트 접근법을 모두 사용하려고 한다. 다만, 이 연구의 미술감상

활동은 연구자가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유아의 학급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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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게 명화를 친숙하게 소개하는 환경 구성을 따로 만들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명화 감상활동을 위해서는 대집단 활동, 소집단 활동,

개별 활동 등 다양한 집단 구성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미술감상활동

은 처음에는 대집단 활동으로서 유아들이 함께 모여 명화를 감상하는 시

간을 갖는다. 그 뒤에 각자 소집단으로 모여 앉아 표현활동을 개별로 하

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토의법, 견학법, 초대법, 게임법, 관찰법 등을 명화감

상교육의 교수-학습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예숙, 2007; 송미영,

2004). 토의법은 유아들이 감상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

하기 위하여 Feldman(1970)의 기술-분석-해석-판단의 4단계 방법을 사

용할 수 있는데 이 단계는 단계적 연계성을 가지고 비평적 감상학습을

하는데 유용하다. 견학법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전시회를 직접 다녀오는

방법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보다 바람직한 작품 감상을 할 수

있으며, 초대법은 주변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분을 초빙하여 함께 작업

하거나 작업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게임법은 유명한 명화의 복

사품, 형태, 색, 질감을 나타내는 사진, 자연물을 확대시킨 사진 등의 달

력, 신문, 잡지, 카달로그 등에서 다양하게 수집하여 게임 자료로 준비하

여 활용하는 방법이고 관찰법은 유아에게 작품을 통하여 주제, 형태, 특

징, 느낌 등의 특징을 찾고 다양하게 반응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Feldman(1970)의 방법을 사용하여 유아가 단계별로 미술 작품을 보다

구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가 미술 작품을 유아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명화집을 활용하는

방법, 컬러로 프린트해서 제시하는 방법, 사진자료를 제시하는 방법, 컴

퓨터 자료를 모니터로 확대해서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유아들의 발

달 특성 상 평면적인 자료보다는 입체적인 자료가, 단순한 제시 방법 보

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시했을 때 효과가 더 높다. 그러나 무조

건 다양하게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가 갖고 있는 특

징에 따라 감상하려는 대상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형태의 매체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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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 연구에서는 유아

가 미술 작품을 A2 사이즈의 컬러로 프린트하여 제시한다. 필요할 경우

에는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유아가 직접 미술 작품을 확대해보거나 자세

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한다.

미술 작품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작품의 특성들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서는 직접 미술관을 찾아가서 감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실적

으로 미술관을 자주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그 예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전용 미술관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

사 대 유아의 비율이 높아서 미술관에 가더라도 제대로 된 감상을 하기

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대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이 생

활화되어 있어서 굳이 미술관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편리하게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미래를 살아갈 유아들은

인쇄 매체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점점 더 전자 매체에 의존하며 지식 정

보 사회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이미 유아들과

부모들의 생활환경이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송도연, 2000; 이경우,

2002). 이 연구에서는 미술감상활동 중에 작가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의

방법으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였다. 영상을 통해서 유아들이 작가가 직

접 작품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사는데

효과적이였다. 대부분 종이에 인쇄된 미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박물관에

가서 직접 미술 작품을 감상하던 유아들에게 전자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명화를 확대해보고,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활동을 미술감상활동에 추가하여 구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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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술감상활동의 개발과 필요성

최근 누구나 세계화, 국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의 다원

화를 경험한다. 이에 따라 유아 교육에서도 자신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

식과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등장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13). 미술은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으며, 미술 작품은 한 작가의 인생과 문화를 담고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유아의 감상교육을 강조한 유아 미술감상교육의

필요성이 자주 대두되면서 다양한 감상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감상활동을 통해 얻는 인지적인 발달에 중점을 두고, 미적 요소

에 기초한 감상활동이 유아의 다양한 능력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다. 구체적으로, 미적 요소에 기초한 유아미술활동프로그램(이금선, 1999;

임경애, 2000)들은 감상활동을 통해서 유아의 관찰력이 증진되어 그림표

현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는 미술 작품에 대해

다른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 판단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경청하게 되어 융통성 있는 사고능력을 발달시킨다(최순실, 1993)

고 하였다.

유아미술교육은 이처럼 다양한 인지발달을 도모하고자 유아에게 미적

인 요소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감상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유아들

이 보다 재미있게 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의 미술감상활

동의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 미술 감상은 조형적 아름다움에서 시작되지

만 조형적 요소로만 감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정미경, 2006).

실제로 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이야기 들려주기 방법이 미적 요소에 기초

한 방법보다 유아의 감상이력에 효과적임을 밝혔다(정미경, 2006). 따라

서 작가의 인생, 작가의 의도, 독특한 표현형태 등을 스토리텔링의 형식

으로 유아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미적 요소를 작품 속에서

발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작가가 그런 요소를 추가하였는지, 미

적 요소들 때문에 작품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작가는 이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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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렸을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면서 자신의 상상력을 미술감상활동

중에 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고 느낌을 표

현하는데 이러한 감상활동은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명화감상활동은

심미적 감수성을 자극해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할 수 있다(최경선,

2001). 뿐만 아니라, 명화 감상의 기회가 자주 제공된다면 유아들이 주

변에서 사물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느끼며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도

록 돕는다(남효인, 2008)는 것을 밝혔다.

요악하면, 유아기에 조형 원리를 인지하고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아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추가하여 미

술감상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감상활동과 이후의 표현활동 모두에

서 유아들은 자신이 미술 작품에 대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작품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술 작

품 뿐만이 아니라 또래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또 다른 심미적 자

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술감상활동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형요소와 원리의 이해, 스토리텔링이 결합되고, 감상활동과 표현활동

이 같이 이루어지는 미술감상활동을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다.



- 24 -

III.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미술감상활동을 구성하고, 미술감상활동의 시행이 유아

의 조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미술감상활동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미술감상활동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조형적 반응과 표현을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에서 개발한 미

술감상활동의 효과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미술감상활동 실시 유무와 연령에 따라 유아의 조형적

반응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미술감상활동 실시 유무와 연령에 따라 유아의 조형적

표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미술감상활동 실시 유무와 연령에 따라 유아의 조형적

반응과 표현의 질적 변화는 어떠한가?

3-1. 미술감상활동 실시 유무와 연령에 따라 유아의 조형적

반응의 질적 변화는 어떠한가?

3-2. 미술감상활동 실시 유무와 연령에 따라 유아의 조형적

표현의 질적 변화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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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조형적 반응, 조형적 표현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조형적 반응

미적 반응이란 주변환경, 자연물, 미술 작품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마주

치는 대상의 미적 요소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능력(Eisner, 1982)으로 정

의한다. 이 정의를 원용하여 조형적 반응을 미술 작품인 조형물을 감상

하며 유아가 미술 작품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또한 조형적 반응은 Acuff와 Sieber–Suppes(1972)에 따라서 작품 속에서

보이는 대상, 인물, 형태요소와 원리 등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에 기초한

시각적 반응, 작가의 표현방식과 작품의 의도, 주제 등을 유아 나름대로

추측하여 진술하는 추정적 반응, 작품에 대한 선호와 가치를 판단하는

평가적 반응의 세 가지 하위요소로 살펴본다.

2) 조형적 표현

미적 표현이란 유아가 미술 작품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지각하고 느끼

는 감정과 경험을 재해석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능력

(Herberholz & Hanson, 1995)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를 원용하여 조형적

표현을 유아가 미술 작품 속에서 발견한 조형적 요소와 원리를 미술활동

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조형적 표

현은 Chen과 Feinburg(1990)에 따라서 표상 수준, 탐색 수준, 예술성 수준

의 세 가지 하위요소를 고찰한다. 표상 수준은 대상을 인식하고 그 상징

을 기본형태, 색, 공간적 구도를 통해 창조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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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작품 속에서 사용된 조형 요소의 배열, 다양성, 역동성을 표현하

는 정도, 예술성 수준은 감정을 묘사하거나, 특정 효과를 만들고, 그림을

꾸미는 등의 표현감, 충만감, 심미감을 표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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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및 절차

앞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

구 방법과 절차로 이루어진다. 먼저 연구문제에 적합한 연구대상을 선정

하고, 연구도구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절차에 따라 진행

한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3곳에 재원중인 3, 4, 5세 유

아 각 4학급씩을 선정하여 총 12학급의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각 연령별 4학급을 실험집단 2학급과 통제집단 2학급으로 구분하여

사전ž사후검사를 통해 미술감상활동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전ž

사후검사에 모두 참여하지 못한 유아 총 6명(4세: 2명, 5세: 4명)과 미술

학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 총 5명(4세: 2명, 5세: 3명)을 제외하고 총 165

명의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실험집단 3세 유아 25명 중 13명은 경기도의 K 유치원, 12명은 서울의

S 어린이집에서 표집하였으며, 통제집단 유아 25명 중 14명과 11명 또한

동일 기관에서 표집하였다. 실험집단 4세 유아 28명 중 12명은 경기도의

K 유치원, 16명은 서울의 S 어린이집에서 표집하였으며, 통제집단 유아

30명 중 12명과 18명 또한 동일 기관에서 표집하였다. 실험집단 5세 유

아 29명 중 17명은 서울의 H 어린이집, 12명은 서울의 S 어린이집에서

표집하였으며, 통제집단 유아 28명 중 17명과 11명 또한 동일 기관에서

표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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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실험집단 통제집단

N M SD N M SD

3세 25 51.56 3.69 25 52.48 3.07

4세 28 64.21 3.53 30 63.87 3.63

5세 29 75.76 2.91 28 75.68 3.31

합계 82 64.44 10.40 83 64.42 9.89

<표 IV-1> 연구 대상의 월령 분포

<표 IV-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은 3세 유아 50명(실험집단

25명, 통제집단 25명), 4세 유아 58명(실험집단 28명, 통제집단 30명), 5

세 유아 57명(실험집단 29명, 통제집단 28명) 총 165명으로 구성된다. 유

아의 평균 연령은 사전검사 기간인 2015년 1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

출하였으며, 3세 실험집단 유아의 평균 연령은 51.56개월(SD=3.69), 통제

집단의 평균 연령은 52.48개월(SD=3.07), 4세 실험집단 유아의 평균 연령

은 64.21개월(SD=3.53), 통제집단의 평균 연령은 63.87개월(SD=3.63), 5세

실험집단 유아의 평균 연령은 75.76개월(SD=2.91), 통제집단의 평균 연령

은 75.68개월(SD=3.31)이었다.

2.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미술감상활동의 시행 여부에 따

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되는 사전 사후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group design)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참여한 최종 유아는 총

165명이며 미술감상활동을 시행한 3, 4, 5세 실험집단 유아의 수는 총

82명(3세 실험집단 25명, 4세 실험집단 28명, 5세 실험집단 29명)이며

미술감상활동을 시행하지 않은 3, 4, 5세 통제집단 유아의 수는 총 83명

(3세 통제집단 25명, 4세 통제집단 30명, 5세 통제집단 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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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O1 X O3

통제집단 O2 O4

아래 <표 IV-2>와 같이 유아의 조형적 표현과 반응에 대한 미술감상활

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 미술감상활동 시행,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실험집단 유아에게는 이 연구에서 개발

한 미술감상활동 10회기를 적용하고, 통제집단 유아에게는 미술감상활동

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누리과정만이 적용되었다.

<표 IV-2> 연구의 실험설계

O1 , O2: 사전검사(조형적 반응, 조형적 표현)

O3 , O4: 사후검사(조형적 반응, 조형적 표현)

X: 실험처치(미술감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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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측정 도구

(1) 조형적 반응 평가 척도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조형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Acuff와 Sieber–

Suppes(1972)가 개발한 ‘A Manual for coding description,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s of visual art forms’를 연구자가 조형적 반응 사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새로 구성된 척도는 아동학 교수

1인과 유아교육 전문가 2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조형적 반응 평가 척도는 유아들의 조형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크게 시각적 반응, 추정적 반응, 평가적 반응의 세 범주로 나누어져 있

다. 총 9개의 하위 영역과, 3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형적

반응 사전검사 결과, 유아들의 반응에서 점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 항목을 수정하고 6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시각적 반응 범주에서 ‘색’, ‘선’, ‘형’, ‘빛’ 외에도

‘공간’과 ‘운동감’에 관한 유아의 반응이 많이 있어 2가지 항목을 감각적

속성에 추가하였다. 명화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 또는 경험에 대한 진술

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험적 맥락’을 시각적 반응의 하위 영역인

맥락적 속성에 추가하였다. 또한 유아가 ‘각 범주에 대한 질문에서 유아

가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진술이 많아 각 범주에 ‘무관심한 반응’, ‘무

관심한 참조’, ‘무관심한 평가’의 3가지 하위 영역을 추가하였다. 조형적

반응 평가 척도 수정사항은 <표IV-3>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

한 조형적 반응 평가 척도에는 총 12개의 하위 영역과 39개의 세부 항목

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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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V-3> 조형적 반응의 평가 척도 수정사항

하위 영역 세부 항목 ⇨ 하위 영역 세부 항목

가

정

적

반

응

Material

Attributes

Material
재료

재료

Technique 기술

Surface-Quality ‘감각적 속성’으로 이동

Literal

Attributes

Literal Object
실제성

실제적 대상

Literal Content 실제적 내용

Sensory

Attributes

Color

감각적

속성

색

Line 선

Shape 형

Light 빛

추가
공간

운동

‘재료’에서 이동 표면의 특성

Organiztional

Attributes

Comparative Relationship
구성적 속성

상대적 관계

Principle of Organization 구성 원칙

Expressive

Attributes

Expressive Quality

표현적 속성

표현적 진술

Unique Schemata 독특한 비유

Pervasive Quality 전체적 특성

Contextual

Attributes

Art Form

맥락적 속성

예술 형태

Historical /Cultural 역사적//문화적 맥락

Style 미술양식

추가 경험적 맥락

추가
판단적

속성
무관심한 진술

추

정

적

반

응

Meaning

Attributes

Hypothesis – Action

의미

참조

추정적 진술 – 행동

H- Thoughts 추정적 진술 – 사고

H-Sensations
추정적 진술

– 감각적 특성

H-Nature of Object
추정적 진술

– 대상의 특성

H-Context 추정적 진술 – 맥락

H-Affect 추정적 진술 – 감정

H-Subjective Feeling
추정적 진술

– 주관적 기분

H-Symbolic Aspect 추정적 진술 – 상징

H-Thematic 추정적 진술 –주제

H-Fantasy 추정적 진술 – 환상

Contextual

Attributes

H-Artist
맥락

참조

추정적 진술 – 작가

H-Style
추정적 진술

– 미술양식

추가
판단적

속성
무관심한 진술

평

가

적

반

응

Affective,

Objective

Responses

Affective Judgement,

Supported

주관적/ 객관적

평가

주관적 판단

/이유있음

Affective Judgement,

Not Supported

주관적 판단

/이유없음

Objective Evalutation,

Supported

객관적 판단

/이유있음

Objective Evalutation,

Not Supported

객관적 평가

/이유없음

추가 무관심한 평가 무관심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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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범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각적 반응은 유아가 작품 속에서 보

여지는 시각적인 정보에 기초한 반응을 의미한다. 재료, 실제성, 감각적

속성, 구성적 속성, 표현적 속성, 맥락적 속성, 판단적 속성 6개의 하위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1개의 세부 항목이 있다. 추정적 반응은 작

품 속 대상, 작가의 표현방식, 작품의 의도, 주제와 관련하여 유아 나름

대로 추정한 반응들을 의미한다. 의미 참조와 맥락 참조의 2개의 하위

영역들로 구성되고 10개의 세부 항목이 있다. 평가적 반응이란 작품에

대한 유아의 최종적인 선호와 가치 판단에 관련된 반응을 의미한다. 주

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 무관심한 평가 3개의 하위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5개의 세부 항목이 있다. 조형적 반응 평가 척도에 대한 내용은

<표IV-4>과 같다.

유아의 조형적 반응 평가를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시각적 반응을

위한 질문은 유아들이 그림을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보

이는 대로 선생님에게 이야기 해 줄 수 있겠니?”, “이 그림은 무엇을 그

린 그림이니?”,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린 것 같으니?”라고 질문하였다. 추

정적 반응을 위한 질문으로는 “지금 그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니?, 화가가 왜 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니?”라고 질문하였다. 평

가적 반응을 위한 질문은 “이 그림이 마음에 드니? 이유는 무엇이니?”,

“이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니? 이유는 무엇이니?” 라고 질문

하였다. 각 작품에 대한 유아가 대답한 반응을 녹음하고 모두 전사하여

각 범주에 해당하는 조형적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빈도로 표시하였다.

이를 평가하는 조형적 반응 평가지는 <부록 1>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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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 조형적 반응의 평가 척도

범주 하위 영역 세부 항목 내용

시각적

반응

재료

재료 재료나 매체의 사용에 대한 진술

기술 재료를 사용한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진술

실제성

실제적 대상 사물이나 사람 등에 대해 보이는 대로 진술

실제적 내용 시간, 장소 또는 환경 등에 대해 보이는 대로 진술

감각적

속성

색 색조, 밝기, 순도와 같은 색의 특성을 진술

선 방향, 길이, 굵기 등 선의 특성을 진술

형 모양이나 형태의 특징, 정의를 진술

빛 표상된 사물에 대한 빛이 주는 효과를 진술

공간 표상된 대상의 위치, 구도, 공간적 특성을 진술

운동 표상된 대상의 움직임 또는 운동감을 진술

표면의 특성 선/형/색/물질/기술 등에 의한 표면의 효과

구성적

속성

상대적 관계 그림 속 미술 요소 또는 특성들을 비교하는 원칙을 진술

구성 원칙
그림 속 미술 요소들의 상호관계성을 조직하는 원칙을 진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도 진술

표현적

속성

표현적 진술
선, 색, 형 등의 미적요소들을 통해 느껴지는

자신의 기분, 행동, 느낌 등을 나타내는 진술

독특한 비유 비일상적이고 독특한 표상에 대한 진술

전체적 특성 작품의 전체적인 특성에 대한 진술

맥락적

속성

예술 형태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예술 형태에 대한 진술

역사적/

문화적 맥락

어디에서, 누가, 왜 이 작품을 구성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용어에 대한 진술

미술 양식 미술양식에 대한 진술

경험적 맥락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 또는 경험에 대한 진술

판단적

속성
무관심한 진술

그림 속 시각적 정보에 관심이 없으며 진술에 성의가

없거나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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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

영역

세부

항목
내용

추정적

반응

의미

참조

추정적 진술 –

행동
개인 또는 집단의 과거, 현재, 미래 행동과 관련된 추정적 진술

추정적 진술 –

사고

그림 속 대상의 단순한 생각 또는 의도,

미래에 있을 계획이나 목표와 관련된 추정적 진술

추정적 진술 -

감각적 특성
신체적 감각 또는 상태와 관련된 추정적 진술

추정적 진술 -

대상의 특성

그림 속 사물이 어떤 물건인지 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련된 추정적 진술

추정적 진술 –

맥락

시간적, 문화적, 상황적, 역사적인 맥락에 관련된 추정적 진술

(단, 그림 단서를 통해 예측한 추정적 진술)

추정적 진술 –

감정
그림 속 사람의 개인적 감정과 관련된 추정적 진술

추정적 진술–

주관적 기분

그림 속 주제 또는 대상을 통해

유발되는 감정과 관련된 추정적 진술

추정적 진술 –

상징
그림 속 특정 부분의 중요성과 관련된 추정적 진술

추정적 진술 –

주제
그림 속 주제 또는 중심적 아이디어와 관련된 추정적 진술

추정적 진술 –

환상

그림 속 대상들과 관련된 환상의 이야기

또는 독특한 발상과 관련된 추정적 진술

맥락

참조

추정적 진술 –

작가
작가, 작가의 의도, 성격, 인생과 관련된 추정적 진술

추정적 진술 -

미술 양식
특정 작가, 화풍, 또는 작가가 살던 시대와 관련된 추정적 진술

무관심한 진술
그림을 왜 그렸는지 또는 작품 속 대상에 관한 어떠한

추정적인 진술을 하지 않음

무관심한

참조

평가적

반응

주관적/

객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이유있음

작품에 대한 주관적인(개인적인) 반응을 설명하며

좋거나 싫음의 이유를 설명함

주관적 평가

/이유없음

주관적인 반응을 토대로 작품을 평가하지만

좋고 싫음의 이유가 없거나 설명하지 않음

객관적 평가

/이유있음

작품의 가치를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 가치의 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객관적 평가

/이유없음

작품을 예술품으로써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가치를 알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음

무관심한

평가
무관심한 평가 작품에 관심이 없으며 어떠한 평가 또는 반응을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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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형적 표현 평가 척도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조형적 표현을 평가하기 위하여 Krechersly(1994)

의 Project Spectrum에서 사용된 시각예술영역(Visual Arts Domain) 부분을

해석하여 사용하였다. 유아의 미술 작품은 표상 수준, 탐구 수준, 예술성

수준의 세 가지 범주들에서 평가되며 각 범주마다 3개의 요소를 포함하

여 총 9개의 요소로 분류되어 채점된다. 표상 수준은 공간적으로 일련의

요소들을 통합된 전체로 조정해 내는 수용력뿐 아니라, 일반적인 물체

(예를 들어 사람, 식물, 집, 동물)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상징을 창조

해내는 능력(Feinburg, 1987)이며 하위요인으로는 기본 형태, 색1, 공간

구도로 이루어져있다. 탐구 수준은 유연성, 생산성, 창의성, 다양성이 아

동의 디자인과 묘사적 그리기에서부터 예술 재료들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정도(Feinburg, 1988, 1990; Gardner, 1980; Goodman, 1988; Strauss, 1978)로

정의하며 색2, 다양성, 역동성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성의 수준은 감정을 묘사하고, 특정 효과를 산출하고, 예술작품을

장식하기 위해 선, 형태, 색깔과 같은 예술의 다양한 요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Feinburg, 1988, 1990; Gardner, 1980; Goodmanm 1968, 1988;

Winner, 1982)으로 정의하며 표현감, 충만감, 심미감의 하위요인으로 이

루어져있다.

채점 방식은 총 9개의 요소들을 1 = 낮은 수준, 2 = 평균, 3 = 높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점수하였다. 각 요소별로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점수

는 1점에서 3점이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9점에서 27점까지이다.

유아의 조형적 표현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아가 ‘주말 지낸 이야기’를

주제로 자유선택활동시간에 각 반의 교실에서 그린 각각의 그림을 가지

고 조형적 표현의 사전ž사후검사 점수로 평정하였다. Project Spectrum의

시각예술영역(Visual Arts Domain)부분의 조형적 표현 평가 척도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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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5> 조형적 표현의 평가 척도

1 2 3

표상

수준

기본

형태

Ÿ 주로 끄적거리기로 화면을

채우고 불규칙함

Ÿ 수직선, 사선, 수평선 등이

분리되서 나타남

Ÿ 형체가 불완전함

Ÿ 모순된 크기 또는 형체

Ÿ 기하학적인 형태(원, 세모, 네

모 등)가 나타남

Ÿ 대상의 주요한 특징이 나타남

(사람의 팔, 다리, 개의 귀, 얼

굴 등)

Ÿ 윤관석이 보임

Ÿ 인물의 옆모습 또는 측면의

형태도 나타남

Ÿ 세부적인 특징이 보임(손가락,

눈썹, 신발, 등)

Ÿ 현실성 있는 비율

색1
Ÿ 묘사한 대상과 색이 관련성

이 없고 자유롭게 칠함

Ÿ 다양한 색들 중에서 대상과

관련된 한 가지 정도의 색을

사용

Ÿ 다양한 색들을 사용

Ÿ 가끔 비현실적인 색이 나타나

기도 함

공간

구도

Ÿ 작품 속에서 대상, 인물 등

의 구도가 공간 속에서 불

분명하거나 모순됨

Ÿ 기지선을 인식, 대상이나 인물

이 서로 연관성 없이 화면의

한정된 공간으로 제한됨(치우

쳐있거나 가운데 모여있음)

Ÿ 기지선을 명확하게 인식,

Ÿ 대상이 화면전체에서 구성됨

Ÿ 위, 아래, 안과 밖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타남

탐색

수준

색2

Ÿ 단순한 그림. 단색

Ÿ 색이 일관적으로 변하지 않

음

Ÿ 다양한 색 사용

Ÿ 색 사용에 지배적인 패턴이

있음

Ÿ 다양한 색을 분위기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함

Ÿ 색의 대비, 혼합

Ÿ 색채감과 풍취가 있음

다양성

Ÿ 패턴과 디자인이 거의 변화

없이 반복됨

Ÿ 매우 제한적인 도식

Ÿ 표현하는 형태가 단순함

Ÿ 도식의 수(점, 선, 원, 타원, 직

사각형 등)가 교차되거나 나타

남

Ÿ 패턴과 도식이 절제되어 나타

남

Ÿ 선과 모양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

Ÿ 형태나 주제에 있어 주목할

만한 다양성이 보임

역동성

Ÿ 선, 모양, 형태가 계속적으

로 경직되게 묘사됨

Ÿ 주로 선과 기하학적 형태로

주로 이루어짐

Ÿ 정적이고 반복적

Ÿ 선, 모양, 형체가 운동감 있게

활발하게 표현됨

Ÿ 분위기 있고 자유로우며, 생동

감이 흐름

Ÿ 선, 형태, 색이 리듬, 균형, 조

화를 이루며 선명함

Ÿ 운동감이 나타남

예술성

수준

표현감

Ÿ 감정이 표현되지 않음(사람

표정 없음)

Ÿ 어떠한 감정 또는 반동이

보이지 않음

Ÿ 불분명하지만 선과 모양으로

느낌과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함

Ÿ 과장 없는 표현과 추상적인

인물 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표현함(슬픔, 생생함, 힘 있는

분위기 등)

충만감

Ÿ 선이나 그 외 요소의 다양

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음

Ÿ 한 두가지 특별한 요소를 잘

사용하고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함. (머리

카락, 표정 등)

Ÿ 다양하고 투박한 선이 사용됨.

Ÿ 명암, 그림자 등도 효과를 내

기위해 나타남

심미감

Ÿ 미적 감각이 나타나지 않음

Ÿ 의도적인 장식이나 정교함

이 없음

Ÿ 장식이 과장되거나 만화적이

지만 색이 다양하게 사용됨

Ÿ 다양한 모양이 아름다움과 조

화로움을 보임

Ÿ 장식, 패턴, 반복 등이 리듬감

을 가지며 분명하게 나타남

Ÿ 형태가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배치됨

Ÿ 색채감 있고 균형적임

Ÿ 예술적인 자기표현을 위해 개

별적 특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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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감상활동의 개발 및 시행

(1) 미술감상활동의 목표

이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조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의 향상이라는 목

적을 가지고 미술감상활동을 구성하여 시행하였다. 3-5세 누리과정

(2013)의 예술경험 영역의 목표는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

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로 제시되어 있다. 예술

경험 영역은 크게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

기’의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유아의 예술 경험 영역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아름다움을 관심을 갖게 하는 감상활동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임임을 알 수 있다. 그 중 명화감상은 ‘예술 감상하기’에

포함되어 그 목표를 찾을 수 있다. ‘예술 감상하기’는 자신과 다른 사람

의 작품,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예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예술을

감상하는 경험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변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자

연이나 사물, 예술 작품을 비롯하여 인류 보편의 감성을 담고 있는 다양

한 문화의 작품들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기회를 제공한다(교육과학기술

부, 2013). 그러나 ‘예술 감상하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순히 전통예술과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의 목표를 넘어 예술경험 영역 전체의 목표를 참고

하여 미술감상활동의 목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가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교수 매체로서 미술 작품을 사용하여 감상

활동과 표현활동이 통합된 미술감상활동을 개발하는데 목표가 있다. 세

부 목표로는 유아들이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감상 활동

과 직접 작품으로 표현하는 창작 활동을 통해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조

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 향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같은 목표를

두고 미술감상활동의 주제와 미술 작품, 활동 계획을 구성하였다. 더 나

아가 유아들이 다양한 감상 활동을 통해 예술적 심미안을 발달시키고 창

의적 사고로 표현할 수 있는 문화인으로 성장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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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6>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 내용에서 미술감상활동 목표 선정

내용

범주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

목표

미술감상활동

세부 목표

미술감상활동

주제(소주제), 미술 작품 선정

아름다움

찾아보기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Ÿ 시각적 요소(색, 선,

형태. 빛, 공간 등)

탐색하기

Ÿ 움직임 요소 탐색하기

Ÿ 9회기 –추상(음악, 소리)

바실리 칸딘스키 ‘구성8’,

‘노랑, 빨강, 파랑

움직임과 춤 요소

탐색하기
▶ ▶

Ÿ 8회기 – 생활(취미생활)

김홍도 ‘씨름’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예술적

표현하기

음악으로

표현하기

Ÿ 음악적 요소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Ÿ 음악적 요소

Ÿ 움직임으로 표현하기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

Ÿ 미술적 요소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극놀이로

표현하기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

Ÿ 음악적, 미술적 요소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

Ÿ 다양한 미술작품

감상하기

Ÿ 조형적 반응과 표현

향상시키기

▶

Ÿ 6회기 – 동굴(동굴벽화)

알타미라 동굴과

쇼베동굴의 벽화

전통예술

감상하기

Ÿ 5회기 – 동물(호랑이)

우리나라 민화 ‘호랑이와 까치’

Ÿ 8회기 – 생황(취미생활)

김홍도 ‘씨름’

.

(2) 미술감상활동의 구성

① 주제 선정

미술감상활동의 주제는 3-5세 누리과정 지도서의 생활주제를 참고하

여 유아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보다 쉽게 연관 지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거부감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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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아가 많기 때문에 주제 선정에 있어 특히 유아의 연령과 흥미를 고

려하여 보다 친숙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주제로는 크게 관

계, 자연, 동물, 사물, 생활, 추상의 7가지이다. 소주제로는 사랑하는 사

람, 바다, 꽃, 호랑이, 음식, 취미생활, 소리와 음악, 꿈과 상상의 세계 총

10가지로 선정하여 10회기의 미술감상활동을 구성하였다. 유아교육 전문

가 1인과 유아교육기관의 원장 선생님 1인에게 안면 타당도 검증을 받았

다. 또한 미술감상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조형 요소와 원리를

유아들에게 이해시키고, 이와 관련된 발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Frohardt, 1999). 따라서 미술 작품 속에서 발견되는 조형 요소 및 원리,

작가의 인생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보다 작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의 기본이 되는 조형 요소인 점, 선, 면, 행, 색,

명암, 질감, 공간과 조형 원리인 균형, 강조, 운동, 조화, 비례, 대비/대조,

통일, 변화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회기당 2-3가지의 조형요소 및 원

리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게 되며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

다. 각 회기당 다루고 있는 주제, 소주제, 조형 요소 및 원리는 <표

IV-7>에 제시되어 있다.

② 미술 작품 선정

10회기의 미술감상활동에 사용된 미술 작품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소

개한 ‘영유아 미술 감상활동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명화선정 기준과

국내 논문 및 자료 고찰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강설순(2012)은 명화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첫째, 유치원 생활주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작품인가

둘째, 유아들이 흥미 있어 하는 작품인가 셋째, 작품의 주제가 유아에게

친숙하여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작품인가 넷째, 유아의 상상력을 자

극하기 충분한 작품인가 다섯째, 작품이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가로

선정하였다. 임경례(2007)는 유아의 친사회성을 자극하기 위해 소집단

활동이 가능한 작품인지, 연구대상 유치원의 생활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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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구의 목적에 적절한 작품인지, 유아들이 이해하기 쉽고 주제 표현

이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다양한 표현기법이 사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명화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했다. 민병진(2009)은 주제가 유아들이 친근

감을 가지고 쉽게 활동해 볼 수 있는지,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명

화와 유아의 선호도를 고려하였는지, 미술적 요소가 들어있어 유아에게

심미감과 표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화를 통하여 유아가 해결

해야 할 문제 상황을 갖고 있거나 유추해 낼 수 있는 배경이 있는지가

명화 선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명

화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이 연구의 미술감상활동을 위한 작품 선정 기

준은 첫째, 작품의 주제가 유아에게 친숙한 작품인가 둘째, 작품의 색깔

또는 형태 등이 유아가 이해하기 쉬우며 다양한 표현기법을 포함하고 있

는가 셋째, 유아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관찰할 수 있는 작품인가 넷째,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작품인가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유아교육

전문가 2명과 협의를 거쳐 최종 10작품을 선정하였다. 각 회기당 사용하

는 미술 작품은 <표 IV-7>에 제시되어 있다.

누리과정 예술 경험 영역의 목표에 따라 미술감상활동에서 사용되는

미술 작품이 원시미술에서부터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우리나라 전통 민화

부터 서양 작품까지 다양하게 유아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표현 활동에 있어서도 유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재료와 표

현 방법들을 제시하여 보다 창의적으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경험을

갖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미술감상활동을 설계하였다. 미술감상활동의

주제, 미술 작품, 활동내용을 구성하여 연구자를 포함한 유아교육 전문

가 2인, 유아교육기관의 원장 1인과 미술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사 2

인에게 안면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부연하면, 5인이 모두 유아용 미술

작품으로 적합하다고 동의한 미술 작품만을 선정하였다. 이 후, 개발된

미술감상활동의 활동 시안에 대한 1차 예비연구를 실시하였고, 3, 4, 5세

유아에 대한 수업 난이도를 최종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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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7> 미술감상활동 계획안

회기 주제 소주제 활동명 명화 작품
조형 요소 및

원리

1 인물 나 조각난 내얼굴
파블로 피카소 ‘손수건을 쥐고

우는 여인’ ‘거울 앞 소녀’

대비, 대조

형, 변화

2 관계
사랑하는

사람
반짝반짝 내 그림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 ‘성취’

색, 명암,

강조

3 자연 바다, 물 거대한 파도
가츠시카 호쿠사이

‘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

운동, 비례,

균형

4 자연 꽃 앤디워홀의 꽃처럼
앤디 워홀

‘꽃’ ‘데이지’

색, 형, 강조,

대비/대조

5 동물 호랑이 호랑이와 까치
우리나라 민화

‘호랑이와 까치’

비례, 균형,

질감

6 동물 동굴벽화 가장 오래된 그림!
알타미라 동굴(스페인),

쇼베동굴(프랑스)의 동굴벽화

운동, 공감.

명암

7 사물 음식 나만의 버블껌 기계
웨인 티보

‘세 기계’

통일, 변화,

조화

8 생활 취미생활 씨름 한 판!
김홍도

‘씨름’

운동, 공간,

대비/대조

9 추상 음악, 소리 나의 노래
바실리 칸딘스키

‘구성8’ ‘노랑, 빨강, 파랑’

점, 선, 면,

운동, 질감

10 추상
꿈,

상상의 세계

테셀레이션을

만들어요

모리츠 코르넬리스 에셔

‘하늘과 바다’ ‘그림 그리는 손’

통일, 변화,

조화

③ 미술감상활동의 구조

미술감상활동에서 사용되는 감상방법은 Feldman(1970)의 미술 감상활

동 방법을 참고하여 서술단계, 분석단계, 해석단계, 판단단계로 진행된

다. 첫 번째 서술단계는 도입부분으로서 유아들에게 주제를 소개하고 주

제, 소주제와 관련된 평소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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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소요시간은 약 5분이다. 분석단계는 각 주제와 관련된 미술 작품

을 감상하고 유아들이 미술 작품을 관찰하여 작품 속 조형요소 및 원리

재료, 작가의 의도 등을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단계이다. 해석단계는 교

사가 미술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작가의 인생, 의도, 미술 작품의 특성 등

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도

와 흥미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단계이다. 분석단계와 해석단계는 전개부

분으로서 약 20분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판단단계에서는 미술 작품과

관련된 간단한 창작활동을 한다. 화가의 의도를 이해하며 주제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하는 단계로 구성하였다. 소요시간은 약 15분이다. 그림이

완성되면 유아는 자신이 그린 작품을 다른 유아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한

다. 자신의 작품을 다른 유아들에게 소개하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

신감을 얻게 되고, 다른 유아들의 작품도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

닫게 하는 단계이다. 미술감상활동의 구성 틀은 <표 IV-8>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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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방법

소요

시간

Feldman

의

감상단계

내용
활동

영역

도입 5분
서술

단계

이야기 나누기 활동

Ÿ 주제와 소주제 관련 평소 유아의 생각과 경험

에 대한 이야기 나눈다.

감상활동

전개 20분

분석

단계

작품 감상하기

Ÿ 미술 작품 속 내용, 인물, 대상 등을 관찰한다.

Ÿ 작가의 작품 의도를 생각한다.

Ÿ 미술 작품 속 조형요소 및 원리, 재료를 관찰한

다.

해석

단계

작품 소개하기

Ÿ 교사가 유아에게 미술 작품을 소개한다.

Ÿ 작가의 인생, 의도, 작품의 특성 등을 설명한

다.

마무리 15분
판단

단계

주제 표현 활동 및 평가

Ÿ 미술 작품과 관련된 주제와 소주제의 모습을

표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한다.

Ÿ 자신이 그린 작품을 다른 유아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한다.

Ÿ 다른 유아들의 작품을 감상한다.

표현활동

ž

감상활동

<표 IV-8> 미술감상활동 구성 틀

(3) 미술감상활동의 실시

연구에 참여한 3, 4, 5세 유아 총 165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미술감상활동을 시행하였다. 통제집

단 유아들은 조형적 반응 사전검사와 조형적 표현 사전검사, 조형적 반

응 사후검사, 조형적 표현 사후검사에 참여하였으며, 실험집단 유아들은

조형적 반응 사전검사와 조형적 표현 사전검사, 미술감상활동 10회기,

조형적 반응 사후검사와 조형적 표현 사후검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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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감상활동은 각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2015년 11월 17일 ~

2016년 2월 12일까지 오전과 방과 후 시간을 배정 받아 주 2회 시행하

였다. 시행 장소는 각 학급의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회기 별로 미술감상

활동 시행 소요 시간은 도입 5분, 전개 20분, 마무리 15분 총 40분 동안

진행되었다. 도입단계에서는 인사하기, 주제와 소주제 관련 이야기 나누

기가 진행되고, 전개 단계에서는 유아의 미술감상활동과 연구자의 미술

작품 소개하기 활동이 이루어지며, 마무리 단계에서는 직접 창작품을 만

드는 표현활동이 진행된다. 미술감상활동의 주제와 각 회기별 활동내용

은 요약하여 <표 IV-5>에 제시하였다. 전체 미술감상활동의 구체적인 회

기별 활동사례는 <부록 4>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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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1509/002-001)을 거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미술감상활동 난이도를 확인하고 미적반응을 측정하기 위

한 코딩지침이 연구대상 연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2015년 9월 9일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3, 4, 5세 각 1 학급을

대상으로 2회기 미술감상활동인 ‘반짝반짝 내 그림’ 감상 활동을 실행하

여 미술감상활동의 난이도를 확인하였다. 클림트의 작품을 활용하여 ‘사

랑하는 사람’ 또는 ‘연인’이라는 주제가 유아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3, 4, 5세 유아 모두 주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적으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예비

조사는 2015년 11월 9일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3, 4, 5세 유아

3명씩 총 9명을 대상으로 조형적 반응을 측정하였다. 사전ž사후 조형적

반응 평가를 위해 선정된 미술 작품들의 난이도와 유아의 반응을 살펴보

고 조형적 반응 측정 도구에서 사용되는 코딩지침이 적합한지를 확인하

였다. 미술감상활동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1차 예비조사에서는 3, 4, 5

세 모두 감상활동과 표현활동에 흥미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으로 보였다. 2차 예비조사에서는 조형적 반응 평가를 위해 선정한 미술

작품들 중에서 유아들에게 흥미로운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한 작품들은

제외시키고 보완하여 총 10점의 미술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때 사전ž사

후 조형적 반응검사에 사용된 미술 작품은 10점은 <부록 1>에 추가하였

다. 작품이 너무 단순하게 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작품과 작품 속 대상

들이 유아들에게 조금 생소하고 현실적이지 못했던 초현실주의 작품은

제외하였다. 유아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색과 형태가 단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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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유아들이 작품 속에서 관찰해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작품들

로 최종 선정하여 유아교육기관의 원장 선생님 1명과 미술교육 경력이 3

년 이상인 교사 2명에게 안면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2) 본조사

사전검사는 2015년 11월 10~13일, 11월 23~25일, 12월 9~11일 총 3번에

걸쳐 3곳의 유아교육기관에서 3, 4, 5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 모두

를 대상으로 조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형적 반응 평가를 위해서 유아들에게 선정된 미술 작품 10점을 보여

주고 각 작품별로 시각적 반응, 추정적 반응, 평가적 반응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고, 유아들의 반응을 녹음, 전사하였다. 조형적 반응의 사전검

사는 유아가 미술 작품을 집중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교실이 아닌 도서

관 또는 교사실과 같은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 면접으로 연구자가 진행하

였다. 이때 개별 면접 시간은 유아가 충분히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조형적 표현 평가를 위해서는 각 반 담임교사가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주말 지낸 이야기’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하였으며, 그림을 완성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였다. 유아들의 조형적 표현을 위하여

각자의 스케치북 또는 흰색 8절 도화지에 크레파스, 색연필, 연필을 제

공하여 유아가 원하는 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그릴 수 있도록 하였

다.

유아의 조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 평가를 위해 연구자와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미술교사를 하고 있는 1인과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유아교육 경

력 2년 이상인 교사 1인의 도움을 받아 평정하였다. 그리고 조형적 반응

평가 척도와 조형적 표현 평가 척도의 신뢰도 구축을 위하여 평정자인

본 연구자와 평정 보조자 사이의 신뢰도를 Pearson의 상관계수로 산출하

였다. 이때 평정자인 본 연구자와 평정 보조자 사이에 조형적 반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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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에서는 .89의 결과가 산출되었고, 조형적 표현 평가 척도에서는 .92

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미술감상활동은 사전검사가 끝난 뒤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2

월 12일 까지 오전과 방과후 시간에 주 2회 40분씩 총 10회기동안 연구

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시행 장소는 각 학급의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사

후검사는 2016년 1월 18~20일, 2월 9~12일, 2월 15~18일 총 3번에 걸쳐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형적 반응 측정 도구와 조형적 표현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IBM SPSS 22.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평균, 표준편차, 다원공변량분석

(multi-way ANCOVA), Bonferroni 사후검증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미술감상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의 월령과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측정된 조형적 반응과 표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를 산출하였다. 미술감상활동 처치 전ž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

전검사 결과를 공변량으로 설정하고, 사후검사 결과를 집단(실험집단, 통

제집단), 연령(3세, 4세, 5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다원공변

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경우, 사전검사 점

수의 평균을 공변량으로 설정한 후, 사후검사 점수를 집단 2개 수준(실

험집단, 통제집단), 연령 3개 수준(3세, 4세, 5세)에 따라 재조합하여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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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각 연구문제에 따라 미술감상활동 적용 전ž후의 3, 4, 5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의 조형적 반응 및 표현 결과를 제시하여 미술

감상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어떠한 질적 변화가 나타났는지 측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1)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조형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

(연구문제 1)

이 연구에서 개발한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조형적 반응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의 조형적 반응 사전점수

결과를 공변량으로 사후점수 결과에 대한 교정된 조형적 반응 점수의 집

단, 연령에 따른 차이를 다원공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미술감상활

동을 시행한 3, 4, 5세 실험집단 유아와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 유아

사이에 조형적 반응 사전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은 <표

V-1>과 같다. 구체적으로, 3, 4, 5세 실험집단 유아의 미적반응 사전점수

는 각각 M=63.60점(SD=20.02), M=73.36점(SD=14.42), M=72.52점

(SD=16.91)으로 나타났으며, 3, 4, 5세 통제집단 유아의 조형적 반응 사

전점수는 각각 M=56.44점(SD=15.15), M=69.60점(SD=16.94), M=68.41점

(SD=11.4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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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영역 집단 N M SD Min Max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3세

시각적

반응

실험 25 39.36 14.18 21 82 33.51 45.21

통제 25 34.96 10.08 15 54 30.8 39.12

추정적

반응

실험 25 17.00 6.96 5 37 14.13 19.87

통제 25 14.00 6.69 5 30 11.24 16.76

평가적

반응

실험 25 7.24 3.02 2 15 5.99 8.49

통제 25 7.48 2.04 4 12 6.64 8.32

조형적

반응

실험 25 63.60 20.02 37 128 55.34 71.86

통제 25 56.44 15.15 33 88 50.19 62.69

4세

시각적

반응

실험 28 44.57 10.49 22 69 40.51 48.64

통제 30 40.80 10.78 14 69 36.77 44.83

추정적

반응

실험 28 19.54 6.09 10 33 17.17 21.9

통제 30 20.63 8.14 7 40 17.59 23.67

평가적

반응

실험 28 9.25 2.98 4 16 8.1 10.4

통제 30 8.17 2.60 3 16 7.2 9.14

조형적

반응

실험 28 73.36 14.42 40 109 67.77 78.95

통제 30 69.60 16.94 25 116 63.27 75.93

5세

시각적

반응

실험 29 45.17 13.96 27 77 39.86 50.48

통제 28 41.29 10.59 21 62 37.18 45.39

추정적

반응

실험 29 21.14 5.33 11 33 19.11 23.17

통제 28 20.37 3.94 12 30 18.81 21.93

평가적

반응

실험 29 6.21 1.90 2 10 5.49 6.93

통제 28 5.96 1.60 4 10 5.34 6.58

조형적

반응

실험 29 72.52 16.91 44 108 66.09 78.95

통제 28 68.41 11.47 43 90 63.87 72.95

<표 V-1> 유아의 조형적 반응의 사전점수

앞서 제시한 3, 4, 5세 실험집단 유아와 통제집단 유아의 조형적 반응

의 사전점수 대비 유아의 조형적 반응의 사후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값, 최대값은 <표 V-2>와 같다. 3, 4, 5세 실험집단 유아의 조형적 반응

사후점수는 각각 M=80.20점(SD=16.99), M=92.89점(SD=12.92), M=117.10

점(SD=20.16)으로 나타났으며, 3, 4, 5세 통제집단 유아의 조형적 반응

사후점수는 각각 M=52.28점(SD=12.47), M=70.47점(SD=18.72), M=67.68점

(SD=9.67)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의 사전ž사후 조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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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영역 집단 N M SD Min Max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3세

시각적

반응

실험 25 46.92 12.89 18 79 41.6 52.24

통제 25 30.80 10.53 15 66 26.45 35.15

추정적

반응

실험 25 22.76 5.49 12 35 20.5 25.02

통제 25 12.84 4.52 6 22 10.98 14.7

평가적

반응

실험 25 10.52 2.85 5 16 9.35 11.69

통제 25 8.64 3.66 3 15 7.13 10.15

조형적

반응

실험 25 80.20 16.99 46 127 73.18 87.22

통제 25 52.28 12.47 29 86 47.13 57.43

4세

시각적

반응

실험 28 55.04 9.20 29 77 51.47 58.6

통제 30 40.30 12.57 7 68 35.61 44.99

추정적

반응

실험 28 26.61 5.82 15 38 24.35 28.86

통제 30 21.20 7.14 9 45 18.53 23.87

평가적

반응

실험 28 11.25 3.46 5 17 9.91 12.59

통제 30 8.97 3.49 2 18 7.66 10.27

조형적

반응

실험 28 92.89 12.92 61 121 87.88 97.9

통제 30 70.47 18.72 25 126 63.48 77.46

5세

시각적

반응

실험 29 70.90 15.60 40 107 64.96 76.83

통제 28 42.61 6.60 22 54 40.05 45.17

추정적

반응

실험 29 35.55 9.33 19 65 32 39.1

통제 28 18.11 5.85 8 36 15.84 20.37

평가적

반응

실험 29 10.66 2.97 5 16 9.53 11.78

통제 28 6.96 2.82 4 14 5.87 8.06

조형적

반응

실험 29 117.10 20.16 74 163 109.44 124.77

통제 28 67.68 9.67 38 86 63.93 71.43

반응 점수를 비교했을 때, 모든 연령에서 실험집단 유아의 조형적 반응

사후점수가 통제집단 유아의 조형적 반응 사후점수에 비해 사전점수 대

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 4, 5세 유아 모두 조형적 반응의 하

위 영역 중 시각적 반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추정적 반응,

평가적 반응의 순으로 점수가 나타났다.

<표 V-2> 유아의 조형적 반응의 사후점수

다음으로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조형적 반응에 미치는 통계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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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조

형적 반응 사전, 사후, 교정된 사후점수는 <표 V-3>과 같다. 미술감상활

동을 시행한 후 실험집단 유아의 조형적 반응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를

살펴본 결과, 3세 실험집단은 78.07점(SE=2.145), 4세 실험집단은 91.91

점(SE=2.696), 5세 실험집단은 115.69점(SE=2.252)이었다.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유아의 교정된 조형적 반응의 사후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형적 반응의 경우 모든 하위영역에서 3, 4, 5세 실험집단 유아의

사후검사 평균 점수가 사전검사의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조형적 반응이 연령별로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발달 양식을 가지

고 있다는 Kerlavage(1995)와 Parsons(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통제집단 간의 연령에 따른 교정된 사후점수 비교 결과, 3, 4, 5세 유아

의 교정된 조형적 반응 점수는 각각 Madj=54.41점(SE=2.145), Madj=71.38

점(SE=2.604), Madj=68.52점(SE=2.334)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집단 유아

의 조형적 반응 사전점수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점수가 줄어들거나 점수

의 증가가 실험집단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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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영역 집단
사전점수 사후점수 교정된 사후점수

M SD M SD Madj SE

3세

시각적

반응

실험 39.36 14.18 46.92 12.89 45.56 1.834

통제 34.96 10.08 30.80 10.53 32.15 1.834

추정적

반응

실험 17.00 6.96 22.76 5.49 22.09 .817

통제 14.00 6.69 12.84 4.52 13.51 .817

평가적

반응

실험 7.24 3.02 10.52 2.85 10.54 .659

통제 7.48 2.04 8.64 3.66 8.62 .659

조형적

반응

실험 63.60 20.02 80.20 16.99 78.07 2.145

통제 56.44 15.15 52.28 12.47 54.41 2.145

4세

시각적

반응

실험 44.57 10.49 55.04 9.20 54.17 1.924

통제 40.8 10.78 40.30 12.57 41.11 1.858

추정적

반응

실험 19.54 6.09 26.61 5.82 26.83 1.129

통제 20.63 8.14 21.20 7.14 21.00 1.090

평가적

반응

실험 9.25 2.98 11.25 3.46 11.04 .639

통제 8.17 2.60 8.97 3.49 9.16 .617

조형적

반응

실험 73.36 14.42 92.89 12.92 91.91 2.696

통제 69.6 16.94 70.47 18.72 71.38 2.604

5세

시각적

반응

실험 45.17 13.96 70.90 15.60 69.73 1.765

통제 41.29 10.59 42.61 6.60 43.82 1.797

추정적

반응

실험 21.14 5.33 35.55 9.33 35.26 1.218

통제 20.37 3.94 18.11 5.85 17.76 1.263

평가적

반응

실험 6.21 1.90 10.66 2.97 10.68 .540

통제 5.96 1.60 6.96 2.82 6.94 .549

조형적

반응

실험 72.52 16.91 117.10 20.16 115.69 2.252

통제 68.41 11.47 67.68 9.67 68.52 2.334

<표 V-3> 유아의 조형적 반응의 사전, 사후, 교정된 사후점수

사전검사 점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의 교정된 조형적 반응 사후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V-4>와 같다. 조형적 반응의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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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3세
조형적

반응

사전 5374.633 1 5374.633 47.73

집단 6708.319 1 6708.319 59.574***

오차 5292.407 47 112.604

합계 239798 50

4세
조형적

반응

사전 3554.104 1 3554.104 17.591

집단 6015.424 1 6015.424 29.774***

오차 11112.041 55 202.037

합계 405247 58

5세
조형적

반응

사전 5839.747 1 5839.747 40.118

집단 30474.25 1 30474.25 209.352***

오차 7714.943 53 145.565

합계 532441 56

*** p < .001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3, 4, 5세 모두 집단에 따른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3세: F=59.574, df=1,47, p<.001, 4세: F=29.774, df=1,55,

p<.001, 5세: F=209.352, df=1,53, p<.001). 즉, 미술감상활동을 3, 4, 5세

실험집단 유아에게 적용한 결과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조형적 반응 향

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한다.

<표 V-4> 유아의 조형적 반응의 공변량분석

<표 V-5>에서처럼 다원공변량분석 결과 집단(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교정된 조형적 반응 사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38.039, df=1, 157 p<.001). 이러한 결과는 미술감상

활동을 시행한 모든 연령에서 실험집단 유아의 교정된 조형적 반응 점수

가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즉, 이 연구에서 개

발된 미술감상활동이 실험집단 유아의 조형적 반응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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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5> 유아의 조형적 반응의 다원공변량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Bonferroni

사후검증

사전 14491.534 1 14491.534 93.259

집단 36989.084 1 36989.084 238.039*** 실험>통제

연령 9658.469 2 4829.235 31.078

집단 x 연령 6240.091 2 3120.045 20.079***
A > B,C >

D,E,F

오차 24396.341 157 155.391

합계 1177486 164
*** p < .001

Note: A= 5세 실험집단, B= 4세 실험집단, C= 3세 실험집단, D= 3세 통제집

단, E= 4세 통제집단, F= 5세 통제집단

집단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표 V-5>에서 처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0.079, df=2, 157,

p<.001). 이는 연령에 따라 집단의 교정된 조형적 반응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조형적 반응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

으로 설정한 조형적 반응 사후검사 점수를 집단 2개의 수준(실험집단,

통제집단)과 연령 3개의 수준(3세, 4세, 5세)의 독립변수를 수준(2×3)에

따라 재조합하여 6개의 수준에서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상호

작용 효과는 <그림 V-1>과 같이 집단에 따라서 5세의 조형적 반응 변화

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세와 4세 실험집단 유아의 조형적 반응

도 실험집단 유아의 조형적 반응에 비해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지만 5세

유아의 효과보다는 작았다. 이는 연구에서 개발한 미술감상활동이 5세

실험집단 유아의 조형적 반응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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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집단과 연령에 따른 조형적 반응 사전ž사후점수 평균의

변화

2)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조형적 표현에 미치는 효과

(연구문제 2)

이 연구에서 개발한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조형적 표현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의 조형적 표현 사전점수

결과를 공변량으로 사후점수 결과에 대한 교정된 조형적 표현 점수의 집

단, 연령에 따른 차이를 다원공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미술감상활

동을 시행한 3, 4, 5세 실험집단 유아와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 유아

사이에 사전 조형적 표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는 <표 V-6>과 같다. 구

체적으로, 3, 4, 5세 실험집단 유아의 조형적 표현 사전점수는 각각

M=13.16점(SD=4.09), M=17.64점(SD=3.97), M=22.17점(SD=2.11)으로 나타

났으며, 3, 4, 5세 통제집단 유아의 조형적 표현 사전점수는 각각

M=14.16점(SD=2.73), M=17.70점(SD=4.41), M=21.07점(SD=2.43)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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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영역 집단 N M SD Min Max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3세

표상

수준

실험 25 4.56 1.45 3 8 3.96 5.16

통제 25 4.44 0.92 3 6 4.06 4.82

탐색

수준

실험 25 4.40 1.56 3 8 3.76 5.04

통제 25 4.92 1.19 3 7 4.43 5.41

예술성

수준

실험 25 4.20 1.41 3 8 3.62 4.78

통제 25 4.80 1.04 3 6 4.37 5.23

조형적

표현

실험 25 13.16 4.09 9 22 11.47 14.85

통제 25 14.16 2.73 9 18 13.03 15.29

4세

표상

수준

실험 28 5.93 1.18 4 8 5.47 6.39

통제 30 6.00 1.49 4 9 5.45 6.55

탐색

수준

실험 28 6.11 1.60 3 9 5.49 6.73

통제 30 5.97 1.81 3 9 5.29 6.64

예술성

수준

실험 28 5.61 1.60 3 8 4.99 6.23

통제 30 5.73 1.46 3 8 5.19 6.28

조형적

표현

실험 28 17.64 3.97 12 25 16.1 19.18

통제 30 17.70 4.41 10 25 16.05 19.35

5세

표상

수준

실험 29 7.55 .99 6 9 7.18 7.93

통제 28 7.11 1.29 5 9 7.11 1.286

탐색

수준

실험 29 7.59 1.09 6 9 7.17 8

통제 28 7.04 1.11 6 9 7.04 1.105

예술성

수준

실험 29 7.03 .87 6 9 6.71 7.36

통제 28 6.93 .81 5 8 6.93 0.813

조형적

표현

실험 29 22.17 2.11 18 25 21.37 22.97

통제 28 21.07 2.43 17 25 21.07 2.433

<표 V-6> 유아의 조형적 표현의 사전점수

앞서 제시한 3, 4, 5세 실험집단 유아와 통제집단 유아의 조형적 표현

의 사전점수 대비 유아의 조형적 표현의 사후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V-7>과 같다. 3, 4, 5세 실험집단 유아의 조형적 표현 사후점수는

각각 M=14.48점(SD=4.12), M=19.18점(SD=4.21), M=23.07점(SD=2.25)으로

나타났으며, 3, 4, 5세 통제집단 유아의 조형적 표현 사후점수는 각각

M=15.36점(SD=3.44), M=18.90점(SD=4.08), M=22.57점(SD=2.65)으로 나타

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의 사전ž사후 조형적 표현 점수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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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모든 연령에서 실험집단 유아의 조형적 표현 사후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높았다. 모든 연령에서 통제집단 유아의 조형적 표현 사후점수

또한 사전점수보다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 유아의 조형적 표현의 사후점수가 향상되었다.

이는 유아의 조형적 표현이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

히 Lowenfeld(1952)가 주장한 그림표현능력이 연령에 따라 발달한다는 사

실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감상활동을 통해 미적인 대상을 지각하고 반응

하도록 도와주면 미술표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Arheim,

1981; 문세라, 2005; 임경애, 2000; 최경선, 2000)와는 상반되는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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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영역 집단 N M SD Min Max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3세

표상

수준

실험 25 4.56 1.45 3 8 3.96 5.16

통제 25 4.44 0.92 3 6 4.06 4.82

탐색

수준

실험 25 4.40 1.56 3 8 3.76 5.04

통제 25 4.92 1.19 3 7 4.43 5.41

예술성

수준

실험 25 4.20 1.41 3 8 3.62 4.78

통제 25 4.80 1.04 3 6 4.37 5.23

조형적

표현

실험 25 13.16 4.09 9 22 11.47 14.85

통제 25 14.16 2.73 9 18 13.03 15.29

4세

표상

수준

실험 28 5.93 1.18 4 8 5.47 6.39

통제 30 6.00 1.49 4 9 5.45 6.55

탐색

수준

실험 28 6.11 1.60 3 9 5.49 6.73

통제 30 5.97 1.81 3 9 5.29 6.64

예술성

수준

실험 28 5.61 1.60 3 8 4.99 6.23

통제 30 5.73 1.46 3 8 5.19 6.28

조형적

표현

실험 28 17.64 3.97 12 25 16.1 19.18

통제 30 17.70 4.41 10 25 16.05 19.35

5세

표상

수준

실험 29 7.55 .99 6 9 7.18 7.93

통제 28 7.11 1.29 5 9 7.11 1.286

탐색

수준

실험 29 7.59 1.09 6 9 7.17 8

통제 28 7.04 1.11 6 9 7.04 1.105

예술성

수준

실험 29 7.03 .87 6 9 6.71 7.36

통제 28 6.93 .81 5 8 6.93 0.813

조형적

표현

실험 29 22.17 2.11 18 25 21.37 22.97

통제 28 21.07 2.43 17 25 21.07 2.433

<표 V-7> 유아의 조형적 표현 사후점수

다음으로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조형적 표현에 미치는 통계적 영향력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조

형적 표현 사전, 사후, 교정된 사후점수는 <표 V-8>과 같다.



- 59 -

연령 영역 집단
사전점수 사후점수 교정된 사후점수

M SD M SD Madj SE

3세

표상

수준

실험 4.56 1.45 5.04 1.51 4.99 .158

통제 4.44 0.92 5.12 1.17 5.18 .158

탐색

수준

실험 4.40 1.56 4.72 1.46 4.93 .167

통제 4.92 1.19 5.28 1.34 5.07 .167

예술성

수준

실험 4.20 1.41 4.72 1.49 4.99 .170

통제 4.80 1.04 4.96 1.27 4.69 .170

조형적

표현

실험 13.16 4.09 14.48 4.12 14.97 .348

통제 14.16 2.73 15.36 3.44 14.87 .348

4세

표상

수준

실험 5.93 1.18 6.71 1.46 6.74 .199

통제 6.00 1.49 6.47 1.48 6.44 .192

탐색

수준

실험 6.11 1.60 6.50 1.71 6.45 .200

통제 5.97 1.81 6.37 1.47 6.41 .193

예술성

수준

실험 5.61 1.60 5.96 1.43 6.02 .186

통제 5.73 1.46 6.07 1.66 6.02 .180

조형적

표현

실험 17.64 3.97 19.18 4.21 19.20 .421

통제 17.70 4.41 18.90 4.08 18.88 .406

5세

표상

수준

실험 7.55 .99 7.97 .91 7.87 .168

통제 7.11 1.29 7.75 1.11 7.85 .171

탐색

수준

실험 7.59 1.09 7.79 1.08 7.72 .183

통제 7.04 1.11 7.68 .91 7.75 .186

예술성

수준

실험 7.03 .87 7.31 1.00 7.27 .166

통제 6.93 .81 7.14 1.11 7.18 .169

조형적

표현

실험 22.17 2.11 23.07 2.25 22.72 .376

통제 21.07 2.43 22.57 2.65 22.93 .383

<표 V-8> 유아의 조형적 표현의 사전, 사후, 교정된 사후점수

사전검사 점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의 교정된 조형적 표현 사후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V-9>와 같다. 조형적 표현의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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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3세
조형적

표현

사전 550.952 1 550.952 183.588

집단 0.108 1 0.108 0.036

오차 141.048 47 3.001

합계 11832 50

4세
조형적

표현

사전 688.47 1 688.47 139.041

집단 1.541 1 1.541 0.311

오차 272.337 55 4.952

합계 21976 58

5세
조형적

표현

사전 116.012 1 116.012 29.177

집단 0.571 1 0.571 0.144

오차 214.708 54 3.976

합계 30029 57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3, 4, 5세 모두 집단에 따른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미술감상활동을 3, 4, 5세 실험집단 유아에

게 적용한 결과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조형적 표현 향상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치 않았음을 증명한다.

<표 V-9> 유아의 조형적 표현의 공변량분석

다원공변량분석 결과 집단(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교정된 조형적

표현 사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미술감상활동을 시행한 모든 연령의 실험집단 유아의 교정

된 조형적 표현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 먼저 실험집단 간의 연령에 따른 교정된 사후점수 비교 결과, 3, 4,

5세 유아의 교정된 조형적 표현 점수는 각각 Madj=14.87점(SE=.348),

Madj=19.20점(SE=.421), Madj=22.72점(SE=.376)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 간

의 연령에 따른 교정된 사후점수 비교 결과, 3, 4, 5세 유아의 교정된 조

형적 표현 점수는 각각 Madj=14.87점(SE=.348), Madj=18.88점(SE=.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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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j=22.93점(SE=.383)으로 나타났다. 이는 3, 4, 5세 실험집단의 조형적

표현 사전점수가 사후점수와 비교했을 때 그 점수의 증가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감상활동을 통해 미적인 대상을 지각하

고 반응하도록 도와주면 미술표현능력이 향상될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

(문세라, 2005; 임경애, 2000; 최경선, 2000; Arnheim, 1981)과는 다른 결

과이다. 즉, 미술감상활동의 시행이 유아의 조형적 표현에는 효과가 없

음을 의미한다.

3)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조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에

미치는 질적 변화 (연구문제 3)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미술감상활동은 3, 4, 5세 실험집단 유아의

조형적 반응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미술감상활동

에 참여한 유아는 조형적 반응에서 어떤 변화된 반응을 보였는지 녹취,

전사한 기록을 중심으로 사전ž사후 조형적 표현을 비교한 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

(1)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조형적 반응에 미치는 질적 변화 사례

① 시각적 반응

미술감상활동 시행 전 3, 4, 5세 실험집단 유아의 조형적 반응을 살펴

보기 위해 조형적 반응의 하위 범주인 시각적 반응, 추정적 반응, 평가

적 반응의 사전ž사후검사 빈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실험집단 유아의 시각적 반응의 사전ž사후 빈도 변화는 <표

V-10>과 같다. 시각적 반응의 하위 범주인 재료에서 ‘재료’, ‘기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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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상’, ‘실제적 내용’, ‘색’, ‘선’, ‘형’, ‘빛’, ‘공간’, ‘운동’, ‘표면의 특성’,

‘표현적 진술’, ‘전체적 특성’, ‘예술형태’에서 유아의 반응 빈도가 증가하

였다. 반면, ‘상대적 관계’, ‘구성원칙’, ‘역사적/문화적 맥락’, ‘미술양식’,

‘경험적 맥락’에서는 연령별로 유아의 반응 빈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작품 속 재료에 대한 반응으로 3세 유아는 “물감으로 그렸어요”, “종

이에 연필로 그린거예요”와 같이 단순히 ‘재료’를 언급했다면 미술감상

활동 시행 이후에는 “빨대로 물감을 후후 불어서 이렇게 그린거예요”,

“처음에는 검정색 선을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 색종이를 붙힌거예요”

와 같이 ‘재료’와 ‘기술’을 함께 언급하였다. 작품 속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진술하는 ‘실제적 대상’과 ‘실제적 내용’은 그 수준에는 차이가 없

었지만 유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 ‘선’, ‘형’, ‘빛’, ‘공간’, ‘운동’, ‘표면의 특성’과 같은 조형 요소와

관련된 반응은 모두 증가하였다. 유아들은 작품 속 보이는 조형요소들

중 ‘색’과 ‘형’과 같이 기초적인 조형 요소를 가장 많이 지각하고 그와

관련된 진술이 가장 많았다. 색과 관련하여 사전검사에서 “알록달록 그

림이예요”(3세)라고 응답하였지만 사후검사에서는 “빨간색은 햇님, 노란

색은 바나나, 파랑색은 수영장을 그린거예요”와 같이 ‘색’에 대한 반응이

변화하였다. 주로 “빨간색, 노란색” 등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기술하는

수준이였지만 점차 사물의 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색의 관계, 구

성을 지적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색깔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도 표현했다. “여기 이 하얀색은 없어야 되요. 왜냐하면 이 하얀색이

꼭 눈 같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무서운 기분이 들어요”(3세), “알록

달록 동그라미가 많아서 너무 예쁜지만, (배경의) 하얀색 부분은 안 칠해

진 것 같아서 싫어요”(4세), “저는 금색을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 달이 금

색으로 칠해져있어요. 제일 환하고 마을도 환하게 비쳐주니까 저도 기분

이 좋아요”(5세)와 같이 사용된 색깔이 전달하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

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반응들은 유아들이 색이 주는 효과, 색에 대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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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 등 그림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형’에 대한 반응도

4세 유아는 처음에 “이건 동그라미 그림이예요”에서 “동그라미를 많이

그려서 접시를 겹겹이 쌓아올린 것처럼 보이게 한 그림이예요”, “동그라

미들이 엄청 많아서 어지러워보여요”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진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조형 요소와 원리 간의 관계를 비교하

고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단순히 색과 형을 인지하는 정도에

서 점점 “지금 하늘에서 빛이 나면서 마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3세),

“몸은 이렇게 큰데 다리는 이렇게 작으니까 이상해요”(3세), “바람이 너

무 많이 불어서 지금 집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예요”(4세), “이

걸 뒤집으면 이쪽 모양이 되고, 이 모양이랑 저 모양은 합치면 동그라미

모양이 돼서 짝이 되는 거예요”(5세)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가

빛, 운동감, 비례와 같은 조형 요소에 대한 언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사물의 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색의 관계, 구성을 지적하기도 하

였다. ‘표면의 특성’과 관련된 진술도 “이건 너무 뾰족해서 만지면 아플

것 같아요”(3세), “회색 부분은 꼭 모래가 뿌려져 있는 것 같이 울퉁불퉁

해요”(4세), “이 유리잔은 너무 투명해 보여요. 진짜 유리잔 같아요”(5세)

와 같이 반응하였다. 3세 유아는 처음에 ‘예술형태’를 지각하지 못하였지

만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예요”(4세),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 그림이예

요”(5세)와 같은 반응을 통해 연령이 증가하면 예술 형태를 지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 또는 경험도 미술감상활동

시행을 통해 “우리 수업시간에 그렸던 껌 그림이랑 비슷해요”(4세)와 같

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3, 4, 5세),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

어요”(3, 4, 5세)와 같은 ‘무관심한 진술’은 감소하였다. 이는 유아가 작

품 속에서 보이는 대상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관찰하기 시작한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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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4세 5세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재료
재료 22 45 47 91 83 169

기술 19 49 57 105 78 174

실제성

실제적 대상 259 292 284 339 277 457

실제적 내용 16 59 26 42 53 83

감각적

속성

색 245 274 272 297 223 242

선 3 13 13 27 17 56

형 93 107 140 181 155 193

빛 7 12 10 25 9 36

공간 15 36 22 36 29 84

운동 6 24 8 32 10 48

구성적

속성

표면의 특성 4 8 11 23 8 28

상대적관계 26 0 16 1 31 17

표현적

속성

구성원칙 33 0 53 6 20 23

표현적 진술 15 25 21 46 31 61

독특한 비유 56 54 67 50 47 38

전체적 특성 46 68 50 98 82 135

맥락적

속성

예술 형태 0 2 10 18 2 32

역사적/문화적 맥락 0 0 3 5 1 24

미술 양식 0 4 9 5 5 21

경험적 맥락 39 31 21 35 33 55

판단적

속성
무관심한 진술 21 5 4 5 0 7

<표 V-10> 실험집단 유아의 시각적 반응의 사전ž사후 빈도 변화

② 추정적 반응

실험집단 유아의 추정적 반응의 사전ž사후 빈도 변화는 <표 V-11>과

같다. 추정적 반응의 의미 참조에서 하위 범주인 ‘추정적 진술-행동’,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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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진술–감각적 특성’, ‘추정적 진술–대상적 특성’, ‘추정적 진술-맥

락’, ‘추정적 진술-감정’, ‘감정적 진술-주관적 기분’, ‘추정적 진술-상징’,

‘추정적 진술-환상’의 반응 빈도수가 증가하였다. 맥락 참조의 하위 범주

인 ‘추정적 진술-작가’에서 반응 빈도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무관심한

진술’은 반응 빈도수가 감소하였다.

작품 속 대상의 행동과 관련된 ‘추정적 진술-행동’에서 유아는 “여기

화가 아저씨가 밤에 하늘이 너무 예뻐서 그림 그리려고 산에 올라간거예

요”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작품 속 대상의 생각 또는 의도와 관련된‘추

정적 진술-사고’에서도 유아는 “이 옷을 이제 입을 거예요”, “여자가 음

식을 차리고 있어요”와 같은 작품 속 인물의 생각을 예측하는 반응을 보

였다. “이 소는 조금 외로워 보여요. 혼자니까요”와 같은 작품 속 대상의

상태와 관련된 ‘추정적 진술-감각적 특성’에 대한 언급도 증가하였다. 또

한 “옛날에 종이가 없어서 돌에다가 그린 그림 같아요” 같은 시간적, 상

황적 맥락과 관련한 진술도 증가하였다. ‘추정적 진술-감정’에서는 작품

속 대상의 기분을 가정하는 반응으로 유아들은 “여기 상어는 물 속에 있

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여자는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야 해서

조금 슬플 것 같아요”와 같이 응답하였다. 작품 속 대상을 통해 유발되

는 자신의 기분을 설명하는 ‘추정적 진술-주관적 진술’에서 유아는 “여기

피자가 너무 많아서 갑자기 배가 고파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

도 기분이 좋아요”와 같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진술하였다. 왜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작가의 의도를 묻는 ‘추정적 진술-작가’에

서도 3, 4, 5세 유아의 반응 빈도가 증가하였다. 처음에는 “그냥 그렸어

요”와 같은 대답에서 점점 “화가 아저씨가 겨울에 너무 추워서 이불을

사려고 했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아요”, “다른 멋있

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물감을 실수로 엎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와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화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듯한 대답을 하였

다. 작품의 주제에 관련한 ‘추정적 진술-주제’와 특정 작가, 화풍, 작가가

살던 시대와 관련된 ‘추정적 진술-미술양식’에서 3, 4세 유아는 전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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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지 않았으며 5세 유아도 언급한 빈도가 굉장히 낮았다. “이건 미끄

럼틀인데 저랑 엄마랑 미끄럼틀을 타고 노는 거예요”, “오늘 친구 생일

잔치가 있어서 이 친구 엄마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랑 친구

는 여기 창문 밖에서 놀면서 기다리고 있어요”와 같은 작품 속 대상들과

관련한 환상의 이야기와 관련된‘추정적 진술-환상’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3세 유아는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추정적 진술-주제’에 대한 언급을 하

지 않았으며, 4세 이상이 되어야 언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는

“엄마의 사랑을 그린 그림이예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추정적 진술-

미술양식’에서도 3, 4세 유아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며, 5세 유

아도 반응 빈도가 한번에 그쳤다. 이는 아직 유아가 명화를 감상할 때

구체적인 미술양식을 인지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린지 모르겠어

요”와 같은 ‘무관심한 진술’도 모든 연령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유아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명화를 보고 실제성, 정서, 상징성, 맥락과 관련하

여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더하여 나름대로 해석하는 추정적 반응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한 것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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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4세 5세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의미

참조

추정적 진술 –행동 21 41 27 55 39 101

추정적 진술 –사고 4 6 12 8 13 34

추정적 진술

–감각적 특성
8 12 10 25 13 40

추정적 진술

–대상의 특성
14 29 16 32 40 67

추정적 진술 –맥락 22 31 11 25 37 91

추정적 진술 –감정 4 10 5 7 6 35

추정적 진술

–주관적 기분
45 77 131 152 133 183

추정적 진술 – 상징 11 7 0 3 5 16

추정적 진술 –주제 0 0 0 1 3 3

추정적 진술 – 환상 27 47 65 95 49 98

맥락

참조

추정적 진술 –작가 83 152 73 155 76 170

추정적 진술

–미술 양식
0 0 0 0 1 0

무관심한

참조
무관심한 진술 39 18 55 9 63 10

<표 V-11> 실험집단 유아의 추정적 반응의 사전ž사후 빈도 변화

➂ 평가적 반응

실험집단 유아의 평가적 반응의 사전ž사후 빈도 변화는 <표 V-12>과

같다. 평가적 반응의 주관적 평가에서는 3, 4, 5세 유아 모두 ‘주관적 평

가/이유없음’의 반응 빈도수가 감소하고, ‘주관적 평가/이유있음’의 반응

빈도수가 증가하였다. 처음에는 “좋아요/싫어요, 그냥요” 와 같은 단순한

주관적 평가와 이유를 설명했지만 점점 “제가 좋아하는 물건이 많으니까

이 그림은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많으니까 좋은 그림이예요”

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객관적 평가에서는 ‘객

관적 평가/이유있음’과 ‘객관적 평가/이유없음’의 반응 빈도수가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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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4세 5세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주관적/

객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이유있음 26 103 59 136 38 169

주관적 평가/이유없음 67 56 60 24 22 8

객관적 평가/이유있음 1 1 8 10 2 7

객관적 평가/이유없음 3 6 27 33 7 12

무관심한

평가
무관심한 평가 16 3 7 0 6 3

다. 점차 유아들이 “다른 사람들은 엉망진창이라고 이 그림을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멋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좋아할까봐 그린 그

림이예요. 저는 남자지만 이 그림이 좋아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그림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집에 두고 싶을 만큼 좋아

요”, “방안에 물건들 크기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해서 마치 제가 인형의

집에 놀러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니까 좋아요”와 같이 작품을 예술품

으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아름다움의 가치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좋은지 싫은지 잘 모르겠어요”와 같은 ‘무관심한 평가’도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품에 대한 유아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12> 실험집단 유아의 평가적 반응의 사전ž사후 빈도 변화

(2)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조형적 표현에 미치는 질적 변화 사례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조형적 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3, 4, 5세 실험집단 유아의 ‘주말지낸 이야기’ 사전ž사후 조형적 표현의

변화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V-2>과 같이 3세 남아의 조형적 표

현 사전검사 그림에서는 주로 끄적거리기로 화면을 채우고 화면 중간만

채워진 느낌에 어떠한 미적 감각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사후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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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림에서 동그라미 형태의 단순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대

상이 보다 화면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희미하지만 두 개의

눈, 코처럼 보이는 직선 모양, 입과 같은 사람 얼굴의 형태가 보이기 시

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 형태가 알아보기 어려우며 색의 사용도 제

한적이였다. 사후검사 그림이 사전검사에 비해 보다 발전된 모습이긴 하

지만 전체적인 예술성 부분에서는 사전ž사후검사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림 V–2> 3세 남아의 조형적 표현 사전ž사후검사 그림의 예

사전검사 그림 사후검사 그림

<그림 V-3>와 같이 3세 여아도 처음에는 직선 위주로만 단순한 형태

의 그림을 완성하였다. 끄적거리는 형태로 선으로만 그림이 구성되어 있

다. 오른쪽 구석에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의 형태 또한 불완전한 모습으

로 표현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에서도 전혀 감정이 표현되지 않아 작품

속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 사후검사 그림에서는 사람의 형태

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눈과 코와 같은 세부적 요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전히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지는 않으나 얼굴의 형태가 구체

적으로 변하고 의도적인 장식의 노력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아의 선의

사용에 있어서도 직선에서 점차 네모와 동그라미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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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림 속의 정교함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이는

손을 사용하여 그림을 완성하는 만큼, 유아의 제한된 소근육 운동능력과

인지적 능력으로 형태가 긁적거림의 형태로 나타나는 발달적인 면과 연

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3> 3세 여아의 조형적 표현 사전ž사후검사 그림의 예

사전검사 그림 사후검사 그림

4세 남아의 조형적 표현 사전ž사후검사 그림의 예는 그림 <V-4>과

같다. 사전 그림에서 보면 사람의 형태가 동그란 얼굴과 두 개의 다리로

완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얼굴 속 눈, 코, 입이 없어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가 없고 인물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인

물의 크기는 모두 같으며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주말동안 도서관에 간

그림인데 네모는 아마도 책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책을 네모로 표

현하는 유아의 어떤 의도적인 묘사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속에서

유아의 표현감이나 심미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사후검사에서는 그림

속 사람의 형태가 이전보다 다양해졌다. 여전히 팔은 생략되어 있지만,

얼굴에 눈, 코, 입의 형태가 생겼다. 인물의 행동에서도 책상을 중심으로

옹기종이 의자에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의 형태가 발견되었다. 책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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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도넛으로 예상되는 동그란 사물도 묘사되어 있다. 사람의 표정과

행동에서 즐거운 분위기가 표현되고 있다. 집 밖에는 해와 구름을 그려

비어있는 배경을 보다 완성감 있게 마무리하고 있다. 사전검사 그림과

비교했을 때 사후검사 그림에서 더 높은 완성도를 느낄 수 있다.

<그림 V–4> 4세 남아의 조형적 표현 사전ž사후검사 그림의 예

사전검사 그림 사후검사 그림

4세 여아의 조형적 표현 사전ž사후검사 그림의 예는 <그림 V-5>와

같다. 사전검사 그림 속 사람의 형태는 3세 유아의 사람 표현보다 정교

해졌음을 알 수 있다. 머리와 신체가 구별되고 팔과 손가락의 모습이 나

타난다. 발의 모습은 생략되어 온전한 사람의 형태는 표현되지 않았다.

두명의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은 양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교사의 설명

없이는 양이라는 것을 알아채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그러나 양의 털을

표현한 듯한 유아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구름은 하늘색, 해는 빨간색

으로 사실적인 색의 사용이 나타났다. 여성의 머리에 있는 리본, 치마의

형태에서 유아가 그림을 꾸미기 위한 장식을 더함을 알 수 있다. 사후검

사 그림에서는 유아의 그림이 보다 복잡해짐을 알 수 있다. 공간 배분에

있어서도 공간과 그림 속 인물의 비율이 더욱 사실적으로 변했다. 또한

배경과의 구분이 보다 정확해졌다. 사람의 모습에서는 얼굴의 이목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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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고, 의자에 앉아있는 옆모습의 형태를 취하는 등 인물의 외형

적 모습이 구체화되었다. 사람의 모습은 사전 검사 그림 속 인물과 비슷

하며, 3세 유아 그림 속 인물의 형태도 함께 보인다. 유아는 강조하고 싶

은 자신의 모습은 정밀하고 자세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아

닌 다른 인물들의 형태는 색의 사용에서도 더 제한적이며, 형태에 있어

서도 훨씬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다. 유아의 그림이 자기중심적인 면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5> 4세 여아의 조형적 표현 사전ž사후검사 그림의 예

사전검사 그림 사후검사 그림

5세의 남아의 조형적 표현 사전ž사후 검사 그림의 예는 <그림 V-6>와

같다. 사전검사 그림에서는 인물들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고 하늘에 떠있

는 별의 모양 또한 일렬로 배열되어 있어 형태가 계속적으로 경직되게

묘사되고 있다. 인물의 크기와 행동, 표정이 모두 일관적인 형태를 띄고

있어 다양성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색의 사용은 다양하고 의도적인

장식, 반복이 나타나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사후검사 그림에서는 인물

의 모습들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여전히 인물의 표정은 일관적인 모

습으로 웃고 있지만, 인물의 크기 또는 배열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생동

감있게 느껴진다. 또한 집의 모양을 중심으로 집 안과 밖의 인물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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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 그림 사후검사 그림

하여 이전보다 재미있는 운동감과 표현감을 느낄 수 있다. 이전보다 화

면이 충만하게 채워져 그림의 높은 완성도가 느껴진다.

<그림 V–6> 5세 남아의 조형적 표현 사전ž사후검사 그림의 예

<그림 V-7>을 살펴보면 5세 여아의 경우 사전검사의 그림 속 대상들

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주인공으로 보이는 대상과 배경에 있는 인물

들의 배열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정적인 느낌이 든다. 그

러나 강조하고 싶은 대상은 크게 그리고 배경에 있는 인물들은 작게 그

려 유아가 형태를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배치한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난

다. 중간에 있는 여자의 드레스와 책상에 놓여진 꽃, 배경에 떠다니는 풍

선들이 인상 깊다. 사후검사에서는 사전검사 그림에서 보다 더 정교한

장식이 나타나고, 공간감도 더 사실적으로 표현한 의도가 나타난다. 남자

가 앉아있는 소파의 각도가 깊이감을 느끼게 한다. 유아가 사용한 선의

모습이 더욱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책상에 앉아 있는 인물 모

습은 사전검사에서의 인물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의자의 모습이 인물과

함께 측면의 형태를 띄며 입체감이 느껴진다. 사전 그림에서는 강조하는

대상의 형태가 다른 대상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져서 과장된 느낌이

있었다면, 사후 그림에서는 그림 속 대상간의 비율이 보다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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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 그림 사후검사 그림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품 속 유아의 의도적인 장식이 더 많아지고 화려

해져 전체적인 작품의 느낌이 충만해짐을 느낄 수 있다. 작품의 화면 구

성이 보다 완전하고 풍부한 느낌을 준다.

<그림 V–7> 5세 여아의 조형적 표현 사전ž사후검사 그림의 예

결론적으로 3, 4, 5세 유아의 조형적 표현을 평가하기 위해 유아의 ‘주

말지낸 이야기’를 주제로 한 사전ž사후 그림을 보았을 때, 그림 속 인물

이나 대상들의 표정, 형태와 비율이 보다 구체적으로 변하였다. 3세 유

아의 그림은 긁적거림의 형태로 직선, 동그라미, 네모 같은 단순한 형태

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림 속에서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점점 단순한 형태가 점점 사람의 형태로 발전하고 공간감을 느

낄 수 있는 4세의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과 같은 공간적인 요소들

이 그림 속에 더해지면서 풍부해짐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배경에 해와 구

름같은 의도적인 장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5세 유아는 이미 그림의 구

성이 충만해지고 더 복잡해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그림은 사실적이고 복잡해진다.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 표정이

나 행동, 옷의 장식, 비율 등이 더 현실적으로 변하고 장식적인 면들이

더해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V-8>과 같이 5세 유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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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A 유아 B

에는 말풍선 또는 글씨를 더하여 자신이 그림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메

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했다. 이는 유아의

쓰기와 관련한 언어 발달과도 관계가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유아의

조형적 표현은 유아의 개념, 언어, 기억력, 소근육 운동능력(Toomela,

2000)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

아의 조형적 표현도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증명하였다.

<그림 V-8> 5세 유아의 미적표현 사후검사 그림 속 언어 표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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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일상생활 범주 관련 주제로 조형 요소 및 원리,

스토리텔링방법이 통합된 보다 차별화된 미술감상활동을 개발하여 효과

를 검증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미술감상활동

을 실시했을 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조형적 반응과 표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3곳에 다니는 3세 유아 50명, 4세 유아 58명, 5세

유아 57명으로 총 16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조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

의 과제 수행을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측정한 조

형적 반응과 표현 과제를 미술감상활동 처치 전 검사로 간주하고, 전체

연구 대상 중 실험집단인 3세 유아 25명, 4세 유아 28명, 5세 유아 29명

인 총 82명을 대상으로 주 3회 총 10회기의 미술감상활동을 6주동안 실

시하였다. 이후 처치 전 검사와 동일한 조형적 반응과 표현 과제를 실시

하여 처치 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유아의 조형적 반응과

표현의 사전ž사후 검사를 통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첫째, 미술감상활동 시행은 3, 4, 5세 유아의 조형적 반응을 향상시킨

다. 미술감상활동에 참여한 유아는 조형적 반응의 모든 하위영역인 시각

적 반응, 추정적 반응, 평가적 반응이 긍정적으로 향상된다. 이는 유아가

미술감상활동 시행 후 미술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시각적인 정보를 더

많이 인지하고, 작품 속 내용과 작품의 의도와 관련한 자신의 추정적 생

각도 더 많이 하며, 작품에 대한 자신의 선호와 가치 판단을 하기 시작

한 것을 의미한다. 미술 작품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졌기에 미술 작

품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보다 자세하고 창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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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그 중에서 조형적 반응의 하위 영역 중 시각적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는 유아들이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의 의도와 작

품의 주제 같은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진술하는 추정적 반응 또는 자신

의 선호, 가치판단을 하는 평가적 반응보다는 조형 요소 및 원리 및 작

품 속 대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쉬운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조형적 반응은 3세, 4세, 5세로 증가하면 더 높은 조형적 반응

을 보인다. 이는 유아의 조형적 반응이 연령에 따라 점진적이고 연속적

으로 발달(Kerlavage, 1995; Parsons, 1987)하면서 미술감상활동의 시행으

로 더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조형적 반응은 순수하게 지각능력 면(김나

연, 2014)에 의해서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이거나 문화적인 면

(Gardner, Gardner, 1973)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술감상활동은 3, 4세 유아에 비해 5세 유아의 조형적 반응 향

상에 특히 효과적이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지각능력, 언

어능력 등이 발달하여 5세가 인지적으로 더 성숙한 상태와 관련되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3, 4세 유아들도 충분히 미술 작품을 감상

하면서 자신의 선호를 설명하고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 관찰하고 반응

하는 진술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의 미술감상의 경험과 교

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미술감상활동은 3, 4, 5세 유아의 조형적 표현을 향상시키지 않

는다. 이는 조형적 표현이 일정한 발달 순서에 따라 진전(이은주, 2005;

Gardner, 1991; Kellogg, 1979; Kindler, Daras, 1994; Lowenfeld, 1982)되지만

미술감상활동의 시행이 조형적 표현 발달에 단기적으로 명확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미술감상활동은 3, 4, 5세 유아의 조형적 표현과 반응에서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유아들은 미술감상활동 시행 전보다 더 많은 빈도의

조형적 반응과 높은 수준의 조형적 반응을 보인다. 우선 실험집단 유아

의 조형적 반응의 하위영역인 시각적 반응, 추정적 반응, 평가적 반응의

빈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시각적 반응에서 유아는 시각적 반응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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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인 재료에서 ‘재료’, ‘기술’, ‘실제적 대상’, ‘실제적 내용’, ‘색’, ‘선’,

‘형’, ‘빛’, ‘공간’, ‘운동’, ‘표면의 특성’, ‘표현적 진술’, ‘전체적 특성’,

‘예술형태’에서 유아의 반응이 증가한다. 이는 유아가 작품 속에서 시각

적으로 보이는 대상 또는 조형요소 및 원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그와

관련한 진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추정적 반응에서 유아는 하위영역인

의미 참조에서 ‘추정적 진술-행동’, ‘추정적 진술–감각적 특성’, ‘추정적

진술–대상적 특성’, ‘추정적 진술-맥락’, ‘추정적 진술-감정’, ‘감정적 진

술-주관적 기분’, ‘추정적 진술-상징’, ‘추정적 진술-환상’, ‘추정적 진술-

작가’의 반응이 증가한다. 이는 유아가 작품 속 대상과 관련된 행동, 대

상의 특성, 맥락, 감정, 환상 또는 상징과 관련된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

의 창의적인 생각을 더하여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는 추정적 진술이 증가

함을 의미한다. 평가적 반응에서 유아는 ‘주관적 평가/이유있음’, ‘객관적

평가/이유있음’과 ‘객관적 평가/이유없음’의 반응이 증가하였다. 이는 유

아가 단순히 이유를 대지 않고 좋고 싫음의 평가를 내리던 것에 비해 미

술감상활동 이후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지지하기 시작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주관적 생각과는 무관하게 미술

작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다.

시각적 반응, 추정적 반응, 평가적 반응에서의 ‘무관심한 진술’ 반응

은 모든 연령에서 감소한다. 처음에는 많은 유아들이 “무슨 그림인지 모

르겠어요”(시각적 반응), “왜 그린지 모르겠어요”(추정적 반응),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평가적 반응)와 같은 ‘무관심한 진술’을 한다. 그러

나 점점 “사슴도 있고, 상어도 있고, 동물 친구들이 바다에서 놀고 있는

그림이예요”(시각적 반응), “밤 하늘이 너무 예뻐서 화가아저씨가 여기

산에 올라가서 친구들 보여주려고 그렸어요”(추정적 반응), “너무 아름

다운 그림인 것 같아서 좋아요”(평가적 반응)와 같이 유아의 반응이 더

욱 긍정적이고 구체적이며 창의적으로 전환된다. 즉, 미술감상활동이 작

품에 대한 유아의 관심과 호기심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조형적 반응

향상에 영향을 끼쳤다. 미술감상활동을 통해서 유아가 사소한 것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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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느끼기에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유아들의 반응

을 통해 작품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

서 처음에는 정답이 아닐까,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걱정하던 유아도 사

후검사에서는 자신있게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였다. 미

술감상활동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느낌은 모두가 다르게 갖는 것이고 그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유아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있

었던 것이다.

그리기를 통한 조형적 표현의 질적 변화를 보면, 3세의 경우는

Lowenfeld(1982)와 Kellogg(1979)가 주장한 ‘긁적임 단계’에 속하며 유아가

그린 것과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물의 시각적 표상 사이에 관계가 없

는 형태를 보인다. 4세 유아의 경우,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형태 표

현이 불완전하다. 동그란 모양에서 손과 발이 나오는 형태의 두족인 형

태가 주를 이루며,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사람의 머리를 몸보

다 크게 그리는 등의 모순된 비례를 보인다. 그러나 5세 유아의 경우,

사람의 형태가 보다 완전해지며 보다 구체적이고 비례하는 면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처럼 3세 유아가 단순한 긁적거리기로 그림을 시작했다면 5

세 유아들은 보다 세련되고 기술적으로 향상된 표현 형태를 나타낸다.

이처럼 유아의 미술 표현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손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소근육의 성장으로 보다 세밀하고 구체화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과

연관되어 발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형적 표현은 유아가 보는 것이 많아지고 인식하는 것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으로도 표출된다. 조형적 반응이 향상되면서 조형적 표

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유아가 생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

는데 있어 필요한 기술적인 표현 능력을 10회기의 미술감상활동으로 향

상시키기에는 활동 기간이 다소 짧았기 때문에 획득하기 어려웠을 것이

다. 미술감상활동이 보다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면 조형적 표현을 촉진시

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시행한 미술감상활동은 유아의 조형적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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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미술감상활동

의 참여를 통해 유아의 조형적 반응이 향상된다. 반면 미술감상활동은

유아의 조형적 표현 향상에는 효과가 없다. 유아들의 조형적 표현에 있

어서도 많은 질적 변화가 나타난 사실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으로 미

술감상활동을 진행한다면 유아의 조형적 표현에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것

으로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고안한 미술감상활동의 주 2회

총 10회기의 적용은 유아의 조형적 반응 향상에 효과를 보이지만 조형적

표현에는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조형적 표현에는 손의 섬세한 동작을 가지고 생각이나 느낌

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손동작은 신체기관의 섬

세한 움직임이 필요하고, 기술은 고도의 인지적 모방력과 판단력이 요구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친 미술감상활동 훈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

다고 할 수 있다.

2. 의의 및 제언

다음에서는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 범주 주제

중심의 미술감상활동은 매우 드물다. 기존에 개발되었던 유아를 대상으

로 한 미술감상활동은 주로 주제별, 단원별로 1회 이내로 감상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명화를 감상활동의 교수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개발한 미술감상활동은 누리과

정의 예술경험 영역과 관련된 일상생활 범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유아

들이 이미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주제와 미술 작품을 연관 지어 제시하

고 10회기라는 장기 미술감상활동을 통해 효율성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되

었다.

둘째, 기존에 개발되었던 미술감상활동과는 달리 미술의 기초가 되는

조형요소 및 원리를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친숙한 주제와 작가의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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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스토리텔링을 합하여서 새로운 방향의 미술감상활동을 개발하여

유아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조형요소 및 원리 또

는 미술 비평 둘 중 한 가지를 기반으로 한 미술감상활동을 제안하였다

면 이 연구에서 사용된 미술감상활동은 미적 요소와 원리 그리고 미술작

품 관련된 작가의 인생 또는 작품의 이야기를 포함함으로써, 유아가 미

술작품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구성되었다. 미술감상 지도에 대

한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있고 미술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교사들에게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교수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미술감상활동의 시행이 3, 4, 5세 유아의 조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령차를 밝혔다. 유아

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조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 점수가 높아진다. 그

러나 미술감상활동을 통해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높아진

수준을 훨씬 넘는 차이를 가져왔다. 즉,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아가 자연

스럽게 언어 및 자기표현력 등을 습득하고 발달하게 되는데, 미술감상활

동을 통해 조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에서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넷째,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5세 또는 초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미술감상활동을 시행한 연구들이였으나 이 연구는 3세와 4세 유아의 조

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을 모두 다루어 연령 간의 효과를 보았다는 학

술적 의의를 지닌다. 미술감상활동의 시행이 5세 유아의 조형적 반응이

3, 4세 유아와 비교했을 때 특히 효과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5세가 유아

들에게 미술 작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3, 4세 유아들도 조형적 반응에서

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 유아들도 미술 감상이 가능하

며, 미술감상활동이 일찍부터 지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3, 4, 5세 유아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미술감상활동을 진행하여

연령간의 효과를 밝힌 연구는 처음으로 시도된 바로 중요한 의의가 있

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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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3, 4, 5세 유아의 조형적 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과제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약 6주간의 단 한가지 ‘주말지낸 이야기’의 주제로 유아들이 자유 활동

선택시간에 완성한 미술 작품만이 수집되어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다소 제한성이 따른다. 사용된 조형적 표현 척도가 유아의

조형적 표현을 측정하기에는 민감성이 다소 부족한 듯하다. 유아의 조형

적 표현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주말지낸 이야기’라는 주제로 유아들이 자유 활동 선택시간에 완

성한 그림은 유아들이 표현하기에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여 유아들의 조

형적 표현을 일관성 있게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유아의 조형적 표현에 향상이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해야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미술감상활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3, 4,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조형적 표현과 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유아

의 조형적 표현과 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 또는 인지와 같은 다

른 능력의 통제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유아들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조형적 반응과 조형적 표현 사전사후점수가 점점 높아졌으며 이는 미술

감상활동의 효과뿐만 아니라 언어 또는 인지와 같은 유아의 발달적인 측

면도 포함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아의 언어적, 인지적 발달 등을 고려하고 통제한 뒤에 미술감상활동을

진행하여 미술감상활동의 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해석하고 검증하는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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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형적 반응 평가지

시

각

적

반

응

2차 1차 내용 예시 사전 사후

재

료

재료 재료나 매체의 사용에 대한 진술
종이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어요.

기술
재료를 사용한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진술

붓에 물감을 묻혀서 막 찍어서

그렸어요.

실

제

성

실제적

대상

사물이나 사람 등에 대해

보이는 대로 진술
이 남자는.. 여기 하늘에는..

실제적

내용

시간, 장소 또는 환경 등에 대해

보이는 대로 진술

밤이예요. 바람이 불어요. 사고가

났어요.

감

각

적

속

성

색
색조, 밝기, 순도와 같은

색의 특성을 진술
알록달록 색깔이 많이 있어요.

선 방향, 길이, 굵기 등 선의 특성을 진술 선이 두꺼워요. 얅은 선이예요.

형 모양이나 형태의 특징, 정의를 진술 동그라미, 네모가 있어요.

빛
표상된 사물에 대한

빛이 주는 효과를 진술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공간
표상된 대상의 위치, 구도,

공간적 특성을 진술

왼쪽에 있는 나무는... 방

바깥부분에는

운동
표상된 대상의

움직임 또는 운동감을 진술

구름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늘에서 떨어지고있어요.

표면의

특성

선/형/색/물질/기술 등에 의한

표면의 효과
이 부분은 까칠까칠해보여요.

구

성

적

속

성

상대적

관계

그림 속 미술 요소 또는 특성들을

비교하는 원칙을 진술

이 사람이 저 뒤에 사람보다

커보여요. 배경이 어두워서

앞부분이 밝아보여요.

구성

원칙

그림 속 미술 요소들의 상호관계성을

조직하는 원칙을 진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도 진술

복잡한 그림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선, 색깔, 모양이 있으니까요.

표

현

적

속

성

표현적

진술

선, 색, 형 등의 미적요소들을 통해

느껴지는 자신의 기분, 행동, 느낌 등을

나타내는 진술

파랑색 떄문에 조금 슬픈 기분이

들어요.

이 선은 마치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한

비유
비일상적이고 독특한 표상에 대한 진술

조금 이상해보여요. 왜 이렇게

그린거예요? 조금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

특성
작품의 전체적인 특성에 대한 진술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예뻐요.

맥

락

적

속

성

예술

형태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예술 형태에 대한 진술

초상화예요. 천장에 그린

그림이예요. 미니어처예요.

역사적/

문화적

맥락

어디에서, 누가, 왜 이 작품을

구성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용어에 대한 진술

19세기 영국에서..

적의 침략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예요.

미술

양식
미술양식에 대한 진술

추상적으로 그렸어요. 반 고흐랑

비슷하게 그렸어요. 옛날 그림

같아요.

경험적

맥락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

또는 경험에 대한 진술

이 그림 책/미술관에서 본 적

있어요.

판단

적

속성

무관심

한 진술

그림 속 시각적 정보에 관심이 없으며

진술에 성의가 없거나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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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적

반

응

2차 1차 관점 내용 예시
사전

빈도

사후

빈도

실

제

성

참

조

추정적 진술

– 행동

개인 또는 집단의 과거, 현재, 미래

행동과 관련된 추정적 진술

그는 걷고 있어요.

공원에 갔다가 집으로

갈거예요.

추정적 진술

– 사고

그림 속 대상의 단순한 생각 또는

의도, 미래에 있을 계획이나 목표와

관련된 추정적 진술

그녀는 슬픈 생각을

하고있어요. 그녀는 저녁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정적 진술

– 감각적

특성

신체적 감각 또는 상태와

관련된 추정적 진술

그는 추워요./피곤해요./쉬고

있어요.

추정적 진술

– 대상의

특성

그림 속 사물이 어떤 물건인지 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련된 추정적 진술

이 사람이 아빠인 것 같아요.

생일잔치를 위한 음식같아요.

추정적 진술

– 맥락

시간적, 문화적, 상황적, 역사적인

맥락에 관련된 추정적 진술

(단, 그림 단서를 통해

예측한 추정적 진술)

굉장히 오래전에...

눈이 올 것 같아요.

정

서

참

조

추정적 진술

– 감정

그림 속 사람의 개인적 감정과

관련된 추정적 진술.

그는 기뻐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추정적 진술

– 주관적

기분

그림 속 주제 또는 대상을 통해

유발되는 감정과 관련된 추정적 진술

이 그림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니까 슬픈 것 같아요.

상

징

성

참

조

추정적 진술

– 상징적인

측면

그림 속 특정 부분의 중요성과

관련된 추정적 진술
새는 사랑을 의미해요.

추정적 진술

- 주제

그림 속 주제 또는 중심적 아이디어와

관련된 추정적 진술

자식을 위한 엄마의 사랑에

관한 그림이예요. 누군가의

꿈을 그린 그림이예요.

추정적 진술

– 환상

그림 속 대상들과 관련된 환상의

이야기 또는 독특한 발상과 관련된

추정적 진술

그는 아침에 씨리얼을 아주

많이 먹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맥

락

참

조

추정적 진술

- 작가

작가, 작가의 의도, 성격, 인생과

관련된 추정적 진술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화가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추정적 진술

- 미술 양식

특정 작가, 화풍, 또는 작가가 살던

시대와 관련된 추정적 진술

추상화 그림인 것 같아요.

색깔은 마치 세잔의 그림이랑

비슷해요.

무관심

한

참조

무관심한 진술
그림을 왜 그렸는지 또는 그림에 대한

어떠한 추정적인 진술을 하지 않음

왜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평

가

적

반

응

주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이유있음

작품에 대한 주관적인(개인적인) 반응을

설명하며 좋거나 싫음의 이유를 설명함
좋아요. 왜냐하면...

주관적 평가

/이유없음

주관적인 반응을 토대로 작품을

평가하지만 좋고 싫음의 이유가 없거나

설명하지 않음

좋아요. 너무 싫어요. 이상해요.

그냥요.

객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

/이유있음

작품의 가치를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 가치의 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잘 그린 그림 같아요.훌륭한

그림이예요.

왜냐하면...

객관적 평가

/이유없음

작품을 예술품으로써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가치를 알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음

잘 그린 그림 같아요. 가짜 그림

같아요. 그냥요.

무관심

한

평가

무관심한 평가
작품에 관심이 없으며 어떠한 평가 또는

반응을 보이지 않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이 그림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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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조형적 표현 평가지

사전검사 합계

표상수준

기본형태 색 1 공간구도

탐색수준

색 2 다양성 역동성

예술성수준

표현감 충만감 심미감

총점 =

사후검사 합계

표상수준

기본형태 색 1 공간구도

탐색수준

색 2 다양성 역동성

예술성수준

표현감 충만감 심미감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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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사전·사후 검사에 사용된

조형적 반응 척도 검사용 명화작품 목록

파블로

피카소,

‘황소’

1945

피트

몬드리안,

‘빨강 파랑

노랑이

있는 구성

II’

1930

데미안

허스트

‘페로센’

2008

바실리

칸딘스키,

‘동심원이

있는

정사각형’

1913

앙리

마티스,

‘폴리네시

아, 바다’,

1946

프랭크

스텔라,

‘하란 II’

1967

잭슨

폴록,

‘가을

리듬:

넘버30’

1950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1889

앙리

마티스,

‘붉은 방’

1908

르네

마그리트,

‘개인적

가치’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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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제  인물  소주제  나 

활동 제목  조각난 내 얼굴 조형요소 및 원리 대비/대조, 형, 변화

활동 목표
미술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의 모습을 감상하고, 각각의 미술 작품
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그 느낌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
현할 수 있다

활동 작품 파블로 피카소의 ‘손수건을 쥐고 우는 여인’, ‘우는 여인’, ‘거울 앞 소녀’ 

준비물 흰색 8절 도화지, 검정색 마커, 크레파스

활동 방법

 
서
술
단
계 

1.  ‘인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 
Ÿ 유아들이 평소에 만나게 되는 인물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다.
Ÿ 유아들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본다. 

교사: 여러분들 얼굴에는 무엇 무엇이 있지요? 맞아요. 이렇게 친구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음식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도 있고, 친구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입도 있네요. 우리는 모두 다 다른 눈, 코, 입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한번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아요. 다양한 표정
을 만들어보세요. 어떻게 얼굴 모양이 달라지나요?

분
석
단
계

2. ‘인물’이 묘사되어 있는 미술 작품 감상 활동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물의 모습을 소개하고 감상한다.
Ÿ 작품 속인물을 보고 관찰한 점들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조형요소 및 원리, 재료를 관찰한다.

      

      ‘손수건을 쥐고 우는 여인’      ‘우는 여인’           ‘거울 앞 소녀’
               (1937)                 (1937)                  (1932)

교사: 여기 이 그림들 속 인물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그림 속 얼굴들
에서 한번 눈, 코, 입을 찾아보고 또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이야기 해보아요. 
작가는 배경에 어떤 색깔을 사용하였지요? 얼굴과 배경이 대비를 강렬하게 대
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부록 4> 미술감상활동계획안

1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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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단
계  
   

3.  작품 소개하기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작가의 특성이나 의도 등을 소개한다.
Ÿ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 설명한다.
- 3세: 대비/대조, 형, 변화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피카소의 작품이 주는 느낌을 설명한다.
- 4세: 대비/대조, 형, 변화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입체주의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피카소  
       의 작품이 주는 느낌을  조형요소 및 원리로 설명한다.
- 5세: 대비/대조, 형, 변화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입체주의에 대해 설명한다. 피카소의 작  
    품이 주는 느낌을 조형요소 및 원리로 설명한다. 그 외의 작품 속 조형요소 및 원리를  
    발견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교사: 이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인 피카소와 결혼했던 여
자들이예요. 왜 피카소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울고 있는 모습을 그렸을까
요? 

피카소의 그림에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기 
보다는 얼굴의 부분들을 모두 조각처럼 띠어내서 따로따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그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눈은 어디있지요? 코는 어디있나요? 
그리고 입과 손가락은 모두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림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OO는 또 무엇이 보이나요? 앞에서 봤을때의 
사람의 얼굴과 옆에서 봤을때의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가지 다른 
관점을 합쳐서 함께 그린 것을 우리는 입체주의라고 해요. 

판
단
단
계

4. 조각 얼굴 만들기 활동
Ÿ 유아가 자신의 초상화를 재구성하여 만들어본다. 
Ÿ 자신이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 나눈다.

.
교사: 여기 준비된 각각의 종이에 자신의 눈, 코, 입, 귀, 손가락을 그려보세요. 
다 그렸나요?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눈, 코, 입, 귀, 손가락을 그린 종이들을 
더 큰 하얀색 종이에 풀로 붙일 거예요. 여기저기 붙이고 싶은 곳에 붙여요. 
이제 머리카락과 얼굴, 옷 등은 크레파스로 그려서 완성해 보아요.

교사: 어때요? 이상해보이나요? OO는 이 얼굴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친
구들에게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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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제 관계 소주제 사랑하는 사람 

활동 제목 반짝반짝 내 그림 조형원리 및 요소 색, 명암, 강조 

활동 목표
미술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감상하고, 각각의 
작품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그 느낌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림으
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작품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성취’ 

준비물 쿠킹호일로 싼 두꺼운 도화지(15 x 15cm), 24색 마커

활동 방법

서
술
단
계

1.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이야기 나누기 활동 
Ÿ 유아들이 평소 보았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교사: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그 사람은 누군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때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사
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분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일까요? OO는 어
떤 색깔을 떠올렸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
석
단
계

2. ‘사랑하는 사람’이 묘사되어 있는 미술 작품 감상 활동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감상한다.
Ÿ 작품 속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관찰한 점들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조형요소 및 원리, 재료를 관찰한다.  

    

      ‘키스’ (1908)           ‘성취’ (1909)

교사: 이 그림에 이들은 어떤 사이처럼 보이나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요? 어디에 있나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작품 속에서 어떤 색깔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해
석
단
계

3.  작품 소개하기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작가의 특성이나 의도 등을 소개한다.
Ÿ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 설명한다.
- 3세: 색, 명암, 강조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클림트의 작품이 주는 느낌을 설명한다.
- 4세: 색, 명암, 강조에 대해 설명한다. 클림트의 작품이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 조형요  
       소 및 원리로 설명한다.
- 5세: 색, 명암, 강조에 대해 설명한다. 클림트의 작품이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 조형요  

2회기



- 99 -

       소 및 원리로 설명한다. 그 외의 작품 속 조형요소 및 원리를 발견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교사: 클림트의 그림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바로 색깔이예요. 클림트의 작
품에서는 금색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금색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아마도 클림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변하는 느
낌이 들었나봐요. 그만큼 황홀하고 행복한 느낌이 작품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또 색깔 이외에도 어떤 점이 돋보이나요? 

판
단
단
계

4. 쿠킹호일 그림 그리기 활동
Ÿ 유아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한다. 
Ÿ 자신이 그린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 나눈다.

교사: 클림트라는 화가는 주로 금색 빛깔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어요. 오늘 우
리는 집에서 엄마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쿠킹호일위에 그림을 그려볼꺼예
요. 우선 쿠킹호일 위에 이 유성매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아요. 어느 것이든 
좋아요. 클림트처럼 그려도 좋고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도 좋아요.
  자. 다 그렸으면 이제 우리는 쿠킹호일을 마구마구 꾸겨볼까요? 그렇지요. 
잘하고 있어요. 이제 쿠킹호일이 찢어지지 않도록 살살 펴보세요. 어때요. 그
림이 어떻게 변했나요? 

교사: OO는 어떤 그림을 그린거예요? 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와 쿠킹호일 위에 
그림을 그리니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OO는 무엇을 그린 것인지 친
구들에게 이야기해줄래요? 



- 100 -

활동 주제 자연 소주제 바다

활동 제목 거대한 파도 조형요소 및 원리 운동, 비례, 균형

활동 목표
미술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다’의 모습을 감상하고, 각각의 작품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그 느낌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작품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가나가와의 큰 파도’와 다른 일본 작가들의 판화 작품 3점

준비물 스티로폼, 파란색 도화지, 하얀색 물감, 연필, 물통, 롤러, 잉크판, 문지르개 

활동 방법

서
술
단
계

1.  ‘바다’ 이야기 나누기 활동 
Ÿ 유아들의 평소 바다에 관한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한다.

교사: 바다에 가본적이 있나요? 바다에서 무엇을 보았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보았던 것을 판화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판화란 판에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겨 종이에 찍어 낸 그림이예요. 판화는 일본이 유명해서 아름다운 판화
들이 많이 만들어졌지요. 

분
석
단
계

2. ‘바다’가 묘사되어 있는 미술 작품 감상 활동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바다의 모습을 소개하고 감상한다.
Ÿ 작품 속 바다의 모습을 보고 관찰한 점들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조형요소 및 원리, 재료를 관찰한다. 

‘가나가와의 큰 파도’ (1832)

교사: 이 그림에서는 무엇이 보이나요? 맞아요. 파도가 치고 있네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작은 배도 있어요. 배에는 사람들도 여러명 타고 있네요. 
배가 이렇게 조그만 걸 보면 파도가 얼마나 거대한지 느껴지나요? 엄청나게 거
대하고 무서운 파도같아요. 곧 사람들을 덮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가운데
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산이 보이나요? 이 산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
한 후지산이예요. 파도가 얼마나 거대하고 큰지 후지산이 작아보일 정도예요.

3.  작품 소개하기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작가의 특성이나 의도 등을 소개한다.
Ÿ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 설명한다.
- 3세: 운동, 비례, 균형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일본 판화 작품이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  
       이야기 나눈다.

3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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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단
계

- 4세: 운동, 비례, 균형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일본 판화 작품이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  
       조형요소 및 원리로 설명한다.
- 5세: 운동, 비례, 균형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일본 판화 작품이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  
       조형요소 및 원리로 설명한다. 그 외의 작품 속 조형요소 및 원리를 발견하고 자유  
       롭게 이야기한다.

교사: 각각의 나무 판 위에 색을 칠하고 종이에 찍어서 완성시킨 이 판화는 유
명한 작품이예요. 일본의 가츠시카 호쿠사이라는 작가가 이 유명한 판화를 완
성했는데 이 작품은 여러 유명한 외국 작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사랑을 받
았어요. 과연 이 그림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
요? 시원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번 반복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색깔을 사용하기 보다는 단순한 색깔과 모양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일본 판화들도 보여줄께요. 

  

Weather Clearing at Awazu, Ando Hiroshige, 1835
Kamisuki (Combing the hair), Goyō Hashiguchi, 1920

Driving Rain at Shono, Ando Hiroshige, 1833

판
단
단
계

4. 바다 그림 그리기 활동
Ÿ 유아가 바다의 모습을 표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한다. 
Ÿ 자신이 그린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 나눈다.

교사: 오늘 우리도 판화를 만들어 볼꺼예요. 이제까지는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면 오늘은 고무 판 위에 그림을 그리고 파내보아요. 그리고 색깔을 골라 한번 
종이에 찍어내 보도록 해요. 파도의 모습이나 바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밑그림을 우선 그리고 칼로 고무판을 파내보도록 해요! 자 시작해볼까요? 

교사: 어때요? 종이에 찍어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직접 해보니 판화를 
어떻게 만들었을지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나요? OO는 판화를 실제로 만들어 
본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 해볼래요?



- 102 -

주제 자연 소주제 꽃

활동 제목 앤디 워홀의 꽃처럼 조형원리 및 요소 색, 형, 강조, 대비/대조

활동 목표

미술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꽃’의 모습을 감상하고, 각각의 작품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그 느낌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작품 앤디 워홀 ‘꽃’, ‘데이지’  

준비물 검정색 8절 도화지, 여러 가지 색깔 도화지, 가위, 풀, 연필, 색연필 

활동 방법

서
술
단
계

1.  ‘꽃’ 이야기 나누기 활동 
Ÿ 유아들의 평소 꽃에 관한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한다.

교사: 꽃을 그려보세요. 어떤 꽃이든 좋아요. 여러분들이 꽃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꽃을 그릴 때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지요. 저번시간에 
살펴본 고흐의 해바라기처럼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작가도 많이 있었지요. 

분
석
단
계

2. ‘꽃’이 묘사되어 있는 미술 작품 감상 활동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꽃의 모습을 소개하고 감상한다.
Ÿ 작품 속 꽃을 보고 관찰한 점들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조형요소 및 원리, 재료를 관찰한다. 

 

 

‘꽃’ (1964)

교사: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렸던 꽃의 모양과 
비슷한가요? 맞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비슷하게 그린 친구들도 
있네요. 이 그림을 보니 어떤 기분이 드나요? 또 어떤 점이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해
석
단
계

3.  작품 소개하기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작가의 특성이나 의도 등을 소개한다.
Ÿ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 설명한다.
- 3세: 색과 형에 대해 설명한다. 강조, 대비/대조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색과 형이 작품  
       속에서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 이야기 나눈다.

4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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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 작품 속에서 색과 형태가 어떻게 강조, 대비/대조를 이루는지 발견한다.  
- 5세: 작품 속에서 색과 형태가 어떻게 강조, 대비/대조를 이루는지 발견한다. 그 외의 작  
       품 속 조형요소 및 원리를 발견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교사: 저번 시간에는 판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실크스크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앤디 워홀은 꽃의 모양을 단순화 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번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찍어내는 실크스크린 방법을 사용했지요. 실크스크린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똩같아 보이지만 다른 색깔을 사용해서 여러번 찍어내어 쉽게 보
다 많은 그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어요.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그림을 찍어내
면 더 빨리 많은 양의 작품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었지요. 앤디 워홀은 처음으로 그림을 많이 생산하여 돈을 벌 수 있게 
된 작가였어요. 이 작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지요. 

앤디 워홀이 만든 다른 꽃의 그림도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지’ (1982)

판
단
단
계

4. 꽃 그림 그리기 활동
Ÿ 유아가 꽃의 모습을 표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한다. 
Ÿ 자신이 그린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 나눈다.

교사: 오늘 우리도 앤디 워홀처럼 꽃을 그리고 종이를 잘라보도록 해요. 우선 
여기 준비된 여러 가지 색종이에서 5장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색종이 5장을 
모두 겹친뒤 그 위에 꽃 모양을 그리고 한번에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때
요? 똑같은 모양의 꽃이 다른 색깔로 5개가 생겼어요. 그런 뒤에는 여기 나머
지 다른 색의 색종이 위에 붙여볼게요! 

교사: OO는 이 중에서 어떤 색깔의 꽃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보니 어떤가요? OO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
야기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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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동물 소주제 호랑이

활동 제목 호랑이와 까치 조형원리 및 요소 비례, 균형, 질감

활동 목표

미술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호랑이’의 모습을 감상하고, 각각의 작품에
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그 느낌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
할 수 있다.

활동 작품 민화 ‘호랑이와 까치‘

준비물 화선지, 민화 ‘호랑이와 까치’, 붓펜,

활동 방법

서
술
단
계

1.  ‘호랑이’ 이야기 나누기 활동 
Ÿ 유아들의 평소 호랑이에 관한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한다.

교사: 오늘은 우리가 보았던 호랑이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아요. 호랑이를 본 
적이 있나요? 호랑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나요? 호랑이를 본 날을 기억해 
보세요. 어디에서 보았지요? 동물원에서요? 호랑이는 어떤 색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호랑이는 어떤 소리를 내나요? 몸으로 호랑이의 모습을 흉내내 보
아요.

분
석
단
계

2. ‘호랑이’가 묘사되어 있는 미술 작품 감상 활동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호랑이의 모습을 소개하고 감상한다.
Ÿ 작품 속 호랑이의 모습을 보고 관찰한 점들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조형요소 및 원리, 재료를 관찰한다. 

 

‘호랑이와 까치’ (조선시대)

교사: 그림 속에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호랑이는 어떤 모습인가요? 까치는요? 
호랑이의 표정이 어때보이나요? 지금 호랑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
아요? 왜 작가는 이렇게 호랑이를 그렸을까요? 

해
석
단
계

3.  작품 소개하기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작가의 특성이나 의도 등을 소개한다.
Ÿ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 설명한다.
- 3세: 비례, 균형, 질감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민화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작품이 주는   
       느낌을 설명한다.

5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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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 비례, 균형, 질감에 대해 설명한다. 민화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민화가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 조형요소 및 원리로 설명한다. 
- 5세: 비례, 균형, 질감에 대해 설명한다. 민화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민화가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 조형요소 및 원리로 설명한다. 그 외의 작품 속 조형요소 및 원리를 발  
       견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교사: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호랑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호랑이는 웃
고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우리나라 민화는 이렇게 장난스럽기도 하면서 
소박한 것이 특징이예요. 민화는 조선시대에 유행한 그림으로 일반 서민들을 
위한 그림이예요.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가 귀신을 쫒고 까치는 좋은 복을 가
지고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집에 걸어두고 나쁜 것은 쫒고 좋은 
것만 집에 들어오기를 빌었다고 해요.

판
단
단
계

4. 호랑이 그림 그리기 활동 
Ÿ 유아가 호랑이의 모습을 표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한다.
Ÿ 자신이 그린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 나눈다.

교사: 우리 오늘배운 ‘호랑이와 까치’ 민화를 직접 그려보기로 해요. 여기 화
선지에 비치는 ‘호랑이와 까치’를 붓펜으로 따라 그려보세요. 붓펜을 사용할때
는 힘을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어떤가요? 붓펜을 사용하니 어떤 느
낌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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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동물 소주제 호랑이

활동명 가장 오래된 그림! 조형요소 및 원리 운동, 공간, 명암

활동 목표
미술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굴 벽화 속 동물들’의 모습을 감상하고, 
각각의 작품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그 느낌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작품 알타미라 동굴(스페인)과 쇼베 동굴(프랑스)의 동굴벽화 

준비물 한지, 비닐장갑, 물감, 물통, 붓, 신문지 

활동 방법

서
술
단
계

1.  ‘동굴 벽화 속 동물들’ 이야기 나누기 활동 
Ÿ 유아들의 평소 동굴 벽화 또는 동굴 벽화 속 동물들에 관한 생각을 이야기한다.

교사: 동굴 벽화가 무엇인지 아나요?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는 지금으로부터 
4만 8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라고 
해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버금가는 오래된 동굴 벽화가 발견되었어
요. 이처럼 인류가 처음에 동굴에서 살며 동물을 사냥해가면서 살던 시대에 
그들이 동굴 벽에남겨둔 그림으로 그만큼 예전부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과, 그때 그사람들 주위에 어떤 동물들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예요.

분
석
단
계

2. ‘동굴 벽화 속 동물들’이 묘사되어 있는 미술 작품 감상 활동
Ÿ 작품 속 동굴 벽화 속 동물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감상한다.
Ÿ 작품 속 동굴 벽화 속 동물들을 보고 관찰한 점들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조형요소 및 원리, 재료를 관찰한다.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에서 발견된 들소 그림

  

프랑스 쇼베 동굴에서 발견된 말과 사자 그림

교사: 이 그림은 실제로 동굴 속에서 발견된 그림이예요. 어떤 동물들이 보이

6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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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 이런 동물을 실제로 본다면 OO의 기분은 어떨까요? 왜 사람들은 동굴
에다가 이런 동물들을 그렸을까요? 

해
석
단
계

3.  작품 소개하기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작가의 특성이나 의도 등을 소개한다.
Ÿ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 설명한다.
- 3세: 운동 공간, 명암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동굴 속 벽화 작품이 어떤 느낌을 전달하  
       는지 설명한다. 질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 4세: 운동 공간, 명암에 대해 설명한다. 동굴 속 벽화 작품이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   
       조형요소 및 원리로 설명한다. 
- 5세: 운동 공간, 명암에 대해 설명한다. 동굴 속 벽화 작품이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   
       조형요소 및 원리로 설명한다. 그 외의 작품 속 조형요소 및 원리를 발견하고 자  
       유롭게 이야기한다.

교사:  이 그림(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에서 발견된 들소 그림)은 스페인의 알
타미라 동굴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 그림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발견되었어요. 처음에 이 동굴은 한 꼬마 소녀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한번 어떤 그림들이 동굴 속에 숨어져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들소, 사슴처럼 큰 동물들의 그림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동물 이외에
도 사람의 손자국도 남겨져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 옛날에도 사람들이 
벽에 그림을 그리고 털이나, 명암 같은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실적
으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판
단
단
계

4. 동굴 벽화 속 동물들 그림 그리기 활동 
Ÿ 유아가 동굴 벽화 속 동물들의 모습을 표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한다.
Ÿ 자신이 그린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 나눈다.

교사: 우리도 한번 동굴 벽화처럼 그림을 그려보아요.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
려볼까요? 종이 위에 손가락을 사용해서 동물의 모습을 그려보아요. 이 종이
는 선생님이 미리 커피에 담가두어서 동굴같은 느낌을 내보았어요. 손가락으
로 색깔을 칠할때는 붓을 사용할 때와 어떻게 다른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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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물 소주제 음식

활동명 나만의 버블껌 기계 조형요소 및 원리 통일, 변화, 조화

활동 목표
미술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식’의 모습을 감상하고, 각각의 작품에
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그 느낌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
현할 수 있다.

활동 자료 웨인 티보의 ‘케이크’, ‘파이,파이,파이’

준비물
색
 8절 도화지, 색연필, 검정색 마커

활동 방법

서
술
단
계

1.  ‘음식’ 이야기 나누기 활동 
Ÿ 유아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교사: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나요? 밥 먹은 뒤 디저트도 먹나
요? 어떤 디저트를 가장 좋아하나요? 케이크를 좋아하나요? 딸기 케이크, 초
코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등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케이크는 
너무 달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먹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
요? 

분
석
단
계

2. ‘음식’이 묘사되어 있는 미술 작품 감상 활동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음식의 모습을 소개하고 감상한다.
Ÿ 작품 속 음식을 보고 관찰한 점들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조형요소 및 원리, 재료를 관찰한다. 

          

                   ‘케이크’(1963)              ‘파이,파이,파이’ (1961)

교사: 이 그림에는 무엇이 그려져있나요? 맛있는 케이크들과 빵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OO는 어떤 케이크가 제일 먹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
죠? 

해
석

3.  작품 소개하기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작가의 특성이나 의도 등을 소개한다.
Ÿ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 설명한다.
- 3세: 통일, 변화, 조화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똑같은 형태가 반복됨으로써 작품이 어  
       떤 느낌을 받는지 살펴본다.

7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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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4세: 통일, 변화, 조화에 대해 설명한다. 티보의 작품이 느낌에 대해 조형요           
         소 및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 5세: 통일, 변화, 조화에 대해 설명한다. 티보의 작품이 느낌에 대해 조형요           
         소 및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그 외의 작품 속 조형요소 및 원리를 발견하  
         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교사: 웨인 티보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예요. 그는 케이크나 빵들, 캔디 같은 
주로 우리들이 좋아하는 단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고 있어지면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 그는 그림을 그릴 때 케이크나 빵
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모양이 굉장히 단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케이크 모양이 어떠한가요? 동그라미와 세모예요. 동그라미와 세모
를 반복하며 그리면서 뭔가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의 그림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다른 맛있어 보이는 그의 그림들을 
보여줄게요.

판
단
단
계

4. 토스트 빵 그림 그리기활동
Ÿ 유아가 음식을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Ÿ 자신이 그린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 나눈다.

교사: 웨인 티보의 그림을 보니 우리도 한번 빵으로 즐거운 작품을 만들어 보
아요. 오늘의 종이는 토스트빵 이예요. 그리고 물감 대신 다양한 치즈와 오이, 
토마토, 검은 깨로 이 토스트 빵 위에 먹을 수 있는 작은 그림을 그려볼 거예
요.

오이와 토마토는 선생님이 잘라놓았으니 치즈는 손으로 찢어서 한번 아름답게 
토스트빵을 꾸며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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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생활 소주제 취미생활

활동명 씨름 한 판! 조형요소 및 원리 운동, 공간, 대비/대조

활동 목표
미술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취미생활’의 모습을 감상하고, 각각의 작
품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그 느낌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림으
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작품 김홍도의 ‘씨름’

준비물 OHP 종이, 네임펜

활동 방법

서
술
단
계

1.  ‘취미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 
Ÿ 유아들이 즐겨하는 취미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교사: 여러분은 쉬는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하며 즐겁게 지내는지 말해볼까
요? 혼자 있을때는 무엇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나요? 그렇다면 혼자있
을때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분
석
단
계

2. ‘취미생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미술 작품 감상 활동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취미생활의 모습을 소개하고 감상한다.
Ÿ 작품 속 취미생활의 모습을 보고 관찰한 점들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조형요소 및 원리, 재료를 관찰한다. 

‘씨름’ (18세기)

교사: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을 그린 것인지 말해 주세요. 여기 이 사람은 무엇
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씨름을 해본 적이 있나요? 씨름은 우리나라의 전
통놀이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씨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 해요. 

3.  작품 소개하기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작가의 특성이나 의도 등을 소개한다.
Ÿ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 설명한다.
- 3세: 운동, 공간, 대비/대조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김홍도의 작품이 주는 느낌을 설명  
       한다.
- 4세: 운동, 공간, 대비/대조에 대해 설명한다. 김홍도의 작품이 주는 느낌에 대해 조형  
       요소 및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8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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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단
계

- 5세: 운동, 공간, 대비/대조에 대해 설명한다. 김홍도의 작품이 주는 느낌에 대해 조형  
       요소 및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그 외의 작품 속 조형요소 및 원리를 발견하  
       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교사: 김홍도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의 뛰어난 화가예요. 김홍도는 모든 
그림에서 뛰어나 양반들에게 부탁을 받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왕들의 초
상화도 그리는 작업을 하였어요. 하지만 그는 주로 소소하고 평범한 서민들
의 일상생활 모습을 그리기를 좋아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 속에서 
사람들은 크게 공감하고 그들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갓 까지 벗고 앉아서 씨
름 구경을 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의 표정에서도 씨름의 흥미진진함을 느낄 수
가 있어요. 그리고 엿을 파는 엿장수도 보이네요. 그렇다면 씨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둘 중에 누가 이길 것처럼 보이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리고 김홍도가 그린 다른 그림들도 보여줄게요.

                   

                  ‘서당’ (18세기)               ‘무동’ (18세기)

판
단
단
계

4. 취미생활 표현 활동 
Ÿ 유아가 작품 속 씨름의 모습을 몸으로 직접 표현한다.
Ÿ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다.

교사: 여러분들은 씨름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오늘은 다같이 씨름을 해볼
까요? 여기 이 동그란 원 밖을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버티도록 노력해보아요. 
그럼 이제 샅바를 메고 상대방의 샅바를 잡고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이제 호
루라기를 불면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하는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밀치거나 넘
어뜨리는 것은 친구를 아프게 할 수 있겠지요? 준비됬으면 다같이 한번 씨름
을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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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추상 소주제 청각, 소리, 음악 

활동명 나의 노래 조형요소 및 원리 점, 선, 면, 질감, 운동

활동 목표
미술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청각, 소리, 음악’의 모습을 감상하고, 각각
의 작품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그 느낌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림
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작품 바실리 칸딘스키 ‘구성8’, ‘노랑 빨강 파랑’ 

준비물 흰색 8절 종이, 검정색 마커, 파스텔 24색, 휴지 

활동 방법

서
술
단
계

1. ‘청각, 소리, 음악’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 
Ÿ 유아들이 일상에서 보고 듣게되는 청각 자극과 소리, 음악에 대해 이야기한다.

교사: 여기 동그라미, 세모, 네모 블록이 있어요. 만약 이 동그라미 블록이 소리
를 낸다면 어떤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한번 OO가 직접 소리를 내볼래요? 왜 
동그라미 블록은 그런 소리를 낸다고 생각했지요? 데구르르르 동그라미 블록이 
구르는 소리가 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세모 블록이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어
떤 소리를 낼까요? 네모 블록은 어떤 소리를 낼까요? 이번에는  블록들을 한번 
박스에 넣어서 흔들어보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 볼까요? 블록마다 소리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가요? 

분
석
단
계

2. ‘청각, 소리, 음악’이 묘사되어 있는 미술 작품 감상 활동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청각, 소리, 음악의 모습을 소개하고 감상한다.
Ÿ 작품 속 청각, 소리, 음악을 보고 관찰한 점들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조형요소 및 원리, 재료를 관찰한다. 

 

                    ‘구성 8’(1923)           ‘노랑 빨강 파랑’(1925)

교사: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 같나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모양들이 보이나요? 이 작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이나요? 

해

3.  작품 소개하기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작가의 특성이나 의도 등을 소개한다.
Ÿ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 설명한다.
- 3세: 점, 선, 면, 질감, 운동을 쉽게 설명한다. 칸딘스키의 작품 속에서 점, 선, 면을 발견  

9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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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단
계

       한다. 작품이 주는 느낌을 설명한다.
- 4세: 점, 선, 면, 질감, 운동을 설명한다. 칸딘스키의 작품 속에서 점, 선, 면, 질감을 발  
       견하고 그 느낌에 대해 설명한다. 작품이 주는 느낌 중 운동감에 대해 설명한다. 추  
       상에 대해 이해하고 작품으로 표현한다.
- 5세: 점, 선, 면, 질감, 운동을 설명한다. 칸딘스키의 작품 속에서 점, 선, 면, 질감을 발  
       견하고 그 느낌에 대해 설명한다. 그 외의 작품 속 조형요소 및 원리를 발견하고 자  
       유롭게 이야기한다. 추상에 대해 이해하고 작품으로 표현한다.

교사: 꼭 굳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나 물체가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걸
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림을 
그려왔어요. 바로 이 작가인 칸딘스키도 오직 색깔과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같은 
형태만으로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처음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따라
서 사물이나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습을 그린다기 보다는 사물이나 인간의 보이
지 않는 느낌이나 생각을 그려야한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칸딘스키의 다른 작품
들도 살펴볼까요? 어때요? 그림을 보니 그런 것 같나요? 
 
교사: 그는 음악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색깔이 
피아노의 건반, 영혼은 피아노에 비유하며, 예술가는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 건반을 치는 손이라고 이야기 하기도했어요. 그가 얼마나 음악과 미술을 
가깝게 생각했는지 느껴지나요? 

판
단
단
계

4. ‘청각, 소리, 음악’ 만들어보기 활동 
Ÿ 유아가 음악을 감상한 후, 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Ÿ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고 이야기 나눈다.

교사: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려고 해요. 노래를 듣고 자유
롭게 음악의 느낌을 종이에 표현해 보세요. 칸딘스키처럼 노래의 느낌을 추상적
으로 표현해볼거예요. 자, 그럼 각각의 노래마다 다른 느낌을 표현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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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추상 소주제 꿈, 상상의 세계

활동명 테셀레이션을 만들어보아요 조형요소 및 원리 통일, 변화, 조화

활동 목표
미술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꿈, 상상의 세계’의 모습을 감상하고, 각각
의 작품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그 느낌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
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작품 모리츠 코르넬리스 에셔 ‘하늘과 바다’, ‘그림 그리는 손’ 

준비물 검정색 8절 종이, 풀, 가위, 스카치 테이프, 검정색 마커 

활동 방법

 
서
술
단
계

1. ‘꿈, 상상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 
Ÿ 유아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꿈, 상상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Ÿ 소망과 실재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그 차이를 이해한다.

교사: 여러분들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선생님은 어려서 그림을 멋지게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OO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축구선수요? 그
렇다면 △△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김연아처럼 훌륭한 스케이트 선수가 되
고 싶은가요?

분
석
단
계

2. ‘꿈, 상상의 세계’가 묘사되어 있는 미술 작품 감상 활동
Ÿ 작품 속 을 보고 관찰한 점들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조형요소 및 원리, 재료를 관찰한다.         

           

             ‘그림 그리는 손’(1948)          ‘하늘과 바다1’(1938)

교사: 이 그림들은 무엇을 그린 그림인가요?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모양들이 
보이나요? 화가 아저씨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해
석

3.  작품 소개하기
Ÿ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작가의 특성이나 의도 등을 소개한다.
Ÿ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 설명한다.
- 3세: 에셔의 작품 속에서 반복되는 모양을 발견한다. 작품이 주는 느낌을 설명하도록   
       한다. 
- 4세: 에셔의 작품 속에서 반복되는 모양을 발견하고 패턴에 대해 설명한다. 작품이 주  
       는 통일감, 변화, 조화에 대해 설명한다. 

10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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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5세: 에셔의 작품 속에서 반복되는 모양을 발견하고 패턴에 대해 설명한다. 작품이 주  
       는 통일, 변화, 조화에 대해 설명한다. 그 외의 작품 속 조형요소 및 원리를 발견  
       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교사: 에셔는 이렇게 단순한 이미지가 반복되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패턴을 
만드는 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이슬람인들의 모자이크에서 영감을 받았어
요. 한번 이슬람인들의 모자이크 작품들을 살펴볼까요? 

                 

     모자이크 예시 

판
단
단
계

4. 테셀레이션 만들기 활동 
Ÿ 유아의 꿈이나 상상의 모습을 표상하여 테셀레이션을 만든다.
Ÿ 자신이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 나눈다.

교사: 오늘은 우리가 한번 에셔처럼 테셀레이션(tessellation)을 만들어 보도록 
할거예요. 테셀레이션은 바로 도형이나 동물 같은 단순한 모형을 반복적으로 
활용해서 패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준비된 검정색 종이가 있고, 각자 원하는 색깔을 한 장 더 골라볼거예요. 
종이를 골랐으면 선생님처럼 모양을 잘라보세요. 오른쪽 끝을 잘라서 왼쪽에 
붙일거예요. 계속해서 모양을 만든 뒤에 우리 한번 검정 종이 위에 붙혀보도록
해요. 어떤가요?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 졌나요? 마치 퍼즐처럼 모양이 서로 
이어질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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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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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e this study were to develop an art appreciation activity

and to verify whether the art appreciation activity for preschooler may improve

their formative responses and expressions.

The major questions to solve the problem were as follows:

1. How does the art appreciation activity effect on preschoolers’

formative responses?

2. How does the art appreciation activity effect on preschoolers’

formative expressions?

3. What are the qualitative changes of preschoolers’ formative

responses and expressions once the art appreciation activity has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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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test the effect of the activity, 4 classes from each age of

three-, four- and five-year-old children from 3 kindergartens in Seoul and

Gyeongi Providence were recruited. Four classes were divided in to two

groups: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Only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art appreciation activity to verify its effect. Art appreciation

activity is composed of ten sessions. Each session runs 45 minutes and carried

out twice a week over 6 months.

Before implementing the art appreciation activity, preschoolers’

formative responses were assessed by one-to-one interview by

showing selected masterpieces. Preschoolers’ formative expressions

were assessed by the drawings they create during their free-choice

activity time. Once ten sessions of art appreciation activity has

completed, the posttest was executed by giving all the same tasks as

the one given at the pretest. SPSS 22.0 program was used to

statistically analyze the collected data by using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multiple analysis of variance.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rt appreciation activity has significantly improved preschooler’s

formative responses. To be specific, the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art

appreciation activity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on their formative

responses and its following categories: Cue Attendance, Hypothesis Generation,

and Evaluative Judgemental.

Second, the art appreciation activity has not improved preschooler’s

formative expressions.

Third, the art appreciation activity has shown significant qualitative changes

on preschoolers’ formative responses and express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reveals tthat the art appreciation activity has

shown improvements in preschoolers’ formative responses. And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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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s was greater in 5-year-old children than 3- and 4-year-old

children. Although the art appreciation activity developed in this study has

proven its significant effect on preschoolers’ formative responses, it has not

proven its effect on preschoolers’ formative expressions. However,

there are some notable qualitative changes on preschoolers’ formative

responses and expressions. Therefore, in order for the art appreciation

activity to improve preschoolers’ formative responses and expressions,

it needs to be executed for longer periods of time.

Keywords: art appreciation activity for preschoolers, formative response,

formativ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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