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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발도르프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 학교의 미술수업중 하나인 습식수채화 수업을 현 교육

과정에 기반해 설계 및 적용하여 수업의 현장접근성과 인

성교육적 의의를 살피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발도

르프 학교의 교육목표인 ‘전인적 인간’은 현 교육과정 총

론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인간상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술교과 내용

체계에 있어서도 인성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전인적 인간형성이라는 동일한 교육 목표

아래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교육예술’을 근간으로 예술교

과를 통한 전인교육에 앞 장 섰으며, 습식수채화수업은

미적인 체험과 함께 그 과정상에 많은 인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미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수의 발도르프 관련 논문에

서 현장적용한 사례가 미비하여 수업의 현장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이론적 배경 연구를 토대로

습식수채화 수업을 통해 기대되어지는 인성적 요인을 개

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심미성의 4가지로 도출하였다.

수업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는 발도르프 학교의 현실과

다른 공교육 현장을 고려해 내실있는 수업을 위하여, 현

교육과정 미술과의 취지에 근간하여 습식수채화 수업을

체험, 표현, 감상의 대영역을 아우르게 구성하고 개별작

업, 협동작업, 감상작업으로 수업을 구성하여 인성적 측면

을 보강하며 현장적용성을 더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한

국교육과정평가원(2007)에서 제시한 교수학습방법인 직접

교수법, 귀납적 교수법, 창의적 해결법, 반응중심 학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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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시별 고려해 사용하여 구체적인 수업지도안을 제시

하였다. 수업설계의 적용은 경기도에 위치한 K초등학교에

서 정규미술시간에 총 8차시의 수업을 한 달간 진행하였

으며 담임선생님의 관찰 하에 필자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수업이 끝난후 학급 담임선생님과 면담, 학생들의

완성작품, 기술식 답 및 리커트 척도(Likert-type scale)

활용한 선택형 설문지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출하였

다. 먼저 문헌적인 연구를 통해 찾은 발도르프 교육이 주

는 미술교육적 의의는 발도르프 학교의 학생들의 발달과

정에 맞추어 모든 수업은 예술적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미

술교과의 진행이 본질적인 관점과 맥락적 관점의 복합적

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형태수업인

포르멘과 색체수업인 습식수채화를 통해 학생들의 내적성

장을 위한 발도르프 학교만의 독특한 미술프로그램이 있

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미술을 통

한 인성교육의 접근의 당위성과 전인교육적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습식수채화의 인성교육적 측면은 색채체

험이 주는 매체적 특성으로 학생들이 색과 하나되어 자신

을 발견할 수 있는 혼(魂)적 체험으로서 인성교육 적 함

의를 준다는 것과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무리하는 과정까

지를 포괄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

한 발문과 타교과와 연계 및 활용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예술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현 교육과정에 근간한 습식수채

화 수업 적용 후, 담임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현장적

용성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기존 수채화와

는 다르게 습식수채화가 과정중심의 수업으로서 자아체험

으로서의 색채경험이라는 점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이 바탕이 되어 학생들의 정서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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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긍정적인 자아체험으로서 미적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습식수채화 수업에서 다양하게 학생 자

신의 정서를 발산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인성적인 측면에

도 긍정적이며 , 교사가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는 점에서 교사들에게 주는 함의가 있었

다. 또한 습식수채화를 진행하면서 기초적인 재료를 오감

을 통해 익히고 색채를 체험함으로서 감각을 깨운다는 점

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으로 감각이 둔해지고 있는 학생

들에게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수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습식수채화를 협동화로 제작하면서 민

감한 재료를 함께 쓰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을 통해 습식수채화의 협

동화로서의 도입이 의미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기술식 응답과 수업만족도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료가 오기까

지의 과정을 구체화 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 다

수가 이 과정을 통해 재료의 과정을 이해하고 수업 시에

서도 재료를 소중히 다룰 수 있었다는 의견과 함께 재료

를 자연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

러한 의견은 문화시민으로서 자연을 생각하게 하는 공익

적 부분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사회 문화적 측면의 인성과

결부됨을 볼 수 있었다.

또 습식수채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응답으로는 색

채의 특성과 자신의 정서적인 부분과 결부하여 응답을 다

수 찾아볼 수 있었으며, 색체 체험 그 자체만을 언급한

대답을 통해 심미성과 자신의 정서와 연계한 답을 통해

개인적측면의 인성이 충족되는 측면을 볼 수 있었다. 기

존 수채화와 비교하여 습식수채화를 평가하는 내용에 있

어서도 새로운 매체로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들과 함

께 정서순화적 측면에서 언급한 답변들을 통해서 새로운

매체 적 측면과 함께 정서순화의 측면으로서의 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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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함의를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습식수채화를 감상

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

고 또한 친구의 작품설명을 듣는 과정을 통해 응답자들

다수가 친구들과 작품을 통해 정서적인 교류를 해 좋았다

는 의견을 주었다. 이는 추상의 형으로 결과물이 만들어

지는 습식수채화가 보는 이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해 자연

스레 친구의 설명을 경청하게 만드는 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건강한 정서적 소통이 이뤄지게

하였다. 이는 습식수채화 수업이 감상영역으로 적절히 적

용되어 감상경험의 제공과 함께 소통을 매개로 긍정적인

정서를 발산해 줄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습식수채화를 통해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측면의 인

성적 요소를 포함한 수업만족도 설문에 대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만족, 만족의 경우가 80%를 상한 하는 것

을 통해서 습식수채화를 통한 인성교육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도르프 학교의 습식수채화의 예술

인성 교육의 의미를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이를 현장

에 도입해 그 효과성을 살폈다는 데에 후속연구에 기여하

는 측면이 있다.

주요어: 발도르프 교육, 습식수채화, 예술인성교육, 미술교

육, 인성교육

학 번: 2013-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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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발도르프 학교1)의 미술교육 중 하나인 ‘습식

수채화’를 현 교육과정2)에 맞게 설계 및 적용하여 인성교

육적 측면을 살피는데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목표인 ‘전인적 인간’의 육성은

우리나라 현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인간상

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목표는 미술과

의 세부 교육과정에서도 일치됨을 볼 수 있다. 미술교과

의 목표를 ‘2009 개정 시기 미술과 교육과정’과 이전 교육

과정인 ‘2007 개정 시기 미술과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현

교육과정인 ‘2009 개정 시기 미술과 교육과정’ 에서 “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하며 미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고 포함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교육과학기술부, 2013: 4)3)

또한 미술교과의 내용체계에서도 ‘체험’ 부분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데 ‘대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하

기’,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방안 모색하기’가 이 영

1) 발도르프 교육은 슈타이너 박사가 창안하고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려는 목적아래

1919년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기존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전통적인 학

교교육에 반기를 들고, 아이들 스스로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

와의 교감, 자연·예술·학문의 조화로운 학습 등을 중시하는 대안교육 중 하나이

다. 발도르프 학교는 20세기 초 독일의 개혁교육학(Reformpadagogik)운동의 흐

름 속에서,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새로운 통합형태의 학교인 자유 발도르프 학교

(FWS, Freie Waldorf Schule)를 1919년에 설립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김성숙,

2004: 4-5).

2) 본 논문은 현 교육과정(2015년)에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부 제 2013-7호를 근간으로 함

3)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ncic.kice.re 2009 개정 시기 미술과 교육과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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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목표로 새롭게 제시됨으로서 교과 내용체계면에서도

인성교육적 측면을 보강하려는 노력을 찾아 볼 수 있었

다.4) 인성교육 및 전인적 교육의 화두가 된 이유는 김혜

숙(2012)이 지적한 것처럼 교육현장은 학교 폭력, 왕따,

자살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다는 것과 함께 최근 발표

된 한국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과 같이 전인교육의 부재로

인한 현상들이 하나둘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

다.5)

이러한 인성교육에 대한 강화의 맥락으로 2012 예술인

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에서는 예술을 통한

인성교육의 효과성과 함께 현장 접목성이 필요함을 언급

하였다. 필자는 이에 근거하여 예술을 통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여진 발도르프 학교의 습식수채화수업을 고

안하게 되었다. 전인적 인간형성이라는 동일한 교육 목표

아래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교육예술(Erziehugskunst)’을

근간으로 예술교과를 통한 전인교육에 앞장 섰으며, 발도

르프 학교의 독특한 미술수업인 습식수채화는 미적인 체

험과 함께 그 과정상에 많은 인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미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었다.

연구의 목적은 현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인 전인교육을

4) ‘2007 개정 교육과정’ 에서 동일부분의 목표가 ‘자연환경과 시각문화 환경의 조화

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 ‘시각 문화 환경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로 외적 환

경에 대한 미적인 경험 부분에 초점을 둔 것과 비교해 본다면, 2009 개정교육과

정은 미적경험과 학생의 내적인 연결과 사회적 가치를 연결함으로서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함을 볼 수 있다.

5) 보건복지부(2013). ‘2013년 한국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둔 4천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삶을 어떤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인 ‘삶의 만족도’가 OECD 30여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4년 전보다 더 심각해졌으며 숙제, 시험, 성적 같

은 주로 공부문제로 그 원인을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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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발도르프 학교교육의 철

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습식수채화 수업을 현 교육과정에

기반해 설계한 후 수업의 현장접근성과 인성교육적 의의

를 살피는 데에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우리나라에 발도르프 교육(Waldorf education)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80년대 초 오인탁에 의해서 였으며, 발도

르프 교육학을 다룬 국내 최초의 석사 학위논문은 강상희

(1993)의 발도르교 교육학(Waldorgpädagogik)에 관한 연

구이다.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들어서면

서 슈타이너의 저작을 번역하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

면서 서서히 국내에서 관심을 끌게 되고 또한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도르프 유치원, 학교 등의 많

은 교육기관이 생겼으며, 최근에는 강원도 위치한 공현진

초등학교에 공립학교 최초로 발도르프 교육이 도입되면

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 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조용미(2011)의 경우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발도르프

교육 관련 논문들은 대부분 단편적인 현장 접목성과 가능

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지적하였는데, 여기서 의

미하는 접목가능성이란 발도르프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상은 미약하여 단순히 도입하는 식의 방법론으로 새로운

방식의 교수방법론으로서 단편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

을 한계점으로 언급하였다. 필자 역시 발도르프 학교의

습식수채화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하기때문에

조용미가(2011)지적 한 것처럼 자칫 일회적인 현장 접목

성으로만 흐를 것을 지양하려, 발도르프 학교의 기본적인



- 4 -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고 현 교육과정의 미술교과 속에서

이것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였

다. 특히 습식수채화 수업을 설계하여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보려 한 점은 시대적 당위성과 선행연구에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성숙(2003: 26)은 슈타이너학교의 초등회화교육에 관

한 연구에서 한국의 정서에 알맞은 초등 회화교육과 관련

된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의 자율적, 창의적 연구를 촉진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장혜원(2013: 102)의 경우도 전인

적 인간 형성을 위한 미술교육의 재탐색을 목적으로 발도

르프 학교의 미술교육을 분석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언급

하였지만, 수업지도안의 제시로만 끝나 현장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손지현과 윤지현(2014)의 내용교수지식(PCK)에

기반한 발도르프 습식수채화 수업 설계방안 연구를 통해

서 전 교과를 가르쳐야하는 부담이 있는 초등 교사를 위

한 구체적인 미술수업설계와 현장 적용의 필요성을 실감

하게 되었다. 특히 이정은(2013)의 경우 미술수업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초등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교사

의 78.2%는 미술수업에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었으나, 실천여부에 대해서는 58.5%가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미술수업에서 인성교육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관련 교육프로그램 부재 때문이

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지적한 점은 초등 교사를 위한 수

업설계가 의미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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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관련 문헌연구를 바탕

으로 발도르프 학교의 특징과 미술교육에 대해서 살펴보

고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철학적 근거와 함께 미술교육의

특징을 살핀다. 또한 슈타이너가 제시한 색채론과 습식수

채화의 창안과정 그리고 발도르프 학교 내에서 수업방식

으로서 습식수채화를 살펴봄으로서 수업설계의 적용에 앞

서 내용적 근거로 두었다. 또한 습식수채화의 인성적인

측면을 보기 위해 미술교육과 인성교육과의 관계 그리고

수업설계시 고려한 인성적 요인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

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심미성의 4가지로 도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습식수채화 수업에서 기대되어지는 인성적

요인을 밝힌다.

이를 토대로 Ⅲ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였

다. 이 장에서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대상자에 대한

특징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수업의 설계 과정을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인 학습자의 발달특성을 제시해

전체적인 수업 설계와 접근 방법을 보여주었으며, 총 8차

시의 수업으로 진행된 수업 습식수채화의 특성을 바탕으

로 2009 개정 미술 교과의 유기적인 접목을 목적으로 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결과도출을 위해 사용한 주관식

및 객관식 설문지에 사용된 발문, 교사 인터뷰에서 사용

한 질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습식수채화와 인성교육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Ⅳ 장에서는 총 8차시의 수업으로 진행된 수업의 지도

안을 토대로 수업의 실제와 수업의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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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선장에서 도출한 습식수채화의 특성을 바탕으로 2009

개정 미술 교과의 유기적인 접목에 근간으로 했음을 차시

별로 제시하였다. 수업의 결과 분석은 수업을 참관한 현

장교사의 인터뷰와 학생들의 작품 및 답변을 근거로 한

수업의 현장 적용성의 고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살핀다.

현장 적용을 위한 습식수채화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발

도르프 교육의 철학적 배경과 함께 미술교육의 특징을 살

핀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은 발도르프 학교와 발도르프

학교의 창립자인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박사에

대한 기본적 이론적인 배경은 한국 발도르프 협회 (http:/

/www.waldorf.or.kr)를 통해 출간된 서적과 학술논문, 학

위논문, 관련 기사와, 세계도처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와

교육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찾아 활용하였다. 인

성적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미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의 가능성을 언급한 선행연구를 활용해 습식수채화 수업

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인성교육적 측면을 연계하였다.

둘째, 습식수채화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한 실행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제 수업의 진행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K초등학교

5학년 학생 28명의 참여와 담임선생님의 관찰 아래 2015

년 5월 한 달 (1주일 주1회 하루 2시간의 수업 총 8차시

수업) 동안 담임교사의 관찰아래 필자가 수업을 진행하였

다. 수업의 참여여부는 2015년 3월에 학교를 방문하여 수

업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연구윤리를 바탕으로 사전설명

한 후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의 동의를 구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습식수채화 수업의 설계는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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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토대로 한 습식수채화 수업의 요소와 함께 교육과

학기술부(2013-7호)의 ‘2009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에 근

거를 두고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수

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에서 제

시한 교수학습방법인 직접교수법, 귀납적 교수법, 창의적

해결법, 반응중심 학습법을 차시별 고려해 사용하였다.

셋째, 수업결과 도출을 위해 인터뷰와 설문을 활용하였

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수업을 적용한 후 주관식 설

문과 함께 인성교육적 요소가 포함된 수업만족도 조사(리

커드 척도로 구성)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전체 수

업을 관찰한 학급 담임선생님의 인터뷰를 통해 초등교사

입장에서 현장적용성에 답변을 구하고 이를 분석하여 수

업의 의의를 살폈다. 그 외 구체적인 부분은 Ⅲ장에서 다

루었다.

4. 연구의 중요성

진정한 교육의 의미는 학습자와 교육자의 만남을 통한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것처럼 수업의 효과성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앞선 선행연구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발

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을 연구한 사례는 많으나 공통적

으로 현장에 적용성에 대한 필요성만 언급할 뿐 구체적으

로 적용한 사례가 드물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고 그 효과성을 보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또한 전 교과를 담당해야 하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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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사를 위한 수업을 제시했다는 점은 미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한 교사들의 요구

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발도르프 학교의 평

가 방식이나 수업의 구성이 공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

식하고 현 교육과정에 근거하한 수업을 설계한 점은 단편

적인 현장 접목성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교

사들이 내실(內實)있게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인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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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 발도르프 교육과 미술교육

이 장에서는 간략하게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의 사상을 살피고 발도르프 학교(FWS, Freie Waldorf Schu

le)의 교육적 특성과 의의 그리고 미술교육에 대한 설명을

통해 발도르프 학교에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살핀다.

슈타이너 사상은 인지학을 기반으로 그의 인간관과 감

각관을 제시하며, 이러한 철학적 배경은 교육관과도 상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도르프 학교의 건립

배경과 독특한 특징은 전인적 교육이 가능하게 했던 배경

을 설명해 준다. 특히 발도르프 학교에서의 예술수업을

강조하고 독특한 미술수업을 창안한 지점은 진정한 전인

교육을 위해서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 절에서는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의 적용에 앞서 그 이론적 근간을 마련한다.

1) 슈타이너의 사상과 발도르프학교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상적 바탕인 ‘인지학’6)은 슈타이너

6) 인지학(人智學, anthroposophy)의 어원적 배경을 살펴보면 인지학은 사람을 뜻

하는 'anthropos', ‘人’ 와 지혜와 지식을 뜻하는 'sophia', ‘智’ 로 이루어져 있

다. 'anthropos'는 파생적으로 '위를 향하는' 의미의 'turning upwards'를 뜻하

기도 한다. 따라서 인지학(人智學, anthroposophy)은 삶의 근원을 하늘에서 찾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뜻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바른 인식에 기초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윤경,1998:6, 정윤경 2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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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안한 철학으로 그의 모든 정신적인 것의 정수(精髓)

를 보여주며, 그가 연구한 발도르프 교육 및 예술, 농업

등의 모든 실천의 밑바탕이 되었다.

또한 정신적인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인지학은 인간

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정신이 예술적인 경험에 의해

서 성장하는 것이라 보았으며 이러한 그의 사상은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요셉보이스(Joseph Beuy

s) 등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였고 발도르프 학

교에서 예술을 중요시 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인간

의 존재와 실천을 정신적인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던

‘인지학’은 그가 인간을 이해했던 방식과도 동일선상에 있

다.

인지학과 슈타이너의 인간관은 선후의 관계보다는 상보

적으로 발전을 해 나갔는데, 인지학에서 ‘정신’에의 고민

은 인간으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인간

관을 인지학적 인간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슈타이너는

인간을 신체(body), 영혼(soul), 정신(spirit)으로 된 삼원

적 존재7)로 설명하기도 하고, 인간 발달에 근거하여 네

가지 구성체로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표 1]과 같다.

7) 슈타이너는 인간을 신체, 영혼, 정신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신체는 인간을 이

루는 물질적 부분이며 영혼은 인간의 신체와 보다 고차원적인 정신영역을 매개

하는 중간적 영역으로 정신은 고차원적 세계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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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간을 이루는 4가지 구성체와 발달내용

(Seits, Hallwachs U, 1996: 113-143, 김용근, 2013: 241-264를 참고

하여 재구성)8)

인간을 이루는 4가지 구성체

분류 시기 발달 내용 및 교육내용

물질체

(신체)
모방시기

0~7세

Ÿ 광물계 속하는 것으로 무기질과 자연 요소
로 4가지 구성체 중 유일하게 탄생을 눈으

로 볼 수 있는 시기

Ÿ 사고/정신적인 것의 성장의 이뤄지는 시기
Ÿ 손발의 움직임을 통한 의지의 교육이 이루

어 져야 하고 모방과 본보기를 통해 교육

을 한다.

중간단계 이갈이

에테르체
(생명체)

상상,감성시기
8~14세

Ÿ 예술적 체험에 의해 세계를 인식하고 감
정이 자라나는 시기

Ÿ ‘감정’의 발달이 두르러 지는 시기

Ÿ 추상 개념 중심의 교육이 아닌 예술중심
및 상상력으로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교

육이 바람직하다.

Ÿ 교육은 머리가 아닌 가슴과 관련되어 교육
되어져야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은 지적인

교과와 함께 모든 교육내용을 예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중간단계 사춘기

아스트랄체

(감정체)
-사고시기

15~21세

Ÿ 동물적 특성으로 욕망이나 감정을 표출시
키는 요소로 역동적이다

Ÿ 외적이며 자극에 대하여 내적인 과정을 거

쳐 감정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으로 신경체
계를 갖고 있다. 생물에게 있는 구성체이

며 인간이 생각을 하고 감정을 형성하여

반응하도록 한다.
Ÿ 추상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고 심층적으로

인식체계를 발전시켜 학문적인 생활 태도

가 형성되는 이 시기에 전문적인 교과 교
육을 하며 사춘기 이후 사고력이 활발해져

회화적 감각영역에서 벗어나 지각과 자기

자신의 사고력을 키워가도록 한다.

중간단계 자아인식

자아 21세

Ÿ 인간만이 지니는 것으로 인간의 개성을
표현하는 본체이다.

Ÿ 자아는 신체, 생명체, 감정체를 통제하고

지시함으로서 인간이 정신세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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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슈타이너는 ‘12감각론’을 통해서 인간의 감각을 12

가지로 분류해 설명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

고 있는 오감인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보다 인지학

적 인간관과 결부되어 인간의 존재와 연결되어 감각을 파

악되었다는 측면에서 더 고차원적으로 인간 감각을 분류

한 것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감각들은 서로 보완하거나

대립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우주질서와 같이 체계적인 질

서를 가지고 인간이 외부세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작용한

다고 보았다.” (신선주, 최익서 2013: 170) 이에 대한 내용

은 ‘[표 2] 12감각론’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사

상은 그의 인간관에 근거를 두고 발도르프 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중시하는 당위적 근거가 되었다.

[표 2] 슈타이너의 감각론

(Soesman Albert, 2007; 신선주, 최익서 2013 재인용)

8) 슈타이너가 제시한 7년 주기설은 ‘물질체(신체)’, ‘에테르체 (생명체)’, ‘아스트랄

체(감정체)’, ‘자아’를 인간의 탄생시기부터 각 7년 식의 발달주기를 통해 인간을

이루는 구성체와 그에 따른 발달양식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발달과정은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며,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

아’는 인간의 발달을 설명하는 단계로서 단순한 물질체에서 정신적인 존재로 갈

수 있는 초감각적인 것과 연결되는 성장과정이다. ‘물질체’는 출생과 함께 태어

나고, ‘에테르체’는 7세 경 젖니에서 영구치로 이를 가는 즈음에 자유롭게 되며

‘아스트랄체’는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 즈음 자유롭게 되고, ‘자아’는 21세경이

되서야 자유롭게 된다고 한다.

감각기관 분류 12감각 내용 및 특성

‘생명감각’

자신의

육체를 향함

촉각
경계의 인식, 객관적 사물 감지 및

내면적 친밀한의 표시

생명감각
체질, 상태, 생리현상의 상태 감지,

생체활동의 의식, 유기체의 활동

고유운동감각

스스로 움직이는 역동적 힘의 원

리, 움직임을 이끄는 의지, 계획,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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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도르프 학교의 건립

슈타이너의 사상적 바탕을 근거하여 설립된 세계 도처

의 발도르프 학교는 최초의 발도르프 학교의 건립취지를

바탕으로 발도르프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 즉 발도르프

학교가 처음에 어떠한 배경과 취지에서 탄생하게 되었는

지를 살펴보면 발도르프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를 유추할

수 있다.

최은미(2011)는 발도르프 학교 건립 배경을 크게 세 가

지 요소가 있다고 보았는데 발도르프 학교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이를 총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유럽차원의 상황과 1차 대전 후 전후 독일의 상황 그리고

사회개혁가로서 교육에 입각한 슈타이너의 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최초의 발도르프 학교는 기존의 교육시스템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발도르프의 아스토리아 담배공

균형감각
공간, 위치, 중심, 방향성 지각, 독

립적 개체의 자아 표현

‘감정(혼)감각’

인간-외부

세계의 관계

후각
향기 자극에 직접 노출, 강제성,

학습을 통한 도덕적 기능

미각
맛, 미적 감각과 동일시, 외부를

내부에 동화하기 위한 변화과정

시각 빛 형태 색채 대비의 조화, 동화

열(온도)감각
따뜻함, 차가움, 변화, 움직임, 흐

름의 형성, 감각의 근원적 힘

‘영(정신)의 영역’

인간 내면을 향함

청각 소리와 침묵, 물체의 본성 지각

언어감각
언어 지각, 기호, 문자, 소통의 매

개체

사고감각
사고, 개념에 대한 직접적 이해,

인식과 경험 보편적 진리 지향

자아감각
자아와 타인의 독립된 개체 인식,

주체와 관련 호감, 반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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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직원과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1919년 개

교 하게 되었다.

에밀 몰트(Emil Molt)는 발도르프 아스토리아 담배 공

장의 사장으로 인지학 모임의 회원이기도 하였는데 에밀

몰트의 지원과 함께 처음 발도르프 학교가 건립하게 되었

다. 그는 슈타이너의 강연에서 그가 생각하는 자유학교에

대한 이상에 꼭 들어맞는 이념을 찾게 되었다. 당시 슈타

이너는 그의 강연에서 노동자들 역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시 청소년들이 14세가 되면 직업

전선으로 가는 것을 비판 하였고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

였는데 그 역시 슈타이너와 같은 생각으로 전쟁이 끝나갈

무렵 자신의 공장의 직원들을 위한 성인교육과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그는 사회적 문제는

인간 존엄의 문제이며 동시에 교육의 문제라는 생각을 슈

타이너와 공유하게 되었다. 슈타이너는 자신의 강연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의 단절은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임을 지적하였다. 당시 많은 청소년들이 14세가 되면 직

업 전선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과 정신력이 더

좁아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에밀 몰트는 결국 슈타이너에게 자신들의 생

각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건립과 운영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리하여 1919년 4월 23일 최초의 발도

르프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당시 학교의 건립의지에

대한 그의 회고록을 보면 교육에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

발도르프 학교 건립의 아이디어는 어떤 한 개인의 단순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오늘날 우리시대가 필요로 하

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통찰에서 부터 비롯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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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최초의 통합학교를 만들어, 이를 통해 사회적

요구 및 필요에 부응하고자 한 나의 바램이었다. 그렇게

해서 가진 자들의 자녀 뿐 아니라, 단순 노동자들의 자녀

들 역시, 고차원의 문화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E. Molt, 1958: 15;

최은미, 2011: 71)

또한 슈타이너는 교사 교육과정에서 발도르프 학교는

진정한 예술 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이의 성공 여부

는 지금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

하였다. 슈타이너는 학교 개교 연설에서 새로운 교육목표

를 다시금 분명히 하였으며 그것은 학문과 예술, 종교의

살아있는 통합으로 교육을 실천하려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슈타이너는 최초의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목표를 아동은 인간으로 교육되어야 하고, 어떠한 사

회계층 출신이든 교육과 수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인생

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전인교육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또한 살펴봐야 할 것은

발도르프 학교의 비판자들은 발도르프 학교가 인지학적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학교라는 의구심을 품고 이점을

항상 비판하는데, 설립 초기부터 슈타이너는 발도르프 학

교는 인지학을 주입하는 세계관 학교가 아니라고 설명한

다.

우리는 우리가 정신과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진정

한 교육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노력한다. 죽은

학문으로 부터는 교육방법론, 교수법 그리고 영적-정신적

측면에서 다루는 방법까지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세

계관 학교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발도르프 학교를 통해,

우리는 '교육예술적'인 학교를 세워서 증명해 보이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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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Steineer, 1958: 27; 최은미 2011: 72).

발도르프 학교는 최초의 통합학교(오늘날 독일의 종합

학교)로 설립되었다. 슈타이너는 통합학교를 통해 모든

교과를 예술로 하는 교육예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통합학교!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칭하고 있다. 통합학교가

아닌 어떤 다른 학교에서도, 교육예술, 수업예술이라고 하

는 것은 발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모든 인간의 개체로

부터 자신의 능력을 창조하게 한다. 인류가 차후에 사회적

으로 정당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으로 올

바르게 아동을 교육할 수 있어야만 한다. 발도르프 학교를

통해 우리는 이에 작은 기여를 하고자 한다(Steiner,1958:2

8; 최은미 2011: 72).

슈타이너는 발도르프 학교를 건립하며 아동은 인간으로

교육 되어야 하고 어떠한 사회계층출신이든 모든 사람들

이 부딪히게 되는 인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삶을 위

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학문과 예술, 종교의 살아있는 통합으로 학교의 실

천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2) 발도르프 학교의 특징9)

발도르프 학교 교육이 보통의 학교와 차이점을 발도르

프 학교의 학교 홈페이지와 관련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찾

9) Carlgren, F at al (2008) 자유를 향한 교육, www.waldorf.co.kr, http://waldorfp

eninsula.org 등 발도르프 학교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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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통점은 슈타이너의 인간관에 맞춘 적절한 시기를 고

려한 수업, 에포크 수업, 인문학적인 수업 구성, 교육예술,

등급 없는 성적표, 8년간 담임선생님이 같다는 것 그리고

자연과 지구를 위한 공동체로서의 교육 등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발도르프 학교는 인간 발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

탕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다양한 예술 활

동으로 예술통합교육을 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내용과 같았다.

① 적절한 시기를 고려한 수업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슈타이너의 7년 주기’([표2] 참고)

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정신적 신

체적 발달의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의 변화를 준다.

초기아동기는 건강한 신체, 창의적인 놀이 상상력의

개발을 장려하는 환경제공에 중점을 맞추고 예술적 표현

과 점차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방식을 육성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비판적인 사고와 독립적인 판단에 대한

청소년의 새로운 관점을 충족하며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한

강력한 관심 정의 무엇인지 무엇이 내 삶인지 인지할 수

있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즉 모든 교육과정은 학생들

의 발달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공한다.



- 18 -

② 성적표가 없는 학교

Loebell, Peter et al (2013: 25)에 의하면 발도르프 학교

는 학생의 학업 능력을 수치화된 등급으로 비교 평가하지

않고 대안적인 평가방식인 보고서 형식의 성적표를 채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모든 과목의 교사들은 학년

말에 개별학생의 학업 진전에 대한 세분화된 진술과 평가

서를 작성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평가에서는 개별 학생의 학업 능력이

학급 평균과 비교되지 않고 오로지 학생 스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측정하는 기준에서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③ 학생과 교사의 관계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들은 8년 동안 한 반의 담임을 맡

게 되는데 그 동안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매일

아침 주기집중수업시간에 11개나 되는 많은 과목의 내용

을 전달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고가 따른

다. 하지만 교사의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교육학적

인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아이들을 다양한 학습영역으

로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발도르프학교 교사들의 교육에는 학생들에게 전

문적 지식의 기반을 닦아주는 것과 더불어 활기차고 동기

부여가 되는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건들을 배우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발도르프 학교에서 교사들은 8

학년이 될 때까지 학생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

록 행동하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한다. 여

기서 교사의 권위를 강조한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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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건강한 권위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시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으로 자세와 의지를 가르쳐야 하고 이시기 학

생들은 모방을 하는 시기임으로 행동의 모범으로서 선생

님의 권위를 의미하며, 사춘기 이후에는 추상적인 개념을

할 수 있음으로 교사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춤으로서

학생들에게 깊은 지식과 앎을 전달하여야 한다.

④ 교과서가 없는 학교

교과서 보다는 학생의 발달상에 적절한 내용을 선별하

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교과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 한다. 이렇게 교과서가 없이 학생들이 그들의 능력

을 반영하고 각 주요 단원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고 축적

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주체성을 길러주고 비판적인 학습

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주요 학습 교본과 함께 과학실험, 예술 활동에 관

한 내용을 ‘포르멘(formen)’을 통해 배운 드로잉을 활용해

적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진행한다.

[그림1] 에포크 공책의 예

(Carlgren Frans et al, 2008: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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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육예술 (Erzieungskunst)

발도르프 교육 중 일부 학부모 혹은 비판자들에게 지적

을 받는 것 중 하나인 것이 ‘교육예술’인데 이것은 발도르

프 학교의 전 교과가 예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을 뜻

한다. 슈타이너는 교육을 예술로 보교 ‘교육예술’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기초된 것

으로서 의지와 감정 사고의 고룬 발달을 위해 모든 수업

에 예술적인 요소를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이 학교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예술적인

수업과 체험적인 학습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슈타이너는

진정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내면에 있는 것들

을 성장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그가 학교 교육

을 통해 특별히 힘을 기울였던 부분은, 인간의 내부에서

매순간 새롭게 현현되는 신적, 영적인 요소를 예술적 이

미지가 넘치는 수업을 통해서 육성시켜 가는 일이었다.”

(김성숙, 2001: 56)

D. Esterl (2010)는 ‘교육예술’이라는 개념은 인지학적

교육학의 의도를 잘 구현하는 발도르프 학교에 가장 잘

맞는 영역이라 했는데, 교육예술을 통해 발도르프 학교가

단순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학교가 아니라 고유한 방법

론으로 접근하는 학교임이 명백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는

예술가의 과제와 비교할 수 있으며, 교육의 대상이 사람

자체라는 점은 이 과제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요구 하며

예술가적인 교육의 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열

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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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고유한 존재에 대한 열린 마음

- 아이에 대한 존중과 사랑

- 자신의 견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

- 자신의 교육내용을 사안에 맞게 생동감 있게 그리

고 항상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형성의 힘

- 항상 계속해서 배우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 현재의 문화에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

(D. Esterl, 이정희 역, 2010: 85)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깊은 사명감을

심어주고 교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하는데 전공과

방법론적 실제를 위한 교육과정과 나란히 근본적으로 인

지학적 공부와 다양한 영역에서의 예술적인 훈련이 주어

진다. 또한 그가 설명하는 교육예술에 대한 생각은 1922

년 10월 13일, 슈투트가르트 강의의 내용을 통해 이해 될

수 있다.

바로 그래서 오늘날엔 우리가 어린이들의 경우에 아직도

존재하는 인간 전체로 주변을 체험하기와는 다른 체험으로

이갈이를 한 후에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초 중

등 교육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술’적인 것을 통한

우회로에서 어린이들이 외적인 인간을 완전히 통과해서 타

인의 영혼 전체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하는 데

에 근거를 두어야만 합니다. 어린이를 추상적이고 과학적

인 내용으로 교육하려고 하면, 어린이가 교사의 영혼에 대

해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린이에게 예

술적으로 다가설 때에만 어린이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무엇인가를 체험합니다. 예술적인 것에서는 누구든 간에

각기의 다른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이상이란 다



- 22 -

름 아니라 누구든 간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R. Steiner, 최혜경, 2013:239).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에 예술을 입힌 슈타이너는 교사

를 ‘영혼의 예술가’라고 부른다. 정윤경(2003: 50)은 예술

처럼 교육을 이해하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

하기 때문에 예술가로서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발도르

프 학교만의 교사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영혼의 예술가’로서 교사는 학생들의 온전한 발달을 위

해 아동의 발달생태를 알고 어떠한 활동이 적합한지 민감

하게 알아채서 아동의 온전한 발달을 돕는 의미인 것이

다. 이러한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교사는 통찰력과 영적

의식이 필요하다고 슈타이너는 언급하였다. 교육자는 내

용과 방법을 잘 세워서 내면의 힘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

들이 이들의 연령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

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학습내용을 본래 예술적으로 만

들어 접근하며 젊은이의 발달을 연구하면서 몰두하는 것

을 의미한다.

개별 과목을 위한 이런 목표들은 다양한 학습영역의

종합효과를 통해 확장된다. 과목들의 표준은 실제적 활동,

수작업 활동, 예술 활동 그리고 지적 활동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경우 수업시간표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의미 있게 작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형태 변화를 준

다. 학교는 아이의 힘을 사라지게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

려 학생들이 힘을 쌓는 곳이다(D. Esterl, 이정희 2010: 8

5-87 재인용).

Loebell Peter et al(2013)은 실제로 이러한 수업방법에

입각하여 발도르프 학교의 학생들은 수학, 독일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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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연과학을 학습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

으며 PISA에서 모범적 결과를 얻기도 했다고 언급하였

다. 이러한 이유는 산술적인 능력의 부족은 공간인지 능

력의 결함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⑥ 하루의 리듬을 고려한 수업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하루의 리듬을 고려하여

수업을 구성해 나간다. 필자도 항상 학창시절의 교실을

떠올려 보면 칠판 옆 커다랗게 붙여진 시간표가 먼저 떠

오르곤 하는데 슈타이너는 많은 양의 지식을 주입하는 것

은 학생의 발달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비

판하였다.

성인 역시 하루에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 무리이며 비

합리적인 것처럼 그는 일반 교육학 강좌에서 하루에 다양

한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의 일반학교의 시간표는 학생들

의 집중력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에

서는 매일의 교육활동을 유기적으로 리듬을 고려하여 만

들어간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는 지적인 활동이 아이에게

가장 쉽게 여겨지기 때문에 ‘지식과 이해’, ‘사고와 상상’

이 특별이 강조되는 과목을 배치시키고 에포크10) 수업이

10) 에포크 수업(Epochen Unterricht)은 주기집중수업이라고도 불리는 에포크 수업
은 동일한 과목을 매일 2시간 정도 3~6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발도르프 
학교만의 특별한 수업 방식이며, 발도르프 교육에서 중시하는 ‘리듬’을 고려한 것
인데,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하루, 일주일, 한 달, 절기, 계절 등의 주기에 따라 교
육내용을 조작한다. 대개 언어(외국어)와 예술 교과목을 제외한 수학, 역사, 지리, 
과학 등 주요과목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고, 특정 과목을 선정하여 매일 오전 첫 
수업으로 공부한다. 에포크 수업을 오전에 시행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체내 리듬을 
고려한 것인데,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의 집중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침 첫 
수업으로 100분 동안 진행한다. EBS(2012).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 DVD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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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하나의 시기동안 교대로 한 과목을 주기적으로

다루어 진행 한다. 이 수업 후에는 외국어, 오이리트미와

체육, 음악과 종교 등의 일정한 리듬적 반복을 필요로 하

는 과목들이 이어지고 수예, 공예, 원예, 자연과학적 실험

등은 오후로 배치한다.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수업 시간 후에는 말하자면 예술

적-실용적인 종류의 활동이 이어지는 것이다. 숙제 역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연습하기’, ‘발달시키기’, ‘안목 넓

히기’의 리듬이 고려되어 주어지게 된다. 학생들의 리듬을

고려한 수업의 일정방식은 교사와 교육과정의 편의와 필

요에 따라서 짜여 진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기’와 ‘체험하

기’와 ‘실행하고’ ‘형성하기’ 사이에 숨을 들이쉬기와 내쉬

기 사이에 있는’ 순환적인 리듬을 고려한 방식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의 리듬은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

과 그의 인간관을 기저로 해서 발현 된 것이므로 각 학생

들의 시기별 미시적인 발달도 고려하여 세분화된다. 즉 8

-14세인 ‘에테르체’의 시기에서는 학생들이 감각적인 부분

이 지적인 부분보다 발달하였기 때문에 모든 수업은 머리

부분이 최대한 적게 관련되게 하고 리듬체계와 운동적인

활동이 많이 포함된다.

슈타이너는 또한 ‘망각’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고 음미하고 소화를 하는 등

먹은 후의 의미 있는 기다림 후에 몸이 건강해 지는 것처

럼 어떤 학습의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학습자가

여유를 가지고 체화하는 기다림 이라는 망각의 과정 후

창의적으로 발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망각’의 중요성

을 언급한 것이다.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는 내가 각각의 철자를 어떻게 익혔는지는 잊어버려야 창

의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파악하기’와 ‘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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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이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발도르프

학교의 실제 수업의 하루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리듬을

고려한 수업과정인 것이다.

아침의 첫 두 시간을 포괄하는 통일된 중요한 수업부

분인 에포크 수업은 그래서 세심하게 이른바 리듬적인 부

분을 통하여 도입된다. 리듬적인 부분은 저학년에서는 특

히 넓은 공간을 사용하여 15분에서 30분 정도가지 지속되

면 아이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학급공동체로 결합시키며

본 수업을 준비한다. 1학년에서는 피리를 불고, 노래하고,

낭독하고, 리듬적인 연습들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다양한 연습을 한다. (연습하기) 더불어 아이들을 그들 고

유의 말하기 능력이 ‘세련되어 진다’ 그러고 나서는 어제

의 수어내용을 반복하여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 (발달시

키기) 즉 도덕적인 깊이를 더하거나, 전달했던 실험에서

자연법칙을 도출하며, 어제 역사의 모습들을 체험하고 든

느낌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 내거나 어느 특정 동물에 고

나해 습득한 지식을 개관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관찰의

집중이 일어나고 그것으로부터 교사의 설명 속으로 유기

적인 진전이 이루어진다. (안목 넓히기)

여기서 교사는 기질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긴장을 시키

거나 풀어주면서, 아이들을 체험 속에 적시면서 비유적으

로 설명한다. 이렇게 한 뒤에는 실행이 학생 자신의 정당

한 권리로 행사된다. 곧 설명이나 요약 아니면 스케치들

이 에포크 공책에 기록된다.

⑦ 에포크(Epochen Unterricht)

에포크 수업은 우리말로 ‘주기집중수업’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3-6주를 하나의 주기로 하고 매일 두 시간 가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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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시간표 운영방식이다. 주로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주기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시

작 30분은 시를 암송하거나 음악에 맞추어 발음연습을 하

는 데 할애된다.

하나의 주기 동안은 같은 과목을 택해 그 과목만 가르

치고 다음번에 다른 과목을 택해 같은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한 번 가르친 과목의 주기가 다시 돌아

오면 그 과목을 가르친다(Calgren, 1986: 56; 정윤경, 200

3: 114). 여기서 특이한 점은 1년에 두 번 같은 과목을 반

복하는데 그 사이에 ‘망각’의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한

과목의 시기가 끝나고 다시 시작될 때 까지 휴식시간은

학생들이 새로운 수업영역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업

을 다시 받아들일 때 망각의 기간 동안 새로이 자라난 능

력으로 관심과 집중 있게 수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하루의 리듬을 고려한 수업과 연결

되는 방식으로 Carlgren F et al(2008: 61)은 이렇게 “주

요수업의 시기를 고려하는 이유는 인간 발달과 교육의 본

질 자체에 놓여 있는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에포크수업을

구성하는데 수업주기는 발달상황을 고려해 비교적 길고

형태그리기, 자연과 계절에서 나온 의미 있는 이야기들,

아이의 환경과 고향, 쓰기와 읽기, 셈하기를 감지되는 다

양한 상태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만약 에포크 수업시간동

안 형태그리기를 배웠다면 이것은 그 시기에 다른 교과

국어, 수학 등에도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자극을 활용하도록 돕는다.

에포크 수업의 원리는 다른 과목에서도 지켜지는데 상

급학년의 경우는 예술영역이나 과학기술, 수공 등을 배울

때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여 자기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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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⑧ 자유의 동기

발도르프 학교의 명칭은 발도르프 학교, 슈타이너 학교

로 불리는데 정식적인 명칭은 ‘자유 발도르프 학교’ 이다.

여기서 ‘자유’라는 의미 또한 발도르프 학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슈타이너는 교육의 목적으로 자유를 역설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자유는 인간본질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는 이것을 영혼의 세 가지 영역인 ‘의지’, ‘감정’, ‘사고’

의 활동 또는 정신적 활동이라고도 설명하며 이를 정윤경

(2003)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자유는 확대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교육은 학생 개인들의

능력을 충분히 키워 주고 자유를 키워주기 위해서 ‘자신

의 삶을 어디로 이끌지 아는 인간’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발도르프 교육학은 학생들의 도덕적인 자극을

자발적으로 일으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즉 ‘자유’의 동기에

의해 학생들이 행동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아이들 각자가 각자의 발달 본성 속에서 즉 자신

의 육체, 감각, 사고 구조 등의 중요한 변화를 겪어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생들은 세계와 주변 사회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개인적인 세계관을 찾

도록 많은 교육적인 과제가 주워 진다. 물론 이들은 각자

의 개성에 맞추어 자유로 이끌고자 하면 많은 노력이 필

요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가 확고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학생 자신의 과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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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 슈타이너는 1922년 8월 18일자 강연에서 이러한

자유를 위한 교육에서 교육자의 과제를 설명하기도 하였

다.

최대의 자기부정의 교육자의 과제입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이의 정신이 호감 안에서 자신의 삶을

교육자의 삶에서 전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아이를 결코 자기 자신의 모상으로 만들고자 해서는 안 됩

니다. 교육자 자신 안에 있던 것이 아이들 속에, 그들이 학

교와 교육을 끝내고 난 뒤에도 여전히 강요와 독재로 잔존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적인세계의 질서로 부터 새로이 매

시대마다 아이를 거쳐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를 위해

육체적 영혼적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제자의 정신이 완전

한 자유 안에서 삶 속으로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 Steiner; 정윤

경. 2013: 32).

이러한 관점은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우리나라 교육에

서도 학생들의 진정한 꿈과 끼를 키워주기에 앞서 선행되

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발도르프 교육에서 ‘자유’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

적 자유의 의미가 강하지만 이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 등

제도 권력으로 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발도르프 학교는 나라마다 제도권 학교와는 달리 교육과

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에 있어서 독자적 운영

된다고 한다.

장선숙(2006: 29)은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 목표를 통해

발도르프 교육의 ‘자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는

데, 그러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내적 자유를 누리고 내적 자유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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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를 실현하는 것, 둘째 인간의 전인적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전인교육, 셋째 인간의 건강한 삶을 토대로 한 인

간교육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발도르프 교육을

통해 신체 혼 정신의 통합적 능력을 갖추어 자신의 꿈을

펼치는 자유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여 보자면, 발도르프 학교 ‘자유’의 의미는 교육

은 사회의 다른 경제영역이나 법적 제도 영역으로부터 자

유로워야 함을 강조한다는 영역적인 측면에서 ‘자유’와 함

께 통합적 능력을 지닌 자유인을 기르기 위한 전인교육을

통한 ‘자유인’ 육성으로서의 ‘자유’를 뜻한다.

2)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

보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정신세계 즉 깨달음 세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을 강조한 슈타이너에게 예술은 초감각적 인식의 단계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슈타이너는 ‘교육예술’ 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모

든 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을 중요시 하고 있다.

슈타이너의 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정훈(2014: 163-165)

은 세 가지로 요약 설명하였는데, ‘슈타이너의 발달론과

이어지는 예술의 필연적인 요구’ 와 ‘어린이의 활동하는

존재임으로 예술에의 욕구를 가진다는 점’ 마지막으로 ‘예

술 행위가 아동들의 내부의 잠자고 있는 재능을 깨우는

효과적’이라는 이유가 그 것이다. 이러한 예술적인 교육방

식은 예술적인 재능만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슈타이너는 이것은 학교 교육이 교육을 예술로서 이해

하고 교육을 예술처럼 하는 것은 예술가를 길러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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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인간이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

없는 자기창조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유

로운 인간을 교육하기 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이유를

설명하였다(정윤경, 2003: 48). 모든 교육과정이 예술적으

로 흘러가고 있는 특성상 많은 부분에서 미술교육적인 요

소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 교과

에서 발현된 미술교육과 독자적인 미술교육을 살펴보겠

다.

(1) 발도르프 미술교육의 특징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행해지는 미술교육의 큰 특징을

살펴보면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즉 ‘교육예술’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술교

육 본질적인 목적을 염두 해 교육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Roy Wilkinson et al(1997: 159)은 발도르프 학교에서

미술은 조화로운 영혼을 형성케 하며 모든 교육에서도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해 다양한 교과목의 교육내용에 예술적

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 교육의 의미로

서의 미술교육’의 관점과 함께 ‘미술교육 그 자체로서 본

질적인 의미’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 예로 조소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도 이러한 복합적인 시점을 찾아 볼

수가 있었다.

조소는 형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동들의 내

적 영혼에 생동감을 준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특별히 관

심을 갖고 계발하지 않으면, 스쳐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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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있다. 조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아동들은 조

소를 통하여 시각적인 것뿐 아니라 손과 손가락 등 촉각에

의한 살아 있는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 세

계의 또 다른 부분을 일깨워 주게 된다. 물론 조소에 대한

기교적인 요소들은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도 미적 감수성에

대한 지도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oy Wilkinson

at al, 1997: 159).

즉 미적 감수성과 조소만의 특징적인 요소들과 같은 미

술교육 본질적인 관점과 함께 형상을 만들어 가며 아동들

의 내적 영혼에 생동감을 줄 수 있다는 맥락적인 관점이

함께 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관점은 발

도르프 학교만의 독특한 미술수업인 ‘포르멘’과 ‘습식수채

화’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의 특징적인 수업이라 할 수

있는 형태수업인 ‘포르멘’과 색채수업인 ‘습식수채화’가 전

인적인 교육에 맞추어 저학년에서 진행되면서 고학년이

되면서 심화되어 미술교육만이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유기

적으로 이어진다. “형태수업인 포르멘은 저학년부터 시작

이 되어서 직선, 곡선 등을 그리는 것은 쓰기 공부의 준

비가 되며, 이러한 형상을 그려 나가는 과정 속에서 쓰기

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데” (Roy Wilkinson at al, 199

7: 160) 이것은 고학년 과정으로 갈수록 더 심화되어 다

른 교과와 심화되어 응용됨은 물론이고 기초적인 형태능

력을 바탕으로 사실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미술교육 본연

의 측면도 충족하게 된다.

습식수채화의 경우도 색채를 체험하는 저학년의 과정에

서 감각을 키우는 활동을 하여서 전인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듣고 색채를 표현한다든지 자아체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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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수업을 진행하는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형을

표현해보기도 하고 다른 교과와 함께 응용되어 특별한 회

화적 경험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아래표 ‘발도르프학교의 학년별 미술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게 된다.

[표3] 발도르프 학교의 학년별 미술교육 과정

(발도르프학교 제16차 교육과정–이진형, 2004: 29 재인용)

저학년 중학년(8학년 담임) 고학년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미

학,

미

술

사

조

형

시

론

음

악

건

축

회

화

수채화(색의 경험), 물건의

묘사(동물, 식물 그리기), 분위기의

연습

다양한 양식 학습

선

묘

포르멘 선묘

프리핸드의

기하학과 간단한

제도

기하학적 도학적

제도

이야기나 그

밖의 과목을

소재로 한 묘화

원근법
흑백 선묘와

프리핸드의 선묘

수

작

대바늘, 열쇠,

편물, 자수
편물,

인형이나

동물 만들기

미싱 꿰매기,

의복

제봉,가방

짜기,

실뽑기,

직물,

판지세공,

제공

공

방

에포크 수업과

관련하여 간단한
목조, 원예

목공, 금송 가공,

점토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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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했듯이 회화와 선묘의 경우를 보면 8학년까지

분위기와 색의 경험, 이야기를 듣고 표현하기나 과학 등

의 다른 과목과 연계를 통해 진행되던 것이 상급학년이

올라가면서 미술사에서의 다양한 양식을 통해 미술교과

본질적으로 심화되어 진행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심화과정은 가장 마지막 학년에 가서 졸업 작품으

로 이어진다는 것 역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미술교육의 본질적인 측

면이 심화되어가는 것과 함께 전반적 과정에서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은 어린이의 혼의 교육의 육성을 위한 절

대적으로 필요한 예술적 교육요소로 접근하고 있었다. 또

한 미술교육을 하나의 교과목으로 단정 짓기 보다는 다른

교과와의 통합성을 지닌 전인교육적 요소로 보고 있는 것

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맞춰 교과 적

특성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김성숙, 2008: 29 재인

용).

(2) 발도르프 미술교육의 방법

발도르프 미술교육의 방법내용으로는 크게 회화, 도형,

수공예, 공작, 조소, 목공예, 금속공예 등으로 나누어 단계

적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6학년까지는 회화

작

업
작업

졸

업

제

작

학문적, 공예적,

예술적 문야의 졸업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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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채화, 색채체험을 위한 연습, 정물화, 분위기 창출), 도

형(형태 그리기, 이야기를 듣고 그림으로 표현하기, 기하

도형, 단순한 구성), 수공예(뜨개질, 자수, 바느질, 인형,

동물만들기). 공작(단순한 공작과 조각) 중에서 자신의 취

향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7학년 이상은 연필, 목

탄소묘, 원근법의 학습이 포함된 회화, 조소, 목공예, 금속

공예 등 보다 기술적인 표현이 요구되는 미술활동을 한다

(김성숙, 2002: 78 재인용).

저학년의 경우에는 나무나 점토로 어떤 동물의 특징적

인 모습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회화나 스케치를 하며 그

재료가 주어진 과제에 제공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분투하고

시도를 하며 자신의 인내력을 키워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하고 연극을 하며 무대 세트장 그리기와 무대의상 만

들기를 하며 공동체로 결합되어 가는 삶의 아름다움이 체

험된다. 즉 학생들은 이러한 전인적 미술 교육을 통해 의

지와 예술적인 작업의 행복을 느끼게 되며 궁극적으로 이

러한 모든 예술 연습과 발달은 의지의 연습이며 의지를

키우도록 고려된다.

사고력이 성장하는 상급학년에서는 예술실기에 대한 요

구가 많은 학생들에게 다른 학문적인 과목들처럼 에포크

로 주어지는 특별한 예술수업이 포함된다. 9학년의 미술

수업은 조형예술의 역사를 고대부터 렘브란트까지 다루게

되는데 다양한 양식의 공부는 인간의 수수께끼를 의식하

게 만드는 특별한 가능성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낭만

주의 건축물들과 고딕식 건축양식에서 인간의 철저히 다

른 두 가지 영혼 자세가 반영을 볼 수 있고,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조 속에 짜여진 렘브란트의 작품은 흥미로운 색

채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Carlgren, 2008: 246-247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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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kinson, Roy(1997: 161-162)은 발도르프 학교에서 1

4세까지는 학생들의 재능 있는 분야에 대한 지도가 이루

어져야 하며 상급 학년에서의 미술에 관한 학습은 그 자

체로서도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때부터 학생들은 지

적 사고와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하게 되며, 또한

예술사, 예술 사조 등, 예술분야에 대한 다양한 계발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심화된 미술수업은 아동들에게 인간과 인류 문

명의 진보에 대한 식견을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교육방향

에 대한 교육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9-12학년까지의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내용

(Wilkinson, Roy,1997:162 재인용)

학년 교육내용

9학년

학생들은 아름다움의 개념과 생활을 위한 미술 등에

대하여 배워야 하며, 그리스 시대의 미술과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이 갖는 차이점 등, 역사적 흐름 속에서의

미술사적 변화에 대한 식견을 배우도록 한다. 이것은

추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실제 작품들, 곧 고대로부터

렘브란트에 이르기까지의 미술 작품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학습은 역사 및 문학사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10학년

아름다움에 관하여 말로 표현하게 한다. 글이나 소리는

미술의 매개물이다. 학생들은 이것들을 통하여 감성을

계발시킬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11학년

음악, 음악과 시의 관계성, 이때에는 미술과 문명의

발달이 갖는 연관성에 대한 학습 주제를 가져야 한다.

곧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했던 음악은 무엇이었는가, 왜

풍경화는 특정한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미술과

종교는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 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어야 한다.

12학년

건축, 건축술의 발달과 자재의 활용 등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때의 미술에 관한 학습은

건축의 요소 및 인류 문명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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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도르프 미술교육의 의미

이 장에서는 앞선 발도르프학교의 미술교육의 특징과

방법을 토대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 학교의 미술교육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러한 의미를

살피는 것은 수업을 적용하기에 앞서 미술수업에의 적용

이 단지 방법적인 측면으로의 흐름으로 빠지는 것을 예방

하며 발도르프 학교의 수업의 적용을 통하여 수업이 그의

철학에 근거하여 적용시킬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다.

김정희(2002: 90)의 경우는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

의 의미를 ‘교육의 의미로서 미술’, ‘인류의 발전에 관한

설명’, ‘본질적인 교육의 가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

는데 그 세 가지 의미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의 의미로서 미술의 이용’의 관점은 작품을

제작하는 것 보다는 실재로 미술적 활동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의 영혼을 만족시켜 마음, 정신, 의지를 다시 설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Frans

Carlgren et al(2008: 68)도 루돌프 슈타이너는 예술적인

작업은 풍부한 영혼적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영혼적-신

체적 활동의 내밀한 공동 작업에 의하여 점차 육체를 변

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였다.

둘째, ‘인류의 발전에 관한 설명의 관점’에서 미술교육

은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인간의 정신은 변화되고 이에 의

해 탄생되는 것이 미술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교육

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인식하는 것, 신체의 지각과 개인

유형 등에 대한이해를 일깨워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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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수반 등 인간의 변화하는 정신과 관련지어 교육해

야한다는 관점이다.

셋째, ‘본질적인 교육의 가치의 관점’은 미술적 표현의

자극은 정신세계로부터 오며 예술적인 상상은 정신세계로

향하는 움직임으로서 미술활동은 초감각적 인식 세계와

관계하여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미술교육은 초감각적

인식 세계로의 도달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

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김성숙(2001)은 슈타이너의 미술교육의 의의를 ‘교육의

원천으로서 통합성의 추구’, ‘자유인의 육성을 위한 매체’,

‘감성의 육성’, ‘자아체험의 교육’의 4가지로 분류하여 제

시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요약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미술교육이 ‘교육의 원천으로서 통합성의 추구’

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슈타이너에게 미술교육은 통합

적(holistic)인 전인교육의 한 요소로서 다른 교과와의 관

련성 속에서 그 의미를 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예술'을 이루는 시, 음악, 연극, 오이리트미 등과 함

께 어린이의 내면의 교육에 필수적인 예술요소 중의 하나

로서 미술교육을 의미하며 이러한 교육원천으로서의 미술

교육은 발도르프 학교에서 '교육을 예술화하는 것으로부

터 수업을 시작 한다'고 하는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에 이

미 내제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둘째, ‘자유인의 육성을 위한 매체로서 미술교육의 의

미’는 미술의 지식이나 기술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

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며 미술교육을 통해서 미술의 본

질적인 측면인 미술만이 주는 독자적인 매체적 특성이라

든지 표현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오롯이 자기

체험을 함으로서 자유인으로서의 의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지향으로서 의미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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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술교육을 통해 감성을 육성할 수 있다는 의미

를 가지는데 이는 슈타이너가 미술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자유의지를 키우려한 것과 학생들의 감성을 육성하고 감

정을 교육하려고 한 점을 의미한다. 특히 포르멘 선묘를

보면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선,

형태, 색 등의 미술의 요소를 통해 어린이의 감각과 감정

과의 연결시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움직임의 작용이

형태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운동감은 학생들에게 기쁨의

감정을 생성한다고 보았다. 그는 포르멘을 형태교육의 기

초로 운동감각과 균형 감각이 포함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면의 기쁨과 연결되어 학생들에게 건강한

감성을 키울 수 있게 한다.

넷째, 자아체험의 교육의 측면을 갖는 다는 점인데 슈

타이너에게 미술교육은 자아체험의 매체로서 의의를 갖는

데 특히 습식수채화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한 예로 습식수채화 수업에서 어린이가 색채의 본질의

체험을 통해 자아를 체험할 수 있는 미술교육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낭만주의 사상가인 괴테로부터 영향을 받은

슈타이너는 전인적 인간의 내면의 조형적, 소소적인 요소

의 특성이 두드러져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색채와 친밀해

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슈타이너는 눈에 보

이는 색뿐만이 아니라 색채를 앞에 두고 어린이들이 느끼

는 방식을 중시함으로서 색으로 침잠하여 자아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미술교육을 통해서 어린이가 사물의 외형적 색을

보는 것과 함께 그 색의 내면에 들어가 체험함으로서 색

을 통해서 자아체험의 매체로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다

(김성숙, 2001: 241-245, 재인용).

발도르프학교의 미술교육의 의의를 종합하여 보자면,



- 39 -

작품의 미술을 체험함으로서 아동의 혼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정중심의 활동이며 미술활동을 통한 정신성함양을 중시

한다는 측면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개개학생이 작품을

제작하여 자기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는 즉 자아체험

을 통해 아동의 자유의지가 커져 감성이 육성되기 때문에

미술교육은 단순한 수단적 의미가 아닌 모든 교과의 원천

으로서의 교육적 의미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포르멘(Formenweichen)

특히 이러한 미술교육의 특징과 의의는 발도르프 학교

만의 특징적인 수업인 포르멘과 습식수채화에 잘 드러나

게 되는데 먼저 포르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포르멘(Formen)은 형태를 나타내는 독일어로 ‘Formen

weichen’의 줄인 말이고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번역해

Form Drawing ‘형태그리기’라고 칭한다(김성숙, 2000:1)

포르멘은 별도의 교과가 아니라, 다양한 주기 집중수

업에서 활용되며 발도르프학교 1학년 입학 첫 날부터 직

선, 둥근 선, 나선 등 기본선을 긋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고학년이 갈수록 점점 복잡한 선을 그리고 아름다움 색으

로 모양을 칠한다. 또는 주기집중 수업에서 교사의 이야

기나 시를 들으면서 그린 것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한다.

따라서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림그리기에 더 가깝게 보이며

6학년부터는 기하학을 배우는 데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정

윤경, 2005: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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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멘에서 선은 단순한 윤곽선이 아니다. 즉 ‘외부세계

의 현상에 대해 조형적으로 이룬 경계 짓기’가 아니며 ‘정

신적인 내적인 힘의 발휘에 의거해 나타난 표현’인 것이

다.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생명을 일깨우는 작

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포르멘은 색연필로 이야기를

그리는 그림그리기 삽화 그리기 등의 회화와는 구분되는

발도르프 학교의 선으로 그리는 수업 즉 포르멘으로 구분

되고 철자와 숫자를 배울 때 활용되어 진다.

단순한 형에서 시작한 것이 4학년 학생들은 포르멘에서

배운 각도, 굴곡, 타원형, 호 등을 의자, 꽃병 등 실생활에

서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 받고 이러한 선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면 7, 8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써 예술적인 흑백

기법을 통해 외부세계의 현상들을 실물로 묘사하게 된다.

내면의 힘으로부터 선으로 그리게 하고 ,체험한 형태

들을 볼 수 있는 세계안의 형태들로 경험하는 행복이

시작된다(Carlgren, 2008: 68-73).

Roy Wilkinson at al (1997: 161-162)은 14세까지 아동

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미술이 배워진다면 14

세 이후부터의 상급학년으로 들어서면 미술 그 자체로서

중요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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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포르멘(Formenweichen)의 예시

(Carlgren Frans et al., 2008: 73)

[그림3], [그림4]

포르멘(Formenweichen)의 예시

(Carlgren Frans et al., 2008: 139, 141)

2. 발도르프 학교의 습식수채화

습식수채화는 발도르프학교만의 독특한 미술 교육 중

하나로서 수채화라는 특성과 그의 색채론이 조합되어 만

들어진 것으로서 젖은 종이에 수채화 물감으로 색을 경험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색채경험’을 구현하는 습식수

채화는 학습자에게 색채경험을 통해 내적성장을 이루게

하는 혹은 슈타이너의 말을 빌리자면 혼(魂)을 성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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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으로서 단순한 매체 적 접근으로만은 이해해서

는 안될 것이다.

습식수채화 탄생에 영향을 준 슈타이너의 색채론과 함

께 습식수채화의 특성을 살피고 수업의 내구성을 더해나

갈 것이다.

1) 슈타이너의 색채 인식

이 절에서는 슈타이너의 색채론과 함께 색채를 체험하

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그가 제시한 색채의 상과 광휘

에 색에 대해 알아본다. 이는 수업 적용에 앞서 발도르프

학교에서 색채체험의 의미를 알게 해줄 것이며 습식수채

화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1) 색채론

슈타이너는 괴테 사후에 괴테 전집을 정리하면서 그

의 영향을 받았고 괴테의 색채론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색채세계의 고찰(1897)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또한 1883

년부터 1897년까지 15년 동안 작업한 괴테 자연과학논집

을 편찬하며 괴테의 색채론과 자연관을 통해 그의 철학적

기초를 쌓아갔다.

괴테의 색채론을 짧게 요약해 보자면, 뉴턴이 1660년

유리 프리즘 실험을 통해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과정

을 통해 빛의 분절을 통해 빨, 주, 노, 초, 파, 남, 보의 7

가지 색을 발견하고 빛의 파장으로 색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괴테는 뉴턴의 이러한 색채 지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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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과학적으로만 국한되어 있다고 반박하였고 색은 백

색광 속에 갇혀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괴테는 뉴턴이 거대한 빛 이라는 체계에 수술을 가했다

고 지적하며 색이라는 것은 인간이 뇌를 통해 영혼과 관

계를 맺는 즉 색은 뇌 해석의 결과라는 주관론을 펼쳤다.

이러한 관점은 또한 당시 예술가들에게 색과 관련된 인

간내면의 심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고 20세기

초 예술운동으로 이어졌으며 바우하우스(Bauhaus), 바실

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파울 클레(Paul Klee)

등에 영향을 주어 오늘날에 색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였

다. 즉 뉴턴의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색채론과 달리, 괴테

의 색채는 “눈이라고 하는 감각에 대한 자연의 규칙적인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며 색채를 빛과 어둠의 경계, 물체와

공간의 작용에 의한 눈의 현상이라고 하였다” (최재석, 2

014: 240). 이러한 색채 인식을 받아들여 슈타이너 역시

색과 색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과학적인 체계로만 접근하

는 것은 매우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비록 당시 자

연과학의 도그마에 빠져 그의 이러한 주장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경직된 당시의 사고를 타파하고 틀에 박힌

형식에서 인간의 사고를 해방시키려 애썼다.

슈타이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색채에 대한 생각을 저서

색채의 본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저서에서 ‘인간의

색채 체험’과 ‘네 가지 상의 색’ 그리고 ‘상과 광휘의 개

념’은 습식수채화의 수업에서도 배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

에 습식수채화의 고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위

의 책에 근거하여 설명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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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채체험

슈타이너는 그의 저서 색채의 본질(Uber das Wesen d

er Farben)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색채의 본질을 깊이 인

식하기 위해서 색채 그 자체의 세계에 머물러서 색채의

본질적인 성질을 탐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당시의 색채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자들의 주관적인 색

채 체험에 관한 기술과 물리학자들의 객관적인 색채 세계

에 관한 인식이었으며, 이는 서로 대립되는 관점으로 둘

의 연계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대립되는 주장들의

맥락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술 쪽에서는 색체의 객

관적인 본질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하지만 슈타이너는 우리의 세계는 그렇지 않으며

괴테적인 세계관과 예술에 심취한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

는 것처럼 색채 세계에 관한 예술가들은 깊이 색채의 본

질에 닿아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괴테의 말 " 자연이

스스로 비밀을 열어젖힐 때, 인간은 자연의 가장 훌륭한

해설자인 예술을 향한 억누를 길 없는 동경에 사로잡힌

다."(양억관, 2014: 59)을 인용하여 우리가 색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을 문제가 있음을 은유적으로 비추었

다.

즉 물리학자들처럼 분절되어 색채를 인지하는 것은 색

채가 인간에게 주는 감각적인 측면과 형용할 수 없는 느

낌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색깔을 띠고 나

타나는 사물의 인상에 따라 색채 세계를 인식하며, 또한

뉴턴의 관점처럼 프리즘 실험을 통하여 색채가 파동에 의

해 생겨나는 것이라는 지식도 갖고 있었다. 또 그 밖에

색채란 주관적인 것이라는 경향 혹은 색채라는 지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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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의 감각에 대해 현상하는 것일 뿐이고, 객관적인

외부세계의 색채란 물리학적 용어로 ‘에테르’11)라고 불리

는 소재의 어떤 파동현상에 지나지 않는 다는 생각이 오

랫동안 사람들의 인식을 지배해 왔다고 보았다.

그는 여기서 이러한 개념적인 정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색채의 인상, 색채의 체험이 ‘에테르’ 운동과 어떤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색채의 질을 문제

삼을 경우에도 주관적인 색채 인상만을 고려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 결국에는 색채의 본질과는 멀어진다고 설명

하고 있다. 간략하게 보자면, 그는 이러한 설명들은 너무

주관적이거나 너무 객관적이어서 색채의 본질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즉, 그는 색채의 객관적인 성질을 탐구할 때도 색채 그

자체의 성질을 알아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색채의 본질에

깊이 관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색의 진정한 성

질을 알기 위해서 네 가지 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보여준

다.

(3) 색채의 상

슈타이너는 색채 체험의 실험을 통해 ‘네 가지 상’의

색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그의 저서 색채의 본질에

서 이 네 가지 상의 예시를 통해 색채로 나타나는 주변세

계의 모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감각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1) 여기서 ‘에테르’는 그리스어로 ‘빛남’을 의미한다. 광휘체 또는 생명체라고 한다.

생물의 유기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비가시적인 신체부분을 말한다 (R. Steiner,

양억관 역, 200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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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색채에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귀납적인 방

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였고 각자의 색에 따른 인간들

이 느낄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즉, ‘녹색’, ‘살색’,

‘검정’, ‘흰색’의 각각의 색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각각의

예시를 통해 보여주는데, 이 네 가지 색은 색채의 상을

발현하는 색상이다. 녹색의 경우는 식물의 그 특성을 가

장 잘 나타내 주며, 살색은 인간의 살아있음의 발현으로

서의 살색이 그리고 검정은 모든 것이 타고 굳어진 숯이

그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시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빛의 경우는 흰색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예시를 통해 정감과 감각에 기초한 색채

체험을 해야만 우리가 색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고, 상상력과 색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의미있는 색의 운동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색

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하여 ‘초록색’의 경우 식물이 나

타내는 색의 고유한 특성임을 인지하는 것에 주목하는데

사물과 색채의 관계에서 식물과 초록만큼 그 본질적인 관

계양상을 잘 드러내 주는 관계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즉 식물의 경우는 색채의 객관적인 본질과의 관계로 녹

색이 나타나며 이것이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그는 이러한 관계를 ‘할아버지의 초상화와 할아버지

본질과는 다르다’라는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서 할아버지의 실존은 (녹색이 아님) 할아버지의 초상화

(녹색)가 아닌 관계를 통해 식물의 본질적인 상 중 하나

의 발현으로서의 녹색이 즉 식물을 가장 잘 나타내는 어

떤 특정 인물의 실존을 가장 잘 나타내는 초상화라고 이

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슈타이너는 인간에게는 각자의 아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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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아우라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성질이 밖으로 표

출된 결과로, 이는 ‘색이 보이다’라기 보다는 ‘색을 띠다’

라는 현상에 더 가깝다고 설명한다. 식물이 그 생명적인

힘에 의해 자기 색을 띤 것처럼, 동물이나 인간은 그 자

신이 가진 혼적인 것에 기인하여 색을 띠게 되고 생명을

다하면 광물과 같은 색을 띠게 된다. “이러한 색채 인식

은 슈타이너의 색은 우주의 혼이며, 자연의 혼이라는 포

괄적인 이념과 일치한다” (최재석, 2014: 262)

[표5] 색채의 상

(R. Steiner, 양억관 역 :2000, 14-29를 바탕으로 재구성)

색채의 상 (녹색, 살색, 흰색, 검정)

‘본질적인요소가 무언가에 비쳐야 나오는 특징’

접근
방법

귀납적인 방법(정감과 감각에 의해 색채에 접근할 수 있다.)

색 특징

녹색

잘 드러나는 예 ‘식물’

설명
식물특유의 영상을 녹색을 통해

발현

살색

잘 드러나는 예 ‘사람의 피부색‘

설명

인간의 혼의 발현 사람이

죽어가면 얼굴이 푸르스름해지는

반대의 성질을 통해 설명

흰색

잘 드러나는 예 ‘태양빛=백일광’

설명

다른 색과 다르게 물체의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한다.

검정색

잘 드러나는 예 ‘숯의 색’

설명

식물특유의 영상을 녹색으로

발현한 것처럼 식물이 탄화하여

운동하지 않는 상태인 숯은

검정색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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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휘의 색

‘색채의 상 ’인 검은색, 녹색, 살색, 흰색은 현상계 속에

서 영상적인 성격을 띠고 존재하며, 색채가 상으로 나타

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요소가 무언가에 비쳐야 나오는

과정을 앞선 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앞선

4가지 색의 본성을 사람들이 인상과 색의 본질적인 성질

을 가지고 설명했던 것과 같이 ‘노랑’, ‘파랑’, ‘빨강’의 ‘광

휘의 색’을 설명하였다.

첫째로 ‘노란색’은 방사하는 성질이 있어서, 중심에서

주변을 향하여 방사하고, 그렇게 확산되면 될수록 엷어진

다고 본다. 이러한 노랑의 방사하는 운동적인 성격은 노

랑을 어떤 면 위에 한정시킬 수 없다고 본다. 둘째로 청

색은 이와 반대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방사하는 성격으로

청색은 주변이 더욱 짙고 중심이 보다 옅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빨간색’은 이 두 가지 색에 대한 조정자로

서 하나의 평면으로 표현될 수 있는 색채라고 설명한다.

살색과 비교해보면 살색이 가진 분해되려하고 퍼지려하는

성질은 빛나면서 항상 어딘가 녹아들어가는 반면 빨강은

정지한 빨간 평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통해 빨강의 머무

는 성격을 강조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노랑, 파랑, 빨강은

모두 자신의 내부에서 외부로 드러내면서 빛난다고 설명

하다. 이는 녹색, 살색, 흑백이 영상으로서 나타난다는 점

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점이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색

을 “빛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나는 “빛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빛남”이란 무엇인

가가 빛난다는 의미이다. 무엇이 빛나는 가 추상적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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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작용시키지 말고, 감각을 사용하여 노란색을 탐구해

보자. “눈앞의 노란색을 나의 내면에 작용시키면, 그것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다”라고 생각해 보라. 노란색은 나를

쾌활하게 한다. 쾌활하다는 것은 혼을 생명력으로 가득 채

운다는 뜻이다. ‘노랑은 영의 빛남이다’, ‘파랑은 혼의 빛남

이다’, ‘빨강은 생명의 빛남이다’, ‘녹색은 생명의 영상이다’

(R. Steiner, 양억관 역, 2000: 44).

즉 검정, 흰색, 녹색, 살색은 색채 본질의 ‘상의 색채’로

설명을 하고, 노랑 파랑 빨강은 그 자체로서 발하는 ‘색채

의 빛남’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습식수채화 수업에서 색채의 본질을 체험하는 초기 과

정에 이 삼원색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표6] 색채의 광휘

색채의 광휘 (노랑,파랑,빨강)

자체적으로 빛나는 색들

색상 특성

노랑 유동적인성질, 방사하는 성질

파랑 응축되는 성질

빨강 노랑, 파랑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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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슈타이너의 색채 인식

(R. Steiner, 양억관 역 , 2000: 43)

(5) 색채와 물질- 색으로 그리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랑’과 ‘파랑’과 ‘빨강’은 빛남으로

서 그 자신들의 내재된 의지를 발휘하고 우리는 색채를

스펙트럼으로 지각하는데 이 경우를 색채를 순수한 색채

그 자체로 자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유로 색채 그 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습식수

채화의 기본적 단계에서도 삼원색을 기초로 해서 색의 성

질을 배워나가는 것이다. 또한 그는 색채를 체험할 때 색

채 자체의 체험과 함께 안료 즉 물질의 관계를 중요시해

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자체로 유동적이며, 상이며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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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로 나타나는 색채는 물체 또는 물질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물질 그 자신은 어떻게 색채로 나타날 수 있는가

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보았다.

슈타이너는 어떻게 색채가 물체에 정착하는 가를 고민

하는 것은 예술의 문제이며 특히 회화의 문제라고 하였

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색채가 물체에 표현되는 과정

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회화와 관계하는 사람은 이러한

관계 즉 물체의 표면에 색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관심

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색채

의 본질의 색인 녹색, 흰색, 백색 살색 중 상의 성격을 객

관적인 세계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색이 ‘녹색’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살색은 운동 속에서 파악되며 흑색

과 백색은 한계의 색채로서 사람들이 두색을 색으로 인정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식물과 녹색이 불가분의 관계로서 식물의 녹색으

로서 그 특징을 잘 드러낸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정을 통

해 색채를 이해해야 색채를 감각의 영역까지 고양시켜 경

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예술적 차원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리학적으로 색채를 분절화시

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색채

의 특성으로 물리학으로 색채를 이해하는 것은 한계이며

감각의 영역까지 고양된 개념으로 색채를 이해하고 예술

적 차원까지 고양되어 가야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예술가는 물리학이 해설하는 색채 세계의 내용

을 예술작업에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슈타이너는 언급하

였다. 그래서 색채란 그 자신이 물체의 내부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며, 색채는 물체 속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며 물

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폭에다

색을 칠할 때는 빛나게 하여 색채의 성질을 나타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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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색채로 그림을 그려 화폭

위에 색채 세계를 출현시킬 때, 우리는 그 색채가 빛을

반사하고 있는 듯이 그림으로서 색채를 부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회화작업을 할 때 색채와의 대

화를 통해 색채 그 자신이 말하도록 유도하여 색채인식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R. Steiner, 양억관

역, 2000:77)

그럼으로써 액상으로 색을 표현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파레트에 섞어서 화면에 색을 칠하는 과정이 아닌 액상의

색으로 색의 본질에 더욱 근접하게 다가가서 색이 자체의

내면의 올바르게 빛을 발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방법은 그가 고안한 습식수채화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강조가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색채론은 습식수채화의 철

학적 배경이 되었다면 이번 장에서는 조금 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습식수채화의 기원과 함께 어떻게 발도르프 학

교에서는 습식수채화가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2) 습식수채화의 적용

습식수채화를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도르프 학교

에서 어떠한 배경을 통해 습식수채화가 탄생하게 되었으

며 구체적인 방법을 통한 교육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번 절은 습식수채화의 기원과 재료와 방법 그

리고 학년별 교육 내용을 통해 습식수채화의 교육적인 의

미를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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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 수채화의 기원

1914년에서 1919년까지 루돌프 슈타이너는 소규모 화가

그룹과 함께 스위스의 도르나흐(Dornach)에서 그가 설립

한 첫 번째 괴테아눔의 두 개의 돔을 채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예술방법을 창안하였다.

그는 벽에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그림을 그리는 토대로

서 일종의 '젖은 종이 (liquid paper)를 발명했는데 이 것

은 백색 카세인, 밀납, 수지 등을 사용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재료로 겹겹이 벽면을 칠

해가면서 마지막에는 반투명의 페인트를 덮고 그 위에 최

종적으로 수채를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그림이 백색의

배경 위를 떠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잘 겹쳐진 밑바탕

은 벽에 수채화를 칠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었다.

젖은 벽면에 밑 작업을 이용해 칠한다는 점에서 벽에 수

채를 입히는 과정은 프레스코 방식과 비교될 수 있는데,

벽에 수채화로 칠하는 방법은 프레스코 기법보다 수채화

의 편리성 등을 생각해보면 더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법은 캔버스에 그

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층의 계속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겹쳐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Margrit Junemann, Fritz Weitmann, 1999:7; 안경훈,

2003: 47 재인용).

첫 번째 괴테아눔에 있는 슈타이너의 작품은 공공장소

안 커다란 벽에 수채를 그려서 여러 사람들이 수채가 가

지고 있는 특징인 순수한 성질 즉 색채들의 본질적인 성

질들을 직접적으로 느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

다. 여기서 말하는 수채화의 순수한 성질이란 물의 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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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자유롭게 번지고 다양한 색과 자연스럽게 스미며

새로운 색이 만들어 지기도 하며 색의 자유로운 성질을

드러나게 하는 수채물감의 특성을 일컫는 것일 것이다.

(2) 습식수채화의 재료와 방법

습식수채화는 젖은 종이에 색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팔

레트에서 색을 섞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김용근은

“마치 흐르는 물에 떠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영혼이 헤엄

치는 것처럼 자유로움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표현하였다

(김용근, 2014: 252 ). 먼저 물감의 사용에 있어서는 수채

화를 쓸 때 파레트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각의 색

을 용해시킨 상태에서 접시에 담아 각각의 색채를 물에

풀어 색채를 경험하면서 색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화폭의 색채를 내부로부터 빛나게 함으로써, 그 색채는 어

떤 의미에서 광물에 가까운 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팔

레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 이 좋다. 팔레트 위에서는 물질

적 소재인 안료의 혼합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뿐이다. 내면

에서 올바르게 빛을 발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병에

든 액체 안료로 그려야 한다. 팔레트를 사용하는 것은 유

물론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셈이다. 색채의 내적 본성을 이

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Steiner, Rudolf, 양

억관 역, 2000: 63).

또한 종이에 있어서는 많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두꺼

운 종이의 사용을 권장하는데, 습식수채화는 젖은 상태의

종이를 쓰며 스펀지에 물을 소량만 묻힌 상태에서 도화지

전면에 물을 바르고 이때 종이가 처지지 않고 적당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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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일반도화지보다 약간 두꺼운 머

메이드지를 통상 사용한다.

Russell은 싼 종이는 색채가 가진 밝은 성질과 강렬함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며 아이가 색칠하기를 끝내기도 전에

자칫 종이가 타월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

에 좋은 종이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다(안경훈, 2003: 56-

57).

이렇게 질 좋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서 학생들은 재료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도구 상자에 있는 종이를 마구 꺼

내어 쓸 때 보다 작품에 대한 애착과 집중도가 높아진다.

또한 종이를 적시고 그 위에 물에 풀어 놓은 수채화 물

감을 올리기 때문에 이 매체의 하중을 견디기에도 두껍고

질 좋은 종이가 알맞다. 학생들은 젖어 있는 종이 위에서

수채물감을 그 유동적인 성질로 말미암아 물감을 부드럽

고 쉽게 다룰 수 있는데 이러한 물감의 느낌은 학생들에

게 공간과 공기의 느낌을 준다.

이러한 부드러운 느낌과는 반대로 크레용은 혼합이 힘

들고 번지는 속성이 약해 섬세한 색조 변화로 야기되는

변화가 없다는 점은 색 연습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습식

수채화’는 준비부터가 하나의 과정인데 화판, 물감, 붓, 물

을 준비하고 받기 위해 줄을 서고 또한 물을 머금어 민감

해진 종이를 팽팽하게 펴기, 물감이 용해되어 있는 병을

조심스럽게 다루기 위해 학생들이 하는 모든 과정은 모두

경험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교사는 질서를 잘 잡아 학생들

이 해전이 일어나지 않게 지도하여야 한다.

슈타이너는 수채화가 가진 특성으로 이 매체는 혼(混)

의 요소를 표현하기에 좋은 것이라 하였는데,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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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의 경우 ‘빛남의 색’이라고 그가 칭했던 빨강, 노랑,

파란색을 가지고 습식수채화 수업을 진행하며, 이는 습식

수채화가 괴테의 색채론과 슈타이너의 색인식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영규(2004)는 이러한 삼원색을 이

용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처럼 다른 색이 섞여들면서 더

생동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표현 하였으며

단색조보다 세 가지 섞는 방식은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

준다고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인가가 되어가는 것을 느

낍니다. 이러한 형성의 경험을 슈타이너 학교에서는 교육

의 한 과정으로 본다. 때로는 이야기에 담긴 감정을 색채

로 체험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수채화 수업에서

는 이러한 정신적인 체험의 과정을 중시한다(고영규, 2004:

132).

(3) 학년별 습식수채화 지도내용

발도르프 학교에서 습식수채화수업은 초등학교에 진행

되는데 저학년과 고학년의 접근하는 방식이 차이를 보인

다.

김용근(2014: 252-260)은 초등학교의 발도르프 습식수

채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학년에

서는 주로 색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의인화하여 수업을 진

행하는데 주로 우화, 전설, 옛이야기들이 주 소재가 된다.

여기서 색은 기본색인 노랑, 빨강, 파랑색을 주로 쓴다. 2

학년에서 습식수채화는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배우게 하는데 이 세 가지 색

들이 각자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상대 색들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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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가는 지에 대한 느낌을 배우는 것이다.

3학년에서 습식수채화는 빨강, 노랑, 파랑색들이 서로

섞여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한다. 이것은 다

른 교과하고도 연계된 내용으로 창조(빛의 창조 , 빛과

어두움의 대비, 위와 아래의 창조, 지구와 물, 식물과 동

물의 창조)와 관련이 있다. 4학년에서는 주로 동물학이나

신화에 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서 그림 작업을

하고, 5학년에서는 지리학과 신화, 식물학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6학년에서는 사춘기가 시작 되는 시기라 흑

과 백의 느낌을 많이 경험하도록 하고 또한 광물학과 지

질학을 다루어 초등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김성숙(2004)의 경우는 슈타이너학교의 초등회화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습식수채화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

하였는데, 1-3학년까지의 회화수업과 3-5학년까지의 회화

수업으로 분류하여 초등과정에서 습식수채화를 구체적으

로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7] 발도르프 학교 초등회화 교육내용

(김성숙, 2004: 20-23을 바탕으로 표로 구성)

학

년
1 2 3 4 5 6

내

용

-저학년의 경우는 혼의
육성을 위한 감각의 훈련
으로서 이용

-사용되는 이야기는 색
에 대한 호기심을 증가
시키며 학생들의 꿈과 상
상력을 자극

-잘그려야하는 부담감

-공상이나 환상에 대
한 내용줄어들고 의
식적으로 지각하게
끔 변화

-어린이를 자연과 인
간의 생으로 다가가
게 한다는 점에서 예
술교육의 중요성 커
진다.

- 명 암 의
다양한 질
감차이 관
찰
( 층 기 법
학습)

- 사 물 의
느낌이나
자연의 기
분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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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윤지영(2014)의 경우는 학년별 발달 특성과 내

면적 인식 단계(Rawson & Richter, 2001: 78)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Richter(2003: 426-431)가 제시한 색채 지

도단계를 연계하여서 학년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습식 수

채화의 내용체계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8]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습식수채화 색채지도단계

(Rawson & Richter2001: 78 ; Richter, 2003: 426-431; 손지

현 2014:29 재인용)

학
년

내면적 인식 단계 색채 지도 단계

1 '나‘의 고유성 인식 3원색(빨강, 노랑, 파랑)의 고유성
체험

2 ‘나’와 ‘너’의 대칭성인식
색상환에서의 대칭적 상호 보색
체험

3
‘나, 너, 우리’의 상호 관계성
인식

색상환에서 유사색 경험과 혼색,
색의 창조

4 내가 속한 세상과 함께 색으로부터 이끌어지는 동물의

전혀 없으며, 색의 체험
을 전제로 진행된다.

-‘색 체험의 시간’ 색
을 알아가면서 친밀해 지
고 점차 자신의 내부로
받아드린다.

하는 심상
표현
색을 농담
등

연

계

되

는

발

문

동화적
요소

우화,전
설 구약성서나 게르만 신화

자신의
심상표현,
기후표현
등

연

계

교

과

향토연구,
동물학

식물학과
역사

지리학과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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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적 경험으로서 습식수채화

색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질에 입각하여 슈타이너는

색의 체험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발도르프학교 만의 특별

한 미술수업인 ‘습식수채화’를 만들게 되었다. 특히나 앞

선 수채화의 기원에서도 본 것처럼 수채화가 주는 재료적

특성 즉 투명하고 번지는 성질과 함께 예술적이고 교육적

인 이유를 언급한 하며 그는 수채화라는 매체를 중요하게

여겼다.

먼저 교육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채화는 어린이란

존재로 성장하면서 풍부한 이상적인 매체인데 그 이유는

습식수채화를 통해 어린이들이 반복해서 액체의 색이 마

르면서 고정되어 가고, 또 색이 만들어 지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향한 창조적 상상력

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의 자기 내부에 있는 것과 세상 즉 자기 밖에 있는

것과의 계속적으로 타협을 이루어 가는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자신 내부의 있는 상상력을 마음껏 표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체험은 늘 새로운 방

식으로 창조적인 내부세계와 이미 형성된 외부세계 사이

의 살아있는 연결을 제공함으로서 성인이 되어 더욱 복잡

해지는 인생에서 창조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유도한다(M

argrit Juneman, Fritz Weitmann, 1999:2 ; 안경훈, 2003:5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식과 자연과학(동물학)

형태와 색,
주변환경 등을 색채로 체험하기

5
내가 속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식과
자연과학(식물학)

색으로부터 이끌어지는 식물의
형태와 색,
주변환경 등을 색채로 체험하기

6
내가 속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식과
자연과학(광물학)

색으로부터 이끌어지는 광물의
형태와 색을 건식기법으로
체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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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인용).

또한 이러한 습식수채화의 과정을 F. Carlgren et al 는

자유를 향한 교육에서 색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습식수채화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 습식수채화

수업이 색 그 자체를 경험하기 위한 과정임을 설명한다.

색 안에서 자신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만 색을 이용하

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마법의 굴레를 결코 뚫고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사심 없이 색 안으로 들어가 색을 음미하

는 사람은 하나의 새롭고 경계 없는 세계로 들어선다. 이

때에 그의 내면은 확장되고 변화한다(F. Carlgren et al., 2

008: 76).

슈타이너 학교에서는 미술교육에서 색채와 형태의 요소

를 독립하여 교육하는데 형태의 요소는 포르멘(Formen)

에서 색채는 저학년 시기부터 습식수채화를 통해 경험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색채체험 즉 젖은 종이에 색채 경험

을 하는 습식수채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외부세계와 내면

의 세계를 통찰하게 함으로서 ‘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앞서 그가 인간을 세 부분의 ‘신체’, ‘혼’,

‘정신’으로 분류 하였을 때 신체와 정신적인 것을 매개해

주는 ‘혼’처럼 습식수채화를 통해 학생 자신들이 색을 칠

하고 학생들 범위 밖에 있는 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예를 들면 젖은 도화지와 색채 사이에서 자유롭게 번지는

것들을 학생들이 매개하면서 혼의 성질을 체험할 수 있으

며 또한 자신의 느낌에 따라 혹은 날씨에 따라 색을 경험

하며 혼의 성질을 체험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외부의 변화에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형용할 수 없는 다채로움을 수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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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이고 물자체(物自體) 적인 성질을 통해 다양한 감

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성교육에 관한 미술교육적

함의검토

앞서 살펴본 습식수채화의 특성에서 인성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절에서는 미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을 언급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서 미술교육과 인성교육

의 관계를 살피고 구체적인 인성교육적 요소를 파악함으

로서 습식수채화 수업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

적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1) 미술교육과 인성 관계

최근 교육계에서 화두라고 불릴 수 있는 ‘인성 교육’은

늘어나는 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 인성교육의 부재로 야

기되는 다양한 부정적 결과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방편으로서 전교과적 측면, 각

교과적 측면에서 다양한 인성교육의 부재를 상쇄하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인성의 개념을 짧게 살펴보면, 인성은 인격, 성품

등과 호환적인 개념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그런 의미에

서 인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논의된 개념이다

(조연순 외, 1998; 도승이, 2013: 144). 학자마다 인성은

개성, 성격 등 개인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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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문화, 가치 신념이 반영되어 인간성, 도덕성, 사람

됨 등을 강조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12: 40)의 인성교육비전보고서에서는

인성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역량이라고 정의하

고, 도덕성, 사회성, 감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영역은 두 가지 하위요소로 구분되는데, 도덕

성은 핵심가치인식(정직)과 책임있는 의사결정(책임), 사

회성은 사회적 인식(공감)과 대인 관계(소통), 감성은 자

기인식(긍정)과 자기관리(자율)로 구성되어 이와 같은 요

소를 충족시키는 인성교육의 실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

다.

인성교육은 미술교육과 많은 교차점을 가지고 있어 미

술교육 역사적으로도 ‘미술교육 혹은 더 넓게는 예술교육

을 통한 인성교육의 관점’을 지니고 있는 학자의 견해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다. 미적 교육을 도구로 삼아 인성

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자는 관념은 과거 고대부터 가졌

던 것이다. 미적 교육에는 크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인성 교육․ 도덕 교육이다(김혜숙, 김혜

련, 2007: 73-77 ; 이화식 2010).

서양에서의 경우 쉴러(F. Schiller, 1759∼1805)는 인간

의 미적 교육에 관한 서간에서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

룬 상태를 보존하는 인간, 즉 총체성을 지닌 ‘미적인간’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길임을 밝

혔으며,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영혼을 교육하기 위해 예술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통해 예술교육을 통해 건강한 영혼을 지닌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국가의 평안을 위한 가장 중

요한 과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리드(H. Read, 1893∼1968)

역시 그의 저서 예술을 통한 교육 (Education through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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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에서 인간이 모든 감정을 예술로 표출하면 감정의 억압

으로부터 해방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교육을 통해 평화

로운 사회를 구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양에서도 “예술적 영감은 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감

흥과 깨달음의 경지에 해당한다”(장파, 1999: 416-450)고

본 관점이나 대체적인 동양미학에서 예술적 행위를 인격

수행(修行)의 보고로서 감흥과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길로 본다는 점은 예술체험과 인성을 동일시 한다는

관점임을 알 수 있었다(Anderson & Milbrandt 2004: 32-

36 ; 김정희, 2013: 3-4).

이렇듯 예술적인 활동은 인성과 불가분의 관계와도 같

은 것이며, 현대에 와서 청소년의 가출, 학교폭력은 인성

교육의 부재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인성교육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

인성을 기르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미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으로의 접근은 예술교육

의 긍정적인 측면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다. 최근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예술교

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학자들이 미술교

육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더불어 미술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인성교육 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김형숙(2012)은 STEAM에서 미술교육의 관계와 중요성

에서 현재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융합인재

교육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예

술교육 그 중 특히 미술교육과의 관계설정 및 융합적 차

원에서 논의는 부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미술교육의

특성이 인성교육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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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은 창의성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융합형인재를 양성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찰과 묘

사는 보고 느낀 것을 말, 그리, 그림, 소리, 몸이라는 언어

로 세심하게 기록하고 전달한다. 서로 듣고, 보고, 느낀 것

을 나누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려

는 것이 바로 인성교육의 출발지점이다(김형숙, 2012: 109).

또한 미술교육은 감성적 체험활동으로서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창의성과 인성을 유기

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감성적 체험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느끼

고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자는 학습

에 대해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

습에 대한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하여 자기 주도적 학

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을 의미한다. 감성적

체험은 교육계에서 외면당하였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해

석하여 학습자의 인성교육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으며 창의성과 인성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능력

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형숙, 2012: 114).

또한 이주연 (2011)은 미술교과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창의․인성교육의 구체적인 예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함

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우 미술교육의 정체성, 특수성,

보편성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맞물려서

이루어졌을 뿐 실제로 교육과정과 별개로 미술교육의 본

질주의적이고 맥락주의적인 관점에서 미술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며 이러한 목표 하에 무엇을 내용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가 등에 대한 논의는 담론화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

였다. 이와 함께 미술교과교육과 인성교과교육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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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함으로서 미술교과에서만의 독자적인 인성교육 적 측

면을 제시하였다.

모든 교과 공통의 준거의 틀로 적용되고 있는 Josephso

n Institute of Ethics(2009)의 인성교육에서 제시한 6가지

기본 덕목, 즉, ‘신뢰성’, ‘존경’, ‘책임’, ‘공정성’, ‘배려’, ‘시

민의식’과 함께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심미성’을 추가로

제시했는데, 여기서 심미성은 미술교과만의 독자적인 영

역으로서 심미성을 부가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술교육이

자칫 인성교육의 도구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교

과 본연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구체적 요

소는 아래와 같았다.

1. 자기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개성

신장하기 (개성 신장)

2. 미술과 더불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가치 있

는 삶 영위하기 (자기 성찰)

3. 예민한 감각과 높은 감수성으로 전체를 인지하고, 지속

적으로 주변의 대상이나 현상들을 구조적, 맥락적으로 인

지하기 (미 인식)

4. 주변의 대상(사물, 사람, 환경 등)에서 질서와 아름다움

을 발견하고 체험하기 (미적 감수성)

5. 미술의 변화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미적인 문

제에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 갖기 (미적 판단력)

6. 환경에서 생명의 가치 존중하기(생태적 감수성, 생명

존중)

7. 규칙으로부터의 일탈하는 등 적극적인 도전 정신을 통

해 상상력 기르기(도전 정신, 적극성, 상상력)

8. 미술을 통해 인간의 감정적․감각적 반응을 세분화하

여 예민한 감각과 높은 감수성으로 전체를 인지하고, 자신

의 삶을 향유하며 삶의 질 높이기(미술 향유, 질 높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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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술문화를 통해 창의성, 심미안을 행복의 가치 깨닫기

(행복의 가치)

10. 감각, 직감, 육감, 감정, 언어 등을 통한 민감성

(이주연, 2011: 105)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2012)에서 발행된 예술인성

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에서는 예술은 인간의

사고와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총체

적인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예술인성교육’이라는 개념

을 통해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인성교육’란 예술의 심미적 정서적

특성과 문화사회적 역할 및 기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

성을 함양하는 예술교육으로 학교 및 학교 외 교육현장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형태와 차원의 예술 경

험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예술인성교육’은 행위 주체

인 ‘개인적 측면’을 넘어서서 ‘관계적 측면’, ‘사회적 측면’

으로 효과성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인성교육이 범국

민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예술교육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설명하는 각각의 요소적 측면을 요약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술인성교육의 효과성 중 ‘개인적 측면’의 성장

을 언급하였는데 그 하위요소로 자주성, 자기존중, 자존

감, 자아인성을 아우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개인적 측

면의 각각의 요소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예술의 주체자인 학생은 예술체험을 통해 정서를

표출하여 정서를 순화하는 과정을 경험하여, 자아인식을

하게 되어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변화를 체험해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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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술을 통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둘째, 예술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자기표현욕구를 해소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어려서 부터 자신을 표현하려는 자발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압하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허버트 리드(Herbert Read,

2007)가 그의 저서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 에서 인간은 모두 무의식과 표현 욕구를 가지고 있

으나, 이것이 억압되어서 인간사회에 병리현상이 나타나

게 되었다는 관점에서도 읽어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예술을 통해 본능적으로 자기의 표현 욕구

를 해소하며 자연스럽게 정서함양과 정서순화를 할 수 있

다.

셋째, 스스로를 포용하는 태도의 함양이다. 학생들이 예

술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호기심을 수용하고 이해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받아드릴 수 있

다. 예술 활동을 하며 스스로의 생각을 표출하고 받아들

이는 과정에서 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긍정적

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학

생들은 자신의 잠재력과 강점을 탐색하는 것으로 이어져

이는 자기 조절과, 자아 존중감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예술교육을 통한 ‘관계적 측면’의 함양은 다

음과 같다. 예술교육을 통해서 배려, 관용 ,존중, 신뢰 소

통의 요소를 충족하여 관계적측면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

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을 통한 포괄적인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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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영역과 내 영역을 분별하고 상호 존중하고 건전

한 인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건강한 상호관계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소통’은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데, 예를 들자

면 다양한 시대별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

과 작품을 창작하며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표현에 까지 소

통이 모든 과정에 관계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예술이란 연령,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는 언어임으

로 범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언어적 관계의 기반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예술 활동을 통한 관용과 배려의 측면을 함양할

수 있다.

예술 활동에서 표현이 중심이 되는 데 이를 통해 학생

들은 자신의 필요와 의견을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전

달하고, 상대의 표현까지 이해하고 상대를 수용하게 하는

능력까지 이어져서 관계지향적인 태도로 이어진다. 이는

예술 활동을 통해 관용과 배려를 기를 수 있도록 해줄 것

이다.

셋째로 다양한 관계를 통해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예술 활동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매체와 소재와

의 관계를 포함한다. 매체와의 관계를 통해서는 작품을

만들며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 다양한 관계를 수월

하게 하는 기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술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관계적 측면’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타인을 인식하고 상대를 수용함으

로서, ‘예술’이라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배려, 관

용, 존중, 공감, 신뢰, 소통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음

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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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예술인성교육을 통해 ‘사회문화적 측면’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

회문화적 측면은 나 와 너 공동체의 개념과 소속감을 가

지는 능력으로서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환

경인식 역량을 뜻하며 하부요소로 협동, 리더쉽, 공익, 공

동체 문화적 소양과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을 함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먼저, 학생들이 함께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제작함으

로서 자연스러운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를 바탕

으로 타인과 함께 그 사회 내에서 스스로 의미 있는 구성

원이라는 점을 느낌으로서 예술 활동은 단순한 개인적 관

계적 향유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

문화의 현상이 담긴 작품을 감상하거나 제작하면서, 대집

단의 관계형성을 통해 보다 넓은 환경 인식과 그 안에서

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하여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

다.

즉, 선행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얻은 결론은 미술교육

과 인성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과 함께 현장에

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었다. 이에 착안

하여 필자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인성적 요소는 예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의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측면과

이주연(2011)이 언급하였던 심미성의 4가지 관점을 고려

하여, 습식수채화를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인성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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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식수채화의 인성교육적인 측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술교육은 인성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지만 미술교육을 통해 인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이나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적용과 그 사례는 타 교과에 비해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착안하여 필자는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 중하나

인 습식수채화를 실제 공교육 미술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측면을 고안해 보았다. 앞선 문헌연구를 통해서 발도

르프의 교육이 예술을 주안점으로 두면서 전인교육을 하

려고 했다는 점은 미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많은 함의

를 준다.

그 중 습식수채화는 슈타이너의 색채론과 인간관에 기

반 하여, 색채를 체험하는 미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미술

교과를 통해 심미성과 함께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미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가능하게 해줄 것

이라 보여졌다. 습식수채화는 기존의 건식수채화는 다르

게 젖은 종이에 물에 풀어놓은 물감으로 서서히 번지는

수채화의 특성을 통해 학생들이 색채를 체험하면서 색채

그 자체를 느끼고 이러한 미적 체험에서 더 나아가 자신

의 의지로 색을 만들고 섬세하게 조절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아를 인식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습식수채화는 저학년에서는 색채 체험에 집중되어 가르

쳐 지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형을 가미하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맞추어 진행이 되는데, 감수성이 가장 발

달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색이라는 매

개체로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부분과 제어할 수 없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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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은 자기조절능력과 함께 감각적 예민성과 더불어 특

별한 미적감수성을 길러줄 것이다. 특히 발도르프 학교에

서 습식수채화 수업은 재료를 준비하고 인식하는 것부터

포함하는 데 젖은 도화지, 액체상태의 물감, 붓 등의 재료

를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앞서 언급한 4가지의

인성적 요소를 충족할 것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 학교에서는 생략되어지는 과정인

데, 이 부분을 도입부분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면서 학생

들이 재료를 존중하고 재료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의 과

정과 재료에 대한 이해 및 소중히 다루게 하는 자세를 가

르치면서 공익적인 사회문화적 역량을 기룰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었다. 총 8차시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두 번의

개인작업과 한 번의 조별 작업으로 습식수채화를 제작하

게 되는데 조별 작업을 통해서 개인 작업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관계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충족시

켰으며 각 인성요소에 걸맞은 주제를 선정하고 발도르프

학교에서 다양한 이야기나 타 교과와 결합을 시도한 것에

착안하여 발문을 그에 맞게 활용하였다.

또한 김성숙(2004: 23)은 이러한 습식수채화 수업을 하

는 것을 통해 교사는 치유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교육적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교사는 색과 형태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어린이들과 색의 연

습을 통해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

였다. 습식수채화가 주는 자연스런 학생들의 자기발현과

이를 통한 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건강한 인성교육 적 함

의를 가져올 것이다.

이 외의 구체적인 수업의 진행을 통한 인성교육적 함의

는 수업의 설계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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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습식수채화 수업 구성 시 예상되는 인성요소

습식수채화 수업 구성 시 예상되는 인성요소 예시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

심미적 측면

Ÿ 개성신장
Ÿ 자아인식
Ÿ 도전정신
Ÿ 자기조절
Ÿ 자존감

Ÿ 배려
Ÿ 관용
Ÿ 존중
Ÿ 공감
Ÿ 신뢰
Ÿ 소통

Ÿ 자기성찰
Ÿ 도전정신

Ÿ 협동
Ÿ 리더쉽
Ÿ 공익
Ÿ 공동체
문화적 소양

Ÿ 생태적감수성

Ÿ 미 인식
Ÿ 미적감수성
Ÿ 미적판단력
Ÿ 미술향유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길러질
수 있는 요소

협동화제작, 재료
공동 사용, 감상
등의 제작과정에
서 길러질 수 있
는 요소

재료의 탐색, 자
연환경과 관련된
주제 탐색등에서
길러질 수 있는
요소

색채체험, 표현-
체험-감상으로 이
어지는 수업을 통
한 미술의 독자적
인 부분으로서 길
러 질수 있는 요
소

활동 예시

Ÿ 작품을 자신
만의 의미를
담아 색채로
표현하기

Ÿ 예민한 물감
을 다루기

Ÿ 색채와 혼연
일체 되기

Ÿ 짝과 재료를
함께 사용하
기

Ÿ 감상활동을
통한 소통하
기

Ÿ 재료의 소중
함을 일깨우
기

Ÿ 숲을 주제로
자연에 대한
마음을 담아
협동화 제작

Ÿ 색의 인식

Ÿ 감상활동을
통한 미적 판
단 심화

차시별 개별적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문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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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연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문헌연구를 토대로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이 가지

고 있는 인성교육적 함의를 보았으며, 특히 습식수채화

수업이 가지고 있는 색채체험과 이를 통한 혼의 교육 및

자아체험적인 측면이 인성적 요인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

을 발견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를 토대로 발도르프 학교

의 습식수채화 수업이 인성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는 연구문제를 설정한 후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에 관

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선행연

구들이 공통적으로 문헌연구를 토대도 발도르프 교육에

관한 문헌적 고찰과 사실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었으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성을 찾는 연

구가 미비하다는 것과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

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습식수채화에 대한 문헌연구를 심

화하였고 또한 발도르프 교육과 미술교육, 습식수채화 미

술교육과 인성교육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관련 도서와 학

위논문, 학술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인성교육적 함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적 요소를 4 가지로 도출하여

이를 습식수채화 수업에서 발현될 수 있게 수업을 설계하

였고 또한 구체적 수업설계 흐름은 교육과정을 기반하였

다.

수업에 관한 결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지와 관찰



- 74 -

교사 인터뷰를 준비하였는데 설문지와 수업 시 쓰인 발문

에 관한 근거는 앞선 인성교육적 요소와 수업에 관한 만

족도에 대한 의견을 보기위해 각 차시별 구성하였다.

수업 설계 후 현장에 적용단계에서는 연구대상을 선

정하기 위해 전화 및 메일을 통해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전

달한 후 이에 동의한 대상 학교 및 한 학급을 정하였고 ,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K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다. 또한 직접학생과 교사를 만나고 수업을 하는 전

과정에 앞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소정의 연구윤리심의를 거쳐 2015년 4월에 실행연구 승인

을 받은 후에 실행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앞서 수업설계 단계에서 구

성한 습식수채화 수업에 대한 현장 적용성과 인성교육적

측면의 구체적 효과성을 보기 위하여 제작한 기술식 설문

지와 리커트 척도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또한 수업의

결과물을 학생작품도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 적용성에 관한 의견을 보기 위해 수업을 관찰

한 담임교사의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에 대한

근거는 4) 결론도출에서 제시하였고, 전체적인 연구절차

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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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연구절차

2. 연구대상

1)학습자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공교육 사전 학교 탐색과정을 통

해 수업을 허용한 학교와 학급으로 선정된 초등학교 5학

년 학생들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K초등학교의

5학년의 학습자 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업 전 담임교

사를 통해 반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특성이 활발하다는 것

과 개별 특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특징적인 부분에 대

한 설명은 사전인터뷰를 통해 인지하였다.

담임교사가 아닌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기질적

연구문제설정

습식수채화의 자아체험 및 혼의 체험은 인성교육에 효과적일 것이다

선행연구조사

이론적배경

1) 발도르프 교육과

미술교육
2) 습식수채화

3) 습식수채화 수업에서

기대되어지는 인성적 요인 도출

수업설계

연구대상설정

자료분석 및 연구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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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 시기 아동들

의 공통적인 발달 및 인지특성과 미술발달단계의 특성은

문헌연구를 통해 선행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발달상

의 특징을 인지하는 과정은 수업의 방향성을 잡고 학생들

을 이해함으로서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 보여졌다. 그래서 연구 대상인 5학년의 학습자의

특성을 인지발달과 미술표현 발달을 학자들이 분류한 발

달근거로 토대로 파악하여 수업설계에 적용하였다.

먼저, 이성도 외 (2013)는 저서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에서 초등학생의 특성을 만 6세부터 아동기라 분류하고

그 발달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는 가정보다 더 확대된 세계에서 아동 스스로 지

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해간다. 따라서 부모나 가족

보다 또래와 사회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또래시대’라고

도 한다.

아동기에는 두 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운동발달이 정교화

된다. 하나는 중추신경 및 대뇌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 이와 함께 지각이나 운동발달이 보다 세련되어 지고 정

교화 된다. 다른 하나는 반응에 소요되는 동작시간과 결정

시간이 모두 신속해진다. 이에 따라 이미 획득된 운동기술

이나 근육들의 협응이 보다 정교화되고 세련된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TV,컴퓨터 게임, 인터넷, 스마트

폰 등에 의한 자기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 고등학교

시절까지로 이어지는 중독현상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교사와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어느 때보다도 이 시기

에 학교환경의 주된 교사가 아동의 거의 모든 성장과 발달

에 영향을 미친다(이성도 외, 201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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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적 자아심리학을 발전시킨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릭슨(Erik Homburger Erikson)은

‘인간발달 8단계’에서 이 시기를 ‘근면성 대 열등감’, ‘정체

감 대 역할 혼돈’의 시기로 설명하였다.

‘근면성 대 열등감(6세~12세)’시기는 학교와 가정은 학

생이 도전적 과제에서 성공함으로써 근면성을 키울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며 반면 반복된 실패는 열등감을 갖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정체감 대 역할 혼돈’(12세~18세)시

기’에서는 청소년들은 명확한 한계 내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다양한 역할을 실험하며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가

고, 역할 혼돈은 가정에서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

거나 지나치게 통제 할 때 혹은 다양한 역할 속에서 개인

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설명한

다.

인지심리학자인 피아제(J. Piaget)의 인지 발달에 근거

하면 이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는

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조작기는(7~11세)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논리

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특징으로 하는 시기이며, 이는

아동의 사고능력 발달에서 또 다른 중요한 발달적 증거가

된다. 이 시기는 학생들이 자기중심성을 일부 극복하게

되며, 그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동화책 주인공분만 아니라 친구의 관점과 역할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형식적 조작기(11세~성인)에

속하는 학생들은 추상적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

러한 능력은 이전 단계의 아동이 할 수 없었던, 개인이

접하는 세상에 관한 보다 확장된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Eggen et al., 신종호역, 2011: 118, 77-78 재인용).

즉 초등학교 5학년 시기를 앞선 학자의 견해로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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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 시기의 학생들은 학교라는 사회에 포함되게 됨

으로서 아동들이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는 것과 중

추신경 과 대뇌의 발달로 지각과 운동발달이 발달되어가

고 이미 길러진 신체 인지 능력들은 정교화가 되어가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

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실패와 열등감을 맛보며 역

할의 혼돈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

이할 점은 초등학교 5학년인 12살의 나이가 발달과정상에

서 두 영역에 걸쳐있는 시기라는 것을 통해 신체발달과

정신발달의 불균형의 개인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시기에

있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눈여겨 볼 수 있는 점은 다양한 매체의 발달 특히

스마트 폰의 노출이 많이 되어 자기절제의 필요성이 절실

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수업 실시 전 학급 담임 선생

님과 면담에서도 학급 아이들 중 스마트폰의 중독현상을

보이는 학급 아동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에 따른

감각의 둔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수업에서도 적용

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2) 학습자의 미술발달 단계

미술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미술발달 단계를 이

해하는 것은 수업의 실제에서 학생들의 미술표현을 이해

하고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로

웬펠드(Viktor Lowenfeld)와 루켄스(Hermann T Lukens)

의 견해를 토대로 이 시기의 미술발달 단계를 고려하였

다.

먼저 미술표현의 발달단계를 보자면, 로웬펠드 (Vik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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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nfeld)12)는 어린이들의 미술표현 발단 단계를 난화

기, 전도식기, 도식기, 또래집단기, 의사실기, 결정기로 총

6개로 분류하였는데, 이 시기는 ‘또래 집단기’와 ‘의사실

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래집단기’ (9-12세)는 어린

이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자신이 같은 나이 또래집단의

일원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단계에 있는 어린

이의 묘사는 미술훈련을 받지 않은 성인의 묘사와 놀랄

만큼 흡사하며 자아와 주변의 자연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

고 사실적 표현의 경향이 나타나지만, 객관적 자연주의적

관점이 아닌 아직도 사실적 개념으로 대상을 상징화하여

묘사하는 특징을 가진다.

색채의 경우는 색채를 좀 더 주관적으로 사용하는데,

색채의 선택이 아직도 사실에 억매여 선택하는 경우가 있

으나, 색채의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다.

‘의사실기’(12-14)는 위기의 청소년기에 접근하는 단계로

서 비판적 인식의 증가로 인하여 자신의 표현이 유치하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생각하여 자발적 창작활동을 상실하는

위기를 맞게 되는 시기이다. 시각적 자극을 선호하여 자

신과 관련된 외부세계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강조하

는 시각형과 주관적 경험에 대한 해석에 보다 관심을 가

지는 촉각형의 두 경향으로 표현 유형이 나뉘어진다.

시각형의 경우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며, 대소, 형의 구

별, 명암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나타낸다. 삼차원적

공간개념에 의한 배경, 원근 입체의 표현이 나타난다. 촉

각형의 경우는 자신의 주관적 해석으로 감정적으로 사물

12) 로웬펠드 (Viktor Lowenfeld)는 어린이들의 미술표현 발단 단계를 난화기, 전

도식기, 도식기, 또래집단기, 의사실기, 결정기로 총 6개로 분류하였는데, 그는

피아제가 인지발달을 통해 어린이가 도식을 구체화 시켜가며 지식을 자연 발생

적으로 성장해가는 보편적 발달 단계가 있다는 관점과 동일하게 로웬펠드 또한

미술표현의 발달단계가 보편적 발달 단계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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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

시각형의 아동은 대상의 주변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색을

선택하며, 촉각형의 아동은 색에 대한 자신의 정서적인

반응에 크게 의존한다(이성도 외, 2013: 128-129 재인용).

또한 7, 8차시에 진행되는 감상수업을 위해 감상의 발

달단계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보여 졌는데, 루

켄스(Hermann T Lukens)의 관점을 통해 이 시기 감상의

발달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루켄스는 아동의 미술발달단계를 감상과 표현의 두 영

역 간의 관계를 통해 복합적으로 제시하여, 앞서 살펴본

로웬펠드의 분류가 표현에만 국한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교 5학년은 루켄스의 분류에 따르면 주기 Ⅲ(10

세~15세)에 해당 하는데, 이 시기는 학생들이 예술작품을

보는 능력(감상)보다도 생산(표현)적인 성과가 부족하다

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지하는 시기에 들어간다. 어린이

는 자신의 작품을 보고 자연을 잘못 모사한 것이라고 인

정하고 ‘나는 그리는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학생들은 예술작품이나 회화, 그리고 조각품의

관찰(감상)로 자신의 역량을 익히기 때문에 그들의 감상

력과 예술에 대한 이해는 계속 발전하여 나간다. 이것 또

한 예술 활동의 한 측면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그들의 기

쁨은 확실히 계속 커지고, 반면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제작하는데 있어서의 열등한 어떤 관계에도 빠져 있

지 않는다. 그 발전은 한 측면(감상력)에 국한된 것이고

한 측면(표현력)은 계속 지체된 채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

다. 단지, 사춘기에 창조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몇몇의 행

운아들에게 있어서는 예술발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루켄스는 두 개의 발달 즉 표현과 감상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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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서로 교차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

다. 이 둘은 서로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제지하기도

한다. 감상은 표현을 촉진시키고 표현은 감상적 감수능력

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그와는 반대로 이

것들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서로를 억제하기도 한다는 것

이다(박휘락, 2003; 최수경, 2009,30-32 재인용).

요약해보자면 이 시기의 학생들의 미술표현 능력은 표

현의 자기특성화가 나타나며, 자신들이 보는 능력보다도

표현해 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해서 예술작품

을 감상함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는 하지만 표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예술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시기

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진행과정에서는 문헌연구, 설문지, 인터뷰, 참여관

찰 기법을 통합하여 사용 하였으며 각 과정에서 사용한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선행

연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

다. 선행연구의 경우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

ss.kr), 디비피아 (www.dbpia.co.kr), ERIC 등을 통해 국

내와 국외의 발도르프 교육 과 습식수채화에 관련한 논문

을 찾아 활용하였으며, 관련도서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발

도르프교육협회(http://www.waldorf.or.kr)에 소개된 내용

을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였다.

수업설계시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서 제시한 미술과 교육과정 제2013-7호를 바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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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동일기관의 연구인 2012 예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인성교육비전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직접 수업을 설계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여 효과성

을 보려 하였다는 측면에서 현장연구(action research)와

수업을 적용하여 수업 현상에 대한 상태를 관찰과 관련

응답을 통해 기술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술연구(descriptive

reserch)의 방법 그리고 부분적으로 습식수채화와 인성교

육의 상관관계를 보려 했다는 점에서 상관연구(correlatio

n research)를 사용한 통합방법(mixed method)연구라 할

수 있다.13)

3. 수업설계

1) 수업설계의 접근 방법

이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습식수채화의 적용방안을 보려

했다는 측면에서 수업설계와 적용을 주안점으로 두었기

때문에 수업 설계 시 고려한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필자는 발도르프의 교육의 철학적 배경과 함께 이 곳 만

13) 하나의 연구에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통합연구법은 실증주의와 구성주의 간 패러다임 논쟁

을 넘어서서 양 진영의 주장이 공약가능하다는 실용주의의 철학적 토대를 갖고

있다. 통합연구의 설계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다각화

(triangulation) 설계에서는 양적·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두 가지 접근방

법의 분석결과를 비교한다. 둘째, 설명적(explanatory) 설계에서는 양적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다음에 양적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자료를 활용한다. 셋

째, 탐색적(exploratory) 설계에서는 어떤 현상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질적 자료

를 수집한 다음, 질적 자료에서 발견된 관계를 양적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통합연구법은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양적·질적 방법을 절충한 것이지만,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두 가지 접근방법의 통합을 시도한 통합모형연구가 수행될 수도

있다. 한국교육평가학회(2004).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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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자적인 미술교육의 의미와 방법을 앞선 문헌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발도르프의 철학을 이해하고 공교육 현장에 그대로 적

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졌지만, 현장에서

요구되는 예컨대 평가나 8년 담임제가 아니라는 것, 주어

진 교과목 시간 등 이와 같은 것들이 발도르프 학교의 현

실과는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유입으로서의 접근 보다는

현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체계 내에서 발도르프 학교의 미

술교육을 적절히 응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장적용의 관

점에서는 그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보여 졌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습식수채화 수업을

설계한 접근 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술교과의 ‘내용 체계’을 살펴보면 대영역의 경우

‘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체험’

영역은 중 영역 ‘지각’, ‘소통’으로 ‘표현’ 영역은 중 영역 주

제표현,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로 마지막으로 ‘감상’ 영

역은 ‘미술사’와 ‘미술 비평’의 각각의 중영역이 제시되고 있

으며, 각각의 소단원은 영역별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습식수채화’를 적용하는 수업은 매체적으로 접근 하

자면 단순히 ‘표현’에만 국한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다양

한 활동을 포함하여 ‘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이 유기적

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문헌연구를 통해 인지할 수 있었다.

수업을 적용하는 초등학교의 ‘학교 급별 성취 기준’과 ‘영역

별 성취기준’ 을 고려하여 ‘체험’과 연계했을 때는 적용하는

시기인 계절과 학교주변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발

문을 이용하여 습식수채화를 제작하기 전 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신을 주제로 습식수채화를 하면서 발산적 사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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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자신을 새롭게 나타내 보고 이를 표현으로 적용하는

것은 발도르프 학교에서 내밀한 색채체험을 위해 학년별 과

정에 맞추어 이야기를 부수적으로 착용하는 것에 기인하여

응용한 것이다. ‘표현’에서는 건식수채화와는 다른 습식수채

화를 통해 새로운 표현의 특징과 방법을 이해하며 ‘주제표

현’과 조형요소와 원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작품제작 시 예

시작과 질의를 통해 지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마지막 감상 수업을 통해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이 미술관 ‘큐레이터’나 ‘도슨

트’가 되어 보는 상황을 설정하여 감상에 대한 기초단계에서

학생들이 진지하게 자신들의 작품을 비평할 수 있도록 구성

하고, 수업 도입부분에 색채와 관련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

하여 자연스러운 감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습식수채

화 수업을 단순히 ‘표현’의 영역에서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수업을 적용하는 5학년의 경우는 대단원 표현의 중단원인

‘표현방법’에서 평면, 입체, 영상 등의 특징과 표현효과를 알

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탐색하는 것‘ 과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표현 과정 등을 탐색하여 표현하기‘ 라는

두 가지 소단원으로 제시되었는데 총 8차시의 수업에서 습

식수채화의 재료와 용구, 표현방법, 표현과정, 그리고 평면으

로서 수채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표현방법의 영역별 성취기

준으로 충족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나 5-6학년의 경우는 중학교로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

이기 때문에 중학교의 동일단원의 성취기준은 전 학년 (여기

서는 5-6학년)의 선행학습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동일 영

역 표현방법 내의 성취기준이 심화됨을 확인 할 수 있었는

데, 평면표현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또한 기본이 되는

수채화를 5학년이 다양한 관점에서 적용해 봄으로서 재료적

특성을 인지하는 경험은 차후 중학교에서 다루어지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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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기초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 졌다. 또한 앞선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았듯이 습식수채화활동에서는 인

성적 요소가 많이 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수

업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

다.

인성교육적 측면의 요소적 특성은 교육부(2012b)의 예술인

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에서 예술교육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개인적

측면, 집단적 체험, 사회적 측면을 준거와 이주연(2011)이 제

시한 심미성을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으로

는 학습 목표 및 학습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직접 교수

법, 반응 중심 학습법, 창의적 문제 해결법, 귀납적 사고법을

단독 혹은 통합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

였다. 각 차시별 구체적인 내용은 수업의 적용 부분에서 순

서대로 다루었다.

즉 각 차시의 내용들은 현 교육과정 미술교과의 내용체계,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등을 충족하면서 발도르프 교육의 습

식수채화의 근본적인 교육철학을 지키도록 적용하려 설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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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습식수채화의 수업설계 및 구성

4) 결론도출

습식수채화수업이 인성교육적 요소를 충족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자는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네 가지

의 인성교육요소를 해당 차시별로 분포시켜 수업을 진행

하고 이에 따라 각 차시별로 해당 발문을 제시하여 참여

습식수채화의 수업설계 및 구성

5학년의 특성
습식수채화

지도내용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기대되는

인성적

요소

Ÿ 발달과정상에서

신체발달과

정신발달의

불균형으로

(사춘기 시작)

Ÿ 스마트 폰의

발달로 자기절제

및 감각을 깨울

방안 필요

Ÿ 자기표현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는 시기

(반면 감상능력은

발달)

Ÿ 삼원색을 통한

습식수채화를

통한 색채체험

Ÿ 습식수채화에서

사용되는 발문의

활용

Ÿ 재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으로까지

확대하기

Ÿ 과학단원과의

연계성

Ÿ 추구하는

인간상

Ÿ 초등학교

교육목표

Ÿ 내용의

영역과

기준

Ÿ 교수학습

방법

Ÿ 개인적

측면

Ÿ 관계적

측면

Ÿ 사회적

측면

Ÿ 심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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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 하였

다. 미술수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받은 느낌은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주관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자신

들의 생각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써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에 제시된 표는 차시별 해당 발문의 의도를 제시하

였다.

[표12] 습식수채화에서 길러질 수 있는 인성 요소

[표13] 차시별 발문과 발문의 근거

차시 발문 발문의도

1 - 2

차시

재료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자연에서부터 온 재료의

탐색 과정을 통해 자연을

생각하며 생태적 감수성

및 공익 등을 생각하는 ‘사

회문화적 측면’의 인성요소

를 충족여부

젖어 있는 종이에 물감이 번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색채체험으로서 미적 감수

성 및 미적판단력을 체험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 심미적 측면

Ÿ 개성신장
Ÿ 자아인식
Ÿ 도전정신
Ÿ 자기조절
Ÿ 자존감

Ÿ 배려
Ÿ 관용
Ÿ 존중
Ÿ 공감
Ÿ 신뢰
Ÿ 소통

Ÿ 자기성찰
Ÿ 도전정신

Ÿ 협동
Ÿ 리더쉽
Ÿ 공익

Ÿ 공동체
문화적 소양

Ÿ 생태적감수
성

Ÿ 미 인식
Ÿ 미적감수성
Ÿ 미적판단력
Ÿ 미술향유

예) 작품을 제작
하는 과정에서 길
러질 수 있는 요
소

예 )협동화제작 ,
재료 공동 사용,
감상 등의 제작과
정에서 길러질 수
있는 요소

예)재료의 탐색,
자연환경과 관련
된 주제 탐색등에
서 길러질 수 있
는 요소

예) 색채체험, 표
현-체험-감상으
로 이어지는 수업
을 통한 미술의
독자적인 부분으
로서 길러 질수
있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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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했나요?

했는지의 여부 즉 ‘심미적

측면’을 충족했는지 보기

위함, 작품을 제작하며 자

아체험으로서의 습식수채

화의 가능성을 통한 ‘개인

적 측면’의 인성요소 충족

여부

기존 수채화와는 다른 습식수채화

를 통해 가장 즐거웠던 점은 무엇

이었나요?

현장 적용에 있어서 습식

수채화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습식수채화의

긍정적인 측면 살피기 위

한 발문

내 작품의 주제를 붙여 볼까요?

내 작품과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신의 작품을 제작-감상

과 연결하여 미적감수성을

확인 하였는지에 관한 ‘심

미적 측면’

3 - 4

차시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해 어떤 점을

알 수 있었나요?

작품의 전 제작 과정에서

자아와의 만남이 잘 이뤄

졌는지를 보기위한 ‘개인적

측면’과 발문을 통한 생각

열기에 대한 의견 분석

습식수채화의 특성 중 나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나요?

글과 습식수채화로 이어지

는 나를 탐색하는 시간을

통한 자아체험의 과정의

과정에 대한 의견분석

5 - 6

차시

동영상을 감상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숲과 생태계에 관한 동영

상의 내용을 보고 과학과

연계하여 진행된 수업을

통한 이론점검 및 이 과정

에서 자연을 생각하는 마

음 과 생태적 감수성을 함

유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

문화적측면’에서의 인성적

요소의 충족

조원과 숲을 제작하면서 가장 좋았 협동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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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차시의 학생의 응답과 작품은 공개를 원하

는 학생과 원하지 않은 학생을 수업이 끝난 후 두 개의

박스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 실린 학생의 작품과 응답지는 학생들이 공개

를 원한경우에 한하여 제시하였고 연구윤리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차시의 수업이 끝난 후에는 앞서 도출한 네 가지

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서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

는 등의 협동 전반에 관한

의견과 습식수채화의 협동

화로서의 가능성 탐색

한지에 습식수채화를 통해 숲을 표

현하면서 느꼈던 점을 자유롭게 서

술해주세요.

전통재료를 탐색하는 과정

에 있어서 한지의 제작과

정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적 소양’이 길

러졌는지 여부와 습식수채

화의 재료로서 한지의 적

용에 대한 가능성 탐색

7 - 8

차시

그동안 했던 나의 작품들을 설명해

봅시다.

자신의 느낌과 정서가 담

긴 습식수채화 작품을 화

가가되어 친구들에게 설명

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

측면’과 감상의 과정에서

‘심미적 측면’을 표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

친구의 작품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의 작품을 설명해 주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나요?

친구의 정서가 담긴 작품

을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

는 과정을 통해 ‘관계적 측

면’과 비판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심미적

측면’의 요소를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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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요소를 양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리커드 척도를 이용

하였는데, 여기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근거는 2012 예

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 과제(2012a)에 제시된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요소의 구체적인 하위요소들 수업내

용과 연결시켜 발문화 하여, 학습자들이 전 차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등의 해당 구획에 표

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앞선 차시별 제시된 주관식 설문에서 놓친 인성적

요소를 충족시켰는지의 여부를 세부적인 해당 질문을 만

들어 제시함으로서 학습자들이 선택하게 하여 습식수채화

의 인성교육적 요인을 세분화하여 보기위함이다.

[표14] 수업만족도 조사의 발문의 근거

해당 인성

측면
해당 발문

해당 인성
요인

개인적

측면

습식수채화 활동을 하면서 내 자신이
차분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나요?

자기 조절

“
습식수채화 활동 하면서 내가 나에 대
해서 새롭게 느낄 수 있었나요?(자아
인식)

자아인식

“ 습식수채화 활동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겼나요?

자존감

“

흰 도화지에 다양한 색채를 만들어 가

면서,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화면을 구

성해 나갔나요?

자주성

관계적

측면

나는 작품을 제작하며 친구를 존중해

주었나요?
존중

“
나는 작품을 제작하며 친구를 배려 할

수 있었나요?
배려,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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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차시를 지켜본 담임교사의 인터뷰를 진행 하였

는데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현 교육과정에 기반한 습

식수채화 수업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고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개선해야할 점등에 대한 현장교사의 의견을 통해 수

업의 현장적용성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수렵하기 위함

이었다. 대체적으로 열린 발문을 통해 교사가 자신의 생

각을 진솔하게 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으로는 ‘습식수채화수업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지금까지 수업을 관찰했던 것을 토대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접해보신 ‘습식수채화’를 새로운

수채화 매체로서 수업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

어보고 싶습니다’ , ’수업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교사의 입장

에서 본 습식수채화 수업의 매체적 특징, 수업내용구성등

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고, ’현장 적용에 있어서 우려되

는 것은 무엇입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발도르프 학

교의 현실과는 평가, 학교 환경, 학생들의 다양성이 많이

“

나는 작품을 제작하며 학급 내에서 다

양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나요?

소통

사회문화적

측면

재료의 여행을 통해서,

재료도 자연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았나

요?

공익

“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나는 자연과 지역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나요?

공동체

문화적 소양

“
‘함께 만드는 숲‘을 제작하며 조원들과

협동할 수 있었나요?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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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교육에서의 교사들이 습식수채화 수업을 했을 때

의 개선해야할 방안성에 대한 응답을 보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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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업의 실제 및 결과

1. 습식수채화 수업의 구성

바칸(1960)은 미술을 통한 창조성(Through art to creat

ivity. Through art to creativity)에서 미술지도의 실제와

이론은 내밀하게 상호 의존적이고 지도과정은 교사와 학

생간의 살아있는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실제 수업을 함에 있어 ‘살아있는 상호작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습식수채화의 수업의 실제에 있어서 이

론의 적용과 학생간의 관계가 능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수업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총괄

적인 수업의 흐름을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는데, 학습 목표 및 학습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 직접 교수법, 반응 중심 학습법, 창의적 문제 해결법,

귀납적 사고법을 단독 혹은 통합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위

해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은 교사용

지도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의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미술과 내용 교수 지식(PCK) 연구’를 바탕으로 구

성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총 8차시의 수업의 흐름

은 아래와 같다.

먼저 1-2차시의 수업에서는 처음 습식수채화를 접하는 학

생들에게 수채화를 다루는 방법과 이 재료가 오기까지를 상

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료를 자연과 결부시켜 자연을 사랑

하는 마음과 함께 재료 및 용구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무엇보다도 처음 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

사가 직접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는 ‘직접교수법’을 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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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을 하였으며, 건식 수채화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 귀납적 교수법 또한 사용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노

랑’, ‘파랑’, ‘빨강’ 의 삼원색을 가지고 학생들이 작품을 제작

하는데 삼원색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다. 이는 발도르프 학교

에서는 저학년 시기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의미있는 색

채체험의 첫 단계이자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기법인 점에서

기초단계로서 배치하였다.

다음으로, 3-4차시 수업에서는 첫 단계를 응용하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교수학습 방법’ 으

로는 ‘창의적 문제 해결법’의 교수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생들

이 나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산적 사고

법’인 SCAMPER기법14)을 활용해서 내 자신에 대해 되돌아

보고 발산시키는 시간과 함께 이를 수렴시켜 습식수채화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번 차시에서는 특히 학생들이

인성적 측면에서 ‘개인적 측면’의 발달에 강조를 두어서 구

성을 하였는데, 나의 특성을 글로 확장해보고 이를 수채화의

특성을 연결시켜보게 함으로서 5학년 사춘기가 하나 둘 시

작되는 학생들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

여 졌다.

5-6차시 수업에서는 이전까지 개인 작업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함께 만드는 숲’이란 주제로 협동작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특이점이다. 이 과정에서도 앞선 차

14) SCAMPER기법은 아이디어 발상법 중의 하나로 어떤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하기(Substitute), 결합하기(Combine), 조절하기(Ad

just), 변경ㆍ확대ㆍ축소하기(Modify, Magnify, Minify), 용도 바꾸기(P

ut to Other Uses), 제거하기(Eliminate), 역발상과 재정리하기(Revers

e, Rearrange)와 같은 일곱 가지 질문을 한 다음 그에 대한 해답을 찾

다 보면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이다Eberle, Bob (2008). Scam

per: Creative Games and Activities for Imagination Development. W

aco, TX: Prufrock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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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동일하게 ‘창의적 문제 해결법’으로 접근하여서 조별로

효과적으로 지구를 위한 자신들만의 숲을 창안해 낼 수 있

도록 하였다. 특히 이 차시에서는 인성에서 사회문화적 측면

과 관계적 측면을 더 아우르기 위해서 구성된 차시로서 학

생들과 함께 습식수채화를 이용해서 5-6명이 한 조가 되

어서 지구를 위한 숲을 제작한다. 김성숙(2001: 59)이 슈타이

너가 예술을 통한 감각교육 으로서 어린이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완전한 공감각(共感覺)을 가진 전인교육이라고 한 것처럼 습

식수채화 수업의 사회문화적 측면으로의 수업의 연결은 예

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전인교육적 효과로 연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7-8차시는 그동안의 작품을 함께 감상을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으로 ‘더 성장하는 우리의 이야기들’

이라는 주제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다. 감상수업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할 목적으로 ‘반응 중심 학습법’을 활

용하여 지금까지의 작품을 서로 이야기하고 감상하는 소통

의 시간으로서 학생들에게 교실 속 작은 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수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각 차시별 함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인성교육적 요소를 배치해 놓음으로서, 수

업 후 그 효과성을 살펴보는 데 활용하였다. 지도안에서는

각 영역별 두드러지게 다루어지는 인성을 표기해 놓았지만,

전체 수업 과정에서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심미성이

유기적으로 구성될 수 있게 하였다.

총 습식수채화의 수업 차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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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수업의 차시 구성

단원명
시간

배정
차시 주요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방법

기본색을 이용한

습식수채화

(삼원색의 이해)

1 1

▪ 재료의 이해를 통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기르기

§ 습식수채화의 이해
직접교수법

2 § 2

§ 삼원색을 통한 습식수

채화 실습

§ 색채체험에 대한 이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1 3

▪ 스캠퍼기법을 통해

나를 글로 표현해보기

§ 나를 습식수채화로 연결

해보기

창의적 문제

해결법

2 4
▪ 습식수채화 실습

▪ 활동지를 통한 감상

함께 만드는 숲

1 5

▪ ‘지구의 밥’ 동영상 감상

을 통해 우리가 지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해 생

각해 보기

▪숲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

법을 탐색해보기
창의적 문제

해결법

2 6

▪습식수채화의 특성을 활

용하여 협동하여 지구를 위

한 숲을 그리는 협동화를

제작

▪활동지를 통한 감상

더 성장하는 우리의

이야기들

(감상)

1 7

Ÿ 우리반 미술관의 도슨트

가 되어보기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 앞

에서 소개 할 수 있다.
반응중심학습법

▪친구들의 작품을 들어보

는 감상활동

Ÿ 4차시의 수업의 정리와

재개념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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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원색을 이용하는 습식수채화15)

각 차시에 맞는 수업을 적용하는 데 있어, 먼저 1-2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습식수채화를 처음 접하는 차시이기

때문에 기본색인 삼원색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재료의 특

성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구성하였다.

앞서 살펴본 습식수채화의 교육과정에서 삼원색을 이용

한 방법은 주로 저학년에서 이뤄지게 되는데, 학생들이 5

학년이지만 선행 과정과 수채화에 대한 경험을 고려해 첫

차시에서는 삼원색을 통해 재료의 성질과 추상으로 색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 슈타이너의 말을 빌리

자면 혼(魂)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 수업의

교수법은 큰 틀을 ‘직접 교수법’으로 잡아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습식수채화를 방법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직접교수법은 교사가 시범이나 설명을

통해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사중심전략으로, 학생

들에게 사실이나 규칙, 행동계열을 가르치거나 지식을 기

반으로 한 기능 숙달에 유효하고 적합한 교수모형이다.

김성숙(2002)은 초등미술교육에서 직접교수법의 이해와

적용에서 미술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직접교수법의 절차를

‘문제인식-설명 및 시범-질의응답-구조화된 연습의 과정

과 독립적인 연습-정리 및 발전’의 5단계의 절차를 제시

하였다.

또한 직접교수법은 “미술교과에서 교사 중심의 적극적

인 수업경영과 학생들의 반복훈련 및 피드백이 중시 되는

교수전략이며 의사소통 능력 중심 교수법의 특성과도 일

15) 1-2차시 수업지도안 1, 부록 14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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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김성숙, 2002: 76-80). 필자는

이 절차와 교과 교수지도서를 참고하여 1)문제인식-2)설

명 및 시범-3)질의응답-4)연습 활동-5)작품제작-6)정리

및 발전 총 6단계의 절차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처음 접하

는 습식수채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문제인식단계‘와 ’설명 및 시범‘ 단계에서는 발도르프

학교에서 진행되는 습식수채화수업에서도 수업에 쓰이는

도구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에 착

안하였다. 수업의 학생들이 자기들이 사용할 채색도구와

수채화에 쓰일 다양한 물감이 여기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유추하는 과정과 모두 자연에서부터 온 것임을 깨달게 하

는 부분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인성적으로 사회문화적 요

소 중 ’공익‘과 ’공동체 문화적 소양‘의 인성요인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수채화물감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함께 동양화에서 자연의 물감을 얻는 과정을 비교하여 보

여줌으로서 물감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처음 사용해

보는 머메이드지의 느낌과 제작과정 마지막으로 다양한

동물의 털로 구성된 붓을 느껴보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질의응답단계’에서는 수채화와 색을 통해 자신을 자연스

럽게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기위해서 바실리 칸딘

스키와 루돌프 슈타이너 등의 작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느낌들을 색채를 통해 어떻게 구현해 나갈 수 있을 지를

보여준다. 또한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

는 마크 로스코(Mark Rothko) 의 작품을 제시해 주면서

색채를 통한 감정의 표현에 대한 접근을 해보게 되는 데,

주요 조형요소가 색으로 된 회화를 보고 다양한 제목을

추측해 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색과 더 친근해 지고 색

으로 다양한 감정을 말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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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전시가 열리고 있는 마크 로스코

의 작품을 도입한 것은 현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의

계획의 부분(교육과학 기술부, 2013: 21) 의 “‘지역사회의

미술자료와 문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문제인식, 설명 및 시범, 질의응답까지 계속적인

질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방형질문과 함께

질문을 넣어 직접교수법에서 수동적으로 수업의 흐름이

가지 않도록 하였다. 작품의 제작 과정에 있어서도 습식

수채화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는 발문을 중간 중간 해 나

가며 학생들이 매체의 성질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정리 및 발전’의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작품과 제

작도구들을 잘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는 활동지를 하

면서 자신의 첫 번째 습식수채화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넣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마무리 과정에서 자칫 부산해 지기 쉬울 수 있는 시

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의 구체적인 방향은 수업지도안에 보다 상세히 다

루었다.

2) 나를 주제로 하는 습식수채화16)

두 번째 수업인 3-4차시에서는 교수방법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법’을 이용해 학생들이 1-2차시에 배운 재료의

특성을 바탕으로 나를 주제로 작품을 제작한다.

‘창의적 문제 해결법’은 Treffinger 등에 의해 제안된

16) 3-4차시 수업지도안 2, 부록 1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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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문제에 대한 이해, 아이디어 산출, 행동을

위한 계획 짜기의 세 성분을 주축로 이루어 진지며, 홍혜

경과 김준교(2011)는 미술교과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미술과의 모든 내용 영역은 창의성과 관련되어 있으

며 미술 수업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능력, 아이

디어 창출능력, 표현 능력, 작품 분석 및 새로운 해석

이나 판단을 내리는 능력 등으로 나타난다(홍혜경, 김

준교, 2011: 311).

‘창의적 문제 해결법’의 커다란 흐름은 1)아이디어 탐색

-2)아이디어 정교화-3)아이디어 적용-4)종합 재검토-5)정

리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색체 체험을 바탕으로 나를 새

롭게 바라봐 주제를 찾아가는 이 단계의 적절한 수업 모

형이라 여겨졌다. 또한 사춘기가 시작되어 자아정체성이

혼란되는 이시기의 학생들에게 나를 되돌아보며 표현하는

시간은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졌다.

‘아이디어 탐색’의 단계에서는 지난 시간 까지 배운 습

식수채화의 특성으로 ‘나’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생각해 보

게 하고 요즘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포함하는 관계는 무엇인지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나’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색’ 과정에서는 부분적으

로 ‘스캠퍼 기법(SCAMPER)’ 을 활용하였다. 스캠퍼 기

법은 어떤 사물이나 프로세스 등을 새로운 것으로 변형하

기 위한 ‘7가지 아이디어 발굴 키워드’를 활용하는 발상도

구로서 1939년 알렉스 오스본(Alex Osborn)이 그의 저서

에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발표하는데 이어서 1950년 75

개의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내놓았는데 이것을 1971년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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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벌(Eberle Bob)이 보완 발전시킨 것이 ‘스캠퍼기법’으로

서 창의적 사고를 통해 기존에 틀을 벗어나 새로운 아이

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형용사나 동물이나 식물과도 나를 표현할 수 있게

유도하여 적용단계에서 습식수채화를 이용해 자기의 특성

이나 자기의 생각을 무리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디어 적용’ 단계에서는 색의 번짐, 혼합, 종이와의

관계 등 습식 수채화의 성질을 나의 특성과 연계하여 표

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발문과 함께 지난차시 내용을 상

기시켜 적용하도록 하였다.

3) 협동으로 제작하는 습식수채화17)

세 번째 수업인 5-6차시의 수업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협동학습으로 진행되는데 특히나 조별 협동 작업으로 진

행이 되는 만큼 관계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인

성적 요소를 많이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여졌다.

‘함께 만드는 숲’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차시는

또한 5학년 과학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에서 배우는

요소와 연계가 된다는 점에서 융합교육적 측면도 포함하

고 있다. 수업의 교수방법은 ‘창의적 문제 해결법’으로 3-

4차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슈타이너의 색채

론 중 상의 색 인 ‘초록색’의 경우 사물과 색채의 관계에

서 식물과 초록만큼 그 본질 적인 관계양상을 잘 드러내

주는 관계는 없다고 설명하였듯이, 학생들이 식물과 지구

의 관계를 통해 자연을 생각하게 하는 도입부분의 동영상

을 통해 다양한 식물을 색을 감상하고 그동안의 표현수업

17) 5-6차시 수업지도안 3, 부록1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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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시도해 보았던 다양한 초록색을 시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5-6차시 수업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기존 머메이드지에

하던 작업을 한지를 이용해 한다는 점이다. 많은 물을 머

금고 번지는 특성을 이용하는 습식수채화 용지에서 두꺼

운 머메이드지를 사용했던 것은 머메이드지가 많은 물을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한지의 질긴 성질과 물을 장

시간 동안 머물게 하는 특성과 다양한 물감의 층을 버틸

수 있다는 점은 학생들의 더 많은 재료적 경험을 줄 것으

로 예상되었다. 또한 재료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피는

도입부에서 모든 것을 자연에서부터 만들고 또한 한국의

전통적 미감을 내포한 한지가 만들어 지는 과정을 소개함

으로서 학생들에게 재료에 대한 통한 사회문화적 측면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친환경적인 재료인 한

지와 ‘함께 만드는 숲’의 과제의 주제와도 잘 어우러질 것

으로 보여 졌다.

‘문제인식단계’에서는 동영상 감상(지구의 밥)을 통해

식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오늘 차시에 대한 궁금증을 유

발한다. ‘지구의 밥’은 EBS(2012)에서 제작된 영상으로 물

과 이산화탄소 햇빛의 3가지 자연적 요소로 광합성을 하

여 산소와 포도당을 지구에 제공함으로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숨 쉬고 있다는 것과 함께 최근 숲의 파괴로 인

해 식량난과 옥수수 값 폭등 등의 요사이 사람들의 무분

별한 산림개발에 적신호를 보내고 숲과 자연의 고마움과

경이로움을 생각할 수 있는 교육적인 메시지를 닮고 있

다.

‘아이디어 탐색’의 단계에서는 조별 퀴즈를 풀어보면서

동영상의 내용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아이디어 정

교화’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조별 전략회의’를 통해 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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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숲을 제작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글과

그림으로 정교화 해보는 과정으로 앞 선 차시의 습식수채

화의 특성을 살려 숲의 표현으로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

지를 전략화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적용단계’

에서 학생들이 습식수채화의 특성을 살려 조별 숲 제작과

정에 들어가게 된다.

4) 습식수채화의 감상18)

수업의 마무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감상의 과정인 7

-8차시의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작

품과 친구들의 작품 및 토론하는 수업으로 ‘더 성장하는

우리의 이야기들’이라는 주제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다.

감상수업에 걸맞은 교수학습 방법인 ‘반응 중심 학습법’으

로 지금까지의 작품을 서로 직감적으로 감상해 보는 시간을

통해서 반응을 형성하고, 개별 작업을 짧게 발표하고 조별작

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듣는 학생들은 질문과 학습지를 통

해 개인적인 반응을 형성하도록 ‘반응을 명료화’한다. 또한

학생들은 작품을 감상하며 주체적으로 각자 자신들이 고른

작품 2개 (개별작업, 공동작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자

신의 느낌을 정리 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제목을 새롭게 정

리해보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반응 심화 과정을 거치게 되도

록 구성하였다.

능동적으로 감상에 참여하기 위해 ‘반응을 명료화’ 단계

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설명해보

며 예술을 통한 생각의 공유의 시간을 갖고, ‘반응 심화

과정’에서는 관람자가 되어 친구들의 작품의 새로운 이름

18) 7-8차시 수업지도안 4, 부록 15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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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어보는 적극적인 감상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 과정

은 루켄스가 이 시기 아동들이 예술작품을 보는 능력(감

상)이 표현하는 능력보다 높은 시기여서, 학생들이 자신

에 예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자신감 저하로 예술적 선호

가 줄어든다고 했던 것을 착안하여 본다면 친구들의 작품

을 감상함으로서 높아지는 감상 능력의 성장을 통해 표현

능력의 상대적 저하로 오는 미술 자신감을 성장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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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전체적인 수업의 구성표

교수학습 
목표

습식수채화를 통한 심미성과 인성교육의 함양

2009 
교육과정
내용체계 

 습식수채화 
수업구성

습식수채화와
인성교육 
요소의 
관계

습식수채화를 
통한 

인성교육적 
측면

체
험

⥮

표
현

⥮

감
상

1. 삼원색을 통한

습식수채화

(혼의 성장을 위한

색체체험)

  각 차시별 
유기적 조화

개인적 측면

개성신장
자아인식
도전정신
자기조절

2.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5학년 시기특성을

고려한 ‘나’를

활용한 발문)

관계적 측면

배려
관용
존중
공감
신뢰
소통
자기성찰
도전정신

3. 함께 만드는 숲

(과학과목과 연계,

협동화 제작)

사회문화적 측면

공동체 문화적
소양

생태적감수성
협동
리더쉽
공인

4. 함께 만드는

이야기들

(적극적인 감상)

심미성

미 인식
미적감수성
미적판단력
미술향유

수업설계의 
근거

2009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내용 + 발도르프 교육의

습식수채화 + 인성교육의 4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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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성과 및 결과 분석

이번 장은 수업 진행 후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와

인성교육적 요소가 포함 된 기술식설문지에 대한 답변과

차시별 작품을 통해 수업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수업에 참

여한 학생들의 반응을 정리해 보겠다.

제시된 작품과 발문에 대한 답변들은 정해진 수업시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만 바탕으로 하였으며, 수업이 끝난

후 수업내용에 관한 활동지와 학생들의 작품은 연구 윤리

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공개를 원하여 제출을 한 경우에만

이 논문에 게시하였으며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범위 내에

서 제시하였다.

1) 1-2차시 결과물

우선 1-2차시에서는 삼원색을 통한 습식수채화의 첫 수

업으로서 계절적 특성과 색채의 느낌을 생각해 보는 시간

을 가지게 한 후, 학생들에게 재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습식수채화의 매체적 특성을 인지시킨 후 수업을 진행 하

였고 이에 관련한 발문을 제시하였다.

인성적 측면에서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기조절, 자존

감, 자아인식, 자주성과 관계적 측면에서는 배려, 존중, 소

통 그리고 공감 사회적 측면에서는 문화적 소양, 협동 적

인 측면을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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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차시 작품

[그림6] 1-2차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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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차시 학습 체험 후기

질문) 재료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Ÿ 재료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해보지 못했는데 막상

알고 나니 신기했고 나도 재료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Ÿ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는지 몰랐는데 신기했다.

Ÿ 재료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해보니 참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았다.

Ÿ 아라비아 나무에서 물감에 섞을 용액을 얻고 공장에서

많은 공정을 거치는 것과 공장이 있기 전에는 모든 자

연에서 색을 얻는 과정을 보고 우리에게 자연이 꼭 필

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Ÿ 물감 하나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Ÿ 신기하였고 재료가 처음에 자연에서 온 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질문) 젖어 있는 종이에 물감이 번지는 과정을 지켜보

면서 들었던 느낌은 어떠했나요?

Ÿ 물감이 종이에 닿자마자 번지니깐 부드럽게 이어나가

는걸 보며 신기했다.

Ÿ 색이 섞이면서 다른 색이 만들어졌다.

Ÿ 물감이 번질 때는 연기가 퍼지는 것 같았다.

Ÿ 젖어 있는 종이에 물감이 번지니까 왠지 마음이 탁 트

이고 색이 잘 어울러 지면서 뭔가 색의 변화가 생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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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그림이 생겨서 신기했다.

Ÿ 마음이 번지는 느낌

Ÿ 어떻게 번질지 기대되었고 번진 후에 계속 모양이 바

뀌어서 재미있었다.

Ÿ 그리고 색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고 신기하였

다.

Ÿ 물 묻힌 종이에 물감을 묻히니 꽃 모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색이 번져 다른 하나의 색이 나오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색이 번질 때 물감이 퍼지면서 그림이 나오

는 게 아름다웠다.

질문) 기존 수채화와는 다른 습식수채화를 통해 가장

즐거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Ÿ 기존 수채화는 부드럽게 번지는 과정을 볼 수 없었는

데, 습식 수채화는 번지는 과정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

Ÿ 물감이 퍼지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시원시원 한 것

같고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Ÿ 기존 수채화와 다른 습식수채화를 통해 색이 번지는

걸 보니까 마음이 탁 트여서 재미있었고 힘들었을 때는

물이 안 묻었을 때는 잘 번지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

데 색이 다른 색과 섞여 힘들었다.

Ÿ 그림을 그릴 때 즐거웠다.

Ÿ 색이 변화하는 것 모양이 변화하는 것 번지는 것을 보

는 것이 즐거웠다.

Ÿ 기존 수채화는 그냥 색칠하고 그러는 것이지만, 습식

수채화는 변지면서 여러 가지가 생겨 더 아름다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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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Ÿ 수채화는 그냥 그리는데 습식 수채화는 느낌, 색이 생

각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Ÿ 젖었을 때 잘 번지고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게 신기했

다. 그리고 색들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섞이는 게 재미

있었다.

질문) 내 작품의 주제를 붙여 볼까요? 내 작품과 어울

리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Ÿ “색깔들의 만남” 색깔들이 섞이면서 예쁜 색깔을 만들

어 나갔다.

Ÿ “퍼져 버린 것들”

Ÿ “물 줄기” 파란색 물감이 흘러가는 게 꼭 물줄기와 비

슷하였다.

Ÿ “번호 1 번“ 내가 첫 번째로 그림 습식 수채화 여서

Ÿ “오로라” 색이 변화해서 번진 것이 꼭 오로라 같았다.

Ÿ “색들의 조합” 여러 가지 색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

합을 이루기 때문이다.

Ÿ “파괴” 다른 연한 색들이 진한 색 때문에 파괴되어서

Ÿ 색깔들의 화려한 춤 색깔끼리 짝을 지어 춤을 전문적

으로 추고 있다.

2) 3-4차시 결과물

3-4차시에서는 SCAMPER기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주제로 습식수채화로 자신을 표현해봄으로서 인성적 요인

에서 특히나 개인적인 측면에서중점을 두고 수업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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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 3-4차시 작품

[그림7] 3-4차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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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4차시 학습 체험 후기

질문)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해 어떤 점을 알 수 있었나

요?

Ÿ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

Ÿ 내가 꿀처럼 찐득찐득하고 나무처럼 생각이 많은지 몰

랐는데 알게 되었다.

Ÿ 내 마음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Ÿ 화산처럼 화가 많은 나의 요즘

Ÿ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Ÿ 내가 선인장가시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는 걸

알았고 다음부터는 선인장가시처럼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Ÿ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과 물감처럼 나에게 여러 가

지 색깔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Ÿ 나의 감정과 내가 되고 싶었던 동물에 대해 알게 되었

다.

Ÿ 내가 해처럼 더욱더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Ÿ 내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Ÿ 돌처럼 단단한 생각을 가지고 물처럼 맑은 성격으로

살고 싶다는 것

질문) 습식수채화의 특성 중 나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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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이었나요?

Ÿ 나무같이 떳떳하고 남처럼 리더쉽이 많다는 것

Ÿ 다양한 색깔이 번지면서 색깔이 섞이는 게 활발한 나

와 닮았다.

Ÿ 다양한 색이 퍼지는 것이 내 마음이 퍼지는 것 과 같

았다.

Ÿ 조금 퍼졌을 때는 소심한 내 성격과 비슷했다.

Ÿ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할수록 그 생각이 채워가는

듯 했다.

Ÿ 색이 많이 그릴수록 더 번져가는 게 나와 닮은 것 같

다.

Ÿ 내 마음 대로 안 되는 것이 나의 마음과 비슷했다.

Ÿ 나를 수채화로 표현해보니 나의 대해 생각을 많이 해

보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Ÿ 색깔이 번지면서 다른 색깔과 어울려져 가는 게 다른

친구들과 많이 사귀는 나와 비슷했고 다른 점은 물을

많이 넣으면 색이 이생하게 겹쳐 바뀌는데 나는 친구와

사귀면서 화날 일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Ÿ 어떤 색이 잇는데 다른 색이 나타나서 서로 섞이는 것

이 여러 가지 중 무엇을 잘 고르지 못해 미궁으로 빠지

는 나와 비슷했다.

Ÿ 해는 엄청 크지만 나는 해에 비해 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 5-6차시 결과물

5-6차시에서는 과학교과에서 배운 식물의 광합성의 과

정과 연계되어 진행된 수업으로 학생들이 숲을 함께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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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작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구에 숲을 제

작하는 ‘함께 만드는 숲’ 이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

다. 특히 이번차시에서 학생들은 색채의 본질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 주는 녹색을 숲을 통해 진지하게 구현해 보고

앞선 차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색이 섞어지는 과정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여기서는 또한 한지를 사용함

으로서 기존 머메이드지를 사용한 것과 차별화를 두었는

데 질문을 통해 한지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물어봄으

로서 새로운 재료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려고 하였다.

이번차시는 협동화로서 진행이 되고 또한 환경과 연계

되어 지구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조별로 가지게 해 봄으

로서 특히나 관계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인성교육적

효과가 기대되어 졌다.

(1) 5-6차시 작품

[그림8] 5-6차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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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6차시 학습 체험 후기

질문) 동영상을 감상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이

었나요?

Ÿ 나라에서 자연을 막무가내로 잘라서 놀랐고, 식물이

빛, 물,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Ÿ 숲이 생명과 같이 어울러 지는 게 보기 좋았고 그 숲

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쉬운 것 같았다.

Ÿ 식물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 물, 햇빛 3가

지를 알게 되었고 숲으로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 숲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Ÿ 숲의 중요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지구가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빨리 지구에 숲이 많아져 배부른 지구가 되

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Ÿ 식물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지 알게 되었고 식

물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들었다.

질문) 조원과 숲을 제작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

이었습니까?

Ÿ 자연을 그리며 기분이 상승했고 하지만 내가 좀 망친

듯한 느낌이 들어 미안했다.

Ÿ 한지를 써서 그런지 부드럽고 옅게 번지는 게 숲을 표

현할 때 좋았고 협동을 해서 뿌듯했다.

Ÿ 혼자 했을 때보다 더 재미있고 같이 색을 섞여져서 즐

거웠다.

Ÿ 같이 웃고 떠들고 하면서 같이 협동 하는 게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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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아름다운 숲으로 표현하기가 힘들기는 했지만 재미있

었다.

Ÿ 숲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생각해서 즐거웠다.

Ÿ 협동을 하면서 다양하게 번지는 것이 좋았다.

Ÿ 물감의 조화처럼 협동심을 느낄 수 있었다.

Ÿ 같이 할 때 처음에는 못할 것 같이 두려웠는데, 나중

에 하고 나서 잘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함께 해서 시간

을 절약해서 좋았다.

질문) 한지에 습식수채화를 통해 숲을 표현하면서 느꼈

던 점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Ÿ 한지에 그리며 찢어질 줄 알았는데 잘되어서 좋았고

퍼지는 느낌 때문에 신비함을 느꼈다.

Ÿ 한지를 사용해 머메이드지에 한 것 보다 빠르게 되는

것을 느꼈다.

Ÿ 습식수채화를 해서 숲이 더 신비로운 분위기가 났고

숲에 대한 생각, 분위기를 생각해서 좋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되었다.

Ÿ 한지를 써서 머메이드지와 다르게 옅게 번지는 게 보

기 좋고 깔끔하게 번졌다.

Ÿ 한지위에 습식수채화를 해서 물감이 생각보다 빨리 말

라 조금 어려운 느낌도 들었지만 색이 서로 섞여가는

게 정말 멋있었다. 종이보다 얇은 한지였지만 잘 퍼졌

다.

Ÿ 한지를 사용할 때 덜 찢어졌다.

Ÿ 한지 위에 색이 여러 겹 겹쳐져서 더욱 아름답게 느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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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숲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한지위에 두 가지

색이 잘 섞이는 성질이 신기했다.

Ÿ 한지를 쓰니까 더 잘 번져서 더 편했다.

Ÿ 숲처럼 고요해진 것 같았다.

Ÿ 물, 색깔들이 섞으면 이상하게 될 것 같았는데 해 보

니까 더 예쁜 작품이 나왔다.

Ÿ 한지의 부드러운 느낌과 그 위에 퍼지는 느낌이 좋았

다.

Ÿ 한지로 하니 조금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Ÿ 한지에 하니 번지는 것이 머메이드지와 달랐다.

Ÿ 한지는 부드러워서 좋았지만 찢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색이 번져서 다른 색과 조화를 이루어 좋았다.

Ÿ 한지가 좀 더 얇아서 번지는 느낌이 투명해 좋았고 나

중에 하고나서 보니까 돌도 있고 강도 있고 들판도 있

고 산도 있고 진짜 숲이 만들어 졌다.

Ÿ 한지를 사용해서 머메이드지보다 더 부드럽고 그림이

잘 그려져서 좋았다.

Ÿ 그냥 수채화는 많이 섞어야 해서 힘들었는데 습식수채

화는 그냥 섞여져서 편리했다.

4) 7-8차시 수업결과

7-8차시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 한 작품에 대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서로 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와 함께 교

실 속 작은 미술관을 경험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앞 선 차시에서 제작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

을 글로 정리해 보고 자신의 작품의 의미를 정리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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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가지면서 학습자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감상을 바탕으로 색채체험을 다

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소개고며 다른 친구들의

작품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질문하는 등의 감상활동의 기

본자세를 배움으로서 미술작품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개인적, 관계적 측면에서의 인성적 요소가 기대

되었다.

(1) 7-8차시 학습 체험 후기

질문) 그동안 했던 나의 작품들을 설명해 봅시다.

Ÿ 나의감정을 표현 한 것이다. 가운데는 착한 마음과 악

한 마음의 선 딱 중간이다. 빨강색은 화를 나타낸 것이

고 노랑은 기쁨 파랑은 지루함 검정은 부정적 하양은

긍정적인 것이고 그 외의 색은 나의 감정이 풍부함을

표현하였다.

Ÿ 나의 선인장처럼 뾰족한 성격을 표현했습니다.

Ÿ 나는 내성적인 모습을 새처럼 자유롭게 습식수채화로

표현하고 싶었다.

Ÿ 저는 고양이들이 자유롭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 좋을

것 같아 고양이의 습성을 표현하였습니다.

Ÿ 나는 시원시원한 성격과 태양처럼 뜨거운 성격을 습식

수채화를 통해 나타내었습니다.

Ÿ 저는 라디오를 이용해서 제가 말을 말하는 것을 나타

냈고 음악을 많이 듣고 듣는 것 좋아해 음표로 표현했

습니다. 또한 제가 색색의 성격과 매력이 있어 다양한



- 119 -

색이 번지는 기분을 표현 하였습니다.

Ÿ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해를 잘 표현

할 수 있는 습식수채화의 번짐과 색의 아름다음을 통해

표현 했고 그 해를 받고 있는 나무는 저입니다. 가운데

벽은 제 앞에 놓인 어려움 같은 것을 표현했습니다.

Ÿ 저는 색의 조합을 표현해 저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

다.

Ÿ 저는 큰 돌처럼 키가 크고 싶고 마음이 커지고 싶어서

습식수채화로 돌을 표현하였습니다.

Ÿ 저는 저를 폭죽놀이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웃음도 팡

화도 팡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떨어뜨려서

번지게 하거나 선으로 번짐을 표현 하였습니다.

Ÿ 바다의 심해 같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Ÿ 그냥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표현 하였다. 요즘 스트

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 중간에 한 괴물을 그렸다.

Ÿ 나무로 끈기 있는 나의 모습과 전구의 빛으로 나의 생

각을 바람의 느낌으로 나의 리더쉽을 표현하였고 해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센 느낌을 표현하였다.

Ÿ 나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표현 하였습니다.

Ÿ 나의 마음이 한번 다정하면 그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

기 때문에 찐득한 꿀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Ÿ 저의 다양한 생각을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Ÿ 나의 마음을 개나리로 표현했다. 나의 마음이 개나리

처럼 활짝 피었기 때문이다.

Ÿ 나는 나무늘보처럼 느리다. 잠이 많아서 모든 것이 느

린 나무늘보의 모습은 나 같기 때문에 느린 느낌을 표

현했다.

질문) 친구의 작품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의 작품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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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 주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나요?

Ÿ 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처음 말

해보아서 좋았다.

Ÿ 말하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Ÿ 친구의 작품을 보며 자세하게 그 뜻을 알게 되어서 좋

았다.

Ÿ 친구의 작품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궁금증이 풀려

기분이 좋았다.

Ÿ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Ÿ 나의 작품을 설명해주고 다른 친구의 작품을 들어보니

무언가 새롭고 한 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Ÿ 친구들에 나의 작품을 설명해서 재미있었다. 친구의

작품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과 느낌

을 알 수 있었다.

Ÿ 나의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말하니 뭔가 부담스러웠

다.

Ÿ 재미있었고, 내가 진짜 도슨트가 된 것 같아서 설랬다.

Ÿ 서로 생각이 다른 친구와 서로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

이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Ÿ 내가 직접 설명해주니 좋고 처음엔 친구들 그림을 몰

랐는데 이야기를 해주니깐 좋고 그림에 더 친근감을 느

낄 수 있었다.

Ÿ 친구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Ÿ 좀 긴장이 되었지만 내 마음을 말하니 조금 내 마음이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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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내가 평가를 하고 작품을 설명하니까 나의 좋지 않은

마음과 좋은 마음을 솔질하게 말하니깐 부담스러웠지만

재미있었다.

Ÿ 내가 도슨트가 되어 설명을 해주어 기분이 좋았고 특

별했다.

Ÿ 내가 진짜 도슨트가 된 것 같아서 좋았고 친구들의 작

품을 들을 때 딱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단순한 그림인

데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니 깊은 뜻이 있어서 감동을

받았다.

Ÿ 내가 나의 작품의 도슨트가 되어서 설명을 해주는 친

구들이 나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 친구들과 가

까워 진 느낌이었다.

Ÿ 친구가 자신들의 작품이 자신에 관한 것을 말해주니까

공감이 가고 작품을 더 이해할 수 있었다.

5) 담임교사의 인터뷰

다음으로는 수업의 모든 차시를 관찰한 담임교사의 인

터뷰를 통해 수업의 현장적용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

다. 인터뷰에 응해준 교사는 경력 4년차의 교사로 수업진

행시 뒷자리에서 모든 수업의 과정을 관찰하였다.

아래는 구두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다.

질문) 습식수채화수업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을 지금까지 수업을 관찰했던 것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겠

습니까? 우선 처음 접해보신 ‘습식수채화’를 새로운 수채화

매체로서 수업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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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기법적인 수채화가 아닌...(중략).....아이들이 추상적

인 표현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그 틀을 깨는데 시간이 걸렸

지만 이 수업을 꾸준히 하다보면 아이들이 창의적인 표현

으로 내용을 담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의

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수업이라는 수업이 들었습니다.

습식 수채화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어

떻게 풀어나가는지 물감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주목하

는 수업이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던 것 같아

서 아이들의 긍정적인 정서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 같았습

니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교

사 입장에서 특히나 좋았습니다.

질문) 수업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

습니까?

응답) 많은 교사들이 생략하는 부분인데 재료들이 어디에

서 오는지를 상상해보는 시간 직접 붓을 만져보게 하고 냄

새를 맡아보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

에 익숙해져선지 직접 만져보고 찾아보고 하는 것을 굉장

히 꺼려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참 유익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5학년 애들이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성장이 느린 경우는 또 너무 어려

서 이게 어디에 맞춰야 할지 많이 고민인데 수업의 초기

차시에서 자신의 표현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진지하게 자

신의 이야기를 작성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의 정

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협동화 차시에서는 과학에서 배운 식물의 광합성 과정

을 자연환경 교육과 숲으로 표현하는 미술 표현수업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살아있는 융합교육으로서 참 매

력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애들이 협동화 하면서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애들이 참.. 너무도 눈에 띄어서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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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서 협동화 수업을 한다는 것이 평가의 문제와 연결

되어 현장에서 조금은 꺼리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학

생들이 예민한 수채화를 함께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

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또는 그러지 못하는 학생이 발견

되어 참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중략) 자연스럽게 애들이 자신들을 펼쳐 가고, 또 준비과

정이나 제작과정 재료다루는 것 또한 협동하는 것들이 수

업 중 제시해주신 인성요소에 자연스럽게 결부되어서 좋았

습니다.

질문) 현장 적용에 있어서 우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3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의

종이에 물을 묻히는 것을 관리해 줘야하고, 물에 풀린 안

료를 조심히 다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혼자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고 보여 져 조금 겁나기도 합니다.

또한 미술실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

도 일반 교실에서는 이런 미술활동을 하기에 너무 좁아 무

리로 보여졌습니다.

습식수채화가 기법위주의 기존수채화에 비해 학생들의

사고를 이끌어 내어 색과 만나는 경험 즉 자신의 떠오르

는 감정을 색으로 붙잡아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 습식수채

화가 감정 및 자기조절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해주

었다. 또한 과학과의 연계수업에서 습식수채화가 무리없

이 연결된다는 점과 협동수업에서 재료의 사용, 주제의

선택등의 전 과정에서 인성요소적 측면이 결부될 수 있다

는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교사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학생들을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습식수채화의 특성으로 학생들의 정서파악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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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함과 함께 또한 수채화의 사실적인 것만을 요구하는 풍

경화 유주의 수업과 다르게 습식수채화가 색채 체험의 경

험으로서 현장 교사들에게 미술수업을 통해 생활지도의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한계

점으로는 좁은 학교 교실에서 실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는 의견과 함께 교사 한 명이 진행하기 에는 다소 부담스

러운 측면을 지적해 주었다.

6) 수업만족도

수업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총 10가지의 질문을 학생들

에게 리커드 척도응답을 할 수 있게 제시하였다.

총10가지의 질문은 습식수채화수업의 적용 시 수업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인성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서, 예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 (교육과

학기술부,2012)에서 제시한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각 요소를 포함한 발문을 한 문장씩으로 구성하여

만들었다. 각 요소와 그와 관련된 질문은 아래 표 ‘수업만

족도 조사‘와 그에 따른 학생들의 응답 (총28명 중 1명

결시로 27명의 응답)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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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수업 만족도 조사

질문 답변

개

인

적

습식수채화 활동을 하면서 내 자신이
차분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나요?
(자기 조절)

□매우그렇다 □그렇다 □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습식수채화 활동 하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새롭게 느낄 수 있었나요?
(자아인식)

□매우그렇다 □그렇다 □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습식수채화 활동 하면서 나를 사랑하
는 마음이 더 생겼나요?(자존감)

□매우그렇다 □그렇다 □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흰 도화지에 다양한 색채를 만들어

가면서,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화면

을 구성해 나갔나요?(자주성)

□매우그렇다 □그렇다 □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관

계

적

나는 작품을 제작하며 친구를 존중해

주었나요?(존중)

□매우그렇다 □그렇다 □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작품을 제작하며 친구를 배려

할 수 있었나요? (배려, 관용)

□매우그렇다 □그렇다 □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작품을 제작하며 학급 내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질 수 있었나요? (소통)

□매우그렇다 □그렇다 □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회

문화

적

재료의 여행을 통해서,

재료도 자연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았

나요? (공익)

□매우그렇다 □그렇다 □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나는 자연과 지

역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

을 해볼 수 있었나요?(공동체 문화적

소양)

□매우그렇다 □그렇다 □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함께 만드는 숲‘을 제작하며 조원들

과 협동할 수 있었나요?(협동)

□매우그렇다 □그렇다 □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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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3. 수업결과 분석

1) 교사의 의견을 통해 본 현장접근성

발도르프 학교의 습식수채화를 응용한 수업의 적용을

요소 매우
그렇다

그렇
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개
인
적
관
점

자기
조절

10명
37.04%

11명
40.74
%

6명
22.22%

0명
0%

0명
0%

27명
100%

자아
인식

13명
48.15%

10명
37.04
%

3명
11.11%

0명
0%

1명
3.70%

27명
100%

자존
감

12명
44.44%

6명
22.22
%

5명
18.52%

4명
14.81%

0명
0%

27명
100%

자주
성

15명
55.56%

8명
29.63
%

2명
7.41%

2명
7.41%

0명
0%

27명
100%

관
계
적
관
점

존중
6명
22.22%

19명
70.37
%

1명
3.70%

1명
3.70%

0명

0%

27명
100%

배려
,관
용

9명
33.33%

10명
37.04
%

8명
29.63%

0명
0%

0명
0%

27명
100%

소통
13명
48.15%

10명
37.04
%

2명
7.41%

2명
7.41%

0명
0%

27명
100%

사
회
문
화
적
관
점

공익

17명
62.96%

7명
25.93
%

3명
11.11%

0명

0%

0명

0%

27명
100%

공동체
문화적
소양

10명
37.04%

12명
44.44
%

3명
11.11%

0명
0%

2명
7.41%

27명
100%

협동
17명
62.96%

5명
18.52
%

3명
11.11%

1명
3.70%

1명
3.70%

27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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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수업의

진행을 관찰한 교사의 응답을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법적 수채화가 아닌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체험

과 결부된 색채체험으로서 현장적용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대다수 초등학교 선생님

들의 경우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지 기법

적으로만 수채화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학생

들도 사실적 표현의 한계를 느끼고 미술표현의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습식수채화 수업

은 색채의 본질을 체험하게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침잠

해 생각하게 하여 독특한 추상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과정중심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학생들의 관심이

바탕과 이해가 전제된다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

의 정서상태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적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다.

둘째, 습식수채화수업에서 다양하게 학생 자신의 정서

를 발산하는 과정은 교사가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

는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업을 적용한 5학년 학생의 담임선생님은 이 시기 학

생들이 사춘기가 시작되지 않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

생간의 차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파악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하였다. 습식수채화 수업에서 다양한 발문을 활

용하고 작품의 주제로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은 예술이 가지는 발산적인 특성에 의거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교사는 학생 자신의 이야기를 작성하고 표현하는 것

을 보고 아이들의 정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

다는 응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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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생들의 정서순화적 기능과 함께 선생님들이 학

생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긍정적인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

로 보여졌다.

셋째, 학생들의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수업이다.

관찰 교사는 재료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상상하는 도입

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는데, 재료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상상하고 재료를 눈을 감고 만져보고 종이의 질

감을 꼼꼼히 느껴보고 또 냄새를 맡아보는 등 감각을 자

극하게 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색의 번짐

에 침잠하고 정서를 펼쳐간다고 한 부분은 감각교육으로

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요즈음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져서 감각들이

무뎌지고, 침잠하여 생각하는 것을 꺼리는데 재료를 느끼

고 또한 습식수채화의 색채 체험으로 색채를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감각을 환기시킨 다

는 측면의 가능성이 보여졌다. 또한 이 부분은 슈타이너

가 제시한 감각론과 연계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기도 하였다.

넷째, 학생들의 협동을 살릴 수 있는 수업이다.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재료를 나누어 쓰고, 감상과정에

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협동화를 제작하는

과정 등 매 과정에서 협동심을 필요한 상황에서 자연스럽

게 예술 활동 속에서 협동심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았다.

다섯째, 현장 융합교육으로서 긍정적인 방향이다.

또 협동화 차시에서는 5학년 과학 단원 중 ‘식물의 광

합성 과정’을 융합하여 시도 하였는데, 이 단원에서 배운

교과 지식이 배경이 되어 예컨대 식물이 살아가는데 이산

화탄소와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습식수채화로 표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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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 매체의 특성과 색의 특성 햇빛의 뜨거움을 노랑과

빨강으로 표현 한다든지 혹은 식물의 무성함을 초록의 번

짐과 다양한 색의 만남을 이용해 표현하는 과정은 학생들

의 머릿속에 단순히 지식으로만 저장되었던 것을 조원들

과 함께 지구를 위한 숲을 제작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 시켰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적인 측

면과 함께 융합 교육적으로의 긍정적인 방향을 볼 수 있

었다.

2) 학생들의 응답을 통해 본 수업의 효과성

다음으로는 실제 참여한 학생들의 각 차시별 기술식 활

동지와 모든 수업이 끝난 후 이루어졌던 수업만족도를 통

한 결과를 통해 본 습식수채화의 인성교육적 측면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필자는 기술식 활동지에서는 심미성에 대한 질문을 위

주로 수업만족도 조사에서는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인성을 포함한 질문을 배치하였다.

먼저 재료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도입부에 제시한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물감 하나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

을 알았다’, ‘신기하였고 재료가 처음에 자연에서 온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와 같이 그냥 재료를 사용하기 만했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재료의 과정을 이해하고 수업

시에서도 재료를 소중히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습식수채화를 제작하여 젖어 있는 종이에 물감이 번지

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물감이 종이에 닿자마자 번지

니깐 부드럽게 이어나가는걸 보며 신기했다. 색이 섞이면

서 다른 색이 만들어졌다’, ‘물감이 번질 때는 연기가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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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 같았다’와 같이 색 자체에 침잠한 경험에 대한

의견과 함께 ‘젖어 있는 종이에 물감이 번지니까 왠지 마

음이 탁 트이고 색이 잘 어울러 지면서 뭔가 색의 변화가

생기며 한 장의 그림이 생겨서 신기했다’, ‘마음이 번지는

느낌’ 과 같이 자신의 정서적인 부분과 결부하여 응답한

친구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수채화와는 다른 습식수채화를 통해 가장 즐

거웠던 점의 경우는 ‘기존 수채화는 부드럽게 번지는 과

정을 볼 수 없었는데, 습식 수채화는 번지는 과정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 와 같이 새로운 매체로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들과 함께 ‘기존 수채화와 다른

습식수채화를 통해 색이 번지는 걸 보니까 마음이 탁 트

여서 재미있었고, 힘들었을 때는 물이 안 묻었을 때는 잘

번지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색이 다른 색과 섞여 힘

들었다’ 와 ‘물감이 퍼지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시원시

원 한 것 같고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같이 정서순

화적 측면에서 언급한 답변들이 눈에 띄었다.

습식수채화를 하는 발문에서 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통

해 학생들은 자신들을 SCAMPER기법을 통해 다양한 각

도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를 통해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 ‘내

가 꿀처럼 찐득찐득하고 나무처럼 생각이 많은지 몰랐는

데 알게 되었다’, ‘내 마음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선인장가시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른

다는 걸 알았고 다음부터는 선인장가시처럼 되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등 자신의 심적 특성을 고심하여 들어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성찰과정 후 습식

수채화와 자신을 결부 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

한 색깔이 번지면서 색깔이 섞이는 게 활발한 나와 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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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색이 퍼지는 것이 내 마음이 퍼지는 것 과

같았다’, ‘조금 퍼졌을 때는 소심한 내 성격과 비슷했다’,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할수록 그 생각이 채워가는 듯

했다’, ‘색이 많이 그릴수록 더 번져가는 게 나와 닮은 것

같다’, ‘내 마음 대로 안 되는 것이 나의 마음과 비슷했다’

등 앞선 자기성찰을 통한 특성을 습식수채화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색채체험과 자신을 결부하여 하고 또

한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부분도 깨달으면서 색체체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협동화 차시에 대한 응답으로는, ‘자연을 그리며 기분

이 상승했고 하지만 내가 좀 망친 듯 한 느낌이 들어 미

안했다’ 와 같이 조원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평가하는 모

습과 ‘혼자 했을 때보다 더 재미있고 같이 색을 섞여져서

즐거웠다’와 같이 숲을 그리며 자연과 연계시키는 모습과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서 즐거웠다는 응답을 통해 개

인적 측면을 넘어서는 인성적 요소를 충족함을 보았다.

또 이 과정에서 한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지에

그리며 찢어질 줄 알았는데 잘되어서 좋았고 퍼지는 느낌

때문에 신비함을 느꼈다’, ‘습식수채화를 해서 숲이 더 신

비로운 분위기가 났고 숲에 대한 생각, 분위기를 생각해

서 좋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보다 잘되었다‘,

‘또한 한지를 써서 머메이드지와 다르게 옅게 번지는 게

보기 좋고 깔끔하게 번졌다’등 과 같이 재료에 대한 긍정

적인 반응과 함께 도입부에서도 한지의 제작과정을 설명

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도 습식수채화에서의 전통재료의

도입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한 친구의 작품설명을 듣는 과정을 통해 ‘나의 감정을 말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처음 말해보아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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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특히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친구의 작품 이야기를 들어

보니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알 수 있었다’와 같

이 친구들과 작품을 통해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다

는 의견을 통해 관계적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교육적 함의

를 보았다.

습식수채화를 통한 인성교육적 함의를 알아보기 위해

서 수업만족도 리커트 척도 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201

2)의 예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 과제 개발 연구에서

제시한 예술교육을 통한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측면

의 요소를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발문을 토대로 제시했

는데, 학생들의 응답은 각 요소별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

우만족, 만족의 경우가 80%로를 상한 하는 것을 통해서

습식수채화를 응용한 수업의 설계의 적용을 통해 학생들

의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인성적 요소를 충

족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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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 교육과정에 기반 한 ‘습식수채화’ 수업을

설계 및 적용하여 미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적 함의를 도

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발도르프 교육과 습식수채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하였고, 미술교육을 통한 인

성교육의 당위성과 시대적 맥락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5학

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설계 및 적용하여 결론을 도

출하였다. 현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

는 인간상은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전인적인간의 육성

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발도르프 학교에서 슈타

이너의 인간관에 근거를 두고 신체, 영혼, 정신의 조화로

운 발달을 이루는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방향성의 동일함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 목표의 동일성은 미술교육을 통한 인성교

육에 함의를 주었으며, 수업의 적용에 앞서 발도르프 교

육에 대한 문헌적인 연구를 통해 찾은 발도르프 교육이

주는 미술교육 적 의의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발도르프 학교의 모든 수업은 예술적으로 진행된

다는 점이다.

발도르프의 창안자 슈타이너는 예술적 활동이 정신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교육에서의 예술적인

요소를 중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발도르프 학교의 특징인 ‘교육예술’

잘 드러나는데, 모든 교과를 예술을 중심으로 하고 각 시

기별로 맞는 예술교육을 적절히 제공하여 전인적 인간 양

성의 실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미술교육을 통한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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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본보기가 되어 주었다.

둘째, 미술교과의 진행이 본질적인 관점과 맥락적 관점

의 복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전인적인간의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과에서 미술을 활용하여 맥락적으로 접근 미술교육을

활용하고, 학년이 높아짐으로서 미술교과의 독자성을 더

욱 살려 미적체험과 같은 미술수업 본연의 본질적 접근을

넓혀가는 특징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이주연(2011)이 미술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접근할 때, 맥락적인 고려와 본질적

인 접근의 복합적인 시각인 필요성을 언급한 것처럼 복합

적인 시점을 고려하여 미술 본연의 가치와 미술을 통한

인성의 함양의 유기성을 고려해야 함을 견지하게 해주었

다.

셋째, 내적 성장을 위한 발도르프 학교만의 독특한 미

술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다.

발도르프 학교의 선묘수업인 포르멘과 색체수업인 습

식수채화는 이 학교만의 독특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서, 포르멘은 학생들의 정신적인 것을 선을 통해 표현함

으로서 생명을 일깨우는 작업이며, 습식수채화는 수채화

라는 특성과 그의 색채론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서

단순한 매체적 접근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감각을 깨우고

혼(魂)의 성장을 일깨워 주는 수업으로서 슈타이너 교육

의 핵심인 ‘혼(魂)‘의 교육적 측면이 잘 드러난 수업과정

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수업은 형태와 색채의 특화된

수업으로서 미술 교육을 통해 내적 성장을 강화하는 공통

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필자는 문헌연구를 통해 습식수채화의 인성

교육에의 함의를 보고, 교육과학기술부(2012a)의 예술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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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와 이주연(2011) 미술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의미 고찰에서 제시한 미술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의 요소를 조합하여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심

미성의 4가지 관점을 이 수업에 적용하였다.

또한 예술교육과 인성교육의 사례와 역사를 통해서 미

술교육과 인성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과 예술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시대적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찾은 습식수채화

의 인성교육적 측면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적

함의를 준다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수채화가 가진 특성으로 내적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또한 습식수채화는 학생들이 젖어 있는

종이 위에서 수채물감으로 색채체험을 하며 수채화의 유

동적인 성질로 인해 물감을 부드럽게 다루어야한다.

이러한 물감의 느낌은 학생들에게 공간과 공기의 느낌

으로부터 학생들을 침잠하게 재료와 혼연일체(渾然一體)

가 되게 하며 색과의 관계를 통해 심미성과 함께 개인적

인성을 키워줄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색과 하나되어 표현

을 하면서 자신과의 만남을 갖는 자아체험을 함으로서 내

적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인성교

육적 함의를 준다는 것이다.

습식 수채화는 준비부터가 하나의 과정으로 포함되어

화판, 물감, 붓, 물을 준비하고 받기 위해 줄을 서고 또한

물을 머금어 민감해진 종이를 팽팽하게 펴기, 물감이 용

해되어 있는 병을 조심스럽게 다루기 등을 포함한다. 이

는 학생들이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에서 매체와의 관

계, 친구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학급전체를 생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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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인성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다양한 발문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예술적

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

발도르프 학교의 습식수채화 수업은 각 학년별 성장단

계를 고려하여 타 교과와 연계하거나 저학년 시기에서는

이야기를 활용하는 등 학생들이 색채체험을 보다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필자는 이러한 특성에 착안하고 학생들의 시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3-4차시에서는 자기 자신을 주제로 하

기, 5-6차시에서는 과학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인성교육

적 측면과의 연계성을 더하였다.

이는 현장 교사들도 다양한 발문을 응용하여 현장 취지

에 맞는 상황을 설정하여 교육적 효과를 더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실제 수업의 진행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K초등학교

5학년 학생 28명의 참여와 담임선생님의 관찰 아래 2015

년 5월 한 달 동안 필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적용 후 현장적용성에 대한 현장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습식수채화 수업의 현장적용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습식수채화는 단순히 기법위주의 수채화 수업이

아닌 정서를 정화하고 자아체험을 이끄는 과정중심에 수

업으로서, 담임교사가 현장에서 아이들의 특성을 가만하

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은 현장 적용의 긍정적

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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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수채화의 경우는 학생 개개인이 색을 체험하면 자

신과의 만남을 가지는 데 중요성을 두는 과정중심의 수업

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기

존수채화에서 기법식에 치우친 것에 반해 다양한 발문과

생각열기 등의 선행자극으로 학생들의 정서를 움직이게

한다는 측면에서 한 반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감지

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수업진행을

한다면 정서교육과 색채연습 아우르는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적극적인 준

비와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며, 실제 발

도르프 학교에서도 이러한 과정은 필수적이다.

둘째, 습식수채화수업에서 다양하게 학생 자신의 정서

를 발산하는 과정은 교사가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

는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

업 시에는 학생들 자신을 주제로 하거나 습식수채화로 나

타나는 추상(抽象)형에 대한 감상활동지를 답하는 과정에

서 학생들은 자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도출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기법에만 치우친 보통 수채화 수업과는

달리 현장 교사는 이것이 자신이 학생들의 정서를 파악하

는 데 좋은 근거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는 학생들의

정서순화 적 측면과 더불어 교사가 민감한 이 시기의 학

생들의 정서를 예술을 매개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지도의 측면에서의 긍정적 측면이 보여 졌다.

셋째, 학생들의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체험으로서의 가

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습식수채화를 진행하면서 기초적인 재료를 오감을 통해

익히고 또한 색채를 체험함으로서 감각을 깨운다는 점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으로 감각이 둔해지고 있는 학생들

에게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수업이라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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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필자가 수업을 진행하며 관찰을 통해 학생들이

물을 머금은 스폰지를 킁킁 거리며 냄새를 맡아보고 계절

과 어울리는 음악을 들으며 물감을 병에 조심히 따르고

흰 도화지에 물감이 자유롭게 퍼져가는 모습을 몰입하고

‘우와’, ‘예쁘다’ 등의 감탄사를 연발하며 색에 집중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수업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기계로 인

해 둔감해진 오감을 색채체험을 통해 새롭게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보여졌다. 또한 이러한 측면은 감각을 강조

한 슈타이너의 감각론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는 부분으

로서 많은 감각이 무뎌지는 학생들에게 감각을 일깨우는

경험으로서의 습식수채화 수업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지점이기도 하였다.

넷째, 학생들의 협동을 살릴 수 있는 수업이라는 점이

다.

짝과 재료를 나눠 사용하고, 협동화를 제작하며 예민한

재료를 함께 다룸으로서 학생들은 협동이 필수적인 상황

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적극

적으로 협동심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는 개인

작업으로만 이뤄지는 습식수채화의 협동화로서의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재료를 사

용하고 표현활동에 있어서 교사 한명이 수업을 진행하기

가 어렵다는 측면과 미술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현장적

용 시 고려해야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기술식 응답과 수업

만족도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료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구체화 한 것에 대해

서는 학생들의 의견 다수가 이 과정을 통해 재료의 과정

을 이해하고 수업 시에서도 재료를 소중히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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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과 함께 재료를 자연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사회 문화적 측면의 인성

과 결부됨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또한 한지를 5-6차시

에 사용하여 전통재료와 이에 대한 마음가짐, 또 작품에

서의 의미를 중시한다는 점은 전통미술교육과 습식수채화

가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습식수채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응답으로는 색

채의 특성과 자신의 정서적인 부분과 결부하여 응답을 다

수 찾아볼 수 있었으며, 색체 체험 그 자체만을 언급한

대답을 통해 심미성과 자신의 정서와 연계한 답을 통해

개인적측면의 인성이 충족되는 측면을 볼 수 있었다. 기

존 수채화와 비교하여 습식수채화를 평가하는 내용에 있

어서도 새로운 매체로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들과 함

께 정서순화 적 측면에서 언급한 답변들을 통해서 새로운

매체 적 측면과 함께 정서순화의 측면으로서의 인성교육

적 함의를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습식수채화를 감상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신

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한 친구의 작품설명

을 듣는 과정을 통해 응답자들 다수가 친구들과 작품을

통해 정서적인 교류를 해 좋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는

추상의 형으로 결과물이 만들어 지는 습식수채화가 보는

이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해 자연스레 친구의 설명을 경청

하게 만드는 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건강한 정서적 소통이 이뤄짐으로서 감상영역으로 적절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습식수채화를 통해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측면의 인성적 요소를 포함한 수업만

족도 설문에 대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만족, 만족의

경우가 80%로를 상한 하는 것을 통해서 습식수채화를 통

한 인성교육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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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도르프 학교의 습식수채화의 예술 인성 교

육의 의미를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이를 현장에 도입

해 그 효과성을 살폈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지만, 제한점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한 학급을 대상으로 한달 간의 수업을 통해 결론

을 도출했다는 점은 다소 사례 수가 제한적이라는 지점과

함께 실행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아직 습식수채화

와 인성교육의 상관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직 교사가 아닌 연구자 주도의 수업을

했다는 점은 후속연구에 있어서는 초등교사주도의 학교현

장의 적용성을 보고 이에 따른 보안점을 구체화시켜 실제

초등학교교사 수업의 효과성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연구

를 개진시켜 나가려한다.

수업에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습식수채화 수업과

현 미술과 교육과정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측면을 적절히

고려한다는 것은 발도르프 교육과 다른 공교육 현실을 생

각했을 때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였지만, 두 축을 양

립하는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다. 습식수채화를 통해 미적

감수성을 익히고 학생들이 자신을 만나는 과정은 현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그 방향성과 발도르프 교육의 교육목

표와의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측면에 대한

부분은 후속연구를 통해 고안해 나가야 할 부분일 것이

다. 특히 실제 발도르프 학교에서처럼 학생들 개별 기질

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에 맞는 습식수채화 수업이 이루

어져야 하는데 공교육 내에서 다수의 아이들을 이끌어 가

기에는 무리가 있어 공통된 주제를 살려 수업을 진행해

나간 부분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현

장에서 교사의 관찰아래 정규교과 시간 외에 응용되어

각 사례별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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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해 나가며 발도르프 학교에서 그랬던 것처

럼 학교 내에서 교사가 ‘영혼의 예술가’가 되고, 학생들이

진정한 자아와의 만나는 경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미술시간이 이뤄지도록 연구를 개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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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수업지도안 1

단원
색이 주는

즐거움
차시 1-2 교수법 직접교수법

학습목표

- 삼원색을 이용해 색의 성질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기능)

- 습식수채화기법의 특징을 인지할 수 있다. (인지)

- 재료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재료를 소중히

다루는 태도를 갖는다.(심동)

학습자료
머메이드지, 물통, 스펀지, 큰 붓, 화판, 빨강 노랑 파랑

색채물감, 물감통, 수건

인성적

측면

개인적 측면)자기조절, 책임, 몰입, 자아인식

관계적 측면) 배려

사회문화적 측면) 협동, 공익, 공동체 문화적 소양

문제인식

●학습동기 유발하기

○평소와는 다르게 놓인 재료들을 만져보고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머메이드지의 질감, 털의 냄새를 맡아보기, 물에 풀

어진 물감을 관찰하기 등의 재료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학생들에게 물감 안료가 담아있는 통과 물이 담긴

물통을 짝꿍과 함께 사용하면서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 노랑, 파랑, 빨강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 형태가 없이 색 만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

을지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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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확인하기

- 삼원색을 이용해 색의 성질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 습식수채화기법의 특징을 인지할 수 있다.

- 재료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재료를 소중

히 다루는 태도를 갖는다.

설명 및

시범

●재료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자연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갖기

(전통미술에서 물감을 얻는 과정, 수채물감을 얻는 과

정 비교설명)

◯재료의 탄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갖기

-붓과 종이의 재질감을 느껴보고, 재료의 원재료가 오

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통해 모

두 자연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삼원색을 통해 습식수채화의 원리를 교사가 간단하

게 시연한다.

-노랑, 파랑, 빨강의 색을 이용해 젖은 종이에 색채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교사가 시

범을 통해 보여준다.

질의응답

●오늘 학교에서 오기까지 만났던 색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계절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 있도록 한

다.

●주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

-봄 바람, 기쁨, 음악 등 교사는 학생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색을 통해 표현할 수 있을지를 질의 하는



- 151 -

시간을 갖는다.

질문) ‘봄 바람’이나 ‘기쁨’은 혹은 ‘음악’은 어떻게 표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내 느낌을 ‘색’이라는 언어로 표현해 볼 수는 없

을까요?

질문) 화가들은 ‘색’이라는 매체로 어떤 말을 하고 있을

까요? 파랑은 어떤느낌인가요? 노랑은요? 빨강은 어떤

가요?

작품제시)슈타이너의 작품, 마크로스코 등 의 작품

연습 활동

●삼원색을 통해 습식수채화 실습

◯ 본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선 노랑. 파랑의 습식 수채

화 활동

일반용지에 물감의 번짐

-교사는 학생들이 물감의 번짐을 천천히 음미하며 재

료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발문을 던진다.

-학생들은 습식 수채화의 특성을 연습하면서 오늘 본

학습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인다.

-세게 문질렀을 때 약하게 문질렀을 때 차이를 인지

하도록 지도한다.

- 재료에 대한 감정은 계속이어 나갈 수 있는 발문을

한다.

●건식수채화와 습식수채화의 차이점

-건식수채와와 습식수채화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게

해본다.

질문) 건식수채화와 습식수채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요?

작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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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색을 통해 습식수채화 실습심화

◯앞서 연습한 습식수채화를 더 커다란 종이에 제작해

보는 시간

-앞선 질의 시간을 통해 고민해보았던 봄의 느낌, 바람

의 느낌 등 비가시적인 것들을 습식수채화의 특성을

살려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설명한

다.

-또한 음악을 틀어주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리 및 
발전 

●활동 돌아보고 평가하기

-수업 활동지를 통해 스스로의 작품을 평가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 할 수 있다. (수업활동지는 현장 교

사들이 다양하게 활용)

학습지1

1)재료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2)젖어 있는 종이에 물감이 번지는 과정을 지켜보

면서 들었던 느낌은 어땠나요?

3)기존 수채화와 다른 습식수채화를 통해 가장 즐

거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4)나의 작품에 주제를 붙여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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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도안 2

단원명

색이 주는 즐거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차시 3-4
교 수

법

창의적

문제

해결법

학습목

표

-발산적인 사고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바라본다.

-습식수채화의 특성을 활용해 나를 표현할 수 있다.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생각해 보는 진지한 자세를 기른

다.

학습자

료

머메이드지, 물통, 스펀지, 큰 붓30호, 화판, 빨강 노랑 파

랑 색채물감, 물감 통, 수건, 파스텔

인성적

측면

개인적 측면) 자기조절, 자존감, 자아인식, 자주성

관계적 측면) 배려, 존중, 소통, 공감

사회적 측면)문화적 소양, 협동

문제인

식

●학습동기 유발하기

-전차 시 학습을 상기시켜 습식수채화의 특성을 재인식시

킨다.

●학습목표 확인하기

-발산적인 사고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바라본다.

-습식수채화의 특성을 활용해 나를 표현할 수 있다.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생각해 보는 진지한 자세를 기

른다.

아이디

어탐색

●‘나’에 대한 인식하기

-눈을 감고 과거의 나, 현재의 관심 주변과의 관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질문을 통해 오늘 주제인 나, 그리고 왜 내가 특별한 존

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갖기

(교사는 자연스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

도록 조용한 음악을 준비하거나 이에 맞는 발문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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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질문) 나의 살갗 만져보기, 나의 눈코입 생김새는 어떻나

요?

질문) 나의 생각과 친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 ‘SCAMPER’기법을 통해 ‘나’에 대한 생각을 글로 표

현해 발산해보기

●‘나’를 표현하는 방법 탐색하기

-지난 시간 학습한 습식수채화의 특성으로 나를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본다.

질문)습식수채화와 나와 비슷한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디

어

정교화

● ‘SCAMPER’기법을 통해 나를 돌아 본 것 중 습식수채

화로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을 골라본다.

● 이를 예비 스케치와 파스텔로 시각화 시켜본다.

아이디

어적용

●정교화 된 나의 특징을 색과 습식수채화의 특성을 통해

나타내 보기

-색의 번짐, 혼합, 종이와의 관계 등 습식 수채화의 성질

을 나의 특성과 연계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 및

재검토

●자신들의 작품을 마무리하며, 재료를 짝꿍과 정리 하는

사간을 갖는다.

● 서로의 작품을 건조하기 위해 교실 뒤편에 두며 다양

한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155 -

SCAMPER기법을 활용한 발문 예시

(James Higgins, 박혜영 역, 2009: 169-170 재인용)

정리 및

발전

●활동 돌아보고 평가하기

-수업 활동지를 통해 스스로의 작품을 평가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 할 수 있다.

2. 활동지

1)‘나’를 탐색 하는 시간을 통해 그동안 내가 몰랐던 나

에 대해 어떤 점을 알 수 있었나요?

2)수채화의 특성 중 나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

이었나요? 나를 습식수채화로 표현해보니 어땠나요?

행동 관련 행동에 대한 질문 활용발문

Substitite

대체하기

Ÿ 그 사람 외에 누구로 대신할 수

있는가? 그것 외에 무엇으로 대

체 할 수 있는가? 관련 규칙은

바뀔 수 있는가?

Ÿ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이 있나요?

Ÿ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바꾸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Ÿ 내가 친구가 되어 내

나를 바라본다면 나

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Combine

결합하기

Ÿ 어떤 아이디어를 결합시킬 수 있

는가? 목적을 합칠 수 있는가?

Ÿ

Ÿ 여러 가지를 한데 합치는 것은

Ÿ 나를 어떤 대상과 결

합해 보고 싶나요?

Ÿ 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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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도안 3

어떤가? 섞고 합치고 일괄화 하

는 것은 어떤가?

요?

Adapt

응용하기

Ÿ 이 콘셉트에 다른 어떤 배경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관련 분야

와 상관이 없는 어떤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있는가?

Ÿ 내가 다른 나라에서

혹은 다른 세상에서

에 있다면 어떤 모습

일까요?

Modify

변형하기
Ÿ 확대하고 넓히거나 과장하기

Ÿ 상상해 보아요! 내가

커진다면/작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Ÿ 그렇게 된다면 무엇

을 해보고 싶나요?

다른

용도로

놓아 보기

Put other

USE

Ÿ 이것 외에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가?

Ÿ 변화시킨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

하는 것이 가능한가?

Ÿ 나를 다른 상황 혹은

다른 물체로 바꾸어

본다면? 그이유는 무

엇인가요?

Eliminate

제거하기
Ÿ 만약 이것을 작게 만든다면?

Ÿ 생략할 부분은 무엇인가?

Ÿ 내 버릇 중 없애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요?

Ÿ 나의 성격 중 없애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

가요?

Reverse
Ÿ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맞

바꿀 수 있는가?

Ÿ 역할 바꾸기

Ÿ 나의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단원
함께

만드는 숲

연계

교과

과학-

식물의 구

조와 기능

차

시
5-6

교

수

법

창의적

문제해결

법

학습목

표

- 식물의 특성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숲의 모습을 색

채의 특성을 살려 습식수채화로 표현해 볼 수 있

다.



- 157 -

- 지구에 왜 숲이 필요 한지 이해할 수 있다.

- 조별로 작품을 만들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학습자

료

2절 한지, 물통, 스펀지, 큰 붓, 화판, 빨강 노랑 파랑

색채물감

인성적

요소

개인적 측면)자기조절

관계적측면)배려, 존중, 공감,소통

사회문화적 측면)협동,리더십, 공익, 공동체 문화적

소양

문제인

식

●학습동기 유발하기

○한지가 오기까지의 과정

○동영상 감상(지구의 밥)을 통해 식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오늘 차시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한지가 오기까지의 과정

‘1200여 년의 세월을 견뎌낸 한지의 내구성’등 한지

의 제작과정 동영상 감상

●학습목표 확인하기

- 식물의 특성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숲의 모습을 색채

의 특성을 살려 습식수채화로 표현해 볼 수 있다.

- 지구에 왜 숲이 필요 한지 이해할 수 있다.

- 조별로 작품을 만들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아이

디어

탐색 ●식물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

(과학과 연계하여)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지구를 위한 숲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제작 전 퀴즈

1)왜 동영상의 이름이 ‘지구의 밥’이었나요?

2)식물이 자라는 데에 필요한 것 3가지는 무엇이었죠?

3)식물이 광합성을 하며 만드는 것 2가지는 무엇이었

나요?



- 158 -

을 아이디어 스케치 해본다.

-식물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

현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게 한다.

아이디

어

정교화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효과적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 앞의 제작 전 퀴즈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습식수채화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조별 회의 하도

록 지도 한다.

● 아이디어 탐색 시 제작한 아이디어 스케치가 더

욱 정교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에서 조별 협동 작업임으로 역할 배분과 아

이디어 스케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이디

어적용(

작품의

제작)

●함께 만드는 숲을 제작해보기

- 역할 배분과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실물제

작에 들어간다.

종합

및

재검토

●작품 발표 및 감상하기

정리

및

발전

●학습지를 통해 오늘 학습을 정리 및 발전시킨다.

활동지3

-동영상을 감상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나
요? 그리고 무엇을 느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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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도안 4

단원
더 성장하는 우리의

이야기들(감상학습)
차시 7-8

교수

방법

반응중심

학습법

학습목표

-친구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습식수채화의 특성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해 볼 수 있다.

-경청하여 친구들의 작품을 존중하며 감상하는 태도를
갖는다.

인성적

요소

개인적 측면)자기조절

관계적측면)배려, 존중, 공감, 소통

사회문화적 측면)협동, 리더십, 공익, 공동체문화적소양

반응의

형성

●학습동기 유발하기

-미술관의 역할과 미술관 내에서 ‘도슨트’와 큐레이터의

역할을 알려주고, 오늘 모두가 일일 ‘도슨트’가 되어보는

시간임을 인지해 준다.

◯작품을 간단하게 감상하며 반응을 형성한다.

-그동안 제작되었던 작품을 교사가 미리 배치해 놓아

전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한다.

- 자유롭게 질의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습목표 확인하기
-친구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습식수채화의 특성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해 볼 수 있다.

-경청하여 친구들의 작품을 존중하며 감상하는
태도를 갖는다.

-조원과 숲을 제작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
었습니까?

-한지 위에 습식수채화로 숲을 표현하면서 느꼈던
점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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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자신의 개별 작업과 조별작업을 돌아가며 친

구들에게 이야기 해주어 작품의 배경을 친구들이 알 수

있게 해준다.

반응

명료화

●반응 표현하기

◯그동안 했던 작업을 발표해 본다.

-‘개별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와 ‘조별 작업’을 설명

할 때의 중요한 부분을 미리 이야기해주어 원활한 감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개별 작업 ) ‘나의 어떤 부분을 표현하려 습식수채화의

어떤 특징을 이용했다‘ 발문표를 미리 알려주어 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유도한다.

-조별 작업) ‘조별 작업 발표 시에는 지구에게 어떠한 숲

을 주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고 생각해서 우리의 조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 했다.‘와

같은 발문표를 미리 알려주어 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유

도한다.

- 듣는 학생들은 질문과 학습지를 통해 잘된 작품 2개

선정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형성하도록 한다.

반응 심

화

●개인적 반응에 따른 활동하기

◯자신이 생각하는 작품을 고르고 나만의 반응 만들어

보기

- 활동지를 통해 2작품(개별작품1, 조원작품1) 을 선정하

여, 선별한 작품에서 좋은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그리

고 자신이 받은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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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제목을 새롭게 정해보고 작품에서 받은 느낌을

서술한다

활동지4

1) 그동안 했던 나의 작품들의 설명해 봅시다.

개인작업)

조별작업)

2) 친구의 작품 1작품 과 조별작업 1작품 중 나의 마

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3) 친구의 작품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의 작품을 설명

해 주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나요?

정리 및

반응 일

반화

●학습 활동 정리하기

●반응 내면화 하기

-감상 활동 중 알고 느낀 점 정리하기

-작품에 내가 생각하는 제목을 이유와 함께 발표한다.

-작품에서 잘된 부분을 찾아 칭찬한다.

●학습 활동 정리하기

◯사용한 도구와 주변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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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Waldorf water color painting wet on wet program’ and the

significance of the accessibility and the personality education of the

classes, based on the current curriculum.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public edcation scene, which is different from Waldorf school, this

class was composed by a wet watercolor classes based on the current

arts curriculum, and reinforced personality aspects and field



applicability with configuring in three parts, individual work,

collaboratgion, and appreciation.

Specifically, this thesis suggests the lesson plans that the projec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presented in the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007). Instructional design and application

was the lessons of 8 periods on a regular art classes at the K

elementary school, which is located in Gyeonggi-do, for a month and

the author taught the classes under the observation of a homeroom

teacher. The conclusions are derived through the discussion with the

homeroom teacher, students' completed work, the answers of technical

expressions, and optional questionnaire applying Likert-type scale after

the classes.

If teachers considered the student's emotions and environment basis

on the interest of students, wet watercolor classes could offer an

aesthetic experience as positive self experience. Furthermore, a variety

processes that release students' emotion are positive to personality

aspects and have the implications to teachers since it gives a basis for

teachers to identify the students' emotional state. Finally, this thesis

derives a meaning of art character education of wet watercolor class

in Waldorf school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contributes to

further research since this research watches for its effectiveness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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