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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미술영재를 대상으로 미술과 과학의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미술영

재를 위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있다. 프로그램은 미술 

표현중심의 영재교육에서 벗어나 미술과 과학 교과 간의 통합을 기

초로 탐구, 실험, 표현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미술영재들의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 계발을 고려하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 구성을 통해, 창의적 사고능력의 향상과 인성 함

양,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로서 선행 연구를 고찰하

였으며, 미술영재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고, 미술과 과학 통합교육

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외 미술과 과학의 통합 프로그

램과 교수 학습 자료를 사례를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실행 연구를 

통하여 창의융합인재의 역량을 정의하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

고 통합의 유형을 탐색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미술영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적용, 실행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미술영재 학생들을 위해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은 미술과 과학 분

야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며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주제를 선정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인지학습능력, 문

제 해결력과 상상력,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제 중심, 프로젝

트 중심의 실험, 실습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협력학습에 필요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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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협동심, 리더십 등의 인성교육요소 함양을 위한 협동학습을 포

함하였다. 또한 자신의 이해와 감성을 과학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통합하여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미술과 과학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수업관찰과 

산출물 평가,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과를 분석해서 얻은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과 과학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아이디어 스케치, 설

계와 실험 검증의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산출물을 제작함으로써 창의 융합 인재의 인지적 측면의 역량을 계

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새로운 내용과 경험으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였으며, 모

둠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 의사소통 능력 등의 향상으로 창의 

융합 인재의 정의적 측면의 역량 계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미술 작품 이라는 구체적인 산출물을 제작하고 완성하여 

학생들과 감상하고 공유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

다. 

이러한 분석 결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미술영재의 참여를 

중심으로 실행한 미술과 과학 통합교육프로그램은 긍정적인 교육효

과가 있었으며, 교과 간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통합으로 교육실천

의 현실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미술 영재를 위한 통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적 효과의 극대

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각각의 프로그램

이 독립적으로 진행 될 수 있지만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위해서 프

로그램 간의 연결성을 확보한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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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의 부족, 시설과 재료의 한계 

등, 수업 활동의 소요시간과 물리적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함께 실제 교육으로 실천할 수 있는 팀 티칭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미술영재, 미술과 과학 통합교육프로그램, 미술 교육

학  번 : 2012-2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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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은 수월성과 형평성의 계속 되는 논쟁 

속에서 상당 부분 형평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영재교육은 다소 소홀했었다. 그러나 최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국가 사회적인 지원과 관심이 증가하고, 재능 계발이라는 측면에

서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 졌다. 2002년 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 한국 사회에 

영재교육의 실천방안이 정착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2013년 제 3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으로 영재교육의 방향이 구

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교육이 자아실

현을 통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둔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재교육을 

시작하고 합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

로 시도교육청은 물론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꾸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학문 영역별로 제각기 

시행되어 왔으며,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특히 집중되어 왔다(강지

연, 2011, 김형숙, 2012a, 정미경 외, 2014, 한국교육개발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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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이 여겨졌던 미술영재 교육을 위

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 미술영재들을 대상으로 미술 

표현중심의 영재교육에서 벗어나 미술과 과학 교과 간의 통합을 기

초로 하였으며, 학습자의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 계발을 함께 

고려하고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 구성을 통해, 창의적 

사고능력의 향상과 인성 함양,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21세기형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과 예술영재 

교육의 융합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

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과 예술의 통합을 

주장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 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

방안’을 발표하고 2011년부터 융합인재교육(STEAM)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한 ‘제 2차 과학 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을 

발표(김형숙, 2012a, 이재호, 2012)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창의 

융합 인재 양성에 주목하고 있다. 창의성, 상상력, 통섭적 지식을 두

루 갖춘 융합형 인재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의는 현재 사회가 21세

기형 르네상스 인간, 시대의 유행을 꿰뚫어보고 다양한 분야에 호기

심을 가지며 이를 자신의 지식 분야와 통합시키는 인간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한다(김형숙, 2012a). 또한 급속한 사회 변화와 

예측이 어려운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는 어떠한 변화에도 환경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새롭고 유의미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상인 창의 융합형 인재가 요구

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어느 한 영

역에 한정된 지식만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다차원적인 지식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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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은 영재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들을 

통합적이고 다양한 사고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문제를 보

다 창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할 것이다(이신동, 홍

종선, 2008). 미술과 과학은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이며 서로 완전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그 근원이 창의적 상상력이 바탕이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이미영 외, 2012, 태진미, 2011,전정임, 

2008), 미술은 과학 기술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

고, 과학의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미적 창조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이미영 2012). 미술과 과학의 통합은 과학에 예술적 

상상력을, 미술에는 과학적 방법을 제공하여 서로의 분야를 더욱 발

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술과 과학의 통합교육은 영재교육에 있어

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술교육 분야에서 미술영재 통합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연구를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등재된 학술연구물을 통

해 살펴보면 김정희(2004)의 ‘미술영재 교육을 위한 예술통합 교

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이미영, 황향숙(2012)의 ‘미술영재를 위

한 미술과 과학의 융합교육: 미술과 해부학을 중심으로’뿐으로 미

술영재를 위한 통합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

술과 과학의 통합,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는 융합

인재교육(STEAM)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이미경 등(2011)의 

‘창의성 계발을 위한 통합형 프로그램 개발(수·과학-예술)’, 성

은현 등(2010)의 ‘융합형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과

학과 예술의 만남’, 정미경 등(2014)의 ‘초·중등학교 융합형 교

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등 비교적 많은 연구가 있으나 과학교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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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수·과학영재를 위한 예술 표현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등의 한계가 있으며, 미술교육 분야에서 미술영

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석사 논문으로 이슬비(2013)의 ‘미술, 과학 융합 영재교육프

로그램 개발 연구 있으며, 국내외 프로그램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

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그러

나 실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또 다

른 석사 논문으로 지은주(2015)의 ‘초등학교 6학년 미술영재를 

위한 통합프로그램 연구’는 교과 간의 통합이 아닌 주제 중심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미술교과 영역 내 통합이 주를 이루며 교과의 

핵심지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미술 영재의 특성, 미술과 과학의 통합의 필요성을 살펴보

고, 프로그램의 사례를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술영재를 위한 미

술과 과학의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하여 

구체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통합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영재교육의 현실과 여건에 적합한 미술영재를 

위한 미술 과학 통합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미술영재를 위한 미술과 과학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하여 창의융합 인재의 역량 계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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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술영재의 창의성 및 인성 계발을 위한 미술과 과학 통

합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한다. 

둘째, 미술과 과학 통합교육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미술영재들의 

창의융합 인재 역량의 인지적 측면의 계발 가능성을 확인한다.

셋째, 미술과 과학 통합교육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미술영재들의 

창의융합 인재 역량의 정의적 측면의 계발 가능성을 확인한다. 

위에 제시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Ⅱ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1절에서 클락과 짐머만(Clark & 

Zimmerman), 로웬펠드와 브리튼(LowenFeld & Brittain), 허위츠

(Hurwitz), 가드너(Gardner), 위너와 마르티노(Winner & 

Martino)가 제시하는 미술영재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2절에서는 미술과 과학의 통합 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탐색하였다. 

Ⅲ장에서는 국내외 미술과 과학의 통합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참고하였다.  

Ⅳ장에서 프로그램의 개발방향과 창의융합 인재의 핵심역량을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계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역

량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교과 간 통합 유형을 살펴보고 프로그

램의 통합과 구성의 방법, 프로그램 실행 대상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술영재를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교수학습 

방법을 설정하고 수업지도안과 수업자료를 구성하였다.

Ⅴ장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미술영재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미술

과학 통합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수업관찰과 산출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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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연구 절차

학생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창의융합 인재의 핵심역량의 계발 가능성

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 하였다.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Ⅰ–1] 문헌 연구를 통

하여 첫째, 미술영재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고 둘째, 미술과 과학

의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국내외 미술과 과학 통

합 프로그램과 교수 학습 자료의 사례를 분석하여 통합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탐색하였다. 넷째 창의융합인재의 역량을 정

의하고 프로그램의 목표와 교수학습방법을 설정하였다. 

실행 연구를 통하여 첫째, 초등학교 6학년 미술영재를 위한 미

술과 과학의 통합프로그램의 개발방향과 목표, 통합의 방법과 교수 

학습 방법을 설정하여 실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하였으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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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습안과 학습 자료를 제작하였다. 둘째, 미술영재 학생들을 대상

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찰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의 진행 결과

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3. 연구의 중요성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2013)에 의하면 

2012년 영재교육 분야에 따른 대상자의 수는 수학, 과학, 수·과학 

영역은 98,452명으로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은 수학, 

과학, 수·과학 영역이 101,233명으로 83%를 차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술영재 교육은 2012년 729명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은 661명 0.5%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미술 분야에서 영재교육은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국 사교육을 확장시키고, 영재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 

혹은 예술영재학교, 대학 입학만을 위한 왜곡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미술영재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의 필요성

과 함께 미술영재교육의 양적이고 질적 발전을 위하여 미술영재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통합교육은 과학교과 위주로 개

발 된 사례가 많다(정미경 외, 2014)는 한계를 가진다. 미술과 다

른 교과간의 통합형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감각적 발견을 확대 시키

고 자아를 성찰하게 하며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교육의 장

점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영재들에게 감성과 이성을 통합한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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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력과 상상력을 갖게 하는데 기여한다(이미경 외, 2011). 

현대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욕구충족 요구를 

넘어서 문화적 욕구가 커져가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창의적 인재양

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영재에 대한 교육도 

수학, 과학 영재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

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헌법 제31조 1항의 내용

과 같이 미술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 역시 개인의 자아실현

과 국가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미술영재 교육이 체계적인 미술 영역의 심화된 내용의 교육 프

로그램을 바탕으로 미술영재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나아가 인접한 

다른 학문 분야의 창의적 역량을 계발하여 지식경제 기반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재성의 판별 및 선발

의 기준과 도구, 교원의 확보와 환경 구축,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과 

학생, 학부모의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술영

재로 선발된 학생을 위한 다른 학문 분야와 다양한 지식들의 연결

성과 관계성을 파악하고 융통성 있게 학습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문

제 해결에 유용한 지식을 생성하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술 재능과 함께 창의적 역량을 계발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

육환경과 제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통합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미술과 과학의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

제 적용하여 결과를 검증해 봄으로써 미술영재를 위한 통합교육프

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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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영재는 어느 한 분야 이상에서 남보다 탁월한 재능을 보이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재의 기준을 학업

성취와 관련 지어 생각하며 ‘천재’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마다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의 변화와 다양

한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재성이 유

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계발가능 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영재성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인간의 지적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과학적인 검증이 시도되면서 시작되었다. 영국의 과학자 갈톤

(Galton)은 지능이 시각, 청각, 후각 등 과 같은 감각적 경험에 대

한 예민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청각 변별력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을 통해 지능을 측정하고 지능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Davis & Rimm, 2001). 

이후 1957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발사의 영향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의 교육정책위원회에서는 

정신적으로 우수한 아동들에 대한 무관심은 예술, 과학, 전문 분야

에서 큰 손실을 야기 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계기로 영재

아 판별과 영재아를 위한 교육과정이 마련되게 되었고, 1990년대 

이르러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고 재정적 지원

이 이루어지며, 영재교육은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세계적인 추세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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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와 재능에 관한 논의는 1972년 미국 교육부의 정의에서 출

발한다(Marland, 1972; Davis et al, 2011에서 재인용).

영재와 재능아는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수행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판별된 아동이다. 이러한 
아동들이 자신과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서 제
공하는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교육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뛰어난 수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은 다음 분야에서 우수한 성
취를 했거나 그러한 성취를 할 잠재력이 있다.

① 일반 지적 능력
② 특수한 학업 적성
③ 창의적 혹은 생산적 사고
④ 리더십
⑤ 시각 및 공연 예술
⑥ 심리운동 능력(Davis et al, 2011 p.18).

가네(Gagné, 2000, 2003)는 영재성과 재능을 구별하고, 영재

성은 일반적성으로 학습되지 않은 선천적 능력인 반면, 재능은 구체

적인 기술로 학습된 능력이라고 하였다(Davis et al, 2011).

타넨바움(Tannenbaum, 2003)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

문에 대한 대답으로 영재성을 정의하였다. 창의적 사고자, 능숙한 

사고자, 창의적 생산자, 능숙한 생산자, 창의적 예술 재능 수행자, 

능숙한 예술 재능 수행자, 창의적 직무 수행자, 능숙한 직무 수행자

의 여덟 가지로 영재성의 유형을 분류하였다(Davis et al, 2011).

가드너(1983, 1993, 1999)는 지능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영

재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게 했다. 가드너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

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 지능, 개인 내 지

능, 자연관찰 지능의 8가지 형태의 독립적인 지능을 제시하였다. 지

능의 유형은 서로 그 관련성이 적거나 거의 없으며 하나 혹은 여러 

지능영역에서 영재성을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다른 지능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Davis et al, 2011)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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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버그(Sternberg, 1997, 2003)는 지능지수의 수치로 지적 

영재성을 나타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세 가지 지능을 제안하였다. 

분석적(analystic) 영재성은 지능검사 또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내는 뛰어난 능력으로 지적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

는 능력이다. 종합적(synthetic) 영재성은 비전통적이고, 통찰력, 창

의성, 직관 혹은 새로운 것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실제적(practical) 

영재성은 분석적 능력과 종합적 능력을 실제 생활에 잘 적용하는 

능력이다. 스턴버그는 세 가지 지능이 잘 조화를 이룬 상태를 영재

성이라고 정의하였다(강주희, 2012).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2014)의 제 2조 1항에서는 다

음과 같이 영재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 5조 1항에서는 영재교육 대

상자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
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① 일반지능
② 특수학문 적성
③ 창의적 사고능력
④ 예술적 재능
⑤ 신체적 재능
⑥ 기타 특별한 재능(영재교육진흥법, 2014) 

이러한 영재성의 다양한 정의와 연구에 비해 미술영재에 대한 

정의와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미술영재는 다른 분야에 비해 그 특

성과 발굴시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분분하여 정의하기 난해하

다(김정희, 강병직, 2011). 이는 영역의 특성상 미술은 독창성과 다

양성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미술영재 판별과정이나 교육과정에서도 객관적인 평

가가 용이한 사실적 표현능력이나 기술적 향상에 치우쳐 왔다. 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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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짐머만(Clark & Zimmerman, 2004)은 미술영재교육에서 실기

위주 결과 중심의 평가 방식을 비판하고 미술영재성은 행동의 양적

인 차이가 아닌 질적인 차이임을 강조하며 과정 중심의 교육 및 평

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강주희, 2012).

이와 같이 미술영재에 대한 정의와 특성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현대미술의 탈 장르화에 따라서 미술교육에서 미

술영재의 정의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미술영재의 개

념 및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미술과 과

학의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미술영재의 개념 및 특성

일반적으로 미술영재는 미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거나 

잠재적 능력을 가진자로 정의한다(강주희, 이지연, 2013). 미술영재

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에서 이야기한 바

와 같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미술 분야의 특성상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며,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연구는 타 분야의 영재교

육보다 미진한 편이다. 이는 성공한 미술가들에 대한 접근이 사회의 

교육보다 개인의 문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미술영재 교육에 필

요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미술영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미술 영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술영재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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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클락과 짐머만(Clark & Zimmerman)

클락과 짐머만(Clark & Zimmerman, 2001, 2004)은 학업 성

취도와 예술적 재능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학문 영재와 예술 

영재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각·공

연예술 재능이 창의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미술 영재들과 관련된 특성으로 훌륭한 드로잉 솜씨, 뛰어난 인

지능력, 흥미, 동기 등을 제시하였다((Clark & Zimmerman, 

2004).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특성은 미술영재성의 일부이며, 한 

가지 특성만으로 영재를 판별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미술영재성의 

지표가 다르게 나타나서 어떤 학생은 사실적 묘사에 집중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감정적 표현에 능할 수 있고, 다른 학생은 매체 

활용 능력이 탁월할 수도 있다(강주희, 2012). 또한 미술영재아들

은 일반아동보다 미술 표현의 과정이나 결과물의 질적인 면과 진보

의 정도가 더 풍부하고 능숙하며 빠르게 발달한다고 보았고, 이처럼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행동유형의 차이가 아닌 정도의 차이로 설명

하였다(정현철, 2006). 미술영재들의 공통된 특성으로는 뛰어난 화

면구성 능력, 색채 및 조형감각, 주제와 재료 사용의 탁월함, 작품제

작능력, 우수한 테크닉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

다(Clark & Zimmerman, 1984, 2004, 백중열, 2010, 강주희, 

2012).

첫 번째 화면구성 능력으로 공간을 균형감 있게 구성하며 비대

칭 구성을 과감하게 사용한다. 디자인 능력이 우수하며, 여러 개의 

표현대상을 조화롭게 배치한다. 단순한 구성보다 복합적인 구성을 

선호한다. 구상한 것을 구체적으로 화면 구성에 조화롭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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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색채 및 조형감각으로 색감이 뛰어나며, 선과 형에 

대한 감각이 우수하다. 신중하고 섬세하게 색을 조합하며 색의 대비

를 활용한다. 강한 선, 섬세한 선 등을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

용한다. 빛과 그림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물을 실감나게 묘사

한다. 다양한 형을 사용하고 윤곽선을 명료하게 또는 희미하게 하여 

볼륨감을 잘 나타낸다. 색상과 형태, 운동감 등에 대한 다각도의 해

석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주제와 재료 사용의 탁월함으로 특정한 주제와 재료

에 대한 발상력이 나타나고 주제와 재료의 선택이 다양하다. 개인적

인 경험과 감정을 주제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움직이는 대상을 

잘 묘사한다. 재료를 다루는 방법과 표현방법을 쉽게 습득한다. 작

품 제작을 위한 주제와 재료 선택 능력이 탁월하다. 대상이나 현상

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수준이 높다.

네 번째는 작품제작능력으로 원근감과 공간표현력, 비례감각이 

뛰어나다.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부분묘사가 정교하며 표현 매

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며, 활용능력이 우수하다. 익숙한 표현으로 

자신의 미술적 재능과 감정을 잘 드러낸다.

다섯 번째는 우수한 테크닉으로 일반적인 표현발달 단계보다 우

수한 테크닉을 사용한다. 작품에서 대담한 연출과 변화, 질감의 표

현 등이 발견된다. 이야기를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시켜 표현할 수 

있다. 수직선과 형태, 흑백의 대비, 극적인 움직임을 잘 활용한다. 

대상에 따라 표현과 매체, 도구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다양한 형태의 크기에 따라 대상을 잘 표현하며, 특히 작은 종이에 

섬세하게 나타낸다.

그리고 미술영재의 행동적 측면으로 미술영재는 역동적이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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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즐기며, 작품 제작 과정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것을 실체화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새로운 조형언어를 창조하기 위

한 실험을 즐기고, 그림의 목적의식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 

자신의 작품에 대해 날카로운 비평을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동시에 

그리기와 만들기 활동에 장시간 몰입하여 다른 활동보다 미술활동

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김정희, 강병직, 

2011).

나. 로웬펠드와 브리튼(Lowenfeld & Brittain)

로웬펠드와 브리튼(Lowenfeld & Brittain, 1987)은 미술 영재

의 특성으로 상상과 표현의 유창성, 고도로 발달된 감수성(몇몇 영

역에서, 특히 운동감, 공간감등), 풍부한 직관적 상상력, 표현의 직

접성, 주제와 매체에 대한 고도의 자아동일화의 다섯 가지로 정의하

였다(Lowenfeld & Brittain, 1987; 이규선 외, 2011에서 재인용). 

첫째 상상과 표현의 유창성은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자신

의 능력을 적용시키는 자유스러움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요소를 다

른 요소로부터 끌어내는 끊임없는 변화는 특수한 경우의 영재아에

게 발견되는 중요한 특성중 하나이다. 특히 영재아는 보통 알려져 

있는 것보다 유창성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표현의 자발성과 새로운 

것을 계발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이용하는 능력은 영재아의 그림에

서 관찰할 수 있다. 어린 시절에서 이러한 상상의 유창성은 주로 주

제에 대한 반응을 끊임없이 발달시키는 것과 도식이라는 개념의 유

연한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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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고도로 발달된 감수성으로 영재아에게 있어서 다양한 경

험에 대한 감수성은 항상 동일하게 발달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 영

역에 대한 감수성을 고도로 발달시키는 것이 영재아의 특성이다. 외

부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등 직접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 뿐 아니라, 내재적 의미를 파악하고 

느낌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한다. 미술영재들은 고도로 발달

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어진 상황이나 재료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특히, 운동감과 공간감 표현이 탁월하다

(Lowenfeld & Brittain, 1987; 이규선 외, 2011에서 재인용, 강주

희, 2012).

셋째, 풍부한 직관적 상상력은 새로운 표현의 세계를 형상화하

는 능력은 말한다. 상상력은 직접적이든 연상적이든 단순히 사건을 

회상하는 수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상상력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나 별자리의 존재를 만들어내고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

기 위한 매개물로도 사용된다. 이것이 모든 창의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풍부한 직관적 상상력의 특성이다. 영재아에게는 고도

의 상상력이 잠재되어 있다. 

넷째, 표현의 직접성은 기본적인 경험을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영재아들은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직관적인 자질로 자신의 삶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자신의 표현 욕

구에 부응하는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표현의 뛰어남을 인정하게 

되는 솔직하고 자신감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다섯째는 주제화 매체에 대한 고도의 자아 동일화이다. 영재아

들은 창조과정에서 정서적, 신체적으로 강렬하게 참여하여 구성과 

표현을 일치시킨다. 영재아들이 표현한 그림의 세부를 관찰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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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그림은 연속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전체 행동은 근육운

동지각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그리는 경험에 대한 

자아의 강렬한 동일화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또한 매체에 대한 뛰어

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필은 거의 몸의 연장이 되고 

있으므로 그것은 더 이상 몸과 분리된 도구가 아니라 몸의 일부이

다(Lowenfeld & Brittain, 1987; 이규선 외, 2011에서 재인용). 

다. 허위츠(Hurwitz)

허위츠(Hurwitz, 1983)는 미술영재의 특성을 일반적 특성과 미

술적 특성으로 미술재능과 관련된 행동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일반

적인 특성으로는 조숙함, 그림에 대한 집중력, 급속한 발달, 장시간

의 집중, 자발성, 창의성과 모순되는 행동의 가능성, 탈출구로서의 

미술의 7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조숙함은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

들은 일반적으로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학교

에 들어가기 이전, 가끔 세 살 정도의 이른 나이에 시작한다. 둘째, 

그림에 대한 집중력으로 재능이 있는 아이는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

려고 하거나 싫증날 때까지 그리는 등 오랜 시간 미술 문제에 집중

한다. 단지 그림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자세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급속한 발달이다. 모든 

아이들은 시각 발달 단계를 통하여 발전한다. 영재아들은 발달을 가

속화하여 단계를 건너뛰기도 하며 가끔 1년 과정을 몇 달이나 몇 

주로 단축시키기도 한다. 네 번째는 장시간의 집중이다. 지각적인 

면에서 영재아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미술적 문제에 깊이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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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아들은 미술에서 더 큰 기쁨을 얻고 그 속에서 더 많은 가능성

을 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자발성으로 영재아들은 자기 동기가 

강하며 자기의 작업에 대한 추진력이 있다. 여섯 번째는 창의성과 

모순되는 행동의 가능성이다. 미술 영재아들의 행동이 일반적인 창

의성의 특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많

다. 특히 위험 감수에 있어서 창의적인 사람에 관한 일반적 인식과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아이들은 “숙달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

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영역에서 실험을 잘 못하거

나 혹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Hurwitz, 1983, p.34). 아이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극도로 행동을 주의하는 경향이 있다. 

일곱 번째는 탈출구로서의 미술이다. 영재아들은 부담감에서 벗어나

기 위해 미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

안 그림에 몰두하기도 한다. 가끔 미술 작품 속에 일종의 환상을 표

현하기도 한다. 

다음은 작품의 특성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삶에 대한 진실, 그럴듯한 이야기(verisimilitude)이다. 대부분의 아

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야 주위의 사람들이나 다른 주제를 

묘사하지만 영재아들은 어린 나이에 이야기 구조를 가진 내용을 세

밀하게 그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시각적 능숙함으로, 이러한 특성이 

훈련받은 미술가의 특성과 아주 비슷하다. 시각적으로 거침없이 표

현하는 아이들은 묘사하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도 있다. 영재아들은 다른 아이들이 보지 못한 세부적인 것

들을 표현하거나, 삽화가 필요한 이야기가 주어졌을 때도 단순히 하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한다. 영재아들은 마

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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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 번째 는 복잡성과 정교함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그림

에 필요에 따라 ‘도식’들을 만들어 넣곤 한다. 영재아들은 이런 

도식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의상, 신체 부분, 도식과 관계된 

물건 등의 세부를 첨가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낀다. 네 번째 특성은 

미술 재료에 대한 민감성이다. 영재아는 작업을 통해 특별히 관심 

있는 매체를 충분히 습득한다. 영재아들은 한정된 색상에 금방 싫증

을 내며,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색을 섞기도 한다. 또한 

특별한 재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능적으로 민감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봄으로써 완전히 습득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다

섯 번째 특성은 임의적인 즉흥성이다. 영재아들은 종종 낙서를 한

다. 즉흥적으로 선, 형태, 패턴을 그린다. 마치 여백이나 선 사이의 

공간을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선이 주는 효과에 열중한다. 

이러한 관심은 사람얼굴과 같은 주제로 옮겨 간다. 얼굴 표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주는 효과를 실험하고 선의 방향만 바꾸어도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게 된다(Hurwitz, 1983, Hurwitz & 

Day, 2001).

라. 가드너(Gardner)

가드너(Gardner, 1983, 1993, 1999)는 인간의 지능을 언어지

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 

지능, 개인내 지능, 자연관찰 지능의 8가지로 제안하였으며 미술영

재는 공간지능이 우수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특별히 예술지능은 존

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지능들이 예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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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즉 지식의 영역에 포함된 상징들이 심미적인 방식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Gardner, 1983, 1989). 또한 심리분석적 

방법에 입각한 계량적 접근에서 벗어나 역사적으로 창의적인 영재

들의 생애 전체에 대한 전기 또는 회고분석(retrospective), 역사분

석적연구(historio-metric)를 통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변인을 

분석하였다. 

가드너는 미술영재들의 특성을 행동적 특성과 선천적 재능으로 

구분하였다. 행동적 특성으로는 미술적 표현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

니라 독창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비판력, 분별력 등이 높다. 선천

적 재능으로는 색에 대한 감각과 형태 인식 능력이 뛰어나며 공간 

인식 능력과 색감과 질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예리한 시각을 가지

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표현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몰입

하여, 형태, 균형, 색조, 질감을 실험하는 행위와 독창적인 미술작품

의 제작, 동료나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한 반응과 비평, 평가 등의 

적극적인 행위와 자신만의 미술 세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Gardner, 1993)고 하였다. 구체적인 행동특성으로 공간적 지능과 

관련하여 첫째, 그림을 그리거나 물감놀이를 즐긴다. 둘째, 특별히 

좋아하는 색이 있다. 셋째, 동화책을 볼 때 그림에 더 관심이 많다. 

넷째,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세밀하게 그린다. 다섯째, 퍼즐이나 장난

감들을 분리하고 다시 끼워 맞추기를 좋아한다. 여섯째, 꿈 이야기

를 좋아한다. 그리고 길눈이 밝고 방향 감각이 뛰어나다(Gardner, 

1983)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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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너와 마르티노(Winner & Martino)

위너와 마르티노(Winner & Martino, 2000)는 예술 형식에서 

고도의 능력을 지닌 아동들은 세 가지 면에서 지적 영재와 유사하

다고 하였다. 첫째는 조숙성으로 평균나이보다 더 일찍 예술 영역의 

첫 단계를 습득하고 더 빨리 배운다. 둘째, 영재아들은 격렬하게 습

득한다. 영역을 이해하는데 강하게 자극받고 고도의 집중과 비정상

적인 관심과 능력을 보인다. 이러한 것은 미술에 있어서 일정한 시

간을 거쳐 대량의 작품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영

재아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간다. 그들은 보통 아이들보다 빨리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르게 배운다. 영재아들은 최소한의 도움으로 스

스로 시각적으로 학습하며, 독창적이고 색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

결한다. 

시각예술 영재들의 특성은 첫째, 실제적으로 세상을 다르게 인

지한다. 우선, 그들은 시각적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암호화하고, 그 세

계를 덜 개념적이고 시각적인 표면 양상으로 인식한다. 둘째, 미술

영재들은 우수한 시각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미술영재들은 

드로잉 활동에 정성을 들인다. 어떤 물체가 틀리게 보일 때를 인지

하고 세계를 종이위에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미술영재들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실적 표현능력이 

있다. 시각과 원근법과 확실한 형태를 통해 사실적인 양식으로 그리

며, 실제적인 세부표현을 추가한 정확한 사물형태를 잡아낼 수 있

다. 또한 사실적으로 그리는 능력은 그림이 형상의 적절한 비율을 

잡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Milbrath, 1998; Winner & Martin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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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화적 관습을 습득하는 능력이다. 미술영재들은 그들이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그 문화속의 성인 예술 세계에 의해 평

가된 작품과 유사하게 그려낸다. 영재아들은 어린 나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화의 예술가적 기교, 규범을 습득한다. 따라서 변형된 

근대사조, 비현실적인 만화 스타일, 괴기스럽고 표현적인 유형으로 

그리기도 한다(Winner & Martino, 2000). 

세 번째는 단일 주제에 대한 탐구이다. 피카소(Picasso)는 탐구

라는 논리적 과정으로서 그림을 조망했다.

그림은 연구이고 실험이다. 나는 결코 예술 작품으로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모든 것들이 연구작들 이다. 나는 지속적으로 탐구
하고 이 모든 연구에는 논리적 과정이 있다(Libermam, 1960, 
p.33; Winner & Martino, 2000, p.100에서 재인용).

많은 미술영재들은 이러한 방법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서 단순한 것들을 계속 탐구하고 반복적인 실행을 통해 선호

하는 주제를 그리는데 숙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술영재들은 

“주제와 관련해 전문화”(Pariser, 1997, p. 41, Winner & 

Martino, 2000, p.100)되었다고 한다. 

네 번째 특성은 상상의 세계와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 내는 능력

이다. 특히 중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미술영재들은 상상적인 구도

와 환상적인 인물들을 그들의 그림에 창조하며, 그림에서 창조된 인

물들의 삶에 에피소드를 묘사한다. 영재아들은 종종 형식과 디자인

에서 실험성 보다는 그들의 그림 속 상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다(Winner & Martino, 2000).

마지막으로 우수한 구성 전략이다. 미술영재들은 회화적 공간 

구성에서 일반아이들과 비교해서 우수하다. 일반아동들이 대칭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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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좀 더 명확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미술영재들은 비대

칭적 균형 원칙에 의해 더 많이 그림을 체계화 한다(Winner & 

Martino, 2000).

미술영재의 특성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 결과, 창의적인 상상

력, 조숙성, 표현력, 집중력, 강한 내적 동기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

되고 있다. 미술영재들의 특성을 행동으로 드러나는 심리적 속성과 

성취 결과로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하였

다(Gardner, 1993; Hurwitz, 1983; 김정희, 2005). 미술 영재성

을 현상으로서 관찰되는 특성으로 간주한다면, 그 심리적 속성은 결

국 행동이나 작품에 드러나는 특징을 준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강주희, 2013). 많은 학자들은 사실적 표현 능력을 중심으로 미

술영재들의 표현발달에 있어서 조숙성을 미술영재의 특성으로 거론

하였다(Hurwitz, 1983; Winner & Martino, 2000; 백중열, 2010; 

김정희, 강병직, 2011). 이와 다르게 미술영역은 실기능력보다 인지

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미술영재성을 조기에 판별하거나 표

현 능력의 조숙성을 미술영재성으로 고려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한국예술영재학회, 2006). 또한 클락과 짐머만(Clark & 

Zimmerman, 2001, 2004)은 학업 성취도와 예술적 재능이 직접적

으로 관련이 있으며 여러 가지 특성 중 한 가지만으로 미술 영재를 

판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너와 마르티노(Winner & Martino, 

2000) 역시 지적영재와 미술영재의 유사성을 지적하였다. 현재 미

술영재성은 적성, 능력, 성취도 어느 영역에 기준해야 하는지에 대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혼재되어 논의되고 있다. 과거 미술

영재를 판별할 때 성취도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점차적으로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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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능력, 적성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영재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

가고 있다(강병직, 2008). 

2. 미술영재를 위한 미술과 과학 통합교육의 필요성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에서는 학문영역별 영재성이 강조

되면서 각 학문 영역 내에서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

향이 강하였으며, 수학, 과학 분야에 주로 집중되었다(강지연, 

2011, 정미경, 2014). 또한 대부분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속진 중

심의 교육, 선행학습 수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재 학생들

의 내적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여 창의성, 비판적, 논리적, 융합적 사

고력을 증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송인섭 외, 2010).

과거부터 미술과 과학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으며 과

학은 미술에 새로운 표현 매체와 방법을 제공하고 미술은 과학에 

예술적 상상력을 제공해왔다. 이와 같은 미술과 과학의 관련성과 통

합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루트-번스타인(Root-Bernstein, 1999)

은 미술과 과학은 이후 세대가 이전 세대로부터 학습하지만 동시에 

이전 세대가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누적되고 혁신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술과 과학은 모두 재현(representation)을 

추구하며, 재현은 미술과 과학이 상호작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접점

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과학과 미술과의 만남은 과학에 상상력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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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시각화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과학적 창의성을 고양시킬 수 있

는 교육과 연구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홍성욱, 2005)고 하

며, 미술과 과학의 통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미영(2012)등은 미술과 과학의 특성 및 관련성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며, 미술과 과학의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미술

은 형태에 따라 과학의 어떤 분야와 유사하며, 많은 예술가들은 과

학에 흥미가 있었고 과학자들은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하나

의 예술양식은 세계와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창조된 결과

이며, 과학 역시 개념과 공공의 정의로서 구성된 법칙을 통해서 사

물 간의 관계성을 표현한다(김진엽, 2007, 이미영, 2012). 그리고 

미술 창작 과정에서 이용하는 과학적 기반은 보다 확장된 과학적 

지식이며 다양한 개념들은 한 시대의 과학을 형성하고 미술을 반영

하고 해석해 왔다. 즉 과학적 지식은 미술 지식을 심화시키고 확장

시키는 바탕이 되었다. 또한 예술과 과학 모두 아이디어를 이미지화

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며, 창조를 위해 예술과 과학은 아이디어나 이

미지를 가시화한다. 영감이란 직관에서 나오지만 논리적이며 개관적

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과학자에게도 직관적이고 비합리적 

사고가 필요하고, 미술가에게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

다(이미영, 2012). 오늘날 미술은 과학의 도구와 재료를 사용하며 

기술의 성과를 재료로 삼아 다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또한 과

학에서 새로운 발견은 예술 창조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술은 과학에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과학은 미술에 수단과 재료

를 제공하며 창조성을 발달시키고 있다. 예술 창작과정에서 과학적 

지식 및 사고, 탐구, 기술의 적용은 예술 창조의 본질적 요소이며, 

이러한 기술적 토대는 예술가들의 창조적 활동과정에서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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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이미영, 2012).

전정임(2008)은 예술영재교육에 과학을 활용하는 것은 예술영

재들의 영재성을 다각도로 신장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과학의 다양

한 면모를 예술영재교육에 적용함으로써, 첫째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로 각 예술 분야의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 과학적 실습은 예

술가들이 예술에 응용될 수 있는 과학적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

을 주며 이러한 개념들의 이해를 통해 예술 분야의 기본 개념들에 

관한 지식이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될 수 있다. 둘째, 과

학적 사고의 습득은 예술영재들의 창의성 신장에 기여한다. 경험, 

유추, 개념 결합, 직관, 형상화 등의 일련의 정신적 과정은 과학의 

발견에서도 핵심적인 개념이며 실험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야만 독창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셋째, 과학기술은 예술영재들이 결과물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예술과 과학기술의 결합은 현대 

예술가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예술영재들에

게 과학의 방법론과 과학기술을 교육하는 것은 새로운 매체의 활용

을 넘어 예술가로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전정임, 

2008). 

김왕동(2011)은 창의적 융합인재의 성장원리로 과학기술과 예

술의 상보성을 제시하며, 과학은 예술에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고, 예술은 과학의 발전에 창의적 모델을 제공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태진미(2010)는 영재들에게 예술교육의 필요성

을 제안하며, 문화예술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재 개인의 지적, 

창의적 성장만이 아니라 인성, 나아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일상의 삶

을 통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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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과 과학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영재교육에 

있어서 예술과 과학의 통합교육은 학생들의 영재성을 다각도로 신

장시키며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며, 미술과 과학의 통합교육은 학

생들의 과학적 탐구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강지연, 2011, 김정

현, 2010, 이미영, 황향숙, 2012, 전정임, 2010), 미술 활동을 통

해 과학을 친근하게 경험하여 내적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여 창의성, 

비판적, 논리적, 융합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김왕동, 2011, 

송인섭, 2010, 이미영, 황향숙, 2012. 전정임, 2010).

다음 Ⅲ장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방향, 목표, 구성, 통합의 방

법, 교수 학습 방법, 수업을 위한 학습지도안 작성 등 구체적인 미

술영재를 위한 미술과 과학의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

내외의 미술과 과학의 통합프로그램의 사례를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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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술과 과학 통합프로그램 사례

1. 국내 미술·과학 통합프로그램 사례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는 1987년 영재교육연구실로

부터 시작되어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제 15조 및 시행령 제 38

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영재교육원으로 지정되어, 

‘미래주도 창의인성육성 지원’이라는 영재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히 제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기관 운

영의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 우수교원 확보·지

원 강화, 안정적인 발전 기반 구축의 5대 분야의 하위 추진과제에 

적합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재교육 기회 확대, 질적 

수준 제고, 효과성 강화라는 3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

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는 연구보고서 및 교

수·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융합프로그램으로서 ‘영재를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2012)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통합형 프로그램’(2011)을 개발하여 제안하고 있다. ‘영재를 위

한 융합인재교육프로그램’에서는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을 바

탕으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 배양하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과학영재교육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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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및 정책방향 제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

구를 통해 체계적인 과학영재 육성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 영재교

육 정책 기획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기회연구 추진 및 

영재교육 분야 학술연구 지원 및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통합프로그램은 과학영재들의 예술적 사고역량 개발과 구체적이

고 직접적인 제작과 실행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

점을 두고 과학과 음악, 과학과 시각예술 프로그램으로 각 4가지, 6

가지로 구성된‘융합형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과학과 

예술의 만남 초등편’(성은현, 2011)을 제공하고 있다. 

가.  영재를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영재를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이재분 외, 

2012)의 개발취지 및 개발방향은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영

재에 대한 교육 접근은 보다 다중적 측면에서 서로 이질적인 아이

디어, 기술, 문제, 재능, 지식 등을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영재들의 특성이나 수준을 고려한 융합인재교육

(STEAM) 프로그램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었다. 과학기술 소양과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여 타 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미래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맞추어 영재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종류 및 특징으로는 학생의 학년(연령)이나 융합인

재교육(STEAM) 경험 유무에 따른 학생의 차이를 고려하여, 기초

과정과 심화과정의 두 가지로 개발되었다. 기초과정은 학교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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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연계하여 교과의 내용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심화과정은 교과 내용의 핵심 개념을 토대로 하여, 좀 더 확장되고 

심화된 내용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학생의 역량계발 측면과 교육실천의 측면에서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학생의 역량 계발 측면에서 현대사회에 필

요한 과학기술 소양을 갖추고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며 타 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미래형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합인재교육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의 역량계발 측면에서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강조하고, 학습동기를 극대화하며, 또한 학생

들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재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지

원하기 위해, 교육실천의 측면에서 교과목의 융합을 구체화하고, 연

계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학교 교육에만 그

치지 않고 장래 진로와 연계되도록 하고자 했다. 이외 교육현장 활

용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초등 프로그램은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을 바탕으로 통합적

이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초등 기초 과정의 학습목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핵심 개념을 토대

로 확장되고 심화된 내용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데 있으며, 초등 

심화 과정의 학습목표는 교육과정을 심화 확대하여 재구성한 주제

를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를 하는 데 있다(이재분 외, 

2012).

전체 프로그램은 기초, 심화 과정 모두 각각 5주제(주제별 6차

시)로 구성되어 있다. 융합 프로그램 중 미술과 융합된 프로그램만

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31 -

미술이 포함된 초등 기초 프로그램은 ‘드라이아이스 무대 위에 

오르다’, ‘밸런싱 아티스트(Balancing Artist)’, ‘거품의 세계

로’, ‘공기의 힘’이 있다. <표 Ⅲ-1> ‘드라이아이스 무대 위에 

오르다’는 1차시부터 6차시까지 전체가 미술과 연관되어 있다. 수

업은 모둠활동과 실험 및 발표가 주를 이루며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소개와 새로운 경험을 유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냉매제로만 사용

되는 드라이아이스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신데렐라’ 동화를 따라가며 드라이아이스로 인해 나타나

는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를 비교하고, 주변의 온도를 급속도로 내려가게 하는 

속력을 구하며 인형극을 준비하고 공연을 하면서 무대디자이너에 

대해 알게 하였다. 

 교과 연계성을 살펴보면 1차시는 초등학교 5학년 미술의 ‘이

야기 세상’단원과 5학년 국어 ‘이야기와 삶’, 6학년 과학‘여러 

가지 기체’, 6학년 음악 ‘극 음악 속으로’, 6학년 실과 ‘생활 

속의 전기 전자’로 5개 교과가 융합되어 있다. 2차시는 5학년 과

학의 ‘물체의 속력’, 5학년 미술의 ‘디자인과 생활’, 6학년 과

학 ‘여러 가지 기체’가 연계되어 있다. 3, 4, 5, 6차시 역시 5학

년 미술, 국어와 6학년 과학 교과가 연계되어 있다. 평가는 각 차시

별로 평가 내용과 기준을 제시하고 수행평가와 관찰평가 방법을 이

용한다.

두 번째 초등 기초 프로그램은 ‘밸런싱 아티스트(Balancing 

Artist)’이다. 미술과 연관된 차시는 1, 4, 5, 6의 4개 차시이며, 

수업활동 유형은 동영상 감상을 시작으로 모둠활동과 토의 및 발표

가 주를 이룬다.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돌탑이라는 소재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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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기초 과정
주제

(단원)명
주제(단원) 목표

차
시

차시명
STE
AM

드라이아
이스, 무대 

위에 
오르다.

드라이아이스로 인해 나타
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예술적으로 표
현할 수 있다.

1 무대 위의 연기
S, T 
,E, A

2
무대 위 연기의 

정체
S, T 
,E, A

3 신데렐라의 파티
S, T 
,E, A

4 신데렐라의 마차
S, T 
,E, A, 

M

5
준비! STEAM 

활동
S, T 
,E, A

6
도전! STEAM 
활동 및 평가

S, T 
,E, A

Balancing 
Artist

무게 중심의 원리를 이해
하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으며, 
균형의 원리를 이용한 설
치 미술을 표현할 수 있
다. 

1 다양한 쌓기 S, A

4 나를 보여줘!
S, E, 

A

5 도전! STEAM활동
Balancing 

Artist가 되어보자

S, T, 
E, A, 

M6

거품의 
세계로

거품 현상을 관찰하여 빛
의 반사와 굴절 현상을 이
해하고, 거품을 활용한 예
술작품을 통해 예술가를 
알게 된다. 또한, 비눗방
울과 거품의 구조에 숨은 
수학을 이해하고, 건축물
에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아름다운 거품!
S, E, 

A

4
거품모양의 규칙을 

찾아라!

S, T, 
E, A, 

M

5 도전! STEAM활동
거품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S, T, 
E, A, 

M6

공기의 힘

공기와 관련된 개념을 이
해하고, 관련된 개념을 활
용한 작품을 창의적으로 
구안할 수 있다. 또한, 지
구환경과 관련하여 공기가 
지닌 에너지가 일상생활에 
기여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1
공기의 힘을 
느껴보자!

S, T, 
A

5 도전! STEAM활동
S, T, 
E, A, 

M

<표 Ⅲ-1> 미술과 융합된 초등 기초 프로그램(이재분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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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시작된다. 돌탑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을 모든 사람이 공감

할 수 있도록 균형의 원리를 이용한 설치 미술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떤 물체에나 무게중심이 존재하고 무게중심을 

바닥면에 수직으로 놓이게 하면 균형을 이루며 여러 사람들에게 작

품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균형을 이용

한 설치 미술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과 

행복감을 통해 주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재분 외, 2012). ‘밸런싱 아티스트(Balancing Artist)’는 초

등학교 3학년 미술‘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술 감상하기’, 4학년 

과학 ‘무게’, 4학년 수학‘규칙 찾기’, 5학년 미술‘시각 문화 

환경과 미술’, 6학년 수학‘여러 가지 입체 도형’의 교과가 연계

되어 있다. 평가 방법은 서술평가와 수행평가를 사용한다.

세 번째 ‘거품의 세계로’의 수업활동 유형은 모둠실험 및 활

동, 토의 및 발표가 주를 이룬다. 명화 작품인 보티첼리의 ‘비너스

의 탄생’을 감상으로 시작하여, 거품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학생들

이 쉽게 접하면서도 잘 모르는 거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물과 세제가 만나서 만드는 거품을 살펴보면서 빛의 

반사와 굴절현상을 관찰할 수 있고, 이를 사진으로 담아서 예술작품

을 만드는 예술가에 대해 소개한다. 어릴 적 한 번씩은 해 보았을 

비눗방울 놀이를 통해서 비눗방울과 거품의 구조에 숨은 수학을 이

해하고, 건축물에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이재

분 외, 2012). 1, 2, 5, 6차시가 미술과 연계되어 있으며, 교과간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과학‘우리 생활과 물질’, 3학

년 미술‘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술 감상하기’, 5학년 미술‘사진과 

영상’, 6학년 과학‘빛’이 연계되어 있다. 평가방법은 수행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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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평가, 학습지를 이용한 서술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네 번째 단원은 ‘공기의 힘’이다. 공기로만 움직이는 자동차

(Airpod)를 소개하고 공기의 힘을 이용한 생활주변의 사례들을 조

사하고 탐구하게 한다. 학생들이 흥미롭고 즐겁게 공기의 힘을 이해

하는 데 접근할 수 있도록 활동설계를 3가지, 공기대포, 호버크래프

트, 에어로켓을 제공하고 마지막 5-6차시에서 주어진 미션을 해결

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구안해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한다. 재료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모둠별 작품을 

디자인하고 만들며, 미래의 환경과 관련지어 공기의 힘을 이용한 다

양한 생활용품을 설계, 구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지구환경과 관련지어 공기 에너지의 활용을 통해 일상

생활에 기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였다(이재분 외, 2012). 교과 연

계성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미술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나 작품 설

계와 디자인 제작과정이 미술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평가방법은 관

찰평가와 활동지 평가가 주를 이룬다.

초등 심화 과정은 ‘뇌가 보여주는 세상, 참 또는 거짓’, ‘에

버스피어(Eversphere)’, ‘나는 다리 건축가’, ‘요리와 과학의 

만남’, ‘바람아 학교를 부탁해’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2> 

‘뇌가 보여주는 세상, 참 또는 거짓’은 뇌돌이라는 가공의 인

물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주제인 착시현상을 중심으로 뇌의 이해

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기억력과 집중력향상을 위해서 스토리텔링

을 기반으로 소주제들을 연결하였다. 융합적인 사고에 학생들이 몰

입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창의재단의 3단계 준거틀 속에 각 활동을 

PRIDE of STEAM모형(신영준, 2011)에 맞추어 원리, 관계, 상상, 

디자인 ,탐색 요소들을 학습주제 흐름에 맞게 배열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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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심화 과정
주제

(단원)명
주제(단원) 목표

차
시

차시명
STEA

M

뇌가 
보여주는 
세상, 참 

또는 거짓

뇌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로 구체화할 
수 있다.

2
뇌가 보여주는 

멋진 세상(원리)

S ,T, 
E, A, 

M

3 뇌 속으로 
탐구여행

(원리, 상상)

S, T, 
E, A, 

M4

5
뇌들이 건망증에서 

탈출하다(탐색)

S, T, 
E, A, 

M

6
나는야 미래의 

안전 
디자이너(디자인)

S, T, 
E, A, 

M

Eversphe
re(에버스

피어)

생태계를 기초적인 수준에
서 이해하여 지속발전가능
한 생물권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2
Biosphere 2 
실험실 해부

S, T, 
E, A

3
탄소와 질소의 

순환

S, T, 
E, A, 

M
4 생물 정화 S, A

5
6

Eversphere 제작
S, T, 
E, A, 

M

나는 다리 
건축가

전통과 현대의 다리 탐구
를 통해 원리를 이해하고 
나만의 다리를 디자인할 
수 있다. 

1
만남에는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S, T, 
E, A, 

M

2
우리나라 

전통다리의 원리와 
특성이 무엇일까

S, T, 
E, A

3
현대 다리의 
특징과 구조, 

원리는

S, T, 
E, A, 

M

6
미래 교량의 

역할은 무엇일까

S, T, 
E, A, 

M

요리와 
과학의 
만남

음식 속 과학의 원리 탐구
를 통해, 나만의 새로운 
조리방법, 도구를 디자인
할 수 있다. 

3
새로운 조리법 

탐구
S, A, 

M

5
6

도전! 쿡티스트!
S, T, 
E, A

<표 Ⅲ-2> 미술과 융합된 초등 심화 프로그램(이재분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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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 
학교를 
부탁해!

건물 안 공기흐름 원리탐
구를 통하여, 환기와 통풍
이 잘 되는 학교를 디자인
할 수 있다.

1
바람이 

필요해(관계)
S, T, 
E, A

4
통풍과 더 

친해지기(상상)
T, E, 

A

5
바람이 들어오는 

학교 만들기(탐색, 
디자인)

S, T, 
E, A, 

M

프로그램 구성 흐름에 따라서 학생들이 착시현상을 중심으로 뇌과

학과 관련된 인지공학에 대해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재분 외, 2012). 수업활

동 유형은 동영상 감상으로 시작하여, 모둠활동과 토의 및 발표, 실

험활동, 과학역할극 으로 이루어진다. 교과는 초등학교 5학년 과학

‘우리의 몸’, ‘물체의 속력’, 5학년 미술‘사진과 영상’이 연

계성을 가진다. 평가는 평가 영역을 구분하여 지식과 내용은 수행평

가, 기능 및 기술은 산출물 평가를 정의적 측면은 관찰평가, 의사소

통 영역은 관찰평가와 동료평가를 사용하였다.

심화 과정 2단원 ‘에버스피어(Eversphere)’이다. 탄소 순환 

및 질소 순환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순환과정을 위한 주제

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지구생명권을 축소시켜 놓은 바이오스피어Ⅱ

(BiosphereⅡ) 실험으로 지구 생명체의 위기 및 지구온난화와 우리

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탐구를 한다. 또한 에코스피어(Ecosphere)

와 테라리움(Terrarium)으로 순환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인간의 기술로 자연의 순환을 그대로 재현하

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구 생명체의 위기, 인간의 생존에 대

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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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을 위한 친환경적인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한다. 이러

한 노력과 더불어 과학기술은 다양한 측면에서 또 다른 노력이 필

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에버스피어를 위한 기술의 진보와 상상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구 위기라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흥

미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하게 된다. 전체 수업은 학생들이 바이오스

피어, 에코스피어, 테라리움, 해수어항 등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탐구

과정을 통해 에버스피어를 위한 아이디어들을 집약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이재분 외, 2012). 수업활동 유형은 동영상 

감상, 모둠활동과 토의 및 발표로 이루어진다. 교과연계성은 초등학

교 과학 교과 내 연계가 이루어지며 다른 교과와의 연계는 없다. 수

업 전개과정에서 순환과정을 표현하거나, 테라리움 만들기, 설계도

를 그리기 등에서 미술활동이 포함된다. 평가는 지식과 내용 영역은 

수행평가, 기능 및 기술영역은 산출물 평가, 정의적 측면은 관찰평

가, 의사소통 영역은 관찰평가와 동료평가를 사용한다.

3단원 ‘나는 다리건축가’는 인류의 역사적 사실과 현존하는 

다리의 모습을 고대부터 현대까지, 구조, 특징, 원리를 살펴보고 이

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다리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RC카가 건너는 

실험을 한다(이재분 외, 2012). 수업활동 유형은 모둠활동과 토의 

및 발표, 제작활동의 구성 되었다. 교과 연계성은 과학, 수학, 사회, 

실과가 주를 이루며, 미술은 작품 감상과 제작활동에서 관련되어 있

다. 평가는 지식과 내용 영역은 수행평가, 기능 및 기술영역은 산출

물 평가, 정의적 측면은 관찰평가, 의사소통 영역은 관찰평가와 동

료평가를 사용한다.

4단원은 ‘요리와 과학의 만남’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요리에 담긴 역사, 문화 등을 살펴보고 음식과 관련된 직업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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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도구 등을 고안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속에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

다. 끓는점을 높이는 방법, 순물질과 혼합물의 끓는점의 차이를 확

인한다. 또한 발효 실험이나 화학적 반응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를 

통해서도 과학적 원리와 사실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5-6차시에서

는 Cooktist(cook+Scientist+artist)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음식, 

과학, 예술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스스로 조리하는 방법과 조리도

구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학생이 배운 과학적 지식을 예

술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융합하여 미래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는 자세를 연습할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재분 

외, 2012). 수업활동 유형은 동영상 감상과 모둠활동, 토의 및 발표

로 구성되어있으며, 교과연계성은 초등학교 과학과 실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미술 활동은 수업 전개과정에서 조리도구를 고안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평가는 지식과 내용은 수행평가, 기

능 및 기술은 산출물 평가를 정의적 측면은 관찰평가, 의사소통 영

역은 관찰평가와 동료평가를 사용하였다.

나. 창의성 계발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창의성 계발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이미경 외, 2011)은 영재들

의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수·과학과 예술의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수·과학적 문제의 발견과 해결과정에 예술적 사유행위가 결합됨으

로써 문제를 다르게, 다차원적으로, 자신을 대상에 이입하여 보게 

하고(문제의 새로운 발견), 서로 달라 보이는 것 간의 뜻밖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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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찾고(새로운 관계의 발견), 다른 표상형식(시각적, 청각적 이

미지화)으로의 전이를 통해 추상화의 새로운 형식을 경험하게 함으

로써, 학습과 이해 위주의 수·과학 영재수업의 한계를 넘어 창의성

이 발현되고 개발되는 수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

째, 수학과 과학 분야의 영재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창의성의 계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영재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이 되도록 하였

다(이미경 외, 2011).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은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소통과 교감을 통한 몰입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과학 

예술의 만남으로 제 3의 혼성적 공간의 창출한다. 그리고 수·과학

과 예술적 사유행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사고의 기술을 활용

한다. 다음으로 통합의 내용적 수준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마지막으

로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교사간의 협동수업을 제안하고 있

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짧게는 1회(90분)분 이거나 길게는 10회

(45분씩)분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 단기 교육용 프로그램들이며, 

규칙적이고 연속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영재

교육과정과의 조화 속에서 배치되어야 하며, 특별프로그램으로서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초등 4, 5, 6학년과 중

등 1, 2, 3학년 두 단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대상의 연령별 특

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특성은 일차적으로 핵심교육내용을 초·중등 

수·과학 영재교육과정과 연계성 내에서 구성함으로써 차별화한다. 

통합의 수준은 1단계 주종적 통합, 2단계 나열적 통합, 3단계 

초월적 통합으로 나누었고, 2단계는 다시 새로운 의미의 발견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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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차시 프로그램명 통합교과 통합수준
수·과학
핵심지식

초
등
4 ,
5 ,
6

10
(각80
분)

온 세상에 알리는 
하나뿐인 별 

전시관

과학, 음악, 
미술, 문학

나열적 
통합(다각도

의 발견)
별의 일생

4
(각80
분)

사이언스 
드로잉쇼

과학, 미술, 
음악

나열적 
통합(다각도

의 발견)

물질의 색
과 변화

1(80
분)

내가 만일 
프로코피에프라면

..

과학, 미술, 
음악

나열적 
통합(새로운 
의미 발견)

악기 음색 
및 음고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

3
(각80
분)

인체탐험 과학, 미술
나열적 

통합(새로운 
의미 발견)

인체의 구
조와 특징

<표 Ⅲ-3> 창의성 계발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의 핵심 지식내용(이미경 
외, 2011)

각도의 발견으로 구분하였다. 주종적 통합은 하나의 학문이 다른 학

문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이다. 나열적 통합유형 중 새로

운 의미의 발견은 수·과학적 지식을 예술적 상상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배운 지식이 예술적 상상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의

미를 발견하게 된다. 나열적 통합 중 다각도의 발견은 현실세계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술이든, 수·과학적 방법이

든, 인문학적 방법이든, 사회학적 방법이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연구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주제를 자신의 문제의식에 의해 예술적 과학적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이미경 외, 201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 계발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의 

핵심 지식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3>

프로그램 개발의 목표는 수학과 과학 분야 영재들의 창의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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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위하여 각 프로그램들은 2가지를 학습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는 습득해야 할 지식내용이다. 이는 기존의 지식내용의 충분한 이해

가 전제되어야 창의적 산출물이 의미 있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수·과학과 예술이 만나 만들어 내는 새로운 혼성적 

개념의 공간 내에서 학생들이 배운 지식내용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 

확대, 변형, 또는 뒤집어 생각하는 사고 도구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각 프로그램은 루트-번스타인(Root-Bernstein)이 분

류한 13가지 생각의 도구 중 어떠한 도구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지 기술하게 되어 있다(이미경 외, 2011). 

교수학습 방법은 영재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

록 창의적 문제해결력 모형, 문제중심학습법, 주제적 학습법, 프로젝

트 학습법, 공연활동 학습법, 직소우(Jigsaw)Ⅰ형 협동학습법 등 6

가지 교수학습법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통합교과는 교사 간 

협동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수·과학 담당교사가 

예술적 내용을 가르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교사간의 협동수업을 

권장하고 있다(이미경 외, 2012). 

창의성 계발을 위한 통합형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중 ‘온 세상 알리는 하나뿐인 별 전시관’의 개요와 각 

차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4>

‘온 세상에 알리는 하나뿐인 별 전시관’은 별이라는 소재를 

과학적으로 한정 짓지 않고, 인문사회, 예술 등과 접목시켜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를 통해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별을 접근할 수 있도

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학적으로 별을 음미해 볼 수도 있고, 음

악적으로 별을 노래해 볼 수도 있고 미술적으로 별을 표현해 볼 수

도 있다. 결국, 그 동안 다소 단절되어 있던 학문 간의 경계를 조금



- 42 -

차시 주제 내용 교과

1
(80
분)

세상에서 바라본 
별의 세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한 ‘별’이
라는 소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찾고 생각해보기

과학, 
음악, 
미술

2
(80
분)

인생의 거울, 별의 
운명

사람의 인생과 별의 일생을 비교해 
복 DART와 매직큐브 활동으로 정
리해보기

과학

3
(80
분)

내가 그리는 명화 
속의 별 이야기

명화 속에 표현된 별의 의미를 찾
아보고, 나만의 생각대로 별을 재
표현 하여 작품 설명회 갖기

과학, 
미술

4
(80
분)

별을 노래하는 마
음으로

장르별로 다양하게 별을 노래한 작
품을 감상하고 직접 별 관련 작품
을 제작하여 작품 설명회 갖기

과학, 
음악

5
(80
분)

과학과 접목시켜보
는 의미심장한 별 
이야기

별과 관련된 시의 내용을 과학적인 
사실과 연관 지어 해석해 보고 모
둠별 작품을 재해석하여 작품설명
회 갖기

과학, 
문학, 
음악

6
(80
분)

세계에 알리는 서
시의 신선한 충격

윤동주 시인과 그의 작품을 소개한 
동영상 속 문구들이 의미하는 바를 
다양한 각도로 해석해 보고, 별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정리해 보기

과학, 
문학, 
미술, 
음악

7
(80
분)

별 전시회의 서막
모둠별 별 전시회 주제 선정 및 관
점별 내용 정리하기

과학, 
문학, 
미술, 
음악

8
(80
분)

오감을 활용한 미
니 별 전시작품 만
들기

모둠별 구상한 전시 작품 속에 전
시될 다양한 작품의 일환으로 제시
된 메이킹 북이나 매직큐브 등을 
제작함으로써 아이디어 얻기

과학, 
문학, 
미술, 
음악

9
(80
분)

전시회 꾸미기 
D-1

최종적인 전시회가 되기 위해 다양
한 전시작품, 관람도, 입체적인 전
시작품 제작 등 부족한 부분을 마
무리 짓기

과학, 
문학, 
미술, 
음악

10
(80
분)

초대 합니다 별전
시회로

최종 리허설 및 모둠별 전시작품을 
게시하여 설명한 후 상호동료평가
를 통해 피드백 받기

과학, 
문학, 
미술, 
음악

<표 Ⅲ-4> 세상에 하나뿐인 별 전시관 차시별 내용(이미경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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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넘어선 통합적인 사고를 ‘별’이라는 소재로 시도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별의 일생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의 이해를 바탕

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별을 해석함과 동시에 과학적 사실의 심화적

인 해석으로 별에 대한 다중적인 의미를 별 전시회를 통해 세상에 

소개해 하도록 하였다. 특히 별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대적 배경에 따른 문학작품을 별과 빗대

어 해석해 보고, 음악과 미술 등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나만의 별 전

시회를 구상함으로써 다각적인 해석을 맛보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

다. 또한 동일한 소재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르게 

표현될 산출물을 직접 봄으로써 사고의 폭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이미경 외, 2011). 

각 차시별 수업지도안은 개요와 학습목표, 지식내용(과학적, 문

학적, 음악적, 미술적 생각 통합하기), 사고력(관찰하기, 추상화하

기, 형상화하기, 유추하기, 통합적 이해 등), 교육방법(주제적 학

습), 교육매체를 앞서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에 있어서는 내용(주제

와의 연관성, 사고의 다양성, 작품의 창의성)과 기준, 방법(행동관찰

법, 질문법, 산출물 평가)을 제시하고 있다. 

창의성 계발을 위한 통합형 프로그램 개발(이미경 외, 2011)에

서는 일부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온 세상

에 알리는 하나뿐인 별 전시관’의 1차시 수업, ‘세상에서 바라본 

별의 세계’의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는 전

체적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비록 예술

의 측면이 다소 미흡하게 통합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과학수업보다 더 흥미롭고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술의 감각과 지각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고 놀이적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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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절하게 가미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상승될 것이라고 전

망하고 있다(이미경 외, 2011).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질문에서는 좋은 점으로 정답위

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집

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쉬운 점은 진행과정에서 예술 분야에 대

한 지식이 부족하고, 수업에서 사용한 창의성 기법이 적절한지에 대

한 확신이 부족하였으며, 수업 시간이 촉박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코티칭(Co-teaching)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개

선과 예술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개선, 보다 본질적인 

예술의 측면이 통합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분석은 3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첫째, 과학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하고 생각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창의성), 둘째, 정해진 정답을 찾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자유표현), 셋째 협동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협동학습)을 들었

다. 이를 통해 예술통합프로그램이 기존의 과학프로그램에 비해 보

다 창의적이라고 보았다. 아쉬운 점은 시간의 제한과 수업 환경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술의 다양한 장르와 예술 외의 다른 다양한 분야와

의 연결과 몸으로 표현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활동과의 연계의 필

요성 제기되었다(이미경 외, 2011).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별이라는 과학적 소

재와 주제를 예술과 연결함으로써 정답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

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었고, 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다양

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유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술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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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통합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과학적 창의성을 계발하는데 효과

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전반적으로 예술과 통합방식이 적절하였으

나 몸을 이용한 신체감각적 사고와 미적경험의 요소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의 예술적 특성이 반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이 시간의 부족을 느꼈는데, 다양한 활

동의 연결뿐만 아니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예상

하여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미경 외, 2011). 

다. 융합형 영재교육프로그램-과학과 예술의 만남 초등편

융합형 영재교육프로그램-과학과 예술의 만남 초등편(성은현, 

2010)은 한국과학창의 재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과학영재

들의 예술적 사고역량 개발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제작과 실행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과학과 

음악 융합프로그램 4개와 과학과 시각예술의 융합프로그램 6개로 

구성되어있다. 과학과 시각예술 융합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표 Ⅲ-5>와 같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학습목표와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핵

심역량은 주 핵심역량과 부 핵심역량으로 구별하였다. 주 핵심역량

은 사회적 협응 태도, 도전 정신, 모둠활동을 통한 아이디어의 상승

과 효율적 작업패턴 알기 등 수업에서 계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주

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 핵심역량 에서는 미적 요인의 지

각, 착시에 대한 이해와 발견, 발상의 다양성 익히기 등 미술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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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1. 잭슨 폴록처럼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리기에 대
한 고정관념을 깨고 액션 페인팅 공동 작업을 통
해 공동체 속에서 개인을 느낀다.

2. 한 시점에서 느끼
는 착시

보는 것과 보여 지는 것 그리고 실재하는 것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착시현상을 이해하고 공간
에 착시를 만들어 보며, 시각예술로서의 미술을 
이해한다.

3. 그림자놀이
미술에서 평면과 입체의 개념을 알고 조형과 그
림자 만들기를 통해 실제 보이는 물체와 그림자
의 형상 차이를 깨닫는다. 

4. 무늬 있는 육면체
입체 도형을 이해하고 정육면체 설계와 연결된 
무늬를 만들기를 통해 도형의 수학적 기능 외에 
시각 예술에서의 기능을 인지한다.

5. 평면에서 입체로
평면으로부터 발전하는 입체의 개념을 알고 입체
화 되는 것에 대해 계획성 있게 구성한다.

6. 영상 카툰
이야기 구성, 콘티 제작, 촬영, 편집 등 영상 제
작 전 과정을 통찰해 보고 동영상을 제작한다.

<표 Ⅲ-5> 과학과 시각예술 융합프로그램(성은현, 2010)

학 분야의 구체적인 역량을 설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실제 활동은 

3시간과 5시간(2시간, 3시간씩)이며, 대부분 모둠 활동이며, 한 개

의 개별 활동이 있다. 수업은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하여 사전 

감상을 하고 실기 수업을 진행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있

으며, 전체적으로 실기 위주의 활동이다. 평가는 5단계 리커트척도

형이며, 학생을 위한 교사 평가와 학생을 위한 학생 평가로 구성되

었다(성은현, 2010). 

융합형 영재교육프로그램-과학과 예술의 만남 초등편은 수업지

도안과 참고자료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방향이나 목표, 교육 방

법, 교과간의 연계성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참고자료의 경우, 교사

용 자료는 용어의 정의와 감상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이 있으나 사

전적인 정의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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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미술·과학 통합프로그램 사례

해외의 경우 과학 예술 통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통합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영재

를 위한 통합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영재를 위해 개발된 미술과 과

학의 통합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살펴보았다.

가. 미국 게티 박물관(The J. Paul Getty Museum) 미술과 과

학 프로그램(Art & Science: A Curriculum for K-12)

미국 게티 박물관 교육원에서는 성인 학습자부터, 대학의 교수

와 학생, 초중고 교사와 학생, 아이와 가족, 청소년, 박물관 교육자

까지 다양한 대상에게 교수 학습 자료와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미술과 과학 프로그램은 시각예술과 과학적 지식의 

다양한 교차점을 탐색하기 위해 게티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한다. 

교육과정은 게티의 관리위원 교육자와 큐레이터, 과학자, 교사 자문 

그룹에 의해 개발되었다. 과학의 예술적 생산물, 환경 보호, 조사와 

실험의 과학적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미술과 과학이 혼합된 흥미로

운 영역의 탐구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과 시각적 예술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게티 박물관의 소장품인 골동품, 장식 예술,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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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화, 사진, 조각 영역의 작품과 연관된 아이디어 토론과 수업

을 포함하고 있다. 미술과 과학의 통합프로그램은 3가지가 있다. 첫

째, ‘곤충 해부학과 화가 과학자(Insect Anatomy and Scientist 

as Illustrator, 2007, 2013)’, 둘째, ‘빛 잡기: 사진의 과학

(Capturing Light: The science of Photography, 2013)’, 셋째, 

‘고대 청동상 보호를 위한 부식과의 싸움(Fighting Corrosion to 

Save an Ancient Greek Bronze, 2013)’이 있다. 각 프로그램은 

기초(beginning), 중간(intermediate), 심화(advanced)의 3단계 

수준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수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수업은 1~3교시 정도의 소요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곤충 해부학과 화가 과학자’는 학생들이 살아있는 곤충을 관

찰하고 17세기에 그려진 미술관의 작품[그림 Ⅲ-1]1)을 보고 곤충 

그림을 조사한다. 성충의 세 가지 특징, 세 부분으로 분류되는 몸통

(머리, 가슴, 배), 6개의 다리, 더듬이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선을 조합하여 살아있는 곤충을 그린다. 학생들은 관찰과 사

전 지식을 활용하여 곤충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작품을 활용하여 제

작한 미술 활동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 선을 조합하여 살아있는 

곤충을 그린다. [그림 Ⅲ-2]2)

‘빛 잡기: 사진의 과학’은 예술가들이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빛을 조정하는지를 배우고 19세기 사진[그림 Ⅲ-3]3)을 분

1) 얀 반 케셀, 1650-1655. 양피지에 메탈 포인트 밑그림 위에 실채색과 갈색 
잉크. 5 1/8 × 6 11/16in. 
http://www.getty.edu/education/teachers/classroom_resources/curricula/ar
t_science2/ 검색일 2015년 3월 24일 23시

2)http://www.getty.edu/education/teachers/classroom_resources/tips_tools/ 
검색일 2015년 3월 24일 23시 

3) 존 머레이 박사, 1857-1860. 밀랍 칠한 종이에 네가티브. 14 1/2 × 18 
1/16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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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애벌레, 나방, 곤충 
까치밥나무열매 

[그림 Ⅲ-2] 곤충해부학과 화화 
과학자 미술 활동지

석한다. 그리고 핀홀 카메라를 제작하여 학교나 건축물들을 촬영한

다. 학생들은 빛이 직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해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한다.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

는데 볼록 렌즈를 이용하여 빛이 굴절되는 것을 확인하고[그림 Ⅲ

-4]4), 핀홀 카메라와 트레이싱지를 이용하여 건물을 그린다.

‘고대 청동상 보호를 위한 부식과의 싸움’은 고대 청동상의 

자세를 분석하는 학습을 하고, 어떻게 부식을 방지하고 보호할지를 

탐색한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조각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청동

에 대해 배우고, 주기율표를 이용하여 청동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류

http://www.getty.edu/edu/education/teachers/classroom_resources/curricul
a/art_science2/ 검색일 2015년 3월 24일 23시

4)http://www.getty.edu/education/teachers/classroom_resources/curricula/art
_science2/ 검색일 2015년 3월 24일 2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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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대리석 궁전의 황제
의 모스크. 

[그림 Ⅲ-4] 빛의 파장과 렌즈 
학습자료

하고 청동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화학 합성 공식을 탐색한다. 학생

들은 금속과 물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 변화를 관찰하고 원리

를 이해한다.

게티 박물관의 미술과 과학 통합프로그램은 박물관의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이용하여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

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기초(beginning), 중간(intermediate), 심화

(advanced)의 3단계 수준으로 구성하여 대상에 따른 수준별 수업

이 가능하게 하였다. 수업은 모둠별 활동과 개별 활동이 수업 내용

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되었고, 동영상 감상, 교사의 질문과 학생

의 발표, 토론 수업위주로 진행된다. 평가에 대한 방법과 내용은 제

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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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미소니언 교육원(Smithsonian Education) 미술과 과학 

수업(Lesson Plan)

스미소니언 교육원에서는 교육자와 학생을 위한 교과목 영역별, 

학년별 수업 계획을 제공하고 있다. 수업 계획은 미술과 디자인(Art 

& Design), 과학과 기술(Science & Technology), 역사와 문화

(History & Culture), 언어(Language Arts)와, 학습자들을 위한 

역사와 과학, 예술 등에 대한 역동적이고 쌍방향의 웹사이트를 소개

하는 아이디어 연구소(Idea Lab)로 분류되어 있다.

미술과 과학이 통합된 프로그램은 ‘식물학과 미술(Botany & 

Art, 2011)’, ‘모든 사진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Every 

Picture Has a Story, 2004)’, ‘프랭클린과 친구 되기(Making 

Friends with Franklin, 1999)’세 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프

랭클린과 친구 되기(Making Friends with Franklin, 1999)’는 

초등학교 언어, 과학, 사회, 역사, 미술교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나, 언어, 과학, 미술의 수업이 분리되어 진행되며, 따라서 정확하게

는 통합형 수업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주제로 다른 교과의 수업이다. 

‘식물학과 미술-자연보호의 역할(Botany & Art-and their 

roles in conservation)’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

년(Grade 3~8) 대상으로 하며 식물학자와 식물 삽화가의 작업을 

소개하고, 특별히 세계의 멸종 위기 식물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 수업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첫 수업은 ‘사라져 가는 식물

을 보다(A Look at Disappearing Plants)’로 간단한 식물 분류 

게임[그림 Ⅲ-5]5)으로 시작하여  학생들은 6개의 멸종 위기 식물

5)http://smithsonian.org/educators/lesson_plans/botany/smithsonian_siyc_s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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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나뭇잎 도표 [그림 Ⅲ-6] 식물의 사진과 삽화
의 비교 

을 알고, ‘과학자들이 식물의 사진이 있더라도, 삽화가 가지는 장

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식물의 삽화, 사진, 건조시킨 표본

을 조사하게 한다. [그림 Ⅲ-6]6) 그리고 식물학자 들이 가지고 있

는 가장 큰 질문인 멸종 위기 식물 중 보호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종이 다른 종보다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멸종 위기의 식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두 번째 수업은 ‘식물 삽화

(Botanical Illustration)’로 학생들 스스로 스미소니언 삽화가의 

삽화 제작방법에 따라서 식물 삽화를 제작한다. 

다음은 ‘모든 사진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Every Picture 

ng2011.pdf 검색일 2015년 3월 25일 23시
6)http://smithsonian.org/educators/lesson_plans/botany/smithsonian_siyc_spri

ng2011.pdf 검색일 2015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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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a Story)’수업 계획이다. 스미소니언이 1846년 설립된 6년 

후 사진은 미국에 들어오게 된다. 현재 박물관과 아카이브에는 13

만장 이상의 사진이 있다. 이 수업 계획은 스미소니언의 13만장의 

사진 중 4장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다. 사진들은 사진 매체의 역사

에서 중요한 4단계를 대표한다. 첫째, 초상 사진의 소개, 둘째, 사진 

인쇄 과정의 개발, 셋째, 순간적인 장면의 포착, 넷째, 가족사진의 

출현이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모든 사진의 숨어 있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수업은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수업에

서는 모둠별 활동으로 스미소니언에서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

진[그림 Ⅲ-7, Ⅲ-8, Ⅲ-9, Ⅲ-10]7)을 접하고 언제, 누가 만들

었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시각 매체를 해석하는 전략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를 통해서 사진에 관하여 추론을 하고 의견을 발표한

다. 두 번째 수업도 모둠별로 진행하며, 사진으로부터 역사적인 자

료를 탐색하고 사진의 연대기적 순서를 결정해 본다. 또한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교과목은 과학(Grade 5-8), 역사(Grade K-12), 미술(Grade 

K-12)이 연계되어 있다. 과학과 관련하여 과학 기술이 사회에 인

류에 끼친 영향과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와 기술 변화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역사에서는 연대기적 구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할 수 있다. 역사 탐구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 사진, 문서를 접하고 질문을 공식화 할 수 있으며, 역사적 사

진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로부터 역사적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언

제 누구에 의해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역사적 정보를 얻을 수 

7)http://smithsonianeducation.org/image/educator/lesson_plan/every_picture/
검색일 2015년 3월 25일 2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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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아이들 [그림 Ⅲ-8] 거리

[그림 Ⅲ-9] 말 [그림 Ⅲ-10] 소녀들

있다. 미술교과에 있어서는 감상 기술과 전략을 통해 시각 매체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업의 확장을 추가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초기 사진인 다게레오타입(daguerreotype)에서 디지털사

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차이점등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 토론하

고 글쓰기를 한다.

국내외의 미술과 과학 통합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국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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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경우 영재를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 기술, 공

학, 예술, 수학의 분야가 연계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미술은 

수단으로서 표현활동만이 강조되고 있다. 창의성 계발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은 예술의 측면이 다소 미흡하게 통합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과학수업보다 더 흥미롭고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정답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다

양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와 협동학습의 기

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진다. 아쉬운 점은 진행과정에서 교사가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코티칭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개

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소요되는 시간과 수업 환경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융합형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

의 계발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교과 간의 연계성이나 

교육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과학 영재들을 위한 미술 경험, 체

험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국외의 미술과 과학 통합프로그램의 경우 누구나 프로그램을 이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연계된 교과와 학년 수준별로 제

시하고 있다. 미술 작품을 이용하여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수업 자

료를 개발하였으며. 모둠별 활동과 개별 활동이 수업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수업은 동영상 감상,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발표, 토론 수업위주로 진행된다. 미술과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실기 표현 활동이 포함된 수업과  

작품의 감상과 해석에 대한 수업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평가

에 대한 방법과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Ⅳ장 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국내외의 미술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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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

하여 개발방향과 목표, 내용 구성, 미술과 과학의 통합 방법, 교수학

습 방법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수업지도안과 학습 자료를 작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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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미술과 과학 통합프로그램 개발: 생활 속 

미술과 과학의 만남

1.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미술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

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미술영재들의 창의적 자아실현

과 예술적 성취를 목표로 참다운 예술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예술과 과학은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방법론을 공유하며, 서로 다른 매체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각각의 분야에 새로운 발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

다. 또한 예술과 과학은 창의적인 상상력이 바탕이 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다. 예술과 과학은 기술에 의해 연결되지만 과학은 예술

에 수단과 재료를 제공하며, 예술은 과학적 발견에 모델을 제공하는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술영재교육에 있어서 과학적 개

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예술 분야의 지식을 심화시키고, 과학적 방

법론과 과학기술, 과학적 사고과정의 습득을 통해 상상력과 직관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영재들의 창의성 신장에 기여한다. 

(김왕동, 2011, 전정임, 2010, 태진미, 2012)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과학과 예술 분야와 통합적 접근을 시도

하여 학습자의 인지학습능력, 문제해결력과 상상력, 창의력뿐 만 아

니라, 협력학습에 필요한 배려, 협동심, 리더십 등의 인성교육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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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러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

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감성적 사고를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통

합하여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미술영재를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김정희와 강병직(2011)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미술 과학 

통합프로그램의 중요한 핵심은 미술과 과학의 접점을 찾아 교육활

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미술과 과학 관련 주제를 정하고 교육내

용을 구성하며, 학습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다

양한 주제를 선택하고, 주관적인 감성의 변화에 따른 결과물을 제시

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경험하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도록 계획한다. 둘째, 개인의 즐거

움이 동기화된 민감성, 통합적 사고, 완벽 추구, 등의 인지활동과 확

산적, 분석적, 직관과 통찰 등의 인지활동이 모두 포함 되도록 내용

을 구성한다. 셋째,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미술활동에 결

합하도록 하기위해 주제 중심 및 프로젝트 중심으로 계획하고 미술

과 과학의 공통점인 실험과 실습활동이 연계된 학습이 이루어지도

록 한다. 넷째, 미술영재들의 과학적 관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

관 등의 현장학습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섯째, 예술가와 과학자들의 

공동 작업이 예술 분야와 과학 분야의 발전에 서로 기여한다는 사

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의 산업화’와 관

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송인섭(2011)은 예술과 과학의 융합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예술적 사고와 실천

(관찰/탐색, 패턴 인식/패턴 만들기, 미적 요인의 자각, 반성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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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제해결 능력, 시각화, 미적 비판능력의 체험)을 극대화한 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정답으로부터의 자유로움,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발상과 표현의 체

험)을 함양한다. 셋째, 다양한 사고 방법의 경험(합리/비합리, 연역/

귀납, 조화/부조화, 예술-과학, 예술 장르 간의 분리 등, 대립된 것

으로 인식된 사고 방법이나 대상 세계의 연결성과 통합성)을 통하

여 사고의 유연성을 함양한다. 넷째, 적극적인 개성 표현(객관적 지

식체계가 주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감, 확산적 사고의 체험)을 존중

한다. 다섯째, 개인 간 협동과 협응 능력(협동 작업을 통한 개인 간 

조화와 리더십의 체험)을 증진시킨다. 여섯째, 예술장르 간, 예술과 

학문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소통을 꾀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언어 이외의 표현 방법 습득, 소통과 공감의 아름다움 체험, 현대

예술이 가지는 동시대성의 이해)을 증진시킨다.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미술과 

과학 분야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며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일상생활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주제를 선정한다. 둘째, 학습자의 인지학습능

력, 문제 해결력과 상상력,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제 중심 프

로젝트 중심의 실험, 실습으로 구성한다. 셋째, 협력학습에 필요한 

배려, 협동심, 리더십 등의 인성교육요소 함양을 위한 협동학습을 

포함한다. 또한 자신의 이해와 감성을 과학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통합하여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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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의 목표

미술과 과학의 통합프로그램은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육

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창의 융합 인재의 역량을 탐

색하고 정리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창의융합 인재의 역량은 창의 역량과 융합 역량이 합쳐진 개념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융합 인재의 역량에 창의성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융합 인재의 역량 가운데 창의성을 가장 중요시하

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창의를 강조하는 융합 인

재라고 볼 수 있다(정미경, 2014). 

먼저 창의적 역량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홀랜드(Hollands, 1972)는 창의성의 인지적 측면으로, 해답

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 유연성

(flexibility),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고 개선하는 정교성

(elaboration),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유창성

(fluency), 참신하거나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독창성

(originality), 표준화된 방법을 비판해 보는 민감성(sensitivity)등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길포드(Guilford, 1967, 1981)는 내

용, 작용, 결과로 조합되는 능력요인으로 지능이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작용영역을 인지, 기억, 수렴적 사고, 확산적 사고, 평가의 

5개 요인으로 분류하고 확산적 사고를 창의적 사고와 동일시하였다. 

확산적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은 민감성,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통

합 분석 능력, 복잡성, 평가 등의 8개 기본 요인으로 가정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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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정교성을 창의성의 핵심 요인으로 보았다. 

토랜스(Torrance, 1962, 1979, 1980, 1984, 1988) 는 창의성 

혹은 창의적 사고를 불협화음, 갈등상황, 지식의 결핍, 부조화 등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문제와 곤란을 규명하는 것, 문제해결책을 

찾는 것, 문제나 해결되어야 할 결점에 대한 추측, 가설을 형성하고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 수정하여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일련

의 과정과 문제해결 결과물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창의성의 핵심 능력으로 지능의 구성 요소의 하

나인 확산적 사고와 관련된 하위요인으로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을 주장하였다(이선영, 2014). 윌리엄스(Williams, 1980)는 

창의성의 구성 요인으로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을 포함하

는 3차원적 모형을 제시하고 인지적 구성요인으로서 유창성, 유연

성, 독창성, 정교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인지적 측면의 핵심역량은 유창성, 유연성, 독

창성, 정교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유창성이란 특정한 문제 상황

에서 가능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는 

사고의 풍부성과 속도를 말한다. 융통성은 고정적인 사고를 벗어나 

다각적이고 다방면으로 사고를 변화시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안하

는 능력이다. 독창성은 직면한 문제에 있어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

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다. 민감성은 지나치기 쉬운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해결 방법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교성은 생산된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능력이다. 

창의성의 정의적 측면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 동기, 태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매슬로우(Maslow, 1968)는 창의성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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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아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기, 대담성, 자발성, 자아수

용성 등의 요소를 이끌어내는 성격적인 것으로 보았고, 매키넌

(MacKinnon, 1962)과 배런(Barron, 1969)은 독립심, 모험심, 자

신감 등의 특성을 창의성의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페이스트(Feist, 

1999)는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 수용적이며, 자신

감과 야망이 있고,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어반(Urban, 1995)은 

창의성을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정의적 

요인으로 집중력, 과제 집착력, 동기, 개방성과 모함에 대한 참을성 

등을 제시하였다. 트래핑거(Treffinger, 1993)는 호기심, 반응에 

대한 자발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위험감수, 문제에 대한 민감성, 

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자신감 등을 창의성의 정의적 요인으로 제시

하였다. 윌리엄스(Williams, 1996)는 모험심, 복합성, 상상력을 제

시하였고 퍼킨스(Perkins, 1981)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잘 받아들

이고 견디는 끈기, 실패를 흥미롭고 도전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내재적 동기유발 등의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아

마빌(Amabile, 1983, 1986)은 내적동기가 창의성의 중요한 요인

이라 주장 하였다. 

창의성의 정의적인 측면으로 다양한 성향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중 인내심, 독립심, 모험심, 개방성, 자발성, 집중성 등이 공통적으

로 제시되고 있다. 인내심은 문제 해결과정이 어렵고 지루해도 참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독립심은 문제를 해결할 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인성적 특성이

다. 모험심은 새로운 과제,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감수하고, 이를 기꺼이 경험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개방성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문제 해결방법이라도 받아들이는 등 다양한 경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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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폐쇄적이지 않고 정보나 가치 그리고 경험을 잘 수용할 수 있

는 태도를 말한다는 태도를 의미한다. 집중성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하고 몰두하는 성격적인 특성이다. 

융합 인재에 관한 내용은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의 융합인재교육에서 다뤄지고 있

다. 김홍기(2003)는 융합형 인재는 자신의 전공분야 이외에도 다방

면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골고루 갖추어, 자신의 전공분야와 더불어 

인적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과 일정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인재라고 

정의하였다. 노진아(2011)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 또는 일상적 수준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융합적 사고 소양 등 다수의 재능영역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 하

였으며, 정미경(2014)는 융합형 인재는 다양한 재능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타인과 융합할 수 있는 인재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였다. 백윤수 등(2011)은 융

합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창조와 혁신 소통,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것

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 자신 및 타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회 

문화 등을 이해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융합인재의 핵

심 역량은 창의, 의사소통, 내용융합, 배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표 Ⅳ-1> 창의적 역량에는 의사결정 능력이나 평가 능력도 포함

되며, 소통 역량에는 협력하는 태도 도 포함 된다. 내용 융합 역량

에는 다양한 지식의 이해가 포함되며, 배려 역량에는 자아정체감이

나 자아효능감도 포함된다(백윤수, 2012). 한편 이재분 등(2011)

은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할 핵심역량을 전공능력, 사고력, 

윤리의식, 소통력의 4개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공능력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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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인재상 하위 역량 요소

창의
창조와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

창의력, 문제해결력, 문제확인능력, 정보
수집능력, 정보분석능력, 의사결정능력, 
평가능력

소통
소통 능력을 갖
춘 인재

언어적 소통, 시청각적 소통, 학문적 능
력, 글로벌 소통 능력, 소통하는 태도, 협
력하는 태도

내용융합
융합 지식을 이
해하고 활용하
는 인재

다양한 지식의 이해, 다양한 지식간의 연
결성 및 연관성에 대한 이해, 새로운 가
치적 관점의 융합 지식의 창출, 융합 지
식의 활용

배려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인재

자기애, 자신감,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 
타인을 위한 배려, 타인 존중, 다문화 이
해, 감성

<표 Ⅳ-1> 융합 인재의 핵심역량 및 요소(백윤수 외, 2012)

서는 전공 관련 지식 역량과 연구 기술 역량이 포함되고, 사고력 차

원에는 분석적 사고 역량, 통합적 사고 역량, 창의적 문제발견, 해결 

역량이 포함되며, 윤리의식 차원에는 윤리, 책임 의식 역량이 포함

된다. 그리고 소통력 차원에는 소통, 협업 능력, 리더십 역량이 포함

된다고 하였다. 

정미경 등(2014)은 창의융합 인재의 역량은 창의적 사고 역량, 

소통과 협력 역량, 전공지식 융합 역량, 감성적 역량으로 구성되며,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Ⅳ-2>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미술영재를 창의융합 인

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창의적 사고, 소통과 협력, 전공 지식의 융합, 

감성 역량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계발을 목표로 설정하였

다. 이를 위해서 학습목표로서 학습해야 할 지식내용을 확인하고 미

술의 조형 원리와 과학의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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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 역량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창의적 사고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민감성, 정교성

인내심, 독립심, 모험심, 
개방성, 자발성, 집중성

소통, 협력 
언어적, 시청각적 소통 능
력, 글로벌 소통 능력, 리
더십 능력

소통하는 태도, 협력하는 
태도, 

전공 지식 융합 
지적 능력, 지식간의 연결 
능력, 융합 지식의 창출 
및 활용 능력

감성
자아효능감, 윤리의식, 책
임의식, 타인을 위한 배려,  
 타인 존중

<표 Ⅳ-2> 창의융합 인재의 핵심역량(정미경, 2014 재구성)

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한다.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활

에서 응용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거나, 

의미의 확장, 변형하여 해석하고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3. 프로그램의 실행 대상

청소년기를 앞둔 초등학교 6학년 시기는 창의력을 향상과, 인성 

함양, 감성 교육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며,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시기이며, 대부분의 영재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초등학교 6학년은 13세를 전 후의 시기로 로웬펠드와 브리튼

(Lowenfeld & Brittain), 1987)에 의하면 발달단계에 있어서 의사

실기(The Pseudo-Naturalistic Stage)로 미술교육에서 가장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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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사춘기 이전이거나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

기로서 급격한 신체변화에 민감하면서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어린이의 개성 발달을 도와

주고 정서와 긴장감을 표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허용된 자유를 

제공하며, 표현에서 기대하는 표현유형으로 이행을 도와주어 청소년

기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삐아제(Piaget, 1967)에 의하면 

12~15세는 형식적 조작기로 사실적인 것에서 교체 가능한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등 미래지향적

인 것에 흥미를 갖는다. 또한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며, 추론적 사고

를 하고 언어적 추상을 다루며, 동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로 보

았다. 버트(Burt, 1922)는 11~14세를 억제기(repression)로 분류

하였으며, 발달은 가장 느리고 힘들며 환멸을 느끼고 실망하는 단계

로 그림은 상업적, 디자인적 이며, 인물의 모습이 사라지는 시기로 

보았다. 파슨스(Parsons, 1991)와 로스(Ross, 1984)등은 이시기

에 자신이 속한 주변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로 보았으며, 예

술의 관습적 상징에 관심을 갖고 숙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Parsons1991, Ross, 1984, Ives & Gardner, 1984, Mart & 

Smart, 1975, Belo, 1955). 현광덕(1996)은 초등학교 고학년 미

술교육론에서 초등학교 6학년은 효과적인 표현 기술을 경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마음을 열어주는 주제를 선정하고 발상법과 

구상법을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협동작업과 계획적인 작업, 감

상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미술 표현발달 단계는 자연의 객관화된 표현을 시작

하는 시기이며, 자율적 미술표현의 마지막 단계이고, 상징적 추상 

언어가 가지는 경제성, 신속성에 뒤져 그림에 흥미를 잃는 시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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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신체적 정서적 변

화에 민감하고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창의성, 인성, 감성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며, 통합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2014년 서울소재 대학 예술영재교육원의 

미술영재로 선발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

은 서류심사(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창의성 검사(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TTCT)와 미술 실기를 통해서 선발되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원 서울의 동일한 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구 내 

1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전체학생은  35명으로 남학생 4명, 

여학생 31명 이었다. 학생들을 18명과 17명씩 두 개 반으로 구성

하였으며, 수업 공간을 분리하여 동일한 내용을 다른 기간에 진행하

였다. 

4. 프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은 미술과 과학 통합교육프로그램으로‘생활 속 미

술과 과학의 만남’을 대주제로 ‘달걀을 지켜줘요!(달걀 낙하 장치 

만들기)’와 ‘자연으로 물들이기(천연 염색하기)’의 두 개의 수

업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미술의 입체 조형 원리, 자연의 색 

만들기와 과학의 힘과 운동, 용해와 용액을 중심으로 각각의 학문의 

내용 및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감성적 체험과 종합적 문제해결

력 향상시키기고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와 인성 함양을 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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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교수학습 방법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

서 발견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미술과 과학의 교과 간의 통합을 의미하

지만 다양한 용어와 의미가 있어서 통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통합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합의 유형을 살펴보고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교과 간 통합의 분류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교육에서 융합이란 상반된 교과가 결합되는 의미보다 기존의 여

러 학문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교과를 창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

다. 이에 비해 통합 교육은 다양한 학문 영역의 지식이 각각의 학문

적 특징을 유지하는 결합을 의미한다. 통합 교육은 1920년대 미국

의 진보주의교육 운동에서 학습경험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이영만, 2006). 통합 교육은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는

데 첫째는 서로 다른 여러 교과의 다양한 학문 영역의 지식이 각각

의 학문적 특징을 유지하는 결합 상태로 학습하는 것이고, 둘째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일반 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학생들과 함께 

교육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개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 간의 통합을 시도하며, 교과 간의 통합의 

유형으로 제이콥(Jacobs)식 분류(Jacobs, 1989)와 드레이크

(Drake, 1993)식 분류, 포가티(Fogarty, 1991)의 분류와 국내에

서 이미경 등(2011)이 ‘창의성 계발을 위한 통합형 프로그램 개

발’에서 제안한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이콥(Jacob, 1989)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

과정 통합의 설계 모형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모형은 통

합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때 교과의 선이 어는 정도 유지되는지, 주

제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학습자 내부에서 어느 정도 통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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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제이콥의 통합 분류(Jacob, 1989, 이영만, 2006에서 재인
용)

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유형이다. [그림 Ⅳ-1]

학문기초(discipline based) 설계 모형은 각 학문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수업시간에 분리되어 등장 하는 교과들을 중시한다. 학문

병렬(parallel discipline) 설계 모형은 교육과정을 병렬 형식으로 

설계할 때,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다른 교과에서의 동일 영역에 

대한 수업과 일치하게 계열화한다. 다학문적(multi-discipline) 설

계 모형은 한 가지 주제나 쟁점이 되는 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관

련 이 있는 몇몇 교과들을 하나의 형식적 단원이나 강좌 속에 함께 

묶는 것을 말한다. 간학문적(inter-discipline) 단원 모형에서는 학

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모든 교과들을 주기적인 학습단원이나 강

좌에 신중하게 결합한다. 즉, 언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들이 

결합되고, 또 미술, 음악, 체육 등의 교과도 함께 결합한다. 통합일

(integrated day) 프로그램은 학생의 세계에서 추출한 주제와 문제

들에 바탕을 두고 구성된다. 이 설계 모형은 학교나 국가 차원의 교

수요목에서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교실 생활을 유기적으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할 것을 강조한

다. 완전 프로그램(complete program) 모형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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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드레이크의 통합 분류(Drake, 1993, 박혜숙, 2012에서 
재인용)

의 간학문적 통합 모형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하지만, 그 일

상적인 생활 속에서 교육과정을 창조한다. 이 모형은 학생들의 일상

생활이 학교생활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완전히 통합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Jacob, 1989; 이영만, 2006에서 재인용).

드레이크(Drake, 1993)는 학문을 중심으로 학문이 연결되는 

방식 혹은 통합의 정도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그림 Ⅳ-2]

다학문적통합(Multidisciplinary)은 두 개 이상의 교과가 각 교

과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병렬적으로 결합

하며, 교과별 구분은 명확하다. 간학문적통합(Interdisciplinary)은 

두 개 이상의 교과가 공통적 개념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융합된

다. 교과 별 구분은 유지되나 뚜렷하지 않다. 탈학문적통합

(Transdisciplinary)은 실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표현활동이나 문제해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

는 통합방법으로 여러 교과가 그 교과의 경계를 거의 갖지 않고 통

합하는 유형이다(김대현, 이영만, 1995).

포가티(Fogarty, 1991)는 교육과정 통합의 방법을 단일 교과 

내에서의 통합 유형으로서 분절형, 연관형, 동심원형으로 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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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과에 걸친 통합 유형으로 계열형, 거미줄형, 연계형, 선형, 

통합형으로, 학습자 자신과 여러 학습자들 간의 연계된 통합 유형으

로 몰입형, 네트워크형으로 통합을 10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포가티

의 교육과정 통합 유형은 다양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염규아, 2007; 박형주, 2012).

이미경 등(2011)은 창의성 계발을 위한 통합형 프로그램 개발

에서 교과목간의 통합 유형을 주종적 통합, 나열적 통합, 초월적 통

합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종적 통합은 한 과목이 다른 과목의 이해

를 돕기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말하며, 기존의 교과별 학

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열적 통합은 하나의 주제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서로 다

른 과목들이 동등하게 배열되는 것으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지식체

계간의 유사, 대비 관계를 발견할 수 있거나 학생들의 사고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각도와 차원에서 연관성을 찾게 

하기 때문에 더 깊고 복잡한 사고력을 요한다.

초월적 통합은 깊은 개념적 이해로부터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거쳐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통합의 수준으로 볼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루트-번스타인(Root-Bernstein, 1999)이 

언급한 초인지(혹은 공감각, synthesia)의 순간이 ‘창조의 순간’

과 유사하다고 보았으며, 아이들이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개

념적 통합 수업을 통해 아이들 수준에서의 이와 유사한 사고의 습

관이 몸에 베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이미경, 2011). 

이와 같이 교과 간 또는 학문 간의 통합의 방법 및 유형은 다양

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과거 교과간의 구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

던 교육에서 벗어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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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 통합 방법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술과 과학 교과를 연결하고 두 영역의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산출물을 만들

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과 간 통합의 방법 중에서 드레이크

(Drake, 1993)의 간학문적통합(Interdisciplinary)유형과 이미경 

등(2011)의 나열적 통합 방법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Ⅳ

-3] 공통적 개념과 주제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달걀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낙하 장치 만들기 및 실

험과 매일 접하는 의류와 연관된 염색 활동을 선정하였다. 미술 교

과의 입체 조형의 요소와 원리, 포장 디자인, 자연의 색에 대한 지

식 및 미술 표현 활동과 감상, 과학 교과의 지식, 힘과 운동, 염색과 

매염제, 실험 검증 활동의 통합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식의 연관성을 

찾고 주제를 이해하고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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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본 연구의 문제 중심 학습 단계

5.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

본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이고 실천

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문제 중심 학습법을 기초로 하여 지식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험과 실습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문제 

중심 학습법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 형태로 자기주도적 학습과 협동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Ⅳ-4]

문제 중심 학습법의 절차는 문제제시 단계(문제 확인-아이디어, 

사실, 학습과제, 향후 계획), 문제 재확인 단계(문제 재평가-아이디

어, 사실, 학습과제, 향후 과제 재조정), 발표 단계, 문제 결론 단계

로 구성하였다(박성익 외, 2013). ‘달걀을 지켜줘요!(달걀 낙하 

장치 만들기)’수업을 문제 중심 학습법의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문제 제시 단계에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수업 동기를 자극한다. 

학생들은 모둠을 구성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작품 제작 계획을 세우

며,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

법이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물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 74 -

생각해보고 토론을 하며, 다양한 사례 이미지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문제 탐구와 작품 제작 단계에서 문제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 기능을 학습하고 모둠별로 

토론과 논의를 거쳐 문제 해결 방법을 검토 하여 작품을 설계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여 발표하고 공유하고, 논의하여 수정, 보완한

다. 그리고 주어진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여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

으로 달걀 낙하 장치를 제작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새로운 방

법을 모색하고 최종 해결안을 찾아 간다. 작품 발표 단계에서는 만

들어진 산출물을 실험을 통해 전체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다른 모둠

과 비교를 하며 최종 산출물인 작품을 만들어 낸다. 마지막 단계에

서는 학습 결과를 정리하고 자신과 동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실생활이나 다른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확장시켜 발

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과 학습지도는 본 연구자가 2명의 보조강사와 

함께 두 개 반에서 각각 수업을 실시하였다.

6. 프로그램의 실제

미술영재를 위한 미술과 과학 통합프로그램‘생활 속 미술과 과

학의 만남’은 2개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는 ‘달걀

을 지켜줘요!(달걀 낙하 장치 만들기)’와 ‘자연으로 물들이기(천

연 염색하기)’이다. 프로그램은 앞서 논의한 개발방향과 목표, 교

수학습 방법, 대상을 고려하여 대학 예술영재교육원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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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과와 협의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 하였으며, 교육학 두 명 미

술교육학 한 명, 총 세 명의 교수로 구성된 예술영재교육원 자문위

원회의 자문을 받아 선정되었다.

가. 생활 속 미술과 과학의 만남: 달걀을 지켜줘요!(달걀 낙하 

장치 만들기)

1) 프로그램 개요

‘달걀을 지켜줘요!(달걀 낙하 장치 만들기)’ 수업은 예술과 

생활을 대주제로 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술과 과

학이 통합된 내용을 선정하여 개발 하였다. 입체조형의 원리와 다양

한 포장디자인을 탐색하고 힘과 운동, 중력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

를 활용하여 실제에 응용하는 과정으로 깨지기 쉬운 달걀을 안전하

게 보존하고 옮기기 쉽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제작하였다. 주어진 

제한된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로 표현하고 발표

하여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1차적인 수정

과 보완을 하여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제작한 장치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2차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최종 산출물을 만들었다. 

‘달걀을 지켜줘요!’수업은 모둠별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발

표와 토론, 제작, 실험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

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와 소통과 협력,  

전공지식의 융합, 감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습목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입체 조형의 기본 개념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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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생활 속 미술과 과학의 만남

단원 달걀을 지켜줘요!(모둠 활동)

대상 초등학교 6학년 소요시간 180분 

교과 연계
미술 입체 조형 원리, 포장 디자인
과학 힘과 운동(중력)

창의융합요소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창의적 사고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민감
성, 정교성

인내심, 개방성, 자발성, 
집중성

소통과 협력
언어적 시청각적 소통 능력, 
리더십 능력

소통과 협력하는 태도

전공지식융합
지적 능력, 지식간의 연결 능
력

감성
자아효능감, 책임의식, 
배려와 존중

학습개요

입체와 공간 탐구를 위한 입체 조형의 기초과정의 학습
을 통해 배운 내용과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에 
응용해본다. 깨지기 쉬운 달걀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옮
기기 쉽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주어진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여 디자인 하고 제작한다. 제작한 장치를 일정한 
높이에서 낙하하는 실험을 통해서 장치를 수정하고 보
완한 후 마무리 한다.

학습목표

1. 입체 조형의 기본 개념과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달
걀 낙하 장치를 디자인 할 수 있다. 

2.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고 디
자인을 하여 낙하하는 달걀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지를 생각해보고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3. 주어진 사물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고 창의적 사고
를 통해 새로운 달걀 낙하 장치를 제작할 수 있다. 

수업준비물
PPT 자료, 동영상자료, 학생참고자료, 연필, 색연필, 지
우개, 아이디어스케치북, 칼, 가위, 풀, 자, 테이프, 켄트
지, 빨대, 나무젓가락, 고무줄, 은색 끈 등

<표 Ⅳ-3> ‘달걀을 지켜줘요!’프로그램 개요

달걀 낙하 장치를 디자인 할 수 있다. 둘째,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

여 장치를 디자인, 제작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셋째 주

어진 사물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고 창의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달걀 낙하 장치를 제작할 수 있다. <표 Ⅳ-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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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제시

5분

n 3~4명으로 된 모둠을 편성한다.
n 이 전 수업의 입체 조형물 제작을 통해 학습

한 내용을 확인한다. 
n 동영상 ‘우주의 지배자 중력’(EBS 원더풀 

사이언스)감상
n 이 번 수업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Ÿ 오늘 수업은 달걀을 의자 위에 올라가 떨어

트려도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봅시다.

Ÿ 단순한 포장과 장치의 개념을 질문한다.
Ÿ ‘물건을 포장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

까요?
Ÿ 왜 포장을 할까요?
Ÿ ‘장치’는 무슨 의미일까요? ‘장치’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l 학생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포장과 장치의 개

념을 설명한다.

PPT

동영상

문제
탐구

2 0
분

힘과 운동 - 중력에 대해 알아보기
n 물체는 왜 떨어질까?
Ÿ 이 물체는(지우개)왜 떨어질까요? (깨지지 

않는 물체를 떨어뜨리고 왜 떨어지는지 질문
한다)

PPT
학 습 자
료 1, 2
긍 정 적 
피 드 백

<표 Ⅳ-4> ‘달걀을 지켜줘요!’수업지도안

2) 수업 지도안

수업 지도안은 교수학습 방법 과정의 문제제시, 문제탐구, 작품

제작, 작품발표, 정리 및 발전 단계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과 실제 

교수학습활동의 내용, 그리고 수업에 사용되는 학습 자료 및 유의점

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업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

로 작성하였다. <표 Ⅳ-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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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력은 무엇일까요? 중력을 처음 발견한 사
람은 누구일까요?

Ÿ 중력 때문에 생기는 일과 중력이 없으면 어
떤 일이 있을지 모둠별로 이야기 하고 아이
디어 북에 기록한다.

n 모둠별로 이야기한 내용을 발표하고 내용을 
정리한다.

n 중력을 이용하거나 극복하기
Ÿ 중력을 이용한 사례와 극복한 사례를 이야기

해 본다. (물레방아, 수력발전소, 오뚝이, 낙
하산 등)

Ÿ 중력을 이용한 사례(신문기사) 살펴보기
n 학생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한다.
Ÿ 달걀을 높은 곳에서 떨어트려도 중력을 극복

하고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봅시다.

을 통해 
자 신 감
을 가지
고 발표
에 임할 
수 있도
록 한다.

2 0
분

작품 감상 및 미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의 이해
n 다양한 포장 디자인을 감상한다.
Ÿ 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포장의 미적인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이야기해 본다.
Ÿ 포장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했나

요? 
Ÿ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Ÿ 포장의 미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위한 형

태 구조, 재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n 간단한 구조로 된 기계 장치를 감상한다.
Ÿ 지금 보여준 장치는 뭘 하는 걸까요? 감상한 

장치의 기능을 이야기해 본다.
Ÿ 지금 보여준 장치에서는 어떤 재료의 특성을 

어떻게 이용하였나요? 
Ÿ 장치에서 사용된 재료 중 어떠한 특성을 어

떻게 이용했는지 이야기해 본다. 

학 습 자
료 3, 4

작품
제작

9 0
분

달걀 낙하 장치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
n 모둠별로 재료를 나누어 주고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게 한다.
Ÿ 주어진 재료(빨대, 나무젓가락, 고무줄, 마스

모 둠 별 
재 료 를 
확 인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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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테이프, 스카치테이프 등)를 이용해서 달
걀 낙하장치를 만들 겁니다. 각각 재료의 특
성에 대해 모둠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각 재
료를 살펴보고,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지, 어
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해본다.

n 모둠별로 달걀 낙하 장치를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

Ÿ 모둠별로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달걀을 안
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낙하장치 설계를 위
해서 서로 의견을 이야기한다.

Ÿ 장치의 크기와 재료,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하
여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글과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n 모둠별 완성된 아이디어 스케치를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의견을 듣는다. 

Ÿ 모둠별 아이디어 스케치를 발표한다.
Ÿ 다른 모둠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참고하거나 

다른 모둠의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수정 보완한다.

모 둠 별 
활 동 에 
적 극 적
으로 참
여 하 도
록 유도
한다.

달걀 낙하 장치 제작하기
n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달걀 낙하 장치

를 제작 한다. 
Ÿ 달걀 낙하 장치를 제작하면서 아이디어 스케

치와 다르게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n 달걀 낙하 장치 제작을 완료 한 후 낙하 실
험 준비를 한다. 

도 구 를 
사 용 하
는데 있
어 다치
지 않도
록 주의
한다.

작품
발표

3 5
분

안전한 달걀 낙하 장치 실험하기
n 모둠별로 제작한 달걀 낙하 장치를 일정한 

높이(의자 위에 올라가서)에서 낙하시킨다. 
Ÿ 낙하 시킨 후 달걀의 상태를 확인한다. 
Ÿ 다른 모둠의 낙하 실험을 잘 관찰하고 자신

의 모둠에서 제작한 장치와 비교해 보고 장
단점을 파악해 본다.

n 낙하 실험 후 수정 보완

다른 모
둠의 실
험도 잘 
관 찰 하
도록 유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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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낙하 실험 수 달걀의 상태와 관계없이 수정
이나 보완할 점을 찾아보고 수정, 보완한다. 

정리
및

발전

1 0
분

n 달걀 낙하 장치 제작과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것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둠별로 정리해 본다. 

Ÿ 다른 모둠의 달걀 낙하 장치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해본다.

Ÿ 실험과 실습을 통해 제작한 달걀 낙하 장치
의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Ÿ 실험과 실습을 통해 제작한 달걀 낙하 장치
를 안전한 달걀 포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을 이야기해 본다. 

n 재료를 정리하고 다음 수업을 예고한다.

허 용 적
인 분위
기 속에
서 학생
들이 자
신의 의
견을 자
유 롭 게 
말할 수 
있 도 록 
한다.

참고자료

n 동영상:‘우주의 지배자 중력’(EBS 원터풀 사이언스, 
2008. 12. 11)감상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In—sCjLmQ. 검
색일 2014년 5월 25일 23시)
n 중력에 대해 알아보기: 대한민국 과학콘텐츠센터 사이

언스올 과학백과사전
(http://www.scienceall.com/%ec%a4%91%eb%a0%a5g
ravity/?term_slug=8. 검색일 2014년 5월 27일 11시)
n 중력을 이용한 사례 알아보기: KISTI 미리안 「글로벌 

동향브리핑」 2013-12-06 
(http://mirian.kisti.re.kr/futuremonitor/view.jsp?record
_no=242708&cont_cd=GT&term_slug=2. 검색일 2014
년 5월 27일 11시)

3) 평가

학생 평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 강사와 진행을 보조 하는 

2명의 보조 강사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성취도 및 수업 관찰 결

과를 기록하고 수업 관찰 결과와 산출물을 바탕으로 관찰 평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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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평정지

주제:

날짜: 관악 / 창의 반 평정자:

번
호

이름

평가요소

창의성 협동심
표현력 및 

완성도 서술식 평가
매우 잘함(8)~노력 요함(1)

<표 Ⅳ-5> ‘달걀을 지켜줘요!’학생 관찰 평정지 

작성하였다. 관찰 평정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재교육실무편람

(2011)의 작품 및 발표 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인 독창성, 표현력, 완

성도를 고려하여 영재교육원 연구원과 강사진과의 협의로 세 가지 

평가 항목을 구성하였다. 세 가지 항목은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력 

및 완성도, 협동심으로 노력 요함(1점)부터 매우 잘함(8점)까지 8

단계의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수치화된 양적 평가 외에도 질적

인 평가를 위하여 서술식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특성이나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을 기록 하여,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특성을 점검하였다. <표 Ⅳ-5>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영재교

육원의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외에 개방형 서술식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달걀을 지켜줘요!’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점과,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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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 속 미술과 과학의 만남: 자연으로 물들이기(천연 염

색하기)

1) 프로그램 개요

‘자연으로 물들이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항상 접하는 의류

나 섬유를 소재로 하여 염색에 대한 미술과 과학적 지식을 학습하

고 표현 활동을 하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

료를 통해서 염색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실제 염색을 해 본다. 자연

물을 구별하고, 염료를 추출하는 과정, 매염제를 통해 착색하는 과

정에서 생물학적 지식과 화학적 지식을 발견하고, 적용하며 이해한

다. 자연에서 채집한 색감으로 정서적 공감을 얻고, 미묘한 색의 변

화로 예술적 감성과 성취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우리 전통 천연 염

색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재료의 사용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은 개별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며, 관찰과 발표, 개인별 표현 

활동, 감상이 주를 이룬다. ‘자연으로 물들이기’수업을 통해서 학

생들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 소통과 협

력, 전공 지식의 융합, 감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 염색에 대해 이해하고 천연 염

색을 할 수 있다. 둘째, 자연에서 천연 염료를 찾아보고 염료를 만

들 수 있다. 셋째, 천연 염색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해석하고 설명

할 수 있다. <표 Ⅳ-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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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생활 속 미술과 과학의 만남

단원 자연으로 물들이기(개별 활동)

대상 초등학교 6학년 소요시간 180분 

교과 연계

미술 자연의 색 만들기

과학
자연 염료(동식물과 광물)
염색 원리와 과정, 매염제의 사용

창의융합요소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창의적 사고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민감
성, 정교성

인내심, 개방성, 집중성, 
자발성, 독립심

소통과 협력 언어적 시청각적 소통 능력 소통과 협력하는 태도

전공지식융합
지적 능력, 지식간의 연결 능
력

감성
자아효능감, 책임의식, 
배려와 존중

학습개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통해서 염색하는 방법
을 학습하고 실제 염색을 해 본다. 자연물을 구별하고, 
염료를 추출하는 과정, 매염제를 통해 착색하는 과정에
서 생물학적 지식과 화학적 지식을 발견, 적용하고 이해
한다. 자연에서 채집한 색감으로 정서적 공감을 얻고, 
미묘한 색의 변화로 예술적 감성과 성취를 느낄 수 있
다. 또한 우리 전통 천연 염색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재료의 사용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을 높일 수 있다. 

학습목표

1. 천연 염색에 대해 이해하고 천연 염색을 할 수 있다.
2. 자연에서 천연 염료를 찾아보고 염료를 만들 수 있

다. 
3. 천연 염색 과정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수업준비물

PPT 자료, 동영상, 고무줄, 실, 구슬, 작은 돌, 흰 면 손
수건, 흰 면 티셔츠, 말린 치자, 말린 쑥, 청대 가루, 말
린 연지벌레, 백반, 휴대용 가스버너, 비닐장갑, 나무젓
가락, 큰 그릇.

<표 Ⅳ-6> ‘자연으로 물들이기’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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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제시

5분

n 염색에 대해 알아보기
Ÿ 조선시대 왕의 의상과 영국 근위병 사진을 감

상한다. (학습자료 1)
Ÿ 왜 빨간 옷을 입고 있을까요? 
Ÿ 염료를 구하기 위한 노력 역사적 사건과 색의 

차이에 따른 계층의 구별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본다. (학습자료 2)

Ÿ 염색 이란 무엇일까요? 
Ÿ 염색이란 염료를 사용하여 천이나 실, 종이에 

색을 물들이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가지 색의 
염료로 물들여 미적, 또는 실용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Ÿ 염색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Ÿ 색소를 만들어온 인류의 역사를 신문기사를 

통해 알아본다.
n 일상생활 속에서 염색을 활용한 예를 살펴본

다.
n 천연 염색 알아보기
Ÿ 천연 염색은 무엇일까요? 
Ÿ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천연 염색을 설명

한다.

PPT
학 습 자
료 1, 2

문제
탐구

8분

염색의 이해
n 염료 알아보기
Ÿ 지금 보여주는 것들은 어떤 염료를 사용하여 

염색 했을까요? 천연 염료를 얻을 수 있는 재
료를 소개한다.

PPT
학 습 자
료 3, 4

<표 Ⅳ-7> ‘자연으로 물들이기’수업지도안

2) 수업 지도안

수업 지도안은 교수학습 방법 과정의 문제제시, 문제탐구, 작품

제작, 작품발표, 정리 및 발전 단계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과 실제 

교수학습활동의 내용, 그리고 수업에 사용되는 학습 자료 및 유의점

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업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

로 작성하였다. <표 Ⅳ-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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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천연 염료의 채취 및 추출 (학습자료 3)
Ÿ 봉숭아물들이기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물들이

는 과정을 이야기 해보세요. 
Ÿ 자연물 채취에 대해 설명한다. 자연식물의 채

취는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꽃이
나 잎을 채취한다. 채취한 후 그늘에서 잘 건
조해준다. 동물이나 광물의 경우 채취하여 말
려서 곱게 가루로 만들어 사용한다.

Ÿ 채취를 했으면 어떻게 색소를 추출할까요? 
n 매염재에 대해 알아본다. 
Ÿ 염액에 천이나 실을 물들이면 염색이 될까요? 

빨면 어떻게 될까요? 마르거나 빨았을 때 염
색한 천의 색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
떻게 해야 할까요? 

Ÿ 매염이란 염료가 천 등에 염착되지 않을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매개체이다. 

n 매염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학습자료 4)
Ÿ 천연 매염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천

연염색은 매염제의 처리에 따라서 염료가 섬
유에 흡수 정착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Ÿ 천연 염료와 천연 매염제를 사용하면 좋은 점
이 무엇일지 이야기해 본다. (환경보호, 자연
스러운 색감의 정서적 공감 등)

20분

천연 재료와 염색 기법 알아보기
n 오늘 염색할 천연 재료에 대해 알아보기 (학

습자료 6)
Ÿ 여러분이 마시는 딸기 우유에도 오늘 사용하

게 될 천연 염료가 들어갑니다. 무엇일까요? 
연지벌레는 딸기우유에 4마리 정도 들어간다
고 합니다. 그럼 오늘 사용할 천연 재료를 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Ÿ 천연 재료 자료를 제시한다.
n 염색 기법에 대해 알아보기(학습자료 5)
Ÿ 섬유에 어떻게 염색을 할까요? 직접 그리거나 

염료액에 담거나 적셔서 할 수 있습니다. 대
표적인 염색기법을 알아봅시다.

Ÿ 염색 기법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Ÿ 홀치기염의 여러 가지 묶는 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대리석 무늬, 원 무늬, 줄무늬, 집게 
무늬, 끈 말기, 회전 무늬, 단추 홀쳐매기, 바

PPT
학 습 자
료 5, 
6, 7

홀 치 기
염의 묶
기 방법
에만 의
존 하 지 
않고 자
유 롭 고 
다 양 한 
방 법 으
로 묶을 
수 있도
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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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질 무늬 등이 있습니다.
n 홀치기염 염색 준비 (학습자료 7)
Ÿ 개인별 염색 재료(무줄, 실, 흰 면 손수건, 나

무젓가락, 구슬, 비닐장갑)를 나누어 준다. 
Ÿ 홀치기염의 다양한 묶는 방법을 참고하여 자

유롭게 손수건을 묶는다.

다.

10분

염색과정의 이해
n 염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Ÿ 건조된 천연 재료를 준비한다. (천연재료 채

취)
Ÿ 큰 스테인레스 용기에 천연재료와 물을 넣고 

15분 정도 끓인다. (천연염료 추출)
Ÿ 천연 재료의 찌꺼기를 망이나 채로 건져내고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한다.
Ÿ 염료에 백반을 넣고 잘 섞어 준다. (동시 매

염법)
Ÿ 홀치기로 묶은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염료에 

넣고 충분히 적실 수 있도록 잘 주물러 준다. 
Ÿ 염료에 담가 놓는 시간을 조절하여 색의 농도

를 조절하도록 한다. 
Ÿ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잘 짜서 그늘에 말린다.
Ÿ 말린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물에 세척한 후 다

시 그늘에 말린다.
Ÿ 선명한 색을 얻고자 할 경우 과정을 반복한

다.

작품
제작

45분

치자 염색
Ÿ 건조된 치자 열매를 준비한다. (천연재료 채

취)
Ÿ 큰 스테인레스 용기에 치자열매와 물을 넣고 

15분 정도 끓인다. (천연 염료 추출)
Ÿ 치자 찌꺼기를 망이나 채로 건져내고 미지근

한 온도를 유지한다.
Ÿ 염료에 백반을 넣고 잘 섞어 준다. (동시 매

염법)
Ÿ 홀치기로 묶은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염료에 

넣고 충분히 적실 수 있도록 잘 주물러 준다. 
염료에 담가 놓는 시간을 조절하여 색의 농도
를 조절하도록 한다. 

Ÿ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잘 짜서 그늘에 말린다.
Ÿ 말린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물에 세척한 후 다

시 그늘에 말린다.

염 색 하
는 과정
에서 다
른 곳에 
염색 되
지 않도
록 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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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선명한 색을 얻고자 할 경우 과정을 반복한
다.

45분

쑥 염색
Ÿ 건조된 쑥을 준비한다. (천연재료 채취)
Ÿ 큰 스테인레스 용기에 쑥과 물을 넣고 15분 

정도 끓인다. (천연 염료 추출)
Ÿ 쑥의 찌꺼기를 망이나 채로 건져내고 미지근

한 온도를 유지한다.
Ÿ 염료에 백반을 넣고 잘 섞어 준다. (동시 매

염법)
Ÿ 홀치기로 묶은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염료에 

넣고 충분히 적실 수 있도록 잘 주물러 준다. 
Ÿ 염료에 담가 놓는 시간을 조절하여 색의 농도

를 조절하도록 한다. 
Ÿ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잘 짜서 그늘에 말린다.
Ÿ 말린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물에 세척한 후 다

시 그늘에 말린다.
Ÿ 선명한 색을 얻고자 할 경우 과정을 반복한

다.

염 색 하
는 과정
에서 다
른 곳에 
염색 되
지 않도
록 주의
한다.

45분

연지벌레(코치닐 염색)
Ÿ 건조된 연지벌레 준비한다. (천연재료 채취)
Ÿ 연지벌레를 곱게 갈아 준다. 
Ÿ 큰 스테인레스 용기에 천연 재료와 물을 넣고 

15분 정도 끓인다. (천연 염료 추출)
Ÿ 연지벌레 찌꺼기를 망이나 채로 건져내고 미

지근한 온도를 유지한다.
Ÿ 염료에 백반을 넣고 잘 섞어 준다. (동시 매

염법)
Ÿ 홀치기로 묶은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염료에 

넣고 충분히 적실 수 있도록 잘 주물러 준다. 
Ÿ 염료에 담가 놓는 시간을 조절하여 색의 농도

를 조절하도록 한다. 
Ÿ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잘 짜서 그늘에 말린다.
Ÿ 말린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물에 세척한 후 다

시 그늘에 말린다.
Ÿ 선명한 색을 얻고자 할 경우 과정을 반복한

다.

염 색 하
는 과정
에서 다
른 곳에 
염색 되
지 않도
록 주의
한다.

45분

청대 염색
Ÿ 건조된 청대 가루를 준비한다. (천연재료 채

취)
Ÿ 큰 스테인레스 용기에 청대 가루와 물을 넣고 

염 색 하
는 과정
에서 다
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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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정도 끓인다. (천연 염료 추출)
Ÿ 청대 가루 찌꺼기를 망이나 채로 건져내고 미

지근한 온도를 유지한다.
Ÿ 염료에 백반을 넣고 잘 섞어 준다. (동시 매

염법)
Ÿ 홀치기로 묶은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염료에 

넣고 충분히 적실 수 있도록 잘 주물러 준다. 
Ÿ 염료에 담가 놓는 시간을 조절하여 색의 농도

를 조절하도록 한다. 
Ÿ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잘 짜서 그늘에 말린다.
Ÿ 말린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물에 세척한 후 다

시 그늘에 말린다.
Ÿ 선명한 색을 얻고자 할 경우 과정을 반복한

다.

염색 되
지 않도
록 주의
한다.

작품
발표

6분

n 학생들이 염색한 천을 발표하고 감상한다.
n 염색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확인한다.
Ÿ 염료의 양, 시간, 온도, 천의 종류,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잘 감상
할 수 
있 도 록 
유 도 한
다.

정리
및
발전

6분

n 천연 염색과 환경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본다.

Ÿ 천연물은 세균이나 효소에 의해 분해가 가능
함으로 천연물을 이용한 염료와 천연 매염제
를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n 재료를 정리하고 다음 수업을 예고한다. 

자 신 의 
의 견 을 
자 유 롭
게 말할 
수 있도
록 한
다.

참고자료

n 자연에서 얻은 천연염료: 한겨레 2005-03-09: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10100020/200
5/03/010100020200503091621001.htm. 검색일 2014
년 5월 26일 13시)
n 염색과정: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한국천연염색박물관

(http://www.naturaldyeing.or.kr/xe/. 검색일 2014년 
5월 26일 13시)

n 매염제: 대한민구 과학콘텐츠센터 
사이언스올(http://www.scienceall.com/%eb%a7%a4
%ec%97%bc%ec%a0%9cmordant/?term_slug=5. 
검색일 2014년 5월 26일 13시)

n 홀치기염 묶는 법: 문경 점촌중앙초등핚교 남석진교사 
블로그(Nseokjin.com.ne.kr/menu5-1.htm. 검색일 
2014년 5월 26일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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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평정지

주제:

날짜: 관악 / 창의 반 평정자:

번
호

이름

평가요소

창의성 수업참여
표현력 

및 
완성도 서술식 평가

매우 잘함(8)~노력 요함(1)

<표 Ⅳ-8> ‘자연으로 물들이기’학생 관찰 평정지 

3) 평가

학생 평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 강사와 진행을 보조 하는 

2명의 보조 강사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성취도 및 수업 관찰 결

과를 기록하고 수업과 관찰 결과와 산출물을 바탕으로 관찰 평정지

를 작성하였다. 관찰 평정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재교육실무편람

(2011)의 작품 및 발표 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영재교육

원 연구원과 강사진과의 협의로 평가 항목을 구성하였다. 평가 항목

은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력 및 완성도, 수업 참여도이며, 노력 요함

(1점)부터 매우 잘함(8점)까지 8단계의 척도로 평가하였다. 또한 

서술식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특성이나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부

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을 기록 하여,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

역의 특성을 점검하였다. <표 Ⅳ-8>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연으로 물들이기’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점과,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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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프로그램 실행 결과

본 연구자가 문헌 연구와 실행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미술과 과

학 통합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 미술영재를 대상으로 실행하였

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진행된 전체 교육과정에 학

기 중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오전과 방학 중 3일간 캠프 기간으로 

진행 되었다. 학기 중 수업의 경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까지 3

시간 동안진행 되었으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을 각각 진행 하였다. 프로그램은 미술과 과학이 통합된 ‘생

활 속 미술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대주제로 하여 ‘달걀을 지켜줘

요!’, ‘자연으로 물들이기’2개로 구성되었으며, 두 개의 프로그

램은 두 개 반에 각각 다른 시기에 진행 되었다. 한 개 반은 학기 

중인 2014년 9월 13일에 ‘달걀을 지켜줘요!’를 20일에 ‘자연

으로 물들이기’수업을 진행하였다. 다른 반의 경우 겨울방학 캠프 

기간인 2015년 1월 7일 하루 6시간에 걸쳐 ‘달걀을 지켜줘요!’

와 ‘자연으로 물들이기’수업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수업관찰을 통해서 작성한 학생 개인 

평정지와 수업활동에서 제작한 미술작품인 학생 산출물에 대한 평

가,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서술한 개방형 설문조사를 바탕으

로 학습 목표의 달성 수준과 프로그램을 통해 계발하고자 하는 창

의융합 요소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계발 가능성을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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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걀을 지켜줘요!(달걀 낙하 장치 만들기)’ 수

업 결과

‘달걀을 지켜줘요!’수업은 입체 조형의 기본 원리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한된 재료를 사용하여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고 

디자인하여 낙하하는 달걀의 충격을 완화하여 보호하는 장치를 실

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달걀을 지켜줘요!’수업은 3명에서 4명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모둠별 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에서 수정 적용한 문제 

중심 학습법의 단계인 문제제시, 문제탐구 및 작품제작, 작품발표, 

정리 및 발전 단계에 따라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문제제기

를 통해 학생들의 달걀 낙하 장치 제작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원리

를 확인하였다. 다음 단계로 문제탐구와 작품제작의 단계로 첫째, 

제품 포장 이미지를 감상하고 포장의 미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위한 형태 구조, 재료,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였다. 둘째, 주

어진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셋째, 모둠별 아이디어 회

의를 통해 글과 그림으로 된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작하였다. 넷째, 

모둠별 아이디어 스케치 발표를 통해서 전체 학생들과 의견을 공유

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정 보

완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달걀 낙하 장치를 제작하였다. 작

품발표 단계는 제작한 달걀 낙하 장치를 설명하고 발표하며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달걀 낙하 장치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이 때 다른 모둠의 실험도 주

의 깊게 관찰하도록 유도하였다. 정리 및 발전 단계는 모둠별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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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자신의 모둠 및 다른 모둠에 대한 의견과 상호 장단점에 대

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과 실습을 통

해 제작한 달걀 낙하 장치의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과 안전한 달걀 포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다. 학

생들은 제한된 조건에서 과학적 지식, 입체 조형 원리 등을 활용하

여 문제를 해결력과 창의적 사고, 지식의 융합 능력을 키우고, 모둠 

활동,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협동심,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배려하는 

태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다.

가. 수업 관찰 결과 

수업 관찰 결과는 학생들의 창의융합요소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

적 측면의 계발 가능성,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관찰하여 작성한 평정지와 수업 진행을 보조한 강사 2명

이 작성한 평정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문

제 중심 학습법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작품 제작을 위하여 문제 인

식, 토론, 설계, 제작, 실험, 검증,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잘 수행

하였다. 관찰 결과, 크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관찰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과제에 몰

입하였고, 달걀 낙하 장치의 실험과 검증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수

정하려고 노력한 점이다. 이를 통해서 미술과 과학의 연관성을 파악

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

었다. 학생들은 사전적인 과학지식을 실제 응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수업을 통해 직접 제작과 실험을 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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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과학, 조형적 지식과 원리를 적용하였

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잘 깨지는 달걀을 이용한다는 

것과 모둠별 주어진 달걀의 개수를 3개로 제한한 점도 도전과 과제

몰입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재료의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와 표현력이 향상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주어진 재료인, 나무젓

가락, 빨대, 고무줄, 은색 끈, 스카치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등의 재

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재료의 포장지까지 사용하는 등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부 학생

들은 재료의 특성과 기능적 요소를 고려함과 동시에 달걀 낙하 장

치의 미적 요소까지 생각하며 주어진 재료 간의 색상의 조화, 마카

를 이용하여  아이디어 스케치에 채색을 하거나 제작한 장치에 채

색 하는 등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시켜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달걀 낙하 장치의 설계, 제작, 실험, 검증, 수정 및 보완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모

둠별 활동을 통해 평소 이야기가 없던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더욱 친밀해 지는 등의 변화가 관찰 되었다. 

학생들은 달걀 낙하 장치 제작을 위해 모둠별로 토론을 하면서 

장치를 설계하고 글과 그림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였다.[그림 Ⅴ

-1, Ⅴ-2] 아이디어 스케치를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공유함으로써 다른 모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1차적인 수

정과 보완을 하였다. [그림, Ⅴ-3, Ⅴ-4] 수정된 아이디어 스케치

를 바탕으로 장치를 제작하고 낙하 실험을 한 후, 실패, 성공 여부

를 검증 하고 다시 모둠별 토론을 거쳐 수정 및 보완하였다. 학생들

은 문제 인식부터 시작하여, 모둠별 회의, 설계, 발표, 수정,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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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달걀을 지켜줘요!’
모둠별 아이디어스케치 1

[그림 Ⅴ-2] ‘달걀을 지켜줘요!’
모둠별 아이디어스케치 2

[그림 Ⅴ-3] ‘달걀을 지켜줘요!’
모둠별 아이디어스케치 3

[그림 Ⅴ-4] ‘달걀을 지켜줘요!’
모둠별 아이디어스케치 4

실험, 검증, 수정 및 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과

정 자체의 습득과 문제해결력, 입체 조형에 대한 사고와 표현력이 

향상되었다. [그림 Ⅴ-5, Ⅴ-6, Ⅴ-7, Ⅴ-8]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서울시 OO구의 각각 다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같은 학교가 아닌 경우 소통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 모둠별 수업을 통해 학생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를 형

성하고, 모둠 활동에 필요한 배려와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던 것으

로 보여 진다. 학생들은 모둠을 구성한 후 장치 제작을 위한 회의과

정에서부터 모둠 내에서의 스스로의 역할을 결정하고 분담하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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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달걀을 지켜줘요!’
모둠별 제작과정 1

[그림 Ⅴ-6] ‘달걀을 지켜줘요!’
모둠별 제작과정 2

[그림 Ⅴ-7] ‘달걀을 지켜줘요!’ 
실험과정 1

[그림 Ⅴ-8] ‘달걀을 지켜줘요!’ 
실험과정 2

행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극적인 학생과 적극적인 학생이 구별

되기도 하고 독단적인 학생이 나오거나 모둠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강사의 조언으로 모둠 내에서의 문제를 

대체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면서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반대로 부정적인 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으로는 학생들이 달

걀 낙하 장치를 제작하고 낙하 실험 하는 수업 내용을 미술 활동이

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과 모둠별 협동 작업을 힘들어 했다는 점

이다. 이러한 것은 통합 수업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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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학생들이 모둠별 협동 작업을 힘들어 하는 

것은 수업을 진행하는 주 강사와, 보조 강사의 관찰뿐만 아니라 학

생들 스스로도 좋아하지 않고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협동 작업

을 선호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이거나 내향적, 소극적인 행동은 영재

나 창의적인 학생의 특성으로 거론되기도 한다(Torrance, 1981, 

Davis. et al, 2011에서 재인용). 또한 대부분의 미술 수업 활동이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학생들이 개인의 성취, 소유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 개인 작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

서 통합수업이 더 많이 개발, 실행되어 교과별로 단절되어 있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모둠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일정 정도 학생평가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지며, 공정한 모둠활동 평가의 근거와 기준을 통해서 다양한 모둠활

동을 시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나. 수업 산출물

수업 산출물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자가 개발하고 실행한 프로

그램의 목표인 창의융합요소의 계발 가능성과 학습목표의 달성 수

준을 고려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학생들의 수업을 통해 제작한 작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입체

조형의 기본 개념은 잘 이해하고 설계하고 제작하였으며, 주어진 재

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설계 및 제작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의 이해와 활용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처음에는 설계와 디자인

에서는 대체적으로 육면체 형태로 제작한 것이 많으며 재료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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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달걀을 지켜줘요!’
학생작품 1

[그림 Ⅴ-10] ‘달걀을 지켜줘
요!’학생작품 2

[그림 Ⅴ-11] ‘달걀을 지켜줘
요!’학생작품 3

[그림 Ⅴ-12] ‘달걀을 지켜줘
요!’학생작품 4

적으로 고르게 사용하여 달걀의 충격을 완화 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빨대의 쿠션을 많이 이용하

였고, 전체 큰 구조는 나무젓가락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림 Ⅴ-9, 

Ⅴ-10. Ⅴ-11, Ⅴ-12]

전체 9개 모둠 중 육면체 형태는 6개 모둠이었으며, 나머지 모

둠은 삼각뿔 형태와 원형의 구조로 만들었다. 이 후 실험을 거쳐서 

2개 모둠은 삼각뿔 형태로 변형하여, 4개 모둠이 육면체, 삼각뿔 구

조가 2개 모둠, 원통형이 한 개 모둠 이었다. 그리고 고무줄의 탄성

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모둠은 2개 모둠뿐 이었다. 미적 요소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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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채색과 재료의 색상의 조합을 시도한 모둠은 4개 모둠이 있었

다. 대체적으로 입체의 조형원리를 이용하여 구조와 형태를 잘 제작

하였으나, 색다른 형태의 구조는 제작하지 않았으며, 전체 모둠이 

충격완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낙하속도를 늦추거나 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시도한 모둠은 없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모둠의 활동을 

의식하며 영향을 많이 받아 처음으로 계획하고 시도하는 모둠의 형

태를 답습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수업 시작

과 수업 중에 직접적으로 아이디어와 설계에 변화를 주도록 유도하

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실험과 검증을 통해 스스로 아이디어를 찾고 

다양한 형태를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전체 실험과 제작이 마무리 

된 후 충격완화 방법,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하는 방법, 장치 구조 

내에서의 공간 확보, 낙하 속도를 줄여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학생들은 달걀 낙하 장치를 직접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

정과 다른 모둠의 달걀 낙하 장치의 발표와 실험 관찰을 통해서 다

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더 잘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다. 수업에 대한 학생의견

학생의견은 서술형 설문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점, 좋았던 점, 아쉬운 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서술하

도록 하였다. 학생의 응답을 통해 창의융합요소의 인지적 측면과 정

의적 측면의 계발 가능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모둠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고 새로운 경험의 기

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제작을 하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흥미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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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감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반대로 모둠 활동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거나 주어진 조건, 재료의 제한된 사용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

으며, 장치에 대한 개념 설명과 원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

한 시간과 제작을 위한 시간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팀끼리의 팀워크를 느꼈다. ‘장치’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앞으로는 이런 경험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달걀이 깨지지 않게 열심히 빨대로 잘라 만든 것이 
뿌듯하기도 했다(학생 최양).

다른 아이들과 모둠을 짜서 한다는 것이 즐거웠다. 비록 처음에
는 투닥투닥 다투긴 했지만 나중에는 협동을 해서 멋진 낙하 장치
를 만들었다. 높은 곳에서 떨어트렸는데도 달걀이 깨지지 않아서 
신이 났다. 협동력을 길러주기에는 이 활동이 짱인 것 같다(학생 
배양).

달걀 낙하 장치를 만드는데 정해진 재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달걀을 깨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과 친구들 사이에 작은 다
툼이 있었지만 이 기회가 재미있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좋았
다(학생 김양)

또한 미술과 과학이 통합된 프로그램으로서 미술을 기반으로 과

학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동시에 이와 반대

되는 미술 영역에 집중된 수업을 원하는 학생 의견도 있었다. 그리

고 재료의 제한된 사용이 어려웠다는 의견과 반대로 제한된 재료의 

사용이 과제에 대한 도전과 흥미를 유발했던 측면도 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과학의 원리를 알게 되었다. 예쁘게 포장해서 재미있었다. 아쉬운 
점으로 좀 더 미술 포장을 위한 재료가 주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
(학생 윤양).

달걀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학과 미술을 동시에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학생 윤양)



- 100 -

응답 응답자수

좋은 점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 6명

미술과 과학의 원리 이해 8명

제한된 재료의 사용 4명

실험 활동의 즐거움 6명

모둠 활동의 즐거움 5명

아쉬운 점

장치에 대한 이해 부족 5명

제한된 재료의 사용 어려움 2명

모둠 활동의 어려움 2명

미완성 3명

<표 Ⅴ-1> ‘달걀을 지켜줘요!’학생 응답내용 및 인원

처음에 장치라기보다는 포장으로 성공은 했지만 아쉬웠고 장치로 
다시 만들어 실험했을 때 달걀이 쉽게 깨져서 아쉬웠다. 일정한 도
구와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다(학생 문군).

전체 35명 학생들의 응답을 유사한 내용으로 정리해 응답자수

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Ⅴ-1> 좋은 점으로 수업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술과 과학을 동시 경험 할 수 있

어서 좋았다는 응답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새로운 경

험이었다. 실험 과정이 즐겁고 흥미로웠다는 응답이 각각 6명 이었

다 모둠 활동으로 협동심을 길러 주었다가 5명, 제한된 재료를 사용

해서 좋았다는 응답이 4명 있었으며, 그 외 기타의견으로 결과가 만

족스러웠다. 뿌듯했다 등이 1명 씩 있었다. 아쉬운 점으로는 장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둠 활동의 

어려움, 제한 된 재료 사용의 어려움, 완성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

이 각각 2명, 2명, 3명 이었다. 

학생들의 응답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창의적 융합 인재의 

역량에 맞추어 보면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서 고르게 효과가 



- 101 -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함으로써 미술과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되고 창의적 사고 역량의 정의적 측면인 자발

성, 개방성, 집중성의 계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과 과학

을 동시에 하면서 원리를 알게 되고 두 분야의 지식을 이해하고 습

득하여 전공지식 융합, 지적 능력, 지식간의 연결 능력을 계발 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 직접 아이디어 스

케치를 하고 작품을 만드는 전문가의 작품 제작과정을 경험해 봄으

로써 미술의 평면조형 능력, 입체조형 능력이 향상되고 창의적 사고

를 할 수 있었다. 모둠활동과 작품의 발표 등을 통해서 협동심을 배

우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의사소통 능력을 배움으로써 소통과 협력

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감성적 역량의 계발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Ⅴ-2>

아쉬운 점으로는 단순한 포장과 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

며, 포장 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과학적 내용

의 전달과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주어진 재료

와 미술과 과학의 원리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시간이 부족하여 

작품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거나 달걀 낙하 실험에서 계속해서 실

패해서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 개인별 수준을 고려하며 수

업을 진행하고 적절한 시간 배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학

생들은 모둠 활동을 힘들어 하면서도 발표와 모둠별 토론을 소통과 

배려를 배울 수 있었다. <표 Ⅴ-3>

‘달걀을 지켜줘요!’프로그램 실행 결과 학생들은 모둠별 제작 

활동으로 협동심과 배려,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설계, 제작, 실험, 

검증,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과 미술 조형 원리의 이해,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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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점

응답 결과
효과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Ÿ 새로운 경험이었
다. 

Ÿ 재미있었다.

Ÿ 미술과 과학
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함

창의적 사고 
(개방성, 자발
성, 집중성)

Ÿ 과학의 원리를 알
았다. 

Ÿ 미술과 과학을 동
시에 알 수 있어서 
좋았다. 

Ÿ 낙하 장치의 원리
를 알았다. 

Ÿ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Ÿ 미술과 과학
적 지식에 대
해 학습함

전공 지식 융
합(지적 능력, 
지식간의 연
결 능력)

Ÿ 제한된 재료와 도
구를 사용해서 좋
았다.

Ÿ 창의적 사고
를 함

창의적 사고
(유창성, 독창
성, 민감성, 
융통성, 정교
성)

Ÿ 직접 아이디어 스
케치를 하고 만들
어서 좋았다.

Ÿ 직접 실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Ÿ 창의적 사고
를 함

Ÿ 평면 조형 학
습

Ÿ 과학적 지식
을 활용하여 
입체 조형물 
제작

Ÿ 새로운 활동 
경험

창의적 사고
(유창성, 독창
성, 민감성, 
융통성, 정교
성)
전공 지식 융
합(지식의 창
출 및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 
(개방성, 자발
성, 집중성)

Ÿ 친구들과 협동을 
해서 작품을 만들
어 재미있었다. 협
동력을 길러 주었
다.

Ÿ 모둠활동으로 
협동심을 배
움

Ÿ 배려와 의사
소통 능력 향
상

소통과 협력
(언어, 시청각
적 소통 능
력)

소통과 협력
(소통하는 태
도, 협력하는 
태도)
감 성 ( 타 인 을 
위한 배려, 타
인 존중)

<표 Ⅴ-2> ‘달걀을 지켜줘요!’학생 의견 분석: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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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
응답 결과 및 보완해야 할 점

Ÿ 장치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
고 싶다. 

Ÿ 달걀을 깨지지 않게 한다는 단
순한 포장 외의 방법, 장치를 만
드는 것이 생각나지 않았다.

Ÿ 과학적 내용전달 
Ÿ 창의적 사고 

Ÿ 주어진 재료로만 만들어야 해서 
힘들었다.

Ÿ 예쁘게 포장하기 위한 미술재료
도 있었으면 좋겠다. 

Ÿ 재료에 대한 설명과 이해 
Ÿ 미술 재료 활용 문제

Ÿ 완성하지 못해 아쉽다
Ÿ 실험에 실패해서 아쉽다.

Ÿ 실험 검증을 통한 수정 시간 배
분 고려

Ÿ 친구들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
다.

Ÿ 협동과 배려 

<표 Ⅴ-3> ‘달걀을 지켜줘요!’학생의견 분석: 아쉬운 점

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단순히 원리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자연으로 물들이기(천연 염색하기)’ 수업결과

‘자연으로 물들이기’수업은 인류의 역사에서 의복의 발달에 

있어서 염색에 대한 이해와 자연물을 구별하고, 염료를 추출하는 과

정, 매염제를 통해 착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물학적 지식과 화학적 

지식을 발견, 적용하여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실제 

염색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에서 채집한 색감으로 정서적 공감을 얻

고, 미묘한 색의 변화로 예술적 감성과 성취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우리 전통 천연 염색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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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재료의 사용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높일 수 있도

록 하였다.

수업은 개인별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문제 중심 학습법의 단

계에 따라서 이루어 졌다. 문제 제기 단계에서 염료를 구하기 위한 

역사적 사건과 의복에서 사용하는 색상의 차이로 사회 계층을 구분

한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염색을 활용한 

사례를 찾아보았다. 다음으로 문제 탐구 단계로 염색의 원리와 방

법, 과정을 학습한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염료를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으로 구별하여 찾아보고 염료의 채취 및 추출 방법, 

염료의 색상을 알아보았다. 또한 매염제를 사용하는 이유, 매염제의 

종류, 매염법의 종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염색법, 직접염, 날염, 침

염, 홀치기염, 파라핀염, 홀치기염의 다양한 묶는 방법을 학습하였

다. 다음은 작품 제작 단계로 사용할 천연 재료에 대해 소개하고 치

자, 쑥, 청대, 연지벌레(코치닐)로 얻을 수 있는 색상인 노란색, 연

두색, 파란색, 붉은색 계열의 색상을 추출하고 동시 매염법을 이용

하여 염색을 하였다. 학생들은 각자 나누어 준 면 손수건이나 티셔

츠를 홀쳐 묶기를 한 후 밝은 색 계열부터 염색, 수세, 건조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 한다. 선명한 색상을 얻고자 할 경우 위 과정을 반복

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염색한 결과물을 감상하고 염색 원리, 방법

을 확인하고 천연 염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들을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

였다. 

학생들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한 염색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의 이해와 색채에 대하 미적 요소의 이해, 환경보호에 대한 관

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산출물에 대한 높은 성취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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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를 통해서 미술과 과학의 전공 지식의 융합, 창의성의 정의

적 측면의 계발 가능성과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감성 함양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수업 관찰 결과

수업 관찰 결과는 학생들의 창의융합요소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

적 측면의 계발 가능성과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직접 수업

을 진행하고 관찰하여 작성한 평정지와 수업 진행을 보조한 강사 2

명이 작성한 평정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자연으로 물들이기’

수업은 학생들이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

업이었으며, 수업 활동을 위해 많은 사전의 준비와 세부적인 시간 

배분과 조절이 필요했다. 전체적인 수업 실행 결과 학생들은 염색의 

원리에 대한 이해보다는 염색 재료와 실제 염색을 하는 활동에 더 

흥미를 보였다. 특히, 염색 재료 중 동물성 재료인 연지 벌레(코치

닐)에 관심이 많았다. 연지 벌레는 딸기 우유에도 첨가되는 등 실제 

식용 색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외에도 

자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식물에서 염료를 추출하고 이

를 이용해서 염색을 할 수 있다는 것에도 관심을 보였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염료를 추출하는 방법과 섬유에 염료를 

착색시키는 화학적 원리, 매염제를 사용하는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수업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집중력은 표현 활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부족했다. 따라서 실제 염색 활동을 하는 과정[그림 Ⅴ-13, 

Ⅴ-14, Ⅴ-15, Ⅴ-16, Ⅴ-17], 세 네 명씩 염료 통에 섬유를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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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3] ‘자연으로 염색하
기’수업과정 홀쳐묶기 

[그림 Ⅴ-14] ‘자연으로 염색하
기’수업과정 염료에 담그기

[그림 Ⅴ-15] ‘자연으로 염색하
기’수업과정 중간 말리기

[그림 Ⅴ-16] ‘자연으로 염색하
기’수업과정 세척하기

[그림 Ⅴ-17] ‘자연으로 염색하
기’수업과정 최종 말리기

[그림 Ⅴ-18] ‘자연으로 염색하
기’수업과정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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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착색시키는 활동 중에 염색의 원리, 매염제의 역할과 원리에 대

하여 설명하면서 천연 염색에서 응용되는 과학적 원리의 이해를 돕

고자 했다. [그림 Ⅴ-18] 이를 통해서 실제 생활과 예술 작품에서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자연물에서 

채취한 염료를 확인하고 천연 염색으로 표현 되는 자연에서 얻은 

다양한 색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과 미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었다. 문제해결력 등의 사고능력 향상에는 뚜렷

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염색 무늬를 만들기 위해 홀쳐 묶기

를 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무늬를 예측하고 다양한 방법

을 시도하여 창의적 사고를 계발할 수 있었으며, 염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의적 측면인 인내심과 성취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작

품을 발표하고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각적 소통의 방법을 계발

하고 색채에 대한 감수성, 미술, 과학, 환경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인

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나. 수업 산출물 결과

‘자연으로 물들이기’수업 산출물 결과는 본  프로그램의 목표

인 학생들의 창의융합요소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계발 가

능성, 학습목표 달성 수준을 고려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개인별로 4장의 면 손수건이나 또는 한 장의 티셔츠에 

염색을 실시하였다. 2014년 9월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4장의 면 

손수건에 염색을 하였고, 2015년 1월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면 티

셔츠에 염색을 하였다. 면 손수건 4장을 각각 홀쳐 묶기를 하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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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9] ‘자연으로 염색하
기’학생작품 손수건 

[그림 Ⅴ-20] ‘자연으로 염색하
기’학생작품 티셔츠

장은 각각, 청대, 치자, 연지벌레(코치닐)를 이용해 염색하였고, 한 

장은 자유롭게 세 가지 염료를 부분적으로 염색하였다. 면 티셔츠의 

경우도 홀쳐 묶기를 하고 쑥, 치자, 연지벌레(코치닐)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색을 염색하였다. 

손수건의 경우 여러 장에 염색할 수 있어서 보다 다양한 무늬와 

색감이 표현 되었다. 학생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홀쳐 묶기를 하느냐

와 얼마나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묶느냐에 따라서 무늬의 선명한 정

도와 색상이 표현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또한 염료에 착색

시키는 시간과 염색하는 과정을 얼마나 반복하는가에 따라서도 색

상의 표현이 차이가 났다. 

티셔츠는 한 장에 여러 색을 염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늬의 

표현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색감의 조합에 중점을 두

고 염색이 이루어 졌다. 따라서 어떠한 색감을 티셔츠의 어느 부위

에 어느 정도, 어떤 농도로 하느냐, 어떻게 세 가지 색상을 조합하

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손수건과 마찬가지

로 염료를 착색시키는 시간과 염색 과정의 반복 정도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Ⅴ-19, 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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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으로 물들이기’수업의 산출물을 통해서는 미술 분야의 

인지적 능력에 해당하는 색상의 인식과 조합 능력, 창의적 역량의 

정의적 측면인 인내심과 집중성 등의 계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천연 염색하기 수업은 산출물을 통한 효과를 파악하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인별 작업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조건, 즉 동

일한 염색재료와 방법을 사용하였고, 수업에서 실행한 염색 방법의 

특성 상 기대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우연의 효과 등이 작품 결과물

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다. 수업에 대한 학생의견 결과

학생의견은 서술형 응답을 이용해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점, 

좋았던 점, 아쉬운 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응답을 통해 창의융합요소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계발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염색의 과학적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중

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파악되었던 수업관찰을 바탕으로 염색

을 하는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과 계속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부족

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염색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높은 이해 정도를 보였

으며, 수업 활동에 만족하였다. 다양한 염료의 사용, 염색 방법을 사

용하여 좀 더 심화된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자연으로 물들이기’ 수업에 대해 학생이 서술한 내용은 전체

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많았으며 주로,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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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얻은 염료를 이용해 염색한 섬유의 색감이 예쁘다는 의견

이 많았다. 몇 몇 학생의 실제 응답을 살펴보고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천연 염색의 색은 다 이상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예뻐서 놀랐고, 
자연의 위대함을 느꼈다. 노력한 만큼 예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천연 염료는 색을 조절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학생 남궁양)

색다른 경험 이었다. 고약한 냄새도 맡아보고 연지벌레가 빨간색 
염색에 사용된다는 것들도 신기했다. 평소에 이런 경험이 없어서 
무척 재미있었다(학생 배양).

천연 재료로 염색을 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고무줄을 풀
어 염색한 것은 볼 때 가장 긴장되고 재미있었다. 아쉬운 점은 빨
래할 때 물이 차갑고 힘들었다. 그리고 티셔츠 외에 다양한 천연색
으로 그림을 그려서 염색하는 것도 해보고 싶다(학생 오양). 

자연에서 얻은 염료 추출하는 과정과 이를 이용해 염색한 색감

에도 관심을 가지고 염색으로 표현된 색상의 미묘한 변화를 인식하

는 등 학생들이 색에 대한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의 위대함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어, 자연 환경에 관심

을 갖게 되는 계기도 제공하였다.

천연 염색을 하면서 염료의 종류, 색상, 재료 등을 알았고, 염색
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아쉬운 점은 염색을 하고 건조시킬 때 공
간이 부족한 것 같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해보고 싶다(학생 김
양)

이 활동을 통해서 염색 방법, 염료를 얻을 수 있는 자연물과 색
상 등을 알게 되었고, 색다른 경험을 해보아서 좋고 재미있었다. 계
속해서 티셔츠를 빨러 다니는 것이 좀 힘들었지만 어떤 결과가 나
올지 궁금하고 기대되기도 했다(학생 최양).

천연 염색을 통해 염료의 이름과 재료, 어떠한 무늬를 만드는 방
법을 구체적으로 공부해서 좋았다. 염색하고 빨래하고를 반복해서 
힘들었다(학생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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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응답자수 

좋은 점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 13명

미술과 과학의 원리 이해 12명

염색 활동의 직접 참여 5명

자연의 색감의 발견 4명

아쉬운 점

완성 작품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6명

한정된 재료의 사용 6명

냄새, 세척 공간 등의 환경 9명

<표 Ⅴ-4> ‘자연으로 물들이기’학생 응답내용 및 인원

다양한 염색 재료를 이용하여 염색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힘들
었던 것은 염색하고 빨고를 반복한 것이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더 다양한 재료로 다른 옷감에도 해보았으면 좋겠다(학생 한양).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유사한 내용으로 정리해 응답자수를 확인

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Ⅴ-4> 좋은 점으로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이

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염색 재료와 방

법, 원리를 알아서 좋았다는 응답이 12명이었다. 그리고 직접 염색

활동을 한 것과 자연에 얻은 재료를 통해 염색을 해서 좋았다는 의

견이 각각 5명, 4명 이었다. 아쉬운 점으로는 세척 공간, 냄새 등 

시설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작품

이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의 어려움, 더 다양한 염색 

재료와 다양한 섬유에 염색하고 싶다는 의견이 각각 6명 이었다.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보면 미술과 과학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하여 창의적 사고의 자발성, 집중성 등의 정의적 측면의 계발 효과

와, 과학적 지식의 학습과 미술 실기 활동을 통한 지식의 융합, 새

롭고 독창적인 무늬를 만들기 위한 창의적 사고의 인지적 측면 유

창성, 독창성, 정교성 등의 계발에 효과가 있었다. <표 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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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점

응답 결과
효과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Ÿ 천연재료를 이용

해 염색한다는 것
이 신기한 경험이
었고 재미있었다.

Ÿ 미술과 과학
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함

Ÿ 새로운 경험

창의적 사고 
(자발성, 인내
심, 집중성)

Ÿ 천연 염색의 색은 
다 이상할 줄 알았
는데, 의외로 예뻐
서 놀랐고, 자연의 
위대함을 느꼈다.

Ÿ 천연 염색 방법, 
자연물에서 얻을 
수 있는 염료, 색
상을 알게 되었다.

Ÿ 미술과 과학
적 지식에 대
해 학습함

전공 지식 융
합의 인지적 
측면(지적 능
력, 지식간의 
연결 능력)

Ÿ 섬유에 무늬를 만
드는 방법을 구체
적으로 공부해서 
좋았다.

Ÿ 창의적 사고
를 함

Ÿ 미술 작품 제
작

창의적 사고
의 인지적 측
면(유창성, 독
창성, 민감성, 
융통성, 정교
성)

<표 Ⅴ-5> ‘자연으로 물들이기’학생의견 분석: 좋은 점

아쉬운 점으로는 염색하고 수세하는 과정이 힘들다는 의견이 가

장 많았으며, 염색한 색상과 무늬가 의도한 데로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과 더 다양한 염료와 방법, 섬유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

었다. 그리고 염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냄새가 싫다는 학생도 있었

다.<표 Ⅴ-6>

‘자연으로 물들이기’수업 실행 결과 높은 흥미를 보이며 참여

하였다. 개인별 활동으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결과물에 만

족하고 높은 성취감을 보였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재를 사용하

여 미술과 환경, 과학과의 관계를 이해하였다. 천연 염색의 색채에 

대한 미적 요소의 이해, 염색하는 과정, 원리와 매염제의 사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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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

응답 결과 및 보완해야 할 점

Ÿ 염색한 색상과 무늬가 생각한 
데로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

Ÿ 재료와 방법에 대한 설명과 이
해

Ÿ 더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섬유
에 했으면 좋겠다.

Ÿ 직접 그려서 하는 염색도 해보
고 싶다.

Ÿ 시간과 재료

Ÿ 손수건, 티셔츠를 계속 빨래하
러 다니느라 힘들었다.

Ÿ 말리는 공간이 부족했다.
Ÿ 냄새가 고약했다.

Ÿ 교육 시설
Ÿ 재료 및 교육 시설

<표 Ⅴ-6> ‘자연으로 물들이기’학생의견 분석: 아쉬운 점

화학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의 이해, 천연 재료를 이용한 수업으로 

창의적 사고 능력의 정의적 측면의 계발과 함께 미술과 과학의 전

공지식의 융합 능력을 계발할 수 있었다.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미술영재에게 미술과 과학 통합프로그램을 실행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과 과학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학습한 지식을 바탕

으로 아이디어 스케치, 설계와 실험 검증의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산출물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전공 지식 융

합의 인지적 측면, 지식의 창출 및 활용과, 창의적 사고의 인지적 

측면, 유창성, 독창성, 민감성, 융통성, 정교성의 계발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둘째, 미술과 과학과의 통합을 통해서 학생들은 새로운 경

험을 하고 재미있게 참여하였다. 미술과 과학에 흥미와 동기를 가지

게 됨으로써 창의적 사고의 정의적 측면인 개방성, 자발성, 집중성

의 계발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모둠 활동을 통해서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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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배려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창의적 

인재의 역량 중 소통, 협력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인 언어적 

소통능력, 시청각적 소통능력, 소통하는 태도, 협력하는 태도와 감성

적 역량의 정의적인 측면인 타인 존중, 타인을 위한 배려심 향상을 

의미한다. 넷째, 미술 작품 이라는 가시적인 산출물을 제작하고 완

성하여 학생들과 감상하고 공유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자아효능감이나 자아정체감 등의 향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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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활

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여러 학문과 생활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

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응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창의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화두이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방법으로서 통합

교육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

교육에서 미술과 과학의 통합교육은 과학영재들을 위한 예술적 경

험의 제공하는 데 그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교육의 

의미를 단지, 교양이나 인성함양 차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미술영재를 위한 순수예술중심의 전통적 예술교육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미술과 과학의 

주제가 만나는 새로운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재들에게 분

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영재에 대한 정의와 특성, 미술과 과학의 통

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미술과 과학의 통합 교육프로그

램의 사례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미술영재를 위한 미술·과학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그 결과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미술영재들이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분야 간 경계를 넘나드는 창의적 역량을 계발을 위한 통합교육의 



- 116 -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미술영재 학생들을 위해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은 미술과 과학 분

야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며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주제를 선정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인지학습능력, 문

제 해결력과 상상력,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제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실험, 실습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협력학습에 필요한 배려, 

협동심, 리더십 등의 인성교육요소 함양을 위한 협동학습을 포함하

였다. 또한 자신의 이해와 감성을 과학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통합

하여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미술 과학 통합교육프로그램: 생활 속 미술과 과학의 만남, ‘달

걀을 지켜줘요!(달걀 낙하 장치 만들기)’와 ‘자연으로 염색하기

(천연 염색하기)’를 개발하고 초등학교 6학년 미술영재를 대상으

로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미술과 과학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학습한 지

식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스케치, 설계와 실험 검증의 과정에서 창의

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산출물을 제작해 봄으로써 창의 융

합 인재 역량의 의 인지적 측면의 역량의 계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새로운 경

험을 함으로써 미술과 과학에 흥미와 동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모둠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과 배려와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 되어, 창의 

융합 인재 역량의 정의적 측면의 계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미술 작품 이라는 가시적인 산출물을 제작하고 완성하여 

학생들과 감상하고 공유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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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자아효능감이나 자아정체감 등의 향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

로 보여 진다. 

넷째 본 연구의 미술과 과학 통합교육프로그램은 미술영재의 참

여를 중심으로 교과 간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질적 통합으로 교육

실천의 현실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미술 영재를 위한 미술과학 통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과 적용 결과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특정 지역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 특성, 교육 

환경, 경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학 분야의 교육전

문가와의 협의가 부족하여, 과학 교과 교육과정과 자료만을 활용했

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전공 박사과정 

1명 외 전부 미술교육 전공자라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실행 연구 방법을 통해 통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수업 관찰과 산출물 분석, 개방형 서술 학생 설문 조

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객관식 설문 조사에 대한 응답이 획일적이고 

차이가 무의미하며 학생들이 의견을 서술하는 개방형 설문을 실시

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결과, 효과의 근거를 수치화하여 명

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미술 영재를 위한 통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 속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

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성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지 못했다. 프로그램이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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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진행 될 수 있지만 각 프로그램 간의 연결성을 확보한 장기

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전반적으로 미술과 과학의 통합프로그램의 결과는 긍정적

이었으나,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시설과 재료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활동의 소요시간과 물리적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미술과 과학의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는데 있어서 과학 분야 교육 전공자와의 협업이 부족하여 교육과정

을 참고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분야별 주종 관계를 이루는 통합이 

아닌, 각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함께 실제 교육으로 실천할 수 있는 팀 티칭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영재교육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재능 개발 측면에 

있어서 미술과 과학과의 통합, 미술과 다른 교과와의 통합, 여러 교

과 간의 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통합, 여러 

분야의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실행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통합교육프로그램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개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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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중력이란?
학교:
이름:

 자연계에는 4가지 힘이 존재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기본 상호작용의 힘은 중력(Gravitational Force), 
전자기력(Electromagnetic Force), 약력(Weak Force), 강력(Strong 
Force) 4 가지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강력과 약력은 원자핵 내부에서 
작용하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다.

 중력은 지상에서 물체를 지구로 끌어당기는 힘, 지구의 만유인력과 자
전에 의한 원심력의 합으로 기본 힘의 하나이다.

 뉴턴(Isaac Newton, 1643~1727)은 1665년 지상의 물체의 무게를 
결정하는 힘과 천체 간에 작용하는 힘이 똑같음을 발견했다.
 뉴턴이 발견한 중력의 법칙은 2개의 물체 사시에 작용하는 힘은 인력
이며, 그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
다는 것이다.
2개의 물체의 질량을 m, M,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중력의 F는



이 된다

여기서 G는 뉴턴의 만유인력 상수라 하며, ×이
다.

출처: 대한민국과학콘텐츠센터 사이언스올
(http://www.scienceall.com/%EC%A4%91%EB%A0%A5gravity/?te
rm_slug=8. 2014년 5월 27일 11시)

부 록
1) ‘달걀을 지켜줘!’ 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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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중력을 이용한 발전
학교:
이름:

 멕시코의 한 기업가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하
여 차량의 통행량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개발은 이동하는 자동차의 힘을 잡아내는 
장치를 통하여 가정에 전원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잠재력을 가진다. 
 "이것은 거리와 도로의 콘크리트와 같이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제
공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 시스템의 개발
자인 헥터 리카르도 마시아스 에르난데스(Hector Ricardo Macias 
Hernandez)가 말했다. 세계적으로 영국의 특허를 제외하고 유사한 프
로젝트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영국의 것은 개발도상국에게는 너무 비
싼 압전 바닥(piezoelectric floor)이 이용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헥
터 리카르도 마시아스 에르난데스가 덧붙였다. 
 이 기술은 도로 높이보다 5센티미터 상승하는 경사 계단(ramp-step)
이 결합된 시스템에 존재한다. 이 경사 계단은 타이어를 제작할 때 사
용하는 것과 유사한 중합체 재료(polymeric material)로 정교하게 만
들어졌다. 차량의 충격을 받으면 이 경사 계단은 벨로우즈(bellows: 기
기의 일부에 유연성, 밀봉성 등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되는 신축성의 이
음)에 압력을 인가한다. 
이 벨로우즈는 호스를 통하여 일정 압력에서 배출되는 공기를 포함한
다. 나중에 이 공기는 탱크로 이동하여 압축되며, 전기를 생산하는 터
빈을 돌리는 압력을 제공한다. 전기 에너지의 축적은 특정한 지점을 지
나는 자동차의 통행량에 비례하나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곳에서는 여러 
개의 경사 계단을 설치하여 각 개별 차량의 충격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헥터 리카르도 마시아스 에르난데스가 말했다. 
 이 기술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에도 설치될 수 있다고 헥터 리카
르도 마시아스 에르난데스가 부언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발걸
음은 중력 에너지의 법칙에 따라 전기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원리는 지
하철 같은 곳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헥터 리카르도 마시아스 에르난데스에 따르면 이 기술의 개발은 낮은 
실행 비용을 시사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기술의 개발에는 멕시코 산업재산연구소(IMPI: 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고 그는 부언했다. 멕시코 
산업재산연구소(IMPI)는 이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이전의 연
구를 정교하게 수행하였고, 이 발명에 필요한 다수의 특허를 구성하는
데 조언을 제공하였다.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3-12-06
(http://mirian.kisti.re.kr/futuremonitor/view.jsp?record_no=24270
8&cont_cd=GT&term_slug=2. 검색일 2014년 5월 27일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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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포장 디자인과 장치
학교:
이름:

포장 디자인(package design)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고, 구매의욕을 
증가시키며,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반할 수 있는 입체 디자인이
다.

제품 포장
포장지의 기능적 요소와 미적 요소와 특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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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는 어떤 목적에 따라 기능하도록 기계, 도구 등을 장착하거나 또는 
그 기계나 도구, 설비를 말한다.

간단한 장치 간단한 장치의 기능과 특성은?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https://www.google.com/imghp?hl=ko&gws_rd=ssl. 검색일2014년 
5월 27일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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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입체 조형의
요소와 원리

학교:
이름:

입체의 
요소

1. 입체의 개념 요소
① 점: 공간의 위치를 가리킨다. 점은 넓이나 길이, 깊이도 

없으며, 입체 조형물에서 선들이 만나든 곳, 평면의 모
서리나 입방체의 각의 모서리에서 선들이 만나는 곳 등
을 표시한다.

② 선: 점이 이동하여 만들어지며, 위치와 방향을 갖는다. 
선은 길이는 있으나 넓이나 깊이가 없으며, 입체 조형물
에서는 면과 면이 만나 이루어진다.

③ 면: 선이 이동하여 만들어지며 길이와 넓이를 갖는다.
④ 양(볼륨): 면이 이동하여 만들어지며, 길이, 넓이, 깊이

를 갖는다. 

2. 입체의 구조 요소
① 꼭지점: 몇 개의 면이 모여서 하나의 개념적인 점을 만

들 때, 이것을 꼭지점(정점)이라고 한다. 이 꼭지점은 
입체의 바깥쪽이나 안쪽에 형성될 수 있다.

② 모서리: 평행하지 않는 두 면이 만나 하나의 개념적인 
선이 생길 때, 이 선을 모서리하고 한다. 역시 바깥쪽으
로나 안쪽으로 형성될 수 있다.

③ 면: 양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표면이라고 볼 수 있다.

3. 입체의 시각 요소
① 형태: 입체에서의 형태란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메워진 공간에 의해 둘러싸인 비어있는 공간을 가리킨
다.

② 크기: 입체의 크거나 작음, 길거나 짧음 등의 구체적인 
측량을 의미한다.

③ 색채: 입체에 활용된 색상이나 명암은 입체와 주위 환경
을 명확히 구별해 준다. 색체에 따라 입체의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진다.

④ 질감: 입체에 활용된 재료의 표면에 관한 것으로 재료의 
선택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다.

4. 입체의 상관 요소
① 위치: 입체 형태들의 위치를 설정하고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입체 조형
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고 기존의 형태들을 보
완하며 조화로운 통합을 이루도록 한다. 위치에 따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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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균형과 긴장감을 창조할 수 있다.
② 방향: 수직 또는 수평선을 활용하여 정적인 이미지를 전

달할 수 있으며 안정감, 긴장감, 운동감 등을 줄 수 있
다. 

③ 공간: 입체 자체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과 입체 와 입체 
사이에 형성된 공간들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다. 사용된 재료, 간격 등에 따라서 공간에 대한 느낌이 
변화될 수 있다.

④ 중량감: 사용된 재료의 무겁고 가벼운 느낌에 따라서 달
라진다. 입체의 배열과 배치에 따라 중량감의 효과와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다. 

조형의 
원리

1. 통일성: 기본적인 주제가 다양한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형태의 일관성이나 일관된 패턴 등의 유사성을 
뜻한다. 부분적인 것 보다는 하나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조화를 의미한다.

2. 강조: 시각적인 힘의 강약에 단계를 주어서 각 부분을 
구성하면서 강조를 나타낼 수 있다. 강조의 표현을 의도
적으로 변화를 주거나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전체에 어떤 
악센트를 조성할 수 있다.

3. 균형: 평형이라고도 하며 부분과 부분의 중량 관계에 있
어서 역할적인 평형상태를 뜻한다. 두 개 이상의 요소가 
부분과 부분 또는 전체 사이에 시각적으로 힘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면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4. 비례: 상대적인 크기, 다른 요소나 어떤 규범, 기준 과 
대비해서 측정한 크기를 뜻한다. 물건의 크기나 길이에 
대한 양의 관계를 가리키며 조화의 근본이 되는 균형을 
의미하기도 한다.

5. 동세: 조형 자체의 동세를 가리키는 말로 곡선이나 사선
이 다이나믹하게 배치되거나 색이나 모양이 리드미컬하
게 배치될 때의 움직임과 관련된 느낌이다.

6. 리듬: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형 방법의 
하나로서 청각과 관련된 원리이다. 리듬이란 통일성을 
기본으로 하는 감각적 또는 동적인 변화를 뜻한다.

참고:
최동신, 최호천, 윤희수, 심복섭, 김미자, 남호정. (2006). 입체, 공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안그라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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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빨간색
학교:
이름

빨간색에는 어떤 의미가 있
을까요?

일상생활 속에 서 볼 수 있
는 빨간색은?

역사 속의 빨간색을 찾아봅시다.

세계 속의 빨간색을 찾아봅시다.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https://www.google.com/imghp?hl=ko&gws_rd=ssl. 검색일 2014
년 5월 26일 13시))

2) ‘자연으로 물들이기’ 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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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자연에서 얻은 색소

- 천연염료
학교:
이름:

 현대 생활에서 색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세계 
유명 패션쇼에서는 화려한 색의 옷들이 선을 보이고 거리로 나가보면 다
양한 색과 무늬의 옷들과 건물을 볼 수 있다. 또한 신호의 전달 및 위
험, 경고의 용도로 색은 사용되기도 한다.
색은 이처럼 우리 생활과 땔래야 땔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며 
삶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인류가 색을 이용한 것은 아주 오래다. 고대 유적지를 살펴 보면 인류의 
역사가시작 될 때부터 색을 이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프랑스 도르도뉴현에 있는 라스코 동굴벽화를 들 수 있는데 기원전 1만
5천년 전에 그려진 벽화에는 아직까지도 들소, 야생마, 사슴 같은 동물 
그림이 그 선명한 색을 자랑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고분에서도 발굴되
는 각종 벽화나 그릇들을 보다 보면 다양한 색으로 채색된 수준 높은 그
림들을 볼 수 있다.
 
그럼 고대인들은 이런 색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까?
제조 방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염료는 로마 시대에 타이
리안 퍼플(Tyrian Purple) 또는 임페리얼 퍼플(Imperial Purple) 등으
로 알려졌던 자주색 천연 염료다. 로마시대에 주로 황제나 고급 귀족들
의 의복 염색에 사용되었는데, 지중해에서 많이 자라는 소라고동의 내 
아가미 샘에서 분비되는 맑은 체액을 원료로 만들었다. 소라고동의 분비
액을 공기 중의 산소에 노출시키고 햇빛을 쪼여 주면 몇 차례 색이 바뀌
다가 마침내 모직물이나 견직물에 사용할 수 있는 청색이나 자주색의 염
료가 만들어진다. 호기심이 많았던 독일의 화학자인 ‘파울 프리뢴더’
가 1906년부터 1909년까지 직접 재현해 보았는데 이 염료를 1.4g을 
얻기 위해 그리스의 티레 해변에서 약 1만2천 마리의 소라고동을 잡았
다는 기록이 있다. 이 때문에 영어에 ‘Born To The Purple'라는 속담
이 생겼으며 이는 매우 귀한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18세기에는 코치닐이라는 붉은색 염료가 사용되었다. 이는 멕시코에서 
자라는 선인장에 기생하는 곤충에서 추출한 것으로, 1kg의 염료를 얻는 
데 이 곤충 10만 마리를 잡아야 했다고 한다.

 파란색 천연염료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향료 식물인 인디고 염료일 것이
다. 이 염료는 우리나라의 쪽(藍, 인디고) 염료와 같은 것으로 햇빛과 
세탁에 잘 견디기 때문에 지금은 천연 인디고 염료의 구조를 그대로 모
방하여 합성하고 있다. 현재에는 청바지의 염색에 주로 쓰이는 염료로 
단일염료로는 가장 많이 생산된다. 18세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식량 생산에 쓰여야 할 경작지가 일부 귀족들을 위한 쪽 재배에 쓰임으
로써 일반인의 생활을 오히려 더 힘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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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고대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에서는 꼭두서니라는 식물의 뿌
리에서 알리자린이라는 빨간색 염료를 얻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천연 염료는 대량 생산이 어려워 희소가치가 높았다. 따라서 
왕이나 귀족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거기다가 염색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서는 염료 이외에도 백반과 같은 매염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염색 기술은 
국가 비밀로 취급됐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염료 공장 밖에서 타이리안 퍼플을 만드는 사람은 사형에 처할 정도였으
니 일반인에게 천연 염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부유한 사람들은 쪽, 치자, 
잇꽃, 오가피, 꼭두서니, 모과, 석류, 산수유 등으로 만든 천연 염료로 물
들인 옷감을 입을 수 있었다. 왕이나 관료들은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으
로 수입된 비싼 염료로 염색한 화려한 옷으로 그 권위를 자랑했다. 하지
만 일반인들은 흰색의 무명옷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염료만으로 염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천연염료에는 
식물섬유에 친화력이 없어 물에 녹지 않는 착색물질의 침전을 형성하기 
때문에 섬유에 색을 더 잘 입힐 수 있는 백반과 같은 매염제(媒染劑)가 
있어야만 더 좋은 염색을 할 수 있다. 매염제를 쓰면 착염이 잘되고 염
색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염색이 가
능하다. 즉 식물 염료는 한 가지만으로도 매염제에 따라 여러 가지 색상
으로 염색할 수 있는 것 이다. 매염제로는 전통적인 천연매염제와 합성 
매염제가 있는데 천연 매염제로는 식물을 태운 잿물, 식물의 수피나 탄
닌, 사과나 오미자의 과일즙, 금속성분을 포함한 경수, 사람을 포함한 동
물의 오줌 등이 있다. 합성 매염제로는 철, 구리, 알루미늄, 주석, 크롬 
매염제 등이 있다. 천연매염제는 합성매염제에 비해 매염효과가 약하고 
매염제를 만들기 위해 손이 많이 가지만 화학약품에 저항감이 있고 부드
러운 색을 낼 때 많이 사용한다.

 최근 합성연료 염색물의 인체의 유해성, 염색 과정에서 오는 중금속에 
의한 폐수처리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천연염료에 다시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그래서 직접 천연염색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자연의 색이 인공적인 염료로 만든 색
에 비해 연하고 선명하지는 않지만 자연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은 바로 이 천연염료에서 나온 색이지 않을까? (글: 김형자 
- 과학칼럼니스트)

출처: 한겨레 2005-03-09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10100020/2005/03/0101000
20200503091621001.html. 검색일 2014년, 5월 26일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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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천연 염료의 
채취와 추출

학교:
이름:

식물성 염료

쪽, 청대 등 청색계열

치자, 양파, 감나무   등 황색계열

쑥, 칡 등 녹색계열

홍화, 봉선화 등 적색계열

밤나무, 상수리나무 갈색계열

포도, 동백 등 자색계열

동물성 염료
연지벌레(코치닐), 깍지벌레 적색계열

개각충, 보라조개 자색계열

광물성 염료
황토 황색계열

색깔 있는 돌이나 금속

l 채취
자연식물의 채취는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꽃이나 잎을 채취
한다. 채취한 후 그늘에서 잘 건조해준다. 동물이나 광물의 경우 채취하
여 말려서 곱게 가루로 만들어 사용한다.

l 추출

 천연 색소의 추출에 사용되는 자연식물, 동물, 광물을 통틀어 염재라고 
한다. 염재의 추출은 용기에 염재와 물을 넣고 100°C에서 강한 불로 
끓인 후 약한 불로 20분~4시간 동안 끓인 후 고운체에 걸러내어서 염
액을 얻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3회 추출하면 최종 염액이 얻어진
다.

l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색

참고: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한국천연염색박물관
(http://www.naturaldyeing.or.kr/xe/. 검색일 2014년 5월 26일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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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매염제와 매염법
학교:
이름:

l 매염제
 매염이란 염료가 천이나 실에 염착되지 않을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매
개체이다. 매염제의 한 쪽이 피염물(천이나, 실 등 섬유)에 부착되고 다
른 한 쪽이 염료와 결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액체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든다. 

 천연염색은 매염제의 처리에 따라서 염료가 섬유에 흡수 정착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염제는 천연 매염제와 화학 매염제로 구별할 
수 있다. 

 천연 매염제는 철장, 잿물 등을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초산을 
넣어 만든 철장과, 동백나무, 명아주, 쑥, 뽕나무 등을 태워서 만든 잿물, 
감을 식초로 하여 만든 감식초 등이 주로 사용된다. 
 백반은 의약품으로 화학 매염제이나 인체에 무해하여 천연 매염제로 분
류하기도 한다. 

l 매염법
① 무매염법은 매염제의 처리 없이 곧바로 염색하는 방법이다. 염료에 

타닌(덜 익은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화합물로 단백질과 결합하여 침
전시킨다. 가죽제조 방부제로 쓰이거나 식물체 내에서 미생물, 곤충
에 대한 방어기능을 한다.) 성분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 선 매염법은 미리 섬유에 흡착시키고 여기에 염료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로 식물염색에 이용된다. 

③ 동시 매염법은 중 매염법이라고도 하는데 염료에 매염제를 동시에 섞
어서 염색하는 방법으로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염색에서는 별로 이용
하지 않는다. 후 매염법은 섬유에 염료를 흡착시킨 

④ 후 매염제로 발색시키는 방법으로 염색과정이 복잡한 단점은 있지만, 
식물염색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염색은 반복 염색함으
로써 선명도가 높거나 짙은 색상을 얻을 수 있다.

참고: 대한민국과학콘텐츠센터 사이언스올
((http://www.scienceall.com/%EB%A7%A4%EC%97%BC%EC%A0
%9Cmordant/?term_slug=5. 검색일 2014년 5월 26일 13시)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한국천연염색박물관
(http://www.naturaldyeing.or.kr/xe/ 검색일 2014년 5월 26일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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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염색 기법
학교:
학년:

직접염
염료를 직접 붓에 묻혀 그려서 염
색하는 방법으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

날염

염료를 부분적으로 섬유에 착색시
키는 방법으로 문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틀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
러 안료와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
할 수 있다. (목판화, 실크스크린, 
스탠실 등)

침염
섬유를 염료에 담궈 전체 동일한 
색으로 염색하는 방법

홀치기염

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은 다
음 염료에 담궈서 염색하는 방법
으로 묶인 부분이 염색되지 않는
다.

파라핀염
파라핀을 녹여 문양을 그린 후 파
라핀이 묻지 않은 부분에 염료를 
착색시키는 방법

참고: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한국천연염색박물관
(http://www.naturaldyeing.or.kr/xe/. 검색일 2014년 5월 26일 13시)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https://www.google.com/imghp?hl=ko&gws_rd=ssl 
검색일2014년 5월 26일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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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6 오늘의 염색 재료
학교:
이름

치자

쑥

청대
(쪽)

연지벌레
(코치닐)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https://www.google.com/imghp?hl=ko&gws_rd=ssl. 검색일 2014년 
5월 26일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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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 홀치기염 묶는 방법
학교:
이름

l 대리석 무늬

천을 자유롭게 구겨서 공처럼 만들고 
고무줄이나 끈으로 단단히 묶는다.

l 원 무늬

천의 중심을 잡아 올려 원뿔 모양을 
만들고 고무줄이나 끈으로 원하는 간
격마다 단단히 묶는다.

l 줄 무늬

천을 평평하게 편 후 원하는 간격으로 
천을 반복해서 접는다. 원하는 간격으
로 단단히 묶는다. 
l 끈 말기

천의 길이보다 두 배 길이의 끈을 준
비한다. 끈을 반으로 접어 한쪽 끝에 
매듭을 만든 뒤 천을 둘둘 말아간다. 
말린 천을 매듭 방향으로 잡아 당겨 
주름지게 한다.
l 회전 무늬

천의 중심을 잡아 나선형으로 꼬아 접
는다. 2개의 고무줄로 4등분이 되게 
단단히 묶는다.

l 단추 홀쳐 매기

단추, 구슬, 조약돌 등을 천으로 감싸
서 단단히 묶는다.

l 바느질 무늬

천에 연필로 그림을 그린 후 단단한 
실로 그림을 따라서 바느질 한다. 

출처: 문경 점촌중앙초등학교 남석진교사 블로그
(http://nseokjin.com.ne.kr/main.htm. 검색일 2014년 5월 26일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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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Effects of Art and Science 

Integrated Education Program

- With a focus on Visually Talented 

Art 6th grader -

Dongha Song

Major in Art Education Interdisciplinary 

Progra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visually talented 

students integrated education program.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rogram, the Art and Science integrated 

education program is developed and applied to vi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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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nted students in primary schools. This program focuses 

not on the representation centered but on integration of the 

Art and Science subject based on research, experiment and 

expression activities. This program aims to develop creative 

thinking ability of students to cultivate character and to 

evoke emotion considering the cognitive and affective 

competency development of visually talented students 

through the contents configuratio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real life. 

The methods for this study was the literature research. 

In order for the literature research, precedent studies were 

reviewed, the concept and features of visually talented 

student were summarized and the necessity of art and 

science integrated education was examined. After such 

studying, the foreign and domestic cases of Art and Science 

integrated programs and teaching material were reviewed. 

The following which was an action research was developed 

the program for visually talented students through setting the 

goals of programs and organizing the contents by defining 

the competency of creative convergence people, by searching 

the integration types. Lastly, after operating the program, I 

analyzed and evaluated the results of it.

This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fostering creativity 

and character for the visually talented students was to 

attempt an integrated approach to Art and Science. T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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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first, the program applied for the practical theme and 

daily life experiences. Second, it was constructed by 

project-based experiments and practices to improve the 

learner's cognitive learning skill, problem solving, imagination 

and creativity. Third, it included collaborative learning to 

cultivate cooperative learning elements for the character 

education as caring, cooperation, and leadership. Also, it was 

tried to enhance the visual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creative and scientific integration of learner's understanding 

and feeling.

The conclusion through developing the Art and Science 

education programs and analyzing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classroom observation, the product assessment and the 

open questionnaire are follows. The first conclusion is that 

the potential development possibility of the cognitive aspects 

of creative convergent talented people was found through 

improving creative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through 

producing a works of art based on learning the knowledge of 

the Arts and Sciences. Secondly, the learner's interest and 

motivation were caused by the new contents and 

experiences. It could be confirmed the potential development 

possibility of the character aspect of creative convergent 

talented people by improving cooperation, caring and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group works. Thirdly, the 

students could have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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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fficacy by making a concrete works of art, by 

appreciating and sharing the their products with others.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that the Art and Science 

program which was developed and executed for visually 

talented students had a positive educational effect. It 

proposed a substantial and realistic measures of educational 

practices by the concrete integration of contents.

It suggests the following for systematic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education for visually talented 

students: First, the integrated education is required to 

application for a long-term planning and connectivity 

between different programs in order to maximize the 

education effect. Second, when designed the programs, it 

should be considered the time, physical educational 

environment, facilities and limitation of material. Third, it 

needs for a collaboration with subject experts in the process 

of designing and developing the integrated education 

program, and a research on team teaching.

Keyword : Visually Talented student, Art and Science 

Integrated Education Program, Art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2-2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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