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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술교육에서 학습자 주도적인 탐구학습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미술교육의 본질적 목표는 

나를 구성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자신만의 

사고체계를 구성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탐구학습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탐구 활동이 미술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인 ‘탐구학습’의 개념을 정리하고, 

탐구학습을 위한 워크북을 개발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육에서 

탐구학습은 왜 필요한가? 미술교육은 다양한 이론과 개념 속에서 

발전하였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미술교육은 감상, 표현 

영역뿐 아니라 체험 영역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학습자가 스스로 

지각하고, 체험하는 경험의 깊이를 미술교육 영역에서 다루는 것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탐구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와 대상을 

발견하고, 대상을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미술교육을 위한 탐구 활동이 현재 미술교육의 흐름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미술교육에서 탐구학습은 어떠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가? 

미술교육에서의 탐구학습의 가능성과 교육적 가치를 찾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탐구학습의 개념을 정리한다. 그동안의 

탐구학습이 교육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분석하여 

미술교육에서 탐구학습이 어떠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미술교육에서 탐구학습은 어떻게 가능한가? 프로그램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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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 개발을 통해 탐구학습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미술교육에서의 탐구학습 방법론을 탐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체험 

영역에서는 탐구학습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어지며 학습자의 

완전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각하기, 연결하기, 발상하기의 단계를 

적용한 워크북을 개발하여 실제적인 교육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문제로 출발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Ⅰ장에서는 탐구학습 미술교육의 연구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를 통해 탐구학습이 미술교육에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목적을 

발견하고, 탐구학습의 개념 정의와 적용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Ⅱ장에서는 교육에서의 탐구학습의 개념을 명확히 조사하고 

정의하였다. 구성주의와 연관된 탐구학습의 성격을 알아보고, 

미술교육에서의 탐구학습에 적용하였다. 이에 미술교육에서의 탐구 

학습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아보았다. Ⅲ장에서는 탐구학습을 적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교과서를 

참고하여 학습의 목표와 성격을 기반으로 경험, 관찰의 주제를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주제 선정 단계부터, 프로그램 진행 방식까지 

탐구학습을 적용한 목표 및 개발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순서는 체험, 표현, 감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작품의 ‘감상’ 단계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자신의 일상에서 

탐구해보며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단계로 ‘체험’ 단계를 중요한 탐구 

활동으로 설정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 단계에서 시각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탐구 과정을 위해 워크북 단계는 ‘감상’, 

‘체험’, ‘표현’의 순서로 개발하였다. Ⅳ장에서는 탐구학습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차시별 워크북을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탐구학습의 특성상 단계적인 확장과 사고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워크북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설문지법을 통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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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틀로서 워크북을 개발하여 탐구학습을 적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Ⅴ장에서는 연구 문제의 중요성 및 적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한점을 되짚어보며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사고 과정인 ‘탐구’라는 개념을 

미술교육의 관점으로 구체화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탐구’를 

실제적인 교육 개념으로 정의하여 탐구학습을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탐구학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워크북을 개발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미술교육에서의 

다양한 요소 중 학습자의 체험과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탐구적 태도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탐구적 태도는 학습자를 적절한 

흥미와 성취로 유도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과 워크북을 통해 가능한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과 

워크북은 변화하는 시대에 주체적인 관점과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새로운 

발견과 독창적 표현을 추구하는 탐구적인 교수-학습 방안의 방향성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미술교육, 탐구학습, 구성주의, 워크북, 미적 경험

학  번 : 2017-2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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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현대 사회에서 학습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선택

하고 해석하여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가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따라

서 이미 주어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이해 능력과 학습방법이 요구된다. 미술교육은 미술 교과

의 지식을 습득하고, 시각적 표현 능력을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미적 경험을 통한 지식의 재구성과 새로운 가치 창출이 무

궁한 분야이다. 미적 경험은 대상과 상호작용하며 인간의 성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판이며, 교육은 성장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기에 교육에는 미

적 경험이 요구된다(박주희, 2016). 미술교육에의 미적 경험은 주관적

인 미의식으로 출발하여, 미적인 대상성을 가지며 대상을 미적인 시선으

로 인식하고, 이러한 미의식은 목적성을 가진 미적 의도로 발전할 수 있

다는 점(박라미, 2014)에서 학습자의 더욱 넓은 세계에 대한 이해와 자

기주도적인 탐구를 통해 독창적인 예술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미술 교과는 체험, 표현, 감상 영역으로 구성된다. ‘체험’ 영역은 감

각을 통해 자신과 주변 세계를 탐색하여, 관계를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

하며 생활 속에서 미술을 활용하도록 한다. ‘표현’ 영역은 다양한 방

식과 방법으로 작품을 계획하고 제작하며, 여러 가지 매체를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 작품의 특징, 작가, 

배경을 이해하고, 비평적 관점으로 가치를 판단하여 다양한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 대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가치를 판단하는 미술 교과의 전체를 아우

르는 목표는 학습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한 주관적 지

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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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미술 교과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은 체험, 

표현, 감상 전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한 개념으로 ‘탐구학

습’과 ‘탐구적 태도’가 학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탐구는 미적 경험과 일상생활의 경험 사이에 긴밀한 관련성 

혹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학습 요소로 볼 수 있다(이재

영, 2009). 또한, 탐구의 영역은 증가하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 사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

한 학문적 분야이다(이영희, 2002). 학습 요소로서 탐구는 주로 과학 

교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술 교과에서도 실생활과 연

관한 미적 대상에 대한 탐구와 탐구적 태도를 이끄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제와 관련한 관심과 구체적인 탐구를 안내하는 탐구학습은 미술교육

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미적 경험과 체험이 미술교

육의 동향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체험과 경험의 원동력인 ‘탐구’에 대

한 미술 교육학적 논의는 미비하다. 탐구를 활용한 미술 활동 선행 연구

를 살펴보면 미술 교과에서 탐구는 주로 비평적 탐구의 개념으로 ‘감

상’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창식, 2005; 한세라, 2002; 김형

숙, 2008; 이상순, 2013; 박민정, 2015; 이성희, 2009; 조아라, 2010; 

이혜진, 2007; 박민아, 2017; 정유경, 2011; 김지원, 2011; 오윤선, 

2006; 박혜린, 2009; 이윤아, 2012; 홍주영, 2007). 이로 보았을 때 

연구자는 현재 미술교과에서의 탐구에 대한 연구 범위가 감상 영역에 치

중되어 탐구학습의 가능성을 논하고 있어 체험, 표현, 감상 전 영역을 

아우르며 각 영역의 목표에 맞게 적용 가능한 탐구학습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보았다. 

  현재 미술 교과에서 탐구의 개념을 활용한 국내 연구는 학위논문으로

는 총 9편 (이지혜, 2016; 홍지수, 2014; 윤영아, 2007; 이정연, 

2014; 옥영희, 2010; 김유미, 2011; 김정현, 2010; 이병한, 1985; 손

호영, 2018)이며, 학술 논문은 총 6편으로 (이영희, 2002;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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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박정애, 2007; 백경미, 2007; 이안근, 2018; 박라미, 2014) 그 

연구의 범위와 수가 미비한 편이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박라미

(2014)는 미술표현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미적 탐구의 교육적 

의미를 발견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탐구 단계의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

아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단계로의 확장 연구가 필요하다. 이

영희(2002)는 탐구 활동을 활용한 미술지도 방법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탐구학습을 적용한 학습모형을 고안하였으나, 모형 실행과 분

석 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 교과의 체험 영역, 표현 영역, 감상 영역의 성격이자 연

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적 탐구와 탐구적 태도의 필요성을 논하고

자 한다. 나아가 미술 교과에서 주관적이고 창조적인 가치 형성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탐구학습을 연구하여 워크북 중심의 탐구학습 방안을 제안

하고, 그 가능성을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 탐구의 개념은 감상 영역의 비평적 탐구와 별개로 사용하

지는 않지만,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구를 행

위로서의 탐구뿐 아니라, 미적 발견과 표현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의 모

든 지적 활동을 탐구 활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대상을 인지하고 이해하

는 과정으로서의 탐구뿐 아니라, 발견하고, 경험하고, 창조적으로 사고하

고, 표현하는 미술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의 탐구를 연구하고자 한다. 나

아가 탐구학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학습자의 탐구적 태도 또한 탐구

학습의 요소로 포함한다. 따라서 현재 감상 영역에 치중되어있는 미술교

육의 탐구학습 요소를 체험, 활동 영역으로 확장하여 비평적 탐구를 포

함한 창조적 표현을 위한 사고 과정으로서의 탐구를 주요 개념으로 연구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육에서의 탐구학습의 필요

성을 찾는다. 둘째, 미술 교과의 감상, 체험, 표현 영역에서의 탐구학습 

요소를 분석하고 제안하되, 특히 ‘체험’ 영역을 미적 경험으로 확장하

여 탐구적 태도를 일상생활로 확장하는 방안을 탐색한다. 셋째, 세분화



- 4 -

된 탐구 단계를 제시하는 워크북을 개발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탐구학습의 가능성을 찾는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탐구학습을 적용한 미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습자의 미

적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워크북을 개발하여, 미술교육에서의 탐구학습의 

가능성을 찾아,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

다.

Ÿ 미술교육에서 탐구학습의 필요성을 찾는다.

Ÿ 미술 교과에서 자기주도적인 탐구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발견한다.

Ÿ 워크북을 활용한 탐구학습을 통해 미적 경험을 주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방안을 찾는다.

 연구 문제에 따른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Ⅱ장에서는 교육에서의 탐구학습의 개념을 명확히 조사하고 정의하였다. 

탐구학습이 현재 미술교육의 흐름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

해 구성주의와 연관된 탐구학습의 성격을 알아보고, 미술교육에서 탐구

학습을 적용한 연구를 미적 경험과 연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미술교육

에서의 탐구학습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

로 탐구학습이 교육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분석하여 

미술교육에서 탐구 활동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였다.

Ⅲ장에서는 미술교육에서 워크북의 활용과 기능을 분석한 후, 탐구학

습을 적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워크북의 구체적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

다.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워크북 개발 단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주제 

선정 단계부터 워크북의 단계별 개발 방향을 정리하고, 디자인과 시각 

자료제공 방향을 정리하여 실제적인 워크북 개발의 목표 및 개발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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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적으로 다룬다. 

Ⅳ장에서는 탐구학습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워크북을 개발하고 분

석하였다. 탐구학습의 특성상 단계적인 확장과 사고의 기록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워크북을 개발하였다. 탐구

학습의 교수-학습 방안을 워크북 개발을 통해 미술교육에서의 탐구학습 

방법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틀

로서 워크북을 개발하여 탐구학습을 적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

을 제시할 수 있었다. 

Ⅴ장에서는 워크북 개발과 분석을 통한 결론을 정리하였다. 설문을 통

해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의 중요

성 및 적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한점을 되짚어보며 후속 연

구를 제언한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탐구를 활용한 미술 활동, 미술교육에서 워크

북 및 보조 자료를 실행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주로 과학 교과에서 

이루어졌던 탐구학습의 배경을 알아보고, 개념을 정리한다. 그리고 구성

주의적 관점에서 탐구학습의 의의를 발견하여 미술교육에서의 탐구학습

의 적용 가능성을 발견한다. 

둘째, 개발 연구를 통해 실제 워크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선행 연구

를 참고하여 워크북 개발 모형을 개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

과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성취목표와 교과

서를 기준으로 한 탐구학습을 적용한 워크북을 개발하였다. 워크북은 두 

가지 주제로 <워크북 개발안 1: 공간>은 자신의 경험과 연관한 탐구 활

동을 주제로 하고, <워크북 개발안 2: 자연>은 일상의 자연을 관찰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표현하는 탐구 활동을 주제로 한다. 

셋째, 조사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워크북 자료를 활용하여 2019

년 4월~8월 동안 비정기적으로 초등학생 2~4학년 학생과 현직 초등학

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의 질문은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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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별적인 경험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을 얻기 위해 개방형 질문

으로 작성하였다. 조사의 응답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개발한 워크북의 효

과를 분석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능성과 개선점을 찾아보았

다. 

3.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미술교육에서 탐구

학습이 어떠한 영역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960년대부터 미술교육이 학문적 영역으로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미술

교육은 존 듀이(John Dewey),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엘

리엇 아이스너(Elliot W. Eisner) 등의 연구자들을 통해 시각적인 작품 

활동 제작을 넘어 인지적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즉, 예술의 작품 

활동에는 사고 과정이 중요한 요소이며, 예술 활동에서 탐구 과정과 문

제해결 과정을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듀이는 예술 활동에서 예술

가가 작품을 완성해가며 겪는 사고 과정은 과학자의 탐구적 문제해결로

서의 사고 과정과 같은 것으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특성을 주장

하였다(Dewey, 1934).

탐구학습의 개념 정리와 필요성을 논한 이후에는 미술 활동을 위한 모

든 학습 과정에서의 탐구 활동을 돕기 위하여 실제적인 교수 학습 방안

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워크북의 방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실

제적인 학습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미술 교과에서 워크북은 감상, 활

동을 돕는 자료로써 워크시트, 활동지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개

념이다. 미술 교과의 다양한 주제와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는 워크지, 워

크시트, 활동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워크시트’의 개념으로 연구

되고 있다.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과 감상 이해 능력에 초점을 맞춘 워크

시트 개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탐구학습 연구에서 비평적 탐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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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비중이 높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워크시트 연구 또한 박물관 미술

관, 미술 교과 작품 감상 영역 연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탐구학습, 워크북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보았을 때, 탐구학습과 워크북

을 동시에 활용한 국내 연구로는 이지혜(2016)의 석사학위 논문 「초등

학생의 자기주도적 미술기반탐구를 위한 워크시트 개발」이 있다. 이지

혜의 연구는 미술관에서 활용 가능한 워크시트를 개발하여 초등학생 학

습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미술과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3~4학년 미술 교과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학습자

의 실생활과 연관한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 요소를 적용한 미술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워크북을 개발 및 분석하고자 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지닌다.

 첫째, 미술교육에서의 탐구학습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과학 등의 타 교

과에서 가설 입증을 위한 단계로 사용되는 탐구의 요소를 예술적 사고 

과정으로 확장하여 미술교육에서의 탐구학습의 필요성을 발견한다. 여러 

방면으로 논의되었던 비평적 탐구 분야뿐 아니라 창조적 표현 활동과 미

적 경험과 연관한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돕는 탐구학습을 연구하여 미술

교육에서의 탐구학습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둘째, 미술교육에 적용 가능한 탐구학습의 구체적 단계를 개발한다. 교

육은 실천적 지식이다.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탐구학습의 구체적 

단계를 개발하고 분석하여 실제로 활용 가능한 탐구학습 방안을 제안한

다.

 셋째, 탐구학습을 적용한 미술 프로그램을 워크북으로 개발 및 적용하

여 효과를 분석한다. 연구 대상자인 초등학교 3~4학년의 교육과정과 교

과서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실생활과 연관된 주제로 미술 프로그램을 개

발한다. 이를 위한 탐구학습은 미술 활동의 사고 과정과 표현 활동에 대

한 기록으로 자료를 활용한 학습이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탐구학습 요소를 활용한 워크북의 개발은 학습자의 자기주

도적인 태도와 미술 활동에 대한 흥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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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탐구학습과 워크북 활용은 학습자가 스스로 경험을 만들고, 미술

을 통해 자신과 주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탐구학습을 적용하여 미술 교과에서의 미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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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탐구학습

 1) 탐구의 정의

 

 탐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가설, 혹은 신념의 입증을 위하여 정보의 

수집, 질문의 제기, 자료의 조사, 이론의 검토 등을 하는 행위다(교육학

용어사전, 1994).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탐구의 개념은 이론의 획득이나 

정립을 위한 지적 노력 그 자체나 그것에 수반되는 활동을 뜻한다. 즉, 

지식을 구성해가는 과정으로서의 모든 지적 활동을 의미한다. 탐구는 결

과로서의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얻게되는 과정이나 방법을 중심으

로 발견학습(discovery learning), 탐구학습(inquiry learning), 문제해

결학습 (problem-based learning) 자기주도적 학습(self-regulated 

learning) 등과 연관된 범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강옥미, 2001; 박

성익, 1997; 백영균, 1999; 변영계, 1999; 이재경, 1999; 이윤희, 

2003; 에서 재인용). 

 탐구는 사고 과정의 영역으로, 특히 논리적 사고와 연관된다. 논리적 

사고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평적 사고

의 중요한 부분이다(이재영, 2008). 탐구 활동은 주어진 지식을 흡수하

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창조하여 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다.

 탐구는 학습 요소와 인지의 영역뿐 아니라 태도와도 연관한다. 탐구는 

inquiry로 번역할 수 있는데 Inquiry는 연구, 탐구, 질문의 의미를 지닌

다. 즉, 탐구는 질문하고 연구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교육에서의 탐구

는 질문, 연구하는 태도와 학습방법의 의미로 사용된다. 탐구학습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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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는 학습의 개념, 모형, 방법으로서의 탐구학습뿐 아니라 질문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는 학습자의 태도 또한 탐구학습의 요소이

다. 나아가 탐구적인 태도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습 자료, 학습자

가 호기심과 질문을 갖도록 유도하고 적합한 수업 방식을 제시하는 교사

의 태도 또한 탐구학습의 요소로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탐구를 행위

로서의 탐구뿐 아니라, 미적 발견과 표현을 위한 학습 과정의 모든 지적 

활동을 탐구로 정의한다.

 2) 탐구학습의 개념과 탐구적 태도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지식을 형성한다. 수동적인 학습은 학습자가 

지식을 습득하게 하지만, 능동적인 학습은 학습자가 지식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형성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탐구는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

떠한 문제나 대상을 인지하고, 해석하도록 한다. 탐구는 여러 교육학자

가 강조하여 온 교육의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로, 미술 교과뿐 아니라 

모든 교과의 학습 과정에 있어 기본적 배경이 되는 반성적 사고를 바탕

으로 한다(이지혜, 2016). 탐구학습은 반성적 사고를 통해 학습자가 스

스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탐구

학습의 개념을 더욱더 명확히 정의하고자 한다. 

 탐구학습은 탐구 수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탐구학습은 수

업의 한 방법으로서, 학생들이 주제를 능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탐구

방법을 활용한 수업 방법이다. 탐구 수업은 어떠한 문제해결, 또는 주제

의 학습을 위해 교사가 학생들의 능동적인 탐구행위를 자극하는 수업의 

형태이다(교육학용어사전, 1994). 탐구학습과 탐구 수업을 구분하는 개

념이 다소 모호하지만, 그 기준은 수업 기술로서의 탐구학습과 수업 계

획으로서의 탐구 수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탐구학습과 탐구 수업의 개

념의 세부적인 차이에도, 교육에서의 탐구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행위, 

개인의 흥미와 대상을 스스로 발견한다는 점, 탐구적 관점으로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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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게 경험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수업 과정에

서 적용되는 방법으로의 탐구학습, 즉 탐구법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다.  

 Bonnestetter(1998)는 탐구기반 학습을 위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관

심, 지식, 이해, 능력 및 경험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과 커리큘럼을 조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의 표는 Bonnestetter가 분류한 교사의 개

입에 따른 탐구기반 학습 분류 표이다.

[표 1] Bonnestetter의 탐구기반 학습 분류표 (Bonnestetter, 1998)

 전통적 수업은 단계적으로 설명된 ‘요리책’과 같은 개념으로 의사결

정부터 결론까지 교사 주도적인 학습방법으로 학습자의 탐구 요소가 약

한 방법이다. 구조화된 탐구는 구조화된 환경 안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근거를 가지고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는 학습 경험

에 대한 구조화된 경험을 제공해야 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결과와 결론

을 분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내된 탐구는 여전히 교사가 

주제, 질문 및 자료제공을 선택하지만, 학생들은 스스로 설계하고 분석

분류

전통적 

수업

(Traditional

Hands-on)

구조화된 

탐구

(Structured

Inquiry)

안내된 

탐구

(Guided

Inquiry)

학생 주도

탐구

(Student 

Directed 

Inquiry)

학생 주도 

연구

(Student

Research)

주제설정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학생

가설생성 교사 교사 교사 교사/학생 학생

자료제공 교사 교사 교사 학생 학생

과정설계/

진행
교사 교사 교사/학생 학생 학생

결과/분석 교사 교사/학생 학생 학생 학생

결론 교사 학생 학생 학생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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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결론에 도달한다. 학습을 위한 자료와 준비는 교사에 의해 이루어

지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과 진행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며, 

교사는 안내를 하는 방법이기에 안내된 탐구라고 칭한다. 학생 주도 탐

구는 일반적인 주제를 넘어 학생이 주제에 대한 질문을 개발하는 것이

다. 학생주도연구는 Bonnestetter가 추구하는 탐구기반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교사는 지원을 하고 주제설정부터 학생이 자신의 요구와 흥미

에 맞는 주제를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흥미와 추진

력, 자신만의 연구를 추구하는 능력을 판단하여 돕는 방법을 알아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준과 교과과정을 고려한 주제를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적용한 워크북을 개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안내된 탐구’를 중심으로 탐구학

습을 적용하고자 한다.

 Lehtinen(2016)은 탐구학습은 안내되지 않거나 안내되는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고 한다. 안내되지 않은 탐구학습은 학습자가 모든 탐구학습 

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안내된 탐구는 교사나 다른 이들이 과정을 지원

하기 위한 다른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탐구학습은 일종의 태도이다. 학습이란 학습자의 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스스로 탐구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습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탐구 과정이 되어야 한다(이영

희, 2002). 모든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는 탐구적 태도를 가지고, 학습 

대상을 탐구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탐구학습이 가능

하다. 따라서 탐구학습을 유도하기에 앞서, 학습의 주제, 과정, 표현법 

등 세세한 요소들이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탐구학습은 

일반적으로 과학 교과에서 사용되었다. 탐구학습은 과학 교과에서의 가

설 검증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실험하며 검증하는 탐구학습모형으로 

나타나지만,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중요시하고(강명희 

외, 2001) 하나의 주제를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깊이 있게 경험한다

는 점에서 과학 교과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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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대상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내면화하여 자신만의 시선으로 새로

운 창작 활동을 하는 사고 확장을 추구하는 미술 교과에서 탐구 활동은 

모든 과정에 중요한 태도로 작용할 수 있다. 탐구의 기본 개념은 과학적

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지만, 탐구를 태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탐구 과정은 순환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 과정을 내포할 수 있다(이

영희, 2002). 탐구를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은 학습의 내용 자체에 있다

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이나 그룹의 의문점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게 되

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그들의 관심이 자신의 능동적 학습 태도에 쏠리

도록 하는 데 있다(임영, 2007). 미술 교과의 지식 또는 탐구 그 자체

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본다.

 탐구하기는 어떤 것을 인식한 후에 더 깊이 있게 탐색하며 추론하는 과

정으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실이나 방법을 이해하며 대상에 대한 일

반적이고 객관화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정진현, 2012). 나아가 또 

다른 지식과 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Bruner(1960)는 탐구기반 안

내를 한 분야의 근본적인 사고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일반적 원칙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과 탐구에 대한 태도를 개발하는 것과 자신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태도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

다고 설명한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대상의 표면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탐구적 태도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며, 학습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

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태도가 길러져야 한다. 또한 임영

(2007)에 의하면 탐구학습은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탐구적인 사고방식을 배워 

나가며, 학습자들은 지식 획득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가함으로써 학습

자 스스로 탐구 능력을 키워나간다는 개념이다. 이영희(2002)는 탐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계획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탐구를 할 수 있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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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탐구학습은 탐구를 통하여 추구하는 학습 목

표를 달성하고 학습 가치를 발견하여 구성하는 것뿐 아니라, 탐구적인 

태도를 키워가는 것이다.

 3) 구성주의와 탐구학습

 구성주의 학습은 주어진 지식을 이해하고, 반복하는 학습의 형태와 반

대되는 개념이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만들어가고, 형성해갈 수 있도록 선택하고 구성해가는 것이다. 구성주의

는 교수학습이론의 관점이 아닌 앎과 배움의 이론으로서, 인식론적인 입

장을 가지며 학습자가 '어떻게 알아가고', '어떻게 의미를 만드는가'로 설

명할 수 있다(Brooks, 1993; Fosnot, 1989).

 김필대(2010)는 구성주의를 객관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내용은 다

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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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비교 (김필대, 2010)

 객관주의와 비교한 구성주의 교육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주관적이고, 

맥락적이며 학습자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의미 구성을 추구하는 구성주

의의 특징은 탐구학습과도 연관한다. 

분류 객관주의 구성주의

지식의 관점 객관주의 주관주의

패러다임 교수 학습

학습의 정의
지식의 전수를 통한 행동

의 변화
개인적 의미의 변화

학습의 원리 암기, 연습, 강화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의

미 구성

학습자 관점 수동성 자주성

학습 결과의 성격

일반화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여 

이해하는 것)

문제해결, 창의적 사고

수업전략 및 방법 연습, 훈련 실질적 과제, 상황적 맥락

기억의 역할 규칙적인 복습
맥락적 구성과 잠정적 기

억

전이의 형태 일반화 맥락화

교수설계의 

시사점

-구체적 목표의 진술

-학습내용의 명세화

-수업내용의 계열화

-목표지향검사 활용

-강화를 통한 보상체제

-학습상황의 분석

-학습과제의 맥락화

-사회적 협상활용

-협력적 학습활동

-다양한 문제상황 제시

-학습과정 중심 평가

교수자의 역할 지식의 전달자 학습 촉진자, 학습 안내자

교수방법 강의법
질문법, 문제해결법, 토의

법, 협동학습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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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oks(1993)는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찾은 개념에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고, 연구를 도우며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구성주의

를 실현하는 교실에서 찾을 수 있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관점을 찾고 가치를 부여한다. 동일한 학습 자료

를 활용하더라도 학습 자료에 대한 학생들 개개인의 관점을 중요시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

고 있던 가정에 도전하도록 한다.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은 자신

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성된 상태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변화

하거나 기존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교사는 관련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학생들이 자신과 연관된, 의미 또는 관심사를 

학생 중심으로 개인적인 의미를 더욱 창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넷째, 교사는 기본 개념과 큰 아이디어를 만든다. 너무 세분화된 커리큘

럼보다는 먼저 큰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학생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교사는 일상의 맥락에서 

학습을 평가한다. 학습은 일상과 구분되지 않는다. 학습 과정과 평가 또

한 학생의 일상적인 맥락에 포함해야 한다. 이로 보아 Brooks가 말하는 

구성주의적인 교실 구성과 교사의 성격은 탐구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기

본적인 성격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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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교육과 탐구학습

 1) 미술교육에서의 탐구학습 

 미술교육의 특징은 대상의 미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탐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열린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다. 예술과 

과학에서 탐구 과정의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미술교육에서의 탐

구학습은 과학적 탐 학습의 개념과 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다. 과학적 탐

구학습은 문제의 발견, 가설 설정, 가설 검증의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미

술은 정해진 흐름을 넘어 대상의 미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창

조적인 작품으로 표현하기까지 부단한 판단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의도와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표현 의도에 부합되는 방

법을 찾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한 탐구 활동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의

식과 마주한 경험은 탐구의 시작이며, 탐구의 완성은 예술이 된다(김연

희, 2011). 따라서 미술교육에서의 탐구학습은 문제 발견과 가설 설정

에서 확장하여 자신의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

고, 미적인 가치를 탐구하여 예술적 경험과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

다는 점에서 과학적 탐구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미술교육은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미술제작에만 치중하

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비평적 사고와 탐구 과정을 고양시킬 수 있

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2007년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두하

였다(김형숙, 2008). 미술 교과에서 탐구는 주로 미술비평과 관련한 비

평적 탐구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Geahigan(1998)은 비평적 탐구를 통

해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해석과 평가 단계를 제

시한다. 비평적 탐구와 해석은 다른 맥락인데, 비평적 탐구는 예술작품

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며 해석은 예술작품의 가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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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평가를 다룬다. 비평적 탐구가 해석과 다른 점은 아직 예술작품

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예술작품의 장점 또는 가치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

지 못했기 때문에 탐구적으로 질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비평적 탐구 영역뿐 아니라 창조적 표현 활동이 중심이 되는 미술교육

을 위해서도 사고 과정은 탐구의 의미에서 의미를 가진다. ‘창조적’이

라는 것은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의 맥락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산출하는 

것은 물론 과정과 행위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로 생산의 의미

에서 나아가, 추상적인 개념까지 포함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구조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과정과 생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박라미, 2014). 학습자의 미술 활동과 작품 역시 탐구적인 과정을 통

한 창조물로 인식하며, 미술의 탐구학습에서 이러한 창조적인 성격은 결

과가 아닌 과정을 조명하는데 의미가 있다(박라미, 2014). 이안근

(2018)은 미술 활동에 내재한 탐구적 특성을 질성적 경험의 사고와 경

험의 사고를 필요로 하는 탐구 활동이 내재하여 있다고 한다. 미술 활동

은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표현을 위한 재료, 즉 질성을 다루는 것이기에 

예술가는 표현하고자 하는 질성을 경험하고 대상을 선택한다. 또한 표현 

의도에 따라 구성요소들을 발견하고, 결정하고, 구성하며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예술가는 끊임없이 반성적 경험을 통한 사고단계를 거친

다. 예술가의 예술 활동 안에 내재한 경험, 사고, 결정과 선택의 모든 과

정에 탐구 활동이 내재하여 있는 것이다. 이로 보았을 때, 미술교육 또

한 예술가가 겪는 작품 창작의 단계와 같이 학습자들은 예술적 경험을 

겪고, 내재적으로 판단하고, 표현 활동을 위한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식하고, 사고하고, 경험을 확장한 것을 표현 활동을 통해 표현하는 미

술교육은 탐구학습의 표현적 수단이다(이안근, 2018). 따라서 탐구는 

사고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 활동을 통해 재료를 경험하고, 

자신만의 표현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미술 표현 활

동은 끊임없는 탐구 과정을 필요로 한다.

 미술교육에서 탐구학습은 일종의 탐구적 태도와 더욱 연관된다. 미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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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감상하거나, 대상을 경험하고, 생각을 표현할 때 탐구적 태도와 성

찰은 항상 학습자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술교육에서의 

탐구학습은 사고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 태도와도 연관한다.

 2) 미술교육에서 탐구학습의 필요성

  미술교과는 체험, 표현, 감상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미술교육의 궁극적

인 목표는 학습자가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계를 인지하고, 창조적 표현과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주체성과 심미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존 듀이(John Dewey)는 미술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탐구학습은 스스로 

탐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행함과 겪음을 통한 반성적 사고

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을 이루는 하나의 완결된 경험에 이르는 

것이며 예술 활동은 모든 과정에서 치밀한 사고 과정을 가지며 미술 활

동의 사고 과정은 과학의 탐구 과정과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

한다(Dewey, 1934). 미술교육의 ‘체험’ 영역에서 탐구는 대상을 수

동적으로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열린 태도로 대상을 감각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자신만의 삶의 체계를 구성

하고, 능동적인 삶을 위한 태도를 가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답

이 없는 미술의 영역에서 탐구는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가고, 내가 생각

하는 가치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탐구는 주체적 삶을 위한 미

술교육의 밑바탕이 된다. 

 제롬 브루너(Jerome Bruner)는 미술교과에 대한 ‘지식의 구조’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Bruner, 1960). 이것은 지식을 통하여 

현상을 바라보는 틀을 체계화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브루너는 미적 대상

의 파악에 있어서 지식의 구조를 3단계로 파악하였다. 즉, 인지 및 지각 

단계. 해독(解讀)단계. 판단 및 평가 단계로 구분하였다. 브루너는 만약 

이러한 단계가 없다면 미술에 있어서 미적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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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도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미술교육에서 탐구학습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작품과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탐구적인 태도로 이

해하여 가치 있는 발견을 할 수 있다. 둘째, 미술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깊이 있는 자기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예술 활동을 위한 사고 과

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삶을 위한 미술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탐구적 태도를 길러 미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든다. 

 3) 미적 경험과 탐구학습

 탐구학습은 미적 경험을 위한 요소로 작용한다. 미적 경험은 예술작품

의 미적 특성들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 이해의 틀

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며, 미적 경험이 단순한 관조적 경험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실천적 경험으로 작용하게끔 한다(최준호, 

2013).  탐구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작품이나 대상을 관조적 태도로 바

라보고 이해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생각하고, 자신

만의 관점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는 실제로 경험하고, 주도적으로 구성

하는 과정으로서 미적 경험에서 말하는 실천적 경험으로 작용한다. 

 미적 경험과 탐구학습을 살펴보기에 앞서, 듀이가 말하는 경험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듀이는 “예술교육의 목적은 미적 경험을 통해 삶의 질

을 향상하게 시키고 전 인격체로서 인간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라고 정의했다(Dewey, 1934). 따라서 경험의 순간들이 보여 다음 경험

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며 듀이가 강조한 미적 경험에서의 

경험의 반복들은 탐구학습이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려준다. 이러한 탐구적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탐구적 태도로 발전할 수 

있다. 미적인 탐구는 표현자가 스스로에게 하는 반성적 질문과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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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더 나은 부합점에 이르고자 자신에게 묻고 답하는 지각적인 판단

작용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미술 활동도 반성적인 탐구 활

동을 배제하고 주목할 수 없다(박라미, 2014). 지각적 판단과 반성적 

탐구 활동이 이루어질 때 미적 경험은 더욱 체계화되고, 내재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듀이는 경험이라는 용어를 생동적인 것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며 경험은 통찰적인 생각이 발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하므로 순수하고, 호기심 많고, 실험적인 아동에게 올바른 교육을 

통해 경험으로 인한 이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Dewey, 1910). 이

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뜻한다. 또한 

듀이는 칸트가 말하는 관조의 즐거움과는 대조적으로 미적 경험은 욕구

와 사고가 지각적인 것 속으로 융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듀이에게 미

적 태도는 관조보다는 주목에, 무관심보다는 관심에 가까우며 지각 주체

의 욕망, 의지, 행위와 결합되어 있다(김연희, 2014). 미적인 경험에는 

정서와 지능이 함께한다. 예술 감상은 미적인 사물에 대한 인식과 감수

성을 심화시키며 미적 배움을 통해 인간을 형성하게 한다. 듀이에게 미

적 경험을 확장시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한다.

 듀이에게 미적 경험은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삶의 환경 속으로 깊이 침

투하는 지각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경험에서의 예술 작용과 지각

의 문제이다(김연희, 2014). 듀이가 말하는 경험과 미적 경험의 개념으

로 보았을 때, 탐구학습은 경험을 구성한다는 점, 경험을 확장시키는 점

에서 미적 경험을 도울 수 있는 학습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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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탐구학습을 적용한 워크북 개발

1. 미술 교과에서 워크북의 활용과 기능

1) 활용

 앞서 살펴본 탐구학습의 이론적 배경과 미술교육에서의 필요성을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탐구학습을 적용한 미술 프로그램을 워크북 형태의 

매체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Ⅲ장에서는 실제적인 연구와 개발을 위한 

워크북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미술 교과에서 워크북 등 

보조교재로서의 도구가 활용되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의 

활용 목적을 정리하였다.

워크북은 수업에 활용하는 교재의 맥락에서 부교재, 보조교재의 개념

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부교재의 기능을 보조 자료, 대체 자료, 

연습 자료, 심화 연습 자료라고도 말할 수 있다(이정희, 2004). 표현 활

동 위주의 미술 교과에서 감상 혹은 표현을 위한 아이디어 단계로 주로 

낱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워크시트, 활동지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안내 활동을 위해 

셀프가이드(박휘락, 1999)의 개념으로도 쓰인다. 미술 교과에서의 보조

교재와 자료에 관한 연구로는 ‘워크북’, ‘워크시트’, ‘활동지’의 

세 가지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세 가지 용어에 대해 명칭별 연구

자들이 정의하는 개념을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워크북’ 용어를 사용한 연구에서 이유화(2011)는 어떻게 가

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 대안이며, 학교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효과적이고 물리적인 교수 학습 자료라고 정의한다. 정신화(2003)는 학

습자가 의도된 질문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답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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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을 스스로 찾아 학습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그 자체를 이용하

여 조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촉진하

여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책자 형

식의 미술과 교수-학습 자료라고 정의한다. 김경미(2004)는 미술교육

을 위한 교수 활동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활동을 돕기 위해, 교사가 

의도하는 일정한 맥락의 미술 내용으로 제작되는 워크시트들을 책자 형

식으로 묶은 보조 학습 교재라고 정의한다. 이윤임(2019)은 미술을 이

해하기 위한 개념을 소개하는 책이 아닌, 감상자들이 자기의 삶을 투영

시켜 작품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책자라고 정의한다.

‘워크시트’ 용어를 사용한 연구에서 박경희(2007)는 미술 작품의 

감상지도에 있어 학생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적극적 교육 접

근방법으로 제안된 자기 감상용 교재라고 정의한다. 전현신(2011)은 

‘연습 문제지’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며, 미술과의 워크시트는 이해

와 표현, 감상을 돕기 위해 작품을 보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과 작업을 

위한 계획을 기입하는 학습자의 자기 학습의 도구라고 정의한다. 류재만

(2008)은 유물이나 작품을 관람, 감상할 때 학습 목표의 성취를 돕기 

위한 학습 자료로 제작되는 활동지라고 정의한다. 김선재(2017)은 감상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이를 위하여 미술관이나 박물관 자체에서 연

구 개발한 자료로, 감상자가 작품을 통해 사고하고 보다 흥미 있게 작품

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감상 활동의 보조적 역할이라고 정의

한다.

‘활동지’ 용어를 사용한 연구에서 최현정(2015)은 관람자들이 미술

관과 전시, 작품을 통해 학습하도록 제작된 책자나 낱장의 인쇄자료라고 

정의한다. 김이훈(2013)은 미술감상을 위한 개인적인 작품탐색의 도구

이며, 개인 내부의 자아를 자극하여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단적 목

표, 경험되어지는 미술 작품과 개인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연결해주는 역

할을 하는 일관된 교육적 도구라고 정의한다.

 미술교육에서의 워크북, 워크시트, 활동지 개념의 정의에 대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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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분석했을 때, 워크북은 자료, 교재, 책자, 도구의 개념으로 사용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낱장의 형태로 이루어진 워크시트나 

활동지의 개념보다 하나의 주제가 단계적으로 구성된 책자의 형태로 만

든 교재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에 ‘워크북’의 개념을 사용한다. 미술 

교과에서 워크북 등 학습을 위한 자료는 주로 미술관, 박물관이나 감상 

영역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현정은 미술관에서 겪는 낯설고 새

로운 경험에서 활동지는 미술관과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학습자

가 보다 주체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적인 학습을 끌어내는 데 도

움을 준다고 말한다(최현정, 2015). 학습자 주도적인 보조 자료는 새로

운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하도록 유도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평가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식으로 적합한 매체가 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워크북을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학습자가 작품을 다양

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스스로 대상을 발견하며, 자신과 관련한 맥락에

서 이해하는 탐구학습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2) 기능

 본 연구에서 정의한 워크북의 개념에 따라 탐구학습을 적용한 미술 프

로그램 워크북을 개발하기 위해 워크북의 기능을 설정하고자 한다. 김경

미(2004)의 연구에서 발견한 워크북 학습내용 및 활동의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1) 첫째, 교과서와 지도서에 나와 있는 미술 학습내용과 선

행 연구를 분석하여 미적 체험 및 표현과 감상 영역에서 알아야 할 필수 

학습 목표를 설정한다. 둘째, 미적 체험과 감상 단계에서 비평적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을 아동의 흥미와 발달 단계에 맞게 제시한다. 셋째, 표현 

1) 초등학생의 전통미술 이해를 위한 워크북으로써 전통미술이라는 개념 이해

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총 7개의 구성 방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

교과에서의 워크북 활동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총 5개의 구성 방향을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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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서 작품의 제작과정과 재료 용구의 사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학

습내용 및 과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각각의 학습활동 내에서 미적 체험이나 표현 및 감상 영역 

중 한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학습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각 학

습활동과 관련된 선택학습을 두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탐구학습을 적용한 미술 프로그램 워크북을 개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

서 추구하는 워크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주제를 감상, 

체험, 표현, 확장 활동 단계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체험과 탐구 영역에만 국한된 활동별 워크시트가 아닌 

책자 형식의 워크북은 학습 주제를 단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안내서의 

기능을 한다. 워크북은 의도하는 관점에 따라 일정한 맥락을 부여하므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학습 자료이다(김경미, 2004). 

맥락성과 연결성을 중요한 요소로 선정하여 한 권의 워크북으로 체계적

이고 효과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대상의 연령에 맞는 디자인과 자료제공을 통해 학습의 흥미를 돋

운다. 탐구적 태도 함양과 탐구학습을 위해서는 먼저 학습에 대한 학습

자의 흥미와 관심이 전제되어있어야 한다. 워크북은 정해진 형식이 없이 

연구자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디자인 방향과 

시각 자료 제공 등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하여 학습 

효과를 올리는 데에 이바지한다. 

 셋째, 자신이 발견한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록의 역할을 한다. 

미술교육에서의 탐구학습은 발견과 생각을 통해 대상의 미적 가치를 발

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학습자의 탐구 과정이 사고 과정으로만 남지 

않도록 기록을 통한 단계적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워크북은 기록의 

역할을 한다. 이에 자신의 과정을 담은 기록물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까

지 연계할 때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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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탐구적 태도를 유도한다. 워크북은 학

습활동에 대한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학습자들이 읽고 생각하고 감

상하며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계획하고 제시하는 친절한 

교재가 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

는 도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김경미, 2004). 워크북을 활용하여 능

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반복적인 경험은 학습자의 탐구적 태도를 돕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의 형성과 재구성, 그리고 재창조를 위

해 도구적 자료로 기능한다(정신화, 2003). 교수 학습 자료로서의 워크

북은 내용 그 자체이자, 내용을 다루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

스로 완성하는 교재가 된다. 즉, 학습자가 워크북을 통해 스스로 대상을 

발견하고, 해석하며 확장하는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 

2. 미술 프로그램 워크북 개발

 1) 대상 선정

 탐구학습을 적용한 미술 프로그램 워크북을 적용할 대상으로는 초등학

교 3~4학년을 선정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미술 교과의 기초적인 개념 

이해 및 기초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3～4학년에서는 다양한 

미술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5～6학년에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미술 교과는 다양한 미술 활동

을 통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

하며,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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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미술 교과의 자세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 

가. 주변 세계의 미적 가치를 인식하고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을 기른다. 

나. 자기주도적인 미술 활동을 통해 창의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미술 작품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미술을 생활화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미술의 기초 능력을 함양하는데 두는 중점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

(1) 자신과 주변 환경에서 미적 특징을 발견하고 소통하며, 미술  

    을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고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3) 미술 작품의 특징과 배경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  

     다. 

(4) 미술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태  

     도를 기른다.

 목적과 중점목표로 보아 초등학교 3~4학년은 미술 교과를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학년으로, 주변 세계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다양한 미술 활동

에 흥미를 가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3~4학년을 

탐구학습을 경험하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8 -

2) 주제 및 내용 선정

 워크북의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조직하는 것은 워크북 개발의 첫 단

계이다. 워크북의 내용 조직에서 정신화(2003)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인지발달은 불일치, 갈등 등을 느낄 때 촉진되기에 워크

북을 통해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비평형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는 자료의 구성 및 표현 방식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의 경험세계에 기초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넷째, 워크북은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개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선택적 학습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3~4학년군 미술 교과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3~4학년군 미술 교과서를 분석하여 탐구학습이 

적용 가능한 제재와 내용을 선택한 것을 바탕으로 주제 및 내용을 선정

하고자 한다.

(1)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초등학교 3~4학년군을 대상으로 한 워크북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 교과의 초등학교 3~4학년 성취기준을 살펴보

았다. 성취기준은 ‘체험’, ‘표현’, ‘감상’ 영역으로 나뉜다. 

[표 3] 초등학교 3~4학년 ‘체험’ 영역 성취기준 (교육부, 2015)

개요

3, 4학년의 ‘체험’ 영역에서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탐색 활동을 통해 대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자

신의 느낌과 생각을 설명하며, 생활에서의 미술을 발견하

여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몸의 감각과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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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하면서 미술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기초적인 

미적 지각 능력과 미술과 생활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목표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는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다.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

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술을 발견할 수 

있다.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학습 요소
자연물, 인공물, 주변 대상, 감각, 생활 속 미술, 생활공

간, 생활용품, 영상물 등 

교수 

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①시각뿐만 아니라 오감을 바탕으로 한 몸 전체의 감각

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

도록 한다.

②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나타낼 때에서는 일반적인 느낌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주관적인 인상을 다

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몸짓 놀이, 자

연을 소재로 한 미술, 퍼포먼스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③주변에서 익숙한 생활용품, 생활공간, 영상물 등에서 

활용된 미술을 새롭게 인식하고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

록 한다.

④생활 속에서 미술과 관련된 것들을 다양하게 찾아보기, 

수집하기, 서로 소개하거나 의견 나누기 등의 과정을 통

해 미술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하

도록 한다.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① 주변 환경에 대한 감수, 반응, 관찰력, 주변 대상에 주

의를 기울이는 태도, 다양한 감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와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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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영역의 성취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연과 인공물의 탐색, 몸의 

감각을 활용한 탐구, 자신의 생활에서 미술을 찾아보는 등의 일상적인 

대상을 미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상적인 소재와 

자신의 주관적인 감각, 발견을 통해 초등학교 3~4학년의 연령에 맞게 

접근하기 쉬운 미술 체험 영역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결과뿐 아니라 주변을 탐색하는 태도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찾아보려는 노력에서 탐구적 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 초등학교 3~4학년 ‘표현 ’영역 성취기준 (교육부, 2015)

②조사, 관찰, 발표, 토론, 보고서 등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체험 활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주변을 탐색하는 태도,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찾아보려는 노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요

3, 4학년의 ‘표현’ 영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제

를 풍부하게 떠올리고 표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표

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를 탐색하고, 기본적인 재료

와 용구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하는 데 중점

을 둔다. 생활 속에서 표현 주제를 찾거나 관찰과 상상을 

통해 표현 주제를 탐색할 수 있는 발상 능력과 작품 제

작을 위한 기본적인 이해,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등

을 익혀 표현할 수 있는 기초 제작 능력을 기르도록 한

다.

목표

-미술의 다양한 표현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자유롭게 주제를 떠올릴 수 있다.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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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 할 수 있다.

-조형 요소(점, 선, 면, 형 형태, 색, 질감, 양감 등)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학습 요소
조형 요소, 주제, 10 색상환, 부조, 환조, 수채, 수묵채색, 

사진, 판화, 판본체 등 

교수 

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① 다양한 표현 주제를 탐색할 때에는 학생의 삶에서 친

근하고 흥미로운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발전시키도록 한

다. 학생과 가까운 인물, 의미 있는 사물, 기억에 남는 

일, 흥미롭고 생생한 사건, 개인적 관심사 등과 관련하여 

주제를 탐색하도록 한다.

② 관찰을 통해 표현 주제를 탐색할 때에는 주변 대상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

록 한다.

③ 상상을 통해 표현 주제를 탐색할 때에는 연상과 상상

의 과정과 방법 등을 안내하여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도

록 한다.

④ 표현 활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며, 과정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고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조형 요소를 선별하여 다루도록 하며, 표현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체험과 감상 

활동에서도 조형 요소의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한다.

⑥ 적절한 재료와 용구를 선택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며,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반복해서 지도한다.
평가방법 

및 

①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는 발상 능력, 관찰력, 문제해결

력, 조형 요소의 개념 이해와 활용, 기본적 재료와 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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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 영역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학생 스스로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방식과 자유롭게 작

품을 표현한다는 것이 다소 애매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성취기준에 맞

추어 

특히 표현 의도에 따라 작품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표현에 

앞서 계획과 아이디어 스케치 등 자신의 표현 방식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구성해나가도록 하는 

데 적절한 제안과 탐구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는 학생별 다양한 표현 주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학생의 

삶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표현 활동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계획하는 것을 기를 수 있는 것과 

더불어 학생 스스로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중요한 지점이다. 

유의사항 

의 사용방법, 표현 계획, 작품을 마무리하는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실기평가, 관찰법, 자기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 등

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표현방법과 과정에서는 표현 계획의 필요성과 표현 

과정에 대한 관심, 스스로 계획 하려는 태도 등을 관찰하

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조형 요소와 관련된 학습은 체험, 감상 영역과 연계하

여 평가하도록 한다. 

⑤ 표현 재료와 용구를 활용할 때에는 표현 효과나 능력

보다는 재료와 용구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 재료와 

용구의 특징을 탐색하는 탐구적 태도, 재료와 용구에 대

한 관심 등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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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초등학교 3~4학년 ‘감상’ 영역 성취기준 (교육부, 2015)

개요

3, 4학년의 ‘감상’ 영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미술 작

품과 미술가들이 있음을 알고, 특정 미술 작품에 대한 자

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함께 설명할 수 있으며,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미술 문화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소양을 기

르며,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를 기르도록 한다.

목표

-다양한 분야의 미술작품과 미술가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관심있는 미술작품과 미술가를 설명할 수 있다.

-미술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올바른 태도를 알고 작품을 소중

히 다룰 수 있다.

학습 요소
미술 작품, 미술가, 미술용어, 회화, 조소, 공예, 건축, 디

자인, 서예, 미술관, 박물관, 감상태도 등

교수 

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① 학생들이 생활 주변이나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다양

한 분야의 미술 작품과 미술가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화, 조소, 공예, 건축, 디자인, 서예 등을 고르

게 제시하도록 한다.

② 미술 작품과 관련된 정보, 이야기, 미술가의 일화, 표

현 특징 등을 통해 미술 작품을 친근하게 느끼고 작품 

감상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자

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의미를 만들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작품을 보고 문장 만들기, 작품을 소개하는 편지쓰

기, 작품 카드 찾기, 작품 속 장면을 연극으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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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 영역에서는 다양한 미술작품과 미술가들을 이해하는 것뿐 아

니라,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둔다. 즉, 있는 

그대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생활과 연결짓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석에서는 작품의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다

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작품을 접하는 데에 미술 작품

에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흥미를 유도하며, 작품을 수동적으로 감상

하고 느낌을 언어로만 표현하게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연령대에 맞

게 놀이와 활동을 중심으로 감상 활동을 전개하면 작품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작품 해석에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해

등 놀이와 활동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다.

④ 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여 다양한 해석

이 가능함을 경험하도록 한다. 주변의 미술관, 박물관 견

학 등을 통해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를 익힐 수 있

도록 한다.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① 미술 작품의 종류, 미술 작품의 표현 특징을 발견하는 

능력,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는 능력, 작품을 

감상하는 올바른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발표, 감상문, 조사법, 연구 보고서법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글로 쓸 경우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하면 감상능력이 낮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채점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학생에게 미리 안내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감상 태도에서는 작품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정도, 감상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해하려

는 자세,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할 수 있다.



- 35 -

석을 유도하는 질문과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하여 감상 영

역에서도 탐구학습의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2) 워크북 주제 및 내용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탐구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주제 자체가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구성한 미적 경험을 이후에도 발

전시켜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탐구학습’과 연결할 수 있는 주제로 일상 속에서 나의 감각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주제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목표에 연계하여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탐

구 가능한 구체적인 주제로 정리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미술 3~4학년군 

주요 교과서별 단원에서 연구를 위해 설정한 두 가지 주제와 연계 가능

한 공통된 주제를 선별하였다.

[표 6] 워크북 주제 선정용 

초등학교 미술 3~4 학년군 주요 교과서별 단원 분류

출판사 학년
주제별 단원 분류

경험 관찰

비상교육(2018)
3 1. 표현하고 싶은 경험 10. 관찰하여 표현하기

4 1. 간직하고 싶은 경험 10. 관찰하여 표현하기

지학사(2018)
3 1. 온몸으로 느끼는 세상 3. 내가 경험한 이야기

4 3. 나의 여행 이야기 2. 관찰하여 나타내기

동아출판(2018)
3 1. 교실을 아름답게 7. 관찰하는 즐거움

4 8. 나의 특별한 경험 1. 발견 생활 속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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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교육(2018), 지학사(2018), 동아출판(2018) 초등학교 미술 3~4

학년군의 교과서별 단원 중에서 ‘탐구학습’과 연결할 수 있는 주제로 

일상 속에서 나의 경험을 탐구하거나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을 새롭게 바

라볼 수 있는 대표적인 단원 두 가지씩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본 연구의 미술 프로그램 워크북 주제를 2가지로 선정하였다.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워크북 주제 및 내용

3) 워크북 개발 모형

 워크북 개발 모형을 위해 먼저 워크시트 개발 연구를 살펴보았다. 워크

시트 개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류재만(2006)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류재만의 연구는 박물관과 미술관 학습을 위한 감상교육 중심 워크시트

이므로, 유의사항 중 탐구학습과 연관한 일부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제

시하기 위해 워크북의 개념으로 재구성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 밖의 세계를 인지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인식

하게 된다. 특히 감상교육에서는 작품에 대해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

주요 단어 경험 관찰

워크북

제목

<워크북 개발안 1: 공간>

다시 가고 싶은 장소

<워크북 개발안 2: 자연>

가까이, 자세히, 천천히

주제 장소에 담긴 나의 경험 자연물의 색과 모양 관찰

내용

기억이 담긴 장소를 생각해보

고, 나만의 특별한 장소를 표

현한다.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물

의 색과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

여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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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다. 이러한 호기심은 발문과 정보 제공을 통해 자극할 수 있는

데,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언어와 표현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학생

들은 워크시트를 통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

다. 학습 대상자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뿐 아니라, 

내용 자체에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붙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

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료는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이끌고, 통일된 교육 목표를 제시할 수 있

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워크북의 내용을 내면화하는 기회를 

얻는다.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내용과 연관한 활동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고, 사후 학습까지 고려하여 활동 이후 학습자의 

삶에서도 관련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내용을 

읽고, 활동하고, 작품을 제작하기까지의 상세한 발문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선정이 전제되어야 

자기주도적인 워크북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제 선정, 내용 제공에 

관련하여 워크북의 흐름을 자연스럽고 통일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

다. 

 초등학교 미술과 수업을 위한 워크북 개발 연구를 진행한 정신화

(2003)는 워크북은 최종 산물을 제시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을 안내하는 역할이라고 말한다. 이

는 워크북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정답을 찾고, 내용을 습득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의 

구성보다,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질문과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윤영아(2007)는 과학적 탐구에서의 기초 요소인 관찰, 분류, 의사소통, 

측정, 예상, 추리, 변인 찾기와 변인 통제, 가설 설정 및 검증, 조작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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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험 수행, 자료 해석, 모형 구상 중 미술표현 발상에 적용 가능한 

과정을 관찰, 분류, 예상, 가설 설정 및 검증, 실험 수행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탐구학습을 위한 워크북 개발을 위해 먼저 개발 모형을 구성

하고자 한다. 개발 모형 프로세스는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내실 있는 

워크북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다양한 주제로 워크북 개발

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정해진 프로세스 모형이 필요하다. 개발 모형은 류

재만(2008)의 워크시트 개발 프로세스를 참고하였다. 

[그림 1] 탐구학습 프로그램 워크북 개발 모형

 본 연구에서는 대상 선정 이후의 단계를 실제적인 개발 4단계로 설정

하였다. 대상 선정 단계는 주제와 내용을 정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실행

할 대상을 정하는 단계이다. 대상은 이후 주제 및 내용 결정과 자료수

집, 디자인 등 실제적인 워크북 개발에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첫 단

계로 설정한다. 대상 선정 후 실제적인 프로그램과 워크북 개발을 위해

서는 먼저 첫째, 주제 및 내용을 선정한다. 탐구학습이 필요하고 가능한 

주제를 정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술 교

과 성취기준과 초등학교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둘째, 워크북의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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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다양한 판형과 형식 중에서 대상 및 주제와 내용에 적합한 형

식을 결정한다. 셋째,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주제와 내용에 맞는 시

각 자료를 선택하고 선별한다. 넷째, 본격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디자

인 작업을 진행한다. 탐구학습이 적용될 수 있는 흐름에 따라 내용을 구

성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디자인이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

적인 워크북을 개발한 후에는 제작 후, 실행 및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하여 추후 탐구학습 프로그램 

워크북 개발에 적용한다.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적용 시에는 실제 개발의 

네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고,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다.

4) 디자인 및 시각자료 제공 방향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워크북 활용을 위해서는 디자인과 시각 자료제

공에 관해서도 대상자의 연령과 관심사에 맞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술과

에서 활용하는 워크북에서는 외형적 체제와 내용 체제 모두 학습자의 미

적 감각과 미의식 함양에 자극을 주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정신화, 2003). 편집디자인에서부터 내용 구성까지 심미적으로 구

성된 워크북이 학습자의 워크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워크북에서 제공하는 시각 자료와 디자인을 고려하는 

실제적인 디자인 연구를 살펴보았다. 

 워크시트는 교수 학습 교재의 하나로서 시각에 집중되는 매체이기 때문

에 디자인과 자료제공 방안의 사항들은 내용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워크시트를 좀 더 특성 있게 개발하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좋은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길, 한송이(2009)는 중학생 대상 미술교과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워

크시트’ 개발에서 워크시트 디자인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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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말한다.

 첫째, 워크시트의 판형은 일반적으로 A4 형태로 제작되지만, 교육 현장

의 여건을 고려하여 규격과 형식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다. 둘째, 사진, 텍스트, 시각구성요소들을 지면에 적절히 배치 구성하

는 과정과 계획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내용의 중요도 및 교수 학습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워크시트를 비롯한 모든 편집물

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데 효과적인 

레이아웃이란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통합하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것이다. 셋째, 가독성과 조형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글씨체와 타이

포그래피 원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문의 서체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읽

기 쉬운 글 자체로 선택해야 하는데 가독성이란 본문에 대한 독서 효율

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서체의 종류 및 조판 방법에 따라 효율이 다르

다.  넷째, 사진 및 도판은 인쇄될 것을 고려하여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준비하고 작품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크기의 대소를 조절하여 제시할 수 

있다. 모든 페이지에 같은 형식으로 사진이 들어간 것 보다 전체적인 균

형을 고려하여 통일성이 유지되는 상태 하에 변화 있게 페이지를 디자인

하여 구성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전달이 될 수 있다. 워크시트의 편집디

자인은 시각에 집중되는 교과의 특성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조형성

을 살려 디자인해야 한다. 편집디자인은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가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글자의 크기, 

모양, 배치 등을 고려하고 도판 및 삽화의 크기, 모양, 색채, 종이의 종

류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계길 외(2009)의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상’ 영역에서

의 디자인 방향이고, 수업에 활용하는 낱장 형태의 ‘워크시트’ 개발이

기 때문에 본 연구의 초등학생 대상 워크북 개발에는 일부분을 참고하였

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의 디자인 및 시각 자료제공 방향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동기 유발을 위하여 스스로 읽고,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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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둘째, 시각 자료 간의 중요도를 설정하여 페이지 내의 자료 크기를 결

정한다. 크기와 레이아웃에 있어 전체 페이지의 조형성을 고려하고 깊이 

있는 감상을 위하여 해상도가 높은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셋째, 색의 조화를 통해 통일감과 조형성을 추구한다. 색채는 교재의 

배경색, 책을 꾸미는 기능,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적 역할 및 강조 수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정신화, 2003). 다양한 색의 활용은 교재 자체에 

대한 흥미를 이끈다. 한 권의 워크북이나 한 페이지에 지나치게 다양한 

색의 활용은 분산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한다.

 넷째, 워크북을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넓은 공간에 

표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A4 크기의 워크북을 설정한다.

 다섯째, 활동별 적절한 질문을 흥미롭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아이콘과 

말풍선을 활용한다.

4. 미술 프로그램 워크북 단계별 구성 방향

 위 연구를 바탕으로 대상과 주제를 선정한 후에는 워크북 개발을 위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드는 단계이다.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순서는 체험, 표현, 감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 주제를 감상, 

체험, 표현 영역으로 나누어 워크북으로 구성하였다. 그 이유로는 하나

의 주제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먼저 작품

의 ‘감상’ 단계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자신의 일상에서 탐구해보며 아

이디어를 확장하는 단계로 ‘체험’ 단계를 중요한 탐구 활동으로 설정

한다. 마지막으로 ‘감상’과 ‘체험’을 통해 구성된 자신의 아이디어

를 ‘표현’ 단계에서 시각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의 워크북 단계는 ‘감상’, ‘체험’, ‘표현’의 단계임을 명시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적 태도를 기르고 워크북을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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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자료수집과 단계별 구성 방향을 분류하였다.

1) 감상

 탐구학습을 위한 감상은 단순히 주어진 작품을 일차적으로 감상하고, 

내용을 습득하는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다. 감상에서 탐구적인 태도는 미

술 작품을 통해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바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한 번 더 다르게 생각해보고, 확산된 사고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워크북에서 확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질문을 제시한다. 사

실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수렴적 발문뿐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

고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확산적 발문을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의 감상 단계에서의 단계 및 질문은 시각 자료를 통해 주제를 

이해하고 확산하여 사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

제에 관련한 질문으로 탐구심을 자극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생각

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나아가 감상한 것을 내면화할 수 있는 활동을 통

해 개인의 삶에서 시작할 수 있는 탐구적인 태도를 키우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감상은 주제에 대한 도입 활동으로서, 참고작품을 통해 

주제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단계이다. 탐구학습의 요소를 감상 단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일상과 경험에 연결하는 지점이 필요하다. 

이에 적절한 발문과 도입 활동에서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문제 파

악 및 인식 단계의 활동인 도입 활동을 기존의 미술교육에서 이루어지던 

방식과 탐구학습 모형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정리한 이영희(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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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존 도입 활동과 탐구학습 모형에서의 도입 활동

(이영희, 2002)

 이로 보아 탐구학습에서의 도입 활동은 주어진 작품의 정보를 습득하는 

의미가 아니다. 참고작품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생

활, 경험과 연관하여 내면화하는 단계이다. 

 감상은 도입 활동과 더불어 비평적 감상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감상 단계의 발문은 Anderson(2005)의 분석적 미술비평 

모델을 참고하였다. Anderson은 그의 저서에서 교육적 미술비평의 목적

은 학습자가 미술 작품을 이해하고 반응하며 자신의 삶을 위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미학적 감상 이상의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분석적 미술비평 모델은 네 단계로 순서가 진행된다.

기존 미술수업 모형 탐구학습 모형

교사의 

역할

-지식 전달을 위한 자료 제

공자

-방향을 유도하는 사람

-지식에 대한 권위자

-생활, 경험과 학습을 연결짓게 도

와주는 사람

-지식 탐구를 도와주는 사람

-문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단계의

역할

-학습과 관련된 참고작품 제

시

-단순 흥미, 재미 위주의 동

기 유발

-참고작품을 생활과 관련짓는 활동

-생활, 경험을 미술과 관련짓는 활

동

참고

작품
-우수작품 위주

-우수작품

-미숙한 작품

-생활, 경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

물이나 이야깃거리

발문 

내용

-작품의 주제나 소재

-작품의 잘된 점

-작품과 관련된 생활 장면이나 경험

을 떠올리는 발문

-학습자의 사고, 관념에 갈등과 변

화를 일으키는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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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nderson의 분석적 미술비평 모델 (Anderson, 2005)

 분석적 미술비평의 단계는 미술 교과의 감상에서 미술 비평 활동을 이

끄는 네 단계이다. 반응 단계는 작품을 처음 접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조

형적 특성이나 개인적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기술단계는 주제와 관련한 

작품의 기술적 특성을 발견하는 것과 형태나 이미지 간의 관계를 발견하

는 것이다. 해석 단계는 학생들이 작품의 의미에 대해 추측하고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평가는 개인적 경험, 미학적 판단, 맥락적 판단, 최종 

판단으로 개인이 갖는 가치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교육적 목

표로 보았을 때 이 단계를 구분 짓는 것은 학습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정

보를 구성하는 것뿐 아니라 인지적 과정을 형성하도록 한다. 주체적으로 

대상을 인지하는 것은 감상을 통한 탐구학습이 가능한 요소로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감상에서 미술비평 모델의 네 단계의 분류와 방법을 

탐구 활동을 이끄는 도입 활동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앤더슨의 

단계별 목적을 참고하여 발문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위한 워크북 내 참고작품을 선정할 때 <워

크북 개발안 1: 장소>와 <워크북 개발안 2: 자연>의 감상 단계를 시각 

자료와 발문 요소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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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워크북 개발안 1: 공간> 감상용 시각 자료 및 발문

<워크북 개발안 1: 공간> 다시 가고 싶은 장소
주제 내 분류 개념 이해

작품 이미지 

및 작품명

라스코 동굴벽화 복원작, 기원전 

15000년~13000년 경
라스코 동굴벽화, 기원전 

15000년~13000년 경

라스코 동굴벽화, 기원전 15000년~13000년 경

발문 및 활동

반응 최초의 그림이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해석
사람들이 동굴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말을 

상상했을까요?

맥락적 

판단
이 공간에 가본다면?

주제 내 분류 주관적 개념의 공간 이해

작품 이미지 

및 작품명

반고흐, 노란 집,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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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 및 활동

해석
반 고흐는 친구들을 위해 방 안에 어떤 물건들을 

준비했을까요?

개인적 

경험

내가 꿈꾸는 공간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편지쓰

기

주제 내 분류 경험으로서의 공간

작품 이미지 

및 작품명

클로드 모네, 생 라자르 역, 1877

발문 및 활동
개인적 

경험

내가 타보았던 교통수단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

엇인가요?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주제 내 분류 확장된 공간 경험

작품 이미지 

및 작품명

프리드릭 모건, 시소, 1898
프리드릭 모건, 방과 후, 1893

발문 및 활동

해석 어떤 곳일까요?

개인적 

경험

지금 나는 어떤 곳에서 누구와 가장 많이 놀고 있

나요?

개인적 

경험
함께한 기억이 있는 공간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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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북 개발안 1: 공간>의 시각 자료는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

의 경험과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와 내용이 담긴 작품으로 선정

하였다. 순서는 공간 개념의 이해 - 주관적 개념의 공간 - 경험으로서

의 공간 - 확장된 공간 경험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간 개념의 이해’ 

에서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선사시대의 주거 공간인 동굴 속의 동굴벽화

와 함께 제시한다. 공간에 그려진 그림을 감상하며 그 시대 사람들의 기

억과 경험을 유추하며 기억과 공간에 대해 생각해본다. ‘주관적 개념의 

공간’ 에서는 반 고흐의 공간 그림을 통해 주관적인 의미가 담긴 공간

에 대해 생각해본다. 꿈꾸는 나의 집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편지를 쓰

는 활동으로 연계하며 공간의 의미를 만든다. ‘경험으로서의 공간’에

서는 대중교통을 타본 경험을 통해 내가 가보았던, 기억에 남는 장소를 

떠올리고 나의 경험과 공간을 연결해본다. ‘확장된 공간 경험’ 에서는 

관계를 연결하여 공간에 대한 경험을 확장하여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한

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 분석적 미술비평 모델의 요소를 활용하여 작품별 

발문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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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워크북 개발안 2: 자연> 감상용 시각 자료 및 발문

<워크북 개발안 2: 자연> 가까이, 자세히, 천천히

주제 내 분류 관찰 1: 하늘

작품 이미지 

및 작품명

차일드 하삼, 롱아일랜드, 1920 펠릭스 발로통, 일몰, 1900

펠릭스 발로통, 일몰, 1919 
이삭 레비탄, 흐린 날, 1895

발문 및 활동

반응 그림 속에서 어떤 날씨가 느껴지나요?

개인적 

경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하늘의 색 칠하기

주제 내 분류 관찰 2: 바다

작품 이미지 

및 작품명

차일드 하삼, 섬, 1901 클로드 모네, 푸르빌의 해변,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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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귀스트 르누아르, 일몰, 1879
구스타브 쿠르베, 팔라바 해변, 

1854

발문 및 활동

기술 그림 속 바다에 어떤 색들이 있나요?

해석 그림 속 바다에서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나요?

기술 어떤 바다가 얕아 보이고, 깊어 보이나요?

주제 내 분류 관찰 3: 나무

작품 이미지 

및 작품명

폴 고갱, 나무, 1889

이반 시시킨, 숲,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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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북 개발안 2: 자연>의 시각 자료는 자연의 다양한 현상과 색을 

관찰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순서는 관찰을 목적으로 대상을 

분류하여 하늘 – 바다 – 나무 – 꽃과 열매로 진행된다. 각 분류별로 시

각 자료를 선정하여 한 페이지에 구성하고, 시각자료별 차이점과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발문 및 활동을 제안한다. 마찬가지로 분석적 미

술비평 모델의 요소를 활용하여 작품별 발문을 작성하였다.

이반 시시킨, 가을 숲, 1876

발문 및 활동

기술 나무의 다양한 색 찾기

맥락적 

판단
‘가을’ 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나요?

주제 내 분류 관찰 4: 꽃과 열매

작품 이미지 

및 작품명

구스타브 카유보트, 과일, 1882

마리안느 노스, 꽃, 1882

발문 및 활동
맥락적

판단
그림 속에서 맛과 향기 상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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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험

 탐구학습의 관점에서 ’체험‘영역은 주제를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발상

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체험 영역에서는 문제중심학습을 적용

할 수 있다. 문제중심학습이란 학습자로 하여금 어떤 문제나 과제에 대

한 해결안 혹은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전개하여, 제시하고 설명하며, 나

아가 옹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문제들을 풀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해결해 가는 과

정 자체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강인애, 2001; 이영희, 2002).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problem)의 의미보다는, 

중심이 되는 문제로서 주제(topic)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미술 프로그램 주제와 워크북의 진행 과정에서의 주제 역시 학습자

의 문제해결 능력과 더불어 주제에 대한 경험을 높이 하는 데에 있으므

로 주제 중심 학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영희(2002)가 말하는 문제 중심 학습의 특징은 첫째, 실제적인 문제

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문제란 학습자 자신에게 현실적, 필수

적,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것을 말한다. 즉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 아닌 학습자 개개인의 경험과 사고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가 주체적 입장에서 학습을 이

끌어간다.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어떤 문제나 과제에 대한 해

결한 혹은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 제시, 설명해가는 과정

이다. 문제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셋째, 자율적인 학습과정을 거친다. 자유 탐구를 통

해 자신의 의견을 찾고, 타당한 과정을 발견해가는 것이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체험’ 영역은 감각을 통해 

자신과 주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하며, 생활 속에서 미

술을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시각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며 미술과 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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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연결을 이해한다(교육부, 2015). 자신과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스

스로 발견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워크북 개발에 있어 ‘체험’ 

영역은 탐구학습과 탐구적 태도를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앞서 말했듯이 

탐구는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나 대상을 인지하고, 해석

하도록 하며 탐구학습은 반성적 사고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

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체험 영역은 워크북 단계에서 ‘생각’ 단계로 명명한다. 

워크북을 직접 활동하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

기 위함이다. ‘생각’ 단계는 감상 영역에서 먼저 주제를 이해한 후 주

제를 내면화하고 탐구하는 과정이자, 표현 단계의 전 단계로 작품 제작

과정 계획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탐구학습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 

워크북의 실제 개발을 위해 ‘체험’ 단계는 다음의 단계를 가진다.

 첫째, 지각의 단계이다. 주제를 자기의 경험으로 연결하여 탐구하기 이

전에 먼저 주제나 소재에 대한 지각이 필요하다. 미술 활동에서 지각은 

관찰의 개념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 관찰은 감각

을 통해 실제의 사물과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항상 새롭게 바라볼 수 있

는 눈을 길러주는 데에 있다(박남이, 2009). 즉, 탐구적 호기심과 질문, 

태도를 갖기 위해 먼저 일상적인 대상을 나의 감각으로 관찰하고 지각하

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연결의 단계이다. 탐구학습은 스스로 실행과 시도를 통한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완성을 이루는 하나의 완결된 경험에 이르는 것이다. 탐

구학습에서 학습자는 탐구적 태도를 가지고, 학습 대상을 탐구하고자 하

는 능동적인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감상과 지각의 단계를 통해 주

제와 현상을 인식한 학습자는 이러한 인식을 자기 자신과 연결하여 탐구

하고, 표현하고 싶은 능동적인 욕구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연결 단계

에서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느낌에 대해 집중하며 수동적인 인식에서 능

동적인 인식으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셋째, 발상의 단계이다. 발상은 어떤 아이디어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 53 -

서, 연상이나 상상에 의해 떠오르는 우연하고 단편적인 사건을 재구성하

여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로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춘일, 1989). 

즉 결과물과 아이디어를 위한 산출의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발상은 

미술과에서 작품 표현 과정에서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연

결 단계를 통해 주제에 대해 주관적으로 탐구한 후에 학습자는 발상의 

단계를 통해 시각적인 작품 표현을 계획할 수 있다. 그동안의 단계를 통

해 시도한 탐구의 결과물과 표현할 창작물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단

계이다.

3) 표현

 미술과에서는 ‘표현’ 영역이 주요한 활동 단계로 여겨지며, 미술과 

표현 활동 지도의 단계는 준비>발상>구상>표현>감상의 5단계로 ‘일반

적인 미술과 수업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다(류재만, 2004; 윤영아 

2007) 개발하고자 하는 워크북 단계에 따르면 감상과 체험 단계는 표현

을 위한 준비, 발상, 구상의 단계에 속한다. 교육부(2015)의 초등학교 

미술과 내용 체계에서는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 상상, 구상하고 

주제에 적합한 방법과 과정을 계획하고 표현하는 것을 일반화된 지식으

로 정리하였다. 특히 3~4 학년군의 ‘표현’ 영역은 생활 속에서 표현 

주제를 찾거나 관찰을 통해 표현 주제를 탐색할 수 있는 발상 능력과 풍

부하게 떠올린 주제를 표현 계획을 수립하여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를 탐색하여 제작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표현을 제작 단계 이전

의 발상과 계획, 탐구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의 의미로 여겨졌던 표현을 미술과 학습에서 감상과 

체험 단계와 연결하여 탐구학습의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데에 있다. 

  감상, 체험 이후의 표현 단계는 실제 재료를 탐색하고 표현 활동으로 

연결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표현 영역은 워크북 단계에서 ‘활동’ 

단계로 명명한다. 워크북을 직접 활동하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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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어휘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본 워크북에서는 기본적 구성으로 2가지의 표현 활동을 제안한다. 첫 

번째 활동은 워크북의 단계와 목표를 직접 활동하는 활동이다. 두 번째 

활동은 일상 속에서 주제와 관련한 활동이나, 1단계 이후 확장할 수 있

는 활동 제안이다. 학습자가 워크북을 통해서 스스로 표현 활동을 이루

어지게 함으로 표현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렵게 다가가지 않도록 주의한

다.



- 55 -

Ⅳ. 워크북 개발 실제 및 분석 

 본 장에서는 Ⅲ장에서의 개발 방향을 토대로 워크북을 개발하고, 평가

의 단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개발에 앞서 대상 선정의 단계부터 워

크북 형식 결정까지의 개요를 [표 1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워크북 개발 개요

1. 워크북 형태 및 구성 실제

 본 연구에서는 3장에서의 개발 방향을 토대로 <워크북 1: 공간>, <워

크북 2: 자연> 총 두 가지의 워크북을 개발하였다. 이는 미술교육에서 

탐구학습이 워크북의 형태로 제시되는 데에 특정 주제나 표현 형식이 정

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이 있음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아래에서 

‘자료수집’과 ‘내용 구성 및 디자인’의 개발 단계를 워크북 개발안 

1, 2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대상 선정 초등학교 3~4학년

주제 및 

내용 선정

워크북

제목

<워크북 1: 공간>

다시 가고 싶은 장소

<워크북 2: 자연>

가까이, 자세히, 천천히

주제 장소에 담긴 나의 경험 자연물의 색과 모양 관찰

내용

기억이 담긴 장소를 생

각해보고, 나만의 특별한 

장소를 표현한다.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물의 색과 모양을 자

세히 관찰하여 표현한다.

워크북 

형식 결정

-형태: 책자형

-크기: A4 / 20 page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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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크북 개발안 1: 공간 

 [부록 1] 에서 볼 수 있는 워크북 개발안의 1페이지 <도입>은 ‘공

간’의 개념을 설명하며 일상적이고 소중한 나의 공간을 생각해볼 수 있

도록 유도한다. 감상, 생각, 활동을 SEE, THINK, DO의 단계로 나누어 

개요를 설명하고 재료를 안내한다.

 2페이지의 <감상 하나>는 주제에 대한 흥미 유발을 위해 그림이 시작

된 첫 번째 ‘공간’으로서 동굴벽화를 시각 자료로 활용하여 보여준다. 

동굴에 그려진 그림을 감상하며 사람들의 기억이 담긴 공간의 의미를 생

각해본다.

 3, 4페이지의 <감상 둘>은 고흐의 작품을 감상하며 내가 꿈꾸던 공간

에 대한 상상을 유도하며 그림 속 색을 발견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색의 

요소를 이해한다. 발문을 통해 공간의 내부와 기타 요소를 상상해볼 수 

있도록 한다. 고흐가 동생에게 편지를 써 공간을 소개하던 실제 사건을 

예시로 들어 내가 꿈꾸는 공간을 상상하고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소중한 공간에 대해 상상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내면화

하는 단계이다.

 5페이지의 <감상 셋>은 대중교통을 공간으로 설명하여 고정된 공간이 

아닌 유동적인 공간 또한 소중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확장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속의 이미지를 보며 감정을 떠올려보고 자신이 타

보았던 교통수단에 대한 경험을 기록할 수 있는 단계이다. 

 6페이지의 <감상 넷>은 공간을 경험할 때 누군가와 함께했던 기억을 

함께 떠올려 관계에 대한 사고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한 장소를 

떠올리기 위한 탐구 요소로 함께했던 사람들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기억

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제안한다.

 7페이지의 <생각 하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을 관찰하고 지각하는 

단계이다. 현재의 일상적인 공간을 지각하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공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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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8, 9페이지의 <생각 둘>은 공간을 기억과 연결하는 단계이다. 기억에 

남는 장소를 떠올려보며 장소에 대한 나의 경험을 정리한다. 그 장소에

서 있었던 일, 장소의 모습을 탐구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예시와 예시 

작품을 제시하여 표현에 도움을 얻도록 한다. 펼쳐서 작성할 수 있는 워

크북의 형태를 활용하여 다양한 장소를 기록할 수 있도록 표현 공간을 

제시한다.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자신의 사진을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10페이지의 <생각 셋>은 생각 둘에서 기록했던 장소 중에서 나만의 기

억이 담긴 가장 소중한 장소를 선택한다. 그 장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

로 구체적인 요소들을 탐구하여 기록한다. 장소와 경험에 대한 발상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11페이지의 <생각 넷>은 생각 셋에서 구체적으로 발상한 장소에 대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표현 활동 전 아이디어 스케

치 단계이다.

 12페이지의 <활동 하나>는 감상과 생각 활동을 토대로 가장 기억에 남

는 장소를 작품 활동으로 표현한다. 투명 필름지와 점토를 활용하여 재

료를 탐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표현방법을 익히고 흥미를 유발한다. 워

크북에는 재료와 제작 단계를 쉽게 설명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13페이지의 <활동 둘>은 활동 하나에서 제안하는 작업 이후에 일상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활동을 제안한다. 워크북에서 활동한 장

소를 이해한 후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일상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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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크북 개발안 2: 자연

 [부록 2] 에서 볼 수 있는 워크북 개발안의 1페이지 <도입>은 ‘자

연’의 개념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감상, 생각, 활동을 SEE, 

THINK, DO의 단계로 나누어 개요를 설명하고 재료를 안내한다. 2, 3

페이지의 <도입 활동>은 자연환경과 색깔의 주제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

기 전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는 도입 활동이다. 내 

기억 속의 하늘, 바다, 나무, 들판 등 자연의 색을 칠해보며 기존에 자신

이 가지고 있던 자연의 색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페이지의 <감상 하나>는 감상 단계에서 관찰과 발견을 주목적으로 하

며 첫 번째 소재는 ‘하늘’이다. 다양한 색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한 페이지에 제시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발문을 통해 

나의 경험과 감정을 연결하여 해석하고, 지금의 하늘색을 발견하고 표현

하여 자신과 연결하도록 한다.

 5페이지의 <감상 둘>에서 두 번째 소재는 ‘바다’이다.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색을 발견하고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상상하고 해석

하도록 한다. 

 6페이지의 <감상 셋>에서 세 번째 소재는 ‘나무’이다. 일상에서 쉽

게 볼 수 있는 나무에서 다양한 색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에서 

추출한 색을 제시하여 같은 나무 안에서 보이는 색을 비교하여 탐구하는 

것을 돕는다. 계절과 연관한 발문을 통해 학습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7페이지의 <감상 넷>에서 네 번째 소재는 ‘꽃과 열매’이다. 다양한 

색이 보이는 작품을 선정하여 제시한다. 열매에서 맛을, 꽃에서 향을 상

상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감각을 사용한 확장된 탐구를 유도한다.

 8페이지의 <생각 하나>는 일상적인 자연물에 대해 지각을 하는 단계이

다. 나의 주변에 있는 자연물을 발견하여 관찰한다. 일상에서 쉽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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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든 자연물을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발견을 돕

고 있다. 발견한 자연물을 간단하게 기록한다.

 9페이지의 <생각 둘>은 발견한 자연물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색과 모

양에 대한 발견을 제안하며 탐구적 태도를 가지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한

다. 돋보기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하여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0, 11페이지의 <생각 셋>은 발견한 자연물에서 색을 발견하여 자연물

과 색을 연결하고 발상하는 단계이다. 팔레트 모양의 일러스트레이션으

로 발견한 색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색의 이름을 자연물과 연관

하여 창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예시를 들

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물감을 혼합하여 새로운 물감 색과 이름

을 짓는 작품 활동을 위한 발상을 유도한다.

 12페이지의 <활동 하나>는 생각 셋에서 발견한 색을 물감으로 만들어 

자연과 색에 대한 나만의 탐구를 표현하는 활동이다. 재료와 제작 단계

를 설명하고 있다. 색 혼합과 작품 예시를 제시하여 색에 대한 탐구를 

돕는다. 

 13페이지의 <활동 둘>은 활동 하나에서 제작한 ‘나만의 물감’을 활

용하여 색면화 그림으로 확장 표현하는 활동을 제안한다. 자신이 탐구한 

색을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확장된 탐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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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세부 목적 및 실제

 본 장에서는 워크북 개발에 적용된 디자인 세부 목적 및 실제를 분석한

다. 3장에서 살펴본 디자인 및 시각 자료제공 방향을 토대로 워크북 개

발에 사용된 디자인 세부 목적 및 실제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분류

할 수 있다.

1) 서체 및 레이아웃

 탐구적 태도를 위한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함을 

제공하기 위해 서체는 총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설명글 서체)                      (말풍선 서체)

[그림 3] 서체 사용 예시

 워크북 내용의 대부분은 설명글로 가독성을 위하여 고딕체를 사용하였

다. 가독성과 조형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글씨체를 활용하기 위해 말풍선 

속 서체는 설명글과 다른 서체를 선택하였다. 학습자의 흥미와 자연스러

운 사고 확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친근

한 서체를 사용하였다. 구별된 서체는 학습자가 스스로 이해해야 할 내

용과 제안을 받고 상상하여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는 역할

을 한다.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탐구적 태도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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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아웃을 고려하였을 때 서체의 크기 또한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독성과 조형성의 측면에서 제목의 크기는 설명글의 크기보다 크

게 설정하고, 작품정보와 단계 설명 등의 부가정보는 작게 설정하여 중

요한 글을 먼저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각 자료와 이미지가 제시된 

페이지에서는 텍스트 간의 조형성뿐 아니라 자료와의 레이아웃을 고려하

여 서체와 시각 자료가 조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색의 구성

 워크북이라는 매체를 접할 때 디자인적 요소로서 색은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색의 조화를 통해 통일감과 조형

성을 추구해야 한다. 주제별 색 구성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12] 주제별 색 구성

 다양한 색 구성을 추구하면서 지나치게 분산되는 색의 활용을 피하기 

위해 한 권의 워크북에 최대 네 가지 색을 구성하였다. <워크북 개발안 

1: 공간>과 <워크북 개발안 2: 자연>의 기본 구성으로 내지에 사용하는 

기본색은 세 가지로 통일하였다. 기본색은 감상, 생각, 활동 단계 부분으

기본색 주제별 색

공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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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단계별 아이콘, 말풍선 등에 활용하여 

단계를 구분하고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워크북 당 최대 네 가

지의 색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한 페이지에는 최대 두 가지 이하의 색을 

사용하였다. 한 주제의 워크북 내에서는 주제별 색을 정하고, 내지의 상

단 부분에 통일된 색 구성을 통해 한 권의 흐름을 가진 조형성을 이루고

자 하였다.

3) 아이콘 활용

 

 아이콘은 대상을 표현한 작은 이미지로 그래픽 디자인의 한 요소이다

(하광수, 2014). 아이콘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문자로 이루어지던 텍

스트 인터페이스를 대체하여 쉽고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서(양은수 외, 1996) 문자 정보를 대신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

션 요소로서 아이콘은 주로 앱, 시스템, 멀티미디어 환경에 활용되고 있

다. 학습 자료로서의 워크북이라는 물리적인 매체에 아이콘을 활용한 이

유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쉽고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다. 또한 대상 학습자의 연령에 맞추어 직관적인 이미지로 흥미를 유발

하기 위함이다. 워크북 디자인에 활용한 아이콘은 ‘동글이’ 아이콘, 

단계 안내 아이콘, 재료 아이콘이다.

 

[그림 4] ‘동글이’ 아이콘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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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이’는 캐릭터의 특징을 활용하여 얼굴 표정과 ‘동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아이콘이다. 워크북에서 발문과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며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내용을 인지하여 학습자의 활동을 돕도록 하였다. 

말풍선과 함께 배치하여 ‘동글이’라는 친밀한 대상이 직접 학습자에게 

말을 하는 듯한 태도를 의도하였으며 주로 경험에 관련한 질문, 확장된 

질문, 도움말에 활용하였다.

[그림 5] 단계 아이콘 사용 예시

 단계 안내 아이콘은 워크북의 기본 구성인 감상, 생각, 활동을 안내하

는 아이콘으로 각 단계를 구분하는 역할뿐 아니라 단계별 순서를 안내하

는 역할을 한다. 색 구성을 통해 파란색은 감상, 노란색은 생각, 분홍색

은 활동 부분으로 구분하였고, 손가락의 모양을 통해 하나, 둘, 셋, 넷의 

순서를 구분하였다. 색과 이미지를 활용한 아이콘을 통해 현재 활동의 

순서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 재료 아이콘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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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로 활동 재료들을 안내하는 부분에서 문자와 함께 시각적인 재료 

아이콘을 활용하였다. 워크북 활동을 위해 주도적으로 재료 준비를 계획

하고 재료를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미술 프로그램 워크북의 효과 분석

 본 연구는 탐구학습과 탐구적 태도의 요소를 미술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워크북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실제 

개발한 워크북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초등학교 2~4학년과 초등학교 교사 총 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의 질문은 개방형 질문 (open-ended 

response question)으로 참여자가 응답할 수 있는 형태에 제한 없이 

단답형과 자유응답 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질문 유형이다. 이

는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얻어내고, 존중하며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보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윤명희 외, 2016). 워크북을 개

별적으로 경험하고 느낀 바에 대해 자유로운 응답을 얻기 위해 대부분의 

질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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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 대상 선정 및 방법

 효과 분석과 평가를 위해 선정한 설문 대상은 초등학교 2~4학년 학생

과 초등학교 교사이다. 워크북 개발 대상은 초등학교 3~4학년이었지만 

적합한 난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에 초등학교 2학년 대상자도 참

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초등학교 2~4학년 학생 9명과 초등

학교 교사 3명이다. 조사 실행은 2019년 4월~8월 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

[표 13] 설문 참여자

 연구 방법으로 먼저 학생들은 워크북 개발안 1, 2 출력물, 연구 안내

문, 질문지를 바탕으로 활동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질문지와 활동 결과

대상자 구분 지역

학생 A 초등학교 4학년 서울

학생 B 초등학교 2학년 경기

학생 C 초등학교 4학년 서울

학생 D 초등학교 3학년 서울

학생 E 초등학교 4학년 서울

학생 F 초등학교 4학년 서울

학생 G 초등학교 2학년 서울

학생 H 초등학교 4학년 경기

학생 I 초등학교 3학년 서울

교사 J 초등학교 교사 서울

교사 K 초등학교 교사 서울

교사 L 초등학교 교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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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교사는 워크북 개발안 1, 2 자료와 

질문지를 통해 질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워크

북 활동 결과물, 작품, 질문지 답변 내용을 연구 결과로 얻고자 하였다.

2) 설문 내용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질문지를 다르게 구성

하였다. 연구를 위해 구성한 질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4] 학생 대상 질문지 내용

 학생 대상 질문지 내용은 구성, 내용으로 나누었고 세부 항목으로는 난

이도, 방법, 디자인, 세부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탐구

학습과 연관한 미술 활동 결과물과 탐구적 태도를 가지고 워크북을 활용

할 수 있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구분 세부 항목 내용

구성

난이도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나요? 

 선생님(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었다면 워크북의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을 

주었나요?

방법
-동글이의 질문들이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었나요?

-워크북의 글을 읽기 쉬웠나요?

디자인 -워크북의 색깔과 그림들이 마음에 들었나요?

내용 세부 내용

-페이지별 스티커 부착: 

 재미있어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더 궁금해요! 보통  

 이에요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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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교사 대상 질문지 내용

 교사 대상 질문지 내용은 구성, 내용, 기타로 나누었고 세부 항목으로

는 난이도, 방법, 디자인, 분량, 감상, 체험, 표현, 탐구, 장/단점, 보완으

로 분류하였다. 현장에서 학습자를 만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워크북

을 통해 탐구학습이 가능한 요소를 분석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워크북

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구분 세부 항목 내용

구성

난이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학년의 수업이 적합한

가요?

1~2학년 / 3~4학년 / 5~6학년

답변하신 학년의 학생이 혼자 진행할 만큼 워크북의 난이

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아닌 편이다 / 매우 아니다.

방법

워크북이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

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자료나 용어가 분명하고 간결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매우 

아니다.

디자인

워크북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동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

어있나요? 그렇다면, 아니라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

하시나요?

분량

초등학생이 스스로 진행하기에 적합한 분량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적합하다 / 많다 / 적다

내용

감상 감상 부분의 내용에서 좋은 점 / 아쉬운 점
체험 체험 부분의 내용에서 좋은 점 / 아쉬운 점
표현 표현 부분의 내용에서 좋은 점 / 아쉬운 점

탐구

전체적인 발문이 대상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

요?

워크북의 활동들이 대상 학생들의 탐구적인 태도를 기르

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타
장/ 단점 좋은 점 / 필요하지 않은 점 
보완 넣어야 할 내용이나 빠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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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물 및 효과 분석

 

 설문조사 내용과 워크북 활동 결과물, 작품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단답형 응답과 자유응답식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고, 개인별 워크북 활동 결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

하였다. 따라서 통계 분석보다 참여자의 자유롭고 주관적인 응답과 활동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워크북의 난이도 측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워크북을 혼자 할 수 있었는가에 대

한 질문에 9명 중 7명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워크북의 글을 읽기 쉬

웠는가에 대한 질문은 9명 중 8명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난이도에 관

련한 학생과 교사의 주관식 답변은 다음과 같다.

Ÿ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점이 도움을 주었다. (학생-A)

Ÿ 동글이의 설명과 팁이 도움을 주었다. (학생-F)

Ÿ 생각이 안 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학생-D)

Ÿ 글을 이해하고 공간을 그리기 어려울 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다. 

(학생-H)

Ÿ 3, 4학년 수준에 맞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K)

Ÿ 간결한 느낌, 친절한 문구 등 교사가 봐도 참신한 포인트가 많이 있

습니다. (교사-J)

Ÿ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교사-L)

 대부분 학생이 워크북을 스스로 진행하였다. 주관식 답변을 보면 학생

에게는 동글이의 말,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제안, 설명 등을 통

해 워크북을 자기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난이도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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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쉬운 말과 스스로 탐구학습을 돕는 질문과 설명들이 학생들에게 도

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주관식 답변을 보면 3, 4학년 대상의 수

준에 적합하다고 하였고, 간결한 디자인과 친절한 문구가 도움을 주었다

고 보았다. 이러한 장치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워크북의 요소로 작용

한다고 볼 수 있다. 생각이 안 나거나, 글을 이해하고 공간을 그리기 어

려울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있었다. 워크북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데에 단계별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심도 있는 탐구를 위해 조력을 받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워크북은 탐구적인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매

체로써도 활용되지만, 학습 자료로서 교사가 활용하거나 수업 현장에 사

용하여 학습자의 탐구 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워크북을 혼자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학생과, 

읽기 쉬웠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학생은 모두 초등학

교 2학년 학생이었다. 워크북의 대상을 초등학교 3~4학년으로 선정하고 

개발하였기에 2학년은 진행이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하고, 개발 목적에 

따라 3~4학년의 난이도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디자인 및 아이콘 구성 측면

 워크북의 방법적 구성 중 디자인 및 아이콘 측면은 크게 디자인, 색, 

‘동글이’ 등 아이콘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동글이의 질문들이 생

각하는 것을 도와주었는가에 대한 답변은 학생 참여자 9명 중 8명이 그

렇다고 대답하였다. 디자인 및 아이콘 구성이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는 

긍정적 답변이 대부분이었으며, 학생과 교사의 주관식 답변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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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동글이의 말이 도움이 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학생-E)

Ÿ 내가 거의 좋아하는 색이고, 사진(그림)이 이해하기 쉬웠다. (학생

-A)

Ÿ 색깔이 화려해서 마음에 들었다. (학생-C)

Ÿ 책 속의 색깔이 복잡하지만 예뻤습니다. (학생-E)

Ÿ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까닭은 사람마다 다 느끼는 색이 다른데 여기

에 나오는 대부분의 색깔이 저에게는 평화에요. (학생-F)

Ÿ 돋보기, 파레트 등 디자인이 아이들에게 빈칸을 채우고픈 욕구가 들

게 할 것 같습니다. (교사-K)

Ÿ 한 화면에 너무 많은 정보가 아니라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J)

 디자인 및 아이콘 구성에서는 ‘동글이’ 아이콘이 학생의 활동에 직접 

도움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질문과 설명을 문자로 구성할 

때 아이콘과 말풍선이 시각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에 대한 

답변으로는 학생들마다 주관적인 취향이 있었지만 디자인에 사용된 다양

한 색을 인지하고, 색의 조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사의 답변에

서는 돋보기, 파레트 등 사용된 일러스트 이미지 자체가 학생들에게 흥

미를 주고, 빈칸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들게 한다는 점에서 디자인 요소

와 이미지 활용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탐구 활동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자인 구성에서 한 화면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

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평가하며 레이아웃에 대한 

적합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탐구학습 요소 측면

 전체적인 발문이 학생들에게 적합한가와 워크북의 활동들이 대상 학생

들의 탐구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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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모두 그렇다고 답하였다. 설문 내용의 주관식 답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탐구학습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Ÿ 자세히 관찰하는 점이 혼자 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학생-D)

Ÿ 색깔을 다양하게 쓰는 법을 알았어요. (학생-C)

Ÿ 내 일을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학생-E)

Ÿ 장소와 공간에 대해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어요. (학생

-F)

Ÿ 간단하면서도 말주머니 등의 요소로 호기심이 들 것 같아요. (교사

-L)

 앞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탐구학습은 학생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주제

를 탐구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경험과 연결하고, 확장된 사고로 탐구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술 활동에서 탐구학습의 요소는 표현

에서 예술가의 탐구 활동을 경험함과 동시에 미적 체험에 접근할 수 있

게 한다. 학생들의 주관식 답변은 워크북을 통해 어떠한 탐구 과정을 겪

었는지 알 수 있다. 워크북에서 시각 자료와 설명을 통해 제안하는 관찰 

활동으로 워크북을 스스로 하는 데 도움을 얻었고, 색깔을 다양하게 쓰

는 법에서 자신의 기존 지식에서 더 나아가 색을 탐구한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되돌아보며 워크북의 목적과 탐구학습의 방향에 따

라 대상을 자신과 연결하여 탐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장

소와 공간에 대해 탐구하여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답

변에서 주제와 대상을 스스로 확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단하면

서도 말주머니 등의 요소로 호기심이 들 것 같다는 교사의 답변은 워크

북의 구성에 학습자가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요소가 

탐구적 태도에 효과가 있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교사 대상 설문에서는 감상, 체험, 표현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단계별 내용 및 탐구학습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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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각 단계별 좋은 점과 아쉬운 점에 관련

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16] 단계별 활동에 대한 교사 주관식 답변

 

 단계별 활동에 대한 교사 주관식 답변은 주로 <워크북 개발안 2: 자

연>에 대한 답변이었으며, 단계별 내용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내용이 주

를 이루었다. 감상 단계에서는 색이라는 소재를 다른 감각으로 확장한 

점, 적절한 예시 작품, 하늘색의 고정관념을 깨는 점을 좋은 점으로 평

가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감상 단계에서 주어진 시각 자료를 수동적

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발문과 자료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체험 단계에서는 디자

감상

Ÿ 색이 시각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열매의 맛, 향까지 

다룬 점이 참신함 (교사-J)

Ÿ 예시 작품을 잘 선정해 포함 시켜서, 교사가 다른 자료(PPT)

를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교사-K)

Ÿ 하늘은 하늘색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줄 수 있는 작품이 실려

있는 점 (교사-L)

체험

Ÿ 여러 가지를 그리고, 또 확대하고, 색 찾는 과정이 양이 좀 

많은 느낌 (교사-J)

Ÿ 아이들이 수행하는 부분이 잘 디자인되어있어서 즐겁게 참여

할 것 같습니다. (교사-K)

Ÿ 직접 야외활동을 하면서 관찰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아할 듯 

함 (교사-L)

표현

Ÿ 나만의 물감 이름짓기가 참신하고, 발표하는 과정이 재밌을 

것 같음 (교사-J)

Ÿ 나만의 물감 아이디어가 좋아서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교사

-K)

Ÿ 구체적인 그림 없이 색으로도 작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아이들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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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부분과 직접 야외활동을 하면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좋은 점으

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워크북의 구성으로 흥미를 일으키고, 

또 자신의 감각을 이용하여 관찰하는 것이 탐구적인 태도에 도움을 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여러 가지 대상을 찾고, 색을 찾는 과정

이 학습자에게 학습량이 많을 수 있다는 아쉬운 점에 대한 답변이 있었

다. 이는 탐구학습과 ‘체험’ 영역에서 설계한 인지, 연결, 발상의 단계

가 학습자에 따라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현 단계

에서는 작품 활동 아이디어를 참신하고, 쉬운 점이 좋은 점으로 평가하

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색을 경험하고 창작하는 

과정이 탐구학습에서의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그림 표현이 없어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는 답변은 활동 내용 자체를 학생 

스스로 자신이 시도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워크북 활동 결과물을 살펴보았

다. 활동 자료의 일부를 살펴보며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가 경험한 탐구

학습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7] 워크북 개발안 1 – 학생 활동1

학생-F 학생-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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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북 개발안 1:공간>에서 자신이 꿈꾸는 집을 친한 사람에게 소개

하는 편지를 쓰는 활동이다. 학생-F와 학생-D 모두 편지를 쓸 대상을 

스스로 정하고, 꿈꾸는 집의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하였다. 좋

아하는 색과 꿈꾸는 공간의 구성이 구체적이며, 학생-D는 자신의 감정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시각 자료를 통해 공간을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후, 이를 자신의 상상으로 연결하여 편지

로 작성해보며 사고를 구체화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8] 워크북 개발안 1 - 학생 활동2

 <워크북 개발안 1:공간>의 ‘생각’ 단계에서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활동이다.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변에서 

관찰하는 지각 단계로서 공간의 모습, 사물, 사람들, 느낌, 기억에 남는 

일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학생-F와 학생-I 모두 현재 자신이 있는 일상

학생-F 학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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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간을 객관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발문에 따라 주관적인 경험을 

기록하였다. 학생-F는 이 공간에서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다고 기

록하여 경험을 감정으로 표현하였고, 학생-I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 아니면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하며 공간에 대한 경험을 주

변 대상으로 표현하였다. 관찰한 것을 기록하고 발문을 통해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대상을 인지하고 ‘나’와 연결하여 경험을 탐구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워크북 개발안 1 - 학생 활동3

학생-F

학생-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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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북 개발안 1:공간>의 ‘생각’ 단계에서 나의 기억 속의 공간을 

생각하는 단계이다. 학생-F와 학생-B 모두 일상적인 공간을 생각해보

고, 나와 연관한 그림 표현을 하였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곳

에서 내가 하는 일, 있었던 일, 감정 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학생-F

는 엘리베이터 공간을 그리며 ‘씩씩함을 조금 얻은 곳’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공간에 대한 경험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떠올려서 기록하였다. 학

생-F와 학생-B 모두 공간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공간의 객관적인 모

습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연결하여 표현한 것을 알 수 있

다. 주제를 스스로 탐구 대상으로 연결하는 단계로서 자기 자신의 경험

과 느낌에 대해 더욱 집중하며 수동적인 인식에서 능동적인 탐구로 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워크북 개발안 2 - 학생 활동1

 <워크북 개발안 2: 자연>의 ‘감상’ 단계에서 시각 자료의 색을 발견

하고 관찰과 상상을 통해 확장하는 활동이다. 학생-B는 현재 하늘의 색

학생-B 학생-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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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하여 표현하였다. 표현한 하늘의 색을 단순한 하나의 색이 아니

라 여러 색을 섞어 칠한 점에서 하늘에서 보이는 다양한 색을 찾고 표현

하기 위해 탐구적 태도로 관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생-G는 시각 자

료에 보이는 꽃과 열매의 요소에서 맛과 향을 상상하여 기록하였다. 주

어진 자료에서 색과 모양만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워크북 개발안 2 - 학생 활동2

 <워크북 개발안 2: 자연>의 ‘생각’ 단계에서 주변에서 자연물을 찾

아 기록하는 단계이다. 내 주변에 다양한 자연물이 있음을 인지하고 고

유의 색과 모양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D와 학생-E 

모두 일상적인 대상을 찾아서 관찰 표현하였다. 특히 학생-D는 ‘어려

워요’ 느낌 스티커를 붙였음에도 사과를 레고블록 모양, 나뭇가지를 대

벌레 모양, 꽃을 불꽃놀이 모양, 새싹을 바람개비 모양이라고 하며 눈으

학생-D 학생-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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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각한 자연물의 모양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다른 대상의 모양으로 연

상하여 기록하였다. 객관적 관찰에서 끝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형태를 연상하는 모습을 탐구적 태도로 연결할 수 있다. 학생-E는 

‘(엄청나게)재밌어요’ 느낌 스티커를 붙였고, 발견한 자연물을 구체적

인 색으로 표현하였다. 이름과 모양을 기록하는 것에서 나아가 ‘색’이

라는 워크북 주제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활동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워크북 개발안 2 - 학생 활동3

학생-C

학생-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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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북 개발안 2: 자연>의 ‘생각’ 단계에서 주변에서 찾은 자연물

의 색을 발견하고 표현해보는 단계이다. 학생-C는 나뭇잎 등 자연물을 

워크북에 직접 붙여가며 색을 만들어서 칠하였다. 실제 자연물을 관찰하

여 관찰한 대상까지 워크북 내에 기록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탐구

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밤하늘 색, 아침 강가 색 등 주변의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색을 시간과 연관하여 이름을 지었다는 점에서 

일상에서 스스로 느끼고 발견할 수 있는 자연의 색을 찾고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뿐 아니라 자연이라는 주제 안에

서 대상을 하늘과 강가로 확장하여 탐구한 모습이 보인다. 

 학생-H는 ‘2019년 4월의 벚꽃’, ‘내가 심은 강낭콩 색’, ‘내가 

먹은 밤의 껍질 색’, ‘아빠의 스투키 색’ 등 자신의 경험과 관련한 

표현으로 색의 이름을 지었다. 자연의 색을 찾는 발견하는 과정에서 객

관적인 표현을 넘어 마주한 대상과 연결된 자신의 경험을 느끼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탐구적인 학습과정의 하나로 자신의 경험을 떠

올리고 표현하며 심도있게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워크북에서 

색을 찾고, 나만의 이름을 지어보는 과정이 학습자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색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탐구학습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4) 주제 이해의 측면

 주제 이해의 측면에서는 학습자가 주제를 이해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이 워크북을 진행한 후 표현한 작품을 통해 분석하였다. 워크북의 

‘활동’단계에는 활동에 필요한 재료, 진행 순서, 설명, 이미지 등이 제

시되어 있다. 워크북 활동을 순서대로 진행한 학생들은 작품 활동도 능

동적으로 진행한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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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워크북 개발안 1 – 학생 작품

 <워크북 개발안 1: 공간>에서 나의 기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표현하는 활동이다. 먼저 생각 넷에서 공간의 모습을 아이디

어 스케치로 표현한다. 이후 작품 활동 단계에서 투명 필름지에 공간의 

모습을 그려서 공간의 모습을 만들고, 그 안에 점토로 자신의 모습을 만

드는 작업이다. 학생-C와 학생-I 모두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그린 공간

의 모습을 실제 활동에서 재현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주어진 재료를 활

용하여 완성된 작품을 제작한 것에서 워크북 내용을 이해하고 활동한 것

을 알 수 있다. 

학생-C

학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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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워크북 개발안 2 – 학생 작품

 <워크북 개발안 2: 자연>에서 만들고 싶은 자연의 색을 만들고, 그 색

으로 색면화를 그리는 활동이다. 학생-D와 학생-B는 물감 색을 혼합하

여 자신이 원하는 색을 만들었다. 학생-C와 학생-H는 만든 물감으로 

도화지에 색면화를 그렸는데, 특히 학생-H는 원하는 모양의 그림을 그

려 능동적으로 형태를 탐구하여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사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그림이 없이 색으로만 표현하는 활동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다른 방법을 탐구할 수 있도록 확장할 가능성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학생-D 학생-B

학생-C 학생-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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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완 및 개선점 측면

 응답은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학생들의 응답 중 어려웠던 

활동에 대한 답변과 교사들의 응답 중 아쉬운 점과 제안에 대한 답변들

에서 보완 및 개선점의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Ÿ 나의 공간을 소개하는 것이 어려웠다. (학생-A)

Ÿ 어려운 점은 작가들의 마음을 아는 것 (학생-D)

Ÿ 개발안 2에서 색을 발견하고 관찰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라면 그리기 

활동 비중은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교사-J)

Ÿ 3~4학년이 꼼꼼히 읽기에는 글이 다소 많아 보입니다. (교사-K)

Ÿ 친구와 생각 공유하기를 위한 발문 등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L)

 학생-A는 나의 공간을 소개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였는데, 이는 공간

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공간을 상기하는 점이 어려웠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D는 작가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려웠다

고 하였는데, 이는 ‘감상’ 단계에서 시각 자료를 이해하고, 작가들의 

생각을 상상해보는 점이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평적 사고를 위

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줄이고, 확장하여 제시한 질문들을 통해 사고하

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경우로 보인다. 학생들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워크북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거나, 또는 더 확장된 지도를 요구할 수 있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교사들의 응답은 대상 연령의 학생들이 쉽게 활

동할 수 있는 개선점과 동료와 공유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장

한 보완점을 제안하였다. 능동적이고 탐구적인 워크북 활동을 위해 적절

하게 내용을 조절하고, 발문을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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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 결과

 설문을 통한 결과물 및 효과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워크

북에 설계된 탐구학습의 요소는 학습자가 대상과 현상을 인지하고, 

‘나’와 연결하며 깊이 있는 미적 경험을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학

습자는 워크북을 통해 주제를 이해하고, 발문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세

계로 주제를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탐구적인 태도를 가지고, 체계

적으로 구성된 학습 자료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자연스

럽게 이끌어낸다. 

 둘째, 탐구학습의 요소를 특히 ‘체험’ 영역에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인지하기, 연결하기, 발상하기의 단계를 통해 구체적인 탐구학습 방법과 

태도를 제시할 수 있다. 활동 결과물을 보면 학습자는 ‘생각’ 

단계에서 자신의 주변을 관찰하고, 경험을 구체화하는 등 주제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단계적이고 통일된 워크북 활동에서 모든 

학습자는 개인의 경험과 현재에 따라 대상 선택과 표현이 다양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Bonnestetter(1998)가 제시한 안내된 탐구의 개념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주제, 질문 및 자료가 학생들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하여 각자의 결론에 도달하게 한 결과이다. 

 셋째, 워크북은 활동의 매개체이자 기록, 보관의 역할로 학습자의 

주체성 있는 삶을 구성하는 단계가 된다. 학습자는 현재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한 내용을 미적 경험으로 연결하여 워크북에 기록하고, 

표현하였다. 워크북은 학습자가 자신의 활동과 사고에 대한 표현이자, 

기록의 역할을 가진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이후에 발견할 미적 경험과 감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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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미술교육은 다양한 이론과 개념 속에서 발전하였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술교육의 본질적 목표는 나와 나를 구성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나와 나의 주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탐구학습과 탐구적 태도를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미술교육에서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체험’ 영역을 탐구학습과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주제를 중심으로 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탐구 활동이 미술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으로 ‘탐구학습’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탐구학습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워크북을 개발하고 실행하였다.

 교육에서의 탐구는 질문, 연구하는 태도와 학습방법의 의미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탐구를 행위로서의 탐구뿐 아니라, 미적 

발견과 표현을 위한 학습과정에서 모든 지적 활동을 탐구 활동으로 

정의한다. 미술 교과는 대상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내면화하여 

자신만의 시선으로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하는 사고 확장을 추구하는 미술 

교과에서 탐구 활동은 모든 과정에 중요한 태도로 작용할 수 있다. 

탐구는 사고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 활동을 통해 재료를 

경험하고, 자신만의 표현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미술 표현 활동은 끊임없는 탐구 과정을 요구한다. 탐구학습은 경험을 

구성한다는 점, 경험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미적 경험을 도울 수 있는 

학습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워크북을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학습자가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스스로 대상을 발견하며, 자신과 관련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탐구학습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연구를 통해 정리한 

탐구학습을 위한 워크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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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하나의 주제를 감상, 체험, 표현 단계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대상의 연령에 맞는 디자인과 

자료제공을 통해 학습의 흥미를 일으킨다. 셋째, 자신이 발견한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록의 역할을 한다. 넷째,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탐구적 태도를 유도한다. 다섯째,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의 

형성과 재구성, 그리고 재창조를 위해 도구적 자료로 기능한다. 

 탐구학습을 적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워크북의 구체적 개발과 실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술과 중점목표로 보아 

초등학교 3~4학년은 미술 교과를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학년으로, 주변 

세계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다양한 미술 활동에 흥미를 느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목표에 연계하여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주요 교과서별 단원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미술 프로그램 워크북 주제를 2가지로 선정하였다. <워크북 

개발안 1>은 ‘다시 가고 싶은 장소’라는 제목으로 기억이 담긴 

장소를 생각해보고, 나만의 특별한 장소를 표현하는 ‘장소에 담긴 나의 

경험’을 주제로 하였다. <워크북 개발안 2>는 ‘가까이, 자세히, 

천천히’라는 제목으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물의 색과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여 표현하는 ‘자연물의 색과 모양 관찰’을 주제로 

하였다. 

 워크북 개발 실제에서는 류재만(2008)의 워크북 개발 모형과 

Bonnestetter(1998)의 탐구기반학습 분류표를 참고하여 ‘안내된 

탐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수준과 교과과정을 고려한 주제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 

선정, 워크북 개발 실제의 4단계, 실행 및 평가, 수정 및 보완, 적용의 

탐구학습을 위한 워크북 개발 모형을 개발하였다. 

 워크북 단계는 ‘감상’, ‘체험’, ‘표현’의 순서로 설정하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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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주제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먼저 작

품의 ‘감상’ 단계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 단계를 통해 자신의 

일상에서 탐구해보며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마지막으로 ‘표현’ 단계에

서 시각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낸다. 단계별 개발 방향으로 먼저 감상은 

주제에 대한 도입 활동으로서, 참고작품을 통해 주제를 이해하고 내면화

하는 단계이다. 문제 파악 및 인식 단계의 활동인 도입 활동을 기존의 

미술교육에서 이루어지던 방식과 탐구학습 모형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정리한 이영희(2002)의 연구와 Anderson(2005)의 분석적 비평 모델

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체험’ 영역에서는 워크북에서 ‘생각’ 단계로 명명하며, 감상 영역

에서 먼저 주제를 이해한 후 주제를 내면화하고 탐구하는 과정이자, 표

현 단계의 전 단계로 작품 제작과정 계획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탐

구학습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 워크북의 실제 개발을 위해 ‘체험’ 단계

는 지각하기, 연결하기, 발상하기의 단계를 가진다.

 ‘표현’ 영역에서는 감상, 체험 이후의 표현 단계로 실제 재료를 탐색

하고 표현 활동으로 연결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표현 영역은 워크

북 단계에서 ‘활동’ 단계로 명명한다. 본 워크북에서는 기본적 구성으

로 2가지의 표현 활동을 제안한다. 첫 번째 활동은 워크북의 단계와 목

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두 번째 활동은 일상 속에서 주제

와 관련한 활동이나, 1단계 이후 확장할 수 있는 활동 제안이다.

 구체적인 디자인 개발 방향으로는 첫째, 서체 및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정보와 글이 워크북 내의 감상자료와의 조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둘째, 색의 조형성에서는 한 페이지에 최대 두 가지 이하의 색을 

사용하였다. 셋째, 아이콘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쉽고 빠르게 정보를 습

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 학습자의 연령에 맞추어 

직관적인 이미지로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제 개발한 워크북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초등학교 2~4학년과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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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실행은 2019년 

4월~8월 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설문 응답을 통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워크북의 난이도 측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워크북을 스스로 

진행하였으며 3, 4학년 대상의 수준에 적합하였다. 워크북을 통해 

학습자는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디자인 및 아이콘 구성 측면에서 흥미로운 질문과 설명을 문자로 

구성할 때 아이콘과 말풍선이 시각적인 효과를 더해 학습자의 활동에 

도움을 준다. 디자인 요소와 이미지 활용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탐구 

활동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탐구학습 요소의 측면에서 워크북의 구성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활동하며 지속적인 탐구적 태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를 스스로 탐구 대상으로 연결하는 단계로서 자기 

자신의 경험과 느낌에 대해 더욱 집중하며 수동적인 인식에서 능동적인 

탐구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주제 이해의 측면에서는 학습자가 주제를 이해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이 워크북을 진행한 후 표현한 작품을 통해 분석하였다. 

워크북 활동을 순서대로 진행한 학생들은 작품 활동도 능동적으로 

진행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생 작품 결과물을 통해 또 다른 방법을 

탐구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보완 및 개선점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워크북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거나, 또는 더 확장된 지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능동적이고 탐구적인 워크북 활동을 위해 

적절하게 내용을 조절하고, 발문을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탐구학습을 적용한 미술 프로그램의 워크북 개발과 실행 및 분석을 

통한 연구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교과에서 주로 사용되던 

‘탐구’ 개념은 미술 분야와 미술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예술가가 겪는 탐구의 과정처럼 미술교육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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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학습은 학습자가 대상과 현상을 인지하고, ‘나’와 연결하며 깊이 

있는 미적 경험을 하는 방안이 된다.

 둘째,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워크북으로 개발하여 탐구학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체험’ 

영역을 워크북에서 인지하기, 연결하기, 발상하기의 단계를 통해 

구체적인 탐구학습 방법과 태도를 제시할 수 있다. 학습자를 적절한 

흥미와 성취로 유도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구성과 워크북을 통해 

단계별 탐구학습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탐구학습을 적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활동은 학습자의 

주체성 있는 삶을 구성하는 단계가 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체험과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은 지속적인 탐구적 태도로 연결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워크북은 학습자가 자신의 활동과 사고에 대한 

표현이자, 기록의 역할을 가진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이후에 발견할 미적 경험과 감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와 

나의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주체적으로 인지하는 

삶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미적 경험을 통한 미술교육의 

방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워크북 개발에 

있어 미술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중 탐구학습과 연계할 

수 있는 주제로 두 가지 주제만 선택하였다. 둘째, 개발 모형 중 실행 

및 평가에 있어 다소 부족한 표본과 응답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가 응답을 표현하는 데에 제한이나 

강제성이 없으므로 추가로 객관적인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목적으로 학생 스스로 활동한 내용으로만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미술교육에서의 탐구학습을 위한 워크북 개발 모형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주제의 워크북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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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설정한 개인의 경험, 자연 관찰 주제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현장에 적용 가능한 주제를 개발하고 분석하여 

워크북을 통한 탐구학습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워크북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매체로써도 활용되지만, 

교수-학습 자료로서 교사가 수업 현장에 사용하여 학습자의 탐구 

활동을 지도하는 방안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탐구학습을 적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방안으로 

워크북이라는 형태를 가진 매체를 개발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책의 

물리적 형태를 넘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방안으로 확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매체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학습의 사고 과정인 ‘탐구’라는 개념을 미술교육의 

관점으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탐구’를 실제적인 교육 

개념으로 정의하여 탐구학습을 적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탐구학습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워크북을 개발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술교육에서의 다양한 요소 중 

학습자의 체험과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탐구학습과 탐구적 태도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자를 적절한 흥미와 성취로 

유도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과 워크북 개발 및 분석을 통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과 워크북은 변화하는 

시대에 주체적인 관점과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새로운 발견과 독창적 

표현을 추구하는 탐구적인 교수-학습 방안의 방향성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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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워크북 개발안 1: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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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워크북 개발안 2: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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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아동 대상 설문지



- 119 -

Abstract

A study in developing 

art program workbook through 

application of inquiry learning

Hoim,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necessity and 

specific methods for self-directed inquiry learning. The 

fundamental goal of art education is to understand the world 

constructing the individual and to experience building students’ 

lives on their own.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inquiry 

learning, which enables delving into the subject and establishing 

their own thinking system, leading to a process of creative 

express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et definitions of the 

inquiry learning, which is a method of how a learner’s active 

inquiry activities could lead to approaching fundamental goals of 

the art education, and to develop a workbook for “inquiry 

learning,” thereby presenting its possibilities. 

   The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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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ing necessary in art education? Art education has evolved 

with various theories and concepts, and is still evolving. In the 

modern era, not only appreciation and expression but also 

experience ar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art education.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t the depth of perception and 

experience on the part of the learners themselves is discussed 

within the area of art education. Inquiry learning would be a 

method for the learners to discover problems and objects and to 

experience objects in depth. The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why inquiry activities are necessary in the current streams of 

art education.

   Second, how is inquiry learning possible in art education? 

This study provides a definition of the inquiry learning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s. It also analyzes 

the ways the inquiry learning has been performed in the 

education until now. By developing a program and a workbook, it 

aims to present specifically the possibilities of inquiry learning 

and thus to examine the methodology of inquiry learning in art 

education.

   Third, what educational values do inquiry activities have in art 

education? This study develops an art education workbook with 

inquiry learning applied, in search of the possibilities and 

educational values of the inquiry learning in art education. 

Furthermore, a workbook is developed with applications of a 

series of steps, to perceive, to connect, and to think, so that 

inquiry learning can be performed systematically in stages and 

be a complete experience for learners in the area of experience.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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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values inquiry activities have in art education and to 

suggest their possibilities. 

   This study, which started with this research question, was 

conducted as follows. Part I examined the research background 

of the art education through inquiry learning. Through previous 

research, the necessity and objective of applying inquiry learning 

to art education were discovered, and the importance of research 

for defining and applying inquiry learning was proved. Part II 

investigated and defined clearly the concept of inquiry learning in 

education. It explored the nature of inquiry learning related to 

constructivism, and applied it to the inquiry learning in art 

education. The necessity and methods of inquiry learning in art 

education were thus examined. Part III suggested specific 

methods for developing an art education program with inquiry 

learning applied. The target group was 3rd and 4th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and, in reference to art subject textbook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study developed a program 

with the subjects of experience and observation based on the 

objective and nature of learning. It focuses on the goal and 

development direction applied with inquiry learning, from the 

subject selection stage to program performance methods. 

Although the basic sequence of art subject curriculum is 

experience, expression, and appreciation, this study set the 

sequence for the workbook during development: “appreciation,” 

“experience,” and “expression.” The purpose for such is to 

induce interest at the stage of “appreciation” of artworks, to 

set “experience” as an important step for the exploration in 

daily life and expansion of the ideas, and to enabl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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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at the stage of “expression,” where students’ own 

ideas are turned into visual outcome. Part IV developed and 

suggested a workbook for each teaching time for programs of art 

education through inquiry learn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quire learning, recording the phased 

expansion and thinking was deemed necessary,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a specific workbook capable of applying it. 

Surveys for the developed program were conducted to 3rd and 

4th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and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and their effec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developed workbooks as specific frames for 

the program and its development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art education program applied with inquiry learning. Based on 

this, part V reaffirmed the importance and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research issue, reflected on its limitations, and gav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In conclusion, this study specified the concept of “inquiry,” 

which is a thinking process of learners, in the perspective of art 

education. It also defined “inquiry” as a practical education 

concept, established an educational program applied with inquiry 

learning, and developed a workbook for performing the inquiry 

learning specifically, thereby presenting its direction. This study 

led to a discovery of the importance of inquisitive attitude, 

among various elements of the art education, which emphasizes 

the learners’ experiences and thinking process. It could also 

design possibl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rough the 

program and workbook made for the inquisitive attitude to induce 

adequate interest and achievement from the learner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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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nd workbook presented in this study show the 

direction and possibility of the inquisi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at pursue new discoveries and original expressions 

with autonomous perspectives and self-directed attitudes in the 

changing world.

keywords : art education, inquiry learning, constructivism, 

workbook, aesthetic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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