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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일상생활 및 경험에 밀접한

‘소비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미술 교과를 비롯하여 국어, 사회과 교육과정

을 재구성한 교과통합 수업을 개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학문

의 경계를 뛰어넘어 ‘역량’을 갖춘 지식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다.

먼저 문헌 연구의 방법으로 선행 연구 자료를 고찰하여 미술 교과와

타 교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술

교과와 타 교과 통합수업의 사례,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의 사례, 미술을

통한 환경교육의 사례 등을 탐색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자료 분석을 토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 교과의 관련 단원

및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지도 방법 및 평가의 방법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실행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의 수준

및 흥미를 고려하여 그림책 감상을 통한 주제 탐색, 글과 그림 구성을

통한 그림책 표현 활동, 완성된 작품 감상 활동까지 이어지는 10차시의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과정 중심 평가의

방식에 따라 수업 중 관찰 평가, 활동지와 수업 결과물을 통한 포트폴리

오 평가를 종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융·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방법으로써 하나의 주제로 세 교과를 통합하여 교과통합 수업을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과정 중심 평가 및 수업 결과물을 통한 평

가를 종합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미술 교과를 비롯하여 국어,

사회과의 관련 단원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수업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4학년 학생들이 연구 주제에

알맞은 그림책을 창작할 수 있었고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통해 창의융합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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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능력과 같은 미술 교과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넷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표현 및 감상 활동 과정에서 프로그램

수업의 주제인 ‘소비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평소 생활 모

습을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하여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통합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연구자가 예상한 대로 긍정적인 교육 효

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에 대한 결론과 제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와 같

이 미술 교과와 타 교과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주제 중심 통합수업

이 보편화되고 체계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미술교육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 및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교과와 통합하는 교육적 시

도가 많아지고, 다양한 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수업이 더욱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 미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과

통합 수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주제 중심의 교육과

정 재구성을 통해 통합 수업을 개발하여 그 효과와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와 교사들은 교과 간 단절성을 극복하여 적극적

인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도하고, 학생의 삶과 경험에 기반한 다양한 주

제를 탐색하고 이와 접목할 수 있는 교과와 단원을 찾아 엮을 수 있는

안목과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교과를 통합하여 교육과정 재구성한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교사에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연수, 수업시간 확보, 다양한

연구자료 등의 환경적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현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인재상에 비추어 교과 융·통합의

의미를 충분히 분석하여 수업을 설계하였으며, 주제 중심 교육과정 재구

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과정 중심 평가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시사한 통합 미술교육의 가능성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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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교육이 다양한 교과와 여러 가지 주제와 함께 엮어 적극적으로 재구성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통합 미술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통합 수업, 그림책 교육,

환경미술교육

학 번 : 2018-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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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행연구이며 미술, 국어, 사

회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재구성한 수업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소비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그림책을 창작하여 미술 교과 및 타 교과와의 통

합교육이 실효성과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

그램 개발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감상 및 표현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시각적 매체는 ‘그림책’이며, 방법 면에서 ‘교육과정 재구

성을 통한 교과통합’이고, 주제 면에서 ‘소비와 환경 문제’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인재상과 더불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

량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무엇을 아는가’ 라는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실천적이고 방법적 지식, 기능, 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두된 STEAM(융

합인재교육)과 같은 맥락으로, 분과적이고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여러 영

역의 복합적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이

고 융합적인 사고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미술교육의 동향 역시 시대의 흐

름과 맥락 따라 학문중심 미술교육(DBAE), 구성주의 미술교육,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한 다문화 미술교육, 시각문화 미술교육(VCAE) 등 다양

하게 변모되어 왔다. 최근의 미술교육의 동향 중 하나로 ‘통합 미술교육’

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소통, 통합, 통섭, 융합, 집단 지성이라는 사회‧

문화적 키워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분야가

융합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창조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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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 것이다.

통합 미술교육에서의 ‘통합’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첫째, 체험-표현-감

상의 각 내용 영역 간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것과

둘째, 사회-미술, 국어-미술 등 타 교과와의 통합을 통해 미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며 다른 영역과 함께 삶에 이바지함을 뜻한다(김정선 외

5인,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미술교육의 동향을 반영하고 현행 교

육과정의 목표와 쟁점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며, 구체적인 수업지도안 및

평가 계획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미술, 국어, 사회 세 교과를 통합하기 위하여 본 프로그램 수업의 주제

를 ‘소비와 환경 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자가 설정한 ‘소비와 환경 문제’

라는 주제는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만큼 학생들의 경험과 밀접한 관

계가 있으며 교육할만한 가치가 분명한 것인지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

며,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욜로(You Only Live Once: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며 소비

하는 태도)', '탕진잼(소소하게 낭비하며 느끼는 재미)’, ‘가심비(가격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형태)’ 등의 신조어들은 자원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의 소비와 행복을 추구하는 오늘

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비약적

인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져 부족

함없이 먹고, 즐기는 삶의 이면에는 자원의 낭비와 폐기로 인한 크나큰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환경부, 2015). 문제의식이

나 해결을 위한 노력없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세대를 살아갈

어린이들 또한 음식이나 물건을 불필요하게 많이 소비하고 쉽게 버리는

등의 자원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자연스레 형성되고, 그것이 생활 습관

으로 굳어져 앞으로의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UN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하기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중에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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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더 나은 일

을’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까지 모든 행위 주체들

의 협력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실천으로

부터 비롯되는 ‘자원 순환형 사회’는 자연계로부터 경제계로 투입되는 자원

을 최소화하며, 경제계에서 자연계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시스

템을 말한다. 자원 순환형 사회는 지구촌의 자원고갈 문제와 폐기물 문제

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성경원‧남영숙, 2019).

앞서 말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부터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

한 소비와 생산을 통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학교의 역할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며 환경 문제를 겪고 또 그것

을 해결해나갈 주체인 학생들에게 학교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소

비와 자원순환에 대하여 반드시 내실있는 환경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환

경교육은 이미 초래된 환경 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태

도를 변화시키는 사전 예방적인 의미가 있어 특히 가치관과 기본 생활습

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16)을 통해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융․통합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다양한 교과

중에서도 미술 교과와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미

술교육과 환경교육의 관련성과 미술교육을 통한 환경교육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미술과

내용체계는 크게 체험, 표현, 감상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체

험 영역에서는 자신과 환경과 세계와의 관계를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탐색하고, 다양한 분야와 통합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미술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감성적 발달에만 그

치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 환경을 아우르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의 통합성을 바탕으로 지

구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면서 발전하고자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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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가능한 환경교육과 목적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미술 교육

과정 총론에 ‘자연물’, ‘인공물’, ‘주변 환경’, ‘시대’, ‘맥락’ 등과 같은 용어

가 등장하는 것은 환경교육의 다양한 요소들이 미술과의 교수·학습 주제

나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초등

학교 3-4학년군 및 5-6학년군 검정교과서에는 ‘자연물을 활용한 대지미

술’, ‘친환경 건축’,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디자인’, ‘재활용품을 활용한 정

크아트’와 같은 환경과 관련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

술교육과 환경교육의 밀접한 관련성을 알 수 있다. 즉, 미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탐색하고 미적으로 표현하며 친환경적 실천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미술, 국어, 사회 세 교과를

통합하기 위하여 주요 시각적 교육 매체를 그림책으로 설정하였다. 니콜

라예바와 스콧(Nikolajeva & Scott, 2001)은 저서에서 “그림책은 시각적

이고 언어적인 두 가지 수준의 의사소통에 기초를 둔 고유한 예술의 형

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 독특한 의미전달

방식을 보여주는 그림책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가 본 연구 주제와 의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림책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요약하자면 첫째, 그

림책은 글과 그림을 재미있게 엮어 흥미를 느끼게 하고, 의미있는 내용

과 더불어 시각적인 만족을 함께 제공한다. 그림책은 유년기에 처음 접

하게 되는 책의 한 종류로써 어린이들에게 매우 친숙한 형태이며 어린이

눈높이에 알맞은 삽화, 이미지를 통해 글과 정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준다. 둘째, 어린이는 그림책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발달

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책은 단순히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문학 매체이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환경 그림책의

이미지와 글을 보고, 쓰고, 그리는 과정에서 겪는 기쁨, 슬픔, 감동 등의

다양한 정서적 경험은 미적 감수성과 생태 감수성으로 이어져 창의적인

작품 제작까지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어린이는 그림책을 통해 시각적으

로 간접경험을 할 수 있으며 그림책의 이미지를 통해 이해와 상상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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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으로 인해 세계 각 지역에서 실

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림책을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글과

그림으로 전달해 준다면 보다 쉽게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심각성을 받아

들일 수 있게 된다(배예원, 2016). 넷째, 어린이는 그림책 창작 과정에서

타인과의 소통능력을 기르고, 타 영역과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림

책을 감상을 통한 문제 인식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탐색 과정, 그리고 자신만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림책 창작과정

전반에 타인과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일상

생활 속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림책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본 연구의 과정은 미술, 국어, 사회 세 교과를 통합으

로 이루어진다. 환경 문제를 다룬 그림책은 사회 교과의 ‘현명한 선택과

소비’ 단원과 연결지을 수 있으며, 국어 교과의 ‘이야기 속 세상’ 단원에

서 이야기를 읽고, 재구성하여 창작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나만의 이야기

를 만들고, 이야기와 어울리는 그림책의 이미지를 다양한 표현 방법과

재료를 통해 표현하는 미술 활동으로 마무리 지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림책은 다양한 교과목의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여 교과통합 수업을 지도

하기에 매우 용이한 매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와 환경 문제를 주제

로 한 그림책 창작 수업을 개발하고, 실행연구를 진행하여 결과 분석을

통해 교과통합 수업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교과통합 환

경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미술, 국어, 사회

과의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주제에 맞는 그림

책을 창작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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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충분히 분석하고 현 교

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에 알맞게 개발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

는 통합하고자 하는 각 교과의 목표, 교수‧학습 방법, 단원별 성취기준을

취지에 맞게 추출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프로그램 수업을 기획하고 수업

자료 및 평가 자료를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을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게 실행하였을 때 연구자가 기대

하는 교육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연구자가 각 교과에서

추출하여 차시별로 재구성한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학생들이 음식, 물건, 자원의 과소비와 낭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절약이나 재활용과 같이 학생 수준에서 현실적인 실천의 필요성

을 느끼고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한 권의 그림책을 만드는 긴 호흡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

적이고 개성있는 작품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을 아

우르는 총체적인 미적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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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연구 자료와

선행연구를 탐색하였다. 1절에서는 초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

과 중점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 실현할 수 있는 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와 방법을

조사하여 교과통합 수업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다. 2절에서는 그림책의 개념과 그림책을 교육적으로 활용했을 때의 가치

를 살펴보고, 그림책 창작 교육의 동향을 파악하여 연구에서 활용할 만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3절에서는 환경교육과 미술교육의 접점을 찾고, 선행

연구를 통해 환경 미술교육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를 탐색하였다.

Ⅲ장에서는 ‘소비와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교과통합 수업의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수업에서 통합할 교과를 선정하였다.

또한 수업 자료로 활용할 그림책을 수집한 뒤,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과 평가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Ⅳ장에서는 교과통합 수업을 통한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

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게 프로그램 수업을 실행한 뒤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관찰한 결과와 더불어 포트폴리오 평가도구를 통해 과정 중

심 평가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프로그램 수업에 대한 학생 의견을 덧붙

여 분석하였다.

Ⅴ장에서는 각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정리하였다. 프로그램 수

업의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의도했던 교과통합 프로그램 수업의

교육적 효과가 잘 나타나 연구 문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더불어

미술교육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고, 제한점을 되짚어보며 후

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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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본 연구 과정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

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융합

형 인재양성과 역량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교육

과정 통합 및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정리한다. 또한 미술

교과와 함께 통합 수업이 이루어져야하는 까닭에 대해 알아보고 미술 교

과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연

구 수업에서 활용할 매체인 그림책에 대한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물을 분석

하여 그림책의 개념과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의 가치를 조사하여 프로그

램에서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또한 프로그램 수업

주제에 해당하는 ‘환경 문제’를 내실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과 미

술교육의 접점을 살펴보고 미술을 통한 환경교육의 다양한 방법과 사례

를 찾아본다.

둘째, 실제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는 교과통합 수업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프로그램 개발에 바탕이 되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기본적

인 이해를 토대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룬 그림책

을 활용한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를 위해 수업 주제에 알

맞은 교과를 탐색하여 최종적으로 미술, 국어, 사회 교과를 선정하고, 각

교과에서 주제와 관련된 단원 및 성취기준을 추출한다. 프로그램 수업은

총 10차시로 설정하며 세 교과의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각 차시의 학습

목표와 학습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계획을 세우고, 실제 수업

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안과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셋째, 실행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교수‧학습 지도안 및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한다. 연구의 기간은 2020년 7월~10월
중 방학 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 수업시간이며,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1개 학급 26명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사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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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및 흥미 정도를 파악하고,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하여 실행연구를 진행한다. 주제에 따른 그림책 감상 및 창작 수업을

10차시로 설정하여 운영하며 수업의 결과는 포트폴리오 평가 및 관찰 평

가 두 가지의 과정 중심 평가의 방법에 따라 도출하여 연구자가 의도한

연구 문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한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프로그램

수업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미술교육이 타 교과 및 다양한

영역의 주제와 내실있게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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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중요성

연구자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맥을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통합 미술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하

고, 친환경적 소비의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과통합형 환경 그림책 창작 프로

그램 수업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의도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진

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

인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 미술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 설계과정에서 교육

부, 시·도 교육청 자료와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과 원리를 탐색하였다. 탐색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정의와 유형은 학

자별로 다양하나, 김평국(2004)은 크게 두 가지로 교과 내 단순한 전개의

순서 변경 또는 내용 추가·축약·생략·대체를 ‘소극적 수준의 재구성’으로

분절된 교과의 영역을 넘어 교과 간 통합이 이루어진 것을 보다 ‘적극적

인 수준의 재구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

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강성문(2016) 역시 교육과정이 개정될수록

교사들의 자율성이 확대 및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초

등학교 교사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까

닭이 무엇인지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문서 형식의 제한성과 학년 초 시

간의 촉박함과 같은 ‘학교 수준의 어려움’과 형식적인 문서작성으로 인한

자율과 의존 사이의 괴리감과 같은 ‘교사 수준의 어려움’으로 나누어 제

시하였다. 이처럼 교육과정 재구성은 그 과정과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지만 분명한 장점이 있기에 양질의 재구성을 위

하여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였다. 또한 교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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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허물고 교과서 지도 순서에 얽매이지 않는 교과통합 수업을 실행

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확보하였고, 학생들의 공감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와 자료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환경 친화적 소비의 개념과 실천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수

업이므로 연구대상인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

적인 실천 의지의 함양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환경교육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된 여러 과목에서 환

경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는 분산형 형태와 환경교육을 하나의 교과로써

가르치는 독립형 형태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독립된 교과가 아닌 범

교과 학습주제로 분류되어 분산형 형태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성희·이상원, 2018). 실제 학교 현장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는 별도의

교과서 없이 여러 교과에서 분산적으로 지도되거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

간을 통해 교사 재량으로 선택적으로 지도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행

사와 학교별 특색 활동이 가득한 학사 운영상 교사들은 교과서 진도를

학기 내 마치는 것도 매우 빠듯하고, 구체적인 지도 교재나 자료가 없어

범교과 학습주제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

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큼의 지속적이고 내

실있는 환경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친환경적 소비’와 관련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분석

한 오민주·남영숙(2019)의 연구에서 환경 친화적 소비교육의 방법적인

면으로 토의·토론하기, 만들기, 문제 해결, 조사·발표하기, 가치 탐구 프

로젝트 학습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였으며 주제 면에서는 교과별 특

징에 알맞게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공정무역, 에너지 자료 분석하기

등 다양한 주제와 연결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 그림책을 활용한 감상 및 창작 과정에서 토의·토론, 포

트폴리오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미술, 국어, 사회의 성취

기준을 비롯하여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능력, 문화 향유역량, 비판적 사

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과 같은 교과별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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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지도 연령과 방법 면에서 다소 한정적이었던 그림책 교육을 발

전시켜 그림책을 통합교육의 소재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다. ‘그림책 교육’을 주제어로 학위논문과 연구 자료물 등 다양한 선행연

구들을 분석하였을 때 주요 연구대상 연령과 지도 방법이 다소 한정적이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그림책을 활

용한 교육은 주로 영‧유아 혹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

다. 그림책을 하나의 문화로써 향유하는 세대가 아동을 넘어 성인으로

넓어진 오늘날의 경향과 그림책의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여 그림

책 교육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다. 둘째, 그림책 교육이 주로 국

어, 미술과 같이 특정한 단일 교과에 한정되어 개발되거나 진행되고 있

다(이현아,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교과가 아닌 ‘친환경적 소

비’라는 주제로 세 가지 교과의 관련 단원을 접목하였다. 이를 통해 그림

책 교육이 단순히 글과 그림을 감상하거나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주제와 만나 그 활용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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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초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가. 초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1) 개정 배경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자면 문과와 이과로 양분화된 기존

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문·이과 통합 논의(교육부, 2014)’

로부터 비롯됨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교과를 기본단위로 하여

단편적인 지식으로 분절되어 입시를 위한 암기로 학습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학

교 교육과정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

은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문과, 이과, 기술 또는 예체능과 같은 단순한

갈래에 따라 나뉘어 교육받고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학습자는 삶과 배움이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학교 교

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문적인 경계 없이 통합적 안목과 기초 지식을 토대로 새

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되어왔고, 이것이 교육과정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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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중점사항

교육부(2016)는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

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교육

과정 구성의 중점사항으로는 첫째,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

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한다. 둘째,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

을 개선한다. 셋째,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넷째, 학

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

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다섯째, 교과의 교육목

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한편, 이전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새롭고 특징적인 것을 꼽자면 교육과정 내 ‘핵심역량’ 개념의 등장이다. 교육부

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여섯 가지의 핵심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를 위한 교육

방향이 학습자가 ‘무엇을 아는가’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에 초점

이 맞추어짐을 의미한다. 교과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궁

극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이 총론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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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16)는 성취기준을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수업

을 통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즉,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학습을 통

해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지식’과 ‘할 수 있어야 하는 수행능력’을 동시에 성

취기준에 포함하였다. 성취기준은 교과서 개발자에게는 교과서 차시의 내용

과 활동을 선정하는 기준이며, 주제 학습에 있어서는 실행 기준이며, 평가 기

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교사에게는 수업 설계의 방향이자

수업의 결과로써 학생들이 잘 학습하였는지 판단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피

드백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지적된 한계를 개선하

고, 본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역량’과 연결지어 개발되었다. 이전 교

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양이 방대하고, 진술방식에 있어 지나치게 지식 이해 중

핵심역량 내 용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적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융합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표Ⅱ-1]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교육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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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이고 기능면은 이에 비해 단순히 언급된다는 점, 진술된 문장이 모호하여

교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었기에 세부적인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예컨대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내

용+행동’의 형태로 진술할 것을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이와 같은 고정된 진술

방식은 실제 수업에서 ‘교과 지식+단순한 수업형태’로 ‘~(내용 또는 지식)을
살펴본다, 발표한다, 관찰한다’와 같은 단순 행동으로 진술되어 학생의 수업목

표 도달을 수준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주로 ‘~을 안다, 이해한다’의 형태로 진술되는 등 교과 지식과 내용에만 초점
이 맞추어진 서술어가 쓰이기도 하였다(이호담, 2018; 백남진, 2014).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로 중복

되는 성취기준을 삭제하고, 교과별 성취기준 중에서 보다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기준을 추출하여 ‘핵심성취기준’으로 제시하여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

였다. 또한 ‘(내용요소)를 (기능)할 수 있다’ 형태의 문장으로 개발하였는데 이

때 ‘내용요소’는 내용체계표에 근거하여 학년 군별로 구체화 된 핵심적인 교과

내용 및 지식에 해당하며, ‘기능’은 수행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요소로, 성취기

준이 역량 습득을 위한 구체적인 도달 지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3) 2015 개정 초등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자신

과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 활동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의 미술은 바른 인성과 문화적인 소양을 갖

춘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핵심 교과이다(교육부, 2016). 교육과정상

미술 교과의 목표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

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며 학교 급별 교육

목표 중 초등학교 미술과의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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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미술 교과의 성취기준의 하위영역을 ‘체험’, ‘표현’, ‘감상’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과 관련된 3~4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미술과 교육과정, 제2015-74호[별책13], p.5.
2) 교육부, 미술과 교육과정, 제2015-74호[별책13], p.7-9.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목표 1)

(가) 자신과 주변 환경에서 미적 특징을 발견하고 소통하며, 미술을 생활과 관
련지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나)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고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미술 작품의 특징과 배경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라) 미술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초등학교 미술과 하위영역 2)

(가) 체험
3, 4학년의 ‘체험’ 영역에서는 몸의 감각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
로 참여하면서 미술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기초적인 미적 지각 능력 및 미
술과 생활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탐색 활동을 통해 대상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나타내고, 생활 속에서 
미술을 발견하여 자신과 관련짓는 데 중점을 둔다.

(나) 표현
3, 4학년의 ‘표현’ 영역에서는 생활 속에서 표현 주제를 찾거나 관찰과 상상을 
통해 표현 주제를 탐색할 수 있는 발상 능력과 작품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이
해를 바탕으로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등을 익혀 기초적인 제작 능력을 
기른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제를 풍부하게 떠올리고 표현 계획을 세
울 수 있으며,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를 탐색하고, 기본적인 재료와 용
구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 감상
3, 4학년의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 문화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소양을 기르며, 
서로 다른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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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으로는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제

시하였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다은(2019)은 위의 다섯 가지 역량을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교육에 접목하

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그림책

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미

교과 역량 내 용

미적 감수성

다양한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

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미적 경험에 반응하면서 미적 가치

를 느끼고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

시각적 소통

능력

변화하는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와 정보, 시각 매체를 이

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활용한 미술 활동을 통

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창의·융합능력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미술 활동 과정에 타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연계, 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

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

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

미술 활동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를 계

발･성찰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배려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

[표Ⅱ-2] 2015 개정 미술과 교과 역량 (교육부, 2016)

분야의 미술 작품과 미술가들이 있음을 알고,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설명하며, 미술 작품을 올바른 태도로 감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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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과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둘째,

그림책에 나타난 시각 이미지와 정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셋째, 그림책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간접적인 경

험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생각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

견함으로써 창의·융합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넷째, 그림책에 나타난 다양한 시

각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면서 미

술 문화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섯째,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 활동에 좀

더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계발하고 성찰

하면서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4) 2015 개정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

국어 교과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태

도를 기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사용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치 있는

국어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학습

자는 국어의 학습을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 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 계발 역

량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과 역량 내 용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은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

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

자료･정보 활용

역량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

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표Ⅱ-3] 2015 개정 국어과 교과 역량 (교육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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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과의 교수·학습 지도, 평가 역시 교과 역량을 기반으로 방향을 설정

하고 역량 중심의 통합적 활동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기르도록 하

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교육부, 2016).

국어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살펴보았을 때 하위 영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학습자는 이 영역에 관한 지식을 갖추

고 각 영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길러 국어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 중 특히 본 수업에서는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을 추출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졌으므로, 연구자가 추출한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을 보다 상

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3∼4학년 문학 영역 성취기준은 작품으로 형상화된 세계를 포괄

적으로 이해하며 감상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

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학습자의 흥미와 발달 단계에 맞는 작품을 찾

아 읽고 감상의 결과를 능동적으로 표현하면서 문학을 즐기는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문학 영역의 두 번째 성취기준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

품을 이해한다’는 서사 갈래나 극 갈래의 작품을 수용할 때 인물, 사건, 배경이

라는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

하였다. 이때 인물은 ‘누가’에 해당하고, 사건을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

며 배경은 ‘언제, 어디서’에 해당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초등학교 3~4학년에게
지도할 수 있는 서사 갈래와 극 갈래의 종류는 옛이야기, 창작 동화, 아동극,

애니메이션 등이 있으며, 감상 활동을 하면서 인물과 사건의 관계, 사건과 배

의사소통 역량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

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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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다만, 수용에 초점이 있는 학

습 요소라 하더라도 발산적 사고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 재구성이나 창

작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을 반영하여 1~3차시에 작품 감상과 더불어 ‘생각그물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작품을 읽고서 학급 구성원과 인상 깊었던 점, 느낀 점, 떠오르

는 생각을 공유하게 하였다. 또한 인물, 사건, 배경을 지도할 때에는 이들 요소

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게 하기보다는 이야기 속에서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인물, 사건, 배경

을 지식적으로 지도하지 않고, 함께 읽은 그림책을 통해 개념을 확인하여 이야

기의 구성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감상 영역의 네 번째 성취기준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와 다섯 번째 성취기준 ‘[4국

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의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중 연구와 관련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3)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제2015-74호[별책5], p.29.

초등학교 국어과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3)

⑥ 독후 활동으로서 생각과 느낌 표현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전형적인 감상문 
쓰기 외에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등으로 활동을 다양화하고, 
듣기･말하기와 연계한 작가 혹은 인물과의 가상 인터뷰, 미술 교과와 연계한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⑦ 문학의 생활화를 위해 학교나 가족 혹은 또래 집단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
서 현재 자신이 겪고있는 고민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을 찾아 읽도
록 하며,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교수･학습 자
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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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 연구자는 국어과와 미술과의 통합 지도의

강조를 확인하였으며, 교육과정이 기술한 것과 같이 어떻게 하면 전형적인 독

후활동이 아니라 유의미한 의미로 남을 수 있을지 탐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그림책을 읽고서 이야기의 주제나 교훈, 인상 깊은 부분이 책 속에서 머물지

않고, 책을 덮고서도 오랫동안 학생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질적인

활동을 구상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 학교 등 학생들의 삶 속 장소에서 지속적

으로 성찰, 반성 및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국어 교과가 지니는 또 하나의 특성은 국어 교과가 다른 교과의 학습 및 비

교과 활동과 범교과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이다. 범교과적 내용이나 주제를 담

은 담화나 글, 작품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의 활동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미

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이바지한다(교육부, 2016). 따라

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주제로 분류된 ‘환경교육’을 주제로 한 환경

그림책을 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본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

어과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가치, 태도의 형성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교

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사회과에서 기르고자 하는 민주 시

민을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사회

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 사회, 국가의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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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의 세부목표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일부를 살펴보았을 때 사회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활하는 배경과 장소에 해당하는 자연환경 및 인

문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 및 문

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

과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탐구, 토론과 같은 문제해결 기

술습득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과 해결방법 탐색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데 교육부(2016)는 사회과를

통해서 길러야 할 핵심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제2015-74호[별책7], p.4.

초등학교 사회과 세부 교육목표 4)

나. 지표 공간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의 지리 문제와 쟁점에 
관심을 갖는다. 

라. 사회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
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성격 및 민주적 사회생활을 위하
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한다.

마. 사회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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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 수업에서는 4학년 2학기 2단원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을 통합할 단원으로 선택하였고, 성취기준 중에서 ‘[4사04-03] 자원의 희소

성으로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파악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을 설명한다’를 바탕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한

다.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생산과 소비’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여 경제활동에서 선택

의 문제가 발생함을 지도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연구자의 수업이 대량생산

으로 구매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음식 또는 물건이 과소비되

며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그 주제로 하기 때문에 위 성취기준을 재구성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이를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문

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야 한다(교육부, 2016). 따라서 본

교과 역량 내 용

창의적 사고력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 사태를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능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 하는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해석·활

용·창조할 수 있는 능력

[표Ⅱ-4] 2015 개정 사회과 교과 역량 (교육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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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환경 그림책을 읽고서 평소 자신의 소비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로써 인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회

과의 역량 중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학급 구성원과 함께 이야기하여 찾고, 문제의 심각성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창작그림책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과의

역량 중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을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

나. 교육과정 재구성

1) 정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시기, 지역, 학교, 학습자의 수준 등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재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적절

히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교육부, 2015). 교과서 중심의 진도 나가기식의 교육

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수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교과 간 중복을 피

하며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지며, 융합과 통

합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과정의 총체적 성찰을 바탕으로 교

과 지식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

이 교육목표에 도달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국가수준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다 보면, 학생들의 이해 수준 또는 흥미에 알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국가 교육과정

은 각 학교의 특수성, 학생들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획일성,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서경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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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2017)은 국가수준 교과서에 기술된 표면적 지식만을 전달하면 수업

내용의 깊이가 얕아지며, 학생들의 수준과 맞지 않거나 예화나 활동들이 흥미

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년별로 지도해야할 학습량이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제시되는 경우, 많은 교실에서 교과서

진도나가기 급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업 중 양질의 발문과 대답을 통한 사고

의 확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여백을 만들고 생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과정 재

구성에 참여하는 교사는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욱 깊어지고, 다

양한 교과를 엮어 융·통합 수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개발된 수업을 통해 학생

들은 교과서 속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및 학교, 개인 수준에 알맞고 흥미

로운 활동을 통해 각 교과의 역량과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교실에서 실현하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된 교육과정 재구성은 현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

라,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왔다. 이지혜(2015)는

다수의 연구물을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자 교육과정 재구성의 정의

황규호

(1995)

‘교사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로서 각 교사가 교과의 정

해진 핵심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학생들의

모든 특성을 고려하여 총체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박현주

(1996)

교육과정을 상황에 맞게 그리고 각자의 정황과 교수양식에

따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

홍후조

(2002)

교육과정 운영이란 교육과정을 학교와 교실에서 사용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연구·개발된 교육과정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

[표Ⅱ-5]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 교육과정 재구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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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자들이 기술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정의를 비교하여 공통적인 부분

을 추려내 본다면 ‘학생 중심, 상황과 맥락, 재구성, 실천’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을 근거로 하여, 여러 교과서 단원 성취기준을 분석한 뒤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일상생활과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

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구안하고자 한다.

2) 교육과정 재구성의 근거

각 교과별 단절성을 극복하고 지식만이 아니라 수행능력까지 갖춘 학습자를

위한 교육을 추구하는 본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수 있다. 즉,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교과서의 내용과 순서를 그대

로 가르치지 않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 각 학급의 학생 수준 등의 요건을 고려

하여 교수·학습 계획을 편성할 수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교사가 재구성

김경자

(200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은 교사의 전문적 능력의 일부분으

로서 지속적이고 공통적으로 교사에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현재도 발휘되고 있는 능력

서경혜

(2006)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교육 상황에 적절하게 재구성하는 활

동으로서 교육과정의 전달 및 개발의 중도에 위치한 것

이자연

(2008)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사가 학생의 학습을 지

원하기 위해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

는 계획과 과정 및 결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실천

서경순

(2010)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실이라는 환경 안에서 교

사가 효과적인 교실 수업을 위해 학생의 인지적 특성, 흥미

에 맞게 교육과정을 변형하고 적합한 학습 경험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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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근거와 고려사항은 무엇이며,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실행의 어려

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는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재구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과목의 학년군 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15, p.29).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

한다(교육부, 2016, p.3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로 달랐던 기존의 내용체계표의 형식을 통

일하여 ‘핵심개념’과 ‘기능’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성취기준에 코드

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교과 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을 성취기준으로 묶

어 융·통합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교육부, 2016).

또한 학습부담 경감과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한 차원에서 교과별 수많은 성취

기준 중에서도 보다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기준을 추출하여 ‘핵심성취기준’으

로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고, 교사에게는 교육과

정 내용 중에서 필수 지도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함으로써 재구성을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수‧학습 계획을 세

울 때, 교과 내용의 순서 변경 및 첨가, 삭제할 수 있지만 핵심성취기준을 포함

하여 핵심적인 학습내용을 추출하여 조직하고, 학습자가 핵심성취기준에 도달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평가 방법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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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재구성의 유형

교사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의 관점과 이해정도가 저마다 다르기에 실제 학교

현장 수업에서 실현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식 또한 다양하다. 김평국(2005)

는 ‘순서 변경, 내용 생략, 내용 추가, 내용 축약, 내용 대체, 타 교과와의 통합’

과 같이 6가지로 교육과정 재구성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교과 내용 재구성 유형 혹은 방법에서 전반적으로 단원이나 단원 내의 내용

순서 변경이나 내용 추가의 비율이 높아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단

순한 유형의 재구성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내용 대체,

교육과정 재구성

유형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

전개 순서의 변경

교사들이 여러 교과의 수업에서 계절이나 절기 등을 고

려하여 단원의 순서를 바꾸거나 한 단원 내에서 전개 순

서를 바꾸어 재구성한다.

내용 생략

교사들이 학생의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혹은 시간이 부

족하여 혹은 교과 전문 지식이나 기능이 부족하여 단원

이나 단원 내의 일부 내용을 생략한다.

내용 추가 단원 내용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추가한다.

내용 축약 학생의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교과서 내용을 축약한다.

내용 대체
학생의 수준이나 흥미, 실생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단원 내용의 일부를 이외의 내용으로 대체한다.

타 교과와의 통합
단원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교과의 학습 내용과

통합하여 지도한다.

[표Ⅱ-6] 교육과정 재구성 유형 (김평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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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생략, 내용 축약의 유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타 교과와

의 통합을 활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복잡한

유형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경우는 적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과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나 재구성

등의 적극적인 활용보다는 개발된 기존 자료를 참조하거나 활용하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평국, 2005).

한편, 본 연구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기에 앞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큰

틀이 주어지는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적극적이고

양질의 재구성을 하기 어려운 까닭을 먼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수업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수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김지연(2016)은 학교수준 교육과정이 교사가 교실 수업을 함에 있어서 교과

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성취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 학생 수준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교수‧학

습 계획을 세울 때, 교과 내용의 순서를 바꾸거나, 추가, 삭제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과정 재구성이 쉽지 않은 이유를 크게 교사 요인,

교수·학습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교사 요인으로는 ‘시간 부

족 및 업무과중’, 교수·학습 요인으로는 ‘교과서 내용의 과다’, 환경 요인으로는

‘학급당 인원수’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조사하였다.

이지혜(2015), 이효인(2014), 김평국(2005)은 공통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이 대개의 교사에게는 하나의 학교 업무로 치부되어, 학년 부장교사나 학년에

서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 의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음을 언급

하였다. 수업 이외에 여러 행정적 업무로 인하여 학기 초 교육과정 편성은 부

장 또는 담당교사가 전담해주기를 기대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언급하였다.

이호담(2018)은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하며 성취기준

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더불어 교사들의 성취

기준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첫째, 교사들의 교육과정 문해력(Curriculum literacy) 부족과 교육과정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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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성취기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꼽았다. 즉, 교육과정이 개정되며 강조되는 ‘성취기준’이

무엇이고 왜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학급 교육과정이나 연구 수업을 할 때만 형식적으로 사용

한다는 것이다. 둘째, 또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교사가 수정, 변형

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삭제할 권한이 없다는 우려로 교과 간, 교

과 내 단원 재구성보다는 교과서 순서대로 진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성취기준’이 무엇이고 왜 사

용해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교육

과정 문해력(Curriculum literacy)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 또는 교원 학습

공동체의 활성화를 해결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은 학습 결과로써의 지식보다, 할 수 있어야하는 수행능력 중심으로 기

술되었으므로 교사에게 각 학급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하여 수업을 구

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의 여지와 활용 면에서 보다 높은 자율

권과 선택권을 주고 재량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이호담, 2018; 서경혜,

2016; 소경희, 2015).

또한 교사들이 학기 초 교육과정 및 진도를 구성할 때 교육과정 재구성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재구성 예시가 필요

하다. 학년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수업이 더 많이 개발되고, 프로그램화되어 교실 상황에 알맞게 응용되고 발전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미술 교과를 비롯

하여 국어, 사회 교과의 각 1개 단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그림책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으나 학년을 달리하였을 때, 학생의 흥미와 관심 또는

교사의 선택에 따라 주제만 달리하였을 때, 통합하는 과목을 달리하였을 때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가능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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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과정 통합

1) 교육과정 통합의 필요성

통합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운동과 존 듀이(John Dewey)의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대두된 1920년부터 1950년대 시기에 학습 경험의 통합

및 교육과정 통합을 중요하게 다루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1970년대부터 제 4차 교육과정부터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활발히 이

루어지기 시작했다. 일전의 제 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였

는데 학교 내에서의 교육이 학습자의 삶과 연계되지 못하고, 단편적 지식전달

에 치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4차 교육과정의 개선 차 통합교육이 도입된 것이다(고

은수, 2018; 김재춘, 2012). 이처럼 학문적 경계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인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개정이 거듭 될수록 통합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

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다양

한 지식을 연결시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융·통합적 사고는 필수적이다. 이

를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교과 내 뿐만 아니라 교과

간 재구성 즉 교육과정 통합도 하나의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근거는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과정 총론에서 아래 부분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

한다(교육부, 2016, p.31).

교육과정 통합이 교실 수업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 및 교육적 의의에 대

해 오유선(2018)은 제임스 인그램(James. B. Ingram)의 인식론적 측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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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인식론적 측면

에서는 교육과정 통합은 지식의 전문화로 인한 개별화, 분절화를 막기 위해 필

요하다. 통합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식을 습득하며, 여

러 지식들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유의미하게 재구성하여 인

식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교육과정의 통합을 통한

수업이 학습자의 필요와 흥미가 반영된 어린이 중심적 교육과정이며, 학습자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교육의 측면에서도 분과적인 교육보다 효

율적이다(오유선, 2018, p.18-19; 이미숙, 1998, p.19-24; 김경희, 2001,

p.14-16; 서경순, 2010, p.5-7에서 재인용). 또한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이

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적발달 수준은 전조작기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며 추상적 사고보다는 구체적인 조작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 또한

여러 지식을 교과별로 분류하여 사물을 이해할 만큼 개념적 발달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학습 경험이 주어질 때 교육의 효과

가 극대화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경험과 실생활을 반영한 교육과정 통합을 통

해 학습자가 학교와 사회를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다(오유선, 2018)

2) 통합교육의 의미와 유형

통합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요소가 조직되어 하나 전체를 이루는 것, 교육적

인 의미로는 어린이 및 학생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을 종합하고 통일하

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이라 함은 두 가지 개념으

로 사용되곤 하는데 첫째, 서로 다른 여러 교과의 다양한 학문 영역의 지식이

각각의 학문적 특징을 유지하는 결합 상태로 학습하는 것이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일반 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 학생들과 함께 교육하는 것이다

(송동하, 2015). 본 연구에서의 ‘통합교육’은 대상이 아닌 교과 간 통합을 의미

하므로 전자의 개념에 해당한다.

통합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운동과 듀이의 경험중심 교육과정

이 대두된 1920년부터 1950년대 시기에 학습 경험의 통합 및 교육과정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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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다루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교과 간 통합의 유형을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는 헤이디 제이콥(Heidi. H.

Jacobs)의 분류(1989)와 수잔 드레이크(Susan. M. Drake)의 분류(1993), 로

빈 포가티(Robin Fogarty)의 분류(1991) 등이 있다. 먼저 제이콥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통합의 설계 모형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모형은 통합교육과정이 이루어질 때 교과의 선이 어는 정도 유지되는

지, 주제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학습자 내부에서 어느 정도 통합이 이루어

지는가를 나타내는 유형이다.

[그림Ⅱ-1] 제이콥(Jacobs)의 통합 분류 (송동하, 2015; 이영만, 2006; Jacob, 1989)

학문기초(discipline based) 모형은 각 학문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통합을

위한 시도 자체를 회피하는 분과형 교육과정이다. 학문병렬(parallel discipline)

모형은 두 교과 간 일치하는 주제가 있을 때 병렬적으로 결합시키는 수준이다.

다학문적(multi-discipline) 모형은 한 가지 주제나 쟁점이 되는 문제를 탐구하

기 위하여 관련 이 있는 몇몇 교과들을 하나의 형식적 단원이나 강좌 속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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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교과들을 엮어 새로운 교과를 구성하는 것이다. 통합일(integrated day) 프

로그램은 학교 교과시간표나 교육과정 없이 학생의 필요, 흥미, 관심사에 따라 유

기적으로 구성된다. 완전 프로그램(complete program) 모형은 가장 높은 수준

의 통합으로 학생들의 일상과 학교 자체가 완전히 통합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드레이크(1993)는 학문을 중심으로 학문이 연결되는 방식 혹은 통합의 정도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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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문적 통합(Multidisciplinary)은 두 개 이상의 교과가 각 교과의 독립

성을 유지한 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병렬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하나

의 주제나 문제에 대하여 각 학문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

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간학문적 통합(Interdisciplinary)은 두 개 이상

의 교과가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융합되는 것으로 교과 간 유사성이 있어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탈학문적 통합(Transdisciplinary)은 교과 간 연결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적이며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결이므로 교과

의 독립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포가티(1991)는 교육과정 통합의 방법을 교과 내 통합, 교과 간 통합, 학습

자 내부의 통합과 같이 3가지 차원에서 먼저 나누고, 각 차원별로 10가지의 유

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Ⅱ-2]드레이크(Drake)의 통합분류 (송동하, 2015; 박혜숙, 2012; Drak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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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통합교육과정의 개념은 학자 또는 통합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지만 공통 요소를 추출해보면 통합교육과정이란 학습자의 전

인적 발달과 인격적 통합을 목적으로 각 교과 간의 높은 벽을 허물고 학습자

통합차원 유형 통합방식

교과 내 통합

분절형
교과를 분리, 구분한 전통적 모형으로 통합의 시도

가 없음

연결형
각 교과를 분리 조직해 가르치나 특정 주제나

개념 및 아이디어들을 서로 연결함

동심원형
동심원 중앙에 가르칠 내용을 배치시키고 관련내

용을 점차 확대하면서 통합하는 것

교과 간 통합

계열형
개별 교과 영역이 유지된 채 서로 유사한 주제나

단원을 순서대로 재배치나 통합하는 것

공유형
두 개의 교과 내에서 중복되는 개념(기능, 태도) 및

아이디어를 통합하는 것

거미줄형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에서 관련 있는

내용을 추출해 통합하는 것

실로 꿰맨형
특정 사고기능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모

든 교과 내용을 통합하는 것

통합형

팀티칭을 통해 각 교과 내용에서 기본적 요소(공

통적 개념, 기능, 태도 등)을 검색해 중복되는 것

을 통합함

학습자

내부 통합

몰입형
모든 교과 내용을 학습자의 관심과 전문 지식에

서만 보는 것

네트워크형
학습자가 학문적 안목을 갖고 다양한 학습을 여

과하며 외부 전문가들과 연계해 학습하는 것

[표Ⅱ-7] 포가티(Forgaty)의 통합교육과정 유형 분류(이지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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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과지식과 학습 경험을 서로

의미 있게 재구성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교육과정

은 ‘교육과정 통합’이라는 과정과 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3)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은 통합교육과정의 발전 과정에서 논의된 한 유형

으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능력ㆍ흥미와 사회적ㆍ시대적 요구,

교과의 요구를 반영한 학습내용을 구조적ㆍ조직적으로 결합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인 학습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통합적 사고를 가진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지혜, 2015).

함경숙(2005)는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다양한 교과 교육내용의 중복된 내용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목표를

재설정함으로써 내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한 교과의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의 신장 및 다양한 관점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다. 둘째, 기존의 차시 단위 교육과정의 제한에서 벗어나 주제 단위 학습 운영

으로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오유선(2018)은 국가수준에서 제시된 교육과정 편제상 이수해야

하는 과목과 시간이 다소 경직되게 정해져 있어 각 교과 진도 외에 별도의 통

합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교사의 부담이 커진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 주제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은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주제에 따른 하위 내용과 요소들을 엮으

면서 밀도 있는 수업이 가능하기에 학습자에게 결과로써의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을 얻는 과정과 방법까지 강조할 수 있다. 넷째,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 흥

미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새롭게 재해석하고, 의미 있게 재구성하여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인 요구, 교과의 각 영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교육과정 구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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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수 자원과 풍부한 자료 제공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학

습에의 주도성과 협동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교사에게는 다양하고 다

차원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교수방법과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

육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다.

한편, 주제 중심 통합단원을 설계할 때 주제 선정에 있어 적합한 준거가 있

어야 한다. 부적절한 주제를 선정할 경우 통합 학습의 효율성이 결여되고 오히

려 교과학습을 하는 것보다 학습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랩과 플

루드(Lapp & Flood)는 통합의 주제에 적합한 준거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오유선, 2018; 서경순, 2010; 김재복, 2000).

첫째,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다.

둘째, 가능한 많은 학문 영역을 포괄한다.

셋째, 교육하는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한다.

넷째,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주도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학습자의 경험 세계와 최대한 연관이 되도록 한다.

여섯째, 실생활의 문제 해결 과정과 연관된 주제이어야 한다.

일곱째, 교육과정 지도 시기의 적절성과 계절을 고려한다.

오유선(2018)은 현실적으로 위의 7가지 준거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우나

가능한 많은 준거를 만족시키는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도 초

등학교 교육과정에 범교과로 제시되어 있는 ‘환경교육’을 주제를 중심으로 미

술, 국어, 사회의 관련 단원과 차시를 엮어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꾀한다는 점

에서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준거에 기초하

여 적절한 주제인지 검토하였고 각 교과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

으면서, 교과통합의 교육적 의의를 잘 살릴 수 있는 교수ㆍ학습 계획을 세우고

수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 연구의 성과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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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술과 통합교육

근대교육의 초창기부터 학교에서는 근대적 보편교육으로서 미술, 음악교과

를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성

증진, 인성 함양, 협력하는 태도와 역량 강화, 의사소통 능력 강화, 문제해결

역량 강화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형성에 예술교과가 실질적 기여

를 하는 과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예술교육

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증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교

육에서 미술교육이 점점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박영정(2015)은 대학입시가 학교교육의 목적이 된 교육현실 속에서 미술 교

과를 포함한 학교 예술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도적으로는 매우 이상적인 교육 내용과 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교 예술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그 까닭으로는 첫째, 교육과정의 시수상

의 문제를 꼽았다. 미술교육와 음악교육은 엄연히 다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교과군’으로 묶여 편성, 운영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학교 급이 올라감에 따

라 국어, 수학, 영어 등 입시교과에 비해 점점 시수가 축소되고 있다. 더욱이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에 속하는 미술, 음악, 연극 교과 세 가지를 선택

적으로 운영하여 미술 교과의 실제 시수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학교에 따라 과

목 자체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 둘째, 미술 교과는 일반 교과와 달리 평가 결과

가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그 중요성에 대

해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술을 비롯한 예술 교과 평가 체계를

바꾼 것은 학생들에게 수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활동 중심 교과로써 즐겁게 수

업에 참여하고자한 목적이었으나, 현실에서는 미술을 포함한 예술 교과를 ‘기

타 과목’으로 전락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술 교과의 입지가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단일

교과로써의 입지를 확보하고 교육과정에서 단순히 시수를 확대하는 방향 외에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술 중심의 통합교육’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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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의 유형은 다양하나, 통합의 중심축이 되는 교과가 무엇인지도 하나

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미술 중심 통합교육이란, 학습의 내용과 활동이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교육심리학자 도나후와 스튜어트(Donahue & Stuart)는 구성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미술 중심의 통합교육이 가장 적합한 통합의 형태임을 주장하였다

(정혜연, 2013). 학생들이 미술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교과목의 지식과 정보를

맥락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은 실제 발달 수준과 잠재

적 발달 수준의 간격이 존재하며 학습에 따라 이 간격이 수시로 변화하는데,

미술 활동이 이 간격을 메우며 학습자와 지도하는 교사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빅토르 로웬펠드(Victor Lowenfeld)는 미술교육에서 통합은 개인의 창의적

인 경험을 일으키는 여러 구성요소들이 분리되지 않고 전체를 이룰 때 가능해

지고, 학습자 역시 육체적‧정서적‧사회적‧정신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발달

하고 성장한다고 하여 미술교육에서의 통합을 강조하였다(정태자, 2016)

앨리엇 아이스너(Elliot W. Eisner)는 학생들의 교육적인 경험이 풍부해지

기 위하여 통합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이스너가 언급한 통합미

술교육이 조직되는 유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첫째, 미술은 특정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사용된다. 둘째, 예술 교과 내의 통합을 통해 예술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하게 해준다. 셋째, 통합미술교육을 통해 다른 교

과 영역에서 탐구되는 중요한 주제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이

미술과 다른 교과들을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정태자, 2016).

오늘날 미술은 현실과 분리되거나 회화, 조각 등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타 영역과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술계의 흐

름 속에서 미래의 예술가 또는 예술을 향유하는 문화인을 양성하는 미술교육

과 타 영역의 통합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술과 통합교육에서 주의할 점은 통합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미술 교

과가 단순히 타 교과를 보조하는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교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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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과 유형이 있으나, 미술을 포함하여

각 교과만의 특성을 먼저 잘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려는 연구가 필

요하다.

2. 그림책 교육

가. 그림책의 개념과 교육적 가치

그림책이란 ‘그림’과 ‘글’을 통해 주제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도서의 장르

중 하나로, 글 서사로써의 문자언어와 그림 서사로써의 시각 언어가 유기적

으로 결합된 형태이다. 니콜라예바와 스콧(2001)은 예술의 한 형태로 가지

는 그림책의 고유한 성격은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라는 두 수준의 의사소통

의 결합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페리 노들먼(Perry Nodelman,

2001)은 그림책을 문학과 미술이라는 서로 다른 예술형식이 독특하게 결합

한 형태로 정의하였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라는 두 영역의 만나 생긴 장르이기 때문에 그림책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먼저, 그림책이 ‘도서’라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문학 혹은 현대문학으로 보는 관점이다. 문학으로

써의 그림책은 글 또는 줄거리, 즉 내러티브가 강조되며 그림이나 시각적 측면

은 내용이해를 돕는 정도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초기의 그림

책은 문학 작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삽화를 곁들인 형태로 주로 어

린이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을 출판하였고 이는 그림책의 두 요소 중에서 글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현은자, 2007). 그림책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 중 하나는 그림책을 예술의 한 방식으로써 미적 요소에 초점

을 맞추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텍스트보다 그림책 속 삽화의 색, 형태,

표현 방식 그리고 그림책의 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림책을 예술 장르로

발전시킨 그림책 작가들은 ‘그림책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내용 면에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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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식에서 벗어나 작가의 표현력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나타낸다(현은자,

2007). 이렇듯 그림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글과 그림의 비중에 따라 달라지지

만,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문학과 예술

의 복합장르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림책은 문학적 구성요

소와 시각적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그림책이 문학적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타 문학 장르와 마찬

가지로 주제, 등장인물, 사건, 배경과 같은 문학의 기본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

기 때문이다. 주제는 이야기를 만든 작가가 그림책을 읽는 독자에게 전하고 싶

은 메시지이다. 독자는 그림책을 읽으며 주인공의 이야기를 함께 경험하고 스

스로 그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등장인물은 인간, 사물, 자연 등 다양한 모습

을 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의인화되어 표현된다. 중요한 인물들은 주인공으로,

그 밖의 인물들은 주변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 어린이의 경우 그림책 속 주

인공을 자신과 쉽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배경은 사건이 발생되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한다. 시간과 공간은 그림책의 장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전래 동화, 생활 동화, 환상 동화, 미스터리 이야기와 같이 배경으로 장르를 구

분하기도 한다. 인물과 사건, 배경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이

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이다(고문숙·임영심,2004). 이러한 이야기가 ‘어떤 순서

와 방식으로 진행되는가’가 중요하며 이를 문학에서는 ‘플롯(Plot)’이라고 한

다. 작가가 의도한 플롯은 읽는 이로 하여금 책장을 넘길 때마다 흥분과 긴장

을 자아내며 잘 짜여진 플롯은 어린이가 전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다음 내

용을 추리하게끔 하며, 논리성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한다.

그림책의 시각적 구성요소는 미술의 ‘조형요소 및 조형원리’와도 관련이 있

다. 그림책에서 색은 시각적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요소로, 그림책 속 삽

화에 쓰이는 색이나 그림책의 표지에 쓰이는 색은 그림책의 전체적인 분위기

와 주제를 표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인물과 배경은 선과 형태로 표현이 된

다. 선은 굵기, 명암, 부드러움과 날카로움 등을 활용하여 움직임, 거리, 느낌

등을 나타내고 선을 통해 만들어진 형태나 질감도 그림책의 분위기와 인물의

성격 등을 잘 나타내는 요소이다. 그밖에 다양한 구도와 장면 레이아웃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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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롯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작가의 의도대로 어린이를 플롯에 따라

몰입하게 하고 장면마다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한다.

또한 작가가 선택한 ‘표현 재료 및 표현 방법’도 그림책의 스타일을 결정하

는 시각적 구성요소이다. 수채, 유채, 펜, 연필, 종이, 사진 등 다양한 표현 재료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회화, 판화, 콜라주 등 어떤 표현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주제와 텍스트도 전혀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 그림 작가의 개성이

오롯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조형 요소와 원래, 표현 재료와 방법에

따라 표현되는 그림책 일러스트는 하나의 미술 장르로 인정받고 있으며, 창의

적이고 감각적이고 개성 있는 그림책 일러스트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수상의

기회와 원화 전시회가 매년 성행하고 있다.

그림책의 가치와 어린이에게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을 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논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을 때 아래의 [표

Ⅱ-8]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자 그림책을 활용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

어니스트

타일러

(E.A.Taylor,

1983)

•조기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정확한 개념, 명확한 사고, 현대적 지식 및 새로운 사고에 대

한 자극을 구축한다.

•경험을 같이 나누어 사회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까워지도록 돕는다.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즐거움을 준다.

•책을 조심성 있게 다루게 하고, 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진작하게

한다.

[표Ⅱ-8] 그림책의 가치와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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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

(1986)

•어린이의 인지학습을 조직화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공포, 정서불안,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사회화 기술을 습득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여 자기중

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

•간접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어린이의 탐색 욕구, 호기심을 자극하여 새로운 것에 도전하

고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한다.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준다.

에일린

브루크

(E.M.Burke,

1990)

•그림책은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준다.

•글씨를 읽기 전에 그림책을 활용한다면 그림과 함께 글씨를

읽으며 자연스러운 읽기 능력 습득을 기대할 수 있다.

•글씨를 못 읽어도 그림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

•주인공과 등장인물에 더 쉽게 감정을 이입하여 동일시할 수

있다.

•이야기의 문법과 배경지식(scheme)을 습득할 수 있다.

•독자가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 내어 언어기술이 세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술적이고 예술적인 요소를 감상하면서 그림 작가가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미술적 요소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준다.

•그림을 보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그림책 듣기를 통해 정서적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고, 이야기

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더 잘 유도할 수 있다.

마쯔이

다다시

•직접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간접적인 체험

을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한다.

•그림책은 ‘이롭거나, 유효한 것’이라기 보다 어린이들에게 즐

거움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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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sui

Tadashi,

1990)

•그림책은 어린이들에게 감동하는 마음을 길러준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람의 마음이 글과 그림으로 어린이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에게 그림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며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힘이 길러진다.

•그림책을 통해 기쁨, 놀라움, 슬픔, 두려움 등의 다양한 감정

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평생 마음속에 남아 사색된다.

박선희·김경중

(1999)

•그림책은 어린이의 정서와 상상력에 호소하여 어린이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어린이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야기를 경험함으로써 이야기 문법과 구조를 형성하고 어린

이가 이야기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어린이가글과그림을동시에보며이야기를더잘이해할수있게한다.

•그림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읽고 쓰는 기초 국어 능력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책을 통해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야기에 대한 정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니콜라예바와

스콧

(Nikolajeva

&Scott,2001)

•어린이의 흥미를 끌기 쉽다.

•소집단이든 대집단이든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

료이다.

•여러가지 다양한 매체로 제작될 수 있고, 학습할 내용에 대한

활동 영역과 관련짓기 쉽다.

김영훈(2014)

•들려주는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감상하며 청각적 즐

거움과 시각적 만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직접 손으로 책을 넘기는 행위를 통해 촉각적 자극을 느끼면서

그림책의 내용을 자신만의 페이스 조절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그림책 속의 등장인물의 표정, 행동 그리고 배경을 관찰하며

다양한 상상력과 관찰력을 기를 수 있다.

•예술 작품에 준하는 그림책 작가의 그림을 통해 모양과 색,

표현 방법 등 미적 요소를 통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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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어린이는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며, 그

림책 줄거리에 몰입하며 기쁨과 슬픔을 비롯한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

다. 둘째, 그림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문자와 만나는 첫 경험을 할 수 있으

며, 문자를 듣고 눈으로 보는 과정을 통해 언어능력의 발달에 도움이 된

다. 셋째, 그림책의 그림을 통해 미적 경험을 하고 시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넷째, 글과 그림의 유기적인 구성을 통하여 아이들은 다음 장면

을 상상, 추론하게 되고 곧 상상력과 창의성, 논리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그림책을 통한 교육은 어린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간접경

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 그림책 창작 교육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전체 주제와 관련된 그림책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응용하여 학습자가 직접 그림책을 창작하는 활동으로 연결된다. 이

와 관련하여 정태자(2016)는 그림책 만들기의 교육적 가치와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그림책 만들기 활동은 상상력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이야기를 구상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이 발휘할 수 있다. 둘째, 그림책 만들기 활동은 미술 표현력을

신장시킨다. 미술 표현 활동은 표현 주제와 표현 방법,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

용법, 표현 욕구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한 권의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듯 다양한 미술 표현 활동을 포함한 과정이다. 셋째, 그림책 만들기 활동

은 일종의 통합 학습이다. 본 프로그램은 사회, 환경적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미술 표현과 글쓰기 활동이 어우러진 통합적 과정이며, 특히 미술교육의 관점

에서 학습자는 체험-표현-감상이 어우러진 총체적 미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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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창작 수업을 설계하기 위하여 우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그림

책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림책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자료 중에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교육적 추이 변화를 고려하여 가급적

최근 10년 이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미술 교과와 연계한 것으로 범주

를 좁혀 조사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방향성을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어린이

의 창의성, 언어능력 등 교육적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있다. 김승연(2016)은

6~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어린이 미술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였고, 그림책을 감상하고 작품을 제작하여 감상하는 활동이 창의성 발달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김수향(2012)는 그림책의 그림을 의미

있는 시각언어로 보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그림책 속 이미지를 능동적이

고 비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적 문해력을 증진할 수 있는 미술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그림책 감상 또는 그림책 창작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 박민영

(2012)은 글 없는 그림책을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보며 비평적 미술 감상 수

업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현아(2017)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시각적 문

해력 증진을 위한 그림책 창작 수업을 개발하였다. 장다은(2019)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하여 미술의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의 수업

을 개발하였다.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술 교과가

강조하는 5가지 핵심 교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와 같이 환경 그림책을 활용한 연구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환경 그림책 감상을 통해 환경 소양 증진을 연구한 배예원(2016)

의 연구, 초등학교 1학년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생태 그림 동

화를 활용한 수업에 따른 환경 소양 점수를 비교한 윤주영과 서우석(2010)

의 연구 등이 있었다.

‘그림책 교육’을 주제어로 학위 논문과 연구자료 등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찾

고, 이들을 분석한 결과 주요 연구대상 연령과 지도 방법이 다소 한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감상 및 창작 교육은 주로 유

아 혹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아 연구대상의 연령대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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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편이었다. 또한 연구 수업이 주로 국어, 미술과 같이 단일 교과에 한정

되어 개발되거나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현아(2017)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에서 그림책 창작 관련 부분을 추출하였을 때 주로 국어 교과

와 미술 교과에 편중되어 애매한 위치로 걸쳐져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림책을 창작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글쓰기 과정과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분되지 않은 채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도 여전히 그림책 창작 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그림책 창작 수업을 국어 교과나 미술 교과에 한정

하여 진행하기보다 여러 과목을 통합하여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로 다루는 것

이 적합하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찾은 제한점을 보완한 프로그

램을 만들고자 한다. 첫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다소 연구 빈

도가 낮았던 초등학교 4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림책 창작 교육의 대상과

연령대 폭을 넓혀보고자 한다. 둘째, 책 띠지 또는 책 광고 만들기, 짤막한 이

야기책 만들기에 그치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구체적인 주제

를 정하고, 글쓰기, 디자인, 만들기, 편집, 비평으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고자 한다. 셋째, 국어 교과 또는 미술 교과에만

국한된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과 연계된 그림책 창작 수업을 구상하고자

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부로 심도있게 다루기 어려

우나 학생들에게 지도할 가치가 큰 범교과 학습주제 중 환경교육을 프로그램

의 주제를 선택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회 교과의 성취기준을 연결 지어 주제

중심의 통합교육을 실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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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술을 통한 환경교육

가. 환경 미술의 개념

근대 산업사회 이후 빠른 성장과 개발로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편리함

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나, 그 이면에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

태적 변화로 인간과 동물을 비롯한 전 지구적 생명체가 고통받고 있다.

이는 인간이 자연의 우위에 존재하듯 행동했던 지난 행동 양식과 그릇된

가치관에서 비롯되었으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태주의적 가치관

과 친환경적 발전으로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1960년대 이후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환경교육’

은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심, 인간의 활동 및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과 이해를 갖추게 함으로써 학생이 환경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실천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김향미,

2009).

그렇다면 환경교육과 미술교육의 접점은 무엇일까? 미술교육은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자연에 대한 기본적 감성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실천과 활동에 있어서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연 환경과 인공 환경의 조화와 자연 속에서 인간의 존재 방

식을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교과인 것이다

(문채영·이상원, 2018).

‘환경 미술교육’은 환경교육과 미술교육이 이와 같은 접점을 바탕으로

결합된 것이며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대처 방안으로,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의 해결 주체가 될 학생들의 환경 감

수성 및 환경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초등학교 미술 교과

서에서 환경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단원은 ‘폐품을 활용한 미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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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미술’을 다루고 있으며 연구자는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이 두 영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사회가 도래하며 생산된 물질들은 예술 창작의 새로운 소재가 되었

고 특히, 미술사에서 표현의 결과물이 이미지에서 오브제로 변화하는 획기

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일생생활과 환경이 곧 예술이 되는 이러한 시대

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상한 것이 ‘정크아트(Junk Art)’이다(공경주, 2000).

정크아트는 전통적 의미의 미술양식과 붓과 물감, 나이프 등과 같은 한정

적인 표현재료의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갖가지 폐품을 만들어내는 현대도

시 문명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한 전위적 미술 형태 중 하

나이다. ‘정크(Junk’)는 폐품, 쓰레기, 잡동사니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서지

고 버려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의 물체들을 말한다(정향숙, 2013).

정크아트라는 명칭은 영국의 비평가 로렌스 알로웨이(Lawrence Alloway)

의 “예술이 도시 생활의 소비 물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특히

버려진 소비 물자를 오브제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서 유래되었다

(정향숙, 2013: 재인용).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크아트는 다양한 기법과 형태로 작

품화되고 있는데, 공경주(2000)은 정크아트 작가들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표현 유형에 따라 넷으로 분류하고 아울러 그 대표적 작가들도 함께 고찰

하였다. 첫째, 컴바인 페인팅(Combine Painting)을 통한 표현이다. 이는

1950년대 초반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가 고안한 기법으

로 다양한 물체나 때때로 사진의 이미지를 채색한 표면에 붙여 결합시킨

것이다. 캔버스 화면에 미국 소비 문명의 폐기물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

미지를 창출한 그의 오브제는 회화와 조각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집합과 집적에 의한 표현이다. 집합의 아름다움은 평범한 폐품

에 의해서 서로 겹쳐지는 효과와 그것이 쌓임으로 해서 생겨나는 독특한

리듬과 새로운 형태를 느끼게 하는 것이며, 집적은 여러 가지 물건을 유리

상자에 넣어 배열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요소를 축척하는 것이다(공경주,

2000). 대표적인 작가인 페르난데즈 아르망(Fernaadez Arman)은 현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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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나날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일용품들을 집적하여 시리즈 형태의 작

품을 제작하였다. 셋째, 오브제의 조립과 압축에 의한 표현으로 발다치니

세자르(Baldaccini Cesar), 존 챔벌레인(John Chamberlain)이 대표적인 작

가이다. 주로 자동차의 부서진 단면들이 소재로 사용되며 자동차의 평평

한 표면을 절단하거나 서로 끼워 맞추거나 압축기의 강력한 힘을 사용하

여 육중하면서 거대한 입체물을 만들었다. 특히, 세자르는 전통 조각의 재

료인 대리석, 청동이 아닌 다양한 재료를 통한 압축 작업으로 재료의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넷째, 키네틱(Kinetic)에 의한 표현이다. 대표적

인 작가는 장 팅겔리(Jean Tinguely)로 기어바퀴, 전기모터, 폐품화된 기

계류를 오브제하여 미술사적인 맥락을 우연성에서 찾는 4차원적 예술형태

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근대사회의 맥락에서 발생한 정크아트는 오늘날 유아, 초등학

생들에게 미술을 통한 환경교육의 대표적인 한 방향으로써 교과서를 비

롯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통해 지도대상의 수준에 알맞게 소개되고 있

다. 정크아트의 의미를 살펴보고, 나뭇가지, 노끈, 쓰지 않는 생활용품이

나 장난감 등 학생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는 버려진 폐품들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작품을 만드는 활동으로 연결된다.

정향숙(2013)은 정크아트 즉, 폐품 또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미술교육

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버려진 물건을 선택하여 다시

사용함으로써, 지구 환경보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학습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재료를 스스로 선택하고 작품으로 재구성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다. 셋째, 버린 물

건의 용도를 변경해 재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과소비 또

는 낭비 문제에 대해 제고할 수 있다. 넷째, 정크아트 활동은 표현의 결

과물 뿐 아니라 이후 작품의 처리까지 포함하여, 생산-소비-처리-재활

용의 순환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한편, 환경 미술은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라는 사실에 기반으로 하여,

특정한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문화, 자연의 상호 관련성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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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자 하는 예술분야이다. 이와 같은 환경 미술은 1970년대 초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계에서도 자연환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대지미술

(Land art)’이라는 이름 아래 땅과 자연풍경을 작품의 바탕으로 대규모

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이 등장하였다(문채영·이상원, 2018). 대지미술

(Land art)은 손상되지 않는 완벽한 조건의 미술관을 무덤이라 비판하며

공간적 제약을 거부하고, 영원성이라는 시간적 제약 역시 거부하는 포스

트모더니즘에서 파생되었으며 1950년대 이후 대량생산과 소비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안적 미술의 한 형태이자 예술운동의 형태로 등

장하였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마이클 하이저(Michael Heizer), 로버트 스

미드슨(Robert Smithson), 크리스토(Javacheff Christo)가 있다. 대지미술

은 미술관 속 작품처럼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공간 그 자

체이며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거대한 스케일로 구현되었다.

또한 자연의 힘이나 자연현상을 시각화하여 표현하였지만, 완성된 형태

가 고정되지 않고 살아있는 자연의 움직임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김향미, 2009).

대지미술과 같은 환경미술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인간은 지구 생태계의 일부라는 전제로 하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

자연-문화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

외심을 느끼게 한다. 둘째,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에게 심각한 환경 문제

를 자각하게 한다. 셋째, 친환경적 행동의 실천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환

경 운동의 동기를 제공하는 사회적인 기능을 한다.

환경 미술교육은 이와 같은 환경 미술의 역할을 기반으로 학생 수준에

알맞은 체험‧표현‧감상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생활영역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자연과 관련된 다양한 탐색, 체험,

표현의 기회를 통해 생활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 폐품을 이용한 작품 제

작 및 환경 미술 작품 감상을 통해 풍요로운 삶과 자연보전을 양립할 수

있는 균형적인 시각이 무엇인지 탐색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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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술을 통한 환경교육의 방향

오늘날 환경 미술교육은 자연보호 또는 물 절약 포스터 제작과 같은

단편적인 활동을 지양한다. 환경부(2005)는 단순한 지식 전달형 환경교

육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을 감각을 통해 직접 탐색하는 체험형 및 생활

공감형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학교 교육과정 내 환

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타 교과와의 연계 특히, 미술 교과와의

융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배예원(2016)은 미술을 통한 환경교육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장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환경을 탐색하여 느낀 바를 표현활동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단순히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에서 환경

과 환경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더 나아가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적

의지까지 미술 활동을 통해 담아낼 수 있다. 둘째, 재료의 선택을 하는

과정도 미술을 통한 환경교육이다. 일회용이 아닌 친환경적 재료를 선택

하거나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표현하는 것 역시 환경을

생각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셋째, 환경을 주제로 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활동도 미술을 통한 환경교육이 될 수 있다. 학습자

가 직접 만든 작품을 감상하는 것부터 국내외 유명 환경 미술작가의 작

품을 감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미술 교과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대상

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 작품

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술 교과의 내용 체계는 체험, 표현, 감상 세

영역으로 나뉘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영역별 미술을 통한 환경교육의

방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체험 영역은 감각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시각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 생활 속에서 미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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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다(교육부, 2015).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어린이

들은 놀이터의 모래밭, 산, 들, 숲, 하천, 해안에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며 자연과 만나는 경험을 한다. 땅에 낙서하거

나, 모래를 파며 놀이하거나 돌을 쌓는 등 나뭇가지, 낙엽, 돌, 꽃, 물과

같은 자연물을 활용한 자연체험이 미술적 표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류재만 외 3명(2009)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조약돌, 나뭇가지,

놀이터의 모래 등을 재료로 조형놀이를 통한 초등 생태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조형놀이를 통한 생태미술지도를 통하여 생태 감수성을 함

양하게 하며, 유희와 창작의 통합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

을 키울 수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둘째, 표현 영역은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나 주제를 탐색하고, 작품

의 제작과정과 표현 방법을 계획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이

다(교육부, 2015). 초등학생이 되어 미술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환경교

육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관찰과 탐색을 바탕으로 주제, 생각, 느낌을

알맞은 재료를 활용하여 조형 원리와 요소에 따라 표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자연물을 그린 관찰화, 자연미의 기록인

풍경화 제작과 같은 평면 표현과 찰흙이나 나무, 철사와 같은 금속의 재

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조소, 폐품을 활용한 입체물

만들기 등의 입체 표현 등이 그에 해당한다. 도유미(2005)는 초등학생을

4학년을 대상으로 노끈, 쓰다 버린 포장지 등 다양한 폐품을 활용한 수

업을 개발하였다. 재료를 탐색하고, 조합하여 입체적 작품 제작을 통해

학생들은 환경문제의 해결방법 중 하나로써 재활용을 인식하고, 환경 보

전을 위해 절약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았다.

셋째, 감상 영역은 미술 작품의 작가, 시대적‧지역적 배경의 특징에 따

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과 인종, 성,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작품

을 평가 및 판단하는 것, 우리의 전통 미술과 다양한 미술 문화를 이해

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것(교육부, 2015)으로 감상 영역에서도 역시 미술

을 통한 환경교육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국내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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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술 활동가들의 작품을 통해 대지 미술, 정크아트의 개념과 만나게

된다. 예시 작품을 만든 작가들이 처한 시대·상황적 맥락을 이해하며, 작

가가 의도한 작품 속 환경적 메시지를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평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 내면에서 환경 의식과 환경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

다. 조성숙(2019)은 ‘무등 현대미술관 광주 비엔날레 기념전-2018 환경미

술제’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2, 4학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학

생들의 생태학적 감각, 환경감수성, 미적 감수성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

였다. 연구자가 미술관 환경미술제와 연계한 환경 미술교육은 단순히 환

경-미술 두 영역의 만남이 아니라 과학, 국어, 사회 등 다양한 교과 간

의 통합을 의도하였다는 점이 현 교육과정의 방향과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중심의 간접적인 환경교육

이 아니라 미술관이라는 학교 바깥 공간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표현하는 미술을 매개로 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미술 교과 각 영역에서의 환경교육이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문채영·이상원(2018)의 연구에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첫째, 체험 영역에서 효과적인 환경교육 지도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미적 안목

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수ㆍ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표현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체험 영역은 단순히 미술 교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그칠 것

이 아니라 환경교육과 연관할 수 있도록 다른 교과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체험 영역을 확장하여 효과적인 환경교육이 미술과를 통해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표현 영역의 효과적인 환경교육 지도를 위하여 먼저 다양한 방

법과 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발상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표현 동기를

높여야 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풍경화와 같은 평면 표현과 찰흙,

나무, 금속을 활용한 조소활동, 폐품을 활용한 입체표현 등이 지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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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교수ㆍ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미리 체험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감상 영역에서의 작품 이해 및 비평 활동이 감상자의 가치관과

의식, 태도 등에 대한 변화와 자각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상 영

역에서 교수·학습 지도 시 학습내용과 관련된 환경미술 작품, 환경 운동

가, 환경 관련된 일화와 정보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해야 하며, 표현방법, 주제, 조형 요소와 조형 원

리, 사회적 및 환경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감상 관점들을 활용하여 종

합적 안목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2005)는 학교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타

교과와의 연계를 강조하였고, 앞서 살펴본 환경 미술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는 미술 교과의 영역 내에서의 통합적인 지도 역시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수업에서는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을 모두 포함한 환

경 미술교육의 실제적인 수업의 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환경교육이 미술

교과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와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환경 그림책을 창작하기 위해 미술 교과의 다양한 영역

을 포함하여 국어 교과의 ‘이야기 만들기’, 사회 교과의 ‘현명한 소비’ 내

용이 담긴 단원을 분석하여 관련 성취기준을 재구성한 수업을 개발하고

자 한다.



- 57 -

Ⅲ. 교과통합 수업을 통한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의 목표 및 절차

본 연구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

는 목표 및 인재상에 기반하여 교과 분절적인 교육 방법이 아닌 미술 교

과 및 국어,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교과통합 수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동작구 Y초등학교 4학년

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비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환경

그림책 창작을 위한 10차시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설계하여

적용하였고, 결과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연구 문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교과통합 환경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가?

둘째, 프로그램 수업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미술, 국어, 사회과의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가?

셋째, 프로그램 수업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주제에 맞는 그림

책을 창작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교과를 비롯한 다양한 교과의 통합

수업, 즉 교육과정 재구성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이 어떠한 교육적 효과와

의의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술 교과와 타 교과와 통합 가

능성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0년에 진행되었으며 상반기에는 연구 주제 설정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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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수업자료 및 교수‧학습 지도안, 평가 계획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설계단계를 거쳤다. 하반기에는 연구에 참여한 학

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업 과정과 학생들이 만

든 수업 결과물을 토대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와 설문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설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밝히고, 한계를 분석하

여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방안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교

과 및 타 교과의 통합교육을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연구 기간 및

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계 세부 절차 기 간

연구 계획 및

설계

연구 주제 및 목적 설정

2020년 1~3월이론적 배경 연구

선행연구 분석 및 동향 파악



프로그램 설계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

2020년 4~6월
재구성 교과 및 단원 선정

수업에 활용한 그림책 선정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과정 중심 평가 계획 작성



프로그램 실행

수업 전 학생 설문 조사 및 파악

2020년 7~10월10차시 수업 진행

수업 후 설문조사

프로그램 결과물 평가



결과 분석

프로그램 결과물 분석

2020년 10월결론 도출

프로그램 제한점 분석 및 제언

[표Ⅲ-1] 연구 기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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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토대로 프로그램 수업은 통합된 교과의 차시와

수업활동 과정과 내용의 양을 고려하여 총 10차시로 계획되었다. 한 차

시 당 소요시간은 40분으로 학습 목표와 학습 단계에 따라 2~4차시의
블록타임으로 진행된다. 수업의 흐름에 따라 미술-국어, 미술-국어-사회

와 같이 통합한 교과목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차시별로 어떤 과목이 통합

되었고, 어떤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였는지 교수‧학습 지도안 앞부분에 제

시하였다. 또한 각 차시별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수업 차시별 평가와 작품평가가 이루어지며 1~3차시에 2개의 평가,

4~8차시에 1개의 평가, 9~10차시에 1개의 평가가 수업 중 또는 수업 후

진행된다. 각 평가의 관점, 기준, 평가 방법을 담은 채점 기준표는 [표Ⅲ

-5]에 상세히 제시하였다.

2. 프로그램의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Y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한 학급으로 선정하였으며 남학생 14명 여학생 12명으로 총 26명

으로 구성된다. 수업 설계에 앞서 학생들의 미술 수업 또는 미술 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파악한 결과, 17명(65.4%)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대답

하였으며, 그림책 감상 활동은 26명 전원(100%)이 경험해보았으며 그림

책 창작 활동(북아트 포함)은 7명(26.9%)의 학생이 경험해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4학년 26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미술 활동에 긍정적이며, 그림책 감상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학교 및 가정에서 충분히 경험하였으나 그림책 창작까지 이어지는 표현

활동의 경험은 다소 부족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단계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구체적 조작기 어린이의 다양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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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본 연구와 관련있는 언어사용 면의 특징은 의사소통을 할 때 자기중

심적인 경향이 줄어들고 사회지향적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어린이들은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어른이나

또래 친구들에게 표현하고자 한다. 구체적 조작기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사는 구체적인 준비물과 시각적 보조물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

에게 직접 조작하게 하는 경험을 주는 것이 적합하다(김정선 외 5인,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넘겨보

며 읽을 수 있는 실물 그림책을 활용하여 지도하고자 한다.

한편 이 시기의 학생들은 로웬펠드가 나눈 어린이의 미술 표현 발달단

계 중 또래 집단기(9~11세)에 속한다. 또래 집단기의 학생들은 주관적이

고 도식적인 표현에서 점차 벗어나 인물과 공간을 표현할 때 좀 더 사실

적인 묘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자칫 사실적인 관점, 표현만을 고집하

려는 경향이 있어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경시하지 않도록 교사는

추상적이거나 환상적인 표현 등의 다양한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김정선 외 5인, 2018). 본 연구에서 활용할 그림책은 주제

의 특성상 ‘정보 그림책’이기 때문에 창작 결과물 역시 일상경험에 충실

한 사실적인 이야기나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림책의 매력은 환상

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에서 비롯되기도 하므로 학생들이 이야기를 만들

거나 표현을 할 때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주제 표현을 할 때는 학생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거나 자신에게 의

미 있는 것과 관련된 주제를 흥미로워하므로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이 집에 있는 물건을 유심히 살펴볼 기회를

주고, 평소 물건을 살 때와 물건을 대할 때의 나의 마음을 떠올려보게

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얻어 이야기와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

였다.

하워드 가드너(Howard E. Gardner)는 학생의 감상 능력 발달단계를 5

단계로 구분하였다. 가드너의 관점에서 볼 때 초등학교 4학년의 감상 능

력 발달 정도는 사실주의적 감상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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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는 방식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니게 되고 지적 사고가 높아지면

서 비판이나 추상적인 추리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친구들의 작품을

서로 감상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작품에 대

해서도 비평적으로 솔직한 반성을 할 수 있다. 또한 표현 영역과 마찬가

지로 사실 지향적인 감상 관점을 갖게 되어 작품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 색, 형태 등을 중점적으로 탐색하고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그려진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겨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대상

또는 주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지어 작품

을 설명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따라서 교사는 사실주의적 고정

관념에 지나치게 고착되지 않도록 미술가는 감정, 정서, 사고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감상 및 비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김정선 외 5

인, 2018)

따라서 만든 그림책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감상하는 9~10차시 활동에

서 학생들 간의 표현능력의 차이를 비교하지 않고, 자칫 사실적인 표현

의 작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하여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 및 비평 활동

을 할 때 ‘잘 그렸다’, ‘색칠을 잘했다’ 와 같은 단순한 평가를 하지 않도

록 연구자가 미리 ‘주제에 알맞는 이야기인가’, ‘이야기와 어울리는 그림

표현을 하였는가’ 와 같은 구체적인 평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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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의 설계

가. 교수‧학습 방법

1) 교육과정 재구성의 과정

본 연구는 ‘교과통합 수업을 통한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으

로 미술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과를 엮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연구 설계에서 매

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수‧학습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의 과정을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진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초등학교 4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인 학습자에 대한 수준과 흥미를 파악하여 ‘소비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그림책을 감상 및 창작하는 것을 주제로 선정하면서 시작된다.

둘째,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할 만한 교과를 성취기준 중심으로 탐색하였으

며, 이수 시간을 고려하여 통합할 교과를 미술, 국어, 사회로 3가지로 추려 주

제와 관련된 단원 및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추출하였다.

셋째,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술과의 ‘반응중심

주제 선정 ➜
통합을 위한

교과 선정
➜

단원 선정 및

성취기준 분석
➜

학습 모형

선정

➜
성취기준 분류 및

차시별 학습 목표 설정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 평가 계획 수립

[표Ⅲ-2] 교육과정 재구성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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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모형’을 큰 틀로 정하여 각 모형의 단계와 속성에 따라 차시를 구성하였

다. 전체 학습 차시는 10차시로 선정하였고, 지도 내용과 단계에 따라 2~4시
간의 블록타임으로 묶었다.

넷째, 미술, 국어, 사회 세 교과에서 지도요소를 추출한 성취기준을 차시에

알맞게 분류하였고, 이들을 적절히 통합하여 1~3차시, 4~8차시, 9~10차시에
알맞은 3개의 학습 목표를 만들었다.

다섯째, 학습 목표를 수립한 뒤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요소

를 포함한 교수‧학습 지도안과 학습 자료 및 통합한 성취기준이 잘 달성되었

는지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계획 및 평가지를 개발하였다.

2) 교과통합을 위한 단원 및 성취기준 분석

프로그램 수업의 주제와 주요 활동을 선정한 뒤 미술 교과와 함께 통합할 교

과를 국어, 사회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교과의 교육과정을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서, 교수‧학습 방향 및 교수‧학습 방법에서 본 프로그램 연구 설계의 근

거가 될 부분을 탐색해보았다.

미술과 교수·학습 방향 5)

(1) 미술 교과 역량인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 미술 문
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반영하여 교수·학습을 계획
한다.

(2) 학습자 체험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 또는 타 교과나 타 
분야 등과 연계·융합하여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
(5) 학습 내용은 체험, 표현, 감상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에 적합하

게 선정하되 영역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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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정선 외 5인, 초등학교 3~4학년군 미술 교사용 지도서, p.16.
6) 한춘희 외 14인, 초등학교 사회 4-2 교사용 지도서, p.331.
7) 이경화·이재승 외 15인, 초등학교 국어 4-2 교사용 지도서, p15.

사회과 교수·학습 방향 6)

(1) 학습자가 사회 현상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의 원리
를 발견하며,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을 전개한다.

(4) 민주적 가치 및 태도 함양에 적합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나 쟁점에 대한 탐
구, 가치 분석, 의사 결정 등과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가치 갈등
과 문제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문제나 갈등 해결 및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 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학습을 전개한다.

(5) 사회과 학습의 목표와 학습자의 상황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
수‧학습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고, 이를 반성적으로 개선해 나
가도록 한다.

국어과 교수·학습 방향 7)

(1) 국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미래 사회
에서 요구하는 국어과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
용한다.

   ③다양하고 실제적인 삶의 맥락에서 학습자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학습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국어과 교과 역량을 함양하도록 교수‧학습을 운용한다.

(2)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통합형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용한다.
   ①국어 교과 내, 국어 교과와 다른 교과 간, 국어 교과와 비교과 활동 및 

학교 밖 생활과의 통합을 통해 국어 지식의 단절을 극복하고 삶의 연속
성 위에 개성 있고 품위 있는 국어 생활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통합의 매개 요소로 주제, 학습 내용 요소, 학습 자료나 제재, 학습 과제 
해결을 위한 사고나 기능, 교과 역량과의 관련성, 의사소통 상황 등 국어
와 관련될 수 있는 매개 요소를 다양하게 탐색하여, 통합의 취지에 알맞
은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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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과 교수‧학습 방향에 따르면 미술교과 역량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

으며, 미술과의 하위 내용 요소인 체험, 표현, 감상의 활동이 학습자 체험 중심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술 교과와 타 교과, 타 영역과의 융‧통합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통합 미술교육의 동향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과 교수‧학습 방향을 살펴보면, 역시 수업을 통한 국어교

과의 역량 함양을 강조하고 있으며 삶의 ‘맥락’ 속에서 국어 활동이 이루어지

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국어 교과 역시 통합형 교수‧학습을 직접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국어 교과 내외, 비교과 활동과 학교 밖 생활까지 연계 가능함을 시

사하여 국어 활동의 범위를 넓혔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 교수‧학습 방향 역시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와 역량 함양을 목표로 통합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강

조하고 있다.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얻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

고 학습 내용을 다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전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수‧학습 방향 탐색을 바탕으로 미술, 국어, 사회 각 교과의 교사용 지도서

를 참고하여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단원을 추려내었고, 각 단원의 학습 목표

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단원을 학습한 뒤에 학생들이 반드시 성취해

야하는 성취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통합 수업에서 동시

에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을 모색하였다. 미술, 국어, 사회 교과의 구체적인 재구성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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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미술 (금성 안금희) 국어 사회

단원

명

12. 버려진 것들의 변신

(3학년 연계) 2-(가)

4. 이야기 속 세상

2-2필요한것의생산과교환

소주제(1)

경제 활동과 현명한 선택2. 숨어 있는 나의 매력

단원

학습

목표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통해 환경의 소

중함을 알 수 있다.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이해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경제 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를 알고, 생산과 소비

활동을 이해하며 합리

적인 소비를 하는 방

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자신이 발견한 사물의

특징에 생각을 덧붙여

표현할 수 있다.

성취

기준

[4미01-04] 미술을 자신

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다.

[4미02-03] 연상, 상상하

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

제를 탐색할 수 있다.

[4미02-04] 표현 방법

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

고 계획할 수 있다.

[4미03-03] 미술 작품

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고 그 이

유를 설명할 수 있다.

[4국05-02] 인물, 사

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4국05-04] 작품을 듣

거나 읽거나 보고 떠

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4국05-05] 재미나 감

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를 지닌다.

[4사04-03] 자원의 희소

성으로 경제활동에서 선

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파악하고, 시장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을 설

명한다.

[표Ⅲ-3] 교과통합 수업 개발을 위한 단원 및 성취기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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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미술 국어 사회

관련

차시

12. 버려진 것들의 변신

3~4
인물, 사건, 배

경을 생각하며

이야기 읽기

2

선택의 문제가 일

어나는 까닭 알아

보기
1 환경의 소중함 알기

2
정크아트와 작품에

대해 알아보기
5~6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며 이야

기 읽기

3
현명한 선택이 필요

한 까닭 알아보기

2. 숨어 있는 나의 매력

7~8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며 이야

기 읽기

4

현명한 선택을 하

는 방법을 알고

선택해보기
1
주변 사물에서 새로

운 특징 발견하기

3

자신이 발견한 사

물의 특징에 생각

덧붙여 표현하기

9~
10

이야기를 꾸며

책 만들기
7

현명한 소비 생활

을 하기 위한 방

법 알아보기

4

사물의 특징을 활용

하여 표현한 작품을

보고 느낌 말하기


교과통합

주제
교과통합 수업을 통한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

목표

•초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교과통합 수업

을 통한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미술, 국어, 사회과

의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창작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68 -

미술 교과(금성 안금희)에서는 학년 간 연계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3학년

과정의 12단원 ‘버려진 것들의 변신’ 의 1, 2차시 및 4학년 2단원 ‘숨어있는 나

의 매력’의 1, 3, 4차시에서 관련 성취기준을 추출하였다. 국어 교과에서는 2학

기 (가)권 4단원 ‘이야기 속 세상’에서 관련 성취기준을 추출하였다. 사회 교과

에서는 2학기 2단원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단원의 소주제(1) 경제활동과

현명한 선택에서 관련 성취기준을 추출하였다. 각 교과에서 추출된 성취기준

은 프로그램 수업의 차시별로 재분류하여 새로운 학습 목표를 세우기 위한

바탕이 되었다.

3) 수업 모형 및 차시 구성

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은 미술과의 수업 모형 중 ‘창의적 문제

해결법’을 적용하여 진행된다. 창의적 문제해결법은 체험, 표현, 감상 모든 영

역에 활용 가능하며 환경 문제를 접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

림책의 형태로 표현하는 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과정에 알맞기 때문이다.

창의적 문제해결법의 ‘문제인식, 아이디어 탐색, 아이디어 정교화, 아이디어

적용, 종합 및 재검토’의 단계가 전체 수업의 큰 틀이 되고, 각 차시는 도입-전

개-정리로 진행된다. 이때 차시는 다양한 교과의 통합 이수 시간을 고려하여

블록 수업으로 묶었으며 3-5-2시간씩 총 10차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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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시는 학습자가 표현의 주제를 인식하고, 표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자료나 정보를 모아 문제나 주제를 분류하고 검토하는 단계인 ‘문

제 인식’ 단계,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가능한 많은 단어와 독

창적인 아이디어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구상하는 ‘아이디어 탐색’ 단계, 탐색한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정교화하는 단계로 아이디어의 시각화를 위해 스케치하

거나 모형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최선의 선택을 하여 재검토하

고 보완하는 ‘아이디어 정교화’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각 단계에 알맞은 활동 내용을 구성하면 다음

과 같다. 학습자는 그림책으로 환경 문제를 주제로써 인식하고, 자신의 일상생

활과 연결 짓고, 학급 구성원 친구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소비와 환경 문

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협동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얻은 아이디

단계 차시 활동 내용 교과통합

문제인식

1~3

•그림책으로 환경 문제 만나기

•문제에 공감하고 일상생활과 연결짓기
미술,

국어,

사회

아이디어

탐색
•문제 인식 및 해결방법 탐색하기

아이디어

정교화
•창작그림책 주제 정하기



아이디어

적용
4~8

•이야기의 구성요소 알기

•그림책 글쓰기

•스토리보드 만들기

•그림책 그림 그리기

미술,

국어


종합 및

재검토
9~10 •창작그림책 전시 및 감상하기

미술,

국어

[표Ⅲ-4] 수업 모형에 따른 차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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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그림의 형태로 시각화하며 많은 주제와 아이디어 중에 자신이 창작할 만

한 주제를 좁혀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이디어 적용’ 단계는 정교화된 아이디어를 표현 활동에 적용하는 단계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명확한 형태로 나타내는 단계이다. 그림책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표현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4~8차시는 이 단계에 해당한다.
학습자는 생각그물을 통해 찾은 그림책의 주제를 바탕으로 이야기의 구성요소

인 인물, 사건, 배경 등으로 구체화하여 이야기의 뼈대를 만든다. 이야기의 구

성요소를 스토리보드로 나타내어 이야기를 그림책의 각 장면으로 분할한 뒤,

알맞은 표현 방법과 표현 재료를 탐색하여 각 장면을 표현하여 그림책을 완성

하게 된다. 한 권의 그림책을 만드는 것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이므로 단계적이고 학생 수준에 알맞게 지도하고자 한다. 그림책의 글을

쓸 때는 그림책의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과 그림책의 구성요소를 전 차시에 읽

었던 세 권의 그림책을 바탕으로 지도하여 친숙하게 지도하고자 한다. 또한 그

림책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한 ‘스

토리보드’라는 개념을 예시 그림책을 통해 안내하고, 제작하는 방법을 지도하

게 된다. 이때 책의 면지에 작가가 직접 제작한 스토리보드가 포함된 그림책을

예시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렇듯 여러 절차를 거쳐야하는 그림책 창작과

정을 초등학생인 연구대상의 수준을 고려하여 가급적 교사의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익숙한 작품을 통해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

하고자 한다.

마지막 9~10차시는 아이디어가 작품에 잘 반영되었는지 감상하고 분석하는
‘종합 및 재검토’ 단계에 해당한다. 아이디어 적용 단계에서 만든 그림책이 소

비와 환경 문제라는 주제를 잘 표현하였는지, 알맞은 표현 방법으로 완성도 있

게 표현하였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급 친구들의 창작그림책을

모아 ‘창작그림책 전시회’를 열고 서로의 그림책을 감상하면서 평가 기준을 바

탕으로 독자의 평점을 남기는 감상 활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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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학습 목표 설정

앞서 미술 교과의 창의적 문제 해결법을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수업 모형으

로 설정한 뒤, 10차시의 수업을 수업 모형 단계에 맞게 나누고 각 차시의 주요

활동을 구성하였다. 차시별로 활동 내용을 구성하면서 어떤 교과를 통합할지

결정하였고, 관련 성취기준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차시별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활동을 계

획하였다.

1~3차시의 학습 목표는 ‘환경 그림책을 감상하고, 나의 일상생활 속 경험
과 연결 지을 수 있다’이며 이는 미술과의 성취기준 ‘[4미01-04] 미술을 자신

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다’, 국어과의 성취기준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사회 교과의 성취기준‘[4사

04-03] 자원의 희소성으로 경제 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파악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소비 등 경제 활동을 설명한다’를 통합하여

설정되었다. 학습활동의 과정은 교사가 제시하는 세 권의 그림책을 통해 환경

문제를 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생의 일상생

활 또는 경험과 연결지어보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그림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

급 구성원들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환경 문제의 원인과 결과, 해결 방법 탐색

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된다.

4~8차시의 학습 목표는 ‘그림책의 이야기를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하여 그림책을 만들 수 있다’이며, 미술과의 성취기준 ‘[4미02-03] 연상, 상

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4미02-04] 표현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와 국어과의 성취기준 ‘[4국05-02] 인

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

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를 재구성하였다. 본 차시의

활동은 ‘정크아트’의 개념과 다양한 예시작품을 살펴보고, 미술과 환경의 관

련성과 미술을 통한 환경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살펴볼 기회를 가지며 시작

된다. 본격적인 그림책 이야기를 만들기 위하여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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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의 구성요소의 개념을 파악하고, 전 차시에 함께 읽었던 그림책의 구성

요소를 일부 바꾸어보며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한다. 이야기를 완성한 뒤에

는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고, 다양한 표현 재

료와 방법을 선택하여 개성있는 그림책을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9~10차시의 학습 목표는 ‘창작그림책을 전시 및 감상하고, 작품
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다’이며 미술과 성취기준 ‘[4미

01-03]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와 국어과 성취기준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

는 태도를 지닌다’를 통합하였다. 본 차시의 주요 활동은 학급에서 ‘창작그림책

전시회’를 열어 학생들이 완성한 그림책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발표를 통해 상

호 감상 활동이다. 감상 활동과 함께 동료 평가가 진행되며, 연구자가 미리 제

시한 관점을 바탕으로 인상깊은 작품에 대한 비평 활동을 하며 마무리한다.

나. 평가 계획

1) 과정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

백을 제공하는 평가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다시 말해, 지식과 교과

서 중심적인 내용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비교하는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평가와 피드백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기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한

다. 둘째, 학습의 과정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셋째, 협력과 참여 중심의 수업

과정에서 실시한다. 넷째, 교사와 더불어 학생도 평가의 주체가 된다. 다섯째,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돕고, 피드백 결과를 수업 개선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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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심 평가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 설계 → 수업 → 평가 계

획’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계획되고 진행되며 이는 수업을 계획할 때 반드시

평가까지 고려되어야 하며 평가의 결과가 수업 설계 과정에 다시 환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과정 중심 평가 계획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평가를 위한 성취기준

을 선정하는 것이다. 성취기준은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학습

목표의 기반이자 평가의 핵심요소이므로 교육과정 재구성 단계에서 교육과정

계획-수업-평가의 일체화가 특히 강조된다. 두 번째 과정은 평가할 내용을 설

정하는 것으로 성취기준과 관련된 단원에서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선

정하는 것이다. 또한 성취기준 도달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인 평정 척도를 작성

하기 전, 미리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 번째 과정은 과

정 중심 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다. 평가 방법의 예로는 구술평가,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관찰 평가 등이 있으며 수업과 평가가 별개가 아님을 유의하여 평가 과정에도

배움과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은 적절한

평가 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는 배움의 끝이 아닌 과정 중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시기는 학교 또는 학년별로 일괄적으로 통

일하기보다 융통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프로그램 수업에서의 과정 중심 평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분석, 수업 설계와 더불어 과정 중심

평가가 계획되고 수업과 더불어 연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차시별 수업 과정과 결과물을 바탕으로 각 차시의 수업목표를 달성하

였는지 평가가 이루어진다.

과정 중심 평가의 본질을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 국어, 사회 세 교과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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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평가 방법을 계획하기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각 교과의

평가의 방향을 살펴보고 본 연구가 의도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 중심 평가

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 수업에서 어떤 평가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평가할 것인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평가 계

획을 세우고자 한다.

8) 교육부, 미술과 교육과정, 제2015-74호[별책15], p.30.

국어과 평가 방향 9)

(1) ‘국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평가내용의 균형, 평가 방법 및 평가 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①국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반영하여, 학습 목표 및 학습 내용
을 평가 내용 및 평가 도구와 연계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②국어에서 기르고자 하는 교과 역량 및 창의·인성 등 평가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되,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 인지·행동·정의적 요소가 균형을 이루
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⑤구술평가, 서술형평가, 논술평 평가, 연구 보고서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관찰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평가 과정에서도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미술과 평가 방향 8)

(1) 미술 교과 역량에 기반한 과정 중심, 수행 중심의 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2) 평가 목표와 내용은 미술 교과 역량,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근거로 설정하되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고려한다.
(6) 평가 목표, 평가 내용, 평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찰법, 발표 및 토론법,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보고서법, 연구보고서법, 감상문, 포트폴리오법 등
의 평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7) 개별 평가와 모둠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되, 모둠 평가 시 개인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선정한다.

(8) 교사의 학생 평가 외에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나 학습 단계를 점검
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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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교과에서 제시한 평가 방법은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평가 방법

중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 평가, 관찰 평가의 의미와 구

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포트폴리오 평가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지속적으로 모아 둔 작품집을 이용

한 평가 방법이다. 포트폴리오 평가법의 장점은 학생의 경우, 수업 중 자신이

제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작품 및 자신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장

점이나 부족한 점, 성실성 여부, 잠재 가능성 등을 인식할 수 있다. 평가 주체

자인 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 등을 비교하여 발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피드백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9) 이경화·이재승 외 15인, 초등학교 국어 4-2 교사용 지도서, p.16-17.
10) 한춘희 외 14인, 초등학교 사회 4-2 교사용 지도서, p.365.

(2) 학습자의 국어 능력의 신장을 판단하고,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도구 개선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과 결과를 균형있게 평가한다.

   ①학습자의 수준, 관심, 흥미, 적성, 진로 등 개인차를 고려하되, 학습자의 
국어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
법을 모색한다. 

   ②국어 사용의 실제성이 드러나도록 평가 과제, 평가 상황을 실제 삶의 맥
락에서 설정하여 평가한다.

사회과 평가 방향 10)

(1) 사회과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의 일관
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사회과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준거로 하여 추출된 내용 요소
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3) 평가는 개개인의 학습과정과 성취 수준을 이해하고 발달을 돕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4) 평가 내용은 지식 영역에만 치우쳐서는 안되며, 기능과 가치·태도 영역을 
균형있게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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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평가는 학생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교사

는 미술 및 타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개별 학생 단위 또는 집단으로 항상

관찰하게 되므로 수업의 전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총

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단, 교사 개인이 다수의 학생을 평가하게 되어 다소

주관적이고,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

확한 평가를 위해 관찰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거나 녹음을 하는 방법 혹은 평

가 관점 및 평정 기준을 포함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거나, 다른 평가 방법

과 혼합하여 사용한다.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평가, 관찰 평가를 프로그램 수업의 평가 방법으로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할 프로그램 과정 중심 평가 도구를 [표Ⅲ-5]과

같이 개발하였다. 각 항목은 상-중-하 단계로 평가하며 ‘상’에 해당하는 항

목은 5점, ‘중’에 해당하는 항목은 3점, ‘하’에 해당하는 항목은 1점을 부여하

여 10개의 세부 평가항목의 총점을 합산하여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각각의

점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평가 관점 평가 내용
평가 단계

상

(5점)

중

(3점)

하

(1점)

차

시

별

평

가

1~3차시

3권의 환경 그림책을 흥미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감상하였는가?

그림책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환경 문

제와 연결지어 글과 그림으로 나타

낼 수 있는가?

차

시

별

평

가

4~8차시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알고, 이를 바꾸

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가?

다양한 표현 방법과 재료 중 알맞은 것

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가?

[표Ⅲ-5] 포트폴리오 채점 기준표



- 77 -

본 연구 수업의 평가 방법으로 설계된 포트폴리오 평가의 요소는 크게 두가

지로 ‘차시별 평가’와 ‘작품 평가’로 분류할 수 있다. 차시별 평가 기준은 총 5

가지이며 과정 중심 평가의 맥락에서 각 차시의 수업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1~3차시의 평가 기준은 ‘3권의 환경 그림책을 흥미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감상
하였는가?’, ‘그림책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환

경 문제와 연결지어 글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며 그림책 감상을 적

극적으로 하고 경험과 연계하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4~8차시의 평가 기준은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알고, 이를 바꾸어 새로운 이야
기를 만들 수 있는가?’와 ‘다양한 표현 방법과 재료 중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가?’ 이며 그림책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작품

표현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9~10차시의 평가 기준은

‘창작그림책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자신있게 소개하고, 감상 관점에 따라

9~10차시
창작그림책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자신있게 소개하고, 감상 관점에 따라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

작

품

평

가

표현 주제
그림책의 이야기와 그림이 프로그램

주제와 알맞은가?

표현 의도 실현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에 따라 계획한

표현 의도가 작품에 잘 실현되었는가?

표현 방법 및

재료

표현을 위한 방법 및 재료가 효과적

으로 활용되었는가?

표현 내용
그림책의 이야기와 그림이 아름답고

완성도있게 표현되었는가?

창의성
그림책 이야기와 그림을 창의적으로

구상하여 개성있게 표현하였는가?

총 점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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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이며 평가는 완성된 작품의 주제와 핵심

표현요소를 학급 구성원에게 소개하고, 감상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고 비

평하는 과정에서 관찰과 활동지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작품 평가는 학생들이 완성한 최종 결과물인 그림책을 5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그림책의 이야기와 그림이 프로그램 주제와 알맞

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한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완성된 결과물이 차

시별로 제공되어 순차적으로 작성한 학습지 1~5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계획
한 대로 표현 의도가 작품에 잘 실현되었는지 확인한다. 셋째, 작품 표현을 위

한 방법 및 재료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 확인한다. 넷째, 그림책의 이야

기와 그림이 아름답고 완성도있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연구에 참

여한 학생들이 그림책 이야기와 그림을 창의적으로 구상하여 개성있게 표현하

였는지 확인한다.

다. 그림책 선정

앞서 그림책 교육의 의의를 살펴보며 언급하였듯이 오늘날 그림책은 더 이상 어

린이용 도서로 편협하게 분류되지 않고, 청소년과 성인에게도 정서적인 위로와 감

동을 주는 문화의 한 요소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 역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성인까지 범위로 넓혀 여러 문화 연

수와 강좌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눈높이나 사회적 관

심에 알맞게 주제별로 그림책을 분류하고, 그에 적절한 난이도로 감상 및 독후 프

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그림책의 활용 범위와 그림책 교육 대상 연령의 폭을 점차

늘릴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수업에 활용될 그림책의 선정할 때 고려한 부분은 크게 3가

지로 ‘주제, 학습자, 프로그램의 과정’이다. 먼저, 다양한 환경 그림책의 내용 중에서

본 프로그램의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환경 그림책은 생명, 기후,

생태, 소비와 재활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소비, 쓰레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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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해결방법을 다루고 있는 그림책으로 범위를 좁혀 후보 도서를 추렸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인 학습자의 수준과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과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정보 그림책의 이야기 전개와 삽화가

4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여 학생들이 그림책의 텍스트와 삽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림책 창작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림책의 소

재나 이야기의 일부를 활용하여 바꾸어 쓰기나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이 창작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림책 이야기나 그림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평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결과와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은 그림책을

즐겁게 읽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셋째, 그림책의 소재나 이야기를 통

해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림책 감상 단계에서

부터 학생들로 하여금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공감이 있어야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창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림책 선정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

인 동학년 교사 6인에게 그림책 후보와 선정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설문지

를 제공하였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동학년 교사들은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설명을 듣고 연구 수업에 활용할 후보 그림책들을 감상하여 설문

항목에 응답하였다. 교사 6인의 설문 결과를 점수화하여 기준을 통과하는 그림책

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은 프로그램 수업에 활용하기에 알맞은 도서를 선정하기 위함으로, 9권의

그림책에 동일한 4가지의 설문 문항을 적용하여 5점 척도 점수화하였다. 첫 번째

설문 문항은 ‘프로그램의 주제에 알맞은가?’이며 소비, 쓰레기문제, 재활용과 같

은 프로그램 수업의 주제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설문 문항은

‘그림책의 내용과 전개는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은가?’이며 세 번째 설문 문항은

‘그림책의 삽화는 학생 수준에 알맞은가?’이다. 이 두 가지 문항은 그림책의 텍스

트, 이미지가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설문

문항은 ‘그림책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가?’로 학생들이 그림책 내용에 공

감을 할 수 있고, 수업에 참여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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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분석 결과, 후보 도서 9권 중에서 항목별 점수 합계가 높은 7권을 선정하

였다. 윤지회 작가의 <마음을 지켜라! 뿅가맨>, 안신애 작가의 <멋진 하루>, 엘

리즈 그라벨(Elise Gravel) 작가의 <또 마트에 간게 실수야>는 학생들로 하여금

소비와 환경의 관계를 되짚어보게 하고, 그 내용이 학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수준에 알맞은 삽화 이미지와 이야기의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환경

문제를 인식하는 첫 단계인 1~3차시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환경 문제의 원인, 결과, 해결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활동

에서는 한성민 작가의 <빨간 지구 만들기, 파란 지구 만들기>와 허은미 작가의

<너에겐 고물? 나에겐 보물!>을 선정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환경 그림책 이외에

도 그림책 창작 과정을 지도할 때 페르닐라 스탈펠트(Pernilla Stalfeld)작가의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까>와 김영진 작가의 <지원이 병관이> 시리즈를 활용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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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의 실제

가. 교수․학습 지도안

1) 1~3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1~3차시는 연구 수업의 첫 시간으로 친숙하고 쉬운 내용의 그림책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야기 속 상황과 문제를 나의 일상생활과 연결

해보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미술, 국어, 사회 교과

를 통합하였고,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달성함과 동시에 각 교과의 핵심역량인

미적감수성, 문화 향유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이 수업

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거나, 수업을 통해 길러질 수 있도록 의도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학습 
목표

환경 그림책을 감상하고, 나의 일상생활 속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차
시

1~3 / 
10차시

연계 
교과

성취기준 핵심역량

미술 [4미01-04]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다. 미적 감수성

국어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화 향유역량

사회
[4사04-03] 자원의 희소성으로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
제가 발생함을 파악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을 설명한다.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표Ⅲ-6] 1~3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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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단
계

교수 · 학습 과정
지도상의 
유의점

문
제 
인
식

도
입

그림책으로 환경 문제 만나기
• 그림책 감상하기
-선생님이 준비해 온 세 권의 그림책을 함께 감상해봅시다.

[함께 읽을 그림책]

『마음을 지켜라!
뿅가맨』

『멋진 하루』
『또 마트에 간게 

실수야!』

• 그림책의 내용 이해하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책 중에서 마음이 통한 그림
책 한 장면을 골라볼까요?

-고른 장면에 내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봅시다.

[그림책 감상 활동] 나와 ‘통’한 장면 찾기
나는 오늘 이 장면과 마음이 통했어.
왜냐하면, 이 장면의 이야기/주인공의 말/그림/ 색깔 이 특히 마
음에 들었기 때문이야.

-여러분과 마음이 통한 친구들이 있나요? 왜 그 장면을 
골랐는지 이유를 발표해봅시다.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나 새로 
알게 된 점이 있나요?

•(준) 연구 주제에 
알맞은 그림책 3권

•한 장면, 한 장
면 집중해서 그
림책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교사
가 학생들에게 
직접 읽어준다.

•(준) 포스트잇 

•서로 인상적인 
부분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지
하게 한다.

전
개

문제에 공감하고 일상생활과 연결 짓기
• [그림책 감상 활동] 그림책과 나의 일상 연결 짓기
-책 속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내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에 4개의 칸을 그려 다음 질문
에 답해봅시다.

•(준)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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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나의 방에 
예전에는 정말 갖고 싶었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진 물건이 

있나요?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물건이 있으면 나는 꼭 

(산다 / 안 산다).

그 물건에 대한 나의 애정을 
무게로 표현한다면 

몇 kg일까요?

앞으로 그 물건에 대하는 
나의 감정은 어떨까요?

-우리 집 물건, 내가 먹은 음식을 떠올려보며 그것이 어떤 
재료와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봅시다.

• 선택의 문제가 일어나는 까닭과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이
유 알기

-왜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과 음식을 만들고 사게 될까요?
 (꼭 필요해서, 욕심, 자랑하기 위해서, 할인을 해서 등)
-책의 주인공들처럼 갖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없는 이유
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모두 
가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희소성‘ 때문에 항상 우리
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 해결방법 탐색하기 
• 환경 문제의 결과를 다룬 그림책의 내용 이해하기
-만약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물건 또는 음식을 필
요이상으로 사거나, 쉽게 싫증이 나서 필요 없어지는 
물건들이 쌓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족감이 떨어지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게 됨, 돈이 부족
해서 꼭 필요한 것을 사지 못함, 물건이나 음식을 만들
고 버리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심해짐 등)

-다음의 두 그림책을 함께 읽고, 더 깊게 생각해봅시다.

•단계적 발문을 
통해 나와 우리 
가족의 일상생
활 속에서 그림
책의 내용과 비
슷한 경험이 있
는지 떠올리게 
한다.

•사고의 확산과 수
렴 및 또래 협동
을 위한 협력 브
레인스토밍을 학
습 전략으로 학생 
수준으로 실천 가
능한 환경 문제 
해결방법을 찾게 
한다.

•(준)연구주제에 알
맞은 그림책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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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을 그림책]

 『빨간 지구 만들기 
초록 지구 만들기』

『쓰레기에서 레를 빼면 
쓰기』

•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까닭알기
-그림책 속 장면 중에서 잘못된 선택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현명한 선택’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돈과 자원을 낭비
하지 않고 큰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이 왜 필요할까요? 
 (희소성이 있는 돈과 자원,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
다. 등)

• 협력 브레인스토밍① 모둠
-그림책과 나의 경험에서 발견한 문제의 원인과 결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둠 친구들과 함께 이
야기를 나누고 포스트잇에 적어 모둠 생각그물을 만들
어봅시다.

• 협력 브레인스토밍② 전체
-모둠 친구들이 함께 만든 생각그물을 다 함께 모아봅시다.
-정리된 생각그물을 보고 마음에 드는 포스트잇에 어울
리는 ‘한 장면 그림’으로 표현해봅시다.

-한 장면 그림을 모아 그림 생각그물을 만들어봅시다. 

•글로 나타낸 생

각그물을 한 장
면 그림으로 표
현하여 그림 생
각그물을 만들
고 살펴보는 활
동을 통해 창작
그림책의 아이
디어와 주제를 
발견하게 한다. 

정
리

정
리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는 그림책과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바탕으
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나만의 환경 그림책을 만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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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단계에서 연구대상인 학생들은 3권의 그림책으로 환경 문제 중 ‘소비’

와 관련된 문제를 접하게 된다. 그림책 감상 후 ‘나와 통한 장면 찾기’ 활동을

통해 그림책 속 인상 깊은 장면을 골라보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감상 활동이 이루어진다.

전개 단계에서는 ‘나의 일상과 연결 짓기’ 활동을 하며 그림책의 내용을 ‘자

기화’하게 된다. 이때 학생들은 4개의 칸으로 나눈 한 장의 포스트잇을 활용하

여 교사가 제시하는 4가지 단계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적는다. 이는 책 속 주인

공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보며 환경 문제에 심도있게 접근하고 공감

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환경 문제를 나의 일상과 연결 짓는 활동에

이어 과도한 소비로 인한 환경 문제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 해결방

법을 찾는 활동으로 연결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그림책 <빨간 지구 만들

기, 초록 지구 만들기>, <쓰레기에서 레를 빼면 쓰기> 두 권을 감상한 후 원

인-결과-해결방법 세 가지로 항목을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주제를 탐

색하게 된다. 생각그물은 문자의 형태로 만든 뒤 한 장면 그림으로 변형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활동은 다음 차시에 그림책을 설계하는 초석이 된다.

2) 4~8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4~8차시는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이해하며 환경 그림책을 만
드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며, 본 연구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 활동이 포함

되어 있다. 전 차시 5권의 그림책 감상과 독후 활동으로 탐색한 주제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그림책을 창작하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에게 쉽지 않으므로 교사의 설명보다 예시를 활용하여 안내하고, 이야기의 구

성요소부터 구체적인 창작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지도하고자 한다. 본 차시에

서는 미술,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통합하였고,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달성함

과 동시에 각 교과의 핵심역량인 창의‧융합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



- 86 -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이 수업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거나, 수업을

통해 함양될 수 있도록 의도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학습 

목표

그림책의 이야기를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그

림책을 만들 수 있다.

차

시

4~8 / 

10차시

연계 

교과
성취기준 핵심역량

미술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
할 수 있다.
[4미02-04] 표현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창의·융합능력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능력

국어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
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모

형

단
계

교수 · 학습 과정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도

입

지난 시간 배운 내용 떠올리기

-지난 시간 모둠, 반 친구들과 함께 만든 생각그물을 떠올려

봅시다. 쉽게 물건을 사거나, 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동기유발 ‘정크아트’ 알아보기

-폐품을 활용한 작품을 감상하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지 

맞춰 봅시다.

-버려진 물건, 쓰레기, 잡동사니를 활용한 미술작품을 ‘정크

아트’라고 합니다.

-정크아트 작가는 왜 버려진 물건으로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물건도 그림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활동 내용 안내하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탐구한 내용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나

만의 환경 그림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Ⅲ-7] 4~8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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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디

어

적

용

전

개

1

그림책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 알기
 •그림책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까』을 읽으며 이야기를 만

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야기의 구성요소 알기
 -이야기의 구성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첫 시간 읽었던 3가지 책을 떠올리며 각각의 인물, 사건, 

배경의 핵심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책
『마음을 지켜라!

뿅가맨』
『멋진 하루』

『또 마트에 간게 
실수야!』

인물
등장인물은 누구인가요?
등장인물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등장인물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사건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등장인물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선택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배경
책에서 나오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장소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림책 이야기 바꾸어 쓰기
-이야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새로운 인물의 등장, 인물의 성격 변화, 사건의 흐름 변화 등)
-그림책 이야기 바꾸어 쓰기 과정을 이해한다.

[그림책 이야기 바꾸어 쓰기 방법]
1. 세 가지 그림책 중에 바꾸고 싶은 책을 정한다.
2. 인물, 사건, 배경 중 바꾸고 싶은 부분을 1가지 이상 정한다. 
3. 새로운 이야기 요소를 추가하여도 좋다.
4. 바뀐 이야기를 글로 표현해본다.

책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까』

•(준) A4 종이,

그림책 1권

• 이야기의 구성

요소 중 일부를 

선택 변형하여 

새로운 이야기

를 창작할 수 

있음을 안내하

고, 학생들이 느

낄 수 있는 이

야기 창작에 대

한 부담감을 줄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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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꾸어 쓴 이야기의 인물, 사건, 배경을 표로 정리한다.

아

이

디

어 

적

용

전

개

2

그림책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겨 그리기
• 그림책 스토리보드 이해하기
-스토리보드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그림책의 예시를 통
하여 스토리보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함께 읽을 그림책]

지원이 병관이 스토리보드 (앞, 뒤 면지에 포함)

• 그림책 스토리보드 만들기
-빈 종이를 8칸으로 나누어 스토리보드 틀을 만들어봅시다.

-바꾸어 쓰기 한 이야기의 인물, 사건, 배경 정리표를 바
탕으로 한 칸에 한 장면씩 나누어 적어봅시다.

-스토리보드에 어울리는 장면을 한 칸에 한 장면씩 그려봅시다.

[그림책 표현 방법과 재료탐색]
-표현 방법 ①그리기 ②콜라주 ③기타
-표현 재료 ①붓펜 ②수채화 물감 ③색연필 ④콜라주 재료 
           ⑤바탕색과 종이의 종류 ⑥기타

그림책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 표현 방법과 재료 탐색하기
-그림책의 소재가 될 물건의 특징을 탐색하고,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과 재료를 정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앞장> <뒷장>

•(준) A4 종이, 

그림책 창작

과정을 설명

하기에 알맞

은 그림책

•스토리보드에 

대해 교사의 직

접 설명이 아니

라 예시 그림책

을 통해 자연스

럽게 이해하도

록 돕는다.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 8~16

쪽 정도의 적

절한 분량 내

에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잘 

드러나도록 구

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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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단계에서는 ‘정크아트’의 작품을 보여주며, 버려진 물건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재활용된 물건이 그림책의 주제 또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전개1 단계에서는 국어 2학기 4단원과 연계하여 이야기 구성요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동지를 통해 전 차시에 감상한 그림책의 인물, 사건, 배경이 무엇

인지 적용해본다. 그림책 이야기를 창작할 때는 이야기의 구성요소 일부를 변

형하여 바꾸어 쓸 수 있음을 안내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

까지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전개2 단계에서는 실제 작가의 스토리보드 예시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그림

으로 옮기는 ‘스토리보드’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동지를 통해 글로 만든 이야기

를 각 장면으로 분할하여 그리는 활동을 한다. 스토리보드를 완성한 이후에는

표현 재료와 방법을 탐색하여 그림책 작품을 제작하고, 책의 정보를 포함한 표

지를 완성한다.

• 그림책 그림 완성하기
-내가 선택한 표현 방법과 재료로 각 장면을 꾸며봅시다
-그림과 어울리는 이야기 글을 써봅시다.
-쓴 내용을 읽어보고 어색한 부분이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을 
고쳐봅시다. 

-책의 표지와 제목을 계획해봅시다.
-지은이, 출판사, 작가의 말, 띠지, 바코드 등을 추가하여 그
림책을 완성해봅시다.

정

리

정

리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는 완성한 그림책을 전시하고, 학급 친구들과 
함께 지은이와 독자로서 직접 만든 그림책에 대한 이야
기를 나누고, 환경 그림책을 만든 소감과 환경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90 -

3) 9~10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9~10차시는 완성된 그림책 작품의 감상과 비평이 주요 활동으로 이루어지
며, 미술과 국어 교과의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창작그림책을 전시하고, 생활 속

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을 꾸준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을 학습 목표

로 하여 구성하였다. 본 차시에서는 미술,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통합하였고,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달성함과 동시에 각 교과의 핵심역량인 자기 주도적 미

술학습 능력, 미술문화 이해능력, 문화 향유 역량이 수업의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활용되거나, 수업을 통해 함양될 수 있도록 의도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학습 

목표

창작그림책을 전시 및 감상하고, 작품을 통해 생활 속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차

시

9~10 / 

10차시

연계 

교과
단원 및 성취기준 핵심역량

미술
[4미01-03]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
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
력 , 미술 문화
이해능력

국어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화향유역량

모

형

단

계
교수 · 학습 과정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도

입

지난 시간 배운 내용 떠올리기

-내가 선택한 주제와 스토리보드에 따라 그림책이 잘 만

들어 졌는지 한 번 더 점검해봅시다. 

활동 내용 안내하기

-오늘은 완성된 환경 그림책을 학급 친구들과 함께 감상

하고, 그림책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표Ⅲ-8] 9~10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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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과정에서 창작 후 활동은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창작 전시회’를

통하여 학생들은 저자로서 자신의 그림책을 소개하고, 독자로서 자신과 친구

들의 작품을 감상하였다. 둘째, ‘독자의 평점과 한 줄 소감 남기기’ 활동에서는

주제, 내용구성, 표현 방법 등 그림책 창작 과정에 따른 감상 관점을 제시하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생각 나누기’ 활동을 통해 환경 그림책을 읽고, 직접 그림책

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과 마음가짐의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인터뷰하

였으며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생각한 소비의 실천을 다짐하였다.

종

합 

및 

재

검

토

전

개

창작그림책 전시 및 감상하기
• 창작 후 활동 1: 창작그림책 전시회 열기
-창작그림책 전시회를 열고, 책을 소개하는 저자로서 자신
의 책을 소개해봅시다.

-책을 읽는 독자가 되어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한다.
• 창작 후 활동 2: 독자의 평점과 한 줄 소감 남기기
-친구가 만든 그림책에서 칭찬할 점을 찾아봅시다.
-친구가 만든 그림책의 주제 표현과 내용구성을 중점적으
로 생각하며 독자 평점을 남긴다.

-인상깊은 친구의 작품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 그림책을 
추천하는 추천사를 한 줄로 표현한다. 

• 창작 후 활동 3: 환경 문제에 대한 생각 나누기
-환경 그림책을 읽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꼈던 
바나 변화된 생각을 공유한다.

-일상생활에서 알맞은 소비와 환경에 대한 책임과 애정
을 다짐한다. 

-환경 인식과 실천 의지에 대한 인터뷰를 한다.

•(준)전시회를 

위한 준비물,

작품감상 및 

평가지, 스티커

•감상 관점을 

미리 제시하

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친구의 창작

그림책을 읽고 

긍정적으로 평

가하게 한다.

    

정

리

정

리

정리활동
-창작그림책을 가족과 함께 읽을 기회를 통해 가정과 
연계하여 꾸준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기적으
로 생활 습관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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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시별 평가 계획

1) 1~3차시 평가 계획

1~3차시의 학습 목표는 ‘환경 그림책을 감상하고, 나의 일상생활 속 경험과
연결지을 수 있다’이며 이 학습 목표는 미술과의 성취기준 ‘[4미01-04]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다’와 국어과의 성취기준 ‘[4국05-05] 재미나 감

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그리고 사회과의 성취기준

‘[4사04-03] 자원의 희소성으로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파악하

고,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소비 등 경제 활동을 설명한다’ 세 가

지를 통합하여 설정된 것이다. 학습 목표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지며 활동 중,

활동 후 2차례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학습 

목표

환경 그림책을 감상하고, 

나의 일상생활 속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차

시

1~3 / 

10차시

연계 

교과
단원 및 성취기준 수업 활동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

미술

[4미01-04]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
지을 수 있다.

•그림책을 감상하고 마음이 
통한 장면 찾아 발표하기

•그림책과 나의 경험을 바
탕으로 소비와 환경 문제
의 원인과 결과, 해결방법
을 ‘그림 생각그물’로 나타
내기

평가1

3권의 환경 그림
책을 흥미를 가지
며 적극적으로 감
상하였는가?
➜관찰 평가

[표Ⅲ-9] 1~3차시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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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1’의 평가 관점은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3권의 환경 그림책을 흥미를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감상하였는가’이다. 평가의 시기와 방법은 ‘수업 중 관

찰 평가’로 평가 관점에 따라 평가 단계는 ‘상, 중, 하’의 3단계로 나누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림책을 읽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짓는 경우에 적

극적으로 감상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경우에는 상, 보통인 경우에는 중, 감

상 태도가 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하의 단계를 부여하게 된다. 평가 결과가

‘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피드백에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환경 그

림책을 교실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끔 하고 추가적인 발문을 통

해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보게 하는 것이다.

국어

5. 내가 만든 이야기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그림책을 감상하고 마음이 
통한 장면 찾아 발표하기

•책 속 이야기와 비슷한 경
험이 있는지 떠올려보며 4
가지 질문에 답하기

•그림책과 나의 경험을 바
탕으로 소비와 환경 문제
의 원인과 결과, 해결방법
을 생각그물로 나타내기

평가2

그림책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를 
하는 이유를 설명
하고, 이를 환경 
문제와 연결지어 
글과 그림으로 나
타낼 수 있는가?
➜포트폴리오 평가
(포스트잇 및 생각
그물)

사회

2. 필요한 것의 생산
과 교환
[4사04-03] 자원의 희
소성으로 경제활동에
서 선택의 문제가 발
생함을 파악하고, 시
장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생산, 소비 등 
경제 활동을 설명한다.

•그림책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이
유를 발표하기

•자원의 희소성으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며 환경 문
제로 연결됨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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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2’의 평가 관점은 ‘그림책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를 하는 이유를 설명

하고, 이를 환경 문제와 연결지어 글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이다. 평가

의 시기와 방법은 수업 후 활동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포트폴리오 평가이다. 이

때 활동과정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포스트잇 1장과, 생각그물 글, 그림 두 가지

를 종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 관점에 따라 평가 단계는 ‘상, 중, 하’의 3

단계로 나누었다. 학생들이 그림책을 읽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다양한 이유

중에서 1가지 이상을 설명하고, 과소비를 했을 때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글과

그림으로 잘 나타낸 경우에 상, 두 가지 활동 중에서 한 가지를 잘 수행한 경

우에는 중, 두 가지 활동 모두 미흡한 경우에는 하의 단계를 부여하게 된다. 평

가 결과가 ‘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피드백에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평소에 물건을 샀던 경험을 떠올려보게 하고, 친구들이 함께 협력하여

만든 생각그물을 살펴보면서 소비와 관련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

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2) 4~8차시 평가 계획

4~8차시의 학습 목표는 ‘그림책의 이야기를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하여 그림책을 만들 수 있다’ 이며 이 학습 목표는 미술과의 성취기준 ‘[4미

02-04] 표현방법과과정에관심을가지고계획할수있다’, ‘[4미02-04] 표현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와 국어과의 성취기준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다. 학습 목표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지며 표현 활동 후 결과물을 바탕으로 2

차례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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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3’의 평가 관점은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알고, 이를 바꾸어 새로운 이야

기를 만들 수 있는가?’이다. 평가의 시기와 방법은 수업 후 활동 결과물을 바

탕으로 한 포트폴리오 평가이다. 평가 관점에 따라 평가 단계는 ‘상, 중, 하’의

3단계로 나누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이야기의 구성요소 3가지를 정확하

학습 

목표

그림책의 이야기를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그림책을 만들 수 있다.
차시

4~8 / 

10차시

연계 

교과
단원 및 성취기준 수업 활동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

미술

[4미02-03] 연상, 상
상하거나 대상을 관찰
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4미02-04] 표현 방법
과 과정에 관심을 가
지고 계획할 수 있다.

•정크아트에 대해 알아보고, 
버려진 물건이 그림책 이
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
을지 생각해보기

•그림책 이야기를 스토리보
드로 그리기

•다양한 표현 방법과 재료를 
탐색하여 그림책 그림 그리기

평가3

이야기의 구성요
소를 알고, 이를 
바꾸어 새로운 이
야기를 만들 수 
있는가?
➜포트폴리오(학습지)

평가4

다양한 표현 방법
과 재료 중 알맞
은 것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표현
하였는가?
➜포트폴리오
(스토리보드 및 작
품결과물)

국어

5. 내가 만든 이야기
[4국05-02] 인물, 사
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
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야기의 구성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이해하기

•그림책 3권의 이야기 구성
요소 정리하기

•그림책의 이야기 구성요소
를 바꾸어 새로운 이야기
로 만들어보기

[표Ⅲ-8] 4~8차시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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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알고 있으며 이 중 1가지 이상을 바꾸어 이야기를 만든 경우에 상, 이야기

의 구성요소를 알고 있으나 이야기를 만들기 어려워 한 경우에는 중,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 만들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의 단계

를 부여하게 된다. 이 활동은 추후 그림책 창작의 토대가 되는 활동이므로 평

가 결과가 ‘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피드백에 반드시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

적으로 그림책을 한 번 더 읽을 기회를 제공하여 그림책의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고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인물 또는 사건의 전개를 선택하여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추가 과제를 부여하고자 한다.

‘평가4’의 평가 관점은 ‘다양한 표현 방법과 재료 중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가?’이다. 평가의 시기와 방법은 ‘수업 후 활동 결과물

을 바탕으로 한 포트폴리오 평가’이다. 평가 관점에 따라 평가 단계는 ‘상, 중,

하’의 3단계로 나누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창작한 이야기와 스토리보드를

고려하여 알맞은 표현방법과 재료를 선택하여 특징을 잘 살려 표현한 경우에

는 상, 의도에 알맞은 표현 방법과 재료를 선택하였으나 그 특징을 잘 살려 표

현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 의도에 알맞은 표현 방법과 재료를 선택하지 못하

고, 그 특징을 잘 살려 표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의 단계를 부여하게 된다. 이

평가는 본 연구 수업의 핵심인 표현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다. 따라서 평가 결과가 ‘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피드백에 반드시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만든 스토리보드를 꼼꼼히 살펴보고, 비중있게

표현할 부분과 그 표현을 위한 재료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작품 표현 설계

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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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10차시 평가 계획

4~8차시의 학습 목표는 ‘창작그림책을 전시 및 감상하고, 작품을 통해 생활
속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다’이며 이 학습 목표는 미술과의 성취기준 ‘[4미

01-03] 미술작품에대한자신의느낌과생각을발표하고그이유를설명할수있

다’ 와 국어과의 성취기준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

상하는 태도를 지닌다’를 통합하여 설정하였다. 학습 목표에 따라 활동이 이루

어지며 감상 활동 중 태도를 중심으로 관찰 평가 1회가 진행된다.

‘평가5’의 평가 관점은 ‘창작그림책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감

상 관점에 따라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이다. 평가의 시기와

학습 

목표

창작그림책을 전시 및 감상하고,

작품을 통해 생활 속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차

시

9~10 / 

10차시

연계 

교과
단원 및 성취기준 수업 활동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

미술

[4미01-03] 미술 작
품에 대한 자신의 느
낌과 생각을 발표하
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창작그림책 전시회를 열어 
자신의 그림책을 소개하기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주제 표현과 표현 방법이 
잘 되었는지 평가하기

평가5

창작그림책 전시
회에서 자신의 작
품을 소개하고, 감
상 관점에 따라 
다른 친구들의 작
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
➜관찰 평가

국어

5. 내가 만든 이야기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
을 즐겨 감상하는 태
도를 지닌다.

•창작그림책 전시회를 열어 
나와 친구들의 작품 읽기

•작품을 감상하고 감상 관점
에 알맞은 평가하기

[표Ⅲ-11] 9~10차시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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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수업 중 관찰 평가이며 평가 관점에 따라 평가 단계는 ‘상, 중, 하’의 3

단계로 나누었다. 자신의 그림책의 창작의도와 표현의 주안점을 잘 소개하고,

감상 관점에 따라 작품을 잘 감상한 경우에는 상, 작품 소개 또는 감상 활동

중 한 가지만 우수한 경우에는 중, 두 활동 모두 미흡한 경우에는 하의 단계를

부여하게 된다. 평가 결과가 ‘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

이며, 구체적으로 단계적인 발문을 통해 자신이 그림책의 주제, 만들 때 들었

던 생각과 강조하고 싶은 부분 등을 이야기하게 하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여유있게 감상하고 자유롭게 생각과 느낌을 발표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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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분석

1. 과정 중심 평가 결과 분석

가. 수업 관찰 결과

본 연구자가 문헌 연구 및 실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본 프로그

램 수업은 초등학교 4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행되었다. 방학 기간

을 제외하고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미술, 사회, 국어 시간을 활용하여

10차시 동안 진행하였다. 다만, 실행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코로나 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애로사항을 많이 겪게 되었다. 1학기에는 한 학급이 3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등교하였고, 2학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등교수업이

연기되어 1~3차시 수업을 진행할 때 일정 및 지도 방법에서 부득이한

변경사항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교실 내 모둠 활동이 지양되어 불가피하게 개별 활동 중

심으로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친구와 함께 의견을 나누거나 모둠

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생각그물을 만드는 활동을 못하게 되어 본래

의도하였던 ‘협동’의 의미가 축소되었다. 교육부의 지침에서 비롯된 등교

인원 축소로 연구가 진행된 학교에서는 한 학급 학생들이 1/3씩 등교하

게 되면서 동일한 수업을 3일에 걸쳐 반복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자료

를 동시에 모으기 어려웠고, 계획한 차시가 분절되어 3차시의 수업이 계

획보다 길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상 관점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학

생이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창작 주제를 찾게 하는 본 차시의 의도를



- 100 -

실현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다른 날 등교

한 친구들의 결과를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3일에 걸쳐 완성된 생각그물

을 칠판에 게시하였다. 둘째, 온라인 학습을 통해 그림책을 감상할 수 있

도록 자료를 만들고 그림책 감상 후 느낀 점을 온라인 학급 게시판에 쓰

고 함께 공유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공부하는 원격수업 기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집안에서 그림책 속 상황과 비슷한 물건을 찾아보게 하고 그것

을 ‘환경적인 관점’에서 재탐색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였다.

1~3차시 중 ‘그림책과 나의 일상 연결 짓기’ 활동

‘협력 브레인스토밍’ 활동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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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차시 그림책 이야기 글쓰기는 국어 교과의 ‘이야기 바꾸어 쓰기’

학습 내용을 반영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이야기의 구성요소인 인물, 사

건, 배경에 따라 감상한 그림책을 재분석하고 이야기 구성요소의 일부

혹은 전체를 선택적으로 바꾸어 쓰는 과정을 거쳤다. 학생들이 창작한

이야기를 분석한 결과, 함께 읽은 그림책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일부를

바꾸어 재창작하거나 혹은 전체를 바꾸어 새로이 창작한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아래의 학생18의 활동 결과물은 <멋진 하루>에서 사람들의 식사를 위

해 무리하게 생선을 포획하는 장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생선’을 주인공

으로 설정하여 이야기를 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야기의 구성요소 중

인물 요소를 선택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생각그물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

[그림Ⅳ-1] 1~3차시 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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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 활동 결과물(학생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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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생20의 작품은 <마음을 지켜라! 뿅가맨> 그림책의 등장인

물 ‘준이’와 ‘엄마’가 그대로 등장하며 마트에서 보게 된 ‘뿅가맨’이라는

로봇을 만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는 원작의 인물, 배경 요소는 그대

로 유지한 채 사건의 전개만을 변형하여 창작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림Ⅳ-3] 활동 결과물(학생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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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의 구성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세 가지를 모두 바꾸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한 학생은 함께 읽었던 그림책 이야기에서 등장했

던 소재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

다. 아래 예시작품은 장난감을 자꾸 사고 싶은 ‘욕심 바이러스’와 ‘절약

백신’ 이야기로, 함께 읽은 그림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창작하였다.

[그림Ⅳ-4] 활동 결과물(학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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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결과 발견한 또 다른 특징은 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감상했던 그

림책의 내용을 ‘자기화’한 이야기를 창작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

생25는 등장인물을 자신과 엄마, 아빠로 설정하여 가족의 이야기로 만들

었다. 이는 연구자가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의 그림책을 선정하였고,

1~3차시의 활동을 하며 자신의 일상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보게

했던 지도의 결과로 보인다.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하여 연구자는

활동지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첫째, 학생

들이 작성한 초고를 검토하였을 때 이야기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

우, ‘주인공과 다른 인물은 누구인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어떻게 마

무리가 되는지’,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재와 배경은 어디

인지’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림Ⅳ-5] 활동 결과물(학생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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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6] 활동 결과물(학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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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6]은 인물과 배경은 뚜렷하게 잘 설정했으나, 사건이 명확하

지 않은 학생에게 ‘할머니의 간섭’이 어떤 환경적인 메시지가 있는지 생

각해보도록 지도한 경우이다. 이렇게 이야기 구성요소를 구상하는 단계

에서의 검토를 통해 학생 10은 주제가 잘 드러나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

었다.

둘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에게는 ‘읽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라면 어땠을까’, ‘주인공의 선택을

바꾼다면 어떨까?’, ‘이야기의 결말을 바꾸면 어떨까?’와 같은 발문을 통

해 이야기의 인물, 사건, 배경 요소 중 하나만을 바꾸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창작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도하

였다. 셋째, 창작한 이야기의 주제가 ‘과소비로 인한 환경 문제’에서 벗어

난 경우가 있었다. 주로 대기오염, 지구온난화와 같은 다른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연구자는 창작의

주제를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물건을 ‘산다’, ‘버린다’, ‘낭비한다’ 와 같은

주인공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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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차시 과정 중 이야기를 창작한 뒤에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연구자는 ‘스토리보드 만들기’ 과정을 지도하였다. 연구자가 예상했던 대

로 학생들이 ‘스토리보드’ 개념을 다소 생소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스

토리보드에 대한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

도록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도하였다. 첫째, 스토리보드를 면

지에 담은 김영진 작가의 그림책을 실물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토리보드란 그림책을 만들기 전 작가가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계획적인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전 차시에 작성한 줄거리를

한 장면, 한 장면씩 나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첨삭해주었다. 셋째, 학

생들이 그림책만의 서술 및 삽화의 특징을 다른 종류의 글과 혼동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수업 과정에서 관찰한 결과 칸으로 나누어진 학습지

에 이야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칸 만화를 그리는 것과 혼동하였

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그림책 속 인물의 대사는 짧은 문장의 형태로 서

술되며 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말 주머니와 다르다는 것을 지도하였다.

이와 같은 지도를 통해, 그림만으로도 작가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림책의 특성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글 없는 그림책을 창작

한 학생도 있었다.

[그림Ⅳ-7] 4~8차시 표현 활동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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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8] 활동 결과물(학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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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보드를 만든 뒤 그림책에 옮겨 그리는 표현 활동은 프로젝트 수

업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단계이자, 본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로웬

펠드의 미술 표현 단계 및 이 시기 학생들의 특징상 또래 친구들의 결과

물에 대해 빠르게 평가할 수 있고, 우수한 결과물을 모방하여 천편일률

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작가마다 개성이 있음을 특

히 강조하여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작품 표현을

존중하며 긍정적인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작품을 채색하기 전

에 다양한 표현 재료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지도 계획하였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임펜, 매직을 활용하여 채색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꼽

힌다. 이는 색연필이나 물감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채색하기에 다소 어

려웠던 코팅된 면지의 특성이 가장 큰 이유로 보였으며, 네임펜과 매직

이 평소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여 익숙한 표현 재료이며 사용하기 편리하

다는 점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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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차시는 ‘창작그림책 전시회’를 열기 전, 학생들은 활동지5에 자신

의 작품을 소개하는 글을 썼다. 또한 감상 활동 전 연구자는 ‘주제 표현

이 잘 되었는가, 그림책 이야기의 전개가 자연스러운가, 그림책의 그림

표현이 잘 되었는가’와 같이 3가지의 감상 관점을 미리 안내하였다. 감상

관점을 충분히 인지한 후 학생들은 모든 친구들의 작품을 돌려 읽었으며

인상깊은 그림책 뒷면에 스티커를 붙이며 간단한 동료평가를 진행하였

다. 자신이 스티커를 붙인 그림책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거나, 그림

책의 글과 그림의 표현이 우수한 작품을 1개 골라 독자의 평점과 추천하

[그림Ⅳ-9] 9~10차시 감상 활동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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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을 쓰는 활동을 하였는데 미리 작품을 감상할 때의 관점과 평가의

기준을 안내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욱 진지하게 감상할 수 있었으며,

전시회 활동이 끝난 후 스티커의 개수에 따라 직관적으로 동료평가의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의 말미에는 환경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감

상하고 주제를 탐색하기, 글쓰기, 장면 나누기, 스토리보드 만들기, 그림

그리기, 감상 및 평가 활동까지 1~10차시에 이르는 프로젝트의 모든 과

정에서의 회상하면서 느낌과 생각, 아쉬운 점, 환경적 태도 변화와 앞으

로의 다짐 등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소감나누기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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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트폴리오 평가 결과

연구에 참여한 학생 26명의 활동지와 활동 결과물을 연구자가 개발한

포트폴리오 채점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유의미한 점수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의도한 목표 달성 여부와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차시별 평가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 수업을 위하여 연구자가 통합한

미술, 국어, 사회 교과의 성취기준을 달성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작품의 완성도, 창의성 등의 기준을 토대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 각각의

결과물을 평가하였다.

1) 차시별 평가 결과

1~3차시는 두 가지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의 결과의 다음의 표와 같다.
‘평가1’은 관찰 평가의 방법으로 평가 내용은 ‘3권의 환경 그림책을 흥미를 가

지며 적극적으로 감상하였는가?’이다. 이는 국어과의 성취기준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연결되어 있다.

학생들이 그림책이라는 시각적 매체에 흥미를 가지고 환경 그림책을 읽고 이

해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는지 수업 중 관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26명의 평균점수는 5점 중 4.8점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랜만에 접하

는 그림책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졌으며 감상한 것을 토대로 교사의 발문에 적

극적으로 대답하며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평가 내용 상(5점) 중(3점) 하(1점) 평균점수

3권의 환경 그림책을 흥미를 가

지며 적극적으로 감상하였는가?
24명 2명 0명 4.8

[표Ⅳ-1]1~3차시 포트폴리오 평가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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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2’의 평가 내용은 ‘그림책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를 하는 이유를 설명

하고, 이를 환경 문제와 연결지어 글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이다. 학생

들이 환경 그림책을 감상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상생활 속 경험에 비추어 사람

들이 물건을 사는 다양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학생들이 감상 후 활동 중 만든 포스트잇 활동지와 글, 그림 생각그

물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 평가 내용은 미술과의 성취기준 ‘[4미01-04]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다’와 사회과의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미술, 사회 교과의 성취기준 달성 여

부를 파악할 수 있다. ‘평가1’과 마찬가지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 26명 중 22명

이 상(5점), 4명이 중(3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림책을 통

해 알게 된 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비교할 수 있었고, 소비라는 개념을

환경 문제와 연결지으며 본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하여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림책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

비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를 환경 문제와 연결지어 글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22명 4명 0명 4.7

평가 내용 상(5점) 중(3점) 하(1점) 평균점수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알고, 이

를 바꾸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

들 수 있는가?

17명 5명 4명 4

다양한 표현 방법과 재료 중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효과적

으로 표현하였는가?

21명 4명 1명 4.5

[표Ⅳ-2]4~8차시 포트폴리오 평가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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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차시 역시 두 가지 평가가 진행되었다. 주제를 탐색하여 그림책 이야기
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평가3’은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알고, 이를 바꾸

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가?’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국어과의 성

취기준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를 반영한

것으로, 활동지 1, 2, 3의 결과물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들의 평균점수는 4점으로, 함께 읽은 그림책의 구성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함

께 읽은 그림책의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활동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수하게

해내었으나, 일부 학생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어

려워했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정리하

고 짧은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정해진 수

업 시간 외에 학생들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였으며, 학생

들의 수준에 따라 함께 읽은 그림책의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바꾸는 것과 같

이 창작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별 지도하였다.

‘평가4’의 평가 관점은 ‘다양한 표현 방법과 재료 중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가?’이다. 이는 미술과의 ‘[4미02-04] 표현 방법과 과정

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의 성취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를 위하여

학생들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보드(활동지4) 및 학생들이 완성한 그림

책 결과물을 활용하였다. 과정에 따른 학습지를 제공하여 단계적인 지도를 하

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빈 그림책에 장면을 채울 수

있었다.

평가 내용 상(5점) 중(3점) 하(1점) 평균점수

창작그림책 전시회를 열어 자

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감상

관점에 따라 다른 친구들의 작

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

26명 0명 0명 5

[표Ⅳ-3]9~10차시 포트폴리오 평가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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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차시 ‘평가5’는 ‘창작그림책 전시회를 열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감상 관점에 따라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 이다. 창작그림책

전시회에서 학생들은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친구들의 그림책을 관

점에 따라 감상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평가를 위하여 활동지5 분석 및 관찰법

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과의 성취기준 ‘[4미01-03]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와 국어과의 성취기

준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업 결과, 모든 학생들이 연구자가 미리 안

내한 감상 관점을 잘 인지하여 진지하게 감상 활동을 하였다. 5개의 스티커를

주어 감상과 동시에 간단한 동료 평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욱 꼼

꼼하게 작품을 읽을 수 있었다. 활동지5를 평가한 결과, 26명의 참여학생 전원

이 연구자가 의도한 학습 목표에 잘 도달하여 성취기준을 잘 달성하였다고 판

단하였다.

2) 작품 평가 결과

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한 26명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1~10차시의
수업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주제인 소비와 환경 문제에 대하여 탐색하였

다. 그리고 다양한 교과 내용이 통합된 단계적인 포트폴리오 활동을 통하

여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이 담긴 1인 1권의 그림책 작품을 완성하였다. 연

구자는 학생들이 완성한 그림책 작품을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관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우수작품과 함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

째 평가 관점은 ‘그림책의 이야기와 그림이 프로그램의 주제와 알맞은가?’

로 완성된 작품이 본 프로그램의 주제인 ‘소비와 환경 문제’와 같은 맥락

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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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4.4점으로 20명의 학생이 프로그램 주제를 잘 반영한

그림책을 만들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 문제의 원인 중에서 ‘과도한 소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 경우,

‘코로나’와 같이 다른 주제와 큰 개연성없이 엮어 창작한 경우에는 ‘중’으로 평

가하였다. 또한 작품 전체의 완성도가 지나치게 부족하여 주제를 파악하기 어

려운 경우, 평소에 좋아하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주제와 관련성이 없

는 경우에 ‘하’로 평가하였다.

두 번째 작품 평가는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에 따라 계획한 표현 의도가

작품에 잘 실현되었는가?’의 관점에 따라 실행되었다. 주제탐색, 표현계획,

표현 활동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활동지의 순서대

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 차시마다 제공한 활동지를 과

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은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포트폴리오와 최종 작품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는 4.4점이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 26명 중 20명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글쓰기 또는 스토리

평가 내용 상(5점) 중(3점) 하(1점) 평균점수

그림책의 이야기와 그림이

프로그램 주제와 알맞은가?
20 4 2 4.4

[표Ⅳ-4]평가 내용별 작품 평가①

평가 내용 상(5점) 중(3점) 하(1점) 평균점수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에 따라

계획한 표현 의도가 작품에 잘

실현되었는가?

20 2 4 4.4

[표Ⅳ-5]평가 내용별 작품 평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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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 만들기 등 활동지를 미처 완성하지 못하여 그림책에 연결성있게 반영

이 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낮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완성된 그림책의 이미지에 주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세 번째

평가관점은 ‘표현을 위한 방법 및 재료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가?’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표현 재료를 적절히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작품 면지의 특성상 표현 재료의 선택권이 적어 대부분의 학

생들은 색연필, 네임펜 또는 매직을 활용하여 채색하였고, 익숙한 표현 재료이

기 때문에 모두 알맞게 활용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네 번째 평가 관점은 ‘그림책의 이야기와 그림이 아름답고 완성도있게 표현

되었는가?’로 스토리보드 내용이 작품에 잘 반영되어 미적으로 완성도 있게 표

현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6명의 참가자가 모두 작품을 완성하였고, 적

절한 문구를 사용하였는지, 채색과 마감 정도가 우수한지 등에 따라 점수를 부

여하였다. 평균점수는 4.5점으로 위의 표와 같다.

평가 내용 상(5점) 중(3점) 하(1점) 평균점수

표현을 위한 방법 및 재료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가?
26 0 0 5

그림책의 이야기와 그림이 아름

답고 완성도있게 표현되었는가?
20 6 0 4.5

[표Ⅳ-6]평가 내용별 작품 평가③,④

평가 내용 상(5점) 중(3점) 하(1점) 평균점수

그림책 이야기와 그림을

창의적으로 구상하여 개성있게

표현하였는가?

19 7 0 4.4

[표Ⅳ-7]평가 내용별 작품 평가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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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작품 평가의 관점은 ‘그림책 이야기와 그림을 창의적으로 구상하여

개성있게 표현하였는가?’이다.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는 주제 선택부터 작품 제작까

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하게끔 지도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수업 특성

상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뼈대에 해당하는 주제가 있으며, 3권

의 그림책을 함께 읽고 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는

점, 이야기의 구성요소의 일부를 바꾸어 이야기를 만들었던 점을 고려하여 평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구성요소나 전개, 이미지 표현 등을 분

석한 결과 완성된 그림책 작품 전반에 각 학생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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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수업에 대한 학생 의견 분석

가. 프로그램 수업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1~10차시의 수업을 마친 뒤, 프로그램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 및

의견을 설문조사하였다. 지도교사의 관찰과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수

치화한 평가의 결과를 보완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

구자가 제시한 세 가지의 질문에 자유 응답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설문

문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질문이다. 프로그램 수업 전체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과정이나 어려웠던 과정은 무

엇이었는지’를 질문하였다.

둘째, 그림책 감상 및 창작 과정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

정보 획득을 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을 주제

로 한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수업 전반을 통해 환경적 태도 면에서의 변화가 있었는

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환경 문제는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환경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생각 또는 태도에 긍정적인 변

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수업을 통해 환경에 대한 생각

이나 태도, 나아가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설문 항목에 대

하여 학생들은 자유롭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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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6] 나는 오늘 아침 계란이 든 토스트를 먹었다. 그리고 가죽으로 된 소파에

앉아서 쉬었다가 온라인 공부를 시작했다. 어제 저녁에는 가자미구이를 먹고 그

저께에는 소고기 샤브샤브, 햄이 들어간 부대찌개도 먹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것

을 주의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그림책을 읽고 나니 동물들이 우리들의 이익만

을 위해 이렇게나 많이 희생되는지 알고 정말 놀랐다. 지금까지 이것들이 당연하

다고 생각했던 나를 반성한다.

[학생9] 환경 그림책을 만들기 전에는 갖고 싶은 것을 마구마구 샀는데, 지금 생

각해보니 정말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이 물건이 정말 나에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물건을 산다.

[학생14] 글을 쓰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 하지만 친구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

어보니 아이디어가 확 떠올랐다. 환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오래 나누었더니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서 좋다.

[학생19] 환경 그림책을 만들 때 스케치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지만 재밌었다. 그

림책의 내용을 고민하고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꾸준한 노력과 실천으로 일회용품이 점점

사라졌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으로 희생받는 동물들을 생각해주

었으면 좋겠다.

[학생20] 작품을 완성하고 내 그림책을 다시 보니 색칠을 미처 다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뿌듯하고 스스로 칭찬해

주고 싶다. 내가 쓰는 물건들로 생기는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고 난

뒤, 요즘은 종이컵을 잘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학생21]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은 삶은 달걀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철창 안에

서 갑갑하고 억울하게 자라온 닭들이 낳은 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서 닭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 엄마께서 사용하시는 화장품도 동물실

험으로 완성된 것이다. 죄 없이 동물실험을 당하는 동물들이 불쌍했다. 또 우리

집에는 엄마께서 사은품으로 받으신 여우 털목도리가 있다. 고작 사람들이 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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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털이 뽑힌 여우가 불쌍하다. 앞으로 불필요한 장신구는

굳이 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인간의 욕심으로 희생한 수만 마리의 동물들

이 장신구에 의해 희생되고 있으니까 말이다.

[학생22] 환경에 대해 오래 공부하다보니 예전에 내가 쓰레기를 길에 버렸던 것

이 후회스러웠다. 앞으로 환경에 대해 더 알게 되었으니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분리수거를 더욱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24] 책을 읽고, 글도 짓고, 장면을 나누어 스토리보드도 만들고, 그림그리기

와 색칠하기의 과정을 처음 해봐서 힘들었지만 마지막 작품을 보니 만족스러웠

다. 이제 나의 일상에 변화가 생길 것 같다.

[학생25] 나는 지금까지 일회용품들을 많이 쓰고 새것을 마구 샀다. 앞으로는 내

가 다회용품(쇠수저, 머그컵 등)을 많이 쓰고 쓸데없는 소비는 하지 않겠다고 다

짐했다. 환경에 대한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활동지를 연이어 완성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다 만들고 난 그림책 작품을 보니 활동지들의 결과가 합쳐진 것 같아

뿌듯했다.

[그림Ⅳ-10] 소감나누기 활동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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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 응답 분석

1) 프로그램 과정 측면

10차시의 수업은 ‘환경 그림책을 통해 주제와 만나기, 생각그물을 통해 생각

과 느낌 나누기,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바꾸어 글쓰기, 스토리보드 만들기, 작품

표현하기, 창작그림책 전시회를 열고 감상 및 비평 활동하기’와 같이 연속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었고, 주제 그림책 한 권을 창작하기 위하여 긴 호흡으로 진행

되었다. 각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자는 포트폴리오 방식을

선택하여 수업 및 평가에 활동지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첫 번째 질문인

‘프로그램 수업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과정이나 어려웠던 과정은 무엇이었

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학생14는 그림책 <멋진 하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특정 레시피 유행에

따른 새우의 무차별한 희생’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었다. 특히 많은 과정 중

에서 글 쓰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새로운 이야기 창작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수업에서 통합

한 국어과 4단원에서는 ‘이야기의 구성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이 어우러져 하

나의 이야기가 구성됨을 아는 것’이 핵심이므로 인물, 사건, 배경을 온전히 새

로 구성하는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바꾸어 이야기의 재창작이

허용된다(이경화․이재승 외 15인, 2018). 따라서 연구자는 활동지를 통해 함

께 읽었던 그림책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요목화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학생 스

스로 수준에 알맞게 창작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새로운 이야기

창작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학생19와 학생24 경우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책 창작과 관련된 학생들의 선행 경험을 조사하

였을 때 다수의 학생들이 그림책을 제작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연구자는 단계적인 학습 자료를 통하여 순차적인 그림책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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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계획하였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활동 양과 내용을 정

하였다. 긴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작품을 보고 학생들은 ‘만족스럽다’, ‘뿌듯하

다’라고 응답하여 성취감을 표현하였다.

한편 학생20은 표현 활동에 시간이 부족하여 미처 색칠하지 못한 부분이 많

아 아쉬웠다고 하였다. 자신의 작품의 완성도에 아쉬움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

다. 미술 교과학습에서 3, 4학년의 학생의 특징을 분석한 박휘락(2003)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 정도와 흥미, 능력의 차이로 인해 미술 표현에서도 개인차

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지각하는 것과 자신이 표현한 것 사이의 괴리감

을 느끼는 경우나 인물, 공간, 표현 주제의 빈약함을 느끼는 경우, 또는 재료와

용구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표현 의욕을 잃기도 한다. 학생이 자신의 표현 중

에서 잘된 부분을 찾아보게 하여 표현 욕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

한 지도와 격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3은 친구들의 그림책을 모두 감상하는 ‘창작그림책 전시회’에서 스티커

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평가했던 활동이 특히 즐거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우

수한 작품에 대한 또래의 평가가 꽤나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자

는 ‘창작그림책 전시회’를 열어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기 전, 평가 기준

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한 명당 5개의 스티커를 배부하였다. 스티커와 같은 간

단한 자료가 학생들로 하여금 신중한 비평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명시적인 동

료 평가 도구로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드너는 학생 감상 능력 발달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 가드너의 관점

에서 볼 때, 초등학교 4학년의 감상 능력 발달 정도는 ‘사실주의적 감상 단계’

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사물을 보는 방식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니게

되고, 나와 또래의 작품을 비평적으로 보며 솔직한 반성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와 똑같은 색, 형태에만 주목하여 평가하는 사실주의적 고정관념에 고착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작가들이 정서, 감정, 사고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표

현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고, 개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에서 감상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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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문제 이해 측면

설문의 두 번째 질문인 ‘환경을 주제로 한 수업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이다. 학생들이 프로그램 수업을 통해 얻은 환

경 지식을 알아보기 위함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학생6은 그림책 <멋진 하루>를 읽고 나서 그 날 아침 가정에서 먹었던 음

식과 앉았던 가죽 소파가 동물들의 희생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고서

깜짝 놀랐다고 하였다.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그림책 장면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학생18 역시 그림책 <멋진 하루>에서 외식문화로 무분별하

게 잡히는 생선들의 장면에서 창작 주제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 학생은 해당

장면의 물고기를 주인공으로 하여 어획 그물망을 헤쳐 친구들을 구하는 물고

기의 모험 이야기를 만들어 작품을 완성하였다.

학생24는 <마음을 지켜라! 뿅가맨>을 읽고 충동적인 소비가 환경오염을 야

기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특히, 책 속 주인공 ‘다섯 살 준이’와 같이

어린이나 또래의 마음을 넘어 어른의 입장으로 이해해보려는 시도를 한 점이

인상적이다. 구체적으로 고가의 피규어를 좋아하는 ‘아빠’, 고가의 명품가방을

좋아하는 ‘엄마’를 주인공으로 하여 어른들도 충동적인 소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찰과 교훈을 담은 이야기를 창작하였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환경 문제에 대한 정

보를 언어적으로만 전달했을 때보다 그림책에 나타난 시각 이미지로 정보를

제시할 때 그 내용이 학생에게 쉽게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그림책을 선정할 때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그림책의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고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인가?’이다. 그림

책이 학생들의 이해수준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고, 몰입과 공감이 잘 이루어

질 때 후속 창작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앞서 분석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연구자가 의도했던 대로 학생들은

그림책을 통해 환경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그림책을 창작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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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적 태도 변화 측면

환경에 대한 태도와 실천의지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세 번째 질문은 ‘프로그램 수업을 통해 환경적 태도 면에서 변화가 있었는가?’

이다. 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수업 주제인 ‘소비와 환경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거나, 앞으로의 친환경적

생활에 대한 다짐과 노력을 포함한 응답이 많았다.

학생9는 그동안 물건을 욕심에 따라 쉽게 샀던 행동을 반성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심사숙고를 한 뒤 구매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생 6과 학생21은 그

림책 <멋진 하루>를 읽고 가정에서 음식 또는 물건의 원재료를 탐색해보는

과제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익숙하게 먹어온 그날의 반찬의 재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충격적이다’, ‘잔인하다’, ‘불쌍하다’는 감정표현을 활용하여 응답하

였으며, 음식 투정을 하거나 잔반을 남겼던 경험에 대하여 ‘희생한 동물들에게

미안하고 반성을 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19와 20은 환경에 대한 주제를 오랫동안 다루며 수업을 하여 그동안

관심있게 살펴보지 않았던 환경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고,

종이컵이나 일회용품을 줄이는 등 생활 속에서 작은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생22와 학생25는 길가에 쓰레기를 버렸거나 쓸데없

는 소비를 했던 행동을 반성하며 분리수거와 낭비하지 않는 생활 속 습관을

다짐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환경교육은 이미 초래된 환경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의간의 의식과 태도

를 변화시키는 사전 예방적인 의미가 있기에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과정

의 초등학생들에게 더욱 지도의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답변은 2~3
달 간 진행되었던 10차시의 긴 연구 수업동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

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우를 비추어 반성과 성찰을 통해 지속적인 친환경적

인 행동을 다짐하기를 기대했던 연구자의 의도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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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해석

과정 중심 평가의 결과 및 수업에 대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유

서술식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시별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차시별 평가는 지도교사의 관찰 및 학생들의 활동 결과

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그림책 감상 태도, 그림책을 통해

알게 된 바를 글과 그림으로 요약하는 활동 결과를 평가한 1~3차시, 이
야기 구성요소의 이해 및 새로운 이야기 창작, 다양한 표현 방법과 재료

를 선택하여 표현한 결과물을 평가한 4~8차시, 창작 그림책 전시회를 통

한 감상 및 비평 활동을 평가한 9~10차시의 평가 결과 모두 높은 평균

점수를 얻었다. 1~10차시 각 차시별 프로그램 수업의 학습 목표는 미술,

국어, 사회 세 교과의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연

구자의 의도대로 주제 중심의 통합 수업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다만, 차시별 평가의 결과는 항목별 개인 점수를 평균화한 것으로 모

든 학생이 학습 목표에 완벽하게 도달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26명은 개인별 수준 차가 존재하여 차시별 활동 결과물을

평가하였을 때 학습 목표 도달 정도가 상이하였다. 과정 중심 평가의 의

도에 따라 연구자는 수업 중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따로 지도

하고, 매 차시 수업 후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에게는 활동지

첨삭 등 별도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과정에 따라 그림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보충지도 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프로그램 수업 전 과정을 통하여 관련 교과의 역량을 달

성하였다. 현 교육과정이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제시하며 학교 교육을 통

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은 교과별 ‘핵심역량’이다. 교과 통합 수업

의 학습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수업을 설계한 연구자가 고려한 교과별

역량을 수업의 과정 중에서 발휘하거나 또는 수업의 결과로써 발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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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의 개발 취지대로

성취기준 중심으로 통합 수업을 설계할 때, 성취기준에 관련된 교과별 역

량을 분석하고, 학생들이 수업의 과정에서 이를 달성하는 것에 특히 주안

점을 두어 활동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림책을 통해 미적 경험과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미

적 감수성’, 그림책 감상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이 학습자의 기존 지식 및

경험과 융합되어 새로운 글과 그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미술과의 ‘창의·

융합 능력’, 국어과의 ‘문화 향유역량’, 사회과의 ‘창의적 사고력’ 함양을 기

대할 수 있다. 또한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넘어 성찰 및 해

결 방법 탐색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미술과의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과 국어과의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그리고 사회과의 ‘문제 해결

력 및 의사 결정력’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작품 평가 결과, 연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창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1

권의 그림책을 창작하였으며 연구자는 사전에 개발한 평가도구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완성한 그림책은 ‘프로그램 주제와의 적합성, 포

트폴리오와 작품과의 연계성, 표현 방법 및 재료의 적합성, 미적 완성도,

창의성’을 세부 평가 문항으로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문항별로 개인

점수를 매겨 평균화하였을 때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값을 얻었기 때문

에 본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수업의 결과물로써 환경 그림책을 창작할

수 있다.

다만, 차시별 평가와 마찬가지로 학생 개인별로 국어능력과 미술 표현

능력은 상이하여 완성된 결과물이 각 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다. 평균 점수에 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연구자는 1~10
차시의 과정을 모두 거친 노력을 격려하였고, ‘감상-창작-재감상’ 으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완성한 다시 한번 감상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창작 그림책 전시회’를 통해 동료 학생들의 작품을 상

호 감상하는 기회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작품에서 부족한 점, 보완할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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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넷째, 본 프로그램 수업의 주제인 ‘과소비 또는 낭비와 관련된 환경 문

제’에 대하여 학생들의 이해가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수업

에 대한 학생 의견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환경 그림책을 통해 물건과

음식 자원이 생산, 소비, 폐기되는 과정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

한 환경문제가 발생한 까닭이 인간의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선택에서 비

롯됨을 알고, 소비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여 작품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태도 변화 면에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친환경적 행동에 대한 실천 의지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 그림책을 통해 얻은 환경 지식을 학생의 일상생활 속 경험

과 연결 지어보는 활동과 환경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창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평소 소비 습관을 반성, 성찰하여 친환경적 행동에 대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을 종합하였을 때 환경 그림책을 감상

하고 창작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환경 문제의 이해 측면, 환경적 태도

변화 측면에서 수업 전후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유의

미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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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대의 흐름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미술교육의 동향

역시 ‘통합’이라는 두 글자에 주목하고 있다. 통합 미술교육에서의 ‘통합’

은 체험, 표현, 감상이라는 미술교육의 영역 간 융합만이 아니라, 타 교과

와의 적극적인 융합까지 의미하며 이와 같은 미술교육은 과학·기술, 수학,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미적으로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초석이 된

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이 의도한 ‘교과통합형 수업의 개발’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재상 및 목표, 미술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교실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적극적으로 구현되

지 못했던 문제점을 제고하여 주제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의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실제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

펴보고자 한 실행연구이다.

프로그램 수업을 구체적으로 고안하여 실행하기까지 연구의 단계를 요

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 수업에서 설정한 ‘소비와 환경 문제’

라는 주제는 산업 및 생산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는 현재의 소비와 행복을 추구하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생

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불필요한 소비와 낭비로부터 야

기되는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UN에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

가능발전을 위해 달성하기로 한 인류 공동의 목표 17개를 발제하였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그중 하나인 ‘책임 있는 소비

와 생산’을 어린 학생들이 생활 습관으로써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학

교에서는 반드시 내실있는 환경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은 단일 교과가 아니라 분산적으로

다루어져 입지가 다소 부족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범교과에 해당하여

중요성에 비해 비중있게 지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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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교과 학습 주제는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내용을 재구성하여 지

도되는 것이 권장되며, 미술 영역과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연계성에

관한 세계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환경부, 2015). 따라서 연구

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미술교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과와 엮은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Ⅱ장 이론적 배경에서 환경 미술교육의 개념과 의의를 살펴

보았고, 그림책을 활용한 환경 미술 수업이 환경소양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한 배예원(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

업 방법 및 자료 개발의 방향을 잡았다. 다양한 환경교육의 주제를 산발

적으로 다루기보다 범위를 좁혀 지도하기 위하여 ‘소비생활과 관련된 환

경 문제’를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업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랩과 플루드가

제시하여 오유선(2018); 서경순(2010); 김재복(2000)이 정리한 준거에 비

추어 본 주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가 설정한

프로그램 수업의 주제는 교육과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경험 세

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흥미와 학습 동기를 자극할 만하고, 실생

활의 문제해결과 연관된 주제이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제와 관

련된 4학년 교육과정상 미술, 국어, 사회 교과에서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는 단원과 성취기준을 추출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소비’와 관련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분석한 오민주·남영숙(2019)의 연구 자

료를 참고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그림책의 감상 및 창작 활동을 본 연구의 주요 활동으

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그림책의 가치를 살펴보았고, 어린이에

게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을 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논

한 국내외 연구자 9~10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첫째, 그림책을 읽고 몰입하면서 어린이는 즐거움, 감동, 기쁨, 슬픔 등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둘째, 그림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문자와 만

나는 첫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문자를 듣고 눈으로 보는 과정을 통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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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능력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셋째, 그림책의 그림을 통해 미적 경험을

하고 시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넷째, 글과 그림의 유기적인 구성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 논리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다섯째, 그림책을

통한 교육은 어린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간접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실제 교실에서 실행할 그림책 창작

수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때 그림책 교육

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자료 중에서 교육과정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가급

적 최근 10년 이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미술 교과와 연계한 것으

로 범주를 좁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그림책 창작과 관련하여 어린이

의 창의성, 언어능력 등 교육적 효과를 확인한 연구, 그림책 감상 또는

그림책 창작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본 연구와 같이 환경 그림책을 활용

하여 환경 소양 증진의 효과 등을 검증한 연구로 방향성을 분류할 수 있

었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는 그림책 감상으로 출발하여 창작까지 이

어지는 프로그램 수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였다. 연도별 환경부에서 선정

한 우수환경도서 목록을 참고하고 연구자의 직접 조사를 통해 9종의 도

서 목록을 추렸다. 이후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준과 유사한 학생들

을 지도하고 있는 동 학년 교사 6인에게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주제에 적합한지, 그림책의 내용과 전개 및 삽화 이미지가 학생들의

이해수준 적합한지,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지 판단한 응답 결

과를 종합하여 수업에 활용할 도서 7권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과 자료수집에 이어 진행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0차시의 교수·학습 지도안과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에 따라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교과통합 수업을 통한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초등학교 4학년 26명의 학생을 대

상으로 2020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0차시 수업을 실행하였다. 1~3
차시는 그림책을 통해 환경 문제와 만나고 그림책 속 상황과 문제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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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일상생활 속 경험과 연결해보며 환경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이끌

어 내는 활동과 과도한 소비로 인한 환경 문제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원

인과 결과 해결방법을 찾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4~8차시는 본 연구 수업

의 가장 중요한 표현 활동으로 학생들이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을 순차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도를 통해 환경 그림책을 완성하였다.

9~10차시는 학생들이 완성한 창작그림책을 전시하고, ‘창작 전시회’를 통

하여 학생들은 저자로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독자로서 학급 친구들

의 작품을 감상하였다.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과정 중심

평가의 흐름대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차시별 평가와 완성된 작품을 대

상으로 한 결과물 평가로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연구

수업에 앞서 연구자는 미술, 국어, 사회의 관련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3개

의 학습 목표와 5개의 성취기준을 세웠다. 차시별 평가는 지도 교사의 관

찰과 활동지를 바탕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 26명이 수업의 과정에서 5가

지의 성취기준을 각각 달성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상(5점), 중(3점), 하(1점)

으로 점수화였을 때 평가 1~5항목 모두 평균점수 4~5점에 도달하여 연구
자가 의도한 대로 교과통합 성취기준을 잘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음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 26명의 최종 완성 작품은 주제 관련성, 포트

폴리오와 작품의 연계성, 표현 방법 및 재료의 적절성, 작품의 완성도, 창

의성과 같이 5가지의 평가 관점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항목별 학생들의 평

균점수는 4.4점~5점에 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 수업이 연구의 목표를 잘 달성하

였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융·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방법으로써 하

나의 주제로 세 교과를 통합하여 교과통합 수업을 개발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하고 공감하며, 실제 삶에서의 꾸

준한 실천에 대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주제 중심 수업이 ‘적극적인’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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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과정 중심 평가 및 수업 결과물을 통한 평

가를 종합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미술 교과를 비롯하여 국어,

사회의 관련 단원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트폴리오

중 차시별 평가를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수업이 학년과 학급 수준에 알

맞게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교과의 성취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수업을 통해 연구대상인 학생들이 연구 주제에 알맞은

그림책을 창작할 수 있었다. 작품 평가는 프로그램 주제와의 적합성, 과

정과 결과물의 연결성, 표현 방법 및 재료의 적합성, 글과 그림의 미적

완성도, 표현의 창의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진행하였고, 유의미한 결과

값을 통해 학생들의 창작그림책이 본 연구의 목표에 잘 부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미술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미술 교과와 타 교과를 하

나의 주제로 아우른 통합 미술교육이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연구에 대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미술교육에서 가지는 함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교육과정을 반영하면서 미술교육의 한 흐름인 통

합 미술교육이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구체적

인 수업 및 평가의 사례’이다.

‘교육과정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본 프로그램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 방향, 주안점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취기준 중심

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도하였음을 의미한다. 현 교육과정이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제시하며 학교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

은 바로 ‘핵심역량’이다. 핵심역량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교육 방

향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의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학습자가 ‘무엇을 아는가’ 만을 강조하는 지식 전달형 수업에서 벗

어나,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이 실행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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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과 같이 교육부(2016)가

제시한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6가지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통합

한 미술, 국어, 사회의 교과 역량에도 주목하여 설계하였다.

미술교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일상경험에서의 탐색을 통한 주

제정하기, 표현 활동, 작품 감상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에서 학습자

의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26가지의 다양하고 개성 있

는 작품이 완성되었으므로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

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세 권의 그림책 속 이미지를 통해 환경

문제를 접하고 자신의 삶 속 경험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자신만의 이

미지로 재해석하여 글과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미

적 감수성’을 함양하였다. 또한 환경오염은 과소비, 낭비와 같은 개인의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스스로와 타인에게 문

제의 심각성, 해결방법 및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이야기 글을

짓고 어울리는 그림으로 표현하였기에 ‘창의·융합 능력’을 신장할 수 있

었다고 볼 수 있다.

국어 교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그림책 이야기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생각그물 만들기’와 같은 사고의 발산 및 공유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주제를 탐색하였고,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일부 혹은 전체 변형하

여 새롭고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에 알맞은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사회 교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10차시의 긴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익숙하게 먹고 쓰던 음식과 물건은 모두

‘자원’을 활용한 것이며, 욕심을 부려 음식을 남기거나 즉흥적으로 혹은

유행에 따라 쉽게 물건을 사고 버리는 인간의 행동으로 극심한 환경 문

제가 초래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환

경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해

결방법을 탐색하고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창작그림책을 통해 알리고



- 136 -

자 하였으므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한편 ‘통합 미술교육을 실제적으로 구현하였다’는 것의 의미는 선행 연

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통합 미술교육’이 영역 간 통합과 타 교과와의 통

합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본 프로그램에서는 통합 미술교육의

두 가지 의미를 종합적으로 잘 실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프로그램 수업 전반에 초등학교 미술 교과의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교 2015 개정 미술교육과정의 체험

영역에는 ‘지각’, ‘소통’, ‘연결’이라는 세부적인 핵심개념이 있다. 본 연구

수업에서의 활동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학생들은 본 수업

1~3차시에서 그림책 속 이미지로 주제와 만나고, 환경 문제와 자신의 관

계를 깨닫고 심각성에 대하여 지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생각

그물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급 구성원과 글과 그림으로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였으며 학생들이 가정에서 소비한 음식이나 샀던 물건들

을 천천히 탐색하는 기회를 통해 평소 생활 습관을 반성하고 문제 해결

을 다짐하며 연구자가 의도했던 대로 학습자의 삶과 경험에 가까운 ‘연

결’이 가능했다. 표현 영역의 핵심개념은 ‘발상’과 ‘제작’이다. 본 연구 수

업에서는 4~8차시에 해당하며 단계적인 포트폴리오 활동지를 통해 주제

를 탐색하고,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활동에서 발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그

것을 이미지로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재료와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탐

색하여 개성있는 작품 제작을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표현하며 그림책을

제작하였다. 감상 영역의 핵심개념은 ‘이해’와 ‘비평’으로 연구 수업에서

는 주로 9~10차시의 활동과 관련이 깊다. ‘창작그림책 전시회’를 통해 친

구들의 작품을 맥락에 따라 감상하고, 사전에 안내한 감상 관점을 통해

유의미한 비평 활동을 하였다.

둘째, 미술 교과뿐만 아니라 타 교과와의 만남을 통해 확장된 의미의

통합 미술교육을 시도하였다. 세 교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소비와 환

경 문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권의 그림책 창작하는 프로그램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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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4학년 국어, 사회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현 교육과정에 강조하는

교과 통합을 실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요성에 비해 다소 도외시되었던

환경교육과 그림책 교육 등 비교과 영역까지 아우르는 수업이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통합 그림책 창

작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미술교육

에서 가지는 함의를 도출하였으나 실행과정 및 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한

계점이 있었기에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대상 학생 표본의 수가 적었고,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초등학교 4학년을 전체를 대

상으로 하였을 때 보편적인 교육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프로그램 수업에서 활용할 그림책을 선정할 때 공신력있는 전문

가의 자문을 받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시중에 출판된 환경 그림책

의 범위는 매우 넓으나, 그중에서도 ‘자원낭비’ 또는 ‘소비’라는 본 연구

의 주제와 관련된 그림책의 가짓수가 많지 않아 선택권이 넓지 않았고,

그림책 교육 전문가가 아닌 같은 학교 동학년 교사 6인에게 설문을 통해

그림책 후보를 추려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실행 연구 방법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고, 연구자가 포트폴리오

점수를 채점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프로그램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포트폴리오를 통한 과정 중심 평가 항목이 지도 교

사인 연구자의 관찰, 수업 산출물 평가이며, 개방형 학생 서술을 통한 소

감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소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실행 연구를 실행하여 얻은 결론과 아쉬운 부분을 종합하여 앞으로 미

술 교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주제 중심의 교과통합 수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미술 교과를 국어, 사회와

통합하여 환경교육의 주제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업을 개발하였

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과 융합‧소통을 강조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술교과를 여러 가지 영역과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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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해보는 시도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룬 ‘환경’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

제에 대한 교과통합 수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교과 간 단절성을 극복하

고, 학생의 삶과 경험에 기반한 주제 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육 현장

에서 활성화되기 위하여 교사들은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고 이와 접목할

수 있는 교과와 단원을 접목할 수 있는 안목, 즉 교육과정 문해력

(Curriculum literacy)의 함양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교과를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교사에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연수, 다양한 연구자료가 주어

지고, 유동적인 수업시간 확보 등의 물리적‧시간적 환경 여건이 갖추어져

야 한다. 기존의 학교·학년 중심의 일률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담임교

사가 학급의 특성, 흥미, 수준에 따른 적극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

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년 초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 교사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본 연구와 같

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주제로 한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지도자료가 더

많이 마련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인재상과 역량에 방향을 맞추어 교

과 융·통합의 의미를 충분히 분석한 뒤 설계되었으며, 주제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과정 중심 평가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미술 교과와 통합한 국어, 사회 교과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상 다

양한 교과 중의 일부이며 설정한 ‘환경’이라는 주제는 학생들에게 교육할

만한 가치가 뚜렷한 수많은 주제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시사한 통합

미술교육의 가능성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미술교육이 다양한 교과와

여러 가지 주제와 함께 엮어 적극적으로 재구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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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환경 그림책 선정 관련 타당도 검사지 (교사 설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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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트폴리오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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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작품

가. 학생15 그림책 작품 및 설명

[작품 설명] 그림책 <플라스틱의 여행>은 인간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페트병이 여러 과정을 거쳐 우리의 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강이나 바다에 버려진 페트병이 서서히 분

해되어 미세플라스틱이 되는 과정을 연속적인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

고기가 먹은 미세플라스틱과 그러한 생선을 소비하는 우리들의 위장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통해 소비와 쓰레기문제, 환경오염과 악순환에 대한 메시

지를 글 없이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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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20 그림책 작품 및 설명

[작품 설명] 그림책 <뿅가맨, 미안해>는 <지구를 지켜라! 뿅가맨> 작품

을 응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주인공인 ‘준이’가 장난감을 10개씩이나 갖

고 싶어 하는 인물로 설정되었다. 장난감에 대한 과한 욕심을 가졌던 준

이가 뿅가맨에게 혼나는 꿈을 통해 잘못된 소비를 반성하게 되는 내용으

로 구성되어, 소비와 환경문제에 어울리는 교훈적인 주제를 담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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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25 그림책 작품 및 설명

[작품 설명] 그림책 <어른들의 욕심이야기>는 <지구를 지켜라! 뿅가맨>의

어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주인공과 엄마는 값비싼 피규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학교에서 읽었던 그림책을 선물하기로 한

다. ‘우리 가족은 절약 왕!’ 이라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명품백을 사

고서 당황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반전의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이 이 작품의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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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19 그림책 작품 및 설명

[작품 설명] 그림책 <절약은 기쁨, 낭비는 슬픔>은 생일을 맞이하여 뷔

페에 간 ‘절약이’의 이야기이다. 절약이는 많은 음식을 상다리가 부서질

만큼 욕심내었다가 몽땅 남기게 되고, 그날 밤 음식의 재료가 되었던

동물들에게 혼나는 꿈을 꾸게 된다. 그림책 <멋진 하루> 중 인간의 욕

심으로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는 장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으로 교

훈적인 메시지로 이야기를 매듭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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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in developing picture book

program

through integrated curriculum
- For 4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

Yena,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ogram that reconstruct

th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and social studies, including art

courses. The themes of this program is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issu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ves and

experiences of 4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study is

based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as designed to cross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learning and to

foster creative students with the need for intellectuals with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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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of conducting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prior

research materials were considered as a method of literature research.

Specifically, the researcher looked at the need and trend for integrated

education in art and other subjects. Also, integrated classes of art

and other subjects, education using picture books, and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art were explored and referenced.

Second, specific guidance methods and evaluation method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particular, the

focus was on integrating the achievement criteria of each subject.

Third, the researchers conducted actual classes for students. The

actual class was conducted for students. 26 4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 researchers

considered their level and interest. their level and interest were taken

into account. The program lasted a total of 10 hours. Through the

appreciation of picture books, students searched for the theme of the

program, made stories, and drew pictures. The students appreciated

and evaluated each other's completed picture books.

The results of the program's execution were derive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of 'process-driven evaluation'. Specifically, the

researchers conducted the assessment through teacher observations

and portfolio methods during class.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integrated classes could be developed under one

theme. This is one of the ways to foster 'integrated talent'

emphasiz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Second, it was shown that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could achieve 'achievement standards' in Korean language

and social studies, including art courses.

Third, through the program, students were able to create picture

books suitable for the theme. In addition, students' artistic abilities

such as creative convergence skills and self-directed art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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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were strengthened.

Fourth, there was a change in the perception and emotion of the

environment among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Whil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y reflected on their daily lives

on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pledged to practice

sustainable consumption.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gram, positive educational effects were confirmed as expected.

For the further systematic development of this program,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there should be more

educational attempts to integrate art education and various subjects,

and more classes should be developed for various grades.

Second, integrated art classes on various themes should be

developed. In this study, the program was developed under the theme

of 'environment'. I hope that more researchers and teachers will try

to actively reorganize the curriculum and try to develop integrated

programs.

Third,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necessary for the revitalization

of curriculum restructuring. It includes training for teachers to

reorganize the curriculum, flexible time planning, and various research

materials.

Based on the possibility of integrated art education suggested in

this study, It is hoped that art education will be reorganized with

various subjects under various themes.

keywords : Integrated art education, reorganization of curriculum,

integrated curriculum, picture book education, environmental art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8-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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