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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제1차 교육과정(1955～1963)부터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1997이후)
에 이르기까지 미술과 교육 내용 체계화를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해왔는데, 교육과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미술과 교육과정 목표 및 내용 체계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
러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미술 용어
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이 논문은 2004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를 요약한 것임
(KRF-2004-030-G00004)”.
** 본 학회 회원, 경인교육대학교 조교수.
*** 본 학회 회원, 한국교원대학교 조교수.
**** 상탑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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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첫째, 학교급별 미술 용어의 위계에 따라 각급별
로 미술 용어를 다시 전개해야 하는 연구의 방대함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
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기초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1개 학교급별
의 미술 교과서 내용 분석을 하면서 미술 용어를 언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둘
째, 미술 용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양적으로 증가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 예로,
초․중등학교 미술 용어의 대부분을 이루는 조형 요소 및 조형 원리가 현행 미술과
교육과정의 초등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각각
5+0, 7+0, 7+2, 7+5로 증가한다. 그러나 조형 요소의 하나인 ‘색’에 대한 내용을 보더
라도 색’이 의미하는 바가 단 하나가 아니라, ‘색명’, ‘색의 변화’, ‘색의 조화’, ‘색채 관
리’, ‘색채 체계’, ‘색채 표준’, ‘색채 규정’ 등 색채 이론에 따라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
준, 활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 교과서에 제시되는 ‘색’은 학교급별로 단
순히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해야 하는 ‘색’의 내용이 양적으
로 증가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셋째, 학교급별 미술 교과서를 표현 재료 및 용구, 표
현 방법 등 테크닉의 난이도에 기초하여 구분하기 때문에, 미술 용어에 기초한 단계
적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 미술 용어의 교수․학습에 대한
필요성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미술 용어 등 미술적 지식
에 대한 교수․학습 보다는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내면적으로 탐색해나
가는 체험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의
미술 용어는 지식적 구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미술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자의
미적 체험을 방해한다는 우려로 연결된다. 그러나 학습자가 미술과에서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중점 내용으로서의 미술 용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과 교육의
내용 체계화를 위한 기초로서 미술 용어를 언급하는 것이다. 미술과 교육과정 및 교
과서의 학교급별 체계적인 내용 제시를 미술 용어에 기초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미술과 교육과정 및 학교급별 미술 교과서의 내
용 체계에 따른 미술 용어의 수준과 범위 및 활용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교육 내용
체계화를 위한 학교급별 미술 용어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내용 및 방법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가 주도의 미술과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는 영국, 일본을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하였으며, 미술과 교육과정 및 미술 교
과서 비교에 있어 관련 연구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온 미국도 포함하여 분
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4개국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학
교급별 미술 용어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나은 미술과 교육과정 및 학교급별 미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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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미술 용어’를 ‘조형 요소와
원리’, ‘미술 분야별 명칭’, ‘직업’, ‘감상 및 미술사, 미적 체험 용어’, ‘표현 방법 및 기
법’, ‘표현 재료 및 용구’, ‘서술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술 용어는 미술의 분야별(장르별), 시대별, 양식별 구분에 기초한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초․중등의 학교급별 미술 용어에 기초하므로, 전문 미술 용어의 구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하나 이상의 미술 용어가 교과서에서 연계되어 사용될 때 하나의
미술 용어가 뜻하는 내용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
한 것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미술 교과서 및 자료의 미술 용어를 분석 대
상으로 한정하여 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관심도나 이해의 수준 정도는 고려하지 않
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급별 미술 용어를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
육과정 모형이나 교과서 모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목적하는 바가
아니며, 연구에서 제시하는 내용 범위에서도 벗어난다. 또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는
미술 용어에 기초하여 체계화하되, 미술 용어 자체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나 교과서
의 내용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술 용어는 미술과 교육의 내용 체계화를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고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섯째,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미술 용어라도 하더라도 그 용어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인
배경 차이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를 것이나, 이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미술과 교육과정 및 미술 교과서에 제시된 미술 용어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과 교육과
정 및 학교급별 미술 교과서에 제시된 미술 용어의 수준과 범위, 활용이 선진 3개국
과 비교하여 어떤 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 파악하여 미술과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는 데 기초가 되어 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및 선진 3개국의 미술과 교육
과정 및 학교급별 미술 교과서에 제시된 미술 용어의 분석에 대한 비교는 새로운 교
육과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II. 학교급별 미술 용어 분석을 위한 기초 조사
본 장에서는 학교급별 미술 용어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분석 대상국인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각 국가별로 교과서 개발의 기본을 이
루는 국가 및 주 단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제 및 제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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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학교급별로 현재 사용 중이거나 추천되는 미술 교과서를 알아보았으며, 이
가운데 본 연구를 위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교과서를 선정, 제시하였다. 셋
째, 각국의 학교급별 미술 교과서 및 자료에 제시된 미술 용어의 분석을 위한 틀을
표로 제시하고 비교하였다. 넷째, 학교 미술 용어 관련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II-1. 각국의 미술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도
II-1-1.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국가 주도 하에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정, 운영해 왔으
며, 총론의 기본 방향에 준하여 각론이 개발되어 왔다. 2004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제7차 교육과정의 큰 틀 안에서 이제까지의 전면적, 일시적(일률적), 총론 중심적인
교육과정 개정 방식에서 탈피하여 부분적, 수시적, 지속적 개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
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변화는 교과서 검정 제도의 개정으로 이
어지게 되어 앞으로는 많은 부분 교육과정, 교과서 및 현장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의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의 정신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초․
중등을 연계할 수 있는 내용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는 학교급별로 내용
의 중복 없이 체계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목표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장점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과서 제도가 다르다. 먼저,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가 검정 1종 도서로 발행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과서의 발행을 목적
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 또는 인쇄, 제본, 발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1
종도서의 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8조)고 명시되어 있
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정교과서(주)가 이의 발행을 위임받았으며, 민간 회사들이 그
업무 대행을 맡고 있다(박은덕, 2000). 우리나라는 학교 현장에서 국정 교과서와 교사
용 지도서만을 활용하고 이외의 부교재들은 보조 교육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용 도서는 교수․학습 자료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
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의 기준이 달라진다. 따라서 미술과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에 나타난 미술의 구체
화된 모델로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수행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며, 전국
학교 수업 운영의 공통적 기준이 된다.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편찬된 교과용 도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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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종’, ‘2종’, ‘인정 도서’ 체제로 되어 있다가 2002년 6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
정이 개정되면서 ‘국정’, ‘검정’, ‘인정 도서’로 재정립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급변하
는 정보를 다루는 교과목이나 개별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교재를 선정할 필요
가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 없이 ‘인정 도서’를 지정하여 단
위 학교에서 보다 자유스럽게 교재를 활용하도록 하였다(노희방, 2005). 현행 교육과
정에 의한 미술 교과서는 초등의 경우 국정으로 개발된 ‘1종’이며, 중학교 및 고등학
교 미술 교과서는 검정으로 개발된 ‘2종’이다.
II-1-2. 미국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K-12 체제를 갖고 있
으나, 초-중-고(lower(elementary)-middle(junior high)-upper(senior high)]의 체제는
8[초(6)․중(2)]-4(고), 혹은 6-3-3의 두 가지이며, 12년 모두 의무 교육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미술’에 해당하는 ‘시각 및 실행 예술’(Visual and Performing Arts) 관련
내용은 특정 주에 상관없이 ‘NAEA’(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에 의해
1994년에 K-12학년을 위해 개발된 ‘국가 예술교육 기준’(National Standards for Art
Education)에 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주연․박은덕, 2002). ‘NAEA’에서 제시한 교
육과정은 3개의 학년군별에 따라 5개의 내용 기준별로 각 단계의 성취 기준이 명시되
어 있다.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주정부, 혹은 지역 학교구(district)
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교과 당 한정된 수의 교과용 도서를 지정하
거나, 아니면 기준에 합당하는 도서를 모두 제시하기도 한다. 주 정부 혹은 지역 학교
구가 선정한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재를 채택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이용숙 外, 1995). 실제로 본 연구의 기초 조사로서
본 연구자에 의해 2003년에 이루어진 미국의 미술교과용 도서 실태 파악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 주의 상당수 초등학교가 미술교과서를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있지 않았
다. 이는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의 영향이 지대하여 DBAE에 기초한
미술 교과서를 사용했던 1980-90년대에 비해서 달라진 양상이라 할 수 있다.
II-1-3. 영국
영국에는 국가 교육과정이 존재하나,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

- 199 -

영에 관한 권한이 많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운영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
이다. 영국의 현 국가 교육과정은 1999년 9월에 개정되고 2000년 8월부터 적용되는
것에 준한다(이주연, 박은덕, 2002).
2001년에 재집권한 노동당은 ‘교육고용성’(‘DfEE’)을 ‘교육기술성’(‘DfES’)으로 개칭
하고 ‘교육 기회의 확대’, ‘잠재 능력의 개발’, ‘탁월한 학업 성취’라는 주장 아래 의욕
적인 교육 개혁을 담당해오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2002 교육
법’(‘Education Act 2002’)은 주요 단계 ‘KS 4’를 나머지 다른 단계, 즉, ‘KS 1’, ‘KS
2’, ‘KS 3’과 분리하며, 교과를 수정하거나 주요 단계를 폐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있다(강인수 外, 2003, p. 76). 초등학교는 ‘KS 1-2’에 해당하며, 중학교는 ‘KS 3’,
고등학교는 ‘KS 4’에 해당한다. 중등학교 4-5년에 해당하는 10, 11학년과 대학입학자
격시험(GCE A level)을 준비하는 12, 13학년의 상급 수준 과정(Advanced Level
Course)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기로 볼 수 있다.
영국은 1997년 급격하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사회 및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과 직업 능력에 관한 관리를 통
합,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원(Qualifications & Curriculum Authority, 이하 ‘QCA’)을
설립하였으며, 여기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자격에 대한 질 관리’를 주무로 하면서
영국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허경철 外, 2003, pp. 258〜
259). 2000년에 적용된 새 교육과정에 의하면 ‘미술과 디자인’ 교과는 ‘KS 1〜3’까지
2000년 8월부터 적용되었으며, ‘KS 4’에서는 ‘음악’, ‘역사’, ‘지리’ 교과와 마찬가지로
선택 교과로 되어 있다(http://www.nc.uk.net/nc_resources/html/ks1and2.html). 미술
과 교육과정의 KS 1, 2, 3의 각 단계에 따라 ‘지식, 이해, 기술’(‘아이디어 탐구와 발
전’, ‘미술･공예･디자인의 탐색과 제작’, ‘작업의 평가와 발전’, ‘지식과 이해’), ‘학습의
범위’로 구분되어 학습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다.
영국의 학교용 도서를 출판하는 ‘교육출판업자협회’(Educational Publishers, The
School Government Publishing Company, Ltd.)(http://www.schoolgovernment.co.uk/)
에서는 초․중등학교에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공급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학교
용 도서를 출판하는 대표적인 출판사로는 이용숙 外(1995)의 연구에서 언급했던
‘Collins Education’(http://www.collinseducation.com/) 외에 ‘영국 교과용 도서 등록원
부자료’(한국교과서연구재단, http://www.ktrf.re.kr/)에 의한 ‘Oxfo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등이 영국의 교과용 도서를 많이 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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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4. 일본
일본 문부성은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될 ‘각급 학교기관의 교육과정 기준의
개선’을 1998년(平成 10년) 6월 22일에 발표하고(이수경, 1999), 그 해 12월 14일에 이
에 따른 새로운 ‘유치원 교육 요령’,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1999년(平
成 11년) 3월 29일에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 등을 고시하였다. 새로운 학습 지도
요령에서는 주 5일제 학교 수업 아래, 각 학교가 여유 있게 ‘특색 있는 교육’을 전개
하여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 요령에 나타내는 기초적․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히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은 스스로 배워 스스로 생각하는 힘 등의 ‘사는 힘’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간 수업 시수를 현행보다 70 단위시간(주당 2 단위
시간) 감축하며, 교육 내용을 엄선하고, 각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국제 이해’, ‘정보’, ‘환경’, ‘복지․건강’ 등 횡단적․종합적인 학습 등을 실시하는 ‘종
합적인 학습의 시간을 창설하며, 선택 학습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덕 교육을 철저히
지도하며, 외국어를 필수로 하여 국제화에 대응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정보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필수로 하여 정보화에 대응하며, 기초 체력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
건강 교육을 중시하고, 각 학교 단계마다 교육 내용을 개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의 미술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인 소학교 1․2학년, 3․4학년, 5․6
학년의 ‘圖畵工作’, 중학교 1, 2․3학년의 ‘美術’, 고등학교 1, 2, 3학년의 ‘美術’, ‘書圖’
(‘專門敎育 美術’은 제외)의 경우 모두 ‘목표’ 및 ‘내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시 ‘표현’과 ‘감상’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과정과 비교해볼 때 미적 체
험과 관련된 내용은 표현과 감상에 나누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술과의 목표에 더 잘 드러나 있다(자세한 내용은 이주연, 박은덕의
2002년 연구 참조).
일본은 교육법에 의해 모든 학교교육에서의 교과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과
서 정책은 ‘검정’ 교과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정 불합격율이 100%가 있는 해
도 있는 등 아주 낮기 때문에 출원 교과서의 종류가 매우 많다. 국가 주도의 교육과
정 및 교과용 도서의 의무 채택 등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교과서 제도는 자유경쟁
체제 하에 출판사 스스로 질적 관리를 하도록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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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각국의 학교급별 미술 교과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 미술교과는 3학년부터 시작하므로, 3, 4, 5, 6학년 국정
미술 교과서 4권, 중학교의 경우 총 7개 출판사의 1, 2, 3학년 미술 교과서 21권, 고등
학교의 경우 8개의 출판사 중 ‘삶과 꿈’의 교과서가 2004년 연구 진행 당시 유관 기관
에서 판매되지 않아 이를 제외한 7개 출판사의 1학년 미술 교과서 7권 등 총 32권을
선정,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Dr. E. Zimmerman(2005)과 Dr. M. Day(2005) 2명의 교수에게 미국의
현행 미술 커리큘럼을 잘 반영하면서도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술 교과서에 관하여 직접 interview 및 e-mail 문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2명의 학자
가 추천하는 교과서 가운데, 본 연구를 위한 초등용 교과서로는 미국의 미술교육 관
련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바 있는 ‘Adventures in Art’ 1, 2, 3, 4, 5, 6학년 총
6권을 선정하였으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으로는 중등 교과서로서 수요가 많은
‘Exploring Visual Design: The Elements and Principles’(2000)를 선정하였다.
영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저명한 Dr. J. Steers(2005) 교수에게 영국의 현행 국가 미
술과 교육과정을 잘 반영함과 동시에 초․중등학교(Key Stage 1-4에 해당)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술 교과서를 직접 interview 및 e-mail로 문의하여 추천받았다.
Dr. J. Steers는 영국 본토와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지역에 따라 커리큘
럼 및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과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www.nsead.
org/publications를 참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미술 교과서들은 학교급
별 및 학년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정부 및 학교구에서 추천하는 교과서 이외
에 다양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별 미술 교과서를 선
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영국의 초․중등학교 교재 선정을 위하여 ‘DfES’(교육기술성), ‘DfEE(교육고용성)’,
‘NC’(국가 교육과정), ‘QCA’(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원), ‘NC in Action’(국가 교육과정
의 적용을 돕는 프로그램 수록), ‘Curriculum on Line’(국가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e-learning용 자료 수록) 등의 internet site와 ‘Collins Education’, ‘영국 교과용도서
등록원부자료’를 참조하였다. 그 결과, 국가 교육과정 관련 internet site가 학교급별,
단원별 미술 용어를 가장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를 위한 대상 자료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 이 자료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 수학한 우리나라의 미술교육학 박사에게 2004년 교과서 수집
및 분석 당시 일본의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미술 교과서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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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선정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圖畵工作 6권, 중학교의 경우 ‘美術’ 3권, 고등학교
의 경우 ‘高校美術’ 3권 등 총 12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학교급별 미술 용어를 분석, 조사하기 위하여
선정된 각국의 교과서 및 자료는 <표 1>과 같다.
<표 1>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학교급별 미술 용어 분석을 위한 미술 교과서 및 자료
구분

초등

우리나라
․미술 3
․미술 4
․미술 5
․미술 6
(총 4권)

중학교

․미술 1
․미술 2
․미술 3
(총

(7권)
(7권)
(7권)
21권)

고등학
교

․미술 (7권)
(총 7권)

미국
․Adventures
․Adventures
․Adventures
․Adventures
․Adventures
․Adventures

영국
in art 1
in art 2
in art 3
in art 4
in art 5
in art 6
(총 6권)

․Exploring visual design:
The elements and
principles.
(총 1권)

(초․중등: Art & Design)
․DfES(교육기술성)
․NC(국가 교육과정)
․QCA(자격인증․교육과정원)
․DfEE(교육고용성)
․NC in Action
․Curriculum on line
(관련 internet site)
(고등학교)
․Graphic products to GCSE
․Design and realization
(총 2권)

일본
․圖畵工作
․圖畵工作
․圖畵工作
․圖畵工作
․圖畵工作
․圖畵工作

1․2 上
1․2 下
3․4 上
3․4 下
5․6 上
5․6 下
(총 6권)

․美術 1
․美術 2․3 上
․美術 2․3 下
(총 3권)
․高校美術 1
․高校美術 2
․高校美術 3
(총 3권)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a; 2004b; 2004c; 2004d). 초등학교 미술 3, 4, 5, 6 (학생용 교과서).
고승혜 外(2004b) 중학교 미술 1, 2, 3. (주) 두산.
김기숙 外(2004) 중학교 미술 1, 2, 3. 대한교과서(주).
김정희 外(2004) 중학교 미술 1, 2, 3. 교학연구사.
노부자 外(2004) 중학교 미술 1, 2, 3. (주) 지학사.
노영자 外(2004b) 중학교 미술 1, 2, 3. (주) 교학사.
서석례 外(2004). 중학교 미술 1, 2, 3. (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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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표 外(2004) 고등학교 미술. 대한교과서(주).
한운성 外(2004) 고등학교 미술. (주) 금성출판사.
홍명섭 外(2004) 고등학교 미술. (주) 천재교육.
홍선표 外(2004) 고등학교 미술. 시공사.
Chapman, L. H.(1998a; 1998b; 1998c; 1998d; 1998e; 1998f). Adventures in Art 1, 2, 3, 4, 5, 6. Davis Publications
Inc. MA: Worcester.
Gatto, J. A., A. W. Porter, J. Selleck(2000). Exploring visual design: The elements and principles. 3rd ed. Worcester:
Davis Publications.
http://www.standards.dfes.gov.uk/ (교육기술성. 영국)
http://www.collinseducation.com/ (Collins Education 출판사. 영국)
http://www.nc.uk.net/ (The National Curriculum. 국가 교육과정. 영국)
http://www.qca.org.uk/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원. 영국)
http://www.parents.dfee.gov.uk/discover/ (교육고용성. 영국)
http://www.ncaction.org.uk/subjects/art/index.htm/ (The National Curriculum in Action. 영국)

- 203 -

http://www.curriculumonline.gov.uk/ (The Curriculum on Line. 영국)
http://www.schoolgovernment.co.uk/ (교육출판업자협회. 영국)
Buckle, A. & P.(1997). Graphic products to GCSE. Oxford University Press.
Marden, A.(1987). Design and re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日本造形敎育硏究會(2004a; 2003b; 2004c; 2004d; 2004e; 2004f). 圖畵工作 1․2 上, 1․2 下, 3․4 上, 3․4 下, 5․6
上, 5․6 下. 開隆堂出版株式會社.平成 16年.
花篤實(2001a; 2001b; 2001c). (中學校) 美術 1, 2․3 上, 2․3 下. 日本文敎出版株式會社. 平成 13年.
永井一正 外(2003a; 2003b; 2003c). 高校美術 1, 2, 3. 日本文敎出版株式會社. 平成 15年.

우리나라와 같이 초･중･고의 학교급별로 동일하게 구분되는 일본이나, 지역마다 학
제가 다르고 학교급별간 구분이 일정하지 않은 미국 및 영국 등이 지닌 다양한 국가
적,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급별 미
술 교과서에 제시된 미술 용어를 단순 비교한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 및 교과서의 미술 용어에 기초하여 학교급별 내용 체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를
비교 분석하는 일은 차기 교육과정 개발을 앞둔 우리들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II-3. 각국의 미술 용어 비교를 위한 틀
일반적으로 미술 용어라 할 때에는 ‘조형 요소와 원리’(〈표 2〉참조)를 일컫기도
하지만, 시대적, 지역적, 문화적 구분에 따라 등장하는 미술 용어 모두를 포괄한다. 따
라서 미술 용어라 할 때는 선사부터 후기 현대까지의 시대별, 동․서양의 지역별, 문
화별, 미술 분야별(‘회화’, ‘판화’, ‘조소’(‘조각’), ‘디자인’, ‘공예’, ‘건축’, ‘사진’, ‘기타’)
용어에 미학, 미술사, 미술비평의 핵심적인 미술 용어가 모두 포함된다(미학, 미술사,
미술비평의 미술 용어에 중점을 두지 않을 때에는 미술 분야에 포함시키기도 함). 특
별히 동시대 미술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의 미술 용어는 그
범위와 의미가 나날이 변모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영역별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제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에서의 미술 용어는 미술교과의 내용
학이 되는 미술에 기초하면서도 학교라는 틀 안에서 체계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져
야 하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미술의 의미와 범위에 중점을 두어 영역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기초적인 구분에 근거해야 한다.
<표 2> 조형 요소 및 조형 원리
구분

내용

조형 요소 점, 선, 면, 형, 형태, 질감, 공간, 동세¹⁾, 양감, 색
조형 원리

균형, 변화, 통일, 대비(대조), 강조, 패턴, 율동(리듬), 운동감²⁾, 비례, 조화, 구성(구조), 점
증(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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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초․중
등학교용 미술 용어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이루는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구별할 수 있다. ‘미적 체험’에서는 미의 세계를 미술품 외에 자연의 대상, 자연 현상,
조형적인 환경 등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으로 확대하며, 주변의 자연 및 조형 환
경에서 관찰 대상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발견하고 활용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
고, 또한 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며 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
로 범위와 수준을 구별한다. ‘표현’에서는 작품을 제작하고 작품의 미적인 요소와 특
징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범위와 수준을 구별한다. ‘감상’에서는 미술작품이나 조형품
등의 감상 활동을 통해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하고 미술과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 생활화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내용으로 범위와
수준을 구별한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학교급별 미술 용어는 현행 미술과 교육과정(교육부,
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내용 체계 영역인 ‘미적 체험’, ‘표현’, ‘감상’ 가운데
‘표현’의 4가지 필수 학습 요소, 즉,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의 하위 영역 중 ‘조형 요소와 원리’에서 이를 가장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조형 요소’는 ‘선’, ‘형/형태’, ‘색’, ‘질감’, ‘명암’, ‘공간’ 등 조형 활동을 함에 있
어 가장 근본을 이루는 요소를 일컫는다. ‘조형 원리’는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이 작품
에서 어떤 방법으로 상호 작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것으로, ‘변화’, ‘통
일’, ‘균형’, ‘율동(리듬과 운동감)’, ‘비례’, ‘강조’, ‘점이(점증)’, ‘반복’, ‘대비’, ‘조화’ 등을
말한다. 이는 ‘조형 요소’들을 질서화 하는 시각 예술의 문법이라 할 수 있다. ‘조형
요소와 원리’는 작품에서 전체와 부분의 유기적인 짜임새를 이루며 구성된다. 현행 미
술과 교육과정의 ‘조형 요소와 원리’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요소 및 원리 외에도 붓글
씨 및 서예에서의 미술 용어도 포함하고 있는데, ‘점획의 길이’, ‘점획의 방향’, ‘문자의
짜임새’, ‘점획의 변화’, ‘자형’, ‘문자의 크기’, ‘배자’, ‘자법’, ‘도법’ 등이 그 예이다. 우
리나라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급별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는 다
음의 <표 3>과 같다. 우리나라의 학교급별 미술 용어의 경우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형 요소와 원리 외에 ‘점’, ‘선’, ‘리듬과 운동감’, ‘조화’, ‘강조’, ‘대비’,
‘패턴’을 첨부하여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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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의 학교급별 미술과 교육과정의 조형 요소와 원리(교육부, 1007)
학교급
구분

초등학교
3, 4학년

조형 요소와 원
리를 알고 표현
할 수 있다.
조형 ① 형, 색, 질감,
동세, 양감 등을
요소와
생각하여 나타낸
원리 다.
② 점획의 길이,
방향 등을 익혀
서 쓴다.

중학교

고등학교

5, 6학년

7, 8, 9학년

10학년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고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형, 색, 질감, 동
세, 명암, 양감, 공간
등을 생각하여 나타
낸다.
② 문자의 짜임새,
점획의 변화 등을 익
혀서 쓴다.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형, 색, 질감, 동세,
명암, 양감, 공간, 비
례, 구조 등을 생각하
여 나타낸다.
② 자형, 문자의 크기,
배자, 자법, 도법 등을
익혀서 쓰거나 새긴다.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
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형, 색, 질감, 동세, 명
암, 양감, 공간, 비례, 구
조, 균형, 변화, 통일 등을
생각하여 나타낸다.
② 자형, 문자의 크기, 배
자, 자법, 도법 등을 익혀
서 특성을 살려 쓰거나
새긴다.

각국의 초․중등학교 미술 용어의 비교를 위한 분석 틀은 ‘조형 요소’ 및 ‘조형 원
리’에 기초하여 ‘미술 분야별 명칭’(‘회화’, ‘판화’, ‘디자인’, ‘공예’, ‘조소’, ‘기타’), ‘직업’,
‘감상 및 미술사 용어’에 기준을 두었다. 미국의 경우 기본 구분을 따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 방법 및 기법’, ‘표현 재료 및 용구’, ‘서술어’(동사(動詞), 형용사(形容詞),
계사(繫辭) 서술어 모두 포함), ‘기타’(기본적인 구분(‘조형 요소’, ‘조형 원리’, ‘미술 분
야별 명칭’, ‘미적 체험 용어’, ‘표현 방법 및 기법’ ‘표현 재료 및 용구’, ‘서술어’ 등)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구분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를 따로 제시하였
다. 영국의 경우 ‘기타’(‘표현 방법 및 기법’, ‘표현 재료 및 용구’, ‘미적 체험 용어’를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고 기타로 포함)를 따로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우 기본 구
분을 따랐으며 여기에 ‘표현 재료 및 용구’를 따로 제시하였다. 본 분석 기준에서 작
가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제외하였다.

III. 각국의 미술 용어 분석 내용
III-1. 조형 요소 및 원리 관련 미술 용어
III-1-1. 초등학교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초등학교 조형 요소 및 원리 미술 용어는 ＜표 4＞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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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미술교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하여 모든 ‘조형 요소 및 원리’ 관련 미술 용어의 소개가 상대적으로 늦다. 미국은
‘선’의 종류에 대한 소개를 1학년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다양한 ‘선’의 묘사에 대한 내
용은 미국은 1학년부터, 영국도 1-2학년부터, 일본은 3학년부터 제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양한 ‘선’의 종류가 3학년부터 등장하나, 교과서에는 사진이나 미술품으로
대신하고 있어, 용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형/형태’의 경우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모두 ‘모양’, ‘형’, ‘형태’라는 단어가 함
께 등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양’, ‘형’, ‘형태’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반면, ‘갑자기
변하는, 기하학적인, 유기적인 형’(4학년, 미국), ‘시각적 형태’(3-4학년, 영국), ‘표현적
인 형/형태’(5-6학년, 영국), ‘잘라진 형태’(4학년, 일본), ‘실제의 형’(6학년, 일본) 등
다양한 활용이 보이고 있다. ‘형/형태’의 개념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 모두에 있어
‘미적 대상’을 일차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색’에 대한 용어와 더불
어 정확한 체계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각국의 초등학교 조형 요소 및 원리 미술 용어 비교
국가

영국

일본

①②점/마크

①점

①선, 곡선, 직선, 물결선, 지그재
그선, 두꺼운 선, 가는 선, 경사진 선
②긴선, 짧은 선, 대각선
③선(들쭉날쭉한, dash or dotted,
가늘어지는, 진해지는, 꿈틀거리
는), 점선, 루프선, 기하학선
④수평선, 수직선, 유기적 선, 갑
자기 변하는 선
⑤섬세한 선, 각진 선
⑥격자선(crosshatched), 숨은선

①②선(가는,
두터운,
흐린, 구불거리는, 끊어
지는, 갈겨 쓴), 외곽선
③④⑤⑥선(곧은, 곡선
의, 직선의)

②선
③직선, 기분 좋은 선,
굵은/가는 선, 빙빙 도
는 선, 톱니같이 뾰족
뾰족한 선, 겹쳐 만난
선, 흰선, 여러 가지 선
④일직선
⑤둥근 선
⑥곡선, 점선, 듬직한
선

①형(태), 큰형, 작은형, 사각형,
정사각형, 둥근형, 두꺼운 형태, 원
②음각 형, 양각 형, 부드러운 형,
요
솜털모양, 구부러진 형, 구, 원통,
소
원추, 정육면체
④형(자유곡선, 자유각진, 다이아
③형, 모양
몬드, 갑자기 변하는, 평판, 지그
형/ ④기본형
재그, 기하학적, 유기적, 타원), 계
형태 ⑥면, 입체의 기본형/형태, 원
란형, 자연형, 사면체
뿔형
⑤상하로 긴 사각형, 좌우로 긴
사각형, 반원, 기하학적 형(태), 구
부러진 형, 흐르는 형, 율동적인 형
⑥3차원 형(form), 반구형, 넓적한
형, 기본형, 드럼형, 기둥, 둥근 천
장, 뾰족한 천장

①②모양(긴,
계란형,
둥근, 길쭉한, 규칙적
인, 좌우대칭의, 늘어
진, 자연적, 수학적), 형
/형태
③④기하학적 모양, 의
자 디자인의 모양, 시
각적 형태(항공사진 관
점, 지도와 다이어그램,
미로, 구조)
⑤⑥형/형태(자연의, 인
공의, 열린, 닫힌, 경계
선의, 표현적인, 컨투
어, 모서리, 옆면의, 실
루엣), 인간의 형/형태
(자세, 제스처)

①면, 모양, 형/형태,
원형
②원, 이중 원, 형태의
짜임
③도형, 평평한 면, 둥
근 면 형태, 삼각기둥/
사각기둥
④삼각형, 사각형, 오각
형, 여러 가지 형, 오려
낸/잘라진 형태, 여러
가지 형태
⑤막대기둥
⑥곡면, 반원, 정방형,
실제의 형, 부드러운
형태, 따뜻한 형태

구분
점

선 ③선

한국

미국

-

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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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①색채, 명도, 채도, 차가운 색/따
뜻한 색, 밝은 색/어두운 색, 색채
혼합
②색채 대비, 삼원색, 이차색, 농
담, 음영
③중간색, 비슷한 색, 색채 배합
설계, 색의 반복, 색상, 관련색, 색
상환, 하나의 색, 주요색, 미묘한
색, 대조색
④유사색, 색의 변화
⑤중성색
⑥주류색, 색채이론, 분할보색(계)/
분할 보색 배합설계, 색스펙트럼,
삼화색, 색채조합, 색그라데이션,
단색(조), 색조, 유사색채배합 설계

①②색(명확한,
흐린,
밝은, 어두운, 사계절
의, 땅의 색, 옥수수의
색), 색 혼합(두터운,
물이 많은) 색 섞기(명
확하고 흐린 색, 밝고
어두운 색)
③④흑백, 색(밝은, 다
양한), 인근색, 대조색
⑤⑥색채군(family of
colours, 파란색과 보라
색군), 색(작열하는, 빛
나는, 어두운, 점점사라
지는, 표현적인)

①색, 노란색, 빨간/파
란, 색의 느낌
②빨강, 노랑, 흰색, 녹
색, 계절의 색
③검은 색, 부드러운 색,
귀여운 색, 맛있어 보이
는 색, 색의 덩어리, 색
의 조합, 색의 짜 맞춤
④무지개 색, 앞과 뒤
의 색, 오렌지 색, 블
랙, 검정
⑤황색, 갈색
⑥실제의 색, 청색, 옅
은 색, 백색, 밝은 회
색, 색의 효과

질감 ③질감

①질감, 거친, 부드러운
②비단 같은, 울퉁불퉁한, 가시가 많은
③홈이 있는, 못투성이의
④질감(모래 같은, 솜털 같은, 털
북숭이의, 촉각적, 시각적, 고안된)
⑥매끄러운, 입자가 거친, 점각의
(stipple)

①②질감(부드러운, 까끌까
끌한, 거친, 매끄러운, 빛나
는, 유연한, 성근, 딱딱한,
울퉁불퉁한, 둔탁한, 따끔
거리는, 모피의 느낌 같은)
⑤⑥질감(날카로운, 비
늘이 있는)

①부드러운
④부드러운 느낌
⑤까칠까칠, 울퉁불퉁
한

③공간
공간 ⑤원근
⑥원근감

①공간
③④공간(공공의, 사적
③원근
인 건물의 공간)
⑤공간(네거티브, 포지티브), 허공
⑥공간
⑤⑥원근( 풍경에서의
(void), 수평선, 소실점
관점, 전경, 배경)
⑥선 원근법, 대기 원근법

④움직임
동세
⑤동세

①움직임, 동세
⑤소용돌이 움직임, 율동적 동세

③밝은/어두운
명암 ⑤밝다/어둡다
⑥명도

②음영
③④명암과 음영
④명암
⑤⑥음영(밝은, 어두운, ③음영
⑤명도 스케일, 그림자, 하이라이트
대조적인)
⑥매우 밝은, 매우 어두운

구분

③여러 가지 색, 10색상환, 색
의 느낌(따뜻한/차가운)/색(밝
은/어두운/차가운/따뜻한) 색
이름, 빨강/주황/노랑/연두/초
록/청록/파랑/남색/보라/자주
④비슷한/반대색, 배색
⑤색의 변화, 주요색, 맑다/탁
색 하다, 밝다/어둡다, 색의 배치
/후퇴(색)/진출(색)/혼합/조화/
균형, 유채색, 흰색/회색/검정
색, 명도/채도
⑥색의 강조, 채색, 다색, 색의 활
용, 색의 기능, (목적에 맞는) 색,
시원한 느낌, 명도/채도/색상, 주
변색, 유채색/무채색, 청색/탁색

양감

조
형
원
리

-

-

⑤⑥움직임/동세/동작
(반복적인, 움직임이 큰, ②포즈
연속적인, 흐르는 듯한, ④움직임
리듬, 효과적인, 변하는)

-

③덩어리

①②균형, 패턴, 구성/구도
(드로잉 혹은 페인팅에서의
구성 구도, 배열, 시각적
특성의 배열), 배열/배치
①균형, 대칭, 패턴, 반복
③④패턴(독특한, 불규
②균형(방사, 대칭)
칙한), 구성(이미지의, 배
③변화, 대칭, 문양
③방사 디자인, 변화, 통일, 대비, 경, 구도, 인물, 자세, 표
④균형, 리듬, 무늬
강조, 시각적 리듬, 비례
현, 개성, 의자 디자인의) ①무늬
⑤⑥균형(무게의 중력), ⑤리듬
⑤전체적인 어울림, 조화, 선 ④비대칭, 리듬, 구성
과 색의 조화/균형/변화, 구성 ⑤비대칭 균형, 리듬(흐르는, 곡 대비/대조/차이, 패턴 ⑥균형, 율동적
(새긴, 누른), 필름, 애
선, 물결), 조화
⑥조화, 강조, 배치
⑥비공식(informal) 균형, 기하학 니메이티드 카툰, 연작
만화에서의 시각적 형
패턴, 점진 리듬, 점증
태에서 보이는 움직임,
운동감(무게의 힘), 디
자인의 구성(모양, 색,
선, 배경, 전경의 배열)

* ①②③④⑤⑥은 해당 학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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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조형 요소와 원리’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다루
어졌다. 대체로 일반적인 색에 대한 소개를 기초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색채가
소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년별로 색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있으며, 학
년이 올라갈수록 반복 학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채도’에 관한 내용이
5학년에 등장하는 데 반하여, 미국과 일본은 이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
본의 경우 6학년에 채도와 관련된 ‘회색’이 등장하며, 영국의 경우 ‘흐린 색’에서 ‘채
도’ 관련 내용이 엿보인다. 우리나라의 6학년에는 ‘색의 강조’, ‘색의 활용’, ‘색의 기
능’(‘목적에 맞는 색’) 등이 소개되는데, 색의 활용과 관계된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에서만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3학년에서 ‘색채 배합 설계’, 6학년에서 ‘색채 이론’,
‘분할보색(계)’, ‘분할보색 배합 설계’, ‘색스펙트럼’, ‘삼화색’, ‘유사색채 배합 설계’ 등
이 소개되고 있어 색에 대한 이론적 학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색상환’은 우리나라는 3학년에서 ‘10색상환’으로 소개되며, 미국도 3학년에서 ‘색상환’
이, 영국은 5-6학년에서 ‘색채군’(family of colours)으로, 일본은 3학년에서 ‘색의 덩어
리’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색이름’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빨강’, ‘주황’, ‘노
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를, 미국은 제시된 바 없고, 영국
은 ‘흑백’, ‘파란색군’, ‘보라색군’을, 일본은 ‘노랑’, ‘빨강’, ‘노랑’, ‘흰색’, ‘초록’, ‘파랑’,
‘검정’, ‘무지개색’, ‘오렌지색’, ‘파란색’, ‘청색’, ‘회색’을 소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모두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 ‘색채’에 관한 기초 교육
을 매우 강조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감’의 경우 각국별로 학년별 내용에 수준 차이 없이 등장하는데, ‘질감’ 자체의
학습 내용은 차이가 없고, 다른 학습 내용과의 연계 속에서 학년별로 등장하는 것으
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감’이 3학년에만 등장하는 데 비하여, 미국은 1학년
에 ‘거친’, ‘부드러운’, 2학년에 ‘비단 같은’, ‘울퉁불퉁한’, ‘가시가 많은’, 3학년에 ‘홈이
있는’, ‘못 투성이의’, 4학년에 ‘모래 같은’, ‘솜털 같은’, ‘털북숭이의’, ‘촉각적인’, ‘시각
적인’, ‘고안된’, 6학년에 ‘매끄러운’, ‘입자가 거친’, ‘점각의 질감’ 등 여러 묘사들이 나
온다. 이러한 예는 영국에서도 발견되는데, 1-2학년의 경우 ‘질감’의 다양한 묘사가 등
장하며, 3-4학년에는 없다가, 다시 5-6학년에 올라와서 ‘날카로운’, ‘비늘이 있는 질감’
이 등장한다. 일본의 경우 1학년에 ‘부드러운’, 4학년에는 ‘질감의 느낌’이 반복되며, 5
학년에는 ‘까칠까칠한’, ‘울퉁불퉁한 질감’ 등이 소개된다.
‘공간’의 경우 각국별로 ‘공간’이라는 용어가 모두 등장하는데, 일본이 6학년으로 가
장 늦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소개되는 ‘선 원근법’, ‘대기 원근법’ 등이 6학
년에 소개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공의 공간’, ‘사적인 공간’ 등이 3-4학년 수준에

- 209 -

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경우와 다른 관점에서 ‘공간’에 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간’이라 했을 때, ‘공간’의 법칙과 연
관하는 학습에서 벗어나, 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학습도 다양한 미술 수업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원근법’이라는 용어를 소개하게 되면, 다시
이를 ‘대기 원근법’(‘색채 원근법’), ‘선 원근법’, ‘1점․2점․3점 투시법’, ‘소실점’ 등 연
계되는 용어의 소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학습하는 데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공간’ 및 ‘원근’의 기본적인 개념만을, 중학교에
서는 현재와 같이 세부적인 원근법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영국, 일본이 4학년 이상에서 등장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1학년부터 ‘움직임’, ‘동세’가 소개되다가, 다시 5학년에서 ‘소용돌이 움직임’, ‘율
동적 동세’가 소개된다. 미국의 경우 1개 학년마다 60개의 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 3, 4, 6학년에 ‘동세’ 관련 학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동세’
의 개념은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중학년, 중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 ‘조형 원리’인 ‘리
듬’과 관련하여 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암’의 경우 각국별로 관련 용어들이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러스트레이션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미술 용어로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5학년에 ‘명도 스케일’이 제시되어 있다.
‘조형 원리’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가장 적게 소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제7차 미술
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수준에서 ‘조형 원리’는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조형
원리’ 자체의 학습보다는 ‘조형 요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개된 경우가 대부분이
다. 우리나라는 ‘변화’, ‘대칭’, ‘문양’, ‘균형’, ‘리듬’, ‘무늬’, ‘조화’, ‘구성’, ‘강조’, ‘배치’
등이, 미국은 ‘균형’, ‘대칭’, ‘패턴’, ‘반복’, ‘변화’, ‘통일’, ‘대비’, ‘강조’, ‘리듬’, ‘비례’, ‘구
성’, ‘조화’, ‘점증’이, 영국은 ‘균형’, ‘패턴’, ‘구성’, ‘구도’, ‘배열’, ‘배치’, ‘대비’, ‘대조’,
‘운동감’이, 일본은 ‘무늬’, ‘리듬’, ‘균형’, ‘율동’ 등이 등장하는데, 대체로 학년별로 수준
에 차이가 있게 소개되지는 않는다. 다만, ‘조형 원리’ 용어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예
처럼 ‘시각적 리듬’이 3학년에, ‘리듬’이 4학년에 등장하는 것보다는, 형용사나 다른 부
사와의 조합 시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년별로 조형 원리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생각된다.
III-1-2. 중학교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중학교 조형 요소 및 원리 미술 용어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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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요소와 원리’ 중 ‘점’과 관련한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점’, ‘색점’, ‘밝고 어두운
점’, ‘맞춤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선’의 경우 영국과 일본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은 가장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표 5＞ 각국의 중학교 조형 요소 및 원리 미술 용어 비교
국가

한국

구분
점

선

조
형
요
소

①점, 색점
②밝고 어두운 점
③맞춤점

①선/직선/곡선/사선/세로선/가로선/대각선/수직
선/수평선/일직선/호선/윤곽선/보조선/둥근 선, 부
드럽고/완만한/길고/짧은/굵은/가는/딱딱한/위로
솟아오르는/자유롭고 유연한/자유로운/세밀한/빠
르고 힘찬/힘차고 빠른 선
②섬세하고 정교한/경쾌한/가늘고 긴/우아한/가늘
고 섬세한/굵고 거친/짧거나 긴 선, 외곽선, 기하
학적인 직선과 곡선, 연장선, 맞춤선
③날카로운/예리한/둔탁한/세밀하고 날카로운/예
리하고 날카로운/거칠고 투박한/가늘고 세밀한/유
려한/다양한 선, 평행선

①면/모양/형/형태, 기본형(기본적인 형태), 색면,
넓고 좁은 면, 형상, 삼각형/사각형/정사각형/직사
각형/자연형, 원/원형/원뿔/원 형태/공(구)/원추, 단
위형, 사각뿔, 원기둥/삼각기둥/사각기둥, 기하형/
기하학적 형(형태), 다면체, 방사형, 나선형, 테두
리, 유선형, 둥근 형태(모양), 평면적인 추상 형태,
형/ 육면체
형태 ②면(밝고 어두운)/곡면, 추상형(추상적인 형태),
도형/반원형, 변형된 형, 내형/외형, 세모꼴, 돔
(dome)(형), 납작한 모양, 찌그러진 형태, 기하학
적인 추상 형태, 각진 형태, 양적인 형태
③피라미드, 사실적 형태, 반추상형, 육각형, 추상
화된 형, 입방체, 아치형, 직선적인 기하 형태, 달
걀형, 원통, 유기적 형태

조
형
색
요
소

①색/색채/색깔/빛깔, 색조, 색(채)감, (색의) 농담
/짙고 연한 정도, 채색, (색의) 3속성/색상/명도
(단계)(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채도(단계)(색의
맑고 탁한 정도), 고명도/저명도, 고채도/저채도,
무채색/유채색, 20색상환, 주요색, 원색, (물감의)
3원색, 반대색/유사색상/대조색상, 보색, 주변색,
보색 잔상, 보색 관계, 색의 진출과 후퇴, 색의
감정(느낌), 옅은/진한/짙은/밝은/어두운/가벼운/
무거운/차가운/따뜻한 (느낌의) 색(채), 한색/난색,
밝고 어두움, 배색, 단색, 색입체, 기본 색(상)/인
상의 색/순색/순간적인 색채/고유(한) 색/배경색/
표준색/중간색, 가장 어두운/가장 밝은/가장 맑은
/가장 탁한/연하고 밝은/진하고 어두운/깊이 있는
/짙은 (곳/색), 혼색, 강렬한 색(색채), 중간 밝기,

미국

영국

일본

-

-

-

①②③선, 구조적 선, 외곽선,
컨투어 선, 스케치선, 두꺼운 선,
가는 선, 수직선, 수평선, 대각
선, 곡선, 섬세한 선, 굵은 선,
대담한 선, 끊어진(broken) 선,
들쭉날쭉한(jagged) 선, 암시적
(implied) 선, 연상적(suggested) ①선,
선, line of sight, 상상적인 선
(imaginary) 선, 소용돌이선,
빠른 선, 느린 선, 줄무늬, 계
속되는 선, 점선(interrupted
line), 섬세하고 가는 선, 두껍
고 대담한 선, 움직이는 선,
가느다란 계속적인 선의 흐름

①②③둥근형, 딱딱한 형, 기
하학적 형태, 유기적 형태, 삼
각, 사각, 원, 타원, 비정형, 육
각형, 곡선형, 각진 형, 음각
형, 양각 형, 무거운 형, 가벼
운 형, 부드러운 형, 질감 있
는 형, 정지된 형, 역동적인
형, 원통형, 수평형태, 수직형
태, 각진 형태, 둥근 형태, 곡
선 형태,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형, 단단한(solid) 형

수평 ①선
③서로 얽힌 선

①모양, 형/
형태
②모양(나뉘
는, 연결되는,
적극적, 소
극적), 형태
(자연적인)
③형태(유기
적인)

①②③색채, 색상, 명도, 채도,
차가운 색/따뜻한 색, 밝은 색,
보색, 삼원색, 이차색, 농담,
음영, 중간색, 색조, 색채 계 ①색/색채
획, 유사색, 중성색, 분할 보
색, 색 스펙트럼, 삼화색 조화,
색채 조화, 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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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양/형/형상,
곡면, 동심원, 사
각형, 마름모꼴,
형태, 원통
②면
③도형

①색/색깔/색조/
색채/색감/배색/
채색, 밝은 색채,
전통색, 배경색,
색이름/색명, 선
명한 색, 색상환,
무채색/ 유채색,
흰색/회색/검은
색/황색/쪽색/옥
색/엷은 남색/남
색(쥐색을 띤)/청
색계열/빨강, 색
채의 성질과 움
직임, 색 변화, 3

국가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반사광, 감산/가산혼합, 색의 대비/계속대비/동시
대비/면적대비/명도대비/색상대비/채도대비/보색
대비/연변대비/한난대비, 초록계열, 색의 명시성,
색의 주목성, 색/물감/빛의 혼합, 회전혼합/병치혼
합, 자연(의)색/전통색/정색(正色)/오방색, 밝은 노
랑, 노란색/노랑/황색/Yellow, 노랑연두, 연두색,
초록/Green, 청록, 파랑/푸른 색(조)/청색/Blue/블
루, 남색, 보라, 자주, 주황, 빨간색/빨강/새빨강/
붉은색(조)/적색/Red, 풀색, 바다색, 감청, 남색,
남보라, 보라, 붉은보라, 자(주색)(P), 연지, 다홍,
주황, 귤색, 갈색, 암갈색, 회색, 검정색/흑색, 백/
흰색/순백색, 하늘색, 유황
②음영, 중성색, (색의) 3요소, 바탕색, 혼색, 오방
색, 중간색(YR, GY, BG, PB, RP), 원색적인 색
채, 다색, 배색, 색채 계획, 색채대비/명암대비, 색
의 성질, 색의 조화, 색의 선명도, 밝음과 어두움
의 단계, 탁한/밝은 색감, 맑은 색, 상대색, 색상
차, 명도차, 중간 명도, 혼합색, 회색조, 순색조,
중간(파스텔) 색조, 파란색/빨간색 계통, 창의적인
색, 화려한 색(채), 거칠고 어두운 색상, 선명한
색채, 톤, 짙은/어두운/다양한 톤/중간 톤, 중간
혼합, 색의 성질, 온도감, 무게감, 색의 수축과 팽
창, 수축색/팽창색, 진한/흐린/엄숙하고 무거운/부
드럽고 섬세한 색(느낌), (색의) 한난/경중/팽창/
수축, 찬색, 빛의 삼원색, 물감의 삼원색, 색의 기
능, 명시도, 명도차, 오렌지색, 짙은 갈색, 황토색,
붉은 기운, 푸른 빛, Cyan, 분홍색, 다색, 짙은 회
색, 짙은 청색, 엷은 청색
③색의 상징성, 순간적인 색채, 연하기와 진하기,
주조색, 명암법, 그림자, 창조의 색, 색채 혼합, 색
채 분할, 밝고 부드러운/강렬한/밝고 명랑한/인접
한 색(채), 미묘한 톤, 어두운 톤, 무지개색, 색의
조합, 탁색, 원색조, 명암법, 등색상면, 등명도면,
색의 기능, 색채조절, 색의 감정, 색면 대비, 색의
면적, 색채효과, 살색, 주갈색, 그레이, 핑크, 밝은
고채도, 색채조절, 색채분할묘법

일본

가지 요소, 색상
(색조), 명도(밝
음), 채도(선명
함), 색의 느낌
(추운/따뜻한/가
벼운/무거운 느
낌), 색채의 대비
/명도대비/색상
대비/채도대비
②백색, 이미지
색, 선명한 색채,
청/황/담홍
③옅은 음영, 색
의 하모니, 보라/
주홍/적색/녹색/
남색/붉은색/푸
른색에 가까운
보라/밝은 보라/
어두운 보라, 옅
은색/짙은색, 그
러데이션

①질감(거친/매끄러운), 재질감, 마티에르
질감 ②질감(두터운/부드럽거나 매끄럽거나 거친)
③부드럽거나 딱딱한/거칠고 딱딱한 느낌

①②③질감, 실제 질감, 암시
적 질감, 도드라진, 울퉁불퉁
①질감
한, 자갈의, 울퉁불퉁하고 험
한, 부드러운, 짠, finely

①질감

①공간(감)/거리감/원근(감)/원근법/색채 원근법
(공기 원근법)/투시 원근법(선 원근법/투시화법),
소실점, 1점 투시도법(1점 투시원근법/1점 투
공간 시)/2점 투시도법(2점 투시원근법/2점 투시), 시
점, 3점 투시, 원경, 중경, 근경
②삼원법/고원법/평원법/심원법, 투시도법, 공간의
깊이감, 거리의 멀고 가까움, 역원근법

①②③공간, 복잡한, 열려있는,
밀려오는, 양화/음화 공간, 위,
아래, 주위, 높이, 넓이, 깊이,
위, 안, 통과, 표면, 그리는 면,
2차원/3차원 공간, 소실점, 원
근법, 선 원근법(1점/2점 원근법),
주관적 공간, 추상, 관점, 깊이의
착각, 비선적인 방법(위치, 중
첩, 다양한 크기, 색채, 명도)

①공간, 원근,
배경, 원경
②공간(모호한,
구분되는, 연
결되는, 적극
적, 소극적), 공
간감, 클로즈
업, 초점, 관점

②공간, 원근법,
선 원근법(투시
화법)
③도법, 일점 투
시도, 이점 투시
도, 등각 투영도,
사 투영도

①움직임

①움직임, 포즈

동세 ①동세, 움직임, 운동감, 방향감
명암 ①②③(‘색’에 함께 소개함)

-

①②③명암, 명, 암, 그림자, 높
은/낮은 기조색, 콘트라스트, 관 ①톤
심의 중심, 회색톤, 중간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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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색’에 함
께 소개함)

국가
구분

한국

미국

영국

-

-

①②③균형, 비대칭, 대칭, 대칭
균형(형식적 균형), 근사 대칭,
비대칭 균형(비공식 균형), 방
사상 균형, 비균형, 좌우동형
대칭, 통일, 지배적인, 종속적
인, 반복, 구성, 선․형(shape,
form)․크기․색채․시간․양
식․아이디어의 대조, 어두움
과 빛의 효과, 캐리커처, 양식,
스케일, 선․형(shape, form)․
명도․색채․공간․질감의 강
조, 단순함․배치 그룹핑․고
립․크기․반복의 사용, 모티브,
계획된 패턴(줄, 격자, 반만 보
이는 디자인(half-drop design),
교대(alternating) 패턴, 방사 패
턴), 무작위(random) 패턴, 선․
줄․깃털의 패턴, 시각적 리
듬, 반복 패턴, 규칙적 리듬,
밀려오는 리듬, 교대 리듬, 점
진적 리듬, 의외의 리듬, 구성
적 운동감, 조화, 서예

①패턴, 비
례, 구성/구
도
②운동감,
리듬, 조화,
구조(기하학
적인)
③패턴(기하
학적)

①양감, 덩어리
양감 ②덩어리감, 볼륨, 묵직하다, 가볍다, 볼록하다, 무
게감

①균형, 대칭(균제), 조화, 율동, 리듬(리듬감), 비
례, 비율, 4등분, 강조, 대조, 대비, 통일(통일감),
변화, 집중, 구조/구도(수평선, 수직선, 수직․수
평, 대각선, 호선, 사선), 배치, 무늬/문양
②황금비/황금분할/황금비례(1.618:1의 비율), 통
일성, 대칭적인 조화, 균형감, 율동감, 비대칭, 좌
조형 원리
우대칭, 체감률, 구성, 줄무늬, 단독무늬, 연속무늬
(이방연속무늬, 사방연속무늬), 재배열
③어울림, 시각적인 안정감, 유사적 조화, 대조적
조화, 조화로운 비율, 비대칭적인 아름다움, 비대
칭적인 구조, 불균형, 균형미, 구도의 3요소, 삼각
형구도, 기하학적인 구조, 구성

일본

①양감, 덩어리

①밸런스, 무늬
②조화, 비율, 프
로포션(크기), 문
양, 변화
③하모니, 강조,
대조

* ①②③은 해당 학년을 의미함.

‘형/형태’는 영국의 경우 1학년에 ‘모양’, ‘형/형태’가, 2학년에는 다양한 묘사의 ‘모
양’이, 3학년에는 ‘유기적인 형태’가 소개되어, 가장 간단하지만 체계가 있다. 우리나라
는 다양한 ‘모양’, ‘형/형태’가 1학년에 소개되며, 2학년에는 좀 더 변형된 ‘형태’가, 3학
년에는 ‘사실적’, ‘추상적인 형태’가 나온다. 우리나라 중학교의 경우 7개 출판사별로
용어를 조사하고 이를 다시 학년별로 수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어의 소개
에 일관성과 체계성이 나타난다.
‘색’은 중학교에서도 ‘조형 요소와 원리’ 중 가장 자세하게 다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에서도 우리나라의 ‘색’에 대한 용어가 가장 다양하다. III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색’, ‘색채’, ‘색깔’, ‘빛깔’로 ‘색’에 대한 용어가 다양하게 등장하며,
‘색감’, ‘색채감’도 함께 쓰이는데, 이는 출판사별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초
등학교에서 ‘KS 10색상환’이 소개된 것에 비하여, 중학교에서는 ‘20색상환’이 중학교
1학년부터 소개되고 있다. 20개의 정확한 ‘색 이름’에 대한 내용을 중학교 1학년에서
모두 다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색’만을 보
더라도 중학교 1학년에 소개된 ‘색채’ 용어가 중학교 3학년에서는 그 양이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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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고 있어, 이의 균형적인 배분이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색채’에 대한
내용을 중학교 1학년에 배치하고, 중학교 2학년 및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다양한 ‘색채 대비’에 대한 내용부터 ‘색채 이론’에 대한 내용까지 전개하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다. 미국, 영국의 경우 특별한 색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 ‘흰
색’, ‘회색’, ‘검은색’, ‘황색’, ‘쪽색’, ‘옥색’, ‘남색’, ‘청색 계열’, ‘빨강’, ‘백색’, ‘담홍’, ‘주
홍’, ‘보라색 계열’, ‘녹색’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란색’의 경우 ‘노란색’,
‘노랑’, ‘황색’, ‘황’, ‘yellow’ 등 하나의 ‘색’에 다양한 이름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한
글, 한문, 영어 ‘색 이름’을 통일성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미술
용어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학교 1, 2, 3학년에 ‘조합색 이름’에 의한 표현이 다양
하게 소개되지는 않고 있는데, 앞으로 미묘한 ‘색채’의 단계적 변화를 ‘조합색 이름’으
로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질감’의 경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년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공간’의 경
우 우리나라 1학년에서 다양한 ‘공간’ 관련 이론(‘원근법’, ‘색채 원근법’, ‘선 원근법’,
‘투시화법’, ‘투시 원근법’, ‘1점․2점․3점 투시(도법)’, ‘1점 투시 원근법’, ‘원경’, ‘중경’,
‘근경’)이, 2학년에서 ‘삼원법’(‘고원법’, ‘평원법’, ‘심원법’), ‘역원근법’이, 일본의 경우
중학교 3학년에서 ‘도법’, ‘1점․2점 투시도’, ‘등각 투영도’, ‘사 투영도’ 등의 용어가
등장한다. 영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미국, 일본 모두 ‘공간’ 관련 이론을 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형 원리’의 경우 우리나라, 영국, 일본 모두 1, 2, 3학년에 걸쳐 ‘조형 원리’를 제시하
였으며, 미국은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영국의 경우 1학년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2학년에
서는 ‘기하학적인 운동감’, ‘리듬’, ‘조화’ 등을 학습하며, 3학년에서는 1학년의 ‘패턴’과 2학
년의 ‘기하학적인’을 합하여 ‘기하학적인 패턴’을 학습한다. 이러한 체계적 단계는 우리나
라의 ‘비례’ 관련 용어에서도 볼 수 있는데, 1학년에서는 ‘비례’, ‘비율’, ‘4등분’, 2학년에서
는 ‘황금비’, ‘황금 분할’, ‘황금 비례’(1.618:1), 3학년에서는 ‘조화로운 비율’ 등으로 단계가
잘 구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1학년에서는 다양한 ‘조형 원리’의 개념에 대한 학습을 바
탕으로, 2-3학년에서는 ‘조화로운 균형’, ‘기하학적인 패턴’, ‘기하학적인 구조/구성’, ‘비대
칭적인 조화’, ‘시각적인 균형’ 등 기본적인 개념을 응용한 학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III-1-3. 고등학교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고등학교 조형 요소 및 원리 미술 용어는 <표 6>과 같다.
각국의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미술 용어는 일본만이 3개 학년의 미술 교과서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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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학년별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년의 구별 없이 하나의 단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선’의 경우 일반적인 ‘선’의 개념이 각국별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형/형태’의 경우
영국을 제외하고 ‘기하학적인 도형’,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질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질감’, ‘마티에르’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공간’, ‘동세’,
‘양감’은 중학교의 용어들이 그대로 등장한다. ‘색’도 중학교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색 이름’이 좀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 거의 비슷한 ‘색채’ 관련 용어가 등장한다. 중
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의 단계를 ‘색채 이론’(‘명암법’, ‘음영법’, ‘색채 분할’, ‘색채 혼
합’ 등) 등의 색채 이해에 기초하거나, ‘색의 상징’, ‘색의 활용’, ‘인상의 색’ 등 생활과
의 관련에 따라 구분하거나, 혹은 ‘표현’ 활동과 관련하여 개성적이고 표현적인 ‘색’의
제작과 관련하여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모든 것이 중학교와 고등
학교에 함께 등장하여 반복 학습되므로, 학교급별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조형 원리’의 경우 다양한 ‘조형 원리’의 개념에 대한 학습은 중학교에서 이미 이루
어졌으므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응용한 학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표 6> 각국의 고등학교 조형 요소 및 원리 미술 용어 비교
국가
구분

한국

점 ①점

미국

영국

-

-

일본
①점

①선/사선/곡선/수평선/직선/수직
선/윤곽선/실선, 짧은/둥근/거친/다
양한/경쾌한/부드럽고 유연한/날카
선
로운/섬세한/굵고 검은 선, 해칭,
유기적인 곡선, 평행선, 변형된 다
양한 선

ⓢⓗ선(구조적/두꺼운/가는/굵은/섬세한/대담
①선/직선/곡선/중심
한/빠른/느린/계속되는/섬세하고 가는/두껍고
선, 수평의 선/진전해
대담한/움직이는/끊어진(broken)/들쭉날쭉한
가는 선/두꺼운 선/
(jagged)/암시적(implied)/연상적인(suggested)/ ⓢⓗ
가는 선
상상적인(imaginary)), 외곽선, 컨투어 선, 스 선
②부드러운 선/단순한
케치선, 수직선, 수평선, 대각선, 곡선, line of
선, 수평선, 수직선
sight, 소용돌이선, 줄무늬, 점선(interrupted
③섬세한 선
line), 가느다란 계속적인 선의 흐름

①형/형태/모양, 면/곡면/둥근면, 삼
각형/사각형, 기본 형태, 육면체/정
육면체/직육면체, 폭이 좁고 긴 면,
기하형/기하학적인 형(형태)/기하학
요
형/
적인 기본 형태, 순수 기하 형태, 비
소
형태
구상적인 형, 원/반원형/원뿔/원기
둥/반구/구/돔형/원구, 외형, 아치형,
도형, 기하학적 색면, 사실적인/추
상적인/구상적인/비구상적인 형태

①모양(둥근)/형/형태,
ⓢⓗ둥근형, 딱딱한 형, 기하학적 형태, 유기적
면(색면/거친/수직면),
형태, 삼각, 사각, 원, 타원, 비정형, 육각형, 곡
삼각형/사각형/원/장
선형, 각진 형, 음각 형, 양각 형, 무거운 형, ⓢⓗ
방형, 직방체
가벼운 형, 부드러운 형, 질감 있는 형, 정지된 형/형
②면, 원형, 동심원, 원
형, 역동적인 형, 원통형, 수평형태, 수직형태, 태
주형, 기하학적인 형체
각진 형태, 둥근 형태, 곡선 형태, 날카로운 모
③기하학적인 도형,
서리를 가진 형, 단단한(solid) 형
형태나 색의 조합

조
형

질감 ①부드러운 질감, 재질감

①질감
ⓢⓗ질감, 실제 질감, 암시적(implied) 질감, 도
②마티엘, 딱딱한, 부
ⓢⓗ
드라진, 울퉁불퉁한, 자갈의, 울퉁불퉁하고 험
드러운, 날카롭고 딱
질감
한, 부드러운, 짠, finely
딱한, 거치 질감
③거칠거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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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①공간/공간감/거리감/깊이감, 원근
/원근감/원근법, 색채원근법(공기원
근법, 선원근법), 투시원근법/투시
공간
도법/투시(1점, 2점, 3점), 소실점,
삼원법, 고원(법)/평원(법)/심원(법),
역원근법, 내적 공간, 외적 공간

ⓢⓗ공간(복잡한/열려 있는/위/안/아래/주위/높
이/넓이/깊이/표면), 밀려오는 공간(flowing space),
①공간/원근법/원근
통과, 양화(positive)/음화(negative space) 공간 ⓢⓗ 감/근경/중경/원경
(2차원․3차원), 그리는 면(picture plane), 구 공간, ②도법, 투시도법, 시
성, 소실점, 원근법/선 원근법(1점․2점 원근법), 원근 점, 배경
주관적 공간, 추상, 관점, 깊이의 착각, 비선적
③일점투시법
인 방법(위치/중첩/크기의 다양함/색채/명도)

동세 ①동세, 움직임, 운동감

ⓢⓗ(조사 안 됨)

양감 ①양감, 덩어리, 중량감

ⓢⓗ(조사 안 됨)

명암 ①(‘색’에 함께 소개함)

ⓢⓗ명암/명/암, 그림자, 높은/낮은 기조(keyed)
ⓢⓗ ①②③(‘색’에 함께 소
색, 명암 콘트라스트, 관심의 중심(center of
명암 개함)
interest), 회색톤, 중간 명암

색

①색/색채/색조/색감/빛깔, 농담/그
러데이션/명암(법)/음영(법)/톤, 혼
색/채색, 색의 3속성, (빛의/물감
의)삼원색/원색/고유색/전통색, 색
상/명도/채도, 유채색/무채색, 색
(대립하는/강조하는/보강하는), 채
도 단계/명도 단계, 색의 기능(성
질)/색의 상징성/색의 활용, 배색/
배경색, 톤(밝은/어두운/짙은/중간),
색겹침, 색농도, 중간색, 밝은/어두
운 색채, 인상의 색, 순색, 단색/다
색, 색판, 색분해, 색채계획, 색채
조절, 색채분할/색조분할, 가산혼합
/감산혼합, 명시성, 주목성, 색채혼
합, 색상대비, 유사색/대조색, 따뜻
한 배색, 색의 수축/팽창의 느낌,
비구상적인 색, 오방색/오채/오색,
주조색, 회색/검정(색), 20색상환,
색입체, 9H, 8H, 7H, 6H, 5H, 4H,
3H, 2H, H, F, HB, B, 2B, 3B, 4B,
5B, 6B, 7B, 8B, 비색, 자색, 순백
색, 빨강(Red), 초록(Green), 파랑
(Blue)/청색,
노랑(Yellow)/황색,
흰색, Magenta, Cyan, 갈색/암갈
색, 고동색/밤색, 진분홍, 남색, 주
황(색), 보라색, 가지빛, 군청, 주홍
색, 황갈색

ⓢⓗ ①동세, 움직임
움직임 ②포즈
-

①양감, 덩어리

③색(선명한/탁한/밝은/
어두운/따뜻한/차가운)/
색깔/색감/색채/색조,
붉은 색채, 음영/농담/
톤/명암, 채색, 다색,
원색, 무채색/유채색, 보색,
Y/GY/G/BG/B/PB/P/RP/
R/YR/ YM.C,/R.G.B, 색
상환, 색의 삼속성/색상
/명도/채도/밝고 어두움
의 차이/밝기의 정도,
선명함의 정도, 혼색/감
법혼색/가법혼색, 흰색/
검은색/회색/빨강/초록/
노랑/파랑/청록/보라/오
렌지색/붉은색/보랏빛
ⓢⓗ색채, 색상, 명도, 채도, 차가운 색/따뜻한
나는 빨강(마젠타)/노랑
(옐로)/초록빛 나는 푸른
색, 밝은 색, 보색, 삼원색, 이차색, 농담, 음영,
ⓢ ⓗ
색(시앙)/ 보라색 기미의
중간색, 색조, 색채 계획, 유사색, 중성색, 분할
색
청(블루)/녹(그린)/노랑
보색, 색 스펙트럼, 삼화색 조화, 색채 조화,
기미의 빨강(레드),색의
단색
성질이나 움직임, 색조
의 편성/색상 거리, 색의
대비/명도대비/채색대비/
색상대비, 색 이미지, 한
색/난색/따뜻한 색 계열
의 색상/차가운 색 계열
의 색상, 색의 상태(톤),
색의 명암, 색조(선명한/
엷은/진한/밝은/어두운)
②연한 색, 중간색, 황
색, 진하고 옅음, 백색,
흑백, 12색, 녹색, 녹청,
밝고 부드러운 색조, 배
경색, 발색
③삼원색, 빨간색, 색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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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
비율

-

균형 ①균형/대칭균형/비대칭 균형

ⓢⓗ균형, 비대칭, 대칭, 대칭(형식적) 균형, 근
ⓢⓗ
사 대칭, 비대칭(비공식) 균형, 방사상 균형,
균형
비균형, 좌우동형 대칭

-

통일 ①통일, 통일감

ⓢⓗ통일, 지배적, 종속적, 반복, 구성

ⓢⓗ
통일

-

대비/
①대조, 대비, 대칭
대조

ⓢⓗ
ⓢⓗ선․형․크기․색채․시간․양식․아이디
대비/
어의 대조, 어두움과 빛의 효과
대조

-

조 강조 ①강조
형

ⓢⓗ캐리커처, 양식, 스케일, 선․형(shape,
ⓢⓗ
form)․명도․색채․공간․질감의 강조, 단순
강조
함․배치 그룹핑․고립․크기․반복의 사용

-

원 패턴 ①패턴/무늬/문양(기하학적 문양)
리

ⓢⓗ모티브, 계획된 패턴(줄, 격자, 반만 보이
ⓢⓗ
는 디자인, 교대 패턴, 방사 패턴), 무작위 패
패턴
턴, 선․줄․깃털의 패턴

-

리듬과
①율동/율동미/리듬/리듬감
운동감

ⓢⓗ시각적 리듬, 반복 패턴, 규칙적 리듬, 밀 ⓢⓗ
려오는 리듬, 교대 리듬, 점진적 리듬, 의외의 리듬,
리듬, 구성적 운동감
운동감

-

조화 ①조화/부조화

ⓢⓗ조화

비례 ①비례/비율/황금비

-

ⓢⓗ
③조화
조화

변화 ①변화

-

ⓢⓗ
변화

-

구성/ ①배치/배열/구도/구성/구조(기본,
구조 나선, 대칭)

-

ⓢⓗ
구성

-

-

-

-

-

-

점증

-

기타

-

ⓢⓗ서예

* 미국의 고등학교 내용은 중학교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함.
** ①②③은 해당 학년을 의미함.
*** ⓢⓗ는 미국과 영국의 senior high school(고등학교)를 의미함(학년을 구분하지 않음).

III-2. 감상 및 미술사, 미적 체험 관련 미술 용어
‘감상’ 및 ‘미술사’ 용어를 함께 검토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
으로 ‘감상’은 ‘전시’와 관련된 용어가 많으며, ‘미술사’는 ‘시대별’, ‘ism별 미술 용어’가
많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별 ‘감상 및 미술사’, ‘미적 체험’ 관련 미술
용어를 살펴보았다(‘미적 체험’의 경우 우리나라의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구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조사된 것이나, ‘감상 및 미술사’ 관련 미
술 용어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III-2-1. 초등학교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초등학교 감상 및 미술사, 미적 체험 관련 미술 용어를 살
펴보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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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각국의 초등학교 감상 및 미술사, 미적 체험 관련 미술 용어 비교
국가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③박물관, 미술관, 자
료집
④미술감상자료집,
감상 관점, 감상문
감상 및
⑤전시(자료 전시하
미술사
기)
용어
⑥현대 미술, 전시
회(계획), 학급전시
회, 전시장 모형, 작
품(모음)집

①모더니즘
③로마네스크
④전기 콜롬비아 미술, 추상 환상 미술
(abstract-fantasy), 환상 미술, 인상
주의, 추상주의, 사실주의, 추상인상
주의, 르네상스, 팝아트
⑤옵아트, 비구상미술,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큐비즘, 추상표현주의, 미
래주의, 로코코, 민중미술가
⑥야수파, 미국 종교주의, 점묘법,
반사실주의, 키네틱 조각

①②과거부터 현대 미술,
전시, 미술관, 화랑, 스튜
디오, 관점, 뷰파인더, 문
화와 역사적 사건들
①미술관, 갤러리, 전시
③④소장품, 미술품, 구상 ⑤전람회, 전시방법, 전시
적 혹은 추상적 이미지
장소
⑤⑥미술관/화랑(물리적
형태, 사회적 기능, 이용/
활용)

미적
체험³⁾

(따로 조사되지 않음)

([표 III-3-1-4]의 ‘기타’
(따로 조사되지 않음)
부분 참조할 것)

-

* ①②③④⑤⑥은 해당 학년을 의미함.

‘감상’과 관련한 미술 용어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시’/‘전시회(계획)’/‘학습 전시회’, ‘박
물관’, ‘미술관’, ‘미술감상자료집’/‘자료집’/‘작품 모음집’/‘감상문’/‘자료 전시하기’, ‘감상 관
점’, ‘전시장 모형’ 등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 1학년에 ‘전시’, ‘미술관’, ‘갤러리’ 등의 일반
적인 소개가 이루어지고, 5학년에 ‘전람회’, ‘전시 방법’, ‘전시 장소’가 소개된다. 영국은
1-2학년에 ‘전시’, ‘미술관’, ‘화랑’, ‘스튜디오’, ‘관점’, ‘뷰파인더’, ‘문화와 역사적 사건’들
이, 3-4학년에는 ‘소장품’, 5-6에는 ‘미술관 및 화랑의 물리적 형태’, ‘미술관 및 화랑의
사회적 기능’, ‘미술관 및 화랑의 이용 및 활용’ 등이 소개된다. ‘감상’ 학습은 대부분의
경우 감상 방법별로 학년의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감상 학습의 방법
외에 내용 자체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술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 미술’이 6학년에 소개되고 있다. 미국
의 경우 다양한 시대별 미술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1학년에 ‘모더니즘’, 2학년은 없
고, 3학년에 다시 ‘로마네스크’, 4학년에 ‘전기 콜롬비아 미술’, ‘추상 환상 미술’, ‘인상
주의’, ‘추상주의’, ‘사실주의’, ‘추상 인상주의’, ‘르네상스 미술’, ‘팝아트’, 5학년에 ‘옵아
트’, ‘비구상 미술’,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큐비즘’, ‘추상 표현주의’, ‘미래주의’, ‘로코
코’, ‘민중 미술가’, 6학년에 ‘야수파’, ‘미국 종교주의’, ‘점묘법’, ‘반사실주의’, ‘키네틱
조각’이 소개되는 등, 주류 미술사라 할 수 있는 서양 미술사를 초등학교 수준에서 자
유롭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술사’의 경우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관련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미술교과 내용 구성에 있어 미술사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있다. 그러
나 ‘미술사’의 연대기적인 소개는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나, 단원의 ‘주제 표현’이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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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조형 요소 및 원리’, ‘표현 재료 및 용구’의 소개와 연관하여 ‘미술사’ 용어가 소
개되는 것도 단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기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문화’, ‘환경’, ‘시각적 특성’이, 중학년
및 고학년에서는 ‘주제’, ‘역사적 사건’ 등이 미술교과와 연계하여 학습되고 있는데, 이는
‘감상 및 미술사’ 관련 용어 학습과 연관이 깊다. ‘문화’나 ‘환경’ 등과 관련해서는 미술
과 교육 내에서도 ‘다문화’, ‘시각 문화’, ‘시각 미술 문화’ 등으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기초적인 개념 학습으로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다양한 소개도 생각해봄직 하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의 미적 체험은 개념은 등장하나, 용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
는다. 다양한 체험 및 경험은 미적 체험이나 미적 경험과 연관은 있으나, 같은 용어는
아니므로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배제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체험이나 경험은 미술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자, 기초가 되어 주므로,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이의
직접적인 용어가 도입되기보다는 이에 기초한 다양한 활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III-2-2. 중학교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중학교 감상 및 미술사, 미적 체험 관련 미술 용어를 살펴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각국의 중학교 감상 및 미술사, 미적 체험 관련 미술 용어 비교
국가
구분

감상
및
미술사
용어

미적
체험

한국
①대지 미술/환경 미술,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인상파), 신인상주의(신인상파), 야수
파, 입체주의(입체파), 표현주의(표현파), 초현실파, 초현
실주의, 추상파/추상 미술, 파리파(에콜드파리), 미래주
의(미래파), 비디오 아트, 액션페인팅, 추상표현주의, 옵
아트, 팝아트, 극사실주의(하이퍼리얼리즘)
②키네틱 아트, 분석과 종합의 입체파(분석적 입체파,
종합적 입체파), 뜨거운 추상(서정적 추상), 앗상블라주
③차가운 추상(이지적 추상), 설치 미술, 신사실주의, 후기 인
상주의, 큐비즘, 누보 리얼리즘, 앵포르멜, 해프닝, 키치, 캠프,
패스티쉬, 패러디, 낙서미술, 비즈니스 아트, 멀티미디어를 활
용한 미술, 다다/다다이즘, 기하학적 추상(순수 추상), 미니멀
아트, 개념 미술, 신고전주의, 네오 다다, 아르 누보, 아르 데
코, 행위 미술/예술(액션 페인팅), 레이저 아트, 미술공예운동,
19세기 미술, 20세기 미술, 상징주의, 초기 입체주의, 로코코,
이벤트,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아트, 모노크롬 회화, 디지털 아트
①미적인 요소, 미적 특성, 미적 감각, 미적 활용, 미적
가치, 미의식, 미적 체험, 미적 안목
②미적 구성 요소, 미적 표현, 미감, 미적인 생동감, 미적 감동
③미적 충동, 미학적, 미적 표현 능력, 미적 정서

미국

영국

일본

①②③점묘
법, 큐비즘,
추상주의, 비
표 현 적
(nonreprese
ntational) 미
술, 사실주
의, 데 스틸,
르네상스, 키
네틱 아트
(초현실주의,
인상주의, 후
기 인상주
의)

①상징주의, 문화, 관점,
미술의 양식(고전적인,
표현적인, 낭만적인)
②미술의 양식(르네
상스, vanitas painting,
큐비즘), 키네틱, 시
대의 대표, 미술의 분
야와 양식(표현주의,
추상미술, 팝아트, 키
네틱 아트), 호주 원
주민 미술, 종교 미
술, 장소에 따른 미술
(공공 미술, 부족 미술)
③미술관 및 화랑(대
표적인 형태, 사회적
기능, 활용)

①미술관, 감상회, 창
작 체험과 공개 제작
등의 워크숍, 화집, 그
림엽서
②인상파
③아르누보, 아르데코,
큐비즘(입체파), 쉬르
리얼리즘(초현실주의),
리얼리즘, 인스톨레이
션(일정 기간만의 작
품 설치), 전시

(따로 제시
(따로 제시되지 않음) (따로 제시되지 않음)
되지 않음)

* ①②③은 해당 학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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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과 관련한 미술 용어의 경우 우리나라, 미국은 등장하지 않으며, 영국은 1학년에
‘문화’, ‘관점’, 3학년에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제시되었던, ‘미술관 및 화랑의 대표적인
형태’, ‘미술관 및 화랑의 사회적 기능’, ‘미술관 및 화랑의 활용’이 재등장하고 있다.
일본은 1학년에 ‘미술관’, ‘감상회’, ‘창작 체험과 공개 제작 등의 워크숍’, ‘화집’, ‘그림
엽서’가, 3학년에서는 ‘전시’가 소개되고 있다.
‘미술사’ 용어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3학년에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각 출판사별로 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에 ‘연대기표’를 포함시켜 ‘미술사’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대지 미술’, ‘환경 미술’, ‘고전주
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인상파)’, ‘신인상주의(신인상파)’, ‘야
수파’, ‘입체주의(입체파)’, ‘표현주의(표현파)’, ‘초현실주의(초현실파)’, ‘추상 미술(추상
파)’, ‘파리파(에콜드파리)’, ‘미래주의(미래파)’, ‘비디오 아트’, ‘액션페인팅’, ‘추상 표현
주의’, ‘옵아트’, ‘팝아트’, ‘극사실주의(하이퍼리얼리즘)’, 2학년에서는 ‘키네틱 아트’, ‘분
석과 종합의 입체파(분석적 입체파, 종합적 입체파)’, ‘뜨거운 추상(서정적 추상)’, ‘앗
상블라주’, 3학년에서는 ‘차가운 추상’(이지적 추상)’, ‘설치 미술’, ‘신사실주의’, ‘후기
인상주의’, ‘큐비즘’, ‘누보 리얼리즘’, ‘앵포르멜’, ‘해프닝’, ‘키치’, ‘캠프’, ‘패스티쉬’, ‘패
러디’, ‘낙서 미술’, ‘비즈니스 아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미술’, ‘다다’/‘다다이즘’, ‘기
하학적 추상(순수 추상)’, ‘미니멀 아트’, ‘개념 미술’, ‘신고전주의’, ‘네오 다다’, ‘아르
누보’, ‘아르 데코’, ‘행위 미술’/행위 예술(액션 페인팅)’, ‘레이저 아트’, ‘미술공예운동’,
‘19세기 미술’, ‘20세기 미술’, ‘상징주의’, ‘초기 입체주의’, ‘로코코’, ‘이벤트’,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아트’, ‘모노크롬 회화’, ‘디지털 아트’ 등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모두 서구 중심의 ‘미술사’에 근거하고 있어, 우
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자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이나
미국, 영국보다 다양한 서양 ‘미술사’ 관련 미술 용어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물론, 자국 및 서구 이외의 문화권의 미술 용어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한국화’, ‘동양화’, ‘서양화’의 예와 같이, 아직 통일된 용어가 마련되
지 못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미술 용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교과서 내의 내용 소
개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미술사’ 관련 용어가 한쪽 문화권에 치우친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
우 다양한 서양 ‘미술사’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원주민 미술’, ‘장소에
따른 미술’(‘공공 미술’, ‘부족 미술’), ‘문화’ 등을 함께 소개하고 있어 천편일률적인 시
대별, 유파별 미술사 용어의 소개에서 벗어나 있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중학교의 ‘미적 체험’ 관련 용어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양한 용어가 소개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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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에서 ‘미적인 요소’, ‘미적 특성’, ‘미적 감각’, ‘미적 활용’, ‘미적 가치’, ‘미의식’, ‘미적
체험’, ‘미적 안목’이, 2학년에서 ‘미적 구성 요소’, ‘미적 표현’, ‘미감’, ‘미적인 생동감’, ‘미적
감동’이, 3학년에서 ‘미적 충동’, ‘미학적’, ‘미적 표현 능력’, ‘미적 정서’가 소개되어 있다.
우리나라 중학교의 미술은 중학교 1학년에 1～2시간, 2학년에 1～2시간, 3학년에 2
시간으로 수업 편제가 이루어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학교 1, 2, 3학년에서 각각 1시
간, 1시간, 2시간을 학습한다. 따라서 1학년과 2학년에서는 ‘미적 체험’ 및 ‘감상’ 등의
‘미술 이해’에, 3학년에서는 ‘표현’ 활동에 중점을 둔 수업을 권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3학년의 ‘미적 체험’ 중 ‘미학적’, ‘미적 표현 능력’ 용어는 이러한 이유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II-2-3. 고등학교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고등학교 감상 및 미술사, 미적 체험 관련 미술 용어를 살
펴보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감상’ 관련 용어는 영국의 경우 ‘2D․3D 시각 언어’,
‘포트폴리오’, ‘평가’, ‘논리적인 비평’, ‘설득력 있는 비평’, ‘이유 있는 비평’, ‘문화적․
비평적 미술 연구’ 등이 소개되어 있어, 중학교 수준의 감상과 단계 구분이 명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및 미국의 경우 감상 관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경우
미술관 용어가 있을 뿐이다.
<표 9> 각국의 고등학교 감상 및 미술사, 미적 체험 관련 미술 용어 비교
국가
구분

한국

①미술 양식, 아르누보, 인상주의(인상파), 초현실주의, 추상 미술/
추상주의(차가운/기하학적인/뜨거운/서정적인 추상), 대지 미술, 고
전주의, 자연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신인상주의(신인상파), 후기
인상주의(후기인상파), 야수주의(야수파), 입체주의/입체 미술(입체
감상 파), 표현주의/신표현주의, 미래주의(미래파), 파리파, 추상 표현주
및 의, 앵포르멜, 앗상블라주, 미니멀 아트(미니멀리즘), 구성주의, 극
미술사 사실주의(하이퍼리얼리즘/슈퍼리얼리즘), 환경 미술, 개념미술, 다
용어 다이즘, 네오다다, 누보레알리즘, 분리파, 상징주의, 절대주의, 순수
주의, 신조형주의, 바우하우스, 기하학적 색채 추상, 바로크, 로코
코, 신고전주의, 해프닝, 퍼포먼스, 액션 페인팅, 팝아트, 옵아트, 키
네틱 아트, 설치미술(설치 작업), 행위 미술, 넷 아트/네트워크 아
트, 미디어 아트, 비디오 아트, 라이트 아트

미국

영국

일본

ⓢⓗ점묘법, 큐
비즘, 추상주의,
비 표 현 적
(nonrepresentati
onal) 미술, 사
실주의, 데 스
틸,
르네상스,
키네틱 아트(초
현실주의, 인상
주의, 후기 인상
주의)

ⓢⓗ시각
언어,
2D 시각 언어, 3D
시각 언어, 포트폴
리오, 평가, 비평
(논리적인, 설득력
있는, 이유 있는),
문화적․비평적
미술 연구, 비주얼
아트, 공동체 사회
에서의 미술, 미술
사, 맥락적 자료

①인상파
②쉬르리얼리
즘(초현실주의)
③팝아트, 사이
키델릭아트, 후
기 인상파, 큐
비즘, 다다, 미
술관

①미적 체험/미적(미학적) 가치/미적 특성/미적 현상/미적 지각/미적
미적 감각/미적 교감/미적 의미/미적 세계/미적 표현/미적 감성/미적 정서 (따로 제시되지 (따로
체험 /미적 자극/미적 변화/미적 조화/미적 인식/미적 감동/미적 내용/미 않음)
않음)
적(심미적) 안목/미적 질서/미적 대상, 미의식, 미적 가치 기준, 미감
* 미국의 고등학교 내용은 중학교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함.
** ①②③은 해당 학년을 의미함.
*** ⓢⓗ는 미국과 영국의 senior high school(고등학교)를 의미함(학년을 구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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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지 (따로 제시되지
않음)

‘미술사’ 관련 용어의 경우, 우리나라, 미국, 일본 모두 중학교 수준에서 학습한 대
부분의 내용이 다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중학교 수준에만 등장하는 용어는
‘분석적․종합적 입체파’/‘초기 입체주의’, ‘키치’, ‘캠프’, ‘패스티쉬’, ‘패러디’, ‘낙서 미
술’, ‘비즈니스 아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미술’, ‘아르 데코’, ‘레이저 아트’, ‘미술공예
운동’, ‘19세기 미술’, ‘20세기 미술’, 초기 입체주의’, ‘이벤트’, ‘테크놀로지 아트’, ‘모노
크롬 회화’, ‘디지털 아트’이며, 고등학교에만 등장하는 미술사 관련 용어는 ‘미술 양
식’, ‘기하학적인(색채) 추상’, ‘신표현주의’, ‘구성주의’, ‘분리파’, ‘상징주의’, ‘절대주의’,
‘순수주의’, ‘신조형주의’, ‘바우하우스’, ‘바로크’, ‘키네틱 아트’, ‘넷 아트’/‘네트워크 아
트’, ‘미디어 아트’, ‘라이트 아트’이다. 중학교 3학년보다는 고등학교에서 후기 현대의
미술 장르별 명칭을 좀 더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학교
의 ‘키치’, ‘캠프’, ‘패스티쉬’, ‘패러디’ 등은 상당히 난해한 개념이라 중학교에서 소개
하는 데 무리가 있다. 또한 모든 학교의 미술사가 순수 미술 관련 역사와 연계된 용
어만 제시되어 있는데, ‘디자인사’, ‘건축사’, ‘공예사’, ‘사진사’ 등의 내용 소개도 고려
해봄직 하다. 중학교에서 소개된 미술 용어의 반복적인 제시는 미술사뿐만 아니라, 우
리나라의 고등학교 ‘미적 체험’에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 ‘공
동체 사회에서의 미술’, ‘미술사’, ‘맥락적 자료’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영국의 예를 참
조하여 ‘미술사’를 기존의 구분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련 내용을 선
정하는 것도 다양한 ‘미술사’ 학습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미적 체험’ 또
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수준이 어떻게 다르며, 이를 구분할 경우 무엇에 근거할 것
인가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의 ‘감상’ 관련 단원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초등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 단원에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별 단원명
을 살펴보면, 교과서 1: ‘감상’(‘미술품 감상’, ‘미술 문화유산 이해’), 교과서 2: ‘미술품
감상’ 및 ‘미술 문화유산의 이해’(‘미술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미술과 종교’, ‘우리나
라 미술’, ‘다른 나라 미술’, ‘인터넷을 활용한 작품 감상’), 교과서 3: ‘작품과의 만남’
- ‘미술과 시대정신’, ‘미술 문화의 유산’(‘영혼을 위한 미술’, ‘격동기의 미술’, ‘미술과
과학’, ‘미술을 위한 미술’), ‘미술사 연표’, 교과서 4: ‘감상의 세계’ - ‘미술의 발자취’
(‘우리나라’, ‘동양’, ‘서양’), 교과서 5: ‘시간, 공간, 그리고 미술’ - ‘새로운 모색’, ‘미술
과 문화’, 교과서 6: ‘감상’ - ‘작품 감상’, ‘미술 문화의 이해’, 교과서 7: ‘알고 보는 미
술품’ - ‘알고보고 느끼기’, ‘미술 문화유산 바로 보기’이다.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술품 감상’, ‘미술 문화유산 이해’의 체계를 그대
로 따르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하여 다양한 용어가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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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련 미술 용어가 중학교에 비하여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중
금성출판사와 교학연구사는 감상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참신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감상 학습 내용의 교과서와 비교해볼 때 특별히 새롭게
등장한 감상 관련 용어는 드물었다.
고등학교는 1개 학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학교급별 내용 체계화를 위하여 미술 용어
중 가장 높은 난이도로 제시하면 되겠지만, 차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현재의 체제와는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등학교 1학년의 내
용이 고등학교 일반 및 심화 선택 과목과 함께 고등학교 미술I, II, III의 체제로 제시
될 경우도 고려하여, 내용의 구성 및 배분, 용어의 전개, 난이도 등은 심사숙고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III-3. 미술 분야 관련 미술 용어
III-3-1. 초등학교
미술 분야별 명칭에서 초등학교의 전 학년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표 10〉참조),
미국과 영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하여 많은 미술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
나는 미국의 미술 교과서가 양적으로 많은 단원과 페이지를 차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개 학년만이 미술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학년이 12개 단원으로 총 48개 단원뿐인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 각 학년이
25-30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6개 학년 모두가 60단원씩이므로
6개 학년이 총 360단원이나 된다.
‘회화’ 부문을 살펴보면, 미국의 미술 교과서가 가장 다양한 미술 용어를 소개하고
있으며, 일본의 미술 교과서가 가장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화’, ‘수묵화’, ‘채색
화’, ‘책거리’ 등 전통 미술에 대한 용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스케치’는 미국을 제외
한 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며, 소개되는 학년도 비슷하여 우리나라는 6학년, 영
국은 3-6학년, 일본은 4학년 등 주로 고학년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포토그램’의 용
어가 소개되는 것이 특이하다.
‘판화’는 미국과 영국의 미술 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판화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다.
나라별로 용어의 명칭이 다른 부분이 많은데, ‘에칭’, ‘석판화’, ‘실크 스크린’은 한국에
서만, ‘문지르기’, ‘릴리프 프린트’ 등은 미국에서만, ‘눌러 찍기’, ‘콜라그래프’ 등은 미
국에서만 소개된다. 그 외, 공통된 미술 용어를 찾아보면, ‘스텐실’ 및 ‘모노 프린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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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학년과 영국의 1-2/1-6학년에서, ‘다색 판화’는 우리나라 6학년, 미국의 6학
년, 영국의 3-4학년에서, ‘목판화’는 미국의 6학년과 영국의 3-4학년 및 일본의 5학년
에서 각각 소개된다.
‘디자인’ 영역은 미국이 가장 다양하며, 다음으로 영국, 한국 순이다. 일본의 경우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 두 가지만을 소개하여 상당히 취약하다. ‘디자인’ 영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포스터’의 경우 우리나라, 미국 두 나라 모두 6학년에서, ‘일러스
트’(‘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미국 및 일본은 1학년에서, 영국은 1-2학년/1-6학년에서,
‘애니메이션’의 경우 우리나라는 5학년, 일본은 4학년에서, ‘광고’는 미국은 6학년, 영
국은 3-6학년에서 각각 소개하여 학습하는 등, 소개되는 학년이 비슷하다.
<표 10> 각국의 초등학교 미술 분야 관련 미술 용어 비교
국가
구분

한국

미국

③민화, 그림
④벽화
⑤수묵화, 채
회화
색화, 책거리,
마술 그림
⑥스케치

영국

①드로잉, 페인팅, 모자이크, 사진, 콜라
주, 초상화, 자화상
②정물화
①②/①-⑥자화상, 그림, 드로잉, 페인
③수채화, 포토그램(photogram, sunprint,
팅
④스케치
blueprint), 크레용 레지스트, 스테인드
③-⑥초상화, 스케치
글라스
④포토그램(photogram, shadowgram)
⑤포토몽타주, 추상화, 크레용 에칭

①스텐실, 문지르기, 모노프린트
⑤에칭
②판화
⑥석판화, 다
판화
③릴리프 프린트
색판화, 실크
⑤목판화
스크린
⑥시각적 목판화, 다색판화

미술
분야
별
명칭

③문자(의 모양)
④마크, 표지판
⑤애니메이션
디자
⑥포스터, 계몽
인
포스터, 관광포
스터, 행사포스
터

공예

조소

⑥공예,
공예품

-

일본

①디자인, 의상 디자인, 일러스트레이
션, 실내디자인, 배너, 레터링, 북아트,
그래픽 디자인, 장식리본, 산업 디자인
②사인, 메시지, 심벌,
③레터링, 영화, TV, 활동사진, 애니메
이션, 카툰
④플립북, 캐리커처
⑤4컷 연재만화
⑥편집 카툰, 렌더링, 로고, 광고, 포스
터, 빌보드, 문장

①②/①-⑥스텐실 판화, 판화, 모노
프린트, 눌러 찍기, 프레스기
③④목판화, 롤러, 판화용 잉크, 헤시
안, 캘리코, 단색․다색 판화, 볼록 판
화, 콜라그래프(카드 블록 판화)

①②/①-⑥디자인(직조/직물/섬유),
일러스트레이션(장식적인), 레이아웃,
데커레이션
③-⑥텍스타일 디자인, 컴퓨터 그래
②일러스트
픽, 포장, 광고, 만화
④애니메이
③④사인, 심벌
션
⑤⑥디자인(전통적인, 추상적인, 기하학
적인), 필름/animated cartoons/연작 만
화 등의 시각적 형태에서 보이는 움직
임, 포장, 텍스타일 기술(아플리케, 퀼팅)

①퀼트, 짜기, 보석 공예,
②염색
①②/①-⑥공예
민속 ③배틱, 섬유미술, 아플리케, 직물디자인
③-⑥도자기
④스티칭, 바느질법, 자수, 도자
⑤⑥코일링
⑤공예
⑥술 자수법, 태피스트리, 섬유 디자인
①조소, 소조, 부조
②앗상블라주
③조각
④고부조, 저부조
⑥모빌

②형지판화
③종이판화
④판화
⑤목판화

②들판염색
(자연염색)
⑥염색

①②/①-⑥: 3D, 3D 조소, 부조, 조각, 조
소, 모델링, 캐스팅, constructing, 깎기
⑥조각
③-⑥찰흙으로 성형하다
⑤⑥조소(assembling, 조립), sla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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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한국

④건물
기타 ⑤건축물
⑥건축

미국

영국

①건축, 도시계획, 조경설계,
②카메라 아트
④전통미술
⑤서예

일본

①②/①-⑥: 사진, 디지털 미디어, 콜라주,
카메라, 건축/건물(공공의, 사적인, 숭
배, 휴식, 학습/재료, 표면, 복도, 창
문, 슬레이트 타일, 벽화)
⑤사진
③④건축에서의 작은 모형
⑤⑥필름, 몽타주, 건축의 비율, 화랑 및
미술관의 물리적 형태, 건축(비례, 확대)

* ①②③④⑤⑥은 해당 학년을 의미함.
* ‘표현 방법 및 기법’, ‘표현 재료 및 용구’는 III장에서 분석하였으므로, 본 표에서는 생략함.

‘공예’ 부문도 미국이 가장 다양한 영역을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영국, 일본의
경우는 2-3가지의 용어만이 소개되어 있다. ‘도자’는 미국은 4학년, 영국은 3-6학년에
서 소개하여, 학습하는 학년의 수준들이 비슷하나, ‘염색’은 미국은 2학년, 일본은 6학
년에서 소개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공예’ 용어의 경우 미국은 1학년인
데 반하여, 영국은 1-2학년/1-6학년, 한국은 6학년에 가서야 소개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학습 내용에는 나와 있지만 지문에는 직접적으로 분야별 미술 용어를 잘 서술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때, 5학년까지 ‘공예’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것은 아닌 것
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조소’ 영역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미술 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조소’를 소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소’ 영역에 대한 미술 용어를 전혀 소개하지 않으며, 일본은
‘조각’만을 소개한다. ‘조소’의 경우도 ‘공예’와 마찬가지로, ‘조소’에 관한 미술 용어가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조소’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것은 아니
다. 그 외에 ‘건축’과 ‘도시 계획’, ‘사진’ 등에 관하여 영국과 미국이 비교적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었다.
III-3-2. 중학교
우리나라는 다른 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많은 미술 용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다른 세 나라는 나라별로 대표적인 하나의 미술 교과서만을 분석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7개의 미술 교과서를 모두 분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초
등학교 예와 마찬가지로, 미술 교과서의 양적인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술 용어의 제시가 가장 풍부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미
국의 중등용 미술 교과서는 ‘조형 요소와 원리’에 관하여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서술하
고 ‘직업’ 및 ‘미술 분야’, ‘미술사’ 등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표 11> 참조), 내용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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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의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영역보다 더 자세한 미술 용어를 소개하고 있
으며, 영국의 경우가 가장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다양한 ‘한국화’의 영역까
지 소개하여 다양함을 더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전통 미술’에 대한 용어를 전
혀 소개하지 않은 것이 흥미롭다. 4국가 모두 공통으로 소개된 ‘회화’ 관련 용어는 하
나도 없었다. ‘판화’ 및 ‘조소’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단지 ‘판화’ 혹은 ‘조
소’라는 용어만을 소개하였을 뿐이다. ‘판화’는 일본이 미국, 영국보다, ‘조소’는 영국이
미국, 일본보다 비교적 다양한 미술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디자인’ 영역은 모든 미술
분야 중에서 4개국 모두 가장 많은 미술 용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많이 소개된 디자
인 용어에도 불구하고, 4개국 공통으로 소개된 용어는 단지 ‘디자인’ 한 개이다.
소개된 ‘디자인’ 용어들은 각국별로 약간씩 다른 학년에서 소개되고 있으나, ‘포스
터’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두 나라에서 모두 2학년에,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
와 일본에서 3학년에 소개되는 등 같은 학년에 서술되어 있다. ‘공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직물 디자인’, ‘공예’, ‘도자’, ‘염색’ 정도만 소개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상세하고 다양한 공예 영역을 소개한다. 영국에서 1학년에 소개한 도자는 우리
나라에서도 같은 학년에서, 일본에서 1학년에 소개한 ‘염색’ 역시 한국에서도 같은 학
년에서 소개되었다.
<표 11> 각국의 중학교 미술 분야 관련 미술 용어 비교
국가
구분

미술
분야
별
명칭

한국

미국

①회화/소묘/스케치/크로키/정밀묘사, 유화/유채화/
수채화/투명수채화/불투명수채화/파스텔화/아크릴
화/연필화/목탄화/콩테화/펜화/모필화/단색화/채화
/수묵화/수묵담채화/수묵채색화/채색화/진채화(후
채화), 풍경화/초상화/정물화/사군자/민화/산수화/
진경산수화, 인물화/화훼화/기명절지화/어해화/초
충도/풍속화/문인화, 점묘화, 불교회화/불화, 벽화
회화 ②드로잉, 데생, 속사화, 세밀화, 다색화, 와시, 라
비, 에튀드, 에스키스, 담채화, 관념 산수화, 자화
상, 화조화, 영모도, 십장생도, 문자도, 책거리그림,
평생도, 구상화, 추상화, 암각화
③사생화, 종교화, 역사화, 실경산수화, 책가도, 작
호도, 무속도, 무신도, 탱화, 한국화, 동양화, 서양화,
군상화, 두상화, 흉상화, 반신상화, 토르소, 전신상
화, 입상화, 좌상화, 와상화, 구상화, 상상화, 경험화

①②③빠삐에
콜레, 페인팅, 사
진, 드로잉, 파
스텔 드로잉,
아크릴화, 정물
화, 초상화

①판화/볼록판화/고무판화/목판화/다색목판화/지판
화/직판화/콜라그래프/오목판화/동판화/에칭/드라
이포인트/평판화/석판화/모노타이프/공판화/스텐실
판화 /실크스크린/리소그래피/리놀륨판화
①②③판화
②다색판화, 다색리소그래피, 애쿼틴트, 유리판화,
라인 인그레이빙
③단색판화, 핀홀 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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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본

①스케치, 소묘,
반전화(거꾸로
혹은 방향을 달
리하여 보는 그
①자화상, 페인팅, 2D, 간
림),
착시도,
략한 스케치
anamorphosis
(변형화), 그림
②회화
③자화상, 데생

①판화
③판화(스텐실,
목판화)

①판화, 모노타
이프, 드라이포
인트, 메조틴트,
스크린, 실크스크린
②리소그래피,
다색 목판
③석판화

국가
구분

한국

①디자인(시각 전달, 시각, 제품, 산업(공업), 환경,
그래픽, 영상, 전시, 포장, 문자, 캐릭터), 포스터,
만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문자(픽토
그램) 포스터, 슈퍼그래픽, 컴퓨터그래픽, 태피스트리
②디자인(상업, 표지, 포스터, 마크, 광고, 실내 환
디자 경, 실내, 홈페이지), 디스플레이, 계몽 포스터, 문
인 화 포스터, 관광포스터, C.I.P
③디자인(패션, 의상, 무대, 실외 환경, 웹), 텍스타
일, 클레이애니메이션, 디지털애니메이션, 2D(3D)
애니메이션, 동화애니메이션, 실루엣애니메이션,
입체일러스트레이션, 상업포스터, 타이포그래피,
컴퓨터그래픽디자인

미국

영국

일본

①②③디자인,
포스터, 의상디
자인, 접시디자
인, 잡지디자인,
가구디자인, 백
화점디자인, 자
동차디자인, 광
고디자인, 시각
디자인, 엠블럼,
그래픽 디자인,
섬유디자인

①텍스타일
②애니메이션, 만화, 일러
스트레이션, 포토몽타주
③캐리커츄어, 스토리보
드, 디자인(미학적, 스타
일 있는, 추상적인, 모티
브, 이국적인, 아라베스
크, 유기적 형태의, 기하
학적 패턴의), 패션 디자
인(디자인 계획, 장식, 응
용 미술, 양재사, 패션,
몸치장, 가공품)

①디자인, 문자
디자인, 애니메
이션
②만화, 일러스
트레이션, 포스
터, 영상
③클레이애니메
이션

①공예/목공예/도자공예/지공예/화각공예/칠보공예
/금속공예/가죽공예/완초공예/지승공예/지화공예/
지호공예/섬유공예/유리공예/민속공예/종이공예,
염색, 염색공예, 홀치기염, 나전칠기
①②③직물디
공예 ②칠기공예, 죽공예, 자수공예, 매듭공예, 염직공
①세라믹, 코일링, 굽기
자인, 공예
예, 초방염, 전사염, 침염, 날염, 납방염, 판염, 묘
염, 직접염, 파라핀염색, 자수
③죽세공예, 석공예, 옥공예, 초고(완초)공예, 장신
구공예, 등공예, 직조공예, 각질공예

①공예, 염색

①조소/소조/조각/석조/목조/비누조각/석고조각, 모
빌, 환경조각
조소
①②③조소
②스테빌, 아조, 철조, 추상 조소, 추상조각
③네온조각, 환경 조소, 초상 조각

①조소, 3D, 부조, 앗상블
라주(assemblage)
③공공 조각(벽화, 구조물,
어셈블리지, 모뉴먼트, 아
이콘)

①건축, 사진, 서예, 전각
기타 ②서각
③탁본

①콜라주, 혼합 재료(mixed
media), 디지털 미디어, 설
치(installation) 건물/건축
(크기, 비례, 재료, 복도,
아치, 창문, 포치, 아카이 ①사진
브, 문, 몰딩, 카빙), 디지
털 이미징
②몽타주, 건축용 모형
③사진, 포토저널리즘

①②③건축

①조각, 종이 조
소
②소조, 빛의 조
각

* ①②③은 해당 학년을 의미함.
* ‘표현 방법 및 기법’, ‘표현 재료 및 용구’는 III장에서 분석하였으므로, 본 표에서는 생략함.

III-3-3.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7개 미술 교과서를 모두
분석하였으나, 다른 3개국은 나라별로 대표적인 하나의 미술 교과서 및 자료만을 분
석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3개국에 비해 상당히 많은 미술 용어를 소개
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 교과서의 양적인 이유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미술 분야별
용어가 가장 풍부하다(<표 12> 참조).
‘회화’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한국화’에 관한 용어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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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화’, ‘화조화’, ‘초충도’, ‘화훼화’, ‘십장생’, ‘신화화’, ‘제단화’ 등 주제에 따른 회화 종
류의 명칭까지 소개하여 다양함을 더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전통 미술’에 대한
용어를 전혀 소개하지 않은 것은 흥미롭다. ‘판화’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단지 ‘판화’
라는 용어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우 상세하게 ‘판화 용
어’에 관해 소개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보면, ‘판화’, ‘에칭’, ‘메조틴트’, ‘드라
이포인트’, ‘애쿼틴트’, ‘목판화’, ‘볼록 판화’, ‘오목 판화’, ‘평판화’, ‘공판화’, ‘리소그래
피’, ‘실크 스크린’ 등을 공통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무 판화’, ‘리놀
륨 판화’, ‘스텐실’, ‘모노타이프’, ‘석판화’, ‘콜라그래프’, ‘다색 판화’ 등이, 일본은 ‘동판
화’, ‘요판화’가 서로의 교과서에서 소개되지 않은 용어이다.

<표 12> 각국의 고등학교 미술 분야 및 표현 관련 미술 용어 비교
국가
구분

한국

미국

①회화, 드로잉, 소묘, 스케치, 크로키, 정밀묘사, 유화, 수
채화, 수묵화, 담채화, 수묵담채화, 채색화, 진채화, 후채
화, 정물화, 풍경화, 인물화, 초상화, 자화상, 풍속화, 산수
화, 사군자, 기명절지, 동물화, 화조화, 어해, 영모화, 초충
도, 화훼화, 책거리, 책가도, 인물화, 문인화, 실경산수화,
회화
진경산수화, 관념산수화, 민화, 십장생, 문자화, 도석화,
무속화, 세밀화, 실용화, 풍자화, 신화화, 제단화, 기록화,
역사화, 종교화, 감상화, 군상화, 두상화, 흉상화, 전신상
화, 벽화, 암각화, 불화, 불교회화, 유교화, 서양화, 동양화,
한국화, 추상화, 추상회화

ⓢⓗ빠삐에
콜레, 페인
팅, 사진, 드
로잉, 파스
텔 드로잉,
아크릴화,
정물화, 초
상화

①판화, 볼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 목판화, 고
무판화, 리놀륨판화, 실크스크린, 에칭, 스텐실, 메조틴트,
판화
ⓢⓗ판화
모노타이프, 석판화, 리소그래피, 애쿼틴트, 드라이포인트,
미술
콜라그래프, 다색판화
분야
별
명칭
①디자인, 시각전달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공업디자
ⓢⓗ디자인,
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도시환경디자인, 건축디자인, 인
포스터, 의
테리어, 인테리어디자인, 실내디자인, 실외디자인, 옥외디자
상디자인,
인, 공예디자인, 포장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패션디자인, 의
접시디자인,
상디자인, 무대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정보전달디자인,
잡지디자인,
영상디자인, 멀티영상디자인, 광고디자인, 출판디자인, 편집디
가구디자인,
자인, 캐릭터디자인, 문자디자인, 마크디자인, 타이포그래픽,
디자
백화점디자
픽토그램,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디자인, 포스터디자인, 포스
인, 자동차
인
터, 계몽포스터, 문화포스터, 상업포스터, 관광포스터, 웹디자
디자인, 광
인(홈페이지디자인,인트라넷디자인,유저인터페이스디자인,아
고디자인,
이콘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셀애니메이션, 클
시각디자인,
레이애니메이션, 디지털애니메이션, 컷아웃애니메이션, 모델
엠블럼, 그
애니메이션, 유리채색애니메이션, 2차원․3차원컴퓨터애니메이
래픽 디자인,
션, 수묵애니메이션, 그래픽디자인, CI, C.I.P, CIP디자인, 만화,
섬유디자인
카툰, 캐리커처, 코믹스트립, 컴퓨터그래픽, 슈퍼그래픽,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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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본

①회화, 데생, 소묘,
크로키, 스케치, 정
ⓢⓗ순수 예술/미술,
물화, 회화, 일본화,
드로잉, 페인팅, 2D
풍속화, 초상화, 자
work, computer화상, 벽화, 종교화
aided drawing
②드로잉
③풍경화

ⓢⓗ판화

①판화, 동판화, 요
판화, 에칭, 메조틴
트, 드라이포인트,
애쿼틴트, 목판화,
볼록 판화, 오목판
화, 평판화, 공판화,
리소그래피, 실크스
크린(스크린프린트)

ⓢⓗ디자인(2D․
3D 디자인, 패션
디자인, 그래픽 디
자인, 텍스타일 디
자인, 공간 디자인,
애니메이션, 디자
인 아이디어) 디자
인 작업계획, 장식
적 이미지, 디자인
테크놀로지, 2D &
3D 기술, 응용 미
술, 소프트웨어 프
리젠테이션, 데스
크톱 출판, 컴퓨터
에디드 드로잉

①디자인, 시각전달
디자인, 포스터, 그
래픽디자인, 문자디
자인, 생산디자인,
애니메이션, 일러스
트레이션
②만화, 클레이애니
메이션

국가
구분

한국

미국

영국

①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섬유공예, 석공예, 죽
세공예, 초고공예, 초경공예, 왕골공예, 화각공예, 옥공예,
유리공예, 가죽공예, 목칠공예, 종이공예, 지공예, 지승공예, ⓢ ⓗ 직 물 디
공예
ⓢⓗ공예
지호공예, 퀼트공예, 칠보공예, 칠기공예, 염색공예, 염직공 자인, 공예
예, 염색, 침염, 직접염, 홀치기염, 파라핀염, 전사염, 납방
염, 호염, 인화염, 날염, 자수공예, 직물, 매듭, 환경도예

일본

-

①조소, 조각, 소조, 목조, 석조, 아조, 석고조각, 비누조각,
조소 얼음조각, 두상, 흉상, 전신상, 토르소, 좌상, 와상, 입상, ⓢⓗ조소
군상, 추상조소, 추상조각

ⓢⓗ조소, 3D work,
①조각, 소조, 목조,
깎고 조각하기, 조
석조
립하고 구성하기

기타 ①건축, 사진, 서예, 전각, 서각

ⓢⓗ필름, 사진, 콜 ①사진
라주
②건축

ⓢⓗ건축

* 미국의 고등학교 내용은 중학교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함.
** ①②③은 해당 학년을 의미함.
*** ⓢⓗ는 미국과 영국의 senior high school(고등학교)를 의미함(학년을 구분하지 않음).
**** ‘표현 방법 및 기법’, ‘표현 재료 및 용구’는 III장에서 분석하였으므로, 본 표에서는 생략함.

‘디자인’ 영역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모든 미술 분야 중에서 4개국
모두 가장 많은 미술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다
른 3개국에 비해 상당히 자세하고 많은 디자인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4개국
모두 다양한 디자인 용어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국 모두 공통으로 소개된
것은 ‘디자인’과 ‘그래픽 디자인’ 2개뿐이다.
‘공예’는 일본의 경우, 전혀 소개하지 않으며, 영국은 ‘공예’만을, 미국은 ‘직물 디자
인’ 및 ‘공예’만을 소개하나, 우리나라의 미술 교과서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매우 상
세하고 다양한 ‘공예’ 영역에 관하여 소개한다. ‘조소’는 미국은 단지 ‘조소’라는 용어
만을 소개하며, 일본은 1학년에서 ‘조각’, ‘소조’, ‘목조’, ‘석조’를 소개한다. 영국은 1-3
학년에서 ‘조소’, ‘3D work’, ‘깎고 조각하기’, ‘조립하고 구성하기’ 등이 나오는데, 다양
한 분야의 ‘조소’ 용어보다 작업의 종류에 관하여 소개하는 것이 흥미롭다. 반면 한국
은 일본의 미술 교과서에서 소개한 ‘조각’, ‘소조’, ‘목조’, ‘석조’ 등을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조소 영역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III-4. 직업 관련 미술 용어
III-4-1. 초등학교
각국의 초등학교 직업 관련 미술 용어를 비교하면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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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각국의 초등학교 직업 관련 미술 용어 비교
국가
구분

직업

한국

미국

①미술가, 건축가
②조경디자이너, 실내 디자이너, 디자이너, 조각가
(따로 ③공예가, 산업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조경설계사, 도시계
제시되지 획가, 의상(clothing, fashion) 디자이너, 섬유미술가, 판화가
않음) ④도슨트,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⑤큐레이터, 컨설베이터, 도시 디자이너, 무대의상디자이너
⑥전문미술가, 아마추어미술가, 상업미술가, 기술공, 계획가

영국

일본

(따로
제시되지
않음)

(따로
제시되지
않음)

* ①②③④⑤⑥은 해당 학년을 의미함.

우리나라, 영국,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직업’과 관련해서는 등장하는 용어가 없
어 나라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직업 관련 용어’를
학년별로 소개하고 있다. ‘미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조각가’, ‘공예가’, ‘판화가’, ‘사
진작가’ 등은 매우 기초적인 미술 직업 용어로, 다른 나라에서도 저학년에 충분히 소
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오히려 장래 희망에 대하여 꿈꾸는 초등학교 시기에
미국처럼 미술 직업 관련 용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
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미국의 미술 교과서에 소개된 것처럼, 다양한 미술 관련 전
문 직업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학교
각국의 중학교 직업 관련 미술 용어를 비교하면 <표 14>와 같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세 나라는 나라별로 대표적인 하나의 미술 교과서만
을 분석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일곱 가지의 미술교과서를 모두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
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미술교과서가 다른 세 나라에 비해 직업 관련 미술 용
어를 상당히 많이 소개하고 있다. 히 미국의 경우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Exploring
Visual Design’ 미술 교과서는 조형 요소와 원리에 관하여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서술
하고 있으며 직업 및 미술 분야, 미술사 등 다른 영역에 관한 용어는 조형 요소와 조
형 원리에 대한 용어에 비하여 상당히 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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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각국의 중학교 직업 관련 미술 용어 비교
국가
구분

한국

①화가, 조각가, 건축가, 미술가, 소묘가, 사
진작가, 장인, 예술가, 공예가, 서화가, 판화
가,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직업 ②큐레이터, 도슨트, 섭외담당자, 미술관교
육자, 작품 복원가, 전시 기획자, 미술품 수
집가, 서예가, 미술교육자
③전시 디자이너, 보존과학자, 소장품관리자

미국
①②③미술가, 사진작가, 시각미술가,
조각가, 건축가, 캐리커처리스트, 카툰
니스트, 디자이너(제품, 산업, 웹사이
트, 직물), 콜라주 미술가, 지도제작자,
미술치료사, 직공, 도시계획가, 기능공,
화가, 포토저널리스트, 스토리보드 일
러스트레이터

영국

일본

①화가, 미술가,
사진작가, 일러
①화가, 조각가
스트레이터, 조
③미술가, 예술
각가,
건축가,
가, 디자이너
디자이너, 장인.
양재사

* ①②③은 해당 학년을 의미함.

중학교의 직업 관련 미술 용어에 관하여 살펴보면 화가, 조각가, 미술가, 디자이너
등 미술 분야 관련 미술 용어에 비해 상당히 많은 용어가 네 나라 모두에서 공통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그 외에 소개된 직업 관련 미술용어가 예술가 밖에
없음을 감안한다면 공통 미술 용어가 매우 많은 것이다. 사진작가 또한 한국, 미국,
영국 세 나라에서 공통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직업 관련 미술 용어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소묘
가, 장인, 공예가, 서화가, 판화가, 애니메이터 큐레이터, 도슨트, 섭외담당자, 미술관교
육자, 작품 복원가, 전시 기획자, 미술품 수집가, 서예가, 미술교육자, 전시 디자이너,
보존과학자, 소장품관리자 등을, 미국의 경우 시각미술가, 캐리커처리스트, 카툰니스
트, 제품디자이너, 콜라주 지도제작자, 미술치료사, 직공(weaver), 웹 사이트 디자이너,
포토저널리스트, 직물디자이너, 스토리보드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영국의 경우 건축가,
장인, 양재사를 소개한 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참신하다.
(3) 고등학교
각국의 고등학교 ‘직업’ 관련 미술 용어를 비교하면 <표 15>와 같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중학교에 비하여 ‘직업’ 관련 미술 용어가 매우 많아졌다.
특히 미국의 경우 7종의 미술 교과서를 분석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직업’ 관련 미
술 용어가 상당히 풍부한 편이다. 4개국 모두 ‘미술가’, ‘디자이너’를 공통으로 소개하
고 있다.
우리나라와 영국이 ‘미술사가’(‘미술사학자’)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술교사’
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둘 다 중학교까지는 나오지 않은 미술 용어이다. ‘미술교
사’의 경우 어렵지 않은 용어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정도 수준에서 좀 더
일찍 소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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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각국의 고등학교 직업 관련 미술 용어 비교
국가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직업

①예술가, 미술교사, 미술가, 미술전문가, 아티스
트, 화가, 소묘가, 판화가, 서화가, 건축가, 조각가,
장식미술가, 디자이너(의상, 제품, 광고, 그래픽,
패션, 인테리어, 특수 효과, 분장)/컴퓨터 그래픽
아티스트, 예술행정가, 미술사학자, 고고학자, 미
술치료사, 큐레이터, 미술품 복원전문가, 모형제
작자, 보존과학자, 만화가, 조명예술가, 무대설치
가, 금속공예가, 도예가, 공예가, 장인, 건축설계
사, 조경사, 평론가

ⓢⓗ미술가, 사진작가, 시각미
술가, 조각가, 건축가, 캐리커
처리스트, 카툰니스트, 디자이
너(제품, 산업, 웹사이트, 직
물), 콜라주 미술가, 지도제작
자, 미술치료사, 직공(weaver),
도시계획가, 기능공, 화가, 포
토저널리스트, 스토리보드 일
러스트레이터

ⓢⓗ디자이
너, 예술가/
미술가, 판
화가, 공예
가, 패션 디
자이너, 미
술사가

①화가, 조각가,
디자이너, 사진가
②예술가, 미술가,
건축가
③미술교사, 그래
픽디자이너, 만화
가

* ①②③은 해당 학년을 의미함.
*** ⓢⓗ는 미국과 영국의 senior high school(고등학교)를 의미함(학년을 구분하지 않음).

다른 나라와 다른 ‘직업’ 관련 미술 용어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술전문
가’, ‘아티스트’, ‘소묘가’, ‘서화가’, ‘조각가’, ‘장식 미술가’, ‘디자이너’(‘의상 디자이너’,
‘광고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특수 효과 디자이너’, ‘분장 디자이너’), ‘컴퓨터
그래픽 아티스트’, ‘예술 행정가’, ‘미술사학자’, ‘고고학자’, ‘큐레이터’, ‘미술품 복원 전
문가’, ‘모형 제작자’, ‘보존 과학자’, ‘만화가’, ‘조명 예술가’, ‘무대 설치가’, ‘금속공예
가’, ‘도예가’, ‘장인’, ‘건축 설계사’, ‘조경사’, ‘평론가’ 등을, 미국의 경우 ‘시각미술가’,
‘캐리커처리스트’, ‘카툰니스트’, ‘디자이너’(‘제품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 ‘웹사이트
디자이너’, ‘직물 디자이너’), ‘콜라주 미술가’, ‘지도 제작자’, ‘직공’(weaver), ‘도시 계획
가’, ‘기능공’, ‘포토저널리스트’, ‘스토리보드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일본의 경우 ‘만화
가’를 소개한 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참신하다.

IV. 내용 체계화를 위한 학교급별 미술 용어 안
본 연구는 미술과교육 내용 체계화를 위하여 국내외 미술 교과서에 제시한 학교급
별 미술 용어를 상호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
교급별로 적절한 미술 용어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V장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학교급별 미술 교과서 미술 용어를 조사,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학교급별에 가장 적절한 미술 용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초등학교는 <표 16>, 중
학교는 <표 17>, 고등학교는 <표 18>로 제시하였다.
① ‘조형 요소’: ‘점’, ‘선’, ‘형/형태’, ‘색’, ‘질감’, ‘동세’, ‘명암’, ‘공간’, ‘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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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형 원리’: ‘균형’, ‘변화’, ‘통일’, ‘대비(대조)’, ‘강조’, ‘패턴(무늬)’, ‘리듬(운동감)’,
‘비례/비율’, ‘조화’, ‘구성(구조)’, ‘점증(점이)’
③ 미술 관련 직업
④ ‘미술 분야별 명칭: ‘회화’, ‘판화’, ‘디자인’, ‘조소’, ‘공예’, ‘기타’
⑤ ‘감상 및 미술사’ 용어(‘미적 체험’ 용어 포함)
⑥ 기타(‘표현 방법/기법’, ‘표현 재료 및 용구’ 등. 중등은 기타를 제외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별 미술 용어는 표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자
세한 서술 없이 모든 내용 제시는 표로 일임하였다.

IV-1.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미술 용어는 우리나라의 현행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제시된
바대로, 3, 4학년, 5, 6학년의 학년군별 구분에 기초하여 <표 16>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영국의 ‘KS 1’(1, 2학년), ‘KS 2’(3-6학년을 다시 3, 4학년, 5, 6학년으
로 구분)의 단계와도 유사하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년별 미술 용어 제시도 의미가
있겠으나, 초등학교 미술 용어 분석 결과, 학년별 제시보다는 학년군별 제시가 더 적
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택하였다.

<표 16> 초등학교 미술 용어 안
학년
구분
점

선
조
형
요
소

1-2
-점

3

4

5

6

-점이 연결되어 만드는 선, 면, 모양, 형, 형태의 학습

-3-4학년과 연계하여, 선의 수식 형용사가 좀 더
복잡한 경우: 톱니같이 뾰족한 선, 들쭉날쭉한 선,
-1-2학년과 연계하여, 시각적으로 기본적인 꿈틀거리는 선, 섬세한 선, 찌그러진 선, 유기적인
모양을 구별할 수 있는 선: 가는 선, 긴선, 선, 갑자기 변하는 선, 가늘어지는 선, 진해지는
-선, 선의 짧은 선, 굵은 선, 곧은 선
선, 각진 선, 둥근 선, 격자의 선, 숨은 선, 끊어지
종류
는 선, 갈겨 쓴 선, 흐린 선, 구불거리는 선, 빙빙
도는 선, 겹쳐 만난 선, 여러 가지 선, 듬직한 선
-선의 명칭(선, 점선, 직선, 곡선, 일직선, 점선, 수평선, 수직선, 물결선, 기하학선, 대각선, 세로
선, 가로선)

-기본적인 모양: 정사각형, 사각형, 둥근형,
원/원형, 오각형, 반원
형/ -면, 모양, -기본적인 모양을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
는 형/형태: 긴 형, 큰 형, 작은 형, 두꺼운
형태 형, 형태
형, 계란형, 반구형, 도형

-형/형태의 수식 형용사가 좀 더 복잡한 경우: 기하
학적인 형/형태, 자연의(자연적인) 형/형태, 인간의
(인공의) 형/형태, 좌우대칭의 형/형태, 기하학적인
형/형태, 수학적인 형/형태, 잘라낸 형/형태, 여러
가지 형/형태
-형/형태의 수식 형용사가 모양이 아닌, 느낌, 색과
관계있는 경우: 부드러운 형/형태, 따뜻한 형/형태

-그 외 형/형태의 명칭: 음각 형, 양각 형, 원통, 원형, 원추 정육면체, 자연형, 사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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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계절에 따른)색의 느낌/(배색에 따른)따뜻한 느낌
/(배색에 따른)차가운 느낌, 작열하는 색, 빛나는
색, 미묘한 색, 실제의 색
-기본 색명, 비슷한 계열의 색상/반대 계열의 색상,
색 혼합, 주요색, KS 10색상환 색명(흰색, 검정, 회
-색채의
일반적인
구분(자연의
색,
계절의
-빨강, 노랑,
색 포함, 각각의 KS 10색상환 색명), 여러 가지
파랑 등 기 색, 비슷한 색, 반대의 색, 밝은 색, 어두운 색, 다양한 색
본색의 개 색
-색의 3속성(색상, 명도, 채도)/밝고 어두운/맑고 탁
념
한, 배색, 주요색, 유채색/무채색, 청색/탁색, 채색
-색과 조형 원리가 연계한 경우: 색의 변화, 색의
강조, 색의 효과 등 개념 소개
-색의 활용, 목적에 따른 색, 색의 기능
-색채 이론(색상환, 색의 진출과 후퇴, 색의 (다양한) 느낌/(다양한) 느낌의 색의 예)

-일반적인 질감의 묘사: 거친, 부드러운, 비단 같은, 울퉁불퉁한, 가시가 많은, 홈이 있는, 못 투
-질감의 기
성이의, 모래 같은, 촉각적인, 매끄러운, 점각의, 입자가 거친, 까끌까끌한, 빛나는, 유연한, 성근,
질감 본적인 개
딱딱한, 둔탁한, 따끔거리는, 모피의 느낌 같은
념
-기타 질감의 묘사: 시각적인, 고안된
공간 -없음

-일반적인 공간의 개념, 원근

-‘멀고, 가까운’ 등의 일반적인 공간의 개념

동세 -없음

-동세의 기초 학습으로서의 자세 연구

-움직임, 동세: 소용돌이치는, 율동적인, 반복적인,
움직임이 큰, 연속적인, 흐르는 듯한, 리듬감 있는,
효과적인, 변하는

명암 -없음

-색채와 연계한 구분: 밝은 색, 어두운 색

-매우 밝은, 매우 어두운, 명도, 명암

양감 -덩어리

-덩어리

-3차원의 재료 및 3차원의 표현과 관계한 덩어리

비례
균형
통일
대비
강조
조형 패턴
-없음
원리 리듬과
운동감
조화
변화
구성
점증

-현행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에는 ‘조형 원리’가 제시되지 않았고, 다만,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조형 원리’ 자체의 학습보다는, ‘조형 요소’ 학습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수준에서 활용되는 ‘조형 원리’는 학년별 체계가 정립되어
있기 보다는, 같이 활용되는 미술 용어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함께 사용할 경우(예: ‘색의 균형’, ‘선의 조화’, ‘면의 구성’ 등) 해당 미술 용어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해당 용어 관련 내용(예: 색, 선, 면)에서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따로 제시
하지 않는다.

-그림, 우리 -벽화 발견하기
나라 및 -수묵화, 우리나라 전통 미술, 책거리(책가도), 민화
회화
다른 나라 -(콜라주, 포토몽타주, 포토그램, 스테인드글
그림
라스의 등의 방법)
판화

-판 만들어 찍 -판화, 지판화, 한번 찍기, 두 번 찍기, (스
-다색 판화, 스텐실 판화, 목판화, 볼록 판화
기, 문지르기 텐실 판화) 방법

미술 디자
-디자인, 마크, 표지판, 포스터, 애니메이션
분야 인 -만화
별
명칭
-도자기, 짜
공예
-공예, 염색
기
조소

-벽화의 종류
-다른 나라의 전통 미술,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의
전통 미술의 차이점 발견하기, 민화의 소재별 종류
-밑그림, 선으로 그리는 그림, 색으로 그리는 그림

-포스터의 분류(계몽 포스터, 관광포스터, 행사 포
스터 등), 애니메이션의 종류
-디자인의 종류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한 디자인(디자인의 종류)
-공예가의 작업, 공예의 종류, 조각보, 퀼트, 염색의
종류에 따른 표현

-붙이기, 깎
-(평면과 상반된 개념으로서의) 입체, 조각, -부조의 개념(고부조, 저부조), 조소에서 양감의 표
기, 찰흙으
소조, 조소
현
로 만들기

기타 -사진, 건물

-건축, 우리나라의 전통 건물 소개, 디지털 -우리나라 전통 건물의 특징, 다른 나라 전통 건물 소개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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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미술 -화가, 미술가, 예술가, 공예가, 건축가, -화가, 미술가의 직업에 따른 작업, 화가 미술가의 작업
가
디자이너 등의 명칭
실
-미술/미술품의 주제 표현
-미술/미술품의 주제
-미술/미술품의 표현 방법
-미술/미술품의 표현
-사이버 전시, 화랑, (전시 계획), 미술 -미술/미술품의 표현 재료 및 용구
-미술관, 박
감상을 위한 관점, 목적을 갖고 전시 -미술/미술품의 표현 특징
물관, 전
감상 및
감상, 감상문, (미술)감상 자료집, 유적 -전시 모형, 전시 계획
시, 감상,
-다른 나라의 전통 미술,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의 전통
미술사 용어
지, 문화유산, 전통미술유산
화랑, 감상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 민화(회화 영 미술의 차이점 발견하기, 민화의 소재별 종류(회화 영
의 느낌
역의 용어 반복), 미술문화, 전통미술문화
역의 용어 반복)
-새로운 미술(미디어 등의 매체 중심의 -새로운 미술(미디어 등의 매체 중심의 현대 미술)의 주
제, 표현 방법, 표현 재료 및 용구에 따른 분류
현대 미술)의 소개
직업

미적 체험 -느낌 표현

-(미적) 체험, 경험
-(미적) 체험 및 경험+주제 표현+표현 재료와 용구+조형요소와 원리의 선택⇒표현

-기본 바탕
재료(종이
표현재료/
류), 기본
용구
재색 재료
및 용구

-기본 바탕 재료(종이류)에 기본 혼합
재료 첨가
-기본 채색 재료 및 용구(2D+3D 기본
표현 재료 및 용구)(연필, 색연필, 잉
크, 사인펜, 색사인펜, 수채 물감, 붓,
팔레트 포함). 수묵 재료 및 용구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료, 만들
어진 재료

-기본 바탕 재료(종이류)에 혼합 재료 첨가
-기본 채색 재료 및 용구(2D+3D 기본 표현 재료 및 용
구)의 반복 및 혼합사용. 수묵 채색 재료 및 용구.
-같은 표현 재료 및 용구의 다양한 활용에 중점을 둔다.
-자연 재료 및 인공 재료

초등학교의 학년군별 미술 용어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미술교과가 학습되는 3,
4, 5, 6학년을 위주로 제시하였으나, 현행 교육과정에 의한 미술교과의 시작 학년과
상관없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을 하나의 학습 단계로 보고, 미술
용어의 학습 시 초등 1, 2학년 수준에서 최소한의 기초 학습으로 선수 학습되어야 하
는 미술 용어를 함께 제시하여 보았다. 차기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현행
과 마찬가지로 통합교과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적어도 미술이 포함된 통
합교과 교육과정(현행의 ‘즐거운 생활’ 교과) 안에서 미술의 기본 학습으로서 반드시
교수․학습되어야 하는 미술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학교급별 미술 내용 체계를 위한 미술 용어의 기본 개념을 초등학교 3, 4, 5, 6학
년에 적합한 미술 용어와 함께 학년군별, 혹은 초등학교 전 학년용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였다.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시 내용의 전개에 있어 미술, 음악, 체육 활동별
학습 요소들을 선정할 때 각 활동의 1, 2학년 수준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필수 학습
내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색 관련 미술 용어 중 상위 학교급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음영’,
‘농담’, ‘중성색’, ‘이차색’, ‘삼원색 명칭’의 제시는 본 표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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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 중학교
중학교의 미술 용어는 초등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현행 미술과 교
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제시된 바에 따라 <표 17>과 같이 중학교 1, 2, 3학년을 함께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및 중학교 미술 교과서 모두 1, 2,
3학년으로 학년 구분이 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미국의 중학교용 교과서
‘Exploring Visual Design: The Elements and Principles’(2000)도 중등학교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었고, 영국의 경우에도 7, 8, 9학년의 학년별로 중학교 수준을 구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KS 3’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학교의 경우 학교급별로
학습되어야 하는 미술 용어를 학년의 구분 없이 제시하였다.
3개 학년을 함께 제시한 중학교 미술 용어는 표에서 제시한 바대로, 1, 2, 3학년의
단원 구성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술 분야별 명칭’ 중
‘회화’ 영역에서 ‘표현 대상에 따른 구분’과 ‘전통 미술과 관련한 구분’은 학년의 구분
없이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따라 각각 해당 학년에 배정될 수 있다.
제시된 중학교의 미술 용어는 각 영역 안에서 선수 개념이나 수준 구별 없이 1, 2,
3학년에 모두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할 때에는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예를 들면, 판화의 경우 관례대로, 볼록판화⇒오목판화⇒공판화⇒평판화의 순서를 들
수 있으며, 단색화⇒다색화, 혹은 단순한 재료 및 용구⇒복잡한 재료 및 용구, 인물화
⇒초상화 등 단순한 개념에서 복잡한 개념으로, 일반적인 개념에서 특수한 개념으로
옮아가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단원의 목적, 학습 목표에 따라 가변적
일 수 있으므로, 꼭 준수해야 할 법칙은 아니다.
<표 17> 중학교 미술 용어 안
학년

1․2․3

구분
점

-없음

선

-선의
조적
-선의
좁은
-선의

조
형
요
소
형/
형태

수식 형용사 자체가 초등 수준과 구별되는 경우: 유려한 선, 자유로운 선, 우아한 선, 표현적인 선, 구
선
수식 형용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세밀하고 날카로운 선, 거칠고 투박한 선, 빠르고 강한 선, 가늘고
선, 빠르게 움직이는 선, 가늘게 계속되는 선
명칭: 사선, 호선, 윤곽선, 보조선, 평행선

-형/형태의 수식 형용사가 모양이 아닌 느낌, 색 등과 관련하여 초등 수준과 구별되는 경우(선의 수식 형용
사와 관련하여 유사한 수준의 수식 형용사를 의미함): 사실적인 형/형태, 실제의 형/형태, 표현적인 형/형
태, 유기적인 형태, 역동적인 형태
-형/형태의 수식 형용사가 2개 이상으로 복잡한 개념일 경우: 기하학적인 추상 형태, 주관적인 사실 형태
-형/형태의 명칭: 기본형, 다면체, 방사형, 나선형, 유선형, 아치형, 반추상형, 추상형, 추상화된 형 (수평의
형태, 수직의 형태, 곡선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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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색과 수식 형용사, 혹은 추상적 명사와 연계한 경우: 수식형용사+유채색, 수식형용사+무채색, 인상의 색, 색
의 상징성, 색의 활용성, 색의 기능적 사용, 창조의 색, 미묘한 톤, 색의 감정, 색의 효과, 이미지 컬러
-색과 조형 원리가 연계한 경우: 색의 변화, 색의 강조, 색의 배치, 색의 조화, 색의 균형, 색의 배색, 색의
다양한 예와 활용에 대한 예
-색의 명칭 및 색채 이론: 삼원색의 각 명칭(물감의 3원색, 빛의 3원색), 자연색, 기본색(10/20색상환)의 명
칭, 배경색, 바탕색, 표준색, 원색, 주요색, 색의 3속성(색상, 명도, 고명도, 저명도, 채도, 저채도, 고채도)의
실험․실습, 보색, 보색 잔상, 보색 관계, 색의 진출과 후퇴, 난색과 한색, 중성색, 중간색, 이차색, 삼차색,
색조, 색상, 무채색의 명도, 유채색의 명도와 채도의 상관관계, 단색, 주변색, 유사색, 인근색, 색채대비(색의
대비, 계속대비, 동시대비, 면적대비, 명도대비, 색상대비, 채도대비, 보색대비, 연변대비, 한난대비), 혼합(감
산혼합, 가산혼합, 회전혼합, 빛의 혼합, 병치혼합, 색채혼합), 색채 계획, 색채분할, 색채분할묘법, 색채조절,
분할보색
-우리나라의 전통색과 연계한 경우: 오방색, 전통색, 정색, 오방색의 색채 명칭

명암

-높은 기조의 색, 낮은 기조의 색, 음영, 농담

질감

-질감의 모양에 대한 묘사가 아닌 수식 형용사가 연계된 경우: 실제적인 질감, 암시적인 질감
-질감의 묘사와 조형 원리가 연계된 경우

공간

-공간 및 공관 관련 법칙의 명칭: 공간, 공간감, 원근, 원근감, 거리, 거리감, 원근법, 깊이감, 색채 원근법,
공기 원근법, 투시 원근법, 선 원근법, 투시화법, 투시도법, 1점․2점․3점 투시도법, 전경, 중경, 배경, 원경
의 이론과 실제(작품에서 찾는 수준), 시점, 관점, 소실점, 위치, 중접
-수식 형용사와 연계한 경우; 열려 있는 공간, 닫힌 공간(닫힌 공간), 복잡한 공간, 적극적인 공간, 소극적인
공간

동세
양감
비례

-동세의 명칭: 동세, 운동감, 방향감, 실제 작품에서 운동감, 움직임 등의 요소 찾기
-양감의 명칭: 양감, 볼륨감, 무게감
-수식 형용사와 연계한 경우: 볼록한 덩어리의 느낌, 강한 볼륨감의 조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3D 재
료
-비례, 비율, 등분(2등분, 4등분), 황금비, 황금분할, 황금비례(1.618:1의 비율), 비례미
-비례와 다른 조형 요소 및 원리가 연계한 경우, 수식 형용사, 명사와 연계한 경우

균형

-균형, 균제, 균형감, 불균형, 균형미
-균형과 다른 조형 요소 및 원리가 연계한 경우, 수식 형용사, 명사와 연계한 경우

통일

-통일, 통일감, 통일성
-통일과 다른 조형 요소 및 원리가 연계한 경우, 수식 형용사, 명사와 연계한 경우

대비

-대비, 대칭, 균제, 비대칭, 대조, 대조미
-대비와 다른 조형 요소 및 원리가 연계한 경우, 수식 형용사, 명사와 연계한 경우

조
형

강조

-강조, 집중, 강조미
-강조와 다른 조형 요소 및 원리가 연계한 경우, 수식 형용사, 명사와 연계한 경우

원
리

패턴

-패턴, 무늬(줄무늬, 단독무늬, 연속무늬, 이방연속무늬, 사방연속무늬), 문양
-패턴과 다른 조형 요소 및 원리가 연계한 경우: 패턴의 구성, 수식 형용사, 명사와 연계한 경우: 기하학적
인 패턴, 불규칙한 선의 패턴, 독특한 색채의 패턴

리듬과 -리듬, 리듬감, 운동감, 율동, 율동감
운동감 -리듬(운동감)과 다른 조형 요소 및 원리가 연계한 경우, 수식 형용사, 명사와 연계한 경우

조형
원리

조화

-조화, 조화미, 어울림, 유사적 조화,
-조화와 다른 조형 요소 및 원리가 연계한 경우: 시각적으로 균형감 있는 조화, 대조적인 조화, 조화로운 비
율, 수식 형용사, 명사와 연계한 경우

변화

-변화, 구성적 변화, 대비에 따른 변화
-변화와 다른 조형 요소 및 원리가 연계한 경우, 수식 형용사, 명사와 연계한 경우

구성

-구조, 구성, 구도(수평선, 수직선, 대각선, 삼각형 구도, 수직․수평과 관련된 개념), 배치, 배열, 재배열, 재
비치
-구성과 다른 조형 요소 및 원리가 연계한 경우: 비대칭적인 구조
-수식 형용사, 명사와 연계한 경우: 시각적 특성의 배열, 이미지 구성

점증

-점증, 점이, 집중
-점증과 다른 조형 요소 및 원리가 연계한 경우, 수식 형용사, 명사와 연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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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회화, 소묘, 드로잉, 데생, 속사화, 세밀화, 에스키스, 스케치, 크로키, 정밀묘사, 콜라주, 스테인드글라스, 종
교화, 단색화, 채색화, 점묘화, 구상화, 추상화, 암각화, 사생화, 역사화, 구상화, 상상화, 경험화
-전통 미술 관련: 채색(화), 수묵담채화, 수묵채색화, 진채화(후채화), 담채화, 산수화, 진경산수화, 실경산수
화, 풍속화(풍속도), 화훼화, 기명절지화, 어해화, 평생도, 화조화, 영모도, 십장생도, 문자도, 초충도, 문인화,
동물화, 사군자, 작호도, 무속도, 무신도, 탱화, 불교회화, 불화, 민화의 종류(소재 등에 따른 분류 중심), 파
묵법, 백묘법, 점묘법, 진채, 피마준, 부벽준, 하엽준
-동양 미술/서양 미술/우리나라의 미술(동양화, 서양화, 한국화의 용어 사용 지양)
-재료에 따른 명칭: 유화, 수채화, 투명수채화, 불투명수채화, 파스텔화, 목탄화, 아크릴화, 연필화, 콩테화,
펜화, 모필화
-표현 대상에 따른 구분: 풍경화, 정물화, 초상화, 자화상, 인물화, 군상화, 두상화, 흉상화, 반신상화, 토르소,
전신상화, 입상화, 좌상화, 와상화
-(회화의 표현 재료 및 용구 포함)

판화

-판화의 종류, 방법에 따른 명칭: 오목판화, 다색 목판화, 직판화, 콜라그래프, 에칭, 공판화, 평판화, 드라이
포인트, 모노타이프, 스텐실, 리소그래피, 다색판화, 사색리소그래피, 애쿼틴트, 라인 인그레이빙, 단색판화,
핀홀 판화, 메조틴트
-재료에 따른 명칭: 고무판화, 목판화, 지판화, 동판화, 실크스크린, 스크린 판화, 리놀륨 판화(리놀륨 판), 유
리판화
-(판화의 표현 재료 및 용구 포함)

미술
분야
별
명칭

-디자인의 종류에 따른 명칭(전시 디자인, 시각전달 디자인,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산업 디자인, 상업
디자인, 공업 디자인, 환경 디자인, 영상 전시 디자인, 포장 디자인, 문자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표지 디자
인, 포스터 디자인, 마크 디자인, 광고 디자인, 실내 환경 디자인, 실내 디자인, 홈페이지 디자인, 패션 디자
인, 의상디자인, 무대디자인, 실외환경 디자인, 웹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직물디자
인, 섬유디자인, 직조디자인)
디자인
-포스터(그림문자(픽토그램) 포스터, 계몽 포스터, 문화 포스터, 관광포스터, 상업 포스터)
-만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슈퍼그래픽, 컴퓨터그래픽, 태피스트리,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CIP, UI,
CI, 클레이 애니메이션, 디지털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동화 애니메이션, 실루엣 애니
메이션, 입체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표현 재료 및 용구 포함)

공예

-공예의 재료에 따른 구분: 목공예, 도자공예, 지공예, 화각공예, 칠보공예, 완초공예, 지승공예, 지화공예, 지
호공예, 섬유공예, 유리공예, 민속공예, 종이공예, 죽공예, 자수공예, 매듭공예, 죽세공예, 석공예, 옥공예, 초
고(완초)공예, 등공예, 각질공예, 칠기공예, 나전칠기, 초방염, 파라핀염색
-염색공예, 홀치기염, 염직공예, 전사염, 침염, 날염, 납방염, 관염, 묘염, 직접염, 자수, 장신구공예, 직조공예,
선염법, 운염법, 금속입사기법, 청자상감기법, 자개장식기법
-(공예의 표현 재료 및 용구 포함)

조소

-조소, 소조, 조각, 모빌, 환경조각, 스테빌, 추상 조소, 추상조각, 환경조소, 초상조각, 환조, 부조, 고부조, 중
부조, 저부조, 테라코타, 투조, 심조
-조소의 재료에 따른 구분: 석조, 목조, 비누조각, 석고조각, 아조, 철조, 네온 조각
-(조소의 표현 재료 및 용구 포함)

기타

-건물의 기능, 전통 및 현대 건물의 특징 비교
-(건축, 사진, 기타 매체의 표현 재료 및 용구 포함)

직업

-전문 미술가: 장인, 서화가, 서예가, 건축가, 조각가, 판화가, 전통미술가, 애니메이터, 스토리보드 일러스트
레이터, 디자이너(각종 디자인 영역 모두 포함), 직조가
(일반적이지 않은 미술의 분야별 명칭이나 표현 재료에 따른 직업 명칭은 지양한다. 예: 소묘가, 수채화가,
유화가, 파스텔화가
-전문 미술가 이외: 큐레이터, 도슨트, 전시섭외담당자, 미술교사, 미술관 교육자(학예연구관), 미술품 복원
가, 미술품 보존 과학자, 소장품 관리자, 전시 기획자, 미술품 수집가, 미술품 경매, 미술교육자, 전시 디자
이너, 도시 계획가, 포토저널리스트

-감상 관련 용어: 소장품, 감상 관점, 미술의 양식적 특징, 화집, 전시, 작품의 설치와 전시
감상 및
-미술사 관련 용어: 시대별, 양식별 구분에 따른 미술사 용어(서양 미술사 중심의 연대기적 서술 지양함),
미술사 용어 문화적 가치, 미술 문화, 문화와 역사적 사거들, 미술관 및 화랑의 물리적 형태, 미술관 및 화랑의 사회적
기능, 미술관 및 화랑의 이용(활용), 장소에 따른 미술의 특징, 공공 미술, 부족 미술
미적 체험
용어

-미적 요소, 미적 특성, 미적 감각, 미적 활용, 미적 가치, 미의식, 미적 체험, 미적 경험, 미적 안목, 미적 구
성 요소, 미적 표현, 미감, 미적인 생동감, 미적 감동, 미적 충동, 미학적, 미적 표현 능력, 미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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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3.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미술 용어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에 준하여 고등학교
의 1개 학년의 미술 용어를 <표 1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8> 고등학교 미술 용어 안
학교

고등학교

구분

조형
요소

조형
원리

미술
분야
별
명칭

점

-없음

선

-기본적인 선의 개념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모두 학습하였으므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른
조형 요소 및 원리와 결합하여 좀 더 복합적인 선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음. 고등학교 수준에서
선의 기본 용어는 따로 언급 안함.

형/
형태

-선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형/형태의 개념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모두 학습하였음. 다만, 사
실적인 형태, 추상적인 형태, 구상적인 형태, 비구상적인 형태 등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형태
이상의 내용들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습할 수 있음.

색

-색채이론의 심화 내용(색채 조절, 색채 계획, 색분해, 색판, 가산혼합, 감산혼합, 명시성, 주목성의
구체적인 예, 20색상환의 활용, 계통색이름체계 및 관용색이름체계, 조합색이름)

명암

-색채 이론과 함께 제시 가능.

질감

-없음

공간

-공간의 명칭: 삼원법, 고원법, 평원법, 심원법, 역원근법의 적용
-공간의 추상적, 구체적 개념에 따른 명칭: 건축의 실내외 공간, 내외적 공간, 주관적 공간, 일루젼
(illusion)에 의한 평면 공간의 깊이감
-공간의 주체에 따른 분류: 공공의 공간, 사적인 공간

동세

-없음

양감

-없음

비례
균형
통일
-각 ‘조형 원리’의 구체적인 예를 미술품 및 주변 환경 속에서 발견하는 등, 실제 활동 중심으로
대비
‘조형 원리’의 활용의 예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조형 원리’는 중학교 수준의
강조
‘조형 원리’의 내용에 준한다.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조형 요소’ 및 ‘조형 원리’가 복합적으로 사용
패턴
된 미술품 및 주변 환경 속에서 주된 ‘조형 요소’ 및 ‘조형 원리’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학습에 중
리듬과 운동감
점을 둔다.
조화
-미술과 관련한 수식 형용사와 연계한 경우: 미적 강조, 미적 조화, 미적 구성
변화
구성
점증
회화
-미술 분야별 접근을 지양하고 관점에 따라 2D와 3D, 설치, 해프닝, 이벤트, 퍼포먼스 등을 소개한
판화
다. 현행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중 미술 분야별 내용에 근거한 교과서(‘(주)교학사’, ‘대한교과서
디자인
(주)’, ‘(주)두산’), 미술 분야별 명칭 외의 주제로 내용 구성을 한 교과서(‘(주)금성출판사’, ‘(주)천
공예
재교육’, ‘교학연구사’, ‘시공사’)로 나뉠 수 있는데, 앞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회화’, ‘판화’, ‘디
조소
자인’, ‘공예’, ‘조소’, ‘기타’ 등의 미술 분야별 접근을 지양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미술 내용을 구성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며, 통합적,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직업

감상 및 미술사 용어
미적 체험

-미술사가, 미술전문가, 무대 설치가, 조명 예술가, 조경사, 평론가, 미학자, 기능공, 만화가
-중학교의 직업에서 소개한 직업을 제외한 각종 디자인 영역 모두 포함
-미술 비평 및 미술사
-미적 지각, 미적 현상, 미적 교감, 미적 의미, 미적 내용, 미적 대상, 미적 세계, 미적 자극, 미적
조화, 미적 구성, 미적 질서, 미적 가치 기준, 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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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국내외 미술과 교육과정 및 학교급별 미술 교과서의 내용 체계에 따른
미술 용어의 수준과 범위 및 활용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교육 내용 체계화를 위한
학교급별 미술 용어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 미국, 영국, 일
본을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하였으며, 각국의 미술과 교육과정 및 미술 교과서 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별 미술 교과서의 미술 용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미술 교과서 관련 미술 용어 분석을 위한 분석 틀은 ‘조형 요소’ 및 ‘조
형 원리’, ‘미술 분야별 명칭’(‘회화’, ‘판화’, ‘디자인’, ‘공예’, ‘조소’, ‘기타’), ‘직업’, ‘감상
및 미술사 용어’에 기준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 방법 및 기법’, ‘표현 재료
및 용구’, ‘서술어’(동사(動詞), 형용사(形容詞), 계사(繫辭) 서술어 모두 포함), ‘기타’
(기본적인 구분(‘조형 요소’, ‘조형 원리’, ‘미술 분야별 명칭’, ‘미적 체험 용어’, ‘표현
방법 및 기법’ ‘표현 재료 및 용구’, ‘서술어’ 등)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거나 2개 이
상의 구분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를 따로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기본 구분에 기초
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기타’(‘표현 방법 및 기법’, ‘표현 재료 및 용구’, ‘미적 체험 용
어’를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고 기타로 포함)를 따로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우 기
본 구분을 따랐으며 여기에 ‘표현 재료 및 용구’를 따로 제시하였다. 본 분석 기준에
는 작가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제외하였다.
II장에서는 학교급별 미술 용어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첫째, 분석 대상국인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각 국가별로 교과서 개발의 기본을 이루는 국가 및 주 단위
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제 및 제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각국에서 학교급별로
현재 사용 중이거나 추천되는 미술 교과서를 조사하고 본 연구에 가장 적절한 교과서
를 학교급별로 선정, 제시하였다. 셋째, 각국의 학교급별 미술 교과서 및 자료에 제시
된 미술 용어의 분석을 위한 틀을 표로 제시하고 비교하였다.
III장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학교급별 미술 용어를 ‘조형 및 원리’, ‘감상
및 미술사, 미적 체험’, ‘미술 영역(미술 분야별 명칭)’ 및 ‘표현’(‘표현 방법 및 기법’,
‘표현 재료 및 용구’), ‘기타’ 미술 용어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IV장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학교급별 미술 교과서 미술 용어를 조사, 분
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학교급별에 가장 적절한 미술 용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
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별에 따라 미술 용어를 제시하였다. 첫째, ‘조
형 요소’: ‘점’, ‘선’, ‘형/형태’, ‘색’, ‘질감’, ‘동세’, ‘명암’, ‘공간’, ‘양감’, 둘째, ‘조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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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균형’, ‘변화’, ‘통일’, ‘대비(대조)’, ‘강조’, ‘패턴(무늬)’, ‘리듬(운동감)’, ‘비례/비율’,
‘조화’, ‘구성(구조)’, ‘점증(점이)’, 셋째, 미술 관련 직업, 넷째, ‘미술 분야별 명칭: ‘회
화’, ‘판화’, ‘디자인’, ‘조소’, ‘공예’, ‘기타’, 다섯째, ‘감상 및 미술사’ 용어(‘미적 체험’ 용
어 포함), 여섯째, 기타(‘표현 방법/기법’, ‘표현 재료 및 용구’ 등. 중등은 기타를 제외
함.). 학교급별 추천 미술 용어의 자세한 서술은 이미 I장부터 III장까지 언급하였으므
로, 표를 위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급별 미술 용어는 교과서에 제시된 미술 용어에 기
초하여 조사되고 분석한 것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소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현행의 초등학교 3학
년 미술 교과서에 사진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선’의 종류인 ‘직선’, ‘곡선’ 등
은 미술 용어로는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교과서에 서술되지 않은 미술 용어는 분석
대상이 아니었으나, 미술 교과서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볼 때 이의 분석을
기초로 해당 학년의 미술 용어를 문자 언어,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미술가의 작품, 학
생의 작품 등 어떤 형태로 제시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해당 학교급별 교과
서 집필진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 다만, 해당 학년에 적정 미술 용어가 고려되
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앞에서도 수차례 언급했듯이, 미술 용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바로
‘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조사된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초․중등을 망라
한 ‘색’ 관련 용어 분석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
의 단계별 내용은 4개국에 기초하여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타당하거
나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다른 미술 용어의 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 그 예로, 우리나라는 2004년에 새로운 ‘색이름체계’(KS A 0011)를 발표하였으며,
일부 색 이름도 변경하였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역사적 사건에 따라, 혹은 기타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닌 의미가 변하거나,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각 단
계별로 가장 적절한 ‘색’ 관련 미술 용어 체계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얼마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모든 미술 용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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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註)
1) ‘동세’를 최근의 ‘미술용어집’(한국미술교육학회, 2006)에서는 ‘movement of gesture’로 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동세’(‘motion’)는 ‘단순한 동작에 따른 움직임’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조형 요소에 포함시켰다. 현행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교육부, 1997)에도 ‘동세’를 조형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2) ‘방향, 목적, 규칙성을 가진 사람이나 물체의 움직임, 구체적인 동작’ 등을 뜻하는 ‘운동감’(‘movement’)은 나타나는 바
에 따라 ‘점이’, ‘점증’, ‘반복’, ‘패턴’, ‘율동’(‘리듬’) 등과 연계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조형 원리로 구분하였다. 상게서
에서 ‘운동감’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운동’은 ‘motion’, ‘movement’, ‘움직임’은 ‘locomotion’, ‘movement’, ‘동작’은
‘action’, ‘motion’, ‘동세’는 ‘movement of gesture’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상게서에서는 영어에 따른 조형 요소와 원
리의 구별이 모호하므로, 필자의 기준에 준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3) ‘감상’을 ‘미술사’ 용어와 함께 제시한 것과 유사하게, ‘미적 체험’을 ‘미학’ 관련 용어와 함께 구분하는 것을 지적한 미
술교육자도 있었는데, 실제로 ‘미적 체험’이라는 용어는 ‘미학’ 관련 용어로, 이를 함께 제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감상’, ‘미술사’, ‘미적 체험’이라는 용어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미학’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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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art terms
for content systematization in school art education
Jooyon Lee, Eundeok Park, Hyunjung Kim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art textbooks for primary,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 in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Japan. In order to set up the basis for the systematic
organization of the content structure of art terms for developing the next Korean
National Art Curriculum. For this study, each nation's National Art Curriculum, textbook
system, art terms in art textbooks for each country's school level were researched.
The textbooks which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re following: ‘Art 1, 2, 3,
4, 5, 6’, ‘Art 1, 2, 3', ‘Art’, the art textbooks in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Korea, respectively. ‘Adventures in Art 1, 2, 3, 4, 5, 6’, the art
textbooks for primary school, and ‘Exploring visual design: The elements and
principles’, the art textbook for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in America. Various
references on National Art Curriculum on internet for primary,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 in England. And finally, ‘Dowhagongjack(圖畵工作) 1, 2, 3, 4,
5, 6', the art textbooks for primary school, ‘Middle-school Art 1, 2, 3’, the art
textbooks for junior high school, ‘High-school Art 1, 2, 3', the art textbooks for
senior high school in Japa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rt contents in the next
National Art Curriculum and art textbooks for each level should be developed and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art terms. 2) Art terms suggested in the
frame for analyzation for each school level, which is, ‘art elements’(‘dot’, ‘line’,
‘shape/form’, ‘colour’, ‘volume’, ‘texture’, ‘space’, ‘movement’, etc), ‘art principles’
(‘balance’, ‘harmony’, ‘emphasis’, ‘unity’, ‘contrast’, ‘pattern’, ‘rhythm’, etc), ‘art
careers’, ‘artistic genre’, ‘art terms for art appreciation, art history’, ‘aesthetics’,
‘art materials and art tools', and finally, ‘art methods and techniques(art skills)’,
would be changeable for the purpose of the units.

- 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