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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 학생작품의 표현방법과 조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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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미술과 수업에서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런 인식작용이 행위로 이어
져 어떻게 작품이 형성 되는가 외에 주제 및 조형요소와 원리, 구도, 학생 개개인의
정체성 등이 폭넓게 작용한다. 학생들은 사물을 지각하고 내면화하며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인식하고 지각하며 표상화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작품은 미술
과 수업의 교수․학습활동과 교사의 지도방향, 학생개인의 체험, 참여도, 교육환경 등
이 변인이 되어 다양하게 전개된다.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주제에 대한
한․일 학생들의 작품을 초․중등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비교 및 분석하게 하여 유사점
과 차이점등을 살펴보고 교수․학습 활동과 연계하여 표현방법과 조형성에 대해 살펴
보는 것이다.
주요어: 한․일 학생작품, 표현방법, 조형성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과 일본은 양국이 서로 가까우면서 먼 나라로 인식하면서 문화적 동질성과 이
질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미술 문화적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불교, 유교, 도교 등 중
국의 한자 문화권의 영향으로 작품의 주제, 재료, 표현기법 등 여러 면에서 많이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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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도 세부적 측면에서는 다른 모습을 지닌다. 한․일 학생들의 작품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양국의 초․중등 학생들의 작품에는 학생들 개개인의 사물을 지각하고
인지하며 이를 어떻게 표상하는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사회, 문화 환경
이 다른 외국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더 많은 차이가 형성된다. 이러한 것은 학생뿐 아
니라 작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 작가에 의해 제작된 작품에는 개인의 정신세
계가 고스란히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가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시대적 상황
과 정신이 오롯이 반영되어 있다. 미술작품은 어떤 역사서보다 더 진솔한 동시대의 정
치, 사회, 문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 미술문화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학
생작품은 기성작가보다 더 솔직한 자기표현을 하고 있어 학생의 심리적, 정신적, 사회
문화적, 시대적 상황을 쉽게 엿볼 수가 있다.
초․중등 학생들의 작품은 미술과 수업에서 제시된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제작되
고 평가되며, 교수․학습방법은 학생들의 작품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미술과 수업에서 다루는 교수․학습방법은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과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교사의 지도방법과 표현활동, 매체 등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표현과 함께 지각력, 지적 감수성, 인지 등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한․
일 학생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방법, 조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
의 미술과 수업의 지도방법과 함께 결과물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간직하면서 동시대를 함께하는 한․일 양국
학생들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여 구체적인 표현방법과 조형성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을 살펴보고 그것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수업에서 놓치고 있는 지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즉 동일 주제인 경우라도 양국 간의 사회, 문화, 교육, 환경의 차
이에 의해 학생들의 그림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를 우리나라 초․중등의 학생들
과 교사들에게 감상하게 하고 비교 평가하게 한 후,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시사점을 찾는데 이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러나 연구 대상 작품을 제한하였기
에 이를 국가 전체의 미술교육의 특성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들 작품들
은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 학생들이 사물을 어떻게 지각하며 시각화하는가,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표현하는가, 매체는 어떻게 다루는가, 표현방법과 조형요
소와 원리는 어떻게 지도하여 표현에 활용 하는가 등 다양한 양상들을 살피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외국의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기분으로, 또 한편
으로는 자신과 같은 연령의 일본 학생의 그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동료평가를 하는
기분으로 그림을 감상하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일본 학생들의 그림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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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
자 하였다.

2. 연구방법과 내용
이 연구에서는 연구 수행을 위해 먼저 한․일 학생작품 표집을 위한 대상 학교를 선
정하고 학교 급별로 각각 인물화, 풍경화, 정물화를 그리도록 하였으며, 미술 교과서
에 있는 내용보다는 한․일 학생들의 일상적인 미의식이 반영된 생활 주변적인 것을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였다. 학생작품 표집의 대상학교로 한국에서는 강
원도 춘천시의 동춘천초등학교 5학년 1학급(인물화, 정물화, 풍경화)과 유봉여자중
학교 2학년 1학급(인물화), 경남 창원시의 봉곡중학교 3학년 1학급(상상화, 풍경화)
을 선정하였다. 종이크기는 8 또는 4 절지로 제한하였으며 매체로는 연필, 수채화물
감 등을 사용하였다. 일본에서는 카가와대학 교육학부 부속 타카마츠소학교 6학년 1
학급, 카가와대학 교육학부 부속 타카마츠중학교 1, 2학년에서 각각 1학급이 참여하
였다. 이렇게 제작된 한․일 학생작품을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과 초등 교사와 중
등 미술 교사들에게 학교급별로 나누어 인물화 vs 인물화, 정물화 vs 정물화(상상
화), 풍경화 vs 풍경화 등을 비교 평가하도록 하면서 그림을 평가하는 척도와 함께 시
각 언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언급한 것처럼, 초등의 경우 한
국은 5학년, 일본은 6학년을, 그리고 중등의 경우 한국은 2, 3학년을, 일본은 1, 2학
년의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교분석을 위한 작품표집을 하면서, 동 학년 학생의 작품들을 비교 감상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를 주제로 하는 수채
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학기 초에 미리 짠 수업계획안대로 수업을 운영하는
일본의 수업에서 양국의 동 학년의 같은 주제와 재료의 작품을 수집하는 것이 의외로
용이치 않았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이점은 연구를 위해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도
록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일상의 수업에서 채집 가능한 결과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려했던 연구의 의도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도 3, 4학년과 5, 6학년을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을 학년 군별로 묶어 연계성을
가지고 원활한 수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한 학년 차이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큰 오차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운영 면에서도
양국의 상이한 차이가 있어 주제와 표현 재료, 그리고 수업시수 등 동일한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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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표집대상의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어 이를 일반화하여 양국
의 특징으로 파악하기도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한․일 초등학생의 작품들은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는 강서초등학교 5학년 1학급에
투여하여 한․일 학생작품인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의 비교분석을 위한 동료평
가를 실시하였다. 한․일 중학생작품은 충북 청원군에 소재하는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미호중학교 3학년 1학급에 투여하여 한․일 학생작품인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
의 비교분석을 위한 감상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들 작품들에 대한 초․중등 교사들
의 비교 분석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학교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어떤 교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술과 수업의 경우는 같
은 주제와 재료로 수업을 진행하여도 교사가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였느냐에 따라
표현된 결과물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똑같은 수업 안을 가지고 수업을 하여도 미술교
과에 대한 가치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지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
의 결과물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 연구의 경우, 연구의 대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초․중등 학생들의 표현이며 양국의 학생과 교사의 반응을 모두 제시하여 비교, 분석
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한국 학생들과 교사들이
한․일 학생작품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분석 평가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표현
이나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후속연구로 일본의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Ⅱ. 한 ․ 일 미술과 수업의 지도방법과 인지발달
1. 지도방법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의 그림을 통해 두 나라의 학생들의 표현방법과 조형성, 미의
식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나라의 미술 교사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양국의 초․중등 학생작품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를 주제로 하였으며, 재료는 수채화물감을 사용한
그림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술 수업은 한국과 일본 모두 한 주에 한번 수업이 진행된다. 지도 계획에 따라 다
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주마다 주제가 달라지므로 표현의 완성도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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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나 재료 경험 등에 의의를 두는 경향이 짙다. 일본의 경우는 연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 표현의 완성도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한국
과 비슷하게 주제를 매주 바꾸어 수업을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특정주제의 경우
엔 4주 연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수업이 완성도를 위해 진행되기도 한다. 미술 수업이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같은 주제로 한 장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
몇 주간 동안 수업을 계속하는 경우 한국의 학생들은 지루해하며 견뎌내지 못할 것이
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초등의 고학년이나 중등의 미술 수업에서 이렇게 연속적
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일본의 어느 초등학교의 6학년 1학기
의 미술 수업 지도계획서에는 ‘꽃이 필 무렵’이라는 주제로, 학습내용은 ‘봄꽃이 핀 모
습이 함께 들어간 풍경을 그린다. 근경과 원경의 관계를 생각하며 구도를 연구해 가면
서 그린다.’로 정하고 수업 시수를 6시간으로 배정해 놓고 있었다. 또한 3학년의 저학
년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제로 4절 도화지 위에 정밀화를 그리는 수업을 참관
한 경우에도 학생들이 직접 찍어 현상해 온 사진을 기본으로 하여 도화지 위에 그것을
확대하여 옮겨 그리기를 하고 수채화 물감으로 칠하게 하는 수업을 8시간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업장면이다.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조용
히 그리고 꼼꼼하게 색칠을 하며 수업에 임하고 있어서 한국과 다른 일본 학생들의 기
질이나 성향 등을 엿 볼 수 있다. 이렇게 지루해 보이는 수업을 우리나라 학생들은 견
뎌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에게 질문하면 어느 교과도 학
생들의 인내심을 길러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어 책상 앞에서 오래 앉아
집중하도록 하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도 미술 수업의 목표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지도
방법의 차이는 도화지의 크기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4절지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초등에서는 8절 스케치북을 중등에서
는 4절지를 쓰게 된다. 주제나 표현방법에 주제나 표현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
실 4절지에 2시간의 수업으로 수채화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밀도 있게
완성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대부분 다음 주로 연속하여 수업
을 진행시킨다고도 볼 수 있으며 도화지의 크기도 수업 시수나 주제를 결정하는데 작
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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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일 미술과 교과서체재 및 수업시수 비교*
한

초등학교
(교과서
-국정)

중학교
(교과서
-검인정)

고등학교
(교과서
-검인정)

국

일

학 년
1
2
3
4
5
6
1
2
3

과목 명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미술
미술
미술
미술
미술
미술
미술

시간(년)
180
204
68
68
68
68
34
34
68

1

미술

34

2

미술과 생활
(선택)

68

3

미술과 생활
(선택)

68

초등학교
(교과서-검
인정)

중학교
(교과서-검
인정)

학 년
1
2
3
4
5
6
1
2
3
1

고등학교
(교과서-검
인정)

2

3

본
과목 명
시간(년)
도화공작
68
도화공작
70
도화공작
60
도화공작
60
도화공작
50
도화공작
50
미술
45
미술
35
미술
35
예술
(음악, 미술,
각각 2시간
서예 중에서
택 1)
예술
(음악, 미술,
각각 2시간
서예 중에서
택 1)
거의 하지
않음

* 2005년도에 연구된 이성도, 김혜숙, 김지균, 나가마치 미츠이에, 안도 교이치로의 ｢한국과 일
본의 초․중등 미술과 수업운영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에서 발췌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미술과 수업시수는 <표 1>에서 살펴보듯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
구하고 일본에서는 특히 중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업들이 하나의 과제를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생 때와는 달리 사물을 보는 견해도 늘고 느끼는
감정도 깊어지며 표현활동을 심화, 발전시키는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 이런 중학
생들에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지 주제에 매달리도록 하여 강한 집중력, 계획성
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 미술 교사들의 생각이다. 즉,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게 사고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고려하도록 한다는 점이 일본의 중등미술 수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중등에서의 미술 수업은 때로는 한 학기의 미
술 수업이 오직 한 가지의 주제로 재료나 기법을 바꾸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
나 미술 수업에서 다양한 주제를 자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생각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일본 자체에
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자 할 때와의 의욕과는 다르게 감동과 신선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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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는 동안 떨어지고 표현이 고정화되기 쉽다는 것이 반대의견을 제안하는 교사들의
주장하는 견해이다. 또한 학습내용이 교사의 흥미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다양한 미
술을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어 표현에서 새로움을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지도 방법처럼 단시간에 걸쳐 수업이 끝나게 되는 경우는, 그리는
시간이 부족하여 거칠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표현이 되지만 주제에 대한 감동이 깊고
그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으므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용이하며 의욕적
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흥미 중심이 아닌 주제의 이해나
표현의 심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학생의 내면화가 한계가 있다. 미술교육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효과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 배당을 계획하고 주
제를 선정하며 체계적인 교수-학습의 방법을 연구하여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교사의 사려 깊은 교육적 모색이 필요하다.

2. 미술 수업과 인지발달
발달학자들은 아동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지를 구성해 가는 학습의 주체라고 말한
다. 아동은 수동적으로 여과 없이 환경을 그대로 머리에 복사하지 않는다. 발달해 가
는 아동의 인지구조와 정보처리 전략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
을 변형시켜야 할지를 안내해 준다. 아동의 지적활동은 본질적으로 능동적인 환경과
의 상호작용 과정이기 때문에 아동은 지적발달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인
지발달의 주된 원동력은 아동자신에게서 나온다. 인지발달의 많은 부분은 자발적 동
기(self-motivated)에 의해 이루어진다(Parke, 1995/2004: 675). 미술 수업에서
도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다. 대부분의 미술 교사들은 미술 수업을 교사가 주도하는 수
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에게 주제를 제시하고 준비된 재료로 각자가 표
현방법과 표현내용을 찾아내면서 지각훈련과 사고를 동시에 하도록 북돋우는 것이 바
람직한 미술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미술과 수업의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주변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주체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표현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적 활동을 펼치면서
사물에 대한, 세계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형성해 간다. 여기에는 학생의 인
지구조, 지각, 사고, 경험, 사회와 환경에 대한 정보 등이 깊게 관여된다. 즉 어떤 형
태의 미술 수업이든 여기에는 가르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미술 수업에서 가르친
다고 하는 의미는 미술의 구조를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 의미 있게 수용, 통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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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가 자유롭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
한다. 미술 수업은 정서교육이며 인지적인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해 온 지금까지 가져
왔던 생각을 아른하임(Arnheim, 1954/1989)은 지각과 사고는 서로 상대를 필요로
하며 보충하려는 관계를 갖는다고 설득한다. 미술 수업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를
지각을 기르는데 둘 것인지 사고를 기르는데 둘 것인지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
겠지만 이 두 가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동시에 함께 길러지는 것이라는 사실은
직감과 지성, 감정과 추리, 예술과 과학이 서로 다른 반대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그 안
에 공통된 의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입증된다. 예를 들면, 초기 사고단계에서
어린이들은 사물은 하나, 하나 다른 실재로 서로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
각하는 경향이 있다. 유아들을 살펴보면 친구들과 놀긴 하지만 친구와 자기의 관계성
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유아의 그림들은 관계를 무시하여 인물이나 사물이
공중에 떠 있거나 인물들이 서로 상호관계가 무시된 채 표현된다. 사고와 지각표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적 사고가 발달 되고
분화되면 상호의 형태를 살리며 통일된 형태를 만들어 낸다. 그 결과 다초점을 보여주
며 시각적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 표현의 문제를 처리하게 되고 이후 학생의 지각은
성장 발달에 따라 서서히 분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비교 논의되는 학생들의 표현은 초등의 상급 학년과 중등 학생들의 표
현이므로 보이는 것을 기계적으로 그저 베끼는 것이 아니라 제재의 중요한 구조적인
특질을 자유롭게 발견하면서 적절한 형태를 만들어 가는 심리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그림은 시각적인 개념과 함께, 자신의 경험에 깊이 관련지어 대상
을 형태, 관계, 기능 등의 중요한 요소에 따라 처리한다. 이러한 시각개념은 자신이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지각의 지능에 의해 각자 표현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즉 물건
을 지각한다는 것은 대상 속에 취급하기 쉬운 단순한 형태와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며
균형, 질서, 표현 등의 미적 성질을 시각 효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표현을 통해 길러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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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 ․ 일 학생작품에 대한 초 ․ 중등 학생들의 비교 분석
1. 초등학생
양국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로 제한하여, 충북 청주시
에 소재하는 강서초등학교 5학년 1학급에 투여, 비교 감상하게 한 후 비교하면서 유
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풍경화인 경우 한국은 교실 밖의 풍경을 그린 것인데 반
해 일본은 건물이나 교실 안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을 그렸다. 정물화인 경우 한국과 일
본의 소재는 거의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과반, 도자기 등을 그렸으며
일본은 책, 컵 등을 소재로 다루었다. 인물화인 경우 한국․일본 모두 자화상이나 친
구들을 그렸다. 다음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감상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1) 풍경화
<한국> 초등학교 - 5학년

<일본> 초등학교 - 6학년

(1) 유사점

나무와 건물을 그렸다. 밖에 있는 풍경을 그렸다. 색이 거의 똑같다. 우리가 평소에
보던 부분들이고 자세하며 섬세하고 열심히 그렸다. 수채화물감이나 포스터물감으로
그렸으며 색의 표현을 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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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이점

한국 그림은 평범하지만 일본 그림은 거리감이 잘 표현되었다. 한국 그림은 바깥풍
경을 많이 그렸지만 일본 그림은 건물 안을 그렸거나 건물 중심으로 그렸다. 한국 그
림은 초록색이나 파란색 등 밝은 색을 많이 사용한 반면 일본 그림은 흰색이나 검정색
이 많이 사용되어 어둡다. 한국 그림은 색종이도 붙이고 싸인펜, 색연필 등 여러 재료
를 사용하였지만 일본은 물감만 사용하였다. 한국 그림은 알록달록 명암을 넣지 않았
으며 일본 그림은 빛이 들어오는 곳과 안 들어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한
국 그림은 그림자가 없고 모양이 일정하고 명암이 없는 반면 일본 그림은 명암을 넣어
그림자를 선명하게 자세히 표현하였다. 한국 그림은 집이나 길가를 많이 그렸으며 일
본 그림은 교실이나 복도와 같은 학교를 그린 그림이다. 한국 학생들은 꼼꼼하게 색칠
하지 않고 삐죽 튀어 나왔는데 일본 학생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색을 칠하였다. 한국
그림은 좀 대충그린 것 같은데 일본 그림은 입체감이 뚜렷하고 잘 그렸다. 한국 학생
들은 주로 산이나 나무 등을 그렸는데 일본 학생들은 학교, 건물 등을 그렸다. 한국
학생들은 조금만 하다보면 흥미를 잃어 대충하지만 일본 학생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
해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 같다. 한국 학생들은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림을 그려 스케치
를 잘 하였어도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일본 학생들은 색깔 섞기를 잘해
멋진 그림을 그린다.

2) 정물화
<한국> 초등학교 - 5학년

<일본> 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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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화분, 꽃, 책, 연필 등이 있으며 선명하면서 자세
하게 잘 그렸다. 꽃이나 물건을 그렸고 색깔이 비슷하며 모양도 똑같다. 물감과 색연
필로 색칠하였으며 배경을 아주 잘 그렸다
(2) 차이점

한국 학생들은 대충 밑그림을 그리고 칠했으며 신발을 그려도 형태를 알아보기 어
려운 반면 일본 학생들은 형태를 알아보기 쉽고 실재처럼 그린 느낌이 많이 난다. 한
국 그림은 그냥 그렸고 일본 그림은 섬세하며 정성이 들어가 있으며 예쁘게 잘 그렸
다. 한국 그림은 알아보기 힘든 그림이 많고 일본 그림은 알아보기 쉽다. 한국 그림은
여러 재료를 사용 했지만 조합이 잘 안 맞는 그림이 있으며 일본 그림은 화려하고 입
체감이 뚜렷하며 깔끔하게 잘 그렸다. 한국 그림은 색깔이 흐리고 먼 거리에서 보는
느낌이고 일본 학생들은 색깔이 꼼꼼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것 같다. 한국 학생은
어떻게든 신경을 써야만 예쁜 그림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고 일본 학
생은 능력으로 해야만 예쁜 그림이 나온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 한국 학생은 섬세
하게 그리지 않지만 밝은 색을 사용하며 일본 학생은 섬세하게 그린다.

3) 인물화
<한국> 초등학교 - 5학년

<일본> 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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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점

머리 모양의 색깔이 검은색에 줄로 되어 있다. 얼굴과 얼굴표정. 자세가 비슷하다.
인물의 동작표현을 그렸다. 얼굴이 몸보다 크게 그리고 모두 손이 허리를 잡거나 손을
벌리고 있거나 차렷 자세로 있다. 머리 스타일을 그리는 방법, 얼굴 모양과 생김새,
성별이 잘 구분된다.
(2) 차이점

한국 학생들은 평범한 복장을 하고 그냥 멈추어 있는 모습이며 일본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한국은 평상복이면서 밝은 모습이지만 일본은 교
복차림이다. 한국 학생은 배경과 옷의 구겨진 주름을 안 그리지만 일본 학생은 배경을
그리고 옷의 구겨진 주름을 그린다. 한국 학생들은 얼굴을 칠할 때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는데 일본 학생들은 어두운 부분과 환한 부분을 잘 표현하는 것 같다. 한국 학생
들은 앞모습을 많이 그리는데 일본 학생들은 옆모습을 많이 그리는 것 같다. 한국 그
림은 인물이 서있는 반면 일본 그림은 인물이 앉아 있거나 물건에 기대어 있다. 한국
그림은 얼굴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지만 일본 그림은 얼굴 크기가 적당하다. 한국
그림은 작게 그린반면 일본 그림은 크게 그렸다. 한국 그림은 상체만 보이지만 일본
그림에는 하체까지 전부 그렸으며 그림을 통해서 일본에서도 단소를 분다는 것을 알
았다. 한국은 손을 빼고 있고 일본에 선 주머니에 넣고 있다. 한국은 가방을 안 맸는
데 일본은 가방을 맸다.

2. 중학생
충북 청원군에 소재하는 미호중학교 3학년 1학급에 투여하여 한․일 학생작품인
<풍경화>, <상상화>, <정물화>, <인물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풍경화는 한․일 모두
학교 밖의 풍경을 그렸다. 한국은 야외수업을 하면서 학교주변풍경을 그린 반면 일본
은 다양한 풍경모습이 보인다. 상상화와 정물화에서는 한국 학생은 상상화를 일본 학
생은 정물화를 그렸다. 인물화에 있어 한국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것들을 그
린 반면 일본 학생들은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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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경화
<한국> 중학교 - 3학년

<일본> 중학교 - 1학년

(1) 유사점

초록색과 파랑색 계통을 많이 써서 색이 밝고 시원하며 자유롭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을 그렸다.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나 자연의 모습을 그렸다. 사물의 표현이
잘되고 섬세하게 잘 표현 되었다.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이 잘 표현되었으며
물체의 생동감이 살아있다.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표현하고 배경색이 옅다.
명암의 정도가 잘 나타나있지 않고 구도가 비슷하다. 주변의 풍경과 환경이 유사하다.
나무와 하늘이 잘 표현되었다. 초록색과 황토색이 많이 들어가 있다. 자연미가 드러난
다. 자연과 생명을 위주로 그림을 그렸다. 색의 농도를 잘 표현하였다. 구도가 안정적
이다. 여러 가지 색으로 표현하여 실제와 비슷한 느낌을 들게 한다.
(2) 차이점

한국 풍경화는 가로수와 길 등 자연을 소재로 많이 그렸으며 일본 풍경화는 건물 등
인공적인 소재를 많이 그렸다. 한국은 사물만을 그린 것 같으며 일본은 그림자 명암을
고려하여 그린 것 같다. 한국은 명암을 잘 표현한 것 같고 일본은 원근표현을 잘하고
실제와 많이 비슷하다. 한국 그림은 자연미가 돋보여 신선함을 주고 푸른 하늘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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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림을 산뜻하게 만드는 반면 일본 그림은 나무와 건물이 어우러져 있는데 건물
은 층마다 멀고 가까움을 다르게 표현하여 건물이 이상해보이고 나무가 꺾여 있고 색
이 너무 진해 어두운 느낌이 든다. 한국 그림은 향토적이고 주변 경치들이 하나, 하나
잘 표현되었고 주로 우리 문화재를 풍경으로 배경 삼아서 표현하였으며 일본 그림은
도시적이고 산뜻한 느낌을 주며 고층 건물들과 긴 철교 다리들이 세련미를 준다. 한국
그림은 부드럽게 명암 조절을 했지만 일본은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하였다. 한국 그
림은 색감이 부드럽고 잘 어울리나 정교하지 못하고 밝고 어두움이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일본 그림은 선 중심으로 꼼꼼히 정교하게 풍경화를 그렸다. 한국 그림은 원근감
과 명암 표현이 잘 표현되었으며 일본 그림은 색채가 짙고 입체적이며 사실적이다. 한
국 그림은 담이 있는 풍경을 주로 그린 것 같고 일본 그림은 건물을 주로 그린 것 같다.

2) 상상화 vs 정물화
<한국> 중학교 - 3학년

<일본> 중학교 - 1학년

(1) 유사점

단순한 생활소재로 사물표현이 잘되고 섬세하게 잘 표현되었다. 바탕색이 단색이며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그린 것을 그렸다. 배경이 환하고 부드러우며 물체
의 생동감이 살아있다. 구도가 안정적이고 배경색이 옅다. 다양한 색을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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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표현하고 싶은 것을 크게 명암을 넣어 표현하였다. 대상
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렸다.
(2) 차이점

한국 그림은 색이 강하고 다양하며 일본 그림은 색이 약하고 색이 다양하지 못하다.
한국 그림은 색이 진하고 섬세하며 인상적이지만 일본 그림은 색을 적게 쓰면서 부드
럽고 깨끗하며 단순한 느낌을 준다. 한국 그림은 혼란스럽지만 일본 그림은 간단하다.
한국 그림은 색채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입체적인 반면 일본 그림은 색채가 단조롭고
은은한 색을 사용하며 현실감이 있다. 한국 그림은 여러 가지를 그리고 진한 색으로
칠해 느낌이 강한 반면 일본 그림은 밝은 느낌을 주며 사물이 크고 다양한 방향으로
물건을 배치하여 그렸다.

3) 인물화 vs 포스터
<한국> 중학교 - 2학년

<일본> 중학교 - 2학년

(1) 유사점

양국 모두 주위환경과 상황을 잘 표현하였다. 강렬한 색을 사용하였으며 배경이 일
상적이다. 캐릭터를 표현하였다. 배경색이 밝고 화사한 느낌이다. 옷의 색깔이 단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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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성 있고 재미있게 나타냈다. 인물의 특징과 함께 그 나라의 생활을 표현하였다.
생김새가 비슷하고 주변 환경이 비슷하며 개성이 넘친다.
(2) 차이점

한국 그림은 사람의 표정이나 얼굴, 몸 등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렸으며 일본
그림은 재미있고 조금은 화려하게 캐릭터 같이 그렸다. 한국 그림은 그림에 입체감이
있고 부드럽지만 일본 그림은 전체적으로 딱딱하고 입체감이 적다. 한국 그림은 다양
한 모습의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정겹고 아름다워 보이며 주변 환
경의 모습을 그 환경에 맞게 그린 반면 일본 그림은 단순하지만 각 인물마다 개성이
넘치고 화려하다. 한국 그림은 여러 사람을 특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일본 그림은 한
사람을 특징적으로 묘사한 것 같다. 한국 그림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
서 정다운 느낌을 주고 친근감을 주지만 일본 그림은 포스터용처럼 그림을 그려서 왠
지 딱딱한 느낌이 든다. 한국 그림은 중심 인물이 잘 드러나지 않으나 일본 그림은 간
단하면서 캐릭터 같지만 중심인물이 잘 드러난다. 한국은 섬세하며 일상생활을 나타
냈고 일본 그림은 포스터 같은 느낌을 주며 광고성이 띈다. 한국 그림은 인물을 강조
하지 않고 상황을 나타내려고 한 반면에 일본 그림은 인물을 강조하여 특징을 잘 살려
표현하였다.

Ⅳ. 한 ․ 일 학생작품에 대한 초․중등 교사들의 비교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초등 교사들과 중등미술 교사들을 대
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 학생작품인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를 보여주
고 비교 분석을 통해 표현방법과 조형요소와 원리를 비롯한 조형성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교사들은 한․일 학생들의 작품을 비교 분석한 후에 대체적으로 한
국 학생들의 작품에 비해 일본 학생들의 작품수준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
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일본 학생들의 작품에서
적극적인 미술지도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미술교육에서도 주제나
재료를 제시하고서 학생들이 알아서 그리는 자유방임이나 교사가 순회 지도를 통해
짧은 개별적 지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기법, 제재, 기
본 이론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은 초․중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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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한․일 학생작품을 보고 분석한 결과이다.

1. 초등 교사
<표 2> 초등 교사들의 비교 분석 및 평가
내

한국
학생
작품
풍
경
화
일본
학생
작품

한국
학생
작품
정
물
화
일본
학생
작품

인
물
화

한국
학생
작품

용

원근법과 소실점을 잘 사용하여 풍경을 표현하였다. 원색을 주로 사용하여 색채가 강하
고 화려하나 구성이나 구도는 단조롭다. 주로 정면이며 밝은 원색계열을 사용하고 구도
와 시점이 획일적이다. 색이 화려하며 바깥 풍경(산, 나무, 집 등)이 대다수이다. 화지
의 크기가 작고 색감이 다양하고 화려하다. 보는 시점이 제한되어 있으며 색채가 밝고
화사하며 강렬하다. 색감이 다양하고 풍부하지만 평면적 표현이며 다양한 재료를 사용
한다.
화면이 가득 차도록 주제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사물의 크기를 이용해서 원근을 나타낸
다. 시점이 다양하고 독특하다, 일상풍경이 새롭게 보이며 구도가 신선해서 재미있다,
꼼꼼하게 표현하고 관찰력이 돋보인다. 구도나 구성이 돋보이며 과감한 구도와 원근감
이 나타난다. 구도가 다양하고 변화가 느껴지며 입체감을 살려 그렸다. 원색이 거의 사
용되지 않고 혼합색이 사용되며 실내의 풍경모습이 많고 원근에 따른 형태를 묘사한 그
림이 많다. 색채가 어둡고 회색조이며 소실점과 원근감이 확실히 나타난다. 풍경을 보는
관점이 정해져 있고 개성적이다.
색이 화려하고 혼색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사물의 특징을 살리는 것 같고 고유색이
잘 표현된 것 같다. 시점이 동일하지 않으며 화면 전체를 사용하여 사물을 배치한다. 연
필을 사용하여 스케치를 하며 화지의 색과 크기가 유사하다. 대상을 몇 개로 고정하여
화면 정중앙에 위치하게 해서 전체를 그린다. 구성이 딱딱하고 정지된 듯한 느낌에 꼼꼼
히 면을 다 채운 느낌이다. 형태를 단순화하여 표현하며 색채가 화려하고 많이 들어가며
좀더 장식적이다.
대상을 확대하여 사물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린다. 구도가 다양하며 색칠이 꼼꼼
하고 정성스러움이 느껴진다. 좀더 자세한 표현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원근감 역시 잘
나타나고 있다. 중첩표현이 나타나고 색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다른 물건들을 활용하여
배경처리 하였다. 사물의 특징을 자세히 보고 그리려고 노력하였으며 구성이 안정적이
고 화면이 풍성하다. 중첩이 보이고 일부정물이 잘리기도 해서 구성이 좀더 다양하다.
색을 입히지 않은 면이 존재한다. 보는 시각이 다채롭고 자유 분망한 느낌이다. 공간감
이 느껴지고 구성적이다.
상반신이 주로 보이며 정면을 많이 그렷다. 장식적 효과가 뛰어난 반면 윤곽선을 사용하
여 채색을 한다. 색채사용이 원색적이고 동작이 비슷하다. 얼굴표현 위주이며 장식적이
다. 정지감이 있으며 세부 표현을 잘 나타내었다. 공간감이 부족하고 구성도 단순하다.

측면을 주로 그렸으며 전신이 표현되었다, 선의 사용에 있어 실제 모델을 보고 그린 듯
일본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중간색을 주로 사용한다. 인물을 그릴 때 동작을 나타내서 인물
학생
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색채나 장식보다 전체적인 형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율동
작품
감과 운동감이 있고 구성적이며 관찰력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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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미술 교사
<표 3> 중등 교사들의 비교 분석 및 평가
내
한국
학생
작품
풍
경
화
일본
학생
작품

상
상
화
◠
한
국
․
일
본
◡
정
물
화

인
물
화

한국
학생
작품

일본
학생
작품

한국
학생
작품

일본
학생
작품

용

학생작품 모두 학교주변의 풍경을 실제로 직접 보고 그린 그림으로 주제가 서로 엇비슷하다.
원근감 표현에 유의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단조롭고 좁은 공간을 표현해 공간감이 부족
하다. 주제표현에 의한 작품성이 떨어진다. 투명 수채기법이 많으며 나무 등의 자세한 표현과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렸다. 설명적이며 표현기법과 구도가 정형화되어 있다. 약간 도식적이고
공식적인 표현이며 색채사용이 다양하지 못하다. 색에 있어서도 사실적이기 보다 습관화된 색
을 사용한다. 원근법과 원근감 표현을 강하게 의식하고 그린다.
일본의 판화나 만화스타일이 보여 지며 색에서 감정이나 느낌이 강하고 여백이 있다. 평면적
이며 정돈된 느낌을 주며 디자인 적이다. 다양한 표현이 많이 보인다. 점묘법, 불투명 수채,
투명 수채 등 풍경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풍경의 구성에서도 탁 트인 구도와 원근법적
인 구도가 대부분이다. 섬세하고 세부적인 표현이 잘되었다. 다소 만화적이긴 하나 주제표현
과 작품성이 있다. 주제(대상)에 주목하여 표현한다. 학생들 작품은 사진을 보고 그린 풍경인
것 같으며 그래서 풍경의 주제가 다양하고 또한 기법 자체도 다양하게 사용하여 각기 다른
느낌이다. 대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며 선의 표현이 섬세하다. 구도와 기법, 재료 등
에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 돋보이며 구조적이다.
나타내고자하는 주제를 잘 표현한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며 자기 완성도가 높아 보이나 인물들
은 평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만화 속 주인공 같다. 주제표현 및 이야기 표현의 과장과 감
정표현 등이 아주 뛰어나다. 덩어리 감을 나타내고자 한 흔적이 보인다. 색채의 개성이 없고
풍경화와 비슷하다. 생각은 새롭지만 그 생각 만큼 생각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기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면에 대한 표현의 시도가 보인다. 다양한 소재와 아이디어로
자신만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색감의 대조 대비를 활용하여 화려한 느낌
을 준다.
정물에 진한 선을 넣는다던지 찍어서 표현하는 등 표현은 기존 정물화와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가 부족한 듯 아쉬운 느낌이다. 여백이 있고 풍경화와 비슷하다. 색채적이고 애
니메이션적인 성향이 강하다. 시점과 놓여져 있는 위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정물과 화면 구성표현으로 인해 공간감이 적으며 구도의 짜임새가 부족하고 보이는 그
대로 그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식물 표현에 있어 투명 수채에 펜으로 외곽선을 그린 그림은
깔끔한 느낌을 준다. 색채가 부족하고 매 마른 느낌을 주며 풍부한 공간 표현에 의한 푸근한
감정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 작품 대부분 삼각형 구도에 기반 하여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그림의 강약이 부족하고 미완성된 느낌이 짙다. 빛과 그림자 표현이 약하다. 사실적 표현으로
건조한 느낌이 든다. 마무리에 매우 신경을 쓰는 것 같다. 검은 테두리를 즐겨 사용한 듯하
다. 일본적 색채와 느낌이 강하게 풍긴다.
만화적이며 사람이 많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꾸미고 있어 다복한 인간미와 정이 느껴진다. 정
형화된 인물로 그려졌다. 예쁘고 잘 생기고 머리모양도 만화에서 보여 지는 주인공처럼 예쁜
모습이 많다. 명암 표현도 인물의 얼굴에서 보여 지는 빛의 표현으로 잘 나타내었다. 너무 설
명적이고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경험화를 그렸다. 표정이 만화적이며 일본의 그
림보다 구체적이고 동작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다. 인물화라는 생각보다는 생활화라는 생각이
앞선다. 학생 각자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생활 속의 인물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표
현되어진 인물들의 모습이 굉장히 만화적이며. 인물의 모습을 관찰하여서 그렸다기보다는 패
턴화 된 모습이다. 원근감이나 공간감은 무시하고 표현한 작품이 대부분이며 사용된 재료도
동일하며 좀 아쉬움이 남는다. 기법이나 재료에 대해 좀 더 고민하였으면 좋겠다.
표현된 형식이 포스터여서인지 도식화된 인물이 표현되었다. 중학생답게 우스꽝스럽거나 귀엽
게 나타내려 하는 부분도 보이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아닌 부분을
대충 처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표현이나 동세가 사실적이기 보다는 애니메이션적이다. 생략적
이고 나타내고 싶은 것을 확대해서 그리는 경향이 강하다. 간단하고 다소 개방적인 표현이다.
만화적이고 한 인물의 극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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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 ․ 일 학생작품의 분석 및 결과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역사시대 이래 오랜
세월을 교류 해오면서 동아시아의 사상, 종교, 예술 면에서 많은 동질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두 나라는 같은 문화권에 있어 미술 표현의 주제나 방법 그리고 미의식에
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사성이 많은 만큼 차별성 또한 많이 가지고 있
다. 흔히 예를 드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은 같은 목조주택을 조영하면서도 외부적으로
는 기와지붕의 처마선이 다르고 내부적으로는 온돌방과 다다미방을 설치하는 것처럼
미술에서도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면 차별성을 갖는
다. 이것은 반도와 섬이라는 지정학적 성격과 함께 오랫동안 형성된 문화적 전통에 기
인 한다.
한국 미술은 재료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솔직한 표현이 강조되는 가운데 단아하고
소박한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여린 감수성을 잘 살리
면서 과장이 심한 표현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장식성과 높은 사실성을 추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유려한 곡선미, 자연과의 조화, 소박하고 꾸밈없는 솜씨, 밝은 명
조색의 청조한 색깔, 자연재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 물성을 잘 살린 표현방법으로 자
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연주의라 한다면 일본은 인위적 장식요소의 극대화, 시각
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효과 추구, 재료의 성질을 섬세하게 활용, 밝고 깔끔한 색채적
표현, 관상적 가치 등을 강조하는 미술문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는 근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와 교육의 또
다른 전개과정으로, 한국인은 서두르면서 치밀하지 못한 문화를 가꾸어 왔고 일본인
은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섬세하고 치밀한 문화를 전개하여 왔다. 이 연
구에서 보여 지는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학교 미술과 표현학습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은 양국의 문화적 전통과 국민의 감성, 미적 태도 그리고 미술과 교수․학습의 방
법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양국의 교육과정과 수업의 운영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 교사가
임의로 주제, 재료 그리고 시수 등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따라서 동일한
조건으로의 비교는 한계가 주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의 설계에서부터 장
기간 준비하여 양 국가의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적절
한 주제와 표현방법 그리고 표집대상을 선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치밀함을 갖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가운데 표현의 주제나 표현재료 그리고 표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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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초등학생의 경우 첫째 풍경화의 경우, 유사점으로는 양국 모두 건물과 나무 등, 일
상에서 보는 풍경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초록, 청색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색채를 사용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명암 표현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형태 표
현 또한 치밀하지 못하다. 대상의 표현 역시 산, 나무, 건물 등을 보면 섬세한 관찰을
하지 못하고 개념적이고 형식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실내 풍경을 중심으
로 공간 표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흰색, 검정색을 사용하면서 명암 표현을 원만하
고 입체감 있게 살려 작품을 하고 있다. 색을 선명하게 표현하면서 형태표현 또한 섬
세하고 치밀하며 정성스럽다.
둘째, 정물화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화분, 꽃, 책, 도자기,
과반 등을 그리고 있으며 색 표현 또한 유사하다.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풍경화에서
보는 것처럼 대상을 꼼꼼하게 관찰하여 섬세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대충 보고 개념적
으로 그리고 있어 무엇을 그린 것인지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색채 표현 또한 서툴
고 밝은 색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형태 표현을 섬세하게 그리
고 있어 형태 파악이 분명하여 잘 관찰하면서 꼼꼼하게 그려 나갔다고 하는 점을 짐작
할 수 있다. 색채 또한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며, 명암의 표현을 원만하게하고 있어 입
체감이 뚜렷하고 깔끔하게 보인다.
셋째, 인물화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 모두 자화상이나 친구의 얼굴을 그리고 있으며
얼굴 표정이나 자세가 유사하다. 양국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은 평범한 복장의 정면을
향한 얼굴에 정지된 서있는 포즈의 밝은 모습이지만 비례가 적절하지 못하다. 배경을
그리지 않고 옷 주름 같은 섬세한 표현 역시 없다. 얼굴의 색은 단색이지만 명암의 표
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 교복을 착용했지만 자연스러운
좌상의 자세로 무표정하고 침울한 느낌의 배경과 옷 주름을 치밀하게 그리고 있다. 얼
굴의 비례가 적절하며 때로는 옆모습을 표현한 예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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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교
중학생의 경우 첫째 풍경화의 유사점은, 양국 모두 초록색과 파랑색을 많이 사용하
면서 주변의 풍경을 그리면서 색을 밝게 쓰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물과의 관계, 공
간감을 잘 살려 대상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표현
하고 있으나 명암의 정도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차이점으로는 한국의 그림은 가로
수와 담이 있는 풍경 등 자연을 소재로 중경, 원경 등 공간이 강조되는 표현이 많으
나, 일본의 그림은 건물 등 인공적인 소재를 근경 위주로 많이 그렸다. 한국은 명암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일본은 원근 표현을 원만히 하면서 명암을 고려하여 실제와 유사
하게 사실감 있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자연미가 강조되며 수목을 상큼하게
표현했다면 일본은 건물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며 색채와 농담이 진하다. 한국의 그
림이 서정적 향토미를 가졌다면 일본은 도시적 세련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국은 부드럽게 명암 조절이 이루어 졌다면 일본은 원근감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으면
서 다양한 표현기법을 선호한다. 전반적으로 일본 학생들은 선 중심으로 꼼꼼하고 치
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일본은 채색이 짙고 입체적인 반면 한국은 원근감과 명암
표현이 잘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상상화와 정물화의 유사점은 단순한 생활 소재의 사물을 중심으로 섬세하
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경을 부드럽고 밝게 단색으로 처리 하였다. 대상은 다
양한 색을 사용하여 자세히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차이점으로는, 한국은 사
실감이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색채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표현하면서도 중심 주제가 부
각 되지 못하여 혼란스럽다. 이에 비해 일본은 표현된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관이 없
어 보여 어색하고 딱딱한 반면, 색채를 단순하게 사용하면서 절제되고 깔끔하면서 밝
은 느낌의 표현을 보여준다. 일본 학생들이 여러 종류의 사물을 다양한 배치로 그리는
반면 한국 학생의 경우에는 사물들이 단조롭게 구성되었으며 상호 유기적 관계가 빈
약하며 색채는 강한 느낌을 준다.
세 번째, 인물화와 포스터의 유사점으로는 양국 모두 주위 환경과 함께 무엇을 하는
장면인지 상황 표현을 하고 있다.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옷 색깔은 단색으
로 표현하고 있고 배경은 일상적인 상황을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재미있게 표현
하고 있다. 인물의 특징과 함께 자신이 속해있는 나라의 생활상을 알아 볼 수 있을 만
큼 표현 또한 구체적이다. 차이점으로는 한국 학생의 그림은 사람의 표정이나 얼굴,
몸 등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져 상황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그림
은 인물을 독특하고 재미있게 개성 있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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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과 주변 환경을 표현하면서 인간관계를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다면 일본
학생은 단순한 구성으로 관계성보다는 개인적인 인물 한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
고자하는 중심인물의 개성이 잘 드러나도록 그리고 있다. 물론 이것은 교사가 무엇을
수업목표로 하였는지, 또는 발문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
한다. 또한 일본의 그림은 포스터라는 특성도 있어 구성이 간단하며 중심인물이 잘 드
러나고 있고 입체감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한국의 그림은 중심인물이 잘 드러
나지 않으면서도 입체감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표현기법에서 한국
은 섬세하게 주변의 일상생활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일본은 특별한 공간을 배경으로
포스터로서의 광고성이 두드러지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한․일 학생들의 작품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그림이지만 작품 속에 내재된
미적 감각과 미의식은 그들의 정서, 생활, 문화적 전통 그리고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어 작품을 통하여 시대상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은 교사의 교수․학습의 영향뿐 만
아니라 잠재된 문화의 제반 요소가 미술표현에 작용함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런 문화
적 차이를 이해하면서도 한국 학생들의 작품에서는 미술 수업에서 교사가 가르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나 그것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재인식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초․중등 미술과 수업의 교
수․학습활동에서 주제 및 조형요소와 원리와 관련하여 혼색지도, 원근감, 사물을 관
찰하는 방법, 인물의 다양한 표현, 학생 개개인의 개성적 표현이 극대화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도가 되도록 교수 방법을 고안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한․일 학생들의 색채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지만 우리 학생들은 색을 섞어 쓰지
않고 물감에 있는 색 그대로를 쓰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에게 혼색 지도가 필요
하다.
2) 일본 학생들은 미술 표현에서 구도의 문제를 많이 고려하면서 표현을 하며 표현
속에서 융통성이나 율동감, 운동감 등이 더 느껴진다. 우리학생들에게도 운동
감, 율동감, 움직임 등에 대한 다양하고 활발한 표현이 가능해지도록 이런 원리
가 지도되어야 한다.
3) 백합그림과 바이올린이 있는 정물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일본 학생들의 정물화
를 보면 강약은 없으나 정제된 선과 깔끔한 색으로 처리하면서 사물을 보다 자
세히 관찰하는 법을 지도받은 듯하다. 한국 학생들에게도 사물을 집중하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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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관찰하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지도되어야 한다.
4) 일본 학생의 풍경화에서는 대부분 원근감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구도를 선택하고
있으며 건물묘사가 많다. 이런 예시작품을 통해 한국 학생에 비해 일본 학생의
그림에서 미술지식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선, 색, 원근감, 질감 등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5) 인물화인 경우 일본작품은 드로잉의 방법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표정이 다양한
반면 한국작품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을 그린 듯, 장식적이며 만화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관념적이고 만화적인 표
현보다는 다양하고 개성적인 표현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6) 한국 학생들은 기능적인 측면이 뛰어나며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반
면 일본 학생들은 기능적인 측면은 다소 뒤지지만 개성이 돋보인다. 우리 학생
들에게 도 표현활동에서 주제와 관련한 상징과 의미가 함축된 개성적인 표현이
되도록 다양한 지도를 해야 한다.
7) 일본 학생들의 풍경화는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마치 스케치 여행을 한 듯
다양하게 담겨진 풍경들로 자연을 대하는 시각이 적극적이고 성실하다. 반면 한
국 학생들은 시각이 경직되어 있는 듯 일반적으로 나무 몇 그루, 그 옆에 돌 몇
개, 길과 건물 그리고 하늘을 상투적으로 풍경 속에 담고 있다. 벽돌은 갈색에
검은색으로 선을 긋고, 나무줄기는 갈색, 잎은 녹색, 시멘트 바닥은 회색 등 관
념화된 색으로 표현한다. 우리학생들에게도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풍경을 탐
색하고 지각하며 변화되는 형태, 색채 등에 대한 미적체험이 가능한 적극적인
자세가 길러 질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Ⅵ. 결 론
학생들의 작품은 미술과 수업의 교수․학습활동과 교사의 지도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 학생들의 표현은 학생
개인의 체험, 참여도, 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교사의 지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전개됨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 양국 학생작품의 표현방법과 조형성의 차
이점 못지않게 교사의 지도방법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비록 학생들의 작품이긴
하지만 이들 작품에는 양국의 역사와 사회 문화 전통이 강하게 내재해 있으며 이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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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는 초․중등 학생들의 조형의식과 미술적 시각, 사물을 보는 관점 등을 이해하고
비교해 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미술과 수업의 교수․학습 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파
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초․중등학생들과 교사들은 양국의 작품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양국의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한 내용 외에 표현기법을 비롯한 조형요소와 원리 등 조형성에 대한 것들
도 비교적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양국의 미술 수업과 지도 방법에 대
해 스스로 차이점과 유사점, 그리고 특히 교사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수업에서의 문
제점들을 인지해 간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사들은 비교분석을 통해 표현방법과
조형성을 인식하면서 문화의 다양한 표상형식과 의미를 이해하고 발전적인 미술 수업
의 방향과 지도방법 등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 초․중등 교사들이 제시하였
듯이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표현방법이나 조형요소와 원리 등을 구사하는 것은 차이
가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우리나라 미술과 수업의 교수․학습에서 필수적으로 다루
어야 할 내용이며 부분이라면, 교육현장의 교수․학습활동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학생들의 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일본의 경우 보다 역동적인 수업운영이 필요하며 한국의 경우 보다 치밀한 교수
-학습 방법의 모색과 시도가 필요로 한다.
아이즈너(Eisner, 1996/2003: 14)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
양한 표상형식에 익숙해지도록 격려하고 안내하는 것은 학생들이 환경과의 상호과정
에서 발견한 ‘의미’들을 자유로이 부호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는 일이며,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문
화 속에 다양한 표상형식으로 존재하는 ‘의미’들을 해독할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공
헌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미술과 교수․학습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것들을 표상 형식화하여 기호화하고 의미를 부
여하여 작품을 만든다. 미술과 수업의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 지각력, 상상력, 상
징성, 의미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된다고 볼 때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시각언어로 표현하는 즐거움과 함께 그것을 읽어
내고 분석할 수 있는 미적안목과 미의식을 길러주며 미술문화를 향유하는 자세를 갖
게 한다.
앞으로 한․일 학생들의 작품 뿐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더 넓게는 미국과 유
럽의 학생들까지 폭넓게 수용하여 학생들의 표현기법이나 조형성,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행해지고 반영되어져 우리 미술교육의 질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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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필요한 지도가 무엇인지 반성하고 탐구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노
력은 궁극적으로 세계적,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미술교육의 현 위치와 방향 그리고 외
국미술교육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하게 함으로써 향후 우리 미술교육의 발전적인 방향
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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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Artistic Methods and Expressions of Students' Art Work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between Korea and Japan
Yi, Sung D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Hye Sook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Jikyu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arching for the similarity, difference of
artistic methods and expression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art works between Korea and Japan.

We give the three subjects of

landscape, still-life, and portrait to the given group for this study. We
also examine how these group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peers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evaluate the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art work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udents' art
works, we discuss the divergence of artistic vision, subject, composition,
design

elements

and

principles,

artistic

methods

and

expressions.

Each

country students show various ways to perceive the objects when they
create the art works.
While we endeavored to match the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by
grade level, it was not always feasible. Upon comparison, we find that
students' art works are greatly influenced by various
teacher's

teaching

methods,

lesson

plan,

school

things such as

environment,

student's

own artistic vision and personal experiences. Korean students‘ art works,
however, show fewer perspectives and less usage of mixed colors and
artistic

perceptions

then

Japanese

Students.

We

discover

that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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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cultural, social and environmental differences make students' art
works differ between Korean and Japan, the teaching and lesson plan of
art class has to be well disciplined in order to improve students' artistic
skills and visual languages in Korea.
Key Words: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art works, artistic methods
and expressions, visual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