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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작금의 2천년대가 도래하기 전, 이른바 CAI(Computer - Assisted Instruction)라고 하는 컴
퓨터 보조 수업이 대두된 것은 1930년대 이후이며, 이 수업이 보편화된 것은 라디오, TV, 컴퓨
터 등의 시청각 매체를 통한 수업이 언어만을 위주로 한 단선교육에 비하여 학습효과에 훨씬
도움을 준다는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근․현대적 시청각 매체에서 획기적으로
진보해온 컴퓨터가 학교교육 이외의 가정이나 사회교육과 같이 시공을 초월하여 무수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불과 몇 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는 PC일변도에서 벗어난 모바일․디지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나노
(Nano)기술에 의한 반도체 신(新)성장이라는 급물결의 와중에 놓여 있다.
이제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멀티미디어의 활용과 교육적 효과 여부를 논하는 것은 21세기의 변
화하는 속도에서 무의미한 일로 여겨질 만큼 개개인들은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의 채널을 수
집․공유함에서 나아가 효용의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각종 정보 통신의 활용능력의 정도로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학교교육현장에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각 교과의 교수 학습 방법론 개발과 보급, 우
수사례의 발굴 및 일반화는 인간을 둘러싼 여타의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라는 교육 수요자의
교육에 대한 일차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의 기초를 다하는 것이며 교육내용의 질과 양을 적
정 수준에서 정하게 하는 준거로 삼을 수 있다.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즉 정보통신기술이 교수-학습활동에 활용
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오늘날의 지식의 구성이 암기 또는 사실의 전달이 아닌, 사고하는 방법
과 지식의 형성과정을 중시하는 인지적․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Techno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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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를 공학으로 접근하여 탐구 및 협동학습을 지원하는system으로 이해함으로써 융
통성 있는 학습의 장 또는 유연한 문제해결 과정을 암시하는 프로그램 제공으로서의 학습활동
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ICT활용은 생활 속에서의 미의식의 체험, 창의적 표현활동, 표현의욕을
고취시키는 감상활동 등 미술교육활동 영역 전반을 통하여 미의식의 형성과정으로서, 창의적
작품활동의 매개로서, 또는 감상활동의 정보 제공원으로서 미술교과의 지도과정상 기대할 수
있는 창조적 활동의 차원에서 목적인 동시에 수단이 되는 교과교육활동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주제인 ICT를 활용한 미술과 교수 학습 방안의 고찰은 창의적 인간육성과 ICT
를 활용한 미술교육의 필요성, 미술과 교육과정과 ICT활용 방안, ICT를 활용한 수업자료 개
발 우수사례 및 평가, ICT활용과 미술교과 교육자료 개발의 전망 등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Ⅱ. 창의적 인간 육성과 ICT를 활용한 미술교육의 필요성

오늘날 학습자를 둘러싼 제반의 사회적 환경은 초고속화․이동화(mobile화)․사이버화 등의
용어로 그 특징이 집약되며, 이로써 현대인은 자의든 타의든 지식의 네트워크에 둘러 싸여 있
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맹아인 정보의 홍수 속에 적응하거나 또는 발전가능성이 높은 인간을 육성
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의 소재를 적시에 파악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관계성을 부여하여 새
로운 가치를 지닌 지식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시된다.
길 포드(Gilford)의 창조성 연구에 의하면, 창조성과 관련된 확산적 사고의 특성들에는 문제에
대한 감수성, 사고의 유창성, 사고의 융통성, 사고의 독창성, 면밀성, 재구성력, 집요성 등이있
다. 홍익인간의 이념 하에 21C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표방하고 있는 현재 우리 나라의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귀결 역시 창
의적인 인간 육성에 있는 바, 이에 따른 학교교육과 교과교육의 목표는 사회적 요청과 교과 고
유의 지식 체계를 수반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교육 중의 하나인 미술교과
내용을 체계화하고 지도 방법론을 모색함에 있어 사회문화 발전의 양상과 학습자에 대한 폭넓
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의 형성과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의 길포드(Gilford)의 창조성 연구 중 사고의 유창성, 독창성, 재구성력 등은 바로 미술교과
가 추구하는 목표인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
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중창의성의 계발에 매우 합치되는 사고력의 특성이며 지식정보
사회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육성되어야 할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지능
이라 할 수 있다. 현대 문화사회의 속도와 질에 부응하는 미술교육의 내용과 범위 및 방향의 제
고는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활용한 미술 교수-학습환경의 제공과
각종 미술 정보 활용력 신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제까지 거론된 ICT를 활용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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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교육의 단점을 수정, 보완한 보다 실천적이며 내실있는 교육과정의 수립과 전개를 위한 지속
적인 노력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미술교과의 목표 및 내용 구성에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창의성의 정의 몇 가지를
통하여 창의성 신장을 위한 ICT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정리한 것이다.

1. 테일러(Tayler)의 표현적 창의성과 ICT활용 교육
테일러는 창의성이란 비동조성(非同調性)과 같은, 단순한 사고와는 다른, 생산적 사고와 독
창적 사고를 포함하는 복잡한 심리학적 개념이다.라고 정의하면서 100여 가지 이상의 정의를
모아서 분류한 결과 창의성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 -표현적 창의성, 발명적 창의성, 혁신적 창
의성-이 포함된다(김재은, 2002)고 보았다. 이 중 표현적 창의성이 주로 예술과 문학 등에 관련
된 창의성이라 보고 있으며, 이 표현적 창의성은 미술교과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개념으로서 표
현의욕을 고취시키며 다양한 제작방법과 동기를 유발하는 수업 장면 제시를 위한 ICT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장시킬 수 있다.

2. 드레브달(Drevdahl)의 아이디어 산출력과 ICT활용 교육
드레브달은 창의성이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 즉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아이디어를 낳게
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상상력일 경우도 있고, 종합적인 사고력일 때도 있다(앞의 책)라고 창
의성을 정의하였는 바, 독자적인 아이디어 산출에 입각한 미술교과 교육의 내용과 방안모색에
는 작품 제작 과정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 탐색 자료, 감상 활동을 위한 지식과 정보, 미의식의
체험을 위한 화면 자료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ICT활용수업과 ICT활용을 통한 표현 및 감
상, 미적 체험활동의 실천을 들 수 있다.

3. 김재은의 독자적 능력․태도의 관점과 ICT활용 교육
김재은은창의성이란 새롭고 가치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
면서 교육현장에서는 개개 학생이 또래친구 보다 더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남이 흔히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 내거나 만들었을 때 창의적인 학생이라고 봄으로써 미술교육을 포함한 각 교
과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구성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바람직한 학습 상황을 암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상황에 투입되는 각종 자료와 매체는 학습자에게 잠재된
독자성을 새로움의 발견에 이르게 하며 나아가 새로운 것의 제작으로 실현시키는 결정적인 단
서가 되게 하므로 교사의 정보수집능력과 이의 수업에의 활용 정도가 창의적인 학습자를 육성
하는 관건이 되기도 한다.

Ⅲ. 미술교과 교육과정과 ICT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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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몇 가지 창의성의 개념을 토대로 창의성 신장을 위한 미술교육과정의 재구성과 운
영 방안을 정립함에 있어 ICT활용의 입장을 첫째, 미술교과 교육 내용 수립차원에서 ICT활용,
둘째, 미술교과 교육과정 운영상의 ICT 활용, 셋째, 미술교과 교육 자료 개발상의 ICT활용 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미술교과 교육 내용 수립과 ICT 활용
가. 교육학적 측면에서 본 ICT 활용의 범위․효과
교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과 평가의 네 가지 영역은 교과교육 실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탐구영역으로 피아제와 브루너에 의한 아동의 인지발달 단계의 특징과 표현형식 및 구성주의적
학습효과면에 입각한 교육과정의 수립과 ICT 활용의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발달․ 표현 단계 및 구성주의적 관점과 ICT 활용의 효과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전조작기
(학령
전기)

구체적
조작기
(초등학교
1～3학년)

형식적
조작기
(초등학교
4～6학년)

브루너의
표현
형식단계

브루너의
표현형식의 특징

ICT 활용의
범위․효과

구성주의적 학습효과＊

작동적
표현

학문의 핵심개념과
아이디어 및 활용방
식이 아동의 조작과
구체적 조작의 경향
을 띠며 제시되는 것

․인터넷화면, 멀티미디
어: 감각적 경험, 시각
적 특질, 느낌, 재료 및
용구의 탐색
․연상체험의 동영상․
화면: 감각기관을 자극
한 미적 지각력 향상

․개념과 내용에 대하
여 다양한 관점과 시각
이 자유스럽게 제시, 수
용
․인지적 측면과 정서
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
되는 학습지도

영상적
표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동작과 조작을 정신
의 내면화의 정도에
따라 영상적 형식으
로 간접화하고 추상
화하여 제시하는 것

․검색, 교육용 프로그
램:
동기유발 및 진단 자료
․시디롬 타이틀, 웹 사
이트 탐색: 학습자료 제
시, 자료 수집

상징적
표현

실재의 표상 정도에
있어 가장 추상적인
비실재적 기호와 상
징의 체계로써 개념
과 원리를 제시하는
것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사고와
․프리젠테이션 프로그 탐색이 요구되는 환경
램, 워드프로세서 작성: 조성
학습결과물 발표, 홈페 ․학습자들간의 토론,
이지 올리기
대화, 상호작용을 통하
여 성찰적 학습기회 촉
진

․통합교과목적인 성격
의 과제 적용
․메타인지(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의
습득 및 활용이 가능한
환경 조성

(＊김종문 외, 2000)

나. ICT를 활용한 미술과 교과교육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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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심미적인 안목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기
른다.
(1) 정보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여러 형태의 정보 통신 기술을 선택․활용하여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필요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판단하여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문화유산을 존중
할 수 있다.

다. ICT를 활용한 미술과 교과교육의 내용
다음은 미술과의 3영역(미적 체험․표현․감상)을 인터넷 검색 엔진, 웹 사이트, 시디롬 타이
틀, 인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보 탐색, 정보 분석, 정보 제작, 전문가와 교류하기 등의 학습
유형별로 지도 내용을 수립하기 위한 주제별 검색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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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미술과 영역에 따른 주제별 검색의 예
영

역

미적 체험
한국의 미
자연풍경 사진 모음
한옥의 기와
자연과 어울린 조형물
표

현

다양한 표현기법
다양한 미술재료
기법․재료
색의 기본
색의 속성
정물화 구도
정물화(마티스․세잔느
)
판화
디자인의 원천
디자인 구성의 미
스테인드글라스․
모자이크
애니메이션․캐릭터
인터넷 만화
감

상

풍경화 보기
동․서양 미술
동․서양 미술사
세계어린이 작품전
불상조각
브론즈 조각
미술상식․명화감상
바우하우스
추상미술
초현실주의 작풉

초
등
학
교
1․2 학년
3․4학년
5․6학년
생활 속의 아름다움
자연미와 조형미의
자연미와 조형미의
발견하기
발견
특징 및 관계 이해
KBS
http://www.earthscapepress.com/schwab
http://www.chollian.net/~jun8/kiwa.html
http://tudiri.kahgnung.ac.kr/korea/
(놀이와 표현)
․주제표현
․여러 가지 주제 표현하기-생활
․표현 방법
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 상상한
․조형요소와 원리
것 등을 재미있게 표현하기
․표현 재료와 용구
http://members.iworld.net/lovejung/index1.html
http://www.pcgallery.chollian.net/h0000502.htmPC
http://www.artin.com/info/source/index.html
http://soback.kornet.nm.kr/~cymoon/ed/edc124.html
http://www.kerinet.re.kr
(2003.교단선진화지원 우수교육용소프트웨어 제2․3집)
http://www.kerinet.re.kr
(2003.교단선진화지원 우수교육용소프트웨어 제3집)
http://www.kerinet.re.kr
(2003.교단선진화지원 우수교육용소프트웨어 제3집)
http://www.dadanet.co.kr/artinfo/artist/ma-11.htm
http://members.iworld.net/lovejung/index1.htm
http://cyberpusan.co.kr/artvill/pcc/pcc-prn.html
http://home.taegu.net/~qpqpqp/
http://www.siggraph.org/artdesign/gallery/gallery.html
http://210.123.210.1/art/디자인/구성미의 요소.html
http://kcm.co.kr/HolyLand/h1026.html
http://kcm.co.kr/Cristmas/img/5-103.html
http://www.cartoon-factory.com/
http://www.cyberzine.com/webcomics/
․서로의 활동과 작품 감상하기-좋은 점, 재미있는
서로의 작품과
점, 아름다운 점, 특징 등을 찾아보기
미술품 감상하기
http://cityscape.co.kr/magazine/show/picture
http://www.pcgallery.chollian.net/
http://www.seoul-gchs.seoul.kr/study/art/sgc900.htm
http://www.manymedia.com/show-n-tell
http://bora.dacom.co.kr/~kchool/buda.html
http://www.albrecht-kemper.org/~akma/gallery/gallery5.html
http://www.kmec.net/contents/art
http://www.dadamrt.co.kr/artinfo/20c-9a.htm
http://www.pcgallery.chollian.net/b0000w02.htm
http://www.kmec.net/contents/art/html/basic/history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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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교과 교육과정 운영과 ICT 활용
가. ICT활용 수업활동 유형
1) 정보 탐색하기
정보 탐색하기는 과제가 부여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인터넷 검색엔진, 웹사
이트, 시디롬 타이틀, 인쇄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탐색하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의 직접 정보 수집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찾는 유형이다.
(가) 수업 과정 :
탐색과제 선정→ 과제 안내 → 학습계획 수립 및 정보 수집→ 탐색 결과 발표 및 공유(교육
부, 2002)
(나) 탐색과제의 성격 :
정답이 불명확하며 해당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이전 경험, 관심, 흥미와 직결되는 실제 상황
이 포함되며, 과제 해결의 방안이 학습자의 관점이나 이미 취득한 정보 또는 지식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다를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Steipen, W. J., Senn, P. R. & Steipen, W. C.(2000) 재
인용) 또한 탐색 과제를 교사가 제시하는 방법 이외에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과제를 목
록화 한다.
(다) 교사의 사전 준비 사항
․학습자의 정보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웹사이트의 범위 제공 또는 참고 사이트 목록 제공
․웹사이트 외에 찾아볼 수 있는 정보원(시디롬 타이틀, 백과 사전, 전문가 교류 등) 안내
․학습자들간의 모둠활동 계획 시 모둠 구성, 모둠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탐색 활동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 도구(검색 엔진 활용, 웹 사이트 검색 방법 등)에 대한
연수
(라) 수업에 필요한 정보 통신 기술 활용 환경 조성
․개별 정보탐색 활동 :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컴퓨터가 학생 1인당 1대가 배정된 멀티미디어
실
․모둠별 정보 탐색 활동 : 모둠별 1대의 컴퓨터가 배정되는 교실, 멀티미디어실
․탐색 결과 정리를 위한 워드프로세서, 멀티미디어 도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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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업의 예시
<표-3> 정보 탐색하기․정보 만들기의 수업 예시
대상

3․4학년

활동

주제

학습 활동 유형

영역
(단원)

전통의상과 장신구

전통의상과 장신구의
종류와 쓰임을 알고
다양한 재료로 만들기

학습 유형

조별 학습

교사용 컴퓨터 1대․
수업 환경 조별 컴퓨터 1대씩․
프로젝션 TV․실물화상기
수업 자료

패션쇼 동영상, 전통의상 실물
자료, 교육용 시디롬 타이틀

정보 탐색하기․정보 만들기
․다양한 검색 엔진의 종류와 정보활용의 가능성을 안다.

정보통신 기술
선수 학습 능력

․워드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모양의 선들을 그릴 수 있다.
․활동의 결과를 인쇄할 수 있다.
․검색엔진을 통하여 전통의상과 장신구의 종류 및 용도를 찾아본다.
․전통의상과 장신구를 착용한 패션쇼 동영상 화면을 시청한다.

주요 학습 활동

․교육용 시디롬 타이틀, 실물자료를 통하여 전통의상과 장신구를 만
들 재료 및 용구, 제작 순서, 방법 등을 찾아 워드프로세서로 정리한
다.
․조별로 작성한 제작방법 및 재료 등의 작품제작 계획서를 전자게
시판에 올린다.
․조별로 작성한 작품제작 계획 내용을 공유하여 전통의상과 장신구
를 제작한다.
․관련된 웹사이트를 교사가 미리 찾아 수업장면에서 활용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우리 나라 전통미술품의 우수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재료의 특성을
살려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관련 사이트

․http://www.museum.go.kr
․http://www.kcaf.or.kr
․http://hours.interpia98.net

․http://www.nfm.go.kr
․http://www.kwangjufolk.go.kr

2) 정보 분석하기
정보 분석하기는 다양한 방법-웹사이트 검색, 설문 조사, 실험․구체물을 통한 자료 확보 등으로 수집한 기초 자료를 워드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을 이용하여 비교, 분류,
조합 등의 분석활동을 통해 결론을 예측하고 추론해 보는 유형이다.
(가) 수업 과정
․기초자료 확보 계획 수립 및 수업 준비→ 학습 안내 → 기초 자료 확보 및 자료 분석을 위
한 자료 선택→ 자료의 비교, 분류, 분석 활동 수행→ 결과 보고 및 공유(교육부, 2002)
(나) 정보의 기초 자료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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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정보 및 가격 정보 등과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료를 웹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확
보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을 웹사이트 설문 조사를 통하여 조사
․실험결과 데이터 또는 구체물의 특성(색상, 모양)을 파악한 자료를 정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
을 활용
(다) 교사의 사전 준비 사항
․웹사이트 검색을 통한 기초자료를 찾기 위한 해당 웹사이트 조사 및 웹사이트 안내방법 탐
색
․자료의 분류, 비교, 탐색활동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 도구(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스프레
드시트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한 연수
(라) 결과 보고 및 공유
․기록과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분석결과 보고서 작성
․개별 또는 모둠별 발표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예측과 결론 도출
․교사 또는 학습자가 홈페이지에 결과물을 탑재하여 정보 공유

1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마) 수업의 예시
<표-4> 정보 분석하기의 수업 예시
대 상 5․6학년

활동

주제

영 역
(단원)

모의 경매놀이를 통한
미술품의 감상과 애호

학습 활동 유형
정보통신 기술
선수 학습 능력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
학습 유형
술품 감상하기

조별 학습

수업 환경

교사용 컴퓨터 1대․
조별 컴퓨터 1대씩․
프로젝션 TV

수업 자료

시디롬 타이틀, 파워포인트
자료, 백과사전, 모의화폐

정보 분석하기
․다양한 검색 엔진의 종류와 정보활용의 가능성을 안다.
․워드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미술품 경매에 관련된 웹 사이트를 보여 준다.
․경매의 규칙을 알려 주는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보여 준다.
․웹사이트, 교육용 시디롬 타이틀, 백과사전 등에서 경매놀이에 활
용할 미술품을 찾아 본다.

주요 학습 활동

․조별로 각종 자료에서 찾은 미술품의 자료화면을 이용하여 미술품
의 가치와 특징, 모의 경매 가격 등을 기술한 경매 안내문을 워드
프로세서로 정리, 작성한다.
․조별로 작성한 경매 안내문을 전자 게시판에 올린다.
․모의화폐를 이용하여 조별로 제시한 미술품을 경매한다.
․관련된 웹사이트를 교사가 미리 찾아 수업장면에서 활용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미술품에서 그 우수성을 찾아 감상․애
호할 수 있음을 지도한다.
관련 사이트

http://www.unigallery.co.kr/
http://www.kac21.com/
미술품 경매전문 사이트 http://www.kacauction.com
미술품 경매 포털 사이트 http://www.kaczine.com

3) 정보 안내하기
정보 안내하기는 교사가 전적으로 주도하는 학습활동 유형이다. 즉, 교사가 미리 수업을 계획하
여 필요한 단계에서 교육용 시디롬 타이틀을 제공하거나 미리 개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의 제
시, 홈페이지 구축으로 학습자들에게 수업 내용을 안내하는 유형이다.
(가) 수업 과정
․수업 계획 및 준비→ 학습 안내 → 학습 전개→ 학습 평가 및 결과 정리(교육부, 2002)
(나) 교사의 준비 사항
․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업자료-교육용 시디롬 타이틀, 교사가 제작한 프리젠테이션 자
료, 교사에 의하여 구축된 웹 기반 학습 자료 등- 확보
․학습 과제의 성격, 교사의 능력, 효율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수업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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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 평가 및 결과 정리
․학습자는 학습의 결과를 개별 또는 모둠별로 정리
․학습자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유
․교사는 프리젠테이션 자료 및 홈페이지, 그 밖의 평가 문항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평가
(라) 수업의 예시
<표-5> 정보 안내하기의 수업 예시
대 상
활동

영역
(단원)

4․5학년
주제

단청의 문양과 색채

학습 활동 유형
정보통신 기술
선수 학습 능력

조형의 아름다움

학습 유형

수업 환경

개별 학습

교사용 컴퓨터 1대․
프로젝션 TV

정보 안내하기
․멀티미디어의 종류와 사용의 효과를 안다.
․다양한 검색 엔진의 종류와 정보활용의 가능성을 안다.
․단청과 관련된 웹 사이트를 보여 준다.
․단청을 볼 수 있는 고장의 문화재가 실린 웹 사이트를 방문한다.

주요 학습 활동

․웹사이트, 교육용 시디롬 타이틀, 백과사전 등에서 단청의 문양과
색채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본다.
․각종 자료에서 찾은 단청의 문양과 색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
리한다.
․각종 자료에서 단청의 문양과 색채의 상징성을 찾아 정리한다.
․관련된 웹사이트를 교사가 미리 찾아 수업장면에서 활용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우리 나라 또는 우리 고장의 문화재에서 그 우수성을 찾을 수 있
음을 지도한다.

관련 사이트

http://nricp.go.kr/kor/multi (국립문화재 연구소․멀티관)

4) 전문가와 교류하기
전문가와 교류하기는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선배, 학교 이외의 교사 등
과 의사소통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학생들의 탐구 및 학습활동 지원에 활용하기 위
한 유형이다. 전자우편, 원격대화,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등의 진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전문가
와 실시간으로 화상 대화를 실시한다.
(가) 수업 과정
․수업 계획 및 준비→ 학습 안내→ 전문가 교류 활동 수행→ 결과 정리 및 평가(교육부,
2002)
(나) 해결 과제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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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내용보다는 깊이 있는 복잡한 주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답을 알아내기 어렵거나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로 과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힘든 경우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의사소통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할 경우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시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다) 교사의 사전 준비 사항
․알고자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련 지식인 또는 전문가 확인 및 도움을 요하는 전자우편, 전화
․전문가교류 활동에 필요한 정보 통신 기술 도구-전자 우편 활용, 넷 미팅- 연수
(라) 수업의 예시
<표-6> 전문가와 교류하기의 수업 예시
대 상

활동

5․6학년

주제

학습 활동 유형
정보통신 기술
선수 학습 능력

영역

수묵화 그리기

학습 유형

조별 학습․개별학습

조별 컴퓨터1대씩․
워드프로세서․
수묵화 제작의 기초 알아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수업 환경
보기
학생 1인당(조별)
전자우편 주소․
수묵화 재료 및 용구
전문가와 교류하기․정보탐색하기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
․전자우편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로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인쇄할 수 있다.
․수묵화 제작장면을 볼 수 있는 수묵화가의 화실을 화상으로 찾아
간다.

주요 학습 활동

․화상대화를 통하여 수묵화의 제작과정과 방법을 알아본다.
․수묵화의 제작과정과 방법을 워드프로세서로 정리한다.
․수묵화 재료를 이용하여 농담을 살려 수묵화를 그린다.
․그림을 그린 후의 소감을 전자우편으로 보낸다.

지도상의 유의점

․워드프로세서 활용 시 자유선 그리기를 이용하도록 한다.
․화상대화 및 전자우편 교환 시 지켜야 할 예절을 사전에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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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 만들기
정보 만들기는 문제 해결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결과물들을 타인이 볼 수 있도록 보고서 또는
프리젠테이션 자료, 홈페이지로 만드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만들기 활동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 인터넷 신문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그림 엽서 만들기 등과 같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나
타내는 창의적인 표현 능력 증진을 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보는 저작 도구 또는 그래픽 제작
프로그램, 웹 문서 등 각종 도구를 활용하여 만들어지며, 이들을 통하여 타인에게 공개된다. 이
유형은 웹 문서 작성, 파일 관리에 대한 기술 및 읽기, 쓰기, 편집, 수정 등 일반 교양 기술과
창의적인 표현 능력 증진, 협동심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함양시킬 수 있다.
(가) 수업 과정
․수업 계획 및 준비→ 학습 안내 → 저작활동 수행→ 정보 정리 및 공유
(나) 교사의 사전 준비 사항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저작활동이 가능한 주제 선정
․ 저작 도구 선정 및 관련 프로그램의 확보, 저작활동에 필요한 정보 통신 기술 도구, 저작 도
구 활용 방법, 홈페이지 등록 방법의 연수
(다) 수업에 필요한 학습 환경
․웹 자료를 저작할 수 있는 에디터 등의 저작 도구
․그래픽 제작 프로그램, 각종 클립 아트 등
․상대방과 의견 교류가 가능한 전자 우편
(라) 수업의 예시
<표-7> 정보 만들기의 수업 예시

대 상 1․2학년

활동 주제

영역
(교과)

여러 가지의 선과
모양 나타내기
학습 유형
(즐거운 생활)

마우스를 이용하여
그림엽서 만들기

1인 1대 컴퓨터․
수업 환경 컴퓨터 활용 도우미 또
는 보조교사 1인
수업 자료

학습 활동 유형

정보 만들기

개별 학습

다양한 색상의
인쇄용지․채색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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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켜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선과 모양을 그릴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
선수 학습 능력

․여러 가지 색으로 특징 있는 선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다.
․화면에 그려진 내용을 인쇄할 수 있다.
․그림에 어울리는 동시 또는 생각을 워드프로세서를 활용하여 쓸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활에서 좋아하는 대상이나 모양을 떠올린다.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선 그리기 도구를 선택한다.

주요 학습 활동

․마우스를 이용하여 좋아하는 대상이나 모양을 다양한 선과 색채로
그린다.
․워드프로세서를 활용하여 그림과 어울리는 시 또는 생각을 적는다.
․그림 또는 내용과 어울리는 색지를 선택하여 인쇄한다.
․인쇄물에 크레파스 또는 물감으로 느낌을 추가하여 그리거나 채색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워드프로세서 활용 시 자유선 그리기를 이용하도록 한다.
․선의 색을 바꾸는 방법을 지도해 준다.

3. ICT활용을 위한 미술교과관련 교육자료 개발 현황(CD-ROM)
<표-8-1> 교단 선진화 지원 우수교육용 소프트웨어
연구 주제 1

한국의 멋과 문화재

관련 과목

사회, 미술

관련 영역

미적 체험, 표현, 감상

대상 학년

4～6 학년
문화재란(문화재의 정의, 구분)
문화재 답사(유, 무형 문화재의 종류, 소재지)

수록 내용

세계문화유산(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의 소개 및 의의)
박물관 여행(대나무 박물관, 자수박물관, 민속 박물관 등)
한국인의 삶(한국의 그림, 한국의 미, 글씨, 그림, 무늬, 색깔, 의복, 건축)
문화재 연대표(삼국, 고려, 조선의 문화재 연대표)

발행기관
제작 연도

경기도 교육정보 연구원(http://www.kerinet.re.kr)
20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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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2> 교단 선진화 지원 우수 교육용 소프트웨어
연구 주제 2

멀티미디어 자료로 ICT활용 수업하기

관련 과목

특활, 미술

관련 영역

정보통신교육, 표현, 감상

대상 학년

4～6 학년
Paint shop 6.0을 이용하여 이름표 만들기

수록 내용

ACDSee의 Photo Enhancer를 이용하여 그림, 사진 편집하기
ACDSee 사용하여 미술 감상 작품집 만들기

발행기관
제작 연도

경기도 교육정보 연구원(http://www.kerinet.re.kr)
2002년도

<표-8-3> 교단 선진화 지원 우수교육용 소프트웨어
연구 주제 3

전자앨범 만들어 감상 수업하기

관련 과목

특활, 미술

관련 영역

정보통신교육, 표현, 감상

대상 학년

4～6 학년
인터넷 검색하기

수록 내용

ACDSee 사용하여 html 형식으로 간단하게 바꾸기
나모 웹 에디터를 사용하여 전자앨범 만들기

발행기관
제작 연도

경기도 교육정보 연구원(http://www.kerinet.re.kr)
2002년도

<표-8-4> 교단 선진화 지원 우수교육용 소프트 웨어
연구 주제 4

사이버 미술 감상 여행

관련 과목

특활, 미술

관련 영역

정보통신교육, 감상

대상 학년

3～6 학년

수록 내용

발행기관
제작 연도

우리 나라 미술품

다른 나라 미술품

경기도 미술관

감상 이론

나도 화가

비교 감상

인터넷 미술관

현대 미술

미술 속의 마술

감상 놀이

경기도 교육정보 연구원(http://www.kerinet.re.kr)
20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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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CT를 활용한 미술과 수업자료의 효율성 평가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ICT를 활용한 교수 학습자료의 개발과 교수학습에의 적용사례로
제30회 전국 교육 자료전의 미술교육 분야의 수상작인 자기주도적 감상학습을 위한 미술품
감상자료(인천광역시 도화초교, 정현주 교사)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은 ICT를 활용한
감상영역의 교수 학습 과정안(부록<1～5> 참조)을 수업의 효율성 및 수업자료의 타당성에 의
거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학습매체 활용과의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1. ICT를 활용한 수업 자료의 효율성 분석
가. 운영면의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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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5> 수업 운영면에서 본 ICT를 활용한 수업 자료의 효율성
수업
운영 측면

평가 기준

․흥미유발과 학습 목표
인지를 위한 수업자료를
자료
투입시간의 적시에 활용함으로써 수
효율적 사용 업전개와 주학습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가?

자료 활용의 ․자료의 투입 시기와 시
속도
간이 유효 적절한가?

ICT를 활용한 수업
자료의 제시

평가 내용

․학습동기유발(인터넷,COROM),․학습 문제 인지(파
워포인트)
․수업과정별
․주학습활동(OHP, 클립아
효율적인
자료를
트)
제시함
․수행평가(디지털카메라)
․학습정리(디지털카메라,
녹음기)

〃

이해를
․도입(http://www.moca.g
․수업자료에 의하여 중
촉진하는
o.kr/
요개념이 강조되고 학습
자료의 제시
국립현대미술관)
이해에 도움을 주었는가?
여부
․목표제시(Power Point)

․자료투입시기는 명
시되었으나, 시간이
명시되지 않음
․우리나라 전통미술
품의 감상을 위한 박
물관을 예시하지 않음
․목표제시가 명료함

학습자의
․가시적이지 않은 인
․학습자의 요구 및 흥미
참여를
․생각하는 사람에 대
물의 설정으로 호기심
를 자극함으로써 발전적
독려하는
한 영상편지 감상하기
을 유발함
인 전이효과를 내었는가?
매체의 활용
․도해 및 사진자료의 재질
시각적
․수업자료의 형태, 크기, (청색계의 색상지, 하드보드
특성을
색채, 재질 등이 학습자의 지, 백색 인쇄용지)
고려한 매체
시각적 환경에 적절하도 ․전시 바탕재(접착식 융판,
및 자료의
록 제작, 제시되었는가? 칼라 시트지, 헝겊식 접착
제시
재)

․도해 및 사진자료의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바닥재의 색상을 적절
히 선댁함
․비교감상용 전시바
닥재와 부분감상용 전
시바닥재의 색상 구분
이 요망됨

청각적
효과를
감안한
수업매체의
활용

․학습자에게 친근한
․동영상 또는 녹음자료
느낌이 드는 어휘와
등이 학습자의 정서를 감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어조로 제작된 녹음자
안하여 제작, 제시되었는 영상편지 감상하기
료를 들려 주어 효과
가?
적임

심리효과의
감안 정도

․미술품의 제시 후
․수업자료의 내용이 심
이를 활용하여 전시작
리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OHP를 활용한 조각품, 건
품으로 씀으로써 미술
제작되었으며, 교육적 효
축물의 모형 제시
품을 가까이 대하는
과면에서 과도하게 제시
느낌이 들게 함
되지는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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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 구성면의 분석 및 평가
<표-9> 자료의 내용면에서 본 ICT를 활용한 수업 자료의 효율성
자료의 내용
구성면

평가 기 준

평가 결과

타당성

․수업자료의 제시가 인터넷 검
․수업자료의 질적, 양적 수준이
색화면 또는 사진자료 위주로 되
학습자의 요구 또는 이해 수준을
어 있어 실물에 가까운 모형자료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를 첨가하는 방안이 요구됨

관련성

․수업자료의 내용은 수업 목표
․매우 관련성이 깊으며
및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가?

적용성

․수업 내용의 전개 과정에서 자 ․적용의 범위가 높으며 효율적
료의 적용이 필수적인가?
임

명료성

․수업 자료의 제작과 제시 상황 ․수업 자료의 제작과 제시 상황
이 명료한가?
이 명료함

전략성

․미래의 직업에 대한 암시와 체
․수업자료가 발전적 상황이나 암
험 중심으로 되어 있어 매우 발
시의 효과를 주고 있는가?
전적임

척도성

․목표도달을 위한 학습활동 또
․학습자가 제작 또는 활용한 자 는 참여도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료에 대한 유의미한 평가 기준이 하고 있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자
마련되어 있는가?
료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
회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이상 살펴 본 미술감상 교육용 CD-ROM 자료에 수록된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
감상하기의 교수학습 과정안은 내용상 모의전시실을 꾸미는 과정에서 미술품을 감상하도록
전개하였다. 학습 활동 유형은 앞 장에서 구분한 정보의 탐색, 분석, 안내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동시에 조별학습으로 전개되고 있어 매우 유의미한 시도라 할 수 있으며, 수업과정에서 ICT활
용 자료의 투입 종류 및 시기도 유효 적절하여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은 수업과정안과 교수학습
자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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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ICT 활용과 미술교과 교육 자료 개발의 전망

1. 미의식을 함양하는 미술교육 자료의 개발
오늘날 현장 교육에서 개발, 활용하고 있는 ICT를 활용한 미술교육자료 중에는 검색 위주의 감
상영역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적 체험의 내면화와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자
연미 감상과 이를 토대로 하여 자연스럽게 조형적 욕구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심리적․심미적 효
과를 지향한 미술교육자료의 제작과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현장의 실제 경력 5년 안팎의 교사들에 대한 자격 연수과정인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연수대
상자 중 대다수가 현행 미술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미적 체험과 감상 학습의 차별화가 어
려우며, 특히 미적 체험 영역의 교육내용 및 지도자료의 제시가 모호하고 그 사례도 미흡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 및 감상활동에 대한 내면화 과정으로서의 미의식을 함양하는
자료의 개발과 공감각적 체험을 통한 미의식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미술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
급이 필요하다.

2. 조작활동에 의한 흥미를 진작시키는 미술교육자료의 개발
이제까지 개발, 보급되어 온 ICT를 활용한 미술교육자료의 형식 또는 내용의 제시방안이 매우
설명적이고 평면적이며 나열식 구조를 띠고 있어 수업의 진행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교사 위주
의 교수학습을 전개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될 미술교육자료는 수업 상황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응용의 범
위를 높이는 자료를 개발, 제시함으로써 직접 출력하여 제작에 활용하도록 하며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의 장면을 삽입하여 시행착오를 통한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도록 돕는다면
화된 자료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

3. 활동 단계별 평가자료로서의 미술교육 자료의 개발
타교과와 달리 미술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수준별 학습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개인차를 감안
한 교수학습활동의 전개에 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개발될 ICT를 활용
한 미술교육자료로는 영역별 학습자의 성취수준을 암시하여 동일 영역의 학습활동 상황에서 교
사 또는 학습자 스스로 성취단계를 알고 차기 학습에 성취동기를 갖은 채 임하도록 유도하는
영역별․수준별 교육자료의 개발이 요망된다.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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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현대인의 활동 영역은 시공을 초월한 무한대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미술교육을 포함한 차기 교과교육과정의 선정에는 하드웨어적․소프트웨어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내용의 체계적 구성, 환경의 설정 등이 대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ICT 교육환경의 미술교육이 지식의 급증과 변화, 발전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운영상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ICT를 활용한 미술과 교육과정의 수립에 있어 학습자의 문제해결력과 지식의 구조적 형
성을 도울 수 있는 교과목표와 내용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미술교과의 목표와 특성
이 창의성 신장에 두고 있음에 비하여 기존의 교육과정의 수립은 추상적이며 방임적 창조에 가
까운 실정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ICT를 활용한 미술과 교육과정이 실질적인 보완의 역할을 하
도록 계획함으로써 미술교과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ICT를 활용한 미술과 교육과정의 전개 방향은 학습에의 전이효과를 감안하여 학습자의
잠재적 발달정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교육과정의 영역과 미술활동 영역간의 유기적 관계 및 학습자의 발달수
준과 요구 정도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ICT를 활용한 미술과 교육과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적․물리적 환경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교단 선진화 정책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컴퓨터 보급과 멀티미디어실 구축은 전세계적으로 우위의 수준에 놓여 있으나 이를 교육현장에
맞는 환경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과간, 교사와 학습자간의
유기적 학습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행가능성이 높은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내적․외적 시스템의 균형있는 구축이 요구된다.
학습환경 이전의 산재된 상태로서의 각종 미술정보를 인간의 두뇌활동에 의한 연합, 재해석의
의미부여 과정을 통하여 체험, 창작, 감상 등을 포괄하는 미술지식으로 탄생시킬 수 있는 동력
은 바로 주변환경의 매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잠재능력의 신장에 있다. 또한 학습자의 요
구 수준에 부합하는 지식의 획득, 관리, 활용의 범위 확대는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때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미술교과교육목표인 창의성 개발에 입각한 ICT를 활용한 미술교육
과정의 정립과 운영이 바로 그 지름길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정보통신기술, 미술교육과정, 미술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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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Art Education

Park-Myoung Weon

Utilization of ICT in art education has many implications. Students can experience
artistic atmosphere in their daily lives, learn to express creative artistic abilities as
well as appreciating art pieces to stir up creative desire. ICT is not only the means of
engaging in creative art activities, it is also the source of information in art
appreciation. Current research sought to utilize ICT in art education with four specific
research points: the need to raise creative talents by utilizing ICT in art education;
methods to utilize ICT in art education courses; curriculum in art education and
utilization of ICT in art department; successful cases of developing art education
materials utilizing ICT, and their appraisal; the prospect of developing art education
materials utilizing ICT in art educatio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goals and contents of art education utilizing ICT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students may acquire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form systematic knowledge.
While the goals and characteristics of art education are to increase creativity, existing
curricula of art education are abstract and of a let-alone policy. Utilization of ICT in
art education will supplement this, and enhance the effect of art education.
Secondly, art education curriculum should realize the potential of each student. To
achieve such an aim, relations between the curriculum and art activities and the levels
and needs of each student should be analyzed and examined carefully.
Thirdly, curriculum of ICT based art education is most effective when human
resources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are harmonized. Boosted by government
policy of modernizing educational environment, distribution of computers and
multimedia system meets global standard. However, lack of full time staff at
educational institutions prevents teachers and students from maintaining relations, and
makes it difficult to take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ducational system that can balance the needs of individual schools and
government support, so as to develop educational contents that can be readily applied
to educational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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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various kinds of artistic information in the daily environment. Artistic
information can be recreated as solid artistic knowledge to encompass experience,
creation, and appreciation. It depends on how to utilize the media in everyday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Students become most effective in acquiring, managing
and utilizing knowledge when they are encouraged to be creative. Art education
utilizing ICT will avail the setting up and running of the curriculum of art education
whilst fostering creativity of students.

Key Words :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rt Education Curriculum, Art Education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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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교수․학습 과정안 (5학년)
교과
주제
학습 목표

미술

10‘

학습
문제
인지

차시

4/4

시간

80‘분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을 이용하여 모의 전시실을 꾸미고 감상할 수
있다.

학습 투입
흐름 자료
도입

13. 작품 감상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 감상하기

학습내용조직
시간

단원

단일 교과 복수활동
교 수

학습집단조직

- 학 습

소집단 학습

활 동

자료 및 유의점

▶ 마음 열기
- ‘꾸러기들의 마음 열기’ 낭독하기
▶ 학습 동기 유발
5-① ▪전시 학습 상기하기
5-③ - 전 시간에 감상한 작품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작품을 인터넷 검색 자
료, CD롬을 이용
발표한다.
한다.
- 아동들이 흥미 있어 하는 몇 작품을 살펴본다.
▪미술관에 대해 알아보기
- 이런 미술품들을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지 말해 본다. http://www.
- 미술관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한다.
moca.go.kr/
- 인터넷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모습을 살펴본다.
국립현대
( 전시실 모습, 미술관 활동, 미술관의 직업 알아보기) 미술관
▶ 학습 문제 파악하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을 이용하여
모의전시실을 꾸미고 감상하여 보자. 
파워포인트

7‘
학습
활동
인지

3‘

▶ 학습 활동 안내하기
☞ 활동 1 : 조각, 건축물 전시하기
▪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조각, 건축물 등의 사진이나
모형을 전시한다.
☞ 활동 2 : 회화 작품 전시하기
▪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회화 작품을 주제별
로 나누어 전시한다.
☞ 활동 3 : 전시회 안내 및 홍보하기
▪ 전시회를 알리기 위한 포스터, 팜플렛 제작하기
▪ 전시회를 홍보하기 위한 노래, 광고 만들기
▶ 조별 활동 내용 발표하기
- 활동 안내판에 조별 활동 주제를 표시한다.
▶ 학습 활동하기
☞활동 1 : 조각,건축물 전시하기
활동안내판

<위의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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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30‘

20‘

10‘

학습 투입
교 수․학 습 활 동
자료 및 유의점
흐름 자료
▪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조각, 건축물 등의 사진이나 OHP를 이용
학습
모형을 전시한다.
하여 조각품
문제
- 작품 감상을 위한 효과적인 전시 방법을 생각한다.
의 웅장함을
해결
- 설명판에 작품명, 완성된 나라등을 기재한다.
느낄 수 있도록
- 작품의 배치, 설명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전시한다. 전시한다.
☞ 활동 2 : 회화 작품 전시하기
▪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회화 작품을 주제별로 나누어
전시한다. ․교사는 모둠
- 그림에 어울리는 액자 틀을 고른다.
활동 상황을
- 설명판에 작품명, 작가, 주제, 재료 등을 적는다.
디지털카메라로찍으며
- 작품의 배치, 설명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행평가 한다
전시한다.
☞ 활동 3 : 전시회 안내 및 홍보하기
▪ 전시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팜플렛 제작하기
- 인터넷에서 전시와 관련된 사진과 설명하는 글을 검색
하여 이용한다. 인터넷 자료,
5-⑤
클립아트 이용
- 전시 주제, 내용, 일시, 장소 등을 안내한다.
～
․안내장은
▪ 전시회를 홍보하기 위한 노래, 광고 만들기
5-⑧
제작되는 대로
- 홍보하는 내용으로 노랫말 바꾸기
붙이거나
-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전시회 광고하기
배부한다.
▶ 전시한 작품 감상하기
▪ 자신이 가장 관심있는 전시실에서 작품을 감상한다.
▪ 작품 안내자(도슨트)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5-①
작품 설명을 한다.
7-②
▪감상한 작품 중 하나의 작품을 선정하여 자신이
선택한 관점에 의하여 감상한 내용을 감상카드에
기록한다.
▶ 학습 활동 정리하기
정리
- 감상카드 발표하기 (2～3명)
감상카드
- ‘생각하는 사람’의 영상편지 감상하기
‘생각하는 사람’ 조각품이 5-6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 오늘 활동 모습을 살펴보고 반성한다
- 재미있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디지털
(조별 발표)
카메라,
-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말하여 봅시다.(자기 반성)
녹음기
▶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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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5학년 미술품 감상 자료
자료
번호

5-①～⑨

자료의 특징

자료명

5학년 미술품 감상 자료

840×640
(2절)

수량

9장

◦교과서 감상작품과 관련된 작품을 구체적인 감상 관점과 함께 아동의 흥
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상학습을 돕기 위
한 자료이다.
◦교수-학습 자료와 아동의 활동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자료
번호

감상작품

5-①-①

파적도

감상방법
▪부분감상

그랑자트섬
5-①-② 의 일요일 ▪종합감상
오후

5-①-③

숭례문

5-①-④

금동
미륵보살

▪부분감상
▪비교감상

자료의 내용

▪비교감상

반가상
5-①-⑤

생각하는
사람

5-①-⑥ 나전상자

교육적 효과

규격

▪작가연구

▪비교감상

자료내용
▪김득신의 파적도, 단오풍정
▪김홍도의 우물가, 씨름
▪이재관의 귀어도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전체 작품1, 부분 작품 1, 2, 3
▪쇠라의 점묘화 기법 작품 2점
▪숭례문 전체 모습
▪단청- 무늬, 제작과정, 색칠
▪밀라노 대성당
▪천단 기년전
▪반가사유상 양식의 특징
▪삼국시대의 반가 사유상
▪다른 나라의 반가사유상
▪로뎅의 ‘생각하는 사람’
▪지옥의 문, 생각하는 사람
▪칼레의 시민, 칼레시민의 왼손
▪나전칠기
▪목공예
▪종이공예
▪도자기 공예

◦교과서 감상작품과 관련된 작품을 주제별로 제시함으로써 교과서 감상작
품의 이해의 폭을 넓힌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다.
◦아동의 활동 자료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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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료의 내용 및 사용방법 안내
자료
번호

7-①

자료명

이야기하는 미술감상

규격 840×420 수량

1권
(13장)

◦우리 나라 풍속화에 관심을 갖고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이다.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풍속화를 자세히 감상할 수 있으며 안내하는 글
자료의 특징
에 따라 컴퓨터 조작을 통하여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하다.
◦감상 활동을 작품 전시, 이야기를 꾸며보기 등의 창의적 표현 활동으
로 연계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 풍속화 코팅자료 30점
◦아동의 활동 자료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림 코팅자료 10여점
자료의 내용 ◦풍속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코팅자료 13점
◦그림과 관련된 놀이자료, 풍습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활동을 안내하는 글 13점

도해 및 사진

◦책을 읽듯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풍속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풍습을 이해하고 우리만의 형태와 색채가 지닌 아름다움
교육적 효과 을 느낄 수 있다.
◦감상활동에 흥미를 갖게 되며 감상한 내용을 표현으로 연계시킬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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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수업에 쓰인 제작 자료의 사진

도해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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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4․5․6학년 수업자료를 수록한 CD-ROM
자 료 명 자기주도적 학습력신장을 위한 CD자료 규격 700MB/80MIN 수량

1장

자료의 특징

◦제작한 모든 자료를 CD로 제작하여 학습의 도입, 전개, 정리 단계에
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료이다.
◦도움말에 따라 아동이 컴퓨터를 조작하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

자료의 내용

◦이야기하는 미술감상 - 작품과 이야기 소리, 인터넷 관련자료
◦미술품 감상자료 - 4, 5, 6학년
◦영상편지 - 생각하는 사람의 영상 편지, 작은 새의 영상 편지

도해 및 사진

제작 및
사용 방법

교육적 효과

◦제작한 모든 자료를 CD로 제작
◦교수-학습자료 및 아동의 학습자료로 활용한다.
◦작품에 따라 제시되는 도움말에 따라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필요한 작품을 인쇄하여 학습 자료를 만들어 사용한다.
◦정보도구의 활용으로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를 높인다.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아동 스스로 감상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감상학습이 가능하다.
◦교사에게 감상지도 자료수집의 노고를 덜어 줄 수 있다.
◦교사에 감상지도의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