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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상의 사실표현에서 형태탐색 과정 Ⅲ. 결론

Ⅰ. 서 론
조소는 3차원의 경험을 평면공간에 나타내는 회화와는 달리 실제 공간에서 덩어리(mass)
와 양(volume)으로써 형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의 조소활동

은 아동들에게 입체개념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공간에서 형태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
워주는 구실을 한다.
조소활동에 있어서 형태를 탐색하도록 지도하는 일은 3차원에 존재하는 사물을 작품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통로 구실을 한다.

형태남색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의 지각과 사고를

자극시킬 수 있으며, 재료와 표현기법을 모색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취급된다.
지금까지 조소수업에서 제시된 형태탐색의 방법은 소묘였다.

소묘는 떠오른 이미지를 비

교적 자유롭게 형태로써 나타낼 수 있으며 한 눈에 형태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효율성 있는 방법이다.

필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조소수업을 할 때 아동들

이 형태를 탐색하는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소묘에 의해 형태를 탐색하려는 경향이다.

이러한 부류의 아동들은 대상의 윤

곽선과 명암, 톤, 색채 등에 관심을 갖고 형태를 탐색하고 하고자 한다.
찰하거나 상상한 형태를 입체적으로 묘사하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그들은 관

이러한 아동 중에는 입체표현

재료에 대하여 심적, 물리적인 저항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두번째는 입체포현 재료를 직접 다룸으로써 형태를 탐색하려는 경향이다.

그들은 직접적

인 조작활동을 통하여 지가하는 촉감이나 양감에 관심을 나타내며, 관찰하거난 상상한 형태
를 실제 공간에서

탐색함으로써 기법의 탐구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다동 중에는 대상

을 선과 면으로 묘사하는데 저항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입체표현에 있어서는 아동의 수준이나 특성에 따라 형태탐색의 방법
에 대한 요구가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표현의 경향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조각의 역사에서도 조각가들잉 착상과 작품의 제작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형태
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소묘와 모형을 활용한 바 있다.1)
해방이후 지금까지 5차에 걸친 교육과정의 개정이 있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육개
1)최병기,유인수 편역, 현대미술구조론, 서울 : 숭례문, 1991, p.544

발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도 조소표현을 위한 형태탐색의 방
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교육부 발행 6학년 미술과 교사용지

도서에 나타난 조소단원을 살펴보더라도(53,64,73쪽), 구상의 방법으로 소묘만 제시되고 있을
뿐 모형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형태탐색의 방법으로 평면공간에서 묘사하는 소묘에 대신하여 실제
공간에서 만들어 보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초등학교 조소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형태탐색의 방법
조각의 역사에서 素描와 모형은 작품완성 이전에 형태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사고수단이 되어왔다.2)
소묘(sketch)는 표현이나 형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선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그려내는 기술로서 건축, 조각, 회화, 디자인등 모든 예술의 기초가 된다.3) 소묘는 경우에
따라 회화의 한 영역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드로잉에서 제스쳐 드로잉이나

잉기법은 그 자체로서 대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다.
입체표현을 위한 습작제작에도 많이 활용된다.

컨츄어 드로

그러므로 소묘는 작가들의

조각가 Carpeaux는 형태 탐색과정에서 하

나의 형태를 창조하기 위하여 여러 소묘에서 종합해냄으로써 독자적인 특성을 보였다.

또

Maillol의 소묘를 살펴보면 조각가가 작품에 객관적 특성을 부여하고 변형해 나가는 과정과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다.4)
조각에서의 소묘는 착상을 구체화하는 단순한 기능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변형된 모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형태탐색 방법이다.

그러므로 조각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대상의 구

조를 파악하고 형태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소묘는 많은 도움을 준다.
조각을 위한 소묘와 회화를 위한 소묘는 엄연한 구분이 있다.5)
조각적인 소묘는 형태자체보다는 형태에 관련된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여 매스의 배열에
관심을 갖고 묘사를 한다.

즉 회화적인 소묘는 선 및 광선과 음영으로 표현되지만 구체적

인 형태와 공간이나 색채가 없기 때문에 이미 실재성에서 멀어진 것이다.

그러나 조각을

위한 소묘는 실제의 공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의 덩어리와 양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조각을 위한 소묘는 전통적으로 점토를 재료로 하는 조각에서 활용되어 왔

으며, 현대에 들어서 양식과 매체들의 실험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소묘는 아동의 묘사능력에 따라 대상의 형태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앞
면이나 옆면, 측면 등을 상정할 수가 있어 입체적인 탐색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

단계의 특성상 실체감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재료의 질
감과 부피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감지하기가 어렵다.

디자인 분야에서 제기하는 과거의 산

업 디자인 방식에 대한 비판은 소묘에 대하여 지나치게 의존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2) 최병기, 유인수 , 전개서 ,p544
3)동아출판사 편집부, 동아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 1986,P,329
4)strachan,towards scuplture,thames and hudson,1976,pp 11-12
5) ibid,p 11

형태탐색 방식으로 3차원 재료를 직접 다루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6) 이러한 경향 대문
에 오늘날 산업 디자인 제품의 생산에서 석고나 점토, 나무, 플라스틱 등으로 신제품 모형을
만드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모형( 模型maquette)은 같은 형상의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로서 실물과 구조는 같으나 규
모가 다르게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작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만든 본보기나, 또는 완성된 작
품을 줄여서 만든 본보기이다.7) 조각에서는 찰흙이나 종이, 스티로폼, P. V. C. 우드락, 철사
등과 같이 가소성, 변형성이 좋은 재료로 습작을 만들며, 형태의 탐색과 동시에 좋은 재료로
습작을 만들며, 형태의 탐색과 동시에 재료에 대한 탐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서양조각에서 sketch model인 점토모양은 조각가가 대리석상이나 실물대 이상의 청동작
품을 제작하기 전에 작업의 내용 및 형식을 다양하게 실험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점토모

형은 그리스 시대에 주로 대리석 조각의 모형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르네상스 초기의 조각
가 Verrochio, Michelangelo의 Sketch model과 이후 17세기 조각가 Giovanni, Bologna,
Benini, 19세기 조각가 Carpeaux, Canova, Rodin등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제
작되고 있다.8)
조각미술에서 찰흙으로 모형을 만드는 일은 재료와 작가의 촉각적 접촉에 의하여 인간적
가치를 작품에서 본질적으로 살리는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형태를 탐색하거나 다른 재료를
모색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것이 되어왔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조각가들에게 있어서 찰흙으

로 모형을 만드는 일은 소묘 만큼이나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예를 들어 A. Canova는 찰

흙으로 만든 모형을 fareinvenzioni(발명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부를 만큼 모형에 대하여 많
은 애착을 보였다.9) 이렇게 조각작품 제작시 모형을 활용하는 간접적 방법은 작품을 크게
확대시킬 때 형태에 대한 개념을 더욱 쉽게 해 주었다.
작품제작 과정의 하나로 보는 경향과 함께 점토모양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시도되었
던 방법은 테라코타(terracotta)였다.

테라코타가 본격적인 조각예술의 한 부분으로 된 것은

이태리 조각가 Medardo Rosso에 이르러서 이다.

이후 Miro와 picasso와 같은 작가들이 점

토를 직접 다루어 작업하였는데 점토모형 제작이 조형적 가치가 인정되어 초등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미술교육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모형의 활용 가능성 모색

1) 두상의 사실표현에서 형태탐색 과정
아동들에게 두상의 입체감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찰흙 덩어리로 기본형태를 만
들게 한다.

우선 찰흙 덩어리로 기본형태를 만들게 한다.

우선 커다란 덩어리로서의 형태

를 만들기 위하여 두상의 모형을 살펴보게 하고, 실물을 관찰함으로써 각 덩어리의 연결상
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 세분화된 덩어리의 형태로서 눈, 코, 입 등의 부분 관계에 대한

관찰과 아울러 찰흙을 만져보게 한다.

이와 같은 과정 후에 인물 표현에 들어가는데 이때

인물의 표정에 따라 각 부분의 위치가 달라짐을 알게 하고 찰흙의 표현기법을 생각하여 제
작하도록 한다.

6)
7)
8)
9)

이건표, 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대학 논문집, 1987, pp.4-21
동아 출판사 출판부, 전게서, p.153
Wittkower, Sculpture, Happer & Row, 1977, pp.184-200
Hammacher, 이승택 역, 현대조각 서울: 창시서관, 1980, p.40

<그림-1> 사실표현을 위한 형태탐색 과정
기본형태관찰

두상의 기본형태 인식

실물 얼굴의 관찰 -

덩어리 연결 관찰
작은 덩어리 관찰

시각에 의한 대상의 구조파악

덩어리 위치, 높낮이 관찰

실물 얼굴 만지기 - 얼굴의 각 부분 만지기
각 부분의 위치 비교하기

촉각에 의한 양감 인식

각 부분의 높낮이비교하기
모형 만들기 -- 관찰한 대로 모형 만들기 덩어리의 구분에 주의하여 만들기

2) 활용사례

(1) 지도 내용
․교사 : 오늘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나 친구의 얼굴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어
요.

표현하고자 하는 얼굴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다른 친구들이 봐도 알아볼 수

★ 장 소 : 6학년 2반 교실
★ 기 간 : 1991년 10월 26일～27일 (토～일)
★ 준 비 물 : 찰 흙 , 받 침 대 , 비 닐 봉 지 , 거 울 , 신
문지 등
★ 자 료 : 두 상 골 격 모 형 , 두 상 의 덩 어 리 및
얼굴

각

부분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

(단면괘도), 참고
작품 등.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교사 : 거울을 보고 웃어 보세요.

또 찡그려 보세요.

화를 내 보세요.

표정이 바뀔 때

마다 자기 얼굴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세요.
․아동 : (얼굴의 표정을 다양하게 지어 보면서 관찰한다.)
․교사 :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골격모형을 가리키며) 이 모형을 사람의 얼굴과 머리, 목의 뼈대입니다.

(두상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두상의 전체형태를 그림으로 그림 단면괘도를 보여주며) 이
그림은 골격모형에 살붙임을 했을 때 생기는 큰 덩어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지

고 있는 찰흙을 반으로 갈라서 두 덩어리로 만든 다음, 각각의 덩어리를 달걀 모양
으로 빚어 봅시다.
․아동 : (교사의 설명대로 찰흙을 빚어서 달걀 모양을 만든다.)
․교사 : 덩어리를 붙이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붙여보세요.
이 하도록 한다.)

(교사의 시범에 따라 아동도 같

어때요. 사람 얼굴과 머리처럼 보여요? (아동의 반응을 살핀다.)

이번에는 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어리 사이에 붙여 보세요.
도 기울여 붙입니다.

원통 모양으로 찰흙을 빚은 다음 두 덩

단 똑바로 세우지 말고 옆에서 볼 때 앞으로 15도 정

참고 작품과 목의 연결에 관한 그림을 잘 보면서 만들어 봅

시다.
․아동 : (목을 만들어 붙인다.)
․교사 : 이번에는 얼굴의 각 부분과 그 외에 얼굴의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을 만들어 보
보고 이어서 얼굴의 각 부분도 만들어 봅시다.

거울을 보면서 우선 앞모습부터

만들어 보세요.
․아동 : (골격 모형을 참고로 얼굴의 오목, 볼록한 부분들을 표현해 보고 거울을 보면서
․교사 : 다음에는 참고 작품을 보면서 옆모습, 뒷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아동 : (골격모형을 참고로 옆모습, 뒷모습을 만든 다음, 귀를 만들어 눈, 코, 입, 턱 등의
옆모습도 만든다.)
․교사 : (각 아동들이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관찰한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게 모형을 만들었으면 경험을 살려서 찰흙의 양을 더 늘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까지 만들어 봅시다.)
․아동 : (받침대를 놓고 찰흙으로 두상의 형태를 만든다.)
․교사 : (아동이 찰흙으로 얼굴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가정에서 제작한 모형과의 관련성
에 주목하여 관찰한 것을 기록한다.

완성된 작품의 입체적 표현 정도를 분석하여

기록한다.)
(2) 관찰사례
① 노중ｏ의 경우(상위수준)
이 아동은 자신의 얼굴을 소재로 하여 형태를 탐색하였다.
자신의 손에 쥘 수 있을 정도의 양만큼 찰흙을 뭉친 다음 두 쪽으로 갈라 둥글게 공 모양
을 만들었다.

다음에 두 덩어리를 서로 붙임으로써 두상의 기본 형태가 이루어졌다.

두 부분은 연구자의 시범에 따라 만들게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

왜냐하면 이 아동은 모형

제작에 의한 방법에 대한 경험이 잇긴 하지만 막연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
이다.)

이 아동은 얼굴의 세부적인 형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거울을 보면서 눈, 코, 입, 및

턱, 양볼, 이마 부분을 손으로 눌러 위치를 표현하였다.

즉 눈의 표현은 주위를 손으로 눌

러 들어가게 하고 코의 표현은 두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서 세웠으며, 입은 윗입술 아랫부분
을 엄지와 검지로 돋우고 파내어 표현하였다.

턱과 볼은 찰흙을 덧붙이면서 적극적으로 자

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를 만들었다.
형태를 탐색하는 동안 모형을 손안에 쥐고 이리저리 돌려 관찰하면서 이미 거울을 통해
파악한 얼굴 세부형태의 위치와 높낮이를 수정하였으며, 모형이 완성될 때까지 8분이 소요
되었다.

이 아동의 모형을 보면 눈, 코, 입 및 턱, 양 볼의 표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으며

이마도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목 부분을 먼저 붙인 다음 얼굴을 만들어 나갔다.

목

부분은 찰흙을 떼어 붙여 만들었으나 얼굴은 찰흙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 뭉치더니 한 번에
두 덩어리를 연결하여 목에 붙였다.

얼굴의 세부 형태를 표현하기 앞서서 두상의 골격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여기에 눈, 코, 양볼, 입 주변, 턱 주변의 순서로 살
붙임을 하여 형태를 만들었다.

때때로 목의 기울기를 살펴보면서 옆모습을 다듬기도 하고

얼굴이 너무 세워지거나 숙어지면 바로 고치기도 하였다.
눈썹은 모형과는 달리 얼굴의 찰흙을 그대로 뽑거나 밀어서 표현했으며 귀는 찰흙으로 따
로 만들어 붙였다.

눈을 표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거울은 들여다보면서 눈동자

를 만들어 낳기도 하고 눈두덩이를 만들기도 하였으나,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많았다.

머리카락을 표현할 때에는 찰흙을 대강 붙이거나 밀어서 나타냈을 뿐

특별히 관심을 두고 표현하지 않았다.
만들어진 작품은 앞면에서 모았을 때 모형과 매우 관련성이 있었으며, 안면의 세부표현도
사실적으로 보인다.

또한 옆에서 본 모양도 세부 매스간의 연결이 자연스러우며 그 높낮이

와 위치의 표현도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얼굴의 표정이 다소 굳고 감정이 없어

보이는 면이 있다.
② 안영ｏ의 경우(중간수준)
이 아동은 자신의 얼굴을 소재로 하여 형태를 탐색하였다.
앞의 아동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 형태를 만든 다음 습작을 만들었다.

안면을 나타내는

찰흙 덩어리가 약간 커서 얼굴이 길게 나타났으나, 얼굴의 세부 형태를 만들어 나갈 때에는
얼굴의 길이가 다소 짧아졌다.

눈을 표현할 때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눈두덩이를 표시하고

코는 두 손가락으로 서로 맞밀어서 세웠다.
어 입술을 만들어 붙였다.

입은 손가락으로 구멍을 판 후 찰흙을 일부 떼

턱과 볼은 찰흙을 추가하여 눌러 붙였으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에 흥미를 보였으나, 자신이 없는 듯이 보였다.
형태를 탐색하는 동안 모형을 손안에 쥐고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세부형태의 위치와 높낮
이를 수정하였으며, 완성되기까지 여러 변의 변형이 있었다.
은 약 15분이 걸렸다.

모형을 만드는데 소요된 시간

이 아동의 모형을 보면 눈, 코, 입의 위치선정이 정확하고 턱과 양

볼도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으나 얼굴의 덩어리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찰흙표현에 있어서는 목 부분을 먼저 붙인 다음 안면부를 만들어 나갔다.

목 부분은 잘

게 찰흙을 데어 붙여서 완성하고, 안면부는 찰흙 덩어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뭉쳐서 연결한
다음 목에 붙였다.

얼굴의 세부표현에 있어서는 눈, 코, 입의 순서로 살붙임을 하고 양볼

및 턱을 만든 다음 입 주변은 찰흙을 떼어 붙였다.

모형을 만들 때와는 달리 이마와 양 볼

의 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으나, 코 및 입의 표현에 있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겼었다.
또한 모형과는 달리 눈썹 부분의 매스가 뚜렷이 구분이 되고 눈을 표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으나, 시행착오가 많았다.
머리카락을 표현할 때에는 앞의 아동과 같이 찰흙을 대강 붙이거나 밀어서 나타냈으나 특
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듯이 보였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형태의 전 면모를 파악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아
동 자신이 앞, 옆, 뒷모습을 번갈아 비교하면서 만들어 나갔다.
만들어진 작품은 모형과 매우 관련성이 있으며 정면에서 본 안면의 세부표현이 사실적으
로 보인다. 얼굴의 표정 역시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딱딱한 인상을 준다.
③ 이유ｏ의 경우(하위수준)
이 아동은 자신의 얼굴을 소재로 하여 형태를 탐색하였다.

습작을 만드는 과정은 앞의

아동과는 달리 덩어리를 따로 떼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만들었다.
얼굴의 세부적인 형태를 탐색하기 위하여 거울을 보면서 눈, 코, 입 및 턱, 양볼, 이마 부
분을 손으로 눌러서 위치를 표시하면서 형태의 대강을 만들었다.

눈의 표현은 손으로 눌러

표시한 다음 찰흙을 붙여 만들었으며, 코는 엄지 손가락으로 맞밀어서 세운 후 눌러서 다듬

었다.
다.

입의 표현이 어려웠던지 넓은 범위로 눌러서 나타냈으며, 입술 부분은 다듬지 않았
턱과 볼은 찰흙을 덧붙이지 않고 원래의 덩어리를 변형하여 나타냈으며 이마의 구분을

뚜렷하게 나타내었다.
형태를 탐색하는 동안 내내 흥미를 가지고 열중하였으며 모형이 완성될 때까지 6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 아동의 모형을 보면 목의 높이가 다소 낮으나 다른 세부 덩어리의 위치표

현이나 형태표현이 다소 정확하게 나타난다.
찰흙표현에 있어서는 머리부분을 찰흙 덩어리로 구분하고 연결하여 완성하고 목을 만들어
붙인 다음 찰흙판에 세워 놓았다.

얼굴의 세부 표현에 앞서서 두상의 골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세부 형태의 위치와 덩어리의 구분은 다소 뚜렷하게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작품제

작도 모형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으며 살붙임 보다는 찰흙 덩어리 자체를 손가락으로
눌러 표현함으로써 입체적인 효과를 살려 나타냈다.
작품을 보면 목 부분이 다소 짧으며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전체형태 자체를 대담하게
눌러 표현함으로써 양감의 효과를 잘 살려 표현하였다.

특이한 것은 입부분을 단순하게 처

리하지 않고 혓바닥을 추가하여 붙여서 얼굴의 표정을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한 점이다.

그

러나 두상에서 입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 옆, 뒤
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 별다른 형태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 두상의 창의적 표현에서 형태탐색 과정
창의적 표현을 위한 형태탐색은 사고의 시점에 따라 독창적이거나 혹은 개념적으로 나타
날 수가 있다.

즉 지각한 형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개성 있게 나타내기 위해

서는 형태를 통한 사고를 융통성 있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동 자신이 접촉해 왔던 사물과의 형태적 연간성을 찾는 일은 형태적 사고의 원천이 된
다.

디자인 영역에서 형태를 탐색하기 위한 발상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다.

예를 들면, 이미지의 변화에 의한 형태변형이나 자연형태가 가진 추상적 의미를 그대로

변화시켜 조형에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자연형태가 가진 그대로의 특색을 잡아서 조형에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좋은 발상이라는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

동들이 적극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생겨나는 것으로서 조형표현에 있어서 발상
은 주제의 창조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창의적 표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이미지의 형성이다.

왜냐하면 발상단계에서 아

동 각자에게 떠오른 이미지는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형태적 사고를 이루는 중심점이 되기
때문이다.
소묘는 2차원의 공간에서 형태를 묘사함으로써 비교적 자유스럽게 탐색할 수 있으나, 모
형은 실제의 공간에서 찰흙을 직접 조작하여 변형함으로써 탐색을 한다.

모형에 의한

형

태탐색은 아동들에게 두상의 기본형태인 구형에서 유추된 사물, 즉 자연물이나 인공물과 같
은 형태와의 관련성을 찾아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기본형태를 만든 다음, 형태의 분할 및
재구성의 방법으로 형태를 변형시키도록 한다

세부적인 표현, 즉 눈이나 코, 입, 머리카락

과 같은 것들은 그 기본형태를 벗어나 과감한 생략이나 변형을 할 수 잇도록 한다.

이때

창의적인 사고 방법에 따라 폐품이나 다른 재료의 사용에 대한 탐색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그림-2> 창의적 표현을 위한 형태탐색 과정

기본형태 관찰

두상의 기본형태 인식

이미지 형성

기본형태에 대한 추상적 사고
자연물의 형태관찰 및 비유

사고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 형성

인공물의 형태관찰 및 비유
이미지 정착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의 이미지 정착

모형만들기

기본형태의 분할
기본형태의 재구성

폐품 및 다른 재료에 대한 탐색

(모형에 의한 형태탐색)

4) 활용사례
★ 장 소 : 6학년2반 교실
★ 기 간 : 1991년 11월 2-3일(토～일)
★ 준비물 : 찰흙, 받침대, 비닐봉지, 신문지등
★ 자 료 : 두상의 골격모형, 두상의 매스 및
얼굴 각 부분 위치를 나타낸 그
림(단매궤도), 두상표현

참고사

진, 자연물 및 공물의 사진 등
(1) 지도 내용
․ 교사 ; 지난주에는 사람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잘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똑같
이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색다르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 사진을 보세요. 유

명한 조각가들이 만든 작품인데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기도하고 알아보기 어려운
작품도 있어요.

공처럼 생긴 얼굴을 이처럼 다양하게 만들어 보면 재미있을 것

입니다.
․ 교사 : 오늘은 사람의 얼굴을 이처럼 재미있게 변화시켜서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 교사 : 사람의 얼굴을 큰 덩어리로 보면 공이나 달걀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모
양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동 : (자기 생각을 말한다)
․ 교사 : 그러면 사람의 얼굴을 재미있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선생님과 같이 상상의 나라
로 떠나 봅시다.

사람의 얼굴을 우리주변에 잇는 자연물이나 인공물, 동물 등 사

람이 아닌 것들과 비유해 볼까요?
․ 아동 : (비유한 것을 말한다)
․ 교사 : 그것들은 어떤 점에서 얼굴과 비슷한지 말해보세요.
․ 아동 :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
․ 교사 :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한 것을 재미있게 상상해서 만들어 보세요.

방법은 찰흙을

공과 같이 빚어서 손이나 칼로 자르고 구멍을 파거나 여러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서
다시 모양을 만드는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자유롭게 만들면 됩니다.

아울

러 눈, 코, 이브 귀 등과 같은 것은 구애받지 말고 재미있게 변형하거나 생략해
도 됩니다.

어떤 부분은 다른 재료를 써서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

해서 만들어 보세요.
․ 교사 :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시간을 측정한다.)
다 만든 사람은 모형을 참고로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나

올 때까지 시간은 얼마든지 걸려도 좋습니다.
․ 아동 : (받침대를 놓고 찰흙으로 두상의 형태를 만든다)
․ 교사 :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2) 관찰사례
① 이찬ｏ의 경우(상위수준)
이 아동은 사람의 얼굴을 괴물에 비유하여 상상한 형태를 모형으로 만들었다.

찰흙으로

두상의 기본형태인 공의 형태를 만든 귀 하나는 길게 늘여서 원통형으로, 다른 하나는 원통
형을 둥글게 굽히고 가운데 부분에 공간이 생기도록 형태를 만들었다.
때 다양한 이미지에 의해 기본형태를 변형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얼굴의 세부형태를 탐색할

때 눈, 코, 입, 귀 등의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코를 생략하고 입을 과장하는 등의 개성
있는 표현을 하였다.

눈의 표현은 주로 단추를 사용하고 입은 찰흙을 파서 나타내었으며

특이한 것은 이쑤시개로 이(爾)를 표현한 점이다.
형태탐색에 걸린 시간은 모형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약 12분이 걸렸으며, 입체의 전면
모를 파악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만들었다.
찰흙표현을 할 때 모형을 만들 때와 같은 과정대로 만들었으며, 비교적 수월하게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작품의 크기가 크고, 뼈대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작품을 바로 서게 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

작품의 형태는 모형과 거의 흡사하였으나, 세부형태는 전반적

으로 정돈된 느낌이 들도록 배려하였다.

특히 눈은 납작한 단추 대신 입체감이 있는 단추

를 사용함으로써 입체적인 표현에 관심을 보였다.
② 지소 ｏ의 경우(중간수준)
이 아동은 사람의 얼굴을 재미있게 상상한 형태로 만들었다.
찰흙을 가지고 두상의 기본형태를 만든 뒤 하나는 양쪽을 눌러 길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앞의 아동과 비슷하게 둥그렇게 말아서 도우넛 모양을 만들었다.

세부적으로 탐색하는 과

정에서 눈, 코, 입 등의 구분이 나타났으며, 다소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졌다.

눈과 코는 단

추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입은 찰흙에 홈을 판 후에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카락도 이쑤시개 여러개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머리

모형중에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얼굴의

죄 우에 대칭으로 철사를 끼워서 찰흙으로 말아돌린 것인데 얼굴의 표현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찰흙표현을 할 때 모형의 두 형태 중 한가지를 고르게 하였더니 모형을 만들 때 많은 노
력을 기울였던 모형을 택하였다.
작품을 만들어 나갈 때는 모형에 별다른 수정 없이 곧바로 만들었다.

원기둥 모양의 기

본 형태에 다른 재료를 가지고 부분형태를 추가하여 붙여 나감으로써 형태의 qusd형을 시
도하였는데, 찰흙을 큰 덩어리로 뭉치고 길게 사용하여 입과 머리카락을 표현하였다.

이어

서 찰흙을 길게 말아서 철사를 감아 돌려 얼굴의 세부형태를 완성하였다.
③ 이계ｏ의 경우(하위수준)
이 아동도 앞의 아동과 같이 재미있게 상상한 형태를 만들었다.

찰흙을 뭉쳐서 공 모양

으로 만든 뒤 하나는 가운데를 파고 다른 하나는 양쪽으로 밀어서 약간 납작하게 한 다음
길게 만들어서 기본형태를 완성하였다.

세부적으로 탐색할 때 눈, 코, 입, 귀 등의 위치표현

이 확실하게 나타났으며, 그것들의 변형을 시도하였다.

눈은 단추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코

는 이쑤시개를 그대로 붙이거나 찰흙으로 약간 높인 뒤 붙여서 나타냈다.

입은 홈을 판 후

에 이쑤시개로 이를 만들었다.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별다른 무리가 없이 진행되었으며 모형과 거의 동일하게 제
작되었다.

찰흙 덩어리로 기본형태를 만들고 손바닥으로 눌러 납작하게 한 후 코 부분을

높게 하고 입을 조각도로 파내었다.

흰 단추를 가지고 눈을 나타내고, 나무 젓가락으로 코

를, 이쑤시개로 머리카락을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귀를 표현하였다.

이 아동은 두상의 전

반적인 변형보다는 사실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였으며, 다양한 재료를 써서 색다른 표현을 시
항 목

소묘에 의한 방법
모형에 의한 방법
․관찰하거나 떠올린 이미지를 평면공 ․관찰하거나 떠올린 이미지를 실제

특징

간에서 양(量)의 느낌을 살려 선과 면으 공간에서 양의 특성을 살려 형태를 탐
로 형태를 탐색한다.
색한다.
․탐색재료를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탐색재료에 대한 물리적, 심적 저항
있고, 경험의 정도도 많으므로 흥미롭게 을 느낄 수 있다.
형태를 탐색한다.

흥미도

․사실표현에 있어서 관찰하면서 만들

․사실표현에 있어서는 표현능력에 따 어지는 형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라 흥미도가 다양하나, 창의표현에서는 ․의도와는 관계없이 조작하는 과정에
대부분 흥미를 보인다.

서 형태를 탐색할 수 있으며, 표현능

․표현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흥미를 잃 력 때문에 흥미를 가지지 못한 아동도

적합성

활용도

관련성

을 수 있다.
흥미를 가질 수 있다.
․평면공간에 사물의 형태나 이미지를
․재료를 다룬 경험에 따라 아동의 반
묘사하는데 있어서 저항을 받는 아동이
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매체에 대한 탐구에 흥미를 가진 아
․사실표현보다 창의표현에 효과적으로
동들에게 효과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제시될 수 있다.
․사실표현에서는 탐색된 형태를 작품
․탐색된 형태는 작품제작 과정에서
제작 과정에서 다소 활용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창의적 표현에서는 탐색된 형태를 작
․특히 창의표현에서 활용하는 정도가
품을 제작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높다.
있다.
․관찰하거나 상상한 형태를 다양하게
․관찰하거나 상상한 형태의 구조를
탐색하고, 형태의 구조를 단번에 파악하
덩어리로 파악하여 입체표현에 직접적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입체표현과
으로 관련을 갖는다.
다소 관련을 갖는다
․사실표현 보다는 창의표현에서 특히
․사실표현보다는 창의표현에서 특히
관련이 깊다
관련이 깊다.
․아동의 표현능력에 따라 입체표현의
․아동의 표현능력에 관계없이 표현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도가 입체적인 경향을 보인다.
․시각에 의해 전체형태를 단번에 파악
․전체형태를 시각과 촉각에 의해 파
하는데 효과적이나, 덩어리 구분이 불확
악하여 덩어리 구분이 확실하다.

도하려고 하였다.

3. 형태탐색 방법으로서 모형의 활용 가능성
지금까지 모형을 아동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작품과 어떤 관련을 가지며, 두상작품에 나타
난 입체표현의 정도가 어떤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보고, 일반적인 형태탐색 방법인 소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10)

Ⅲ. 결 론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교 아동의 입체 표현을 위한 형태탐색
의 방법으로서 모형은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소 수업을 위한 형태탐색

의 과정은 소묘의 방법 외에 모형의 방법도 추가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동들이 머리속에 떠오른 형상을 그들의 지각과 사고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평면이나 입체 어느 것이라도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조각의 역사에서

소묘는 2차원으로, 모형은 3차원으로 사고하는 수단으로서 널리 활용되었던 것은 이 때문이
다.
소묘는 떠오른 이미지를 비교적 자유롭게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으며 한 눈에 형태의 구
조를 효과적이며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정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물의 전 면

모를 한 측면에서 본 대로 나타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보완해주는 방법은 모형이다.

모형

은 사물의 형태를 실제의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입체의 개념을 파악하기 쉽
데 해준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형태탐색 방법의 지도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탐색의 방법으로 소묘와 모형을 동시에 제시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선택하여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상의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렸더라도 표현기

법을 훈련시키거나 개념의 수준에서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생명력 있는 작품, 입체적인 작품
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동 각자의 능력이나 특성에 맞는 형태탐색이 이루어진다면 개성적

인 입체표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둘째, 형태탐색의 체험은 작품을 제작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형태의 탐색
외에도 재료와 표현기법의 탐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어야 할 것은 작품의 완성에 있지 않다.

미술교육에서 강조되

오히려 사물의 형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체험을 통하여 입체로서의 형태와 공간에 대한 이해, 양감과 볼륨에 대한 이해 등이 나름대
로 형성된다면 작품의 완성보다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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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ble Possibility of a Model as a Method

of Form Search for 3 - Dimensional

Expression of Children
Lee Jin Heon
The process of Form Search plays an important part as a passage way that enables
to express existen things. Children must search for a form freely by the means of a
plane or a solid to express as their perception and the way of thinking.
Sketch has been 2- dimensional way of thinking and a model have been 3-dimensional
way of

thinking.

To investigate method by a model observation samples were collected and were
adapted to lesson.

Samples selected for this study were 6th grade Jin Wee primary

school at Jin Wee-Myon, Pyong Teak-District, Gyonggi Province. A subject matter of
expression was the head.

And a territory was realistic and creative expression.

To conclude the results of this study, a model can be applicated as a method of Form
Search for the 3-dimensional express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refore to

guide 3-dimensional expression in the future, it must be applicated mot only sketch but
also a model as a method of Form Search.

In the process of imagination and planning

of a form, entire activity must suitable to children's level and personality. Then
experience lf whole works able to move lively.

ABSTRACT
A Study on Approaching Traditional Art through Working with
Korean Traditional Paper
Ahn Sun Hee

This study groped after the way to apply to the traditional art effectively that had
been ignored in the art education.
By using the expression possibility that has experienced through working with Korean
traditional paper to make daily necessaries, the author searched for the way of practical
use so that students could experience tradition is in the surroundings and in themselves
naturally.
The suggestions to utilize teaching traditional art in the art education of the prinary
school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ay much attention to the preservation of the traditional art and
to activate the recreative education.
Second, the plastic working by hands and plays is so effective that teachers must
take serious view of the joint progress so that students may experience various
activities
Third,

concerning folk plays and art activities.
the art education concentrated on the expression in the past.

But now

teachers must take over the wisdom of the ancestors who had enjoyed beauty and
practical use and discover beauty un life.

So

teachers must concertrate on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programs to raise appreciation and aesthetic view applied
to daily life.
Fourth, from the uniformity and the typical pattern, recognize the value of the
traditional materials and subject matter, and make use of them.
Especially teachers must search for the expression possiblity of the material materials
and provide the wide art experience for 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