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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조각의 표현 양상이 과거 조각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전
개되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현대 과학기술에서 제공하는 새로
운 재료나 표현기법,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힘입은 것이다. 현대조각
의 깊이를 더해 주고 다양한 표현양상을 수용해 주는 것을 통 털어 구조적
조형이라 볼 수 있다. 구조적 조형은 세계1차 대전이후 사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작되면서 재료, 표현기법 및 조형이념이 자유로와 지고 나서 조각
의 용어가 소조, 조각, 조소 등 기존의 그 어느 것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 상
태에 이르러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조형의 세계에서는 창작활동이 순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달리 주제와 표현 내용과의 관계가 한결 느슨해졌다. 구조적 조형에서는 작
가의 느낌과 내면세계를 순수한 조형요소로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대상
의 선정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대로를 표현하거나 관념 이전에 대상 자
체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오브제(object)
나 생활용품, 폐품, 또는 어떤 사물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구조적 조형 교육은 조소 교육에서 한 걸음 더 진보하고 확장된 것으로 인
간과 사회에 적응하는 기능과 역할뿐만 아니라 그 본질과 표현 양상을 교육
적으로 처리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현 시대와 그 문화의 물리적이며 정신적
인 것들을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조적 조형의 교육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과 방법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기술과 사회적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 역시 기존의 조각미술
의 획기적인 변화에 의해 가능하다.
우리의 미술교육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과서에 제시된
참고작품에 의한 재료나 표현기법에 한하여 지도되는 경향이 짙다. 이렇게
재료와 표현기법을 한정지어 지도하게 된다면 아동들의 창작활동은 편협하
고 단조롭게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구조적 조형의 재료는 기종의 조소 재료
와 더불어 생활 주변의 폐품이나 감자, 고구마, 무 등의 농업생산물, 그리고
산에서 채집할 수 있는 밤, 상수리, 각종 넝쿨, 나뭇가지 등 어느 것이든지
활용할 수 있어서 기존의 조소표현 방법보다도 더 많은 표현가능성이 내포
되어 있다. 또한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쓰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어
창의적인 표현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조형의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교육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금까지 조소적 기법으로는 이루기 어려웠던 부분을 확장시켜 표
현하므로써 조소교육이 갖는 취약성을 보완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Ⅱ. 구조적 조형의 개념과 발달
1. 구조적 조형의 개념
예술은 진리를 발견하여 표현하고 제시하는 것이며 진정한 작가는 기존 개
념과 선입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개성적으로 자신이 생각한 것을 표현하며
미적이고 새롭게 구체화 한다. 개성은 진실이며 미술에서는 오직 개성적인
것만이 아름답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1)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작
가는 자기의 표현에 대한 재료의 선택과 선택된 재료의 표현과정에서 개성
있고 자기만의 표현을 찾고자 노력한다. 구조적 조형이란 이런 작가의 욕구
에 의하여 미술의 일반적인 목적이나 주제에 따른 조건이 없는 순수한 기초
조형으로서 점, 선, 형태, 공간, 질감 등의 조형 요소들을 균형, 변화, 통일,
비례 등의 조형원리에 의해 활용하여 발상된 이미지를 통일된 형태로 표현
하는 입체적인 표현 예술이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미술교육은 지배해온 이념인 아카데미즘에서 벗어나 현
대적 의미의 미술 교육의 문을 연 바우하우스(Bauhaus)의 미술 교육도 조형
1) Robert Descharnes, Auguste Rodin, New York, 1967,p.9.

요소와 원리 및 표현재료를 활용하여 자유롭고 개성적으로 실습하는 지도과
정을 강조한 것 또한 실기를 통한 미적 감각의 훈련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이나 산업폐품이나 오브제에서 그 모범적 전형을 찾을 수 있는 구조적
조형학습은 조형을 통한 인간의 창조력 형성 과정으로서 재료와 기법의 활
용, 미적 가치기준의 형성, 창조적 자세의 확립 등 자연과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개성적이며 창조적인 표현의 종합적인 추구와 경험에 그 의의가
있다. 아동이 자연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창조적인 잠재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구조적 조형의 지도는 그 교육적 의의가 크
다.

2. 구조적 조형의 발달
‘아동들에게 현대의 창조적 결과에 대해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예
술이 대중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일까?’하는 문
제를 제기하고 규명하는 것은 현재 미술교육에 임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
게 중요한 것이다.
현대 조각에서 전통적인 조형성의 파괴는 오늘날 조각의 그 숙명적인 성격
에 대한 반응이며,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성과 공간성 및 사물에
대한 기존 개념들을 새롭게 혁신시킨 현대문명과 관계가 있다. 현대 조각가
들은 마치 원점에서 출발한 것처럼 기존의 미적 가치관을 포기하면서도 새
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그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재료면에서도 비전
통적인 재료들 즉 광석, 자연석, 나무뿌리, 일상 가정용품, 기계적인 생산품,
생활폐품 등에서 영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구체성과 공간성 및 표현 가
능성을 구축하는 기존 사고 영역에서 벗어나 조각은 폭넓은 수용가능성을
갖고 공간에서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조각가들은 공간을 자르고 파괴하며 꿰뚫고 압축시키며, 시간과 운동, 엇갈
린 면들, 볼륨과 공간의 미묘한 작용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조각가는 기
존 조형방식의 조건과 요구에서 벗어나 그 기본적인 순수한 세계를 경험하
므로써 이제까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경지를 추구하고 제시한다. 현대 조각
이 기술에 의해 밝혀진 우주 자연의 신비와 관념적이고 무의식적인 세계에
서 이루워진 주관의 객관화로 사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체파), 구조적 조
형(구조주의)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2)는 말처럼 현대조각에서 과학의 힘이 없

2) Germain Bazin, The History of World Sculpur-e, Lamplight Publishing, Inc, 1969.pp.86-87.

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조각미술에서 구조적 조형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으로 보아 그 흐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꼽으면 입체주의와 미래주의 조각부터 현대의 형이상
학, 미니멀 조각까지 들 수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구조적 조형 교육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현대조각의 표현양식이나 기법으로 입체주의 조각, 미래주의 조각, 구조
주의 조각, 오브제 조각, 어셈블리지 조각, 정크 조각 등에서 발췌하여 제시
하였다.

1) 입체주의 조각
입체주의 조각은 일반적으로 조형적 종합의 성격과 회화의 평면 공간에서
가능하다. 입체주의의 형태와 표현방법 및 발상은 기존의 전통적인 것과 구
별된다.
피카소(Picasso)는 먼저 오브제나 폐품 등 재료를 수집한 다음 그것들을 변
형하거나 분해 결합하는 반복작업에 의해 자연스러운 입체적 형태를 찾았다.
이때 작품의 성격과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재료의 표현 가능성과 구조
적 조형의 순간적 포착 및 계획이다. 그의 조각들은 입체주의 시대를 열었으
며 현대조각의 첫걸음이 되었다.

2) 미래주의 조각
미래주의 조각가들은 같은 표현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제나 영감의
근원이 다르다. 그들은 모든 조형 이념을 새로운 질서 속에 몰입시키면서 현
대 생활의 양식과 조형언어를 일치시킨다. 건축과 시, 조각, 회화 등 모든 것
을 통합하면서 미래주의 정신을 표명한다. 그들의 주장은 전통과 현실을 직
시하면서 미래에 대한 동경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1912년 미래주의의 대표적 작가인 보키오니(Boccioni)는 미래주의 조각의
기술 선언을 하면서 전통적인 조각의 재료인 대리석과 청동, 목재 등의 사용
과 조각의 전통적인 개념과 기능 등 을 부정하였다. 인체의 운동과 특성을
강조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재료와 주제의 기술적 표현을 강조하였다. 그의
조각개념은 조형요소들과 리듬, 힘있는 선이나 운동 등의 조형원리를 분명한
자기 체험의 지각으로 객체화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오브제들의 활용, 채색 어셈블리지 등으로 입체∙미래주의 조각은 회화와
3) Margit Rowell, 류제길 편역, 현대조각이란 무엇인가?, 공간 244, 1987.pp.138-143

밀접하게 결합되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는 현대 조각의 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조형이념과 엄격하면서도 신념이 있는 조형 탐구는 다다
(Dad-a)와도 관련하면서 이후 러시아 구조주의의 모체가 된다.

3) 구조주의 조각
구조주의의 개념은 다음 두 가지로 이루워진다. 첫째는 구조적 조형언어이
며, 둘째는 사회주의 이념이다.
그것은 철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환경과의 만남이다. 1915년경
부터 구조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타트린(Tatlin)은 부조-조각을 만들면서
정치적 의미를 지닌 유토피아 세계를 구축한다.
가보와 그의 형 펲스너는 1920년 모스크바에서 사실주의 선언을 하였다. 이
것은 구조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실제의 재료와 공간을 탐구한 타트린 작업
의 연장이다. 여기서 가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의 관한 조각에 있어서
1937년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즉 지금까지 조각가들은 덩어리(mass)를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공간은 그것에 의해 전도되고 측정되며, 볼
륨화하는 관계 속에 존재하며, 덩어리들의 환경이었다. 그것만이 조각의 절
대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또 다른 총체적 시점에서 덩어
리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덩어리의 새로운 볼륨으로 개성적 성격의 내면
성을 재현해야 한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결합으로 진실된 인상을 부여
해야 한다. 공간은 변형된 이념이나 추상적 논리가 아닌 진실의 문제라는 것
이다.

4) 오브제 조각
오브제는 예술과는 아무 관계없는 물건이나 그 한 부분을 본래의 일반적인
용도에서 떼어내어 조립하거나 접착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상징적 기능의 것이다. 또한 오브제는 선사시대부
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깃털, 뼈, 조개 껍데기, 조약돌, 나무뿌리 등
과 같이 재료자체가 사람이나 동물의 형태와 비슷하여 어느 정도 공감적인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조금 파내거나 접착시킴으로써
그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잇는 형상을 발견한 결과에서부터 시작된 것4)이
라고 라스뮤센(Hamry Rasmusen)이 주장한 것처럼 그 기원은 선사시대(先
史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조각의 거장 헨리무어(Henry Moore)는

4) 오의석, 정크조각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0. p. 8

뼈, 조개 껍질, 조약돌과 같은 자연의 형상(形象)에도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어떤 때는 수년간이나 계속해서 해안을 찾아다녔다5)고 한다. 이처럼 20세기
의 작가들도 계속된 선택과 수집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
는 것은 본능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다.

5) 어셈블리지(Assemblage) 조각
어셈블리지 조각은 집합, 조립의 원 뜻에서 보여주듯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술과는 아무관계도 없는 물건이나 폐품 따위를 조립해서 작품
을 만드는 일이나, 그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을 말한다.6)
일반적으로 추상표현의 발전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폐품, 이를테면 헌 자동차의 부속품이나 산업문화의 쓰레기 등에 의한
예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 정크(Junk) 조각
정크는 부서지고 버려진 것, 다시 말해서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의
물건이나 기능은 있으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위치에 처해진 물건을
이용하여 만든 예술품을 말한다. 라스뮤센과 아트 그란트(Art Grant)도 이것
을 인간에 의해 사용되고 버려진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으
나 다른 목적에 적응시킴으로써 그 목적이 변경된 품목들과 돌, 조개 껍질
같은 자연의 오브제까지도 포함하는 폭넓고 자유로운 의미로 규정지었다.7)
그러나 진정한 정크의 의미를 찾아보려면 폐품, 그 중에서도 고철을 주재료
로 해서 가능한 이미지나 형태를 집합시키거나 용접시킨 폐품 집합 예술인
데 이는 2차대전 직후의 시대적 배경을 적절히 승화시킨 표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구조적 조형의 교육적 의의
어린이들이 미술을 표현할 때에는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무엇이든 보고 느
낀 것을 마음대로 표현한 다음, 그 전체를 상징적으로 기호화하여 점점 구체
화되고 미적인 요소나 내용을 가진 개성적인 표현으로 발달한다. 자연과 자
신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미술의 기능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경험과 교육
5) Brewster Ghiselin, 예술창조의 과정, 서울 : 연세대 학교 출판부, 1964.p.92
6) 이종기,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 : 삼성인쇄주식회사, 1984. p. 51요약,
7) Henry Rasmusen and Art Grant, Sculpture Form Junk, 1987.p. 112.

에 의해서이다.
아동의 작품에서 그 부분들의 의미는 아동이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처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전체의 의미에 의해 지배된다. 미술에서 전체는 그 부분들
의 총체보다 더 중요하다. 그 전체와 그것을 이루는 조형 요소들을 조합하는
원리나 방법 및 행위가 구조적 조형이라고 할 수 있다.8)
미술에서 구조에 대해 경험한다는 것은 우주 자연과 인간을 비롯하여 그것
을 이루는 모든 사물들의 조화와 짜임인 상호관계성의 본질과 그 법칙을 경
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 조형에서 형태들의 부분과 구조를 조형화 할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구조
적 조형뿐만 아니라 미술교육 전반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이론교육과 아
동의 탐색 및 창작활동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구조적 조형 실기지도는 아동들에게 그 본질을 계획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조형근거를 마련하게 하고 시각적 요소들을 조직화하는 구
체화 과정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주고 호기심을 이끌어 낼 수 잇는 것이어야
한다. 구조적 조형에서는 각 부분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 표현 가능성을 탐색
하면서 구조화하고 지각하는 방법에 따라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된다. 즉 작품
이 처음부터 완성된 전체로 나타나지 않고 부분적∙점차적으로 하나의 전체
형태에 이르게 된다. 아동은 처음에는 여러 오브제나 폐품들을 앞에 놓고 무
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탐색과정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면서 작품을
완성시키게 되는데 그 결과는 처음 의도와 완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초등학
교에서의 창조적 행위는 단순한 조작이나 유희가 아니라, 재료를 사용하므로
써 여기에 미적인 형식과 개성적인 표현이 힘을 불어넣는 것이다. 구조적 조
형 작업을 통하여 아동들은 사물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발견과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이루는 조형원리,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최
선의 의미를 일구어내는 창조적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현대
미술에서 제시하는 구조적 조형물에 대해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고
현대조각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지 얻게 될 것이다.
자연과 사회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하나의 전체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의 구조로 구체화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서
아동 자신이 경험한 여러 내용들을 자아라는 하나의 전체로 이상화할 수 있
으며 이것은 사회를 이루는 훌륭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구조적 조형의 실기와 교육이론에서 단순히 자유롭게 무엇인가 만드는 것
8) 유인수, 최병기, 현대미술구조론 Ⅱ, 서울 : 도서출판 숭례문, 1990.pp.311-312,

만 가르친다면 의미가 없으며 그 원리와 본질을 제시해야 한다. 아동과 자연
과 사회와 관련하여 구조적 조형에 대하여 이해시킨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미술에서 창작활동과 감상 경험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전적으로 근거하
지 않는다. 하나의 사물이나 작품을 놓고 볼 때 그 형태 등에 객관적으로 동
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아동들의 개성과 보는 습관, 지
각 경험에 따라 그 의미는 다양하게 전달되고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동에게 어떤 사물이 존재하려면 그 의미와 가치를 아동이 인정할 수 있을
때가 될 것이다.
구조적 조형의 창작과정을 통하여 아동들은 창조적일 수 있는 자세와 안목
을 갖출 수 있다.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맛있는 음식을 개성이 없는
작품보다 더 창조적이라고 하였다.9) 구조적 조형경험을 통하여 아동들은 자
연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이며 일반적인 미술의 기능과 필요성을 좀더
효과적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미술교육의 사회적 역할뿐만 아
니라 그 목표가 지향하는 성과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로서 미술교육에서 매
우 중요한 것이다.

Ⅳ. 구조적 조형의 지도내용
구조적 조형의 지도는 기존의 조소적 기법과 재료는 물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채소류, 나무 열매, 식물의 줄기, 각종 오브제, 폐품 등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을 많이 수집하여 놓고 이를 이용하여
학습도록 한다.

1. 재료의 수집과 보관
구조적 조형의 재료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말고 수집시키되
악취가 나는 것, 부패되기 쉬운 것, 관리가 어려운 것들은 수집하지 않도록
한다. 또 지역사회 여건과 계절에 따른 수집계획을 세워 수집시키며 꼭 필요
한 것 이외에는 구입하지 않도록 한다.
수집된 재료는 크기, 재료의 특징 등에 따라 분류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넣
어 보관한다.

9) Abraham H.Maslow, Towarda Psychology of Being, 1968.p.136

2. 재료의 표현 가능성
구조적 조형 지도는 여러 가지 재료와 표현기법등이 혼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재료의 변형
(1) 분재-물, 풀, 접착제에 의한 개기.
(2) 선재-늘이기, 휘기, 꼬기, 꺾기, 엮기, 비틀기.
(3) 면재-구기기, 태우기, 녹이기, 자르기.
(4) 양재-녹이기, 태우기, 자르기, 파내기, 뜯어내기.

2) 조형학습
(1) 분재-붙이기, 늘어놓기, 만들기.
(2) 점재-붙이기, 꿰기, 매달기, 늘어놓기.
(3) 선재-매달기, 끼우기, 묶기, 늘어놓기, 세우기.
(4) 면재-쌓기, 끼우기, 매달기, 붙이기, 날리기, 세우기, 늘어놓기, 걸기.
(5) 양재-쌓기, 붙이기, 묶기, 넣기, 늘어놓기, 띄우기, 세우기.

3) 환경조건의 이용
(1) 실내-선풍기(바람), 불(토오치), 천장(매달기), 별(걸기, 늘어뜨리기).
(2) 실외-바람, 물, 나무, 불, 빨랫줄 등.

4) 구조적 조형표현
(1) 단일재료
①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재료를 살려 표현한다.
② 일정한 형태의 재료를 가공하여 의도적으로 표현한다.
(2) 복합재료
① 재료의 형태를 살리면서 점재, 선재, 면재, 양재 등을 혼용하여 표현
한다.
② 일정한 형태의 점재, 선재, 면재, 양재 등을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혼용해 표현한다.
(3) 운동
① 바람, 물, 고무줄, 인력 등 자연력 이용.

② 모터(motor)등의 동력 이용.

3. 교사의 지도
첫째, 구조적 조형의 지도는 재료의 선택에서 작품의 완성 및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는 주도면밀하게 학습계획을
세우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작품제작 이전에 수업의 목표나 작품제작
의 의미 등과 더불어 교육효과를 고려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
한데 이것은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참고 작품의 제시는 작품제작 이전에 하면 그 연상 작용에 의해 아동
들이 모방할 가능성이 있고 창의적인 표현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많기 때문
에 모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지도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학습도구나 연장의 사용법을 사전에 반복지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
고 작업시에는 항상 작업반경을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넷째, 아동들의 조형작업은 어떤 표현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
에 교사는 나름대로 예상되는 용구나 재료를 준비한다.
다섯째, 재료의 구입은 꼭 필요한 것에 한하고, 가능하면 주어진 조건내에
서 해결하도록 한다.
여섯째, 작품제작은 학습내용과 성격에 따라 개인 또는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제작 장소는 실내뿐만 아니라 운동장, 물가나 숲 속 등 야외에서도
할 수 있다.
여덟째, 작품제작시 교사는 계속 관찰하면서 지도가 필요한 어린이를 보조
해 주고 토오치등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4.지도내용
1) 세워서 나타내기
세울 수 있는 재료는 다양하다. 폐품, 빈곽, 빈병, 돌, 깡통, 벽돌, 나무토막,
우유곽 등을 세워 나타내다가 그 위에 변화를 주면서 포개어 쌓도록 하거나
병 같은 경우 그 위에 깃발 모양을 만들어 막대에 붙여 끼워서 놓으면 재미
있는 표현이 되었다. 벽돌을 쌓아 표현할 때에는 너무 높게 쌓으면 무너져서
다칠 위험이 있고 너무 넓게 세우기만 하면 변화감이 적었다.

2) 끼워서 나타내기
끼워서 나타내기에 좋은 재료는 주변에 무수히 많다. 찰흙 경단을 만들어
나무 젓가락을 방사형, 나선형, 불규칙적인 방향으로 끼우면서 계속 연결하
여 나가거나 무, 당근, 고구마, 상수리, 밤 등을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 등으
로 끼워 나타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되어 미술에 흥미가 없던 어린이들
도 쉽게 접근하였다.
탱자, 망초줄기, 스치로폴, 우드락 등을 잘라 끼우거나 혼합해서 만든 작품
도 창의적인 작품이 되었다.

3) 오브제로 나타내기
자연물을 이용한 오브제는 돌이나 고구마, 무, 당근 등에서 동물이나 특정
의 형체와 닮은 모양에서부터 접근시키는 것이 좋다. 특징이 잘 나타난 부분
을 강조시키고 부족된 부분은 보완하여 완성시킨다. 나뭇가지, 특징 있는 장
작, 이상한 돌, 그리고 썩은 나무뿌리 등을 이용하면 쉽게 작품이 되었다. 인
공물의 오브제에서는 환경정화와 자원 재활용의 차원에서 폐품을 l용하여 제
작시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사장의 헌 철사나 빈깡통, 헌
도시락도 좋은 오브제 재료가 되었다.

4) 매달아 나타내기
어린이는 만들면서 생각하는 특성 때문에 지지(支持)할 지주를 튼튼하게 세
우고 하나씩 매달면서 공간을 지각하고 상호관계를 터득한다. 무게중심을 잡
고, 매달고, 끼우고, 변화를 준다. 풍선에 물을 넣어 매달거나 비닐호스에 모
래를 넣어 매달고 착색하였다.

5) 구겨서 나타내기
어린이들은 손에 잡힌 물건을 만지작거리거나 주므르고 찢는 버릇이 있다.
소풍 후 수집한 일회용 알루미늄 도시락을 모아 찢거나 구겨서 형체를 만들
고 여기에 철사를 넣거나 구긴 뒤 밑에 벽돌조각을 넣고 매만져서 세우면
독특한 입체를 만들 수 있으며 강한 금속의 질감이 나타나므로 효과적이다.

6) 바람을 이용하여 나타내기
바람을 이용하는 작품을 만들면 변화감이 있어 흥미있다. 2m 정도의 대 막
대에 헌 비닐을 걸치고 지면과 수평이 되게 잘라서 날리면 깃발모양이 된다.

삼각형으로 오린 창호지의 한면을 대살에 붙여 실로 매달아 날리며, 비닐호
스의 입구에 가는 철사링을 넣고 매달거나 바람에 의해 계속 빙빙돌게 만든
작품도 있었다.

7) 녹이기와 태워 나타내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헌 비닐호스나 플라스틱 병, 헌 비닐, 스치로폴
등을 이용하여 개스 토오치(gas torch)로 녹이거나 태우면 획기적인 작품이
나타난다. 개스 토오치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개스를 조금만 나오도록 하고
불을 붙인 다음 불꽃을 조정시키며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비
닐류가 녹을 때 흘러내리는 뜨거운 액체를 만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여러차
례 실험을 통하여 적당한 시기에 작업을 중단하는 지도도 필요하다. 그 지도
가 되지 않으면 너무 태우거나 덜 태워서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스치로폴
포장용기를 이용하여 태우면 매우 효과적인 작품이 되었다.

8) 물에 띄워 나타내기
바닷가 양식장에서 쓰던 부표(浮漂)에서 힌트를 얻어 띄우는 작품을 만들도
록 하였더니, 제재소에서 주워 온 나무껍질, 스치로폴 조각, 양식장의 부표
등을 준비하여 작은 댓살이나 나무 젓가락 등으로 끼우면서 재미있게 만들
었다. 처음에는 띄우는 상부만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 띄우면 모두 균형을 잃
고 넘어져서 그 밑에 무거운 돌을 묶어 달도록 했더니 아주 재미있는 움직
이는 작품이 되었다. 이것을 깊은 물에 띄우려면 좀더 대형화해야 하고 또
학습이 끝나면 곧 수집하여 자연을 보호하는 지도가 있어야 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현대조각에서 통합적 조형 개념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구조적
조형에 대하여 그 이론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수업을 통해 얻어진 학습결과를 분석하여 표현가능성을
찾았다.
구조적 조형은 기존의 조소표현과 19세기 이후 과학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발달된 입체주의 조각, 미래주의 조각, 구조주의 조각, 오브제 조각, 어셈블
리지 조각, 정크 조각 등으로 발전되어온 현대적 조각표현을 총칭하는 신조
어이다.

본 연구를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조형의 재료는 생활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그 재료는
학습재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둘째, 바람직한 구조적 조형학습을 위해서는 재료를 다양하게 많이 비치하
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셋째, 재료의 활용정도는 학습경험이 증가 할수록 양감, 변화감, 질감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넷째, 재료의 표현방법으로 세우기, 끼우기, 매달기, 구기기, 자연물의 오브
제 등을 이용한 단순한 표현에서부터 불에 의한 녹이기, 태우기, 폐품이용하
기 등 복잡한 표현까지 도입시킬 수 있어 흥미가 높았다. 또한 우연의 효과
도 지도할 수 있어서 관심이 높았고 보다 새로운 표현방법을 찾아보려는 의
욕이 엿보였다.
다섯째, 연구 초반에는 주가되는 한두가지 재료에 복잡하게 다양한 재료를
접합시키더니 연구 후반에는 몇 가지 재료를 골라 보다 정선된 작품을 제작
하였다.
여섯째, 주변 환경의 이용방법에서는 초기에는 세우는 작품이 주종을 이루
다가 벽에 걸고, 천장에 매달고, 나뭇가지나 빨래줄에 걸거나 매달고, 바람에
날리고, 물에 띄우는 표현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소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구조적 조형은 교과의 관심과 열의 속에 교육과정의 지역화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가치가 있다. 대다수의 미술재료가 상품화되거나 교과서
의 예시 자료에 맞춰 준비되기 때문에 아동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손쉽게
구입하여 단순히 붙이고 조립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구조적 조형의
학습은 재료수집과 표현을 직접하게 되고 재료에 따른 표현도 다양하게 이
루어지는 관계로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완성 후에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둘째, 구조적 조형은 표현 가능에서도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구
조적 조형은 기존의 조소표현으로는 해볼 수 없는 표현까지 가능하고 재료
도 매우 다양하므로 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경험을 시킬 수 있고 창의적인
표현을 유도해 낼 수 있어서 기존의 조소 표현보다 효과적이다.
셋째, 구조적 조형은 미술에 대해 잃었던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다. 아동들
은 관심과 흥미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고, 특히 교사들의 미술 교육에 대한
편견 때문에 기존의 미적 평가관을 은연 중 강요받게 되어 창의적이고 개방
적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흥미를 잃은 어린이가 많다. 그러나 구조적

조형의 지도는 어떤 틀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미적이고 조형적인 면에
서 지도되어 아동들에게 다양한 재료에 의한 표현을 자극하게 되므로 새로
운 표현에 호기심이 생기고 장식적 표현도 가능하다. 때문에 아동들의 흥미
를 높일 수 있도록 뜻있는 선생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체계적인 연구가 이
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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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tructure" in Art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Lee Choon Ho
Generally speaking, the epoch-making development of modern sculpture
has been resulted from the free from the traditional material and
technique. The carving and modeling in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still remains in the level expressed by limited working of carving and
modeling each other.
This study names "Structure"to the technique which is newly taken and

applied by art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And this is resulted from
the analysis for 80 works by 10 ways of working.
In the first place through this study, We found that "Structure"is useful
for localization of education course, because its materials are easily
collected in and around us and helpful enough to educate art.
Scond, We pay attention to collect the various kind of things and have
students select and use according to their tastes. As a result many kind
of interesting materials and objects are collected.
Third, structure adopts natural materials and phenomena as well as
artificial ones to works, so that the valuable art education is achieved.
We can take some suggestion through this study as follows : First,
Strcture can give us a new fashion of expression.
Second, it is worthy of effective localization of art education.
Third, "Structure" stimulates interest in art education.
Therefore, We conclude that structure must be studied and adopted in
filed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