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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미술교육은 자신의 느낌과 사고를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내적표현의 기회를 확장
하여 미적 감수성을 가진 인격형성을 중요시한다. 학습자가 미술 활동을 통해 영혼을
만족시키고, 마음, 정신, 의지를 다스리는 능력을 개발하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인식하며,
신체의 지각과 개인의 감정을 수반하는 등 인간의 변화하는 정신과 관련지어 질 수 있을
것이다(김정희, 2002). 그러므로 대상의 외형을 재현하는 미술활동보다 그 대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선과 형, 색에 대한 감(感)의 형성을 돕고, 이를 이해하며 해석하는 표현
으로 확장되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슈타이너 교육사상은 유아가 예술적
체험을 통한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고 표현과정을 즐기는 것에 중점을 두는 현대 유아
조형교육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슈타이너(Steiner, 1861∼1925)의 예술교육에서 조형 활동으로는 조소, 공작, 금속공예,
편물, 수예, 포르멘 선묘, 색채화가 있다. 이중 인간의 내면적 표현을 통한 조화로운
발달에 중심이 되는 것은 ‘포르멘’ 이다. 포르멘은 직선과 곡선의 다양한 조합과 변형을
통하여, 형태요소 및 리듬감 운동감을 체험하는 형태에의 감각 · 감정 운동이다. 포르멘은
단지 움직임의 선을 그린다는 것이 아니라 선과 그 선이 만들어 가는 형태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정신적인 표현활동이다. 아동은 ‘선’과 함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선을 통하여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고 체험한다. 예를
들어 아동들은 때로는 강렬한 색과 굵은 선을 이용하여 자신 속의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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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의 표현을 통해 생기를 되찾기도 한다. 이러한 포르멘으로부터
얻는 힘과 자신으로부터 분출하는 힘은,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기쁨을 발견
하고, 나아가 조금씩 세계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준다고 할 수 있다
(김성숙, 2000).
이처럼 슈타이너의 포르멘은 선과 색의 체험을 통해 유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느낌,
생각, 사고를 표현으로 나타내는 ‘자아 표현으로서의 선’ 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슈타
이너는 “선은 어떤 공간에서 그려진 선이 아니라 자신의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선’ 하나
하나의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 하나하나를 직접 따라가며 변화를 겪는 선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의 진행이나 장소의 변경이 바로 이러한 자아의 경험이다(R. Steiner 전집
12권; Kutzli, 2004, 재인용)”라고 말한다. 포르멘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형태
(원, 8자 형태)를 따라 움직이면서 얻게 되었던 이미지를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넣어서
선과 색으로 표현하고, 그 느낌을 다시 신체와 함께 지각함으로써 단지 손끝으로가
아니라 생생한 운동의 에너지를 선에 담아 표현하여 독창적인 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포르멘’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감정체험과 자아체험으로 창조
적인 조형활동인 것이다.
이와 같이 슈타이너의 포르멘은 외형적인 ‘형태 그리기’가 아닌 선과 색의 여러 가지
형태 체험을 통해 어린이로 하여금 내면적 성장과 창조적인 인간을 일깨우고 내적 · 외적
으로 균형을 이룬 인간 형성에 있다. 따라서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은 어린이의 흥미와
호기심 유발을 위한 것도 그림의 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닌 ‘자유로운 자기개발
교육’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미술의 지식이나 작품 제작을 통한 어떤 가시적인
결과에 목적을 획득하는 결과물로써 표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서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유아미술교육에서 시사 하고자 하는 유아
조형 활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을 고찰한다.
둘째,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을 기초한 조형 활동에서 ‘포르멘’을 이해하여 현대 미술교육
에서 시사 하는 바를 살펴본다.
셋째, ‘포르멘’을 통해 유아조형교육에서 시사점을 규명하고 유아조형 활동 방향으로의
접근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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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슈타이너의 교육사상과 포르멘
우리나라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공교육속의 미술은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전락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는 등 미술교육의 중요성이 흐려지며 삶의
중요한 일부라는 개념이 모호해 지고 있다. 현 미술활동은 형태에 치중한 그리기 활동이
마치 미술의 전부인양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교육
개혁자 슈타이너는 일찍이 예술과 교육이 하나라고 생각 하였으며, 신체와 정신의 통일을
지향하는 예술수업을 목표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슈타이너가 창안한 여러 가지 교육
방법 중에 하나로 ‘형태 그리기’로 번역되어지는 포르멘 수업의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내적 성장의 중요성을 각성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미술교육이 대체해야 할 예술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은 예술 활동으로부터 인간 내면의
자아를 찾고 그것을 성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인간의 자아를 성격학으로도 불리 우는 기질론적인 측면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예술과의 접근을 시도하려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과학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인지학을
모든 예술수업의 근본으로 삼았다. 실제 발도로프 학교 내에서는 인지학중심의 수업이
예술과 잘 접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학교 교육에서 흔히 나타
나는 수업거부, 폭력, 자퇴 등 문제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슈타이너가 인지학을
중시하고 깊이 있게 연구한 까닭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아를 예술 활동과
연계하여 보다 의미 있는 자아의 정체성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처럼 자아의 성숙을 실현하기위한 포르멘 수업은 선을 그린다는 개념이 아닌,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 인간의 내적인 정화를 돕고자 하였다. ‘선’에서 출발하여 ‘형’과 ‘요소’를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물질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초감각
적인 우주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강조 하였다. 자신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변화를 인식함은 곧 인간의 정신적 깨달음으로써 이는 곧 우주의 원리를
아동이 사고하고 활동 하여야 역동적이며 생동감 있는 리듬을 생성하게 된다. 깨닫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슈타이너는 ‘더 높은 세계, 신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의 도달'로
표현하고 있다(김정희, 2002). 슈타이너가 물질적인 세계와 우주적인 세계의 조화를 강조한
이유는 미술적 테크닉, 기능으로써의 예술이 아닌 인간 본질의 성장과 아이들에게 순수한
원초적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 이였기 때문이다. 또한 포르멘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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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서의 안정과 삶에 대한 자신감까지 키워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슈타이너의 포르멘은 선묘연습을 감정수업의 가장 기초로
삼는다. 포르멘은 또한 음악적이기도 한데, 선묘연습을 통해 선이 굽으면 내 몸도 굽어
지는 것처럼 선이 움직일 때 내 몸도 함께 따라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신체와 정신이 하나가
되는 경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포르멘은 잠든 혼을 깨워 영적인 것으로 안내하며
진정한 인간으로 이끄는 기초가 된다(권준범, 2001). 포르멘 선묘에서 리듬감이 중시되어
졌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움직임으로부터 선이 생겨난다고 슈타이너는 생각하였기 때문
이다. 신체의 움직임은 곧 운동감각과 직결된 부분이라 몸과 마음을 통한 인간 전체적인
체험을 시도 하였다. 인간의 신체리듬이 우주의 리듬과 어우러져 함께 공존하고 조화되며
인간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개념인 것이다. 아동이 사고하고 활동 하여야 역동적이며
생동감 있는 리듬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선을 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지는데, 포르멘 수업은 학년에 따라
단순한 직선이나 곡선(그림 1)에서 점차 복잡한 형태의 직선과 곡선(그림 2)으로 발전 해간다.
특히, 대칭형(그림 3), 방형, 소용돌이형(그림 4), 맺음형 등의 선묘로 바뀌어 갈 때마다
선묘의 변화와 함께 어린이들도 조금씩 성장해간다. 이렇게 해서, 선이 형으로 발전하고
그것은 또한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 가는 동안에, 어린이들은 선과 더불어 자신도 움직
이면서, 순수한 기쁨의 감정을 체험하게 된다(김성숙, 2000).

(그림 1 )

(그림 2a)

(그림 2b)

(그림 2c)

(그림 3)

(그림 4)

그림 1 ~ 2) 출전: H.R 니다호이자/高橋嚴 역(1998), 슈타이너학교의 포르멘선묘, 이자라 서방, 첫 부분
도판. 2c)는, 에른스트 외/임장오 역(1999), 포르멘선묘, 筑摩서방, 첫 부분 도판.
출전: 3) H.R. 니다호이자/高橋嚴 역(1998), 전게서, 첫 부분 도판.

슈타이너의 포르멘은 단순한 선을 시작으로 문자와 숫자의 색을 접하고 여러 형태의
선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의식속에 아동의 내면에 자리 잡아 있다가 성장해 가면서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던 형태가 다른 수업에 접목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단순한 선묘
작업을 벗어나 선이 나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창조 되어지는 의미론적 개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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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포르멘 수업의 개념적 접근을 통해 살펴본 바로 아이들에게 예술로써의
교육이 되려면, 내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능동적인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미술활동은 아동의
주체로 이루어지는 자의에 의한 활동이 아닌 교사의 주체로 이루어지는 의미 없는 끄적
거림이나 평면활동이 미술의 정석처럼 이루어 졌다. 그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미술활동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성장해가고, 응용되어지고, 접목되어지고, 끝맺음을 짓는 자아의
성장과 발달이 아닌 것이다. 주입되는 예술, 결과물 중심의 예술 활동은 인간 내면의
정체성을 자극하고 예술적 감성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포르멘 수업은 미술활동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인간 본질의 정체성을 찾고 자연과 하나임을 깨닫는 인간교육을 하고자 한 것이다.
그야말로 교육의 본질, 인간의 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순수한 영혼의
감성교육인 것이다. 슈타이너는 예술을 인간과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연결 시켜주고 인간
내면의 자아생성을 도와주는 중간자적 존재로 인식하였다. 그것은 그가 외적으로 보여
지는 예술이 아니라 내적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예술의 참 의미로 승화시키려 함일 것
이다. 위의 이러한 점들이 현 미술활동과 슈타이너의 포르멘 수업 사이의 질적 차이점
으로 보여 지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나라 미술활동이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보여
주기 식 미술로의 퇴색은 막고, 예술이 아이들에게 원초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렇게 뿌리 깊게 박힌 외적인 미술 관념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미술활동의 인식을
참된 인간교육으로써의 예술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의 준비가 필요하며 현 우리나라 미술활동 제도를 한순간 교체 한다고 생각
하기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포르멘 수업을 토대로 수정하고 보안하고 재정립하여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결단력이 필요할 것이다.

Ⅲ. 유아의 조형 활동
1. 조형 활동과 영역
조형 활동이란 물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사물을 유형적으로 표현하며 시각에 호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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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활동이다. 유아에게 조형 활동은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 등 어떤 형상이나 형태를
이루어 만드는 모든 표현 활동을 의미한다(배우미, 2003). 따라서 유아는 조형 활동의 경험을
통해 주변 환경을 관찰, 탐색하고 자신의 내적세계표현으로 확장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유치원 조형 활동은 초등 미술교육과정 제6차와 제7차 개정을 통한 것이다. 유아
조형 활동은 유치원 제6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5호)에 표현생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현생활의 영역은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발적·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심미감을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한국
미술교과교육학회, 1997). 이 영역은 김용권(1996) 제6차 유치교육과정에서 미술에 관한
것을 정서, 표현, 감상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표 1.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미술교육내용
구

분

정

서

표

현

감

상

내
용
·시작한 활동에 열중하여 성취감 가지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표현을 존중하기
·그림그리기
·만들기와 꾸미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조형 활동하기
·자연과 사물감상하기
·다양한 조형작품 감상하기
·전통예술에 친숙해지기

(박라미, 2006, 참고)

이러한 표현생활은 풍부한 감성과 상상력을 기르고,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창의적
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적 목적이 있다. 또한 유아의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심미 감을 기르고, 자연과 작품 감상을 통한 환경 속에서 아름
다움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 6차 표현영역은 개방적 분위기에서 유아 개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
하게 함으로써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자유로운 표현능력이 형성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영역의 교육활동은 어느 특정의 예술적 개념이나 기능을 익히게 하기 보다는
풍부한 감성과 창의적 표현력을 기르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1997).
이와 같이 제 6차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표현의 존중하기를 통해 풍부한 감성과 창의적 표현력을 기르게 하는 특징을
정서적 영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술교육에서 정서· 표현 · 감상교육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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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주도적 수업과 틀에 박힌 재료 선정, 작품 결과 중심의
교육으로 유아에게 각자의 흥미나 능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예술적 · 조형적 활동
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제 7차 유치원교육과정「유치원 지도서1 총론」은 유아의 발달 특성과 흥미
및 요구 등을 고려하여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교육 내용을 놀이 활동
형태의 통합교육활동으로 전환하였다.
통합교육은 사람의 감각, 느낌, 판단, 상상, 직관 등이 통합적으로 기능하므로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감각적 체험은 이성과 결합하고,
상상은 실제와 연결되며, 직관과 지성이 짝을 이루고, 가슴속의 열정이 머릿속의 열정과
연합하고, 한 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이 다른 모든 교과목으로 가는 문을 열어젖힌다는
것이다(Root-Bernstein & Root-Bernstein, 2007, 재인용). 이는 다양한 지식의 접근법을 통합
하고 무엇을 배우는가 보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낀 것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표현해야하는지 배워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즉, 학습자가 창조적으로
다양한 사고 방법을 활용하며 몸과 마음, 지성과 감성, 현실과 상상 등을 통합하는 전인
교육에 중점을 둔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러한 7차 유치교육과정「유치원 지도서1
총론」의 구성방향과 교육목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유치원 교육과정의 구성방향과 교육목적
구

성

분

격

내

용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유치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과 행복 추구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유아 중심
·유아의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통합적으로 실현
·교육청과 지역 사회, 유치원, 교원, 유아, 학부모가 함께 실현
·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

추구하는
인간상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구성방침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구성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과 전통문화, 창의성을 강조하여 구성
·지역과 유치원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구성
·유치원 교육의 정체성을 살리며 초·중등학교와 연계하여 구성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구성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통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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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른다.
·더불어 사는 태도와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능력을 기르며,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교육 목적

위(표 2)에서와 같이 제7차 교과과정의 목적은 21세기의 세계화 ·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유치원 7차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유치원 지도서1 총론)의 영역별 내용은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이다. 유아의 조형 활동은 유치원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5호)에 표현생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유치원 지도서1 총론」
표현생활에서 미술에 관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표현생활에 나타난 미술교육내용
구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
즐기기

감상하기

분
소리·움직임
·조형물에
관심가지기
예술적 요소
찾기
조형
활동으로
표현하기
창의적인
표현 과정
즐기기
아름다움
느끼기
예술적 표현
존중하기
우리
전통예술
감상하기

내

용

·자연과 주변 환경의 소리, 음악, 움직임, 조형물에 관심 가지기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움직임의 모양·힘의 세기·빠르기·흐름 등을 찾기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색·형태·질감 등을 찾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협동적인 조형 활동을 통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조형 활동하기
·스스로 표현활동을 선택하며 표현 과정을 즐기기
·자연과 다양한 음악, 춤, 조형물, 극놀이 등을 감상하고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표현의 차이 존중하기
·전통예술에 친숙하기

조형영역은 그리기 같은 평면 작업뿐 아니라 만들기, 꾸미기 등의 입체조형을 통한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조형 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
하고, 협동적인 조형 활동을 통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유치원 지도서1 총론」에서
조형영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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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료와 도구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재료를 활용하면서 경험하는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 해결력이 향상된다.
셋째, 자연물 등의 생활 속 자료를 활용한 조형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선, 색, 모양과 형태 공간, 질감들을 탐색할 수 있다.
다섯째, 이를 즐기고 스스로 표현하며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보며 성취감을 가진다.
이와 같이 유아의 조형 활동은 창작활동 작품의 결과보다 다양한 재료를 다루어 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보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즉 유아 작품의 결과
보다는 재료나 방법, 유아의 의도나 노력 등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거나 격려해 주는 것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
에서 조형영역은 유아가 다양한 재료를 다루어 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보는 과정의
즐거움 그 자체를 즐기며, 유아와 유아 주변의 인적·물적 환경을 통합하며 유아의 몸과
마음, 지성과 감성, 현실과 상상, 지식과 태도 및 기능 등을 통합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
한다. 즉, 조형 활동을 통해 조형의 선, 색, 모양과 형태 공간, 질감 등을 탐색하고 일상
생활에서 새로운 지식과 사고방법을 학습해 가도록하는 것이다.
조형 활동에서 ‘그린다’의 일차적인 형식의 표현은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은 사물을
묘사하는 단계로서 사물의 형태와 성격 등을 가장 간결하게 표출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여왔다(김동철, 2003). 유아가 표현하는 낙서로 나타난 ‘선’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내적
감정이나 정신적 에너지의 움직임을 의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표현활동이다. 즉,
유아의 표현활동으로 나타나는 선, 형태, 색채는 유아 개인이 잠재하고 있는 감정이
수반된 것이다. 위와 같이 특히 선은 내면세계의 표현활동으로 슈타이너의 선을 통해
자아를 체험하는 포르멘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슈타이너의 교육사상
에서 포르멘을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이 미술의 지식이나 작품 제작을 통한 어떤 결과에 목적을 획득하거나
표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둘째, 내면적 성장과 창조적인 인간을 일깨우고 내적 · 외적으로 균형을 이룬 인간 형성에
있다.
셋째, 자신의 내면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감정체험과 자아체험으로 창조적인
표현활동이다.
넷째, 선이 만들어 가는 형태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표현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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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7차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미술을 미적 지식, 감정,
기술의 미적경험으로 통합된 전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미술품 및 미술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미술교육의 다양한 관점으로 반영이다. 그러나 7차 미술교육과정은 자신의
느낌과 사고를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내적표현의 기회를 확장하여 미적 감수성을 가진
인격형성을 중시하는 미술표현은 미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은 현대 유아교육에서 미술교육이 시사 하는 방향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감정체험과 자아체험으로 창조적인 표현활동을 통해
내적 · 외적으로 균형이룬 인간형성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대 미술교육에서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을 기초한 내적표현의 기회를 확장해주는 유아조형 활동으로 접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현대 유아교육에서 조형 활동의 의미
1) 현대 유아 교육의 방향
유아교육의 목적은 유아 개인이 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가정은 이들로
인해 행복을 누리게 하며, 유아들이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기능하게 할뿐 아니라,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여 국가의 인적 자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양옥승 외, 2003).
유아기는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표현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등이 길러지며 인간관계의 기초 및 도덕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유아기에 환경으로부터 흡수한 경험은 유아들이 성장
하여 청소년기를 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에 유아교육은 기초교육으로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은 유아의 잠재 능력이 피어나게 돕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유아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유아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유아는 사회 구성원으로써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 할 줄 아는 사람
으로 키워져야 한다고 「21세기 바람직한 유아교육에 대한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입장」
에서는 유아교육 목표와 방법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방법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유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여 전인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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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돕고 부모가 가정에서 유아를 전인으로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을
지원한다.
전인 교육은 유아의 신체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이
균형이 이룰 때에 이루어진다.
둘째, 부모가 가정에서 유아를 전인으로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을 지원
한다.
유아는 함께 생활하는 부모와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교사는 유아가 전인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가족과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제공
한다.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욕구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의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유아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한다.
미래시대는 정확한 판단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아기부터 문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보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처리하는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
유아교육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유아교육 방법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유아교육에서의 학습경험과 활동은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운영
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 일과는 일관성 있게 계획하여 운영하되, 날씨와 지역 사회
여건에 따라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동적 활동과 정적 활동,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이 균형 있게, 하루의 생활은 개별,
소집단, 대집단 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셋째, 유아교육은 놀이를 중심으로, 유아가 놀이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넷째, 감각 활동이나 직접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유아가 실물
이나 구체적인 놀이감을 직접 조작해 보고 탐구하여 활동하게 한다. 교사는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유아와 상호 작용한다.
다섯째, 교사는 유아의 놀이 행동을 계속 관찰하여 교육 활동의 계획, 실행, 평가가 통합
되어 이루어지도록 한다. 평가는 유아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발달을 도와주는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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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유아와 상대적으로 비교, 서열화, 점수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이 유아교육은 유아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전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자연스러운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21세기에는 창의성이 무엇보다 기본적인 능력이므로 유아의 창의성을 기르는 것은
유아교육에서 중요하다. 즉,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 상황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를
즐겁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양옥승 외, 2003). 또한 유아교육은 유아교육
기관과 교사, 유아, 부모, 사회구성원이 함께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아교육의 목표와 방향의 시사점은 전인교육중심으로 내적 자아
체험을 통한 ‘자유로운 자기개발교육’을 목표로 하는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슈타이너(1919)는 “이제부터의 교육내용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발달시키기 위한 수단
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슈타이너는 지식을 인간능력
발달을 위한 교육방법으로서 예술적인 방법으로 인간에게 교육적 접근을 행할 것을
기본으로 하는 예술교육을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인간의 내부에 그때그때 새롭게 현현
되는 신적, 영적인 요소를 예술적 이미지가 넘치는 수업을 통하여 육성시켜나가는 예술
교육에 기초한 전인교육을 주장하였다(김성숙, 1997). 따라서 슈타이너의 교육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술 경제적 발달 궤도를 직계로 계승할 후진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경험을 통해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고, 개인의 소질을 키워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간교육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슈타이너의 교육 사상은 예술교육을 기초로 내적자아체험을 통한 전인교육
으로 현대 유아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에 시사 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교육을 예술화하는 것으로부터 수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슈타이너의 사상을 바탕으로,
유치원 통합교육에서 조형 활동은 다른 교과와의 관련성 속에서 항상 모든 수업에 적용
되어, 어린이들에게 활기를 북돋아주는 역할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2) 현대 미술교육의 방향
현대 미술은 사회적, 역사적, 교육적 측면으로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작용
되어지고, 그 외에 영역에서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대 미술은
어느 한 분야로 통칭되어지지 않고, 여러 분야와 더불어 통합적으로 계속적인 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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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미술은 정형화되고 획일적이고 수용적, 모방적이었던 반면 현대에
들어서면서 장르에 얽매이지 않은 새롭고 실험적인 시각을 담은 개념으로써 조형미술로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한다. 현대사회가 디지털 시대로 변화를 거치게 되면서 현대
미술도 과도기를 지나 다양한 예술로의 발전이 거듭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현대유아미술교육 역시 틀에 얽매인 주입식미술, 교사의 재량에 따라 완성
되는 미술을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관점의 미적체험(esthetisches Erlebnis)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김진엽과 하선규(2007)는 미에 대해 눈부신 드러남 즉, 미의 대상이 빛나게 드러나고
비추이는 경험은 단지 피상적인 외양의 화려함이 아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대상에서
우리는 그 비추임의 온전하고 완전한 현실성을 확신하고 있다. 즉, 아름다운 대상은
자신의 어떠한 구석도, 어떠한 이면도 감추지 않고 그 비추임 속에서 자신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겉모습(표면)과 내면(이면)을 구분하도록 하는 미는 진정으로
우리는 매혹하는 미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미에 관련된 활동은 오로지 작가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신체적,
전인적 발달, 미적 심미안 등을 위해 유아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되어 진다.
또한 이러한 체험은 규모가 큰 전시관 안에 전시되어진 그림감상이나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통해 미적심상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의 모든 부분에서 유아는
미적대상을 접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 및 색채, 명도, 채도, 색감,
양감, 질감, 명암 등을 통해 미적심상을 키워가며 발전할 수 있다. 유아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물, 자연 등은 미적지각이나 미적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적
발달을 창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미술은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이며 삶의 질을 더 해주고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되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유아는 과거에 미숙한 존재로 인식되어
졌지만, 현재에 들어서는 심신이 성장하며 발전하는 미래적 존재이므로 더 이상 유아
미술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유아미술
활동은 유아의 소근육과 대근육을 비롯한 신체발달을 촉진하며 내적인 성장과 정화를
충분히 동반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지향적 측면으로 봤을 때 유아가 접하게 되는 미술이
외적인 신체발달과 내적인 감성과 자아의 발달은 물론 자기감정의 표현, 표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유아미술활동은 유아의 전인적발달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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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충분히 돕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는 유아 미술의 실태가 예술 활동이라 부르기 힘들 정도의 미약한 부분이 많다. 현재
유아미술교육은 공간이나 질적인 면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유아미술교육은 원초의 기쁨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 아닌, 기능적인 것만이
미술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 미술활동은 책상에 앉아서 크레용이나 물감으로 정해진 주제에 그림을 그려 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획일적인 유아 미술활동은 오히려 유아로 하여금 미술에 대한
동기유발이나 흥미를 잃게 하고 창의성에대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유아들이 미술을 보다 자유롭고 감성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폭 넓은 유아미술활동의 기회제공이 절실하다. 미술을 어떻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느냐에 따라 유아의 미적심상에 대한 질의 향상을 달리할 수 있다.
잔디밭이 단순히 녹색이 아니라 다양한 녹색들이 섞여 있음을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녹색의 미묘한 차이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형태의 지각에서 건물을
실제 길이보다 더 높게 보는 것처럼, 결국 관계를 지각하는 어린이들의 능력은 학습에
의해서 발달되고 그들이 경험한 유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Eisner, 1995). 이처럼
유아가 처한 환경이나 학습되어지는 것 들을 통해 새롭게 개념화 하며 그것은 조합과
변형에 이르는 질적인 미술활동생성과 연계되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 해에 항상 작은 ‘이야기’ 가 오간다. 예를 들어
한 종류의 자동차모델에서 배기관이 옆에 있는지, 달팽이가 나무에 기어 올라갈 수
있는지, 증기선에 굴뚝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등을 이야기 한다. 이것은 아이들의
체험에서 나오는 그림을 통해 이야기하고 또 언어로써 친구들을 자신의 경험에 참여
시키는 것을 뜻한다(김정임, 2004). 이렇게 유아는 사물에 대해 지각하고 체험한 것을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개념화 시키는 작용을 꾸준히 생성한다. 유아에게 경험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아는 질적인 예술 활동을 꾸려
나갈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미적 체험에 대해 백기수는(1993, 재인용)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의 경계를 넘어 미적
가치 체험이라는 의미로서 인간 내면의 깊은 영혼의 울림을 동반한다. 다른 체험들과 같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지니며, 미적 직관과 미적 감성의 본질적 계기로 이루어
진다. 즉 미적 체험은 ‘아름다움을 궁극적인 가식의 출발점으로서 인격적, 개성적 주관
성에 그 존립 근거를 갖는 체험이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유아들의 미적체험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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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의 질적인 미술활동은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미술과 부합된다. 이와 뜻을 같이하는
교육 개혁자 슈타이너는 인간의 내적인 성장을 돕고자 무엇보다도 인간 본연의 개발을
중시하였다.
그는 유아가 경험하는 미술은 학습적 만남이 아니라 자기개발을 위한 매개체로써 예술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슈타이너는 미술의 기능적 교육 측면이
아닌 내적인 인간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그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그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 내면의 성장을 위해 미술을 인간의 내면과 연결시켜주는 중간자적
존재로 생각하였다. 슈타이너가 인간교육을 근본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각기
다른 성향을 인정하고 존중하였으며 기질에 맞추어 교육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간
본연의 내면적 교육은 현대유아미술의 근본적 지향점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유아의 현대미술의 질적인 미적체험을 위해 끊임없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관점은 우리나라 현대유아미술에서 일어나야 할 근본적 이념 변화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 이며 귀감 되어 질 수 있는 방향이라 여겨진다. 이같이
변화하는 현대유아미술의 인식론을 인정하고 유아에게 예술을 통해 영혼을 순수하고
맑게 정화하고 인간내면의 성숙, 자아의 발달의 성립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유아조형 활동의 방향
1. 슈타이너 교육사상과 현대 유아조형 활동 조명
슈타이너는 20세기의, 지식의 양적 축적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에 대해 인간성의 상실 ·
수량적 사고 · 유물론적 물질중심주의 등을 지적하며, 어린이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했다. 슈타이너는 어린이의 신체와 내면적인 혼의
조화로운 성장과 어린이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예술」중심의 수업으로
어린이들의 감성 · 의지를 개방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슈타이너는 수업의 지적 · 예술적
요소의 조화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진정한 의미의 미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예술교육에 기초한 전인교육을 주장하였다. 슈타이너는 교육을 통한 어린이의
지적발달이 아니라 어린이가 일상생활의 삶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슈타이너는 ‘교육은 예술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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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며 ‘자유로운 자기개발’에의 인간육성을 위해서 예술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슈타이너의 미술교육의 내용을 김성숙(2002)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에너지의 원천이다.
슈타이너에게 미술교육은 ‘자유로운 자기개발’의 인간육성에 기초가 되는 한 요소로
학교의 교육을 예술화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으로 보고 모든 교육에 예술적 요소를 적용
시켰다. 예를 들어, 국어시간에도 문자의 연습은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기하학의 도형이나 수학의 구구법 등도 먼저 그림을 그리면서 수업에 들어가고 있다.
또 지학 · 물리학 · 역사· 화학 · 생물학 등 모든 과목에 있어 미술표현이 도입되고 그림을
그리면서 수업이 진행된다(김성숙, 2002). 유아에게 미술은 사물과 환경을 탐색하고 경험한
것을 나타내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내거나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조형적으로 표현해내는 조형 활동이다. 유아의 조형 활동은 생활
속에서 자발적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예술체험은 어린이의
정신적 성장에 기본은 되며 삶의 에너지원임과 동시에 모든 학습의 수업전체에 생명감을
불어넣어주는 에너지의 원천인 것이다.
둘째, ‘자유로운 자기교육’의 매체이다.
슈타이너는 어린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아무리 서툴고 부족하게 보이더라도 그 활동을
통해 어린이는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인간을 눈 띄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은 어린이의 흥미와 호기심 유발을 위한 것도 그림의 전문
가를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닌 ‘자유로운 자기개발교육’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미술교육은
한 사람 한사람 어린이 내면의 창조적 인간을 일깨우고, 자유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자기교육의 매체인 것이다.
셋째, 감성의 육성, 감정의 교육을 위한 것이다.
슈타이너는 ‘운동감각에 의한 형태교육’을 통해 내면의 힘으로부터 선을 그리게 하고,
체험한 형태들로 기쁨의 감정을 연결하도록 교육한다. 그는 선, 형태, 색 등 미술의
요소를 어린이의 감각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표현시키려고 했다. 즉, 색과 선과 형태의
체험을 통해, 팽창 수축하는 ‘우주의 리듬’을 어린이들에게 깊이 체험시켜서, 그 감정의
에너지를 조형예술로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슈타이너는 어린이는 그림을 그리는 가장 기초적인 ‘선’으로부터 예술적 감정을 활발
하게 시작하며, 그 체험을 통해 사물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고 생각
했다. 즉, 어린이의 내면에 소질로서 존재하고 있는 예술 감정의 육성에 주의를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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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행할 때, 어린이가 자립한 인간으로 세계에 관여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감정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일깨우는 미술교육은, 어린이의 감정과 의지를 기르고, 내적 ·
외적으로 균형을 이룬 인간형성의 요소로 작용한다.
넷째, 자아체험의 수단이다.
슈타이너는 선의 형태나 색채체험을 통해 어린이의 내면 깊은 자아체험과 감정체험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선은 자신의 자아가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하나하나의 움직임
이나 이루어지는 형태 하나하나를 직접 따라가며 겪는 내면적 자아체험이다. 또한 어린이를
색체의 세계로 인도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생하게 색을 체험하여 색의 깊이를
침잠하게 하는 교수법을 제안하고 있다.
슈타이너의 미술교육은 예술적 체험을 통해 내면 깊은 자아를 발견하고, 어린이의 생명을
일깨우는 즐거운 학교생활과 더불어 언젠가 한 방면에 전문화된 직업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자기개발교육’의 인간형성에 있겠다. 이러한 ‘자유로운 자기
개발교육’ 인간형성에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교육은 예술이어야 하며, 교사는 지식을
주입하는 노동자가 아니고 예술가인 것이다’라고 슈타이너는 말하고 있다.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에서 교사는 아동에게 유익한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느냐, 그가 온 심성을 기울여
이 아동의 영혼과 전본질속으로 침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즉, 교사는 아동의 내적 ·
외적 이해를 바탕으로 각 아동의 특성에 따라 교수방법을 해나가야 하며, 아동과 결속
시키는 힘은 직접적인 인간접촉 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아동이 자기 자신을 찾을
때까지 사랑과 인간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을 기초로 현대 유아조형 활동은 유아의 감성 육성과
감정 교육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내적 · 외적으로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조형 활동은 통합교육에서 유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모든 수업에서 생명감을 불어넣어주는 예술적 체험으로 적용되어 새롭게
조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유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잘 관찰하고, 유아
개개인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작품제작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여 유아의
정체성을 밖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교육으로의 방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아조형 활동의 방향
유아에게 미술활동은 자신의 사고, 감정, 경험, 내면세계의 표현으로 유아의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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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아미술교육은 단순히 기능을 익혀 전문적인 화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술활동의 즐거운 행위를 통해 자발적인 창의적 표현 능력과 미적
감수성을 지닌 조화로운 인격형성에 있다. 따라서 유아 미술활동은 보여 지는 그대로가
아닌 유아가 사물과 환경을 탐색하고 경험해 보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자신의 느낌과
사고를 표현해 내거나 자신의 내면을 것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총체적인 조형 활동이다
(배우미, 2003).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은 조형 활동을 통해 모든 수업이 내면에서 생동감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예술적 감성을 적용하여 유아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
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서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 표현생활에 나타난 미술교육내용(표 3)을 토대로
유치원교육과정「유치원 지도서 7 -생활도구」에서 조형영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유치원 지도서 7-생활도구 (p.188-189)
활동명

·만 4세 활동
·자유 선택활동
·조형 영역

풍선 헬리콥터 만들기

교육
과정
관련
요소

·탐구생활: 과학적 기초 능력 기르기물체와 물질에 대하여 알아보기
·표현생활: 예술적 표현 즐기기통합적으로 표현하기

활동
목표

·풍선 헬리콥터를 움직이는 힘에 관심을 가지고
조작해 본다.
·풍선 헬리콥터를 만들 수 있다.

활동
자료

헬리콥터 사진, 비행기, 풍선, 프로펠러 3개, 연결 고리

활동
방법

1) 헬리콥터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게 뭐니?
-어떻게 움직일까?
2) 헬리콥터 만들기 재료를 보여 주면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 한다.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헬리콥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3) 헬리콥터를 만들어 본다.
4) 풍선을 불어 프로펠러에 연결하여 위로 날려 본다.

활동
유의점

1) 처음 풍선을 부는 것은 유아가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불어 줘서 풍선이 늘어나
잘 불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풍선에 고리를 먼저 끼우고 불어야 풍선에 날개를 끼우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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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평가

1) 헬리콥터 만들어서 날릴 수 있는지 평가한다.
(1) 풍선 헬리콥터를 만들 수 있는가?
(2) 풍선 헬리콥터를 날릴 수 있는가?

확장
활동

1) 풍선을 크게 불 때와 작게 불 때 어떻게 다르게 날아가는지 알아본다.
2) 풍선 헬리콥터 오랫동안 날리기 게임을 한다.
3) 두꺼운 도화지를 이용하여 헬리콥터 날개를 만들어 오린 후, 가운데에 십자로 칼집을
넣어 주고 풍선을 끼워 주어 헬리콥터의 날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위(표 4)에서와 같이 조형영역을 탐구생활과 통합하여 물체와 물질에 대한 과학기초
지식을 즐거운 조형놀이를 통해 예술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미적 안목을 키우고자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슈타이너의 포르멘 수업이 추구하는 예술적 경험을 모든 수업에
적용하여 유아가 즐겁게 생활하며, 지적요소와 예술적 요소가 조화를 이룬 생활을 통해
미적인간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
주도적 수업으로 지식축적 위주의 명제만 알게 하는 질문으로 유아의 확산적 사고를 축소
시키고 있음을 지적 할 수 있다. 또한 섬세한 기술이나 작품완성도에 중점을 두어 작품
제작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통한 자아체험과 자신의 느낌, 생각, 내면적 표현의 기회를
축소시켰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다음 표와 같다.
표4-1. 유치원 지도서 7-생활도구 (p.188-189)
조형영역(풍선 헬리콥터 만들기)
구 분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
즐기기

자료집 내용

문제점· 개선 방향

활동방법에서 ‘헬리콥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에서, “이게 뭐니?”

▸헬리콥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니?’라는 질문은
헬리콥터라는 명제만을 알게 하는 질문이다. ‘무엇과 닮았
을까?’,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 ‘어디에서 볼 수 있을
까?’와 같이 자연과 주변 환경의 관찰·탐색을 통한 자신의
생각, 느낌, 사고를 내면표현으로 까지 확산시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다.

활동목표에서 ‘풍선 헬리콥터가
움직이는 힘에 관심을 가지고
조작해 본다. 풍선 헬리콥터를
만들 수 있다.’

▸풍선 헬리콥터가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조작해본다는
바람에 대한 원리와 경험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
되기보다 만들기에 치우치고 있다. 자연과 주변 환경의 소리,
음악, 움직임, 조형물의 경험을 통해서 표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활동자료로 헬리콥터사진,
비행기, 풍선, 프로펠러 3개,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

▸헬리콥터 사진, 비행기, 풍선, 프로펠러, 연결고리의 틀에
박힌 재료 선정으로 헬리콥터에 대한 형태를 고정시켜,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확산적 사고를
제한 시켰다. 다양한 재료를 제공해주어 정해진 모양의
헬리콥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아 각 개인이 생각하는
독특한 모양의 헬리콥터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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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술적
표현
즐기기

자료집 내용

문제점· 개선 방향

활동방법에서 ‘헬리콥터 만들기
재료를 보여 주면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 한다.’

▸만들기 재료를 보여주면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
것은 작품제작의 결과를 중시함으로써 예측될 수 있는
‘형’을 각인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유아 스스로 표현활동을 선택하며 표현 과정을 즐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활동의 유의점에서 ‘처음 풍선을
부는 것은 유아가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불어 줘서
풍선이 늘어나 잘 불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아는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는 유아의 조형 활동 과정을
관찰하고 유아에게 적절한 비계를 설정하고 인정과 격려,
도움을 줌으로써 유아의 자신감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활동평가에서 ‘풍선 헬리콥
터를 만들 수 있는가? 풍선
헬리콥터를 날릴 수 있는가?’

▸풍선 헬리콥터를 만들 수 있는가? 날릴 수 있는가?는
만들기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이해하였는가?’를 묻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기반으로 좀 더 확산적 사고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확장 활동에서 ‘풍선을 크게 불
때와 작게 불었을 때 어떻게
다르게 날아가는지 알아본다’

▸풍선을 크게 불 때와 작게 불었을 때 어떻게 다르게 날아
가는지 알아본다는 바람의 강도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풍선이 날아가는 길, ‘선’이 나타
내는 형태를 통해 자신의 느낌, 생각, 사고의 내적 표현
으로 확산 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바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느끼고 표현해 봄으로 자연을 통해 조화로운 미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감상하기

이와 같이 조형 활동은 작품의 결과물과 지식축적에 중점을 두어서, 자신의 느낌과
사고를 표현하고 내적표현의 기회를 확장하여 미적 감수성을 가진 인격형성을 중시하는
표현은 미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만드는 방법과 제한된 재료를 제시하므로 인해
예측된 형태의 조형물을 각인하게 하여 유아 각 개인이 생각하는 독특한 형태의 조형
표현과 확산적 사고로 연결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의 조형영역은 슈타이너의 포르멘 수업에서 내면으로부터 시작
되는 예술적 경험과 유아의 인적·물적 환경의 맥락을 이해하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유아조형 활동의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유아조형 활동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물과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 얻어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내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조형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유아에게 생활 속에서 자발적인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 스스로 표현
활동을 선택하여 표현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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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양한 재료와 생활도구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인지적 사고
작용을 형성하며 또래집단과 협동 작업을 통하여 자신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이해하고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는 유아가 조형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아의 조형 활동 과정을 관찰하고 유아에게 적절한 인정과 격려, 도움을 줌으로써
유아의 자신감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아이들의 경험 속에서 일어
나는 내면적 사고와 교감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에 생명을 불어 넣어 줄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모든 수업에 예술적 경험을 적용하여 유아가 즐겁게 생활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 표현을 통해 외적·내적으로 조화롭게 발달하여, 진정한 의미의 미적 인간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유아조형 활동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기쁨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심리적 감정을 풍부하게 하며, 유아의 생각, 사고,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유아 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을 신장 시켜주고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 미술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자신의 느낌과 사고를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내적표현의 기회를 확장하여 미적 감수성을 가진 인격형성을 중요시하는 관점
에서 슈타이너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현대 유아조형 활동의 접근 방향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또한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을 기초한 조형 활동에서 ‘포르멘’을 이해하여 현대 미술
교육에서 유아조형 활동이 시사 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은 예술 활동으로부터 인간 내면의 자아를 찾아 성숙시키는 ‘혼’의
교육을 통해 외적·내적으로 조화로운 인격형성의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이를 예술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다. 슈타이너의 예술교육 중 포르멘은 ‘선’에서 출발하여 선이
만들어내는 ‘형’과 ‘색’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세계 이해를 통한 내면적 성장과 창조
적인 인간을 일깨우는 것에 있다. 이러한 포르멘은 미술교육의 한방법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과목과 연관성을 가지고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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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너에 의하면 ‘예술교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죽어가는 것들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경직화에의 경향을 앞에 두고, 그 죽어가는 힘에 대항하는 힘을 인간 속에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의지를 통하여 다시 살려내는 힘을 발달시켜, 그 작용에 의해 죽어가는 힘에
대항하는 힘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일’이라 말하고 있다(김성숙, 1997). 슈타이너는 교육
방법은 예술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의 모든 수업을 즐겁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북돋워
주는 통합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은 유아가 예술적 경험을 통해 주변 환경을 관찰, 탐색하고
자신의 내적세계표현으로 확장 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즐거운 놀이
활동 형태로 교육내용을 통합하는 통합교육을 하고자 한다. 유치원통합교육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키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에서 미술교육의 내용은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 즐기기’, ‘감상하기’로 구분하여 학습자 스스로 표현활동을 선택하고 표현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현 미술교육은 제6차
유치원미술과정에서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개선되지 못한 교사 주도적 수업과 틀에 박힌
재료 선정, 작품 결과 중심의 교육으로 유아에게 각자의 흥미나 능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예술적·조형적 활동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슈타이너의 ‘교육은 예술이어야 한다’는 교육사상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
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판단하는 ‘자유로운 자기개발’에의 인간육성을 위한 예술적 경험을
통한 내적표현을 중요시하는 교육방법으로 현대 유아조형 활동의 방향에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유아의 내적·외적으로 조화로운 성장을 중요시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은 성적을 위한 기술습득과 결과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예술적 체험을 통한 내면 깊은
자아를 발견을 중요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예술교육을 모든 교육의 기초로 사용한다. 조형 활동을 통한 예술적 체험은 어린
이의 생명감을 불어넣어주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유아에게 모든 수업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셋째, 지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가 조화를 이룬 생활을 통해 심미적 안목을 가진 인간
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유아조형 활동의 방향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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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해내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해내며, 유아 스스로 표현활동을 선택하여 표현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형 활동을 통한 통합교육은 모든 수업에
예술적 경험을 적용하여 유아가 즐겁게 생활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 표현을
통해 외적 · 내적으로 조화롭게 성장 발달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심미적 감성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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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arts education emphasizes forming the character with aesthetical sensitivity by
letting the student express his own feeling and thought formatively and expand the
opportunity of internal expression. It can be related to the changing human mind
including satisfying the soul through artistic activity, developing the ability to control
heart, mind and will, recognizing the mental world of human and accompanying physical
perception and individual emotion(Jeong-Heui Kim, 2002). Therefore it should be expanded
to the expression that formulates the feeling of line, shape and color that are innate in the
external of an object and understands and interprets it rather than the artistic activity that
represents the external of an object. In that sense, Steiner's thought of education may
suggest a lot to modern little child's formative activity.
In Steiner's arts education, ‘Formen’ is central in harmonious development through the
internal expression of human being. Formen is a sensuous and emotional exercise in the
form of experiencing the element of form, sense of rhythm and sense of movement
through various association and transformation of straight line and curved line. Formen
does not mean mere drawing of a moving line, but it is an activity of expression that
expands the recognition of himself and worl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line and the
form the line formulates.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little child's formative activity that the little child arts
education suggests centering around Steiner's though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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