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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오늘날의 우리사회를 가리켜 디지털, 정보화 시대라고들 일컬으며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였다고 한다. 컴퓨터
로 상징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전체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육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학교는 정보의 전달(information-transmission)이라는 기능
에서 탈피하여 정보의 가공 처리(information-processing)라는 기능으로의 변화를 겪
게 되었다(김정효, 2001).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은 이러한 교육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커다란 태풍처럼 온 나
라의 교육현장을 휩쓸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열병처럼 퍼진 ICT는
실시되어 오는 동안 많은 오해와 미비점을 나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ICT활
용교육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살펴보고, 교수ㆍ학습에 있어서의 ICT이용의 이론적 근
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ICT활용교육을 미술교육과 연계시켜 고찰
하여 보고 미술과 지도에 있어서 ICT활용교육의 적당한 수업모형에 관하여 적용상의
방법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 광주운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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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CT 활용교육의 이론적 배경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 통신, 기술의 합성어로
기존의 IT개념에 Communication 즉, 정보의 공유 및 의사소통 과정을 더하여 의사교
환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좁은 의미에서 정보통신기술이란 정보를 검색, 수집, 전
달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 보면, 이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방법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운영지침’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교육을 ICT소양
교육과 ICT활용교육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들 간의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ICT활용교육이라 설명하고 있다.
ICT소양교육은 학교장 재량 활동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독립 교과 또
는 특정교과의 내용 영역으로 정보통신 기술 자체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
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이 컴퓨터, 각종 정보기기, 멀티미디어 매체, 응용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ICT활용교육은 각 교과시간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교과의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즉 정보통신기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
키려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교육용 CD-ROM 타이틀을 이용
하여 수업하거나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웹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ICT활용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촉진시켜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데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학
습과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교과학습에 필요한 ICT활용능력은 각 교과 시간에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시
간에 실시되는 소양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은 소양 교육으로 ICT에 대한
기본적인 조작적 기능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각 교과에서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작게는 단위시간의 학습목표를 크게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교과에 있어서 컴퓨터기능 습득이 전부인 듯한 교수ㆍ학습은 ICT활용교
육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1. ICT활용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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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의 활용으로 교실수업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수업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는 노력이 자칫 그 본래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다
시 일시적 유행과 같은 교육흐름으로 그칠 위험이 있다.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 교육
효과의 긍정적 도출을 위한 전제가 될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ICT활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
(1) ICT활용 수업은 인터넷 활용수업이다.
인터넷은 수업에서 선택될 수 있는 매체중의 하나이며, ICT활용수업이라 하여
무조건 인터넷이 연결된 교실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습주제에
따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조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부담도 크다.
(2) ICT활용 수업의 목표는 컴퓨터나 인터넷 등 첨단매체를 다루는 것이다.
컴퓨터의 사용은 가장 효과적인 부분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ICT활용 수업이라
하여 수업의 본질을 떠나 전적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획일화된 수업으로 오히려 학생들의 관심을 돌리게 된다.
(3) ICT관련 도구나 매체는 가능한 많이 사용할수록 좋다.
교육의 효과는 양이 아닌 질에 의해 결정된다. ‘과연 이 수업에서 꼭 ICT 활용
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 후 수업의 목표,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ICT를 활용
해야 한다.
(4) ‘1인1PC’가 가능한 컴퓨터실이 ICT수업을 하는데 가장 좋다.
수업의 주제와 목표에 따라 ICT활용의 방법이 결정되어 선진화 교실, 소집단 협
동실, 컴퓨터실 중에서 적합한 환경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학습자 모두가 컴퓨
터를 사용하는 환경이라고 해서 항상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미있는 지
식을 생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수업계획이다(김영진, 2002). 교사의 철저한 계획
없이는 1인1PC의 환경도 일반교실과 다를 바 없다.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주는 역동적인 첨단기술의 환상과 편리성에 매달려 교육적 고
려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비여과적으로 비체계적으로 무분별하게 일선현장에 도입하
여 많은 오해를 낳은 것은 사실이다. 현장교육에서 ‘정보능력 함양’과 ‘교과의 목표 달
성’이라는 목표를 둘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ICT활용교육에 대한 올바
른 개념 정립을 요구한다.
(1) ICT활용수업은 ICT활용이 목적이 아니다.
ICT는 교수‧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ICT를 효과적으로 활
용하되, 해당 교과에서 의도하는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기반사회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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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등을 함양토록 하는 것이 보다 궁극적인
ICT활용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김영진, 2002). 컴퓨터의 새로운 기능을 익혀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만을 염두해 둔 듯한 수업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단
지 ICT기능의 활용을 위해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수업목표
를 염두해 두고 적절한 ICT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ICT는 질문과 비판적 사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수업이다.
단지 ICT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ICT활용수업이 될 수 없다. 정보의 선택과 활용,
공유, 창출 등의 활동에 실제 학습자가 참여하여 의미 있는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ICT는 이처럼 정보 활용과정에 학습자가
보다 흥미와 도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ICT활용수업은 철저한 수업계획이 필요한 수업이다.
ICT활용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능수능란하게 검색하고,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의 정보는 그것이 학습목표 및 내용과 연계되어 학생에게 받아들여지도록
이해되지 못한다면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없다. 학생이 해당 정보를 의미 있는
‘지식’으로 내면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습내용에 비추어 검색한 정보를 비판하
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서 교사는 모둠별로 과제를 부여하여 서로 다른 문제 해결 절차를 경험
하게 할 수도 있고, 해당 분야 전문가와 직접 연계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삶의 현
장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컴퓨터나 인터넷이 갖추어졌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철저한 수업 계획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
들어지는 환경이다.

2. ICT활용교육의 이론적 근거
이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다. 컴퓨터로도 부족해 모바
일이란 용어가 붙은 인터넷 냉장고, 인터넷 핸드폰, 인터넷 자동차 등을 우리는 거부
감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
게 정보통신기술은 모든 편리함을 대표하는 용어가 되어버렸다. 현재를 살아가고 미
래를 살아가는 이들은 편리한 정보기기를 가지고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여 의
사결정을 하는 능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것을 요구받
는다. 학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끌어들어 교육에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맥
락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ICT
활용의

당위성을

피력하는데

부족한

감이

있다.

편리하기

때문이라면

한때의

OHP(overhead projector)처럼 곧 사장되어 버릴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활용의 이론
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필요적 당위성을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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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와 학습에 있어서의 심리학적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살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백영균이 밝힌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1) Vygotsky의 근접발달이론과 ICT
비고츠키는, 지식은 한 사회 집단의 누적된 역사적ㆍ문화적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식을 이미 획득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이 내
적으로 재구성해 가는 과정이라 보고 사회적 맥락에서 지식의 구성과 발달에 접근하
고 있다(류재만, 2001). 인간의 학습이나 발달 등의 과정은 문화나 사회에 의하여 매
개된다고 볼 때 이 문화나 사회의 매개적 학습환경을 ICT활용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비고츠키가 말하는 근접발달이론에 있어 근접발달영역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
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actual development level)과 어
른의 도움이나 유능한 친구의 협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수준
(level of potential development)간의 거리를 일컫는다. 학습의 기본적 형태는 근접
발달영역을 창출하는 것, 즉 학습은 아동이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동료들과 협동해서
상호작용을 할 때만 조작될 수 있는 다양한 내적 발달 과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제안 할 수 있다(백영균, 2003).
비고츠키는 교육의 역할을 아동들에게 그들의 근접발달영역에 있는 경험들을 제공
하는 것이라 본다. ICT활용교육은 교육의 중재자로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간의
도움과 협력의 관계 속에서 ‘더 능력 있는 동료’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학습자의 실
제적 수준을 잠재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학습자의 수행을 향상
시키고 향상된 능력의 형태로 전이될 수 있는 인지적 잔재를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백영균, 2003). 학습의 과정에서 지식을 구성하는 공학의 중재적 매개적 역할을 ICT
가 하는 것이다.
2) 마인드 툴(Mind Tool)로서 ICT

마인드 툴의 의미는 비고츠키가 말하는 사고의 비계로서 근접발달영역과 같이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백영균은 ‘마인드 툴은 고도로 정돈된 학습과 비판적
사고를 유용, 조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지적 조력자의 기능으로 적용, 발전 되어온
학습도구와 환경을 포함하는 하나의 개념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다음과 같이 마인
드 툴로서 ICT활용교육의 이론적 기저를 설명하고 있다.
마인드 툴이란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학적 도구를 지
칭한다. 마인드 툴은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쉽게 만들
어 주는 것이며 마인드 툴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의 심적 노력에 도움
을 주어 그 도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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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 툴의 의미는 비고츠키가 말한 바와 같이 의미 있는 사고의 비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비계는 학습자가 그를 이용할 때 학습자를 더 깊은 사
고로 유인하며 더욱 더 학습에 관여하게 한다. 마인드 툴은 학습자를 위한
지능적 협력자이다. 학습자들이 정보를 재인식하고 판단하는데 그리고 조
력하는데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마인드 툴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구성주의적 접근을 대변한다. 마인드 툴을 이용할 때 지식은 학습자에 의
해 형성되며 교사에 의해 제공되지는 않는다. 마인드 툴은 많은 유형으로
가정 될 수 있으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무한한 학습 잠재력을 표출하여 지적 능력인 사고를 확장시켜 주고 사고를
돕는 개념적인 도구인 것이다.(백영균, 93-104)
이상의 의견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학습과 지식의 형성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
은 학습자들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때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
나는 의미형성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반성적 사고로서 학습자에게
지적 조력자로서 동료와 같은 역할을 하여 학습자를 잠재적 도달 수준에 이르게
하고 목표를 성취케 한다. 인지적 확충과 재편의 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은 단지
학습을 돕는 역할을 뛰어넘어 사고를 확대시켜 지식형성의 인지적 기제로서 작
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학습자들의 능력을 강화시켜 지식에 대한 구
성주의적 접근과 같이 교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에 의해 지식을 만들어
나가게 한다.

Ⅲ. 정보통신기술(ICT)과 미술교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ㆍ학습은 특정교과, 특정분야에서만의 활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업의 질 개선’이라는 대의 아래 교과교육의 전 분야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
다. 미술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미술은 시각 예술, 공간 예술로 분류된다. 미술교과
는 인간의 시각과 관련된 교과로서 미적 지각과 미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시지각은 미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미적 인
식은 미적인 안목을 형성하는 데 바탕인 된다. 이때 정보통신기술을 대표한다고 일컫
는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시각화 하여 전달한다. 곧 정보통신기술은 시각적이라 말
할 수 있으며 미술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시
대의 영상문화를 선도해 나갈 또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손희선, 2000)있는 미술교육
에 있어서 ICT활용교육의 특징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ICT를 활용한 미술과 교육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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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미적 체험을 가능케 한다.

미술교과 학습활동에 있어서 그동안 활용되어 온 슬라이드, 서적, VTR테잎은 자료
가 가진 시ㆍ공간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보다 더 생생한 체험의 자료로서 학생들에게
다가서지 못하였으나 ICT활용 미술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미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미술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미술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시공간의 한계도 극복 할 수 있다(손희선, 2000). 전통적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상호 작용은 교실내의 교사와 동료 학생들에게 한정되었다. 인터
넷을 활용하는 ICT 수업은 이러한 제한점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 교사와 학생들
은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의 범위를 초월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학습 자료에 언제
든지 접근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교사, 전문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료를 교
환하고 공유할 수 있다(이태욱, 2001). ICT활요미술교육은 시ㆍ공간의 한계를 무너뜨
리고 네트웍으로 연결된 전 세계를 자원화, 자료화하여 다양한 미적체험을 가능케 한
다.
2) 새로운 표현 도구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흥미를 갖고 학습에 참여한다.

도화지에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붓을 들고 색칠을 하고, 찰흙을 만지작거리는 종래
의 수공적인 제작의 경험은 많은 활동의 제약을 가졌었고 학생들의 흥미를 반감시켜
왔던 일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래픽 툴 등을 활용하면 누구나가 실기능력의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에 참여하고 흥미를 느낀다. 가상공간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료와 도구를 얼마든지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의 계획대로 드로잉 및
채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습에 참여 할 수 있다(손희선,
2000).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한 미적체험을 자신감있게 성취해
나갈 수 있다.
3) 개별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학습의 개별화 촉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수-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 능력, 학습 흥미와 학습 양식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CAI(computer assisted instruction)와 WBI(web
based instruction)는 교수 내용의 제시 속도, 제시양, 제시 유형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교수-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성
취도 평가에서도 개별화된 수행평가가 가능하다. 미술과의 경우 학습자들
이 제작한 작품과 작품 과정에서 사용한 정보를 웹 상에 저장하고 보관한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교사는 학습자를 평가할 수 있다.(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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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시하던 기존의 교수ㆍ학습방법과는 달리 ICT활용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을 조망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정보를 찾고 학습을 진행
시킨다.
4) 미술학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미술교과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3영역이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이해를
통한 표현과 감상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미적안목을 신장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ICT활
용 미술수업은 다양한 정보를 수업의 장면에서 다룸으로써 정보처리적 학습을 가능케
하여 미술학습은 실기라는 등식을 없애고 조형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표현과
더불어 가치를 향수케 하는 감상활동(신양균, 2002)을 이끈다.
5) 학습과정의 상호작용의 폭을 넓힌다.

수업이 끝난 후 까지도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을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채팅, 화상통
신 등을 통해 지속할 수 있다.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없애버린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
습경험의 질을 바꾸며,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종전과는 다르게 즉시 제공하는 상호작
용을 가능케 한다.
6) 미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감상 수업, 토론 수업이 활성화 된다.

웹토론을 통해 미적 체험, 표현과 함께 작품에 대한 비평적 감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미술과 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관련된 주제 토론, 역사적인 미술 작품들에
대한 비평적 감상문 작성 등을 통하여 좀더 비판적인 사고력과 의식을 미술과 수업에
서도 길러줄 수 있다(양윤정, 2002). 온라인을 통한 웹토론의 과정 속에서는 평소 수
업시간에 발표력이 없는 아동들도 활발한 의견개진을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2. ICT활용 미술수업 유형
ICT활용 수업의 유형을 한국학술정보원은 2001년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및 정보통
신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의 수업유형을 발표하였
다.
(1)정보 탐색하기
과제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서, 인터넷 검색 엔진을 비롯한 웹 사이트, CD-ROM타
이틀, 인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탐색하거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직접
적인 정보 교환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는 유형이다.
수업은 탐색과제 선정과 수업준비→과제안내→학습계획수립 및 정보수집→탐색결과
발표 및 공유의 4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2) 정보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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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검색, 설문조사, 실험, 구체물을 통한 자료 확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원시 자료를 문서 편집기나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을 이용하여 비교,
분류, 조합하는 정보 분석 활동을 통해 결론을 예측하고 추론해 보는 수업 유형으로,
학습자들의 탐구 능력을 증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수업 진행 절차는 원시자료 확보 계획수립 및 수업준비→학습안내→원시자료 확보
및 도구선택→정보비교 분류 및 분석→결과 보고 및 공유이다.
(3)정보 안내하기
교사가 대부분의 학습활동을 주도하는 유형으로 미리 잘 짜여진 수업처럼 교사가
미리 수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단계에서 교육용 CD-ROM타이틀을 제공하거나, 미리
개발한 프레젼테이션 자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수업 내용을 안내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사전에 교사가 적절한 CD-ROM타이틀을 선택하는 능력과 필요
한 프레젼테이션 자료 또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 및 시간을 필요로 하지
만 불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배제하고 학생들의 수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업은 수업계획 및 수업준비→학습안내→학습전개→학습결과정리 및 평가의 단계
로 진행된다.
(4) 웹 토론하기
채팅이나 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 허락이 된 참
여자들 또는 불특정한 다수 누구나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유형이다. 채팅,
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통해 멀리 떨어진 참여자들이 문자를 이용한 실시간, 비실시간
대화 및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 존중 및 합리적 사고력을
함양하거나 혹은 면대면 토론 학습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을 적극 참여시켜
의사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수업진행 절차는 토론주제의 선정 및 수업준비→학습안내→토론활동→토론결과 발
표 및 공유의 단계로 진행된다.
(5) 협력 연구하기
교실이라는 제한된 범위을 넘어 다른 지역, 다른 나라 학습자끼리 공동 관심 사항
에 대해 각기 자료를 검색하고, 취합하여 결과물을 공유하는 수업 유형이다. 교실의
범위를 넘어 다른 지역, 다른 나라 학습자끼리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해 각기 자료를
검색하고, 취합하여 결과물을 공유하는 유형으로, 통합 교육과정 운영 및 다중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수업은 연구과제 선정 및 수업준비→학습안내→연구 계획 수립 및 정보수집→연구
결과 발표 및 공유의 단계로 진행된다.
(6) 전문가와 교류하기
인터넷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한 학부모, 선배, 다른 교사 등과 의사소
통을 하면서 학생들이 탐구 및 학습 활동을 할 때에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활용토
록 지원하기 위한 유형이다. 전자우편을 통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전문가와 교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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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며, 원격 대화가 가능한 카메라 설치나 원격 영상 회의 시스템 등의 진보된 기
술을 활용하여 전문가와 실시간 화상대화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유형은 특히
심도 있는 정보 조사를 목적으로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진행 절차는 수업계획 수립 및 수업준비→학습안내→전문가 교류활동 수행→결과
정리 및 발표이다.
(7) 웹 펜팔하기
인터넷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여러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인 교류를 하거
나 언어 학습 또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교류를 하는 유형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고 개인적인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 보다
는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언어, 문화, 역사, 지리 등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업은 수업계획 수립 및 수업준비→학습안내→웹 펜팔 활동수행→결과 정리 및
발표의 절차로 진행된다.
(8) 정보 만들기
문제해결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결과물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고서나
프레젠테이션 자료, 홈페이지로 만드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만들기 활동 자체가 하나
의 목표가 되어 인터넷 신문 만들기, 그림 엽서 만들기 등과 같이 표현하고 싶은 것
을 나타내는 창의적인 표현 능력 증진을 위해 적용된다. 웹의 문서 작성 및 파일 관
리에 대한 기술을 비롯해 읽고, 쓰고, 편집하고, 수정하는 일반 교양 기술과 창의적인
표현능력 증진, 협동심과 서로 나누는 사회적 기술 함양을 위한 목표에 적용할 수 있
다.
수업은 수업계획 수립 및 수업 준비→학습안내→저작활동 수행→결과 정리 및 발
표의 절차로 진행된다.
한국학술정보원(2000)에서 제시한 8가지 유형은 어떻게 분류하든지 서로 겉모습만
다를 뿐이지 ICT활용 교육이라는 동일한 실체를 구성함에는 변함이 없다. 이들 유형
은 ICT활용 수업을 계획하는 교수자들에게 좀더 치밀한 안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김정랑, 2001). 다만 각각의 유형을 기계적으
로 도입하려는 시도는 ‘기능적 ICT활용 교육’으로 전락을 부채질 할 수 있다(함영기,
2001)는 지적도 있듯이 분류된 유형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은 주의할 사항이다(김정
랑, 2001). ICT활용 유형을 분류하는 이유는 각 유형 하나만을 고집하여 교수ㆍ학습
을 전개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각 유형이 갖는 특성 및 장점을 교수ㆍ학습에 적절히
선별하여 포함시키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분류된 유형은 교수ㆍ학습 진행에 있어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복합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김정랑, 2001). 교사
는 각 유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고, 유형별로 학습자들이 어떤 세부적인
활동을 할 것인가를 여러 변인을 미리 고려하여 최적의 수업을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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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T활용 수업모형의 미술과 적용
수업모형의 8개 유형은 미술과 수업에 있어서 한 가지 주제해결을 위해 서로 동시
에 사용되거나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선현장에서 교수
ㆍ학습 과정안을 보게 되면 어느 한 특정한 주제에 한 가지 ICT수업모형만을 적용하
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 정보탐색과정을 통해 분석된 정보들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
를 만들고(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서로가 인터넷을 통한 게시판이나 채팅을 통해 토
론하며 감상할 수 있는 수업을 생각할 수 있다. 미술교수ㆍ학습에 있어서 미적체험과
표현, 감상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총체적으로 지도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미술수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유형의 수업모형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
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발간한 ‘정보통신기술활동 지도 자료’에서는 또한 한 가지 주제
에 대한 한 가지 ICT모형만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4학년 주제 ‘계절에 따른 색
감의 변화’에 대한 ICT활용의 모형으로 정보 분석하기 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자칫 일선현장 교사들에게 계절에 따른 색감의 변화라는 주제의 수업을 할 때는 정보
분석의 수업모형이 최적이며, 이 모형 하나만이 이 주제 해결에 동원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수업과정 중에 한 가지 유형의 ICT모형만이 사용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

으킨다. 또한 이제까지 일선교육 현장에 학술정보원을 또는 공모전을 통해 제시된
ICT활용 교수ㆍ학습과정도 이러한 복합적 활용의 가능성을 배제해 버린 듯한 행태적
특성을 기지고 있다. 일선현장에서 이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교사의 수업기술이 천차만별이듯이 ICT를 활용한 수업모형도 수업주제와 교사, 학
생, 환경들과의 변인들 속에서 그때그때의 최적의 수업모형이 결정된다. 이를 미리 사
전에 이러한 모형이 최적이라 밝힐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뿐더러 수업과정 속에
서 여러 ICT수업모형들은 복합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해와 표현, 감상이 동시에 이
루어지는 미술과 수업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다.

<그림 90> 학술정보정보원 통해 배포된 교수ㆍ학습과정안의 첫부분
2) ICT활용 수업 모형 활용의 예
한가지의 ICT수업모형만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 수업목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모형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수업시간에 쓰이고 있음을 보이고자 <표 1>과 같이 한국
교육과정평가원(2002, 263-264)에서 제시한 ‘ICT를 활용한 교수ㆍ학습 과정안’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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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었다. 단위 시간의 목표달성을 위한 본 수업과 같은 경우 <표 1>의 ‘ICT활동유
형’ 칸과 같이

정보제시, 정보제작, 정보수집, 정보분석, 채팅활용의 5가지 모형이 한

꺼번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ICT를 활용한 교수ㆍ학습 과정안
단원명

알리는 것 꾸미기

대상학년

초등학교 6학년

1.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책표지, 신문, 포스터 등의 기본 기
능을 이해한다.
학습목표
2.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활용하여 책표지, 신문, 포스터 등을 아름답고
일기 쉬우며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꾸밀 수 있다.
수업
단계

도입
단계

전개
단계

ICT활용
유형

주요교수ㆍ학습 활동
ㆍ사전에 알리는 것 꾸미기에 관한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스크랩을 만든다.
ㆍ사전에 참고가 될만한 사이트를 검색
하여 즐겨찾기에 추가해둔다.
ㆍ채팅을 통하여 수업 준비사항을 의논
한다.(모둠별 학습의 경우)
ㆍ수집된 자료와 인터넷 사이트를 보며
참고자료를 감상한다.(책표지, 신문, 포스
터 등과 디자인이 아름다운 웹 페이지등)
ㆍ알리는 것들의 특징과 조건을 알아보
고 제작방향을 정한다.
ㆍ활동내용과 작업 방법을 선택하여 정
한다.
ㆍ책표지, 신문, 포스터
ㆍ알리는 것을 선택학습으로 표현한다.
-선택학습1
-선택학습2
-선택학습3
(방법1) 컴퓨터와 주변기기만으로 작업
을 진행하기
(방법2) 컴퓨터와 수작업을 병행하기

ICT활용
매체

ㆍ인터넷
검색엔진
ㆍ인터넷
정보분석형
채팅사이트
채팅활용형
(각 가정)
정보분석형
ㆍ인터넷
검색엔진
ㆍ멀티비젼
정보수집형

ICT활용
근거
ㆍ인터넷을
통한 자료수
집의 편의성
ㆍ방과후 시
간에 편리한
정보교환
ㆍ대형화면
을 통하 효
과적인 자료
감상

ㆍ컴퓨터와
주변기기의
편리함과 효
ㆍ워드프로 율성 이용
ㆍ비숙련 아
정보제작형
세서
ㆍ프린터 동에게도 컴
퓨터를 활용
한 작업기회
제공

ㆍ인터넷
홈페이지
ㆍ스캐너나
ㆍ완성 작품을 감상, 평가한다.
ㆍ효율적인
정리
디지털카메
ㆍ완성된 작품을 파일로 저장하고 학교 정보제시형
작품
보관
단계
라
홈페이지에 올린다.
및 활용
ㆍ압축프로
그램
ㆍ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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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T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ICT활용 교수ㆍ학습 과정안은 종래의 과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업 계획 및 전개
방법, 내용에 관한 부분 등과 함께 ICT활용교육을 전개하는데 필용한 학습내용
(contents), 즉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합한 형태의 과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교육
학술정보원) ICT활용 교수-학습 과정안은 과정안 자체가 바로 수업에 투입될 수 있
어야 할 것을 전제하며, 과정안 내부에 교사를 위하여 교수‧학습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ICT활용 교수‧학습 과정안은 수업을 위해 교사가 직접 제작해야 하는 것
으로, 여기저기에 존재하는 기성 멀티미디어 자료를 하이퍼링크하는 정도의 ICT활용
소양 수준을 요구한다. ICT교수학습 과정안은 워드 프로세서 문서로 만들던 전통적인
교수‧학습 과정안과 실제 수업을 위해 별도로 제작하던 교육자료를 결합하여 제시한
통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이태욱 외, 2002)
ICT활용 교수ㆍ학습 과정안은 표현 매체를 기준으로 하여 두 가지 형태로 제시되
고 있다. 그 하나는 기존이 도표화된 수업과 차별화 하여 교사가 보통 산문을 쓰듯
자연스럽게 기술한 워드프로세서를 활용한 교수ㆍ학습 과정안과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를 활용(보통은 파워포인트로 제작되며 Pass2000등을 사용하기도 한다.)한 전자수업
안이 있다.
<표 2> 전통적 교수‧학습 과정안과 ICT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비교
구분

전통적인 수업 지도안

ICT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구성요소

교육과정 단원 구성, 목표, 주요
학습요소, 수업 단계별 전개 방법
및 내용, 평가 문항 등

좌동

자료구조

평면적임

하이퍼 미디어로 구조화됨

종이

데이터 파일

문자와 그림 중심

멀티미디어 통합(소리, 동영상 등)

수업매체

칠판, 궤도, OHP 등

컴퓨터 및 컴퓨터 및 영상확대장치

자료의 구성

별도의 수업보조자료 제작 필요

수업보조자료가 통합되어 있어,
별도의 자료 제작이 불필요

작성도구

펜 또는 워드프로세서

프레젼테이션 작성 도구

수업 활용성

낮음

높음

자료 갱신

어려움(질적 수준이 고정)

자료의 변형이 용이하고, 내용과
구성의 다양성 확장 가능
(질적 수준의 지속적 향상)

선행 요건

특이 사항 없음

교사의 정보활용 능력이 필요

표현매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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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프리젠테이션 도구를 이용한 ICT교수ㆍ학습 과정안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ICT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모형(워드프로세서를
활용한 ICT활용교수ㆍ학습과정안)에 의해 제작된 교수ㆍ학습과정안이다. ICT를 활용
하는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 의도는 각국선수단의 입장장면의 멀티미디어 동영상(정보
제시, 정보 탐색)를 보고 의견을 나누고(웹토론:가정에서 웹을 이용한 채팅이나 게시
판의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한 정보를 분석하여
파워포인트로 작성(정보 제작)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 학급홈페이지의 과제제출란
에 올리고 이를 수업의 전반부에서 수업자가 설명할 수(정보안내) 있도록 한다.
구상단계에 있어 색의 기능에 관함 멀티미디어자료(에듀넷 제공)을 통해 색의 기능
에 대해 이해활동(정보안내)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플래쉬(Flash)로 제작된 교복꾸미
기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활동(정보제작)을 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서
로 상호평가, 감상(웹토론)을 하도록 하였다.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배색하여 꾸미기’라는 주제의 해결을 위한 예습적과제의 해
결에서부터 수업후의 사후 활동까지 ICT활용수업유형의 8가지 유형이 골고루 복합적
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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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일시
1. 단
원
2. 학습주제
3. 학습목표
4. 예습적과제

2002. 11.
07

韓國美術敎科敎育學會

지도대상

6학년 3반

지도교사

이용일

8. 색과 생활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배색하여 꾸미기
색의 기능을 생각하며 목적에 맞게 배색하고 감상할 수 있다
2002년 부산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각 국의 유니폼이나 인근 학교의
교복을 살펴보고 감사학습지 작성하여 오기

5. 활용되는 주요 자료
투입시기
자료구분

문제

자료명(자료형태)

파악
M

부산아시안게임의 각국선수단 입장장면

○

W

학급홈페이지의 과제제출 코너

○

M

색의기능

A

교복꾸미기 플래쉬

M

감상관점
CD-ROM 사용

표현

감상

○
○
○
전자우편 사용

온라인대화 W 웹 사용 M 멀티미디어자료

A 응용프로그램

학습

구상

참고자료

준

비
선수학습 기능 및 지식
교과 선수 학습 요소 :
색의 감정과 온도감을 알 수 있고 우리 생활에 활용된 예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
다.
색의 기능적 활용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ICT 활용 기능 :
사이트를 열어 작품을 감상하고 감상문을 적을 수 있다.
인터넷 정보검색을 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선생님의 홈페이
지 과제 제출란에 글로 올릴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워드프로세서나 파워포인트 활용법을 안다.
화면을 켑쳐하여 한글에서 잘라 내기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교사 사전 준비 사항 :
색의 활용과 관련하여 적합한 안내 사이트를 교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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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게시판에 올려진 과제를 점검하고 적당한 과제를 선정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한다.
목적에 맞게 배색하기와 관련하여 교복꾸미기 Flash자료를 준비하여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컴퓨터에 미리 저장하여 놓는다.

교수

-

학습

활동
문제 파악 (5´)
M 참고작품 음미하기
부산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선수단의 유니폼 작품
∘유니폼의 디자인에 대해 말해보기
W 예습적 과제 확인하기
웹자료를 통해 조사해온 각종 유니폼에 대해 발표하기
∘유니폼의 모양에 대하여
∘유니폼에 쓰인 색깔에 대하여
학습문제 파악 하기

색의 기능을 생각하며 목적에 맞게 배색하고 감상하여 봅시다.
구상 (10′)
M 색의 기능과 목적을 생각하며 참고 작품 보기
환경 보호 모둠복 보기
∘첫번째 주제: 하늘 사랑
∘두번째 주제: 나무 사랑
모자의 배색 알아보기
∘여름용 모자 : 시원한 느낌을 주는 색
∘겨울용 모자 :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
A 작품제작 방법 알아보기
제작 시범 보이기(교복꾸미기)
∘바탕화면의 폴더를 열어 교복꾸미기 플래쉬 자료를 연다
∘자기가 꾸미고자하는 교복을 생각하여 남녀 학생에게 옷을 입힌다.
∘플래쉬 작업이 끝난후 화면을 캡쳐하여 작품감상지를 작성하고 학급홈페이지에 게시한
다.
제작시 주의점 알아보기
∘목적과 색에 관하여 생각하기
∘주제와 배색 선정하기
표현(18 ´)
A 작품제작 하기
즐거운 가운데 활동하도록 궤간순시하면서 개별지도
∘각자 주의할 점을 지키면서 작품제작 활동하기
감상(13 ´)
자기 평가
M 감상관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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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색의 기능을 살려 나타내었는지 살펴본다.
∘색상, 명도, 채도 관계를 생각하며 나타내었는지 살펴본다.
상호평가
모둠별로 모둠원의 작품을 보며 상호 평가하기
∘돌려보기 하며 모둠별로 잘된 작품을 1점씩 추천하기
감상하기
교사가 추천한 작품과 모둠별로 추천한 작품을 게시하고 제작자가 나와서 설명토록
한다.
정리(2 ´)
수업정리
이번 시간 공부를 하며 느낀 점, 알게 된 점을 발표케 한다.
차시예고 및 과제제시

발전학습
바닷속의 물고기 꾸미기라는 플래쉬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 보색관계에 대하여 공부하기

평가 관점
수행평가 관점
ㆍ색의 기능을 생각하며 목적에 배색하여 채색 하였는가?

평가시기 평가방법
수업활동후 작품분석

대안적 활동
학급홈페이지의 과제물 제출란에 올린 웹자료 보고서의 발표시 인터넷 접속이 안 될 시
인쇄하여 온 보고서를 실물화상기를 통해 발표케 한다.

관련 웹 사이트
빨주노초파남보 http://home.dreamx.net/skylsy
김정곤갤러리 http://myhome.shinbiro.com/~jmjh
정선생사이버미술교실 http://jun5911.netian.com
에듀넷 http://www.edunet4u.net
선미의 미술교실 http://myhome.hananet.net/~googh2053/study1.htm

판서 계획
단원 : 8. 색과 생활
학습문제
색의 기능을 생각하며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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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관점
∘목적과 색의 기능을 살려 나타내었는지 살펴본다.
∘색상, 명도, 채도 관계를 생각하며 나타내었는지 살펴본다.

4. 미술과 교육에서 ICT활용의 한계와 방향
최근의 ICT활용수업의 대한 정부 및 현장 교사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그러나 ICT
활용교육도 지난날의 다른 교수ㆍ학습방법 같이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ICT활용교육은 지난날의 학습방
법처럼 (예를 들어 열린교육, OHP 사용)처럼 한때의 유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지
적한다. 백영균은 우리사회 이미 정보통신기술의 디지털 사회로 진입하여 ICT가 사회
전체적인 지배적 현상임으로 ICT를 단지 교수매체 수준이 아니라 환경으로서 바라보
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교육의 지배적인 현상으로 일반화되어 정착되리라 예
견한다.
최근의 ICT활용교육은 과거의 노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즉,
그것은 ICT활용목적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ICT활용 능력 자체가
미래의 성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이며 아울러 매체로서
의 활용목적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보사회/지식기반 사회로 진
입하게 됨에 따라 ICT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게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그 속에서 공존하며 같이 활동하는
환경으로서 인식되어 학습자가 주인공이 되고, 상호작용이 풍부하게 일어
나며, 지식구성의 환경으로서 ICT가 활용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백영균, 2003, p.447-448)
ICT활용교육이 한때의 유형이 아니라 교육의 커다란 대세임을 지각하고 앞으로도
일선교육의 현장에서 일반화된 모습의 정착될 것으로 바라보면서 미술교육에 있어서
의 ICT활용교육의 한계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미술교과에 있어서의
전개방향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ICT활용미술교육은 첫째, 수공적인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교과 본연의 감성적 목
표달성에 어려움이 따른다. 미술은 정서ㆍ감성 교과인데 컴퓨터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은 인간관계에서도 기계적인 정서가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이다(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2). ICT는 엄밀히 말하면 첨단과학이 만들
어낸 가상현실로 그래픽 툴 같은 매체는 표현에 있어서 흉내를 내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붓을 들고 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과 찰흙을 주물러서 얻게 되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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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업’이 아니라 ‘배우는 수업’이 되기 쉽다. 미술수업에서
ICT를 활용하는 것은 교과의 목표달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학습자가 교수ㆍ학습과
정에서 능동적인 지식의 구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CT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느라 교과의, 단원의, 단위시간의 목표를 망각하고 활용하
는데 만 급급한 수업을 이끄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그랩(Greb)은 미술 수업
에서 컴퓨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때 그것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교사들과 학생들은
기술에 사로잡혀 미술을 잊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셋째, ICT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수업에서 활용되는 교수ㆍ학습방법은 교사와 학
생, 환경, 선수학습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수업을 생각하고 ICT를 활용하지 않아야 할 수업의 제재에 굳이 활용하는 것
을 많이 목격한다. 풀칠을 하는 방법을 익히는 수업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할 수는 없
는 것으로 직접 손에 쥐고 종이를 붙여 보는 실습이 최상의 수업방법이다. ICT는 변
화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새로운 훌륭한 수업매체이지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하
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러한 미술과 교육에서의 ICT활용의 한계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ICT활용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의 본질에 맞는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ICT가 필요한 부분과 전통적인 수업방법으로 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웃 문화와 미술의 체험, 여러 나라의 미술관이
나 박물관 탐험, 나의 미술관 구성, 우리 동네 환경 디자인 등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부분에 ICT 를 활용하고, 표현 활동에서도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때 가상 공간에서 다
양한 시행 착오를 경험시켜 실제 표현에서 실패를 줄이도록 ICT를 표현 도구로 활용
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둘째,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교과에 있어서의 목표달성의 측면을 헤아려 융통성 있
는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 20%라는 숫자에 묶여 적용해서는 안 되는 수업을
ICT를 적용하여 이끌었다면 이는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지금 까지 일선현장에서
커다란 태풍처럼 온 국토를 휩쓸고는 그냥 사그러져 버리는 교육방법들의 유행을 보
아 왔다. ICT활용교육은 21세기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다. 자칫 서부른 욕심으로 인해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져 전체를 망치는 경우를 염려해야 한다.
셋째, 미술 교과에서 필요로 하는 ICT 기법이나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요구
된다. 지금까지 ICT 교수- 학습 자료는 엄청난 비용으로 모든 교과와 모든 내용에
거쳐 개발되었으나 실제 사용 비율은 저조한 편이다. 이유는 각 교과마다 특히 필요
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교과마다 특히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하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대량생산
을 목표로 했던 산업화시대처럼 자료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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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더라도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극대화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미술 수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툴은 Level화 하여 단계별로 제시
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 ICT활용의 실태를 보면 전문적인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나 이제 그래픽을 배우는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같다. 수요
자의 수준에 맞는 계층화된 프로그램 계발이 조만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맺는 글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디지털 영상 매체들은, 표현재료 및 기법, 시간과 공간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개인 학습 및 그
룹별 협력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지식기반사회라 불리 우는 오늘의 사회에서 디지털
혁명은 우리의 삶 곳곳을 변화시켜 놓았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
한 미술교육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는 데에 효율적이
다. 또 종래의 기능 중심적 표현위주의 실기 학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장차 미술교양인으로서의 삶
을 살아가게 될 학생들의 교육으로 표현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술을 이해시키는
교육과 감상시키는 교육을 병행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美를 즐기고, 삶에 직접 활용
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미술 이해지도가 필요하다. 이때 ICT를 활용한
미술교육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요구하는 미술과의 지도 특성상 교수-학습과정에
있어 지도교사들에게 새로운 훌륭한 자료와 지도방법으로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
각된다.
이제까지 ICT활용교육은 일선교육현장에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ICT활용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
을 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ICT교육은 소양교육의 수준에 머물렀으며 교과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양적인 성장에만 급급해왔다. 지금까지의 주객이 전도 된 ICT활용교
육은 본격적인 제대로 된 활용교육을 위한 기반 닦기에 불과 하였다. 앞으로의 과제
는 지금까지 구축된 기반을 중심으로 학습의 질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182 -

師鄕美術敎育論叢 弟 10輯 • 2003

韓國美術敎科敎育學會

[참고문헌]
한국미술교육학회(2003).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서울:학지사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3).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서울:예경
백영균(2003). ICT활용교육론. 서울:문음사.
김종훈 외(2002). 교수, 교사, 연구원이 함께 쓴 ICT활용교육 이렇게 쉽네!. 서울:학지사.
이태욱 외(2001). ICT교육론. 서울:교육과학사.
류재만(2001). 구성주의 초등미술학습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박효선(2001).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ICT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신양균(2002). 초등미술 감상교육에 있어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김정효(2001).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의 정보통신(ICT)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 한국교원대학교.
홍연화(2001). ICT를 활용한 초등미술교육 실태분석 및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서
울교육대학교.
김정랑(2001). 교과교육에서의 ICT활용교육방향, 광주부설ICT활용교육연구회.
하수진(2002). 초등학교 미술과 ICT활용실태연구. 한국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논총,
14. 53-74.
전성수(2002). ICT를 활용한 온라인 미술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미술교육학회. 미술
교육논총, 13. 161-18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사이버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II).
서울:중앙교육진흥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1). ICT활용교육 장학지원 요원 연수교재. 서울:방문사.
교육인적자원부(2001). 초등학교 정보통신기술활용 지도자료.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
사.
광주광역시교육청(2001). ICT활용 수업 지원단 워크샵. 광주:고려문화사.
광주광역시교육청(2002). 학교 시스템 운영자 워크샵. 광주: 고려문화사.
손희선(2000). 미술교과에서 ICT의 활용. 학교교육에서 교단선진화 수업전략
임남숙(2000). 인터넷을 활용한 초등 미술과 교육. 학교교육에서 교단선진화 수업전
략

- 183 -

師鄕美術敎育論叢 弟 10輯 • 2003

韓國美術敎科敎育學會

【Abstract】
A Study on the ICT Utilization in Elementary School
Art Education
Yi, Yong-Il
The development of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nquires
changes on the field of education as well as the whole of society. Instruction
is not only role of transmitting information any longer. It needs the role
change for processing treatment of information. The various application of ICT
has been presented as the new way to reflect the current of education
effectively.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ducation applying ICT began
in this country. The education applying ICT has prevailed widely by the
government's

leading.

But

it

has

produced

much

misunderstanding

and

insufficiency through the enforcement process. Now, we have to generalize
the concept of education by the correct application of ICT through the
experience until now. The applicative education of ICT divides into the
education of attainments and the education of application. Until now, education
remains the attainment's level. We didn't face up the essence of education and
we have been absorbed in a quantitative growth only. We need to ask again
the application of ICT that the relations are reversed and it has been wrong.
Therefore, First this paper points out the wrong misunderstanding of a field
about the applicative education of ICT and presents

the right concept.

Second this paper would like to grope for a psychological and a theoretical
foundation of ICT application through vygotsky's contiguity development theory
and Mind Tool in thinking and learning. Third this paper indicates inadequacy
of

instruction

model's

application

that

the

education

human

resources

department presents through the field experience. And this paper want to
study a desirable instruction's model of ICT applicative

education. The

desirable ICT applicative art education face up essence of the curriculum and
it is to do ICT applicative education as a new instruction media. Also
susceptibility activity inquires much attention into an important goal of art
education. ICT is not omnipotence. We will need to study and practice the
practical device to improve a quality efficiency of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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