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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미술과교육에서 건축 지도에 관한 연구

박수호 (경인교육대학교 석사과정)

인간은 농사를 짓고 정착하게 되면서 거주할 곳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동이 간편한 집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건축과 더불어 살아간다. 현대의 인간에게 건축은 거주를 위한 다
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건축은 안전하고 안락한 개인 및 공동체의 생활공간임
과 동시에, 창의적 영감을 주고 삶의 행복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에서 요구되는
건축은 감성적인 요인을 충족하면서도 현대인의 생활에 편리성을 주는 다양한 기능을 만족해야 한
다. 이 외에도 훌륭한 건축은 주변 환경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건축의 목적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건축은 ‘문화, 공학, 예술, 산업, 기술, 환경, 경제, 생활, 여가, 전통, 공동체, 법과 제도, 공공
성이라는 여러 문제 속에 얽혀있는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삶의 행복에 기여하는 종합예술로서 건축이 지닌 중요성과 더불어
건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삶 속에서 건축을 보다 친밀하게 느끼고 바라보며 미래에 인간
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건축을 설계하거나 긍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우는 데 목적을 두고 초등학교 미술과교육을 통해 건축교육에 대한 지도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체험 활동에서는 ‘생활 주변의 건축 체험’,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된 건축 체험’을
하고, 표현 활동에서는 ‘(내)방 만들기’, ‘(내가 살)집 만들기’, ‘(내가 다닐) 학교 만들기’, ‘(우리) 마
을 만들기’를 하며, 감상 활동에서는 ‘(개별/모둠)작품 전시’, ‘서로의 작품에 대한 감상 나누기’로
구성하였다. 체험 활동에서는 실제 현장 견학 및 영상을 통해 감상하며, 표현 활동에서는 공간 속에
살 사람을 설정하여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사이즈에 맞게 동선과 공간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
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통해 학생들은 건축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
며, 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미래 직업의 하나로서 건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축
가를 길러내는 기초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다양한 건축 관련 활동들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은 만들기의 일종
으로 좀 더 아름답게 짓는 건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본 연구는 초등학교 미술과교육에서의 건
축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체계성을 고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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