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업 계 획 서
1. 강의개요 아동미술학 전공
학습과정명

아동미술

교강사명

박영미
E-mail

강의시간

월 11:00 ~ 16:00

수강대상

학점은행제

sonart65
@hanmail.net

2. 교육과정 수업목표
아동발달의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화 지도방법을 학습한다. 이는 아동의 창의성 및 전인적
발달 측면에서 아동미술의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
여 아동미술에 대한 의의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아동미술의 역사, 유형, 특징, 발달단
계 등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시키며 다양한 실기수업을 통해 실제적 적용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 아동미술교육/권상구/미진사/2001
부교재 : 아동화의 이해와 지도 / 조용진/ 양서원/ 2001
청소년을 위한 명화 감상의 길잡이/오카베 마사유키/주혜란 옮김/이른아침/2005
현대 미술가들의 발칙한 저항/김영숙/마로니에 북스/2009
미술치료 작업노트/바키 바버/홍은주 옮김/시그마프레스/2009
프로이트 심리학/캘빈S.홀/민희식/정민미디어/2009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교재 목차

강의주제: 아동화 입문
강의목표: 아동의 심리 알아보기
강의세부내용: 난화를
그리고
1차시 분석해보기
수업방법: 캔트지 위에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자신을 드로잉으로
1. 아동발달
표현해본다.
1.1 Freud의 심리
성적발달단계
1.2 Erickson의 심

제 1 주

리사회적 발달단계

강의주제: 아동화 입문
1.3 Piaget의 발달
강의목표: 아동의 심리 알아보기 단계
강의세부내용: 난화를
그리고
2차시 분석해보기
수업방법: 캔트지 위에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자신을 드로잉으로
표현해본다.

3차시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프린트
부교재: 미술치료
작업노트/바키
바버/홍은주
옮김/시그마프레스/20
09 참고

캔트지, 연필, 지우개

강의주제: 아동의 그림을 통한
심리 알아보기
강의목표: 그림을 통해 무의식
알아보기
강의세부내용: 그려논 그림을
통해 무의식을 알아보기
수업방법: 그림으로
마음읽기(한국 미술 심리
치료협회)
책을 통해 그림 읽기를 연구한다

강의주제: 아동의 그림을 통한
심리 알아보기
강의목표: 그림을 통해 무의식
알아보기
강의세부내용: 그려논 그림을
4차시
통해 무의식을 알아보기
수업방법: 그림으로
마음읽기(한국 미술 심리
치료협회)
책을 통해 그림 읽기를 연구한다

캔트지, 연필, 지우개

강의주제: 아동발달의 이해
강의목표: 아동발달 단계를 통한
아이들의 발달을 이해하고
미술과의 연관관계를 알아본다
1차시
프린트,
강의세부내용: 프로이트, 로엔펠트 1. 아동발달
부교재:
등의 아동화 세분화 단계를 통해
1.1 Freud의 심리 아동미술교육/권상구/
아이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성적발달단계
수업방법: 프린트를 통한 수업
미진사/2001
1.2 Erickson의 심

제 2 주

리사회적 발달단계

프로이트 심리학/캘빈

1.3 Piaget의 발달 S.홀/민희식/정민미디
단계

강의주제: 아동발달의 이해
강의목표: 아동발달 단계를 통한
아이들의 발달을 이해하고
2차시 미술과의 연관관계를 알아본다
강의세부내용: 프로이트, 로엔펠트
등의 아동화 세분화 단계를 통해
아이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수업방법: 프린트를 통한 수업

어/2009
참고

강의주제: 재료의 느낌
이해해보기
강의목표: 손으로 느껴보기
강의세부내용: 손으로 재료를
만져 차이를
느껴보고
3차시
표현해보기
수업방법: 천사점토, 면도크림,
찰흙을
이용하여 재료의
느낌을 이해한다.

천사점토,

강의주제: 재료의 느낌
이해해보기
강의목표: 손으로 느껴보기
강의세부내용: 손으로 재료를
4차시 만져 차이를
느껴보고
표현해보기
수업방법: 천사점토, 면도크림,
찰흙을
이용하여 재료의
느낌을 이해한다.

강의주제: 아동미술 표현 발달
단계
강의목표: 아동의 나이에 따라
1차시 표현하는 다양서에 대한 연구
강의세부내용: 아동의 나이에
따른 그림의 특징
수업방법: 프린트를 통한 수업

강의주제: 아동미술 표현 발달
단계
제 3 주
강의목표: 아동의 나이에 따라
2차시 표현하는 다양서에 대한 연구
강의세부내용: 아동의 나이에
따른 그림의 특징
수업방법: 프린트를 통한 수업

면도크림,

찰흙

천사점토,

면도크림,

찰흙

프린트, 부교재:
2. Lowenfel 아동화 아동미술교육/권상구/
발달단계
미진사/2001 참고
2.1 Lowenfel 아동
화발달단계
2.2 아동평면미술의
특징

볼펜, 콘테, 연필,

강의주제: 재료 바꿔그리기
강의목표: 재료에 따른 표현기법
3차시 설명
강의세부내용:
볼펜,콘테,연필,목탄등으로 드로잉
해보기

목탄
과제1:
아동화발달단계
이론을 기반으로

수업방법: 위의 재료로 정물을
그린다.

강의주제: 재료 바꿔그리기
강의목표: 재료에 따른 표현기법
설명
강의세부내용:
4차시
볼펜,콘테,연필,목탄등으로 드로잉
해보기
수업방법: 위의 재료로 정물을
그린다.

단계별 아동에게
적합한 재료로 정물
그리기

강의주제: 아동화 가르치는 태도
강의목표: 창의와 모방의 차이
강의세부내용: 아동의 그림을
지도시 모방과 차이에 대해 연구,
1차시
지도시 창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수업방법: 프린트를 통한 연구
프린트, 부교재:
아동미술교육/권상구/
3. 창의적 미술 프로

미진사/2001 참고

강의주제: 아동화 가르치는 태도
그램
강의목표: 창의와 모방의 차이
강의세부내용: 아동의 그림을
3.1 미술프로그램의
지도시 모방과 차이에 대해 연구,
2차시
논리적
구성방법
지도시 창의를 살릴 수 있는
3.2 미술프로그램의
방법에 대해 연구
개발원리
제 4 주
수업방법: 프린트를 통한 연구
3.3 모방
3.4 아동미술교사의

강의주제: 트리오 매체로서의
역할
강의목표: 매체의 차이에 따른
화법 연구
3차시
강의세부내용: 쓸 수 있는 매체
중 트리오의 역할 알아보기
수업방법: 물감에 트리오를
섞어서 그려본다.

자질과 역할
3.5 아동화 가르치
는 태도

물감, 트리오
과제2: 트리오 이해를
위해, 직접 물감과
섞어 트리오 그림.

강의주제: 트리오 매체로서의
역할
4차시
강의목표: 매체의 차이에 따른
화법 연구
강의세부내용: 쓸 수 있는 매체

중 트리오의 역할 알아보기
수업방법: 물감에 트리오를
섞어서 그려본다.

강의주제: 테스트한 아동그림을
슬라이드로 보면서 분석한다
강의목표: 그림을 통해 아동을
분석 이해한다
1차시
강의세부내용: 그림속에 아동의
여러상태를 확인한다
수업방법: 그림을 보면서
수업한다

테스트한 아동그림,
실제 결과물 샘플

제 5 주

강의주제: 테스트한 아동그림을
슬라이드로 보면서 분석한다
강의목표: 그림을 통해 아동을
분석 이해한다
2차시
강의세부내용: 그림속에 아동의
여러상태를 확인한다
수업방법: 그림을 보면서
수업한다

3. 창의적 미술 프로
그램
3.1 미술프로그램의
논리적 구성방법
3.2 미술프로그램의
개발원리
3.3 모방
3.4 아동미술교사의
자질과 역할
3.5 아동화 가르치
는 태도

강의주제: 도자기
강의목표: 내가 원하는 도자기
만들어 보기
강의세부내용: 초벌도자기와
백토와 테라코타 흙을 사용한다.
3차시
수업방법: 백토와 테라코타로
작업하고 초벌과 재벌의 과정을
거친다.
초벌도자기에 도자기 전용재료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4차시 강의주제: 도자기

강의목표: 내가 원하는 도자기

초벌도자기, 백토, 테라코타 흙
과제3: 백토와 테라코타 재료를
활용한 도자기 작업

만들어 보기
강의세부내용: 초벌도자기와
백토와 테라코타 흙을 사용한다.
수업방법: 백토와 테라코타로
작업하고 초벌과 재벌의 과정을
거친다.
초벌도자기에 도자기 전용재료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강의주제: 물체의 기본형태와 색
연구
강의목표: 아동에게 형태와 색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차시
강의세부내용: 현대 미술 작품을
통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수업방법: 현대 미술 작품을
보면서 수업한다

현대 미술 작품 및
부교재 : 청소년을
위한 명화 감상의
길잡이 / 오카베
마사유키 / 주혜란
4. 상징

옮김 / 이른아침 /
2005, 현대

4.1 상징이란

강의주제: 물체의 기본형태와 색
제 6 주
연구
강의목표: 아동에게 형태와 색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강의세부내용: 현대 미술 작품을
2차시
통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수업방법: 현대 미술 작품을
보면서 수업한다

강의주제: 기본적도형, 수채화
색내기
현대미술적 발상으로 표현해보기
3차시 강의목표: 기본적인 색연습과
개개인의 발상을 통하여
작품해보기
강의세부내용: 캔트지에 수채화로
색내기

미술가들의 발칙한

4.2 색 상징

저항 / 김영숙 /

4.3 선 상징

마로니에 북스 /

4.4 형태 상징

2009 참고

4.5 공간 상징
4.6 주제 상징
4.7 숫자 상징

캔트지, 수채화 물감
과제4: 수채화 작업

수업방법: 도형을 그리고 명암을
수채화로 해보고 발상 을 통한
그리기

강의주제: 기본적도형, 수채화
색내기
현대미술적 발상으로 표현해보기
강의목표: 기본적인 색연습과
개개인의 발상을 통하여
4차시 작품해보기
강의세부내용: 캔트지에 수채화로
색내기
수업방법: 도형을 그리고 명암을
수채화로 해보고 발상 을 통한
그리기

제 7 주

제 8 주

중간고사

강의주제: 심리미술과 연관관계
강의목표: 아동의 그림을 통해
심리파악 후 아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차시 강의세부내용: 아동들이 심리가
미술로 표현되기에 미술로 심리
연구하기
수업방법: 프린트를 보면서
수업한다

5. 심리미술과 연관
관계

미술심리치료사(공인3
급
장
자격과정)/교육과학기
5.2 미술치료의 개
술부 프린트
5.1 미술치료의 입

념과 견해

강의주제: 심리미술과 연관관계
강의목표: 아동의 그림을 통해
심리파악 후 아동을 이해할 수
2차시 있도록 한다
강의세부내용: 아동들이 심리가
미술로 표현되기에 미술로 심리
연구하기
수업방법: 프린트를 보면서

5.3 미술치료의 장
점

수업한다

강의주제: 입체작업
강의목표: 공간구성을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평면작업을 이용한
입체만들기
3차시
수업방법: 폼포드지를 이용해
입체를 세우고 조형물을 만들어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한다.

폼포드지
과제5: 폼포드지를
활용해 입체작업

강의주제: 입체작업
강의목표: 공간구성을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평면작업을 이용한
입체만들기
4차시
수업방법: 폼포드지를 이용해
입체를 세우고 조형물을 만들어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한다.

강의주제: 미술교사의 치료적
미술활동
강의목표: 서로다른 아동들의
성향에 맞춰 그림을 그릴 수
1차시 있도록 한다
강의세부내용: 아동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의 태도 연구
수업방법: 프린트를 보면서
수업한다

6 미술교사의 치료적
활동
6.1 미술교사의 치
료적 활동
6.2 발달미술치료
6.3.미술치료의

제 9 주

미술심리치료사(공인3
과급

자격과정)/교육과학기
6.4 미술치료의 환 술부 프린트

정

강의주제: 미술교사의 치료적
미술활동
강의목표: 서로다른 아동들의
성향에 맞춰 그림을 그릴 수
2차시 있도록 한다
강의세부내용: 아동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의 태도 연구
수업방법: 프린트를 보면서
수업한다

경
6.5 미술교육의 환
경
6.6 미술치료 프로
그램의 예

강의주제: 폐품 이용해
로봇만들기
강의목표: 폐품을 이용해보기
강의세부내용: 만들기에 적당한
폐품모아보기
3차시
수업방법: 여러 폐품을
글루건으로 연결해
로봇을
만든 후
스프레이페인트로
칠한 후
검정 폼포드 위에 세워놓는다.

폐품, 글루건, 스프레
이페

인트, 검정색

폼포드
과제6: 폐품을 활용하
여 작품 제작

강의주제: 폐품 이용해
로봇만들기
강의목표: 폐품을 이용해보기
강의세부내용: 만들기에 적당한
폐품모아보기
4차시
수업방법: 여러 폐품을
글루건으로 연결해
로봇을
만든 후
스프레이페인트로
칠한 후
검정 폼포드 위에 세워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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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주제: 명상 후 물체보기
강의목표: 보기를 통해 아동들이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제시
강의세부내용: 여러 가지 방법의
1차시
보기를 통해 물체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수업방법: 프린트를 보고
수업한다

7. 보기학습의 중요
성
7.1 베티 에드워즈
이론
7.2 칼 비테 이론

명상으로 그림보기 /
김혜정 및 프린트
7.3 시찌다 마꼬도
이론
7.4 명상 후 물체보
기

7.5 외각보기
강의주제: 명상 후 물체보기
강의목표: 보기를 통해 아동들이 7.6 내각보기
2차시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제시
강의세부내용: 여러 가지 방법의
보기를 통해 물체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수업방법: 프린트를 보고
수업한다

강의주제: 여러종이 이용해
그리기
강의목표: 종이의 다른 특성
알아보기
강의세부내용: 종이에 따른
3차시
번지는 속도,
흡수량의
차이에 따른 작품 만들기
수업방법: 휴지, 캔트지 등에
먹과 붓 나무젓가락으로 그림을
그린다.

휴지, 캔트지, 먹, 붓,
나무

젓가락

과제7: 다양한 종이를
활용하여 작품 제작

강의주제: 여러종이 이용해
그리기
강의목표: 종이의 다른 특성
알아보기
강의세부내용: 종이에 따른
4차시
번지는 속도,
흡수량의
차이에 따른 작품 만들기
수업방법: 휴지, 캔트지 등에
먹과 붓 나무젓가락으로 그림을
그린다.
7. 보기학습의 중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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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주제: 미술감상 교육
강의목표: 미술 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세부내용: 여러 형태의
1차시
그림을 보며, 관찰, 관조 등 감상
방법 연구
수업방법: 프린트를 보며
수업한다

7.1 베티 에드워즈
이론
7.2 칼 비테 이론
7.3 시찌다 마꼬도
이론
7.4 명상 후 물체보
기
7.5 외각보기

프린트 및 다양한

작품 슬라이드 이미지

강의주제: 미술감상 교육
강의목표: 미술 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세부내용: 여러 형태의
2차시
그림을 보며, 관찰, 관조 등 감상
방법 연구
수업방법: 프린트를 보며
수업한다

강의주제: 염색
강의목표: 염색물감을 이용해
표현
강의세부내용: 면이나 천으로
3차시 만든 가방 위에 그려보기
수업방법: 천에 그려서 인형을
만들고
하얀 셔츠, 가방
등에 그려서 다리미로 열
처리 후 사용한다.
7.6 내각보기
염색물감, 면 소재 물
품(가

방, 티셔츠

등), 다리미
과제8: 염색물감을 활

강의주제: 염색
강의목표: 염색물감을 이용해
표현
강의세부내용: 면이나 천으로
4차시 만든 가방 위에 그려보기
수업방법: 천에 그려서 인형을
만들고
하얀 셔츠, 가방
등에 그려서 다리미로 열
처리 후 사용한다.

용하여 천 혹은 면에
작품 제작

7. 보기학습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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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주제: 역할극
강의목표: 아동과 선생님의
역할을 통해 수업의 문제점을
1차시 발견한다
강의세부내용: 지도방법,
대화방법등을 다양하게 적어서
낸다
수업방법: 학생들 간의 역할을

성
7.1 베티 에드워즈
이론
7.2 칼 비테 이론
7.3 시찌다 마꼬도
이론

바꾸어서 수업한다

강의주제: 역할극
강의목표: 아동과 선생님의
역할을 통해 수업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강의세부내용: 지도방법,
2차시
대화방법등을 다양하게 적어서
낸다
수업방법: 학생들 간의 역할을
바꾸어서 수업한다

7.4 명상 후 물체보

강의주제: 판화
기
강의목표: 여러 판화기법
7.5 외각보기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오목판화, 볼록판화 7.6 내각보기
3차시
수업방법: 우드락 위에
돼지본드로 그려서
흔적찍기,
고무판화와 ohp필름지
스크래치 내서 찍기

우드락, 돼지본드, 고
무판

화, ohp필름지

과제9: 판화기법을 이

강의주제: 판화
강의목표: 여러 판화기법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오목판화, 볼록판화
4차시
수업방법: 우드락 위에
돼지본드로 그려서
흔적찍기,
고무판화와 ohp필름지
스크래치 내서 찍기

해하기 위해 우드락에
스크래치 작업

7. 보기학습의 중요

강의주제: 자연미술이란?
강의목표: 자연에서 무언가
제13 주 1차시 찾아보기
강의세부내용: 자연에서 우연의
형태찾기
수업방법: 카메라를 들고 주변

성
7.1 베티 에드워즈
이론
7.2 칼 비테 이론
7.3 시찌다 마꼬도

교외수업 ,카메라

속에서

형태찾아 찍어보기

강의주제: 자연미술이란?
강의목표: 자연에서 무언가
찾아보기
2차시 강의세부내용: 자연에서 우연의
형태찾기
수업방법: 카메라를 들고 주변
속에서
형태찾아 찍어보기
이론

강의주제: 자연미술이란?
강의목표: 자연에서 무언가
찾아보기
3차시 강의세부내용: 자연에서 우연의
형태찾기
수업방법: 카메라를 들고 주변
속에서
형태찾아 찍어보기

7.4 명상 후 물체보
기
7.5 외각보기
7.6 내각보기

강의주제: 자연미술이란?
강의목표: 자연에서 무언가
찾아보기
4차시 강의세부내용: 자연에서 우연의
형태찾기
수업방법: 카메라를 들고 주변
속에서
형태찾아 찍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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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주제: 여러형태의 아동화감상
7. 보기학습의 중요
강의목표: 아이들그림을 살펴보기
성
강의세부내용: 아이들의 그림속에
1차시 성향과 문제점 살펴보 기
7.1 베티 에드워즈
수업방법: 빔프로젝트 를 통해
이론
아이들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
그림 분석해보기
7.2 칼 비테 이론
7.3 시찌다 마꼬도
이론
7.4 명상 후 물체보

강의주제: 여러형태의 아동화감상
강의목표: 아이들그림을 살펴보기
2차시 강의세부내용: 아이들의 그림속에
성향과 문제점 살펴보 기
수업방법: 빔프로젝트 를 통해
아이들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

기
7.5 외각보기
7.6 내각보기

아동화 슬라이드

그림 분석해보기

강의주제: 여러형태의 아동화감상
강의목표: 아이들그림을 살펴보기
강의세부내용: 아이들의 그림속에
3차시 성향과 문제점 살펴보 기
수업방법: 빔프로젝트 를 통해
아이들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
그림 분석해보기

강의주제: 여러형태의 아동화감상
강의목표: 아이들그림을 살펴보기
강의세부내용: 아이들의 그림속에
성향과 문제점 살펴보 기
4차시
수업방법: 빔프로젝트 를 통해
아이들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
그림
분석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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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5.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 제 물

40 %

40 %

10 %

출

결

10 %

기 타

합 계

0%

100 %

비

고

6. 수업 방법(강의, 토론, 실습 등) 간략히 서술식으로 작성 요망
아동미술의 이론과 아이들과의 교류방법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듣고 작품제
작 활동을 한다.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8. 문제해결 방법(실험‧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