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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지도서 내용 요소 분석



초등교사 / 초등특수교사 인터넷 강의 위쌤닷컴(www.wesaem.com)              [초등] :  http://band.us/@wesaem1ta3pi              [초특] : http://band.us/@wesaemspecial1ta3pi

3학년 내용 요소 분석 1미술
★=초등 기출 ♥=초특 기출

❶ 3학년 천재 교과서 내용 요소 ❷ 3학년 천재 교과서 내용 요소 ❸ 3학년 천재 교육 교과서 내용 요소

 1. 안녕, 미술과의 눈 맞춤
 1. 아름다움의 열쇠, 조형요소

    - 조형요소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5) / 조형요소 (선, 형) / 미로, 마티스

      (추상주의 작품)

     2. 알록달록 색과의 만남

        - 색 (10 색상환) / 공공미술

     3. 나, 너, 우리 함꼐

        - 주제를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2) / 

          경험 표현

     4. 온몸으로 만나는 세상

        -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는 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1-01)

     5. 프로젝트: 쑥쑥, 식물과 함께 자라요

        - 연결 (미술과 생활, 미술과 타교과)

 2. 알콩달콩, 미술과 대화하기
     1. 생각을 열어 발상의 세계로

        -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3) / 연상

     2.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미술

        - 다양한 분야의 미술 작품과 미술가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3-01) / 회화 / 공예 / 조소 (환조, 부조) / 디자인

     3. 생활 속 미술과의 만남

        -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술을 발견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1-03)

     4. 쉬어가기: 김홍도

         - 김홍도 (풍속화,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3. 뚝딱! 창의력 발전소
     1. 그리기 재료의 느낌을 살려

        -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6) / 파스텔,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  

          스 (배틱, 스크래치) / 수채물감 (드립핑)

     2. 종이의 변신, 재미있는 만들기

        - 표현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4)

     3. 생활 속 통통 튀는 디자인

        - 디자인

 4. 프로젝트: 빛 그림 인형극

        - 연결 (미술과 생활, 미술과 타교과) / 실루엣 애니메이션

 4. 다 함께, 미술과 하나 되어
     1. 먹 향기를 담은 수묵화

        -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6) / 수묵화 / 농담 / 농묵, 중묵, 담

          묵 

     2. 먹 향기를 담은 글자

        -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6) / 판본체 / 붓 잡는 방법 및 몸의  

          자세 (단구법, 쌍구법, 침완법, 제완법, 현완법)

     3. 즐겁게 체험하는 미술 감상

        -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고, 그 이류를 설  

          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3-03) / 펠드만 비평단계 중 서술

     4. 쉬어가기: 마티스

        - 마티스 (야수파, 추상주의)

 1. 초록에 물들며
 1. 내 생활 속의 색

    - 색 / 10 색상환 ( 색느낌, 비슷한색, 반대색)  

     2. 수채로 그리는 세상

        -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6) / 수채화 / 우연적기법 (데칼코마

          니, 번지기) 

     3. 조형 요소와 놀아요

        - 조형요소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5) / 조형 요소 (점, 선, 면, 형 형태, 

          양감, 질감) / 쿤스 (키치아트)

     4. 생활 속 주제를 찾아서

        - 주제를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2) / 연상 / 주제

     5. 흙으로 빚는 아름다움

        - 도자기 / 코일링, 핀칭, 판성형, 물레성형 / 토우 / 찰흙 특징

          (가소성, 수축성, 유연성, 접착성)

     6. 관찰하고 표현해요

        - 관찰 표현 / 소조 

  2. 푸른 하늘을 날며

    1. 종이로 만드는 세상

        - 종이 공예

     2. 아름다운 우리 먹그림

        -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6) / 수묵화 / 번짐 / 농담 표현 

          (농묵, 중묵, 농묵)

     3. 미술 작품과 친해지기

     4. 생활 속 미술

        -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술을 발견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1-03) / 미술과 생활 / 캐릭터

     5. 찍어서 표현해요

        - 판화 / 종이 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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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 초등특수교사 인터넷 강의 위쌤닷컴(www.wesaem.com)              [초등] :  http://band.us/@wesaem1ta3pi              [초특] : http://band.us/@wesaemspecial1ta3pi

3학년 내용 요소 분석 2미술
★=초등 기출 ♥=초특 기출

❶ 3학년 금성 교과서 내용 요소 ❷ 3학년 동아 교과서 내용 요소 ❸ 3학년 비상 교과서 내용 요소

 1. 미술과 만나요
 1. 길을 따라가면 미술이 보여요

    -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술을 발견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1-03)

     2. 반응하라! 오감

        -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는 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1-01) 

     3. 오늘의 날씨

        - 따뜻한 색, 차가운 색 / 색의 3원색 / 10색 상환 / 수채화 표현 

          기법 

     4. 우리가 찾은 봄

        -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는 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1-01) / 탐색

     5. 상상을 담아서

        - 연상 / 상상 / 마그리트 (초현실주의) 

     6. 조물조물 찰흙 놀이

        - 형태 / 양감 / 찰흑의 성질 (가소성, 수축성, 유연성, 접착성)

     7. 안녕, 미술관!

        -  회화 / 조소 / 디자인 / 공예 / 건축 

 2. 미술과 친해져요
     1. 선에서 형으로

        - 선 / 형 

     2. 다른 생각, 다양한 주제

        - 주제 

     3. 먹색으로

        - 수묵화 / 구륵법, 몰골법, 백묘법 / 갈필법, 발묵법, 파묵법, 적묵

          법, 선염법 / 삼묵법 (농묵, 중묵, 담묵) 

    4. 스스로 자유롭게

        - 표현계획 (표현주제, 표현방법, 표현재료) 

     5. 버려진 것들의 변신

        - 정크 아트 

     6.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  미술 비평 / 펠드만의 비평 4단계 

1. 나의 친구 미술
 1. 교실을 아름답게

     2. 색의 아름다움

        - 색 / 10색상환 / 비슷한 색 / 보색 / 감산혼합

     3. 조물조물 찰흙

        - 찰흙 / 가소성, 접착성, 유연성, 수축성 / 부조 / 환조 

     4. 자연은 재미있는 놀이터

        -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는 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1-01) / 대지미술

     5. 나는야, 디자이너

        - 디자인

     6. 미술가와 작품 이야기

        - 관심 있는 미술 작품과 미술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3-02) / 이중섭 / 마티스 (콜라주) / 콜더 (키네틱

          아트 모빌) 

 2. 재미 가득 미술
     1. 관찰하는 즐거움

        - 관찰 표현 

     2. 알록달록 수채화

        - 수채화 / 불기, 데칼코마니, 번지기, 드립핑, 배틱 

     3. 상상이 꿈틀

        - 상상 표현 / 데페이즈망 기법 

     4. 먹으로 그린 그림

        - 수묵화 / 마블링 / 삼묵법 (농묵, 중묵, 담묵) / 문방사우 

     5. 미술관 나들이

        -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올바른 태도를 알고 작품을 소중히 다룰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3-04) / 도슨트 

     6. 나눔을 실천해요

  1. 표현하고 싶은 경험
     1. 친구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 경험 표현

     2.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 경험 표현

 

 2. 나는 캐릭터 디자이너
     1. 케릭터 디자인하기

        - 캐릭터

     2. 우리 반 캐릭터 공모전   

 

 3. 새롭게 연상하기
     1. 물감 자국을 보고 그리기

        - 연상 / 우연의 기법 (불기, 구슬 굴리기, 뿌리기, 문지르기)

     2. 찰흙 형태를 보고 떠올리기

        - 찰흙의 성질 (가소성, 유연성, 접착성, 수축성) / 데페이즈망기법

 4. 우리가 찾은 색, 선, 형
     1. 10색상환 알아보기

        - 조형요소 (색, 선, 형) / 10색상환 / 콜라주

     2. 조형 요소로 표현하기

 

 5. 오감으로 느끼는 세상
     1. 다양한 감각으로 발견하기

        -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는 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1-01) / 오감

     2. 오감 놀이하기

 

 6. 즐기며 배우는 미술관
     1. 미술관에서 작품 감상하기

        -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올바른 태도를 알고 작품을 소중히 다룰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3-04)

     2.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말하기

        -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고, 그 이유르 설

          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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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 초등특수교사 인터넷 강의 위쌤닷컴(www.wesaem.com)              [초등] :  http://band.us/@wesaem1ta3pi              [초특] : http://band.us/@wesaemspecial1ta3pi

 3학년 내용 요소 분석 3미술
★=초등 기출 ♥=초특 기출

❶ 3학년 비상 교과서 내용 요소 ❷ 3학년 비상 교과서 내용 요소 MEMO

 7. 붓과 먹으로 표현하기
     1. 먹물로 그림 그리기

        - 수묵화 / 농담표현 / 수묵담채화

     2. 붓으로 글씨 쓰기

 

 8. 찰칵! 순간을 담아
     1. 사진 찍기 전 알아 두기

        - 초점 / 사진기의 구조 

     2. 내가 찍고 싶은 사진

        - 줌인, 줌아웃 / 하이앵글, 아이앵글, 로우앵글 / 

     3. 이야기를 담은 사진

 

 9. 생활 속 미술
     1. 미술이 있는 생활

        -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술을 발견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1-03)

     2. 우리는 미술 탐방 기자

 10. 관찰하여 표현하기
     1. 채소와 과일 그리기

        - 관찰 표현 / 수채화, 색연필, 크레파스 / 정물화, 기명절지화

     2. 입체로 곤충 만들기

        - 입체표현

 

 11. 찍어서 나타내기
     1. 올록볼록한 재료로 찍어 보기

        - 판화 / 볼록 판화

     2. 도장으로 찍어 표현하기

        - 도장

 

 12. 꽃이 있는 생활
     1. 종이꽃 만들기

        - 종이 접기

     2. 꽃병으로 장식하기

        - 채화

  13. 미술가의 작품 세계
     1. 새로워지는 미술 작품

        - 관심 있는 미술 작품과 미술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3-02) / 자연미술 (골즈워디) 

     2. 미술가의 창의성

        - 피카소 (앗상블라주, 콜라주, 입체주의) / 백남준 (비디오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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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내용 요소 분석 4미술
★=초등 기출 ♥=초특 기출

❶ 4학년 천재 교과서 내용 요소 ❷ 4학년 천재 교과서 내용 요소 ❸ 4학년 천재 교육 내용 요소

 1. 안녕, 미술과의 눈 맞춤
     1. 아름다뭉의 비밀, 조형요소

        - 조형요소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5) / 조형요소 (질감, 양감)

  2. 색의 이런 느낌, 저런 느낌

        - 10 색 상환 (비슷한색, 보색) / 따뜻한 색, 차가운 색

     3. 흥미진진한 관찰의 세계로

        -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3) / 관찰 표현

     4. 내가 느낀 세상을 자유롭게

        -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1-02) / 칸딘스키 (추상주의)

    5. 프로젝트: 미술, 아름다운 나눔

        - 연결 (미술과 생활, 미술과 타교과)

 2. 알콩달콩, 미술과 대화하기
     1. 유쾌한 상상의 세계로

        -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3) / 상상 표현 / 마그리트, 샤갈, 올덴버그 

     2. 내가 좋아하는 미술 작가

        - 관심 있는 미술 작품과 미술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3-02) / 이중섭, 김환기

     3. 생활 속 즐거운 미술

        - 콜더 (키네틱 아트, 오토마타) 

     4. 쉬어가기: 박수근

 3. 뚝딱! 창의력 발전소
     1. 재미있는 판화의 세계로

        - 표현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6) / 볼록 판화 / 공판화

     2. 조물조물, 입체로 만들기

        -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6) / 부조, 환조 / 소조, 조각

     3. 쏙쏙 눈에 띄는 디자인

        - 그림 문자 / 마크

     4. 프로젝트: 독도야, 사랑해

        - 연결 (미술과 생활, 미술과 타교과) / 퍼포먼스

 4. 다 함께, 미술과 하나되어
     1. 먹 향기를 담은 수묵 담채화

        - 표현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6) / 수묵 담채화 

     2. 먹 향기를 담은 판본체

        - 판본체 자형 

     3. 한 발짝, 미술 작품에 다가서기

        -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올바른 태도를 알고 작품을 소중히 다룰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3-04) / 펠드만의 미술비평 4단계

     4. 쉬어가기: 콜더

        - 콜더 (키네틱아트, 모빌, 오토마타, 스테빌, 추상조소)

   1. 새 친구를 만나며
 1. 우리의 꿈이 자라는 세상

    - 자화상

     2. 체험 학습을 떠나요

        - 경험 표현 / 표현 계획 / 부조 / 자연 미술 

     3. 여러 가지 재료와 표현

        -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는 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1-01) / 자연물, 인공물 / 오브제 / 오감

     4. 내 친구를 소개해요

        - 인물화

     5. 너랑 나랑 작품 감상

        -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올바른 태도를 알고 작품을 소중히 다룰

          수 있다. (4미03-04) / 펠드만 비평 단계 / 도슨트

     6. 컴퓨터로 그려요

        - 그림판

  2. 꿈의 나래를 펴면서

    1. 상상의 세계

        - 상상 표현

     2. 움직이는 그림

        - 애니메이션 / 잔상 효과 / 플립북 / 소마트로프 / 페나키스토

          스코프 / 발라 (미래주의, 동세)

     3. 사진을 찍어요

        - 사진 / 구도 / 각도 (하이앵글, 아이앵글, 로우앵글)

     4. 아름다운 우리글

        - 판본체 / 획, 접필, 자형, 점획 / 역입

     5. 세계의 민속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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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근대 미술 

  1. 신고전주의 

   2. 낭만주의  

   3. 자연주의  

   4. 사실주의  

   5. 인상주의 
     ➀ 마네 

     ➁ 모네

     ➂ 르누아르 

     ➃ 드가 

   6. 신인상주의

     ➀ 쇠라 - 점묘법

     ➁ 시냐크

   7. 후기 인상주의

     ➀ 세잔

     ➁ 고갱

     ➂ 고흐

   8. 19세기 후반의 조각

    

➋ 현대 미술

   1. 야수주의

     ➀ 마티스

     ➁ 드랭

     ➂ 블라맹크

   2. 입체주의

     ➀ 피카소

     ➁ 브라크

   3. 표현주의

     ➀ 뭉크

     ➁ 클레

   4. 미래주의

     ➀ 뒤상

     ➁ 발라

   5. 초현실주의

     ➀ 자동기술법

     ➁ 데페이즈망

     ➂ 콜라주

     ➃ 프로타주

     ➄ 데칼코마니

        - 마그리트

        - 달리

        - 샤갈 

   6. 추상주의

     ➀ 뜨거운추상

     ➁ 차가운 추상

   7. 추상 표현주의

     ➀ 플록 – 액션 페인팅

   8. 팝아트

     ➀ 앤디 워홀

     ➁ 올덴버그

   9. 옵아트

     ➀ 바자렐리

   10. 미디어아트

     ➀ 비디오아트 – 백남준

     ➁ 인터랙티브 아트

     ➂ 미디어 파사드

   11. 설치미술

   12. 대지미술

     ➀ 스미스슨

     ➁ 크리스토

   13. 자연미술

     ➀ 골즈워디

   14. 오브제

   15. 정크아트

     ➀ 라우션버그

   16. 키치아트

     ➀ 쿤스

   17. 키네틱아트

     ➀ 콜더

   18. 레디메이드

     ➀ 뒤샹

   19. 미니멀아트

   19. 낙서 미술(Graffti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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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미술 ― 근대미술 ]
❶ 신고전주의
   18세기 중엽에 고전적인 예술의 형식과 주제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시작되었고, 내용적으로는 계몽주의 사상을, 형

식적으로는 고전적인 평온함을 추구하였다. 이지적이고 정적인 것이 특징이다.(앵그르, 다비드 등)

❷ 낭만주의
   안정보다는 정열을 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양식이다. 감정적이고 강렬한 색채, 동적인 화면 구성, 이국

적인 소재, 낭만적인 분위기로 인간의 감정을 격정적이며 정열적으로 표현하였다.(제리코, 들라크루아 등)

❸ 자연주의

   전원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여 밝고 신선한 색체로 농민의 생활과 목가적인 자연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 프랑

스의 바르비종파가 유명하다.(밀레, 코로, 컨스터블 등)

  

  [ 이삭줍는 여인 : 프랑스 화가 밀레(1814~75)의 작품 ]
   

  전원생활을 주요소재로 삼았던 바르비종파의 대표적 

화가인 밀레의 작품으로 원경의 평화로운 배경을 뒤

로 하며 추수를 끝내고 남은 이삭을 줍는 세 아낙네

의 고된 노동이 서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안정감 있

는 구도, 가라앉은 색조가 차분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❹ 사실주의 
   현실 그 자체를 직시하여, 일상적이고 평범한 주제를 찾아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현실과 사실을 사진처럼 실제풍

경을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려 하였다. (쿠르베, 도미에 등)

  

  [ 돌 깨는 사람들 : 프랑스의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 ]

    1849년에 그린 〈돌 깨는 사람들〉은 황폐한 시골을 

배경으로 비천한 노동을 하고 있는 두 인물을 사실적

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그림은 귀족적인 인물이 아닌 

초라한 농민들의 삶과 정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귀스타브 쿠르베는 평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

회를 작품 속에 담고자 하였다. 쿠르베는 농민들을 미

화하지 않고 대담하게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여 미술

계에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❺ 인상주의
   물체의 고유색을 부정하고 태양 광선에 따라 변화하는 색채와 빛에 의한 순간적인 인상을 시시  각각 변화하는 

빛에 따라 달라지는 색으로 포착하여 표현하였고, 현대 미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등) 

    모네 -        마네 - 

 

   [ 건초더미, 눈의 효과, 아침 : 클로드 모네(1840~1926) ]

   모네는 인상주의적 표현의 개척자로, 그의 작품 ‘해돋이 인상’이 

전시회에 출품되면서 ‘인상파’라는 말이 시작되었다. 모네는 같은 

장소를 계절과 시간에 따라 연작으로 나타내었는데, ‘루앙대성당’, 

‘건초더미 연작’등이 바로 그러한 작품이다.

 

   [ 포플러 밑에서 햇빛의 효과 : 모네 ]
   모네는 인상파 화가로, 햇빛을 받은 자연의 표정을 따라 밝은 

색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팔레트 위에서 물감을 혼색하지 않
는 인상파 기법의 한 전형을 개척한 사람이다. 인상파란 이름도 
그의 작품 ‘인상·일출’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작품 또한 포플
러 밑에서 햇빛의 효과를 살려 그린 그림으로 일자형 구도이다. 
멀리 나지막한 야산을 배치하고, 그 앞에는 곧은 포플러 나무를,. 
가까운 곳에서 세 그루의 포플러 나무를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양산을 쓰고 있는 모습을 배치하였다. 흔히 볼 수 있
는 들판을 소재로 부서지는 햇살을 받아 반사하는 들판의 풀이
나 나무 등의 색을 팔레트에서 혼합하지 않고, 원색을 그대로 
캔버스에 칠하여 한순간에 보이는 인상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내
고자 하였다. 즉, 햇빛이 시시각각 변하는 들판의 모습을 순간적  

                                          으로 포착하여 그린 것이다. 

   [모네, 루앙 성당 연작, 1894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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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신인상주의
   인상주의 이론을 과학적, 색채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색채 분할에 의한 시각적 혼합 효과를 주는 점묘법을 활용하

였다.(쇠라, 시냐크 등)

점묘법(pointage,點描法)

점묘법은그림을그릴때 붓등으로 찍은 다양한 색의 작은점을 이용하여 시각적 혼색을 만드는기법이다. 화면에 각

각의 물감을 이용하여 점묘로 표현하는 점묘법은 19세기 프랑스의 색채학자 슈브뢸(프랑스,1786~1889)의 색채이

론을 근거로 인상주의 화가들이 작품에 자주 이용하였다. 19세기 후반 인상주의를 계승하며 과학적으로 채색기

법을 재해석한 신인상주의 화가 쇠라(프랑스,1859~1891)와 시냐크(프랑스, 1863~1935) 등이 ‘점묘주의

(pointillism)’를 발전시켰다.

 

 [ 라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 조르주 쇠라 ]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작은 색점이 보여요. 이 
그림은 색점만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멀리 떨
어져서 보면 수많은 점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요. 이러한 
표현 방법을 점묘법이라고 해요.
  빛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 팔레트에서 혼색하지 않고, 직접 화

면에 색점을 찍어 표현하는 점묘법을 이용하여 채도를 높였으

며, 시각적 혼합으로 밝고 생생한 화면을 표현하였다.    

  쇠라가 속한 이러한 신인상주의 유파는 색채를 분할하여  원색의
 색점을 찍어 표현하는 병치 혼합 기법을 이용한 것               

                                            이 특징이다. 이 유파의 화가로 쇠라, 시냐크 등이 있다.

   

 

 ❼ 후기 인상주의
   인상주의의 색과 신인상주의의 지나친 과학성의 반발로 대상의 시각적인 재현에 벗어나 각각의 개성, 주관, 감정 

등을 강조하였다.

   ① 세잔 : 대상을 기하형으로 단순화하여 다면적 배치를 통한 화면의 견고한 구성을 추가하였다.

  

  [생트 빅투아르 산 : 폴 세잔 캔버스의 유채 ]

    말년에 제작한 생트 빅투아르를 산 시리즈 중에서 가

장 잘 된 작품이다. 산의 형태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하여 움직이려는 듯한 느낌을 주며, 수평적 요소

가 강한 화면의 상부에 비해서 하부는 땅과 집, 수

목을 세로의 붓 터치로 나타내고 있다. ‘농촌의 만

추’와 비교했을 때, 넓고 시원한 붓 터치로 면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 바구니가 있는 정물 : 폴 세잔 캔버스의 유채 ]

    세잔은 1904년 상징주의자인 에밀 베르나르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그의 미학 선언으로 간주되곤 하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 "나는 자연에서 원통, 구, 원추

를 봅니다. 적절히 배치된 사물의 면과 선은 구심점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 말은 그의 회화 세계를 잘 설명

해준다. 세잔의 후기 작품인 『바구니가 있는 정물』에서

도 위에서 말한 원칙들이 구현되고 있다. 언뜻 보아 산

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사물이 중앙에 모여 있다. 

마치 이제 막 무대에 등장한 인물들처럼 이 사물들은 

언제라도 다시 흩어질 것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주전자와 과일 바구니는 각각 다른 높이의 시선에서 그  

                                                  려진 채 한 화면 속에서 우연히 만난 듯하다.

[세잔 사과가 있는 정물 : 캔버

스에 유채]

“세상의 모든 것은 구형, 원통형, 원추형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한 세잔

은 정물 하나하나가 가지는 본질적인 형태를 2차원 평면 그림에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다시점 정물화를 그렸다. 초록 항아

리와 흰색 항아리의 입구와 전체 형태를 살펴보면 각각 눈높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병은 측면에서, 사과와 접시는 위에서 바라본 모습으

로 그려 각각의 물체들이 생동감,역동감을 지니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공간감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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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차 38미술
★=초등 기출 ♥=초특 기출

     

➊ 체험

   1. 자신과 대상  
     ➀ 자화상

     ➁ 계절에 따라 관찰할 수 있는 대상

     ➂ 모네, <건초 더미> 연작

    ➃ 시각적 특징을 발견할 대상을 정하는 기준

   2. 미술과 타 교과

     ➀ 프로젝트

     ➁ 오토마타

➋ 표현

   1. 다양한 주제

   2. 소재와 주제

   3. 상상과 관찰

     ➀ 관찰 표현

     ➁ 상상 표현

     ➂ 연상

     ➃ 상상

     ➄ 시네틱스

     ➅ 자동기술법

     ➆ 프로타주(뜨기)

     ➇ 데페이즈망(전위법)

     ➈ 데칼코마니

     ➉ 상상의 동물

   4. 발상

     ➀ 결합

     ➁ 분해

     ➂ 강조

     ➃ 더하기

     ➄ 빼기

     ➅ 크게하기

     ➆ 작게 하기

     ➇ 용도 바꾸기

     ➈ 자료 바꾸기

     ➉ 스캠퍼

     ⑪ 육색 사고 모자 기법

   4. 조형 요소

     ➀ 점, 선, 면, 형 • 형태, 색, 질감, 양감

   5. 조형 요소

     ➀ 비례, 율동, 강조, 반복, 통일, 균형, 대비, 대칭, 점증ㆍ점이, 변화, 동세

➌ 감상

   1. 미술관 ‧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2. 미술관 ‧ 박물관에서 다양한 역할

     ➀ 큐레이터

     ➁ 도슨트

     ➂ 에듀 케이터

     ➃ 보존 연구원 

   3. 관람예절

   4. 가상미술관(Virtual Museum)

   5. 미술관을 활용한 미술 감상 학습 과정

   6. 전시회 준비 과정

   7. 내용

     ➀ 소재

     ➁ 주제

   8. 형식

     ➀ 재료와 용구

     ➁ 표현 방법

     ➂ 조형 요소와 원리

   9. 펠드먼의 미술 비평 단계

     ➀ 기술하기

     ➁ 분석하기

     ➂ 해석하기

     ➃ 판단하기

   10. 앤더슨이 제시한 교육적 미술 비평 단계

     ➀ 반응

     ➁ 기술

     ➂ 해석

     ➃ 평가

   11. 감상 방법

     ➀ 비교 또는 단독 감상

     ➁ 내용 또는 형식 감상

   12. 대화 중심 감상 교육

   13. 미술 감상의 다양한 접근 방법

     ➀ 인상주의적 접근

     ➁ 표현주의적 접근

     ➂ 분석적 접근

     ➃ 주제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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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요소 – 자신과 대상 40미술
★=초등 기출 ♥=초특 기출

성취 기준 - [초등학교 5~6학년]  (1) 체험

[6미01-01] 자신의 특징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① 자신의 외적 특징뿐만 아니라 성격, 취향, 관심 등의 내적 특징을 마인드 맵, 브레인스토밍 등을 활용하여 찾아보

도록 지도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과서]

[미술교육사조]― ― ― ― ― ― ― ― ―  ― ― ― ― ― ― ― ― ― ― ― ― ―― [교육론 함께보기]

사조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 창조성 중심 미술교육★★ 이해 중심(학문 중심) 미술교육★

역사적 배경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의   

 발달

-미술 아카데미의 형성

-아동중심 교육사조

-심리학의 발달

-표현주의 미술의 등장

-학문중심 교육과정 영향

-지각 심리학의 영향

-현대미술의 다양한 전개

특징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미술

가 육성을 위한 교육

-반복 훈련에 의한 미술능력 

향상에 초점

-미술에 대한 기본적 요소와 

체계적 구조에 의한 지도 

강조

-자유로운 자기표현 강조

[개개인에게 맞는 미술을 통해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

게 표출하는 것]

-미술을 통한 창의성 육성에 

중점을 둠

-표현과정을 중시

-미술교과의 독자성 강조

-미술의 이해 및 감상 강조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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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요소 – 자신과 대상  41미술
★=초등 기출 ♥=초특 기출

성취 기준 - [초등학교 5~6학년]  (1) 체험

[6미01-02]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인물이나 사물, 현상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특징적인 선, 형, 색, 이미지 등을 발견하도록 

지도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과서]

◆ 대상의 시각적 특징을 발견하도록 돕는 교사의 발문과 답변의 예

• 어떤 색을 볼 수 있나요? 연한 분홍색, 흰색, 초록색이 보여요.

• 어떤 선이나 모양이 보이나요? 동그란 꽃잎의 모양이 보여요.

•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 색이나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요? 멀리서 볼 때는 흰색으로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  

  니 연한 분홍색이에요.

• 모양이나 움직임이 무엇과 비슷한가요? 떨어지는 꽃잎이 눈 내리는 것 같아요.

◆S계절에 따라 관찰할 수 있는 대상 또는 현상의 예

• 봄: 새싹, 나비, 꽃, 아지랑이, 봄비, 꽃샘추위 등

• 여름: 태양, 소나기, 바닷가, 물놀이, 장마, 태풍 등

• 가을: 단풍, 과일, 곡식, 추석, 낙엽, 높은 하늘 등

• 겨울: 눈, 눈사람, 목도리, 추위, 겨울바람, 장갑, 입김 등

● 모네, <건초 더미> 연작: 모네는 같은 대상이나 장소의 다른 시간, 다른 계절, 다른 날씨를 주제로 하여 여러 작

품을 제작하였다. 빛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특징이 작품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 작품은 아침과 해 질 녘에 관

찰한 건초 더미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대상의 시각적 특징을 비교하며 감상하

기에 좋다

● 대상이나 현상의 시각적 특징을 표현한 작품을 보고 이야기하기

모네의 <건초 더미> 연작을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한다.

--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건초 더미를 그렸어요. 겨울 풍경이에요.

--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린 시각이 달라요. 하나는 아침이고 다른 하나는 오후 풍경 같아요.

-- 시각적 특징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나요? 빛을 받은 부분이 많아요. 그림자가 있어요. 등

● 시각적 특징을 발견할 대상을 정하는 기준

- 평소에 관심이 있었거나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대상을 생각해 보게 한다.

- 대상을 그리려고 할 때 대상의 시각적 특징이 떠오르지 않아서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 대상을 관찰하는 시간이 언제인가에 따라 시각적 특징이 달라지거나 계절에 따라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대상을  

  떠올려 보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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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물화

2. 풍경화

3. 정물화

  
 

관찰 표현



초등교사 / 초등특수교사 인터넷 강의 위쌤닷컴(www.wesaem.com)              [초등] :  http://band.us/@wesaem1ta3pi              [초특] : http://band.us/@wesaemspecial1ta3pi

 학습목차 76미술
★=초등 기출 ♥=초특 기출

     

❶ 인물화

   1. 관찰 표현과 인물화

   2. 인물화의 대상에 따른 분류

     ➀ 자화상

     ➁ 초상화

     ➂ 군상화

   3. 인물화의 자세에 따른 분류 

     ➀ 입상화

     ➁ 좌상화

     ➂ 와상화

   4. 인물화의 표현 부위에 따른 분류

     ➀ 마스크

     ➁ 두상화

     ➂ 흉상화

     ➃ 전신상화

     ➄ 토르소

   5. 인물화의 표현요소

     ➀ 비례

     ➁ 균형

     ➂ 운동감

  

   6. 동 ‧ 서양의 인물 표현

     ➀ 윤두서

     ➁ 렘브란트

     

❷ 풍경화

   1. 풍경화의 특징

   2. 풍경화의 구도

     ➀ 수평선 구도

     ➁ 수직선 구도

     ➂ 대각선 구도

     ➃ 호선 구도

   3. 서양의 원근법

     ➀ 선(투시) 원근법: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➁ 공기(색채) 원근법

   4. 동양의 원근법

     ➀ 삼원법: 고원법, 평원법, 심원법

   5. 시대별 풍경화의 특징

     ➀ 고전주의

     ➁ 사실주의

     ➂ 인상주의

   6. 풍경화의 조형 요소와 원리

     ➀ 형과 색채

     ➁ 명암

     ➂ 원근법

     ➃ 구도와 공간

❸ 정물화

   1. 정물화의 특징

   2. 정물화의 구도

     ➀ 삼각형 구도

     ➁ 역삼각형 구도

     ➂ 마름모꼴 구도

     ➃ 원형 구도

   3. 빛과 명암

   4. 시대별로 본 정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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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화 ]

1. 관찰 표현
관찰 표현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 특징이 잘 나타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

다.

2. 초상화
초상화는 특정 인물을 묘사하는 회화의 한 분야로, 인물화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대와 같이 사진 초상이 일

반화되기 전까지는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다. 그중에서 작가 자신을 모델로 자

신이 직접 그린 초상화를 자화상이라고 한다. 초상화는 오늘날에 와서 역사나 풍속의 연구 자료로 이용되기도 하며, 두상, 

반신상, 전신상, 군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관찰 표현 활동
➊ 잘 보고 그리기 : 그릴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그림 그리기의 첫 번째 과제이다.

➋ 천천히 정성껏 그리기 : 잘 관찰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정신을 집중해서 그리는 것이다.

➌ 균형과 비례에 맞게 그리기 : 학생에게 처음 사람을 보고 그려 보게 하면 균형과 비례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균  

   형과 비례에 맞게 그리도록 한다. 

➍ 크게 그리기 : 대상을 크게 그리면 더욱 세밀하게 그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화면에 꽉 차도록 크고 대담하게  

    그리도록 지도해야 한다.

4. 관찰 표현의 방법
학생의 특성이나 표현 대상에 따라 다른 표현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전체 형태에서 부분

으로 점차 세밀하게

표현하는 방법

• 대상이 구조적으로 복잡한 경우

• 시각형 특징을 보이는 학생(전체적인 비례와 균형을 보면서 그리게 함.)

대상의 한 부분부터

전체로 세밀하게 표

현하는 방법

• 기본 형태가 단순하거나 표현 대상의 표면에 장식 요소가 많은 경우

• 촉각형 특성을 보이는 학생(세부적인 부분에 흥미를 느낌.)

5. 관찰 표현과 인물화
인물화는 풍경이나 정물과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순간의 모습을 표현하므로, 인물의 표정이나 움직임을 

관찰하고 움직임에 따른 변화를 표현한다. 특히 움직이는 인물을 그릴 때에는 얼굴이나 신체의 기울기, 내면의 움직

임까지도 관찰하여 표현한다.  

6 인물화의 종류
   ① 대상에 따른 구분

     - 자화상(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 초상화(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린 그림), 누드화(나체의 인물을 그린 그림), 

착의화(옷을 입은 인물을 그린 그림), 군상화(여러 사람을 그린 그림)

   ② 자세에 따른 구분

     - 입상화(서있는 모습), 좌상화(앉아 있는 모습), 와상화(누워 있는 모습)

   ③ 표현 부위에 따른 구분

     - 두상화(머리 부분까지 표현), 흉상화(가슴 부위까지 표현), 반신상화(허리 부위까지 표현), 전신상화(머리부터 

발끝까지 표현)

 마스크: 턱 위의 얼굴을 표현 / 두상화: 머리 부분을 표현 / 흉상화: 가슴까지를 표현 

 전신상화: 몸 전체를 표현 / 토르소: 몸통만 표현 

7. 동 · 서양의 인물 표현

인물 표현에 있어 우리나라와 서양은 차이를 보인다. 서양은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였

다. 또 광선에 의한 명암의 변화를 표현함으로써 부피와 양감, 입체감을 사실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표현하

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초상화가들은 예로부터 “터럭 한 올이라도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 아래 

인물의 외간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표현하려 하였다. 즉, 전신사조라 하여 형상을 통해 인물의 정신을 표현해 

내고자 한 것이다.

▶ 자화상의 역사
과거부터 현대 미술까지 동서양에서 꾸준히 그리고 있는 자화상은 작가들의 개성만큼이나 표현 방식도 다양하다. 

초기에는 화가들이 단순히 자신의 얼굴을 기록하는 의미로 그리기 시작했지만, 르네상스 시기 이후 자화상을 많

이 그리면서 화가의 얼굴은 내면의 정신세계를 담아내는 자아의식의 표현 대상이 되었다. 자화상은 거울이나 사

진 등을 보고 그리는 일도 있지만, 화가가 자신을 스스로 떠올리며 그리는 일도 있다. 그래서 자화상은 자기 경험

적 형태와 연결되고 자기 고백적인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화상에는 화가의 삶과 가치관, 그리고 심

리 상태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반영될 수 있다

윤두서(조선, 1668~1715)Ⅰ자화상 

(종이에 수묵 담채, 조선 시대, 18세

기 초)

렘브란트 (Rembrandt, Harmensz 

van Rijn / 네덜란드, 1606~1669)Ⅰ

서른네 살의 자화상 (부분, 캔버스

에 유채, 102×80㎝, 1640년 작)

백남준(한국→미국, 932~2006)  

자화상(피아노 건반,전구, 텔레비전 

브라운관, 비디오테이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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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준은 여러 점의 자화상을 남겼는데 자신의 얼굴을 그린 초상이 아니라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활용한 입체 작

품을 남겼다. 텔레비전, 피아노 부품 등으로 자신을 표현한 이 자화상은 백남준이 살아온 삶 자체를 담고 있다.

  피카소는 캔버스에 목탄, 유화 물감 등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였다. <자화상(1907년 작)>은 단순화

에 의해 인간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 1881~1973)  

팔레트를 들고 있는 자화상(캔버스에 유채, 

92×73cm, 1906년 작)

자화상(캔버스에 유채, 50×46㎝, 1907년 작)

1. 인물화 표현할 때의 유의점
   ① 인물의 형태, 비례, 자세와 동세 등을 잘 관찰하여 표현한다.

   ② 의복과 배경도 인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③ 인물의 외모, 감정 등 내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표정을 정확히 포착하여 그린다

   ④ 인물에 대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표정이나 자세를 변형·강조하기도 한다.

2. 인물화의 표현요소
   ① 비례 : 몸 전체에서 머리, 팔, 다리 등의 크기의 비율  ② 균형 :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안정감

   ③ 운동감 : 자세나 동세의 표현                        ④ 표정 : 인물의 특징과 인상의 표현

인물화의 표현 요소

➊ 비례 : 비례는 전체와 부분 또는 부분들 간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다. 

➋ 균형 : 시각적으로 느끼는 무게감이 어느 한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➌ 동세 : 표현 대상의 움직임, 표현 그 자체에서 느끼는 움직임의 인상, 실제 작품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을 말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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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화 ]
1. 서양 풍경화의 역사

   풍경은 인물화 등의 배경으로 그려지다가 15세기 르네상스 때부터 독립된 소재로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에 이르러 네덜란드의 화가들이 자연의 빛과 공기의 작용에 흥미를 가지고 객관적인 정경을 그렸다. 19세기 무렵

부터 풍경화는 본격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자연주의 화가들과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해 많이 그려졌다.

2. 서양 풍경화의 특징

   ① 인간 중심의 입장에서 자연을 표현하였다.

   ② 원근감, 공간감, 빛과 공기의 작용에 따른 색의 변화를 중시한다.

   ③ 시대와 양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풍경화가 나타난다.

3. 시대별 풍경화의 특징

   ① 고전주의 : 실제 풍경이 아니라 성경이나 신화, 문학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풍경을 주로 그렸다. 그

리스와 로마 시대의 유적과 사람들이 있는 풍경을 즐겨 그렸으며, 주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② 사실주의 : 사진처럼 실제 풍경을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였다. 자연을 관찰하여 야외의 빛과 색을 재현하는 등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③ 인상주의 :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등장하였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에 따라 달라지는 색을 포착하여 표

현하였다. 자연을 직접 묘사하는 사생을 주로 하였다.

4. 풍경화 제작과정
① 주위의 풍경을 둘러보고 그리려고 하는 풍경을 선택하여 구도를 잡는다.

② 원근감이 잘 드러난 구도로 스케치 한다.

③ 수채물감을 이용하여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채색한다.

④ 가까운 사물은 진하고 선명하게, 멀리 있는 사물은 흐리고 옅게 채색하여 원근감이 더욱 드러나게 한다.

5. 원근감이 드러나는 구도로 풍경 표현하기
• 풍경을 원근감이 드러나는 구도로 밑그림을 그린다.

 - 원근감이 나타나도록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린다.

 - 중심이 되는 풍경은 크고 또렷하게 그리고, 멀리 있는 풍경은 작게 그린다.

• 투명 수채화로 원근감을 생각하며 채색한다.

 - 대상의 형과 색의 특징을 명암을 살려 가까운 곳은 진하고 선명하게, 먼 곳은 연하고 탁하게 채색한다.

● 풍경화의 구도를 효과적으로 잡는 방법

- 구도 틀 활용하기: 구도 틀은 도화지 위에 옮겨질 모습을 한 화면에 보여 주기 때문에 구도를 잡는 데 유용하다.

- 중심 소재와 배경 명확히 구분하기: 주된 소재를 명확하게 하면 이를 중심으로 하여 원근을 설정하고 묘사의 정도  

  를 달리할 수 있어 공간의 깊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원근의 차이 명확히 내기: 대상의 크기에 따른 원근, 중첩에 따른 원근, 색채 원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원근감을   

  표현한다.

- 화면 곳곳에 사람, 동물, 사물 그리기: 사람, 동물, 사물 등을 그려 넣으면 이야기 요소가 삽입되어 서정적인 느낌  

  을 더해 준다.

- 한 화면 안에 성긴 부분, 빽빽한 부분 표현하기: 어떤 부분은 빽빽하고 복잡하게, 어떤 부분은 성기게 표현하여 강

약을 조절함으로써 공간의 깊이와 구도의 변화를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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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경화의 조형 요소와 원리
풍경화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한 이해는 미술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의 문

제 해결력과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하나의 사물을 볼 때 다각적인 각도로 자세히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① 형과 색채

 풍경화에서 형은 선의 강약과 움직임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느낌을 주며 위치에 따라 관찰자가 느끼는 공간  

    감도 달라진다. 색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색의 채도와 대비에 따라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다.

② 명암

 밝음과 어둠의 관계인 명암 표현을 통해 풍경화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풍경화에서 명암이 밝게 표현되면 밝  

    게 빛나는 자연을 느낄 수 있으며, 명암이 어둡게 표현되면 흐린 날의 느낌이나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③ 원근법

 화면에서 멀고 가까움을 보여 주는 원리로 선 원근법, 색채 원근법 등이 있다. 색채 원근법은 적극적인 느낌의  

    원색과 따뜻한 느낌의 색은 가까운 곳에 사용하며, 소극적이고 차가운 느낌의 색은 먼 곳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④ 구도와 공간

 구도와 공간은 화면 안에서 형태나 공간의 배치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풍경화를 그릴 때 공간을 잘   

    활용하려면 풍경화의 화면 구성에 변화를 주면 된다.

프리드리히 (David Friedrich, Caspar | 독일 | 

1774~1840)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캔버스에 유채 | 

98.4×74.8㎝ | 부분 | 1818년 작)

반 고흐(Van Gogh, Vincent | 네덜란드 | 1853~1890) 

밤의 카페테라스 (캔버스에 유채 | 80.7×65.3㎝ | 1888

년 작)

2. 같은 장소 다른 풍경

같은 풍경이라도 빛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색, 명암, 형태 등이 다르게 나타나며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나무의 비상하는 선과 우아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수직 구도를 사용하여 표현한 풍경 작품이다. 

모네 (Monet, Claude | 프랑스 | 1840~1926)

❶ 엡트강 주변의 포플러들, 해 질  

   녘(캔버스에 유채)

❷ 줄지어 선 포플러들(캔버스에   

    유채)

❸ 엡트강 주변의 포플러들, 황혼   

   (캔버스에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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