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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rt activities using famous painting 

parodies in hopes of enhancing the creativity of 5-year old children. A total of 

11 program activities were developed consisting of a preliminary activity 

(understanding the notion and ideas behind parody), introduction (view and 

analysis of famous paintings), development (theme selection, idea construction, 

and parody production), and conclusion (view and review of parody). 

Participants were 50 (24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6 in the comparative 

group) 5-year old children from a kindergarten located in G city. TTCT of 

Creative Thinking (TTCT: Figure A and B) was used as a research tool, and the 

listening abilities paintings test tool was applied to teachers of the groups. First, 

excluding accuracy, which is considered to be an un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one’s creativity, results showed positive effects on fluency, 

originality, abstractness, and persistence. Second, the program also showed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overall ability in appreciation of paintings as well 

as the sub factors including observation and expression, understanding painter’s 

intention, atmosphere, materials and techniques, art elements, and attitude 

towards art piece.

 

❙Key words  Famous Painting Parody, Art Activity, Creativity, Listening 

Abilities Paintings

Ⅰ. 서 론

  오늘날 속하게 변화하는 시 ․사회  상황 속에서 교육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요구받

고 있으며, 최근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도 미래 사회에서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창의 인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창의 인 인재육성에 한 필요성이 부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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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아교육에서도 창의성 교육에 한 심이 증하고 있다(김형재, 송민서, 이순애, 2016). 

Torrance(1974)는 창의성은 ‧유아에게 흔히 찰되는 것으로 3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4-5세 

정에 이르고, 등학교부터 감소되는 추세를 지 하며, 창의성교육이 발달상 ‧유아기에 시작

되어야 함을 주장하 다(김경은, 2015; 김 수, 조수 , 2012). 

특히, 미술활동은 창의성과 매우 한 계를 맺고 있으며, 미술의 속성 자체가 계속 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창의성은 미술교육에 의해 계발될 수 있다(이규선 등, 2000; 이미란, 

천희 , 송 주, 2015). 특히, 미술활동은 부분 유아들이 자기표  수단으로 매력을 느끼고, 선

호하는 활동으로 미술표 과 미술감상의 두 활동을 통해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이루어

질 때, 유아들의 창의성 계발은 더욱 진된다(박화윤, 2001).  

최근  미술교육의 흐름은 표 심에서 이해 심교육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에 따라 유아미술교육에서도 미술감상 활동이 부각되고 있다. 만 5세는 사물의 형태를 표상하려

고 시도하고, 반복 으로 그림을 그려 으로써 개별 으로 일정한 도식을 형성하며, 공간의 상

호 계를 이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권상구, 1999), 유아들은 묘사능력이 미발달된 상태이므로 

그리기 표상활동보다는 감상활동에 더욱 흥미를 갖기 때문에 유아기에 명화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요하다(이경은, 2015). 교육과학기술부(2012)에서 제시한 5세 리과정의 술경험 역

에서도 ‘다양한 술 감상하기’, ‘다른 문화의 술작품에 심을 가진다.’ 등을 통해 유아기에 

감상교육은 필수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유아기에 명화감상능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연구(이경은, 2015)를 포함하여 감상을 한 다

양한 교수매체  ‘명화’는 감상 역에서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미 요소와 인류의 

문화, 역사, 사상 등의 요소를 포함한 명화는 미술감상을 한 교수매체로 극 활용되고 있다

(김은정, 오진희, 2010). 이러한 ‘명화’는 구체 이고 시각 인 자료를 동반함으로써 미술활동을 

극 화 시킬 수 있다(이규림, 2015). 이에 만 5세 유아의 창의성과 미술감상능력 계발을 한 창

의 인 교수매체로 명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의 개발  장 용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한 명화를 활용한 미술감상활동을 넘어서 창의 인 미술교수방법  하나로 패러디 기법을 

용할 수 있다. 패러디는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의 유아들에게 있어 비평  안

목과 창의성을 발 시킬 수 있는 요한 기법  하나이다. 명화 패러디 미술활동은 유아들이 

명화를 자기 나름 로 감상하거나 비 으로 재해석하며, 창의 인 방법으로 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일반 미술활동과 달리 잘 알려진 원작을 모방의 직  상으로 삼기 때문에 유

아들이 쉽게 명화 원작을 인식할 수 있으며, 비 이거나 희화 인 패러디가 많고, 량복제가 

가능하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김혜원, 2009). 

재를 과거에 익숙한 이미지로 변형시켜 재와 미래를 과거와 연계시켜 놓은 재기호화 형

식인 패러디 기법은 유아들로 하여  창조자가 되는 동시에 감상을 통한 비평가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김순향, 2002). 이에 명화 패러디는 창의성과 미술감상능력을 강조하는  유아미

술교육에 있어서 유아들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미술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소집단형

태의 미술활동이나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미술 역에 명화를 비치하여 창조 인 명화작품을 패

러디해보게 함으로써 그들의 창의성과 명화감상능력의 계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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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 유아 상의 패러디 활동은 그림책을 활용한 패러디 활동이 부

분이며, 명화를 활용한 패러디 활동은 · ·고등학생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에 Sternberg(1999)의 교수방법을 용하여, 본 활동은 명

화와 패러디한 명화를 교차시켜 생각해보기, 명화를 패러디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패러디한 명

화에 해 칭찬하기, 소집단활동으로 작품 제작하기, 다른 에서 명화를 상상하도록 하기, 패

러디 명화작품 시를 통해 함께 평가하기 등을 통해 유아의 창의성은 계발될 것이다. 

명화감상 교육이 유아의 화면의 구성력, 미술에 한 이해, 표 기법의 창의성, 창의  잠재

력, 심미감, 인지발달 등 여러 발달 역에 정 인 효과(이수경, 1996; 정미경, 1999)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아교육 장에서 미술활동은 창의  표 활동에 많

은 비 을 두어 명화감상은 장에서 균형 있게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이명호, 1998; 이

자, 이정욱, 유혜숙, 1998). 실제 유아교육 장에서 교사들은 미술 감상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환경  제약에 한 어려움을 느끼며, ‘감상’교육의 부분에 한 이해정도가 낮고, 교사의 감상

지도 방법에 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김진희, 2000; 김혜 , 2012; 이경

은, 2015; 이인숙, 2001), 감상활동은 시각을 통해 이미 가졌던 경험과 지각 개념들 간의 연합  

연상들을 가지게 하므로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고(박화윤, 2010), 교사들의 감상에 한 인식

이 차 높아지면서, 미술 감상 교수방법에 한 요구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인숙, 2001). 이에 

최근 유아를 상으로 하는 미술감상  명화감상 교육의 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한 연구(문

세라, 2005; 윤향미, 2004; 윤혜란, 2004; 이윤옥, 2004; 장 숙, 황윤세, 2003; 정미정, 2004)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감상의 상이 주변세계나 유아의 작품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에서 명화 작품과 미술  요소를 주제로 한 감상 교육에 한 연구로 환되고 있고, 그 필요

성이 차 확 되고 있다(장혜진, 2005). 명화감상 활동은 창작의 바탕이 되며, 올바른 명화감상 

능력은 뛰어난 표  창작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에서 유아교육에 매우 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신 주, 2000; Mayesky, 1998; Meynell, 1993). 따라서 다양한 감상교육 방법을 제시하

여 명화감상 방법에 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유아교육 장에서 명화 련 활동이 극

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창의  발상이 가능한 상황을 명화 속에서 찾아보고, 이를 충분히 분석함으로써 탐

색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견해(류재만, 2004; 육귀순, 2012), 교육 장에 패러디를 활용한다면 

창의력 신장(김순향, 2002)과 미술표 능력(이 환, 최성열, 2005), 미술활동과정 능력 증진에 효

과 있다는 연구결과(윤혜란, 2004)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

의 필요성과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미술활동 학습자의 비  시각을 끌어

내고 분별력을 기르게 한다는 (Cole & Schaefer, 1990)과 어렵고 지겹다고 생각하는 미술활동

을 보다 쉽게 근할 수 있고 명화 패러디는 효율 인 교수방법으로써 교육  가치가 있을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유아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창의성과 인문학  소양 

 하나인 명화감상능력을 계발시키고자 만 5세 유아를 상으로 인문학  소양에 합한 명화

라는 교수매체에 기반하여 이를 창의  미술 기법  하나인 패러디를 활용하여 유아미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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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고자 하 다. 한 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명화감

상능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수행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향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 2.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이 만 5세 유아의 명화감상능력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연구 상은 G시에 소재한 L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로, 만 5세 두 학  유아 총 6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이들  미술능력 수 이 비슷한 유아  부모로부터 연구 동의를 얻은 유아 50명 

상으로 실험집단 24명, 비교집단 26명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장 용 검증을 거친 후 2015년 

8월 20일, 21일 총2회 걸쳐 비실험이 이루어졌다. 구체 인 연구 상의 집단별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연구 상은 <표 1>과 같이, 실험집단은 남아가 11명, 여아가 13명이었으며, 비교집단은 남아

가 12명, 여아가 14명이었다. 

창의성  명화감상능력의 사 검사에 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체 창의성과 창의성 하 요인 

모두, 그리고 체 명화감상능력과 명화감상능력 하 요인 모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두 집단은 종속변인에 해 동질성을 가졌다. 

<표 1> 연구 상의 집단별 성별 분포

집단구분 남 여 계

실험집단 11 13 24

비교집단 12 14 26

계 23 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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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창의성  명화감상능력의 사 검사에 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동질성 검증               (N=50) 

변 수
실험집단(n=24) 비교집단(n=26)

t
M SD M SD

창의성

유창성 91.96 15.88 95.69 17.81 -.78

독창성 87.33 11.72 89.54 16.56 -.54

추상성 47.67 16.45 48.04 15.55 -.08

정교성 94.46 12.57 98.69 15.65 -1.95

개방성 94.04 16.53 90.19 27.08 .60

 체 83.09 1.00 84.43 12.65 -.41

명화 

감상능력

찰  묘사 2.75 .78 2.75 .96 .00

작가의 표 2.19 .92 1.79 1.05 1.44

분 기 2.31 1.05 1.94 .85 1.36

재료와 기법 2.02 .93 2.10 1.10 -.30

미술요소 1.67 .96 2.02 .92 -1.31

작품태도 2.29 .85 2.02 .54 1.32

 체 13.23 4.40 12.63 4.23 .5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를 한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명

화감상능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을 개발하 고, 

본 로그램의 효과검증을 해 창의성(TTCT) 검사, 명화감상능력 검사를 사용하 다.

1)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

(1) 명화 작품 선정

본 연구의 명화 작품 선정에서는 애매하고 추상 인 표 보다는 명확하고 사실 인 그림을 

선호하는 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술의 기본요소가 잘 나타나 있어 감상하기에 한 명

화를 선정해야 한다는 장혜진과 이성희(2006)의 연구를 토 로 우리나라 작품 2개와 외국 작품 

9개를 선정하 다. 한, 고 에서 에 이르기까지 각 시 를 나타낼 수도 있는 다양한 표

기법의 명화(김은희, 1996; Cole & Schaefer, 1990)를 참고하여 유아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는 작품들로 유아의 흥미와 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생활주제와 연 되고 쉽게 

할 수 있으며 친근감이 있는 명화 1 씩, 총 11 을 최종 선정하여 실험처치에 사용하 다. 

(2)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의 창의성 구성요인

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을 구성하는 창의성 구성요인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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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의 창의성 구성요인 

창의성 구성요인 정 의

사고의 

발상

․

표

상상력 생각과 발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미지를 떠올리고 표 할 수 있는 능력

표 력 창의 인 아이디어를 단순히 시각 으로 표 하고, 용할 수 있는 능력

유추력 새로운 발상의 환 즉 다른 형태나 구조를 생각해 내고 구성하려는 능력

융합

사고

수렴

확산

사고
표 기법을 했을 때 넓은 에서 바라보고 표 하여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능력

감상 작품을 감성 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능력

평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차이 을 찾아 평가하고 분석하는 능력

창의

성향

․

동기

호기심 새로운 주제와 변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탐색하는 능력

독창성 자신만의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 즉 창작의 능력

개방성 열린 사고와 시각으로 나와 다른 아이디어와 표 을 받아들이는 능력

몰입
작품을 완성하는데 몰입하는 집 도가 높아 자신의 능력이상을 발견 하여 자신감과 행복

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출처: 조재경(2012).

(3)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의 표 기법

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의 표 기법으로 드리핑(dripping), 리펠런시(repellency), 

물감불기, 면 기, 손가락그림, 데칼코마니(ecalcomania), 마블링(marbling), 스크래치(scratch), 스

텐실(stencil), 모자이크(mosaic), 배틱(batik), 꼴라주(collage), 로타주(frottage) 등을 사용하 다.

(4)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 수업 모형

본 연구에서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 수업 모형을 살펴보면〔그림 1〕과 같다. 

사 활동 패러디에 한 개념  표 방법 이해


도입 명화 작품 감상  분석하기



개

주제 탐구  아이디어 구상하기


패러디 명화 작품 제작하기


마무리 패러디 명화 작품 감상  평가하기

[그림 1]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 수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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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 수업은〔그림 1〕과 같이, 사 활동에서는 패러디에 한 

개념과 표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 다. 즉, 유아의 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명화 감상집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명화집 : 명화감상과 미술 놀이를 함께 즐기는 명화 워크북(선 경, 

2003)’은 발랄한 상상력으로 세계 유명 화가인 다빈치, 고흐, 피카소 등 18명의 작품을 친근하게 

설명하고 있고 작가들의 미술 기법 응용을 통한 감상과 더불어 패러디한 명화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 나 기를 통해 유아들로 하여  명화 패러디에 한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 다. 

도입단계에서는 명화 작품을 감상한 후 명화 작품을 구체 으로 분석하 으며, 개단계에서

는 주제를 탐구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 으며, 소집단 형태로 명화 작품을 패러디하여 창의 으

로 제작해 보았으며, 마무리단계에서는 완성한 패러디 명화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해 보는 과정

을 거쳤다. 

(5) 실험처치에 용된 두 집단의 유아미술활동

실험집단은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을 용하 고, 비교집단은 리과정 기반 미

술활동을 실시하 다. 실험처치에 용된 두 집단의 생활주제에 따른 구체 인 활동명은 <표 4>

와 같다. 

실험집단에 용된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에서의 명화에 따른 활동명  활동내

용은 <표 5>, 활동계획안은 <부록 1>과 같다. 

<표 4>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유아미술 활동명  

생활주제 비교집단 활동명 실험집단 활동명

유치원과 친구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 그림 그리기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 

나와 가족 찰흙을 이용하여 우리가족 미래의 나

우리 동네 재활용품 활용한 우리 동네 지도 해가 빛나는 낮의 풍경

동식물과 자연 자연물을 이용하여 동물 만들기 나는 00띠

건강과 안 우리 몸은 무엇으로 되어있을까? 운동을 한 후 휴식하며 꾸는 꿈

생활도구 다양한 굵기로 표 한 조충도 믹서기를 사용하는 엄마

교통기 날아라 비행기 미래의 교통수단

우리나라 통문양 만들기 동물들의 서당

세계여러나라 세계 여러 나라 명화 감상하기 내가 꾸민 무

환경과 생활 롤러를 이용한 우리지구 표 하기 소리 나무

,여름,가을,겨울 계 이 보여요. 내가 는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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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의 활동명  활동내용

생활주제 명화작품명  작가 명화 활동명 활동내용 활동사진

유치원과 

친구

<모나리자>

오나르도 다빈치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

 배경을 스탠실 

기법으로 모나리자를 

친구의 모습으로 

재구성하기 

나와 

가족

<인간의 아들>

르네 마그리트
미래의 나

 미래의 나의 모습을 

꼴라주 기법으로 

재구성하기 

우리 

동네

<별이 빛나는 밤에>

빈센트 반 고흐

해가 

빛나는 

낮의 풍경

스크래치 기법으로

해가 빛나는 낮의 

풍경으로 재구성하기

동식물과 

자연

<고양이와 새>

울 쿨

나는 

00띠!

자신의 띠를 특징 있게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재구성하기

건강과 

안

<꿈> 

피카소

운동을 한 

후 

휴식하며 

꾸는 꿈

모자이크 기법으로

운동을 하고 난 후 

휴식하며 꾸는 꿈으로 

재구성하기 

생활

도구

<맷돌질 하는 여인>

박수근

믹서기를 

사용하는 

엄마

인 생활도구로 

믹서기를 사용하는 

엄마는 꼴라주, 배경을 

면 기로 재구성하기

교통

기

<아델  블로흐 

바우어의 상>

구스타  클림

미래의 

교통수단

명화 부분을 이어서 

꼴라주 기법으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재구성하기

우리

나라

<서당>

김홍도

동물들의 

서당

숲속 동물들의 서당을 

꼴라주 기법으로 

재구성하기

세계

여러 

나라

<피리 부는 소년>

에두아르 마네

내가 꾸민 

무

무 배경을 만들어

피리 부는 소년을 

입체 으로 디자인하기

환경과 

생활

<생명의 나무>

구스타  클림트
소리 나무

명화 부분을 오려서 

배틱(배수) 기법으로 

소리 나무 표 하기 

 

여름 

가을 

겨울

<이삭 는 여인>

쟝 랑수아 

내가 는 

것은 

무엇일까요

?

명화의 동작부분을 

꼴라주 기법으로 

유치원의 생활모습 

재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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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창의성(TTCT) 검사

본 연구에서 유아의 창의성 측정은 Torrance(1974)의 창의성 도형검사(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Figural A, B, 1990년 개정 )를 사용하 다. Torrance의 창의성 검사는 하 요인으로 유

창성, 독창성, 추상성, 정교성, 개방성을 평가한다. 활동 1, 2, 3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사 소요시

간은 30분이다. 검사의 채  기 은 한국의 표본 집단을 상으로 표 화한 통계자료(김 채, 

1999)를 토 로 사용하 다. TTCT의 검사는 TTCT 검사 문가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 연구

자에게 검사훈련을 받은 유아교육과 박사생 2명이 함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게 시행하 고, 

채 은 TTCT 검사 문가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 연구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채 자간 신

뢰도는 유창성 .99, 독창성 .96, 추상성 .95, 정교성 .94, 개방성 .98로 나타났다. 

  3) 명화감상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 유아의 명화감상능력 측정은 장순미(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그림 감상능력 평

가 척도’를 김은아(2014)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 다. 그림 감상능력 평가 척도는 찰  

묘사, 재료와 기법, 미술 요소, 작품의 분 기, 작가의 주제 표  의도, 작품에 한 태도 등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화감상능력 검사에 사용된 명화는 사 검사로 조르주 피에르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

일 오후’,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사후검사로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 스의 탄생’, 에드바

르 뭉크의 ‘ 규’ 등 총 4작품이었다. 장순미(2008)에 근거하여 미술의 요소를 탐색할 수 있으며 

표 기법과 그림이 주는 느낌이 다른 명화로 작품의 특성에 따라 유아의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인지, 미술의 일반 인 이론인 신인상주의, 사실주의, 후기 인상주의, 표 주의의 특성

을 보여주는 그림인지 등을 기 으로 선정되었다.

명화감상능력 검사도구의 채 방법은 그림을 감상하여 나오는 유아의 반응을 각 항목마다 5

단계 척도로 평가하 고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각각의 항목별로  수를 합하여 2로 나  평

균이 수가 된다. 각 그림에 한 감상능력 수는 최  6 에서 최고 수 30 이다. 찰  

묘사, 재료와 기법, 작가의 주제 표  의도, 작품의 분 기, 미술 요소, 작품에 한 태도의 수

가 높을수록 그림 감상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채 자간 신뢰도는 찰  묘사 .95, 재료와 

기법 .98, 작가의 주제 표  의도 .91, 작품의 분 기 .89, 미술 요소 .97, 작품에 한 태도 .90으

로 나타났다. 

3. 연구 차 

본 연구의 차는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 개발은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진행

되었고, 효과검증은 비연구, 교사 훈련  검사자 훈련, 사 검사, 실험처지, 사후검사 순으로 

2015년 9월2일부터 2015년 11월4일까지 총 13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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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 개발 

본 연구는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을 개발하기 해 첫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의 필요성을 유아의 창의성 련 선행연구  문헌들을 고찰하여 명시하 다. 둘

째, 유아의 창의성 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이 지향

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 다. 이를 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의성에 한 기본개념과 구성

요소를 설정하 다. 셋째, 문화 술의 표 인 명화를 교수매체로 장혜진과 이성희(2006)에 기

한 명화 선정의 평가기 을 설정하고 만 5세 유아들에게 하며 생활주제별 총 11개의 명화

를 선정하 다. 넷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 개발을 해 포스트모더니즘의 략 

 하나인 패러디를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패러디 제작에 기반 한 교수·학습방법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 으며, 선행 명화 패러디 작품을 분석하 다. 다섯째, 선행연구 고찰

을 통해 다양한 미술표  기법을 고찰한 후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미술활동에 합한 미술표  

기법을 선정하 다. 여섯째, 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

법, 평가방법 등 수업 모형을 개발하 으며, 이에 한 유아교육 문가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

다. 일곱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 수업 모형에 따른 명화 작품 당 1개의 생활주제

별 미술활동 1개씩 총 11개를 개발하 다. 본 활동안에 한 유아교육과 교수 3인이 내용 타당

도를 검토 하 고, 5  리커트 척도로 각 활동에 한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가 한

지 평정한 후 평균 3.5  이하 받은 ‘모자이크로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요.’, ‘스텐실, 꼴라쥬 기법

으로 옷 만들기’ 2개 활동은 하지 않다고 단하여 제외하 다. 여덟째, 명화 패러디를 활용

한 유아미술활동으로 11개의 최종 활동안이 개발되었다.

  2) 비연구

본 연구를 실행하기에 앞서 검사의 내용과 성을 알아보기 해 2015년 8월 20일과 21일(2

회)에 비검사를 실시하 다. 비검사는 연구 동의를 얻은 10명의 만 5세 유아들과 함께 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들의 활동시간은 50분 정도 소요되어 하다고 보았다.

  3) 교사 훈련  검사자 훈련

검사자를 상으로 검사 도구에 한 내용을 공통으로 설명하고, 실험집단의 교사에게는 명화 

감상을 한 활동의 내용, 구체  활동 방법, 지도상의 유의사항 등에 해 박사과정 2인에게 교

사훈련을 실시하 다.

훈련 과정은 본 연구자가 검사 도구에 한 세부 으로 설명한 후에 직  유아들을 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면서 검사과정을 보여주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 다. 

  4) 사 검사

검사자 훈련을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2015년 8월 27일과 28일(2회)에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로그램이 실시되기  사 검사를 받았다. 검사는 오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실

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상으로 창의성 검사를 했고, 명화감상능력 검사는 분리된 공간에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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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검사로 실시했으며, 유아가 명화를 잘 감상할 수 있도록 고려하 다. 검사 에 참여하는 모

든 유아들에게 검사의 방법을 설명했다. 창의성(TTCT) 도형 A형 검사 후 명화감상능력 검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5) 실험처치

실험처치는 2015년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주 동안 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실시하

다. 실험집단의 경우, 8 의 도화지와, 4 의 도화지, 사인펜, 크 스, 물감, 붓 등 유아 주변에

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로서 유아 스스로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으며, 유아가 자

유롭게 표 할 수 있는 분 기를 조성하기 해 클래식 음악도 제공하 다.

  명화 제시 방법은 컴퓨터와 로젝트 TV로 했으며, 활동 순서는 명화소개, 작가 소개, 활동자

료 소개, 생활주제에 맞는 패러디 부분 정하기, 작품 활동하기, 활동 작품 소개  평가하기의 

단계로 실시하 다. 유아들의 명화 패러디 작품 활동은 개인  공동작품으로 진행하 다.

  6) 사후 검사

본 연구의 사후검사는 실험처치를 모두 마친 2015년 11월 11과 12일 이틀에 걸쳐 시행되었으

며, 창의성(TTCT) 검사와 명화감상능력 검사로 이루어졌다. Torrance의 창의성 도형검사 B형과 

명화감상능력 검사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게 실시하 고, 진행 과정과 장소, 검사자 등은 사

검사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검사의 채 자 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pearson 상 분석, 두 집단의 사 수에 한 동질성 검증을 해 독립표본 t-검

증, 로그램 실시 후 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이 창의성  명화감상능력에 미치

는 향은 공변량분석(ANCOVA)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 다. 

Ⅲ. 연구결과

1.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이 창의성이 미치는 향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 6>

과 같다. <표 6>과 같이, 본 로그램 용 후 체 창의성과 창의성 하 요인 모두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활동 용 이 의 창의성 수 차이를 배제한 

상태에서 효과검증을 하기 해 사 검사 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의 창의성 총 과 

하 요인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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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창의성의 사후 수와 조정된 사후 수의 평균  표 편차                                      (N =50) 

구분
사후 수 조정된 사후 수

N M SD M SD

유창성
실험집단 24 119.87 15.20 120.72 3.51

비교집단 26 102.77 21.05 101.99 3.37

독창성
실험집단 24 91.83 7.42 92.21 1.59

비교집단 26 85.23 10.34 84.88 1.53

추상성
실험집단 24 66.17 31.21 66.29 4.89

비교집단 26 49.42 19.69 49.31 4.70

정교성
실험집단 24 103.00 10.12 116.69 2.26

비교집단 26 109.14 13.83 102.17 2.17

개방성
실험집단 24 112.83 5.28 112.22 3.17

비교집단 26 97.54 22.74 98.10 3.04

체
실험집단 24 101.30 8.59 101.62 1.71

비교집단 26 87.59 10.77 87.30 1.64

<표 7> 집단별 창의성에 한 공분산분석                                                            (N=50) 

요인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창성

공분산(사 ) 2568.39 1 2568.39 8.73**

집단 4319.12 1 4319.12 14.69***

오차 13820.85 47 294.06

수정합계 635869.00 50

독창성

공분산(사 ) 1090.82 1 1090.82 17.99***

집단 666.86 1 666.86 11.00**

오차 2849.13 47 60.62    

수정합계 395212.00 50

추상성

공분산(사 ) 5155.01 1 5155.01 8.99**

집단 3599.69 1 3599.69 6.28*

오차 26944.67 47 573.29

수정합계 200681.00 50

정교성

공분산(사 ) 1638.36 1 1638.36 13.52**

집단 2574.53 1 2574.53 21.24***

오차 5697.59 47 121.23

수정합계 604955.00 50

개방성

공분산(사 ) 2293.65 1 2293.65 9.56**

집단 2469.62 1 2469.62 10.29**

오차 11278.15 47 239.96

수정합계 566482.00 50

체 

공분산(사 ) 1304.73 1 1304.73 18.65***

집단 2549.10 1 2549.10 36.43***

오차 4388.67 47 69.97

수정합계 450356.68 50

**p < .01, ***p < .001.

<표 7>과 같이, 사  창의성 수의 차이를 배제하고 본 활동 용 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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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 창의성 수가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F = 36.43, p < .001). 창의성 하 요인을 살

펴보면, 본 활동 용 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유창성(F = 14.69, p < .001), 독창성(F = 11.00, 

p < .01), 추상성(F = 6.28, p < .05), 정교성(F = 21.24, p < .001)  개방성(F = 10.29, p < .01)에서 유

의한 차이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

술활동은 체 창의성과 모든 창의성 하 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이 명화감상능력에 미치는 향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이 유아의 명화감상능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과 같이, 본 활동 용 후 체 명화감상능력과 명화감상능력 하 요

인 모두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활동 용 이 의 창

의성 수 차이를 배제한 상태에서 효과검증을 하기 해 사 검사 수를 공변인으로 하

여 사후검사의 명화감상능력 총 과 하 요인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와 같이, 사  창의성 수의 차이를 배제하고 본 활동 용 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

다 체 명화감상능력 수가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F = 13.56, p < .01). 명화감상능력 하

요인을 살펴보면, 본 활동 용 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찰  묘사(F = 9.62, p < .01), 

작가의 표 의도(F = 16.98, p < .001), 분 기(F = 8.13, p < .01), 재료와 기법(F = 5.94, p < .05), 미

술요소(F = 10.40, p < .01),  작품에 한 태도(F = 8.60, p < .01)에서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은 체 명화감상능력과 모든 명화감상능력의 

하 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명화감상능력 하 요인에 한 사후 수와 조정된 사후 수의 평균  표 편차                (N=50) 

구분
사후 수 조정된 사후 수

n M SD M SD

찰  묘사
실험집단 24 3.77 .74 3.77 .14

비교집단 26 3.12 .73 3.13 .15

작가의 표 의도
실험집단 24 3.75 .83 3.72 .20

비교집단 26 2.50 1.16 2.53 .21

분 기
실험집단 24 3.58 .98 3.55 .23

비교집단 26 2.56 1.34 2.59 .24

재료와 기법
실험집단 24 3.04 1.12 3.39 .21

비교집단 26 3.38 .93 2.66 .22

미술요소
실험집단 24 3.54 1.06 3.58 .24

비교집단 26 2.52 1.33 2.48 .24

작품에 한 태도
실험집단 24 3.48 .83 3.46 .22

비교집단 26 2.48 1.38 2.50 .23

체 
실험집단 24 21.50 4.32 21.42 1.03

비교집단 26 15.85 6.23 15.9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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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명화감상능력 사후 수에 한 공분산분석                                                   (N=50) 

구분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찰  묘사

사 수(공변인) .44 1 .44 .82*

집단(주효과) 5.18 1 5.18 9.62**

오차 25.30 47 .54

수정합계 629.50 5

작가의 표 의도

사 수(공변인) .91 1 .91 .91

집단(주효과) 17.06 1 17.06 16.98***

오차 47.22 47 1.01

수정합계 563.75 50

분 기

사 수(공변인) .95 1 .95 .70

집단(주효과) 11.08 1 11.08 8.13**

오차 64.05 47 1.36

수정합계 555.25 50

재료와 기법

사 수(공변인) 2.17 1 2.17 1.91

집단(주효과) 6.74 1 6.74 5.94*

오차 53.32 47 1.13

합계 524.00 50

미술요소

사 수(공변인) 2.52 1 2.52 1.79

집단(주효과) 14.65 1 14.65 10.40**

오차 66.18 47 1.41

수정합계 546.75 50

작품에 한 태도

사 수(공변인) .70 1 .70 .54

집단(주효과) 11.03 1 11.03 8.60**

오차 60.29 47 1.28

수정합계 523.50 28

체 

사 수(공변인) 64.50 1 64.50 2.34

집단(주효과) 373.33 1 373.33 13.56**

오차 1294.24 47 27.54

수정합계 19409.75 50

*p < .05, **p < .01, ***p < .001.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인재양성을 해 만 5세 유아의 창의성과 인문학  소양  하나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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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감상능력을 계발시키고자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을 개발하고, 이를 유아교육

장에 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으로써 유아 상의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의 

장 용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그 목 을 두었다. 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은 유

아미술교육 활동 개발의 필요성 진단,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의 기본방향 설정, 명

화 작품 선정, 명화 패러디에 한 이해,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 수업 모형   활

동 개발, 이에 한 문가 타당성 검증, 최종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 완성의 총 7

단계를 거쳤다. 이에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은 사 활동으로 명화감상교육이 유아

의 화면의 구성력, 미술에 한 이해, 표 기법의 창의성, 창의  잠재력, 심미감, 인지발달 등 

여러 발달 역에 정 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이수경, 1996; 정미경, 1999)를 반 하여, 명화 

패러디에 한 개념과 표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 다. 도입에서는 유아들은 묘사능력이 미발달

된 상태이므로 감상활동에 더욱 흥미를 갖기 때문에 유아기에 명화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요

하다는 견해(이경은, 2015)를 반 하여 명화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하여 유아들이 충분히 명화감

상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 다. 한 개에서는 유아들의 올바른 명화감상 능력은 뛰

어난 표  창작능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신 주, 2000; Mayesky, 1998; Meynell, 1993), 유

아들로 하여  주제를 탐구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한 후 명화 패러디 작품을 제작하도록 하 고, 

이후 마무리에서 유아들이 창작한 명화 패러디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단계를 거쳤다. 본 명

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은 명화 작품 당 생활주제별 미술활동 1개씩 총 11개를 개발하

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본 

활동에 참여한 유아들은 비교집단 유아들보다 체 창의성과 창의성 하 요인, 유창성, 독창성, 

추상성, 정교성  개방성 모두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명화 패러

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계발에 효과 임을 의미하며, 미술교육활동이나 

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효과 이라는 여러 선행연구(박상희, 2005; 육귀순, 2012; 이원

미, 김호, 2012)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형 창의성 결과를 비교하면, 

미술활동이 유아의 도형 창의성 증진에 효과 이라는 선행연구(신화식, 이진이, 1998; 이인숙, 

2001; 장미자, 2002)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

미술활동은 창의  발상이 가능한 명화를 탐색하여 감상을 통해 분석하고(류재만, 2004; 육귀순, 

2012), 유아교육 장에서 Sternberg(1999)가 제시한 바처럼, 명화와 패러디한 명화를 교차시켜 생

각해보며, 패러디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소집단활동으로 명화작품을 제작하며, 다른 에서 

명화를 상상해보고, 패러디 명화작품에 해 칭찬 는 작품 시를 통해 함께 평가하는 등 다

양한 명화를 통한 창의 인 미술활동을 통해 유아의 창의성이 증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패러디는 사회의 술문화에 혼재해서 나타나는 문화 상이며, 포스터모더니즘의 

창조 략  하나인 기법으로, 명화의 원작을 유아 나름 로 재해석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새롭게 표 해 으로써 유아들로 하여  미술활동에 한 흥미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고정된 

기존의 생각이나 고정 념을 깨뜨려 으로써 창의 인 역량을 기르게 한다. 따라서 본 명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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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은 모더니즘 시 의 표 기능 향상을 한 모방 심의 미술교육이

나 무(백지)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는 기존의 창의 미술교육이 유아기에 합한 교수방법인지에 

한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인재교육을 용해야 하는  교육부 체제에서 유아들에게 명화 작

품을 감상하고 스스로 해석해 보는 능력과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유아미술교육의 새로운 교

수방법을 용하 다. 이에 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은 포스트모더니즘 시 의 표

략으로 의도 인 모방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표 함으로써 창작 개념을 변화

시키며 독창성, 정교성을 넘어서 재창조에 의미를 두고 표 하는 요한 기법을 용한 것으로 

유아미술교육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는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명화 패러디는 명화 감상을 통한 표 , 표 을 통한 감상이 서로 연계되어 유아로 하여

 비평  안목과 창의  표 이 동시에 가능한 유아미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명화 패러디를 이해하는 과정과 유아 나름 로 명화를 감상하며 패러디 기법을 미술활

동에 용시켜 으로써 명화에 한 유아 스스로의 해석  비평  안목을 가지게 할 뿐만 아

니라 명화 속에 담긴 내용을 유아 스스로 재창조하여 새롭게 표 해 으로써 유아로 하여  감

상자이자 동시에 창조자가 될 수 있게 한다.     

둘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이 유아의 명화감상능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

과, 본 활동에 참여한 유아들은 비교집단 유아들보다 체 명화감상능력과 명화감상능력 하 요

인 찰  묘사, 작가의 표 의도, 분 기, 재료와 기법, 미술요소, 작품에 한 태도 등 모두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즉, 명화를 패러디하여 미술활동으로 표 해 보는 활동은 창의성뿐만 

아니라 명화감상능력에도 정 인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아를 상으로 생활주

제에 합한 명화를 활용하여 명화감상 후 표 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유의

한 차이로 명화감상능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들(장 숙, 황윤세, 2003; 장혜진, 2005)과 

같은 맥락이다.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미술교육에서 감상활동의 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선행연구(조용자, 2003; 조은경, 2009; 주은희, 2005; Cole & Schaefer, 1990)들의 견해를 지지한다. 

이는 유아들은 본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을 통해 명화를 세부 으로 찰하거나 

묘사하는 능력이 발달했으며, 미술활동의 다양한 재료와 기법를 포함하여 미술요소를 알게 되었

고, 명화작품에 한 태도가 길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감상능력은 유

아의 경험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주은희, 2005). 명화감상을 통한 작품 해석이나 

명화 패러디를 통한 의미 창출이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는 미술활동은 유아들의 미술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우리사회나 문화  상에까지 심의 폭을 확 시킬 수 있으며 

비  안목으로 기를 수 있는 등 교육  가치가 크다. 즉, 명화를 활용한 미술활동은 문화나 인

종, 습, 언어의 제약이 없으며, 은유 이고 유머러스한 메시지를 통해 유머나 신선함 같은 

정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고, 표 된 이미지에서 유아들로 하여  언어나 문화  차이를 극복

하고 범세계 인 공감 를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인재교육을 해 배양

해야 할 기본 인 인문학  소양인 명화감상능력을 증진시키고자 술매체  하나인 명화를 

활용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맥락인 패러디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을 개발하 다는 데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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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미래 핵심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는 유아의 창의성  명화감상능력 계발을 한 본 명

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 이외에도 창의성, 명화감상능력을 포함한 인문학  소양의 계

발을 해 유아교육 장에 본 유아미술활동을 확장하여 연계한 명화에 기반한 다양한 음악, 동

작, 동극 등 술활동이나 통합  융합교육 활동이 개발‧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제한 을 토 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를 상으로 창의 미술로 한정하여 로그램을 개발하 으

나, 창의성이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장혜진, 이성희, 2006)에 기 하여 후속 연구

에서는 만 3, 4세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를 상으로 본 

창의 미술 로그램을 약 3개월 동안 10회기에 걸쳐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므로 본 

로그램을 심화·확장하여 1년 이상의 체계 이고 단계 인 창의 미술 로그램을 개발하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술 외 언어, 음악, 동작 등 다양한 역으로 확장하

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개

발하 지만 이러한 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명화감상능력에 미치는 향만을 분석하 다. 

추후 정서지능 외의 다양한 창의성 련 변인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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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유아미술활동 활동계획안

활동명 소리 나무 활동형태 소집단 유형( 역) 미술 연령 만 5세

활동목표

•명화 ‘생명의 나무’를 감상하며, 패러디 활동을 즐긴다.  

• 비된 재료를 탐색하고, 화가의 그림을 재구성한다. 

•미술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고, 창의 으로 표 한다. 

리과정

련요소

• 술경험: 술 감상하기–다양한 술 감상하기–다양한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

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

•의사소통: 말하기-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한 낱말과 문장

으로 말한다.

• 술경험: 술  표 하기–미술 활동으로 표 하기–다양한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

이나 느낌을 표 한다.

 창의성

련요소
• 창의성: 인지  요소 – 사고의 확장, 문제해결력

활동자료 • 명화 ‘생명의 나무’, 그리기 도구(물감, 크 스), 만들기 도구(색연필, 가 , 풀)

활동방법 활동내용 자료  유의

  도입

1. 명화를 소개한다.

 T: ‘생명의 나무’ 작품의 느낌은 어떠한가요?

 T: 생명의 나무‘에서 우리 알고 있는 나무와 다르게 특이한 부분은      

있나요?

 T: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2. 작가 소개하기

 T: 구스타  클림 의 작품을 보여 게요. 

 T: 작가가 ‘생명의 나무’를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T: 작가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3. 생명의 나무 작품에서 연상되는 것 이야기하기

 T: 생명의 나무를 보니 무엇이 떠오르나요?

 T: 어떤 나무를 만들고 싶은가요?　

<생명의 나무>

개

1. 활동 자료를 소개한다. 

 T: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나무를 꾸며 보아요.

2. 원작을 보고 바꾸고 싶은 부분을 정한다.

 T: 나무의 한 부분을 오려서 새로운 소리 나무로 바꿔 보기를 해보아요. 

 T: 친구와 ‘생명의 나무’ 부분을 나 어 그리거나 조각을 내어 바꿔 

    보아요. 

3. 원작을 패러디한 그림을 제시한다.

4. 작품 활동하기(변형→색칠, 부분을 바꾸어 보기)

 T: 원작과 다르게 크기를 바꾸거나, 색칠을 하거나 부분을 바꾸어       

   표 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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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1. 작품 소개  평가하기

 T: 친구들의 작품에서 변형된 부분은 어디인가요?

 T: 재미있게 표 된 부분은 어디인가요?

2. 차시를 고한다.

 T: 다음 시간에는 사계  나무를 꾸며 볼 거 요.

활동평가

• 독특한 발상과 패러디 특성에 부합하는 작품인가?

• 표 하고자 하는 주제가 잘 표 되었는가?

• 독창 이고 개성 으로 표 하여 제작하 는가?

•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표 해 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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