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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the elements and

principles of fine arts were reflected in art related activities in the teacher’s

manual on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for a period of 2 years.

Methods: The analysis criteria for the elements of fine arts were modified

and complemented based on Kim and Gang(2011) and the same was done

for the principles of fine arts based on Lee et al(2015).

Result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rt contents according to life

theme in art related activities, ‘artistic expression’ appeared the most in all

nine life theme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rt related contents in

the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for 2 years based on the elements of fine

arts, plane, texture, shape, color, volume, line, spot, space, composition, light

and shade appeared in order.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rt related

contents on the principles of fine arts, movement, emphasis, variety, unity,

rhythm, proportion, balance and pattern appeared in order.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the child-

care activities have to be devoloped in order to provide the balanced experi-

ences with fine arts activities.

❙key words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guidebook, elements of fine arts,

principle of fine arts

Ⅰ. 서 론

영아는 잠재적으로 타고난 호기심으로 주변세계를 탐색하고 조작하며, 영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영아기의 미술활동은 주변 세계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영아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식 등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한다(Schirrmacher, 2002). 더불어 영아의 미술활동은 영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활동을 통해서 영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발달을 도와줄 수 있으며 발달영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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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이정환, 1995). 미술을 통한 적극적인 자기표현은 사고력 증진은 물론

긍정적 정서발달을 위한 수단이 되므로 영아에게 미술활동과 미술경험을 제공하는 일은 중요하

다(박근주, 2011).

영아의 미술교육은 단순한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을 넘어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예술적 요소를

발견하고, 탐색하게 하여 예술적 경험을 즐기게 하고(박춘화, 2008), 미술표현능력과 상상력, 창

의성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3). 따라서 주의 깊게 일

상생활을 탐색하고, 관찰하는 것과 함께 대상의 색, 선, 형, 모양, 질감 등 미술의 요소와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탐색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김순희, 2017; 김미덕, 2004; 김진희, 2000; Lewenfeld & Brittain, 1975).

미술의 요소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이 생겨 주변

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미술의 요소란 미술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근본

을 이루는 요소로(이주연, 김현정, 박은덕, 2006),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과 환경이 가

지고 있는 형식적 특성을 의미한다. 미술의 요소로는 점, 선, 면, 형태, 색채, 명암과 음영, 질감,

양감, 공간, 구도 등이 해당된다. 미술의 원리는 미술의 요소들을 질서화 하는 시각 예술의 문법

이라 할 수 있으며(이주연 등, 2006), 균형, 비례, 강조, 움직임, 변화, 통일성, 리듬/반복, 패턴 등

으로 형태를 꾸미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탐색하게 해 주는 영역이다. 영아들

의 미적 요소와 특징에 대한 민감성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

을 미쳐 보다 풍부한 표현활동을 가능하게 하므로, 영아가 미술 활동 속에서 미적 요소 및 미적

원리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최영란, 2015)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표준보육과정 지도서에서 나타나 있는 미술의 요소와 원리에 대한 교육내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미술교육의 목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미

술의 요소와 원리를 균형있게 교육한다면 영아의 아름다움을 탐색하고 경험하는 미술활동이 보

다 더 효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보육과정 예술경험 영역의 지도서 분석관련 연구들 중 미술관련 활동 연구는 표준보육과

정에 기초한 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미술 관련활동 분석(이진희, 임진형, 2016), 미술의 기본요

소에 따른 0-5세 보육프로그램 미술 활동 분석(김경희, 강성빈, 2011) 등이 있다. 이진희와 임진

형(2016)의 연구에서는 미술 표현유형, 미술 표현재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표현유형별에서는 평면표현이 입체표현보다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표현재료에서는 바

탕재료로 종이류, 채색재료로 물감, 꾸미기 재료로 도장 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나

타났다. 김경희와 강성빈(2011)의 2세 대상의 보육프로그램 미술활동 분석 연구에서는 미술의

요소 중 면, 형태, 질감 등의 미술의 요소가 많이 나타났고, 명암과 음영, 구도는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미술의 요소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예술경험 영역에서 미술활동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하고 있으며, 미술의 요소와 미술의 원리에 근거하여 미술활동이 실시되어야 하는 당위성

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2차 표준보육과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미술의 요소만 분석을 하고 있어 미술의 원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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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의 요소들이 일정한 미술의 원리에 의해 배치되었을 때 작품의 가치가 더해진다는 연구결

과(이미영, 2004)를 감안한다면 미술의 원리에 대한 분석 연구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현재 보육기관에서 적용되고 있는 3차 표준보육과정 지도서 미술활동 분석을 통하여 미

술의 요소와 미술의 원리가 적절히 잘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3차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중 미술 교육내용의 근간이 되는 미술의 요소와 원리가 적절하

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이후 현행 유아교육기관에 보완되는 교육 프로그램 적

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아 교사들은 보육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 국가수준의 교사

용 지도서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아기의 미술활동은 재료를 탐색하고 탐구하여 세상을 알고 자신을 표현하는 소통의 과정이

되는 시기이다(박슬기, 2013). 이 시기의 미술활동은 영아의 시지각 발달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표현되는 미술 이전에 체험하는 미술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미적 대상의

형과 색, 선, 모양, 질감 등의 미술의 요소와 균형, 비율, 강조 등의 미술의 여러 요소들을 구성하

고 배열하는 방법인 미술의 원리들을 지각하고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예술적 요소와 원리를 흥

미롭게 경험하고 즐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도

식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상징적 형을 구성해 보는 기초단계의 기회(서희정, 2000)를 가질 수 있

게 되므로 미술교육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 중에서 2세 영아기는 여러

가지 예술적 요소들로 가득 찬 일상생활에서 이전 시기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미술의 요소

인 다양한 색과 모양을 탐색하는 시기이다(김찬미, 2017). 이 시기의 영아들은 종이의 테두리와

공간의 크기를 인식하여 그림을 그림으로써 미술의 요소인 구도 형태를 보여 주는 등 기본 모양

을 발견하는 단계이다(이원영, 임경애, 김정미, 강유진, 2015). 또한 미술의 요소인 다양한 선의

형태와 모양을 이끌어내고(김수연, 2015), 이전까지 단일선으로 그리다가 선을 의도적으로 사용

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모양을 발견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노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만 2세 전후부터 미술의 원리의 내용 중의 하나인 패턴이 나타난다고 한 연구 결과

(이원영 등, 2015)로 볼 때 만 2세 영아는 다양한 패턴을 발견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림을 그려보

려고 시도하는 등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만 2세를 대상으로 미술활동에 대한 연구를 하

는 것은 의의가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미술의 요소와 미술의 원리의 하위요인 내용들이 만 2세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영아의 균형 있는 미술활동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교사들의 수업에 관련된 교재교구 개발 및 프로그램 공유

등 표준보육과정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만 2세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미술활동의 생활 주제별 미술내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만 2세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미술활동의 미술의 요소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만 2세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미술활동의 미술의 원리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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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주 제

순

번

내용범주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적 감상하기 전체

미술활동 명

주변환경에

서 색,

모양을

탐색한다.

자발적으로

그리기,

만들기를

한다.

간단한

도구와

미술재료를

다룬다.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사물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즐긴다.

자신과 또래가

표현한 미술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즐긴다.

알록달록

가을이에요

47
알록달록 가을나무

꾸미기
◯ ◯

48 산책가방 만들기 ◯

표 1. 미술활동 내용의 분류기준 예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2세 교사용 지도서

(2013) 1,2,3편에 제시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좋아요> 9개 활동, <봄나들이 가요> 9개 활동, <나

는요> 6개 활동, <재미있는 여름이에요> 9개 활동, <나는 가족이 있어요> 6개 활동, <동물놀이

해요> 7개 활동, <알록달록 가을이에요> 12개 활동, <겨울과 모양을 즐겨요> 8개 활동, <나는

친구가 있어요> 8개 활동 등으로 총 74개의 미술활동을 생활주제별로 내용을 분석하였고, <활동

방법>을 중심으로 미술의 요소, 원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분석준거

본 연구에서는 만 2세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중 예술경험영역의 활동

내용을 선정 준거에 따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미술의 요소를 중심으로 한 통합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김경희, 2011)’, ‘미술의 기본요소에 따른 0-5세 보육프로그램 미술 활동 분

석(김경희, 강성빈, 2011)’, ‘미술요소에 기초한 자연친화 활동이 유아의 미술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최영란, 2015) 등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미술의 요소를 구분하였다. 또한 ‘유아미술

교육(이원영 등, 2015)’, ‘명화변형활동을 통한 조형요소와 원리지도방안(이미영, 2004)’, ‘조형원

리를 활용한 창의적인 미술표현 프로그램 개발 연구(조나라, 2015)’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술의 원리를 구분하였다. 분석을 위한 준거 추출과정은 아래와 같다.

1) 미술관련 활동 내용 분석준거 추출과정

만 2세의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미술활동의 내용 분석 준거를 정하기 위해 예술경험영

역의 ‘아름다움 탐색하기’, ‘예술적 표현하기’, 그리고 ‘예술적 감상하기’ 등의 내용 범주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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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의 요소 미술의 요소의 개념 및 정의

점

- 화지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는 점의 크기를 알아본다.

- 점을 활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또는 구성되어 있는 크기에 따라 모양이 되기도 하는

데, 점 혹은 모양이 되는 그림을 감상한다.

- 점의 위치, 수, 색, 크기, 질감 등에 따라 움직임, 리듬감 등의 다양한 느낌을 전달하는

작품을 감상한다.

선

- 그림에서 바로 올라간 선, 옆 혹은 사선으로 그려진 선을 찾아본다.

- 수평선으로 그려진 선을 찾아본다.

- 가는 선과 굵은 선을 찾아본다.

면 - 선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찾아본다.

형태

- 같은 그림 안에서 작은 모양, 큰 모양을 찾을 수 있다.

- 작은 모양의 동물과 큰 모양의 동물을 찾을 수 있다.

- 평평한 모양, 둥그런 모양 등의 다양한 모양을 찾을 수 있다.

색채

- 그림에 적용된 색깔을 찾아본다.

- 색깔 중 행복, 슬픔 등 정서와 관련된 색깔을 찾아본다.

- 흐름이나 움직임 등을 표현한 색을 찾아본다.

명암·음영

- 어둡게 느껴지는 색을 찾아본다.

- 그림 속에 그늘진 곳이 있는지 찾아본다.

- 밝게 그려진 그림과 어둡게 그려진 그림이 주는 느낌을 비교해 본다.

질감
- 보송보송하거나 거친 느낌이 나는 그림을 찾아 본다.

-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그림을 찾아 본다.

양감 - 덩어리감이 느껴지는 것을 찾아본다.

공간
-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그림 안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본다.

- 집 안 혹은 바깥을 그린 그림을 찾아본다.

구도
-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 통일감이 있는지 찾아본다.

표 2. 미술의 요소를 찾아내는 구체적인 목표

으로 하여 미술활동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분류의 예는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한 개의 활동에

세부 내용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알록달록 가을이에요’ ‘알록달록 가을

나무 꾸미기’에서 활동내용인 ‘아름다움 찾아보기’와 ‘예술적 표현하기’는 중복 체크를 하였다.

2) 미술의 요소 분류 기준

만 2세의 표준보육과정 미술활동에서 미술 요소의 분석 준거를 정하기 위하여 김경희(2011),

김경희와 강성빈(2011), 최영란(2015) 등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술의 요소의 분류, 개

념 및 정의 등을 참고하여 미술의 요소를 점, 선 면, 형태, 색채, 명암·음영, 질감, 양감, 공간, 구

도 등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찾아내는 구체적인 목표를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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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의 요소 내 용 구체적인 그림

점
∙커다란 점, 작은 점이 있다.
∙점으로만 그린 그림도 있다.

영아가 표현한 점 조르주 쇠라, 에펠탑주1

선
∙다양한 종류의 선도 있다.
∙가는선,굵은선으로그릴수있다.

피에트 몬드리안,
영아가 표현한 선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주2

면
∙선을기본으로하고아주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난다.

영아가 그린 면 영아가 활동한 면

형태
∙실제사물의모양을자기마음대
로변형하여그리는화가도있다.
∙단순한 모양 등.

움베르토 보치아니
주3

영아가 활동한 단순한 형태
dynamism of a woman’s head

표 3. 미술의 요소의 구체적인 그림의 예

이를 바탕으로 미술의 요소의 구체적인 그림의 예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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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색은다양한감정을느끼게해준
다.
∙파랑, 청록색은차가움을느끼게
준다.

에드바르 뭉크, 병든아이
주4

유아가 만든 색통

명암과 음영

∙2차원의평면을 3차원의입체로
도 보이게 한다.
∙빛의방향에따라밝은곳과어두
운곳이생기고그림자도생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주5

영아의 활동에서 명암과 음영

질감

∙머리카락의 부드러움과 진주의
매끈거림이 느껴진다.
∙부드럽게, 울퉁불퉁하게 표현된
그림을 찾아본다.

프랭크 코우퍼 Vanity
주6

울퉁불퉁한 질감

양감
∙부피감 혹은 덩어리감이 느껴진
다.

인형으로 표현된 양감 과일로 표현된 양감

공간
∙모양의 크기로 공간감을 느끼게
할 도 있다.

빈센트 반 고흐
주7

알프레드 시슬레,
루브시엔느 마쉰 길

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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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그림이 전체적으로 잘 배치되어
있고 통일성이 인지된다.

르네 마그리트 골콩드주9 에드바르 뭉크, 절규주10

※ 출처가제시되지않은자료는본연구자가근무하는 00어린이집의재원중인영아부모의동의를받고본연구자가

연구기간 중 직접 촬영한 자료임
주1

https://blog.naver.com/swwyang/100009497050
주2

https://cafe.naver.com/yein055/129
주3 https://blog.naver.com/graynote12/60062767366
주4

https://blog.naver.com/yoki2/20002022387
주5

https://blog.naver.com/palgu10/221095796803
주6

https://blog.naver.com/yc510/40034500836
주7

https://blog.naver.com/seojin1357/110094643262
주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74673&cid=46720&categoryId=46853
주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2392&cid=58862&categoryId=59168
주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175496

생활주제 순번 미술 활동명

미 술 의 요 소

점 선 면 형태 색채
명암
․
음영

질감 양감 공간 구도

어린이집이

좋아요
1

모양종이에

그려요
○ ● ◎

※ 관련성이 아주 높은 경우; ●, 높음; ◎, 보통; ○

표 4. 미술의 요소에 근거한 분류 기준 예

다음으로 교사용 지도서 내용에서 만 2세의 표준보육과정 미술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미술의

요소에 근거한 활동을 분석 준거를 바탕으로 추출한 뒤 분석하였다. 미술요소에 근거한 분류기준

의 예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 종이를 탐색하고, 모양 종이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는 ‘모양

종이에 그려요’의 미술 활동명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작품의 내용을 수용하는 물질적인

평면을 뜻하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모양종이에 작업을 함으로 면의 요소를 관련성이 아주 높

음으로 정하고, 색연필을 이용해서 색을 표현함으로 색채의 요소를 다음으로, 그림을 그릴 때 선

을 이용하여 그리고 모든 흔적들을 선으로 표현하는 선의 요소를 관련성 보통으로 정하였다.

3) 미술 원리의 분류 기준

만 2세 표준보육과정 미술 관련 활동에서 미술 원리의 분석 준거를 추출하기 위하여 이원영

등 (2015), 이미영(2004), 조나라(2015) 등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술의 원리의 분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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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의 원리 내 용 구체적인 그림

균형

∙양쪽이거의겹쳐지는것을균

형이라하고, 한쪽이더가볍거

나무거워보이는것을불균형

이라 한다.

데칼코마니주1 불균형을 표현

비례

∙ 실제적인 비례를 사용한다.

∙ 비례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분위기나 정서를 전달한다.

밀로의 비너스
주2

영아가 표현한 비례

표 6. 미술의 원리의 구체적인 그림의 예

념 및 정의 등을 참고하여 미술의 원리를 균형, 비례, 강조, 움직임, 변화, 통일성, 리듬/반복, 패

턴 등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찾는 구체적인 목표를 표 5와 같이 구성하였다.

미술의 원리 미술의 원리의 개념 및 정의

균형

- 그림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을 찾아본다.

- 그림의 중심 부분을 반으로 나누어 본다고 상상하고, 대칭으로 보이는 곳을 찾아본다.

- 비대칭이기는 하나 균형감을 느끼게 해 주는 그림을 찾아본다.

비례

- 사람이나 사물을 나누어 보는 비례에 대해 알아본다.

- 사물의 비례를 축소하거나 작아진 곳을 찾아본다.

- 실제와 다르게 그려졌을 때의 비례 효과를 생각해 본다.

강조
- 그림을 보았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찾을 수 있다.

-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기 위해 화가가 쓴 방법을 찾아본다.

움직임
- 움직이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림을 찾아본다.

-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찾아본다.

변화 -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보기에 조화롭게 나타냈는지 찾아본다.

통일성
- 색, 점, 선, 모양, 명암 등이 통일성이 있는지 찾아본다.

- 같은 색이 어디에 어느 정도 쓰였는지 찾아본다. 그림 속에 쓰인 색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리듬/반복 - 단일 종류의 선, 모양, 색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리듬이 나타는지 주변에서 리듬을 찾아본다.

패턴
- 그림에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 그림에서 나타난 패턴의 종류를 찾아본다.

표 5. 미술의 원리를 찾아내는 구체적인 목표

이를 바탕으로 미술의 원리의 구체적인 그림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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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작품속의인물과같은방향을

보게되면그부분이강조가된

다.

∙주변이어둡고한곳만밝다면

밝은 곳을 가장 먼저 보게 된

다.

매리 캐사트, Child’s bath주3 이반 크람스코이, 달밤주4

움직임

∙강아지의발의움직임을알수

있다.

∙모빌이흔들릴때움직임을느

낄 수 있다.

자코모 발라 움직이는 입체물

끈에 묶인 개의 역동성주5

변화

∙명암의대비로변화를느낄수

있으며, 색의 수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통일성도 느껴진다.

변화를 줄때는 통일성을 함께

주어 표현해야 한다.
유아가 표현한 변화 조르주 쇠라,

그랑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주6

통일성

∙인물배경의다양한붓의터치

로변화가있지만푸른계열의

색과 두께감이 느껴지는 붓의

흔적으로통일성을느낄수있

다.

∙ 점묘법을 활용하여 통일성이

있다.
빈센트 반 고흐, 자화상

주7
조르주 쇠라,

그랑자트섬의일요일오후
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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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반복

∙같은색이나, 점, 선, 모양등이

반복되어 진동이나 운동감이

지각된다.

브리짓 라일리, Cataract주9 구스타프 클림트,

너도 밤나무주10

패턴
∙색, 점, 선 모양등을 규칙적으

로 반복하여 표현할 수 있다.

패턴주11 영아가 표현한 패턴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자료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00 어린이집의 재원중인 영아 부모의 동의를 받고

본 연구자가 연구기간 중 직접 촬영한 자료임
주1 https://blog.naver-com/4bazcenter/70185642496
주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75105&cid=46713&categoryId=46750
주3 https://redomk.blog.me/70040971980
주4 https://hos59.blog.me/130056418961
주5

https://blog.naver.com/gggooqqq/221168341534
주6

https://blog.naver.com/oh_mad/220951588549
주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74521
주8

https://blog.naver-.mobile&cid=46720&categoryId.com/oh_mad/220951588549=46846
주9

https://hssn2710-00/423
주10

https://blog.daum.net/nadadablog.me/221295558565
주11

https://search.daum.net/search?w=img&nil_search=btn&DA=NTB&enc=utf8&q=%ED%8C%A8%ED%84%B4

다음으로 지도서의 활동내용에서 만 2세의 표준보육과정 미술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미술의

원리에 근거한 활동을 분석 준거에 기초하여 설정한 뒤 분석하였다.

미술의 원리에 근거한 분류기준의 예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 종이를 탐색하고, 모양 종

이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는 ‘모양종이에 그려요’의 미술 활동명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슷한 요소(예;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모양)들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리듬/반복의

원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 관련성이 아주 높음으로 정하고, 직선과 곡선, 두꺼운 선과 가는 선을

섞어 표현한 것을 변화의 원리로 그 다음으로, 색, 모양, 선 등의 부분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상태

등으로 통일성의 원리를 관련성 보통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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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제
순

번

미술

활동명

미 술 의 원 리

균형 비례 강조 움직임 변화 통일성 리듬/반복 패턴

어린이집이

좋아요
1

모양종이에

그려요
◎ ○ ●

※관련성이 아주 높은 경우; ●, 높음; ◎, 보통; ○

표 7. 미술의 원리에 근거한 분류 기준의 예

3. 분석절차

1) 보조연구자 훈련 및 예비연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만 2세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미술활동 분

석을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분석 이전에 보조연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

해 분석에 대한 목적과 평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보조연구자는 유아교육 석사학위를 소지

하고 어린이집 10년 경력의 교사이며, 분석자간 내적일치도의 최적화를 위하여 미술의 요소와

미술의 원리의 개념 및 정의, 분석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방법 등 세부적 내용을

공유하였다. 예비연구의 대상으로「어린이집이 좋아요」와「봄 나들이 가요」의 생활주제를 대

상으로 미술활동을 분석한 결과 분석자간 일치도는 96%로 나타났다. 보다 높은 분석의 일치성

을 위해 미술의 요소와 원리의 내용을 구분하고 선정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난 경우는

분석의 합의를 위해 협의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어린이집이 좋아요」의 ‘물 페인트를 칠해

요’ 활동은 지도서에는 실외놀이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시된 활동 목표가 ‘예술경험 >예

술적 표현하기 >자발적으로 미술활동하기 >자발적으로 그리기, 만들기를 한다(보건복지부, 2013)’

등으로 기술되어 있어 미술활동이라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지도서에 미술영역 외의 영역으로 명

시되어 있고, 예술경험의 영역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하여 미술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가에 대해 연구보조자와 논의한 후 미술활동을 실행하는 영역에서는 분석 기준에 미술영역에

포함시킬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하였다.

2) 본 연구

연구분석의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2017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 등 2인이 함께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번을 해결하기 위해 미술활동을 정한 후 활

동 내용을 분석하였다. 하나의 교육활동에 세부내용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체

크하였다. 연구문제 2번과 3번을 해결하기 위해 미술의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는 미술관련 활동

내용 분석준거 추출과정에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개념적 정의, 분석적

설명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미술의 요소와 원리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 활

동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제시되는 사례수를 기준으로 미술의 요소와 원리에서 분석

의 결과로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호로, 그 다음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기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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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기호로 표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미술관련 활동의 미술 내용은 사례수와 빈

도로 처리하였고, 미술의 요소와 미술의 원리에 근거한 활동 내용은 사례수로 표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표준보육과정에근거한「만 2세영아보육프로그램」미술관련활동의생활주제별미술

내용 분석

표준보육과정「만 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나 있는 생활주제별 미술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만 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나는 전체 내용에서는 ‘예술적 표현하

기’(62.0%), ‘예술 감상하기’(21.5%), 아름다움 찾아보기’(16.5%)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주제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좋아요>의 생활주제에서는 ‘예술적 표현하기’(88.9%), ‘예

술 감상하기’(1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름다움 찾아보기’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봄

나들이 가요>의 생활주제에서는 ‘예술적 표현하기’(55.6%)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름다움 찾아보

기’(22.2%), ‘예술 감상하기’(22.2%)가 동일한 빈도로 나타났다. <나는요>의 생활주제에서는 ‘예

술적 표현하기’(50.0%), ‘예술 감상하기’(33.3%), ‘아름다움 찾아보기’(16.7%) 등의 순ㅇ로 나타났

다. <재미있는 여름이에요>의 생활주제에서는 ‘예술적 표현하기’(54.5%)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

름다움 찾아보기’(36.4%), 그리고 ‘예술 감상하기’(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는 가족이 있

어요>의 생활주제에서는 ‘예술적 표현하기’(83.3%)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아름

다움 찾아보기’(16.7%)가 나타났고, ‘예술 감상하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물놀이해요>에서는

‘예술적 표현하기’(71.4%)가 가장 높게, ‘예술 감상하기’(28.6%)이 그 다음으로, ‘아름다움 찾아보

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알록달록 가을이에요>의 생활주제에서는 ‘예술적 표현하기’(46.7%)가

높게 나타났고, ‘아름다움 찾아보기’(26.7%), ‘예술 감상하기’(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겨울

과 모양을 즐겨요>의 생활주제에서는 ‘예술적 표현하기’(62.5%)가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 감상

하기’(25.0%), ‘아름다움 찾아보기’(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는 친구가 있어요>의 생활주

제에서는 ‘예술적 표현하기’(62.5%), ‘예술 감상하기’(37.5%)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름다움 찾아

보기’의 영역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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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전 체

내용범주 및

내용

생활주제

주변환경

에서 색,

모양을

탐색한다.

소 계

자발적

으로

그리기,

만들기를

한다.

간단한 도

구와 미술

재료를

다룬다.

소 계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사물의

아름다움에 관

심을가지고즐

긴다.

자신과 또래

가 표현한 미

술품등에 관

심을 가지고

즐긴다.

소 계

어린이집이

좋아요

0

(0.0)

0

(0.0)

8

(88.9)

0

(0.0)

8

(88.9)

1

(11.1)

0

(0.0)

1

(11.1)

9

(100.0)

봄나들이 가요
2

(22.2)

2

(22.2)

0

(0.0)

5

(55.6)

5

(55.6)

2

(22.2)

0

(0.0)

2

(22.2)

9

(100.0)

나는요
1

(16.7)

1

(16.7)

3

(50.0)

0

(0.0)

3

(50.0)

0

(0.0)

2

(33.3)

2

(33.3)

6

(100.0)

재미있는

여름이에요

4

(36.4)

4

(36.4)

0

(0.0)

6

(54.5)

6

(54.5)

0

(0.0)

1

(9.1)

1

(9.1)

11

(100.0)

나는 가족이

있어요

1

(16.7)

1

(16.7)

1

(16.7)

4

(66.7)

5

(83.3)

0

(0.0)

0

(0.0)

0

(0.0)

6

(100.0)

동물놀이 해요
0

(0.0)

0

(0.0)

2

(28.6)

3

(42.8)

5

(71.4)

0

(0.0)

2

(28.6)

2

(28.6)

7

(100.0)

알록달록

가을이에요

4

(26.7)

4

(26.7)

3

(20.0)

4

(26.7)

7

(46.7)

2

(13.3)

2

(13.3)

4

(26.6)

15

(100.0)

겨울과

모양을 즐겨요

1

(12.5)

1

(12.5)

2

(25.0)

3

(37.5)

5

(62.5)

2

(25.0)

0

(0.0)

2

(25.0)

8

(100.0)

나는 친구가

있어요

0

(0.0)

0

(0.0)

2

(25.0)

3

(37.5)

5

(62.5)

1

(12.5)

2

(25.0)

3

(37.5)

8

(100.0)

전 체
13

(16.5)

13

(16.5)

21

(26.6)

28

(35.4)

49

(62.0)

8

(10.1)

9

(11.4)

17

(21.5)

79

(100.0)

표 8. 표준보육과정 만 2세의 영아보육프로그램의 생활주제별 미술활동 내용 분석

사례수(중다빈도 %)

2. 미술의 요소에 근거한「만 2세 영아보육프로그램」미술관련 활동 분석

미술의 요소에 근거한 표준보육과정「만 2세 영아보육프로그램」교사용 지도서 미술관련 활

동의 구체적인 예는 표 9와 같다.

생활

주제

순

번
미술 활동명

미 술 의 요 소

점 선 면 형태 색채
명암
․
음영

질감 양감 공간 구도

어린이

집이

좋아요

1 모양종이에 그려요 ○ ● ◎

2 도트 물감놀이 ● ◯ ◎

3 선생님과 친구들 사진에 콕콕~ ○ ● ◎

표 9. 미술의 요소에 근거한 만 2세의 영아보육프로그램 미술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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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 선 면 형태 색채 명암․음영 질감 양감 공간 구도 계

● 4 3 11 4 5 0 26 18 3 0 74

◎ 1 3 9 19 20 1 13 3 1 5 75

○ 2 7 24 16 13 0 3 2 2 0 69

합계 7 13 44 39 38 1 42 23 6 5 218

표 10. 미술의 요소에 근거한 만 2세의 미술관련 분석 사례수(중다빈도 %)

생활

주제

순

번
미술 활동명

미 술 의 요 소

점 선 면 형태 색채
명암
․
음영

질감 양감 공간 구도

어린이

집이

좋아요

4 놀잇감 포장지에 끼적여요 ◯ ◎ ●

5 선물상자 꾸미기 ◯ ◎ ●

6 물페인트를 칠해요(실외활동) ◯ ◎ ●

7 낮잠사진에 자유롭게 끼적여요 ● ◎ ◯

8 스펀지 도장 쿵! ● ◎ ◯

9 하늘을 보아요(실외활동) ◎ ◯ ●

※관련성이 아주 높은 경우; ●, 높음; ◎, 보통; ○

표 9. 계속

미술 요소에 근거한 만 2세의 영아보육프로그램 미술관련 활동을 분석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미술의 요소에 근거한 미술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앞에서 제시한 분석기준인 사례

수를 중심으로 미술의 요소의 ‘관련성이 아주 높음, 높음, 보통’으로 제시하였다. 이 결과 총 218

개 중에서 면(44개)과 질감(42)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형태와 색채, 그리고 양감, 선,

점, 공간, 구도 순이며, 명암․음영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는 표준보육과정「만 2세 영아보육

프로그램」교사용 지도서 미술관련 활동 중 미술의 요소는 면과 질감의 요소가 가장 많이, 명

암·음영의 요소가 가장 적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미술의 원리에 근거한「만 2세 영아보육프로그램」미술관련 활동 분석

미술의 원리에 근거한 표준보육과정「만 2세 영아보육프로그램」교사용 지도서 미술관련 활

동의 구체적인 예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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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제

순

번
미술 활동명

미 술 의 원 리

균형 비례 강조 움직임 변화 통일성 리듬/반복 패턴

어린이

집이

좋아요

1 모양종이에 그려요 ◎ ○ ●

2 도트 물감놀이 ◎ ○ ●

3 선생님과 친구들 사진에 콕콕~ ○ ● ◎

4 놀잇감 포장지에 끼적여요 ● ◎

5 선물상자 꾸미기 ◎ ●

6 물페인트를 칠해요(실외활동) ◎ ●

7 낮잠사진에 자유롭게 끼적여요 ○ ● ◎

8 스펀지 도장 쿵! ○ ● ◎

9 하늘을 보아요(실외활동) ◎ ●

※관련성이 아주 높은 경우; ●, 높음; ◎, 보통; ○

표 11. 미술의 원리에 근거한 만 2세의 영아보육프로그램 미술관련 활동

미술 원리에 근거한 만 2세의 영아보육프로그램 미술활동을 분석하면 표 12와 같다.

구분 균형 비례 강조 움직임 변화 통일성 리듬/반복 패턴 계

● 9 5 23 21 4 0 12 0 74

◎ 7 6 4 5 26 4 10 6 68

○ 3 9 6 8 1 26 2 0 55

합계 19 20 33 34 31 30 24 6 197

표 12. 미술의 원리에 근거한 만 2세 미술관련 분석 사례수(중다빈도 %)

표 12에서 미술의 원리에 근거한 미술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앞에서 제시한 분석기준인 사례

수를 중심으로 미술의 원리의 ‘관련성이 아주 높음, 높음, 보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결과

총 197개의 원리 중에서 움직임(34개)과 강조(33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변화, 통

일성, 그리고 리듬/반복, 비례, 균형, 패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보육과정「만 2세 영

아보육프로그램」교사용 지도서 미술관련 활동 중 미술의 원리는 움직임과 강조의 원리가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고, 패턴의 원리가 가장 적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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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만 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미술활동에서 생활주제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예술적

표현하기’ 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활주제 중에서 <어린이집이 좋아요>, <동물놀이해요>,

<나는 친구가 있어요> 에서는 ‘아름다움 찾아보기’의 활동내용이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가족

이 있어요>에서는 ‘예술 감상하기’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등 생활 주제별로 편차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진희와 임진형(2016)의 연구결과와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이진희

와 임진형(2016)의 연구에서는 표준보육과정 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미술관련 활동 내용을 분

석한 결과 ‘예술적 표현하기’의 활동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주제별 내용으로 <어린이집이 좋아

요>, <동물놀이해요>, <나는 친구가 있어요> 에서는 ‘아름다움 찾아보기’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

았고, <나는 가족이 있어요> 에서는 ‘예술 감상하기’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그리고 ‘예술 감상하기’의 내용범주들이 균형잡힌 미술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정미경(1999)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정미경(1999)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미술활동에서 표현영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탐색, 표현, 그리고 감

상활동들 간의 균형잡힌 활동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역간의 활동내

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 표준보육과정 해설서에 제시하고 권장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미술관련 활동내용이 다소 다르게 분포됨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영아기는 오감을 통해 탐색하고 다양한 표현 특성을 느끼게 하여 심미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기에는 아름다움을 찾고, 표현, 감상하는 내용

들이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련성을 바탕으로 미술활동이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표현 및 감상 능력을 향상시키고 풍부한 미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

자체로도 감상과 토론 및 전시가 가능한 훌륭한 예술 자료가 될 수도 있기에(Schirrmacher &

Fox, 2009), 하나의 주제에서도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의 내용

간의 균형을 고려한 미술 활동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미술 활동을 선정하

고 계획할 때 미술활동이 효율적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 교육활동 내용이 생활주제별로 균형잡

히게 선정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술 요소에 근거한 만 2세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미술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면, 질감, 형태, 색채, 양감, 선, 점, 공간, 구도, 명암․음영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세

와 2세의 미술활동은 면의 영역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제시한 김경희와 강성빈(2011)

의 연구 결과와 거의 맥을 함께 하고 있다. 김경희와 강성빈(2011)의 연구에서는 2세의 미술활동

에서 면, 질감, 형태가 많이 나타났고, 이어 색채, 선, 점, 양감, 공간 등의 차례로 나타났으며, 명

암과 음영, 구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면은 가장 폭 넓은 미술의 요소로서 필수적이고 중요하여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질감은 감각운동기인 만 2세경의 영아에게 감각 경험적 접근으

로 많이 경험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김경희, 2011)이므로 면의 영역 다음으로 많이 다루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면이란 선을 그 기본요소로 하고 있으며, 면의 표현에 따라 모양이나 형태가

되며, 이는 넓이, 부피, 방향성 등과 같은 다양한 느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폭 넓은 미술요

소(김경희, 2011)이므로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아기에는 다양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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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으로 접근하는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특성을 가진 면을 제시하고, 동시에 감각적으로

생활 속에서 다양한 면의 속성과 종류 즉, 종이, 포장지, 판지, 나무판, 금은종이, 헝겊 등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교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것은 질감의 영역이다. 질감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표면적인 특성

으로 아주 흥미롭고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영역이기도 하다(김선월, 2012). 영아에

게 있어서 사물의 질감은 아주 매혹적이므로 교사들은 영아들에게 이런 질감의 미묘한 차이에

영아가 민감해지도록 다양한 질감으로 이루어진 책 만들기, 눈감고 찰흙 빚기, 자연형태 찾아보

기, 꼴라쥬 등의 다채로운 활동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면의 영역이고,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은 명암과

음영, 구도의 영역으로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 2세 표준보육과정 미술 활동

관련에서 미술 요소가 다소 불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경희와 강성빈(2011)의

연구 즉 2차 표준보육과정 대상의 분석에서는 명암과 음영, 구도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로 통해 김경희와 강성빈(2011)의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구도와

명암·음영의 영역이 3차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도서에는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명암은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색조를 형성하게 되는 영역이며(김길권, 오치영,

2006), 명암을 잘 파악해서 그린 그림은 평면 위의 물체를 한층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것으로 보

이게 하기도 한다(류혜경, 2002). 미술 활동에 있어서 명암의 영역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아

대상의 미술활동에서 명암에 대한 교육활동은 면이나 색에 비해 비중이 높지 않고 있다. 더불어

구도라 함은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유아들이 표현하는 화면을 이등분하거나, 주

제를 화면 중앙에 배치하거나, 옆으로 길게 늘어놓거나, 원형으로 둥글게 늘어놓거나, 수평선 위

에 늘어놓거나 등을 말한다(김경희, 2011). 본 연구의 결과에서 명암과 음영, 구도 등의 영역이

다소 반영되고 있기는 하나 아주 적게 반영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표준보육과정 개편시에는 영

아의 수준에 맞게 충분하고 균형잡힌 활동자료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술 원리에 근거한 만 2세 표준보육과정 미술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움직임, 강조,

변화, 통일, 리듬/반복, 비례, 균형, 패턴 순으로 나타났다(김순희, 2017). 미술 원리에 근거한 만

2세의 표준보육과정 미술활동을 분석한 연구는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원영 등

(2015)은 영아들은 미술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느낌과 생각만 하게

될 것이지만, 심미감, 미술 표현 능력, 미술 감상 능력 등에서 영아들이 성장하는 방향을 설정해

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술의 요소에 비해 미술의 원리는 영아들에게 전반적으로 이해

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미술활동을 조금씩 경험하게 하여 실생활에서 감각적으로 다채롭게 탐

색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미술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면 움직임과 강조가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각운동기인 만 2세경의 영아들에게 움직임은 시선을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움직이

게 만드는 요소에 많은 매력을 느끼게 함으로(이주연 등, 2006) 결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

진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강조는 영아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의 집중이 짧은 영아들에게

지루함을 해소하고, 깊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요인(이주연 등, 2006)이 된다. 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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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타난 것은 변화와 통일성인데, 조형의 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 안에서 통일을 추구

하는 것이다(Lasky & Mukerji, 1990). 작품에서 변화가 없이 지나치게 통일성을 강조한다면 단조

롭고 지겨워지지만, 지나친 변화는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므로, 변화를 줄 때 반드시 통일성을

주며 표현해야 한다는 이원영 등(2015)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미술의 원리 중 패턴의 영역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켈로그

는 패턴은 미술에서 다음 발달 단계를 이끄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고 한다. 만 2세 전후의

영아는 다양한 패턴을 발견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한다(이원영 등, 2015).

그리는 경험이 반복되는 과정 중에서 서서히 자신의 그림에서 모양을 발견하고(이원영 등,

2015), 이 모양을 반복하여 그리면서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 현 표준보육과정 지도서

에서는 패턴이 가정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패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표준보육과

정 개편시에 균형잡힌 미술의 원리로 구성이 된다면, 영아들의 눈과 손의 협응력, 창의적 모양,

기억력을 활용하는 능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첫째, 만 2세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미술활동에서 생활주제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9개의 생활주제 모두에서 ‘예술적 표현하기’ 내용

범주가 가장 높은 빈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내용 간의 균형을 고려한 미술활동

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며(김순희, 2017),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

구성 방향의 다양한 내용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도록 한다는 구성 방침과 다소 이질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생활주제별, 내용범주별로 균형 있게 미

술활동을 구성하여 실제적인 보육활동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잘 적용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미술의 요소와 원리에 근거한 만 2세의 표준보육과정 미술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많이

나타나는 미술의 요소, 원리와 가장 적게 나타나는 미술의 요소, 원리의 편차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명암·음영의 미술의 요소, 패턴의 미술의 원리 요인이 가장 적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명암과 음영의 미술 요소가 미술작품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빛

을 받는 각도에 따라 작품의 질서를 형성하게(김길권, 오치영, 2006; 류혜경, 2002) 하고, 만 2세

전후부터 다양한 패턴을 발견하는 등의 패턴의 미술 원리가 나타나는 것이 주요한 시기이므로

(이원영 등, 2015) 패턴의 미술 원리가 보강되는 미술활동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적 능력이란, 아름다운 물건, 자연, 현상 혹은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인지하는 능

력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미술의 요소와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되도록 많이 하고 느낀 사람일

수록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돋보이게 된다. 이러한 미적 능력이 있는 교사나 부모들이

영아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

한다면 영아의 미술활동 경험은 더욱 세련되게 발달할 것이다. 미술의 요소와 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차후 표준보육과정 지도서를 수정 보완할 시기에 보다 균형잡힌 구성과 체계가 적용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본다면, 본 연구

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개편되는 표준보육과정 지도서 수정 작업과정에서는 분석과정에

서 나타난 다소 불균형적인 내용이 균형적으로 구성되어 반영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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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 2세 표준보육과정 지도서의 내용을 분석한 문헌연구이므로 미술활동의 실제와는 어느 정

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미술관련 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표

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미술활동과 실제 교육활동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술의 요소와 원리에 근거한 분류기준으로 관련성이 높음에 대해 사

례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향후연구에서는 교육활동 내용의 질적인 내용 분석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만 2세 중심으로 표준보육과정지도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만 1세와 3-5세 누리과정 지도서에 제시된 미술활동을 연계하여 분석함으

로써 미술활동이 적절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등의 분석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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