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기초조형 교과목은 대부분의 디자인 전공 대학 교과

목에 전공필수 또는 선택교과로서 배정되어 있는 교과목

이다[1]. 기초조형교과목은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하기전,

학생들의 공간지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

으로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나타내

는 수업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기초조형은 

드로잉 수업과 유사하다. 그 이유는 환경적, 제도적 영향

이 많은데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수업하는 것은 학생

들에게 금전적인 이유 또는 작업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입체물을 만드는데 환경적 제약이 있으며, 200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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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주얼리 디자인 전공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소양인 기초조형의 공간지각 능력과 주얼리 디자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투시도법을 함께 활용하여 조형능력을 창의적으로 발휘 할 수 있는 수업 모형에 대해 연구한 논문

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공간감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기본도형과 입체도

형, 투시도법에 대한 실기 수업을 진행한 후 창의적 활동을 위한 주제를 제시하고 결과물을 얻었다. 기존의 기초조형 

수업에서 단순히 실기위주의 수업만 진행했다면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한 분석과 

기초투시도법, 공간감을 함께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제시함으로 집중교육효과와 명확한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과 교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을 계기로 더 다양한 재료와 

융합적 수업모형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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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class model that can demonstrate the modeling ability using the 

spatial perception capability on basic modeling required for jewelry design majors and the most 

important perspective method in jewelry design. The outputs were obtained by presenting the topics 

for creative activities to students after theoretical explaining how to present a spatial sense and 

presenting practical classes on basic shapes, stereoscopic shapes and perspective methods. While the 

existing basic molding classes were only practical classes, this study presented students with a class 

model that allows them to use creativity, basic perspective, and spatial sense together. And it was 

found out evaluation method that both students and professors can relate to each other through the 

intensive education effects and clear evaluation standards. I hope that this paper will continue to 

study more diverse materials and convergent clas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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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면서부터 미술대학 입시가 실기와 성적의 합산방

법에서 성적만 보는 입시로 변화하면서 입학생들의 절반

이 고등학교시절 입시미술을 경험하지 않고 입학하여 대

학에서 미술기초 수업을 해야 한다[2,3]. 이로인해 학생

들의 공간지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수업목적과

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

한 현실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기초실기 능력과 함께 기

초조형의 기본 목적인 공간지각 능력까지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수업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기초조형 수업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공간지각 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디자인 요소[4]와 

원리를 활용하고자한다. 따라서 연구 범위는 디자인 요

소와 원리 이론 안에서 선택적으로 이론을 활용하려 한

다. 세부적으로 주얼리 디자인 전공자의 공각 지각 능력

의 향상을 위해 주얼리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투

시도법[5]을 선택했다. 투시는 주얼리 디자인에 없어서

는 안될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주얼리 디자인은 

대부분 도안으로 표현되는데 이때 장신구의 세부적 요소

들이 투시에 의해 디자인이 전달되어져야 실물까지 정확

하게 완성되기 때문이다. 주얼리는 재료가 대부분 은과 

금인 귀금속이므로 디자인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다른 디자인 분야보다 크고 인체에 이용되기 때

문에 안전성과 정확성이 다른 디자인 분야보다 정확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주얼리 디자인을 함에 있어 투시 도법

은 입체적으로 완성했을 때 보다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기본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주얼리 

디자인에 있어 투시는 매우 중요한 디자인 요소임으로 

연구자는 투시도법과 함께 공간지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분야의 공각지각 이론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앞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지각 능력을 디자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선행 연구를 알

아보고 이해한다. 

셋째, 공간지각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간지각 

향상을 위해 투시도법과 함께 활용하여 수업 모

형을 구성하고 이를 수업에 직접 활용하여 학생

들의 결과물을 도출한다. 넷째, 도출된 결과물

에 대해 이야기 하고 결론, 제언한다. 

2. 본론

2.1 디자인 원리에서의 공간감 

디자인 원리에서 공간감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첫째, 크기에 의한 공간감으로 같은 모양과 색을 지닌 

크기가 다른 형태가 공간안에 배열되어 있을 때 큰 형

태가 앞에 작은 형태는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원근에 의한 공간감이다. 원근에 의한 

공간감은 크게 직선원근법, 대기원근법, 과장원근법, 

다각원근법으로 분류된다. 직선원근법은 물체의 배열

이 직선상에서 이루어져 점점 가까이 또는 점점 멀어지

는 것처럼 보이는 시지각 효과를 말하며 대기 원근법은 

입체적 표현을 통해 대기중에 떠 있는 듯한 시지각 현

상을 말한다. 과장원근법은 가까이 있는 것은 매우 크

게 멀리 있는 것은 매우 작게 과장되게 표현하여 공간

감을 주는 것을 말하며 다각 원근법은 형태 표현에 있

어 상하 좌우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표

현하여 공간감을 주는 방법을 말한다[6]. 

셋째, 중첩에 의한 공간감이다. 중첩에 의한 공간감은 

물체가 겹쳐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맨 위에 있는 물체는 

가까이 있고 맨 뒤에 있는 물체는 멀리 있는 것처럼 표

현하는 공간감을 말한다. 넷째, 투명에 의한 공간감은 

모든 형상을 겹쳐 표현하지만,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하

나하나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을 말한다[7].

Table 1. How to express a sense of space

Spatial sense by size[8] linear perspective & aerial perspective

exaggerated perspective polygonal perspective

spatial sense by perspective[8]

spatial sense by nesting[8] spatial sense by transparenc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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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자인 분야의 공간지각의 향상을 위한 선행 연구

공간지각의 향상을 위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분

야에서의 활용과 디자인 분야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다. 

이봉재[9]는 아동의 입체 조형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함에 있어 공간감의 표현인 크기에 의한 거리적 공

간감, 직선원근법과 대기원근법을 함께 나타낸 위치, 방

향에 따른 형태 변화를 정육면체를 활용하여 수업에 적

용하였다. 평면으로 유입되는 시각 이미지를 바탕으로 

공간을 이해하고 공간감을 쉽게 배우기 위해 정육면체

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조형활동의 시작은 공간성을 갖

는 정육면체 표면에 공간감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을 활

용하여 그림을 그려 표현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형활동

을 통해 창의성 증진, 놀이학습과 공간감을 이해하는 통

합적 조형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우진미[10]는 현대 주얼리 디자인을 개성표현 수단으

로 생각하고 예술성이 강조된 장신구 연구를 하였다. 

주얼리 디자인을 진행함에 있어 인간의 다양한 시선

에 관심을 두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옵티컬 아트에 주

목하였다. 특히 옵티컬 아트의 대표적 특성인 중첩과 착

시를 활용하여 공간감을 나타내고 입체적으로 제작하였

다. 이를 통해 감상자의 시각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시각

적 경험을 제공하여 주얼리 디자인에 시각적 공간감을 

가미함으로써 한정된 크기의 장신구 한계를 넘어 색다

른 미적 가치를 부여 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선행연구자료를 살펴보면서 공간감이 디자

인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간감’이라는 디자인을 직

접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기본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공간감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수업지도안을 구

성할 때 환경적 재료적 제한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공간감과 창의적 표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표현 수단으로서 환경적 재료적 

제약을 받지 않는 ‘투시’를 함께 적용하여 수업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서재정[11]은 물리

적 개념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되는 공간에 대해 

연구자의 확장된 시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형성을 탐

구하고 이를 통해 다시점 구조 작업을 수행하고 원근법

을 통한 재현적 공간과, 이와 상반되는 관점의 입체주의

의 비 원근법적 표현이 혼재된 새로운 공간 형태를 제시

하고 건축적 심리 공간이라는 건축모티브를 제시하였다. 

건축적 심리공간은 현실 속 다양한 건축공간들을 지칭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서 연구자의 작품을 통해 감상

자 들에게 개인의 경험과 사유를 제공하는 예술적 체험

의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즉, 총체예술의 개념에 대해 

건축과 회화의 혼성형식이라고[12]언급하면서 모든 장

르를 아우르는 새로운 예술형식으로서 건축적 회화의 

구현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3. 공간감 표현방법을 활용한 투시도법 수업 

3.1 수업모형 

주얼리 디자인 전공자의 공간지각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연구자는 공간감과 투시도법을 활용한 기초조형 

수업을 제안하기 위해 수업모형[13-15]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주얼리 디자인 전공자 40명을 대상으로 공간감

과 투시도법에 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투시도법을 

활용한 기초드로잉을 실시한다. 기초도로잉에는 기본 도

형을 시작으로 각형과 원 등을 의미한다. 기초드로잉이 

끝나면 원근감을 나타낼 수 있는 투시도법의 기초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실기로 진행하여 그림으로 연습해 본다. 

둘째, 학생들에게 공간감을 나타내는 방법과 투시도

법에 대한 설명과 드로잉 연습이 끝나면,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하고 이를 8절지에 공간감, 투시

도법을 함께 나타낼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한다. 

셋째, 완성된 작품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공간감 표현

방법에 대해 발표, 질의시간을 가진 후 평가한다.  

3.2 연구 수업 진행 

수업 진행은 총 3차시 12시간으로 진행하였다. 1차

시 3시간동안은 기본 도형드로잉 연습을, 2차시 3시간

동안은 공간감 및 입체도형 드로잉 연습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3차시 6시간 동안은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투시도법을 함께 활용하여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3차시 창의적 활동의 주제는 ‘누군가의 집’ 으로 부여

하고 학생 스스로 집 주인을 설정하고 집주인에 대해 기

본적인 배경과 직업, 성격, 필요도구 등을 심도 있게 분

석한다. 집주인의 환경과 배경에 맞는 집 공간을 공간감

과 투시도법에 맞게 드로잉으로 나타내고 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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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감 할 수 있도록 완성하도록 하였다. 

평가기준은 첫째, 완성도이며 둘째는 본 수업 목적에 

맞는 공간감과 투시도법의 표현여부, 셋째는 집주인에 

맞는 창의적 공간 구성과 분석에 따른 관람자의 공감도

로 제시하였다. 1차시와 2차시의 완성그림은 기본적인 

도형의 형태이며 기초조형 드로잉 연습을 했던 수업임

으로 본 논문에서는 3차시 창의적 작품활동만을 게재하

였다.  

4. 연구 수업 결과 

수업 결과 Table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수업의 궁극적 목적은 창의력 기반의 공간지각 능력

을 향상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공간감과 투시를 함께 표

현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1점투시, 2

점 투시, 3점 투시로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1점

투시의 작품들은 삼면의 방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선은 정면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그

렸다. 첫 번째 그림은 산타크로스의 방으로 계절에 맞는 

난로와 방주인의 직업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각종 포장

지, 썰매안내도서, 순록말 등의 책들이 비치되어 있다. 

두 번째 작품은 성공을 꿈꾸는 작곡가의 작업실이자 집

이다. 아직 성공하지 않아 지하공간에 집겸, 작업실을 

꾸몄다고 한다. 작곡가는 열심히 작곡을 하고 있고, 

가수 지망생은 녹음실 안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의 주식은 라면이다. 2점 투시의 그림은 대부분 시

선이 주로 위 또는 정면에서 바라보게 그렸으며 안으로 

들어가는 시선의 형태로 천장과 바닥 양벽이 모두 보일 

수 있도록 그렸다. 첫 번째 그림은 목공 작업실로서 목

공예를 하기 위한 다양한 CAD장비와 주문서, 목공 작

업대 및 도구가 있고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투명 

칠판에 다양한 디자인 구상 내용이 있다. 두 번째 그림

은 깊은 바다 속에 위치한 인어공주의 휴식방이다. 그녀

는 현재 왕비로 인간계에 살고 있지만 가끔 바다가 그리

워지면 찾는 방이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보

이고 왕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리구슬, 휴식을 위한 

해산물 차(tea)와 바다의 진귀한 보물들이 있다.  3점투

시는 또한 시선이 주로 그림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1-point 

perspective
works

2-point 

perspective
works

3-point 

perspective
works

Table 2. finishe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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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방을 디자인하였다. 

또한 벽지와 천정의 등 까지 1점, 2점 투시 의 그림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첫 번째 그림은 마법사의 집으

로 우주의 위성에 공존한다. 집에서 천체를 관찰하는 망

원경과 마법과 관련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 두 번째 

그림은 화훼가의 방으로 식물과 꽃의 아름다음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화분과 흙, 식물 삽화를 

비롯해 다양한 책들과 벽지 조명 등 전체적인 인테리어

가 친환경적이다.

5. 결론

미술전공자에게 있어 공간지각 능력이란, 상상력과 

창의력을 머릿속에서 펼칠 수 있는 핵심적 소양이다. 기

초소양을 갖추기 위해 디자인 전공자들의 교과 구성을 

살펴보면, 기초조형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1학년때부터 

대부분의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적, 금전

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통한  실습보다는 

가장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재료인 드로잉에 국한되

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다. 

또한, 주얼리 디자인 전공자에게 투시도법은 기본소

양이자 디자인 전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

서 주얼리 디자인 전공자에게 요구되는 공간지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투시도법과 함께 나타낼 수 

있는 수업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진행한 결과 1점투시와 

2점 투시의 작품들 보다 3점 투시의 작품들이 보다 공

간감을 잘 표현됨을 알 수 있었으며, 완성도면에서는 방 

주인의 직업과 생활패턴을 분석하여 나타내는 세밀한 

능력이 요구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2점투시와 3점 투

시 그림이 1점투시의 그림보다 잘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투시가 높아질수록 그림의 공간감과 

세밀함이 살아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

로 본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

조형에서 요구되는 공간지각능력과 주얼리 디자이너에

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투시도법을 함께 활용하여 

기본재료인 스케치북과 연필만을 사용하여 나타냄으로

서 환경적 공간적 제약에 영향받지 않지만 요구되는 소

양은 모두 실습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알 수 있었다. 둘

째, 학생들에게 포괄적이고 공간감과 투시도법이라는 명

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기존의 교수중심 평가방

법을 벗어나 학생과 교수 모두가 객관적 평가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셋째, 주얼리

디자이너에게 주얼리를 그리는 방법만 알려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상상과 분석을 펼칠 수 있는 기회

를 줌으로서 전공에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예술의 기반

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 되었다. 

본 수업시연은 주얼리 디자인 전공자에게 한하여 이

들에게 맞춰진 수업으로 공간과 환경에 제약을 한계로 

설정하고 기본적 재료를 통한 수업모형을 구성하였지만, 

같은 연구 범위 안에서 다양한 재료와 융합적 수업에 대

한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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