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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결과보고서
1. 요약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초로 하여 지식정보사회
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교육의 흐름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융합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본 연구회에서는 큰 맥락에서 수학과 미술에서의 미니멀아트를 기본적으로 융합하고 이러한 내용
을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산출물로 제작하고자 하였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STEAM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S)에서의 3D 프린트와 펜의 원리 이해, 기술(T)에서의 3D프린트 및 펜을 활용하여 산
출물 제작, 공학(E)에서의 수학적 원리를 적용한 미니멀아트 디자인 설계, 미술(A)에서의 미니멀아트,
수학(M) 도형 영역에서의 수학적 원리 이해를 통해 융합인재교육을 실현하고, 이러한 융합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STEAM 개발 프로그램은 사전 설문조사 후 5-6월 배움중심동아리 수업 운영, 7-8월의 학생동아리
1기 운영, SW 캠프 참여, 9-10월 학생동아리 2기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하였고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동아리 운영 과정에서 본 연구회의 연구회 위원들은 원활한 의사소
통을 위한 온라인에서의 밴드활동 및 오프라인에서의 여러차례의 회의를 통해 연구과정에 대해 공유
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실제 이 동아리에 참여한 1,2기의 학생들은 ‘수학과 미술, SW를 만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관련 교과의 내용을 분절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창의적인 SW 산출물이 다양하게 만들어
지는 모습을 통해 매우 흥미롭고, 신기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대의 학문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수학과 과학은 예술과 융합되어 다양한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
어 냄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장 아름다운 인체의 비를 나타내면서
황금비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수학·과학의 원리와 인물 예술적 영역의 융합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수학과 도형 영역에서의 점, 선, 면과 미술
조형요소의 점, 선, 형, 색이라는 공통분모 및 수학적 원리과 미술 조형요소의 높은 관련성은 특정한
기능이나 어려운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신선한 내용적 소재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산출 방법을 SW로 해결해 봄으로써 창의적 산출물의 제작 과정은 학생들
의 창의 융합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학과 미술을 연결 짓는 수학과 미술 융합 스토리 개발
⁍ 초등학교 수학과 평면도형 영역에 제시되는 수학적 원리와 미술의 조형원리를 융합하여
수학적 원리가 담긴 미니멀아트 디자인 제작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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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교구들의 원리를 이해하고 수학적 원리가 담긴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창의적 산출물
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개발
⁍ 수학과 미술, SW교육 융합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일반화 방안 마련
⁍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연계
⁍ 배움중심동아리 운영 , SW캠프 참가 및 1기, 2기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STEAM태도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효과성 검증

나. 연구의 범위
1) 적용대상
연구회 소속 연구원이 있는 학교의 5-6학년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 프로그램 및 교재를 현장에
서 실제 수업에 적용함
가. 통영 제석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도시형 학교: 교육과정 내 수업 진행
나. 통영 유영초등학교 5-6학년 학생/중도시형 학교
: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수업 진행
다. 통영 진남초등학교 5-6학년 학생/대도시형 학교: SW캠프 운영
2) 시기
가. 통영 제석초등학교: 2017년 5월 - 6월
나. 통영 유영초등학교: 2017년 7월 – 10월
다. 통영 진남초등학교: 2017년 7월 중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연구회 조직
․ 연구책임자 1 명
․ 공동연구원 3 명
․ 자문위원 1 명

연구책임자
하정문
연구․기획 부문
•총괄 기획운영
•관련문헌 탐색 및 선행
연구 고찰

운영 과제 실천 부문
여건조성
분과
•교사

•자료수집 분석

티 밴드 운영

•운영 보고서 및 각종 자
료집 발간
•운영 결과 보고
•자료 정리 및 기록
•섭외, 홍보, 촬영 등
연구책임자
하정문

체험․설계
분과

•교육 기반 조성 • 교 육 과 정 재 •프로그램 설

•기초 실태조사
•운영계획서 작성

교수․학습
분과

•체험북

커뮤니 구성

계

•프로그램 구성 • S W교육중심

제작 •수업용 S/W 및 캠프 운영

활용

자료 활용

•체험프로그램

평가․검증 부문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요소 및 검증 방법
선정
•평가 설문지 제작
•설문 조사를 통한 학생,
학부모, 교사 반응 평가
•STEAM태도 및 만족도 조사

•교사 연수 및 •교사용지도서 적용 및 산출

•각종 통계처리

수업연구 추진

•운영 내용 평가 및 결과

•적용수업전개
연구원 :
오경호

개발

물 제작, 전시

•적용수업전개
연구원 :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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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수업전개
연구원 :
강은희

분석
연구원 : 최유리
자문위원 : 구인회

나. STEAM 프로그램 개발 절차
단계

추진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회 활동을 위한 체제 구축 및 역할 분담

준비

▪자료수집/자체연수를 통한 STEAM교육 역량강화
▪수학과 미술, SW교육 교과내용 및 성취기준 분석
▪기 개발된 STEAM프로그램 선정 및 수업 적용/분석
▪1차 STEAM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적용

실행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수업참관, 자문위원 지도)

평가

▪2차 STEAM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적용
▪교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성(밴드 업로드)
▪학생대상 STEAM태도 및 만족도 조사(사전, 사후)

일반화

▪최종 프로그램 완성 및 보고서 작성 (중간, 최종보고서)
▪공유 및 확산(동아리 운영 결과 보고회 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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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EAM 프로그램 개선
√ 초
프로그램 구분

□ 중

□ 고

√ 일반주제

기존 STEAM 프로그램 개선
자연의 형태 5-6학년편 초등

기존
프로그램 명

3. 자연이 선택한 대칭
(1차시) 자연물에서 선대칭과 점대칭의 구조 찾기
(2차시) 선대칭 및 점대칭의 개념과 원리 이해하기
(3차시) 대칭의 원리를 이용하여 기부용품 만들기
√상황제시 부분의 대칭과 아름다움의 관계를 알아보는 단계가 사실
상 학생들에게 많이 어려움(상황제시와 창의적 설계부분의 내용을

바꾸어서 지도함)
학생들에게 좌우대칭, 상하대칭을 화면 속에서 찾아보고 대칭축
의 의미를 알아보는 부분이 먼저 필요함
선대칭의 개념과 점대칭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 원리를 탐색해 보
는 활동이 이루어짐
√창의적설계 부분에서 자연물 속 선대칭과 점대칭의 구조를 찾아보
기존

개선 중점내용

고 대칭과 아름다움의 관계를 알아보는 활동을 함
2015 수학과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선대칭과 점대칭의 개념과 원리
를 이해하는 과정만 있을 뿐 거울대칭, 반사대칭,회전대칭의 개념은

STEAM
프로

나타나있지 않으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음

그램

√감성적 체험 부분에서 손수건 외에 좀 더 다양한 산출물 제작 활동

개선

함으로써 기부를 통한 마음 전하기 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적극적
인 참여 태도가 길러짐
※본 수업은 실제 2차시에 걸쳐 활동하게 되어 있으나 수학적 개념
및 원리 이해, 생활 속 원리 찾기, 산출물 제작 등으로 4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음
프로그램 적용대상

유영초등학교 5학년 60명

(총합 60명)

적용시수

학생당 평균 4시간 (프로그램 총 2시간)

적용일정

7월 3주차 토요 캠프운영
1) 상황제시: 제시된 상황에서 학습문제와 관련된 문제점 및 대칭의

학생 평가 계획
및 학생부 기재
방안

구조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찰평가 실시
2) 창의적 설계: 선대칭 및 점대칭의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 평가 실시
3) 감성적 체험: 기부에 대한 정의적 태도 및 기부용품 만드는
과정에서의 관찰 평가 및 산출물에 대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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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학과 미술, SW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제

수학과 미술, SW를 만나다!

내용
목표
학습
목표
과정
목표

STEA
M
요소

관련교과

초등학교 3-6학년 수학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초등학교 5-6학년 실과(SW교육)

• 조형요소 및 원리와 수학적 원리와의 연관성을 알고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찾을 수 있다.
• 실생활과 연관지어 수학적 원리를 담은 다양한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
• 창의적인 미술 공예품과 SW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
•
•
•
•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생활 속 장면 속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고 미니멀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
생활 속 다양한 상황과 장면의 특징을 찾고,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미니멀아트
공예품 및 SW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S

3D펜, 3D프린트의 원리 알기

T

3D펜,3D프린트를 활용하여 창의적 산출물 제작하기

E

수학적 원리를 적용한 미니멀아트 디자인 설계

A

미니멀아트 디자인 및 공예품 만들기

M

도형 영역에서의 4가지 수학적 원리

개발 의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수학과 미술 융합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SW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창의․ 융합능력을 개발한다.

5-6학년 수학과 도형 및 규칙성 영역의 수학적 개념과 원리, 미술과 미니멀아트에서의 조형의 기
본 요소를 분석하고 점, 선, 면을 중심으로 지식을 융합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창의 융
합형 수업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미니멀아트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작품
들을 감상하며 점, 선, 면, 색의 기본 조형 요소로 단순화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미니멀아트 작품들
을 통한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생활 속 다양한 상황 및 사물에서 수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미니멀아트로 디자인하고 미술에서의 공예품 및 3D펜,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창의적 SW 산출물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고자 한다.
개발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 융합 수업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며
여러 지식을 융합하고 실생활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 활동 중심의 탐구활
동,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생활 속 문제해결능력, 컴퓨팅 사고력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기주도적
상황 제시, 창의적인 디자인 설계, 산출물 제작을 통한 감성적 경험으로 학생들의 창의 융합적 사고
능력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상황
제시
STEA
M
준거

창의
적
설계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애니메이션을 통해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나타난 수학적 원리 알기
생활 속 다양한 장면과 상황 속에서 수학적 원리 찾기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인 미니멀아트 디자인
하기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3D펜, 3D프린트를 활용하여 입
체적으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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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적
체험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
하며 작품 속에 드러난
수학적 원리를 찾고, 모
둠별 조사 보고서 작성
하기

마. 교육과정 재구성
차시

과목

교육과정 성취기준

미술

(6미02-02)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
전시킬 수 있다.
(6미02-04) 조형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의
도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6미03-04) 다양한 감상 방법(비교 또는 단독 감
상, 내용 또는 형식 감상 등)을 알고 활용할 수 있
다.

1-4

실과

(6실05-06) 생활 속에서 로봇 활용 사례를 통해 작동

(SW)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한다.

수학

(6수02-03) 선대칭도형과 점대칭도형을 이해하고
그릴 수 있다.

미술

(6미01-02)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
견할 수 있다.
(6미01-05) 미술활용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
을 활용할 수 있다.
(6미02-04) 조형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의도
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5-8

(6실-04-10)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실과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SW)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미니멀아트 작품의 특징을
통해 미니멀아트 작품에서 나
타난 조형요소와 원리를 알 수
있다.
수학에서 다양한 도형의 기
본요소인 점, 선, 면과의 연관성
을 찾을 수 있다.
3D펜과 3D 프린트의 원리를
알고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

3D펜과 3D프린트를 활용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대칭의 원리를 적용한 미니
멀 아트 디자인 설계를 할 수
있다.
미니멀아트로 디자인하고 공
예품을 만들 수 있다.
생활 속 사물이나 현상에서
대칭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구상하고 제작한다.
수학

미술
9-12

실과
(SW)

(4수02-03)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 직각인 곳이나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을 찾는 활동을 통하여 직
3D펜과 3D프린트를 활용하여
선의 수직 관계와 평행 관계를 이해한다.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6미01-02)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
평행과 수직의 원리를 적용
견할 수 있다.
(6미01-05) 미술활용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 한 미니멀 아트 디자인 설계를
할 수 있다.
을 활용할 수 있다.
미니멀아트로 디자인하고 공
(6미02-04) 조형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의도
예품을 만들 수 있다.
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생활 속 사물이나 현상에서
(6실-04-10)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평행과 수직의 원리를 찾을 수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있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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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과목

수학

13-16
미술

실과
(SW)

수학

17-20
미술

실과
(SW)

미술
21-24
실과
(SW)

교육과정 성취기준
(4수02-03) 구체물이나 평면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 활동을 통하여 그 변화를 이해한다.
(6수02-01) 구체적인 조작활동을 통하여 도형의
합동의 의미를 알고, 합동인 도형을 찾을 수 있다.
(6수02-02) 합동인 도형에서 대응점, 대응변, 대
응각을 각각 찾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6미01-02)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
견할 수 있다.
(6미01-05) 미술활용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
을 활용할 수 있다.
(6미02-04) 조형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의도
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6실-04-10)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4수04-02) 다양한 변화 규칙을 찾아 설명하고 그 규칙
을 수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6수04-01)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종속
하여 변하는 대응관계를 나타낸 표에서 규칙을 찾
아 설명하고, □△등을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6미01-02)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
견할 수 있다.
(6미01-05) 미술활용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
을 활용할 수 있다.
(6미02-04) 조형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의도
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6실-04-10)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6미01-05) 미술활용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6미02-04) 조형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의도에 적
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6미03-04) 다양한 감상 방법(비교 또는 단독 감상, 내용
또는 형식 감상 등)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3D펜과 3D프린트를 활용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평면도형의 이동 및 합동의
원리를 적용한 미니멀 아트 디
자인 설계를 할 수 있다.
미니멀아트로 디자인하고 공
예품을 만들 수 있다.
생활 속 사물이나 현상에서
합동인 사물 및 평면도형의 이
동(밀기, 뒤집기, 돌리기)을 찾
을 수 있다.

3D펜과 3D프린트를 활용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규칙성과 대응의 원리를 적
용한 미니멀 아트 디자인 설계
를
할 수 있다.
생활 속 다양한 사물이나 현
상 속에서 규칙성과 대응의 수
학적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미니멀아트로 디자인하고, 산
출물을 만들 수 있다.

3D펜과 3D프린트를 활용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수학적 원리를 적용한 미니
멀 아트 디자인 설계를 할 수
있다.
생활 속 여러 가지 현상 및 사
(6실-04-10)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물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을 수 있
다.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미니멀아트로 디자인하고, 산
출물을 만들 수 있다.
구상하고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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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 적용대상
연구회 소속 연구원이 있는 학교의 5-6학년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 프로그램 및 교재를 현장에
서 실제 수업에 적용함
가. 통영 제석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도시형 학교: 교육과정 내 수업 진행
나. 통영 유영초등학교 5-6학년 학생/중도시형 학교
: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수업 진행
다. 통영 진남초등학교 5-6학년 학생/대도시형 학교: SW캠프 운영
2) 시기
가. 통영 제석초등학교: 2017년 5월 - 6월
나. 통영 유영초등학교: 2017년 7월 – 10월
다. 통영 진남초등학교: 2017년 7월 중
3) 차시별 수업 내용
차시

학습 내용
소주제
Co
Tip!

미니멀아트에해 알아보고 미니멀아트에 나타난 다양한 수학적 원리 찾기

미니멀아트란 무엇인지에 대해 발문한다.
미니멀아트에 대한 다양한 예시 작품을 제시함으로써 협동적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미니멀
아트에 나타난 수학적 원리를 찾도록 한다.

CD

미니멀아트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본 후 모둠별로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
트를 찾아 정리, 발표한다.

Tip!

모둠별 협동적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미니멀아트에서 나타난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찾도록

1-4

한다.
ET

CD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사물을 찾아 수학적 원리를 담은 간단한 미니멀아트 디
자인으로 만들고 발표한다.
3D펜과 3D 프린트의 원리를 알고 실제 산출물로 만들 수 있음을 안다.

소주제
Co
Tip!

수학적 대칭의 원리를 알고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대칭의 원리 찾기

수학적 대칭의 원리가 무엇인지 발문한다.
미니멀아트 예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를 찾고, 그 수학적
원리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명하게 한다.

5-8

Co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애니메이션을 본 후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본 대칭의
원리에 대해 토의, 토론한다.

Tip!

애니메이션 속에서 본 미니멀아트 작품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
리에 대해 토의, 토론함으로써 수학적 원리(대칭의 원리)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하게
된다.

ET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대칭인 사물이나 현상을 미니멀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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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고, 자신의 디자인을 발표한다.
CD
Tip!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미술 공예품 및 3D펜과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산출물로 제작한다.
친구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피드백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평
가 및 동료평가가 일어난다.

ET

작품 감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가치
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다.

소주제
Co
Tip!

평행과 수직의 원리를 알고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평행과 수직 찾기

평행과 수직의 원리가 무엇인지 발문한다.
미니멀아트 예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를 찾고, 그 수학적
원리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명하게 한다.

Co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애니메이션을 본 후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본 평행과
수직의 원리에 대해 토의, 토론한다.

Tip!

9-12

애니메이션 속에서 본 미니멀아트 작품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
리에 대해 토의, 토론함으로써 수학적 원리(평행과 수직의 원리)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이
해하게 된다.

ET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평행과 수직인 사물이나 현상을 미니
멀아트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고, 자신의 디자인을 발표한다.

CD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미술 공예품 및 3D펜과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산출물로 제작한다.

Tip!

친구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피드백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평
가 및 동료평가가 일어난다.

ET

작품 감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가치
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다.

소주제
Co
Tip!

평면도형의 이동 및 합동의 원리를 알고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합동 찾기

평면도형의 이동 및 합동의 원리가 무엇인지 발문한다.
미니멀아트 예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를 찾고, 그 수학적
원리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명하게 한다.

13-16

Co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애니메이션을 본 후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본 합동의
원리에 대해 토의, 토론한다.

Tip!

애니메이션 속에서 본 미니멀아트 작품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
리에 대해 토의, 토론함으로써 수학적 원리(합동의 원리)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하게
된다.

ET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합동인 사물이나 현상을 미니멀아트
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고, 자신의 디자인을 발표한다.

CD
Tip!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미술 공예품 및 3D펜과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산출물로 제작한다.
친구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피드백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평
가 및 동료평가가 일어난다.

ET

작품 감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가치

- 9 -

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다.
소주제
Co
Tip!

규칙성과 대응의 원리를 알고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규칙성과 대응 찾기

규칙성과 대응의 원리가 무엇인지 발문한다.
미니멀아트 예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를 찾고, 그 수학적
원리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명하게 한다.

17-20

Co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애니메이션을 본 후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본 규칙성
과 대응의 원리에 대해 토의, 토론한다.

Tip!

애니메이션 속에서 본 미니멀아트 작품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
리에 대해 토의, 토론함으로써 수학적 원리(규칙성과 대응의 원리)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하게 된다.

CD
Tip!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미술 공예품 및 3D펜과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산출물로 제작한다.
친구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피드백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평
가 및 동료평가가 일어난다.

ET

작품 감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가치
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다.

소주제
Co
Tip!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디자인 및 창의적 산출물 만들기

생활 속 다양한 사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발문한다.
생활 속 다양한 사물 및 현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를 한 가지 이상 찾고,
수학적 원리가 드러나게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Co

Tip!

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학적 원리가 한 가지 이상 들어있는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만들어본다.
수학적 원리가 한 가지 이상 들어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상호작용 속
에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가 일어난다.

CD

21-24

내가 만든 미니멀 디자인을 다양한 사물에 직접 입혀봄으로써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
어본다.

CD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미술 공예품 및 3D펜과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산출물로 제작한다.

ET

친구들의 미니멀아트 작품을 감상하며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눈다.

Tip!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모둠별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 수학적 원리를 찾
을 수 있도록 한다.

ET

친구들의 작품 감상을 바탕으로 수학적 원리별로 분류하고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
아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Tip!

친구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피드백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평
가 및 동료평가가 일어난다.

ET

작품 감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가치
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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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평가 계획
연번

형성

평가 기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1

미술에서의 조형 요소 및 원리와 수학 도형의
기본요소의 공통점을 찾아 설명할 수 있는가?

관찰평가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2

수학적 대칭의 원리가 드러나게 창의적으로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

포트폴리오 평가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3

수학적 대칭의 원리가 드러나게 창의적으로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

포트폴리오 평가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4

평면도형의 이동 및 합동의 원리가 드러나게
창의적으로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가?

포트폴리오 평가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5

규칙성과 대응의 원리가 드러나게 창의적으
로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

포트폴리오 평가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1

생활 속 여러 가지 사물이나 현상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고, 다양한 수학적 원리가 드러나게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

포트폴리오 평가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2

다양한 미니멀아트 작품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아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가?

보고서 평가 및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총괄
평가

5)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구분

형성
평가

총괄
평가

번호

평가도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1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2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3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4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5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1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2

체크리스트

학년초 동아리활동을 계획하여 나이스에 동
아리부서로 등록하고 및 4 차시의 활동 중에
서의 활동과정과 활동 후에 형성평가 결과를
기록함.
(1 차시-20 차시까지)

4 가지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다양한 수학적 원리가 담긴 디자인
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함.
(21-24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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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생 STEAM태도와 만족도 조사
1) 융합적 사고 및 STEAM 수업에 대한 인식 변화: 양적 조사
⁍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실시한 STEAM태도 검사지 활용: 사전 사후 검사 실시
⁍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통한 사후 검사 실시
순

1

2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f

%

매우 그렇다

79

79

그렇다

12

12

보통이다

9

9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다

73

73

그렇다

16

16

보통이다

11

11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수학과 미술, SW를 융합하여 배운 점이 새로웠다

30

30

수학 원리를 적용하여 표현을 하니 디자인이 쉬웠다

23

23

수학과 미술을 융합하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다

21

21

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수학과 미술에 SW를 융합하니 작품의 완성도가 더 높았다

18

18

가요?

수학이 더 친숙하게 다가왔다

8

8

기타

0

0

매우 그렇다

68

68

그렇다

31

31

보통이다

1

1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다

56

56

수학과 미술, SW를 만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생활 속 상황

그렇다

32

32

이나 장면을 보고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미술작품에 응용할 수

보통이다

11

11

그렇지 않다

1

1

전혀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86
13
1

86
13
1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수학과 미술, SW를 만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미술과 수
학,SW교육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나요?

‘수학과 미술, SW를 만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수학과 미술,
SW의 융합 수업에 흥미가 있었나요?

‘수학과 미술, SW를 만나
3

4

5

다!’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

수학과 미술, SW를 만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생활 속에서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는가?

있게 되었는가?

6

융합 교육활동이 즐겁고 가치로웠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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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수업에 대한 정의적 태도 및 만족도 조사: 학생활동 기록지, 면담을 통한 질적 조사
대상

학생 활동 기록지

면담
사진으로 찾은 복싱맨의 귀여운
모습을 미니멀아트로 나타내고,
여기에 대칭의 원리를 적용하여
디자인하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친구들이 이 디자인을 보고 어떤

5학년 ○반

모습을 나타내었는지 알 수 있을

○○○ 학생

까 많이 궁금했는데 내가 만든 디
자인을 보고 칭찬해주고, 이 그림
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았다는 점
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
였습니다.
수학과 미술 융합 동아리를 하면
서 생활 속 수학적 원리를 찾는
것이 신기하였고 이것을 미니멀아

6학년 ○반

트로 디자인하는 과정을 통해 나

○○○ 학생

도 멋진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였습니다. 동아리 활
동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STEAM 협의체 및 교사 네트워크 구성
본 연구회는 교육부정책 SW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와 3명의 연구위원이
함께 융합교사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회 운영의 방향과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공개수업 및 전문적
인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수학과 미술 SW를 만나다!’ 융합프로그램 개발 2017. 배움중심수업동아리 운영을 통한 컨설팅

⁍ 온라인(밴드개설)을 통한 수시 협의 및 자료 공유

⁍ 제48회 경남교육자료연구개발대회 참가 및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2인 공동연구, 1등급)
⁍ 제48회 전국교육자료전 참가 및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2인 공동연구,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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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학생 활동 모습
1기 융합 동아리 운영

SW캠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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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융합동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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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구 결과
‘수학과 미술, SW를 만나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융합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발하였으며 실제 2차례에 걸친 융합동아리 운영과 교육과정 내
수업 적용, 캠프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용해 보았을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창의·융합 역량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과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
다. 실생활의 장면 속에서 평행과 수직, 규칙성과 대응, 합동, 대칭의 수학적 원리를 찾고 이러한 수학
적 원리를 점, 선, 면, 색으로 단순화함으로써 같은 사물을 가지고도 새롭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표현
할 수 있었다.
둘째, 남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나만의 수학적 원리가 담긴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만들어 낼 수 있었
다. 같은 사물을 보고도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떠올려 그 중 자신만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미니
멀아트 디자인화 함으로써 누구와도 같지 않은 나만의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사과’
를 대상으로 하여 먹는 사과, 사과하는 모습, 백설 공주 이야기 등의 경험과 생각을 떠올리고 이 장면
을 미니멀아트로 표현함으로써 이 디자인을 본 사람들은 ‘아!’라는 탄식이 나올만큼의 독창적인 디자
인을 하였다.
셋째, 수학적 원리와 미니멀아트와의 융합적 디자인을 미술 공예품, 3D펜, 3D프린트를 활용하여
생활에 유용한 공예품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실생활에서 실생활로의 연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식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도 모르게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적 기술과 산출물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다시금 3기의 융합동아리에 들고 싶어 지금도 찾아오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 중 창의·융합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본 연구회에서는 수학과
미술을 중심교과로 하여 과학, 기술, SW교육을 융합한 ‘수학과 미술, SW를 만나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창의·융합 역량이 향상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과 대상을 수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상의 특징을 점, 선,
면으로 단순화하여 재탄생시켜 생활 속에 유용한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배움과
삶이 연결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하고 탐구심과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
다.
다만 본 프로그램이 연구위원의 소속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검증 및 결과
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므로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융합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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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현장적용 결과 요약

구분

STEAM
프로그램명

적용 학교명
유영초등학교

개선

학년
5-6
학년

적용 교과(시수)
창의적 체험활동(4)

적용 기간
7월 3주차
토요프로그램

수혜
학생 수
60

자연이 선택한
대칭

유영초등학교

개발

적용

수학과 미술,
SW와 만나다!

유영초등학교

5-6
학년
5-6
학년

진남초등학교

5-6

유영초등학교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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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24)
창의적 체험활동(24)
창의적 체험활동(4)

7월-8월(6주)
토요프로그램
9월-10월(6주)
토요프로그램
SW캠프 참가

30
30
10

[붙임1] 수업지도안
1. 프로그램 개요

주제

수학과 미술, SW를 만나다!

내용
목표
학습
목표
과정
목표

STEA
M
요소

관련교과

초등학교 3-6학년 수학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초등학교 5-6학년 실과(SW교육)

• 조형요소 및 원리와 수학적 원리와의 연관성을 알고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찾을 수 있다.
• 실생활과 연관지어 수학적 원리를 담은 다양한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
• 창의적인 미술 공예품과 SW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
•
•
•
•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생활 속 장면 속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고 미니멀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
생활 속 다양한 상황과 장면의 특징을 찾고,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미니멀아트
공예품 및 SW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S

3D펜, 3D프린트의 원리 알기

T

3D펜,3D프린트를 활용하여 창의적 산출물 제작하기

E

수학적 원리를 적용한 미니멀아트 디자인 설계

A

미니멀아트 디자인 및 공예품 만들기

M

도형 영역에서의 4가지 수학적 원리

개발 의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수학과 미술 융합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SW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창의․ 융합능력을 개발한다.

5-6학년 수학과 도형 및 규칙성 영역의 수학적 개념과 원리, 미술과 미니멀아트에서의 조형의 기
본 요소를 분석하고 점, 선, 면을 중심으로 지식을 융합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창의 융
합형 수업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미니멀아트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작품
들을 감상하며 점, 선, 면, 색의 기본 조형 요소로 단순화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미니멀아트 작품들
을 통한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생활 속 다양한 상황 및 사물에서 수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미니멀아트로 디자인하고 미술에서의 공예품 및 3D펜,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창의적 SW 산출물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고자 한다.
개발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 융합 수업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며
여러 지식을 융합하고 실생활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 활동 중심의 탐구활
동,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생활 속 문제해결능력, 컴퓨팅 사고력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기주도적
상황 제시, 창의적인 디자인 설계, 산출물 제작을 통한 감성적 경험으로 학생들의 창의 융합적 사고
능력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STEA
M
준거

상황
제시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애니메이션을 통해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나타난 수학적 원리 알기

창의
적
설계

생활 속 다양한 장면과 상황 속에서 수학적 원리 찾기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인 미니멀아트 디자인
하기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3D펜, 3D프린트를 활용하여 입
체적으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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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적
체험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
하며 작품 속에 드러난
수학적 원리를 찾고, 모
둠별 조사 보고서 작성
하기

2. 교육과정
차시

과목

교육과정 성취기준

미술

(6미02-02)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
전시킬 수 있다.
(6미02-04) 조형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의
도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6미03-04) 다양한 감상 방법(비교 또는 단독 감
상, 내용 또는 형식 감상 등)을 알고 활용할 수 있
다.

1-4

실과

(6실05-06) 생활 속에서 로봇 활용 사례를 통해 작동

(SW)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한다.

수학

(6수02-03) 선대칭도형과 점대칭도형을 이해하고
그릴 수 있다.

미술

(6미01-02)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
견할 수 있다.
(6미01-05) 미술활용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
을 활용할 수 있다.
(6미02-04) 조형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의도
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5-8

(6실-04-10)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실과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SW)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미니멀아트 작품의 특징을
통해 미니멀아트 작품에서 나
타난 조형요소와 원리를 알 수
있다.
수학에서 다양한 도형의 기
본요소인 점, 선, 면과의 연관성
을 찾을 수 있다.
3D펜과 3D 프린트의 원리를
알고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

3D펜과 3D프린트를 활용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대칭의 원리를 적용한 미니
멀 아트 디자인 설계를 할 수
있다.
미니멀아트로 디자인하고 공
예품을 만들 수 있다.
생활 속 사물이나 현상에서
대칭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구상하고 제작한다.
수학

미술
9-12

실과
(SW)

(4수02-03)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 직각인 곳이나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을 찾는 활동을 통하여 직
3D펜과 3D프린트를 활용하여
선의 수직 관계와 평행 관계를 이해한다.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6미01-02)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
평행과 수직의 원리를 적용
견할 수 있다.
(6미01-05) 미술활용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 한 미니멀 아트 디자인 설계를
할 수 있다.
을 활용할 수 있다.
미니멀아트로 디자인하고 공
(6미02-04) 조형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의도
예품을 만들 수 있다.
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생활 속 사물이나 현상에서
(6실-04-10)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평행과 수직의 원리를 찾을 수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있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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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과목

수학

13-16
미술

실과
(SW)

수학

17-20
미술

실과
(SW)

미술
21-24
실과
(SW)

교육과정 성취기준
(4수02-03) 구체물이나 평면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 활동을 통하여 그 변화를 이해한다.
(6수02-01) 구체적인 조작활동을 통하여 도형의
합동의 의미를 알고, 합동인 도형을 찾을 수 있다.
(6수02-02) 합동인 도형에서 대응점, 대응변, 대
응각을 각각 찾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6미01-02)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
견할 수 있다.
(6미01-05) 미술활용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
을 활용할 수 있다.
(6미02-04) 조형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의도
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6실-04-10)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3D펜과 3D프린트를 활용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평면도형의 이동 및 합동의
원리를 적용한 미니멀 아트 디
자인 설계를 할 수 있다.
미니멀아트로 디자인하고 공
예품을 만들 수 있다.
생활 속 사물이나 현상에서
합동인 사물 및 평면도형의 이
동(밀기, 뒤집기, 돌리기)을 찾
을 수 있다.

(4수04-02) 다양한 변화 규칙을 찾아 설명하고 그 규칙
을 수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6수04-01)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종속
하여 변하는 대응관계를 나타낸 표에서 규칙을 찾 3D펜과 3D프린트를 활용하여
아 설명하고, □△등을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낼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규칙성과 대응의 원리를 적
수 있다.
용한 미니멀 아트 디자인 설계
(6미01-02)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
를
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6미01-05) 미술활용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
생활 속 다양한 사물이나 현
을 활용할 수 있다.
상 속에서 규칙성과 대응의 수
(6미02-04) 조형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의도
학적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미니멀아트로 디자인하고, 산
(6실-04-10)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출물을 만들 수 있다.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6미01-05) 미술활용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6미02-04) 조형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의도에 적
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6미03-04) 다양한 감상 방법(비교 또는 단독 감상, 내용
또는 형식 감상 등)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

3D펜과 3D프린트를 활용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수학적 원리를 적용한 미니
멀 아트 디자인 설계를 할 수
있다.
생활 속 여러 가지 현상 및 사
(6실-04-10)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물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을 수 있
다.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미니멀아트로 디자인하고, 산
출물을 만들 수 있다.
구상하고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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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학습 내용
소주제
Co
Tip!

미니멀아트에 대해 알아보고 미니멀아트에 나타난 다양한 수학적 원리 찾기

미니멀아트란 무엇인지에 대해 발문한다.
미니멀아트에 대한 다양한 예시 작품을 제시함으로써 협동적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미니멀
아트에 나타난 수학적 원리를 찾도록 한다.

CD

미니멀아트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본 후 모둠별로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
트를 찾아 정리, 발표한다.

Tip!

모둠별 협동적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미니멀아트에서 나타난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찾도록

1-4

한다.
ET

CD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사물을 찾아 수학적 원리를 담은 간단한 미니멀아트 디
자인으로 만들고 발표한다.
3D펜과 3D 프린트의 원리를 알고 실제 산출물로 만들 수 있음을 안다.

소주제
Co
Tip!

수학적 대칭의 원리를 알고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대칭의 원리 찾기

수학적 대칭의 원리가 무엇인지 발문한다.
미니멀아트 예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를 찾고, 그 수학적
원리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명하게 한다.

Co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애니메이션을 본 후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본 대칭의
원리에 대해 토의, 토론한다.

Tip!

애니메이션 속에서 본 미니멀아트 작품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
리에 대해 토의, 토론함으로써 수학적 원리(대칭의 원리)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하게
된다.

5-8
ET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대칭인 사물이나 현상을 미니멀아트
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고, 자신의 디자인을 발표한다.

CD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미술 공예품 및 3D펜과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산출물로 제작한다.

Tip!

친구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피드백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평
가 및 동료평가가 일어난다.

ET

작품 감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가치
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다.

소주제
Co
Tip!

평행과 수직의 원리를 알고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평행과 수직 찾기

평행과 수직의 원리가 무엇인지 발문한다.
미니멀아트 예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를 찾고, 그 수학적
원리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명하게 한다.

9-12
Co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애니메이션을 본 후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본 평행과
수직의 원리에 대해 토의, 토론한다.

Tip!

애니메이션 속에서 본 미니멀아트 작품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
리에 대해 토의, 토론함으로써 수학적 원리(평행과 수직의 원리)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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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게 된다.
ET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평행과 수직인 사물이나 현상을 미니
멀아트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고, 자신의 디자인을 발표한다.

CD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미술 공예품 및 3D펜과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산출물로 제작한다.

Tip!

친구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피드백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평
가 및 동료평가가 일어난다.

ET

작품 감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가치
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다.

소주제
Co
Tip!

평면도형의 이동 및 합동의 원리를 알고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합동 찾기

평면도형의 이동 및 합동의 원리가 무엇인지 발문한다.
미니멀아트 예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를 찾고, 그 수학적
원리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명하게 한다.

Co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애니메이션을 본 후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본 합동의
원리에 대해 토의, 토론한다.

Tip!

애니메이션 속에서 본 미니멀아트 작품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
리에 대해 토의, 토론함으로써 수학적 원리(합동의 원리)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하게
된다.

13-16
ET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합동인 사물이나 현상을 미니멀아트
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고, 자신의 디자인을 발표한다.

CD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미술 공예품 및 3D펜과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산출물로 제작한다.

Tip!

친구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피드백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평
가 및 동료평가가 일어난다.

ET

작품 감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가치
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다.

소주제
Co
Tip!

규칙성과 대응의 원리를 알고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규칙성과 대응 찾기

규칙성과 대응의 원리가 무엇인지 발문한다.
미니멀아트 예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를 찾고, 그 수학적
원리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명하게 한다.

17-20

Co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애니메이션을 본 후 미니멀아트 작품 속에서 본 규칙성
과 대응의 원리에 대해 토의, 토론한다.

Tip!

애니메이션 속에서 본 미니멀아트 작품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
리에 대해 토의, 토론함으로써 수학적 원리(규칙성과 대응의 원리)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하게 된다.

CD
Tip!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미술 공예품 및 3D펜과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산출물로 제작한다.
친구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피드백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평
가 및 동료평가가 일어난다.

ET

작품 감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가치
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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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디자인 및 창의적 산출물 만들기

생활 속 다양한 사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발문한다.

Co

생활 속 다양한 사물 및 현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를 한 가지 이상 찾고,

Tip!

수학적 원리가 드러나게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Co

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학적 원리가 한 가지 이상 들어있는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만들어본다.
수학적 원리가 한 가지 이상 들어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상호작용 속

Tip!

에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가 일어난다.

21-24

CD

내가 만든 미니멀 디자인을 다양한 사물에 직접 입혀봄으로써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
어본다.

CD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미술 공예품 및 3D펜과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산출물로 제작한다.

ET

친구들의 미니멀아트 작품을 감상하며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눈다.

Tip!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모둠별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 수학적 원리를 찾
을 수 있도록 한다.

ET

친구들의 작품 감상을 바탕으로 수학적 원리별로 분류하고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
아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Tip!

친구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피드백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평
가 및 동료평가가 일어난다.

ET

작품 감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가치
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다.

4. 학생 평가계획
연번

형성

평가 기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1

미술에서의 조형 요소 및 원리와 수학 도형의
기본요소의 공통점을 찾아 설명할 수 있는가?

관찰평가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2

수학적 대칭의 원리가 드러나게 창의적으로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

포트폴리오 평가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3

수학적 대칭의 원리가 드러나게 창의적으로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

포트폴리오 평가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4

평면도형의 이동 및 합동의 원리가 드러나게
창의적으로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가?

포트폴리오 평가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5

규칙성과 대응의 원리가 드러나게 창의적으
로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

포트폴리오 평가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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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 속 여러 가지 사물이나 현상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고, 다양한 수학적 원리가 드러나게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

포트폴리오 평가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2

다양한 미니멀아트 작품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아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가?

보고서 평가 및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체크리스트

총괄
평가

5.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구분

형성
평가

총괄
평가

번호

평가도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1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2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3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4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5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1

활동지 및 창의적 산출물

2

체크리스트

학년초 동아리활동을 계획하여 나이스에 동
아리부서로 등록하고 및 4 차시의 활동 중에
서의 활동과정과 활동 후에 형성평가 결과를
기록함.
(1 차시-20 차시까지)

4 가지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다양한 수학적 원리가 담긴 디자인
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함.
(21-24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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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및 활동지
소주제 조형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미니멀아트에 대해 알기
차시
1-2차시
과목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2. 조형의 나라로
(단원) 초등학교 3학년 수학 3-1-2. 평면도형
교육 조형요소와 원리를 탐색하고 수학에서의 평면도형을 활용하여 표현의도에 적합하게
과정 활용할 수 있다.
• 미니멀아트 작품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 수 있다.
학습
목표 • 평면도형에서 도형의 기본 요소인 점, 선, 면을 알고 여러 가지 다각형을 활용하여 디자인
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과정
Co 미술관에 갔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 누구와 함께 갔나요? (부모님과 함께 갔습니다.)
- 미술관에서 무엇을 했나요? ( 미술작품을 감상 하였습니다.)
- 미술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도슨트, 큐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진
Co 오늘 공부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표해 보자.
http://blog.na
도입
ver.com/finex
-점, 선, 면, 색을 중심으로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하여 봅시다.
(10분) Co
2001/601648
오늘 공부할 순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58143
- ‘이상한 미술관’ 애니메이션 감상하기
- 미니멀아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 미니멀아트 디자인하기
- 3D펜과 3D 프린트의 원리를 알아보기
‘이상한 미술관’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이상한 미술관’은 어떤 이야기였나요? (신기한 미술관을 탐험하는 이야기 였
습니다.)
-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주인공과 큐레이터 미니입니다.)
- 미술관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었나요? (미니멀아트 작품이 있었습니다.)
- 각각의 작품들은 무엇을 나타내었나요? (닭, 새, 사람, 공간을 나타내었습니다.)
- 작품을 어떻게 표현하였나요?(대상을 단순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상한미술
전개 Co
관’애니메이션
 이야기 속 미니멀아트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60분)
♢학생활동
- 미니멀아트란 무엇인가요?
지
(미니멀아트란 대상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니멀아트는 사물의 핵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 마인드맵을 통해 미니멀아트를 정리해 봅시다.
CD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해 봅시다.
- 기본학습: 닭은 점, 선, 면, 색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 심화학습: 예시작품 중 하나를 골라 미니멀아트로 나타내어 본다.
Co

미니멀아트 디자인 발표를 해 봅시다.
-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발표, 감상하며 미니멀아트에 대해 정리한다.
정리
-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인가요?
(10분)
- 어떤 특징이 있나요?
(대상의 특징을 살려 색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그림입니다.)
ET

미니멀아트란 사물이나 대상의 핵심과 본질만을 남겨두고 최대한 단순화하
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대상을 관찰하고 점, 선, 면, 색의 조형요소를
지도상 중심으로 조형의 원리를 탐색하여 참고작품을 표현의도에 맞게 단순하게 나타내
유의점 는 경험을 갖는다. 또한 친구와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표현 의도와 표현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자연스럽게 조형요소와 원리를 알고 미니멀아트에 대해 이해
하게 될 것이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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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나만의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하여 디자인 산출물 만들기

차시

3-4차시

과목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2. 조형의 나라로
(단원) 초등학교 3학년 수학 3-1-2. 평면도형
교육 조형요소와 원리를 탐색하고 수학에서의 평면도형을 활용하여 표현의도에 적합하게 하고
과정 디자인할 수 있다.
• 미니멀아트 작품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 수 있다.
학습 • 평면도형에서 도형의 기본 요소인 점, 선, 면을 알고 여러 가지 다각형을 활용하여 디자인
목표
할 수 있다.
• 3D펜과 3D 프린트의 원리를 알고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참고 작품을 보며 오늘 배운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ㄷ.
- 무엇을 나타낸 그림인가요? (상어입니다.)
- 어떤 모습을 표현하였나요? (대상의 특징을 살펴 단순화하여 나타낸 그림입니다.)
Co 오늘 공부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표해 보자.
도입
- 나만의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하여 산출물을 만들어 보자.
(10분) Co
오늘 공부할 순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미니멀아트 디자인 설계하기
- 미니멀아트 산출물 만들기
- 작품 감상하기
Co  나만의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위한 주제를 정한다.
- 어떤 주제를 정하였나요?
- 대상의 특징을 마인드맵으로 나타내어 봅시다.(예)
Co

바다의 무법자

성격이 거칠다.

♢참고작품
http://blog.nav
er.com/person
alpr/70124742
913

♢학생활동
지

상어

전개
(60분)

이빨이

머리와

꼬리가

날카롭다.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대상의 특징을 살려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해 봅시다.
 미니멀아트 디자인 산출물을 제작한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설계한 디자인을 다양한 산출물로 제작한다.

CD
CD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정리 - 작품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10분) - 어떤 재료와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나요?
- 느낀점은 무엇입니까?
ET

대상의 특징을 발견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관찰하고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만들어 본다. 이 때, 조형의 요소인
지도상 점, 선, 면, 색을 중심으로 통일, 변화, 균형 등의 조형의 원리를 활용하여 나만
유의점 의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하고 제작한다. 또한, 3D펜과 3D프린트를 활용하
여 산출물을 만들어본 후, 다양한 감상방법을 알고 감상관점에 따라 친구들과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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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펜, 3D프
린트

차시
학생활동 1

1-4차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고 나만의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해 보자.

<상황제시> 닭의 모습을 점, 선, 면, 색으로 단순화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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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생활동 1

1-4차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고 나만의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해 보자.

<상황제시> 사람의 다양한 표정을 살펴보고 특징을 찾아 미니멀아트로 나타내 보자.

DESIGN
BY
KUKJIHYO
UN

DESIGN
BY
KUKJIHYO
UN

DESIGN
BY
KUKJIHYO
UN

DESIGN
BY
KUKJIHYO
UN

DESIGN
BY
KUKJIHYO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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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수학적 원리(대칭의 원리) 이해하고 미니멀아트에 대해 알기
과목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2. 조형의 나라로
(단원) 초등학교 3학년 수학 3-1-2. 평면도형
교육
과정

차시

5-6차시

수학적 원리(대칭의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이해하기

학습 • 수학적 원리(대칭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릴 수 있다.
목표 • 조형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수학적 원리를 표현의도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데칼코마니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 데칼코마니는 무엇인가요?
- 누구와 함께 했나요?
♢동기유발
- 어떤 작품을 만들었나요?
활동과 오늘
Co 오늘 공부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표해 보자.
학습할 내용
-대칭의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를 알아보자.
이 서로 연관
Co 오늘 공부할 순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있음을 알
- ‘이상한 미술관’ 애니메이션 감상하기
려준다.
- 대칭의 원리 이해하기
- 대칭의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디자인하기
- 3D펜과 3D 프린트의 원리를 알아보기
Co ‘이상한 미술관’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이상한 미술관’은 어떤 이야기였나요? (주인공이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
아트 전시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 어떤 작품이 있엇나요?(대칭의 집입니다.)
- 무엇을 나타낸 것 같았나요?(대칭의 원리를 담은 집을 단순하게 나타낸 것
같습니다. )
Co  대칭의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이상한미술
관’애니메이션
- 대칭의 집 작품 속 수학적 원리는 무엇인가요?(선대칭의 원리입니다.)
- 대칭의 집 작품 속에서는 어떤 조형의 원리가 들어있나요?(강조, 변화 등) ♢ 학 생 활 동
지
- 마인드맵으로 대칭의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에 대해서 정리한다.
- 이상한 미술관 이야기와 미술작품을 통해 대칭의 원리가 담긴 미니멀아트에
대해 정리해본다.
CD 대칭의 원리가 담긴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해 봅시다.
- 선대칭의 원리를 이용한다.
- 점대칭의 원리를 이용한다.
ET 미니멀아트 디자인 발표를 해 봅시다.
-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발표, 감상하며 미니멀아트에 대해 정리한다.
-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인가요?
-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선대칭과 점대칭의 원리를 이용하여 미니멀아트로 만든 작품입니다. )
Co

도입
(10분)

전개
(60분)

정리
(10분)

준비물

Tip!

대칭이란 점, 선, 면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면 짝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대칭에 대해 알고 참고작품을 대칭의 원리를 담아 점, 선, 면, 색으로
지도상
유의점 단순하게 나타내는 경험을 갖는다. 또한 친구와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표현
의도와 표현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칭의 원리를 담은 미니
멀아트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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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원리(대칭의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하여
디자인 산출물 만들기
과목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2. 조형의 나라로
(단원) 초등학교 3학년 수학 3-1-2. 평면도형

소주제

교육
과정

차시

7-8차시

수학적 원리(대칭의 원리)를 담은 나만의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하여 디자인 산출물을
만들기

•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학습
• 수학적 원리(대칭의 원리)가 담긴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다.
목표
• 3D펜과 3D 프린트의 원리를 알고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과정
Co 참고 작품을 보며 오늘 배운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ㄷ.
- 무엇을 나타낸 그림인가요? (슈퍼영웅입니다. )
- 어떤 모습을 표현하였나요? (대상의 특징을 살펴 단순화하여 나타낸 그림입니다.) ♢참고작품
Co 오늘 공부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표해 보자.
http://blog
도입 - 대칭의 원리가 담긴 나만의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하여 산출물을 만들어
.naver.com/
(10분) 보자.
yine64/1401
Co 오늘 공부할 순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69734980
- 미니멀아트 디자인 설계하기
- 미니멀아트 산출물 만들기
- 작품 감상하기
Co  나만의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위한 주제를 정한다.
- 어떤 주제를 정하였나요?
- 대상의 특징을 마인드맵으로 나타내어 봅시다.(예)
힘의 원천인
♢학생활동
슈퍼
지
헬멧을 쓴다
히어로이다.
닥터 페이트
전개
(60분)

힘이 세고

망토를

여러 가지

있다.

입고

신기한 능력이
 대상의 특징을 살려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해 봅시다.
있다.
CD  미니멀아트 디자인 산출물을 제작한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설계한 디자인을 다양한 산출물로 제작한다.
ET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정리 - 작품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10분) - 어떤 재료와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나요?
- 느낀점은 무엇입니까?
CD

대상의 특징을 발견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관찰하고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수학적 원리(대칭의원리)가 담긴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만
지도상 들어 본다. 이 때, 조형의 요소인 점, 선, 면, 색을 중심으로 통일, 변화, 균형 등
유의점 의 조형의 원리를 활용하여 나만의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하고 제작한다.
또한, 3D펜과 3D프린트를 활용하여 산출물을 만들어본 후, 다양한 감상방법을
알고 감상관점에 따라 친구들과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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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펜, 3D프
린트

차시
학생활동 2

5-8차시
대칭의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해 보자.

<상황제시> 선대칭과 점대칭의 원리를 이용하여 미니멀아트 작품을 완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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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생활동 2

5-8차시
대칭의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해 보자.

<상황제시> 생활 속 다양한 장면 속에서 대칭의 원리를 찾고 미니멀아트로 디자인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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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시-9차시 교수학습과정안과 9차시-24차시 교수학습과정은 거의 유사함.
차시
학생활동 3

9-12차시
평행과 수직의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해 보자.

<상황제시> 생활 속 다양한 장면 속에서 평행과 수직의 원리를 찾고 미니멀아트로 디자인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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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생활동 4

13-16차시
합동의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해 보자.

<상황제시> 생활 속 다양한 장면 속에서 합동의 원리를 찾고 미니멀아트로 디자인 해보자.

테셀레이션이란?
우리말로는 ‘쪽매맞춤’이라 한다. 정삼각형․정사각형․정육각형과 같이 똑같은 모양의 도형
을 이용해 어떠한 빈틈이나 겹침도 없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한다. 테셀레이션은 4를 ENt
하는 그리스어 ‘테세레스(tesseres)’에서 유래한 용어로, 정사각형을 붙여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났
다. 셀레이션 미술가로는 네덜란드의 판화가 M. C. 에스허르(Maurits Cornelis Escher)가 유
명하다. 그는 알람브라궁전의 타일 모자이크에 감명을 받은 뒤, 정다면체를 소재로 한 테셀레
이션 작품을 비롯해, 수학적 개념이 내포된 다양한 판화 작품을 만들어 테셀레이션이 미술
장르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M.C 에스러스의 작품

[네이버 지식백과] 테셀레이션 [tessellation] (두산백과)

M. C. 에스허르(Maurits Cornelis Escher) 작품

테셀레이션 작품(예)

도형을 이용한 테셀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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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생활동 5

17-20 차시
규칙성과 대응의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해 보자.

<상황제시> 생활 속 다양한 장면 속에서 규칙성과 대응의 원리를 찾고 미니멀아트로 디자인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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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생활동 6

21-24 차시
수학적 원리를 담은 미니멀아트 디자인을 설계해 보자.

<상황제시> 생활 속 다양한 장면 속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고 미니멀아트로 디자인 해보자.

- 37 -

7. 참고자료
차시

1-24차시

카메라 http://blog.naver.com/dmlfl1102/220422529442
새 http://cafe.naver.com/bookcoverdesign/12878
나무 http://blog.naver.com/dhyeo2000/221037961794
휴대폰케이스
http://swindow.naver.com/itemdetail/1003041193?f=msearch_naver&frm=NVSCIMG
집 http://blog.naver.com/rlawlgp1982/220784173415
평행과 수직의 계단, 책상 http://blog.naver.com/vasadesign/70103244084
모세의 다리 http://blog.naver.com/jsrug/30123774208
TV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67876&cid=58795&categoryId=58795 정글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410
543
보도블럭1 http://cafe.naver.com/tomokin/402768
보도블럭2 http://blog.naver.com/sjj437/199693138
참고자료

토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137707
김밥 http://blog.naver.com/h2wteco/40112039890
당근 액자 http://cafe.naver.com/imsanbu/23077098
전통문양 http://cafe.naver.com/sobian/827
http://storefarm.naver.com/felt79/products/608743473?&frm=NVSCIMG
새랑 닭 http://blog.naver.com/annajs/220550851114
대칭의 집 http://blog.naver.com/monotons14/220257589571
나뭇잎 http://cafe.naver.com/logosesang/549481
떡고치 http://blog.naver.com/nabcd06/220372797009
퀼트 가방 http://cafe.naver.com/remonterrace/16812724
자동차 마크http://blog.naver.com/kugjung112/220992031026
청룡열차 http://photo.naver.com/view/2011061700415917038
파란색 계단 http://blog.naver.com/rupinakmk/140182990443
벽면 ㄱ자 작품 http://www.pholar.co/post/139433/7690045
운동화 그림 http://blog.naver.com/cry__foryou/22008401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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