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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현대미술의 감상과 STEAM 체험이 융합된
STEAM 아웃리치 진로체험 프로그램
“미래탐사대-예술작품 속 과학적 원리를 찾아라”를 소개합니다.

1. 교육 프로그램 소개
과학학습의 새로운 접근과 진로체험의 기회 제공을 위해 경성대학교 미술관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STEAM아웃리치 프로그램 “미래탐사대- 예술작품 속 과학적 원리를 찾아라”를 준비했습니다.
경성대학교 미술관의 STEAM아웃리치 프로그램 “미래탐사대- 예술작품 속 과학적 원리를 찾아라”
는 예술과 과학이 접목된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으로 <“일상의 모험”전시 + 4종 프로그램>으
로 진행됩니다. 일상의 모습을 담아낸 현대미술작품 감상을 통해 작품 속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 예술, 과학을 넘나들며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신개념 STEAM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1) 특징
1. 미술관에서 과학, 수학이 친해진다. (움직임, 소리, 미디어, 프렉탈 구조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반전)
2. 예술작품을 대화적방법(VTS)으로 감상하니 쉽고 재미있다.
3. 눈으로 보기만 하는 예술작품이 아니라 만지고 소통하고 체험하는 예술작품을 만난다.
4. 예술 작품의 소재와 주제가 ‘일상’이라 친근하다.
5. 학생에게 프로그램 선택의 자율권이 주어진다.

시각적 사고전략 VTS(Visual Thinking Strategies)는 감상자의 능력이 단계별로 발달
한다는 하우젠(A. Housen)의 심미적 발달단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습자가 자발적
능동성을 가지고 작품 감상력을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해 대화적

경성대학교
미술관만의
특화된

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VTS의 3가지 발문법을 통해 학습자는 <관찰 → 해석 → 발화
→ 사고의 확장>이라는 단계별 사고의 구체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VTS학습의 효과는 관찰력, 사고력, 구술언어능력, 추론능력, 비판적 사고, 협력적 문제
해결 등의 학습 능력 외 인지적 발달측면의 향상이 검증되었다. 대화적 방식을 도입한
미술감상교육인 VTS학습은 20세기부터 토론, 대화, 등 학습자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대화적 전시감상법,

강화하는 학습형태를 강조한 협 동학습이론(Cooperative Learning), 또래 협력(Peer

VTS 소개합니다.

되어오다 최근 수학 과학 교육에도 접목되고 있다.

Collaboration)의 학습효과와 병행되어 미술관 박물관의 교육방법으로 널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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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구성
학교용 2차시 프로그램과 기관 방문형 STEAM아웃리치 4종 프로그램(미술관 전시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Set 프로그램으로 미술관 방문 전 사전 프로그램 진행 후 참여가능합니다.
학

미술관 방문 전

▶

1차시

교

미
술
관

기관 방문형
4종 프로그램
중 택1

▶

학

미술관 방문 후

교

2차시

1) 학교용 2차시 교육 프로그램
기관 방문을 예약하시면 교사용 매뉴얼을 보내드립니다. 인솔선생님께서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학교용 프로그램을 실시하시고 기관프로그램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차시

학습방법

방문 전

내용

강의, 활동지

방문 후

예술과학 융합의 개념 및 관련 작품 소개, 현대미술의 효과적인 감상법
최근 웹(Web)과 모바일(Mobile)기반의 신종 직업과 미래 직업 모델 도출

2) 기관용 STEAM아웃리치 4종 교육 프로그램
2/

/ STEAM아웃리치 프로그램 순서
구분

활동

시간(총2시간)

장소

상황제시

‘일상의 모험’전시 VTS감상

50분

제1미술관

10분 휴식
① “디지털 감성과 소통의 예술” 미디어아트

창의적 설계
+

②“소리를 예술로 보여주는 것” 사운드아트

감성적 체험활동

③“움직임을 예술로 보여주는 것” 키네틱아트

(4종 택1)

④“혼돈과 질서의 하모니” 프렉탈아트

성공의 경험

완성된 작품, 발표 및 상호 평가

50분
제2미술관

10분

/ STEAM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
구분

내용

비고

일정

매주 수, 금 (오전 10~12시, 오후 1~3시)

해당 일정 외에는 교육프로그램 없이
자율 전시 관람만 가능

행사
내용

미술관 전시 VTS로 감상(50분) →
10분 휴식 → STEAM프로그램 체험(60분)

경성대학교 제1미술관, 제2미술관

참여
인원

1타임 당 20명 내외

하루 2타임 운영

기관용 4종 프로그램

소리를 예술로 보여주는

움직임을 예술로 보여주는

‘사운드 아트’

‘키네틱 아트’

일상의 소리가 체집된 사운드 작품 제작

센서를 활용한 일상용품의 변신

디지털 감성과 소통의 예술

⓸ 혼돈과 질서의 하모니

‘미디어아트’

‘프렉탈 구조의 아름다움’

‘듀엣 체어’ 판토마임 영상제작

프렉탈 구조를 활용한 창의적 예술품 제작

학습방법

강의, VTS, 토론, 창작, 감상, 게임, 영상 활동, 활동지

3. 전시 개요
1) 전시제목
일상의 모험(The Adventures of Daily Life)
2) 일정
전시 기간 중 매주 수요일, 금요일
(하루 2 차례, 오전 10시~12시 / 오후 2시~4시)
※휴관일 매주 일요일
3) 장소
경성대학교 전관(제1미술관 / 제2미술관)
4) 전시구성
일상의 모험이라는 큰 주제 안에 <일상의 소소한 발견>, <일상 낯설게 보기>,
<일상을 넘어서> 등 세 가지 작은 테마로 세 구역을 공간 분할하여 전시 연출.

/3

Ⅱ

첨부자료

1. 홍보영상 출처
1) 홍보 및 학교용 영상 https://youtu.be/jDKYxLjvqug
2) 360도 VR영상 https://youtu.be/V8zedmEaTCQ

2. 용어 설명
미디어아트란?

미디어아트는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인 대중매체를 미술에 도입한 것. 책이나
잡지·신문·만화·포스터·음반·사진·영화·라디오·텔레비전·비디오·컴퓨터
등 대중에의 파급효과가 큰 의사소통 수단의 형태를 빌려 제작되었다. 한국출신의 백남
중 작가가 비디오아트를 선보임으로서 예술계에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을 알렸다.

4/

미디어아트에서

동영상은 정지된 이미지들이 어둠 속에서 불빛이 깜박거리는 명멸현상 앞에서 특정한

동영상의 원리는?

속도로 빠르게 보여지면서 우리는 연속적인 동작, 즉 ‘움직임의 환상’을 보는 것이다.
‘움직임의 환상’은 잔상이라고 하며, 이미지의 잔상현상을 통해 우리는 동영상을 관람하
고 있는 것이다.

사운드아트란?

시각 예술가들에 의해 제작되는 주로 소리로 구성되는 미술 작품. 시각이 아닌 청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술 형태로 사운드 아트는 미디어 아트와 현대음악 사이에 자리잡
고 있는 예술 장르다.
시각미술의 영역에서 소리의 사용은 루솔로 Luigi Russolo(1885~1947)가 1913년 미래
주의 선언문인 <소음의 미술The Art of Noise>에서 특이한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통해 청중들에게 거리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소리의 원리는?

소리 또는 음(音)은 사람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뇌에서 해석되는 매질의 움직임이다.
공기나 물 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종파이다. 우리들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
오는 소리는 공기 속을 전해오는 파동이다. 소리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
준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지만 파동의 여러 가지 성질은 음파의 경우 귀에 들리
는 소리의 변화로 알 수가 있다

키네틱아트란?

키네틱 아트(kinetic art)는 움직이는 예술·작품 속에 동세(動勢)를 표현하거나 옵 아
트와 같이 시각적 변화를 나타내려는 것과는 달리 작품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넣은 예술작품을 뜻한다. 따라서 작품은 거의 조각의 형태다. 이러한 경향은 미
래파나 다다의 예술운동에서 파생된 것이며 최초의 작품은 마르셀 뒤샹이 1913년 자전
거바퀴를 사용해 만든 '모빌'이다.

동력의 원리는?

일을 할 수 있는 힘. 기동력 혹은 원동력이라고도 한다. 최초의 동력은 사람의 힘을 이
용하는 인력, 가축의 힘을 이용하는 축력 등이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풍력,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수력 등을 범선, 풍차, 물레방아 등에 이용했다.
18세기에 물을 끓여 발생하는 수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증기 기관의 발명으로 동력을 대
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한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석유나 석탄, 가스 등
의 연료를 태우거나 폭발시켜 힘을 얻는 내연 기관 및 가스 터빈 등에 의한 내연 동력,
각종 전동기의 발달에 따른 전력, 원자력 개발에 의한 원자력 등을 동력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프렉탈 구조란?

프렉탈은 수학, 기하학 연구 분야 중 하나로서, 자기유사성(자기 닮음 도형)을 갖는 기
하학적 구조를 뜻한다. 쉽게 말하면 어떤 도형의 작은 일부를 확대해 봤을 때 그 도형의
전체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는 도형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자연계의 리아스식 해안선,
동물혈관 분포형태, 나뭇가지 모양, 창문에 성에가 자라는 모습, 산맥의 모습도 모두 프
렉탈이며, 우주의 모든 것이 결국은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용어는 IBM의 Thomas J. Watson 연구센터에 근무했던 프랑스 수학자 만델브로
트(Benoit B. Mandelbrot) 박사가 1975년 ‘쪼개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프렉투스
(frāctus)’에서 따와 처음 만들었다. 만델브로트 박사는 저서 <the Nature of Geometry
Fractal>에서 “영국의 해안선 길이가 얼마일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리아스식 해
안선에는 움푹 들어간 해안선 안에 굴곡진 해안선이 계속되었고, 자의 눈금 크기에 따
라 전체 해안선의 길이가 달라졌고 결과적으로 아주 작은 자를 이용하면 해안선의 길이
는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구조를 ‘프렉탈’
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달팽이껍질
고사리
인간의 몸
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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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용 전시관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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