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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기초조형

교 재 김형석 외 - 2014 - 창의적 발상과 통합적 사고를 위한 : 기초조형 - 아르떼

학 점 3

강 의 시 간 5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디자인에 필수적인 기본 조형원리를 이해하고 재료의 특질과 

활용 가능성을 탐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조형 감각을 길러 독창

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의 주

요한 수단으로서 디자인은 현대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과 밀접

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디자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형 언어를 다루는데 능숙해야만 한다. 본 교과목

은 다양한 조형 활동을 통해 디자인의 기본 감각을 향상시키

고 다양한 형태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조형에 대한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을 병행한다. 

다양한 실험과 제작을 통해 기초조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

하여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을 깨우칠 수 있다.

최근의 화예는 상품제작, 장식적 오브제 제작 등의 영역부터 

공간 및 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한 공간예술 디자인까지 폭넓

은 창의성과 전문성의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디자인에 필수적인 기본 조형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2. 재료의 특질을 이해하고 활용 방법을 학습한다.

3. 다양한 조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형에 대한 구조적

을 특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조형 감각을 향상시킨다.

4. 재료에 대한 깊은 숙련과 공간 및 시간에 대한 이해를 융

합하여 확장된 창조능력을 배양한다.

5. 최종적으로 다양한 조형 활동을 통해 디자인의 기본 감각

을 향상시켜 심도 있는 표현력과 창의적 감각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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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강의주제 : 오리엔테이션
2. 강의목표 : 학습목표와 주차별 강의진행 방법, 평가방법, 출결

관리에 대하여 이해한다. 
3. 세부내용 :수업진행계획
4. 수업방법 : 학습목표와 주차별 강의진행 방법, 평가방법, 출결

관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2. 과제물 안내
 - 과제물 주제 : 식물재료의 형

태에 따른 분류와 형태를 이용
한 작품 사례분석

 - 제출 : 12주차 수업일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 조형의 의미
2. 강의목표 : 조형창조물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형태의 중요성, 

논리적, 분석적 프로세스를 통한 새로운 조형세계의 창조임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조형활동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4. 수업방법 : 조형활동의 프로세스에 대해 예시작품을 통해 

PPT를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1~42)

2. 주교재 목차
 - 조형의 의미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조형의 의미
2. 강의목표 : 예술영역으로서의 화예와 조형을 위한 사유와 창의

적 직관에 다른 아이디어의 포괄적 표현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사유와 표현
 1) 조형활동에서의 사유
 2) 조형활동에서의 예술적 직관과 아이디어 표현
4. 수업방법 : 조형활동에서의 사유와 예술적 직관에 따른 아이

디어 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예시 작품을 통해 
PPT를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1~42)

2. 주교재 목차
 - 조형의 의미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드로잉
2. 강의목표 : 조형요소의 기본이 되는 드로잉의 정의와 종류 ,

역사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드로잉
 1) 드로잉의 역사
 2) 드로잉의 종류
 3) 드로잉의 역사
4. 수업방법 : 조형요소의 기본이 되며 모든 창착활동의 시작이 

되는 드로잉에 대해 주 교재의 내용을 PPT를 활용하여 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1~42)

2. 주교재 목차
 - 드로잉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드로잉
2. 강의목표 : 조형요소의 기본이 되는 드로잉의 정의와 종류 역

사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드로잉
 1)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여 관찰한다
 2) 대상을 스케치한다. 
4. 수업방법 :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스케치하는 과정을 통하

여 관찰력과 스케치를 통한 표현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갖
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1~42)

2. 주교재 목차
 - 드로잉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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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2 주

1

1. 강의주제 : 조형요소
2. 강의목표 : 조형을 이루는 요소의 종류와 특지으이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에 활용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개념요소 - 점, 선, 면 
 2) 시각요소 - 형, 색, 질감, 운동감
 3) 상관요소 - 면적, 무게
 4) 실제요소 - 목적성
4. 수업방법 : 조형을 이루는 요소를 이해하고 표현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주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43~52)

2. 주교재 목차
 - 조형요소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조형요소를 활용한 조형표현
2. 강의목표 : 조형요소를 의도와 구상에 맞춰 조형 원리에 

따라 배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스케치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아이디어구상
 2) 아이디어스케치
4. 수업방법 : 조형요소를 의도와 구상에 맞춰 조형 원리에 

따라 스케치를 통해 표현한다. 

1. 부교재
 - (p. 24~28)

2. 부교재 목차
 - 파피어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조형요소를 활용한 조형표현
2. 강의목표 : 자신의 아이디어를 주어진 소재를 이용하여 표

현제작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스케치를 기본으로 한 제작
 2) 소재의 이용과 표현
4. 수업방법 : 조형요소를 의도와 구상에 맞춰 조형 원리에 

따라 주어진 소재로 제작한다. 

1. 부교재
 - (p. 24~28)

2. 부교재 목차
 - 파피어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조형요소를 활용한 조형표현 
2. 강의목표 : 자신의 아이디어를 주어진 소재를 이용하여 표

현제작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스케치를 기본으로 한 제작
 2) 소재의 이용과 표현
4. 수업방법 : 조형요소를 의도와 구상에 맞춰 조형 원리에 

따라 주어진 소재로 제작한다. 

1. 부교재
 - (p. 24~28)

2. 부교재 목차
 - 파피어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조형요소를 활용한 조형표현과 연출
2. 강의목표 : 제작한 오브제를 활용한 공간연출과 프리젠테

이션
3. 세부내용 : 
 1) 제작한 오브제를 이용한 공간을 설정
 2) 오브제를 공간에 연출
 3) 연출된 공간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4. 수업방법 :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제작한 사각형의 반복적

인 배치를 통하여 설치작품을 제작한 후 완성작품에 대해 
조형요소의 개념으로 프리젠테이션한다.

1. 부교재
 - (p. 24~28)

2. 부교재 목차
 - 파피어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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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3 주

1

1. 강의주제 : 조형원리 1
2. 강의목표 : 조형원리 중 통일성과 다양성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통일성, 다양성
 1) 통일성 - 지각심리학, 게슈탈트 이론
 2) 변화와 통일을 통한 다양성
4. 수업방법 :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질적 

예시를 주교재와 작품을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53~59)

2. 주교재 목차
 - 조형원리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조형원리 1
2. 강의목표 : 조형원리 중 리듬, 동세&움직임의 개념과 이론

적 배경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리듬, 동세&움직임
 1) 리듬
 2) 동세&움직임
4. 수업방법 : 리듬, 동세&움직임에 대한 예시를 주교재와 작

품을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53~59)

2. 주교재 목차
 - 조형원리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조형원리 1
2. 강의목표 : 앞에 제시된 조형원리 중 하나를 표현하기 위

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표현하고자 하는 조형원리를 선택
 2) 선택한 조형원리를 표현하기 위한 스케치
4. 수업방법 : 사각형의 오아시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윤곽을 

제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스케치 한다. 

1. 부교재
 - (p. 84~85)

2. 부교재 목차
 - FORM_형태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조형원리 1
2. 강의목표 :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완

성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주어진 소재의 특징을 파악한다.
 2) 아이디어를 주어진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4. 수업방법 : 사각형의 오아시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윤곽을 

만들어 고유한 형태에서 서로 다른 질감을 표현한다.

1. 부교재
 - (p. 84~85)

2. 부교재 목차
 - FORM_형태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조형원리 1
2. 강의목표 : 각각의 완성작을 활용하여 다른 조형원리를 표

현하는 연출을 하고 구성의 특징을 발표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제작된 각각의 오브제를 공간에 다양한 조형원리로 연출

한다. 
 2) 연출된 공간에 대해 조형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4. 수업방법 : 완성작품을 모아 공간을 연출하고 조형의 원리

로 설명한다.

1. 부교재
 - (p. 84~85)

2. 부교재 목차
 - FORM_형태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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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4 주

1

1. 강의주제 : 조형원리 2
2. 강의목표 : 상하좌우의 균형 및 반복을 통한 통일감과 안

정감에대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조형원리 중 균형과 비례의 개념과 이론적 배

경을 이해한다.
 1) 균형
 2) 비례
4. 수업방법 :균형과 비례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주 교재와 

작품을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64~66)

2. 주교재 목차
 - 조형원리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조형원리 2
2. 강의목표 : 조형원리 중 강조와 반복과 조화(유사조화, 대

비조화)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1) 강조와 반복
 2) 조화(유사조화, 대비조화)
4. 수업방법 : 강조와 반복과 조화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주 교재와 작품을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64~66)

2. 주교재 목차
 - 조형원리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조형원리 2
2. 강의목표 : 앞에 제시된 조형원리 중 하나를 표현하기 위

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표현하고자 하는 조형원리를 선택
 2) 선택한 조형원리를 표현하기 위한 스케치
4. 수업방법 : 가지가 갖는 특징을 설명하고, 굵기가 서로 다

른 가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오브제 제작하기 위한 스
케치를 한다.

1. 부교재
 - (p. 86~89)

2. 부교재 목차
 - HERZEN_하트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조형원리 2
2. 강의목표 :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완

성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주어진 소재의 특징을 파악한다.
 2) 아이디어를 주어진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4. 수업방법 : 굵기가 서로 다른 가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선의 특징을 살려 조형원리가 보이는 오브제를 제작한다. 

1. 부교재
 - (p. 86~89)

2. 부교재 목차
 - HERZEN_하트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조형원리 2
2. 강의목표 : 각각의 완성작을 활용하여 다른 조형원리를 표

현하는 연출을 하고 구성의 특징을 발표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제작된 각각의 오브제를 공간에 다양한 조형원리로 연출

한다. 
 2) 연출된 공간에 대해 조형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4. 수업방법 : 선을 활용한 오브제를 제작한 이후 공간을 연

출하고 공간을 구성한 조형원리를 설명하고 토론한다. 

1. 부교재
 - (p. 86~89)

2. 부교재 목차
 - HERZEN_하트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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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5 주

1

1. 강의주제 : 조형원리 3
2. 강의목표 : 공간적, 시간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비요소와 대

칭과 비대칭의 규칙에 대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대비요소
 2) 대칭과 비대칭
4. 수업방법 : 공간시간적 대비요소와 대칭과 비대칭의 개념

과 이론적 배경을 주 교재와 작품을 PPT를 활용하여 강의
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62~67)

2. 주교재 목차
 - 조형원리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조형원리 3
2. 강의목표 : 공간적, 시간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비요소와 대

칭과 비대칭의 규칙에 대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대비요소
 2) 대칭과 비대칭
4. 수업방법 : 공간시간적 대비요소와 대칭과 비대칭의 개념

과 이론적 배경을 주 교재와 작품을 PPT를 활용하여 강의
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62~67)

2. 주교재 목차
 - 조형원리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프레임 구성
2. 강의목표 : 조형원리 중 하나를 표현하기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벽장식
 1) 표현하고자 하는 조형원리를 선택
 2) 선택한 조형원리를 표현하기 위한 스케치
4. 수업방법 : 사각형 인공적인 프레임 안에 서로 다른 작은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 

1. 부교재
 - (p. 98~101)

2. 부교재 목차
 - VIER ECKE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프레임 구성
2. 강의목표 :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완

성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벽장식
 1) 주어진 소재의 특징을 파악한다.
 2) 아이디어를 주어진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4. 수업방법 : 자신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사각형 인

공적인 프레임 안에 서로 다른 작은 공간들을 제작한다. 

1. 부교재
 - (p. 98~101)

2. 부교재 목차
 - VIER ECKE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프레임 구성
2. 강의목표 :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아이디어 발상과 조형원

리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벽장식
 1) 자연소재와 인공소재가 갖는 특징의 이해
 2) 표현된 소재의 특징과 조형원리를 설명
4. 수업방법 : 자연소재와 인공소재를 경쟁하는 조형물 제작 

후 소재 사용 이유 및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1. 부교재
 - (p. 98~101)

2. 부교재 목차
 - VIER ECKE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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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6 주

1

1. 강의주제 : 형태와 표현 - 형과형태
2. 강의목표 : 조형의 기본원리가 되는 관념적인 형태와 현실

적인 형태 등의 형태의 개념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형태의 개념
 2) 형태의 종류 
4. 수업방법 : 조형의 기본이 되는 형태의 개념과 종류를 주

교재와 작가의 작품을 PPT를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p. 71~75)

2. 주교재 목차
 - 형태와 표현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오브제
2. 강의목표 : 예술작품으로서의 오브제의 개념과 특징을 이

해한다. 
3. 세부내용 :
 1) 대지미술
 2) 설치미술
 3) 환경미술
4. 수업방법 : 대지미술, 설치미술, 환경미술의 대표작가의 작

품의 설명과 토론을 통해 화예작품의 확장성에 대해 토론
한다. 

1. 부교재
 - (p. 110~121)

2. 부교재 목차
 - OBJECKT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오브제 작업
2. 강의목표 : 자신의 컨셉을 도출하고,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컨셉도출
 2) 아이디어스케치
 3) 소재결정
4. 수업방법 : 도출된 컨셉을 표현하는 아이디어를 스케치한

다. 

1. 부교재
 - (p. 110~121)

2. 부교재 목차
 - OBJECKT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오브제 작업
2. 강의목표 : 결정된 아이디어를 적당한 소재를 통해 제작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소재의 특징파악하고 제작
 2) 작업의 완성 
4. 수업방법 : 아이디어스케치의 표현을 위한 소재를 선택하

고 제작한다. 

1. 부교재
 - (p. 110~121)

2. 부교재 목차
 - OBJECKT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오브제 작업
2. 강의목표 : 완성된 작품의 제작의도와 컨셉을 재료와 스토

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컨셉 및 소재 프리젠테이션
 2) 토론 및 크리틱 
4. 수업방법 : 나무, 뿌리, 잎, 돌, 흙, 물, 껍질, 열매, 잡초 등

을 이용한 내츄럴 오브제 제작 후 작품 컨셉 및 소재 선택 
이유에 대해 발표한다.

1. 부교재
 - (p. 110~121)

2. 부교재 목차
 - OBJECKT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중간고사 응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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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7 주

1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2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3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4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5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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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8 주

1

1. 강의주제 : 형태와 표현 - 형과형태
2. 강의목표 :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개념과 표현 , 대상과 배

경에 의한 표현에 대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기하학적인 형태 환원
4. 수업방법 : 형태의 근본이 되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표현에 

대해 교재와 작가의 작품을 PPT자료를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75~84)

2. 주교재 목차
 - 형태와 표현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형태와 표현 - 형과형태
2. 강의목표 : 대상과 배경에 의한 관계와 표현에 대해 알아

본다. 
3. 세부내용 : 1. 형과형태 - 형이란 무엇인가
 1) 대상과 배경
4. 수업방법 : 표현의 주대상과 배경의 관계에 대해 교재와 

PPT자료를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75~84)

2. 주교재 목차
 - 형태와 표현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꽃다발_스트라우스
2. 강의목표 : 꽃다발의 형태에 따른 차이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꽃다발의 개념과 종류
 2) 꽃다발의 형태와 제작기법에 따른 특징
4. 수업방법 : 사선과 평행의 두가지 형태의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시연한다. 

1. 부교재
 - (p. 122~133)

2. 부교재 목차
 - STRAUSS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꽃다발_스트라우스
2. 강의목표 : 작품안에서 형, 형태가 드러나게 하는 배치법 

및 형의 근본요소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꽃다발을 사선과 평행의 두가지 방법으로 제작
4. 수업방법 : 사선과 평행의 두가지 형태의 꽃다발을 제작해

본다. 

1. 부교재
 - (p. 122~133)

2. 부교재 목차
 - STRAUSS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꽃다발_스트라우스
2. 강의목표 : 다양한 형태의 꽃다발에 대해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발표한다. 
3. 세부내용 : 
 1) 다양한 형태의 꽃다발이 갖는 특징과 형태의 차이점을 발

표한다. 
4. 수업방법 : 묶음점이 한곳 혹은 여러개인 꽃다발을 제작하

고 토론한다. 

1. 부교재
 - (p. 122~133)

2. 부교재 목차
 - STRAUSS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10 -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9 주

1

1. 강의주제 : 형태와 표현 - 관찰
2. 강의목표 : 대상을 보는 시지각을 통한 관찰에 대해 이해

하고 시간과 공간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작업에 대해 알아
본다.

3. 세부내용 :
 1) 관찰
 2) 시지각
4. 수업방법 : 시지각을 통해 대상을 관찰하는 과정과 시간과 

공간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에 대해 교재와 자료를 통
해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85~96)

2. 주교재 목차
 - 형태와 표현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형태와 표현 - 관찰
2. 강의목표 : 대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시간과 공간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재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관습적 시각
 2) 재현
4. 수업방법 : 시지각을 통해 관찰한 대상을 표현하고 재현하

는 과정에 대해 교재와 자료를 통해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85~96)

2. 주교재 목차
 - 형태와 표현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꽃을 지탱하는 방법
2. 강의목표 : 꽃을 고정하는 다양한 원리와 방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꽃과 자연소재, 비자연소재의 조화
 2) 꽃을 고정하는 테크닉
4. 수업방법 : 자연적인소재와 비자연적인 소재로 꽃을 고정

하는 테크닉을 설명하고 연습한다. 

1. 부교재
 - (p. 134~139)

2. 부교재 목차
 - HANAKUBARI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꽃을 지탱하는 방법
2. 강의목표 : 꽃을 고정하는 다양한 원리와 방법을 알아보고 

시도해본다. 
3. 세부내용 :
 1) 다양한 화기와 방법으로 꽃을 고정하는 방법시도
4. 수업방법 : 자연적인소재와 비자연적인 소재로 꽃을 고정

하는 테크닉을 설명하고 연습한다. 

1. 부교재
 - (p. 134~139)

2. 부교재 목차
 - HANAKUBARI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꽃을 지탱하는 방법
2. 강의목표 : 다양한 방법으로 꽃을 고정하는 방법을 시도해

본다. 
3. 세부내용 :
 1) 다양한 화기와 방법으로 시도한 고정방법에 대하여 발표
4. 수업방법 : 다양한 선을 살려 한송이의 꽃을 가치 있게 표

현해본 후 시도한 방법에 대해 발표한다.

1. 부교재
 - (p. 134~139)

2. 부교재 목차
 - HANAKUBARI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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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형태와 표현_표현
2. 강의목표 : 객관적 표현 및 주관적 표현을 이용한 작품의 

표현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객관적 표현
 1) 재현에서 표현으로
4. 수업방법 : 형태의 객관적 표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97~111)

2. 주교재 목차
 - 형태와 표현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형태와 표현_표현
2. 강의목표 : 객관적 표현 및 주관적 표현을 이용한 작품의 

표현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주관적 표현
 1) 상징과 의미
 2) 비유, 은유
 3) 상징
4. 수업방법 : 형태의 주관적 표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주교

재와 자료를 활용하여 PPT로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97~111)

2. 주교재 목차
 - 형태와 표현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책과 꽃을 이용한 어렌지먼트 
2. 강의목표 : 책과 꽃을 이용한 어렌지먼트를 위한 오브제와 

공간에 대한 컨셉을 정하고 아이디어스케치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책과 꽃을 위한 공간 설정
 2) 오브제 아이디어 스케치
 3) 공간과 오브제 아이디어 스케치
4. 수업방법 : 책과 꽃을 위한 공간을 설정하고 공간과 오브

제 아이디어를 스케치한다.

1. 부교재
 - (p.149)

2. 부교재 목차
 - 책과 꽃을 이용한 어

렌지먼트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책과 꽃을 이용한 어렌지먼트 
2. 강의목표 : 출판기념회를 위한 책과 꽃을 이용한 공간과 

어렌지먼트를 제작하고 연출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기획한 어렌지먼트 제작
 2) 공간연출
4. 수업방법 : 책과 꽃을 이용한 어렌지먼트를 제작한다. 

1. 부교재
 - (p.149)

2. 부교재 목차
 - 책과 꽃을 이용한 어

렌지먼트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책과 꽃을 이용한 어렌지먼트 
2. 강의목표 : 출판기념회를 위한 책과 꽃을 이용한 공간과 

어렌지먼트를 연출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공간과 어렌지먼트 연출
 2) 연출된 공간에 대한 컨셉과 기획의도 발표
4. 수업방법 : 출판기념회를 위한 테이블과 같이 연출한 후 

테이블 컨셉 및 연출 방법에 대해 발표한다.

1. 부교재
 - (p.149)

2. 부교재 목차
 - 책과 꽃을 이용한 어

렌지먼트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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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질감의 개념 & 유형과 표현
2. 강의목표 : 시각적, 촉각적으로 느끼는 질감에 특성과 유형 

및 표현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질감
 1) 질감의 정의
 2) 질감의 유형과 표현 - 촉각적 질감
4. 수업방법 : 질감의 정의와 촉각적 질감에 대하여 주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15~127)

2. 주교재 목차
 - 질감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질감의 개념 & 유형과 표현
2. 강의목표 : 
3. 세부내용 :질감
 1) 질감의 유형과 표현
 2) 시각적 질감
 3) 질감과 패턴
4. 수업방법 : 질감의 표현에서 시각적 질감과 질감에 의한 

패턴에 애하여 주교재를 위조로 PPT와 시각자료를 활용하
여 세부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27~137)

2. 주교재 목차
 - 질감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리스_크란츠
2. 강의목표 : 다양한 질감이 표현되는 리스를 제작하기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다양한 질감과 색감에 대한 발상
 2) 원형의 리스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
4. 수업방법 : 원형형태의 리스를 제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한다. 

1. 부교재
 - (p. 152~161)

2. 부교재 목차
 - KRANZ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리스_크란츠
2. 강의목표 :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감이 표현되는 

리스를 제작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스케치를 기반하여 리스 제작
 2) 질감과 색감의 표현
4. 수업방법 : 스케치에 기반하여 원형화이어에 이끼나 볏짚

을 감아 동그랗게 제작하고 다양한 질감의 꽃을 이용하여 
리스를 제작한다. 

1. 부교재
 - (p. 152~161)

2. 부교재 목차
 - KRANZ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리스_크란츠
2. 강의목표 : 제작된 리스에 대하여 작품컨셉과 제작의도를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완성된 작품의 컨셉과 제작의도 발표
 2) 결과물의 완성도에 대한 크리틱
4. 수업방법 : 재료, 질감, 색 등의 의해서 달라지는 디자인을 

비교하여 발표한다.

1. 부교재
 - (p. 152~161)

2. 부교재 목차
 - KRANZ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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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색채
2. 강의목표 : 색에 대한 기본 속성 및 원리를 이해하고 역사

속에서 색채인식에 대해서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색의 속성
 2) 역사 속 색채 인식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

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41~156)

2. 주교재 목차
 - 색채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색채
2. 강의목표 : 색이 감정과 지각에 인지되는 영향력과 색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마음을 움직이는 색
 1) 규범이 된 색채
 2) 색채의 표현적 의미
4. 수업방법 : 공간과 색체학적, 조형학적 디자인을 고려한 센

터피스를 제작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7~176)

2. 주교재 목차
 - 색채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테이블장식
2. 강의목표 : 공간과 색채를 고려한 테이블장식을 위한 아이

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테이블 장식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 
 2) 공간을 설정하고 아이디어 스케치한다. 
4. 수업방법 : 센터피스를 테이블 중앙에 놓고 생화로 장식한 

후 컨셉 및 제작 의도에 대해 발표한다.

1. 부교재
 - (p. 190~195)

2. 부교재 목차
 - 테이블장식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테이블장식
2. 강의목표 : 아이디어 스케치한 테이블 장식을 적절한 소재

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아이디어 스케치한 테이블 장식을 적절한 소재를 활용하

여 제작한다. 
4. 수업방법 : 공간과 색채학적, 조형학적 디자인을 고려한 테

이블장식을 제작한다. 

1. 부교재
 - (p. 190~195)

2. 부교재 목차
 - 테이블장식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테이블장식
2. 강의목표 : 제작한 테이블 장식과 공간을 연출하고 컨셉과 

의도를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제작한 테이블장식과 함께 공간을 연출한다. 
 2) 연출된 공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한다. 
4. 수업방법 : 의도한 공간연출과 함께 제작한 테이블장식을 

연출하고 공간설정과 컨셉 및 제작 의도에 대해 발표한다.

1. 부교재
 - (p. 190~195)

2. 부교재 목차
 - 테이블장식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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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공간, 원근법
2. 강의목표 : 원근법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원근법의 개념과 역사
 1) 원근법의 개념
 2) 원근법의 역사
4. 수업방법 : 원근법의 개념과 역사의 설명을 위해 주교재와 

예시작품을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85~195)

2. 주교재 목차
 - 원근법의 개념과 역사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공간, 원근법
2. 강의목표 : 선원근법과 동양에서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선원근법과 동양에서의 공간감
 1) 선원근법
 2) 동양에서의 공간감
4. 수업방법 : 동양에서 공간을 이해하는 개념의 설명을 위해 

주교재와 예시작품을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96~214)

2. 주교재 목차
 - 원근법의 개념과 역사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백화점 쇼윈도 디스플레이
2. 강의목표 : 백화점 쇼윈도를 위한 공간연출을 기획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백화점 쇼윈도를 위한 공간연출을 기획한다
 2) 원근법을 활용한 아이디어 스케치한다. 
4. 수업방법 : 조를 편성하여 백화점 쇼윈도 디스플레이를 제

작하기 위한 컨셉을 기획한다. 

1. 부교재
 - (p. 196~199) 

2. 부교재 목차
 - INSTALLTION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백화점 쇼윈도 디스플레이
2. 강의목표 : 백화점 쇼윈도를 위해 기획한 공간연출을 표현 

제작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백화점 쇼윈도를 위한 스케치를 기반으로 연출한다. 
 2) 공간의 이해를 기반으로 표현한다. 
4. 수업방법 : 백화점 쇼윈도 디스플레이를 제작한다.

1. 부교재
 - (p. 196~199) 

2. 부교재 목차
 - INSTALLTION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백화점 쇼윈도 디스플레이
2. 강의목표 : 백화점 쇼윈도를 위해 표현 제작된 기획한 공

간연출을 컨셉과 의도를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완성된 쇼윈도 공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2) 평가 및 토론
4. 수업방법 : 작품의 배치에 따른 공간 구성을 변형해보고 

제작의도와 결과물에 대해 발표한다. 

1. 부교재
 - (p. 196~199) 

2. 부교재 목차
 - INSTALLTION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기말고사 응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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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4 주

1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항목 외

2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항목 외

3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항목 외

4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항목 외

5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항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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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꼴라쥬의 개념과 표현기법
2. 강의목표 : 꼴라쥬의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꼴라쥬의 개념
4. 수업방법 : 꼴라쥬의 개념에 대해 자료와 예시작품을 PPT

를 활용하여 강의한다.

1. 부교재
 - (p.200~208)

2. 부교재 목차
 - PHOTOS
 _ REALISMUS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꼴라쥬의 개념과 표현기법
2. 강의목표 : 꼴라쥬의 표현기법에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꼴라쥬의 표현기법
4. 수업방법 : 꼴라쥬의 표현기법에 대해 자료와 예시작품을 

PPT를 활용하여 강의한다.

1. 부교재
 - (p.200~208)

2. 부교재 목차
 - PHOTOS
 _ REALISMUS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꼴라쥬 작품제작
2. 강의목표 : 꼴라쥬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기획한다. 
3. 세부내용 :
 1) 작품에 사용한 재료를 취합한다
 2) 작품을 위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한다
4. 수업방법 : 사진과 자연소재가 만나 사진의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 자신의 의도가 표현되도록 계획한다. 

1. 부교재
 - (p.200~208)

2. 부교재 목차
 - PHOTOS
 _ REALISMUS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꼴라쥬 작품제작
2. 강의목표 : 꼴라쥬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제작한다. 
3. 세부내용 :
 1) 기획한 아이디어를 준비된 재료를 활용하여 표현다. 
4. 수업방법 : 사진과 자연소재가 만나 사진의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 자신의 의도가 표현되도록 표현한다. 

1. 부교재
 - (p.200~208)

2. 부교재 목차
 - PHOTOS
 _ REALISMUS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꼴라쥬 작품제작
2. 강의목표 : 작품의 기획의도를 프리젠테이션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작품의 컨셉의 프리젠테이션
 1) 자신의 작품 컨셉을 정리한다
 2) 자신의 컨셉을 작품의 표현 함께 설명한다.
4. 수업방법 : 꼴라쥬 기법을 활용한 자신의 작품에 대해 표

현하고자 한 개념에 대해 프리젠테이션한다. 

1. 부교재
 - (p.200~208)

2. 부교재 목차
 - PHOTOS
 _ REALISMUS

1. 학습자료
 - 부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성적열람기간,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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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별 세부내역                                          ※ 실습평가서 점수는 기타에 작성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서 기타

20 30 10 20 2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1. 강의

-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학습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의교안, 시각적 PPT 자료, 사례분석 등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2. 교수자 시연

- 주차별 수업실습에 대해 교수자 시연을 통해 실습절차와 방법

을 학습하도록 한다. 

3. 학습자 실습

- 다양한 실험과 제작 실습을 통해 학습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을 깨우치도록 한다.

4. 질의응답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

으로 리뷰한다.

- 수업 중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5. 토론 및 학습자 참여유도

- 학습자 발표를 통해 실습내용에 대한 사고와 의견을 공유하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 학습자간 토론과 토의를 통해 학습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자 참

여를 유도한다.

6. 과제 피드백

- 과제 피드백을 통해 타인과 자신의 과제학습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하도록 하여 과제학습의 역량을 높인다.

1. 주교재

- 김형석 외 - 2014 - 창의적 발상과 통합적 사고를 위한 : 기초

조형 - 아르떼

2. 부교재

- 조연용 - 2009 - 플로리스틱 조형 - 문운당

3. 강의 교안

- 주교재와 부교재 이외에 다양한 화예조형작품의 사진자료와 예

시자료를 시각화하여 PPT자료로 제시하여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4. 최신 인터넷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최신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시청각적인 감각과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5.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

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6. 참고자료

- 수업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학습

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