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창의( )

인성( )

자료(◉)및 

유의점(※)

1

문제 인식

◎ 동기 유발하기

• 우리나라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 사진 자료를 보며 자유롭게 느낌  

말해 보기

•느낌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되었는지 주요 요인 찾아보기

◎ 학습 문제 인식

우리나라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를 비교 감상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4분  

민감성,

정교성

◉ 우리나라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 참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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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우리나라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 비교 수업 모형 귀납적 사고법

학습 

목표

교과 ▶ 우리나라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를 비교 감상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창의

인성

▶ 시대적, 지역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발달한 문화적 전통을 통해 창의성을 이해한다.    

▶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

교수·학습 자료
▶ 교사: 우리나라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 참고 작품

▶ 학생: 우리나라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 작품 수집, 필기도구

‘귀납적 사고법’ 교수·학습법 과정안

◎ 다양한 자료에서 산수화와 풍경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탐색하기

• 개인이 수집한 자료를 모둠별로 모으기

• 자료를 관찰하며 탐색하기

•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 기준 토의하기

• 자료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발견하기   

• 다른 학생들의 의견과 대비시켜 정교화하기

15분  

정교성,

탐구 능력

 

배려

◉ 참고 작품

※ 다양한 자료를 관찰하

고 분류하며 공통점과 차

이점을 찾는 탐색 활동을 

통해 탐구 능력을 발달시

키도록 한다.

◎ 산수화와 풍경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발견하기

• 탐색한 사실을 근거로 상호 관계에서 공통점 발견하기

  예   산과 물 등의 풍경을 그린 그림 등

• 탐색한 사실을 근거로 상호 관계에서 차이점 발견하기 

  예   재료, 조형 요소의 차이, 시점, 공간 표현법, 낙관과 사인 등

•  공통점과 차이점, 느낌의 차이를 언어로 설명해 보기

•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긴 이유를 지역적 특성과 관련지어 보기

10분  

논리 분석적

사고

※ 추상적인 개념은 작품의 

표현을 보며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표현 방법이 주는 느낌

의 차이를 명제적으로 지

식화하기보다는 다양한 느

낌의 표현이 나올 수 있도

록 유도한다.

◎ 다른 작품에 적용하여 설명해 보기

• 다른 산수화와 풍경화 작품에서 발견한 사실 적용해 보기 

• 학습한 미술 용어를 사용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기,     

혹은 비교 감상문을 작성해 보기

• 친구들의 설명에서 미흡한 점 보완하기

8분  

융통성,

비판적 

사고

※ 비교 감상문을 작성하여 

평가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학습한 내용을 정리·확인하기

•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이야기하기

3분  

비판적 사고

 

배려, 약속

관계 탐색

개념 발견

개념 적용

정리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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