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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볼록판에 나타내기 수업 모형 직접 교수법

학습 

목표

교과 ▶ 조각칼의 표현 효과를 탐색하여 볼록판화(고무 판화)로 나타낼 수 있다.

창의

인성

▶ 조각칼의 종류에 따른 표현 효과를 알고 특성을 살려 표현한다.    

▶ 안전하게 조각칼을 사용하면서 침착성을 기른다.

교수·학습 자료
▶ 교사: 동영상 자료, 판화 자료(고무 판, 마스터 잉크, 바니시, 롤러 등)

▶ 학생: 고무 판, 조각칼 등

‘직접 교수법’ 교수·학습법 과정안 예시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창의( )

인성( )

자료(◉)및 

유의점(※)

1

문제 인식

◎ 전시 학습 상기하기

• 판화의 특성 이야기하기

◎ 학습 문제 인식

조각칼의 표현 효과를 탐색하여 볼록판화(고무 판화)로 나타낸다.

5분 ◉ 교과서 참고 작품

2

설명 및 
시범

◎ 학습 과제 수행을 위한 교사의 설명 및 시범

• 볼록판화의 원리와 고무 판화 특성 이해하기  

• 고무 판화의 재료와 용구를 알고 사용법 알기

- 조각칼의 사용과 잡는 법

- 조각칼의 종류와 표현 효과 알아보기 

• 고무 판화의 제작 방법과 순서 알기

• 다양하게 찍어 보는 방법 알기

20분  

민감성, 

정교성, 

몰입

◉ 교사의 시범 혹은  동영상 

자료

※ 설명 및 시범의 내용

이 많을 경우, 설명 및 시

범 � 질의응답 � 연습  

활동을 반복할 수 있다. 

3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 정도 확인하기

•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정도 확인하기

• 참고 작품을 살펴보며 표현 효과에 따른 조각칼의 종류 찾아보기

• 참고 작품에서 표현이 잘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이야기하기

5분  

민감성, 

정교성

※ 조각칼 사용법, 볼록판화

의 제작 방법 등을 학생 스

스로 설명해 보게 하여 이

해 정도를 확인하며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연습 활동

◎ 조각칼의 사용 연습하기

• 조각칼 잡는 방법에 유의하며 새겨 보기

• 고무 판을 부분으로 나누어 조각칼별로 여러 가지 선을 긋고 새겨 보기

• 조각칼 종류별 표현 효과를 비교하기

15분  

흥미, 

집중, 

몰입

※ 용구의 바른 사용법에 

대한 확인 지도가 필요하다.

5

작품 제작

◎ 작품 제작하기

• 제작 과정에 따라 독창적인 작품 제작하기 

구상하기→ 밑그림 그리기 → 밑그림 옮기기 → 판 새기기 →       

잉크 바르기 → 찍어 내기 → 수정하여 다시 찍기

• 조각칼의 성질 및 표현 효과를 생각하며 표현하기

70분  

문제 해결력, 

자율성

 

침착, 책임 

※ 잉크를 바르기 전에    

프로타주 기법으로 판 위에 

색칠하여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한다. 

6

정리 및 
발전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내용 정리하기 

•    자기 작품과 친구들의 작품을 비교해 보며 조각칼의 효과가 잘     

나타난 부분을 찾아 이야기하기

• 고무 판화의 제작 과정 중 어려웠던 점 이야기하기

5분  

민감성, 

정교성

 

배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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