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 선, 면의 마술

조형요소의활용

미진사교과서활용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뚜렷한 형태로 그리지 않고

점, 선, 면, 색채

이런 것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1886~1944/러시아→프랑스) 회화
201번(캔버스에유채
물감/163ⅹ122.5cm/1914년)

▲몬드리안(Mondrian, Piet Cornelis/1872~1944년/네덜란드)



이런 그림을

‘추상화’

라고 한답니다.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1886~1944/러시아→프랑스) 회화
201번(캔버스에유채
물감/163ⅹ122.5cm/1914년)

▲몬드리안(Mondrian, Piet Cornelis/1872~1944년/네덜란드)



작가들은

점과 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고 있는지 한 번 볼까요?



점으로 부터

거대한점
전광영(1944~/한국)  

집합(한지/지름 450cm/2003년



리히텐슈타인

미국의팝아트화가로

만화에서차용한이미지를확대하여그린

회화작업으로유명해요.

인쇄를확대했을때생기는점까지

세밀하게표현했죠.

구멍이뚫린판을사용해서

색점들을만들었는데요, 

이사람작품에서조형의중요한요소이죠.

리히텐슈타인(Lichtenstein, Roy/1923~1997/미국) 

소녀에대한숙고/1990년)

점으로 부터



김창열

물방울을극사실적으로그려 ‘희노애락의응축, 영롱한

동양적미학’이라고평가받는작가라네요.

오랜세월동안이분의물방울그림은조금씩변했는데요.

처음엔스프레이로물방울을그렸고신문지같은일상

소품위에물방울을그리다가 80년대부터는한국적이고

동양적인한자(천자문) 위에물방울을그렸답니다.

김창열(1929~/한국) 물방울
(캔버스에유채물감/160×128.5cm/1981년

점으로 부터



이우환(1936~/한국→일본) 점으로부터
(캔버스에석채/117ⅹ117cm/1976년)

구사마야요이(草間彌生/1929~/일본) 점에대한강박-

사랑이점으로변한다(풍선, 거울등/가변크기/2006년
쇠를란데트미술관전시장면)

레인(Rain, Gavin/1971~/남아프리카
공화국) 오드리헵번(캔버스에
아크릴물감/120ⅹ120cm/2011년)

점으로 부터



감지하라, 선!

‘골즈워디’ 라는 영국작가는

공중에 선을 던지고

제목은 ‘공중에 그린 선‘ 

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이요나

철재를이용하여공간의특성을반영하는설치작업을

선보이는작가랍니다.

음악을오랫동안배우다미술로전향했는데요, 

어느날연주를할때첼로밑부분에있는쇠로만든

스파이크를보게되었고, 이스파이크가공간에계속이어져

나오면어떻게될까하는생각을했다고해요.

이후스틸로드(Steel Rod)를이용한설치작업을시작하게

되었다네요.

이요나(1986~/한국) 선작업(철골/가변크기/2012년)



합일의 순간, 탄생하는 선

목탄과신체의움직임만을활용하여완벽한
대칭의기하학적그림을그리려고했다네요.

이작가는우주의소리와자신의심장박동소리를
일치시켜서 이작업을해낸다고말했다네요. 

한센(Hansen, Heather/1970~/미국) 텅빈 제스처
(퍼포먼스, 종이에 목탄/355.6ⅹ355.6cm/2013년 오치갤러리)



혹시 선들이 보이나요?



어떤 선들이 느껴지나요? 방향은요?



선으로 마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마음의상태>

이완(학생작품)



▼이완(학생작품) 

내마음의상태
(종이에채색후가위로오림/8절/2016년)

1. 현재의마음이나떠오르는느낌을선으로그린다. 

2. 수채물감, 매직등으로굵게그린다.

3. 굵은선의모양을따라가위로오린다.



전지영(학생작품) 반복되는생활이지루하기도하지만원만하게잘보내고싶은마음(왼쪽은스케치, 가운데는물감으로그린결과물, 오른쪽은오려
붙여세운모습/스케치기준 8절지/2011년)

홍경진(학생작품) 혼란스럽고감정기복이심한내마음(왼쪽은스케치, 가운데는물감으로그린결과물, 오른쪽은오려붙여세운모습/스케치기준
8절지/2016년)



알고 가기

선과 조형 : 선은형태를만드는가장기본적인요소입니다.

선의모양에따라다양한느낌과감정을나타낼수있지요.



점, 선, 면을 활용한 작품들



황정현외 2명(학생작품) 손들(두꺼운도화지, 

색지, 펜/8절지/2016년)

이연하외 2명(학생작품) 입체
(하드보드지, 색지, /30×20×20cm)



점, 선, 면을 활용하니

무늬를 만들 수 있네요



무늬를 만들면 어떻게 작품에
활용할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nc_changa/220243223139

https://blog.naver.com/rintattoo/220562366868



구스타프 클림트

아델레블로흐-바우어의초상성취

어때요
그림속에
무늬가
등장하죠?



점, 선, 면으로

무늬를 넣는게

쉽지 않을 거 같다구요?



요즘은 이런

점, 선, 면을 활용한 작업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젠탱글’ 이라는 걸 많이 하지요?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젠탱글영상보기 https://youtu.be/dBNUnFZYO7s



우리의 활동 과제

• 못쓰는 CD나 DVD를 준비합니다. 

• 깨끗한 종이에 CD를 대고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A4 종이도 좋고, 색지도 좋아요.

(나중에 학교에서는 직접 CD 에 작업할 거예요)

• 동그라미에 면을 나누어요 (곡선과 직선을 사용해서 면을 나누는 거지요)

• 그 나누어진 면 안에 점, 선, 면을 활용해서 무늬를 넣어주세요.

• 그중 몇몇 긴 선을 정해서 다른 선보다 두껍고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CD 에 작업 한다구요?

뭐 하려구요?



이렇게

꾸미려구요.

어때요,

여러분의

작품이

여기 함께 있으면

좋겠지요?



예시작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