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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 50명을 대상으로 색채대비에 관련된 실습 수업을 종이 활동지를 활용한 전통적

인 방식과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활동지 수업을 진행한 후 학습자들의 수업 결과물과 설문지를 통해 미디어 

프로그램인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의 효용가치를 이해도, 활용도, 만족도, 흥미도 면에서 알아보고자 하

였다. 연구 결과 첫째, 수업 결과물 경우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에서 재료로 인한 색채의 제한이 없어 

학생들이 이론에 부합하는 다양한 색채를 사용했다. 둘째,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활동지 수업은 종이 활동지

를 활용한 전통적인 수업에 비해 이해도 영역을 제외한 활용도, 만족도, 흥미도 면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에 본 연구는 색채 관리 수업에서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실습 활동의 효용성을 증명하였다.

주제어 : 색채대비, 엔트리 소프트웨어, 이해도, 활용도, 만족도, 흥미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usefulness of color contrast program for 50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comparing the traditional class and the class using the entry software 

: understanding, utilization, satisfaction, and interes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class results, there were no limitations on colors due to materials in the class 

using the entry software, so students used various colors that match the theory. Second, the activity 

class using the entry software showed a positive response in terms of utilization, satisfaction, and 

interest except for the comprehension area, compared to the traditional class using the paper 

activity. Therefore, this study prov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actice activity using the entry 

software in the color managemen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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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람이 감각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시각

이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각을 사용하고 인지

하기 때문에 색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

지만, 미술 분야에서는 색 지각과 관련하여 배색, 대비, 

색의 시각적인 효과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룬다. 

미술교육에서의 색채 교육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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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한 뒤, 이에 대한 실습으로 표현 활동을 진행하

고 있다. 이것을 전통적인 수업방식에서의 실습 활동이

라고 부른다. 전통적인 수업방식에의 실습 활동은 색연

필, 물감, 마카와 같은 채색도구를 이용하여 교과내용에 

적합한 활동지에 채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색채대

비 수업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

해 나가고 있는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미술 수업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표현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서 미술활동을 함에 있어 컴퓨터를 활용한 미디

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실제 사용하는 

채색도구의 질감부터 미세한 종류의 차이까지 표현하

는 데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1]. 디지털 기술은 다양

한 매체나 장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융복합 예술의 

통로가 되어 디지털에 감성을 담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와 같은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색채 실습 활동의 방식

에서 탈피하여 색의 스펙트럼의 경험을 넓혀주는 프로

그램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소

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2015. 2)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식보다는 수행 위주의 교육을 하며, 타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융합 교육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

다[2]. 이에 본 연구는  색채 대비 수업을 종이로 된 활

동지에 채색도구를 이용해 표현하는 전통적인 수업방

식의 실습 활동과 함께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실

습 활동을 진행한 뒤에 미디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

에 대한 효용성을 알아내고자 한다. 규명하고자 하는 

효용성은 다음 4가지 요소이다. 첫째 요소는 학습자들

이 수행하는 실습 활동의 형태에 대한 흥미도이다. 둘

째는 색채 대비 효과를 직접 표현해내고 제작했을 때의 

만족도이다. 셋째는 실습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과 내용

을 인식하는 이해도이다. 그리고 넷째는 완성한 결과물

을 타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용도이다. 

이에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색채대비 

수업에서 미디어 프로그램 활용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

는 무엇인가? 둘째, 색채대비 수업에서 엔트리 프로그

램을 활용할 경우 학습자들의 흥미도, 만족도, 이해도, 

활용도의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2. 색채 대비

색채는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으며, 다양한 형태로 조합하고 배색하고 표현해내는 

것은 고도의 복잡하고 오랜 숙련을 필요로 한다[3]. 

색의 시각적인 효과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색채

의 영향 가운데 눈으로 보고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

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즉, 우리가 어떤 색채를 볼 

때 그 색 자체만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

변색이나 형태, 혹은 면적의 영향을 받아 실제와는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4]. 이와 같은 경우 

같은 형상이라도 색채에 따라 다른 형태로 느껴지거

나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색의 시각적 효과는 미

술 분야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5]. 그 중 색의 대비는 일상에서 만나

는 다양한 색중에 여러 색을 동시적, 혹은 계시적으

로 바라보았을 때, 서로 영향을 끼쳐 하나의 색채를 

볼 때와는 다른 효과를 준다[6]. 색채대비에는 동시대

비와 계시대비가 있으며, 동시대비는 2가지 이상의 

색채를 동시에 보았을 때 일어나는 대비현상이다[7]. 

색상대비, 명도대비, 채도대비, 연변대비, 면적대비가 

이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색의 대비효과 중 채도

대비와 보색대비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교수학습이 

진행된다. 주변 색의 영향으로 같은 색이라도 다르게 

보이는데, 보색대비는 보색끼리 배색을 하게 되면 서

로의 채도를 높여주게 되는 대비로 원래의 색채가 더

욱 강하고 선명하게 전달이 된다[8].   

Fig. 1. Complementary contrast example

Fig. 1과 같이 가운데 색채를 노란색을 사용하더라

도 오른쪽과 같이 동시에 보색인 남색을 사용하면 보

색인 두 가지 색채 모두가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보색은 Fig. 2인 교육부 제정 20색상환

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채로 파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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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ducation Department enacted 20 colors[9]

채도대비란 같은 색이더라도 주변의 색 조건에 따

라 채도가 높거나 낮게 보이는 경우로 채도가 확연하

게 다른 두 색을 배색할 경우 채도가 높은 색은 더

욱 선명하게 보이고, 채도가 낮은 색은 탁하고 퇴색

되어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Fig. 3과 같이 가운데 

주황은 같은 색채이지만 배경의 색채에 따라 채도가 

다르게 보인다. 왼쪽의 채도가 높은 배경에서 주황은 

더욱 탁하게 보이고 오른쪽의 채도가 낮은 녹색의 배

경에서 주황은 더욱 선명해 보인다.  

Fig. 3. Complementary contrast case, chroma 

contrast case

3. 프로그램으로서의 엔트리

3.1 엔트리

엔트리(www.playentry.org)는 카이스트(KAIST)에

서 개발한 비영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코딩 교육과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10]. 미국 MIT에서 개발한 Scratch와 같은 블록

(Block)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자신만

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11]. Fig. 4와 

같이 학습하기-만들기-공유하기로 연결되는 통합적인 

학습 플랫폼으로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천재교과서, 

교학사 등 6개의 교과서와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교

육도구로 사용되고 있다[12]. 엔트리 소프웨어는 특

정한 교과나 분야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법을 익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다양

하게 제작할 수 있다[13]. 

Fig. 4. Entry main screen[11]

미술 교육 측면에서도 엔트리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화면에 표현하고 수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활동보다 쉽기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둘째, 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가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여 

자기체험의 영역을 확장하게 해 준다. 넷째, 교육현장

에서 교육도구로 사용되기에 활용성이 높다. 

3.2 색채 체험 엔트리 프로그램 개발절차

본 색채 체험 프로그램은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제작하였다. 고등학교 색채 관리 교과성에서 대단

원 ‘Ⅲ. 색의 효과와 감성’의 소단원‘색의 시각적인 효과’ 

중 ‘색의 대비 효과’의 보조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14] 

전통적인 수업방식에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제작하

였다. 색채 체험 엔트리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색의 대비효과 중 ‘채도 대비’와 ‘보색 대비’를 

표현해낼 수 있는 다양한 색채를 소스로 제공하여 색채

대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색 표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사용하기에 용이한 수준으로 제작하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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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나 예시 작품을 제시하여 스스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셋째, 표현해낸 색채 대비 결과물을 

마우스 커서로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저장할 수 있도

록 하여 학습자들은 이것을 소장하거나 다른 교과에서

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Fig. 5. Munsell's Color Tree Palette

엔트리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Fig. 5와 같은 먼셀의 

컬러트리 색상들을 참고하여 제작에 사용했다. 컬러트

리는 총 9개의 색상을 기준으로 채도는 0-14단계 총 

15단계, 명도는 0-10단계까지 총 11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컬러트리 색상을 기준으로 제작한 이미지는 총 9

개로 Fig. 6과 같이 제작되었으며 스페이스 바를 누르

면 장면 전환이 되도록 하였다. 명도 조절을 위해 Fig. 

7과 같이 명암단계를 넣어 마우스 커서로 가운데 색의 

밝기를 조절하도록 설정하였고 마찬가지로 색상도 마

우스 커서로 가운데 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정해두었

다. 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색채 대비를 적용한 여러 사

례는 Fig. 8과 같이 나타난다.

Fig. 6. Image creation for entry program development

Fig. 7. Entry for Color Management Assistant - Creating 

Complementary and Saturation Contrast 

Fig. 8. Entry for Color Management Assistant - Creating 

Complementary and Saturation Contrast

4. 연구 방법

4.1 연구 대상

서울시 은평구 Y 디자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

년 패션디자인과 학생들과 시각디자인과 학생들 50명

을 대상으로 색채대비 수업을 진행하였다. Y 디자인 고

등학교는 디자인 분야에 특성화된 고등학교로 색채관

리 교과목은 2학년 패션디자인과와 시각디자인과에서 

다룬다. 대상자들은 디자인 관련 진학을 위하여 타 계

열 학습자들보다 색채를 다루는 학습 활동을 다수 경험

하였고 색에 대한 학습 능력이 비교적 능숙하다.  

4.2 연구 도구 및 설계

본 연구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의 색채대비 실습 

활동을 했을 때와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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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였을 때의 학생들의 반응을 이해도, 흥미도, 

만족도, 그리고 활용도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이 설문 영역을 정의하고 전통적 수업과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의 문항을 각 각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Fig. 9와 같이 전통적 수업을 1차시 진행하

고 1차 설문을 시행하고 이후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활

용한 수업을 2차시에 진행 후 2차 설문을 진행하도록 

설계했다. Table 2는 1차와 2차 설문 문항이다.

Table 1. Survey Content  

Domain Range

Item number

Traditional 

class

Entry 

class

Comprehension

* Color Management course 

contents
2 2

* Color contrast terms 3 3

Interest
* Area about color contrast 

terms
1 1, 5

Satisfaction

* Awareness of color contrast 

aid
4, 4-1 4, 6

* Self-assessment of results of 

color contrast aid
6 7

Utilization

* Relationship between color 

contrast activity results and 

other subjects

5, 5-1 2

4.3 수업 설계

4.3.1 수업 목표

본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색의 시각적 효

과와 색채대비에 대해 이해한다. 둘째, 색채대비가 적용

된 대상에서의 차이점을 생각하며, 색을 선택하여 표현

해낼 수 있다. 

4.3.2 수업 내용

본 수업은 차시 당 60분으로 총 2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시는 전통적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2차시

는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으로 진행된다. 수

업 내용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Traditional 

teaching

class

Survey 

1

Entry 

software

class

Survey 

2

Fig. 9. Research Plan

Table 2. Survey Content of Traditional class and entry software class

Item number Traditional class Entry software class

1 What is your interest in color classes?

2
How much do you understand only with textbooks in 

color management classes?

This program helped 

me to understand the contrast effect of color.

3 How much did you understand about ‘complementary contrast’ and ‘saturation contrast’?

4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supplementary programs 

after class?
I am satisfied with using the entry program.

4-1
Why are you not satisfied with the col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5
Do you use what you learned in class for other subject 

classes?

By using entry software, interest in color management 

subjects has increased.

5-1
Why is it difficult to use what you have learned in class 

for other subject classes?

6 What do you think is your color management ability?
I am satisfied with my activity sheet in the result of the 

entry program activity.

7
I was satisfied with the format of the entry softwa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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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udy instruction contents comparison – Traditional class and entry software class

Learning process Traditional class Entry software class

Introduction
▸ Motivation
▸ Suggest learning objectives

Deployment-
theory

▸ Understand the contrast effect of colors
▸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contrast between colors
▸ Understanding color terminology

Deployment-
activity

▸ Use color tools to express color 
contrast on activity sheets
▸ Expressing complementary colors 
and saturation contrasts based on 
learned theories
▸Share and present the results of 
your activities

Materials - Colored 
Tool Activity Sheet

▸Map how to use entry software
▸Express your “Complementary Color 
Contrast” and “Color Contrast” using Entry 
Software
▸ Express contrast effect for activity 
files
▸Share and present the results of your 
activities

Materials -Computer
(Entry software)

Arrangement
▸Arrange the class
▸Review

5. 수업 결과물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의 색채대비 실습 활동을 했

을 때와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

였을 때의 결과물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4는 

A 학생의 1차와 2차 활동지로 1차 활동에서 바닥과 벽

면에서 채도 대비를 표현하고자 무채색인 검정색 색연

필을 이용해 벽면을 칠하고 바닥은 초록색을 활용하여 

대비 효과를 나타내었다. 초록색 바닥과 빨간색 소파로 

보색 대비를 시도했지만 면적으로 인해 큰 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차 활동지에서는 채도 대비를 표현

해내기 위해 색채를 다양한 면적에 적용하면서 수정과

정을 거치며 활동지를 제작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보색 대비는 1차와 유사한 색채를 이용하였지만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빨간색과 초록색의 면적을 

고려하여 표현해냈다.

Table 4. A student’s first and second activity

First activity Second activity

Table 5. B student’s first and second activity

First activity Second activity

B 학습자는 Table 5와 같이 1차 활동지에서 노란색

을 기준으로 보색 대비와 채도 대비를 표현하였다. 상

단의 그림을 보면 주황색과 갈색, 그리고 무채색을 이

용해 채도 대비를 표현하였다. 하단의 그림에서도 노란

색을 중심으로 보색 대비 효과를 표현해냈다. 2차 활동

지에서는 1차 활동지에 비해 다양한 색채들을 사용하

여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보색대비 효과와 빨간색과 초

록색의 채도 대비 효과를 풍부한 색감을 표현하였다. C 

학습자는 Table 6과 같이 1차 활동지에서 파란색과 주

황색을 이용해 보색 대비를 표현해내었으며, 바닥의 색

채 역시 주황색 계열을 활용하여 대비 효과를 표현해내

었다. 하단의 그림에서는 갈색과 노란색을 이용해 채도 

대비를 표현해내었다. 무엇보다 채도 대비에서 색연필

로 기존에 없는 색채를 조색하여 채도의 높낮이를 조절

해냈다. 2차 활동지에서는 바닥색의 채도를 조정하여 

채도 대비 효과를 표현해냈으며 면적을 고려하여 빨간

색과 초록색, 노란색과 파린색의 보색 대비를 표현해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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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ctivity Second activity

Table 6. C student’s first and second activity

Table 7. D student’s first and second activity 

First activity Second activity

D 학습자는 Table 7과 같이 1차와 2차 활동지에서 

보색 대비와 채도 대비를 가장 다양하게 표현해내었다. 

1차 활동지 상단에서는 노란색과 보라색을 이용해 보

색 대비를, 바닥과 벽면을 이용해 채도 대비를 표현했

다. 하지만 바닥 색채가 눈에 띄지 않고 벽면과 대비 효

과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하단의 경우 파란색과 주

황색의 보색 대비, 벽면, 소파, 그리고 바닥을 이용하여 

채도 대비를 다양한 색채를 이용하여 표현했다. 2차 활

동지에서는 노란색과 파란색, 초록색과 빨간색의 보색

대비와 벽면의 채도 대비를 활용하되 인접한 영역의 색

채 대비 효과를 확인하고 활동지 제작하였다. 50명의 1

차와 2차 활동지를 비교해 보면 첫째, 재료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색채를 사용했으며 직접 눈으로 확

인하며 색을 조절하여 이론에 부합하는 색채들을 선택

했다. 둘째, 특히 낮은 채도의 색을 다양하게 사용하였

고 보색 대비 에서는 어느 부분에 색채들을 적용하는가

에 따라 대비의 효과가 얼마나 커지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형과 면적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표

현하였다. 단시간에 색채를 선택하고 수정할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6. 결과 분석

1차와 2차 설문지를 비교 분석하여 엔트리 소프트웨

어 활용을 한 실습 활동의 효용성을 확인해 보면 Table 

8과 같다. 1차와 2차 설문지의 결과는  t검증을 통해 

그 효용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영

역별로 정리하고 5점 척도에서 ‘그렇다’ 이상을 선택한 

결과를 취합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첫째, 이해도 영역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학습자들이 

교과 내용이나 용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기에 색채관리 내용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1차 

60%와 2차 64%로 별 차이가 없었으며, 색채대비 용어

에 대한 이해도는 1차에 82%가 이해하고 있었기에 2

차에서 새롭게 이해한 것이 없어서 68%가 나왔다. 

둘째, 흥미도 영역에서는 1차에서 42%의 학생들이, 

2차에서는 68%의 학생들이 흥미로웠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셋째, 만족도 영역에서는 실

습 보조 프로그램의 항목에 관한 설문에서 1차에서 

44%의 학생들이, 2차에서는 72%의 학생들이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 활동 결과물에 대한 

자기 평가 항목에서는 1차 38% 학생들이, 2차에서는 

82%의 학생들이 만족했다고 답변하였다. 넷째, 활용도 

영역은 타 교과와의 연계성 혹은 타 수업에서 위 실습

을 통해 완성된 활동지 혹은 프로그램 형태를 이용하여 

색채 활용을 하였는지에 관한 항목으로 1차에서 20%

의 학생들이, 2차에서는 80%의 학생들이 활용성이 있

다고 답변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Table 8. Survey Results 

Domain Range

Results

Traditional 

class

Entry 

class

Comprehension

* Color Management course 

contents
60% 64%

* Color contrast terms 82% 68%

Interest
* Area about color contrast 

terms
42% 68%

Satisfaction

* Awareness of color contrast 

aid
44% 72%

* Self-assessment of results 

of color contrast aid
38% 82%

Utilization

* Relationship between color 

contrast activity results and 

other subjects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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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 50명을 대상으로 색채 

대비에 관련된 실습 수업을 종이 활동지를 활용한 전통

적인 방식과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활동지 수업

을 진행한 후 학습자들의 수업 결과물과 설문지를 통해 

미디어 프로그램인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

의 효용가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수업 결과물을 

비교하였을 때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에서 

재료로 인한 색채의 한계가 없어 학생들이 다양한 색채

를 사용했으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색을 조절하여 이

론에 부합하는 색채들을 선택했다. 둘째,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해도 영역을 제외하고 활용도, 만족도, 

흥미도 순으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활용도 영역에서 학습자들은 엔트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실습 활동에서의 결과를 타 교과

에 사용할 의지가 있으며, 활용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

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군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못했다. 따라서 비교 분석

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활용도, 만족도 

그리고 흥미도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실험 연구와 검증이 이루어지면 미디어 프로

그램의 효용성을 증명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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