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만큼이나 생애도 널리 알려진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사람들은 그의 그림과 더불어 그의 애절한 삶

을 기억한다. 고흐는 강렬한 햇빛 아래 빛나는 자연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노란 해바라기, 황금빛으

로 일렁이는 밀밭, 하늘 높이 뻗어 오른 사이프러스 나무, 노란 집, 노란 의자……. 서른일곱 살, 아주 

짧은 삶을 살다 저세상으로 떠난 고흐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강렬한 빛깔은 노란빛이었다. 지

금도 그의 그림은 이 세상을 샛노랗게 물들이고 있다.

문희영 글｜오승민 그림｜160쪽

  

<우체부 롤랭 씨>

- 초등학교 5학년 미술 교과서 1단원 2쪽

(  학습 목표 )

그는 그림 교육을 받지 않았다. 대신 다른 화가들의 그림이 교과서가 되었다. 밀

레의 그림을 수없이 따라 그렸으며, 렘브란트처럼 자신의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 

늦은 나이 스물일곱에 시작한 미술 공부였지만 그는 마치 이 세상에 오직 그림만 

그리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열정을 불태웠다. 10년 남짓 그가 남긴 작품은 2000점 

가까이 된다. 실로 엄청난 양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살아생전 그림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고흐의 그림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싸다. 그만큼 그의 그림이 현대인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고흐의 그림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고흐가 모사한 밀레의 작품을 살펴보자. 

⊙ 자화상과 초상화를 그리는 방식을 알아보자. 

⊙ 인상주의 미술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표현과 시대적 배경을 정리해 보자.  

⊙ 보이는 대로 그린 그림과 상상하여 그린 그림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 고흐가 지녔던 불꽃같은 열정을 되새기며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빈센트 반 고흐, 
세상을 노랗게 물들이다

저학년
중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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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이는 대로 그린 그림이 아닌 상상하여 그린 그림의 특징 알아보기

→ 인물이나 자연 풍경, 정물을 그릴 때 보이는 대로 그린 그림이 있고, 화가가 상

상을 더하여 그린 그림이 있다. 자신의 얼굴이나 가족의 얼굴, 주변 풍경을 보고 머

릿속에서 자신만의 그림을 상상해 본다. 색깔과 형태를 요리조리 바꿔 보며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와 변화시킨 장면을 비교해 마음속으로 상상화를 그려 보자.  

<이삭 줍는 여인들> 장 프랑수아 밀레, 1857년

(  독전 활동 )

1. 고흐가 따라 그렸던 밀레의 작품 들여다보기

→ 밀레의 〈만종〉, 〈이삭줍기〉, 〈씨 뿌리는 사람〉 같은 작품을 찾아보자. 소박하게 

살아가는 농사꾼들의 모습과 농촌 풍경을 그린 그림에서 느껴지는 마음을 서로 이

야기해 보자. 

2. 자화상과 초상화 찾아보기

→ 화가가 자신을 그린 그림을 ‘자화상’이라 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린 그림

을 ‘초상화’라고 한다. 렘브란트의 자화상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 리자〉, 

마티스가 그린 부인 초상화, 피카소의 〈우는 여인〉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살펴 

보자.

3. 인상주의 미술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인상주의 미술은 이전 시기의 미술과 달리 빛과 색채의 표현이 두드러진다. 작품

의 소재 또한 이전 시기의 종교나 역사, 신화, 궁정 이야기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일

상을 밝고 화려한 색채로 그려 냈다. 모네와 르느아르, 드가의 작품을 찾아보며 인

상주의 작품을 감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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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 활동 )

1. 고흐와 밀레의 <씨뿌리는 사람> 그림 비교하기.

→ 만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 밀레의 작품을 모사한 고흐의 그림을 보며 두 그림의 색채를 비교해봅니다. 

2. 나의 마음을 담은 자화상 그려보기.

→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내 마음을 느껴봅니다.

→ 현재의 내 마음을 담은 자화상을 연필이나 물감으로 그려봅니다.

→ 고흐의 자화상에 나타난 마음을 들여다보며 어떤 색채와 붓질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봅니다. 

3. 보이는 대로가 아닌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보기

→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풍경이나 특별한 공간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려봅니

다.

→ 색채변화나 위치&크기 변경 등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봅니다. 궁정의 이야기

들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일상을 밝고 화려한 색채로 그려냈습니다. 모네와 르느와

르 드가 등의 작품을 찾아보며 인상주의 작품들을 감상해봅니다. 

4. 고흐의 그림들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생각 기록해보기

→ 노동(감자먹는 사람들), 수용(인상주의와 일본미술의 수용), 최선&성실(아픔 속

에서도 그림을 그린 고흐), 희망&행복(조카를 위한 그림), 열정(화가로서의 열정) 

등 작품을 생각하며 단어나 문장을 기록해 봅니다.

→ 고흐의 열정이 담긴 그림들을 보며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18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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