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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reatment of Children's Self 

Healing Through Performing Arts Activities

  

  

                              

                               Sim Yu-in

                                    Advisor: prof. Cho, Yoon Sung, ph.D. 

                                    Department of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rt has the effect of stabilizing emotions and has already played a role in 

healing in many people's lives. This study suggests performance art 

activities that have the totality of various art fields as an alternative for 

children's self-healing purposes. It raises the problems of art therapy which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and reveals the healing effects of 

performance art activities as an alternative. 'Self-healing' has a very 

special meaning as it gains the power to solve its own problems. Through 

the experience of continuous performance art activities, children not only 

broaden their diverse artistic perspectives but also gain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draw self-image of positive images themselves by the 

encouragement of teachers and parents.

 Performance art education refers to various types of art activities that 

stimulate and experience the senses by escaping from the stat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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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ist style of art teaching. It is an active art education program in 

which teachers and students together create open education escaping from 

passive art activities. Performance art activities not only improve creativity, 

aesthetics, diversity, self-ex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ity, but also 

show a need for especially children's education. The performance art 

activities can express the inner side of the children freely and provide a 

place for self expression, and in the process of expressing and 

communicating, the tension can be relieved and the healing effect can be 

expected.

 In this study, figure out the meaning of performance art activity which has 

the fusion effect of play therapy and art therapy, and develop the new 

instructional methods and suggest the programs for performance art 

activities aimed at the self-healing of children. Through the program, 

children can experience five senses of various art materials. The program 

has attempted a new approach to common art materials. By looking at a 

variety of existing art materials with a new perspective and incorporating 

them into art activities, children can play and art together. The play 

(physical activity) of the children is one of the art activity, and it is 

possible to play art satisfying the five senses through the art material. 

Through the program, emotional expressions and ideas can be freely 

developed and the ability to express them in language is developed. The 

important step in this program is sharing. Sharing is a way for children to 

communicate and express their thoughts or feelings in language. It includes 

the process of expressing free and various self-expressions in art 

activities, taking time to exchange feedback with teachers, and talking with 

friends about their own art works. The ability to express their emotions in 

language is very important for the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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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continuous experience of this performance art activity 

program, the children not only deepens the understanding of art activities, 

but also achieves emotional self-development necessary for childhood and 

experiences self-healing. Also, performing arts activities can play an 

educational role for many children for the purpose of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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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치유(healing)라는 말은 주로 ‘정서적 치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으로 쓰인

다. ‘미술활동으로 치유의 효과를 경험해 보았다’라는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쉽게 들

어보았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유로서의 미술의 대안으로 ‘퍼포먼스 미술’을 제

시하려고 한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의 효과는 성장 발달 속도가 급변하는 아동들에게서 더 잘 나

타날 수 있다. 오감을 활용하는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치유의 목적으로서 여러 장애 

아동들에게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다. 퍼포먼스 교육현장에서는 우울증이 있는 아

동, 정서가 불안한 아동,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 Hyperac 

tivity Disorder, ADHD)아동, 발달장애 아동, 자폐아동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아

동의 정확한 정보를 얻고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부모 교육, 아동의 충동성을 감소시

키고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행동 치료, 기초적인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치료, 놀이치료, 사회성 그룹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아이의 필요에 맞게 병행 

되어야 한다.1) 그러나 미술치료나 놀이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체계화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의료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없어 만족스

러운 치료를 해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놀이(신체활동)와 미술이 

융합된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아동들에게 학습치료, 놀이치료, 사회성 그룹치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아동들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도 퍼포먼스 미술 교육현

장을 의지하게 된다. 또한 국내의 미술치료에 관한 연구나 미술치료 현장에서 ‘치

료로서의 미술’에 대한 접근은 ‘미술심리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

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www.snu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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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본 연구의 범위는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아동, 정상범

위에 있는 아동들까지 모든 아동의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한 자아치유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더 나아가 현재 퍼포먼스 미술 현장에서 미흡한 ‘미술을 

통한 치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성찰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

도방법, 수업지도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제 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첫째, 치유로서의 미술활동의 대안으로 퍼포먼스 미술활동과 퍼포

먼스를 활용한 미술교육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아동의 정서발달단계와 미술표현 발달단계를 이해하며 아동의 정서표현과 

미술표현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한다.  

 셋째, 퍼포먼스 미술활동과 자아치유와의 관계에 대해 밝히며, 치유의 효과를 보

는 대표적인 요소를 연구한다. 

 넷째, 치유를 목적으로한 퍼포먼스 미술프로그램과 지도방향, 지도안을 제시함으

로써 퍼포먼스를 활용한 새로운 미술 수업의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한다.  

 

2) 하세경, “현대 미술에서 만나는 미술의 치유적 힘”,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
교육전공, 200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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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퍼포먼스를 활용한 미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가치

제 1절 퍼포먼스의 미술사적 의의 및 개념

1. 퍼포먼스의 개념

 현대 사회의 미술 문화는 회화, 조각, 건축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회화 형식을 탈

피한 새로운 표현 형식의 시각매체를 활용한 미술 영역들을 포함시킴으로 미술의 

범주와 의미가 확대 되었다. 퍼포먼스도 이 중의 하나로서 광의로는 ‘실행(實行)’이

란 뜻이며 협의로는 ‘연기, 연주’를 말한다.3)

 퍼포먼스의 사전적 정의는 ‘회화와 조각 등 작품에 의해서가 아니고 행위자의 신

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신체성을 강

조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과정예술로 불리기도 한다. 즉 예

술가들은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써 퍼포먼스를 이용하였으며 삶의 상

투성과 편견, 고정된 가치관과 사회인식, 예술의 부르주아적 폐쇄성과 속물 주의적 

속성을 공격하는 매개물로서의 의미를 갖게 한 것이다.4) 이렇듯 퍼포먼스는 회화

나 조각이 충족할 수 없는 신체성이 들어간 미술로 예술의 공간을 신체를 이용해 

채우는 듯 그 느낌에 따라서 표현하는 예술적 행위이다. 따라서 미술만의 측면이 

아닌 음악, 무용, 연극 등 모든 것을 통합하고 결과보다는 행위  자체의 과정에 초

점을 두고 있으며 각 예술 매체 간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새로운 장르이다. 

 퍼포먼스에 대해 예술가는 주제인 동시에 예술작품이며 그 행위는 관중 속에 잠

3)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美術大辭典』, (한국사전연구사, 서울, 1998)
4) 김영순, “퍼포먼스를 활용한 회화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 대학원, 200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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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창조력의 촉매로서 작용되며 이러한 예술가의 이중적인 역할은 영어로 ‘행

위’ 또는 ‘이행’을 의미하는 퍼포먼스라고 통칭되는 예술적 경향의 바탕을 이루게 

된다. ‘퍼포먼스’라는 용어는 현재 좀 더 세분화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적절하게 

사용하기 난해한 ‘해프닝’, ‘플럭서스’, ‘과정미술’ 뿐 아니라 ‘보디 아트’와 같은 용

어를 대신해 사용되고 있다.5) 다시 말하면 퍼포먼스는 사물이나 작품의 완성, 실현

만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주제에 대한 신체적인 행위에 관련된 강력하고 확고한 

성격을 지니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예술적 활동을 포용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퍼포먼스는 총체성을 지향하고 있다. 총체성이란 음악, 시, 무용, 연극, 미술 등 

각 예술의 장르적 특성이 구분 없이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며 압축되는 것을 말

한다. 그리고 무수한 상황 등이 우연히 만나는 동시성, 즉흥성, 우연성의 개념을 함

축하고 있다. 이처럼 퍼포먼스는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이 없고 다양한 매체를 자유

롭게 결합시킬 수 있는 가장 열려진 형식인 것이다.6) 

2. 퍼포먼스의 미술사적 의의 

 퍼포먼스는 20세기 이래로 현대 예술의 창조과정에서 미술, 음악, 연극무용 등의 

예술장르 사이의 벽을 허물며 나타나는 새로운 형식에 대한 탐구로부터 그 출발점

을 찾아볼 수 있다. 고정 관념화된 모든 예술의 매듭을 푸는 현상으로 이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세기 초반에 와서 예술가에 부여된 작품의 개념과 역할에

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즉, 예술을 행하는데 있어 작가가 작품을 완성

하기까지 작가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우연히 개입된 관객들이 행위예술의 주체

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7)이렇듯 작가는 

5) 도나영, “퍼포먼스를 활용한 미술교육 지도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p.4.

6) 강해경, “퍼포먼스를 활용한 미술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
학원, 2006), p.13.

7) 이수진, “퍼포먼스를 활용한 청각장애아동 미술교육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 경북대학교 교
육대학원, 2016),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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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와 동시에 예술작품이자 이중적인 역할로 관객과의 소통 속에 잠재하는 창

조력의 촉매작용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 퍼포먼스는 작품의 실현만을 목적으로 삼

지 않고 전통적 예술과의 다른 육체적인 신체나 몸짓 행위에 의해 보디 아트와 같

이 모든 예술적 활동을 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띄게 되었다. 미술적 분야에서 

공연 요소 외에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행위로서의 퍼포먼스는 해프닝을 비롯하여 

총체연극. 환경미술, 거리미술, 공동체미술, 액션페인팅, 보디아트 와도 교류될 수 

있는 미술 형태며 이래 예술적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샤머니즘, 유아미술, 종교관

습, 민족미술 등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8)

 퍼포먼스 미술의 역사적으로는 1960년대 미래파와 다다이즘의 미술가의 도발적인 

시위에 의한 표현 형식이 실행되었다. 이에 해프닝 또는 이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1967년 말엽에 우리나라에서도 서구 퍼포먼스 형식이 처음으로 도입 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퍼포먼스는 전성기를 맞아 명칭을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 

시기 활발히 운동하던 조직적인 예술 단체인 플럭서스는 미래파, 다다이즘 미술가

의 행위 예술과 뒤샹의 이론에 선재하여 발족되었다. 1970년대 서구에서 활발하게 

전개 되었던 콘셉추얼(Conceptual Art)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미술의 정보적 

측면을 순화시키고자 했다. 이는 시간적인 경위가 중시되는 것으로 존케이지, 백남

준의 비디오 아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보다 집단적

으로 조직되고 기획된 대규모적인 퍼포먼스가 개최되면서 점차 활기를 뛰었다. 

1970년대의 이벤트와는 달리 연극, 미술, 무용 등의 장르가 혼합되어 종합 예술화 

되어지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표현성이 강조되고 신디사이저, 비디오 등의 테크놀

로지적인 요소들이 강조 되기 시작하였다. 미술, 무용, 연극, 음악, 판토마임, 비디

오 등 각 분야의 실험적인 예술들이 퍼포먼스를 중요한 표현매체로 사용하기 시작

한 것이다.9)

 즉, 다시 말하자면 퍼포먼스 미술은 회화나 조각이 충족할 수 없는 예술을 몸(신

체)와 공간을 활용하여 자유로이 표현하는 예술적 행위를 말한다. 액션 페인팅 이

래 미술에서 공연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오늘날에 작가의 표현 양식으로 

8) 이수진, op.cit., p.28-29.
9) 장미란, “퍼포먼스를 활용한 아동의 미술활동에 관한 연구(취학 전5~7세 아동을 중심으로)”, (석

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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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한 성격을 띠게 된다. 각 장르마다 다른 측면이 아닌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조형예술 등 통합예술로 이는 즉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어우르는 모든 예술적 활동

을 표용적인 의미를 두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퍼포먼스를 독립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와 연계시켰을 때 모든 경험에서의 자기표현과 

더불어 유창성, 융통성, 사회성, 창의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교육으로 

접근 할 수 있다.10)

3. 퍼포먼스 특성

 퍼포먼스는 작가와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예

술이며 이는 예술에서의 표현 영역을 더욱 더 폭 넓게 한다. 퍼포먼스 특성은 총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참여성, 총체성, 과정성, 시공간성, 일회성이 있다. 

이어 각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참여성

 퍼포먼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관객의 참여이다. 작가는 퍼포먼

스를 행함으로 인하여 관객과 실제 소통하고, 관객들은 제 2의 작가의 시점에서 퍼

포먼스를 바라볼 수 있다. 모두 함께 웃고 즐기며 보고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

니라 관객도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며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작가(주체)와 관

객(객체)이 혼연일체를 이룬 가운데에 양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관객이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능동

적으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고 나아가 관객 참여 자체가 작

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미술교육에서의 퍼포먼스도 교사중심에서의 교육 방식에

서 벗어나 학생 중심으로 수업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인 자세로 협력과 참여성을 

기를 수 있다.

10) 이수진, “퍼포먼스를 활용한 청각장애아동 미술교육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 경북대학교 교
육대학원, 2016), 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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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체성

 총체성이란, 시, 음악, 영화, 미술, 무용, 연극 등 각 예술의 장르적 특성이 영역의 

구분 없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며 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퍼포먼스는 다양한 장

르를 넘나들면서 발생하는 즉흥성이나 우연성, 동시성을 표현해내는 것이다. 이는 

어느 공간이든 자유롭게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특히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서 편리성을 갖을 수 있다. 즉,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하나의 총 집합체라 이해

할 수 있겠다.

다. 과정성

 과정성이란 전통적 미술교육과 반대로 퍼포먼스 미술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특

성이다. 표현활동 영역에서 결과중심이 아닌 관객과의 의사소통에 의한 결과가 나

오기까지의 과정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현대 미술에서 퍼포먼스에 가장 부합한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작가 잭슨폴록 J. Pollock(1912)은 ‘액션 페인팅’이라는 방법

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커다란 캔버스 위에 페인트 통을 가

지고 와서 물감을 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 자체, 과정에 초첨을 두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즉 퍼포먼스는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으로 오감을 활용하

여 활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 관객이 그 행위을 보고 스스로 깨닫고 생각하게끔 만

드는 의사소통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시· 공간성

 회화에서 대부분의 건축· 조각은 공간 예술로 속하지만 모빌(mobile) 즉, ‘움직이

는 조각’ 에서는 변화의 지속성과 시간성 또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연기에 

의한 사실적인 표현에 의존하는 공연예술과는 달리 퍼포먼스에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 즉 공간성은 작품을 나타내는 장소나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

다.11)

11) 이유진, “퍼포먼스를 활용한 아동미술 학습지도안 연구”, (석사학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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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회성

 일회성은 즉흥과 우연의 흐름 속에서 예상외의 방향으로 전개되며 현장에서 단 

한 번만 보여주는 동시에 즉시 소멸된다. 오페라와 뮤지컬과 같은 연극은 이미 알

고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된 공연이 가능하나 퍼포먼스 행위 특성상 현

장에서의 보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사라지는 시간적, 무

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설사 같은 공연이라 해도 결코 같을 수 없어 필연적

으로 일회성을 가진다. 일정한 테스트가 없는 개개인의 기억과 즉흥적인 직관, 감

성에 의존하는 일회성의 퍼포먼스로 이에 희소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퍼포먼스는 직접적인 행위 표현으로 반복적,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닌 일회성으로 정

리된다. 즉, 반복의 불가능성으로 공간과 상황에 따라 작업 또한 일회라는 행위에

서 절대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제 2절 퍼포먼스와 미술교육

1. 퍼포먼스를 활용한 미술교육의 이해

 미술의 시대적 배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퍼포먼스 미술은 등장하였다. 사람들의 예

술행위, 예술과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는 과정 속에서 미술교육에서도 퍼포먼

스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 변화되어 나가면서 퍼포먼스의 과정중심, 행위

중심의 개념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퍼포먼스미술교육은 기존의 정적이고 표현주의 위주의 미술수업방식에서 벗어나 

오감을 자극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형태로서의 미술활동을 말한다. 기존의 미술수업

과 같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미술활동에서 탈피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생

과 열린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12) 이수진, “퍼포먼스를 활용한 청각장애아동 미술교육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 경북대학교 교
육대학원, 2016), 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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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미술교육은 창의력, 심미력, 다양성을 향상시켜 줄 뿐 아니라 특히 아동

교육에 있어 필요성을 보인다. 퍼포먼스 미술교육은 아동의 내면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자기표현의 장을 마련 한다. 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마음껏 발산하

게 되므로 정서함양을 가져온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닌 자신의 개성

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어서 창의성 신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깊

고 폭넓은 시각을 준다.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흔한 재료도 다양한 미술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떤 환경, 어떤 재료든 자유롭게 창의적인 것으로 만들

어 낼 수 있다는 넓은 시각을 준다. 마지막으로 어울림과 조화에 대해 배운다. 하

나의 작은 또래집단에서 아이들은 미술을 통해 작은 사회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여러 세계를 접하고 습득하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13)

 ‘놀면서 공부한다’ 라는 의미의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교육사업은 꾸준히 성

장하고 있다.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로서, 게임과 같은 

오락성 즉, 도전성, 몰입성, 모험성 등의 속성을 학습활동에 재미 요소로 부가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습동기를 강화하려는 새로운 교육 형태를 의미한다.14)  교육

에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할 경우 ‘재미’를 통해 유쾌함과 즐거움을 안겨줄 뿐만 아

니라, ‘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학습에 집중할 수 있고 열의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는 유용성이 있다.

 퍼포먼스는 미술교육분야에 정착될 경우 학습을 풍부하게 하는 강력한 환경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도나영, op.cit., p.16.
14) 강혜경, op.cit.,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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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포먼스를 활용한 아동 미술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아동에게 ‘왜 미술을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는, 미술활동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문

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중요한 탐구문제이다.15)

 아동기에 왜 미술을 경험해야 할까. ‘미술을 통한 교육’은 아동의 자아표현과 조화

로운 인격이 발달될 수 있는 아동중심·창의성중심의 미술교육활동을 말한다. 특히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기술이나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시 하며 아동의 창의성과 

정서에 더 관심을 둔다. 

 퍼포먼스 미술교육은 아동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 ‘놀이미술’이라고도 불린다. 

기존의 정적인 미술활동에서 벗어나 신체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활동한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재료들을 다양하게 이용하며 오감을 활용하여 눈으로 보고, 냄새

를 맡고, 소리를 듣고, 만져보고, 던져보는 등 스스로 참여하여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 자유분방하게 자기표현의 장을 펼칠 수 있다. 소집단으로 이루어져 활동을 

하기에 과정 속에서 자신의 표현과 작품에 대하여 교사와 집단과 함께 서로 소통

을 한다. 이는 긴장 해소와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등

을 놀이활동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이런 활동이 반복

되면서 감정과 사고의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 그 폭을 넓혀줄 수 있게 된

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주는 긍정적 역할과 그에 따른 필요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오감을 활용하는 놀이 학습이다. 제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활동이 

아닌, 어떤 공간이든 어떤 재료든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어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오감을 자극시키고 놀면서 학습하는 놀이미술이다. ‘놀이’라는 특

성으로 인해 즐거움과 유쾌함을 안겨주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유용성이 

있다. 내용은 미술이고 방법은 놀이인 형태로서 학습을 풍부하게 만드는 강력한 환

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15) 김연민,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
대학교, 2010),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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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미술을 통한 ‘융합교육’이다. 다양한 매체를 자유롭게 결합 할 수 있는 열린 

형식의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미술수업에 다른 교과목을 융합시켜 교육효과를 극대

화 할 수 있다. 퍼포먼스 활동의 수업은 형식이 없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학생의 

재미있고 의미있는 활동을 위해 그 형식을 새로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데에 큰 장

점이 있으며 미술을 매체로한 학습활동으로 정서적·지적발달이 이루어진다. 

 셋째, 감정을 표출하고 생각을 소통하는 과정으로 긴장해소와 완화에 도움이 된

다. 혼자서 고민하고 작품을 창작해낸 결과의 형태가 아니라 교사와 1:1로 혹은 필

요에 따라서 소집단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표현과 작품에 대한 소통을 자유롭게 주

고 받는다. 교사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활동 형태를 유지하고 표현의 제

한을 두지 않고 생각과 감정, 느낌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킴으로

써 아동의 감정과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어떠한 표현도 옳고 그름이 없다는 미술의 자유로운 형식을 

이용한다. 이러한 활동은 아이들에게 자기표현의 장을 열어주게 되고 교사와의 열

린 소통을 통해 아동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그렇게 아동의 내면을 표현하고 드러

냄으로서 긴장완화와 해소가 된다. 이러한 활동이 반복됨으로서 아동은 생각을 표

현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억압된 내면의 정서적인 치유

가 가능하다. 미술활동자체가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이다.  

즉, 아동에게 미술교육이 놀이가 될 수 있고 미술을 통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며 

또한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과 발달을 돕는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와 필요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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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한 아동의 자아치유 

제 1절 아동의 정서발달 단계와 특성의 이해

1. 정서발달 단계와 특성

 로웬펠드(Lowenfeld, Viktor)는 아동의 미술표현의 의미와 특징, 정서적 표현, 미

술활동의 필요성 부분을 자신의 지도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으로 제시하였다. 아동의 정서발달 단계와 미술표현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로웬펠드(Lowenfeld, Viktor)의 발달단계를 자세히 알아볼 필

요가 있다. 

가. 난화기 (亂畫期)

 난화기는 로웬펠드의 발달단계에서 자아표현의 시작(2~4세)이다. 아동이 처음으

로 시도하는 그림은 아동이 처음 표현하는 상징으로서 최초의 표현과 방법은 아동

의 계속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16) 아동은 아무 곳에나 마구 그리려는 능동적

인 근육운동지각 경험을 한다. 이 자체가 성장이고 심리학적인 면이 반영된다고 말

할 수 있다. 난화의 의미는 유아기 초기의 근육운동지각과 관련하여 의지와 관계없

이 그리는 수동적 움직임과, 의지가 들어 있는 그림의 능동적 움직임으로 나뉜다. 

시각적인 형상화를 하지 않고 근육운동지각활동과 같은 움직임 자체를 즐기게 된

다. 시각적인 대상을 묘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난화는 아동의 발달과 매우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난화의 일반적인 발달은 마구 그리기 난화기, 조절된 난화기, 이름 붙이는 난화기

16) Lowenfeld, Viktor,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 (미진사, 1993),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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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마구 그리는 난화기는 자유롭게 여러 방향으로 마구 그리는 것이다. 

조절된 난화기는 난화를 시작한지 6개월 정도 지나서 일어난다. 이 시기에는 자신

의 동작과 종이 사이의 흔적들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다. 시각적인 통제를 

할 수 있으며,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동작에 대한 조절능력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이름 붙이는 난화기는 아동이 자신의 난화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단계를 말한

다. 이름을 지으면서 사고의 변화를 보여주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림 

자체는 초기의 난화와 비교해서 별로 변하지 않지만 아동이 도화지에 그린 표현들

은 아동과 시각적 관련을 가지게 되며 이것은 차례로 다음 그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난화기의 의미는 성장의 개인차는 있으나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인 발달의 반영을 

일으킨다. 난화를 통해 아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창의적인 아동표현의 시작

을 말해 준다. 창의적인 아동이 될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는 아동에게 적절한 환경

제공과 자신감과 꾸준한 격려가 필요하다.

나. 전도식기 (前圖式期)

 전도식기는 4세에서 7세까지 재현의 첫 시도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표현양식인 의

식적인 형태의 창조를 시작한다. 이 단계는 난화기의 마지막 단계를 벗어나면서 시

작된다. 시각적 대상과 관련되는 사실적 표현방법으로 바뀌는 단계인데 표현한 것

의 질보다는 시각적인 세계와의 관계가 성취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사실적

인 첫 상징은 ‘사람’이다. 하나의 원, 다리나 몸을 두 개의 세로선, 팔은 보통 머리

에 붙게 된다. 

 전도식기의 일반적인 발달을 말하자면, 아이는 자신이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

이 알고 있고 자신의 그림과 경험이 관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새로운 인식

의 해석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해석을 ‘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다.17) 아동이 

표현한 ‘개념’은 어떤 대상이나 일종의 자극에 의한 과거 경험의 정신적 이해에 의

17) ibid., 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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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한다. 반면에 ‘지각’은 감각적인 활동으로 눈과 다른 감각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다. 전도식기의 아동은 자신이 과거에 지각했던 것에 대한 개념이나 정신적 해석을 

어떤 새로운 형태나 상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한다. 사실적인 표현은 개인의 발달 

정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첫 시도를 하게 된다. 

 아동은 전도식기 때부터 공간을 인식하게 되는데 아동에게 공간은 자신을 둘러싸

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단계에서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경험이 가장 의미 있게 된다. 아동은 정서적으로 자기중심인 공간관계에 관련되

어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공간을 제시하는 방법이 사고과정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른은 공간개념을 섣불리 가르치면 창조 작업의 자신감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도식기에서 아동미술은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아동의 그림은 그가 가

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개념과 감정,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민감한 어른들에게 아동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다. 도식기 (圖式期)

 도식기는 아동의 7~9세에 해당되며 형태개념 습득의 단계이다. 도식은 인물도식

과 공간도식으로 나뉜다. 인물도식은 실제 작업을 거쳐 얻은 인물 개념을 나타내고 

매우 개별화된 형태의 상징으로 이루어지며, 공간도식은 공간 관계에 질서가 있음

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서 ‘도식’이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진 아동의 일반적인 형태개념을 뜻한

다.18) 특별한 경험은 도식의 이탈(변화)을 가져온다. 성격 차이와 개인적인 개념 

형성, 교사의 코치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별한 경험의 표현이 형태를 변화시키고 

도식의 이탈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아동은 대게 창문과 지붕만으로 집을 그린다. 

만약, 아동에게 문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생긴다면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

18) ibid., 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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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국 집에 문을 더 그려 넣는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이 도식의 이탈이다. 바칸

(Barkan)은 “아동은 과장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인식하는 ‘사실적인’ 

크기를 창조할 뿐이다”라고 말한다.19) 아동은 대상을 가장 특징 있게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도식의 심리학적 의미에서 아동은 이 시기에 자신과 관련된 대상만을 

표현하지 않고 논리적인 관계 속에서 대상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공간에 대한 첫 

경험이 심리적인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며 아동은 자신이 속한 환경 안에

서 질서를 발견하고 일정한 방식을 찾게 된다. 

 도식이 발달함에 따라 유치원 시기에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초등 시기

에는 자신을 환경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변하여 심리적, 생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 시기에 협동놀이로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을 발

달시키게 되는데 이 시기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는 기저선의 출현이다. 

이것은 아동과 환경 사이에 의식적인 관련성의 표시로써 아동이 서 있는 어떤 기

준선을 말한다. 땅과 동일시되거나 기저선과 대응되는 하늘선도 나타난다. 기저선

과 하늘선 사이의 공간을 공기라고 말한다. 도식의 출현은 아동이 더 이상 그 자신

을 환경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이 

자아중심적인 면이 줄어들고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더 잘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동이 기저선에 자기 자신을 그리는 것은 그 자신을 다른 사람

과 관련시켜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또래집단기  

 또래집단기는 9~11세에 해당되며 사실 표현의 시작시기로, 자신이 동료사회인 또

래집단의 일원임을 알게 된다. ‘사회적인 독립심’이 점차 발달하며, 사회적 상호작

용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또한 자아인식이 확대되어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이 크게 발달한다. 이 시기에 사실표현의 개념은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로 구분되는

19) Manuel Barkan,『A Foundation for Art Education』 , (New York : Ronald Press 
Co,1955), p.117.



- 16 -

데 자연주의는 자연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사실주의는 현실과 관련되어 표현함을 

말한다. 사실표현에서 미술경험을 표현한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인물표현에서는 성에 대한 차이 인식을 갖고 더 이상 도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소년을 바지로, 소녀를 치마로 표현하는 도식화된 일반적인 표현에 만족

하지 못한다. 이시기의 아동은 세부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

에는 아직 일러, 아동화는 대체로 인물표현이 경직되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공간

표현에서 기저선의 개념과 상징적 표현이 보다 사실적 표현으로 변하게 된다. 기저

선 의미가 지평선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시기 때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중

첩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 이는 매우 사실적인 발견임을 말한다. 정서적으로는 중

요한 부분을 자세히 표현하는데 특정 세부에 대한 관심을 전체가 왜곡되게 표현된

다. 그리고 자연의 환경과 특성을 묘사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기하학적인 선들 표

현, 투시법, 전개도식 표현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정서적 표현은 

매우 주관적이다.

마. 의사실기 (擬寫實期)

 의사실기는 합리적인 표현의 단계로써 11세~ 13세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고,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다. 어린아이도 아니

며 그렇다고 성인은 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때다. 이 시기의 미

술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미술은 아동의 개성 발달을 도와주고 정서와 긴장감을 표

하도록 사회적으로 허용된 자유를 제공하여, 아동의 표현에서 어른이 기대하는 표

현유형으로의 이행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에 접근하는 준비

단계임을 고려하여 이 시기는 지적 발달단계에 접어들며 행동에 있어서는 상상력

을 통해 여전히 아이의 특징을 보인다. 상상 활동에서 무의식으로부터 비판적인 인

식으로의 변화는 신체상 변화와 함께 사춘기의 중요한 특징을 보인다.

 

 



- 17 -

바. 결정기 (結定期)

 결정기는 창의적 활동의 위기인 시기이다. 위기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것에 

모두 해당한다. 결정기는 청소년기에 해당되며 유년의 단계에서 성숙의 단계로 넘

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다.20) 

 결정기 시기는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각형은 매개체가 눈이며, 사

물의 외형에서부터 접근하며 관람자처럼 본다. 전체를 보고 점점 세부적으로 표현

하며 대상의 윤곽에서 출발, 시각적 통찰을 하며 감각을 통해 지각한 것을 시각적 

언어로 상상하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촉각형은 자신과 가치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경험들, 신체적, 정서적, 지적인 이해의 종합적 결과가 그림의 형식적인 특성

이 된다. 자아가 그대로 투영, 크기와 공간은 정서적 가치에 의해 그 크기와 중요

성이 결정된다. 인물표현에서 시각형은 환경의 한 부분으로 명암의 효과를 주고 신

체의 비례 표현하며, 촉각형은 신체적인 경험과 근육 운동지각적 감각에 의해서 주

관적인 해석으로 그림으로 표현(정서적 중요성)한다. 공간 표현에서 시각형은 3차

원적 표현, 원근법, 촉각형은 필연적 제한, 자아의 의미와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고 원근법은 어린이 각자 갖는 가치에 의한 원근법으로 나타낸다.(내적 감정표

현) 색채표현에서 시각형은 사실적 표현, 분석적인 태도, 인상주의적이며 촉각형은 

정서적, 심리적 중요도에 따라 변한다. 동기부여는 시각적 촉각적 두 부분을 고려

하여 자극해 주어야 한다. 

20) Lowenfeld, Viktor, op.cit.,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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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정서와 성장의 이해 

 정서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들의 지속적인 상태로서 생리적 

변화나 심리상태 그리고 외현적으로 표현되어지는 태도까지 포함된다.21) 정서는 

인간이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삶을 구성하는 모든 행동에 중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의 원만한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의 적응을 위해서는 지적능력과 활동이 그 기

능을 원활이 수행해야한다. 이러한 지적능력과 활동에 정서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수연(2006)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아동의 경우 

지적가능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반면에 부정적 자아개념을 지닌 아동은 지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취도가 낮아진다고 주장하

였다.22)

 또한 정서는 과거에서부터 자신이 지니고 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감정 과 느

낌을 타인에게 다양한 방법 등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얼굴표정이나 몸

짓으로 정서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글이나 그림과 같은 매체를 통해 자신의 정

서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서의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잘못 전달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먼저 아동 스스로에게 있어 자신의 정서를 정확

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는 아동 내면적으로 우울, 불안, 고립 

등의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며 생활하는 인

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면 소통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는 행동과 품행 등에 문제가 있는 행동, 품행장애 등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정서를 인지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하는 방법

을 알아가는 것은 아동기 성장에 주요 발달 과업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정서는 

21) 이명은, “미술치료가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단일사례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05), p.13.

22) 최수연, “미술교육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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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에 빠르게 분화·발달한다. 이러한 시기에 다양한 생활자극과 경험을 통해 정

서를 발달시키는 것은 아동의 정신적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서 발달은 학

습을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아동은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정서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23)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 노력하

고 성장한 뒤에야 가능하다. 성장이 끝난 어른도 모두가 자신을 표현하는데 능숙하

지는 않다. 그런데 아동이 정확한 언어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상태를 알맞은 문

장으로 선정하고 표현하기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나 아동들도 미술이라

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쉽게 표현 할 수 있다. 

 그림이란 인간이 보고 느끼는 바를 표현하는 정서적 경험이라는 말처럼 언어나 

문자 표현의 기능이 미흡한 아동은 미술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현, 표출하

고 미술 작품에 담긴 타인의 정서도 이해하며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아동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미술활동은 아동이 스스로 감당하

기 어려운 강렬한 감정이나 흥분의 감정을 조절하고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24) 이러한 점 때문에 미술교육은 아동의 정서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매체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술활동은 아동의 정서의 변화를 잘 나

타내 주는 도구이며, 성장의 반영이고, 상상의 표현이며 개성과 정서, 의사소통의 

매체이다. 또한 아동의 미술표현은 성장함에 따라 계속 변화되며, 그들의 모든 감

각을 이용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결론적으로, 미술활동영역은 자기표현의 수단과 타인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통합적

인 창의적 사고와 표현력을 증진하고, 아동의 정서와 성장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

다.  또한 내면적인 정화와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의 기

회를 준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학습 및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활동으로 교육적 의

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3) 남선아, “초등학교 ‘관심군’ 아동의 정서 발달을 위한 미술활동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
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p.12-14.

24) 김연민, op.cit.,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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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치유로서의 퍼포먼스 미술활동

1. 미술치료와 놀이치료가 융합된 형태의 퍼포먼스 미술

 미술치료란 ‘미술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문제를 표현하고 완

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25)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치료의 개념과 견해를 이

해하기 위해 미술치료의 이론에서 대표적인 인물인 나움버그(Margaret Naumburg

)와 크레이머 (Edith Kramer)를 살펴 보고자 한다. 미술치료의 선구자들은 임상에

서 관찰한 미술의 치유적 힘을 이해하고, 심리학의 지식을 통합하려고 노력 하면서 

치료로서의 미술에 대해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나움버그의 의사소통과 진단을 위한 

‘미술심리치료(Art in Therapy)’라는 협의의 미술치료와 크레이머의 예술적 표현 

달성을 위한 ‘치료로서의 미술(Art as Therapy)’이 그것이다. 나움버그 이론은 미

술심리치료사의 역할에 의미를 두고 미술작품을 통해 내담자의 의식 해석에 의의

를 두는 한편 크레이머는 미술심리치료의 과정 자체의 역할 즉 미술에 의미를 두

고 미술치료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치료에 의의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치료는 치료(Therapy)에 미술(Art)이 응용되어 발전해왔다. 미술 분야에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정신의학계, 심리학 

분야에서 미술의 치유적인 효과를 보고 접목시켜 발전해온 것이다. 

 치료(Therapy)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Therapia’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치료라는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 치료란 소통의 문제와 밀접하

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26) 성인도 자신의 현재감정이나 과거 경험하여 지니고 있

는 내면의 소리를 언어로 정확히 표현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자신의 현재 상태나 감정을 언어로서 풀어내고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언어적 소통은 중요한 것이지만 치료의 모든 과정이 언어를 매

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언어나 소통은 심리치료과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25)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www.snuh.org/
26) 하세경, op.cit.,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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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치료로서 미술이 말하는 언어는 좀 더 깊고 상징적

이고 창조적인 것이다.

 미술치료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인 본질은 곧 미술의 속성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술이 감정을 시각화 할 수 있다는 점은 미술의 가장 분명한 장점이다. 작

가, 혹은 내담자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자신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며, 또는 

작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감정들을 드러낸다. 미술을 매개체로 하여 내면

을 드러내는 방식은 자신의 깊고, 혹은 어두운 마음을 표현 하는 데에 있어 언어표

현보다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고 자유롭게 무의식을 펼쳐낼 수 있다. 또한 미술활동

을 하면서 이뤄지는 창조적이고 신체적인 움직임 등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감정

의 욕구와 신체적인 욕구를 시각화하여 드러내고 표현하게 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고 그 완성품 뿐만 아니라 과정 중에서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20세기 초, 현대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미술이 자기표현의 한 수단으로써의 예술

로 여겨지던 것이 심리치료와 접목되면서 정신 분석가들은 미술이라는 창조적 매

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인간의 무의식을 강조

하는 가운데 개인이 갖고 있는 억압된 욕구가 표상적 이미지로서의 ‘상징’으로 나

타나는 데 그 상징은 꿈이나 예술적 표현을 통해 표출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는 그림을 통한 예술적 표현이 인간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7) 또한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환자가 그림

을 그리면서 자신을 형상화 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장

의 경향, 자기 발전의 능력 즉 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나 프로이

트(Anna Freud) 역시 아동은 자유연상을 할 준비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에서 그

림 사용이 언어 사용시 보다 의사소통을 더 용이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

다.28) 

 따라서 그림은 치유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치유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적 문제

와 결함으로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게 하고 자연스럽게 개성화 과정을 가져 

27) 강해경, op.cit., p.14.
28) 박윤경, “실기지도를 통한 아동심리치유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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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강해경,2006)

 또한 놀이치료에서는 아동은 놀이를 통해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힘들고 억압되었

던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아동은 미술을 통해 

자신을 더욱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술과 놀이는 아

동의 감정과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치료적인 접근을 도와주는 

상징적인 의사소통의 한 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미술치료와 놀이치료는 아동에게 

재미있고 매력적인 치료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 아동 자신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

라 타인에게 인정받는 대상임을 인지하면 활동을 꺼려하던 아동들도 그 활동에 기

꺼이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놀이는 치료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오고 있다. 놀이는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놀이는 아동을 이

완시키도록 도와주고 방어적인 자세를 감소시키고 불안을 잠재시킬 수 있다. 놀이

는 아동이 편안하게 느끼는 행동이며, 두려워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전

달하는 수단이 되며 내재된 감정을 표현하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는 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은 다양하고 반복적인 놀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게 되고 다루는 방법을 차차 배우게 된다. 또

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같은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되고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놀이치료의 궁극적 목표이다.

 퍼포먼스 미술은 미술치료와 놀이치료의 융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강해

경,2006) 퍼포먼스 미술은 기존 미술교육과는 다른 활동성·신체성이 들어간 미술활

동의 하나의 방식이다. 미술을 매개로 하여, 미술을 가지고 노는 형태의 ‘놀이’와 

‘미술’이 함께 있는 활동인 것이다. 현 퍼포먼스 미술교육현장에서는 아동을 대상으

로 한 교육이 한창이다. 아동에게는 퍼포먼스 미술 자체가 교육이 되고 놀이가 되

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퍼포먼스 미술교육현장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병원에서 약물이나 인

지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고도 그 치료를 지속하는데 어려

움을 가지고 있고, 치료에 거부감을 갖는 아동들이 많은 것에 이유가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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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치료들이 진단과 평가에만 더 집중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미술

이라는 활동 자체에 치유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연구자는 미술치료에서 보이는 미

술의 본질적인 부분이 소외된 점과 진단과 평가에만 집중하게 되는 점이 매우 아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미술을 매개로하여 교사와 계속 소통하고 신체와 오감을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한다는 점과 특정한 형식 없이 과정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강

점으로 아동들에게 미술을 통한 이벤트적 체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

자는 아동의 자아치유에 미술치료와 놀이치료의 강점이 접목된다면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안으로서 퍼포먼스 미술을 제시하는 바이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미술치료와 놀이치료가 융합되어있는 형태로 그로인해 아동

이 치유효과를 볼 수 있는 미술활동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 퍼포먼스 미술활동과 자아치유의 관계

 ‘자아치유’라는 의미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으

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해 대표적으로 치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의 발달이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한다. 쿠퍼스미스(Coopersmith, 1967)29)에 의하면 개인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며 유능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는 생활태도를 갖고 타인으로부

터 높게 평가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자아존중감이라 정의하였다. 즉,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평가이며, 더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생활해가는 태

도이다. 자아존중감 발달에는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동이 가장 많이 상호

29) Stanley Coopersmith, 『Antecedents of Self Esteem』 , (San Francisco:W.H.Freeman,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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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하고 영향을 받는 부모와의 대화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이 달리 형

성될 수 있다.30)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여러 방면에서 차이를 보

인다. 한 예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친사회적인 경향이 있지만 낮은 사람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Baumeister et al., 2003)가 있

다.31) 이렇듯 자아존중감은 우리의 인지, 행동, 앞으로의 경험 등을 결정할 수 있

으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3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첫번째 가치의 차원은 내가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

하고 좋아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여기고 좋

아하는지에 대한 평가의 차원이다. ‘나는 내가 좋아’ 혹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와 같은 것이 평가 차원의 예이다. 두 번째 능력의 차원은 나에게 맡겨진 과제나 

내가 정한 목표를 완수하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숙제를 늘 잘 해 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꼭 해낼 수 있을 거

야’와 같다. 마지막으로 통제의 차원은 내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통제 차원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운이 안 따라 주니까’라

고 생각하겠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야. 이걸 내가 잘 해낸다면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세 차원에 대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자아존중

감이 ‘높은’ 사람, 반대로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본다.32) 

 결국 자아존중감은 나 혼자, 스스로 생겨나는 개념이 아니다. 타인과의 의사소통

이나 사회적인 경험으로 인해 생겨나며 그것은 결국 다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동은 적절한 시기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퍼포먼스 미

30) 네이버 ‘지식백과’ 심리학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94149&cid=41991&categoryId=41991
31) Roy F. Baumeister, et al,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 no.1 (2003. may), pp. 1-44.

32) William Damon & Daniel Hart, “The Development of Self-Understanding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no.4 (1982. Aug), pp. 84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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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표현활동을 하며 교사와 또래와의 소통, 칭찬과 격려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며 미술활동을 통한 성취감을 계속해서 쌓아가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게 된다. Smith(1988)는 “아동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성공 대신 실패의 가능성을 문제로 자각하며 

어려움에 도전하기보다는 문제의 초점에 두며, 정서에 있어서도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고 비교적 어둡고 침울한 곳으로써 세계를 경험 한다”고 하였다. 이 의견에 

Singer(1980)는 “미술작업의 창의적인 과정이 자기 인식과 개인적 성장을 촉진시

킬 뿐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 하였고, 

Malchio(1998)도 “미술적 표현이 수치심의 근원을 없애고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동의하였다.33)그리고 Stair(1972)는 “자아존중감이 어린 시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체험,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의 존재 가치에 대한 중요한 타인들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형성 된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작품의 미적 가치에 대한 평가 보다 개인의 

상상력과 독특한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34)또한 놀이를 통해 오감을 활용한 자

유로운 표현활동과 수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보게 되므로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사의 아동에 대한 무조건 

적인 존중과 지지로 이루어지는 활동시간 안의 소통은 아동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

고 긍적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둘째, 자기 표현력의 발달이다. 표현력이 부족한 아동은 욕구가 제대로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을 자주 느낀다. 이 좌절감은 아동이 스스로를 필요 없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신이 누군가와 소통할 수 없다고 느껴 대인관계

에서도 뒤처지게 만든다. 따라서 아동이 자기표현을 원활하게 한다면 자존감과 자

신감이 커지고 소통을 잘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 자기표

현이란 자기의 감정이나 의지를 타인에게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 수단이며 

심리학에서는 자기주장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35) Adier(1979)는 ‘자기표

33) 김동현, 이성희, 『결손가정 아동의 자긍심 강화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 (미술치료연구 제4권 
제 1호, 1997).

34) Hales, 『Valuing the self: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elf eseem』 , (ED 317 902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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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란 확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폭 넓게 전달하는 능력’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장호(1990)는 자기표현은 불안이 없이 자기의 의사 

및 감정을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 이 중요하

며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 대상, 내용 등에 있어서 유연성과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고 하였다.36) 그리고, 임미경(2006)에 따르면 자기 표현력은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자기존중의 측면으로, 이는 자기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억압 하지 않고 

솔직하고 용기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타인존중의 측면으로, 타인에게 공

격적이거나 독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37) 

 이와 같은 국내·외 정의를 종합하면 자기 표현력은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하며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권리, 욕구, 생각

과 같은 자기주장과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행동을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불안을 느끼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어 상대방에게 전달하

는 주도적이며 기술적인 바람직한 의사소통 행위 일체를 말한다. 아동은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해 교사와 또래 집단과 소통하는 능력이 길러지며 미술이라는 매체

로 자신의 내면적인 언어를 예술적 언어로 만들어내고 표현하면서 자기표현이 극

대화 된다. 

 아동들은 자기표현 방법에 있어서 오감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느낌과 생각에 

대한 표현 욕구를 드러낸다.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해내기에 표현능력이 부족

할 경우 미술활동을 통하여 본능적으로  꾸미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표현하려 하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과 주변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 즉 자신의 감정과 생각 및 경험을 표현하려는 그 자체로 

35) 이은숙, “소극적인 아동의 자기표현훈련 효과”,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상담교
육전공, 2002), p.8.

36) 김미선, “신체표현놀이가 위축성 행동 유아의 자기표현력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유아특수교육전공, 2010), p.10-11.

37) 임미경, “자기표현훈련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교
육대학교 교육대학원:초등교육학과 초등상담교육전공, 200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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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이 된다 .38) Lowenfeld(1947)는 아동의 창의적 정신적 성장을 위해 미

술이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미술을 이

해하고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위한 환경의 제공과 격려를 강조하였으며 표현활동 

과정을 중요시 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동에게 퍼포먼스 미술활동으로 자아표현

을 하게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반영하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며, 자신의 

성장을 표현하고, 자신의 환경이나 세계 그리고 그 자신들과 의사소통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waller(1993) 또한 미술활동은 아동이 소극적이며 내성

적일지라도 손쉽고 자연스럽게 재료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의 훌륭한 기회

를 제공하며 아동미술활동은 재료를 탐색하고 조작하며 주변세계에 대한 이해와 

숙달감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예술적인 표현을 통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39)라

고 말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에게 다양한 재료와 주제로 퍼포먼스 활동의 환

경을 제공함으로서 폭넓은 표현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W. Stern(1933)은 아동미술활동의 본질을 지식이나 기술이 아닌 미적 정서

로 보았다.40) 기술 쪽 보다는 감정을 더 소중하게 본 것이다. 잘 그리거나 만들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본인이 충실하게 최선을 다

하고 즐겁게 그리거나 만들면 좋은 미술 활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아동에게 퍼

포먼스 미술활동은 자신만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 보고，느끼고, 들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며, 아동은 사물의 지각 탐색 느낌을 구별하여 자신의 세계로 표현

하는 과정에 의미를 지니고 미적 체험을 통해 느낀 자신만의 세계를 보다 자유롭

게 표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아동은 처음 그림을 그리는 것에 흥미와 자신이 없어 표현이 위축되고 수동적으

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퍼포먼스 미술 활동은 아동의 내재되어 있

는 욕구를 자극하여 아동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견하고，자신의 생각，느낌, 

지각 등을 자신의 작품 속에 표현한다. 또한 자신의 욕구，불안한 감정을 발산하면

38) 전경원, 『유아의 도형창의성 검사』 , (학지사, 심리검사 연구소, 2010).
39) Feeney & Moravcik, “A Thing of Beauty: Aesthetic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42, no.6 (1987. Sep), pp. 7-15.  
40) 주연희,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위축행동 유아의 자기표현력 및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미술심리치료학과, 201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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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다양한 경험은 적절한 사회적 경험

을 가능하게 한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생활 속에 매체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근하며 색과 모양이 다양하여 흥미를 이끌 수 있고 아동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매체 중에서 찾아서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심

어 줄 수 있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가지고 있는 매체의 종류는 다양하며 방법이

나 기법에서도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동은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해

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에서의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좌절하는 기회를 줄 일 수 있다. 또한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언어표

현이 힘들거나 글자쓰기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게 효과적인 감정의 배출구가 된

다. 아동들은 일상생활에서 쌓인 감정을 배출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며 

긴장해소와 어려움의 해결방안으로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41) 

 셋째, 사회성의 발달이다. 사회성이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사회구성원과의 적절한 교류를 통해 도덕적 규범들을 학습하고 소통능력을 기르며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아동에게는 

인격적 독립을 얻는 것, 함께 어울려 지내도록 배우는 것, 그리고 성 역할을 배우

는 것 등 사회성 발달을 위한 발달과업이 있다. 아동은 자신의 성취에 대한 기쁨과 

더불어 어른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가치관과 근면감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성장하면서 가족보다는 또래의 영향이 더 중요해지며 또래관계가 아동의 가

장 큰 기쁨과 좌절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아동기의 공격성은 점차 증가하여 공격의 횟수와 공격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다양

하게 나타난다. 아동의 공격성은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 교사와 학생의 관계, 그리

고 텔레비전에 노출되는 폭력과 같은 접촉 등에 영향을 받는다. 아동의 공격성을 

조절하도록 돕기 위해 나누기, 협동하기, 좋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등과 같은 사

회적 행동을 많이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긍정적 역할 모델을 제공해야 하

며 공격적 행동이 줄어들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아

동에게 자제력을 개발하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41) 오중숙, 『유아미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 (양서원, 서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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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그러한 면에서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아동이 세상에 대해 학습하고 소

통하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아동교육프로그램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연계되어 

인지, 정서, 사회, 신체적 발달의 모든 측면에서 더 풍성해지도록 할 수 있다. 퍼포

먼스 미술활동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호기심

과 질문을 표출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아동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으로 아동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며 놀이와 미술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감정을 표출하며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

용을 용이하게 하고 타인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42) 

 Cane(1951)은 아동들이 미술활동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은 그들이 인생 속에 

있는 유사한 사건과 연결되며 미술활동 속에서 그것들과 마주치고 해결함으로써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미술활동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은 서로 

간에 부딪혀 해결해 나감으로써 사회성이 성장해 나간다고 보았다.43) 사회적 기술

능력은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한 경험에서 형성되며 이는 습관이나 사회적 행동에 

근본을 이루고 있으며,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가졌던 아동은 부적응 행동을 보

이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성인기까지 지속적이거나 누적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다.44) 따라서 아동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는 아동이 상호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특히 또래집단 경험이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회적 기술능력을 

기르기 위해 아직 글쓰기가 어렵고 언어 표현이 서툴거나 힘든 아동에게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은 퍼포먼스 미술표현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고 물건을 나눠 쓰거나 활동을 공

유함으로써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시작되면서 관계도 함께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성장과 더불어 아동은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집단 활동을 경험 하게 되며 집단 내

의 다른 아동들이 때로는 즐거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고, 욕구가 좌절되는 등의 정

42) 장현오, 『교과교육학으로서 미술교육의 성격』, (사향미술교육 논총, 1996), p.31-50.
43) 오종숙, 『유아미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 (양서원, 서울, 1988).
44) Ladd, G. W., & Price,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 no.5 (1987. 
oct), pp. 116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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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경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감정들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다른 아동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45) Leeper와 Skipper및 Withers

poon(1979)는 미술표현활동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가치들 중에서 자료나 도구를 

나누어 쓰고 생각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아동은 

친구들과 집단속에서 재료, 도구,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교대, 양보하는 단체의 생활

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개인의 자제력 및 협동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기숙(1984)은 아동은 이러한 미술표현활동 중에 

돕고, 나누고, 협동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고 말했다.46) 아동은 아주 어릴 때부터 다른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영

향을 끼치며 자라게 되며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친구를 사귀고 그 

관계를 지속하며 친구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술을 익혀 나가는 것이다. 

 결국 아동이 혼자서 하는 개별 활동보다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집단적 활동, 특히 협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아동의 발달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퍼포먼스 미술 표현활동을 통해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됨으로 사회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퍼포먼

스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은 집단 내에서 즐거움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한다. 또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고 사회성기술을 향

상시킬 수 있다.47) 퍼포먼스를 활용한 미술활동의 협동수업은 아동에게 자기수용

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아동이 타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

다. 또한 또래상호작용을 증진시키어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켜준다. 특히 아

동의 같은 또래와 함께 협력하여 작업하는 미술활동은 아동의 또래관계를 보다 역

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돕는다. 또한 결과중심적인 과정보다는 아동

의 경험 과정에 동참하면서 세심히 관찰하고, 특히 협동적인 미술활동과 같은 소집

단에서 점점 큰 집단으로 확장해 가는 등 다양한 집단 활동을 계획하도록 권고한

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48) 많은 학자들이 아동기의 미술활동은 단

45) 안혜숙, “소집단 협동미술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유아교육전공, 2002), p.19-20.

46) 이기숙, 『유아교육과정』, (교문사, 서울, 1984)
47) 김선현, 『집단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 (아담Books, 파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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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그리기 활동이 아니라 또래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을 촉진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을 수용하고 또래의 생각이나 감

정을 수용하여 긍정적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끈다고 언급하였다 (Aylwa

rd et al, 1993; Cartwright, 1997; Mayesy, 2004; Schirmacher, 2002). 이처럼 

시간에 쫓겨 결과만을 중요시 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미술이 아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하는 과정 지향적인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해 아동은 또래와 함께 함으

로써 생각을 공유하고 나눔을 배움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공존과 

조화를 배우게 될 것이며 사회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퍼포먼

스 미술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창의성, 신체력, 성취감으로 인한 자신감, 정서의 안

정, 정서함양, 폭넓은 시각 등이 얻어질 수 있다.  또한 퍼포먼스를 활용한 미술교

육은 특정 아동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치료나 교육이 아니고 모든 아동들을 위한 미

술교육의 한 축에 있기 때문에 더 접근성이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 스스

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

라 치유적인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48)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5세 누리과정 지침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서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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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퍼포먼스 미술교육을 활용한 치유적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방법

제 1절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정서발달과 자아치유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소통과 

놀이를 가미한 퍼포먼스 미술활동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놀이와 미술이 융합된 

형태의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아동의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기존의 퍼포먼스 미

술활동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고 아동의 자아치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퍼포먼

스 미술교사는 아동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재료를 활용할 것인가, 놀이활

동에만 치우치지 않고 미술의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활동 중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진

행방법의 중점이 되는 네 부분을 집중 기술하고, 교사의 수업 지도방향, 프로그램 

진행방법을 활용한 지도안을 제시한다. 

1.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성향의 아동들이 퍼포먼스 미술과 만나 

그 과정을 체험하고 표현하고 소통함으로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표출하고 해결

하며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가는 자아치유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 

 다음 그림은 프로그램의 과정을 요약 설명 하고 있다. 집중과 동기 유발을 꾀하는 

도입, 전개 , 표현, 감상의 4부분으로 크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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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로그램 진행과정 요약

 

2.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진행과정 설명에 활용되는 예시 수업은 ‘커피가루를 이용한 미술놀이’로 

한다. 커피가루를 이용한 미술놀이는 뒤의 지도안 부분에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제시된다. 

 

가. 1단계 : 도입 

1단계: 도입- 동기와 흥미유발 및 정서탐색 (예: 커피가루 이용한 미술놀이)

각자 주제에 따라 자신이 경험했던 기억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의 도입 부분으로 아이들이 주제에 관하여 경험했던 느낌 또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흥미와 동기를 부여한다. 교사는 다양

한 자료와 재료들을 보여주어 체험에 앞서 앞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 34 -

에 대한 안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냄새, 소리, 촉감 등의 오감을 통

해 주의 깊게 대상을 관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인지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는 후에 표현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보를 받아들이고 표현하

는 과정에 있어서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준다.

 

<그림 2> 커피가루를 이용한 퍼포먼스 미술놀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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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 전개

2단계 : 전개 – 정서 발상 및 표현 

 주제와 재료를 탐색한 다음 재료로 할 수 있는 놀이시간을 갖는다.

새로운 재료와의 친밀감이 생긴 다음 재료를 통한 작품연구에 들어간다.  

재료와의 연상 과정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지 이야기하고 표현한다.   

 재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재료를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재료를 가지고 노는 

시간을 갖는다. 여기서 ‘놀이’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놀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재미

있게 보낼수록 그 수업시간에 어떤 작품 활동이 하고 싶은지에 대한 창작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 재료가 무엇을 연상시키는지 서로 이야기 해보고 그에 맞는 

작품을 만들기 전에 재료로 자유롭게 놀이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는다.

 

<그림 3> 정서발상 표현 예시



- 36 -

 재료에 대한 탐색이나 충분한 이해 없이 작품 만들기나 그리기에만 열중할 경우 

창의적인 생각이 닫히고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커피가루를 예로 들면, 커피가루에 물을 묻혀 신문지에 자유로운 주제로 그림을 그

려보거나 커피가루를 두텁게 쌓아 두더지 놀이를 하기도 한다. 재료와의 친밀감이 

생긴 다음 재료를 통한 작품연구에 들어간다. 재료와의 연상과정에서 아이들은 모

래나 땅속을 표현하기로 한다. 땅속에 잠을 자고 있는 동물들을 표현하고 그 바탕

을 커피가루를 이용해 모래대신 표현한다. 깊은 땅속과 땅속에서 잠자는 동물들을 

그려 넣고 땅속의 바탕 부분을 물풀로 칠한 뒤 커피가루를 골고루 뿌린다. 

   

다. 3단계 : 표현 

3단계 : 표현 – 발표 및 나눔  

각자 자신의 표현방법으로 작품을 완성한 뒤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발표하고 

작품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다. 교사는 긍정적인 방향의 적절한 피드백

을 할 수 있다. 

 

 이 표현 단계에서는 자유로운 발상과 방법으로 작품을 표현하고 완성한 뒤, 자신

의 작품에 대해서 또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 중의 자신의 느낌과 감정, 생각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자신의 작품설명 발표에서 그치지 않도록 

교사는 부드럽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끈다. 수업에 함께 한 아동들 모두가 자신의 

의견과 생각, 느낌 등을 표현하고 얘기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자가 의도하는 발표 및 나눔의 모습은 모두가 자신의 작품을 매개체로 하

여 함께 했던 시간을 언어로 표현하여 느낌과 생각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 목적이다. 아무리 좋은 느낌과 즐거운 시간, 좋은 작품을 만들었더라도 언어로 

표현해 보지 않으면 자기표현에 있어 발전이 없을 것이다. 또한 서툴더라도 자유로

운 자기표현을 자주 하다보면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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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표현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고 어떤 표현이든 간에 존중해 주는 과정을 계

속해서 갖는다면 아동의 자기표현력과 자신감은 향상된다. 교사의 작품에 대한 칭

찬과 피드백 또한 중요하다. 긍정적인 방향의 피드백은 학생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거름 역할을 한다.

라. 4단계 : 감상

4단계 : 감상 

활동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반응 및 기록

 

 마지막 단계로 앞선 작업들에 대해 교사는 아동들의 정서적 반응을 확인하고 소

통한다. 수업 후 이를 기록해 두어 다음 수업에 반영, 계획한다. 

 다시 커피가루를 예로 들면, 아동들은 모래놀이와 흡사하다고 느끼며 더 부드러운 

촉감과 향에 흥미를 느낀다. 모래놀이와 비슷한 형태로 재료를 가지고 놀며 탐색하

는 시간을 즐거워하며 스트레스를 푼다. 탐색하는 시간이 짧은 것에 아쉬워한다.  

놀이를 하며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또래와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모래와 비슷하지만 향기가 있고 더욱 부드러운 촉감의 커피가루를 손으로 만지고 

토닥거리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 가루를 이용해 자신의 그림과 

어울려지게 작품을 만들어 더욱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재료를 활용한 수

업은 유아에서부터 모든 연령대에 활용하기 좋은 재료이고 오감을 이용한다는 점

에서 스트레스나 정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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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커피가루 이용한 퍼포먼스 미술 완성작 예시 

3. 지도 방법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한 아동의 자아치유가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 미술활동은

기존 미술수업과는 확연히 다른, 놀이와 미술활동의 융합된 교육의 형태이다. 그렇

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교사는 아동이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해 

자아치유의 효과를 보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퍼포먼스 교사의 가장 큰 숙제는 작

품활동을 하는 과정에 아동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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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자아치유를 위한 퍼포먼스를 활용한 미술 수업을 이끄는 교사의 역할은  

첫째, 아동의 흥미 유발과 동기부여를 위해 다양한 재료와 환경을 준비한다. 퍼포

먼스 미술활동은 일반 미술수업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의 많은 고민과 준비

가 필요하다. 아동의 흥미를 쉽게 끌 수 있는 다양한 재료는 물론 수업의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음악, 그리고 수업을 하는 공간전체를 퍼포먼스 활동

을 위해 꾸미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동이 말 그대로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교

사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수업을 위해 많은 준비와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에 퍼포먼스 미술 수업은 다른 수업과 차별성이 있고 특별하다.   

 둘째, 교사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존재여야 한다. 마땅히 교사라면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도 하지만 퍼포먼스 미술활동에서 아동의 자아치유를 위해서는 꼭 필

요한 교사의 면목이다. 교사는 아동이 교사를 믿고 자신의 내면을 마음껏 표출하고 

감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느

끼는 어떤 감정과 표현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자신을 존중해줄 수 있

는 교사일 때 교사와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퍼포먼스 

수업은 조금은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치료자’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다양한 표현을 존중하고 항상 열린 피드백을 준다. 수업을 하면서 

아동의 반응과 표현하는 방식도 아주 다양 할 수 있다. 아이들의 성향과 기분에 따

라 그 반응이 아주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다. 때로는 교사가 감당하기 힘

들 정도로 독특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교사는 당황하지 않고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고 인정해주며 긍정적인 방향의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이 수업이 열린 형태의 수업임을 항상 생각한다. 열린 피드백

과 칭찬으로 아동의 자존감을 높여 준다. 



- 40 -

4. 지도안

 위의 프로그램 구성, 진행 방향, 지도방법의 설정으로 대표적으로 4개의 지도안을 

제시해 본다. 본 지도안은 로웬펠드 발달단계 전도식기에 해당하는 4~7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으로 제한하여 수업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의식적인 형태의 창조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기의 전도식기 아동에게 적절한 자극과 효과를 줄 수 있는 4

가지 재료를 선정하였다. 

가. 커피가루를 활용한 촉감놀이와 작품 만들기 

 이미 모래놀이는 놀이치료의 한 재료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 커피가루는 모래놀이

를 하는 것과 흡사한 느낌을 주며, 모래와 비교하여 부드러운 촉감과 은은한 향기, 

그리고 물과 희석하여 물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가져 미술놀이 재료로서 

큰 장점을 가진다. 커피가루를 가지고 놀이를 함으로써 아동은 신체의 대근육과 소

근육의 발달이 증진되고 눈과 손, 그리고 그 이외의 신체 부분간의 협응력이 향상

되어 신체 조정 능력이 발달된다. 또한 커피가루를 손에 쥐고 두드리거나 뿌리거나 

젖은 커피가루를 주무르면서 어린이의 감각기능이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활용재료 (커피가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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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마법가루

활동명 커피가루 활용하여 작품 만들기 

활동목표

· 재료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정서와 관련된 욕구를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다. 

· 재료를 활용하여 상상하는 것을 작품으로 그려낼 수 있다.

준비물 · 커피가루, 물, 붓, 화선지, 신문지, 종이, 물풀, 크레파스 , 물감

단계 내용

준비

· 넓은 바닥에 전지를 깔고 그 위에 투명한 비닐을 덮은 후 

커피가루를 부어 놓는다. 그 옆에 신문지나 종이를 펴 놓는다.

· 나머지 준비물을 준비하여 수업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한다.

정서탐색
·교사가 준비한 재료를 만져보고 촉감을 느껴본다.

·어떤 것을 연상시키는지 이야기해 본다.

정서발상 및

표현

· 재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커피가루를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가지고 노는 시간을 갖는다.

· 이 재료가 무엇을 연상시키는지 서로 이야기 해보고 

그에 맞는 작품을 만들기 전에 커피가루로 자유롭게 

놀거나 그림 그리는 시간을 짧게 갖는다.

· 커피가루에 물을 묻혀 신문지에 자유로운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거나 커피가루를 두텁게 쌓아 두더지 놀이를 하기도 한다. 

· 재료와의 친밀감이 생긴 다음 재료를 통한 작품연구에 들어간다.

· 재료와의 연상과정에서 아이들은 모래나 땅속을 표현하기로 한다. 

· 땅속에 잠을 자고 있는 동물들을 표현하고 그 바탕을 커피가루를 

이용해 모래대신 표현한다. 

· 깊은 땅속과 땅속에서 잠자는 동물들을 그려 넣고 땅속의 바탕 

부분을 물풀로 칠한 뒤 커피가루를 골고루 뿌린다. 

나눔 및 

감상

· 완성작품을 감상한다.

· 커피가루로 표현하는 방법이 어땠는지 이야기 해본다.

[표 1] 커피가루를 활용한 퍼포먼스 미술활동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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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6세, 커피가루 활용한 완성

유의점
· 먹지 않도록 조심한다.

· 물을 이용해 그림을 그릴 때 커피가루의 양 조절에 주의한다. 

활동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반응 

및 평가

· 처음에는 정해지지 않은 연상 놀이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으나 

금세 재료의 특성에 익숙해 졌다.

· 모래놀이와 흡사하다고 느끼며 더 부드러운 촉감과 향에 

흥미를 느꼈다. 

· 모래놀이와 비슷한 형태로 재료를 가지고 놀며 탐색하는 시간을 

매우 즐거워하며 스트레스를 푼다. 탐색하는 시간이 짧은 것에 

아쉬워하였다. 

·  놀이를 하며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또래와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커피가루를 손으로 만지고 토닥거리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가루를 이용해 자신의 그림과 어울려지게 작품을 만들어 더욱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이 재료를 활용한 수업은 유아에서부터 모든 연령대에 활용하기 

좋은 재료이고 오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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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촛농을 이용한 자유연상그림 

활동명 조심조심, 눈이 내려요

활동목표
· 주의를 집중하며 활동할 수 있다.

· 자유롭게 흘러가는 내면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다. 

준비물 · 초, 라이터, 종이, 물감, 크레파스, 물, 붓, 등

단계 내용

준비

· 촛농을 만들기 위해 교사가 미리 준비한다.

· 수업 진행을 하기 전에 미리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조심하도록 주의를 준다. 

나. 떨어지는 촛농을 이용한 자유연상 작품 만들기

 초가 타오르는 모습과 불씨를 보며 아동은 주의를 집중하며 자유롭게 흘러가는 

내면의 이야기들을 표현할 수 있고 따뜻한 이미지를 감정으로 느낀다. 미술활동의 

재료로 쓰이는 것은 촛농인데, 초가 타오르며 촛농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연상되

는 이미지와 느낌을 작품으로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고 떨어진 촛농 위에 물감을 

색칠해 보며 섞이지 않는 두 재료의 성질 차이도 알아 볼 수 있다. 

<그림 7> 활용재료 (양초 이미지)

  

[표 2] 조심조심, 눈이 내려요! 퍼포먼스 미술활동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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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탐색
· 촛불이 타면서 촛농이 만들어 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본다.

· 촛농을 이용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해본다. 

정서발상 및

표현

· 자유롭게 종이 위에 촛농을 떨어뜨린다. 

· 교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촛농을 떨어뜨리게 하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이나 연상을 하게 되는 아이와 

계속 대화를 나누도록 한다. 

· 하늘의 비나 눈처럼 떨어지고 나면 하얗게 굳어지는 촛농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질문과 대답을 한다. 

· 촛농을 충분히 원하는 모양으로 떨어뜨린 후 그 위에 물감으로 

칠해 굳어진 하얀 촛농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한다.

<그림 8> 촛농 퍼포먼스 미술화동 과정

나눔 및 

감상

<그림 9> 촛농 활용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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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흘렀는지 이야기해 본다. 

· 완성된 작품을 보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상한다. 

유의점

· 뜨거운 촛농에 손이 데이지 않도록 조심한다.

· 자유 연상그림이므로 교사가 그림에 너무 터치하지 않게         

유의한다. 

활동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반응 

및 평가

· 초가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집중하게 된다. 

· 시간이 흐르며 촛농이 떨어질 때 짜릿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 흐르는 촛농을 종이 위에 받아내며 모양을 그려내며 굳어지는 

촛농을 긁기도 하고 만져 보기도 하며 흥미를 보였다.

·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더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어떤 틀이 없는 자유 연상 그림이기 때문에 아주 추상적인 

작품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동이 작품을 하는 과정, 활동 

자체에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단순한 작업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다. 

다. 비눗방울 불어보며 다양한 상상을 이미지화 하기

 비눗방울은 아이들이 쉽게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는 재료이면서 항상 호기심을 

갖고 다루게 되는 특징이 있다. 비눗방울을 부는 행위도 매우 즐거워하지만 비눗방

울이 공기 중으로 떠오를 때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연상을 하게 된다. 미술활동의 

재료로 비눗물에 물감을 충분히 섞어 마음껏 불어 부풀어 오르는 비눗방울로 작품

을 만들 수도 있고, 빨대를 이용해 원하는 만큼 불어내 이미지를 만들 수 도 있다.

색상을 바꾸어 비눗방울을 만들며 다양한 상상과 작품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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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공기방울

활동명 방울방울 후후

활동목표
·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구별 할 수 있다. 

· 공기방울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준비물
· 종이컵, 물감, 세제, 물, 빨대, 주사기, 전지, 가위, 풀, 색종이,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단계 내용

준비
· 3-4명 의 팀을 구성한다.

· 여러 가지 색의 물감을 물과 적당량의 세제를  섞어서 준비 한다. 

정서탐색

· 공기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그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야기 

한다. 

· 물감을 묽게 타서 공기로 바람을 일으켜 물감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정서발상 및

표현

· 전지에는 서너명의 팀이 함께 비눗방울을 불어 연습을 한다.

· 원하는 색의 물감을 물과 세제와 함께 적절히 섞어 부는    

연습을 한다.

·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공기로 빨대나 주사기로 재미있는 모양을 

<그림 10> 활용재료 (비눗방울 이미지)

[표 3] 방울방울 후후! 퍼포먼스 미술활동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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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본다. 

· 한 방향으로 불어도 괜찮고 여러 방향에서 흐르듯 , 뿌리듯 

불어도 좋다. 

·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하여 종이에 불어보면 더 예쁜 공기방울을 

볼 수 있다. 

· 원하는 만큼 적절히 종이에 색 방울을 불어 넣고 그 위에 

연상되는 그림을 그려보거나 색종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마무리 한다. 

나눔 및 

감상

<그림 11> 비눗방울을 활용한 작품

 

·제목을 정해보고 무엇을 연상해서 표현하였는지 이야기 한다. 

유의점

· 빨대는 되도록 입구가 굵은 걸로 준비하고, 불기만 하고 

들이마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 물감 불기가 끝나면 드라이기로 잘 말려둔 후 위에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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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반응 

및 평가

· 빨대를 이용하여 물감불기 에 대해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호기심을 느끼며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물감불기 작업과정에서 규칙을 정해 놀이 형태로 친구들과 함께 

불며 공기방울을 만들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 비눗방울이 몽글몽글 올라올 때 아이들은 많은 연상을 했고

색상을 바꿈에 따라 모양에 따라 자신만의 느낌과 상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했다. 

· 혼자나 단체 어떤 형태로도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재료이다. 

라. 종이컵 쌓아 우리 집 만들어 보기

 종이컵은 다양한 만들기나 작품의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종이컵

을 이용하여 몇 명씩 팀을 짜서 쌓아보는 놀이 시간을 갖는다. 종이컵이 가벼워서 

잘 쌓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서로 협동하고 

소통하게 된다. 종이컵을 쌓아 하나의 공간처럼 자신들만의 성을 만든다. 하나의 

재료로 여러 가지 놀이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림 12> 활용재료 (종이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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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종이컵으로 만들기 

활동명 우리 집

활동목표

· 자신의 정서를 표현 하고 그 정서와 관련된 자신의 욕구를 

이야기하고 그림으로 표현 할 수 있다. 

·  타인의 감정을 알아보고 하나의 결과물로 제작함으로써 

교우관계 증진을 느끼며 소속감이 생긴다. 

준비물
· 종이컵, 색종이, 가위 풀,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물감, 물 , 붓 

파렛트 등 

단계 내용

준비
· 종이컵에 마음에 드는 색의 색종이로 둘러 놓는다. 

· 2-3 팀을 이뤄 활동한다. 

정서탐색 · 개개인 마다 행복을 느끼는 공간을 이야기 한다. 

정서발상 및

표현

· 종이컵을 차례대로 쌓아 탑을 만든다. 

· 친구와 사이좋게 하나씩 양보하며 쌓기를 한다.

· 종이컵 쌓기를 하며 자신의 행복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어떤 모양인지, 어떤 느낌인지, 왜 그 공간에서는 마음이 

편안한지 하나씩 생각해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조심히 쌓지 않으면 한번 에 무너질 수 도 있기 때문에 유의한다.

· 다 쌓은 종이컵 탑 안에서 실제 행복한 공간처럼 놀이를 하는 

시간도 갖는다.

· 남은 종이컵을 이용하여 종이컵 연상 그림을 그려본다. 

나눔 및 

감상

<그림 13> 우리 집 공동작품(종이컵 성)

[표 4] 우리 집 퍼포먼스 미술활동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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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종이컵을 활용한 작품 

*완성된 작품을 감상한다. 

*행복을 느끼는 공간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서로 이야기한다. 

유의점
· 조심히 하지 않으면 종이컵 탑이 잘 무너질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활동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반응 

및 평가

· 공동작품 이기 때문에 팀원과 함께 어울리며 상호소통하고 

협동해야 한다는 점이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려워했다. 교사가 먼저 

대화의 장을 열어 준 후 함께 하나씩 종이컵 쌓기를 하니 

부끄러워하면서도 매우 즐거워하며 공동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자신의 행복한 공간을 생각하며 쌓아가는 작업이라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들뜬 마음으로 작업을 완성했다.

· 쌓기가 완성된 후에는 그 자리에서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한참 보냈다. 

· 남은 종이컵으로는 오리고 붙이고 색칠하며  새로운 그림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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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효과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은 다양한 재료의 오감체험을 경험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특별하지 않은 재료들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존

의 다양한 미술재료들을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미술활동으로 접목시키

는 작업을 통해 아동은 놀이와 미술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의 놀이를 미

술활동 표현의 하나로 보며 재료를 통해 오감을 만족시키는 놀이미술을 할 수 있

다.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등을 자극 시키며 미술활동의 동기부여와 작품활

동의 욕구를 높였으며 오감체험과 놀이시간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로운 정서표현과 발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

는 능력이 길러진다.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은 기존의 미술활동과는 차별화된 자

유롭고 신선한 총체적 예술이다. 아동에게 단순한 미술수업이 아닌 하나의 체험이

며,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은 평소에 발산하지 못하였던 정서 표

현과 발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표현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교사

가 이끌어 준다. 본 프로그램에서 의도하는 중요한 단계는 나눔 부분인데 아동이 

자유롭고 다양한 자기표현들을 미술활동에 담아내는 과정에서부터 교사와의 피드

백을 주고받는 시간,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작품을 이야기하는 과정까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아동에게 자신의 정

서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것은 아동의 정서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며 아동의 자존감, 자기표현력, 사회

성 발달에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지속적인 긍정적 피드백, 칭찬과 격려 속에 궁극적으로 

아동은 자아치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 하

고 체험한다 해도 교사의 지속적인 긍정적 피드백과 칭찬·격려 없이 아동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힘들 것이다. 놀이와 미술이 결합된 형태의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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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재미와 만족감은 줄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 함께 가지 못한

다면 이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서 본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교사의 치료자적 마인드 이다.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미술을 매개체로 아

동의 감성을 어루만져 주는 멘토 같은 역할이다. 아동의 미술활동을 어떤 형태든

지, 어떤 표현이든지, 어떤 작품이든지 존중해주는 교사로서 프로그램에 임하여 아

동의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한 자아치유를 이끌어 준다. 아동은 본 퍼포먼스 미술

활동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체험을 통하여 미술활동의 이해가 깊어질 뿐만 아니

라 아동기에 필요한 정서적인 자아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자아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본 장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주제 외에 다른 어떤 주제로 수업을 했

을 때에도 상기 진행방법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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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제언

 오감을 자극하는 예술 분야는 이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에 다양한 영향

을 불러온다. 예술은 정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많은 이들의 생활 속에서 

이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치유 목적의 대안으로 

다양한 예술분야의 총체성을 갖고 있는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치료

의 목적으로서 현재 이미 미술치료라는 분야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본 연

구자가 연구의 주제에 미술치료를 쓰지 않고 자아치유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치료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 클 것이다. 결국 

진단과 평가로 그치게 되는 치료형태가 다양한 미술활동에서의 치유 경험을 저해

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놀이치료와 미술치료가 융합된 형태의 퍼포먼스 미술활동

은 과정 중심의 미술놀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아동이 미술활동을 하면서 그 과

정 속에서 스스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수업에 조성된 환경, 다양한 재료, 놀이 시간, 소통의 시간 등이 아동에게 정서적인 

함양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 놀이(신체활동)와 미술이 융합된 퍼포먼스 미술활

동이 아동들에게 학습치료, 놀이치료, 사회성 그룹치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아동들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도 퍼포먼스 미술 교육현장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것

이다. 퍼포먼스 미술교육은 기존의 정적이고 표현주의 위주의 미술수업방식에서 벗

어나 오감을 자극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형태로서의 미술활동을 말한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미술활동에서 탈피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생과 열린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아치유’ 라는 의미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

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아동은 지속적인 퍼포먼스 미술활동의 경험을 통

해서 다양한 예술적 시각이 넓혀질 뿐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는 성취감과 교사와 

부모의 격려로 스스로 긍정적인 이미지의 자아상을 그려가게 된다. 

 놀이와 소통이 강조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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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하는 활동 형태를 유지하고 표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생각과 감정, 느낌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킴으로서 아동의 감정

과 사고의 폭을 넓혀주며, 오감을 자극하는 미술놀이의 체험으로서 자유로운 사고

와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심미력, 다양성 등이 발달된다.

 둘째, 언어표현 능력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정서표현이 발달되고 표현에서의 유연성 다양성이 생기며, 예술적인 표현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진다. 또한 다양한 소통으로 열린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정서발달과 성장이 기대된다.

지속적인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개

인적 성장이 촉진되며, 퍼포먼스의 특징으로 독특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할 줄 알게 

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향상, 자기표현력의 향상, 사회성의 발달 등이 기대된다.

 넷째, 미술을 통한 치유의 효과가 기대된다.

놀이·표출·소통 등의 과정에서 긴장해소와 완화가 되며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을 때 궁극적으로 아동은 미술을 통한 자아치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놀이와 소통의 퍼포먼스 미술프로그램과 지도방향, 지도안을 제시하면

서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치유의 목적으로서 여러 아동들에게 교육적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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