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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effect of a variety of art therapy 

programs on the physical ability of the mentally-retarded women living in car 

centers.

  It targets five mentally-retarded women whose ages are 29-47 living in C 

welfare center in Gwangsan-Gu, Gwangju and they have collective art therapy 

a total of 20 times, three time a week, for 50 minutes.

 

  To identify the effect of art therapy program, it observes their changes in 

language, emotion and behaviors each session to record the transitional 

processes of their small muscle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the 

collected data using KISE Development Test-Development of Physical Ability 

of Small Musc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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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when art therapy program is applied for the mentally-retarded 

subjects, their elaborate ability, a sub-area of small muscle locomotion, is 

improved. 

  Second, when art therapy program is applied for the mentally-retarded 

subjects, their perceptive ability, a sub-area of small muscle locomotion, is 

improved.  

  Third, when art therapy program is applied for the mentally-retarded 

subjects, their writing ability, a sub-area of small muscle locomotion, is 

improved. 

  Based on the result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art therapy helps the 

subjects have interactive relations each other and have interest in them, and 

is effective in improvement of the physical ability of small muscl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o enhance their physical ability we 

should develop intentional and organized program activiti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al levels. 



- 1 -

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과과과 목목목적적적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그 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이러한 권리는 장애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로부터 격리되지 않은 곳에서 동일하게 교육을 받고 문화

활동과 여가활동을 즐기며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즉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
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 장
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정신지체란 유전적,사회적,환경적,교육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지적 발달이

불안전하거나 지체되어 사회 적응에 곤란이 있는 상태로 적응행동에 결함이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지능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서 발달 기간 중에 나타
나는 것을 말한다.1)
이러한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성인이 된 후에도 지적 능력이 지체되고 사회

적응이 곤란하여 적응행동에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실패 경험 때
문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여 정신능력 상태가 더욱 지체되기도 한다.그러나 정
신지체 장애인의 욕구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아 주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타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
은 욕구가 있으나,정신지체 장애인은 언어 발달의 미숙으로 인하여 자신의 뜻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이들에게 미술활동은 언어적,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자기표현을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그러므로 미술 활동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 표현의 매
체가 되며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나 표현력을 신장시켜주고 창조의 성취를 경험하
게 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지적결함으로 인해 비록 표현의 수준이
낮을지라도 이들의 내면세계를 관찰할 수 있고,외부세계와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1) AAMR,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는 미국정신박약자 연구 협회

로 최초로 발주했으며 그 후에 미국정신결함협회로 바뀌었다가 1987년에 미국정신지체협회로 그 명칭

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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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역의 치료 도구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또한 정신지
체 장애인은 학습과 기억뿐만 아니라,그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신변처리,사회적
기술 등이 뒤떨어져 결국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그러나 다른 장애를 겪는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지체 장애인도 지속적
인 미술활동의 교육과 치료가 진행된다면 그들의 잠재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2)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잠재력을 표현할 수 있는 소근육을

위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 성취감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그들이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가치 있는 존재로 여
기도록 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이것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의 모
습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이제는 그들의 일차원적인 삶에서 한 단계 발전되어
그들을 인격체로 보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지체인 장애인에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미술치료는 자신의 내면을 표출시키고 미술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발달을 촉진

시키게 되고,작품을 만들 때는 눈 ·손 협응을 통하여 대근육과 소근육의 조절 능
력이 발달하게 되고 시각 ·촉각도 발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며 읽기,쓰기,소근육,언어,인지,지각능력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능
력을 증진시키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3)
미술치료는 장애로 인한 감각기관의 지체발달의 부진,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

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비언어적인 매체인 미술을 통해 자신들을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4)
미술치료에서의 미술 활동들이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나 표현력을 향상시켜 주

고 창조적 성취를 경험시켜 자신감을 길러줄 뿐 아니라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감
각 ·운동․근육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5)

2) 이효진, <소조중심 미술치료가 중증 정신지체인의 소근육 운동능력 및 인지능력 향상 연구>, 영남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p. 14.

3) 이희연, <미술치료프로그램이 특수학급 아동의 소근육에 미치는 효과>,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3, p. 12.

4) 정여주, ≪미술치료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2, p. 76.

5) Lowenfeld,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 미술교육연구회, 1957,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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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술치료는 제한된 지적 기능과 그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사회적 요구
에 반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활동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친근감을 느끼게 하여 미술치료를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며 작품
을 만들거나 완성해 봄으로서 자신을 표현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그러므로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감각․인지․정서․창의성발달을 가져 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함
으로서 그들의 2차적 장애를 줄이는 것이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재활의 중심이 될
것이며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장애 중에서 지체된 소근육 운동 향상
을 위한 미술치료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여성을 대상으
로 손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미술치료가 이들의 소
근육 운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소근
육 운동 능력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생활시설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22...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본 연구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의 소근육 운동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의 정교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의 지각운동에 미치는 효과
는 어떠한가?

셋째,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의 쓰기운동에 미치는 효과
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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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111)))소소소근근근육육육 운운운동동동능능능력력력
본 연구에서는 손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서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손가락 사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3
가지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정교성:손가락 및 양손의 협응 능력과 정확한 사용능력이다.
-지각 운동:시각,촉각,근육 운동지각과 소 근육 운동의 협응 및 상호 작용

능력이다.
-쓰기 능력:상징적 의사소통이나 표현을 위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222)))생생생활활활시시시설설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로 정신지체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

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이다.

333)))미미미술술술치치치료료료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본 연구에서 말하는 미술치료는 한 가지 매체나 기법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

고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사용하는 미술활동이다.그러므로 그리기,만들기,오리
기,자르기,접기,붙이기,색칠하기 등의 소 근육 기능을 요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
고 연구대상자들이 쉽게 수행해 낼 수 있는 기법을 선택하여 매 회기마다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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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정정정신신신지지지체체체인인인의의의 특특특징징징 및및및 적적적응응응행행행동동동

111)))정정정신신신지지지체체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정신지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나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

는 것은 미국정신지체협회의 정의이다.미국정신지체협회는 1992년에 개정된 정신
지체 정의를 재수정하여 2002년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는데,

“정신지체란 지적 기능과 개념적,사회적,실제적 적용기술로서 표현되는 적응
행동 모두에서 유의미한 한계를 가진 장애로 특정 지워진다.이 장애는 18세 이전
에 시작된다.”고 한다.

정신지체장애 정의에 따른 정신지체 분류 방식은 미국정신의학회의 (Diagnostic
andStatisticalManualDisordersⅣ:DSM-Ⅳ,1994)6)진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Ⅱ-1>와 같다.

<표Ⅱ-1>DSM-Ⅳ의 정신지체 진단 기준

6) 미국정신의학회 편, ≪정서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 서울: 하나 의학사, 1995  p. 62.

A.심하게 평균 수준 이하의 지적 기능:개별적으로 실시된 지능 검사에서 70이
하의 지능지수(유아의 경우는,지적 기능이 유의하게 평균이하라는 임상적
판단).

B.다음 항목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 항목에서 현재의 적응 가능(예:개인의 연
령이나 문화 집단에서 기대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개인의 효율성)결함이나
장해를 동반 한다:의사소통,자기 돌봄,가정생활,사회적 기술과 대인 관계
적 기술,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자기관리,기능적 학업 기술,직업,여가,건
강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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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7)에서는 정신지체를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
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
에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장애정도에 따라 정신지체
장애인 1급,2급,3급으로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정신지체 장애 등급 기준규정은
<표Ⅱ-2>와 같다.

<표Ⅱ-2>우리나라 정신지체 장애등급 기준규정

7) 1981년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후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계기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여러 제도 및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정신지체 1급
 지능지수 34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확실하

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정신지체 2급

 지능지수 35이상 49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

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유지할 수가 있

고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정신지체 3급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C.18세 이전에 발병한다.
지능 장해의 수준을 반영하는 삼각도에 근거한 진단 부호
317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지능지수 50-55에서 약 70까지
318.0중간 정도의 정신지체:지능지수 35-40에서 50-55까지
318.1심한 정도의 정신지체:지능지수 20-25에서 35-40까지
318.2아주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지능지수 20에서 25이하
319 정도를 세분할 수 없는 정신지체:정신지체는 강한 심증은 있지만 표준
화 검사에 의해 지능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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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정정정신신신지지지체체체의의의 원원원인인인
대체로 정신지체가 될 수 있는 원인으로서 생물학적 원인과 사회 심리적 원인

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의 10%-20%
정도만이 원인규명이 가능하다.
주로 중도 정신지체에서 생물학적 원인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도 정신지체는

사회 심리적 원인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생물학적 요인은 주
로 단일 원인인 경우가 많고 병적인 면이 강하게 작용한다.이 요인에 의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며 악화를 방지할 수 있고 정확
한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111)))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원원원인인인
감염과 중독,출생 시 신체적 외상,대사 장애와 영양결핍,출생 후의 뇌 손상,

출생 전의 불명확한 이유,염색체 이상,태내 발달 기에서의 장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①① 감감감염염염과과과 중중중독독독 -임산부가 홍역,풍진,매독 등에 감염되면 태아가 정신지
체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또한,유아나 어린 아동이 뇌막염이나 뇌염에
감염되면 정신적인 발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중독도 감염과 같이 유아에게서
정신지체를 일으킬 수 있으며,알코올․카페인․니코틴 중독도 미숙아 발생을 일으
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②②② 대대대사사사 장장장애애애와와와 영영영양양양결결결핍핍핍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대다수의 정신지체는 대
사장애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결손열성유전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대사장
애에는 PKU(페닐게토뇨증)와 갈락토세미아 등이 있다.또한 태내기에서의 영양부
족도 뇌세포성장을 억제하여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③③③ 원원원인인인불불불명명명의의의 출출출생생생 전전전 영영영향향향 -소두증,수두증이 이에 포함된다.소두증은
유전적 이상이나 산모의 풍진,홍역 등의 감염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머리가 작고 등뼈가 굽었거나 이마가 비스듬한 특징을 갖고 있다.수두증은 뇌

척수 액이 뇌의 내측이나 외측에 고여서 뇌와 두개골을 압박하는 병이다.복합유전
자에 의한 유전이나 척추의 기형,산모의 감염이나 중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
하며 조기발견으로 가능하다.

④④④ 염염염색색색체체체 이이이상상상 -가장 보편된 염색체 장애는 다운증후군이다.다운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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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삼색염색체증,21번째의 염색체가 다른 염색체에 붙어 생기는 전위,모자이키
즘 등의 세 유형이 있다.이것은 임산부의 양수 일부를 빼내어 그 속의 세포를 분
석함으로써 염색체의 이상 유무를 발견하는 양막 천자의 기술로서 조기에 진단이
가능하다.이 밖의 성염색체의 이상으로 생기는 클라이펠터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
타콥스 증후군 등이 있다.

(((222)))심심심리리리사사사회회회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가정의 경제적인 위치,거주지 문화의 정도,감각자극의

상실,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장애 등의 요인이 아동에게 결핍환경으로서 영향을 줄
수 있다.사회 심리학적 원인들은 단일요소로 작용하기보다 다른 부분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복잡하게 영향을 끼치며 특히,경도 정신지체의 경우 많은 유전적 요소들
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33)))정정정신신신지지지체체체인인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다음의 특성들이 모든 정신지체아동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정신지

체인의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듯이 이들 간에도 개인차가 크며,특히 장애 정도
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한다.

(((111)))인인인지지지적적적․․․교교교육육육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장애정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듯이,또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

듯이 정신지체로 진단된 아동들 간에도 매우 큰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한다.또한 각
개인 내에서도(가벼운 지체인 경우)발달 영역에 따라,또한 학습과제에 따라 유의
한 개인 내 차를 보이는 것이 보편적이다.정신지체아들의 단기기억의 결함이 있지
만 장기기억은 일반인들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즉 어떤 것이 일단 학습
되어 장기기억에 저장되고 나면 상당히 잘 유지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들의 결함
은 장기기억으로의 과정인 작업 기억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여기에는 주의,
전략사용,실행기능 등 많은 과정에서의 결함이 포함된다.특히 주의는 정보처리의
여러 단계에서 중요하며 정신지체의 경우 주의와 관련한 몇 가지 결함이 밝혀져
있다.지적 결함이 있는 경우 감각기억 단계에서 특정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를 선택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주의의 결함은 작업 기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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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정신지체아동들은 효과적인 인지전략의 사용에도 제한이 있다.즉 정신지체아동

들은 전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모니터하지 못하며,일반아동들 보다 늦게 상
위인지를 발달시킨다.
또한 대부분의 정신지체아동들은 언어발달에 있어서 지체되거나 비정상적인 패

턴을 보인다.예를 들어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조음 문제는 이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그러나 대부분의 정신지체아동들은 발달속도가 일반아동에 비해 지체되
나,정상적인 언어발달 단계를 따른다.
이에 반하여 정신지체 성인에 대한 인지력은 아동기보다는 조금 더 발전하지만

일반성인기와는 견줄 만큼 크게 향상은 되지 않지만 학령기 이후에는 초등학교 3
학년정도의 수준이며 학습을 통한 교육 및 훈련을 계속 받으면 발전 가능성은 있
다고 본다.
또한 정신지체 성인을 위한 최종교육은 대부분이 기술고등을 받는 것이며 정규

교육의 최종학력인 대학교와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을 위한 정
부와 교육부의 교육정책 및 교육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행행행동동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정신지체아동들은 대인관계에 중요한 사회적 기술에 결함을 보이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사회적 기술의 손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부적절한 얼굴 표정과
신체접촉을 보이며,상황과 대상에 맞지 않는 대화를 하거나,다른 사람들에게 반
응할 때 감정이입을 못한다.사회적 인지에서도 결함을 보여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상황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나,남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비
록 점진적이기는 하나 비장애아동과 같은 순서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정신지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스콧(scott)은 정신지체 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행동문제를 서너 배 더 많이 보이

는 것을 발견했다.이 비율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해당된
다.정신지체 인들에게 모든 유형의 정신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공격성,불안,
우울증,주의력 결핍 과잉행동,강박-충동장애,정신분열증,자폐증,선동성 등이 모
두 보고되었다.행동문제는 연령 증가에 따라,정신지체의 정도가 심할수록 증가하



- 10 -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소통 기술의 결함을 적절한과거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말을 못

하는 정신지체 성인에 있어서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은 일차적으로 다른 사람이 관
찰한 우울 기분,자극과민성,식욕부진,불면과 같은 증상이 기초가 된다.
정신지체는 아동기에서 성인기까지 비교적 안정되게 지속되는 장애로 발달의

양상에 있어서는 결함의 정도와 지체 유형의 영향을 받기에 정신지체 인을 위해
적절한 훈련과 학습기회를 통하여 정신지체의 진단에 부합되는 장애수준에 더 이
상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다.따라서 정신지체는 반드시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
라고 할 수는 없다.

444)))정정정신신신지지지체체체인인인의의의 적적적응응응행행행동동동
헤퍼(Heber)는 정신지체인의 전반적인 평균이하의 지적 기능에 관련된 특성으로

적응행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소개했다.적응행동 결함이란 일상적인 일과에 맞
추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이해되었다.적응행동의 손상은 성숙이나
학습,혹은 사회적 적응 상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또한,중요한 것은 적응행동
결함을 고정적으로 보지 않고,삶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사회적 및 환경적 요구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미국정신지체협회 정의에서의 적응행동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기술 속에서 기능

하기 위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으로서,이는 개념적,사회적,실제적 기술의 집합체
로 정의하고 있다.다음 <표Ⅱ-3>와 같다.

<표Ⅱ-3>개념적,사회적,실제적 적응기술의 예

개념적 기술 언어,읽기 및 쓰기,화폐의 개념,자기지시 (자발성)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책임감,자기 존중(자존감),쉽게 속음(파괴성),단순성,
규칙준수,법률위반,속임수 피하기

실제적 기술
일상생활 활동(먹기,이동,화장실이용하기,옷 입기),
일상생활의 도구적 활동(식사준비,가사,교통,약물 복용,금전관리 등),
작업적 기술,안전한 환경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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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행동의 한계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의 변화 및 환경의 요구에
반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지적능력,참여,상호작용,사회적 역할,건강의 차
원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한다.

1992년 미국 정신지체협회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 적응행동은 10가지 적응기
술의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①①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기기기술술술은 상징 행동(구어,문어,바른 철자),수화 또는 비 상징적
행동(얼굴표정,신체동작,접촉,몸짓)을 수행하는 능력이다.요청,설명,항의,거절
등을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②②② 자자자기기기관관관리리리기기기술술술은 개인의 위생과 용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여기에는 식사하기,옷 입기와 벗기,몸단장하기,배변,위생 등이 포함된다.

③③③ 가가가정정정생생생활활활기기기술술술은 가정에서 하는 기술수행과 관련 있는 기술이다.옷 손질,
집안 정리,소유물 관리,음식 준비,쇼핑,가정 안전,일과표 짜기 등을 포함된다.

④④④ 사사사회회회성성성기기기술술술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교류와 관련 있는 기술이다.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끝내기,적절한 상황적 단서를 수용하고 반응하기,
감정을 인지하기,긍정적 및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기,
다른 사람과 하는 상호작용의 양과 유형을 판단하기,다른 사람을 돕기,우정과 사
랑을 맺고 키우기,선택하기,나누기,정직과 공평함을 이해하기,충동을 통제하기,
법에 맞게 행위 하기,규칙과 법률을 지키기 등 타인과 사회적 교류하기 등이 포함
된다.

⑤⑤⑤ 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기기기술술술은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기술이다.여기에는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게와 시장에서 물건사기,지역사
회의 다음 사업장(주유소,수리점,병원 등)을 이용하기,도서관,공공시설 이용하
기,교회나 성당 다니기 등의 기술 등이 포함된다.

⑥⑥⑥ 자자자기기기지지지시시시기기기술술술은 선택하기,문제해결하기,일정을 기억하고 지키기,환경,
조건,일정,개인적 흥미에 알맞은 활동을 개시하고 마치기,적절한 주장과 자기옹
호 기술을 나타내기,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기 등이 포함된다.

⑦⑦⑦ 건건건강강강과과과 안안안전전전기기기술술술은 개인적인 웰빙(well-being)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
술이다.여기에는 적절한 식사,질병의 판정·처치·예방·기본적인 응급조치,성,신체
적 건강관리,기본적 안전에 대한 고려(규칙과 법의 준수,안전벨트 착용,차도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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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낯선 사람과의 관계,도움의 요청 등),정기적인 신체 및 치과 검진 등이 포함
된다.

⑧⑧⑧ 기기기능능능적적적 학학학업업업기기기술술술은 매일 매일의 생활이나 학교에서의 학습과 관련이 있
는 기술이다.여기에는 학년 수준의 학업적 성취가 아니라 학생이 독립생활을 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학업적 기술의 습득에 초점을 둔다.이러한 기술에는 읽기,쓰
기,사회,수세기 등이 포함된다.

⑨⑨⑨ 여여여가가가기기기술술술은 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반영하는 다양한 여가 및 레크리에이
션이 개발되어 있으며,그 활동을 일반 규준,문화규준에 알맞게 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을 의미한다.흥미를 선택하기,레저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기,가
정 및 지역사회에서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
여하고 즐기기,다른 사람들과 사교적으로 놀기 끌어내거나 물리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⑩⑩⑩ 직직직업업업기기기술술술은 시간제 직무나 전일제 직무에 종사할 때와 관련이 있는 기술
이다.여기에는 특정 직업 기술,적절한 사회적 행동,그리고 이와 관련이 있는 작
업 기술을 의미한다.작업 기술에는 과제의 완성,일과표 따르기,도움청하기,비판
을 수용하기,동료 근로자와 상호작용하기,작업준비하기 및 작업 중 자기관리하기
등이 포함된다.

222...소소소근근근육육육 운운운동동동 향향향상상상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미미미술술술치치치료료료적적적 효효효과과과

111)))미미미술술술치치치료료료의의의 장장장점점점 및및및 효효효과과과성성성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정서적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원만하고

창조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법이다.미술활동
을 통해 심리치료가 가능한 이유는,미술활동이 우리의 느낌,생각,상상 같은 자신
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세계를,그리고 우리의 외면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
세계를 미술작품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게 한다는 창작만이 가질 수 있
는 특성을 가지기 있기 때문이다.

와데슨(Wadeson)은 미술치료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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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미술은 그 자체가 심상의 표현이다.우리는 심상으로 생각을 한다.즉 말
이란 형태를 취하기 전에 심상으로 사고한다.미술치료에서는 꿈이나 환상,경험의
순수한 언어적 치료법에서처럼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심상으로 그려진다.
둘째,미술활동은 어떤 유형의 대상을 즉시 얻을 수 있다.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 볼 수 있는 자료가 생산되며 대상이 만든 어떤 유형의 대상화를 통해서 치료
사가 대상사이에 하나의 다리가 놓여진다.
셋째,미술활동은 자료의 영속성이 있다.미술작품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이 만든 작품을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하여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미술활동은 비언어적 수단이기 때문에 통제를 적게 받아 대상의 방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미술활동은 공간성을 지니고 있다.미술에서는 공간 속에서의 연관성들

이 발생한다.미술의 공간성은 바로 경험을 복제한 것이다.
여섯째,미술활동은 창조성이 있으며 에너지를 유발한다.미술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의 에너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미술작업을 진행하고,토론하고,감상하
고,정리하는 시간에는 대체로 활기찬 모습을 띤다.체내의 에너지 정도가 변화하
는 것을 느낀 사람이 많다.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발달이라고 보기보다는 창조적
에너지의 발산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 미술치료의 효과성을 살펴보면,루비(Rub)는 미술치료에서

미술활동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 때문에 작업 치료적 효과나 놀이 치료적 효과,레
크리에이션 효과,정화 작용적 효과,긴장이완 효과 등이 있다.
말치오디(Malchiodi)는 미술표현을 통해 여러 가지 갈등을 표현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통합 및 해소하기에 이러한 경험을 카타르시스라고 한다.여러 가
지 형태의 미술작업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안도감을 주는 정화를 가
능하게 한다.
브리드만(Freedman)은 미술창작활동은 긴장완화를 위한 정서적 출구를 제공한

다.
롤로 에이(RolloMay)는 미술활동은 활기를 띠게 하고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흥미 있는 활동으로 사람들은 대체로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더 활기차고 즐거
워하며 작업이 끝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또한,미술활
동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표현방법과 새로운 생각을 탐구하게 되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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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식으로 즐거움과 놀이와 창작,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심리적,신체적,정신
적 건강 면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며,미술활동이 이러한 경험들을 제공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미술활동을 통해 창작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을 전달할 수 있고 신체적

증상을 직면하여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희망이나 초월 같은 정신적 경험들을 깨달
을 수도 있다.미국 국립대체의학연구소에서는 정신적,육체적,영성적 건강에서의
창조적 과정과 이미지의 힘을 인식하여 미술치료를 “정신과 육체의 중재자”로서 인
정하였다.

222)))정정정신신신지지지체체체 인인인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미미미술술술치치치료료료
미술활동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며,이러한 기본적인 표현 욕구는 정신지체 인에게
도 예외가 될 수 없다.그러나 정신지체 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거나 그들에게 잠
재 된 미적 욕구와 능력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표현되지 못하거
나 표현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인지하고
표현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그림을 그리지 못하거나 미
술활동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미적 교육이 제공되지 않기도 한다.그러나
장애로 인한 감각기관의 지체,발달부진,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정신지체 인들
은 오히려 비언어적 매체인 미술을 통해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질 수
있다.또한,다양한 미술재료와 기법은 인지,감각기관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관점
에서 교육적,치료적 효과가 높다.특히,미술활동은 정신지체 인들이 겪고 있는 문
제점들을 경감시키거나 개선하며,그들의 제한된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는 확대된
시각을 열어 줄 수 있다.그러므로 미술치료는 정신지체 인들에게 지적,정서적,사
회적,감각적,운동감각적,미적 감각을 통합적으로 자극하고 장려한다고 하였다.
정신지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의 미술치료에서는 색,선,형태,크기,공간,방향

등에 대한 인식능력과 구분능력을 장려하고,다양한 감각의 자극과 숙련 및 대근육
과 소근육 운동을 장려함과 더불어 오 감각(촉각,청각,미각,후각,시각)을 자극할
수 있는 재료사용과 기법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조형 활동은 가능한 단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회기에 따라 단계적 수법을 적용하며 기법과 재료 등은 반복적
으로 시도한다.감각의 자극을 통해 자아표현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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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높이도록 하며,집단 활동을 통한 타인과의 관계 및 적응을 경험한다고 하였
다.8)
또한 로웬펠드(V.Lowenfeld)는 미술교육은 정상아보다는 장애아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며 미술을 통한 치료
적인 효과 면에서 매우 뚜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정신지체 인에게 있
어서 미술치료는 정서적 안정과 미적 감각 개발은 물론 나아가서 치료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정신지체 인들에게 미술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극과 동기를 주며,미술활동 과정에 적절한 질문이나 대화를 통하여 언어적
자극을 주고,이외에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화적 관심을 넓
히게 하며,비언어적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한다.

333)))소소소근근근육육육 운운운동동동 향향향상상상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미미미술술술치치치료료료
소근육 운동은 잡기,쥐기,놓기,돌리기 등 손이나 손가락 운동을 중심으로 단

순한 움직임부터 손,손가락으로서의 기능과 도구의 조작단계까지 발전시킨다.9)
젭슨(Gesel)은 손동작의 발달은 목과 눈의 움직임으로부터 증진되고,어깨와 팔

꿈치와 손목,손가락으로 이전의 움직임과 겹치며 진행되다가 맨 나중에 손가락의
조작이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소근육 운동은 눈과 손의 협응,두 손 사용의 협응,사물의 조작력,손가락의 민

첩성과 힘의 4가지 주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조화를 이룰 때 환경과
적절한 운동기능을 할 수 있다.10)
인간에게 있어 손의 기능은 적응력과 창조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의 기술 및 일

상생활에서의 독립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소근육 발달이 요구되는 일상생활
즉,식사,착 탈의,배변,세면,학습 등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소근육에 장애가 있
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사물을 조작하거나 문자를 쓸

8) 정여주,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pp. 23~26

9) 김미수, 〈미술활동이 경도 정신지체아동의 소근육 능력과 시지각 발달에 미치는 연구〉, 인제대학교 교

육학석사, 2002, p. 16

10) 홍재란, 〈뇌성마비 유아의 소근육 운동 프로그램 연구〉, 우석 대학 교육대학원, 200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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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이러한 소근육 발달은 눈과의 협응을 통해 손동작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과제,즉 반복적인 조작행동을 수행하는데 시각과 손의 발달 정
보가 효율적으로 적응하여 움직이는 능력이다.
소근육 운동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단순하고 기초적인

소근육 운동기능은 유아기 때부터 많이 발달되어 아동기에는 운동기능의 내용면에
서 속도와 정확성 등이 더욱 발달되어 새롭고 복잡한 운동 기술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소근육 발달은 아동의 지각능력 모방 기능과 관련이 깊으며,신변처리 기술과

쓰기 학습에 필수적인 요소로 대 근육 운동과 달리 활동의 내용상 오히려 인지학
습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아동의 행동능력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이
처럼 소근육 발달기능은 지적인 활동,자립기술을 익히기 위한 활동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11)
미술표현도 소근육 운동과 연관성이 깊은 손과 눈을 주로 사용하는 활동이므로

소근육 운동과제와 이를 활용한 그리기 활동 프로그램의 적용이 성공적으로 수행
된다면 장애 아동의 손과 눈의 협응 발달로 그림 표현 신장에 효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자르기,바르기,따라 그리기,색칠하기,모방하기,블록 쌓기 같은 미
세한 운동 협응을 포함하는 활동은 모두 훌륭한 작은 근육운동 훈련이 되며 ‘따라
가며 색칠하기’에서 색칠되어야 할 면적이 작아지고 보다 복잡해질수록 아동의 색
칠하는 정확도는 점차 커져간다고 했다.12)
미술활동의 대부분은 손을 이용한다.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며 찰흙으로 무엇

인가를 만들므로 언어가 배제된 상태에서 사물의 감각을 익히며 그에 따라 언어가
수반되면 사물이 가지는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또한 칠하고,찰흙을 만지면서 손
을 사용하여 힘을 기르고 손가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과 손목을 조절하는 법
을 익힌다.적절히 작업할 수 있도록 종이와 물감을 조절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정리정돈도 학습되며 주의집중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시간 지속성에 대한 것도 익
히게 된다.기술적인 면 이외에도 시지각력을 증진시켜 사물의 변화에 민감하게 되
므로 쓰기를 위한 학습의 기초능력을 키운다.
소근육 발달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과정은 쉽고 익숙한 활동에

11) 이희연, 〈미술치료프로그램이 특수학급아동의 소근육 발달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 18

12) 김정, ≪아동의 미술 교육연구≫, 서울: 창지사, 1989,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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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복잡한 활동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눈과 손의 협응이 그
다지 많이 요구되지 않은 활동으로는 핑거 페인팅,점토놀이,블록 쌓기 등이 있고
상당한 수준의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 구슬 꿰기,종이 접
기,점선 따라 긋기 등이 있으며 능숙한 손가락 놀림과 눈과 손의 협응을 상당히
요하는 활동으로는 가위질,실뜨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의 교차성과 협응력을 향
상시켜 나갈 수 있다.13)
이와 같이 미술치료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소근육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김미

선(1999),지미숙(1997),조윤경(1994),오금화(2001),장인숙(2002),조미화(2004),장
미리(2002),이희연(2003),이효진(2005),노은수(2005)에서 소근육 향상에 효과적이
었음을 밝히고 있다.

333...장장장애애애인인인 생생생활활활시시시설설설

111)))장장장애애애인인인 생생생활활활시시시설설설의의의 개개개념념념과과과 목목목적적적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

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도록 운
영하는 시설이다.장애인들이 사회에 통합되고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장애
인 복지를 통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 발굴하여 장애인 개인
의 존엄성을 높이고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므로 장애인 생활시
설의 존재 의의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
장하는 것이다.또한 장애인 자신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선택자료
로 시설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어떠한 사정으로 도저히 가정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생겨나 불가피하게 시설보호라는 제도가 필요하다.따라서 시
설보호의 목적은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해 집단
보호와 치료를 마련해 주는데 있다.
이처럼 시설보호의 구체적인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시설보호는 단순히 수

용보호가 아니라 집단생활의 프로그램이나 장애의 욕구에 따르는 특수서비스를 통
해 다양한 경험을 얻어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장애인들의 건전한 인격

13) 한기정, 〈정신지체아 덧셈 학습에 있어서 “점 표시법”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

원, 1976,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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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및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정으로 도저히 가정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장애인들

이 생겨나고 또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사
회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선택자료로 장애인 자신에게 시설보호가 제공되어야 하
며,장애인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
설이 필요하다.그러므로 장애인 생활시설은 이들을 위해 생활,기술,원조 서비스
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또한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신체적이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또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의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
다.14)

222)))장장장애애애인인인 복복복지지지시시시설설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경제적 가용능력을 최

대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미국의 국립재활전문위원회(NationalonRehabilitation)
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좀 더 자세히 정의하면 사회복지시설로서 재활의 목적을
가진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일정한 기간 생활하면서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
간 요양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시설기준과 기타 설치허가 기준에
의하면 시설은 입소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장 없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심리학적,및 기능적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문제를 갖고 있거나 그러한 문제의 위험이 있는 사

람들에게 생활,통원,기타의 방법으로 일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
리적,기능적인 자원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해 개인,
가족,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행함으로 장애인이 사회적·심리
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모든 노력의 총체를 장애인복지로 정의한다
면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서비스를 행하는 모든 전문조직체를 장애인생활시
설이라고 할 수 있다.

14) 박정양,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 장애인 생활시설을 중심으

로〉, 대진대학교 경영행정, 사회복지대학원, 2003,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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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생생생활활활시시시설설설 장장장애애애인인인의의의 심심심리리리적적적․․․정정정서서서적적적 특특특성성성
환경이나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는 인간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특히,가정환경은 인생에서 최초의 장으로서 생활양식,행동양식,습관형
성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인간관계를 통해 욕구가 충족되며 사회
성이 발달된다.그러므로 가정을 대신하는 장소로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
게 시설이라는 환경은 장애인들의 심리적․정서적인 성격형성과 삶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게 된다.가정환경이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면,가정을 대신하
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거주 장애인들은 그들의 시설환경이 매우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시설은 서로 다른 장애인,양육자,직원들의 다양성
속에 서로를 맞추어 가며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환경과는 다른 분위기를 조성
한다.이로 인해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으
며,자신의 성격을 상실하거나 개인적 발달,정서적․신체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기 쉽다.또한 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이 겪지 않는 거부와 박탈
을 경험하게 된다.이는 그들이 결손가정의 장애인이거나 가정불화나 해체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의 공통적인 심리적 정서적 특징은 가족들의 유기

로 인한 분노와 불안의 정도,대상상실로 인한 슬픔,긍정적 자아정체감의 결핍,가
족과의 지속적인 유대를 바라는 욕구,위기감 등을 들 수 있다.특히,자기 자신에
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공포심이 강하고 침착하지 못하거나 집중력이 부족
하다.

444...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고고고찰찰찰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소근육 운동 향상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표Ⅱ-4>와 같다.

<표Ⅱ-4>소근육 운동 향상 선행연구

제목 연구자
및 출처 연구대상 연구

절차 연구도구 연구결론
미술치료가
정신지체아의

김미선
(1999)

모
복지관에

주2회
50회 운동통합 다양한 마술활동을 대상에

게 알맞게 구성하여 미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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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근육
운동향상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
교육
대학원

의뢰하여
치료중인
7세 J양

30분

발달검사
(VMI),15)
시지각
발달검사
(DTVP)16)

료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소
근육 운동향상은 물론 자신
감,성취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특수학급

아동의 소근육
발달에 미치는

효과

이희연
(2003)
청주대
교육
대학원

특수학급에
소 속 되 어
있는 중도
정신지체
아동 2명

주1회
60회
40분

PEP검사,
17)

KISE
발달척도

다양한 도구와 재료와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미술활동
을 경험함으로서 미술표현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소근육이 발달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소근육
발달에
미치는
미술치료
교육의

필요성 연구

노은수
(2005)
한양대
교육
대학원

특수교육센
터 소 속 의
정신지체1
명의 아동

주2회
35회
45분

KISE
발달척도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소근육 운동능력이 조금씩
향상되었으며,기초적인 미
술 표현 능력이 신장되었으
며 미술에 대한 흥미를 가
지짐으로써 소근육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내
렸다.

소조중심
미술치료가
중중

정신지체인의
소근육

운동능력 및
인지능력에
미치는 효과

이효진
(2005)
영남대
환경
보건
대학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서 생활하
고 있는 성
인여성 4명

주7회
31회
60씩

<출생에서
5세까지>
의 소근육
운동

소조중심 미술치료를 통하
여 경증 장애인과 마찬가지
로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의
지체된 소근육 운동능력과
형태개념에 대한 인지능력
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찰흙활동을
통한 언어지도
방법이

정신지체아의
어휘력과

소근육 발달에
미치는 효과

김은정
(2002)
대구대
재활
과학
대학원

장 애 아 동
전담 어린
이집에 다
니는 정신
지체아동4
명

주1회
40회
40분

<출생에서
5세까지>
의 소근육
운동18)

찰흙을 통한 언어지도 방법
이 정신지체아의 어휘력과
소근육 발달에 효과가 있다
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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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각-운동통합검사는 집단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으

로 사용한다. 각 도형은 경험의 차이가 크게 좌우되지 않고 아동의 흥미를 유지하며 실시할 수 있는 도

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시지각 발달검사, 3~8세 아동의 읽기나 쓰기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문자 학습 준비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17) 발달지체 아동, 자폐증 아동, 정신증 아동을 평가하기 위한 발달적 접근을 하는 검사로 정상, 비정상의 

판단보다는 아동의 기능별 현재 수준을 측정하고 현재의 발달 수준에 가장 알맞은 개인용 교육 프로그

램을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8) 100개 이상의 관찰표와 검사들이 수록되어 있는 항목들을 모아서 만들어 졌다. 이 자료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학습), 언어, 신변처리, 사회성 6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165개의 하위영역을 

나누어져 있다.

19) 시지각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간지각, 시각적 변별력, 시각적 기억, 시각적 완성, 형태지각 등을 

포함한다.

종이 조형
활동이

정신지체아동
의 소근육과
시지각 발달에
미치는 효과

조미화
(2004)
인제대
교육
대학원

특 수 학 교
교 사 추 천
실험집단6
명,통제집
단6명

주2회
24회
60분

비운동성
시지각검사
(MVDT-R
)19)시각운
동통합발달
검사(VMI)

종이 조형 활동이 소근육
운동발달에 효과를 미쳤음
을 알 수 있다.시각운동능
력에서 시지각 발달에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술치료활동
이 경도정신
지체아동의
소근육

운동능력과
시지각 발달에
미치는 효과

김미수
(2002)
인제대
교육
대학원

김해시 소
재의 특수
반의 아동
중 경도 정
신지체아동
2명

주2회
24회
40분

시지각
발달검사
(DTVR)

다양한 미술활동을 경험한
아동들은 소근육 운동능력
이 향상되고 선긋기,도형
그리기,물감 칠하기 등 기
초적인 미술표현능력이 신
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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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한 장애인 생활시설인 C복지원으로부

터 자원봉사 미술치료 부분으로 의뢰되었다.대상자는 미술치료 경험이 없으며 부
적응행동이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원내 생활인들 중 1차적 상담을
통하여 미술치료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미술치료를 희망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연구자는 C복지원으로부터 추천된 성인 정신지체 여성 6명과 함께 미술치료를
진행하기 전에 초기 면접을 겸한 예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초기 면접
진행 결과 6명의 대상자중 1명이 주의력 결핍장애를 보여서 미술치료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연구자는 사회복지사와 의논하여 1명의 대상자를 미술치료에서
제외시켰다.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의의의 특특특징징징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정보 및 행동특성은 C복지원에 있는 대상자들의 개인 파일

에서 발취한 것이다.개인 파일자료는 대상자들의 담당선생님과 대상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지도교사가 대상자들의 성격 및 행동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연구 대
상 개인정보는 <표Ⅲ-1>와 같다.

<표Ⅲ-1>연구 대상 개인정보

이름 성별 연령 장애등급 입소일 개인정보

A 여 29 정신지체
1급 2004.11.03

-입소경로:아버지 사업실패로 교육적,
보호적인 문제
-가족관계:부모
-가정방문:연휴기간 (설,추석 등)
-특수치료경험:특수유치원,언어치료

B 여 32
정신지체
1급

청각장애
2004.11.12

-입소경로:아동시설에서 성인시설로
전환
-가족관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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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사사사례례례 AAA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실제 나이는 29살이고 생활연령 8세로 정신지체 1급이며 유아기 때 황달 증상

을 보이면서 병이 발생하였다.발육과 언어표현이 또래 아이들보다 늦었다.서울
특수 유치원을 다니면서 병원치료를 함께 병행하였고 아동기 시절과 청소년기 시
절에는 언어치료를 7년 동안 받았으며 은혜중학교와 선명학교를 졸업하였다.아버
지 사업실패로 집에서 혼자 보내는 경우가 많아 보호적인 문제와 교육적인 문제로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간단한 지시 따르기를 수행하고 행동과 한 두 어절의 낱
말로 의사 표현을 한다.활발한 성격으로 잘 웃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하다.외부인
과의 접촉 시 부끄러움을 잘 타며 자신의 감정 표현을 부정적인 단어를 우선으로
사용하며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집중력이 약하다.
소근육 사용하는 능력을 보면 찰흙을 빚어 만드는 작업을 못 했으며 가위로 도

형을 자를 때 모양대로 오릴 수 없었고 그림을 표현 할 때 항상 못 그린다고 하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물체 조작 시 두 손 협응 가능,작은 물건의 포장 벗기기
가능,종이 반 접기,레고 10개 탑 쌓기,간단한 선 오리기,이름 따라 쓰기,손 내
부 칠하기 가능하며 도형 오리기,선 내부 색칠하기,제시된 그림대로 불록 쌓기 3

1급 -가정방문:연휴기간 (설,추석 등)
-특수치료경험:특수초등학교

C 여 33

정신지체
1급

언어장애
4급

2005.06.08

-입소경로:부모이혼 후 어머니 고령과
경제 사정으로 인해 입소
-가족관계:모
-가정방문:연휴기간 (설,추석 등)
-특수치료경험:아동 때 언어치료 2년

D 여 39 정신지체
1급 2004.12.27

-입소경로:결혼 후 남편 사망 후
-가족관계:부
-가정방문:연휴기간 (설,추석 등)
-특수치료경험:없음

E 여 47 정신지체
1급 2004.11.12

-입소경로:어머니 사망 후
-가족관계:오빠
-가정방문:없음
-특수치료경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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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된 단순한 형태그리기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과제 수행 시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아 수행하며 전반적으로 주의 집중력이 짧고 표현력이 소극적이며 의지
하는 경향이 강하다.

나나나...사사사례례례 BBB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실제 나이는 32살이고 생활 연령은 9세로 정신지체 1급과 청각 장애를 자기고

있으며 대상의 생육 사를 보면 초기에 임신 중독의 증상을 보였으며 출산 시 정산
분만을 하였지만 언어장애를 보였고 병원진료를 계속 받았지만 발달장애의 특징을
보였다.특수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였다.가정 사정으로
백선 바오로의 아동시설에 입소한 후 퇴소하여 성인시설 C복지원으로 입소하였다.
청각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나 생활인들과의 관계는 원만하다.미
술 활동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물건에 애착이 강하고 조용하며 온순한 성격이다.
외부 갈등 시 우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소근육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면 엄지와 검지로 작은 물건을 집어 올리며,나사

를 돌려서 풀고 잠근다.가위사용,종이 한 부분에 풀칠해서 뒤집어 붙이고,간단한
선 모양 따라 긋기 등 손동작의 전체적인 영역의 기본은 가지고 있으나 그리기 등
의 인지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지체되어 있다.

다다다...사사사례례례 CCC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실제 나이는 33살이고 생활연령은 5세로 정신지체 1급과 언어장애 4급의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대상의 생육 사를 보면 정상 분만을 하였지만 4살 때부터
발육이 조금씩 늦어지고 경기를 조금씩 일으키는 특징을 보였다.유아기 때는 일반
유치원에 다녔으며 언어치료를 2년 정도 받았고 무용을 좋아해서 무용학원과 일반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적응이 어려워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최근 부모
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에게 맡겨졌으나 어머니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되
었다.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나 간단한 단어나 표현은 인지 가능하
다.밝은 성격으로 잘 웃으며 조용하며 온순한 성격으로 집중력이 부족하다.
소근육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면 찰흙을 빚어 만드는 작업을 잘 표현 하였으며

가위로 작은 도형을 자를 때 정확한 형태를 오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도형의
형태를 자를 수 있으며 손가락의 움직임이 느리고 분리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나



- 25 -

가위질,풀칠,쓰기,손동작 등의 전체적인 영역의 기본을 가지고 있으며 간단한 과
제 활동을 스스로 수행한다.

라라라...사사사례례례 DDD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실제 나이는 39살이고 생활연령은 8세이며 정신지체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대상의 생육 사를 보면 정상 분만하였으나 2살 때 집에서 쥐약을 먹고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정상 치료가 되지 않아 뇌 손상으로 언어장애가 되었다.결혼을 하였으며
남편이 사망하여 친정집으로 돌아왔으나 가정 사정으로 입소하게 되었다.언어장애
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으며 평소 성격은 활발하며 밝은 성격이
다.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며 타인과의 갈등 시 우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
한다.
소근육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면 찰흙을 빚어 만드는 작업을 흥미를 가지고 표

현 하였으며 엄지와 검지로 작은 물건을 집어 올리며 나사를 돌려서 풀고 잠근다.
오리기 작업에선 가위질을 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정확하지 못하였으
며 찢기,구기기,풀칠하기,붙이기 등의 간단한 작업 활동을 수행 할 수 있으나 안
정적이지 못하고 집중력이 부족하며 그리기,오리기 등의 어려움이 있다.

마마마...사사사례례례 EEE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실제 나이는 47살이고 생활 연령은 9세이며 정신지체 1급의 장애를 지니고 있

다.대상의 생육 사를 보면 출생 직후부터 발육이 늦고 보행에 지체를 보이는 특징
을 보였다.시골에서 어머니와 단둘이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접하지 못하였고 어머
니 사망 후 결혼한 오빠 집에서 생활하다가 적응하기가 어려워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왼쪽 3번째 손가락이 절단 되었으며 타인에 대
한 의존도가 높으며 자신감이 부족하며 타인과의 갈등 시 우는 것으로 자신 감정
을 표현하며 약간의 폭력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소근육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면 찰흙을 이용한 조작활동에서 전혀 의미 있는

형태를 만들지 못하며 그림을 그릴 때 동그라미 모양으로만 표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손가락 분리 운동이 활발하지 않으며 소근육 부분에서 가위질,풀칠,쓰기,
그리기,오리기,붙이기 등의 전체적인 손동작 영역의 부분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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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검검검사사사 도도도구구구

111)))KKKIIISSSEEE발발발달달달 척척척도도도222000)))
미술치료가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의 소근육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 사용한 KISE 발달척도는 국립특수교육원 발달척도이며 남부 캘리포니아 발달
척도(TheSouthernCaliforniaofDevelopment)를 정대영․정동영․김상진(1986)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것을 사용 하였다.이 검사는 통계적 규준에 따
라 표준화 된 것이 아니라 피아제(Piaget)의 발달 이론에 기초한 준거-참조형 검사
도구로 단순히 대상 반응을 보이느냐 않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의 질적
인 측정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문항에서는 대상이 가장 적절한 수준에서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문항을 2-3회 반복하여 지시할 수 있고 적절한 강화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검사내용은 개인의 생활자립기능 발달,사회정서행동 발달,언어발달,인
지능력 발달,대근육 발달,소근육 발달 등 6개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 등 여섯 가
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소근육 운동 능력 검사는 정교성,지각운
동,쓰기능력으로 되어있다.대부분의 검사 문항들이 .91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
어,내적 일치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21)

소근육 운동 기능은 다음의 세 가지 경향을 사정한다.
첫째,정교성은 손과 손가락간의 협응과 정확한 이용 능력
둘째,지각운동은 시각,촉각,근육 운동지각과 소근육 운동의 협응 및 상호작용
셋째,쓰기능력은 상징적 의사소통이나 표현을 위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다른 검사 영역에서와 같이 각 항목을 0(거의 나타내지 않음),1(가끔 나타냄),
2(자주 나타냄),3(일상적으로 나타냄)등으로 평가한다.소 근육 운동 영역에서는
이상과 같은 4단계 평정을 주요 영역에서 하되,각 하위 영역에서도 검사 항목별로
0,1.2.3으로 평정하고 하위 영역에서 얻은 점수의 총점을 산출한 후 하위 영역 문

20)KISE발달척도 검사도구는 Piaget의 발달단계를 기초로 개인의 생활자립, 사회정서, 언어발달, 인지능력,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발달등 6영역을 중심으로 발달단계별 준거 참조형 도구로 개발되었다.

21) 정대영 외 3인, ≪카이제 발달척도≫, 안산: 국립특수연구원, 1996,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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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수에다 3을 곱한 수로 나눈 다음,아래와 같은 해당 점수별로 0,1,2,3으로 평정한
다.평정 표는 <표Ⅲ-2>와 같다.

<표Ⅲ-2>평정표

222)))미미미술술술치치치료료료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본 연구에서는 회기별 진행과정에 따른 소근육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김미선

(1999),이희연(2003),황지영(2004),노은수(2005)의 프로그램 중에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소 근육의 수준에 맞게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집단미술치료 프
로그램의 단계는 초기,중기,후기 단계로 진행하였다.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표Ⅲ
-3>와 같다.

<표Ⅲ-3>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 목표 주제 회기 활동내용 재료

전기

사전검사 검사지

흥미유발
․

긴장완화

프로그램소개
난화그리기 1 자유로이 그리기

도화지,
크레파스

점토놀이 2 점토를 주무르고 만지다가 자신이 원
하는 것을 만들어 본다.

찰흙,
모양들

물감놀이 3 자유롭게 표현하기,손바닥 찍어보기
도화지,
물감,붓

종이놀이 4 다양한 종이류 찢어보기(부드러운 종
이에서 단단한 종이까지)

도화지,
다양한
종이류,풀

중기
소근육
발달
․

기초조형
점 5 물감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점을 반

복적으로 찍어 표현하기
도화지,
물감

선 6 점과 점을 연결하여 선을 그려 볼 수 도화지,

해당점수 평정 의미
.2 -.25 0 거의 나타나지 않음
.26-.50 1 가끔 나타남
.51-.75 2 자주 나타남
.7 -1.00 3 일상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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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유발
․

정서적
안정
․

매체체험

있도록 한다.(난화,가로,세로,체크 문
양)

색연필,
크레파스

형 7 색종이에 도형(●▶■)을 그린 후 오
려 자유롭게 붙여 표현하기.

도화지,
가위,풀

색칠하기
8

자신이 원하는 만다라 문양을 선택한
후 색연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색칠
하기

만다라문양
,색연필

9 크레파스로 자유롭게 그린 후 물감으
로 색칠하기

도화지,
크레파스,
물감

색종이꾸미기
10 색종이를 이용하여 두 번 접어 배 모

양 접어 붙여 표현하기
색종이,
도화지,풀

11
색종이를 이용하여 찢어 본 후 사과
모형에 붙여 표현하기

색종이,풀,
도화지

콜라주
12 잡지에서 좋아하는 그림을 찾아오려

자유롭게 붙여 표현하기

잡지책,
풀,
가위,
도화지

13 여러 가지 곡식을 이용하여 얼굴 모형
에 곡식을 붙여 표현하기

여러 가지
곡식들,풀

조소 활동
14 지점토를 이용하여 목걸이 만들기

지점토,
검정도화지

15 지점토를 이용하여 포도 만들기
지점토,
검정도화지

본뜨기

손 16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손 본뜨기를 한
후 다양한 모양과 색 스티커를 이용하
여 꾸미기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
도화지

발 17
자신의 발을 이용하여 발 본뜨기를 한
후 다양한 모양과 색의 스티커를 이용
하여 꾸미기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
도화지

후기 자기성취

색칠하기 18
자신이 원하는 만다라 문양을 선택한
후 색연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색칠
하기

만다라문양,
색연필

조소 활동 19 유리병을 이용하여 종이죽과 칼라 지
점토를 이용하여 꽃병 만들기 .

빈병,
종이죽,
지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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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절절절차차차

본 연구는 2007년 8월부터 10부터 2007년 10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예비 프
로그램을 통해 연구대상자 선정과 프로그램 준비,사전검사,프로그램적용,사후검
사,연구결과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111)))연연연구구구 장장장소소소
광주시 광산구에 소재한 C복지관 본관 2층 생활 실에서 실시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기기기관관관
(((111)))사사사전전전 평평평가가가 기기기간간간:2007년 8월 10일부터 2007년 8월 13일까지
사전검사는 담당교사를 통하여 각 대상자의 생육사와 특징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하였다.예비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 대상들과의 관계를 형성한 후 KISE발달척도
를 이용해 소근육 운동 기능 평가를 개별로 실시하였다.대상이 가장 양호한 정서
와 활동상태가 양호한 시간에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을 2-3회 반복하여 지시하고
적절한 강화 기법을 이용하였다.

(((222)))미미미술술술치치치료료료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적적적용용용기기기간간간:20007년 8월 16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적용기간은 매주 3회,약 50분간 진행되었으며,총 20회기를 실시하였다.사회복

지사 1명의 보조를 받으며 실시하였다.

(((333)))사사사후후후 평평평가가가 기기기간간간:2007년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사후평가는 본 연구에서 구성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15일 후에 사전

평가와 같이 KISE발달척도를 이용해 소근육 운동 향상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여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색종이
꾸미기 20 색종이를 이용하여 선 따라 오려 본

후 고리를 연결하여 목걸이 만들기
색종이,풀
가위

사후검사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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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처처처리리리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의 소 근육 운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KISE 발달척도를 사전․사후에 실시하고 정교성,
지각운동,쓰기능력 세 영역의 각 하위 영역 63개 문항에서 얻은 점수를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표와 그래프를 제시하여 각 연구 대상자들의 개인내 차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둘째,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 과정을 관찰하여 관찰 일지
를 기록하여 변화 과정을 정리 하였으며 포트폴리오로 남겨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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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미미미술술술치치치료료료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회회회기기기별별별 진진진행행행과과과정정정

본 연구의 소근육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과정은 쉽
고 익숙한 활동에서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복잡한 활동으로 옮겨가는 단계로 총
20회기의 프로그램을 연구대상자들의 집중도가 짧은 것을 감안하여 초기단계(1-4)
에서는 미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으며,중기단계(5-17)
에서는 매체의 사용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후기 단계(18-20)는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표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활동이 대상자들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도록 지켜보았

으며 프로그램 수행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연구자가 보조역할을 함으로써 매 회기
의 목표에 무리가 없도록 적절한 강화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매 회기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은 <표Ⅳ-1>와 같이 도입,주제 활동,

정리하기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Ⅳ-2>에서 <표Ⅳ-21>까지는 미술치료 회기
별 진행과정이다.

<표Ⅳ-1>회기별 활동내용 및 소요시간
순서 시간 활동내용 연구자의 역할

도입 10분

-인사하기 

-손 유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이름 부르며 악수, 눈 맞춤으로 인사를             

 나누며 친밀감 형성하기.

-손 유희로 손가락 운동하기.

주제

활동
30분 -활동하기

-연구자의 시범을 보고 따라서 활동하기

-대상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하기

-완성한 작품 진열한 후 지지적인 박수쳐주기

정리

하기
10분 -재료 및 주변 정리하기

-미술 재료, 주변 정리하기

-서로 안마 해 주기

-인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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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ⅣⅣⅣ---222>>> 1111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프로그램소개 프로그램소개 프로그램소개 프로그램소개 및 및 및 및 난화그리기난화그리기난화그리기난화그리기

일    시  2007. 8. 16

목    표  흥미유발, 긴장 완화, 소근육 발달

준 비 물  도화지, 크레파스, 색연필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도화지를 선택하여 가져 갈 수 있도록 한다.

-각자가 좋아하는 크레파스를 선택하도록 한다.

-연구자가 먼저 선을 자유롭게 그려본다.

-따라하도록 한다.

-마음대로 선을 자유롭게 그리도록 한다.

-이름을 쓰도록 한다.

-재료들을 일정한 장소에 정리정돈 한다.

유의점
-마음대로 그을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준다.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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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ⅣⅣⅣ---333>>> 2222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점토 점토 점토 점토 놀이놀이놀이놀이

일    시  2007. 8. 18

목    표  흥미유발, 긴장완화, 소근육 발달

준 비 물  찰흙, 모양 틀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찰흙을 가지고 놀도록 한다.

-조금씩 뜯어서 떼어보기를 한다.

-손바닥을 이용하여 길게 밀어서 만들도록 한다.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화지에 작품을 진열 하도록 한다.

유의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도록 한다.

-모양을 만들어 모델링 한 후 만들어 보게 한다.

-모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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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ⅣⅣⅣ---444>>> 3333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물감 물감 물감 물감 놀이놀이놀이놀이

일    시  2007. 8. 20

목    표  흥미유발, 긴장완화, 소근육 발달

준 비 물  도화지, 물감, 접시, 붓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재료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한다(물감, 물, 붓, 도화지, 접시).

-물감을 접시에 좋아하는 색을 선택하여 짤 수 있도록 한다.

-연구자가 먼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보여준 후 하도록 한다.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손바닥에 붓을 이용하여 칠 한 후 화지에 자유롭게 찍도록 한다.

유의점

-물감 짜는 방법과 뚜껑 여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물감을 많이 짜지 않도록 한다.

-물을 적당히 넣어 사용하도록 한다.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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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ⅣⅣⅣ---555>>> 4444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종이 종이 종이 종이 놀이놀이놀이놀이

일    시  2007. 8. 22

목    표  흥미유발, 긴장완화, 소근육 발달

준 비 물  도화지, 다양한 종이류, 풀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준비된 재료를 나누어 주도록 한다.

-부드러운 종이류부터(화장지, 화선지, 색지, 도화지, 골판지)

 두꺼운  종이까지 아주 작게 찢어 보도록 한다.

-찢어 놓은 종이류를 이용하여 공 모양으로 뭉쳐 보도록 한다.

-공 모양 작품을 화지에 자유롭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한다.

유의점
-큰 크기의 모양에서 작은 모양으로 찢을 수 있도록 한다.

-동그라미 형태의 모양으로 뭉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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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ⅣⅣⅣ---666>>> 5555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물감을 물감을 물감을 물감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점찍기점찍기점찍기점찍기

일    시  2007. 8. 24

목    표  소근육 발달, 동기유발, 정서적 안정, 매체체험

준 비 물  도화지, 물감, 붓, 접시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준비된 재료를 나누어 주도록 한다.

-물감을 접시에 짜도록 한다.

-연구자가 화지에 여러 크기의 점을 보여주고 표현 하도록 한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점을 찍도록 한다.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유의점
-물감에 물을 많이 썩지 않도록 한다.

-점을 찍는 것과 그리는 것을 지도해 준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 37 -

<<<표표표ⅣⅣⅣ---777>>> 6666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점과 점과 점과 점과 점을 점을 점을 점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선으로 선으로 선으로 선으로 표현하기표현하기표현하기표현하기

일    시  2007. 8. 27

목    표  소근육 발달, 동기유발, 정서적 안정, 매체체험

준 비 물  도화지, 색연필, 크레파스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연구자가 점을 그려 나누어 준다.

-한 작품마다 모델링을 보여 준 후 따라 하도록 한다.

-그려진 점을 이용하여 가로로 그어 보기, 세로로 그어 보기, 

  체크무늬로 그어 보기를 하도록 한다.

-점과 점이 서로 연결하여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마음껏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유의점
-점과 점이 만날 수 있도록 한다.

-겹쳐지지 않게 그리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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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ⅣⅣⅣ---888>>> 7777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색종이 색종이 색종이 색종이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도형 도형 도형 도형 그린 그린 그린 그린 후 후 후 후 오려 오려 오려 오려 붙이기붙이기붙이기붙이기

일    시   2007. 8. 29

목    표  소근육 발달, 동기유발, 정서적 안정, 매체체험

준 비 물  도화지, 색종이, 색연필, 가위, 풀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연구자가 도형(●▶■)을 색종이에 그려 본 후 오려서 붙이는 과  

 정을 설명해 준다.

-도형을 그리도록 한다.

-그려진 도형을 가위를 이용하여 오리도록 한다.

-오려진 모양을 도화지에 자유롭게 붙이도록 한다.

유의점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선 따라 오릴 수 있도록 한다.

-여러 가지 색종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풀을 적당히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 39 -

<<<표표표ⅣⅣⅣ---999>>> 8888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만다라 만다라 만다라 만다라 문양 문양 문양 문양 색칠하기색칠하기색칠하기색칠하기

일    시  2007. 8. 31

목    표  소근육 발달, 동기유발, 정서적 안정, 매체체험

준 비 물  여러 가지 만다라 문양, 색연필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만다라 문양을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색연필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색칠하도록 한다.

-모형 안에 색칠하게 한다.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색칠 하도록 한다.

유의점

-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 색칠 하도록 한다.

-그려진 문양을 모두 색칠 할 수 있도록 한다.

-색상이 진하게 표현 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 40 -

<<<표표표ⅣⅣⅣ---111000>>> 9999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크레파스로 크레파스로 크레파스로 크레파스로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린 그린 그린 그린 후 후 후 후 물감으로 물감으로 물감으로 물감으로 채색채색채색채색

일    시   2007. 9. 3

목    표  소근육 발달, 동기유발, 정서적 안정, 매체체험

준 비 물  도화지, 크레파스, 물감, 붓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준비된 재료를 나누어 주도록 한다.

-도화지에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그리도록 한다.

-접시에 좋아하는 물감을 짜도록 한다.

-그려 놓은 작품에 물감으로 칠하여 완성하도록 한다.

유의점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색칠 할 수 있도록 한다.

-물감의 양을 조절하여 작품에 칠하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 41 -

<<<표표표ⅣⅣⅣ---111111>>> 10101010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색종이 색종이 색종이 색종이 접어서 접어서 접어서 접어서 붙이기붙이기붙이기붙이기((((배배배배))))

일    시  2007. 9. 5

목    표  소근육 발달, 동기유발, 정서적 안정, 매체체험

준 비 물  도화지, 색종이, 가위, 풀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좋아하는 색종이를 선택하여 가져 갈수 있도록 한다.

-색종이를 이용하여 두 번 접기를 보여 준 후 따라 하도록 한다.

-접은 색종이를 도화지에 자유롭게 붙이도록 한다.

-작은 색종이를 이용하여 접어 붙이도록 한다.

유의점

-접을 때 꼭꼭 누르게 한 다음 접도록 한다.

-여러 가지 색종이를 이용하여 접을 수 있도록 한다.

-색종이의 꼭지 점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 42 -

<표표표ⅣⅣⅣ---111222>>> 11111111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색종이를 색종이를 색종이를 색종이를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찢어 찢어 찢어 찢어 붙이기붙이기붙이기붙이기((((사과사과사과사과))))

일    시  2007. 9. 7

목    표  소근육 발달, 동기유발, 정서적 안정, 매체체험

준 비 물  도화지, 색종이, 풀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준비된 재료를 나누어 주도록 한다.

-연구자가 사과 모양을 그려준다.

-색종이를 작게 찢도록 한다.

-찢어 놓은 색종이를 사과 모양 안에 붙이도록 한다.

-잎과 꼭지 부분에도 붙이도록 한다.

유의점

-색종이를 작게 찢도록 한다.

-사과 모양 안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한다.

-풀의 양을 조절하여 칠하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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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ⅣⅣⅣ---111333>>> 12121212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잡지에서 잡지에서 잡지에서 잡지에서 좋아하는 좋아하는 좋아하는 좋아하는 것 것 것 것 오려 오려 오려 오려 붙이기붙이기붙이기붙이기

일    시  2007. 9. 10

목    표  소근육 발달, 동기유발, 정서적 안정, 매체체험

준 비 물  도화지, 가위, 풀, 잡지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준비된 재료를 나누어 주도록 한다.

-잡지를 살펴본 후 좋아하는 것을 찾아 오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림의 모양대로 오리도록 한다.

-오린 모양을 도화지에 자유롭게 붙이도록 한다.

유의점

-그림의 모양을 찾아 오릴 수 있도록 한다.

-적당한 위치에 붙일 수 있도록 한다.

-풀의 양을 조절하여 칠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 44 -

<<<표표표ⅣⅣⅣ---111444>>> 13131313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여러 여러 여러 여러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곡식 곡식 곡식 곡식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붙이기붙이기붙이기붙이기

일    시  2007. 9. 12

목    표  소근육 발달, 동기유발, 정서적 안정, 매체체험

준 비 물  도화지, 여러 가지 곡식, 화이트 풀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준비된 곡식을 만져 보며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연구자가 얼굴 모양을 그려준다.

-얼굴모양의 한 부분부터 풀을 칠하여 준 후 곡식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  

-얼굴 형태를 찾아서 붙이도록 한다.

-꼼꼼하게 붙이도록 한다.

유의점

-모양 안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한다.

-양손을 이용하여 붙이도록 한다.

-얼굴의 위치를 찾아 붙이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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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ⅣⅣⅣ---111555>>> 14141414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지점토를 지점토를 지점토를 지점토를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만들기만들기만들기만들기

일    시  2007. 9. 14

목    표  소근육 발달, 동기유발, 정서적 안정, 매체체험

준 비 물  검정 도화지, 지점토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지점토를 반죽하며 놀 수 있도록 한다.

-조금씩 떼어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도록 한다.

-동그라미 모양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본다.

-도화지에 동그라미 모양을 그려준다.

-만든 모양을 가지고 동그라미 형태를 찾아 목걸이를 만들어 본다.

유의점

-동그라미 모양을 작게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형태를 찾아서 이어서 붙이도록 한다.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도록 유의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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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ⅣⅣⅣ---111666>>> 15151515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손 손 손 손 본뜨기 본뜨기 본뜨기 본뜨기 한 한 한 한 후 후 후 후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붙이기붙이기붙이기붙이기

일    시  2007. 9. 17

목    표  소근육 발달, 동기유발, 정서적 안정, 매체체험

준 비 물  검정도화지, 지점토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지점토를 반죽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조금씩 떼어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도록 한다.

-도화지에 포도 모양을 그려준다.

-동그라미 모양을 가지고 포도 모양으로 만들도록 한다.

-잎과 꼭지를 만들어 붙일 수 있도록 한다.

유의점

-동그라미 모양을 작게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형태를 찾아서 이어서 붙이도록 한다.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도록 유의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 47 -

<<<표표표ⅣⅣⅣ---111777>>> 16161616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손 손 손 손 본뜨기 본뜨기 본뜨기 본뜨기 한 한 한 한 후 후 후 후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붙이기붙이기붙이기붙이기

일    시   2007. 9. 19

목    표  소근육 발달, 동기유발, 정서적 안정, 매체체험

준 비 물  도화지, 다양한 모양과 색의 스티커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다양한 색과 모양의 스티커를 각 자에게 나누어 준다.

-도화지에 각 자의 손을  그려 준다.

-좋아하는 스티커를 이용하여 떼어서 붙이도록 한다.

-손 모양의 형태를 찾아서 붙이도록 한다.

-스티커를 스스로 떼어서 붙이도록 한다.

유의점

-손 모양의 선을 찾아서 붙이도록 한다.

-여러 가지 스티커를 이용하여 붙일 수 있도록 한다.

-모양의 형태 안까지 붙이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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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ⅣⅣⅣ---111888>>> 17171717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발 발 발 발 본뜨기를 본뜨기를 본뜨기를 본뜨기를 한 한 한 한 후 후 후 후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붙이기붙이기붙이기붙이기

일    시  2007. 9. 21

목    표  소근육 발달, 동기유발, 정서적 안정, 매체체험

준 비 물  도화지, 다양한 모양과 색의 스티커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다양한 색과 모양의 스티커를 각 자에게 나누어 준다.

-도화지에 각 자의 발을 연구자가 그려 준다.

-좋아하는 스티커를 이용하여 발 모양에 떼어서 붙이도록 한다.

-발 모양의 형태를 찾아서 붙이도록 한다.

-스티커를 스스로 떼어서 붙이도록 한다.

유의점

-발 모양의 선을 찾아서 붙이도록 한다.

-여러 가지 스티커를 이용하여 붙일 수 있도록 한다.

-발 모양의 안 부분까지 붙이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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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ⅣⅣⅣ---111999>>> 18181818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만다라 만다라 만다라 만다라 문양 문양 문양 문양 색칠하기색칠하기색칠하기색칠하기

일    시  2007. 9. 23

목    표  소근육 발달, 자기성취

준 비 물  여러 가지 만다라 문양, 색연필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5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만다라 문양을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색연필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색칠하도록 한다.

-모형의 형태를 찾아서 색칠하게 한다.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색칠 하도록 한다.

유의점

-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 색칠 하도록 한다.

-색상이 진하게 표현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려진 문양을 전체적으로 다 칠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C

사례-B

사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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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ⅣⅣⅣ---222000>>> 19191919회기 회기 회기 회기 - - - - 유리병 유리병 유리병 유리병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칼라 칼라 칼라 칼라 지점토로 지점토로 지점토로 지점토로 꽃병 꽃병 꽃병 꽃병 만들기만들기만들기만들기

일    시   2007. 9. 27

목    표  소근육 발달, 자기성취

준 비 물  유리병, 칼라 지점토, 종이죽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유리병과 칼라 지점토를 각자에게 나누어 준다.

-칼라 지점토를 이용하여 유리병에 붙여 나가도록 연구자가 보여준  

 다.

-유리병에 점토를 떼어서 붙이도록 한다.

-색 지점토가 만나는 부분을 잘 붙이도록 한다.

-모양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점토를 붙여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유의점

-여러 가지 색 지점토를 붙일 수 있도록 한다.

-유리병에 잘 붙일 수 있도록 한다.

-유리병에 전체적으로 잘 붙여 형태가 나오도록 한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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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ⅣⅣⅣ---222111>>>222000회회회기기기 ---색색색종종종이이이 꾸꾸꾸미미미기기기

일    시  2007. 9. 29

목    표  소근육 발달, 자기성취

준 비 물  검정도화지, 색종이, 가위, 풀

활    동 진 행 과 정

활동목표

-정교성을 기른다.

-지각운동을 기른다.

-쓰기능력을 기른다.

중심활동

-연구자가 색종이에 그려 놓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 보도록 한다.

-일정한 크기의 형태로 오려 놓은 색종이를 이용하여 고리 모양으  

 로 연결하는 것을 보여 준 후 연결하여 만들도록 한다.

-하나하나씩  고리모양을 만들어 이어 붙이도록 한다.

-스스로 연결하여 붙여 나가도록 한다.

유의점

-다양한 색의 색종이를 선택하여 붙여 나가도록 한다.

-풀칠을 잘하여 붙여 나가도록 한다.

-서로 잘 연결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준다.

활동사진

사례-A

사례-D

사례-B

사례-E

사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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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미미미술술술치치치료료료 회회회기기기별별별 진진진행행행과과과정정정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개개개인인인별별별 소소소근근근육육육 변변변화화화

111)))사사사례례례 AAA의의의 변변변화화화

1회기 난화그리기는 3회 반복 후 진한 선들의 색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2회기
의 찰흙놀이에서는 모양의 형태가 잘 나오지 않았으며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만들
어 본 후 14-15회기,19회기 조소 활동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모양도 나왔으며 힘들
어 하지 않고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여 스스로 완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3회
기 물감놀이에서는 색을 한 가지만 사용하여 색칠하였으나 연구자의 언어지시 후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색으로 동그라미 그림을 그려 표현하였으며 물감 뚜껑
을 열 때 잡아 당겨 열지 못하였으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준 후에는 열어서 사
용할 수 있게 되었고 물감 사용하는 표현 능력도 자연스럽게 변화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4회기 종이놀이에서는 종이를 작게 찢는 것을 힘들어 했으며 연구자
와 여러 번의 반복적인 찍기를 한 후 점점 작게 찢을 수 있었다.5-7회기 기초 조
형 활동에서는 점과 점을 잘 이여서 그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물감 사용
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었고 도형 오리기에서는 동그라미 형태가 나오지 않았
다.8-9회기 색칠하기에서는 색칠이 꼼꼼하지 않았으며 스크래치 방향도 일정하지
않았으나 후기 18회기에서는 스크래치 방향도 안정감이 있었으며 모양의 형태를
찾아서 진한 색으로 표현 되었으며 여러 가지 색을 선택하여 그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10-11회기 색종이 접기와 모자이크에서는 접기를 힘들어하여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반복적으로 접기를 하여서 완성할 수 있었으며 모자이크에서는 색종
이를 스스로 찢어서 풀칠을 하여 화지에 재미있게 붙여 나가기 시작 하였다.12-13
회기 콜라주 활동에서는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가위로 잘 오려 붙였으며 잡지를
보고 좋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곡식 콜라주에서 콩과 팥을 한 개씩 한 개씩
손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잘 붙여 나갔으며 쌀을 이용하여 붙이는 부분을 힘들어
하여 연구자가 도움을 주었다.16-17회기 손,발 본뜨기에서는 몸이 아파서 활동하
는 것을 힘들어 하며 잠이 온다고 하였다.별 모양과 동그라미 모양의 스티커를 붙
인 후 마무리 하였다.20회기 목걸이 만들기에서는 색종이를 선 따라 가위로 잘 오
릴 수 있었으며 고리 모양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연구자가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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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붙여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목걸이를 완성한 후 목에 걸어 본 후 좋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소극적이고 집중력이 부족하여 표현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스스로 작품을 수행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으나 회기가 거듭할
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력이 향상되었으며 표현능력이 좋아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22)))사사사례례례 BBB의의의 변변변화화화

1회기 난화그리기에서 여러 번 반복 후 선들이 진하게 나왔으며 여러 가지 색
을 이용하여 그려나갔다.2회기 점토 놀이에서는 청각장애가 있는 관계로 연구자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바로 시작하지 않고 주위를 살펴 본 후 만들어 가는
것을 보였다.14-15회기에서는 스스로 동그라미 모양을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 표현
하였고 19회기에서도 색지점토를 이용하여 능숙하게 스스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3회기 물감놀이에서는 물감을 2가지색만 사용하여 시작하였으나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색의 사용이 많이 표현 되었으며 붓을 이용하여 점찍기를 일정한 크
기로 찍어 표현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4회기 종이놀이는 아주 작
은 크기의 형태까지 찢을 수 있었으며 공 모양으로 단단하게 뭉쳐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5-7회기 기초조형에서는 점과 점을 이용하여 잘 그려나갔으며 도형에서
는 동그라미 모양이 잘 표현 되지 않아서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반복적으로 한 후
동그라미 형태가 나왔다.8회기 만다라 문양 색칠하기는 희미한 선들이 나왔으며
18회기 만다라 문양에서는 색의 사용,색의 농도,모양의 형태가 놀라울 정도로 많
은 향상을 보였으며 10-11회기 색종이 활동에서는 종이를 정확하게 접을 수 있었
으며 모자이크 부분에서는 원을 인식하면서 붙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12-13
회기 콜라주 활동에서는 잡지의 그림들을 보며 좋아하였으며 가위를 사용하는 실
력이 능숙해 졌으며 도화지에 일정하게 붙여 완성하였다.곡식 붙이기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스스로 형태를 찾아서 붙여 나갔으며 풀의 사용은 연구자가 도움을 주었
다.16-17회기 본뜨기에서는 다양한 색과 형태의 스티커를 사용하여 붙여 나갔으며
그려진 선을 잘 찾아서 붙일 수 있었으며 스티커 활용도 스스로 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20회기 목걸이 만들기에서도 스스로 고리를 만들어 연결하여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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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색의 사용도 다양하게 선택하였으며 완성 한 후 목에
걸어 본 후 박수를 치며 좋아하였다.
언어,청각 장애 관계로 프로그램 초기에는 작품을 표현 하는데 주의를 살피며

힘들어 했으나 회기가 거듭 증가할 수 록 매체를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모든 활동을 즐겁게,안정감 있게,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작품 완성도가 높
았다.

333)))사사사례례례 CCC의의의 변변변화화화

1회기 난화그리기에서는 연두색 한 가지 색만을 선택하여 그려 놓았고 연구자
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의욕이 없어 보였다.2회기 점토 활동에서는 점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표현 하는 모습을 보였다.3회기 물감 활동에서는 스스로 여러
가지 색을 선택하여 접시에 짜 놓았으며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형태를 그려 나가
기 시작 하였다.색의 사용도 여러 가지 색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
으며 손바닥 찍기에서는 밤색을 선택하여 여러 번 찍어 작품을 완성 하였다.물감
사용 시 뚜껑을 잘 열지 못하여 도움을 주었더니 스스로 열어 물감을 짤 수 있게
되었다.4회기종이 활동에서는 종이류를 조심이 찢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작게 찢도록 유도 하였더니 아주 작은 모양으로 찢을 수 있었다.공 모양으로 뭉
쳐 표현하기에서는 조심스럽게 뭉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5-7회기 기초조형에서
는 물감으로 점을 찍은 후 큰 동그라미를 연결하여 그려나갔으며 점과 점을 여러
가지 색을 이용하여 그릴 수 있었다.도형 자르기에서는 세모의 형태가 잘 나오지
않았으며 동그라미 형태의 표현은 잘 되었다.8회기 만다라 문양 색칠에서 다양하
게 색을 선택하여 칠 하였으며 모양을 찾아서 색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9회
기 자유화에서 모양과 색의 사용이 다양해 졌으며 안정감 있게 적극적으로 표현하
는 모습을 보였다.10-11회기에서는 여러 번 반복 후 색종이 접기를 정확하게 스스
로 할 수 있었으며 모자이크에서는 양손을 이용하여 종이 찍기를 일정한 크기로
찢어 붙여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빈 공간이 보이지 않게 원모양을 찾아 표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14-15회기 조소 활동에서도 동그라미모양을 정교하게 만들어
표현 하였으며 안정감 있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16-17회기 손 본뜨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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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모양의 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스티커 하나하나를 정성껏 붙여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18회기에서는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였다.20회기 목걸이 만들기에서
는 가위를 이용하여 색종이를 잘 오릴 수 있었으며 다양한 색의 색종이를 이용하
여 고리를 연결하여 목걸이를 완성하였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소극적이고 말을 잘 하지 않았고 혼자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회기가 증가 할수록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정감 있게 자신만
의 매력적인 창의적인 작품을 표현 하였으며 언어적인 표현을 보였으며 자신의 느
낌을 회기마다 정성을 다하여 즐겁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444)))사사사례례례 DDD의의의 변변변화화화

1회기 난화그리기에서 여러 번의 반복 후 강한 선들이 나왔으며 2회기 점토놀
이에서 재미있게 점토를 가지고 표현하는 모습이 보였다.14-15회기 목걸이 만들기
에서 동그라미 모양을 잘 표현하였으나 형태의 인지가 되지 않아 연구자의 보조를
받으며 만들어 완성하였다.19회기 꽃병 만들기에서는 다양한 색 지점토를 연결하
여 스스로 잘 붙여 표현 하였다.3회기 물감 놀이에서는 물감 사용을 분별없이 마
구 짜 놓았으며 뚜껑의 사용방법을 힘들어 하여 연구자가 도움을 주었더니 짜는
요령을 터득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4회기 종이 찍기에서는 다른 대상자들보
다 많은 양의 종이를 찢어 놓았으며 공 모양의 형태에서 골판지 종이가 뭉쳐지지
않아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뭉쳐 완성하였다.5-7회기에서는 점과 점을 잘 이여 그
어 표현하였으며 도형오리기가 잘 되지 않았다.8회기,18회기 만다라 문양 색칠하
기에서는 다양한 색을 사용하였으며 색연필의 색이 연함에서 진함으로 변화되어짐
을 알 수 있었다.10-11회기 색종이 활동에서는 접기는 반복을 통하여 잘 접을 수
있었으나 꼭짓점은 맞지 않았다.스스로 다양한 색종이를 선택하여 마음껏 접어 붙
여 표현 하여 시작하였으며 화지 가득 꼼꼼하게 붙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2-13회기에서 콜라주에서는 잡지의 그림들을 보고 좋아하였으며 가위를 이용 오
리기 시작하였다.잡지에서 오린 후 붙이지 않았고 마음껏 오려 놓은 후 화지의 맨
윗부분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붙여 나가지 시작하였다.곡식 붙이기에서는 연구자가
풀칠을 해 주었으며 그 위에 곡식을 붙여 나갔다.양손을 이용하여 잘 붙여 나갔으
며 집중하여 표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16-17회기 본뜨기에서 다양한 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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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 색을 스티커를 선택하여 그려 진 모양의 선을 찾아 붙여 나가기 시작하였
으며 흥미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이며 아주 작은 모양의 스티커까지 힘들어 하
지 않고 붙여 나갔다.20회기 목걸이 만들기에서는 색종이로 고리를 만들어 연결하
는데 힘들어 하지 않고 능숙하게 완성 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초기에서부터 매우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회기가 증가 할수록 미술활동에 흥미를 보였고 매우 적극적인 모습으로 표
현 하였으며 성취감을 느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완성된 작품을 다른 사람
에게 자랑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555)))사사사례례례 EEE의의의 변변변화화화

1회기 난화그리기에서는 동그라미 모양만 두가지색으로 그려 놓았으며 2회기
점토놀이에서 손에 점토가 손에 묻는 것을 싫어하여 연구자가 같이 뭉쳐 만들어
보이자 점토를 가지고 표현 하였다.3회기 물감놀이에서는 물감을 한가지색만 사용
하여 더 많은 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더니 두가지색을 선택하여 동그라미를
그려나갔다.손바닥 찍기는 색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찍어 표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4회기종이 놀이에서는 부드러운 종이는 잘 찢어 놓았으나 두꺼운 종이는
힘들어하여 연구자와 함께 반복적으로 찢어 보았다.찢어 놓은 종이를 모아 공 모
양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손에 힘이 없어서 인지 공 모양이 잘 나오지 않았으
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5-7회기에서는 점과 점의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선들도 곡선이 많이 나타났다.연구자가 점을 가리키며 유도하였더니 직선과 점들
을 향해 표현하는 것을 보였다.도형오리기에서도 도형의 형태가 나오지 않았으며
계속적인 반복에도 다양한 형태가 나오지 않았다.8회기,18회기 만다라 문양 색칠
하기에서는 다양한 색이 나왔으며 문양의 형태가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10-11회
기 색종이 활동에서는 접기 표현이 잘 되지 않았고 연구자와 함께 반복적으로 접
어 하나하나씩 접은 뒤 붙여 나갔다.모자이크에서도 세밀한 표현은 힘들어 하며
듬성듬성 붙인 모습을 보였다.12-13회기 잡지 콜라주에서는 가위 사용이 많이 향
상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스스로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6-17회기 손 본뜨기에서는 스티커를 잘 떼어서 붙여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스티커
붙이는 간격을 인지하면서 일정한 형태로 붙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19회기 꽃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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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에서는 점토의 끈적거림을 싫어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연구자가 점토를
만지며 괜찮다고 표현하자 표정이 바뀌며 붙여 나가기 시작하였다.유리병의 밑 부
분까지 붙여 나가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20회기 목걸이 만들기에서는 고리 만들기
가 잘 되지 않아서 연구자가 계속적인 도움을 주면서 완성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활동 시 재료와 표현에서 많은 부분이 다른 대상자들보다 힘들어 했

으며 촉각적인 느낌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의지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자신
감이 없었다.프로그램 회기가 증가 할수록 매체에 자연스럽게 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 활동 시 적극적으로 표현 해 가는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미술표현에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으며 자신감을 볼 수 있었고 관심을 가지
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33...검검검사사사 도도도구구구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소소소근근근육육육 운운운동동동향향향상상상 결결결과과과 분분분석석석

111)))지지지각각각운운운동동동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각 대상의 소근육 운동 기능의 지각운동에 미치는 영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정도를 KISE 발달검사 결과에 따라 나타내면 <표Ⅳ---22>와
<그림Ⅳ-1>와 같다.

<표Ⅳ-22>각 대상의 지각운동 사전․사후 검사 결과

순 문항
번호

A B C D E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1
2
3
4
5
6
7
8
9

2
3
4
5
8
9
10
11
12

0
3
3
3
3
0
3
3
3

2
3
3
3
3
0
3
3
3

3
3
3
3
3
0
1
0
1

3
3
3
3
3
2
2
1
2

0
2
1
0
0
0
0
0
1

1
3
2
2
1
0
1
1
2

3
3
3
2
2
0
0
0
1

3
3
3
3
2
2
1
1
3

3
2
2
3
3
2
2
2
2

3
2
2
3
3
3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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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E 발달척도 소근육 운동 능력 검사의 하위영역의 하나인 지각운동 발달의
29문항의 발달 변화를 각 대상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는 사전검사 67%에서 사후 81%로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B는 사전검사
64%에서 사후 86%로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C는 사전검사 51%에서 사후 71%로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D는 사전검사 57%에서 사후 72%로 15%의 증가율을 보
이고 E는 사전검사 51%에서 사후 71%로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7
18
22
23
28
29
34
35
41
42
43
47
48
49
50
51
57
58
61
62

3
1
2
2
3
3
3
0
3
3
3
0
2
0
3
0
2
2
2
0

3
2
3
2
3
3
3
1
3
3
3
1
3
1
3
2
2
2
2
2

2
0
3
0
3
3
3
2
3
3
0
2
2
1
3
0
3
2
2
2

3
1
3
1
3
3
3
3
3
3
2
3
3
3
3
2
3
3
2
3

2
0
2
0
3
3
3
3
2
3
3
1
2
0
3
0
3
3
2
2

3
1
3
0
3
3
3
3
2
3
3
3
3
0
3
2
3
3
2
3

3
0
3
0
3
3
3
3
3
3
0
2
3
3
0
0
0
3
1
0

3
0
3
1
3
3
3
3
3
3
1
3
3
3
1
0
1
3
1
1

3
1
2
2
3
2
3
0
0
3
3
0
1
3
0
0
1
2
1
0

3
2
2
2
3
2
3
0
1
3
3
1
3
3
0
2
2
2
1
1

합계 29 58 70 56 75 44 62 50 63 51 62

백분율 87
(100%)

66.67
(67%)

80.46
(81%)

64.37
(64%)

86.21
(86%)

50.57
(51%)

71.26
(71%)

57.47
(57%)

72.41
(72%)

50.62
(51%)

71.26
(71%)

증가율 ․ 14% 22% 20% 15% 20%
등급 4 2 3 2 3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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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은 대략 17%정도 수치의 증가율을 보이며 사전 검사 때 보다 사후 검
사에서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상자들의 지각운동 사전․사후 변화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
<그림Ⅳ-1>와 같다.

<그림Ⅳ-1>지각운동사전·사후검사결과

지각 운동 사전 사후 검사지각 운동 사전 사후 검사지각 운동 사전 사후 검사지각 운동 사전 사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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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정정정교교교성성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각 대상들의 정교성 발달 정도를 KISE 검사 결과에 따라 나타내면 <표Ⅳ
-23>와 <그림Ⅳ>와 같다.

<표Ⅳ-23>각 대상의 정교성 사전·사후 검사 결과

순 문항
번호

A B C D E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1
2
3
4
5
6

1
6
7
13
14
15

0
3
1
3
1
1

1
3
3
3
2
3

0
3
3
3
3
3

1
3
3
3
3
3

0
2
2
3
3
3

2
3
3
3
3
3

0
3
3
2
3
2

1
3
3
3
3
3

0
2
1
2
3
3

1
2
2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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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E발달척도 소근육 운동 능력 검사의 하위영역의 하나인 정교성 발달의 20
문항의 발달 변화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는 사전검사 62%에서 사후 88%로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B는 사전검사
78%에서 사후에 93%로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C는 사전검사 63%에서 사후에
90%로 27%의 증가율을 보이고 D는 사전검사 60%에서 사후 87%로 27%의 증가율
을 보이고 E는 사전검사 67%에서 사후 87%로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대상 모두가 수치는 다르지만 증가율을 보이며 사전 검사 때보다 사후 검사에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상자들의 정교성 사전․사후 변화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 <그
림Ⅳ-2>와 같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9
20
21
26
27
32
33
38
39
40
45
46
56

2
1
3
3
2
3
3
2
2
2
2
1
1
1

3
3
3
3
3
3
3
3
3
3
3
1
2
2

2
2
3
3
3
2
3
2
3
3
3
1
2
0

3
3
3
3
3
3
3
3
3
3
3
3
2
2

2
2
0
2
2
0
2
3
3
2
3
2
2
0

3
3
1
3
3
2
3
3
3
3
3
3
3
1

3
3
0
1
2
1
3
0
2
2
2
1
3
0

3
3
1
3
3
3
3
2
3
3
3
2
3
1

3
0
2
3
3
2
2
0
3
3
2
2
2
2

3
1
3
3
3
3
3
2
3
3
3
3
2
3

합계 20 37 53 47 56 38 54 36 52 40 52
백분
율

60
(100%)

61.67
(62%)

88.33
(88%)

78.33
(78%)

93.33
(93%)

63.33
(63%)

90.00
(90%)

60.00
(60%)

86.67
(87%)

66.67
(67%)

86.67
(87%)

증가율 ․ 26% 15% 27% 27% 20%
등급 4 2 3 3 3 2 3 2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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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정교성 사전·사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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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상자들의 쓰기능력 발달 정도를 KISE검사 결과에 따라 나타내면 <표Ⅳ
-24>과 <그림Ⅳ-3>와 같다.

<표Ⅳ-24>각 대상의 쓰기 능력 사전·사후 검사 결과

순 문항
번호

A B C D E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4
25
30
31
36
37
44
52
53
54
55
59

3
2
2
2
0
1
1
1
1
1
2
0

3
3
3
3
1
2
3
2
2
3
3
1

3
3
0
0
0
1
2
3
2
2
2
0

3
3
2
2
1
2
3
3
3
3
3
1

3
2
0
2
3
3
2
3
3
3
3
0

3
3
1
3
3
3
3
3
3
3
3
3

2
3
3
0
2
1
3
0
1
0
2
0

3
3
3
1
3
2
3
1
2
1
3
1

0
1
2
2
0
1
3
0
0
0
3
0

1
2
3
3
1
2
3
1
1
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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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E 발달척도 소근육 운동 능력 검사의 하위영역의 하나인 쓰기의 14문항의
발달 변화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는 사전검사 43%에서 사후 76%로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B는 사전검사
52%에서 사후 81%로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C는 사전검사 74%에서 사후 93%로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D는 사전검사 43%에서 사후 67%로 24%의 증가율을 보
이고 E는 사전검사 31%에서 사후 55%로 24%의 증가율을 보였다.

각 대상자 모두가 수치는 다르지만 증가율은 보이며 사전 검사 때보다 사후 검
사에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상자들의 쓰기 능력 사전․ 사후 변화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
<그림Ⅳ-3>와 같다.

<그림Ⅳ-3>쓰기 능력 사전·사후 검사결과

쓰기 능력 사전 사후 검사쓰기 능력 사전 사후 검사쓰기 능력 사전 사후 검사쓰기 능력 사전 사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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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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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4 18 32 22 34 31 39 18 28 13 23
백분
율

42
(100%)

42.86
(43%)

76.19
(76%)

52.38
(52%)

80.95
(81%)

73.81
(74%)

92.86
(93%)

42.86
(43%)

66.67
(67%)

30.95
(31%)

54.76
(55%)

증가율 ․ 33% 29% 19% 24% 24%
등급 4 1 3 2 3 2 3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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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볼 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생활시설 정신지체인
의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발달단계가 지연되나 의도된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기
능적인 소근육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소근육 운동기능 발달을 연구한 김미선(1999),이희

연 (2003),황지영(2004),노은수(2005),이효진(2005)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이에 정신지체 인들의 신변 자립의 기초가 되는 소근육 운동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시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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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의 소근육 운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광주시 광산구 장애인 생활시설 C복지원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

여성 5명을 대상으로 2007년 8월 16일부터 2007년 9월 30일 까지 매주 3회 50분
간 총 20회기를 실시하였다.소근육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 도구는 KISE
발달척도를 이용하여 사전․사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미술치료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동안 대상의 언어,정서,행동의 변
화를 매 회기별로 관찰 기록하여 변화과정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으로 미술치료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첫째,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에게 적용하여 소근육 운동

기능의 하위 영역인 정교성이 향상 되었다.사례 A의 경우 사전검사 62%
에서 사후검사 88%로 26%의 증가율을 보이고,사례 B의 경우 사전검사
78%에서 사후검사 93%로 15%의 증가율을 보이고,사례 C의 경우 사전검
사 63%에서 사후검사 90%로 27%의 증가율을 보이고,사례 D의 경우 사
전검사 60%에서 사후검사 87%로 27%의 증가율을 보이고,사례 E의 경우
사전검사 67%에서 사후검사 87%로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따라서,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의 정교성 향상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에게 적용하여 소근육 하위
영역인 지각운동이 향상되었다.사례 A의 경우 사전검사 67%에서 사후검
사 81%로 14%의 증가율을 보이고,사례 B의 경우 사전검사 64%에서 사
후검사 86%로 22%의 증가율을 보이고,사례 C의 경우 사전검사 51%에서
사후검사 71%로 20%의 증가율을 보이고,사례 D의 경우 사전검사 57%
에서 사후검사 72%로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사례 E의 경우
사전검사 51%에서 사후검사 71%로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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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의 지각운동 향상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에게 적용하여 소근육 하위
영역인 쓰기 운동효과에서 사례 A의 경우 사전검사 76%로 33%의 증가율
을 보이고,사례 B의 경우 사전검사 52%에서 사후 검사에서 81%로 29%
의 증가율을 보이고,사례 C의 경우 사전검사 74%에서 사후검사 93%로
19%의 증가율을 보이고,사례 D의 경우 사전검사 43%에서 사후검사 67%
로 24%의 증가율을 보이고,사례 E의 경우 사전검사 31%에서 사후검사
55%로 23%의 증가율을 보였다.
따라서,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의 쓰기운동 향상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이상의 결과를 통해 미술치료가 생활시설 정신지
체 여성의 소근육 운동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술치료 회기별 진행과정의 변화를 살펴보면,첫째,초기단계에서는 긴장,어색
한 얼굴표정,소극적 표현으로 과제 수행이 어려움을 보였으며 연구자에게 의존적
인 경향을 보였으나 중기단계로 넘어가면서 매체의 사용능력이 자연스럽게 활용하
는 표현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안정감이 보였고 자신이 원하는 재료와 색상을 선택
하여 표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자기표현능력이 향상 되었다.둘째,다
양한 미술활동을 경험해보면서 기초적인(선 그리기,자르기,색칠하기,물감 칠하기,
붙이기 등)미술표현 능력이 향상 되었다.셋째,초기에는 과제를 제시해주면 의존
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회기가 증가할수록 자발적이고 흥미를 가지며 집중하여 표
현해 나갔다.넷째,다양한 미술활동의 경험으로 손가락 기능을 촉진하는데 효과적
이였으며 행동을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신지체 인들이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미술활동이 많은 부
분에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정신지체인의 수준에 맞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보완한다면 치료와 교육을 통하여 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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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위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5명의 정신지체 인을 대
상으로 소근육 운동 향상에 대한 미술치료를 단기간 진행하여 그 효과성
을 입증 하였다.그러나 미술치료를 통한 소근육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서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동일 집단에 대
한 장기적 효과 입증이 필요하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진행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지만 정신지체인의 성별․나이별․증상정도별 등 대상
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소근육 운동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이러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장애인은 물론,청소년․노인․아동 등을 위
해 더 활용하고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입이 적극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미술치료를 사회복지차원의 체계적이고 다양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
여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정착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 67 -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

김동연․공 마리아 편.<인물화에 의한 성격진단법>.서울:한국미술치료학회,
1998.

김영한.<정신지체아의 심리>.서울:도서출판 특수교육,1990.
김정권,이상춘,여광응,조인수.<정신지체아 지도의 이론과 실제>.서울:양

서원,1993.
김정권.<정신지체아의 학습이론>.서울:특수교육,1994.
김 정.<미술 교육 총론>.서울:동아 출판사,1989.
김재은.<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서울:교육과학사,1995.
김재은,김동극,여광응.<인물화에 의한 간편 지능검사>.서울:교육과학사,

1997.
강위영,정대영,박찬웅.<발달장애아 조기교육 프로그램-소근육 운동 기능발

달>.서울:특수교육,1993.
구본권.<특수교육학>,서울:교육과학사,1990.
권상구.<아동미술교육>.서울:미진사,서울:1991.
박화문.<장애유아의 발달과 교육>.서울:창지사,1987.
송명자.<발달심리학>.서울:학지사,1995.
송영혜.<발달장애진단의 이론과 사례>.서울:특수교육,1993.
정대영 외 3인.<KISE발달척도>.안산:국립특수교육원,1994.
조윤경.<장애아동의 소근육 운동과 미술지도>.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1991.
정여주.<만다라와 미술치료>.서울:학지사,2001.
정여주.<미술치료 이론과 실제>.서울:학지사,2003.
주리애.<이구동성 미술치료>.서울:학지사,2002.
주리애.<미술치료 요리책>.서울:아트박스,2003.
이근매.<정서․행동장애아동을 위한 미술치료의 실제>.서울:교육 과학사,

2003.
이근매,최외선.<유․아동의 발달을 돕는 미술치료의 실제>.서울:교육과

학사,2003.
이근매,정광조.<미술치료 개론>.서울:학지사,2005.



- 68 -

이상복,정대영.<정서장애아 행동치료교육>.국립특수교육원;성원사,1995.
한기정.<정신지체아를 위한 특수아동 조기교육>.서울:보육사,1984.
한국미술치료협회편.<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서울:동아문화사,1994.
로빈 히긴스.<예술 심리치료 임상 사례연구 방법론>.서울:학지사,2003.

김미수.<미술활동이 경도정신지체장애아동의 소근육운동 능력과 시지각 발달
에 미치는 효과>.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김미선.<미술치료가 정신지체아의 소근육 운동향상에 미치는 효과>.제주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

김명신.<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아의 시지각과 지각-운동능력에 미
치는 효과>.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

김영희.<눈․손 협응 훈련이 손 기능이 서투른 아동의 시지각력에 미치는 효
과>.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7.

김은정.<찰흙 활동을 통한 언어지도 방법이 정신지체아의 어휘력과 소근육
발달에 미치는 효과>.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강혜경.<미술치료를 통한 정신지체인의 시지각 발달의 효과>.아주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2002.

김삼성.<정신지체아의 공간개념에 대한 발달 특징>.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1993.

노은수.<소근육 발달에 미치는 미술치료교육의 필요성 연구>.한양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2005.

남정현.<소조활동 프로그램이 뇌성마비아동의 시각-운동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박정양.<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박영희.<인물화의 분석을 통한 정신지체아의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동아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3.

손현숙.<집단소조활동이 정신지체인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영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이수진.<미술치료를 통한 정신지체 아동의 자기표현>.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 69 -

사학위논문,2005.
이희연.<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특수학급 아동의 소근육 발달에 미치는 효과>.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이정숙.<신체표현활동을 통한 정신지체아의 대인관계 개선 효과>.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
오금화.<만들기 미술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작은 운동기능에 미치는 효과>.

대학원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황지영.<미술치료가 뇌성아비 아동의 시지각과 소근육 발달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Naumberg.M.DyamicallyOrientedArtTherpy,New York:une& Stratton,
1966.

Naumberg.M.Artintroductiontoartthetadpy,TeachersCollegePress,
1973.

Ulman.E.Arttherapy:intherapyintheoryandpractice,New York:
SchockenBrooks,1975.

Wadeson.H,S.ArtPsychotherapy,New York:JohnWilley& Sons,1987.

www.kawid.or.kr한국장애인복지 시설협회.
www.moe.go.kr교육인적 자원부.
www.mohw.go.kr보건복지부.



- 70 -

부부부 록록록

<부록 1>KISE발달척도 -소근육 운동기능 발달
<부록 2>국립특수교육원 발달척도 내용
<부록 3>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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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KKKIIISSSEEE발발발달달달척척척도도도

<KISE발달척도 -소근육 운동기능 발달>(총 63문항)

문항
번호 내 용 점수 득점

0 1 2 3
1 막대기를 잡으려고 손을 움켜 쥘 수 있다.
2 다른 사람을 응시할 수 있다.
3 물체를 주시할 수 있다.
4 좌우로 이동하는 물체를 추적할 수 있다.
5 상하로 이동하는 물체를 주시 할 수 있다.
6 순간적으로 물체를 움켜쥘 수 있다.
7 물체를 움켜쥐고 시야내로 가져올 수 있다.
8 손가락을 주시 할 수 있다.
9 손을 움직일 때 눈을 깜박거릴 수 있다.
10 물체를 따라 시선을 180도 이동할 수 있다.
11 물체를 잡고 의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12 물체를 잡으려고 팔을 뻗을 수 있다.
13 부피가 큰 물체를 손바닥으로 움켜쥘 수 있다.
14 한 손으로 물체를 집어 올릴 수 있다.
15 물체를 한 손으로 다른 손으로 옮겨 잡을 수 있다.
16 물체를 잡으려고 손을 뻗을 수 있다.
17 물체를 보고 팔을 뻗쳐 잡을 수 있다.
18 손으로 물체를 탐색할 수 있다.
19 엄지와 검지로 물체를 집어 올릴 수 있다.
20 한 손으로 물체 두 개를 집어 들 수 있다.
21 물체를 통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
22 손을 몸 중앙으로 모아 손뼉을 칠 수 있다.
23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체를 다를 수 있다.
24 크레파스를 바르게 쥘 수 있다.
25 낙서(아무렇게나 휘갈겨 쓰기)를 할 수 있다.
26 작은 물체 3개를 한꺼번에 집어 들 수 있다.
27 일련의 물체를 차례대로 빈 통에 넣을 수 있다.
28 작은 물체를 2개 쌓을 수 있다.
29 원형의 크기를 변별하고 조작할 수 있다.
30 시범을 보지 않고 자유로이 낙서 할 수 있다.
31 연필이나 크레파스로 그리는 동작을 모방할 수 있다.
32 한 손을 사용하는 빈도 60%정도 된다.
33 엄지와 검지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34 작은 물체를 5개 이상 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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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별로 0,1,2,3으로 평정하고,하위 영역에서 얻은 점수의 총점을 산출한
후 하위 영역 문항 수에다 3을 곱한 수로 나눈 다음,아래와 같은 해당 점수별로
0,1,2,3으로 평정한다.

35 모가 난 물체를 구별하고 조작할 수 있다.
36 휘갈겨 쓰는 것과 획을 긋는 동작을 모방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다.
37 수직선을 보고 그릴 수 있다.
38 특정 손(왼손이나 오른손)을 사용하는 빈도가 90%정도 된다.
39 수직선을 보고 그릴 수 있다.
40 손가락 운동을 협응 시킬 수 있다.
41 도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두 손을 협응 시킬 수 있다.
42 물체를 8개 이상 쌓을 수 있다.
43 두 조각으로 된 사물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다.
44 간단한 도형을 그릴 수 있다.
45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을 차례대로 맞닿을 수 있다.
46 정교하게 물체를 다룰 수 있다.
47 간단한 공간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48 종이를 잘라 풀칠하여 붙일 수 있다.
49 끈으로 물체를 묶을 수 있다.
50 2차원 형태를 대응 시킬 수 있다.
51 직선 및 곡선을 자를 수 있다.
52 간단한 도현을 보고 그릴 수 있다.
53 제시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54 이름을 점선 따라 쓸 수 있다.
55 그려진 선의 안쪽을 색칠 할 수 있다.
56 엄지손가락에 나머지 손가락을 하나씩 맞닿을 수 있다.(양손 모두)
57 작은 도구들을 다소 능숙하게 다를 수 있다.
58 꼬마전구나 장난감을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다.
59 복잡한 도형이나 그림을 보고 그릴 수 있다.
60 자를 사용하여 선을 그을 수 있다.
61 여러 가지 조립용 장난감 세트를 조립할 수 있다.
62 복잡한 접기 과제를 따라 접을 수 있다.
63 문장을 보고 쓸 수 있다.

득점합계

0(거의 나타나지 않음) 1(가끔 나타남) 2(자주 나타남) 3(일상적으로 나타남)
0-.25 .26-.50 .51-.75 .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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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국국국립립립특특특수수수교교교육육육원원원 발발발달달달척척척도도도 내내내용용용

영  역 주요내용 문항

생활자립

기능발달
 식사하기, 옷 입고 벗기, 개인적 위생, 안전과 의식 93

사회정서

행동발달

 자아식 - 정서적 반응, 자기주도 행동, 자아의식, 자아상

60 대인관계 - 타인의식, 타인에 대한 반응, 상호작용주도,  

            사회적 규준과 가치, 타인에 대한 감수성

언어능력

발  달

 언어수용 - 의식, 사고, 상징화
147

 언어표현 - 의식, 모방, 사고, 상징화

인지능력

발  달

 수단의 발달 - 문제해결, 보존개념, 순서관계

97 대상개념 - 위계적 분류, 대상개념

 모방 - 논리적 추론, 직관적 추리, 모방

대근육 

발  달

 힘

89
 균형유지능력

 이동능력

 협응능력

소근육

발  달

 정교성

63 지각운동

 쓰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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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회회회기기기별별별 그그그림림림

사사사례례례AAA---111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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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례례례AAA---222

11회기 12회기

13회기 14회기

15회기 16회기

17회기 18회기

19회기 20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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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례례례 BBB---111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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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례례례 BBB---222

11회기 12회기

13회기 14회기

15회기 16회기

17회기 18회기

19회기 20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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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례례례 CCC---111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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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례례례 CCC---222
 

11회기 12회기

13회기 14회기

15회기 16회기

17회기 18회기

19회기 20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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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례례례 DDD---111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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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례례례 DDD---222

11회기 12회기

13회기 14회기

15회기 16회기

17회기 18회기

19회기 20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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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례례례 EEE---111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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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례례례 EEE---222

11회기 12회기

13회기 14회기

15회기 16회기

17회기 18회기

19회기 20회기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문제
	3. 용어정의

	Ⅱ. 이론적 배경
	1. 정신지체인의 특징 및 적응행동
	2. 소근육 운동 향상에 미치는 미술 치료적 효과
	3. 장애인 생활시설
	4.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검사도구
	3. 연구절차
	4. 자료처리

	Ⅳ.연구결과
	1.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진행과정
	2. 미술치료 회기별 진행과정에 따른 개인별 소근육 변화
	3. 검사 도구에 의한 소근육 운동향상 결과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