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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lay Works on Improving Attention 

Behavior of Child with ADHD

Kim, Mi-Ra

Advisor : prof. Lee, Geun-Mae, Ph.D.

Major in Art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ing at identifying what effect art therapy centering on 

modelling has on concentration and leaving seats of two children with 

ADHD. 

The program is conducted a total of 20 sessions twice a week for 

50 minutes a session. It is categorized into three steps : beginning 

period, middle period and late period. Questionnaire for diagnosis of 

children and an adolescents behavior evaluation measure are used as 

measuring tools. 

Through this study obtain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rt therapy centering on model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iod of concentration of children with ADHD. 

Second, art therapy centering on modeling has a positive effect on 

leaving seats of children with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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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art therapy centering on modeling has a positive effect on 

concentration of children with ADHD.

This study finds that art therapy centering on modeling has a 

positive effect on concentration and leaving seats of the two children 

with ADHD.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e art therapy centering on 

modeling contributes to increase of concentration and the concentration 

period of children with ADHD by reducing their leaving s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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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해가 거듭 될수록 학교 부적응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는 아동

들의 행동을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 졌다. 그래서 학교나 학원 운영에 있어 가장 먼

저 해야 하는 일이 아동들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교육계획을 세

우는 일이다. 요즘은 주의가 산만한 아동들이 많아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경험하

며,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또는 집에서 규칙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아동 자신

은 물론 다른 아동들이 학습하는 데 지장을 주는가 하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자

신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며 문제행동과 충동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

들이 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정작 주의 산만한 아동

도 자신의 상황에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동료 아이들뿐 아니라 교사, 부모, 학원 

선생님까지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학급 아동 중 교사들이 다루기 힘들어하

는 아동 중 하나가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이하 ADHD이라 함)아동이다.1) 미국정신의학협

회(APA)2)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DSM-IV, 1994)에 의하면 주의력 결핍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주의력결핍 증상 

중의 하나가 과잉행동이기 때문에 굳이 과잉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주의력결핍

(ADD: Attention Deficit Disorder)과 과잉행동을 수반하는 주의력결핍(ADHD)

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의력결핍, 주의력 과잉행동을 같은 의

미로 사용하고 있으며,3) 일반적인 용어로는‘주의산만’이라고 한다. 주의가 산만

한 아동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주의가 

산만한 아동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침착하지 못하고 잠시라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

1) 오난영,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ADHD아동의 주의산만행동과 공격성행동에 미치는 효과>, (2004), p.1.

2) 미국정신의학협회(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DSM-IV). Washington, D. C. : Author.

3) 임혜숙, 송인섭, ≪주의집중 훈련프로그램≫, 서울: 상조사, (200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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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감정의 변화 폭이 심하고 쉽게 흥분하는 행동으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

기도 한다. 이런 주의력결핍 과잉운동장애 아동은 학령기 아동들에게서 가장 흔히 

관찰되는 질환들 중 하나로 약 3~20%의 아동이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약 3~9배 정도 더 흔히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으

며, 약 50% 정도는 만 4세 이전에 발병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대개는 유치

원이나 학교 입학과 함께 행동상의 문제가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4) 우리나

라에서도 199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서울 시내 4개 초등학교 1, 2, 3학년 2,899

명을 대상으로 행동문제를 조사한 결과 이중 8.6%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5) 한 부산지역 초등학교 저 학년을 대상으로 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SC-IV에 의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출현율 조사 연구에서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 출현율을 4%라고 보고하고 있다.6)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일반적인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과잉행동, 주의집중 결함, 충동성, 공격성, 교우관계

에서의 어려움 등을 나타낸다. 이들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으나, 인지과정 

학습 활동에 어려움을 보여 열등감을 갖거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이유 없이 친구를 때리는 등의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아동은 인지적 측면에서 주의집

중이 짧고,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행동적 측면에서는 주로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또래들에게 배척당하거나 낮은 자

존감을 갖게 되고, 부모나 교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여러 가지 갈

등을 일으키게 된다. 동시에 학습이나 행동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내거나 반사회

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7)

여러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기의 또래 거부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부적응이 

청소년기 덜 통제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며8), 행동적 

4) 조수철, ≪주의력결핍.과잉운동장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1.

5) 이상복, 이상훈, 이효신, 1996, 이명화, 재인용 <자기표현 미술활동이 ADHD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
치는 효과>, (2004), p.6.

6) 안미경, 김미경, ≪ADHD C-4 ADHD 아동의 출현율 조사 연구≫, 특수아동 교육연구(6), (2004), 
p.10, 99~116.

7) 조수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개념과 생물학적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1(1), (199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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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통해 행동변화를 일으키며, 아울러 인지 행동적 중재를 통해 문제해결 장면

에서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내면화 시킨다. 그러나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 아동들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업이나 또래관계와 성인기에 성격장애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또래들에게 미성숙하고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아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또래 관계의 어려움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 아동에게 적용되는 치료 방법들로는 의학적 중재, 행동적 중재, 인지 행동적 중

재의 방법들이 보편적이다. 약물 복용 기간 동안에는 부모가 아동들에 형성의 어려

움과 좌절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치료하는 데서는 제한점을 갖는다. 최근에서는 음

악, 미술, 무용, 연극 등의 예술 활동을 활용한 치료법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형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표현과 승화작

용을 통해서 개인의 변화와 자아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술치료법이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국내미술치료 연구에서 난화 상호 이야기 만들기법9)이 과잉행동의 감소에 효과

적 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주의집중과 충

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하였다.10) 소조활동은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장애아동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켜 여러 가지 감각을 경험하고 즐기는 가운

데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감정의 표현이 좋아지면서 교사와 상호작용이 보다 활

발해지고 주의집중행동 향상으로 부적응 행동을 통제하고 적응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써 소조활동을 통한 미술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주의력 결핍 

아동에게 소조활동 및 미술활동을 적용한 주의집중과 부적응행동, 사회성 등에서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지만 아직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소수에 불과

하다.11)

8) Barkery (Eds.), Child psychopathology (63-112). New York: Guilford Press. (1996).

9) 김동연, 《난화 상호 이야기 만든 기법에 의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치료 사례 연구》, 미술치
료 연구. 5(1), (1998), pp.1~25. 

10) 변미숙, <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주의집중력·자아 존중감·안정감에 미치는 효과>,대구대학교 특
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6), p.7.

11) 이선임, <소조활동이 자폐 아동의 주의집중 행동과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2004), p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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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아동에 대한 미술치료 효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미 입증된 미술치료 효과에 대해 좀 더 세

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례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목적은 주의력결핍아동 2명을 대상으로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주의집중과 자리일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아동을 대상으로 소조활동을 실시하여 대상 아동

들의 주의집중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둘째,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아동의 주의집중 시간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본다.

셋째,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아동의 자리일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일반적인 정의와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12)

12) ADHD(Attention Disorder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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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isorder Hyperactivity 

Disorder) 아동이란 K-CBCL의 문제행동 증후군 중 주의력집중 문제척도를 통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을 DSM-IV의 기준에 근거하며, 주의력결핍 항목9

개 문항 중 6가지 이상에 속하고 증상이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

도로 6개월 이상이 지속될 때 ADHD라고 칭한다. 

2) 소조활동

소조활동이란 백과사전에서“소(塑)”라는 사전적 의미는 점토라는 뜻이며 현재 

소조라는 말은 비교적 자유로운 재료를 붙여서, 일정하지 않은 공간에 여러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로는 다양한 점토 재료를 사용하여 주제에 맞게 환조

나 부조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의집중행동

주의집중행동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자극을 배제하고 어떤 현상에만 의식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로는 주의집중력은 수업 장면

에서 교사의 설명을 지속적으로 듣는 시간,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때 다른 일에 한 

눈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힘을 말한다.

4) 자리일탈

자리일탈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앉거나 서거나 누울 수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로는 자리일탈은 수업

시간 중 교사의 허락 없이 자리에서 10초 이상 앉아 있지 못하고 엉덩이를 떼는 

행동을 ‘자리일탈 행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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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정의 및 행동 특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 함은 

1930대 미국의 의학지에서 기술된 이래 최근에는 교육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임상적 장애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주의력결함, 충동성 및 운동

과잉행동과 같은 증상들을 포함하는 증후군으로 초기의 많은 연구들은 MBD 

(Minimal Brain Damage), hyperactivity, 혹은 ADD(Attention Deficit 

Disorder With Hyperactivity)의 진단명 아래 다양한 명칭이 있었으나, DSM-III

가 공식적인 진단적 명칭을 제공한 획기적인 기준이 되었다. 이 정의는 세 가지 중 

기준을 포함하는 데, 첫째는 부주의, 충동성 및 과잉행동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을 

특정화 하였다. 둘째는 7세 이전에 발생하는 것을 특정화 하였고, 셋째는 최소한 6

개월 간의 기간 동안 지속됨을 요구하였다. 그 후 과학적 임상 관찰 결과에 의거하

여, 미국정신의학협회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열람 제 4판(DAM-IV, 1994)에서 

장애 특성을 두 가지 기준(부주의, 과잉행동-충동성)으로 구분하여“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명칭을 지었다.1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들의 발생 원인이나 기여요인으로는 뇌기능 장애, 

유전적 요인, 임신과 출산문제, 생화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떤 하나의 변인이기보다는 기질과 환경이 모두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인식을 갖

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은 산만하고 언제나 움직이며 제자리

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 반면에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는 위축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며 한 

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짧다. 또한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여 주의가 

옮겨간다.1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아동의 과잉행동을 수반하지 않거나 약간의 과잉

13) 조수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개념과 생물학적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1(1)(1990), 
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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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만을 수반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들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아동의 과잉행동 증상들을 감소시키고 학교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약물복용 

등 의학적 중재를 포함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15)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대다수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들도 과잉행

동 충동성 행위와 주의력결핍의 행동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행동특성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 장애아동의 특성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부주의, 충동성, 과잉행동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주의(Inattention)

부주의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아동은 신기한 자극에 주의집중을 하므로 신기성

이 떨어지는 반복적 과제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의집중을 하기가 어렵다. 시간이 자

나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며 후 반부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속적 주의집중결

함을 보인다.16) 부주의는 학업, 직업, 사회상황에서 드러난다. 이 장애가 있는 사

람들은 세부적인 면에 면 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학업이나 다른 과업에서 자

주 실수를 범한다. 흔히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질서하고 부주의하게 일한다. 

일이나 공부 혹은 놀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일을 끝마칠 

때까지 과업을 지속하지 못하며, 마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경청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또한 부주의한 경향 때문에 준비물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일상생활이나 일하는 습관이 혼란스럽다.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흩트려 놓고, 정리 정돈을 못해서 자기 물건을 

잘 분실하고 부주의하게 다루고 손상시킨다. 지우개나 연필, 우산을 잃어버리는 일

이 다반사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도 대화 내용이 자주 바뀌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며, 대화에 전념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든

14) 김상섭, ≪특수교육의 심리적 기초≫, 서울: 교육아카데미, (1999), p.194.

15) 강위영, 공마리아, ≪주의력결핍아동의 교육프로그램≫,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1998). p.3.

16) Zenithal, S. S. Research on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Exceptional Children, 60, 1993. pp.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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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고, 또 경기나 게임을 할 때도 규칙과 세부 사항을 따르지 않고, 자기 차례

를 기다리지 못한다고 한다.17)

이와 같이 부주의한 아동은 어느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이 힘들고 몇 분만 

지나면 그 일이 지루해지기도 하지만 자신이 즐기는 일에 대해서는 노력 없이 자

동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도 한다. 따라서 손으로 만지고 몰입 할 수 있는 재료의 

선정이 부주의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충동성(Impulsivity)

충동성이란 사고나 행동이 단순하고 감정적이며 어디에 속박되거나 제약을 받기 

싫어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들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지 못하거나 

참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 지속적인 문제지만 대개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

라 단순히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18) 충동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남의 말을 중간에서 끓고 자기 얘기만 한다. 또 

다른 사람의 활동을 간섭하고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에까지 끼어든다. 게다가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시를 경청하지 못하며, 적합하지 않은 시기에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

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며 왜 남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따돌리는지를 알지 못하므

로 대인관계를 나쁘게 만든다. 또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생각 없이 만지고 가로채기도 한다. 아무데서나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버릇이 없다는 인상을 준다. 심하면 가게에서 

갖고 싶은 물건을 훔치기도 한다. 이들의 충동적인 특성을 물건을 뒤집어엎거나 다

른 사람과 잘 부딪치고, 뜨거운 냄비를 쏟는 등의 사고를 자주 일으킨다고 하였으

며, 청소년기에는 사소한 일로 쉽게 남과 싸우거나 가출하고, 본드 같은 마약을 복

용하기도 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를 하거나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고,19) 이들은 때로 배변 통제가 안 되기도 하는 데 이것은 충동성과 관련이 있

17) 신현균, 김진숙,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서울: 학지사, (2002), p.35.

18) 강위영, 공마리아, ≪주의력결핍아동의 교육프로그램≫, 대구: 대구대학출판부, (1998), p.39.

19) 신현균, 김진숙,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서울: 학지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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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으며, 생리적 욕구에 주의를 하지 않아 옷이 젖기도 한다. 정상 아동 보다 

오줌싸개가 더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때때로 아동들은 거짓말을 하

고 물건을 훔치기도 한다. 성장하면서 아동들은 차츰 이러한 충동성을 억제해야 한

다는 것을 배우게 되나 어떤 아동들은 그렇지 못하다. 도벽과 같은 행동은 애정을 

얻기 위한 행동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집단 내에서 어떤 위치를 얻고자 하는 

시도일 수도 있고, 주의나 처벌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20) 주의력결

핍 아동에게 이러한 사회적인 충동성이 가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아동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동기를 다루는 문제와 함께 충동성을 감소시키는 등 두 배의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3) 과잉행동(Hyperactivity)

과잉행동이란 허락 없이 자리에서 이탈하고, 뛰어 다니고, 팔과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등 활동수준이 높다. 장시간 가만히 앉아 있기를 요하는 상황에서는 신체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며 손가락이나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상한 소리를 내

기도 한다.21) 그러므로 일상적인 생활을 해내는 데 있어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과

는 뚜렷하게 다른 목적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한다. 과잉행동 아동들은 자

신들이 원하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게임에 지면 화를 내기도 하고 상대방을 공격

하기도 한다. 학교에서의 적응이 순조롭지 못하고 때때로 또래들에게 거부당하게 

되며 주위로부터‘나쁜 아이’, ‘문제아’로 인식되어 자연히 '나는 못된 아

이’,‘아무 것도 못하는 아이’등과 같이 낮은 자기상을 형성하게 된다. 인지적인 

발달은 자연히 다른 아동들 보다 지연되므로 때때로 ‘바보’라는 소리도 듣게 된

다. 많은 아동이 주의를 끌기 위해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며 따라서 허풍떨

기와 거짓말, 도벽 등이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22)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과잉행동이 있는 아동은 항상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학습에 방해를 주기도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20) 임혜숙,김선, ≪주의산만 아동에 대한 이해와 훈련 프로그램≫, 특수 교육, (2000).

21) 서경희,≪정서장애 및 학습장애아 교육 연수회≫.한국정서. 학습장애 교육학회(10), (1995), p.36.

22) 임혜숙, 송인섭, ≪부모교사를 위한 주의집중 훈련 프로그램≫, 서울: 상조사, (1999), pp.11~13.



- 10 -

이리저리 뒤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에서 학습 분위기를 망치거나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를 주기가 

일쑤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주의집중행동

주의집중이란 주의 집중 문제는 아동의 행동발달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육 환경에서 대개 주의집중이 관련자극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적 과정이며 특정 

사물이나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학습 및 행동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주의집중행동은 추상적으로 개선될 수는 없으며 주의

집중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모든 교수절차는 특정과제와 관련시켜 개발해야 한다. 

주의집중은 모든 상황에 일반화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단일능력이 아니기 때문

에 특정 활동에서 주의 집중행동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23) 그러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들도 일상적인 학교 과제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

이 좋아하는 취미나 비디오게임과 같이 매우 재미가 있는 활동들이나, 신기하고 새

로운 상황에 참여하게 되면 긴 기간 동안 매우 주의 집중적이 될 수 있다. 24) 소

조활동을 통한 미술치료가 자폐성 아동의 지시 따르기, 자발성, 집중적, 자발적 모

방행동의 증가와 같은 주의집중의 변화에 영향을 가져 왔다고 보고 하였다.영,25) 

미술활동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의 주의집중시간, 작품완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고26), 미술활동이 아동의 주의집중과 충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집중이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를 통하여 아동에의 주의가 집중된다고 시사하고 있다.27)

23) 서경해, ≪정서장애 및 학습장애아 교육 연수회≫. 한국정서. 학습장애 교육학회(10), (1995). p.37.

24) 박현숙 외, ≪주의집중 장애의 평가와 교육≫.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25) 최은영, <소조활동을 통한 미술치료가 자폐성 아동의 대상관계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특수대학
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4).

26) 금봉희,< 미술활동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 (1999).

27) 변미숙, 앞의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p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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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아동에의 주의행동은 발달 점 학습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

여 많은 연구자들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단합한 아동들의 주의집중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해 왔다.

인지적 접근 방법으로 인지행동치료는 부적응적이며,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

고, 보다 효율적이며, 적응적인 반응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지 행동적 모

델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점은 문제 해결 방략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자기조절 기술

을 획득하고, 문제 해결전략의 사용 방법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금

까지 수행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게임을 살펴보면,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들에게 자기진술(self-statement), 자기-모니터링

(self-monitoring) 그리고 문제해결 전략을 가르쳐서 주의력과 자기 통제력을 증

진 하도록 하는 치료가 줄을 이루어왔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들에게 마

취 게임(Match Game)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선택된 목표행동(예를 들면 지속적

으로 앉아있기)을 모니터링하고 평정하도록 가르치며, 정확한 평점에는 치료자의 

강화가 주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분노조절을 위해 아이들은 분노단서를 인식하도록 

교육받고, 분노단서가 나타나면 다른 집단성원들이 이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도록 

훈련하는 자기 모니터링 방법과 사회적 유능함을 강조한 인지행동치료를 개발해서 

그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28)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들에게 모델링, 역할연습, 숙제강화와 갖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정의, 목표세우기, 해결방안산출, 해결방법선택, 결과 평가하

기의 문제해결 절차를 교육하였다. 부모들도 이와 같은 문제해결 절차를 배워 아이

들에게 사용하도록 격려하게 하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문제 증상의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었다.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주의집중력·자아존중감·안정감에 미

치는 효과,29) 다양한 미술활동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자리이탈 및 주의 

28) Hinshaw, spenhancing social Competence: Integrating selfmanagement strategies with behavioral 
procedures for children with ADHD. In, E, D. Hibbs & P. S. Jensen (Eds), prschoso cia/treatments 

for child and adulates cent Empirically based strategies fir cynical practi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6 ,p.86~96.

29) 변미숙, 앞의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p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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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 행동에 미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충동적 행동을 억제시키고 

과잉행동을 감소시키며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주의집중력이 향상되고,30)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서 부적절

한 행동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3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의 미술 치료적 접근방법 및 치료효과와 미술활동이 주의력결함 과잉행

동 유아의 자리일탈 행동과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32) 33)에 다양한 미술재료와 

활동 경험을 통해 주의집중력이 향상 되었다.

이상 살펴 본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문제 행동 

중 자리일탈에 개선에는 다양한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

였으며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소조활동

1) 소조활동의 개념 및 발달단계

소조활동이 아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점토는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아동이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창조능력을 자유롭

게 표현한다. 또한 포근함과 부드러움을 아동들에게 주어 심성을 순하게 만들어 사

회를 밝게 하는 인간이 되도록 한다. 점토는 아동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쉽고 자

유롭게 만들 수 있게 변형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아동들이 창조적인 

표현활동을 하는데 가장 민감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소조활동은 좌절감 보다는 성

30) 강은주, <다양한 활동이 주의력결핍-과잉행아동의 자리이탈 및 주의산만 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
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2002).

31) 김미숙,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3).

32) 신윤영,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미술 치료적 접근방법 및 치료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2).

33) 문엄휘, <미술활동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유아의 자리이탈 행동과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
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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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며, 정복감, 만족감,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비교적 자신

감이 부족하고 소극적, 타의적, 비사회적인 주의력 결핍 아동들에게 특히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점토활동은 평면활동뿐 아니라 입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사물에 대한 입체감각과 인식을 통한 3차원의 세계에 접하게 하여 전체에 대한 비

례감각이나 균형에 대한 판단력을 발달시켜 사물의 일부분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아동이 대상을 스스로 관찰하여 표현하게 하여 자주정신을 길러

주고 자신이 만든 형체로부터 또 다른 형태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상상력이 발달될 

뿐 아니라 창조능력, 응용력을 길러준다. 

소조표현의 발달단계를 연령별 혹은 표현 특징 별로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찰흙표현의 발달단계를 표현 특징에 따라 크게 3단계로 제시하였다.34)

첫째, 감각적 경험의 단계(2-3세)로서 아동은 찰흙을 잡아떼거나 손가락으로 찌

르거나 굴리면서 촉감을 느낀다. 둘째, 초기 형태표현의 단계(3-4세)로서 둥근 모

양을 얼굴처럼 표시하고 손발을 작게 붙이거나 비틀어 만드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형태구분의 단계(4-5세)로서 80%의 유아들이 서있는 자신을 만들며, 덩

어리에서 빼내어 손발, 머리를 만들고 몸통에 발을 붙이는 특징을 보인다. 나이는 

이렇지만 2~3세 유아들의 프로그램 단계를 고려하여 초기 단계를 근거로 하였다.

이에 반해 골롬브(Golomb, 1977)는 아동의 점토표현 발달을 탐색기, 분화기, 

완성기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탐색기(2-4세)로서 이 시기에는 찰

흙의 성질을 익히고 그것으로 원초적인 모양 즉, 뱀과 같은 모양이나 둥근 원을 납

작하게 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이 표현의 전부이다. 둘째, 분화기(4-5세)로서 아동

의 찰흙표현 방식은 올챙이 같은 두 종류의 표현이 지배적이다. 셋째, 완성기(5-6

세)로서 몸의 중요한 골격 부분들이 균형 있게 형성되고 그 위에 좀 더 분절화 되

고 상세히 묘사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자리 잡게 된다. 이때 아동은 

정립의 형태를 의식하고 또 강조한다. 정립형태가 아닌 수평면에 누운 형태로 표현

되는 경우에서도 중요한 것은 삼차원적 성격과 이차원적 성격이 절충되는 표현방

식을 가지게 된다. 이전 단계의 조잡하고 미분 화적이며 제멋대로의 구성방식 보다

는 좀 더 기교 있고 대칭적 구도를 살린 다양한 표현이 구사된다. 결국 사실적인 

비례는 계속 무시되고 있으며 그 크기는 실제의 비례보다는 제작상의 흥미나 열중

34) 장양길, 1983, 이선임, 앞의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p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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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와 대칭에 대한 관심에 따라 결정된다. 대체로 입체표현에 있어서 매우 단

조롭고 간결한 특징을 가진다. 여러 학자들이 아동의 점토활동의 발달단계의 특징

을 서술하였다. 모든 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우

선 처음에 아동은 아무런 목적, 의도 없이 점토를 주무르고 두드리는 행위를 한다. 

이 단계는 아동이 모양을 만들고 점차 여기에 찰흙을 덧붙이거나 손가락으로 구멍

을 내어서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간다. 대체로 6세 이후가 되면 주제를 정하고 표

현을 할 수 있게 되는 데 평면적인 표현과 입체적인 표현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찰흙 활동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작은 근육 발달을 돕는다. 둘째, 학생들에게 친숙한 재료이므로 흥미유발

이 쉽다. 셋째, 물체의 양과 형태를 손쉽게 바꿈으로써 조형의 기본을 익힌다. 넷

째, 형태를 쉽게 바꿀 수 있어서 사고의 유연성, 상상력, 창조력을 기르는 데 도움

이 된다. 다섯째, 주무르는 가운데 자유롭고 부드러운 촉감을 통하여 긴장을 해소

시켜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을 발산시킨다. 여섯째, 찰흙을 이용한 활동을 통하여 

담화력을 키우며 자연스럽게 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일곱째, 작품을 만

드는 과정과 완성품에서 아동의 내적 감정을 이해하며 문제성을 발견할 수 있다. 

여덟째, 아동의 창의성 및 미적 발달과 구상력을 돕는다. 아홉째, 완성된 작품을 교

육 자료 활용할 수 있다.35)

이상과 같이 점토는 삼차원적인 특정과 유연성 및 아동이 직접 손으로 다룰 수 

있다는 성질 때문에 아동의 작은 근육 발달, 정서적인 긴장해소, 담화력 신장 및 

집단 활동에의 참여 조장, 창의성 발달에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

에게는 아동의 내적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준다는 이점이 있다. 소조활동의 재료에 대하여 찰흙이나 진흙, 가루 반죽, 지

점토, 고무찰흙 등을 이용하여 공격적인 아동이 치고, 찌르고, 고, 늘리고, 비틀

고, 작은 조각으로 떼어 보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정서적 안정을 되

찾는다고 하였고 36), 점토를 통한 촉각 활동으로써 심리적 의미 창조를 위한 경험

적 자아가 발달되어 결국 기본적 감각 체계가 발달하게 된다. 즉, 점토를 통한 촉

35) 이익동, <소조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직업운동기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
위청구논문, (2001), pp.10~11.

36) 이익동, 앞의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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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활동을 통해 심리적 의미 창조를 위한 경험적 자아 및 기본적 감각 체계가 발

달하게 되며, 공간개념이 발달하게 되어 현실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 조형 활동으

로써 찰흙활동은 수공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바람직하게 성장시키는 가운데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까지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 하였다. 37)

2) 미술치료에서의 소조활동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Bulletin of therapy)을 창간한 Ulman(울

만,1961)의 논문에서 표현되었다. 울만(Ulman, 1977)에 의해 미술치료는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공통된 의미는 시각 예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 통

함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진술하였다.38)

미술치료의 장점은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고 그 심상은 성격형성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또한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으며 자신의 작품을 통

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감정을 회상하거나 새로운 통찰을 일으키기로 한다. 특

히 미술에서는 언어와 같은 규칙이 필요 없으며 공간 속에서의 연관성들이 발생하

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기 쉽다. 결국 미술 활동은 단순한 신체 운동이 아

니라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종 심신 부적응 자

들의 심리치료 과정에서 미술을 매개로 하게하고 미술작업 자체를 중요시 하여 창

작활동을 통해 치료해 나가게 된다. 미술치료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연구 적용 되고 있는 미술치료는 주로 임상분야, 특수교육 등의 분야

로 편증되어 있다. 이런 점을 절충하여 앨리(Aenley)와 컴(come, 1990)은 이론

의 정신적 발달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학교 현장에 이론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학교 정

신 건강 프로그램으로 적용해서 일반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생활 

37) 이선임, 앞의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4), p.13.

38) 이근매 외, ≪미술치료개론≫. 동화문화사, (2004),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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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으로 인한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미술치료를 

통하여 손으로 무엇이인가 표현하게 하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

계와 부적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미술 치료를 통하여 주의력을 집중

시키고 과잉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 셋째, 내면의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역할을 통

해 충동성을 억제시킨다. 다섯째, 치료자와 미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뢰감이 형

성되고 사건 사물에 대해 개념이 확실해지고 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39)

이런 의미의 미술활동에서 재료의 선택은 중요하다. 미술활동의 재료로서 찰흙이

나 지점토, 가루점토, 고무 찰흙 등은 재료로서 지저분하고 번거롭긴 하지만 마

음껏 만짐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활동에 열중하게 된다.40)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모양과 형태를 신체를 이용해 임의로 달리할 수 있다. 형태를 입체적으

로 표현하기 좋은 재료로 아동의 감각을 자극해 주는 데 효과적이며 저항을 가진 

아동들에게 이완의 효과가 크다. 또한 찰흙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좌

절감 보다는 성공의 즐거움을 주고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

써 아동은 손을 사용하여 힘을 기르고 손가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과 손목의 

힘을 조절하는 법, 정리정돈이 학습되고, 주의집중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시간의 지

속성에 대한 것을 익힌다.41)

그러므로 미술치료에서는 그 재료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치료의 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술치료의 효과에 

대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42)는 미술활동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이 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에서 아동의 주의집중 시간과 자리이탈, 과잉행동, 

작품 완성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 ADHD 아동의 주의산만 행동과 공격성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서 ADHD 아동의 

주의산만 행동이 감소 한 것 나타났다.43) 소조활동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39) 변미숙,앞의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6), pp.8~9.

40) 이익동, 앞의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p.8.

41) 이익동, 앞의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p.9.

42) 금봉희, 앞의 논문, 인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9). p.8

43) 변미숙, 앞의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6),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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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5), 46)의 조소활동 연구에서는 자폐아동과 다른 아이와의 관계에, 부모 형제

와의 관계가 향상되고 지시 따르기, 자발적 모방행동의 증가와 같은 대상관계의 변

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47) 소조활동이 자폐아동이 주의집중행동과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소조활동을 함으로써 주의집중행동에 향상 시켰음을 알 수 있다.48)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찰흙은 여러 형태로 변화가 쉬우며 편안하고 안정감을 

가져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이 짧은 시간에 손쉽게 완성 할 수 있으며, 

자신감과 만족감으로 주며, 또한 소극적인 아동이 적극적으로 변화며 주의집중이 

생기면서 자리일탈이 줄어들어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성이 결여된 

아동에게 적합한 재료로서 미적 감각을 살릴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주의집중과 자리일탈 행동을 개선을 위해 소

조활동을 도입하고자 한다.

44) 김윤경, ≪찰 흙공예를 통한 어린이 인성발달 연구≫, (1990).

45) 이익동, 앞의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46) 최은영, 앞의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4).

47) 민태자, <점토놀이 미술활동이 ADHD 성향 유아의 과잉행동에 미치는 효과>, (2005), p.16.

48) 이선임, 앞의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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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동

성별
생활
연령

K-CBCL
T점수

주의집중 수준 자리일탈 행동

A 남
9세

5개월
67T 

* 주의집중 시간은 1분
정도

* 흥미 있는 과제 10분 
이상 지속

* 과제를 제시하거나 집
단 활동에서는 보조에 
의해서 10분 정도 주
의집중 지속

* 단 보조가 없을 시는 
남아는 2분 정도 집
중, 여아는 3분 정도 
집중

* 보조에 의해 5분 지속

* 보조 없으면 일탈행동 
발생

B 여
9세

8개월
100T

<표 3.1> 상 아동의 특성과 자리일탈이 있는 아동

III. 연 구 방 법

1. 연구 대상

1) 연구 대상 아동의 선정 및 특성

본 연구대상은 G시의 B소아 정신과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으로 DSM-IV-TR49)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기준에 부합되며, 

K-CBCL 검사에서 주의집중 영역에서 T점수 65이상인 자리일탈 행동이 있는 3

학년 남아 4학년 여아 아동 2명을 선정하였다. 소조활동 실시 전 아동의 특성과 

발달 수준은<표 3.1>과 같다.

49)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revised).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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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의 생육사 및 의뢰 사유

1) 대상 아동A의 발달 및 가족 사항

본 연구의 대상은 B소아정신과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고 약물치

료 중인 아동이다. A아동은 G시 00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만10세의 남아로

서 가족관계는 S회사에 교대 근무를 하시는 자상하신 아버지와 전업 주부인 어머

니 그리고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다. 

어머니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선박회사에 1년간 근무하다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였다. A아동을 임신했을 때 혼수 문제로 시댁과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

이 받았다고 하였다. 마침 남편이 G시로 직장을 발령 받아 옮기면서 스트레스에서

는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으나 아동이 너무나 말을 듣지 않고 공부를 못해서 아동

에게 무차별하게 체벌을 가하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였다. A아동은 순진하고 착

했는데 조금씩 반항을 해서 손으로 머리와 얼굴과 몸 등에 손으로 체벌을 하였다. 

A아동이 4살 때 어머니의 화장품을 엉망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심하게 화를 내

면서 때렸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주위가 어지러워지면 못 참는 성격이며 그 

상황이 무척 힘들다고 하였다. 유치원 과정 중에는 아이의 산만함을 발견하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다른 아동들에 비해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언어능력 또한 

부족하였다. 요즘은 자주 반항적으로 바뀌고 동생과의 갈등이 갈수록 더욱 심해진

다고 하였다. 또 아동에게 무엇인가 지시했을 때 아동은 “어 흐~” 하면서 짜증

을 잘 내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싫다고 하였다. 그럴 때 어머니는 일단 “예 알겠

습니다.”를 먼저 대답하라고 강요하며 하지 않으면 할 때까지 하라고 끝까지 요구 

한다고 하였다. 요즘 어머니의 고민으로는 병원도 다니고 있는 데도 틱 장애와(10

초에 2~3번), 야뇨증이(한 달에2~3) 자주 나타나며 엄마가 있으면 더욱 심해진다

고 한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약간의 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

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권위적이고 통제적이며 아동의 공부를 가르칠 때 화를 

잘 내고 모르는 것은 집요할 정도로 외우게 하였다. 어머니의 뜻대로 되질 않으면 

어느 순간 화가 너무 나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A아동을 마구 때렸다고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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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상황에 아동은 자주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서 A아동

의 어머니에게 언어치료를 받아보도록 권유하였으며 어머니는 그로인해서 마음이 

매우 상하였다. 또한 B소아정신과에서도 A아동에게 언어치료와 미술치료를 병행하

도록 하였으나 어머니에게는 크게 와 닳지 않아 중단한 상태이며 경제 적으로 어

려움이 있어 약물에게 의존하고 있다가 A아동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가정에서 문

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또 담임선생님께서 A아동의 부모님께 대해 자주 문의상

담 전화를 하셨다. A아동은 착하나 성적이 너무 부진하고 학교에서도 성적부진아 

3명중 1명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담임선생님께서 A아동에게 질문하거나 글쓰기 

문제를 주면 엉뚱한 글과 엉뚱한 대답을 하여 A아동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

다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반 아동을 괴롭혀서 같은 반 아동이 결석한 사례가 있었

으며 A아동의 과잉행동과 주의력에 중재하기 어려움이 있어 어머니로부터 직접 의

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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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성별 주의집중

A 9세 남

·주의 집중시간 1분정도.

·아주산만하다.(부정적인 말 횡설수설, 못 알아듣는 말 등 고함을 

친다.)

·반복적인 설명을 요구한다.(제목을 말해 줘도 또 물어본다. 

언제나 올 때마다 3번 이상 반복한다.)

·주어진 일에 집중을 못하고 다른 행동을 보인다.(학습 문제 

풀이를 엉망으로 풀거나 다른 곳을 넘겨 풀고 모르면 대충 적어 

버린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한다.(문제집을 꾸준히 풀지 못하고 

번호를 빼먹는다.)

·외부의 자극에 아주 민감하고 과제에 집중하지 못한다.(다른 

대상이 오면 뛰어 나가서 간섭을 한다. 고개를 소리 난 쪽으로 

자주 돌린다.)

·조작적인 작업이나 활동이 어렵다.

·지속적인 집중을 하기 어렵다.(멍하니 손장난을 한다.)

·다른 아동을 괴롭히고 방해한다.(다른 아동에게 자주 말을 

걸어서 방해를 한다. 동생을 손으로 머리를 때린다. 자주 화를 

낸다.)

·질문이 끝나기 전에 불쑥 대답(저! 알아요)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가끔 일어날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마구 뛰어나간다.

·학교 준비물을 자주 잃어버린다. (지우개 소지품을 자주 놓고 

온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며 쓸데없는 질문도 많이 한다.

·끊임없이 행동하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의자를 흔들흔들 

소리 나도록 흔들면서 한다. 여기 저기 허락 없이 물건 만지고, 

수돗물 틀고 물마시고 이 자리 저 자리 옮겨 다닌다.)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손발을 만지작거리거나 몸을 뒤튼다. 

다리를 마구 흔든다.

<표 3.2> 상 아동A의 행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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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아동B의 발달 및 가족 사항

본 연구대상의 B는 00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만 11세 여아로서 가족은 아

버지(43세)는 공무원이시며, 전업주부인 어머니(38세)와 9살인 남동생과 살고 있

다. 주 양육자는 어머니이시며 아버지는 아동에게 집착하는 어머니가 매우 불만이

며 아버지는 아동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때는 잘하지만 혹, 잘못이나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에는 두 아동에게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남동

생인 아동은 아버지가 매를 들 경우 그 자리에 서서 오줌을 싸버릴 정도라고 하였

다. 어머니는 원칙을 많이 따지고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다가도 결국엔 의견이 대립

될 경우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한 일에는 성과를 꼭 이루고자 하면 계획을 짜면 계획에 맞춰 보내야 하였다. B아

동은 신체 발달은 정상이었으나 언어발달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떨어졌다. 생후 3

개월이 시작 되었을 때 아동은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너무 울어 반복되는 시

간이 많고 어느 날 아동의 아버지가 아동을 던져버린 적이 있다. 그리고 환경만 바

뀌면 아동은 더욱 심해지고 밤 2시경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울어버리며 달래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울어 아동의 부모님들은 잠을 자기 못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 아동의 어머니는 직장생활을 하고 싶지만 아동들의 

양육문제 때문에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으며 집에서 영아를 맡아 양육한지 7개월

이 되었다고 하였다. 아동은 6살 때 너무나 산만하고 한 가지에 집착하면 끝까지 

때를 써서라도 하고야 말았다고 하였다. 유아기 때부터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내거나 울어 버려 아동을 양육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중을 못하여 전혀 상관없는 딴소리로 말을 했다. 7살 때 유치원을 

보낼 때에는 적응을 못해 다른 아동에 비해 힘들게 하였으며 유치원 차만 보면 울

기 시작하여 유치원 선생님들까지도 힘들게 하였다. 하지만 유치원선생님들이 어머

니와 떨어지면 잘 놀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 하셨다. 하지만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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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믿지 못하고 유치원에 몰래 조용히 가서 B아동이 잘 놀고 있는지 창문으로 확

인을 해보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B아동은 B소아정신과에 의뢰하여 다녀왔다고 하

며, 또한 6살 때 집중력 약을 복용하면서 야뇨증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약을 먹는 동안에는 좋아졌다가 어머니에게 혼난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다시 증세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도 한 달에 

2~3회 정도 지속적으로 야뇨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약을 복용한 후로 더욱 심해

졌다고 하였으며, B아동은 3학년 말경 수업 중에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의 일

에 간섭하며 수업 분위기를 흩트려 놓았다고 하였다. B아동이 다른 아이들에게 충

동적인 말을 해서 집단 생들과의 관계를 좋지 못하게 하였다. 좋은 마음은 아닌걸 

알면서도 가끔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 친구들 관에 오해를 받는다고 하였다. 

(예쁘다는 이상해라고 표현) 학습 성적은 중 상위이며 어머니의 의존에서 하루 종

일 공부를 하고 있으며, 학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날 수업에 과제수행을 하지 

못해서 학원에 보낼 수 없을 정도였기에 집에서 힘들지만 어머니가 모든 학습을 

하였다. 또 B아동은 어머니에 대해 의존이 심해서 혼자 집을 보거나 엄마가 집에 

없을까봐 항상 걱정하며 확인하며 전화를 수십 통을 한다고 하였다. 동물 중에서는 

개를 무서워하며 최근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무섭다고 하였다. 최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약을 복용한 후에 두통이 심해서 이비인후과와 종합병원에 

가서 뇌담층 사진까지 찍어보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B아동을 데리고 한의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다시 받고 약을 복용해도 낫지 않아 중

단 중이다. 어머니는 B아동에 대해 집착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다. B아동의 심각성이 나타나 어머니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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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성별 주의집중

B
10

세
여

·주의 집중시간: 1분 30초 정도.

·조심성이 없고 실수를 잘한다.

 (물, 음식물 흘리기, 공부 시 연필 잘 불어 뜰이기 등)

·다른 사람이 직접 이야기하는 데도 못들은 척 한다.

·지시에 따라 집안일이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마치지 

못한다.

·외부자극에 쉽게 산만해진다.

 (소리만 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짐.)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과제나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다.

 (문제집을 여기 했다가 저기했다가 마음대로 한다.)

·조직적인 활동이 하기 어렵다(엉뚱한 짓을 한다.)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몸을 계속 움직인다.

 (몸을 흔들거나 다리를 흔든다.)

·질문이 끝나기 전에 불쑥 대답을 한다.

·먼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것을 먼저 해달라고 한다.

·다른 아동에 대해 불쑥 끼어들어 참견하거나 방해하거나 

간섭한다.(말다툼,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

·동생과 자주 싸운다.(거의 매일 싸움이 이루어진다.)

·말을 너무나 많이 한다.

·버스 안에서 뛰어다니고 올라타기.

·극장에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주의사람에게 지적받기.

<표 3.3> 상 아동B의 행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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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장소 및 기간

연구 장소는 G시에 소재한 G미술학원에서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10월20일까지 주2회~3회 매 회기 당 50분간으로 총 20회기 실시하였

다. 기초선 5회기, 중재 20회기, 유지기간은 5회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기간은 아동의 개인차나 프로그램 참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

에 의해서 달라졌다. 

4. 대상선정 검사도구

1)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 진단 평정지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 

본 연구대상 아동의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 검사지는 1994년 미국 정신

의학협회(APA)에서 발행된 정신장애진단 통계편람 제 4차 개정판에 수록되나, 주

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선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도구의 준거에 의한 

것이며, 주의력 결핍 관련9개 문항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 9개 문항을 더한 18개 

문항 중 2개영역에서 각 6개 항목 이상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아동 진단을 할 수 있다. <부록 3>에 제시하였다.

2)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CBCL)
  (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아헨바흐(Achenbach)와 에델브로크(Edelbrock, 1983)가 개발한 CBCL을 우

리나라의 오경자 등50) 이 번역하여 표준화한 행동평가 도구이다.

50) 오경자 등, ≪한국어판 CBCL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재구성을 위한 연구≫, 서울의대 정신의학 
20(1), (1997),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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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K-CBCL은 아동을 잘 아는 부모 및 양육자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능력 척도는 사회성 척도와 

학업수행 척도의 2개 척도와 사회능력 점수 등 모두 3개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행

동 증후군 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불안, 우울, 사회적 문제,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등 모두 10개의 하위척도와 4-11

세만 적용되는 특수 척도인 성문제 척도,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 불안정, 그리고 총 

문제행동 척도 등 모두 13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척도에 따른 항목은 총 

119개며, 각 항목은 0점이 전혀 없다 에서 2점 자주 있거나 일 때만 경우의 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법으로 판단하는 범위는 63T(90%Tile)로 본

다. 하지만 저항 집단 대상으로 한 사전 판별이 주목적이라면 좀 더 넓은 범위를 

임상범주로 판단할 수 있으며 60T(85%Tile)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용하

다.51)

 본 연구에서는 K-CBCL의 문제행동 중후군 척도 13가지 척도 중 주의집중문

제 척도를 통해 평가한 점수로써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을 분별하였다. 주

의집중 문제척도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22점이다. 이때 평가된 점수는 K-CBCL Profile를 통해 T값(환산점수)을 산출

하였다. 주의 집중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부록 4>로 제시하였다.

5. 연구도구

1)연구재료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재료는 소조활동에 필요한 종이 점토, 찰흙, 칼라 점토를 사

용하였으며, 소조활동 10분전에 자유 활동 시간에 스케치북, 크레파스, 물감, 파스

텔을 이용하여 그리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51) 오경자 외, 앞의 논문, 서울의대 정신학,(1997),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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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관찰 기록표

대상 아동의 행동관찰은 연구자와 관찰자로 현재 미술치료를 공부한 사람으로 1

명이 참여하여 아동을 직접 관찰하는 형식으로 기초선, 중재, 유지의 모든 기간 동

안 이야기 나누기 시작 10분과 자유 활동 10분의 관찰시간 동안 행동 관찰 표에 

자리일탈 발생한 횟수를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리일탈은 주의집중을 요하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때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는 행위, 본인의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자리를 이리 저리 

옮기는 행위, 다리를 마구 흔든 행위, 손장난을 하는 행위,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

를 돌리는 행위를 관찰하여 행동관찰 기록표에 횟수를 기록하고, 타인의 행동에 방

해가 될 정도의 큰소리로 말하거나 정리정돈은 치워야하는 신호에도 무시하고 계

속 놀이를 하는 경우를 관찰하여 기록카드에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행동관찰 기록표는<부록 5>에 제시하였다.

3)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는 소조활동이 자폐아동의 주의집중 행동과 부적응 행

동에 미치는 영향 (이선임, 2004)52), 또래중재 찰흙놀이 활동이 ADHD 특성발달

지체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박인영, 2005)53), 유·아동의 발달을 돕

는 미술치료의 실제54)에 사용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적합 하도

록 대 상아동의 발달 수준과 연령에 감안하였다.

 본 연구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의집중과 자리일탈에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근거로 하여금 연구자가 아동의 수준에 맞게 

<표 3.5>와 같은 단계별 소조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회기별 프로그램은 발

달단계에 따라 재료용 방법을 다르게 하였으며 주의집중행동의 증가를 위한 활동

52) 이선임, 앞의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2004), p.30.

53) 박인 , < 래 재 찰흙놀이 활동이 ADHD특성 발달지체 유아의 부 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구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청구논문,(2005), p.23.

54) 이근매, 최외선, ≪유아동의 발달을 돕는 미술치료의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003),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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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기 간 내 용

기초선 2007.7.2~7.16(5회기)
자리일탈 및, 

주의집중행동관찰

중재기간 2007.7.20~9.20(20회기)

미술활동 프로그램 실시, 

자리일탈 및 주의집중 ,행동 

관찰 측정

유지 2007.9.27~10.20(5회기)
자리일탈 및 주의집중 행동 

관찰 측정

<표 3.4> 상 아동의 실험 차  기간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에 사용된 점토는 종이찰흙, 지점토, 칼라 

찰흙, 찰흙을 사용하였다.

6. 실험방법

1)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소조활동 중심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주의집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자간 중다기초선(multiple baseline across 

subjects)으로 설계는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에서 2명 아동의 주의집중행동은 동

일한 조건에서 관찰되었다. <표 3.4> 아래에 제시 되었다. 

2) 실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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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선

기초선은 주 2회 매 미술치료 시간을 이용하여 아동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과제

를 제시하고 연구자와 훈련된 관찰자 1명이 관찰 하였으며, 각 기초선은 10분간 

관찰하여 10초 간격으로 60횟수를 동간기록법으로 기록하여 빈도수와 평균 백분

율을 알아보았으며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리일탈은 주의집중을 요하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때 

자리에서 엉덩이를 때는 행위, 여기 저기 쳐다보는 행위, 본인의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자리를 이리 저리 옮기는 행위, 다리를 마구 흔든 행위, 손장난을 하는 행

위,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행위를 관찰하여 행동관찰 기록표에 횟수를 

기록하고 정리 정돈은 치워야 하는 신호에도 무시하고 계속 놀이를 하는 경우를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주의집중 행동 평가지는 <부록 5>결과와 <표 4.3> <표 4.4> 표와<그

림 4.3> <그림 4.4> <그림 4.5> <그림 4.6> 그래프에 제시하였다.

(2) 중재

① 프로그램

본 연구의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의 

주의집중 향상과 자리일탈 감소를 위해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은 주의집중이 안되

며 자리일탈이 많은 아동들이기에 과제 수행 시 주의집중 지속시간이 짧고, 한꺼번

에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 일반 아동보다 완성도다 떨어지

고 늦어지므로, 한 번에 한 가지씩 끝낼 수 있는 단순한 과제와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주의집중을 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발산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소조활동

을 중심으로 구조적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기초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소조활동의 초기 단계에서는 점토 찍기, 뜯기, 기, 자르기를 통하여 친 감 및 흥

미 유발, 중기 단계에서는 모방하여 만들기를 다양한 소조활동을 통해 욕구 분출 

및 주의 집중을 지속시키고 흥미 유발형성, 후기 단계에서는 주제에 맞은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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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목 표 주   제 기  효과

기

단

계

1
I

기

활동  
사물 
만들기

주무르기, 뜯기

친 감  흥미

유발

2 길게 기, 길게 어 지는 것 자르기

3  만들기, 에 선 기

4 모양 기, 자유화

5
사탕 만들기, 해 만들기,
칫솔 만들기, 나무 만들기

기

단

계

6

II

모방하여 
만들기

포도 만들기

욕구분출  주의 
집 의 지속

7 복숭아 만들기

8 수박 만들기

9 사과 만들기

10 배 만들기

11 밤 만들기

12 물고기 만들기

13 고래 만들기

후

기

단

계

14

III

주제에 
맞는 작품

만들기

미역 만들기

성취감 형성

15 불가사리, 조개 만들기

16 배 만들기

17 목걸이 만들기

18 바다 속 만들기

19 사람 만들기

20 작품 시회

<표 3.5> 상 아동의 소조활동 로그램

다양한 작품을 형성하고 스스로 부적응 행동 소거 및 성취감 형성으로 실시하였다. 

소조활동을 통해 사물 만들기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아동의 흥미를 고려

하여 4개의 사물을 선택 실시 하였으며, 과일 만들기에서는 아동이 좋아하는 과일 

3가지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아동이 가을에 나는 과일 3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하였

다. 바다 속에 사는 것은 아동이 많이 생각 하도록 하여 아동이 알고 있는 것을 토

대로 6가지를 실시하였으며, 위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실시하였던 작품을 완성 하

도록 하여 자신감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는 회기별 프로그램은<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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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명 시간 목표

1

단

계

과제제시의 

준비 및 

발상단계

10분
아동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놀이를 선택하여 노는 시

간을 가지며 작업 활동 하는 데 참여하도록한다.

2

단

계

작업 활동 

실행 단계
30분

찰흙활동 프로그램에 맞게 찰흙을 이용 하여 주무르

고, 뜯고, 고, 자르고, 찍고, 붙이면서 정서적 만족

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소 근육 향상, 조형능력 향

상, 자기 효능감 향상, 지적발달, 성취감 형성의 기

회를 가진다.

3

단

계

이야기 

나누기
10분 주의집중을 위한 형성의 기회를 가진다.

<표 3.6> 진행 순서와 목표

본 연구의 활동은 연구자가 아동들에게 프로그램 진행 순서와 본 연구의 활동은 

연구자가 아동들에게 프로그램 진행 순서와 목표는 각 회기마다 1단계, 과제 제시

의 준비 및 발상단계 자유 활동 놀이시간 2단계, 10분과 작업 활동 실행단계 

20~30분 3단계, 작업을 끝마치고 이야기 나누기 시간 10분 실시하여 그날의 행

동과 집에서 지켜야 할 일을 구두 약속을 하였다. 진행 순서 실시 절차는 아래<표 

3.6>과 같다.

② 중재관찰

소조활동이 이루어진 동안 매회기 마다 아동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고 설

명한 다음 수행하는 과제 중에서 연구자와 관찰자 1명이 주의집중 행동을 관찰 측

정하였다. 이는 기초선과 동일한 상황에서 중재 관찰이 이루어졌다. 측정은 찰흙 

놀이 활동 중재시작 10분간 10초 간격으로 총 60횟수로서 등간기록법을 이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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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

중재가 완료되고 1주일 후에 4회기 동안 기초선과 동일한 상황에서 유지관찰 및 

기록을 하였다.

7. 자료처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주의집중 행동의 대상

자간의 중다기초선(multiple baseline across subjects)으로 설계하였고, 부적응 

행동은 적응 행동검사55)의 제2부의 부적응 행동영역과 행동관찰 평가 지를 사

전· 사후 검사로 비교하여 보았다. 행동측정은 자유 활동시간 10분 동안 그리기, 

파스텔, 물감 칠하기, 모자이크를 하는 동안 하였고, 찰흙놀이 활동 중재가 진행된 

후 자리일탈은 10분 동안 나타난 횟수를 측정하였다, 행동 관찰기록 표에 행동빈

도수와 행동 발생률을 기록하였다. 행동발생률은 
행동빈도수

× 으로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자료의 처리는, 주의집중 행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선 기간, 중재기간, 유지 기간 별로 도표화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체수일치수불일치수
일치 수

×   일치율

첫째, 소조활동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

기 위해 K-CBCL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실시하여 비

교 분석하였다.

둘째, 기초선과 중재, 유지기간의 전 실험 회기동안 아동의 표적행동을 관찰하여 

55) 김승국(1990), 이선임 재인용, <소조활동이 자폐 아동의 주의집 행동과 부 응행동에 미치는 향>, 

공주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청구논문, (2004), p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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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관찰 기록표에 빈도를 등간기록 절차에 따라 기록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주의집중 지속시간, 자리일탈 행동을 체크한 회기별 평균을 산출하여 주의

집중 지속시간과 자리일탈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셋째, 주의력결핍 아동의 찰흙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 지도한 후 수집된 자료

를 분석하였다.

1) 주의집중행동

본 연구에서 주의집주행동은 전 회기에 걸쳐 과제 제시 및 준비 발상단계 자유 

선택활동 시간에 측정되었으며, 측정방법은 매 회기마다 10분간 10초 간격으로 

60회수를 동간 기록 법으로 각 회기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부록 5>각 회기 백분

율의 변화는 <그림 4.1>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주의집중행동의 백분율은 아래 공식에 의해 측정되었다.

주의집중행동백분율≡주의집중횟수≒주위집중행동목표횟수 × 

8. 신뢰도

본 연구의 관찰과 기록은 행동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미술

치료 양성 교육을 받은 관찰자에게 목표행동의 측정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중

재기간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측정에 들어가기 전 관찰행동의 규정 의한 

충분한 의견을 나눈 후 관찰자 1명과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졌다. 치

료 실시 일주일 전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의해 사전 검사로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CBCL)와 각 아동별 주의집중 행동관찰을 실시하고 소조활동 중

심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회기별로 각 아동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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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활동 중심 미술 치료를 통해 주의집중과 자리일탈을 본 연구자와 관찰자간의 변

화는 지속시간 기록 법을 사용하여 치료 시간 내 관찰자 1인이 아동의 주의집중 

지속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과제에 향하는 순간부터 과제에서 자리일탈이 일어난 

순간까지 측정하였다. 지속시간을 과제를 마무리할 때까지 체크하여 지속시간을 합

산하고 자리일탈이 일어난 횟수를 나누어 회기별 평균시간을 산출하였다. 아래와 

같이 관찰자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관찰자간 신뢰도가 85% 이상 일 때 관찰 측

정을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자 1인의 행동 관찰 신뢰도는 91%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신뢰도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관찰자간 신뢰도 전체 사례수
관찰자간 일치된 사례수

× 



- 35 -

대상 아동A 대상 아동B

사전 67T 100T

사후 52T 82T

<표 4.1> 상 아동A·B의 K-CBCL 사 ·사후 변화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소조활동 중심 미술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들의 주의집중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례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2명에게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하여 실시한 각 평가에 대한 결과와 구체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주의집중행동의 변화

1) K-CBCL에 의한 변화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아동별 사

전·사후 점수 변화를 본 연구에서 살펴보면 대상 A아동의 K-CBCL 사전 검사 

점수는 67T로 나타났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52T로 점수가 감소되는 변화를 보였

다. 대상 B아동의 사전 검사 점수는 100T로 나타났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82T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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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집중 행동변화 

본 연구에서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는 대상 아동 A. B

의 주의집중행동 평균 백분율 변화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초선 기

간 중 대상 아동A, B의 주의집중행동 평균 백분율은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기초 선에서 대상 아동A는 13.0, 대상 아동B는 16.0의 낮은 주의집중행동 평

균 백분율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중재가 시작되자 대상 아동A는 58.8, 대상 아동

B는 62.6으로 주의집중행동 평균 백분율은 뚜렷하게 행동변화가 점점 향상되어, 

중재 후 유지에서도 주의집중행동 백분율은 대상 아동 A는 73.3, 대상 아동B는 

76.0로 크게 향상되었다.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대상 아동의 주의집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회기마다 주의집중행동 변화 백분율<표 4.2>을 산출하였다.

또한 대상 아동의 기초선, 중재, 유지기간의 백분율을 산출하여 주의집중행동 변

화 백분율<부록 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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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동 실험기간 대상 아동A 대상 아동B

기초선
평균

범위

13.0

10.0-20.0

16.0

10.0-20.0

중재
평균

범위

58.8

38.3-73.3

62.6

40.0-80.0

유지
평균

범위

73.3

68.3-76.7

76.0

70.0-80.0

<표 4.2> 상 아동A·B의 주의집 행동 체 평균 범 (%)

  
  

기초선 
  

중재
 

유지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17181920 1 2 3 4 5 

회 기

빈 

도 

율 

주의집중 행동 발생빈도율 

평균

<그림 4.1> 상 아동A의 주의집  빈도율 변화(%)

(1) 대상 아동A의 주의집중 변화

대상 아동A의 주의집중 행동은 <표 4.2> 및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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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기간인 1회기에서 5회기동안 10.0에서 20.0까지 평균 13.0의 주의집중 행동

을 보였다. 중재를 시작한 후 1회기 때에는 30.0에서 5회기 동안 36.0까지 점차 

증가 되었다. 6회기에는 28.0으로 7회기에는 25.0로 감소하였다. 8회기에는 40.0

으로 증가 되었다가 9회기부터 36.0, 14회기까지 35.0 약간의 감소를 하였으며 

15회기에는 42.0 16회기41.0 증가 하였다가 17회기에는 34.0 다소 감소하였다. 

18회기부터 40.0, 20회기 41.0까지는 점차 증가하였다. 한 달 후인 유지 기간 5

회기 동안 주의집중 변화는 1회에는 46.0, 2회기에는 45.0, 3회기에는 41.0, 4회

기에는 43.0, 5회기에는 45.0으로 주의집중 행동의 유지 평균 76.0으로 점차 증

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대상 아동B의 주의집중 변화

대상 아동B의 주의집중 행동은 <표 4.2> 및 <그림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

초선 기간인 1-5회기 동안 10.0에서 20.0까지 평균 16의 주의집중 행동을 보였

다. 중재를 시작한 후 점차 향상된 주의집중 행동을 나타내었다. 중재, 1회기에는 

60.0, 2회기에는 53.3으로 약간 증가 되었다가 3회기부터 50.0 증가되었고, 9회

기에는 55.0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10회기에는 65.0로 증가되었고, 11회기부터 

66.7 13회기 까지는 66.7로 유지를 나타내었으며, 14회기에는 65.0 감소되었다. 

5회기에는 68.3으로 20회기에는 70.0로 높은 증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한 달 후

인 유지기간 5회기 동안의 주의집중 행동 백분율을 보면, 1회기에는 80.0, 2회기

에 78.3, 3회기에는 70.0, 4회기에는 75.0, 5회기에는 76.7로 나타내어 평균 

76.0의 주의집중 행동의 유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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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

  

중 재

 

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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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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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집중 행동 발생빈도율

<그림 4.2> 상 아동B의 주의집  빈도율 변화(%)

3) 주의집중지속 시간 변화

(1) 대상 아동A의 주의집중 지속시간 변화

대상 아동A의 집중시간은 다음 <표 4.3> <그림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회기

에는 50초간 집중하였다. 2회기에는 1분 10초의 증가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3회

기부터 5회기까지는 1분에서 1분30초간 유지 변화를 보였으며 6회기에는 5분 40

초 많은 증가가 보였다. 7회기에 6분이 증가 되었으며 8회기에 4분 40초 약간 감

소하였다가 9회기에는 5분 10초간 증가하였으며 11회기부터 20회기 까지는 6분

에서 6분 50초간 집중시간이 유지되었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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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평균

시간

(분)
1 1 1 1.3 1.3 5 4.5 4.5 5 6 5 5.1 6.1 5.5 7 6.5 5.4 6.4 7.2 7.2 4.55

<표 4.4> 상 아동B의 회기별 주의집  지속시간 변화

었다. 

  

 초 
60 초 

120 초 
180 초 
240 초 
300 초 
360 초 
420 초 
480 초 
540 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회 기

시

간

평 균

주의집중 지속시간 

<그림 4.4> 상 아동B의 주의집 시간 회기별 변화

2. 자리일탈 변화

1) 사전·사후변화

본 연구에서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의 자리일탈에 미치는 효과의 결과는 다음 

<표 4.5> 및 <그림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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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일탈

대상A아동 대상B아동

사전

사후

23(95.8)

16(66.7)

22(91.7)

12(50.0)

<표 4.5> 상 아동A․B의 자리일탈 행동의 사 ·사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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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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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A B

사전

사후

아동

% 

<그림 4.5> 상 아동A B의 자리일탈 사 ·사후의 변화(%)

(1)대상 아동A는 자리일탈 행동이 사전에는 95.8로 높은 점수가 나왔으나, 사후

에는 66.7로 약간 감소를 하였다.

(2)대상 아동B는 자리일탈 행동변화가 사전에는 91.7로 나왔으나 사후에는 

50.0으로 감소를 하였다. 자리일탈 행동 중 대상 아동A. B의 자리일탈은 주

의 집중을 요한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위, 여기저기 쳐다보는 행위, 자

리를 여기 저기 옮기는 행위, 다리를 마구 흔든 행위, 손장난을 하는 행위,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행위, 행동의 영역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2) 자리일탈 지속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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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아동A의 자리일탈 지속시간 변화

대상 아동A의 자리일탈 지속시간은 다음 <표 4.6> <그림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회기에는 6분50초 간 자리일탈을 하였다. 2회기에는 6분30초의 향상을 보

이기 시작하고, 4회기에는 1회기 때 보다 7분20초로 자리일탈이 증가하였다. 5회

기까지 6분40초의 변화를 보였으며 7회기에는 0되었다가 9회기에 5분30초 약간 

증가 하였으며 10회기부터 6분30초 11회기는 5분10초 다시 증가하였다. 12회기

에는 4분30초 13회기부터 15회기에는 자리일탈이 약간 증가하였으며 16회기부터

는 감소가 향상되었으며 19회기 20회기는 2분으로 많은 감소를 보였다. 이와 같

이 친 감 및 흥미유발 단계와 욕구분출 단계에서는 A아동은 자리일탈이 많이 보

였으나 성취감 단계에서는 A아동이 자리일탈에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평균

시간

(분)
6.5 6.3 6.5 7.2 6.4 6.3 5.5 5 5.3 5.3 5.1 5.3 5 5.2 5 4.5 3.5 2.5 2 2 5.02.

<표 4.6> 상 아동A의 회기별 자리일탈 지속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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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60 초 

120 초 
180 초 
240 초 

300 초 
360 초 

420 초 
480 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회 기

시

간

평 균
주의집중 지속시간 

<그림 4.6> 상 아동A의 회기별 자리일탈 지속 변화

(2) 대상 아동B의 자리일탈 지속시간 변화

대상 아동B의 자리일탈 지속시간 <표 4.7> <그림 4.7>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회기부터 6분50초간의 자리일탈을 하였다. 3회기~4회기는 1회기보다 8분20초의 

증가를 보였으며 5회기에는 6분40초 감소를 보였다. 6회기에는 다시 증가를 보였

으나 7회기에는 6분20초의 감소를 보였으며 또 10회기까지 유지를 하였다. 다시 

11회기부터 감소가 시작 되었으며 12회기보다 약간 증가를 보였다. 16회기는 4분

20초의 감소를 보였으며 17회기까지 유지 상태를 하였고 18회기부터 20회기까지

는 2분 동안 감소를 하였다. 이와 같이 B아동은 친 감 및 흥미유발 과 욕구분출 

부분에서 B아동이 자리일탈이 많이 보였으나 회기가 진행 되어가면서 성취감 단계

에서는 B아동이 자리일탈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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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평균

시간

(분)
6.5 6.4 8.2 8 6 7.1 6.2 6 6 6.3 6.1 4.3 5 5.2 6 4.2 4.5 2.5 2 3 5.49

<표 4.7> 상 아동B의 회기별 자리일탈 지속시간 변화

 초 
60 초

120 초

180 초

240 초

300 초

360 초

420 초

480 초

540 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회 기

시

간

평 균
주의집중 지속시간 

<그림 4.7> 상 아동B의 회기별 자리일탈 지속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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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는 주의력결핍 아동 2명을 대상으로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의집중행동 대상자간의 중다기초선(multiple baseline across subjects)설계

를 통하여 기초선, 중재, 유지 회기 동안 적용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자리일탈 행동의 감소 효과는 행동관찰 평가지와 적응행동검사(김승국, 1990) 평

가지침에 따라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대상 아동들이 얻은 점수의 비교를 통

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소조활동 중심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주의집중 행동을 향상시켰으며, 자리일탈 행동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주의집중에 미

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대상 아동A·B의 주의집중행동의 변화를 보면 대상 아동 A는 기

초선 기간 평균 백분율이 13.0이었으나, 중재 기간에는 평균 백분율 58.8로 향상 

되었고, 유지 기간에는 평균 백분율 73.3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대상 아동 B는 기초선 기간 중 평균 백분율이 32.7이었으나, 중재기간에는 평균 

백분율 62.6로 향상되었고, 유지기간에는 평균백분율 76.0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둘째,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주의집중에 미

치는 효과를 위해 소조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의 주의집중이 향상되었으며, 자리일탈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제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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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G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00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장애 아동 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특성이 다양한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장애 아동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것에 제한점이 따를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소조활동 프로그

램만을 실시하였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중재 기법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그 효

과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의 결과에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로 밝혀졌으므로 일반학급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들을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출현율이 높고, 일반 학급에서의 문제행

동의 심각성이 드러나지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들의 부모들은 아동의 특

성과 교육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나

은 중재 효과와 유지를 위하여 교사와 가정과 연계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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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 대상 아동A의 회기별 변화

1회기에는 짜증을 자꾸 내며 소조활동 시간에 과잉행동을 하며 물을 사방으로 

튀기면서 A아동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며 고개를 여기 저기 돌렸다. A아

동 혼자 딴소리를 하였다. 뜯기 시간에는 A아동 자신이 다 뜯어 놓은 것을 위에서 

뿌리며 놀았다. 연구자의 지시에 상관 하지 않고 6자를 만들기도 하였다.

2회기에는 길게 기에 흥미를 보였으나 어 놓은 것을 줄넘기처럼 돌리는 과

잉행동을 하였다. A아동은 어 놓은 것을 보며 뱀 같다고 하였다. 자꾸 시간을 재

촉하며 시간을 보았다. 자르기 시간에는 자르기를 흥미 있고 재미있다며 잘라 놓은 

것을 보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며 둥근기둥 모양이라고 하였다. “수학을 잘 하나 

봐요” 하며 칭찬하였다.

3회기에는 연구자가 말하기도 전에 A아동은 점토 포장지를 뜯고 판 만들기를 

즐겁게 하였다. 판 위에 선긋기를 하자고 하였다. A아동은 처음엔 천천히 진행하다

가 바로 과격하게 나이프를 잡더니 과잉행동을 하면서 선을 그었다. 다 그은 후에

도 주먹으로 판 위에 내리쳤다. 그리고 생각나는 모양은 사다리 모양이라고 하였

다. 연구자의 촉구에 의해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4회기에는 자유화에 물감으로 칠하기를 하였다. 너무나 즐겁고 신나게 하였다. 

역시 물감을 칠하는 것도 조절하지 못하고 과잉 행동을 하며 칠하였다. 모양 찍기 

시간에는 다리를 마구 흔들며 계속 반복해서 “아! 뭐”를 반복하여 말하였다.

5회기에는 자유 놀이 시간에 크레파스로 그리기를 하였다. A아동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A아동은 메뚜기를 가져와서 집중이 되질 않아 소조활동을 하는데 시간

이 걸렸다. 사탕 만들기를 하는 데도 손장난을 하였다. 해 만들기 시간에는 시간에 

쫓긴 것처럼 대충 만들었다. 칫솔 만들기 시간에는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만들어 혼자 하는 말 “차차차차”라고 하였다. 나무 만들기 시간에는 A아동은 몸

을 잠시도 가만히 두질 않았다. 나무를 기둥부터 만들더니 세워 놓으려고 매우 노

력하였다. 사과나무라고 하며 잘 만들었다. 연구자는 A아동에게 칭찬 촉구를 하여 

소조활동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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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기에는 아동이 좋아하는 과일을 만들었다. 칼라 찰흙을 본 순간 A아동은 너

무 좋아 칼라 찰흙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 보았다. 손으로 눌러보기도 하면서 

기도 하였다. 너무나 좋다고 하였다.

7회기에는 복숭아 만들기를 하였다.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다. 하지만 잠시 후 색

을 섞으면서 흥미를 보였다. A아동은 복숭아는 하트 모양 같다며 아주 작에 잘 만

들었다.

8회기에는 수박 만들기를 하였다. A아동은 잘 못 만든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수

박 모델을 가지고 와서 A아동에게 보여주면서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연구자는 A

아동에게 “잘 만드네”하면서 칭찬 촉구를 하였다. A아동은 자리 일탈은 보이지 

않았다.

9회기에는 사과를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A아동은 사과 만들기를 꺼려하였다. 

왜냐고 물었다. A아동은 빨간색을 너무 좋아해서 쓰기 싫다고 하였다. A아동을 달

래서 사과를 만들어 나갔다. A아동은 손짓을 하였다. 손바닥을 자꾸 쳐다보고 주무

르다가 멍하니 있고, 옆에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기도 하였다. 집중을 하지 못하였

다. 사과를 아주 작게 만들어 연구자는 A아동에게 잘 만들었다며 머리를 쓰다듬는 

촉구를 하였다.

10회기에는 A아동은 못들은 척을 하였다. 손장난을 하면서 점토를 돌리기도 하

였다. 혼자 만들기를 하였다. 그리고A아동은 다른 책상에 돌아다니면서 책상에 올

라탔다. 의자에 앉아서도 의자를 앞뒤로 흔들며 과잉행동을 하였다. 

11회기에는 밤을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검정색과 밤색을 섞었다. A아동은 위에

만 뾰족하게 손으로 만지더니 "야! 정말 밤 같다"며 연구자에게 자랑을 하였다. 아

주 잘했다고 칭찬해주었다.

12회기에는 의자를 "쿵"거리며 앉았다. 다리를 마구 흔들며 고개를 흔들거렸다. 

물고기 만들기를 하였다. A아동은 물고기를 아주 작게 만들었다.

13회기에 고래 만들기를 하였다. A아동은 눈을 흘끔흘끔 쳐다보며 천장을 자주 

쳐다보았다. 12회기에 만들어놓은 물고기를 가져와 고래 입에 넣어 보기도 하였다. 

의자를 삐딱하게 앉아 있기에 바르게 앉아 있자고 하자 바로 바른 자세로 고쳤다

14회기에 혼자 말로 ‘솔라‘ 말을 하였다. A아동은 초록색 칼라믹스를 선택하

여 미역 만들기에서 빠른 시간에 잘 만들었다.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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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기에는 불가사리와 조개를 만들었다. 불가사리는 빨간색이 아까워 분홍색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소리 나는 방향으로 계속 고개를 자주 돌렸다. 점토를 가지고 

총싸움 놀이도 하였다. 조개를 만들 때 손장난을 하였다. 주의집중이 부족하였다. 

짜증을 내기도 하였다.

16회기에는“배 만들기를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A아동은 배를 못 만든다고 

하였다. 하지만 열심히 손으로 만들어 보더니 A아동은 잠수함이라고 하며 만들었

다. 이게 "창문" 연구자는 “창문이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A아동은 배이름을 

정해 주면서 “물에 사는 배” “바다에 사는 배”라고 하였다. 연구자는 A아동에

게 “또 배이름 없어요?” A아동은“또 뭘까. 배가 무슨 배 우리나라 배 (착한 

배)”A아동은 혼자 말을 하였다. A아동은“배를 다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에게 “잠깐만요.” 하면서 계속 손장난을 하였다. 전투 흉내를 내면서 입으

로 “뚜뚜뚜” 손과 입을 가만히 두질 않았다.

17회기에는 목걸이 만들기를 하였다. A아동은 흥미를 보이며 주의집중을 잘 하

였다. A아동은 끓임 없이 알아듣지 못한 혼자 말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A아

동에게 "자! 우리 새알 크기만큼 만들어 볼까?" 연구자는 새알처럼 만들어 목걸이

를 낚시 줄에 끼워 보기로 하자고 하였다. A아동은 새알처럼 만들기도 하고 낚시 

줄에 끼워 보기도 하면서 힘들다고 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목걸이 만들기 시간이 많이 지속되기 때문에 A아동과 같이 다 

완성했다.

18회기에는 바다 속 만들기에서 A아동이 A4용지에 파랑색 물감을 붓으로 마구 

두서없이 칠하였다. 하지만 부적응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그 위에 아동이 원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놓았다.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을 놓아 본 후에는 너무나 신이 나

고 좋다고 하였다.

19회기에는 연구자는 사람 만들기를 해보자고 하였다. 찰흙으로 재료를 선택하

여 만들어 보았다. 사람을 한 사람만 만들면서 A아동의 동생이라고 하였다. 연구자

는 동생을 좋아하나봐 A아동은 "네!" 하면서 좋아한다고 하였다. A아동은 부적응

행동이 많이 사라졌다. 찰흙의 촉감은 부드럽고 좋았다고 하였다. 사람은 머리, 팔, 

몸통을 붙여서 만들었고, 다리에서 발을 만들어 내었다.

흥미를 가지고 너무나 좋아하며 재미있다고 하였다. 연구자도 A아동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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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동 변 화 회 기

연구자의 말을 듣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작업하는 동안 매우 산만한 모습이 

보였다. 주위를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보였다. 자리일탈이 매우 

심하였다.

1

작업하는 동안 매우 산만한 모습이 보였다. 주위가 너무나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모습이보였다. 하지만 약간에 점토에 흥미를 보였다.
2

점토시간에 모양 찍기를 할 때 흥미를 나타내었다. 3

다리를 마구 흔든 모습을 보였다. 뒤를 자주 돌아보는 보습이 보였다. 

자리일탈이 많았다.
4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자리에 착석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5

칼라 찰흙 냄새를 맡아보고 흥미를 나타내었다. 자리일탈이 감소되었다.  6

소조활동에 흥미를 보이면서 참여를 잘 하였다. 7

만들기를 여러 번 실수한 모습이 보였다.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8

손장난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9

의자를 앞뒤로 흔들거린다. 엉뚱한 질문과 허 손짓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10

<표 4.8> 상 아동A의 회기별 진행별 행동변화

기분이 좋았다.

20회기에는 1회기부터 19회기까지 소조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 A아

동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작품을 진열하여 어머니에게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설명

을 하였다. A아동의 어머니는 연구자에게 고생했다며 너무나 좋아하셨다. A아동이 

너무 좋아한다고 하기도 하였다. 행동은 좋아졌으나 인지 기능이 많이 부족해서 고

민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상으로 대상 아동 A 회기별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변화를 요약하면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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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동은 딴 짓을 보였다 11

의자에 쿵쿵거리며 앉는다. 다리 흔들거린다. 고개를 흔들거린 모습이 보였다. 12

여기저기 쳐다보면서도 고래 만들기에서 고래의 특징을 잘 표현하여 만들었다. 13

미역 만들기를 잘하였다. 색상을 잘 선택하였다. 주의집중을 하였다. 14

불가사리, 조개는 대충 만들고 다른 손장난을 하며 전쟁놀이를 하였다. 

자리일탈이 감소되었다. 주의집중 시간이 길어졌다.
15

배 만들기를 어려워하였다. 하지만 끝까지 잘 완성하였다. 16

다리를 흔드는 행동, 자리일탈이 감소되었다. 힘들어 하였지만 끝까지 잘 

만들었다.
17

물감을 두서없이 마구 칠하였다. 주의집중 시간이 길어졌다. 18

찰흙의 촉감은 부드럽고 좋았다고 하였다. 사람은 머리, 팔, 몸통을 붙여서 

만들었고, 다리에서 발을 만들어 내었다.
19

작품 전시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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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대상 아동B의 회기별 변화

1회기에는 친 감 형성을 하기 위해 소근육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B아동

이 종이 찰흙 주무르기를 하자고 지시하였다. B아동은 여기저기 고개를 두리번거

렸다. B아동은 별로 흥미를 갖지 않았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서 돌아다녔다. 종

이 찰흙을 벽에 던지면 어떠냐고 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던지고 싶으면 벽에 

던져도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B아동은 던지지 못하였다. 종이찰흙 뜯기 점토 덩어

리를 주면서“자 점토를 뜯어볼까?”하면서 B아동에게 스스로 뜯도록 실시했다. 

종이찰흙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B아동은 엄지손가락과 검지만으로 뜯고 있다. 

“주무른 것 보다 하지만 손에 묻지 않으니까 주무른 것보다 나아요!”고 하였다. 

B아동의 행동은 종이 찰흙을 억지로 뜯어서 책상에 던지듯이 하였다. 크기도 다르

게 뜯었다. 그리고“그만 할게요”하면서 자리에 일어나 다른데 관심을 보이며 돌

아다녔다.

2회기에는 길게 기, 자르기를 실시하였다.

B아동에게 “길게 책상 끝까지 어 보자”고 하였다. B아동 "힘들다"고 하면서

도 열심히 어 나갔다. B아동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줬다. B아동은 별 반응을 하

지 않는다.

자르기: “길게 어 놓았던 것을 자르기를 해보자”고 하였다. B아동은 자르니

까 기분이 부드럽다고 하였다. B아동은 작업하는 것이 점점 급해졌다. 그리고 손으

로 뜯다가 나이프로 자르며 잘 잘라지지 않으니까 손으로 뜯기도 하였다. 잘라 놓

은 형태를 보니 일정하지 못하며 주위가 사방으로 어질러졌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더 하고 싶어요?”, B아동은“더 안하고 싶어요!”라고 했다. 소리가 나니까 뒤

를 돌아보았다. 

3회기에는 진행: 연구자는 B아동에게 30분 동안 자유놀이 그림 그리기를 실시

하였다. 판 만들기: 그리고 B아동에게 “네모 판 만들기를 하자”고 하였다. 지점

토를 뜯으면서 반죽하여 다시 판 만들자고 하였다.

B아동은“처음 상태에서 하라고 그러지”하며 짜증을 내었다. 연구자는 B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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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그럼 재미가 없잖아요?”하고 말을 하였다. B아동은 신경질을 내면서 주먹으

로 벌떡 일어서서 마구 두드렸다. 그리고“팔이 아프다”고 하였다. 

판 만들기 위에 선 긋기: 판을 다 만든 다음 연구자는 B아동에게 판 위에 이쑤

시개, 연필을 주면서 선을 그려보자고 하였다.

B아동은 연필로 긁기를 하면 검정 테가 난다고 안 된다고 하며 쇠칼을 달라고 

하였다. 연구자는 B아동에게 위험하다고 하면서 플라스틱 칼을 주면서 선을 판 위

에 긋도록 하였다. B아동은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끝마쳤다.

4회기에는 모양 찍기, 자유화를 하였다. “모양 찍기를 해보자”고 하였다. B아

동은 내리치기, 때리기, 던지기를 하였다. “기분과 속이 시원하다” “속이 편하

다” 금방 짜증내며(많이 하면 짜증낸다) 내리치기를 하다가 서서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작업을 해본 후 마음대로 나오질 않아 갑자기 일어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

면서 굴러가듯이 반죽을 하였다. 제자리에 와서 하자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

다. 다시 뒤 돌아 본다. 앉아서 하자고 말해도 차분히 서서 계속 하였다. “자유화: 

파스텔로 문지르기를 하였다. 가족의 색상을 나타내 보자고 하였다. B아동은 열심

히 하더니 나중에는 연필로 영역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파스텔이 “부드럽고 좋았

다”고 하였다 “처음 하여 너무 좋았다”고 하였다.

5회기에는 사탕 만들기: “사탕을 만들어 주세요?”하였다. B아동은“캔디”하

면서 한참 머뭇거렸다. 그리고 B아동은 눈을 다른데 보면서 흥얼거리며 천장을 보

고, 만든 것을 던지고, 돌리면서 손장난을 하고 있었다. B아동은 열심히 만들어 

“알사탕이라고 하면서 연구자에게 팔을 쭈우욱 뻗어 던져 버렸다.

해 만들기: "해를 만들어 보세요?" 하자. B아동은 지점토를 뜯어 둥글게 손바닥

으로 돌리고 있었다. 연구자는 B아동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였다. B아동은 아무 반

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B아동은 흥얼거리며 알아듣지 못한 자기 혼자 말을 

하였다. 

칫솔 만들기: 연필을 가지고 B아동은 지점토에 줄을 표시하고 다른데 한 번 쳐

다보고 다른 곳를 쳐다보면서 집중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5분 정도 지나서 B아동

은 칫솔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B아동은 칫솔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았다. 연구자가 

B아동에게 “도와줄까요?"하였다. B아동은 혼자 만든다고 하였다. 한참 후 만들어 

놓은 것이 엉망인지 다시 부수고 또 다시 만들기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B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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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잘했다"고 지지 해줬다.

나무 만들기: B아동에게“나무를 만들어 보세요.”하였다. B아동은 여기 저기 두

리 번 거리면서 집중하지 못하면서 나무를 만들고 있었다. 눈 따로 손 따로 흥미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나무를 만든 것은 "재미없어" 하였다. 그리고 생각나

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B아동이 스스로 하는 것에 지지를 해주면 

과제수행 하였다. 

6회기에는 연구자는“도화지에 포도 그림을 그려서 틀 안에 칼라믹스로 만들어 

칼라믹스로 채워서 꾸며 보자"고 하였다. B아동은“힘들다”하였다. 그려진 틀 속

에 채우기 싫다고 하면서 B아동이 포도를 직접 작게 만들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

자고 하였다. B아동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만들었다. 포도 만들기에 집중하지 못해 

점점 모양이 달라졌다. 그리고 일어섰다, 앉았다, 반복하면서 포도 만들기를 다했다

며 그만 한다고 말했다. 연구자는 B아동에게 더하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B아동

은 하기 싫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7회기에는 연구자는“복숭아를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B아동은 “복숭아 색상

이 없다며 복숭아 색상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였다. 연구자는 B아동에게 “흰색

과 분홍색을 섞어 보세요”라고 하였다. 열심히 반죽을 하면서 칼라믹스 양을 조절

을 하기까지 하였다. B아동은“복숭아는 하트 모양이죠?" 하였다. “그래, 하트 모

양 비슷해요"하였다. B아동은 복숭아를 잘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줄기와 잎사귀를 

붙이고 다 만들었다고 하였다. “너무 잘 만들었구나!”하며 연구자는 칭찬을 하였

다.

8회기에는“수박을 만들어보자"고 하였다. 수박이 잘 생각이 나질 않는다고 하였

다. 그래서 연구자는 B아동이 좋아하는 과일을 위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B아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빨간색을 선택하였다. B아동은 빨간색은 작게 초록

색은 크게 나누었다. 그리고 빨간색은 초록으로 감싸며 칼로 자랐다. B아동은 수박 

속을 검정색 씨를 넣어 표현 하였다. 연구자는 B아동에게 잘 만들었다고 칭찬촉구

를 하였다.

9회기에는“사과를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B아동은 “칼라믹스 색 중 빨간색을 

너무나 좋아해서 작게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B

아동은 사과를 제법 잘 만들었다. 그리고 B아동이 사과를 좋아해서 잘 만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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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잘했다"고 칭찬해주었다.

10회기에는“배를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배요"“그래" 가을에 나온 배."

“네” B아동은 칼라 찰흙으로 노란 색을 선택해서 노란 색으로 만든 후 도와주지 

않아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 보였다. 배에 무늬가 어렵다며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었다. 연구자는“잘했어요. 배 하면 생각 나는 것 있니?”

하며 물었다. B아동은 “네, 제사(할아버지) 몰라.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1살 때, 4살 때 사진으로 봤다고 하며 할아버지가 아빠 닮았다고 하였다.

11회기에는 밤을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B아동은“동생이 밤을 좋아한다"고 하

였다. 연구자는“그럼 동생을 좋아하니?”B아동은“좋아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선생님 같으면 좋겠어요?”밤을 만들어 놓으며 재미있다고 

하였다. “왜 3개만 만들지?"“그냥요! 3자를 좋아해!” B아동이 작업하는 동안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다. 거의 일어나지 않고 하였다. 그동안 가을과일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더니 3자 숫자를 만들면서 과일이 3개니까 3자 숫자를 만들어 옆에 

놓았다.

12회기에는 “모델을 보고 물고기를 만들어 볼까요?”

연구자는 물고기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B아동에게 18회기에 바다속 꾸미기

를 만들기 위해서 물고기를 만들자고 하였다. B아동은 좋아했다. “응” B아동은 

소리 없이 잘 만들다가 “이상해!”하면서 “선생님 물고기 한 마리만 만들어보면 

어때요” 하였다. “아니”혼자 말을 하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여기 저기 쳐다보았

다. 손은 반죽을 하면서 서서 돌아다니면서 하였다. 그런데 B아동이 말수가 줄어들

고 물어보는 것도 덜 하였다. 물고기를 잘 만들어 완성해서 “잘 만들었다"고 연구

자는 박수를 쳐주면 잘했다고 칭찬하였다.

13회기에는 10분 정도 B아동이 하고 싶은 자유놀이를 해보도록 하였다. 학교 

그림 과제를 하기위해 물감 그리기를 해야 한다고 하기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였다. 고래 만들기: 자유놀이 시간이 지나갔다. 연구자는 B아동에게“자, 이제 다

음에 하고 우리 이제 고래를 만들어 볼까?”연구자가 말했다. B아동은 아무 말 없

이 고래를 빨리 잘 만들었다. 고래 형태도 물이 품어 나오게 잘 표현하였다. 다 완

성하고 나니“기분은 어때요?"하고 물었다. B아동은 "재미있다"고 하였다. B아동에

게 정리정돈을 시켰다. B아동이 했던 자리는 B아동이 하도록 설명을 하고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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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을 해주면서 정리정돈을 해보자고 하였다. B아동은 정리정돈은 잘하지 못하지

만 하려고 노력하였다. 

14회기에는 준비단계에서 10정도 자유놀이를 하였다. 스케치북에 물감 칠하기를 

했다. 미역 만들기: “자, 다음은 바다에 있는 해초류 중에서 미역을 만들어보자”

고 하였다. B아동은 즐겁게 잘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개만 만들고 다 했

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더 많이 만들면 안 될까?”말하였다. 하지만 B아동은“한 

개만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그만 하자고 하면서 일어서서 돌아다녔다.

15회기에는 진행: 준비단계에서는 10분정도 자유놀이를 하였다. 방학숙제 탈을 

만어 보자고 해서 조금씩 붙여나갔다. 불가사리 만들기: 다음을 불가사리를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B아동은 “불가사리는 싫다"고 하였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한 개만 

만들었다. B아동은 “더 이상 하기 싫다”고 해서 마무리 하자고 하였다. 

조개 만들기: “조개 색깔은 무슨 색이냐?”고 B아동은 말하였다. B아동이 원하

는 색을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색은 섞으면서 안 섞어진다”고 말을 하였다. 처

음에 반죽할 때처럼 해보자고 하였다. B아동은 던지면서 하였다. 조개를 만들어보

니 바지락이 생각난다고 하였다. 여름방학에 체험 학습을 가서 갯벌에서 잡아보았

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B아동에게“재미있었겠네?”하였다. B아동은“재미 없었다”고 하면서“친구 

것을 빼앗았다”고 하면서 “바다가 싫다”고 하였다.

16회기에는 배 만들기를 하자고 하였다. 모델을 주면서 만들어보자고 하였다. B

아동은 어렵다고 해서 쉽게 연구자가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다시 아동에게 만들어 보자고 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B아동이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주의집중 하기가 어려웠다.

17회기에는 목걸이 만들기를 하였다. 목걸이를 새알 크기 모양으로 만들어 낚시 

줄로 이어 보자고 하였다. B아동은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흥미를 보이며 낚실 줄로 이어나갔다. B아동은 의자에 걸터 앉아있는 모

습을 잠시 보였다. 연구자의 아동에게 지시를 하여 바로 고쳐 앉았다. 작업엔 힘들

었지만 흥미를 보이며 자신감이 생겼다.

18회기에는 바다 속 만들기를 하였다. 그동안 만들어 놓은 물체들을 B아동이 좋

아하는 순서대로 놓아보자고 하였다. B아동은 고래, 오징어, 미역, 조개, 배,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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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동 변 화 회 기

여기저기 고개를 두리번거린 모습이 보였다.

별로 흥미를 갖지 못 하고 손에 묻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이 보였다.

의자에서 벌떡 벌떡 일어나 돌아다닌 모습이 보였다

1

주위가 사방으로 어질러졌다.

뜯는 작업을 하는 동안 던지듯이 하는 모습이 보였다.
2

그리기를 보조로 하여 그리는 동안 흥미를 보였다.

소조활동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3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굴러가듯이 행동하며 의자에 착석하기가 

어려웠다.
4

아동은 흥얼거리면서 천장을 자주 본다. 손에 지점토가 묻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나중엔 부드럽다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5

<표 4.9> 상 아동B의 진행별 행동 변화

기 순으로 놓았다. B아동은 너무 재미있고 흥미를 가졌다. 주의집중과 자리일탈 행

동이 감소되었다.

19회기에서는 연구자는 B아동에게 찰흙을 주면서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 

만들기를 해보자고 하였다. B아동은 찰흙을 주무르면서 집중시간이 길어졌다. 의자

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얼굴 모양을 지시에 따라 둥글게 잘 만들어 놓고, 

팔 다리를 따로 따로 만들어 놓아 같이 붙여 나갔다. 먼저 서 있는 사람을 만들었

다. 연구자는 B아동에게 다시 한 번 다른 사람을 만들자고 했더니 앉아있는 사람

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B아동은 스스로 과제를 수행 하였다.

20회기에는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작품을 가지고 B아동의 어머니와 전시회를 하

였다. B아동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고 너무나 즐겁다고 하였다. 그리고 

작품에 대해 애착을 가졌다. 주의집중력과 자리일탈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B아동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이상으로 대상 아동B의 회기 별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 변화를 요약하면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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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믹스에 관심을 보였다. 자리이탈 없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6

칼라믹스를 너무나 아껴 만들었던 것이 너무 작았다. 7

자리일탈은 없이 집중 시간이 생겼다. 8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 9

말이 점점 줄어들어 갔다. 10

연구자 만든 것을 보고 잘 따라 만들었다. 11

여기저기 두리번거린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12

과제에 집중하여 잘 만들어 가는 모습이 보였다. 13

연구자가 만드는 것을 보고 재빠르게 스스로 만들기를 하였다. 14

테두리 기법을 보조 그리기에 흥미를 보였다. 15

언어로 지시를 했을 때 바로 알아듣고 과제를 수행하였다 16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잘 순응하였으며 차분한 모습이 보였다 17

차분히 만들기를 완성한 후 “다 했어요”라고 말하였다. 18

사람의 모양을 만들 때 얼굴 눈, 코 입, 순서대로 제 위치에 잘 "L여 

나가 서있는 사람으로 완성하였다.
19

작품 전시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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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행동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주의
집중

혼자서 공부를 한다.

2 오랫동안 과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3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주어진 
과제를 완수한다.

4 단순한 지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5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한다.

6 학급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낸다.

7

과잉
행동

너무 지나치게 활동을 한다.

8 과잉반응이 심하게 일어난다.

9 안절부절 하는 행동을 한다.

10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생각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

11 침착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

12

사회
성

기술

또래나 급우들과 잘 어울린다.

13 구어적 의사표현이 명확하고 조리가 있다.

14 비구어적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15 집단의 규범이나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킨다.

16 비판을 할 때 규칙을 언급한다.

17 새로운 친구와 원만하게 사귈 수 있다.

18 자신감을 갖고 상황에 접근한다.

<부록 3>

ADD-H 포괄적 교사 평정척도(ACTeRS)

2007.   .    .                      남(    ) 여(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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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아동들에게 관한 여러 가지 문제행동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내에 자기 댁의 자녀가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면 2에 표시해 잠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러한 경향이 좀 있는 편이면 1에, 전혀 해당 되지 않는다면 0에 

표시 하여 주심시오. 특별한 걱정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항목에 밑줄을 그어 

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는 곳에 가능한 상세히 적어 주십시오.

1.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0 1 2

 2.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3. 가만히 앉아 있질 못하고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4. 정신이 헷갈리거나 혼미 할 때가 있다.

5. 공상을 하거나 멍하게 자기 생각에 빠지곤 한다.

6. 충동적이고 생각 없이 행동한다.

7.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8. 불안으로 인해 몸을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움찔거린다.
 (눈 깜박임, 안면 씰룩거림 포함)

9. 학교 공부가 시원치 않다.

10. 운동신경이 둔하고 움직임이 어색하다.

11.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부록 4>

주의집중검사도구(K-CBCL)

 K-CBCL아동․청소년 평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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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2분 3분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4분 5분 6분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7분 8분 9분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분 11분 12분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10
초

<부록 5>

자료 수집표 (등간 기록표)

대상자 이름: 날짜:

관찰자 이름: 행동:

조건:

시작시간: 종료시간: 총 시간:

(표시: +발생, - 발생하지 않음)

요약: 행동이 발생한 총 구간 수:

행동발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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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 항목 0 1 2 3

1. 꼼꼼하지 못하여 세부적인 것을 혼동한다. ● ○

2. 1:1의 상황이 아니면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

3. 산만하다 ● ○

4. 반복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 ○

5. 주변이 조용해야만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 ○

6. 시작한 일을 끝맺지를 못한다. ● ○

 7. 남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

8. 호명 시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 ○

9. 의미 없는 혼잣말을 한다. ● ○

10. 손에 끈적거림이나 이물질이 묻은 것을 싫어한다. ● ○

○:사전  ●:사후

<부록 6>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평정척도 사전․사후에 전체문항 14개 문항 중 10개 

문제 문항으로 나타났다. 그 중 대상 아동의 공통된 문제를 문항으로 선택하였다.

대상 아동A의 주의력결핍 문항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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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 항목 0 1 2 3

1. 꼼꼼하지 못하여 세부적인 것을 혼동한다. ● ○

2. 1:1의 상황이 아니면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

3. 산만하다 ● ○

4. 반복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 ○

5. 주변이 조용해야만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 ○

6. 시작한 일을 끝까지를 못한다. ● ○

7. 남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

8. 호명 시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 ○

9.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가 곤란하다. ● ○

10. 손에 끈적거림이나 이물질이 묻은 것을 싫어한다. ● ○

○:사전  ●:사후

<부록 7>

대상 아동의 B의 주의력결핍 문항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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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 항목 0 1 2 3

1.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 있어도 몸을
   옴지락거린다.

● ○

2.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

3. 조용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 ○

4. 끊임없이 활동한다. ● ○

5.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 ○

6.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한다. ● ○

7.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대답한다. ● ○

8.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

○:사전  ●:사후

<부록 8>

아동 A의 과잉문제 행동 문항별 변화

<부록 9>

아동 B의 과잉문제 행동 문항별 변화

관찰된 항목 0 1 2 3

1.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 있어도 몸을 

   옴지락거린다.
● ○

2.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 ○

3. 조용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 ○

4. 끊임없이 활동한다. ● ○

5.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 ○

6.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한다. ● ○

7.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대답한다. ● ○

8. 다른 사람을 방해하며 간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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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회기 대상 아동 A 대상 아동 B

1

기초선

10.0 10.0
2 10.0 20.0
3 10.0 18.3
4 15.0 20.0
5 20.0 16.7
1

중재

30.0 60.0
2 23.0 53.3
3 28.0 50.0
4 31.0 45.0
5 36.0 55.0
6 28.0 65.0
7 25.0 58.3
8 40.0 40.0
9 36.0 55.0
10 38.0 65.0
11 37.0 66.7
12 37.0 66.7
13 39.0 66.7
14 35.0 65.0
15 42.0 68.3
16 41.0 70.0
17 34.0 80.0
18 40.0 78.3
19 44.0 73.3
20 41.0 70.0
1

유지

46.0 80.0
45.0 78.32
41.0 70.03
43.0 75.04
45.0 76.75

<부록 10>

기초선, 중재, 유지 기간의 주의집중행동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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