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2월 

석사학위논문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위축행동 유아의 자기표현력 및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조선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미술섬리치료학과 

z T 연 희 

[UCI]I804:24011-200000264488



퍼표먼스 미술활폼이 

위측행동 응아의 자기표현력 및 

당의쟁 증천에 따치는 효과 

「엠le effeεt of performance art activity on withdτawn young 

chil뼈호en' s increasing creativity and self-expression 

2014년 g월 25알 

2ξ첼때학궁묘 팩자엄때작일 

벼술생랴해료했과 

히
 「

여
」
 

주
 

’ 



퍼프먼스 미술활동이 

뛰측행폼 유아의 자기표현력 멀 

당의섬 증진에 미치는 효과 

지 포 교 수 검 7:j 
。

파
 근 

이 논문을 며솔치료 석사학위선청 논문으로 제출항 

2013앨 m활 

죠효청해학-표묘 벼자언대훨활 

때술심댐해료학과 

희
 

여
L
 

즈
 

” ’ 



주연희 석사학위 논문응 인준한 

위원장 

위원 

위원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2013댄 11원 

걷쭉철댁훨짧 다자껄 대학원 



목 차 

ABSTRACT ......................................................................................... v 

제 I 장 서 론 ................................................................................................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 ........ Q ................ ‘ ..................................... 1 

제 2절 연 구 문제 ...... " .... ‘ .... e ........ """" ............ ., .. ~ "" .,,, ............ " .... ‘ .................................................... 4 

채 n 장 이 론적 빼 경 " ..... @ .... " .......... "., .. " .......... "" ..... ‘ ... ., ............................. "" .... ‘ .......................... 5 
제 1절 위 축 행 동 ........ " .. "" .......... "" .... " .. e ....... " .... e ’‘。 ............................................................. 5 

1. 위축행동의 개념과 원인 ……… ......... ……… •• ………….""" ....... " .. "0"" ......... …………·…… 5 

2. 위 축 행 동의 원 인 맞 특성 ... ‘ ........ "ø .... " .. ‘。‘。 .. ., " ...... <> .. ð ...... """" .. <> .. ",. ~ ........ 。‘ .......................... 6 

제2절 자가 표현 력 .. ~ ...... 。‘ ... " .. "., .. e .. ., ........ "" ............ """"" ...... ’‘~ .. ø .. G ~ ~ .... <> <> .......... <> <> ...... ‘’。 ........................... 9 

1. 자기 표현 력 (Self-expressÌon)의 개 념 。’ .... $" .............. " ........ 。… ....... "" ........ … ...... …… •• …… 9 

2. 자기 표현 의 필 요성 및 방법 ...... "0 .... <>00 ., .......... " .. ‘ .. ., .......... "" ....... "' .. " ......... " ... 0 .... ’." ..... ‘ ... “ ........ 10 

제3절 퍼 포먼스(performance) 미 술활동 ... …… ........ "… .. "" ...... … ........ " ..... "." .. … •• 13 

X 。 퍼 포먼스 미 술활동의 재 념 파 변화 ’”“ ........ ",," .. " ...... 00"' .. "。… ... …… ... ……。 ....... 13 

2. 핵포면스 마술활몽의 륙장 맞 필요성 。…"" ...... …-……" •• "… .... "" ..... 0 .......... ", .. ' .. … .. 돼 

제4절 창약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ø""OGO"" … 때 

￡ 창의 성 의 정 의 ........ " .... 00 … .. ,,, ......... ,,<> " <>.,. e .. ~ G ~… .. … c ~ e e .... e ，，~‘… .. " ~ "<>,, 0 ,,<> .. ~ " .. " e e Ð e ……。" <> ~ ~。……·… 업 

20 퍼포먼스 미술활동과 자가 표현력 맺 창의성의 연판생 
.. " • ~ "0 Q ~ .... ‘ ....... 0 •• 24 

쩨 m 작 혈 구 뿔 명 。 e~ .. ~Ð"~QIÞ~<>Cø .. ~’"" ..... e ‘ e e ..... ~ .. ~… "@"OGe" ，， &e ’‘。 .... """eoø" .. @…·… ... …·…… ••• 29 



제 1절 연 구 대 상 ............................................................................................ 29 

제2절 연구설 계 및 절차 ........................................................................... 30 

1. 연구설 계 및 절차 .................................................................................... 30 

2. 퍼 포먼스 미 술활동 회 기 별 프로그 램 ............................. … .................. 31 

제 3절 연 구도구 ........................................................................................... 34 

1. K-CBCL ................................................................................................... 35 
2. 자기 표 현 력 검 사 .................................................................................. 36 

3. 창의 성 검 사 K-FCTYC ........................................................................ 37 
제 4절 자료 분석 .......................................................................................... 40 

제 W장 연구결과 ........................................................................... … .... 41 

1. 각 집 단의 사전 동질성 검 정 ................................................................ 41 

2. 위 축행 동에 서 의 변화 .............................................................................. 42 

3. 자기 표현 력 에 서 의 변화 ........................................................................ 44 
4. 창의 성 에 서 의 변화 ................................................................................... 47 

5. 퍼포먼스 미술활동의 처치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 .......................... 51 

제 V 장 논의 및 결론 ................................ … 

제 VI 장 제 언 ........................................................................................... 57 

참고문 헌 ............................................................. ………·… .......................... 58 

부록 ............................................................................................................ … 61 

“ ””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행동 특성 ......................................................................................... 29 

〈표 2>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의 단계별 내용과 목표 ...... ‘ ...••• , ••••.•...••.••.••.••. … ....... 31 
〈표 3> 회기별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 .................................................................... …… 32 

〈표 4> 위 축 9문항 척 도 ’ ............................................................................................................... 36 

〈표 5> 자기표현력 겁사의 문항 구성 ....................................................................................... 36 

〈표 6> 유아 도형 창의 성 검 사 .. … .................................. ……·…… ...................................... ……… .37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 41 

〈표 8> 위축행동에서의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결과 .......................................................... 43 

〈표 9> 자기 표현 력 총점 에서 의 윌콕슨 부호 순위 검 정 결과 ........................................... 44 

〈표 10> 자기표현력 하위영역별 윌콕슨 부호 순위 겸정 결과 ......................................... 45 

〈표 11> 도형창의성 전체 T점수에서의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결과 ......... …… ............ 47 

〈표 12> 도형창의성 하위영역별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결과 ............................ … .......... 48 

〈표 13> 실험집단과 통재집단 사아의 사후 평균분석 결과 ........... … ....... … ....................... 51 

- 111 -



<그럼 목차> 

<그림 1> 유아 미 술활동의 영 향성 ................................................................................................. 12 

<그림 2> 으뜸 도형 으로 그리 기 .................................................................................................... 38 

<그림 3> 모듬 도형 으로 그리 기 .................................................................................................... 39 

<그림 4> 위축행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 .......... "." ........... " .. " ...... " .... ‘ ....•.. ‘ ...••••••..•......•..•....•.. 43 
<그림 5> 자가 표현 력 총점 에 대 한 사전 및 사후 비 교 ............................................................. 44 

<그림 6> 자기표현력 내용 영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 .. …… .......... … ........................... 45 

<그림 7> 자기표현력 음성 영역에 대한 사전 몇 사후 비교 ·… ....... … .......... … ........ ……… ........ 46 

<그림 8> 자기표현력 신체언어 영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 …… ............. 46 

<그림 9> 창의성 총점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 47 

<그림 10> 도형 창의성 유창성 영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 … .............. ……… ... 49 
<그림 11> 도형 창의성 독창성 영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 0 ••••••••••••••• … ......... …49 

<그림 12> 도형 창의성 개방성 영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 ......... …·… ... … .... … ...... …·… 50 
<그림 13> 도형 창의성 민감성 영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 … ...... … ... 50 

- IV -



ABSTRACT 

The effect of performance art activity on withdrawn 

young children' s creativity and self-expression 

Ju Yeon Hee 

Adviser : Prof. Kim Jung Pil Ph.D. 

Art Psychotherapy, Dep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formance art activity on the 

increase of creativity and self-expression in withdrawn young children. The 

performance art activity is a newly developed teaching method by playing with 

children using various kinds of art materials. which makes it more dynamic 

compared to the traditional art teaching. 

Examined through the study are 8 six-year-old children who attend M 

kindergarten located ìn western Gwang-ju. They were selected because they , 

among 30 peers , showed a high degree of withdrawn state in K -CBLC 

(Korea -Child Behavior checklist) test. 

This 8 youngsters have been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ast group , with 4 members in each group. 

The experimental program was operated for 50 minutes a time , once a week, 12 

times in total. 

As research too1s , the K-CBCL and the K-FCTYC(Korean Figural Creativity for 

Young Children) have been used.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 performance art activity increased children’s positive reaction gradually and 

- v -



decrease withdrawn response by slow degrees. 

Second, the children showed noticeable improvement in their creativity after 

attending the performance art program. 

Third, enhanced self-expression helped the children build successful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peers. 

In conclusion, performance art activity apparently brings positive effects on 

creativity, self-expression and pride in withdrawn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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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펼요성 및 목적 

안간은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의 집단에서부터， 학교， 지역사회로 인간관계의 영역을 

넓혀 나가며 다양한 사회집단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형 

태로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유아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공동체는 가정이다. 가정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 

치하면서 사회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단위로서， 개인에 대해서는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인접환경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유아는 가족이라는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 

장하면서 발달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화가 도시화， 정보， 산업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성의 사회진 

출로 인한 사회참여 비중의 확대， 핵가족의 가속화， 한 부모 가정 증가， 다문화 가정，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가족 체계 내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시대의 급속한 사회적 변화는 핵가족화로 언해 가족 내에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고 감독할 가족원이 없는 경우 등 양육의 기능과 가족 내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 

을 주어 유아에게도 불안정하고 연약한 상태로 변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오 

늘날의 유아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고， 야에 따른 정서적 사 

회적 부적응 문제가 산재해 았다. 

최근에는 유아가 사회성이 결여된 채로 아동기 청소년기와 성언기를 지나면서 사회 

생활 중에 다양한 부적응을 나타내고 았다. 

선행연구에서도(이원영， 1983: Garber, 1984: 정문자， 1988: 홍강의， 1988) 이러한 시 

대적 변화를 유아의 문제행동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한국의 경우 유아들은 가정부 혹은 파출부에게 맡겨 대리 양육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탁아소 등 교육기관에 위닥되어 집단에 속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소속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아의 정서교 

육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적응에 문제를 가진 유아는 환경 변화에 대한 심리적 긴장과 정신적 갈등， 그리고 또 

래 집단에서의 소외감으로 위축행동을 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 유아의 약 10% 정도가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몇몇 연구들은 5-30%로 보고하기도 하였다(김미선， 2011). 

유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 문제는 정서적 불안정， 강한 열등의식， 지나친 의 

존성， 소극적 태도를 들 수 있다. 행동장애로는 ADHD, 공격적 행동， 위축행동 등이 있 

다. 

정서 • 행동장애의 여러 형태 중에서 일반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위축 행동이다. 위축행동은 유아가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스스로 움츠려드는 행동 

이다. 

과거에는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유아가 성숙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 

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부적응 유아에 비해 위축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업을 

하지 않았으나， 위축유아의 사회적 고립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보다는 증가되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1-3%는 위축되거나 고립된 아동으로 집계되어 았고， 15-30%는 또 

래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실제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이런 아동과 청소년은 학업성취가 낮을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우울， 자살， 

폭력 등을 비롯하여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 되고 았다(이소연， 2006). 

위축행동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위축행동에 대한 치료 개엽 

의 하나로 미술 치료가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여러 선행 연구들(김자형， 2002: 장윤정， 2005: 이성미， 2006: 이미영， 

2008: 김미선， 2011)을 통해 미술 활동이 위축성향을 보이는 유아들에게 효과적인 변화 

가 있음을 보고한 사례를 볼 수 있다.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해 유아의 인지성장을 도모하고 언격형성과 인간관계성립 

을 도와준다. 또한 자기정서 표현을 통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있는가를 보 

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미술치료를 통해 유아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 

미술치료는 유아의 무의식 속에 있는 위축 행동의 원인을 찾아서 감소시켜 주며 나아 

가 감정을 조절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가 성장 할 때 겪을 수 

있는 사회공포증과 같은 병리적 신경증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위축유아는 자신을 나타내거나 표현하는 것이 서툴거나 움츠러들어 소극적이고， 상 

호 작용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미술활동을 하면서 미술매체를 숙달하는 과정 증에 즐거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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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또 잘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성취감은 유아에게 있어서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 개인적 성장을 

가져 온다. 

미술치료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법이 있지만 위축 성향을 보이는 유아를 대상으로는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한 자기 표현력과 창의성 증진을 추구하는 기법이 었다. 

미술매체를 활용한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감정과 표현능력발달， 창의성발달， 신체적 

발달， 미적 감각， 언어능력， 사회성 발달 등 많은 영역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위축유 

아들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 회복을 도모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자기표현력 및 창의성 증진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위축행동을 보이는 유·아동에 관한 연구는 미술치료를 활용한 연구(김선숙， 2003.; 

김승희， 2005; 최인혁， 2002)와 발달지체 아동에게 미술치료를 활용한 연구(이근매， 

2002), 자기주장훈련을 사용한 연구(권명희， 200이， 집단미술치료를 활용한 연구(진현서， 

2009), 위축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이은미， 201이， 집단미술치료 

를 활용한 찬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김미화 2006) 사회극 놀이를 활용한 연구(강민 

주， 2006), 놀이중심의 사회적 또래상호 작용에 관한연구(황주영， 2007), 업체조형 활동 

을 사용한 연구(정수진 2008) 등이 있다. 놀이미술을 적용하여 문제행동 감소에 관한 

연구는 았으나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한 위축행동 미술치료를 적용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위축행동 유아의 잘 드러나지 않는 내재화 장애와 유아가 성장하면서 

발전될 수 있는 사회적 위축에 대한 예방적 접근으로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한 자기 

표현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미술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다 

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q J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위축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실 

시하여 그들의 내면의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시킴으로써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위축행 

동 유아의 위축행동 감소와 자기 표현력 및 창의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퍼포먼스 미술활동 유아의 위축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둘째，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위축행동 유아의 자기표현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셋째，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위축행동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효과가 았는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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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H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위축행동 

1. 위축행동의 개념과 원인 

위축행동아란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스스로 움츠러드는 유아에게 나타나는 행동 

으로 물러서고 도망하는 행위를 말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적거나 사회관계성 

측정 시 또래의 수용도가 낮은 상태로 정의 할 수 있다. 

Campbell(1989)은 유아의 위축행동이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억제되 

고 제한된 행동이라고 말하였다. 또 신체적 결함이나 초자아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있 

어서 예상되는 실패에 대한 죄의식이나 수치심으로 인한 반응이라고 했다(김선숙， 

2004). 백일몽에 빠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감정적 관계뿐만 아니라 깊은 친구 관 

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환상에 빠지며 고립에 이른다고 하였다. 결국 사회적인 유대 관 

계로부터 떨어져버리게 된다고 한다(이근매， 최외선， 2003), 

Rubin & Hymel(1993)은 위축행동의 이질적 패턴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수동적 위축행동으로 다른 유아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래 

집단으로부터 위축된 경향을 말한다. 둘째는 능동적 고립에 의한 사회적 위축행동으로 

이는 유아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래집단이 아동을 거부 

하는 경향이다. 

이 경우 초기에는 활발하고 수줍음이나 두려움이 없던 유아가 또래들에게 적의적， 

공격적 행동을 함으로써 또래들에 의해 배척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동은 교사나 부 

모에게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의미에 

서 수동적 위축행동과 같게 보이지만， 제멋대로 억지를 부리면서 공격적언 행동을 보 

인다는 점에서 구분된다(김영주， 200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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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축행동의 원언 몇 특성 

위축행동의 원인으로 이근매(2003)는 대부분의 유아는 집단에 속하여 소속감과 만족 

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적응에 문제를 가진 유아는 환경변화에 대한 심리적 긴장 

감과 정신적 갈등으로 위축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Erikson은 어른들의 지나친 보호와 간섭， 행동의 통제와 구속이 심하면， 유아는 수치 

감을 형성하여 훗날 자신이 없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회의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된 

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문희(1997) 역시 위축행동을 보여주는 원언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유아의 발달수준이 원인이 될 수 있다. 2-3세의 어린 아이들은 아직 사회적 놀 

이보다는 혼자놀이나 병행놀이를 선호한다. 

@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회피는 유아가 속해있는 교실의 분위기 때문일 수 도 

있다. 교실에서 가장 어라고 작다고 느끼거나 교실 친구들에게서 압도당한다고 느 

끼며 협박당한다고 느낄 경우， 위축될 수도 있다. 

@ 유아 교육기관에 새로 들어온 유아이거나 일반적인 집단 경험을 해 본 적이 없는 

유아는 새로운 상황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또래들과 상호작용 

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위축성 유아는 자기표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상대방과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과다한 자기 통제가 위축의 원인이 된다. 

위축 행동의 특정을 Ross(1974)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기 안으로 숨는 특성을 

나타내며 유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피하는 형태나 도망하는 행 

동을 보인다’ 고 한다. 

즉，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과는 달리 위축행동을 하는 

유아는 연대의식이 없고， 생산성 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항상 어딘가 불안， 초초하며 불안정한 태도가 보이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합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엉뚱한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특징도 있다. 

황정규(1968)는 위축된 유아의 특정으로 첫째，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둘째，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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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며 셋째， 자기의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위축된 아동은 다른 아동에게 다가가 말을 건다든지 상대를 쳐다보는 등의 

접근적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또래의 권유에 응하는 일도 드물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자기 의사를 잘 표 

현하지 못한다(kauffiman， 1981).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직결 

되고 그것은 또 관계의 질을 빈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열악한 관계 및 상호작용은 유아에게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와 타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악순환을 양산한다. 부정적 이미지는 상호작용의 틀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유아는 자신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호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 유아들은 자존감이 낮고 소극적알 수밖에 없다. 

때로는 사람들 속에 융합되는 것을 두려워해 은둔형 외톨이로 남겨지는 경우도 있다. 

김숭국(1996)의 적응행동검사(K-ABS)의 부적응 행동 중에서 교사가 평가하는 목록 

중 관찰행동은 위축행동과 친사회적행동으로 대별되는데 위축행동의 범주에는 비사교 

적 행동， 수동-회피적 표현행동， 비주장적 행동이 있다. 본 연구자는 이에 더하여 

강민주(2005) ， 이정희 (2000) ， 최세민(1998) ， 권영탁(1996)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위축 

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특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1)비사교적 행동은 다음과 같다. 

@ 흔히 하는 일 없이 멍하니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다. 

@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 유아는 평상시 대부분 또래들과 떨어져 혼자서 있다. 

@ 다른 아동들의 대화나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만 한다. 

@ 시션을 이라저리 굴리며 다른 아동들을 관찰한다. 

@ 멍하니 작은 물건을 만지작거리거나 불필요하게 주변정리를 한다. 

@ 바라보는 것이 무표정이다. 

@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없이 혼자 읽기， 그리고， 쓰기， 만들기를 한다. 

@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화장실이나 급수대로 갈 때 혼자 간다. 

@ 접근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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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동-회피적 표현행동은 다음과 같다. 

@ 어떤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며 다른 아동들에게 자기 의사를 나 

타내지 않는다. 

@ 다른 아동 앞에서 말을 안 하거나 말을 할 때 큰소리로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분명 

하지 않게 말을 한다. 

@ 다른 아동이 말을 결때 쳐다보지 않고 회피한다. 

@ 둘 이상의 다른 아동들이 쳐다보면 금방 얼굴이 붉어진다. 

@ 눈 맞춤을 잘 못하거나 회피한다. 

@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 주위 사람을 모르는 척한다. 

@ 얼굴을 가리거나 숨는다. 

@ 놀이나 겨루기를 피한다. 

3)비 주장적 행동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느낌을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 

@ 남의 지시에 싫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따른다. 

@ 물건을 빼앗기고도 가만히 았다. 

@ 부당하게 매를 맞고도 가만히 었다. 

@ 욕을 듣거나 놀림을 당해도 참는다. 

아와 같은 원인들로 위축 행동을 나타내는 유아는 수줍음 때문에 또래에 대한 접근 

동기가 낮아 사회적 놀이에 서툴고 이로 인해 친구들이 유아를 선택하는 예가 거의 없 

고 또래에게 거부당하거나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자신감 결여， 고립 등과 같은 비 

사회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 

또한 사회적 행동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부정적 

인 인간관계나 실패를 통하여 두려움， 당황， 부끄러움， 짜증， 긴장，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 등을 나타낸다. 

이러한 위축행동의 특성상 부정적인 정서행동들과 달리 눈에 잘 띄지 않아 제때에 

적절한 중재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후에 청소년범죄， 학교중퇴， 불명예제 

대， 정신병리 현상(Parkar & Asher, 1987)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됨으로 위축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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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아에 대한 관심이 더 요구되며 이들의 문제 행동의 감소와 적응 행동으로서의 

강화를 위하여 보다 전문적 프로그램으로 지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축 유아들의 여러 가지 문제행동 감소의 방법으로 유아 미술활 

동의 하나언 퍼포먼스 미술 활동이 대안이 되고 있다. 

제2절 자기표현력 

1. 자기표현( Self-expression)의 개념 

자기표현이란 자기의 감정이나 의지를 타언에게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 수단이 

며 심리학에서는 자기주장의 돗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이은숙， 2002). 

자기표현은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많은 학자들은 ‘자기표현’에 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Wolpe(1958)는 맨 처음 자기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표현력 이란 타인에게 불안 

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갈등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ourard(1963)는 비록 정신치료에 있어서 자기표현이 울분이나 노여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자기표현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과 

느낌의 표현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ourard(1970)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라고 정의하고 았으며， Adier(1979)는 ’자기표현이란 확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폭 넓게 전달하는 능력’ 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한편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이장호(1990)는 자기표현은 불안이 없이 자기 

의 의사 및 감정을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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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였다(김미선， 2011). 

그리고， 엄마경 (2006)에 따르면 자기 표현력은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타인에게 적극 

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었다고 하였다. 

@ 자기존중의 측면으로 이는 자기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억압 하지 않고 솔직하고 

용기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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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존중의 측면으로 타인에게 공격적이거나 독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타인의 권 

리를 존중하며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 정의를 종합하면 자기 표현력은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하며 권려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권랴， 욕구， 생각과 같은 자기주장과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행동을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불안을 느끼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주도적이며 기술적인 바람직한 의사소통 행위 일체를 말한다. 

그 외에도 오은정 (2002)에 의하면 유아들은 창조적 자기 표현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내외의 자극에 대하여 민감하다. 아주 어린 유아일수록 자신이 처한 상황의 역동성 

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한다. 

@ 금기나 성역에 대하여 자유롭다.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도 어른처럼 여러 가지 사항 

을 고려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길 좋아한다. 

@ 활동에 어른보다 더 깊이 몰입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체도구로써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위축행동 유아의 자기표현력 증진 

에 기여하는 영향력을 측정하려 했으므로 임미경 (2006)이 논한 자기표현의 두 가지 측 

면 중 자기존중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자기표현의 팔요성 및 방법 

유아는 출생 후 가족 간의， 그리고 또래와의 많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자각하고 상대방을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 중에서 관계는 더욱 다양 

해지며 갚어지고 복잡해지므로 적극적인 자기표현력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유아는 자기 표현력에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감정표현의 부적절성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져오게 되어 사회생활에서 부적응 행동을 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래관계의 위축 및 불안이 문제인 유아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느낌 

등을 상대방에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익히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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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고 사회성을 향상시켜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chirrmache(1998)는 본래 유아들은 자기표현 방법에 있어 오감을 통해서 자신이 경 

험한 느낌과 생각에 대한 표현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기에 

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언어적 상호작용과 추상적인 상정을 보완할 수 있는 미술 활 

동이 표현수단으로 선호하여 선택하게 된다. 

본능적으로 만들고， 꾸미고， 그리는 활동을 통해서 끊엄없이 무엇인가 표현하려 하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과 주변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 즉 자신의 감 

정과 생각 및 경험을 표현하려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된다(전경원， 2007). 

Lowenfeld(1947)는 유아의 창의적 정신적 성장을 위해 미술이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유아의 관점에서 유아미술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위한 환경의 제공과 격려를 강조 하였으며 표현활동 과정을 중요시 하였다. 

유아에게 미술활동으로 자아표현을 하게 함으로써 크게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마술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반영한다. 

@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 

@ 자신의 성장을 표현한다. 

@ 자신의 환경이나 세계， 그리고 그 자신들과 의사소통을 한다(이근매，최외선， 2003). 

waller(1993) 또한 미술활동은 유아가 소극적이며 내성적일지라도 손쉽고 자연스럽 

게 재료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의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미술활동은 재료를 탐색하고 조작하며 주변세계에 대한 이해와 숙달감을 발달시 

켜 나갈 수 있는 예술적 인 표현을 통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다.(Feeney & Moravcik, 

1987). 

이러한 관점에서 위축행동 유아에게 다양한 미술매체를 제공함으로서 폭넓은 표현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유아에게 있어서 미술활동은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신체， 지각， 창의성， 섬미감 

등의 발달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상능력 증진， 자아개념과 자신감 

강화， 참기쁨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 효과와 가치는 <그림 1>유아미술의 영향성으 

로 설명 할 수 있다(구자홍，오치 영 , 2007). 

- 11 -



혜뿔빨 

醫뿔 

쟁i흥’쨌ξ& 향혈 

혔~정앵 
옳~H￥.5i. 

<그림 1> 유아미술활동의 영향성 

W. Stem(1933)은 유아미술활동의 본질을 지식이나 기술이 아닌 미적 정서로 보았 

다. 기술 쪽 보다는 감정을 더 소중하게 본 것이다. 잘 그리거나 만들지 않았다고 실망 

할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본인이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그리거 

나 만들면 좋은 미술 활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에게 미술활동은 자신만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 느끼고， 보고， 들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다. 유아는 사물의 지각 탐색 느낌을 구별하여 자신의 세계로 

표현하는 과정에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활동은 유아가 미적 체험 

을 통해 느낀 자신만의 세계를 보다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미술활동으로는 수채화， 점토， 만들기， 모래놀이， 색종이 접기， 콜라주， 퍼포먼 

스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표현 방법에 일종인 유아미술활동 종류 중에서 퍼포먼스 미술활 

동을 주된 도구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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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된 유아는 그림을 그리는 것에 홍미와 자신이 없어 표현이 위축되고 수동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퍼포먼스 미술 활동은 유아의 내채되어 있는 욕구 

를 자극하여 유아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느낌， 생각， 지각 등을 자 

기의 작품 속에 표현한다. 

또한 자신의 욕구， 불안한 감정을 발산하면서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다양한 경험은 적절한 사회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퍼포먼스 미술활동 매체는 생활 속에 매체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근하 

며 색과 모양이 다양하여 흥미를 끌 수 었다. 위축된 유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 

를 매체 중에서 찾아서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었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가지고 있는 매체의 종류는 다양하며 방법이나 기법에서도 그 

리고， 붙이고， 자르고， 찢고 하는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축유아는 퍼포 

먼스 미술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에서의 적 

절한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좌절하는 기회를 줄 일 수 있다. 

제3절 퍼포먼스(performance) 미술활동 

1. 퍼포먼스 미술활동의 개념과 변화 

현재 미술 문화는 회화 조각 건축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회화 형식을 탈피한 새로운 

표현 형식의 시각매체를 활용한 미술 영역들을 포함시킴으로 미술의 범주와 의미가 확 

대 되었다. 퍼포먼스도 이 중의 하나로서 광의로는 ‘실행(實行)’이란 돗이며 협의로는 

‘연기， 연주’를 말한다(한국사전연구사， 1998). 

퍼포먼스는 20세기 이래로 현대 예술의 변형과정에서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의 

예술매체 사이의 벽을 허물며 나타나는 새로운 형식에 대한 탐구로부터 그 출발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고정 관념화된 예술의 묶여진 매듭을 푸는 예술 현상으로서의 독특 

한 특정을 가지고 있고 전통적 의미의 음악， 연극， 무용과 같은 공연 예술(Performing 

Art)이 아닌 독립된 장으로서 실험적인 경향의 실연예술(Live Art)을 말한다(강혜경， 

2006). 실연예술은 공연 예술과는 달리 실제로 행위를 함으로써 공간과 상황을 창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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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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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신체성을 강조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과정예술로 불리기도 한다(김영순， 2005). 

즉 예술가들은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써 퍼포먼스를 이용하였으며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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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을 공격하는 매개물로서의 의미를 갖게 한 것이다(김영순， 2005).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퍼포먼스 미술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퍼포먼스 예술은 1909년 미래주의 작가 Marinetti의 ‘미래파 선언’을 계기로 미술과 연 

극의 결합을 통한 장르 간 해체와 통합으로 시작되었다. 퍼포먼스는 어떠한 고정되어 

있는 순간도 허용하지 않으며， 영구히 지속하는 ‘동적인 감각’ 을 추구하는 미래파 화 

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형식이었다. 

미래파 회화 선언은 미래파 극작가 선언(1911년)까지 이어지고 1913년 <버라이어티 

연극선언>이 출간되면서 퍼포먼스의 형식과 이념의 형태를 갖추었다. 버라이어티형식 

은 그 다양성과 무수한 상황， 감성， 이념， 감각， 상정을 몇 분 안에 단순한 몇 개의 언 

어와 몸짓으로 압축하는 ‘총체성’ 의 효과를 가진다(박신의 2003). 이들은 자신들의 사 

고방식 속으로 관객의 관섬을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퍼포먼스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퍼포먼스는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미래파에 의해 예술의 독자적인 매 

체로서 확립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퍼포먼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그 양상이 훨씬 다양 

한 형태로 확산되고 응용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Cage(1948)와 Cunningham(1948)으로 

인해 음악과 무용에서의 실험이 화려하게 펼쳐졌고， 미술에서의 확산이 가능해졌다. 

Cage는 빗소리， 라디오 잡음， 소의 목에 달린 방울 등의 일상적 음향과 소음에서 음 

악을 찾으려 했으며， Cunningham은 걷거나 서 있거나 뛰어오르거나 하는 보통의 움직 

임 대부분을 무용으로 간주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1960년대에 퍼포먼스는 모든 장르를 연결하는 실험 형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매개 

예술’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하게 된다. Rauschenberg 와 Pollock, Oldenburg 등 해프 

닝과 flux 그룹의 퍼포먼스로 이어져 퍼포먼스 예술 시대를 열게 되었다. 60년대에 미 

술가의 비연극적인 행위에 의한 표현형식은 해프닝으로 이어졌고 event 등으로 불렸으 

나 1970년대 이후 퍼포먼스라는 용어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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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말 개념 예술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퍼포먼스는 미술의 전위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작가가 스스로 조각대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 퍼포먼스를 행한 Gilbert 와 

George의 ‘살아있는 조각’에서 신체 개념을 전환하는 형식을 볼 수 있다.80년대의 퍼 

포먼스는 음악과 미술 무용 등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예술과 일상의 구분을 없애 

고 신체를 이용한 자유스러운 표현 양식으로 이어져 오고 었다(이실자， 2011). 

2. 퍼포먼스 미술활동의 특징 및 펄요성 

미술 수업에서 퍼포먼스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면서 퍼포먼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점차로 수용해 나가게 되었다. 퍼포먼스의 개념과 놀이의 형태를 접목하여 미 

술을 내용으로 한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언어나 다른 전달 수단에 의한 소통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유아가 사물과 환경을 탐색하고 경험해 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자유 

롭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즉 유아들이 미술을 쉽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학습법’ 인 것이다. 

또한， 유아의 자연스러운 놀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호기심과 탐구심， 표현하려는 욕구 

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집단조형 놀이나 폼에 그리기， 업체적인 만들기， 자 

연과의 친화성을 위한 자료， 행위적인 미술 자료 등과 찍기， 흘리기， 그리기， 붙이기 등 

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또한 유아들의 흥미 대상인 색상， 형태， 재질 

감 등이나 움직이고， 빛나고， 감명 받은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 별， 비， 

눈， 구름， 식물 및 동물들의 자연현상과 시계， 빛， 종소리， 자동차 등 여러 가지 기계 

등을 다룬 과학적 현상，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화적 꿈이 담긴 환상적 상상의 

내용 둥도 유아의 발달 특성과 적절한 소요시간을 맞추어 제시해 놓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자료나 재료의 다양성 그리고 소요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유아들의 

기분전환과 흥미유발을 비롯한 창의성 발달에 자극과 활력이 되고 있다. 

최근 많은 사회적 변화를 통한 유아의 심리적인 불안이나 갈등도 퍼포먼스 미술활동 

을 통하여 유아가 일상의 경험을 통해 느낀 것들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감성으로 해석 

하고 표현하게 되는 것을 마음껏 표출함으로써 심리 치료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줄 수 

I 
J 

-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영향으로는 

첫째， 퍼포먼스 미술활동 안에서 재료탐색을 통한 동기유발을 시작으로 그 재료의 

성질과 사용 방법을 이해하여 표현하는 활동으로 연결한다. 즉， 유아에게 자기표현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다 

양한 재료들을 미술활동에 끌어들여 자유분방한 표현의 장을 열어 자신의 생각과 의지 

를 자유롭게 표현시컴으로써 창의성을 키워나가게 된다(이성미， 2006). 

둘째，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기존의 정적 표현 위주의 미술방식에서 벗어나 신체를 

많이 이용하는 동적 미술 활동이다.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만져보 

고 뿌려보고 범새를 맡아보고， 던져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느낀 점들을 그림으로 표현 

해 보고 몸으로 체험하며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내용은 미술이고 방법은 놀이인 형태이며 기존의 결과물을 완성해야 하는 미술활동 

과는 달리 자유로운 미술활동을 통해 내적동기를 부여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 

며 유아들의 성취도를 높여 스스로의 활동에 만족할 수 있는 미술활동이라고 할 수 있 

다(이성미， 2006). 

또한 이를 통하여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힘들고 억압되었던 그들이 내면세계의 문제 

나 자신의 두려움， 희망， 상처， 갈등， 느낌 등의 마음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 하고 들 

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미술표현에 있어 어떠한 형식이나 방법의 틀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그리기， 만들 

기 등의 표현방법을 자유롭게 선택， 발견하게 되고 세상과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해 준다(이설자， 2011). 

이러한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유아의 행동과 모든 조형 활동에 의미를 부여한다. 따 

라서 퍼포먼스 미술 활동은 유아가 가장 즐겁게 몰입하는 놀이를 적용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이나 표현주제를 어떤 형식에 억매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개념， 상상， 느 

낌들을 제한 없이 표현하는 중요한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셋째， 유아들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다. 유아의 감정과 사고의 폭을 넓 

혀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하면서 내적 

긴장완화와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아들 자신의 개인 경험과 상상들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확산적 사고의 과정을 중요시 하여 실수가 부끄럽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가능성을 자신감 있게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표현중섬의 미술활동을 소 집단적으로 진행함으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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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효과를 보고 있다. 교사는 방법을 제시하며 지나친 간섭을 피한다. 유아들은 외부 

의 간섭이나 방해가 없다면 마음속에 숨어 있는 감정과 총체적인 경험을 그림 등의 조 

형 활동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려는 욕구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래친구들과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상상놀이나 연합놀이， 협동놀이와 같은 행동이 촉 

진되는 프로그램을 유아들 스스로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껏 시도해 봄으로써 가장 적당 

한 표현 방법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유아의 재료활용과 표현능력을 발달시켜주고， 긍정적 

지각을 형성시키며， 미적 정서의 발달과 다양한 탐구능력을 배양해주므로 본 연구과정 

에서 이러한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유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탐구하고 표현하며 자율 

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도록 도와 위축행동유아의 자기 표현력과 창의성 증진에 도 

움을 주고자 한다. 

제4절 창의성 

L 창의성의 정의 

창의성은 Plato에서 Rousseau, HerberSpencer(英:1820-1903) ， John Dewey(美:1859

1952)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지적 특성으로 이해되어 20세기 이전에는 소수인만 갖는 

선천적 인 특수능력으로 간주하다가 1920년대에 들어서 Gestalt학파가 창의 적 사고를 

연구하면서 ‘재구성’ 이란 개념을 창의적 문제해결의 기본으로 중시하였다(이봉순， 

2006). 그리고 1950년대 Guilford가 미국 심리학회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한 

것을 계기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Guilford(1952)는 창의성을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로 개념화 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수렴적 사고란 주어진 자료로부터 논리적인 결론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유일한 해 

답을 얻는 것 또는 관계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에 이르게 하는 사고방식이고， 확산적 

사고란 문제에 대한 무제한적 반응을 찾는 자유분방한 사고로서 특정한 반응에 얽매이 

지 않고 새로운 것을 널리 탐구하는 독창적인 사고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창 

의적인 문제해결 및 발명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사고라고 하였다. 

Thurstone(1962)은 창의성에는 필연적으로 새로움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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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 이상의 발명이나 천재적 사고만을 일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실현， 자기표 

현의 욕구에서 비롯한 상상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또 1963년 Osborn(美:Alex Faickney Osbom 1잃8-1966))은 창의 성 이 인간 모두가 

지니는 보편적 능력이며 인간은 누구나 그 양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창의적 

능력을 보유하고 았다고 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면 창의성은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제반의 문셋거리를 개인 나름의 새롭고 유용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의미한 

다. 

국내에서는 조성연(1990)이 Thurstone과 Osbom의 이론을 종합해서 창의성이란 어 

떤 사태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통찰과 사고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 기존의 것과는 다 

른 아이디어나 형태， 관계양식 및 해결방법을 산출해내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공통 

적으로 가지는 특성이라고 했다. 그리고 박아청 (1992)은 창의성이 평범한 것 이상의 놀 

랄 만한 새로운 발명이나 생산적 사고와 착상 및 독창적인 사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당면하 

는 여러 사태나 문제를 새롭고 특유한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창의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양한 것은 창의성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 

문이다. 섬리학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정의에서 크게 세 가지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1)인지 능력적 관점 

창의성을 주로 지능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지적 능력의 한 특성으로 간주함으로써 창 

의적 사고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Guilford가 대표적이다. 지적 구조모형을 제시한 

Guilford는 확산적 사고가 창의성의 사고 기능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창의성에 대한 새 

로운 연구를 하였다. 그는 지능과 확산적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 높은 지능 수준이 창 

의성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고 하였다. 창의성을 지적 특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인이 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그의 창의성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지적 특성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 및 기질적 특성 

과 결합될 때 창의성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입장에 속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2)과정적 관점 

문제 해결 과정론의 입장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 

추면서 방법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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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자들은 창의적 사고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G. Wallas(1962)는 창의 적 사고 단계를 4단계로 나누었다. 

(가) 준비 단계(preparation stage)는 문제 해결의 준비 활동을 하는 단계로써 문제에 

대해 자유스럽게 사고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해결 대안을 탐색하는 등 자연스럽게 

여러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가지는 단계로 문제를 의식하고 여러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탐구한다. 문제를 명료하게 한다는 것은 

곧 그 해결안을 조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 

에서는 문제를 정의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하여 분석한다. 

(나) 부화 단계 (incubation stage)는 문제 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르는 기간이 짧게는 몇 분에서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지나는 경우가 었다. 준 

비 단계에서 접했던 문제의 해결책이 즉각적으로 떠오르지 않고， 시간 간격을 두고 

떠오르는 것이다. 따라서 부화 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 활동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소극적 무의식적인 활동으로서， 개인이 원래의 문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 

각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적극적인 무의식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문제 상황에 관여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원래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다) 발현 단계 (illumination stage)는 창의 적 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 이 추구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단계이다. 계속적인 부화 단계를 거쳐 갑자 

기 나타나는 직관이나 통찰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변 

순간적으로 알아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무의식적 정신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 

지면 감추어져 있던 아이디어가 ‘아하’ 하고 떠오르는 단계이다. 현대 과학에서 거 

의대부분의 창의적인 산출물은 바로 발현 단계의 산출이다. 그러나 발현 단계가 언 

제 나타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라) 검증 단계 (verification stage)는 발현 단계에서 나타난 해결책은 검증 단계를 거 

쳐 확정된다. 검증 단계에서는 암시된 해결안으로써 아이디어가 적절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적절한 것으로 판정되면 그 아이디어를 완전한 아이디어로 정리 

하여 적용하게 된다.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는 계속적으로 검토， 발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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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rnholtz(獨:Hermann Ludwig Ferdinand von Helmholtz, 1821-1894)는 자신 의 경 

험을 기초로 새로운 사고 형성을 준비， 부화， 조명의 3 단계설로 제안했다. 여기에 수 

학자인 푸앵 카레 라(佛:Jules-Henri Poincaré, 1854-1912)의 사적 연 사고 경 험 을 검 증 

단계로 추가하여 Wallas는 창의적 사고의 4단계설을 제안했다. 이에 Rossman은 710명 

의 발명가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기초로 Wallas의 4단계설을 7 

단계설로 확장시켰다. 

(가) 해결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관찰하는 단계 

(나) 필요한 것을 분석하는 단계 

(다) 가능한 모든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 

(라) 모든 객관적 해결책을 형성하는 단계 

(마) 제안된 해결책의 장·단점을 따져가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단계 

(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단계 

(사) 가장 유망한 해결책을 검증하고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단계를 통해 최종적인 것을 

선택하고 완벽하게 하는 단계로 나뉘었다. 

]. Dewey(1960)도 그의 <사고하는 방법>에서 과학자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기초로 창의적 사고의 다섯 단계를 제안했으며 Dewey의 문제 해결 단계설은 모두 다 

수학이나 과학 등 자연 학문을 기초로 구안되었다. 

(가) 어려움을 감지하는 단계 

(나) 반성 활동을 통해 문제를 더 명백하게 정의하는 단계 

(다) 가능한 해결 대안의 출현 단계 

(라) 가능한 해결책을 분석하는 단계 

(마) 해결책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단계 

A. F. Osbom(1962)은 창의적 과정을 7 단계 모형으로 확장하였는데 이는 논리적， 

분석적， 비판적 측면과 함께 직관적， 종합적， 수용적 측면을 하려는 시도다. 

(가) 해결 방침을 결정하는 단계 :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 

지를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나) 준비 단계 :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이를 위해 요구 되 

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 준비하는 단계이다. 

(다) 분석 단계 :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 20 -



(라) 관념 형성 단계 : 아이디어를 기초로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마) 숙고 단계 : 설정된 대안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조용히 생각하는 단계이다. 

(바) 종합 단계 : 문제를 부분별로 떼어내 고려했던 해결책을 전체적인 틀 속에 짜 맞 

추는 단계이다. 

(사) 평가 단계 : 최종적으로 나타난 아이다어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이 창의성의 문제해결을 위한 요소로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사고 중에서 

도 최상위계의 사고로 여러 방향으로 탐색하거나 다양성을 찾는 등 다수의 반응을 유 

도한다.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게 되는데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기본적인 지식， 정보， 

아이디어를 찾아 해결에 도달한다. 

결국， 창의성은 하나의 과정으로 몇 개의 단계들이 포함 되지만 이를 고립하여 작용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작용하고 서로를 촉진한다(최미현， 2003). 

3)정의적 관점 

창의성을 성격， 동기， 욕구의 일부분 또는 태도로 설명하려는 관점으로 대표되는 

Freud 정신분석학파와 창의적 성취와 자아실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Maslow 자아 

심리학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Freud(1939)는 창의성을 무의식의 과정으로 설명하며 

갈등 또는 억압된 정서의 누적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상 같은 창의적 상상 

을 창의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Maslow(1976)는 인간 욕구 5단계 중 마지막 단계연 자 

아실현은 창의성과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창의성은 자아실현의 정도에 달 

려 있다고 설명하였다. 

Rogers(1959)는 창의성에 대한 동기는 자기실현의 시도로부터 시작되며 모든 경험에 

대해 개방을 하며 자신이 유기체임을 신뢰하고 결정이나 행동에 자발적이며 자기를 둘 

러싼 풍요로운 삶의 작용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성장하며 발달한다고 하였다. 

한편 창의적인 사람들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성격 특성을 강조하여 창의력을 설명하 

는 학자들이 있다. 

1962년 Torrance(美:Ellis Paul Torrance 1925-2003))는 창의 성 이 사고와 판단에 서 의 

독창성， 즉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 다른 관점，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낙관적 

인 태도， 모험심등 창의성의 성격적 요인으로 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신의 일에 대한 

몰두와 집념， 민감성， 산물을 당연한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Williarns (1980)는 창의적인 사람의 성격인 특성으로 낙관적인 태도， 모험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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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용기， 호기심， 자발성， 사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Mackinnon(1978)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직관적이며 섬미적인 민감성， 활동적이고 

지속적인 근면성과 자발성을 들었고， Barron(1988)은 문제 해결에서의 자발성과 도전 

성 독립적인 판단력， 문제에 대한 민감성， 호기섬， 근면성， 개방성 무질서를 수용하는 

태도 등을 창의적인 사람의 성격 특성으로 간주하고 었다. 

4)통합적인 견해 

창의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경향들을 살펴보면， 이전 연구들을 부분적으로 통합하면 

서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통합적 내지 종합적 접근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창의성이란 인간 고등정신의 기능으로 기존의 것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새 

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어떤 문제 상황 하에서도 새롭고 독특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적인 특성과 인지적인 특성이 포함 

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창의성은 후천적인 교육이나 환경을 통해 개발시킬 

수 었다고 간주한(김 연옥， 2006) , 

창의성의 정의가 다양한 만큼 창의성의 구성요인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창의적인 사고에서 요구되는 기능은 전반적인 사 

고과정에서 요구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며，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해 주 

는 민감성， 다양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상상력 등과 같은 능력적인 측면의 

기초를 들고 있다. 

(1)창의적 사고 기능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의식은 개인에 따라， 그리고 사고과제의 성 

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창의적 사고 기능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자들마 

다 창의적 사고 기능의 구성 요인들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나 공통 요인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등을 들 수 있다. 

@ 유창성 (fluency) 

유창성은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양적 

인 사고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의 목적 또한 궁극적으로는 보다 독창적이며 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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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려는 데 있다. 사고의 과정에서 우선은 사고의 한계를 설정 

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많이， 산출하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사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다 독창적이며 훌륭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데 었으 

므로 유창성이 높아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 낼수록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만족할만한 해 

결책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 융통성 (flexibility ) 

융통성은 고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환시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고 기능이다. 즉， 융통성은 한 계열의 생각으로부터 다른 생각으로 변환시키는 능력 

이며 아울러 새롭고 다른 방법으로 감지하는 능력이다. 융통성은 문제해결과 창의력에 

있어서 폭넓은 형태로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새로운 종류의 아 

이디어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대안 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상황이나 아이디어를 찾도 

록 유도하는 사고력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직된 시각으로 사고하는 것을 막아준다. 

즉，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발상 자체를 전환시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생각하 

는 것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실생활 장면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 

으로 유창한 사고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사고의 관건이 된다. 

@ 독창성 (originality ) 

독창성은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사고 기 

능이다. 새롭고 독특하며 종전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차원으로 조합하는 비상한 아이디 

어를 만드는 능력으로 일상 관행 상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만의 고유함을 추구하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의 이상적인 목표는 사고의 독창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고는 평소에 가능한 한 특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가능하다. 독창성에서는 전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던 아이디어들 간에 

관계를 형성하는 연합적인 과정으로 볼 수 었으며 유아들이 연습을 통해서 비상한 아 

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서 증진 될 수 있다. 

@ 정 교성 (delicacy) 

정교성은 다듬어지지 않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보다 치밀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사고 

기능이다. 그것은 자세하게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빈 공간을 메우고 관련 있는 아이디 

어를 그룹화하고 확장하는 능력과도 통한다. 즉 창의적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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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이미 산출된 많은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이 

아이디어를 최종적인 산출에 비추어 평가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사고가 필요하다. 

다만， 유아의 경우에 아이디어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비레하여 정교성 

있는 아이디어도 부족하기 마련이다. 또 선택된 아이디어를 충분히 고려하여 세련되게 

정제하는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집중력이 부족하므로 정교성이 떨어진 

다. 

그러나 유아들은 하나의 작품을 보고 다양한 상상을 발휘해 낸다든지， 독창적인 발 

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이 창의적 발상과 소통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들이 더욱 창의적으로 발달해 갈 수 있도록 새로 

운 아이디어를 계속 산출하면서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퍼포먼스 미술활동 또한 유아들이 활동놀이 속에 나타난 현상이나 결과물을 보고 다 

시 연상하여 확산된 상상력과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실과 

상상을 통한 독창적 사고 세계의 표출을 도와주며，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조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2. 퍼포먼스 미술활동과 자기 표현력 및 창의성의 연관성 

유아들은 감정이나 지각을 미술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언어 능력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의 일종이지만， 나이가 어린 유아일 

수록 문자를 대신하는 표현수단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유아는 그림 

을 통해 그들의 사고와 느낌， 공포와 욕구， 희망과 좌절， 충동 등 내적 세계를 투영한 

다. 

유아미술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Rubin은 유아 미술에서 나타나는 창의성을 자유와 

질서 그리고 통제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창의성의 과정은 역할에 있어 융통성 

있는 양자택일을 요구한다. 

Barron(1988)은 창의성 과정에 있어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 자제할 줄 알고 더 많 

은 융통성을 갖기 위한 습관을 가져야 하며 질서를 실현시키기 위해 무질서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하고 통합을 위해 혼란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때로는 혼란을 불러들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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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표현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독특한 것을 감지하여 명백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술과 힘을 의미한다. 

특히 미술활동은 인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창의성과 관련되어 었다. 미술을 통한 

창작 활동은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자발적，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며 자기 나름 

대로 감동과 개성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그리기와 꾸미기와 만들기， 조형하기 등의 비 

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유아는 재료를 사용하는 새 방법을 찾아내 문제를 발견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유아는 생산적 사고나 확산적 사고에 의한 새로운 아이디어 

산출이나 새로운 유형의 사고를 신장시키게 되므로 미술활동은 창의성 발달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미술에서는 재료와 매체를 통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창출 

하며 작가의 모든 것을 표출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아들에게도 재료와 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느끼고 이해하게 함으 

로써 미술을 하나의 놀이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면 보다 넓은 사고를 불러일으 

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여다. 즉， 놀이와 미술， 그리고 놀이와 미술을 결합한 

개념의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결국 창의성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서로 밀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인 표현 활동인 미술활동은 인간아 지닌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시·지각을 향 

상시켜 줌으로써 주체적인 표현과정을 통해 미적 정서가 고양되며 이러한 다양한 경험 

들은 유아의 조화로운 성장에 도움을 준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에서 매체로 사용되는 미술은 창의성과 깊은 관계를 갖고 었다. 

미술은 유아가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서 

를 창조하게 해준다. 유아의 창의성은 개개인의 기질이나 성품에 따라서 다른 타입으 

로 나타나며 미술의 경우 독창성을 부여해 준다. 

미술과 창의성 관계의 중요성을 개념적으로 정착시킨 Lowenfeld는 미술교육을 강조 

하면서 미술을 아동에게 교육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술에 의해 창의성을 개발 

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미술을 통한 창조활동， 바로 그 자체가 보다 나은 행동 

을 위한 새로운 통찰력과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창조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창조행위 그자체로 보았다. 

이러한 창의적 미술활동의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유아의 주위 환경과의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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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아가 색칠하고 만드는 모든 경험은 주위환경과 동화하고 그것에 유아 자신을 투 

사하는 끊엄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유아에게 표현의 자신감을 갖게 하고 거기서 과거의 경험을 넘 

어서는 힘과 현실에 맞부딪히는 힘이 창조력이라는 형태로 바뀌어 가게 된다. 

또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하는 동안 무엇을 만들 것인가? 재료나 도구를 어떻게 이용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고 도전해 보고 문제에 부딪혀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과 다르게 

새롭고 독특한 사고를 해봄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다. 

미술활동에서 창조의 과정은 자신의 내부에서뿐 아니라 또래와 협동 작업을 통해서 

도 쉽게 일어난다. 재료의 다양성， 편안하고 안정된 장소， 충분한 시간， 일관되고 명확 

성 있는 공간， 재료 등을 제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질서와 심리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정 

성， 유아의 생각과 작품에 대한 존중， 민감하고 조섬스러운 관찰， 진지한 경청， 지지와 

즐거웅 등이 제공되는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유아의 창의성 성장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좋은 경험이 훌륭하게 창의성을 발달시킨다는 Kleep.p의 말처럼， 퍼포먼스 미술활동 

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미술활 

동인 것이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에서 유아의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풍부한 자료와 자극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고 지식 습득의 기회로 근거를 제시해 주며 

성취한 것에 용기와 칭찬을 줌으로써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해 위축된 유아의 발상의 전환， 적극적인 

태도로 탐색하기， 감정표현 등을 활용하면서 독창적이고 개방적인 창의성을 개발하게 

되어 자기표현력 증진에 효과를 가져 올수 있게 하려 한다.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해서 창의성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동기부여를 통해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 주변의 예술적 요소를 탐색하고 탐색한 것에 대해 표현활동을 진행한 

후 끝으로 감상 활동을 통해 섬미적 판단과 가치 인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해 

내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1)탐색활동 

연구자의 적절한 동기 부여에 따라 유아는 이전에 본 것과 느낀 점， 경험 등을 상상 

력과 표현력을 동원하여 화지 위에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적절한 동기부여는 유아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구채적으로 표현하기 쉽게 도와준다. 

탐색활동은 자신의 감각적， 직접적 경험을 통해 주변의 예술적 요소를 찾고 느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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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재료와 도구들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말한다. 재료는 표현 방법을 결정짓는 중 

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이미지， 생각， 느낌을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낸다. 

다양한 재료 탐색은 시각적， 촉각적， 경험 및 특성의 이해와 미적 요소의 탐색이 이 

루어지는 미적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바로 탐색은 자연과 주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예술적 요소들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과 지각력을 높여 줄 뿐 아니라 창의적언 표 

현 능력과 감상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주고 촉진 시켜 주는 활동언 것이다. 

2)표현활동 

표현활동은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자유롭게 창 

의적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 영역이다. 창의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잠 

재되어 있는 것을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며. 유아들의 표현활동은 자 

신이 경험 한 것， 자신의 감정과 생각， 자신에게 중요한 사건들로부터의 지각과 느낌을 

반영한다. 유아들은 그림을 표현 할 때 자신의 오감의 감각들을 통해 습득된 지각과 

사소한 것을 조형 활동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형 활동은 다양한 조형재료와 도구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종이에 그리고， 

찢고， 자르고， 붙여보고， 구겨보고， 만들기， 물놀이， 모래놀이， 점토놀이 등으로 이루어 

진다. 자발적인 조형 활동을 위해서는 유아들의 적절한 흥미유발과 다양한 매체와 재 

료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자기표현 활동을 통해서 창의성이 증진되고 생 

활이 풍부해지며 무엇인가 성취한다는 기쁨과 자신감을 만족 시키도록 해야 한다(김신 

영， 2001). 

창의성은 여려 유형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한 다음 자기 나름의 생각과 사고로 주 

변의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마음껏 표현해 보는 과정에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 

다. 

3)감상활동 

유아는 자신과 친구들의 조형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비교하고， 평가해 

보는 경험을 통해 감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표현활동은 미적 판단과 가치를 내면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감상을 통한 섬미적 판단과 가치 인식은 새로운 아이 

디어와 느낌을 주며 새로 시작하는 창의적 표현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자기표현 속에 감상의 경험을 반영한다. 감상은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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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 좋은 점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음미함으로써 개개인의 조형감각을 키우고 동 

시에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나 사회에 대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다. 즉 서로 

의 작품이나 자연을 보고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인간관계， 

사회성의 육성에도 관련을 맺고 았다고 볼 수 있다(차주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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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m 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시 소재의 M 미술학원에 다니는 유아들로 현재 일반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6세 유아 30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작성한 K-CBCL(아동.청소년 행동 

평가척도)에서 위축정도가 70T이상으로 높고 연구자가 관찰한 결과 위축성 행동 유아 

로 판단되는 유아 8명을 실험집단 4명과 통제집단 4명으로 구성 하였다. 

부모님이 작성한 K-CBCL의 위축행동 목록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의 전반적인 행 

동관찰 결과에 의한 일반적인 특성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연|성 

상|령|별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행동 특성 

가정환경 연구 대상 유아의 행동특성 관찰 

경찰인 아버지는 너무 

엄격해서 행동 하나하나 I • 엄마와 함께 있을 때에는 의사전달 및 표 
에 지적을 자주 한다. 나 | 현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엄마를 통해 전 

이차가 많은 형 (13)은 동 | 달하고 표현하려 한다. 

AI 6 
생(본인)과 놀아주지 않 I •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수줍어하며 소심 

남 I ~'~ -_" -._. _ ._ .~ I 
아 혼자 노는 시간이 많 | 하다. 

으며， 형이 사춘기를 겪 I •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적극적인 표현 
는 중엄으로 아버지에 | 이 안 된다. 

대한 반항심으로 동생을 I •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만 한다. 
가끔 때리곤 한다. 

엄마는 노산으로 태어난 I • 소심하고 자기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발표 
BI 61 여 I~:- - _ ~~~I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 | 할 때 끝말을 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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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 

• 발표를 시키거나 질문을 해도 바로 답변을 

CI 61 여 ’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맞별야로 인해 자매끼리 

; 지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하지 않는다. 
C와 D는 쌍둥이로 아주 | 

@ 위축되어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8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만 한다. 

• 고집이 아주 세며 친구들과 놀 때에도 한 
부모님이 퇴근 하실 때 l 

친구만을 의지하면 논다. 
까지 돌보아 주시는 이 

@ 하원 시 엄마가 아이에게 선생님께 인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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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적극적인 표현이 안 된다. 

@ 물건을 빼앗기고도 가만히 았다. 

쩨2철 연二몫 햄채 옐 쟁차 

1) 연二륨 쟁책 멸 점자 

본 연구에서는 퍼포먼스 미술활동야 위축행동 유아의 창의성 및 자기표현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2013년 l월부터 4월까지 주1회 50분씩 총 12회기에 걸쳐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실시한다. 

그 효과를 검증하기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K-CBCL검사， 자기표현능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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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도형 창의성 검사(K-FCTYC)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의 특성에 맞추어 퍼포 

먼스 미술활동 내용을 구조적인 회기로 구성한다. 

사전검사는 프로그램 진행 전에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종결 후에 실시한다. 

2) 퍼포면스 미술활동 회가별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의 근거는 퍼포먼스 미술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강혜경， 2006; 정혜렴， 

;2006 이지선， 2007; 이미 영， 2008; 장인주， 2009)의 프로그램 등을 참고로 하였다. 단계 

별 내용과 목표를 선정하고 회기수를 결정한 다음 각 회기별 목표 및 활동 내용을 선 

정하였다. 각 회기는 친밀감 형성， 긴장 이완，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여 자신감을 증진 

시키고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절차는 초기， 중기， 종결단계로 구분하고， 각 회기마다 탐색활동， 표현 

활동， 감상활동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탐색활동은 유아가 감각적 경험을 통해 매체를 느끼며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고 그 

느낌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표현활동에서는 매체에 대한 자선의 느낌을 표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놀이하고 조형 활동하며， 감상활동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 

낌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의 단계별 내용과 목표는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 단계별 내용과 목표 

단계 표
 

목
 

· 

초기단계 

(관계형성) 

r4회기 

• 조형의 기본 요소인 점， 선， 면， 색채를 경험하게 한다. 

• 다양한 재료를 오감을 통해 탐색하게 하고 재료에 대한 흥미 

유발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퍼포먼스 미술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저하시킨다. 

중기 단계 

(자기탐색， 

• 다양한 재료의 활용을 통한 확산적 사고 표현을 유도한다. 

• 적극적인 미술활동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산할 수 있도록 

-‘ ‘ 
ι
 



감정표출) 

5-8회기 

한다. 

• 자신의 생각을 그림이나， 언어 또는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 

는 기초적인 능력을 습득한다. 

종결단계 

(자기표현 및 

창의성향상) 

9-12회기 

•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창의적인 미적 표현 능력을 기 

른다. 

• 또래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유아 개별 생각을 촉진하여 아이 

의 창의적인 생각을 타언에게 말로 표출 할 수 있도록 한다. 

• 친구들과의 협동 활동을 통해 긍정적 지각형성 및 사회적 상 

호작용을 향상시킨다.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 총12회기의 구성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회기별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 

기대 
주제 

회 
활동목표 

효과 기 
활동내용 

사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 점(펴=폼 

프nε 프 nEi E; 

친밀감형성， 
폼)을 서로 굴라며 재미난 미술놀이로 탐색한다. 

이(점의 l 판에 스폰지 같은 질감의 접(폼폼)을 붙이는 놀 친밀 긴장 이완 
감 탐색)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긴장 이완을 가져오고 나 

형성 타나는 모양을 탐색한다. 

~ 
알록달 

연구자가 만든 우E락 도형을 이용한 활동 놀이 

감정 
록 모양 

친밀감형성 를 통해 사물을 구성하는 기본 모양을 관찰 탐 
2 

발산 
놀이 

기초조형이해 색한다. 기본 모양의 특정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사물을 표현해 본다. 

빨강 3 홍미유발， 물감의 빨간색을 벽에 붙인 전지 종이에 뿌리거 

” 
ι
 



나 스폰지에 묻혀 비벼보는 미술놀이를 통해 기 

나라 
기본요소중 본 삼색 중 빨강을 이해한다. 사과， 장미， 태양 

색 탐색 등을 그리게 하여 빨강색의 여러 가지를 변별하 

는 능력을 기른다. 

빨，노，파 
기본 삼색인 빨강， 노랑， 파랑 물감을 전지 종이 

흥미유발， 
에 짜서 손이나 붓으로 혼합하고 라이트 박스를 

혼합 4 기본삼색과 

놀이 혼합의 이해 
이용한 미술놀이를 통해 기본 삼색과 혼합색의 

특정을 이해한다. 

도깨비 
자기표현， 

옛날이야기에 등장하는 도깨비의 모습을 유아가 

상상 5 변신하는 상상해본다. 변신한 자신의 모습을 상 

놀이 
감정표출 

상한 도깨비의 모습으로 재미있게 표현해본다. 

연구자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얼굴표정을 통해 

움직 
얼굴의 움직임을 관찰 탐색하고 거울을 보면서 

감정 이는 
자기표현， 따라 해 본다. 그리고 아쿠아 비드의 특성을 이 

6 
과 내면표출 용해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의 독특한 얼굴 
행동 내 얼굴 

을 표현해 보면서 그리고， 만들어 보면서 감정표 
표출 

현을 표출하고 자기표현 능력을 기른다. 
디~ 

계절의 느낌을 연상되는 색으로 표현해 본다. 
자기 

자기표현， 각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의 특정을 그려보는 
표현 변하는 

자아존중감 과정을 통해 색채와 계절에 대해 감정을 느낀다. 7 
나무 

향상 그리고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물어 유아와 

의 관계를 연결하여 자아 존중감을 향상 시킨다. 

뚝딱 
자기표현， 

스치로폼을 이용한 목공놀이를 통해 나만의 의 

뚝딱 8 자를 만들고 색칠해 보면서 손 조작 및 만들기 

내 의자 
사회성향상 

를 체험한다. 

자발 빔을 이용하여 숲과 다양한 동물을 보여주고 동 
성과 

물의 특정을 관찰， 탐색한 다음 유아가 자기가 
자신 가축 자기표현， 

좋아하는 동물이 되어본다. 그리고 무서운 동물 감 9 
동물 사회성향상 

~ 과 약한 동물로 동물놀이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 

창의 하여 사회성을 향상시킨다. 또 여러 종류의 천과 

경
 



솜을 이용해 나만의 동물을 만들어 본다. 

해저 

탐험 

1 빔을 이용하여 해저세계를 보여주고 패트병으로 
자기표현. I 

'_ I 만든 산소통을 이용해 해저탐험놀이를 하면서 
101 창의적 표현 l 

| 바다 속을 상상해 본다. 그리고 상상한 바다 속 
향상 

을 전지에 창의적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적
 

협
 

거인 

나라 

공룡 

업체 

그림 

교실에 나뭇잎을 뿌려놓고 벽에 거인의 그림을 

자기표현， I 그려 숲속을 연상하게 하고 유아가 숲속의 거인 
1U 창의적 표현 | 이 되는 상상으로 자기표현을 하며 물감 활동 

향상 | 중 데칼코마니 기법을 통해 창의적 표현을 유도 

한다. 

공룡그림을 퍼즐로 만들어 조각과 조각을 연결 

하여 그림을 완성하는 놀이를 통해 공룡의 형태 

적 특정을 관찰， 탐색하고 공룡의 행동을 하면서 

자기표현을 한다. 그리고 공룡장난감을 찰흙으로 

자기표현， 

121 창의적 표현 

향상 찍어 그 안에 석고를 부어 만들어 조형의 기초 

능력을 기르고 다음으로 자신의 발자국을 찍어 

본다. 

제3절 연구 도구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료 처라를 실시하였다. 

첫째，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유아의 위축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축행동 K-CBCL 검사를 사전 • 사후 실시하여 비교 분석한다. 

둘째，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유아의 자기표현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 표현력 검사지로 사전 • 사후 비교 분석한다. 

셋째，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K-FCTYC)를 실시하여 사전 · 사후 비교 분석한다. 

넷째，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유아의 위축행동 감소와 창의성 및 자기표현력 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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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활동 과정을 희기별로 작성한다. 

1. K-CBCL(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검사)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제작한 CBCL(아동.청소년 행동 평가척도)을 오경 

자와 이혜련(199이이 번역하며 표준화한 K-CBCL를 사용한다. 이 행동평가 척도는 부 

모 혹은 아동，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어른이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선별해 내는 판별도구로 진단 보조도구로 널리 사용되는 도구이다. 

K-CBCL은 크게 사회 능력 척 도(Social Competence Scale)와 문제 행 동증후군 척 도 

(Behavior Problem Scale)로 구성되어 었다. 

사회능력 척도는 친구나 또래와 어울리는 정도， 부모와의 관계 등의 사회성을 평가 

하는 사회성 척도(Social Scale)와 교과목 수행정도 학업수행상의 문제 여부 풍을 평 

가하는 학업 수행 척 도(School Scale) 또 총 사회 능력 척 도(Total CompetenceScale) 등 

모두 3개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는 ‘말다툼을 한다’ ‘자기 물건을 부순다’ 등의 119개의 문제행 

동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행동의 빈도에 따라 3점 척도로 평가된다.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에는 위축 척도， 신체증상 척도， 불안， 우울 척도， 사회적 문제 

척도， 사고의 문제 척도， 주의집중 문제 척도， 비행 척도， 공격성 척도와 내재화 문제 

척도， 외현화 문제 척도 등 모두 10개의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와 4-11세에만 적용되는 

성문제 척도， 그리고 한국 특유의 정서불안정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 중 위축척도 9문항을 부모가 평가하는 검사지로 이 

용하였다. 

위축 척도 점수 범위는 0-18점이며 각 항목은 0점 (전혀 없다}， 1점(가끔 보이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2점(자주 있거나 심한 경우)의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있 

다. 

원 점수를 표준화된 T점수로 환산하여 63T이상이면 엄상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하며 문제행동 중후군 척도들에 대해 70T점을 기준으로 엄상범위로 판단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신뢰도는 .76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K-CBCL의 문제행동 증후군 문항 중 위축 척도 

에 해당하는 문항은 <표 4>과 같다. 

π
 ι 



<표 4> 위축 9문항 척도 

42. 혼자 있는 것을 좋아 한다. 

65.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69.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75. 수줍고 소심 하다. 

80.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88. 자주 뾰루퉁 해진다. 

102.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103.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11. 위축되어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2. 자기 표현력 검사 

자기 표현력 검사 도구는 Rocks와 Schroeder(1979)가 개발한 자기표현 평정 척도를 

김성희(198이가 우리 문화 수준에 맞게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9문항은 말한 내용(content) 자체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소가 포함되 

어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고， 7문항은 음성 (paralinguistic)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 

소가 나타나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며 4문항은 말할 때의 표정이나 손발의 움직임 등과 

같은 비언어적 자기표현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평가 준거는 5점 척도를 적용시켜 항상 

자기표현을 할 수 있으면 5점， 자주 할 수 있으면 4점， 보통은 3점， 가끔 할 수 있으면 

2점，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면 1점으로 하였다. 

<표 5> 자기표현력 검사의 문항 구성 

하위 
문항수 문항내용 문항변호 

영역 

말한 
9 

말한 내용에 자기 1, 2, 3, 4, 5, 6, 

내용 표현적 요소가 많음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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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7 음성이 정확하고 예， 음과 같은 소리를 냄 
10, 11, 12, 13, 

14. 15. 16 
비언어적 

4 표정이나 손발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웅 17, 18, 19, 20 
표현 

계 20 자기표현 

따라서 자기표현 평정 척도가 높을수록 자기표현을 잘한다고 할 수 있다. 

Rocks와 Schroeder의 자기표현력 검사의 반분신뢰도는 .80으로 보고되고 있고 김성희 

(1982)의 반분신뢰도는 .79로 적절한 수준이다. 

3. 창의성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전경원(1999)이 개발한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Korean 

Figural Creativity Test for Young Children: K-FCTYC)를 사용하였다. 각 검사는 2 

개의 소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창성， 독창성， 민감성， 개방성을 측정한다. 

<표 6>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 

소검사의 내용과 측정요인 

검사명 검사내용 측정요인 제한시간 

<검사1> 갓의 일부분을 선으로 제시하고， 이를 
유창성 

으뜸 도형으로 이용하여 연상되는 모양으로 완성한다. 5분 

그리기 총 18개의 같은 도형이 제시되어 있다. 
독창성 

제시된 5개의 도형，(j)갓의 일부분 @之
개방성 

<검사2> 의 변형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완성한다. 

자극 도형으로 제시된 5개의 도형，(3)수막새의 일부분 5분 

그리기 @태극무늬의 일부분 @점 을 이용하여 민감성 

자유롭게 완성한다. 

「/ 「‘ ) 



가) 으뜸도형으로 그리기 

<검사1> ‘으뜸도형으로 그리기’ 는 한국의 전래물품인， ‘갓’ 일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유아도형 창의성 검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갓의 일부분 모양을 ‘으폼도형’ 이라 명한 

다.<검사1>에서는 18개의 으뜸도형을 통하여 유창성과 독창성을 측정한다. 어떤 친구 

가 Jl을 이용하여 ‘갓’ 을 그렸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그릴 수 있을까요? 

단 보기와는 다른 모양으로 그려보세요. 

Jl 따~ 
무엇훌그월짜요? 체록， 갖 

Jl Jl Jl 
1.제목 2.제목 3.제목 

Jl Jl Jl 
4.제목 5.저l목 6.제목 

〈그럼 2>으톰 도형으로 그리기 

나) 자극도형으로 그리기 

<검사2> ‘자극도형으로 그리기’ 는 사각형 테두리 안과 밖에 5개의 도형을 제시되 

어 있으며， 5개의 도형은 으뜸도형 1개， 버금도형 2개， 딸림 도형 2개로 구성되어 었다. 

여기서 으뜸도형이라 함은 ‘갓’ 의 일부분 모양을 가리키며， 버금도형은 ‘之’ 의 변형모 

형과 수막새’의 일부분을 뜻한다. 또 딸림 도형은 사각형 안에 제시된 ‘점’ 과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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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있는 ‘태극선’ 의 일부분 모양을 나타낸다. 이러한 으뜸도형과 버금도형， 딸렴 도 

형을 모두 합하여 모듬 도형이라 부른다.<검사 2>에서는 으뜸도형과 버금도형을 통 

하여 개방성을 딸림 도형을 통하여 민감성을 측정하고 있다. 

여기에 있는 도형들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그림으로 완성해 보세요. 

$γ 
• 

줬) 

5 
<그림 3 모듬 도형으로 그리기> 

유아 도형 창의성검사(K-FCTYC)는 2개의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검사를 

실시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나머지 검사를 실시할 경우， 자기 연습 효과나 친구의 

아이디어를 모방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검사를 실시하고， 가벼운 유형 

의 워밍엽 활동을 진행한 후 하루에 실시하거나 또는 바로 다음날 나머지 검사를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검사는 개별 혹은 집단으로 실시될 수 있으므로， 대집단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각 유아가 다른 사람의 검사지를 보지 못할 정도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실시에 있어 검사자 대 유아의 비율은 최대 1:10으로 하며， 검사하는 

유아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보조 검사자를 두도록 한다. 검사자는 유아교육에 관한 전 

문적인 지식이나 유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며 검사실시와 채점에 익숙하고， 컴퓨터로 

처리된 결과를 참조하여 부모에게 검사결과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유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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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친숙한 장소， 외부의 방해가 없고 안정된 

분위기， 쾌적한 온도， 적절한 조명과 환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다. 시간은 유아의 발달상태 정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보통15-20분 정도가 소요 

되며， 각 검사의 제한시간 5분에는 제목을 적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한 

시간 5분 안에는 그림만을 그렬 수 있도록 하고 5분후 제목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 

(전경원， 2007). 

이 연구의 유아 도형 창의성검사(K-FCTYC) 결과 분석은 학지사 심리 연구소에 사 

전 • 사후검사지 결과 분석을 의뢰하여 나온 T점수로 분석하였다. 

제4절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위축행동 유아의 창의성 및 자기표현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K-CBCL검사， 자기표현력 

검사， 유아 도형 창악성검사(K-FCTYC)를 치료 이전과 치료 직후에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두 집단 모두 4명의 유아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수 통계에서 가정되어야 할 정규분포 및 동질성 검증이 불가능 

하여 비 모수 통계 방법을 적용했다.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평가하기 위해 맨휘트 

니 U 검정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했으며， 처치효과의 검증과 관련하여 각 집 

단별 사전 및 사후 검사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Wilcoxon signed-ranks test)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퍼포먼스 미술활동의 효과를 검 

증하고자 했다. 

위축행동 유아의 창의성 및 자기표현력의 질적 분석내용은 부록 회기별 진행과정 및 

개인별 변화내용이 제시 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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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W장 연구결과 

본 연구는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위축행동 유아의 자기표현력과 창의성 증진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K-CBCL검사， 자기표현력 검사， 유아 도형 창의성검사 

(K-FCTYC)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내용은 <부록 1>에 제시 되어 있다. 

1. 각 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정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실시했던 K-CBCL 위축행동 척도， 자기표현력 검사， 

유아 도형 창의성 검λ}(K-FCTYC)가 처치 전의 두 집단에서 동질한지 여부를 평가하 

기 위해 맨휘트니 U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실험집단 통제집단 

검사 (N=4) (N=4) Mann-
Z score P value 

Whitney ’sU 
M(SD) M(SD) 

K-CBCL 

위축행동 척도 
9.75(2.06) 11.00(1.63) 5.00 -.89 .486 

내용 20.00(1.63) 19.75(1.71) 7.00 -.30 .886 

자기표현력 음성 17.25(1.26) 18.50(1.00) 3.50 -1.42 .200 

검사 신체언어 9.00(1.83) 9.25(.96) 7.50 -.15 .886 

총점 46.25(3.77) 47.50(1.91) 6.ω -.59 .686 

유창성 72.82(9.10) 78.83(13.73) 7.50 -.16 .886 

독창성 53.26(4.29) 57.02(4.09) 6.00 -1.00 .686 

K-FCTYC 개방성 54.33(1.04) 56.22(2.27) 2.00 -2.00 .114 

민감성 32.20(2.73) 34.81(2.65) 8.00 .00 1.000 

총점 53.28(4.26) 56.72(4.83) 6.00 -.58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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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에서 실시된 검사들의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두 집단 모두 사전 검사 점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실험집단에서 실 

시된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해당 유아들에게 어떤 치료 효과를 지녔는지에 대해 이후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위축행동에서의 변화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각각에서 K-CBCL 위축행동 척도의 점수가 사전과 사후 검 

사 상 어떤 변화가 았는지를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8> 및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표 8> 위축행동에서의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Z score P value 

실험집단 사전 9.75 2.06 
1.84 .066 

(N=4) 사후 3.50 .58 

통제집단 사전 11.00 1.63 
-1.07 .285 

(N=4) 사후 10.0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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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잔 λi후 

<그림 4> 위축행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p=.066) ， 실험집단에서의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실 

험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들(p=.285)과 비교하여 이들의 위축행동을 상당 부분 개선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Z score가 음수로 표현된 것은 사전에 비해 사후 점수가 

낮아졌다는 의미이며， 위축행동 점수의 하락은 이들의 위축행동 수준이 어느 정도 개 

선되었음을 시사한다. 

3. 자기표현력에서의 변화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각각에서 자기표현력 검사의 총점 및 하위 영역별 점수가 사 

전과 사후 검사 상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기표현력 총점에서의 변화 결과는 <표 9> 및 <그림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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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자기표현력 총점에서의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결과 

구분 M SD Z score P value 

실험집단 사전 46.25 3.77 
1.84 .066 

(N=4) 사후 70.69 5.56 

통제집단 사전 47.50 1.91 
1.83 .068 

(N=4) 사후 52.50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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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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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기표현력 총점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통계적으로 두 집단 모두 사전 및 사후의 자기표현력 검사 총점의 변화 차이가 유의 

미하지는 않았지만(각각 p=.066, p=.068) , 실험집단에서의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표현력이 증진되었음을 보여주고 었다. 

표에서 Z score가 양수로 표현된 것은 사전에 비해 사후 점수가 더 높아졌으며， 자기 

표현력 수준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자기표현력 검사의 내용， 음성 및 신체 언어 하위영역 각각에 대해서도 유사한 양상 

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는 <표 10> 및 <그림 6> <그림 7> <그림 8> 에서 제시하 

였으며， 세 영역 모두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실험집단에서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이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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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자기표현력 하위영역별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결과 

하위영역 구분 M SD Zscore P value 

내용 실험집단 사전 20.00 1.63 
1.84 .066 

(N=4) 사후 31.94 4.64 

통제집단 사전 19.75 1.71 
1.83 .068 

(N=4) 사후 23.00 2.31 

음성 실험집단 사전 17.25 1.26 
1.83 .068 

(N=4) 사후 25.50 .58 

통제집단 사전 18.50 1.00 
1.34 .180 

(N=4) 사후 19.50 2.08 

신체언어 실험집단 사전 9.00 1.83 
1.84 .066 

(N=4) 사후 13.25 .96 

통제집단 사전 9.25 .96 
1.73 .083 

(N=4) 사후 10.0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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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6> 자기표현력 내용 영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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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7> 자기표현력 음성 영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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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8> 자기표현력 신체언어 영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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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의성에서의 변화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각각에서 K-FCTYC 및 하위영역에서의 T점수가 사전과 사 

후 검사 상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도형창의 

성 전체 T 점수에서의 변화 결과는 <표 11> 및 <그림 9>에 제시하였다. 

<표 11> 도형창의성 전체 T점수에서의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결과 

구분 .M SD Z score P value 

실험집단 사전 53.28 4.26 
1.83 .068 

(N=4) 사후 76.25 14.24 

통제집단 사전 56.72 4.83 
1.10 .273 

(N=4) 사후 59.11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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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창의성 총점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통계적으로 두 집단 모두 사전 및 사후의 도형 창의성 전체 T점수의 변화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각각 p=.068, p=.273), 실험집단에서의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통 

제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형창의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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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score가 양수로 표현된 것은 사전에 비해 사후 점수가 더 높아졌으며， 도형 창의성 

수준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K-FCTYC의 유창성 독창성 개방성 및 민감성 하위영역 각각의 T점수에서도 유사 

한 양상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는 <표 12> 및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에 

서 제시하였으며， 네 영역 모두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실험집단에서 상당 부분 개선되 

었다. 

<표 12> 도형창의성 하위영역별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결과 

하위영역 구분 M SD Z score P value 

유창성 실험집단 사전 72.82 9.10 
1.83 .068 

(N=4) 사후 86.55 15.45 

통제집단 사전 78.83 13.73 
.00 1.000 

(N=4) 사후 76.59 12.58 

E「드j<Jλ 。} 실험집단 사전 53.76 4.29 
1.84 .066 

(N=4) 사후 80.50 19.98 

통제집단 사전 57.02 4.09 
1.46 .144 

(N=4) 사후 60.17 5.62 

개방성 실험집단 사전 54.33 1.04 
1.84 .066 

(N=4) 사후 81.89 13.48 

통제집단 사전 56.껑 2.27 
1.84 .066 

(N=4) 사후 61.32 2.62 

민감성 실험집단 사전 32.때 2.73 
L없 .066 

(N=4) 사후 56.08 12.03 

통제집단 사전 34.81 2.65 
1.46 .144 

(N=4) 사후 38.36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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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0> 도형 창의성 유창성 영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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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1> 도형 창의성 독창성 영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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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2> 도형 창의성 개방성 영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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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3> 도형 창의성 민감성 영역애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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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퍼포먼스 미술활동의 처치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사이에 퍼포먼스 미술활동의 처치 여부에 따라 위축행동이나 

자기표현력， 그리고 도형 창의성에서 실제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수 

의 부족(집단별 각 4명)으로 말미암아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제1절에서 분석한대로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험집단의 사후 점수가 통제집단의 그것과 얼마만큼의 차 

이를 보이는지를 맨휘트니 U검정을 통해 재차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에 제시 

하였다. 

<표 1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사후 평균분석 결과 

실험집단 통제집단 Mann-

검사 구분 (N=4) 구분 (N=4) 
Z P 

Whitney' 

M(SD) M(SD) 
score value 

sU 

K-CBCL 사전 9.75(2.06) 사전 11.00(1.63) 

위축행동 척도 
.00 2.35 .029* 

사후 3.50(.58) 사후 10.00(.82) 

사전 20.00(1 .63) 사전 19.75(1.71) 
내용 .00 -2.35 .029* 

사후 31.94(4.64) 사후 23.00(2.31) 

사전 17.25(1.26) 사전 18.50( 1.0이 
음성 .00 2.34 .029* 

자기표현 사후 25.50(.58) 사후 19.50(2.08) 

력 검사 신체 사전 9.00(1.83) 사전 9.25(.96) 

언어 
.00 -2.34 .029* 

사후 13.25(.96) 사후 10.00(1.41) 

사전 46.25(3.77) 사전 47.50(1.91) 
총점 .00 -2.32 .029* 

사후 70.69(5.56) 사후 52.50(3.70) 

사전 72.82(9.10) 사전 78.83(13.73) 
유창성 3.00 -1.46 .200 

사후 86.55(15.45) 사후 76.59(12.58) 

사전 53.26(4.29) 사전 57.02(4.09) 
독창성 2.00 -1.75 .114 

K-FCTYC 사후 80.50(19.98) 사후 60.17(5.62) 

사전 54.33(1.04) 사전 56.22(2.27) 
개방성 .00 -2.34 .029* 

사후 81.89(13.48) 사후 61.32(2.62) 

민감성 사전 32.20(2.73) 사전 34.81 (2.65) .00 -2.34 .029* 

되
 



* : p<.05 

56.0802.03) 

76.25( 14.24) 

76.25(14.24) 

38.36(2.95) 

56.72(4.83) 

59.11(5.35) 
.114 

두 집단의 사후 평균분석 결과， K-CBCL 위축행동 척도， 자기표현력 총점 및 3개 

하위 영역， 그리고 K-FCTYC의 개방성 및 민감성 영역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 

단에서의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밝혀졌다. 즉，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해 위축행동이 줄었으며 자기표현력의 증진과 도형 창의성의 개방성 및 

민감성 수준이 증진되었음을 의미한다. 

m 
4 



제 V장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위축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자기표현력 및 창의성 증 

진에 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K시 소재의 M미술학원에 다 

니는 유아 30명 중 위축정도가 70T이상언 만5세 유아 8명을 실험집단 4명과 통제집단 

4명으로 나누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주 1회 50분씩 총 12회 

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K• CBCL 위축행동 척도 자기표현력 검사 및 유아 도형 창의 

성 검사CK-FCTYC)의 그림검사를 실시하여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유아의 위축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에 대 

하여는 효과가 었었다. 

실협집단의 위축행동에 대한 결과는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전 

실험집단， 통제집단 간 차이가 실행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p=.066) ， 실험 

집단에서의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들(p=.285)과 비교하여 이 

들의 위축행동을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유 

아의 위축행동을 감소사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 나라난 위축행동 유아의 위축행동 감소의 변화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초기 1-4회기까지는 연구자와 친구들의 눈치를 보맥 시션을 회파하였던 유아들야 탐 

색과 신체표현에 있어 소극적 활동과 항상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면 중기인 5-8회가에서는 점점 적극적언 탐색과 다양한 퍼포먼스 미술활동에 흥 

미를 보아고 신체표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유아들의 건장을 해소시키고 자 

신의 감정을 발산시킴으로써 목소라를 크게 내기 사작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5회기， 7화기에서는 억압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며 그룹 안에 역동이 일어나기 

도 했다. 종결 9-12회기에는 유아들이 협동화를 통해 자신이 느낀 감정을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전달함으로써 또래관계형성에 있어 상호작용이 활발해졌으며 위축행동이 감 

소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n 

μ
 



둘째，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위축행동 유아의 자기표현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에 

대하여는 효과가 있었다. 

자기표현력 검사 척도 결과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의 

평균 (46.25)이고 통제집단의 평균 (47.5이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퍼포먼스 

머술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통계적으로 두 집단 모두 사전 및 사후의 자기표현력 

검사 총점의 변화 차이가 유의미(각각 p=.066, p=.068)하지는 않았지만， 실험집단에서의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표현력이 

증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표현력의 모 

든 하위영역에서 사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에 비해 약간 높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 (p=.066， p=.068) 한 차이는 아니었다. 

음성 영역에서는 실험집단보다 통제집단의 평균이 높긴 하지만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실협집단의 평균점수가 통제집단의 평균보다 더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신체언어영역에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잠수가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 

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보다 통제집단의 평균이 높긴 하지만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 

로그램을 실시 한 후 실험집단의 평균점수가 통제집단의 평균점수 보다 더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야 자기표현력 전체 및 하위유형에서 사후 평균 점수가 실험집단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많야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악 경우 다소 수준아 높아졌지만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랴한 결과는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야 위축행동 유아 

의 자가표현력 감소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 나타난 위축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자기표현력 변화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r4회기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지 않고 다른 친구의 행동을 모방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5-8회가에 오면서부터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 

한 것을 연구자와 친구들에게 잘 표현하였고 또 6회기부터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먼저 제시하기도 하고 8회기에서는 작품을 완 

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껴 자신감이 많이 증진됨을 볼 수 있었다. 9-12 

회기에서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서로 배려하는 등 친구들과의 관계형성도 더 

욱 좋아지고 스스로 무엇이든 하려는 적극적인 자기표현이 신체를 이용해 자신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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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아 자신감이 부족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위축 유아들은 퍼포 

먼스 미술활동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재료를 오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탐색하 

고 직접 경험하면서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한 주제에 따라 자기만의 독창 

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며， 또래 친구들과 협동하여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이 표현한 것 

을 다른 사람에게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져 이는 곧 사회성과 협동섬 및 자신감과 성취감들을 갖 

게 되어 긍정적안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위축행동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에 대해 

서는 효과가 있었다.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이 위축행동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 

해 알아 본 결과 통계적으로 두 집단 모두 사전 및 사후의 도형 창의성 전체 T점수의 

변화 차이가 유의미(각각 p=.068, p=.273)하지는 않았지만， 실험집단에서의 퍼포먼스 미 

술활동이 통제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고 었다. 실험 

집단의 창의성 전체와 하위영역 중 유창성 독창성 개방성 민감성에서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하위 영역 4개 모두 실험 전에는 평균 접수가 통제집단의 평균접수보다 

조급 낮은 점수로 나타났지만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하위영역 4개 

모두 평균접수가 통제집단의 점수보다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실협집단의 유창성은 실험집단이 사전 72.82. 사후 86.55, 통제집단은 사전 78.83. 사 

후76.59로 실험집단악 평균이 13.73 더 증가하였고 독창성은 실험집단이 사전 53.76에 

서 사후 80.50 으로 28.13 증가한데 반하여 통제집단은 사전 57.02, 사후 60.17로 3.15 

증가되어 실험집단의 독창성 접수가 더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방성은 실험집단 

이 사전 54.33, 사후 81.89로 27.56이 증가되 었음을 볼 수 있으며 통제 집 단은 사전 

56.22, 사후 61.32로 5.1 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민감성 또한 실협험집단이 사전 32.20, 

사후 56.08로 23.88로 증가 되 었고 통제 집단은 사전 34.81 사후 38.36로 3.55의 미 미 한 

증가를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 실시 후 창의성 검사의 하위영역 유창성， 독 

창성， 개방성， 민감성의 평균 점수가 실험집단의 경우 많이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경 

우 다소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퍼포먼스 미술활 

동 프로그램이 위축행동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가 다양한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위축행동 유아에게 적용시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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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유아들은 놀이를 하면서 호기심을 증폭시켰고， 거기에 자극을 받아 연속적인 미 

술활동으로 연계함으로써 훨씬 많은 흥미와 강한 집중력을 보였다. 흥미를 가지고 임 

한 미술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는 성취의욕 또한 높여 주었다.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은 위축행동 유아들의 사회성과 협동심 및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하여 긍정 

적 지각을 형성할 뿐 아니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위축행동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오감을 통한 재료탐색과 연상놀이를 통해 자신감이 증가하여 독창적인 사고력 

으로 창의성이 점점 표현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은 놀이가 가지는 자유로운 연상법을 통해 유 

아들의 독특하고 기발한 창의력을 창출할 수 있었으며 그룹 활동을 통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회성을 보였다. 그리고 다양한 협동작품 제작과정을 통해 끈끈한 

협동심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은 유아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도전 

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유아에게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단순한 놀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놀이의 장점을 통하여 미술을 연결시킴으로써 교육의 다양한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고， 유아에게도 많은 장점을 주였다. 미술에 흥미가 없는 유아에게도 

쉽고 재미있게 미술을 접할 수 았는 계기가 되며 흥미롭고 생동감 념치는 미술활동으 

로 경험된 것이다. 이 결과는 미술활동에 있어서 ‘미술재료 활용방법을 적용하여 유아 

의 창의성 신장에 영향이 있었다? 고 보고한 이애숙(2004)의 연구결과와 유아의 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텍 퍼포딴스를 활용한 미술놀이가 긍정적언 효과를 주었다고 

보고한 강혜경 (2006)과 김용권(2009)의 ‘놀이를 통한 미술활동은 유아들에계 있어 창의 

력 신장과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통합적인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데 효과 

적’ 이라고 한 연구결과 역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야상의 결과를 통해 퍼포먼스 마술활동 프로그램을 설사한 실험집단의 위축행동 유 

아는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 불만이나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 

시키므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아 위축행동을 감소시키고 친구들과의 협동 활동을 

통해 긍정적 사고 형성 및 사회화를 촉진시켰으며 자기표현의 자신감， 미적표현， 문제 

해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며 놀이를 통해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 

켜 놀이가 가지는 자유로운 연상법 으로 유아들은 독특하고 기발한 창의력을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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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으며 또한 그림을 통한 적극적 언어 표현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며 독창적 

사고의 표출을 통해 창의력 증진에 효과를 미쳤다고 볼 수 았다. 

제 VI장 채언 

본 연구는 위축행동이 있는 알반유아를 대상으로 퍼포먼스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실 

시하여 위축행동 감소로 자기표현력 및 장의성 증진에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논 

의와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6셰 일반유아 중 실험집단 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통계적 

검증의 한계로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프로 

그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12주에 걸쳐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진행되었는데 프로그 

램의 효과에 있어서 회가를 늘리거나 더욱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퍼포먼스 미술활동이 다양한 유아에게 적용되어 위축행동 감소 및 자기표현력 및 창의 

성 증진에 효파를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유치원 유 - 아동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야기 때문에 개인의 환 

경에 따라 개얀적 차이와 적응양상어 달라 프로그램 진행 후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았가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집단의 유아들에게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여야 할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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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옥， 2007 I 선체활동과 통합편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유야의 머술활등애 미치는 

C영향」 연천대 대학원 삭사략위 논문-

이마영， 2006 I 체험높이 미술읍 똥한 창의석 표환활동 연구: 유아룹 대상으로」 원광 

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만하， 2009 I 높아미술 프로그램 적용사례연구 1 다}구대학교 패학원 석사학위 논문. 

여은숙， 2002 I 소극적언 아동의 자지표현 훈펀효과」 수원패학-~lti_ 대학원 석사학위 

즈r 꼬L 
1•• "- • 

어며영， 2006 I 높여띠숲을 적용현 새로운 미술 고l윤 병-안 연구 1 숙명 αl 져 다}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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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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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l 멍지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며영， 2008 í 체험미술놀야릎 똥한 창의적 표현활동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아 봉순， 2006 í 유아의 지 능과 창의 성 과의 관겨1 일 반 자 능괴- 다종지 능을 중심 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소연， 2006 í 학급차원의 놀이 프로그램이 정서적으로 위축된 초등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진경， 2002 í 아동의 위축행동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 맞 지도 실태조사」 중앙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혜경， 2005 í 집단마숲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위축어-동의 사-회성과 스트레스에 

마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고IL육대학원 석사학워 논문‘ 

윤정란， 2007 í 집단111 술치료가 아동의 위축행풍에 따치는 효과에 

태학교 사화꽉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푼. 

획실자， 2011 !유아미술활동에서 퍼포먼스 미술의 야해룹 위한 참여 관찰 떤구」 대 

구카헬럭 다}학교 대학원 식사논푼. 

「업체조:행 활동읍 중심으로 한 미숲치료 프호그펌이 아동의 위 

혜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환정태학완 석사논문. 

전현서， 2009 r 위축이-동에 대한 집단 따숲치료 j 광주 대학교 jiL육다}학원 석사학위 

정수진. 2008 

문
 

노
 
」

장밴드r， 2009 í 창의적 활콩연 펴표먼스 1]1 숲교육야 

영향」 전국대 다1 학원 삭사-학위 논푼. 

정길영， 2009 !유아괄야미술 학습지도안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혜정， 2011 í 신체접촉증심 놀야 활동아 수줍음 유아의 또래관짜에 r1] 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마현， 2003 í 초등학생의 다중지능과 창의성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마정， 2012 í Dl 술치료가 위품-성향을 보이눈 유아약 자기표현파 자아존중감에 TJ 1 

차는 영헝-_j 경기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둔. 

황주영， 2007 !높이중섬의 사회적 기술훈련 프료그랜에 I다콘 위축아동의 또리} 상호 

작용변화」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까치는 유야 (T7서1]) 정 서 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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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록 1> K→CBCL검사， 자기표현력 검사， 창의성 검사 연구 결과의 내용 

검사 하위영역 구분 
실험집단 

A B C D 

k-CBCL 
사전 8 12 11 8 

사후 3 4 4 3 

내용 사전 20 18 20 22 

사후 35 29 31 29 

조nLλ 。} 사전 16 17 17 19 

자기표현 사후 26 26 25 25 
신체 

사전 11 7 8 10 
언어 

사후 14 12 14 13 

총점 사전 47 42 45 51 

사후 75 67 70 67 
%:'<J-λ 。}

(T값) 
사전 86 71.29 68.42 65.55 

~:'<J-λ 。} 사후 109.37 82.77 77.03 77.03 

(T값) 사전 60.l9 51.61 51.61 51.61 

개방성 사푸 106.89 85.09 65.어 65.00 

K-FCTYC (T값) 사전 55.89 53.81 53.81 53.81 

민감성 사후 92 .15 94.90 70.25 70.25 

(T값) 사전 36.29 30.84 30.84 30.84 

총점 
사후 64.80 68.06 45.73 45.73 

(T값) 
사전 59.60 51.89 51.17 50.45 

사후 93.30 82.71 64.50 64.50 

4 
--

/ 0 



K-CBCL검사， 자기표현력 검사， 창의성 검사 연구 결과의 내용 

검사 하위영역 구분 
동제집단 

E F G H 

k-CBCL 
사전 11 13 11 9 

사후 9 10 11 10 

내용 사전 18 22 20 19 

사후 25 25 21 21 

Jr1Lλ 。} 사전 19 19 19 17 

자기표현 사후 20 22 19 17 
신체 

사전 10 8 8 9 
언어 

사후 11 8 8 10 

총점 사전 47 49 49 45 

유창성 
사후 56 55 51 48 

(T값) 
사전 65.55 90.68 68.42 90‘ 68 

묘「느 '*Jλ 。규 사후 71.29 71.29 68.42 98.35 

(T값) 사전 56.07 60 .19 51.61 60.19 

개방성 사푸 60.54 56.07 56.07 67.98 

K-FCTYC (T값) 사잔 59.29 55.89 53.81 55.89 

민감성 사후 64.77 59.29 59.29 61.93 

(T값) 사전 35.81 36.29 30.없 36.29 

츠。는 X 디} 
사후 40.77 35.81 35.81 41.05 

(T값) 
사전 54.18 60.76 51.17 60‘ 76 

사후 59.34 55.61 54.90 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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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K-CBCL 부모용 

아래의 문항들은 여러 가지 문제행동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얽 

어가면서 현재나 지난 6개월 내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런 일 

이 자주 있었다면 “2" 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 편이면 “1" 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면 “0" 에 까땅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0=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보통이다 2=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42 혼자 있는 것을 좋아 한다. 0 1 2 

65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69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재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75 수줍고 소심하다. 

80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88 자주 뾰루퉁 해진다. 

102 벼활동적야고， 행동야 느라며 거운야 없다. 

103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끄l 펀축되어 남들과 야울려지 않으려고 한다 J 

” 
∞
 



<부록 3> 

자기표현 능력 질문지 

Rocks와 Schroeder가 개발한 자기표현평정척도를 김성희가 번안한 것 

구 변 
전혀 가끔 보통 자주 항상 

1Ir] 항 
1Hr 호 

1 2 3 4 5 

1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다. 

2 
나는 대화의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의사를 이 

야기 한다. 

3 나는 대화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 

4 나는 사과를 많이 한다。 

5 나는 예의가 바근지 못하다. 

조。L 나는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부득이한 이유를 내 
6 
세워 변명한다. 

7 
나는 잘 아는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거악 

고려하지 않는다. 

8 
나는 잘 아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잘 아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입장만 고려한 

9 다. 

- 64 -



10 
나는 중얼거라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약하게 말한다. 

11 나는 단호하게 말 하지 못한다. 

12 나는 말이 입안에서만 중열거린다. 
口。

성 
13 나는 억양이 이상하다. 

14 나는 “ 예~”， “음~ 등 말이 중간에 끊어 진다. 

15 
나는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도중에 주저주저한 

다. 

16 나는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도중에 서두른다. 

17 나는 말할 때 상대를 바로 보지 못한다. 

신 18 
나는 웃거나 쩡그리는 등 얼굴 표정이 진지하지 

체 못하다. 

언 19 
나는 손을 비벼거나 발을 굴리는 등 얼굴표정야 

어 진지하지 못하다， 

20 나는 몸이 어딘가 굳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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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 

1. 2‘ 

혜폭‘. ...‘--~.‘ 찌쪽 --","…---

%‘ 용. 

쩨옹-----~.-

'5; &‘ 

제흉 • --- 쩨쭉， ; -i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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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별 진행과정 몇 개인별 변화내용 분석 

회 기 I 1회 기 (2013년 1월 16일) 

활동명 | 폼폼놀이(점의 탐색) 

활동 I .사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 점을 재미난 미술놀이로 탐색한다. 
목표 , .미적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수성을 갖게 한다. 친밀감형성， 긴장 이완 
활동 | 폼폼놀이판(150x160cm) ， 폼폼이 대형 검정비닐봉지， 대형 볼 폴(ball fool) , 

경
 
성
 

환
 
구
 

대형 볼풀을 교실에 설치해 놓는다. 책상을 미끄럼틀 형태로 만들어 노
 
종
 

폼 놀이판을 벽에 붙여 놓는다. 

활동 
1. 폼폼이 탐색놀이 2. 줄줄이 폼폼 모양 변형하기 3. 모양 만들기 

놀이 

사진 

위축 유아들은 같은 미술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및 상호 인사 과정은 펼요치 않았다. 

연구자가 커다란 점쟁비닐 봉지를 보여주며 “여기에 무엇아 들어 었을까?" 

라고 말하며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사키고 폼폼을 꺼내 “야건 무슨 표양 

일까?， 어떤 느낌야니?" 라고 물어보자 A는 눈치를 살파며 관찰만 하는 소 

극적 모습을 보여주었고 g는 만져보고 굴려 보는 등 조용히 앉아서 활동 

내용 | 하였으며 C는 다른 유아들의 행동을 야리저리 관찰하다가 소극적 탐색을 

하였고 D는 재료에 대해 호기심은 많으나 다른 유아가 말을 걸때 쳐다보 

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으로 탐색활동을 하였다. 

표현활동에서는 연구자가 야구하듯 행동을 취하며 벽에다 폼폼을 “압” 하 

고 던지자 C와 D는 재미았게 보였는지 하늘로 던지는 활동을 하였고 A는 

처음에는 가만히 쳐다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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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활동명 

활동 

목표 

활동 

의자에만 앉아 친구들의 행동을 관찰 하였다. 연구자가 “난 동그란 공이야” 

하며 통통 튀는 행위를 보여 주고 “우리 몸을 공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말 

하며 뛰어보고 굴러보며 신체표현을 유도하였지만 A, C, D는 서로 눈치를 

살피며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의자에서 조심스렵게 얼어나 서 있기만 하다가 

조금씩 뛰어보았고 B는 나중에 마지못해 활동 놀이에 참여하였다. 볼풀 안 

에 책상을 미끄럼틀로 만들어 유아들의 놀이를 확산 시키자 놀이 활동에 

주춤하던 B도 미끄럼틀엔 흥미를 보였으며 점점 유아들이 재미있게 활동을 

하였다. 감상활동에서 연구자가 폼폼으로 “무엇을 만들어 볼까?" 라고 말하 

자 A와 B는 길게 연결해 네모， 동그라미 등으로 붙여 나갔고， C는 표현에 

자신이 없는 듯 B를 계속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천천히 모양을 만들어 

나갔고， D는 계속 머뭇머뭇 거리기만 하였다. 연구자가 무엇을 만들었니? 

하고 물어보자 A는 “네모난 창문이에요” 라고 말하였고 B는 “텔레비전이 

에요” 라고 말하였으며 C는 “문”이라 하였다。 D는 모양을 만들기 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붙이며 “뱀”이라고 하였다.A는 다른 유아의 표현활동을 모 

방하지만 자기의사를 표현하였고 g는 재료에 대해 호기심은 많았고 다른 

유아에 비해 자가의사를 잘 표현하였지만 활동 범위가 제한 적이며 C는 재 

료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나 어떻게 탐색활동을 하는지 잘 몰라 다른 유아 

의 행동을 모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기 의사도 잘 표현하지 못하였 

다.D는 표현활동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만 자기의사를 표현하는데 있 

액 많이 서툰 모습을 보여주었다。 

l회기에는 연구자와 유아들간의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건장감을 해소 

하기 위하얘 흥미를 유발하고， 신체적， 정신작， 감정적 이완을 하여 유아들 

이 퍼포먼스 미술활동에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하였다. 

2회 기 (2013년 1월 23일 ) 

알록달록 모양놀이 

，활동 놀이를 통해 사물을 구성하는 기본 모양을 관찰 탐색한다. 

·기본 모양의 특정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여러 가지 사물을 표현해본다， 친 

밀감형성，기초조형이해 

모양놀이판， 모양 틀 세 E ， 색 습자지， 색종이， 미니종이 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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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
경
 성
도
。
 

자
 -
환
 군
 활
 
이
 
, 놀

 

사진 

내용 

교실 한쪽 벽에 모양 놀이판을 붙여 놓는다. 

1. 색 습자지 모양놀이 2. 모양 틀에 색 끼우기 3. 내가 만든 알록달록 모 

양에 대해 이야기하기 4. 내가 만든 모양을 연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하기 

사용해본 색종이와 색 습자지 등을 보여주며 “우리 만져볼까? 어? 무슨 소 

리가 나지?" 라고 말하며 재료에 흥미를 가지게 하였으나， 아직은 어색한 

듯 서로 눈치만 보았는데， B는 무관심한 태도로 다른 곳을 쳐다보았고 C는 

약간의 호기섬을， D가 많은 호기심을 나타내며 색종이를 만져보자， C는 B 

의 행동을 따라 색 습자지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그리고 유아들에게 

기초 조형에 관한 전반적언 경힘을 주기위한 탐색활동으로， 연구자가 우드 

락으로 만든 다양한 도형 틀을 보여주면서 “우리 높이 쌓아볼까? 옆으로 

길게 연결시켜 보자" 라고 말하자 D가 커다란 도형모양을 먼저 찾기 시 

작하였고 A는 친구의 행동을 모방하며 높아 쌓아 올려 보았고 B는 조용 

하 옆으로 길게 연결사켜 보았으며 C는 다른 유아의 행동과 표현을 모방하 

였다. 

표현활동에서는 거부감야 없도록 색 습자지를 구기고， 뭉치고， 던지고， 찢 

어 뿌려도 보고 그 위에 왕굴어 보면서 조금씩 산체를 야용하는 활동놀야 

를 하도록 하였다. 활동놀야를 시작하자 묘가 종이를 찢고 C는 따라하였는 

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던 A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B도 눈치를 살피며 같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다시 탐색해본 도형틀을 보여주며 “우리 교실에 동그라미， 세모， 네 

모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자 다른 아이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로“동그란 

% 



회기 

활동명 

활동 

목표 

활동 

자료 

환경 

구성 

활동 

놀이 

음 연구자가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 틀로 무엇을 만들어 볼까?" 

라고 물어보자 유아들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붙여 

나가는 행동을 하였다. 그 다음 물감과 붓을 주며 “우리가 만든 도형모양을 

물감으로 그려볼까?-" 라고 말하자 A는 파란색 물감을 B는 핑크색 물감을 

C는 머뭇거리며 D가 고른 노란색 물감을 선택하려하자 D가 “나 따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고 C는 다른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주황색을 션택하였 

다. A, C는 무엇을 그릴지 고민하면서 친구들을 계속 쳐다보기만 하였고 B 

는 천천히 그려 나갔으며 D는 모양을 그리기 보다는 색을 칠하는 활동을 

하였다. 

감상활동에서 연구자는 “자， 그럼 우리 아제 친구들이 무얼 그렸는지 한번 

야야기 해볼까?" 라고 불어보자 부끄러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A는 도형모 

양과는 달리 “공룡”을 그렸다 하였고， B는 그냥 “집”이라고 짧게 대답 하 

였으며 C와 D는 그냥 머뭇거리기만 하였다. 

1회기 보다는 미술활동과 퍼포먼스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3회기 (2013년 l월 30일) 

빨간나라 

·빨강색을 선택한 이유는 유아의 감정을 드러내게 하고， 활력을 념치게 하 

며， 적극성을 끌어내어 의욕을 되살라게 하가 위해서다. 흥마유발， 가본요 

소 중 색얘 대한 탐색 

。이변에서 자기주장 욕구 자가현사(現時) 욕구를 자극하얘 위축을 해소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빨간 포장지， 전지， 스폰지， 물감， 투명그릇， 붓 

도화지 전지를 벽에 붙여놓는다. 

빨간 포장지를 벽에 붙여 놓는다. 

1. 빨간나라 연상하기 2. 빨간나라 그려주가 3. 빨간 나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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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구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라고 유아들에게 빨간 나라 

에 대해 연상 하도록 하고 탐색활동에서는 연구자는 스폰지를 유아들에게 

나눠주며 “이건 뭘까? 어떤 느낌이니?" 라고 물어보자 A는 재료에 대한 호 

기심은 많으나 다른 유아들 앞에서 말을 할 때 큰소리로 말하지 못하며 작 

은 목소리로 “부드러워요， 우리 집 화장실에서 봤는데” 하였고 B는 연구자 

가 쳐다보자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회피하였으며 C는 재료에 호기섬 

은 보이나 아주 작은 소리로 증얼거렸고， D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요， 엄 

마가 설거지 하실 때 사용하는 갈 보았다" 라고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하 

였다. 

빨간나라는 무슨 색일까? 라고 불어보며 물감을 제시하자 A는 빨간색을 

B, D는 핑크색을 C도 역시 펑크색을 선택하려 하였는데 D가 “넌 주황색으 

내용 | 로 해”라고 말하자 C는 자신의 권라를 주장 하지 못하고 싫어도 말을 하지 
못하며 마지못해 주황색을 선택하였다。 연구자가 랫속말로 “조금 있다가 핑 

크색으로 바꿔 줄게” 라고 말하자 조금 웃어보였다. 표현활동에서는 “자~ 

그럼 빨강나라로 놀랴갈까? 모두들 열어나보자" 라고 말하자 유아들이 머 

뭇머뭇 서로 눈치만 보다가 다들 의자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으며 처음에 

는 불감물이 몸에 묻는 걸 싫어하였으나 점점 거부감야 없어졌고 스폰지에 

불감 물을 적셔 종야에 던져보고 붓 대선 스폰지로 색깔 물감을 칠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활동파정에서 A가 “빨간 물이 흘러내려요" 라고 말하자 연 

구자는 “빨간나라에 비가 내라나봐~우라 빨간 비를 밟아볼까? 빨간 비를 

모아보자。” 라고 말하자 A, D는 발로 동동거리가도 하고? 콩콩 뛰어보기도 

하였고， B는 친구들과 상호 작용 없이 교실 한쪽으로 가서 한 발로 가만히 

밟아 보았으며 C는 다른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며 표현을 모방하는 모습을 

보 

n 



회기 

활동명 

활동 

목표 

활동 

자료 
환경 

구성 

활동 

놀야 

물어보자 처음과는 달리 자신의 느낌을 약간이나마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며 A는 자신이 좋아하는 공룡을 그려 주며 “공룡나라에 화산이 터 

져 빨간 나라가 되었어요" 라고 하였고 B는 “빨간 꽃밭이에요" 라고 말하 

였다. 재료탐색 활동이나 표현활동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나 다른 유아에 

비해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단계에서는 조금이나마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C는 딸기랑 사과를 그려주었으나 자신의 의사를 연구자에게 

언어로 잘 표현하지 못하였고 D는 해를 그리며 뜨겁다고 하더니 B가 나비 

를 그려주자 따라 그렸다.A가 “B를 또 따라 그렸냐?" 라고 말 하자 D는 

다른 유아의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화를 내었다. 

연구자가 “오늘 빨간나라는 어댔어요?" 라고 물어보자 A， D는 흐르는 물을 

밟아보고 물이 튀는 모습이 재미있었고 B. C는 물감을 스폰지에 적셔 던지 

는 활동이 재미 있었다고 하였다。 

1 ，2회기에 비해 미술활동과 퍼포먼스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가 자발적으로 

많이 달라졌다. 

4회 가 (2013년 2윌 6일 ) 

빨.노.파 혼합놀이 

·기본 삼색언 빨강， 노랑， 파랑을 활용한 미술놀이를 통해 가본 삼색과 흔 

합의 특정을 이해하며 미적 요소에 대한 정서를 느끼게 한다。 

홍마유발， 기본 삼색과 혼합의 야해 
라야 E박스 배정판， 전지， 빨 9 노 · 파 놀이판(전지) , 빨 e 노 @ 파 언형쩨트， 

물감(빨강 。 노랑 。 파랑)，접시， 빽 붓， 아스테이든지， 약병 

·라야 E박스 매경판을 벽에 설치해 놓는다. 

·빨 · 노 9 파 놀이판을 바닥에 붙여놓는다. 
1。 빨 · 노 。 파 나무 막대 얀형놀이 2. 빨 · 노 · 파 혼합놀이 3. 아세태 아 E 

L잔펄간술손。론문진븐간 5. 혼합색 과 모양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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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질까?" 라고 말하며 유아들에게 호기심을 주자 A, B, C, D는 서로를 쳐 

다보면서 간장하는 듯 하다가 연구자가 나무막대 인형들로 라이트 박스를 

이용해 혼합되는 색을 보여주자 긴장하던 모습이 호기심으로 변하였다. 유 

아들에게 나무막대 인형을 하나씩 나눠주며 “우리도 친구들과 인형놀이도 

해보고 혼합색도 찾아볼까?" 라고 말하며 조금씩 친구들끼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C, D는 집에서 인형놀이를 하듯이 서로 이야기 

를 조금씩 주고받고 하였으나 B는 부끄러운 듯 “응” “아니” 라고 단답 

형으로 대답하였다. 탐색활동에서 약병을 보여주며 연구자는 “아게 뭘까요? 

어디서 봤지?" 라고 말하자 유아들은 아플때， 감기 걸렸을때 먹는 약병이라 

고 말하며 A는 적극적인 재료 탐색활동과 표현활동 시간이 길어졌고 B, C 

내용 | 는 재료 탐색에 있어서 조금씩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였으며 D는 친구들 
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조금 부끄러워하였다. 

표현활동에서는 탐색한 약병을 가지고 “우라 물총놀이를 할까?~" 라고 말 

하며 유아들에게 물을 쏘며 활동놀이를 하자 유아들아 야채는 물아나 물감 

을 뭄에 묻히는 행동에 대해 망설암아 없어진 듯하벼 A, B, C는 점점 목소 

랴도 크게 내며 웃얘 보였고 B도 활동놀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변하였다. 

또한 r3회기까지는 각자 활동놀이를 하였지만 4회기부터는 친구들과 상호 

작용이 조금씩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여번에는 우리 약병에 물감 물을 담 

아 종야 위에 뿌려볼까?" 라고 말하자 A는 파란 물감 B, D는 빨간 물감 C 

는 노랑 물감을 선택하였고 “이번엔 우리 손으로 한번 문질러 볼까?" 라고 

말하자 서로 눈치만보더니 A가 손으로 하자 D도 역사 따라서 손으로 문지 

르기 시작하였다.B는 계속해서 약병으로만 하였고 C는 한손으로만 문질러 

보면 는“우리가 

저
 



그림을 배경판에 꼭꼭 붙여주자~ 우리가 그린 그림이 어떻게 보이나?" 라 

고 말하며 불을 끄고 라이트박스를 킨 후 혼합색을 찾기 시작하였다. “우와 

여기 노랑색이 보여요， 핑크색이 보여요" 라고 말하며 신기해하였고 유아 

들에게 “동글동글 방울이 무엇처럼 보이니? 우리 모양도 찾아볼까?" 라고 

물어보자 A는 “외계인” 같다고 하며 다른 유아들의 표현을 보며 응용을 해 

보고 자신의 표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B, D는 하트모양 같다 

하였으며 C는 물방울 같다고 하였고 D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못하나 자신만의 표현활동을 시작 하였다. 

4회가 수엽에서 유아들은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점차 상호작용을 하 

게 되며 자신의 의사를 조금씩 표현하는데 어색해 하지 않게 된 점을 볼 

수 있었다. 

회기 

활동명 

활동 

표
 

목
 

활동 

료
 -
경
 셔
。
동
 

자
 -
환
 구
一
활
 즈g 
E프 

사진 

5회기 (2013년 2월 13일) 

도깨비 상상놀이 

。옛날이야기에 등장하는 도깨바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상상한 도깨비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표현， 감정표출 

도깨비 동화책， 신나는 음악， face페인팅 물감， 야광 물감， 빽엽 도깨비 뿔， 

야광 팔찌와 야광도깨바 머라띠， 색종이， 가위， 풀， 풍션， 빽엽 

풍션 안에 사당야나 초콜릿을 넣어 불어서 천정에 매달아 놓는다. 

1. 도깨비 그림책 이야기 2. 도깨벼 상상놀이 3. 상상 도깨비 만들가 

탐색활동에서 “오늘은 선생님이 재미난 동화책을 읽어 줄꺼에요-" 도깨비 

내용 | 동화책을 보여주자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였고 동 
화책을 읽은 후에 연구자가 “우와 도깨비는 요술 방망이를 가지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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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멋진 도깨비가 되어볼까? 도깨비는 어떻게 생겼니? 도깨비 

는 또 어떻게 생겼니?" 라고 말하며 각자 책에서 본 도깨비에 대해서 

기 하고 자유로운 감정 발산을 통해 적극적인 언어표현이 되도록 유도하였 

다. 연구자가 “우리 어떤 도깨비로 변신해 볼까?" 라고 불어보자 A는 친구 

들의 눈치를 약간 살피며 “뿔이 3개 달린 무서운 도깨비"， B는 “요술 도깨 

비” 라고 말하며 다른 유아들의 표현을 보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 하였 

고 C는 “귀여운 도깨비” 라고 큰 목소리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말 

하기 시작하였으며 D는 “공주 도깨비” 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표현활동에 

서는 face 페인팅 물감을 보여주며 사용방법을 설명을 해 주고 유아들에게 

스스로 도깨비로 변신하게 하였다. 아직은 유아들이 물감을 얼굴에 바르는 

것에 대해서는 머뭇머뭇하자 연구자가 물티슈를 보여주며 “집에 갈때는 지 

울꺼야” 라고 말하자 A는 검정 물감으로 눈셉에 색을， B， C는 빨간 물감으 

로 볼에 동그라미를 B는 노란 물감으로 얼굴전체에 점을 찍고， 야광 팔찌 

와 야광 머리띠를 하고 불을 끄자 유아들은 서로의 모습이 신기한 듯 웃어 

보였다. 도깨비처럼 걸어도 보고， 도깨벼 방멍-야로 책상을 두들가며 “금 나 

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하기도 하고 “도깨비는 큰소려로 노래를 부르면 

선물을 주신데요-" 라고 연구자가 말하자 유아들은 초기에 비해 적극적으 

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활동하기 시작하며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고 상 

상의 도깨비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상활동에서는 연구 

자가 “도깨비는 착한 아야에게 선물을 주선데요， 오늘 착한 일 했어요?" 라 

고 물어보자 A는“아빠 말씀 잘 들었다" 하였고， B는“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놀았디끼 고 하였으며， C는 “엄마 말씀 잘 들었다" 하였고 D는 “언나량 

싸우지 않았다。” 고 하였다. 아이들에게 천정에 매달아 놓은 풍션을 터트려 

보라고 하였다.A가 먼저 큰소랴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하면 

서 풍션을 터트렸다. 풍선 안에서 사탕아량 초콜렛아 나오자 유아들이 신 

기해하면서 B가 아번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B와 

C는 서로 같이 터트려 보고 싶다고 하였다. 유아들은 선물로 받은 사탕을 

먹고 즐겁게 마무리 하였다. 

초기에 A는 연구자와 친구들의 

하였다면 5회기부터는 탐색 

방망이 

이야 

소극적인 탐색과 표현활동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 

눈치를 보며 

표현활동에서 pl 

^ 

乃



다. 모든 활동에서 적극성이 부족했던 B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C는 표현활동 시 소극적인 활동과 자기표현을 

모방하는 모습이 많이 변하였고 D는 자기의사를 표현하는데 많이 주춤거 

렸지만 또래 상호간의 활동을 통해 자기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 

다. 

회가 

활동명 

6회기 (2013년 2월 20일) 

움직이는 내 얼굴 

·아쿠아 비드의 특성을 이용해 신체적 활동을 활발히 하며 위축된 행동을 

활동 

없앤다.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얼굴 표정을 표현해 본다. 

·시각적인 느낌의 독특한 얼굴을 표현해 보면서 자신의 감정표현 능력을 

표현， 내면표출 
얼굴표정 세트， 손거울(1인 1개)， 거인 얼굴놀이판， 페트병， 투명 그릇， 꾸미 

가 재료 

활동 

목표 

얼굴표정 세트를 벽에 붙여놓는다. 
구 

활동 1 1. 아쿠아 바드 놀이 2. 얼굴표정놀아 3. 내 얼굴 만들기 4. 움직이는 내 열 

사진 

탐색활동에서 연구자가 아쿠아 바드를 보여주며 “이건 뭘까? 어떤 느낌야 

니?" 라고 말하자 A， D는 손으로 벼벼보며 친구들한태 굴려보았고 g는 만 

져보며 말랑말랑하다고 하였으며 C는 만져보고 던져보면서 느낌이 좋다고 

내용 | 하였다 유아들이 재료탐색을 해보는 과정에서 이제는 자발적인 활동 모습 
을 보여 주었다， 연구자가 “우리도 아쿠아 비드처럼 옆으로 왔다 갔다 몸을 

움직여 볼까? 높이 오른 구슬을 잡아보자~ 병에도 담아보고 발로도 밟아볼 

까?" 라고 말하자 초기에는 마지못해 활동을 시작하던 행동이 시간이 지나 

1 

ω
 



자 자연스럽게 의자에서 일어나 스스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표현활동 

에서는 얼굴표정 놀이로 “저길 보세요~ 어떤 얼굴이 보이나요?" 벽에 붙여 

놓은 다양한 얼굴표정을 보여주자 B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나봐요~ 영영 

울고 있어요" 라고 말하였고 A도 “형이 때렸어요. 그래서 화가나요" 라고 

말 하였다. C, D는 웃으면서 윗속말을 하더니 “아빠가 사이좋게 놀아서 착 

하다고 초콜릿을 사줘서 웃고 있어요" 라고 말 하였다. 연구자가 “우리도 

각자 손거울로 얼굴표정을 따라 해보자" “웃는 얼굴 해봐라 요렇게-" 라고 

노래를 불러주고 먼저 유아들에게 다양한 얼굴표정을 지어보이며 자신이 

경험하고 느껴보았던 감정을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A는 화난 얼굴 표정 

을， B는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해 본 후 수즙은 듯 다양한 얼굴표정을 지어 

보면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출사켜 다른 유아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자연 

스럽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C는 웃는 얼굴 표정을 D는 여러 가지 얼굴 

표정을 지어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웃었다. 연구자가 “우라 어떤 얼굴을 만 

들어 볼까? 어떤 얼굴야 제일 예뻐요?" 라고 물어보자 A는 그러기 시작하 

였고 g는 여러 가지 재료를 붙이가 시작하였으며 C도 여러 가지 재료를 

자르고 붙이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갔고 D도 예쁘게 

하고 싶다고 다양한 재료를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꾸며 나갔다. C, D는 자 

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정확이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재료를 

응용하기도 하였으며 점점 친구를 모방하는 활동아 줄어들었다 감상활동에 

서 연구자가 아야들에게 자신야 만든 얼굴표정에 대해 물어보자 A는 “형 

。1 량 사이좋게 놀아서 아빠가 칭찬해 주었어요. 그래서 웃고 있애요" 라고 

말하였고 B는 “염마말씀 잘 들어서 엄마가 얀아 줬어요~ 그래서 웃고 었애 

요" 하였고 ε와 D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고 엄마말씀 잘 들어서 가분이 

좋아요" 라고 말하며 자기 의사표현을 머뭇거림 없야 말하였다. 초가에는 

자산야 경험한 감정이나 재료에 대한 느낌을 표현라가 어려워하던 유아들 

야 중가에는 재료탐색 및 감정표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 

얘 위축 행동아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었으며 퍼포먼스 활동에 있어서도 스 

스로 몸을 이용하며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 

스스로 만족감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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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기 (2013년 2월 27 일 ) 

변하는나무 

·사계절(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느낌을 연상되는 색으로 표현해 본다. 

·각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의 특정을 그려보는 과정을 통해 색채에 대해 

감정을 느끼게 한다. 자기표현， 자아 존중감 향상 

·자신의 생각을 그림이나 언어 또는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회기 

활동명 

활동 

표
 

모
 
「

동
 
료
-
경
 성
-
동
 

활
 

환
 
구
-
활
 

전지， 흰색 뽕뽕이， 색 습자지 꽃， 분무기， 물감， 붓 

벽에 사계절 나무 사진 자료를 붙여 놓는다. 

L 사계절 이야기 2. 사계절 놀아 3. 내가 그린 사계절 나무를 다양한 색으 

즈"'-
2. 

봄 · 여름 。 가을 , 겨울 4계절이 있고 계절별로 나무의 색이 항상 변한다고 

아야기 해주고 유아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4계절 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였다. 표현활동에서 연구자는 유아들에게 “봄 나무는 파릇파릇 새 

잎이 돋아 알록달록 예쁜 꽃도 판대-，’ 라고 얄하벼 꾸마가재료인 습자지 

꽃을 바닥에 뿌려보고 분무기를 아용해 봄바도 뿌려보았으며 “여름 나무는 

내용 | 초록색 잎야 많아져서 우랴에게 사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데” 라고 말하며 

양팔을 크게 벌리게 하였으며 “가을 나무는 카멜레온채럼 울긋불긋 예쁜 

색으로 변한데-" 라고 말하며 의자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봄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겨울나무는 어떤 모습일까 하자 B가 “하얀 눈이 내 

려 나뭇잎이 없어요. 그래서 추워요" 라고 말하자 그럼 “우리도 ‘아이 추 

워’하면서 몸을 떨어볼까?" 라고 말하자 유아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웃으며 

- 78 -



A와 D는 “키가 아주 큰 나무" 라고 말하며 책상 위로 올라갔고 B는 다른 

유아들의 행동과 표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뿌리가 튼튼하고 잎이 

많은 나무"라고 말하며 두 팔을 벌렸으며 C는 “알록달록 꽃이 많이 피는 

나무" 라고 말하며 손과 얼굴을 이용해 자기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 

다. 회기가 점점 진행될수록 유아들이 신체를 이용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결 볼 수 있었다. 그럼 이번에는 “우 

리 어떤 나무를 그려볼까?" 라고 말하자 A는 책상에서 떨어지는 나뭇잎 

표현이 재미있었다며 손바닥을 이용하여 물감을 찍어 가을나무를 표현하였 

고 B는 뽕뽕이에 흰색 물감을 묻혀 찍어보며 겨울나무를 표현하였고， C는 

펑크색과 노란색을 이용해 다양한 꽃을 그리며 즐거워하였고， D는 해님이 

따가워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여름나무를 그리며 나무에 매미와 여 

러 가지 별레들을 그려 주었다.D는 다른 유아뜰과 함께 하는 활동 놀이를 

즐거워하기 시작하였고 상상의 나무를 잘 표현하였다. 

감상활동에서 연구자가 “우라가 그런 나무에 이름을 지어볼까?" 라고 말하 

자 A는 신가한 나무라 하며 바람이 불변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변한다고 

하며 표현에 있어 독창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B는 눈 나라의 요정나무라 

하였으며 C는 알록달록 여러 종류의 꽃을 피우는 요술 나무라 하였고 D는 

엄청 빨리 크는 쑥쑥 나무라고 하였다. A, B, C, D 모두 자신이 표현한 나 

무그림 앞에서 자기켜보다 더 크다벼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크고 설다고 

하며 즐거워하였다. 

7회기에서 유아들은 적극적으로 자산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해봄으로써 자 

신감이 생겨 위축 행동을 타나내지 않았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표현에 있어 자산감이 많아 생겨보였다. 7회기에서는 

유아들아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활동아 증가했으며 얀어를 통해 창의적언 

생각을 표출하였다. 

8회 기 (2013년 3월 6일) 

뚝딱뚝딱 내 의자 

나만의 의자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아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자기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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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활동 

사진 

내용 

목공놀이도구， 못 놀아판， 매직， 우드락， 유아용 못， 나무망치， 빵 칼， 아크릴 

물 

우드락으로 만든 의자 만들기 세트를 준비해 놓는다. 못 놀이판을 준비해 

l.목공도구 탐색 2.뚝딱뚝딱 목공 놀이 3.내 의자 만들기 

탐색활동에서는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다 같이 열어보자" 

라고 말하며 연구자는 유아들에게 호기섬을 주고 목공 도구상자를 보여주 

며 톱， 망치， 못 등 재료의 이름과 사용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다.A 

는 재료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아빠가 벽에다 못을 망치로 

두드리는 걸 보았어요" 라고 말하였고 B, C, D는 재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면서 “책에서 보았다" 고 이야기 하였다. 표현활동에서 연구자는 

“그럼 우리도 아빠처럼 뚝딱뚝딱 못을 박아볼까?" 하면서 유아들에게 만들 

기 재료인 우드락을 보여주고 “느낌이 어때?" 라고 물어보자 A는 만져보며 

느낌이 딱딱하다고 하였고 g는 매끄럽다하며 C는 손에 대고 비벼보기도 

하였고， D는 손으로 눌러보더나 약간 푹신 거란다고 하였다. 이제는 유아 

들야 촉감을 통한 재료 탐색이 자연스럽게 자산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동으 

로 야어졌다. 연구자가 “그럼 어떤 모양 의자를 만들어 볼까?"하고 이야가 

하자 &기- 네모모양 B, C는 하트모양 D는 토끼모양이라고 하였다. 유아들 

에게 각자 만들 의자 모양을 그려보게 한 후 연구자가 우드락을 빵 칼로 

잘라보게 하자 A는 열심히 잘라 나갔지만 B, C, D는 모양이 어려웠던지 

잘 되지 않아 도움아 필요하다고 연구자에게 요구하며 D는 A처럼 그냥 네 

모 모양으로 하고 나중에 물감으로 하트랑 토끼를 그려주고 싶다며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의자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A는 살짝 

삐뜰어 지만 멋진 의자가 되었다고 뿌듯 해하며 불감으로 색칠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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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을 적고 싶다고 하였고， B는 차분하게 그림을 그려 나갔으며 C와 

D는 처음에는 잘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렸지만 끝까지 완성해 냈다. 

감상활동에서 유아들에게 “우리가 만든 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자 A는 “형이랑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B와 C는 “책을 

읽는다”고 하였으며 D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그냥 생각할 때 앉는 의 

자” 라고 대답하였다. 연구자가 “오늘 수업 재미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자 

A, C, D는 못을 밖을 때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완성하고 보 

니 멋있어서 기분이 좋다며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B는 예쁜 의자가 생겨서 좋다고 하였다. 조형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스스로 만든 작품을 보면서 과정은 힘들었지만 스스로 완성해 내는 결과를 

통해 성취감이 증가되면서 자신감이 많아졌음을 볼 수 있었다. 

회기 

활동명 

g회기 (2013년 3윌 13일) 

내가 만든 동물 

·다양한 재료의 활용을 통한 확산적 사고 표현을 유도한다. 

자기표현，사회성향상 
활동 

표
 

목
 
동
 
료
-
경
 

활
 
자
一
환
 

사챈 

내용 | 어떤 느낌일까?" 라고 물어보고 유아들과 숲속에 사는 동묻에 대해 이야기 
E즈 -E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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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다양한 재료중 솜을 이용하여 유아들에게 창의적으로 접근하였다. 커 

다란 봉지안의 솜을 보여주며 “우리 만져볼까? 위로 올라가서 앉아보자， 느 

낌이 어때? 무엇 일까?" 라고 물어보자 A와 B는 “느낌이 좋아요，，- 솜사탕 

같다고 하였고， C와 D는 “부드러워요~눈 같아요“ 라고 말하며 솜을 뜯고， 

날려보고， 뭉쳐도 보고， 던져보면서 A가 “눈싸움 할까?" 라고 말하자 D가 

A에게 솜을 뭉쳐 눈을 던졌고 B와 C도 눈싸움을 하기 시작 하였으며 이제 

는 유아들이 서로 모든 활동에서 다른 유아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 적 

극적인 탐색활동을 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였다- 표 

현활동에서 연구자는 “우리 어떤 동물로 변신해 볼까?" 하고 이야기 하자 

A는 사자울음소리를 내고 손을 위로 올려 얼굴을 쩡그려 무서운 표정을 

지였고， B와 C는 토끼라고 하면서 깡충깡충하고 흉내를 내었으며， D는 무 

서운 곰이 싫다면서 예쁜 곰이라고 하였다. 연구자는 유아들과 함께 자신 

이 표현한 동물이 되어 네발로 뛰어보고 달리기도 하였으며 연구자가 사냥 

꾼이 되어 사냥 활동 놀이를 하였다. 한참 진행을 한 후에 A를 사냥꾼 역 

할로 바꾼 후 활동을 이어갔고 B는 달리기를 잘못하여 친구들을 잡을 수 

없다며 사냥꾼이 되기 싫어하였고 C, D는 차례대로 사냥꾼이 되어 보며 적 

극적으로 서로 교류하며 표현활동을 하였다. 

두 번째 표현활동에서는 연구자가 “어떤 동불을 만들어 볼까?" 라고 말하 

자 A는 힘이 세고 하늘을 날 수 었는 사자라 하였고 g는 달리기가 아주 

빠른 예쁜 고양야라고 하였으며 C는 몸야 변신하는 고양아라고 하였고 B 

는 코가 걸다란 강아지라고 하였다. 크가가 다양한 상자를 아용해 여러 가 

지 재료를 가지고 붙여보고 그려보고 색을 칠하고 색종아로 꾸며주는 등 

자신반의 멋진 동물을 표현해 보았다。 수엽이 끝난 뒤 A는 사자라고 하면 

서 교실 밖에서도 유아들을 사냥하는 활동을 보아며 B, C, D는 소라를 지 

르고 즐거워하며 도망 다녔다.9회거에서는 유아들이 친구들과 서로 적극 

적으로 표현활동을 하면서 첫 번째 위축 행동 때 보다 많아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퍼포먼스 활동에 있어서도 서로 눈치를 보지 않으며 적 

극적인 활동모습을 볼수 있었으며 자선을 표현하는데 았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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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활동명 

10회기 (2013년 3월 20일) 

해저탐험 

동
 
표
 

화E
 

모
「
 활동 

료
-
경
 성
-
동
 

환
 
구
-
활
 
즈I 
E크 

사진 

해저탐험놀이를 통해 바다 속 느낌을 상상력 및 독창적 사고로 표현한다. 

상상한 해저의 풍경과 느낌을 언어적으로 표현해본다. 

전지， 산소통， 불안경 비늦방울 기계， 붓， 물감， 양동이 

빔을 야용하여 바다 속을 표현해 놓는다. 

비늦방울 기계를 이용하여 비늦방울을 분사한다. 

1. 해저 탐색놀이 2. 해저 표현하기 3. 바다 생물 표현하기 

B는 갯벌에서 조개랑 꽃게를 잡고 배를 타 보았다며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큰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탐색활동에서 “오늘은 

깊은 바다 속으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라고 유아들에게 빔을 보변서 해저 

에 대해 야야기를 해주었다. “더 깊은 바다로 들어 갈 때는 산소통야랑 물 

안경을 끼고 들어간데 그럼 우랴 바다료 여행갈까?" 랴고 말하며 산소롱 

내용 I (연구자가 만든)과 불안경을 나댐주자 유아들아 즐겁게 소리를 지르벼 스 
스로 의자에서 일어나 ‘푸우푸우’ 헤엄 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A는 바닥 

에 옆드려 수영하는 모습을 보얘주며 자산여 연상한 표환을 해보려 하는 

등 표현이 많아 명확해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C도 자기표현이 더욱 활 

발해지고 자발적인 활동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D도 모든 활동에서 적극적 

인 표현활동을 보여주었다.B는 다른 유아들의 행동과 표현에 관심을 보이 

기 시작하고 다른 유아들과 함께 하는 활동놀이를 즐거워하기 시작하였으 

며 자신만의 표현활동을 시작하였다. 종결로 갈수록 더 극적인 표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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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활동명 

활동 

목표 

활동 

자료 

환경 

구성 

활동 

놀이 

동을 보여주었으며 이제는 모든 활동에서 다른 유아들과의 상호 작용이 어 

색하지 않으며 신체 표현이 세밀해 짐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에게 “깊은 바다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라고 말하자 A는 “너무 깜 

깜해서 잠수함을 타고 가야한다" 고 하였고 B는 “산호초가 많아 예쁜 꽃 

밭” 이라고 하였으며 C는 “무지개 색 이었어요" 라고 말했고 D는 “언어공 

주가 살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였다. 연구자가 우리 그럼 물감으로 

“깊은 바다를 표현해볼까?" 라고 이야기 하며 자신이 상상한 바다색을 손 

바닥에 물감을 묻혀 찍어보는 활동놀이를 하였다. 

감상활동에서 연구자는 “해저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 라고 이야기 

하자 A는 노래하는 고래， 대왕 불가사리를 그려주었고 B는 알록달록 무지 

개 물고기? 아주 작은 오징어， 큰 불고기를 그렸으며 C는 가시가 뾰족뾰족 

한 불가사리， 예쁜 꽃이 피는 산호 D는 언어공주를 그려보고 싶다고 연구 

자에게 그려 달라고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였 

다. 해저탐험놀이를 통해 자신이 표현한 것을 다른 유아에게 잘 전달 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활동을 하게 하였으벼 야러한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상상력과 독창성， 융통성과 유창성 등 다양한 장의적 사고 영역을 기르고 

자 하였다. 

11회기 (2013년 3월 27일) 

숲속 거언 나라 

·물감 활동 중 데칼코마나 거볍을 이용해 독창적 사고를 표출한다. 

·그림 속에 담긴 자기 생각을 언어로 조려있게 표현하도록 한다。 

자기표현， 장의적 표현 향상 

숲속 거인나라 동화책， 도화지전지(全紙) 4장， 도화지， 16절 도화지， 가위， 

셀로판 태야효， 물감， 붓， 꾸미가 재료， 나뭇잎， 열매 

전지 4장을 벽에 붙여 놓는다. 거인그림을 벽에 붙여 놓는다. 

교실바닥에 나뭇잎을 뿌려 놓는다. 

1. 숲속 거인나라 이야기 들려주기 2。 숲속 거인 놀이 3. 거인 꾸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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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놓은 나뭇잎과 열매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윗 여기는 거언이 살고 있데” 

라고 말하며 숲속 동화책을 이야기 해 주었다. “숲속 거언은 어떻게 생겼었 

니? 숲속 거인은 어떻게 걸어 다닐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자 이제는 유아 

들이 “와 신난다" 라고 하면서 연구자와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 

연스럽게 의자에서 일어나 발로 콩풍거리며 걸어보기도 하면서 스스로 신 

체를 이용해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없어 보였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었고 교실 바닥에 뿌려놓은 나뭇잎을 밟 

아보고， 뿌려보고， 던져보고 핑굴어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면서 오감을 통해 

숲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듯 탐색활동을 하였다. 

표현활동에서 연구자는 유아들에게 “숲속 거인은 무슨 색일까?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일까? 우리 상상의 거인을 찾아볼까?" 라고 말하며 4절， 16절 

내용 | 지를 차례로 나눠주고 “물감을 쭉쭉 짜보자， 동그렇게 짜보자 길쭉하게도 
짜보자” 라고 말한 뒤 종이를 반으로 접어 문질러 펼쳐서 나타난 모양 연 

상놀야를 통해 유아들의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키려 하였으며 우 

연의 효과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데칼코마냐를 이용하 

였다. 유아들에게 “푹푹 눌려서 펴보자， 애떤 모습야 되었니?" 라고 불어보 

자 A는 “붐이 알록달록 변산하는 거언” 이라 하였고 B는 “힘도 세고 숲속 

에 사는 왕자거인” 이라 하였으며 C는 “요술을 부리는 마법사 거언” 아라 

하였고 P는 “하늘을 날수 았으며 몸을 작게 변신할 수 있는 요정 거 얀” 아 

라고 말 하였다. 감상활동에서 연구자는 “우리기- 만든 숲 속 거인야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동물들야 사는 나라일까? 도깨비가 살고 있는 도깨 

비 나라일까? 우리 다시 물감을 짜서 나타난 모양을 연상해보자” 라고 말 

하고 물감을 짜서 나타난 모양에 대해 물어보자 A는 “토끼모양 같기도 해 

요” 고 B는 “요술나비랑 여러 가지 벌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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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으며 C는 “신기한 꽃과 나무" 라고 하였고 D는 “예쁜 요정" 이 

라고 하였다.11회기에서는 데칼코마니를 통해 상상의 거언을 만들어보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다. 퍼포먼스 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인 

창의성 향상을 기르도록 하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
 ‘
。동
 

회
 
-
환
 
-
활
 

및 자신감과 

사진 

1. 대형공룡퍼즐 탐색놀이 2. 공룡 알 탐색 놀이 3. 공룡 발자국 놀이 4. 공 

룡화석 만들 

찬구들과의 

동
 
、
이
 

화E
 

놀
 

공룡야 

즐깨워하 

“오늘은 커다란 색 조각을 찾아 파즐을 할꺼야~ 어떤 그림아 나타날까?" 라 

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유아들에게 퍼즐 조각은 나누어주자 모두 서로 자산 

야 가지고 있는 조각 모양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 

기 시작 하였다. 

퍼즐아 완성 된 후 A가 자신이 

다” 라고 흥분하며 친구들에 게 

좋아하는 공룡그림 야 나타나자 “와 

표정과 울음소랴로 흉내내 보이며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맥 퍼즐을 완성했다는 것에 

연구자가 “우리 공룡 뱃속을 탐험해보자. 무엇이 들어있을 

유아들은 자신들이 완성해 놓은 공룡퍼즐 안에 들어가 

B가 “알이 있어요" 라고 말하자 A, C, D는 서로 공룡 

공 

B, C, D는 

좋아했다. 

물어보자 

신기해하며 

대해 

까?" 라고 

보면서 

였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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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공룡이 나왔을까7" 라고 불어보자 공룡에 관심이 가장 많은 A가 자신감 

있게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공룡에 대해 큰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었고 B, 

C, D도 각자 책에서 본 공룡 이야기를 하였다-

표현활동에서는 연구자가 “우리가 공룡이 되어볼까? 공룡은 어떻게 걸어 다 

녔을까? 공룡의 발자국은 어떤 모양일까7" 라고 말하자 유아들이 신발과 양 

말을 벗고 공룡 흉내를 내며 A가 난 “티라노사우르스” 라고 하였고 B는 이 

름은 잘 모르는 듯 “난 초식공룡” 이라고 하였으며 C는 “포테라르돈” 이라 

고 하였고 D는 “트리케라톱스” 라고 말하며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 행동 

을 보여주었다. 발을 콩콩 거리고 뛰어보고 두발 네발로 기어보며 누구 발 

이 더 클까? 유아들이 서로 발자국을 따라가며 걸어보는 놀이를 재미있게 

활동하였다. A, B, C, D는 연상활동을 통해 표현이 많이 명확해 졌고 다른 

유아들과 놀이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자신감 

야 증가되어 자기의사릎 명확히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럼 이 

번에는 공룡나라를 그려볼까7" 라고 말하고 붓이 아난 이쑤시개를 이용해 

찰흙에 협동그림을 그라게 하자 유아들이 서로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공룡나라를 그렸다。A. B. C. D는 협동 표현에서 모방이 아닌 응용력이 상 

승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감상활동에서 “그럼 우리 저기 공룡나라에 살았던 

공룡 화석을 만들어 보자" 라고 말하며 유아들에게 공룡모형을 찰흙에 찍 

어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서 “와 진짜 화석이다" 라고 A가 말하자 B, C, D 

도 모두 산기해하면서 서로 먼저 화석을 만들야 보려고 하였다. 감상활동에 

서 연구자가 여기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하자 유아들은 

낙무나 즐거워하였고 오늘 수업 정말 재미었였다고 말하며 B는 유치원 친 

구들에게 자랑 할꺼라고 말하자 A, C, D는 다음주에는 “어떤 수엽을 할꺼 

에요7" 라고 불어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였다. 

12회가 동안의 퍼포먼스 미술활동의 결과로 A, B, C, D 유아들은 현저한 

위축행동 감소 형태를 보였고， 눈에 띄는 자신감 향상으로 언해 창의성이 

증진됨을 볼 수 있었으며 A는 초기에는 소극적아었던 탐색， 표현활동아 중 

기， 종결회기로 갈수록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고， 이는 자신감 증가로 이 

어져 독창적인 사고표현으로 나타났으며 B는 탐색， 표현활동에 있어서 항상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 점점 자신의 감정을 표출시키며 다양한 재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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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발휘로 생각의 확장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표현능력이 도 

출되었으며 C는 초기에 다른 유아를 모방하는 행동이 많았으나 중기로 갈 

수록 점차 모방이 줄어들며 종결에서는 표현에 있어 자신감이 증가하여 자 

기 고유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하여서 보다 장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D는 초기의 재료탐색과 표현활동에 있어서는 다른 유아에 비해 적 

극적이었으나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중기， 종결 

회기를 진행해나가면서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적극적 언어표현으로 의사소 

통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친구들과의 협동 미술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자신 

감 및 성취감을 갖게 되었다. 야는 다양하고 폭 넓은 사고 활동으로 이어져 

창의성이 증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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