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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
김 미 라 **
<요약>
본 연구는 주의집중이 잘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로 인한 효과가 있는지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 ADHD아동 2명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프로그램은 ABA 설계에 의해 대상아동의 표
적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0초 간격의 부분간격 기록법을 사용하여 10분
씩 미술치료전문가가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조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ADHD아동의 주의집중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주위집중 시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중재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 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통
해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 중재 프로그램 이 ADHD아동의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쳤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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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해가 거듭 될수록 학교 부적응 아동들이 급증하고 있다.
학교부적응 아동들은 매우 산만하며 학교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수업방해 행동과
교사에 대한 불복종 행동 등은 아동 자신의 학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학습부진
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초등학교를 들어갈 시기를 전후로 흔히 발
견되며 4세 이후 11세 아동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강민채, 박현주 2014).
이러한 문제 행동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의 질환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라고 한다. 학
령전기와 학령기에 흔히 관찰되며, 미국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
람(DSM-IV, 1994)에 의하면 ADHD는 초등학교를 들어갈 시기를 전후로 흔히
발견되며 3～5%로 추정 하고 있다(APA, 1994).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보건사
회 연구원에서 서울 시내 4개 초등학교 1, 2, 3학년 2,899명을 대상으로 행동문
제를 조사한 결과 이중 8.6%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지닌 것으로 나타
났다(이상복, 이상훈, 이효신, 1996). 이는 지난 2008년 12.9%에 비해 4.1% 증가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연도별 초중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원외 처방 진료 받는 사람 현황에서도 2004년 6,198명에서 2008년도 25,429
명으로 불과 4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권그림, 2011). 2010년도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료실 인원이 64,066
명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2009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중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상반기에 전국 16개 시․도 470개 초․중․고교생 12만 6159
명을 대상으로 ‘2009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벌인 결과 전체 17%에 해당
하는 21,497명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교
육과학기술부, 2009).
ADHD 아동의 일반적인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인지 측면에서 주의집중이 짧으
며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주의 집중에 결함을 보인다. 또한 행동 측면
에서 과잉행동과 충동성 및 공격성을 보이므로 교우관계에서 어려움 등을 나타
내고 있다. ADHD아동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으나, 인지학습과정 활동에
어려움을 보이므로 열등감을 갖게 되며 교우관계에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
하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 아동은 이유 없이 친구를 때리는 공격성을 보여
학교생활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조수철, 1990). 이러한 특성들 때문
에 또래들과의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기 쉬우며(Barkley, 1998), 학령기 이후 아
동의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부모나 교사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지 못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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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동시에 낮은 학업 성취로 인하여 사회성발달
에 큰 어려운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민채, 박현주, 2014). 따라서 교
육현장에서 아동들의 주의집중 문제를 조기에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효신, 2000). 최근 국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ADHD아동을 중재하기 위해 다
양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 많은 중재연구물이 학술지 및 학
위 논문에 발표 되고 있다(권명옥, 2008; 김민동, 2008; 편도원, 곽승철, 2008).
ADHD아동 중재전략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중재법으로는 약물치료,
치료적 접근의 행동주의 방법, 부모교육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뇌파치료, 식이요법 등
미 검증 된 치료방법들도 있다(장수연, 2010 재인용). 약물치료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으로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성과 같은 일차적 증상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물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있고, ADHD아동에게 나타나는 이차적
인 문제를 치료하는 데는 그 효과가 단기적이며 제한적이라는 점이 중요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안동현, 홍강의, 1990;김옥정, 1998, 김선정 2010재인용). 이와 같이 기
존의 중재방안이 갖는 한계는 다양한 치료적 개입 방안의 필요성이 시사했고 최근
들어서는 ADHD 아동의 행동, 심리 및 정서를 치료하는 데 있어 미술이 많이 활용되
고 있다(김선정, 2010). 미술활동은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특히 정서적, 사회적 발달
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 되었다. 또한 신체 전반적인 운동능
력이 발달하여 활발한 운동을 하게 되며, 자기 주변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다양한 모방과 학습을 통하여 기초적인 개
념과 사고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또한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기제와 손발
의 움직임을 통한 운동기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목적을 가진 행동을
하게 되며 운동감각, 위치감각, 자제감각 등이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협응 동작이 가
능하게 된다(이근매, 최외선. 2003). 이런 의미의 미술활동에서 재료의 선택은 중요하
며 그 중 찰흙이나 지점토, 밀가루점토, 고무 찰흙 등은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모양과 형태를 신체를 이용해 임의로 달리할 수 있다. 형태를 입체적으로 표현
하기 좋은 재료로 아동의 감각을 자극해 주는데 효과적이며 저항을 가진 아동들에게
이완의 효과가 크다. 또한 찰흙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좌절감 보다
는 성공의 즐거움을 주고(이익동, 2002),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한다. 찰흙은 창
의적이고 공격적인 면을 모두 다룰 수 있는 도구로 자기자각, 자기인상, 자아개념을
발전시켜 자아와 타인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최소명, 2001). 즉 점토를 통
한 촉각 활동을 통해 심리적 의미 창조를 위한 경험적 자아 및 기본적 감각 체계가
발달하게 되며, 공간개념이 발달하게 되어 현실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김동연. 최외
선, 1993). 조형 활동으로서 찰흙활동은 수공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바람직하게 성장
시키는 가운데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가지도 포괄하는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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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김정미, 1999). 그리고 점토를 손으로 직접 주무를
때 손끝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촉감은 쾌감과 친근감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억압과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찰흙을 마음껏 치고, 두들기고, 주무르는 과정에
서 공격에너지가 긍정적 방법으로 분출된다고 하였다(최영희, 2002). 이러한 측면을
볼 때 소조활동은 ADHD아동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켜 여러 가지 감각을 경험하
고 즐기는 가운데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감정의 표현이 좋아지면서 교사와 상호작
용이 보다 활발해지고 주의집중행동 향상으로 부적응 행동을 통제하고 적응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소조활동을 통한 미술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이
선임, 2004). 이와 같이 ADHD아동에게 소조활동 및 미술활동을 적용한 주의 집중과
부적응행동, 사회성 등에서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지만 아직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ADHD아동 2명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행동적 프로그램 중 하나인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ADHD 아동이 나타내는 문제행동은 크게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행동
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부주의한 행동 중 주의집중력은 작업 활동 에서
치료사의 설명을 지속적으로 듣는 시간, 주어진 과제를 해결 할 때 다른 일에 한 눈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행동으로 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다.
둘째,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주의집중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G시의 B소아정신과에서 ADHD로 진단받은 아동으로 DSMIV-TR의 ADHD 진단 기준에 부합 되며, K-CBCL 검사에서 주의집중 영역에서
T점수 65이상인 자리일탈행동이 있는 3학년 남아, 4학년 여아 아동 2명을 선정
하였다. 소조활동 실시 전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1>과 같다.

- 60 -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김미라)
<표 II-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아동A

아동B

성별

남

여

연령

9세 5개월

9세 8개월

67T

100T

K-CBCL
T점수

․ 성격적 특성: 불안 및 낮은 자존감.
․ 언어적 특성: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

․ 성격적 특성: 불안 및 낮은 자존감.

․ 행동적 특성: 약물복용, 틱 장애,

․ 언어적 특성: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 함.

야뇨증(한 달 2～3).아동과 동생

․ 행동적 특성: 약물복용, 틱 장애, 야

을 괴롭힘.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뇨증(한 달 2～3). 화를 잘 내고

냄. 의자를 앞뒤로 흔들거림. 자

짜증을 냄. 음식물을 잘 흘림.

리일탈이 심함, 손장난과 다리를

손장난을 함. 학교에서 왕따를

쉬지 않고 흔듬. 학용품이나

당함. 차례를 기다리지 못 함.

옷, 우산 등을 자주 잃어버

동생과 매일 싸움. 횡설수설의

림. 부정적인 말과 횡설수설을

말이 많음. 학용품, 우산 등을

함. 알아듣지 못한 말과 고함을

자주 잃어버림.

자주 침. 눈치를 잘 살핌.

․ 학습 능력: 성적 중상. 질문과 글

․ 학습 능력: 성적 부진아로 질문과

쓰기에 엉뚱한 답과 글쓰기를

글쓰기에 엉뚱한 답과 글쓰기를

과 함. 과제나 활동을 체계적으

함. 과제나 활동을 체계적으로 못

로 못 함.

함.
. 주의집중 시간은 1분정도
. 흥미 있는 과제 10분 이상 지속
주의집중
수준

. 과제를 제시 하거나 집단 활동에서는 보조에 의해서 10분 정도 주의
집중 지속
. 단 보조가 없을 시는 남아는 2분정도 집중, 여아는 3분정도 집중

자리일탈
행동

. 보조에 의해 5분 지속
. 보조가 없으면 일탈행동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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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 진단 평정지(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 DSM-IV)
본 연구대상 아동의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 검사지는 1994년 미국 정
신의학협회(APA)에서 발행된 정신장애진단 통계편람 제 4차 개정판에 수록되
나, ADHD아동 선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도구의 준거에 의한 것이며, 주
의력 결핍 관련9개 문항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 9개 문항을 더한 18개 문항 중 2
개영역에서 각 6개 항목 이상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ADHD 진단을
할 수 있다.
2)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CBCL을 우리나라의 오경자등(1997)
이 번역하여 표준화한 행동평가 도구이다. 한국판 K-CBCL은 아동을 잘 아는
부모 및 양육자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능력척도와 문제행동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사회능력척도는 사회성 척도와 학업수행척도의 2개 척도와 사회능
력점수 등 모두 3개로 이루어져있다. 문제행동증후군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불
안, 우울, 사회적 문제,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등 모두 10개의 하위척도와 4-11세만 적용되는 특수 척도인 성문제
척도,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불안정, 그리고 총 문제행동 척도 등 모두 13개 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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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하지만 저항집단 대상으로
한 사전 판별이 주목적이라면 좀 더 넓은 범위를 임상범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60T(85%Tile)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용하다(오경자외 1997). 본 연구에서는
K-CBCL의 문제행동 중후군 척도 13가지 척도 중 주의집중문제 척도를 통해 평
가한 점수로써 ADHD아동을 분별하였다. 주의집중 문제척도는 총 11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22점이다. 이때 평가된 점수는
K-CBCL Prfile를 통해 T값(환산점수)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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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기간

및

절차

본 연구는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G미술학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2007
년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 실시할 수 있도록 재
료를 잘 갖추었으며 대상아동들이 활동하기 편안하게 좌석을 배치하였다. 미술
치료프로그램은 총 30회기로 첫 5회기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기초선(A),
다음은 20회기 미술치료실시하는 중재단계(B), 추후 5회기는 아무런 처치를 하
지 않은 기초선(A)이다. 매 회기마다 대상아동의 표적행동을 관찰하여 변화를
기록하였다.
1) 기초선 단계
대상아동의 표적 행동에 대한 사전검사로써 대상아동의 작업 활동 모습에서 각
각 5회기에 대하여 표적행동을 10분간 주의집중행동을 연구자와 훈련된 관찰자
1명이 관찰하여 빈도를 관찰기록표에 기록하였다.
2) 중재단계
중재단계는 20회기를 소조활동에 의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시하였
으며 10분씩 대상아동이 나타내는 표적행동을 관찰하여 빈도를 관찰기록표에 기
록하였다. 중재 실시 중 대상아동의 집중 지속시간이 길어졌을 때 적절한 강화
인자(칭찬하기, 지지해주기, 스티커 주기)를 주어 차별강화를 실시하였다.
3) 유지단계
중재단계가 끝난 후 약 2주 기간의 휴지기간을 거쳐 소조활동의 미술치료 프로
그램의 지속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재 프로그램을 중지한 후 대상아동의 작업
활동 모습에서 대상아동 각각 총 5회기에 걸쳐서 미술치료사 1명이 표적행동 관
찰하여 빈도를 관찰기록표에 기록하였다.
4) 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는 소조활동이 자폐아동의 주의집중 행동과 부적응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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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미치는 영향 (이선임, 2004), 또래중재 찰흙놀이 활동이 ADHD 특성 발달
지체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박인영, 2005), 유. 아동의 발달을 돕는
미술치료의 실제”(이근매, 최외선, 2003)에 사용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에 적합 하도록 대상아동의 발달 수준과 연령을 감안하여 연구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의집중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 등을 적용
하였으며 프로그램을 근거로 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회기별 구체
적인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단계

1
2
3

초
기

미술활동 과제
I

주무르기, 뜯기

기초

길게 밀기, 길게 밀어 지는 것 자르기

활동 및

판 만들기, 판위에 선 긋기

사물

모양 찍기, 자유화

단
4

계

사탕 만들기, 해 만들기, 칫솔 만들기, 나무 만들기

6

포도 만들기, 그림표현하기

7

복숭아 만들기, 그림표현하기

8

중

9

기

10

단

11

수박 만들기, 그림표현하기
II

사과 만들기, 그림표현하기

모방하여
만들기

계

13

고래 만들기, 그림표현하기

14

미역 만들기, 그림표현하기
III
후
기

17
단
18
19
20

지속

밤 만들기, 그림표현하기
물고기 만들기, 그림표현하기

16

욕구분출 및
주의 집중의

배 만들기, 그림표현하기

12

15

친밀감 및 흥미
유발

만들기

5

기대효과

불가사리, 조개 만들기

주제에

배 만들기

주의집중

맞는

목걸이 만들기

지속및 성취감

작품

바다 속 만들기

형성

계
만들기

사람 만들기
작품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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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연구자와 관찰자가 관
찰기록표에 따라 관찰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으며 <아동행동 행동관찰 평가지>
를 사전, 사후 검사로 비교하였다. 행동측정은 기초선에서 자유 활동시간 10분
동안에 자유화 그리기, 파스텔, 물감으로 칠하기, 모자이크작업 활동 등을 표적
행동으로 측정하였다. 찰흙놀이 활동 중재가 진행된 후 주의집중 행동과 주의집
중 지속 시간을 10분 동안 나타난 횟수를 측정하였으며 행동 관찰기록 표에 행
동 빈도수와 행동 발생률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얻어진 자료의 처리는, 주의
집중 행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선 기간, 중재기간과 유지기간에 주의집
중 지속시간을 ○표시를 하고, 미 발생 시 공 란으로 남겨 두었다. 한 회기별 빈
도를 산출하여 주의집중행동과 주의집중 지속시간의 변화를 측정 한 후 그래프
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III.

연 구 결과

본 연구에서 소조활동 중심 미술이 ADHD 아동들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 2명에게 본 프로그
램을 적용하였으며 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각 평가에 대한 결과와
구체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주의집중

행동의

변화

1) K-CBCL에 의한 변화
아동A․아동B의 K-CBCL 사전․사후 변화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아동A․아동B의 K-CBCL 사전․사후 변화
구분

사전

사후

아동A

67T

52T

아동B

100T

82T

아동A․아동B의 K-CBCL 사전․사후 변화 <표 III-1>을 살펴보면, 아동A의 사전
점수는 67T로 나타났으나 사후 검사에서 52T점수가 감소되었으며 아동B의 사
전 점수는 100T로 나타났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82T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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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집중 행동 변화
<표 III-2> 아동A․아동B의 주의집중 행동변화 (%)
구분

기초선

아동A

평균
13.0

범위
10.0-20.0

평균
58.8

아동B

16.0

10~20

62.6

중재단계
범위
38.3-73.3
40~80

평균
73.3
76.0

유지단계
범위
68.3-76.7
70~80

아동A․아동B의 주의집중 행동변화 <표 III-2>를 살펴보면, 기초선 기간 중
아동A, 아동B의 주의집중 행동 빈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초선에서 아동A는
13.0, 아동B는 16.0의 낮은 주의집중 행동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중재가 시작되
자 아동A는 58.8, 아동B는 62.6으로 주의집중 행동이 뚜렷하게 변화가 보였으며,
중재 후 유지에서도 주의집중 행동 백분율은 아동A는 73.3, 아동B는 76.0로 크
게 행동변화를 보였다.

<그림 III-1> 아동A의 주의집중 행동

아동A의 주의집중 행동은 <그림 III-1>를 살펴보면, 기초선 기간에서 1회기부
터서 5회기 동안 10.0에서 20.0까지 평균 13.0의 주의집중 행동을 보였다. 중재를
시작한 후 1회기에서 50.0에서 5회기 동안 60.0까지 점차 증가를 하였다.
6회기에 46.7, 7회기에는 41.7로 감소하였다. 8회기에는 66.7로 증가 되었다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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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부터 60.0, 14회기까지 58.3 약간의 감소를 하였으며 15회기에는 70.0 16회기
68.3으로 증가를 하였다가 17회기에 56.7로 다소 감소를 하였다. 18회기부터
66.7, 20회기에는 68.3까지 점차 증가를 하였다. 2주 후인 유지 기간 5회기 동안
주의집중변화는 1회에는 76.7 중재보다 약간 증가를 했으며 3회기에는 68.3으로
약간 감소, 4회기에서 71.7, 5회기에 75.0으로 주의집중 행동의 유지가 점차 증가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 아동B의 주의집중 행동

아동B의 주의집중 행동은 <그림 III-2>를 살펴보면, 기초선에서 1회기부터 5회
기 동안 10.0에서 65.0까지의 주의집중 행동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재에서 1회
기가 60.0, 10회기에서 65.0로 증가를 하였고, 11회기부터 13회기까지는 66.7로
유지를 하였으며 14회기에는 65.0으로 감소를 하였다. 17회기에서 80.0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20회기에는 70.0로 약간 감소를 하였다. 2주 후인 유지에서 5
회기 동안의 주의집중 행동 보면, 1회기에 80.0, 2회기는 5회기에는 76.7로 나타
내어 평균 76.0의 주의집중 행동의 유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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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집중

지속시간

변화

<그림 III-3> 아동A․B의 주의집중 지속시간 변화

아동A․B의 주의집중 지속시간 변화 <그림 III-3>을 살펴보면, 기초선 1회기
에서 50초 간 집중 하였으며, 2회기에는 1분, 3회기부터 5회기까지는 1분에서 1
분 30초간 변화를 보였다. 중재기간에서 6회기는 5분 40초, 7회기에 6분, 8회기
에 4분 40초 약간 감소를 하였다가 9회기에서 5분 10초간 증가를 하였으며 11회
기부터 20회기까지는 6분에서 6분 50초간 주의집중시간이 유지되었다. 유지기간
에서는 1회기에서 유지하였으나 점점 약간 떨어졌다.
아동B의 회기별 주의집중 지속시간 변화는 기초선 기간에 미술활동 1회기부터
1분 5회기에는 1분 30초 별 변화가 보이지 않았지만, 유지기간에서 6회기에는 5
분 동안 증가를 하였고 7회기에는 4분 50초 약간 감소 하다가 9회기에는 5분 다
시 증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0회기는 6분으로 증가, 반면 11회기 12회기는 약
간 감소를 하였다. 13회기는 6분50초로 증가를 하였으며 15회기는 7분으로 증가
를 하였다. 16회기기∼18회기에서는 유지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20회기에는 7분
20초 집중 시간이 증가 되었다. 유지기간에는1회기는 유지하다가 3회기에서 많
이 주의집중을 하지 못했다. 아동B가 아동A보다 주의집중이 높았다. 이는 즉 성
별의 차이와 개인적인 환경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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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김미라)
3.

회기별

진행과정

대상 아동A․아동B의 회기별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행동변화를 요약하면 <표
III-3>와 <표 III-4>는 다음과 같다.
<표 III-3> 대상 아동A 회기별 행동변화
행 동 변 화

회 기

아동A는 치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작업 활동을
하는 동안 아동은 매우 ‘두두두’ 입으로 하면서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주
위를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였으며 의자를 흔드는 모습, 고개를 돌리는 행

1

동으로 자리일탈이 심하였다.
작업 활동을 하는 동안 아동은 매우 산만하게 소리를 내면서 집중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주위를 너무나 지저분하게 사용하였으며 치료사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진행하는 동안 아동은 점토에 약간의 흥미를

2

보였다.
작업 활동 시간에 점토에 모양 찍기를 하면서 아동A는 흥미를 보이기 시작
하면서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아동A는 작업 활동 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마구 흔들었으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뒤를 자주 돌아보았으며 아동은 자리일탈이 많이 나타났다.
아동A는 작업 활동을 끝내지 못하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또한 자리에 착
석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아동A는 칼라 점토의 냄새를 맡아보고 점토에 흥미를 보였으며 아동은 자
리일탈이 감소되었다.
소조활동에 흥미를 보이면서 작업 활동에 주의집중을 하였다.
아동A는 만들기 작업 활동은 하는 동안 여러 번 실수하였다. 하지만 아동A
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3

4

5

6
7
8

아동A는 꼼지락 꼼지락 손장난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9

의자를 앞뒤로 흔들거린다. 엉뚱한 질문과 헛 손짓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10

치료사의 지시를 받아드리지 못하고 아동은 작업 활동 시간에 주의집중을
하지 않았으며 산만한 행동을 보였다
쿵쿵거리며 앉는다. 다리 흔들거린다. 고개를 흔들거린 모습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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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3> 대상 아동A 회기별 행동변화(계속)
행 동 변 화
작업 활동을 하는 동안 아동A는 여기저기 쳐다보면서도 고래 만들기에서
고래의 특징을 잘 표현하여 만들었다.
미역 만들기를 잘하였다. 색상을 잘 선택하였으며 아동A는 주의집중을 하
였다.
불가사리, 조개를 대충으로 만들고 다른 손장난을 하며 전쟁놀이를 하였지
만 아동은 자리일탈이 줄어들었으며 주의집중 시간이 길어졌다.
배 만들기를 하면서 어려워하였다. 하지만 끝까지 주의 집중을 하면서 잘
완성하였다.
다리를 흔드는 행동. 자리일탈이 감소되었다. 작업활 동을 하는 동안에는
힘들어 하였지만 끝까지 주의 집중을 하면서 잘 완성하였다.
아동A는 그 동안 만들어 놓은 작품에 물감을 두서없이 마구 칠 하였다.
물감을 칠하는 동안 아동A은 주의집중 시간이 길어 졌다.

회 기
13

14

15

16

17

18

아동A는 찰흙으로 작업 활동은 하면서 찰흙의 만져지는 것은 촉감이 부드
럽고 좋았다고 하였다. 사람을 만드는 순서로 머리, 팔, 몸통을 붙여서 만

19

들었고, 다리에서 발을 뽑아 만들었다. 주의 집중을 잘하였다.
작품 전시회

20

<표 III-4> 대상 아동B의 회기별 행동변화
행 동 변 화

회 기

아동B는 엄지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두 개로만 점토를 뜯고 있었다. 아동B는
“ 손에 묻지 않으니까 주무른 것보다 나아요”라고 하였다. 아동B의 행동은
종이 찰흙을 억지로 뜯어서 책상에 던지듯이 하였다. 크기도 다르게 뜯었으
며 아동은 “ 그만 할게요”하면서 자리에 일어나 다른데 관심을 보이며 돌아

1

다녔다. 연구자의 말을 듣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작업하는 동안 매우 산만
한 모습이 보였다. 주위를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집중
을 하지 못하고 자리일탈이 심하였다.
아동B는 점토가 부드럽다고 하면서 느낌을 말하였다. 작업 활동을 하는 것
이 점점 급해졌으며 손으로 뜯다가 나이프로 자르고 아동의 마음대로 잘 잘
라 지지 않으니까 다시 손으로 뜯기도 하였다. 잘라 놓은 형태가 일정하지
못하며 또한 작업 활동하는 주위가 사방으로 어질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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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김미라)
<표 III-4> 대상 아동B의 회기별 행동변화(계속)
행 동 변 화

회 기

아동B는 연구자에게 신경질을 내면서 주먹 쥐고 벌떡 일어서서 점토를 마
구 두드렸다. 그리고 “팔이 아프다”고 하였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동이

3

점토에 모양 찍기를 하면서 흥미를 보였다.
아동B는 점토를 가지고 내리치기를 할 때 일어서서 작업 활동을 하였다. 그
리고 작업 활동을 한 후 아동은 마음대로 나오질 않아 갑자기 일어서서 여
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굴러가듯이 반죽을 하였다. 제자리에 와서 하자고 했는

4

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 뒤 돌아 보면서 연구자가 앉아서 하자고 말해
도 아동은 서서 차분히 작업 활동을 하였다
아동B는 눈을 다른 곳에 시선을 보고 코로 흥얼거리며 천장을 보았다. 그리
고 아동이 만들어 놓은 것을 위로 던지며, 돌리면서 손장난을 하였다. 아동B
는 열심히 만들어 “알사탕이라고 하면서 연구자에게 팔을 쭈~우 욱 뻗어 던
져 버렸다. 해 만들기에서

“해를 만들어 보세요?” 하자. 아동B는 지점토를

5

뜯어 둥글게 손바닥으로 돌리고 있었다.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자리에 착석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아동B는 포도 만들기에 집중하지 못하여 포도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점점
달라졌다. 그리고 일어섰다, 앉았다, 반복하면서 포도 만들기를 다 했다면서
연구자에게 그만 한다고 말하였다. 칼라 찰흙 냄새를 맡아보고 흥미를 나타

6

내었다. 자리일탈이 감소되었다.
아동B는 소조활동에 봉숭아 만들기에 흥미를 보였으며 주의집중 시간은 짧
았으나 자리일탈의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작업 활동 잘하였다.
아동B는 수박을 만들면서 수박의 모양이 안 만들어져 여러 번 실수한 모습
이 보였다. 하지만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주의집중 시간은 지속이 되었으나 아동은 손장난을 하였다.
아동B는 의자를 앞뒤로 흔들거렸다. 그리고 엉뚱한 질문과 헛 손짓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주의집중시간이 길어졌으나 자리일탈이 보였다.
아동B는 작업 활동을 하는 동안 주의 집중시간이 길어졌으며 자리일탈이 감소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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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11

발달장애연구(제18권 제4호, 2014년도)
<표 III-4> 대상 아동B의 회기별 행동변화(계속)
행 동 변 화

회 기

아동B는 혼자 말을 하면서 고개 좌우로 흔들었다. 그리고 여기 저기 쳐다보
면서 손으로 반죽을 하였다. 그리고 아동은 서서 돌아다니면서 작업 활동을

12

하였다.
아동B는 작업 활동은 하는 동안에 고개를 여기저기 쳐다보면서도 고래 만들
기에서 고래의 특징을 잘 표현하여 만들었다.
아동B는 칼라점토에 흥미를 보였으며 미역 만들기를 잘하였다. 그리고 아동
은 색상을 잘 선택하여 작업 활동을 하는 시간에 주의집중을 하였다.

13

14

아동B는 작업 활동의 흥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리일탈은 보이지 않았다

15

배 만들기를 어려워하였다. 하지만 끝까지 잘 완성하였다.

16

아동B는 의자에 엉덩이로 걸쳐 앉자 있는 모습을 잠시 보였다. 연구자가 아
동에게 지시를 하였더니 아동은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았다. 작업 활동은 힘
들었지만 흥미를 보이며 자신감이 생겼다. 다리를 흔드는 행동. 자리일탈이

17

감소되었다. 힘들어 하였지만 끝까지 잘 만들었다.
고래, 오징어, 미역, 조개, 배, 물고기 순으로 놓았다. 아동B는 너무 재미있
고 흥미를 가졌다. 주의집중과 자리일탈행동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배경 바

18

탕의 물감을 두서없이 마구 칠 하였지만 주의집중 시간은 증가하였다.
찰흙을 주무르면서 집중시간이 길어졌다. 의자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얼굴모양을 지시에 따라 둥글게 잘 만들어 놓고, 팔 다리를 따로 따로 만들
어 놓아 같이 붙여 나갔다. 먼저 서 있는 사람을 만들고, 다시 한 번 다른

19

사람을 만들자고 했더니 앉아있는 B아동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작품 전시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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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ADHD아동 2명을 대상으로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의집중행동 대상자간의 ABA 설계를 통하여 중재 회기 동안 적용한 프로그램
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행동관찰 평가지와 적응행동검사(김승국, 1990)
평가지침에 따라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대상 아동들이 얻은 점수를 빈도분
석을 하여 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소조활동 중심이 ADHD아동의 주의집중 행
동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얻어진 연구결과
를 중심으로 논의 해보면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 아동A와 아동B의 주의집중행동 변화를 보면 아
동A는 기초선 기간 13.0이었으나, 중재기간에는 58.8로 향상되었고, 유지기간에
는 73.3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아동B는 기초선 기간 중 32.7이었으나, 중재기간
에는 62.6로 향상되었고, 유지기간에서는 중재기간에 비해 76.0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ADHD는 진단 특성상 구조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약물 오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ADHD에 대한 비약물적 미술치료 프로그램 중 소조활동의 프로그
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홍영란(2006)의 연구에서 점토공
예 미술치료는 ADHD아동의 주의집중에 효과가 입증되었다. 중재기간부터 점토
공예활동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고, 만들기를 하는 동안 작품에 애착을 느끼며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 보였으며 점토활동을 하는 동안 아동은 주의집중을 할 수
있었다. 소조활동 치료프로그램이 ADHD아동의 긍정적인 행동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가 영향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주의집중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조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ADHD
아동의 주의집중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다. 소조활동의 재료 특성 중 하나인 점
착성은 주무르고, 내려 탕탕 치며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찌르고, 밀면서 늘려보
고, 비틀어보며, 작은 조각으로 떼어내는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아동은 에
너지 발산을 한 후 집중하게 되며 주의집중 시간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A, 아동B의 주의집중을 요한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위, 여기저기 쳐
다보는 행위, 자리를 여기 저기 옮기는 행위, 다리를 마구 흔든 행위, 손장난을
하는 행위,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행위, 행동의 영역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여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점토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흥미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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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으므로 아동들의 행동반응에서 주의집중 변화에 영향
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의집중 중재훈련을 통해 ADHD아동의 주의집중
력에 영향이 있음을 선행연구(남미숙, 이영재, 2004)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
이며 같은 프로그램이나 치료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미술치료 활동접근이
용이하도록 대상아동의 수준에 맞추어 난이도를 조정하였으며 아동들 자신에 의
해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하는 방법으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인지(사고)를 변
화시키는 과장으로 미술매체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ADHD아동의 연구는 아동
A는 치료초기에 부정적인 감정의 내재로 인하여 난폭한 모습을 자주 드러내었
다. 해소를 위해 지점토를 활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표출해 주었으며 점토를 뜯
어서 던지기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 후에는 점차 소주제를 완성하고 난 후 지지
와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며 성취감을 얻었다. 특히 점토활동을 선호하였는데 아
동A는 점토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언어가 줄었으며 주의집중 향상이 이
루었다. 아동B는 미술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치료사의 모델링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를 집중하였다. 미술활동을 통해 매체를 경험하고 소주제를 완성하며
자연스럽게 욕구를 표출해 주고 성취감을 얻었으며 아동은 주의집중 향상이 되
었다. 대상 아동들은 소조활동 미술을 통해 자연스러운 욕구표출을 하였으며 만
들기 쉬운 과제를 수행하여 성취감을 느끼며 부정적인 심리적 해소와 충분한 지
지를 통해 주의집중의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은 결론은 ADHD아동에게 주의집중 향상이 최근의 연구 김선정
(2010)에 의하면 단일프로그램으로 점토활동이 다른 미술치료 방법보다 ADHD
아동에게 더 유용할 수 있고, 연구자가 실시하기에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 점토활동이 가장 많이 실시되었는데, 점토는 ADHD
아동이 미술치료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된 매체이며 ADHD아동의 문제 행동을
개선시키는데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에 무리가 있으며 ADHD아동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둘째, 대상아동의 행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한 통제실험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시대가 갈수록 급속하게 변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므로 아동기
시기에 부모님들이 돌보지 못 한 점이 현재 아동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집중
을 못하며 산만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각 시, 도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학습
부진아를 위한 학습전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W 클래스에서 정서행동
및 주의집중향상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만큼 학습부진 아동들이 중가하고
있으므로 주의집중 중재 프로그램의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 졌으면 한다.
- 74 -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김미라)
참

고

문

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주의력결핍아동 추이 현황.
교육과학부기술부(2009).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강민채, 박현주(2014). ADHA아동교육에 대한 일반 초등교사의 스트레스 지각
수준.
(1) 1-22.
권그림(2011).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권명옥(2008). ADHD 연구동향 분석: 국내 정서행동장애 전문지를 중심으로.
(2), 303-327.
김동연. 최외선(1993).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가족스트레스 연구.
(1), 63-81.
김민동(2008). ADHD의 연구동향: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지로 지정된 국내
특수교육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3), 279-299.
김승국(1990).
.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김선정(2010).
석사
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옥정(1998).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김정미(1999).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박인영(2005).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2009

발 달 장애 연 구,

18

A D H D 아 동을

주

미술

특 수 교육 연 차보 고 서.

,

위한

미 술수 업

지도안

연 구 -중 학교

1 학년

콜라

수 업 지도 -.

정 서· 행 동 장애 연 구,

24

한국 특 수교

육 학 회지 ,

14

정 서 · 행동 장 애연 구 ,

적 응행 동 저사
ADHD

지침 서

아 동을

주 의 력결 함

24

위한

국내

과잉 행 동장 애

미술 치 료

아동 의

중 재 연구

증후 에

현황

따른

분석.

치료

효과

비교

연 구.

흙

능에

활동

미치 는

프로 그 램이

주의 집 중행 동 과

학 습 준비

기

지체 유 아의

부

효과.

또 래중 재

적 응 행동 에

자폐 아 동의

미치는

이근매, 최외선(2003).

찰 흙놀 이

활동이

A D HD

특성

발달

효 과.

유 아동 의

발 달을

돕는

미 술치 료 의

실 제.

서울; 교육과

학사.
이익동(2002).

소 조활 동 이

정신 지 체아 동

직 업운 동 기능 에

미 치는

효과.

석사

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남미숙, 이영재 (2004). 집중놀이 프로그램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의 부주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

이상복, 이상훈, 이효신 (편.).(1996).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이익동(2001).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발달 장 애연 구 ,

주의력

결 핍.

8

(1), 73-86.

과잉 행 동

아동 의

방법.

소조활동이

정신지체아동

직업

- 75 -

운동

기능에

미치는

효과.

행 동 지도

석사학위

발달장애연구(제18권 제4호, 2014년도)
이선임(2004).
.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이효신(2000). ADHD 아동의 특성과 중재에 관한 고찰,
(1), 159-180.
안동현, 홍강의(1990). 주의력 결핍장애아동의 치료.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 77-88.
장수연(2010).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조수철(1990).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개념과 생물학적 연구.
(1), 5-26.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최영희(2002).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최소명(2001).
석사
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편도원, 곽승철(2008). ADHD 아동의 교육·행동 중재 관련 연구 분석: 1989년˜
2007년까지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2), 49-80.
홍영란(2006).
. 석사
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소조활동이

자폐

아동의

주의집중행동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

과

정서 ․ 학습 장 애연 구 ,

16

A D H D 아동 의

국내

실 험 연구 를

운 동 중재

관련

연구 동 향

분 석.

-1 9 9 5 ~ 2 0 0 9 년 까지

중 심 으로 -.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

K -CB CL

소 조활 동 을

통한

집 단미 술 치료 가

아 동ㆍ 청 소년

청소년

행동 평 가척 도

스 트레 스 에

미 치는

효과.

점토를 통한 미술치료가 정신지체아의 위축 행동에 미치는 효과.

정 서· 행 동 장애 연 구,

점토․평면

미술치료를

통한 ADHD

아동의

24

행동치료

사례 분석

Achenbach, T. M. & Edelbrock, C. S.(1983). Manualfor the ChildBehavior
Checklist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of
Vermont.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Barkley, R. A.(1998). Attention- Deficit / Hyperactiv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14. 08. 08
수정원고접수일 : 2014. 11. 10
게 재 확 정 일 : 2014. 11. 15
- 76 -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김미라)
<ABSTRACT>
Effects of Modelling Activity-Oriented Art Therapy
on Attention of ADHD Children

Mi-ra Kim*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effects modelling-oriented art therapy has on
attention of ADHD children and whether it is effective for them.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wo ADHD children who are attending to
elementary school. To identify the effects of modelling-oriented art therapy
program based on ABA design on target behaviors of the subjects, they
were observed by a therapist for ten minutes with a use of 10 second partial
interval recording. The results were analysed and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suggested a modelling art therapy program involving its effects on
attention of ADHD children and it was discovered that the program had effects on
the enhancing the subjects' attention. Secondly, the program's effects on the
attention of the subjects were maintained after the program was completed.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the intervention in the modelling-oriented art
therapy program had effects on attention of ADHD children.
<Key Words>

*

Sozopol Activities Centered Art Therapy, ADHD, Attention

Doctor, Department of art psychotherapy (sweet1

004w@hanmail.net)

- 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