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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및
그리기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정 상 녀*․ 민 순 옥**
본 연구의 목적은 만 4세 유아 15명을 대상으로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및 그리기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총 12회기의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며, 실험처치는 퍼포먼스 미술 전문가에 의해
7~8명의 소그룹을 나누어 주 2회씩 12회 실행되었다. 연구 결과, 퍼포먼스 미술 프
로그램은 창의성 전체와 하위요인 중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
을 뿐만 아니라 그리기 표현력 전체와 하위요인 중 ‘다양한 색체의 사용’, ‘세부적 묘
사’, ‘조화로운 구성’, ‘표상된 창의성’, ‘그림의 완성도’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과 그리기 표현력 신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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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에게 미술활동은 자기표현의 한 수단이며, 복잡하고 미묘한 생각이나 개념을 말로
표현하는데 미숙한 유아에게는 의사전달의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Harris, 1963;
Ritson & Smith, 1975). Brittain(1979)은 유아는 미술활동을 통해 감정을 정화시키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반영하며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많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친
구들이 받아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습득한다고 하였다. 유아들은 이처럼 자
기표현의 수단이 되는 미술활동에 매력을 느끼고 선호하고 있다(박화윤, 2001). 따라서 미술
활동은 유아에게 있어 자기표현과 자기발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Krechevsky, 1998). 특히 표상은 유아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재해석하는 과정임으로
유아가 주변의 다양한 세계에 노출되어 경험, 지각, 판단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표현능
력을 향상시켜(Herberholz & Hanson, 1995)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한다. 결
국 미술활동은 유아의 경험, 생각, 또는 감정에 대해 그것을 표현하는 상징을 발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상징 활동이며 중요한 인지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Lasky &
Mukerji, 1980). 한편 미술활동은 심미적 의미로서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데, 미술교육학자
인 Eisner(1972)는 미술이 인간의 마음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듀이(Dewey)는 인간의 삶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삶 속에서 독특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 미적 교육의
가치라고 보았다(김정희, 1998). 더구나 유아의 주변은 미술활동 소재로 가득 차있고, 유아
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놀면서 자신의 감각을 활용하여 색, 선, 형태, 질감
등을 탐색하며 미술 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석지연, 1998; 이수경,
1996; 이영진, 1997; 이영환, 정남숙, 2000; 임수진, 1999).
최근의 미술 교육은 유아의 개성, 창의성, 미적 감각, 지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향으로
흘러 왔으며 미학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Gadamer(1996)는 칸트의 근대적 미학 이론에서
설명하는 미술 작품, 미술가, 미적 경험 등에 대한 주관주의적인 견해를 비판하기 위해 놀
이와 미술의 연관성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안금희
(2004)는 놀이를 비유하여 인간의 예술행위나 작품은 인간의 자기목적적인 실천이며 결과라
고 하였다. 미술 비평에서 언어 표현력 신장을 강조한 Jones(1995)는 연구를 통해 아동에게
특정 미술가의 작품을 학습한 뒤 그 미술가의 작품의 특징과 중요성을 미술관이나 갤러리
에 알리는 편지를 작성해 보는 역할놀이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Szekely(1997)의 미술사와 관
련된 역할놀이나 Venable(2001)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미학적 이슈를 다루는 역할놀이는 고정
적인 학교 미술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신장시켰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문제해결로서 미술 놀이의 가치를 언급한 Pitri(2001)는 성인 미술가가 기술적, 미적,
양식적, 표현적 그리고 개념적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아동은 미술 놀이를 통해 기술적 혹
은 실제적 문제, 표현의 문제 그리고 상호개인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및 그리기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385

미술의 놀이적 요소는 미술 행위 자체에서 놀이적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미술이 곧 놀이
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안금희(2004)는 미술의 놀이적 요소를 고려하여 미
술 교육에서 놀이가 갖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가치 등을 도출하고, 초등 미술교육에서
의 놀이의 가치와 유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퍼포먼스(performance)는 예술의 완결성, 개별성을 거부하는 조류에서 기원한 것으로 완결
된 작품을 보여주기보다는 우연성이 뒤섞인 표현 행위 자체를 작품화하려는 시도의 총칭이
다. 미리 정해진 줄거리나 대본 없이 미술ㆍ음악ㆍ육체 표현 등 모든 기법을 사용해 일회
적 표현 속에 방관자인 관객까지 창작 과정 속에 참여시키려는 목적 하에 수행된다(Daum
백과사전 시사상식사전, 2011). 그리고 퍼포먼스 미술 활동은 신체성이 들어간 미술로 회화
나 조각이 충족할 수 없는 예술의 공간을 신체를 이용해 메우듯 느낌에 따라 표현하는 예
술적 행위이다. 따라서 결과보다는 행위 그 자체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따로 미술
이라는 측면보다 음악, 연극, 무용 등 모든 것을 통합하여 각 예술매체간의 벽을 허물려는
새로운 장르로 볼 수 있고(엄미경, 2010), 기존의 손에 의한 표현 위주의 수업 방식에서 벗
어나 오감을 자극하고 신체를 많이 사용하는 미술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퍼포먼스 미술 활동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유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몸으로 체
험하고 느끼면서 학습하는 것이 유아의 발달과 연계성 측면에서 볼 때 더욱 쉽게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알아내고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엄미경,
2010; 장미란, 2010; 장인주, 2009). 즉, 퍼포먼스 미술 활동은 교사의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
지 않고 유아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술교육 활동을 말하며, 놀이 교육인 퍼포먼스 미술 활
동은 자기표현의 장을 통하여 유아의 내면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놀이의 장점을 유아
의 조형 활동에 자연스럽게 도입한 것으로, 유아들은 퍼포먼스 미술활동을 통해 억눌렸던
자신의 감정을 그림이나 소리뿐 아니라 모든 행동으로 표현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유아교육에서의 조형 활동은 그리기 같은 평면 작업뿐만 아니라 만들기, 꾸미기 등의 입체
조형을 통한 창의적 표현 활동이 이루어지고 예술적 차원에서의 창작 활동보다는 표현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두려움이나
상처도 퍼포먼스 미술 활동을 통하여 놀이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아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감정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퍼포먼스 미술 활동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기존의 미술교육과 달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미술재료로 사용된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을 미술 활동에 끌어들
여 좀 더 다채로운 표현의 장을 열어 줌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창의성을 신장시키도록 도와준다(장미란, 2010). 유아는 이 매체들을 느끼고 스스로 활용하
며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고, 유아의 눈에 비춰진 깨끗한 새로운 세계를 맛보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개척정신을 키워간다(장인주, 2009). 또한 퍼포먼스 미술 활동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정답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아는 활동을 통해 성인이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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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아이디어나 자신의 생각을 떳떳하게 말할 수도 있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따라
서 유아 미술교육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함양하고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임을 알 수 있고, 퍼포먼스 미술 활동은 그 자체가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
이며, 단순한 표현이 아닌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
아의 창의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창의성이란 어려운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그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고(Torrance, 1977), 창의성 신
장을 위해 미술교육에서는 창의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르게 접근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Lowenfeld & Brittain, 1975). 임종성(2003)의 보고에 따르면 아동
미술은 아동의 능력, 연령, 취향 등의 개별적인 요소가 고려된 주제, 재료와 표현의 포괄적
인 기회 제공으로 아동의 능동적인 태도와 창의성 계발에 기여하여야 하며, 창작품의 평가
보다는 주제 제시에서부터 시작되는 단계적인 발전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아동
의 창의성 발달이 아동의 본능적이며 자발적인 표현방법에 기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
린 회화적 조형 체험을 통하여 자기 표출과 창의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에 임종성(2003)은 이러한 기존의 창의성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재조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창의성은 아동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교사들의 올바른 이해와 재인식을 통하여 창의적
인 교육방법의 선택과 계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에
게 적합한 놀이 미술활동의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접근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장인주(2009)는 퍼포먼스를 경험한 유아들의 창의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
니라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활동, 언어적 발달과 표현능력이 신장되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유아에게는 치료로서의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퍼포먼스 미술 활
동은 유아를 위한 신나는 놀이터이며, 놀이라는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
으로, 체험을 통해 경험하고 성장해가며 암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교육활동
임을 의미한다. 엄미경(2010)은 퍼포먼스 미술 활동에서는 정답과 다르다고 야단치는 사람
도 없으며 결과물이 유아들만의 생각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성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
발한 작품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는 자연스러운 놀이 활동을 통해
유아가 창의적으로 자기표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퍼포먼스 미술
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오감을 사용하여 눈과 귀를 열고 자신을 마음껏 표출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의성뿐만 아니라 신체적이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통합된 발달을 하
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성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퍼포먼스 미술 활동은 최근 창의
성이 중시되는 세계화 시대에 가장 적절한 활동일 뿐 아니라 유아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활
동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아를 위한 미술교육은 오감을 통한 미적 체험과 그룹 활동을 통한 작은 사
회적 경험 속에서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고 표출시키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체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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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의력 등을 학습하
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백은경, 2007). 이는 유아의 미술활동은 기능이나 결과로서의 행위
가 아니라 미술활동 과정에 있으므로 유아의 내적 흥미와 관심, 그리고 창의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유아의 미술활동은 만들기, 그리기, 꾸미기, 접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
아들이 가장 즐겨하는 활동은 그림 그리기이다(안명자, 1995; 이용애, 1993; 채은영, 1997).
유아에게 있어 그리기 표현력이란 외부의 사물을 묘사하는 제현과정이면서 동시에 내적인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표출의 과정으로(임수진, 1999), 유아의 그림 표현은 ‘무엇을 표현하
느냐’ 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그림 표현력은 유아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떠오른 자신의 심상이나 내
적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엄미경, 2010). 따라서 유아의 그림은
다양한 상호작용과 교수 매체에 의해 촉진될 수 있고, 퍼포먼스 미술 활동은 유아의 그림
을 구체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의 그리기 표현력 신장과 관련된 연구로 김규수, 김신덕, 손윤경(2005)은 음악감상 활
동 통합이 유아의 미술 표현력 증진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 하였고, 조은우(2010)는 협동
미술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그리기 표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고한바
있다. 엄미경(2010)도 퍼포먼스 프로그램이 유아의 신체표현력과 그리기 표현력에 효과적이
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퍼포먼스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그림 표현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장미란(2010)도 놀이를 통한 미술 교육으로 퍼포먼스 미술 활동을 제안하였는데, 연구
결과 퍼포먼스 미술 활동에서 유아들은 미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활
동에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퍼포먼스 미술 활동은 유아의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효과적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별 활동이 아닌 소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함과 동시에 다른 유아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제시된 의견을 받아들이고 표현함으로써 성
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엄미경, 2010)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유아의 창의성과 그리
기 표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최근 퍼포먼스 미술과 관련된 연구들은 미술교육 연구(강해경, 2007; 이성미, 2007; 장미
란, 2010), 다중지능 유형별 퍼포먼스 미술활동 연구(김효경, 2009), 점토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임나연, 2006), 아동의 창의적 미술 지도 연구(이현정, 2007)등을 통한 미술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유아
를 대상으로 한 퍼포먼스 미술 활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여 장미란(2010)의 연구 외
에 퍼포먼스 미술을 중심으로 한 색채교육 방안 연구(강나리, 2010)와 그림 표현력(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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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장인주, 2009)에 대한 연구 등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퍼포먼스 미술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유아의 창의성 및
그리기 표현력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은 유아의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은 유아의 그리기 표현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010)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K시에 위치하고 있는 D 유치원의 만 4세 유아 1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
며, 연구 기간은 2011년 4월 11일~2011년 6월 30일까지 12회기로 진행되었고, 퍼포먼스 미
술활동은 지역교육청 유아교육 특성화 강사인 퍼포먼스 미술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었다.
퍼포먼스 미술 전문가는 4년제 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4년간 유아를
대상으로 퍼포먼스 미술 활동을 지도한 경력이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 유아교육 특별강사
로서 요구되는 소양교육을 받아 특성화 강사로 검증된 교사이다. 이에 연구자는 해당 전문
가를 종일반 특별강사로 임용하고, 실험처치를 위해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도 참여시켜 효
과적인 연구가 되도록 협력을 요청하였다. 연구를 위해 참여한 연구대상 유아에 대한 분포
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분포
남
여
연령
N
평균월령
N
평균월령
만 4세
8
56.37개월
7
57.57개월

계
N
15

평균월령
56.93개월

비고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의 창의성과 그리기 표현력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와 평가 척도
는 다음과 같다.
창의성 검사 도구
유아의 창의성 측정은 Torrance의 TTCT(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도형검사 A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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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과 B형(사후검사)을 사용한다. Torrance(1990)의 TTCT 도형검사는 5개 요소 능력별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그리고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의 규준관련 척도
와 특별한 창의적 강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의적 강점 체크리스트’인 13개의 준거관련
(criterion-referenced)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연구자들에 의해 실시되었고, 제한 시간은 A형과 B형 모두 각 활동마다 10분씩
(

<표 2> 창의성 5개 요소 능력
창의성요소
하위 영역 점수화 과정
적절한 반응의 총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채점을 하지 않으며, 모든 점수를 평
가해 보아야 한다. ‘유창성’은 활동 2와 3에서 채점을 하고, 그림에서 두 개 또는
유창성
그 이상 수의 도형들을 하나의 단일 그림에 조합시켰다면 ‘유창성’ 점수 ‘1점’만
을 준다. 만약 제목은 있지만 주어진 자극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면 점수를 주
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반응이 얼마나 드물게 일어나며 독특한 것인지를 보며, 흔히 일어나
독창성
는 것은 “o”점, 드물게 일어나는 반응은 “1”점, 두 개 이상의 도형을 하나의 이미
지로 조합한 반응에는 보너스 점수를 부여한다.
‘제목의 추상성’은 준거에 따라 0-3점의 척도 범위로 평가한다. 0점은 분명한 유
목명 또는 일반적인 제목일 경우, 1점은 구체적 수준의 간단한 기술적 제목으로
어떤 ‘수식어+유목명’으로 되어 있을 경우(예: 일하는 사람, 춤추는 고양이), 2점
제목의
추상성
은 상상적이고 기술적인 제목으로 ‘수식어’는 단순한 물리적, 구체적 기술 이상의
것을 표현할 경우(예: 아저씨의 얼어버린 귀, 화성에서 온 최신 스타일), 3점은 추
상적이지만 적절한 제목(예: 인생의 시간, 연인들의 싸움 등)일 경우 부여한다.
자극도형에 대한 최소의 일차적 반응이고, 세부내용을 상상하고 제시할 줄 아는
것이 ‘정교성’으로 채점자는 규준자료에 기준하여 세부내용의 수를 6수준으로 나
눈 것에 따라 계산한다. 정교성은 각 활동에 장식, 색칠, 명암, 제목의 정교화가
정교성
있을 때 기본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특히 정교성을 간편 검사할 때는 각 활동
에서 생성된 세부내용들의 수를 엄밀하게 계산해야 하여 점수화 한다. 특히 세부
내용 0-5개는 1점, 6-12개는 2점, 13-19개는 3점 등을 부여한다.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점수는 0,1,3점으로 점수화 된다. 0점은 제시된 불완전
도형에다 직선, 간단한 곡선, 행간이 없는 명암 그리기 또는 색칠하기와 같은 가
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폐쇄시켜 종결시킨 것에 부여하
고, 1점은 불완전 도형을 단순하게 폐쇄시켜 종결시키고 있지만 세부내용이 좀
성급한
종결에
추가되어 있고 수검자는 빨리, 직접적으로 그림을 마쳐버린 다음 그렇게 폐쇄시
대한 저항 킨 것 밖에다 어떤 세부 내용을 추가시키고 있을 경우 부여한다. 그리고 3점은
불완전 도형이 닫혀 폐쇄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직선이나 간단한 곡선이 아니라
그림을 일부가 되는 불규칙적인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점수를 매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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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들은 검사지에 유아들이 말하는 그림의 제목을 받아 기록하
였다. TTCT 도형 A형과 B형의 하위요소인 규준관련 5개 능력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창의성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과 전문성을
기한 검사결과를 얻기 위하여 김영채(2002)에 의하여 제작된 검사요강을 기준으로 통계절차
를 거쳐 결과를 산출하였다.
(

그리기 표현력 검사 도구
유아의 그리기 표현력의 사전, 사후검사를 위해 지성애(2001)가 제작한 ‘그리기 표상능력
평가 척도(Cronbach's α=.89)’가 사용되었다. 이 검사 도구는 ‘기본 도형과 선의 병합정도’,
‘다양한 색체’, ‘세부적 묘사’, ‘조화로운 구성’, ‘다양한 형체’, ‘주제 관련 표상’, ‘표상된 창
의성’, ‘그림의 완성도’, ‘표상과 언어의 연계성’의 총 9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사전 검사
에서는 봄 소풍이라는 주제를, 사후 검사에서는 ‘여름’을 주제로 8절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떠오르는 장면을 20분간 그리도록 한 뒤 9 가지 척도에 의해 채점을 하였다. 채점은 연구
자와 연구보조자가 하였으며, 사전 검사에서 평정자간 일치도는 .96 수준이었다. 그리기 표
현력 평가척도의 하위 내용 및 점수 부여는 표 3과 같다.
2)

<표 3> 그리기 표현력 평가 척도의 내용
평가항목
점수
평가내용
5
선과 기본도형의 병합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정교함
4
선과 기본도형의 병합이 단순하게 나타남
기본 도형과
3
선과 기본도형의 병합 없이 각기 따로 나타남
선의 병합정도
2
선과 선 사이의 연결이 나타나지만 기본 도형은 나타나지 않음
1
단순한 선으로만 나타남
5
9가지 이상의 색으로 사용
4
6~8가지 색채 사용
다양한
3
4~5가지 색채 사용
색채의 사용
2
2~3가지 색채 사용
1
1가지 색채 사용
5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함
4
전체 중 반 이상을 세부적을 묘사함
세부적
3
특정한 한 부분만을 세부적으로 묘사함
묘사
2
형체의 기본 특징만을 묘사함
1
자세히 표현된 부분이 거의 없이 형체를 확인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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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그리기 표현력 평가 척도의 내용
평가항목
점수
평가내용
5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룸
4
전체의 2/3정도가 조화를 이룸
조화로운
3
부분적으로 조화를 이룸
구성
2
전체의 1/4 정도가 조화를 이룸
1
전혀 조화롭지 못함
5
형체가 7가지 이상 나타남
4
형체가 5~6가지 나타남
다양한
3
형체가 4가지 나타남
형체
2
형체가 3가지 나타남
1
형체가 1~2가지 나타남
5
주제와 연관된 소재가 분명하게 나타남
4
주제 관련 형체들이 연관되어 나타남
주제관련
3
주제 관련 형체들이 각각 독립되어 있음
표상
2
주제 관련 형체가 나타남
1
주제 관련 표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5
주제에 관련된 상상적인 표현이 뛰어남
4
표현이 매우 독특함
표상된
3
내용 중에 독창적인 표현이 있음
창의성
2
형체 중 일부분을 독특하게 표현함
1
사물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함
5
전체적으로 색을 칠해 그림을 거의 완성함
4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색칠함
그림의
3
형체의 일부분만 색칠함
완성도
2
형체는 있으나 색칠을 하지 않음
1
형체를 완성하지 못하고 색칠도 하지 않음
5
주제에 대한 명명이 분명하고 아이디어가 독특함
4
주제에 대한 명명이 있음
표상과
언어의
3
부분적 형체에 대해 명명함
연계성
2
명명을 했지만, 주제와 관련성이 부족함
1
표상에 대한 명명이 없음

391

(계속)

392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6호)

본 연구에서 유아의 그리기 표현력에 대한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간에
의한 평균 점수로 결과를 산출하였으며, 채점자간의 일치도는 .94 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실시된 연구절차는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검사
실험처치에 앞서 연구대상 유아의 창의성과 그리기 표현력에 대한 점수를 측정하기 위하
여 2011년 3월 28일~ 3월 29일 까지 2일에 걸쳐 창의성과 그리기 표현력 검사를 실시하였
다. 검사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자에 의해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독립된 교실에서
실시되었으며, 창의성 검사는 Torrance의 TTCT 도형검사 A형을 사용하였고, 각 활동마다 10
분씩 총 30분이 소요되었다. 그리기 표현력 검사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진행 후 사전 검사
에서는 봄 소풍이라는 주제로 8절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떠오르는 장면을 20분간 그리도록
한 후 채점하였다.
1)

실험처치
연구대상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퍼포먼스 미술활동은 주 1회 약 50분씩 소요되었으며,
퍼포먼스 미술활동의 특성 상 미술실에서 7~8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2회(총 15명) 진행되었
다. 연구대상 유아에게 적용된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2)

<표 4>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의 내용
회기
영역
주제
재료선정
1
종이 이야기
(평면구성)
2

3

4

장소/주제선정
(입체구성)
재료선정
입체구성)
재료선정
(평면구성)
(

활동내용
종이의 다양함을 탐색하고 놀이한 후, 종이를 이용
한 여러 가지 평면활동을 한다.(*참고작품: 마티즈)
나무의 성장과정에 대해 알고, 벽면에 큰 붓으로
협동하여 나무 멋진 나무기둥을 그린 후, 손바닥으로 찍어 나뭇잎
꾸미기
을 만들고, 열매(조형물)를 만들어 장식하고, 협동
하여 나무를 완성한다.
자연의 감성을 전달하는 찰흙을 탐색하고 찰흙의
조물조물
성질을 알아본 후,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본다.
찰흙
(*참고작품: 로뎅)
, 파랑, 노랑 삼원색을 통해 수직선 수평선 의
몬드리안처럼 빨강
절제와 균형에 대한 느낌을 표현해 본다.

활동일
4.11~4.12

4.18~4.19

4.25~4.26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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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의 내용
회기
영역
주제
재료/주제선정 얌얌, 맛있는
5
(입체구성)
요리
재료/주제선정
채소로
6
(입체구성)
만든 동물
재료/주제선정 집에서 기르는
7
(평면구성)
동물 이야기
8

9

10

11

12

재료/주제활용
(입체구성)
재료/주제활용
(입체구성)
주제/재료활용
(평면구성)
주제/재료활용
(평면구성)
주제/재료활용
(입체구성)

활동내용
밀가루를 탐색하고 다양한 놀이를 한 후, 밀가루
점토와 폼 클레이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요리
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해 본다.
채소의 특성을 살려 동물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채
소로 동물의 멋진 모습을 표현해 본다.
솜을 탐색하고, 솜을 이용한 놀이로 한 후, 느낌을
연상하여 전지에 협동하여 농장 동물의 모습을 꾸
민다.
물감과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할로윈 가면을 만들
할로윈 파티 고 꾸민 후, 신체표현을 한 후, 호박귀신 선발대회
를 한다.
과일을 탐색한 후, 재료를 변형하여 다양한
여러 가지 야채와
만들기와
꾸미기 활동을 한다.(*참고작품: 아르침
모양
볼도)
휴지로 만든 휴지를 이용한 연상놀이 후, 커다란 산을 만들고
산과 나무 나무와 나뭇잎, 꽃잎 등을 꾸민다.
얼굴의 다양한 표정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삐에
삐에로가
로 가면과 모자를 만들어 쓰고, 삐에로가 되어 몸
되어요
으로 표현해 본다.
헨젤과 그레텔 과자를 이용하여 도형 연상놀이를 한 후, 과자들을
집 꾸미기 모아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 집을 만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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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일
5.9~5.11

5.16~5.17

5.23~5.24

5.30~6.1

6.7~6.8

6.14~6.15

6.21~6.22

6.28~6.29

참고
작품
[그림 1] 나무꾸미기(2회기)

[그림 2] 몬드리안처럼(4회기)

퍼포먼스 미술 교육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안은 표 5와 같다.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 적용이 모두 끝난 후 연구대상 유아를 대상으로
2011년 7월 4일~7월 5일 까지 2일에 걸쳐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창의성
검사는 Torrance의 TTCT 도형검사 B형을 사용하였으며, 각 활동마다 10분씩 총 30분이 소요
되었다. 그리기 표현력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한 후 사후 검사에서는 ‘여름’을 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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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퍼포먼스 미술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 과정안(1차시 예)
활동명
종이 이야기
1차시
2011. 4.11~4.12
활동 • 익숙한 재료를 이용하여 놀이를 통해 미술에 대한 흥미를 가진다.
목표 • 정형화된 재료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 재료의 본질을 탐색한다.
활동 • 신문지, 색종이, 유리테이프, 일회용 비닐팩, 눈알, 유성매직, 양면테이프
자료
과정
교수-학습 내용
유의점
① 활동소개해요
무엇이 있나요?
도입 -- 여기에
신문으로 어떤 놀이를 해 보았나요?
- 또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② 재료를 탐색하며 놀아요
□ 활동 1: 신문탐색(색, 냄새, 소리 등)하기
- 신문친구를 길쭉하게 만들어보자.
․유아들이 자유롭
- 무엇이 되었나요?
게 신문을 탐색하
- 하늘 높이, 멀리 날려보자.
고 신체의 감각을
③ 신나는 미술놀이를 해요
활용한 놀이 경험
□
활동
2: 신문지 비닐 팩에 넣어 얼굴 만들기
기회를 최대한
전개 - 신나게 놀았던 신문친구를 비닐 팩에 담아서 동그랗게 만들어 보자. 의
허락한다.
- 무엇이 되었나요?(얼굴 모양)
- 여기에 멋진 우리친구들의 얼굴을 만들어보자.
․놀이의 연장이 되
□ 활동 3: 얼굴 꾸며주기
도록 활동을 유도
- 눈은 몇 개일까요?
한다.
- 코와 입은 어디에 그려줄까요?
- 색종이를 이용하여 멋진 머리카락도 꾸며보자.
④ 감상해요
- 유아들의 활동 결과물을 소개하고 감상한다.
마무리 ⑤ 평가해요
- 활동에 대한 느낌이나 기분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오늘 활동 중 재미있었던 것은 무엇이니?
활동
장면
[그림 3] 유아 활동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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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8절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떠오르는 장면을 20분간 그리도록 한 후 채점하였다.
4. 자료처리

자료처리는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른 유아의 창의성 및 그리기 표현력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수집
하여 분석하였다. 검사 자료에 대한 통계 처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일표본
에서 측정된 사전․사후검사의 평균차이를 알아보는 대응표본 t-검증(pared samples t-test)하
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창의성
전체와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으로 구분
하여 단일표본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창의성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 결과
구분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전 체

N

사전검사 사후검사

대응차
M

SD

t

df

p

15

67.66

83.93

-16.26

21.89

-2.878

14

.012*

15

66.13

85.93

-19.80

21.11

-3.632

14

.003**

15

46.20

49.33

-3.13

29.96

-.405

14

.692

15

51.73

61.60

-9.86

13.52

-2.826

14

.013*

15

55.80

71.46

-15.66

42.37

-1.432

14

.174

15

289.33

356.46

-67.13

101.13

-2.571

14

.022*

*p<.05, **p<.01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의 실험처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유아의 창의성을 측정한 결과, 실험처치 전과 실험처치 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05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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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71, p<.05). 이는 실험처치에 사용된 퍼포먼
스 미술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자 이를 창의성의 하위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독창성’(사전검사 M=66.13, 사후검사 M=
85.93; t=-3.632, p<.01)은 .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유창성’(사전검사 M=
67.66, 사후검사 M=83.93; t=-2.878, p<.05)과 ‘정교성’(사전검사 M=51.73, 사후검사 M=
61.60; t=-2.826, p<.05)은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제목
의 추상성’(사전검사 M=46.20, 사후검사 M=49.33; t=-.405, p>.05)과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사전검사 M=55.80, 사후검사 M=71.46; t=-1.432, 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독창성’,
‘유창성’, ‘정교성’에는 긍정적인 도움을 준 반면, ‘제목의 추상성’과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이 유아의 그리기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이 유아의 그리기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그리기 표현력 전체와 ‘기본 도형과 선의 병합정도’, ‘다양한 색체’, ‘세부적 묘사’, ‘조화로
운 구성’, ‘다양한 형체’, ‘주제 관련 표상’, ‘표상된 창의성’, ‘그림의 완성도’, ‘표상과 언어
의 연계성’으로 구분하여 단일표본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의 실험처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유아의 그리기 표현력을 측정한 결과, 실험처치 전과 실험처치 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02, p<.05). 이는 실험처치에 사용된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이 유아의 그리기 표현력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이 유아의 그리기 표현력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구체
적으로 분석하고자 그리기 표현력의 하위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색체’(사전검사
M=2.73, 사후검사 M=3.46; t=-4.036, p<.01)은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 묘사’(사전검사 M=1.93, 사후검사 M=2.61; t=-2.197, p<.05),
‘조화로운 구성’(사전검사 M=1.80, 사후검사 M=2.46; t=-2.320, p<.05), ‘표상된 창의성’(사전
검사 M=.20, 사후검사 M=.73; t=-2.256, p<.05), 그리고 ‘그림의 완성도’(사전검사 M= 1.73,
사후검사 M=2.41; t=-2.320, p<.05)은 통계적으로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본 도형과 선의 병합정도’(사전검사 M=2.66, 사후검사 M=3.33;
t=-2.092, p>.05), ‘다양한 형체’(사전검사 M=1.60, 사후검사 M=2.28; t=-2.000, p>.05), ‘주제
관련 표상’(사전검사 M=1.93, 사후검사 M=2.53; t=-1.500, p>.05), 그리고 ‘표상과 언어의 연
계성’(사전검사 M=1.73, 사후검사 M=2.39; t=-1.726, 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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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그리기 표현력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 결과
대응차
구 분
N
사전검사 사후
검사 M
SD
기본 도형과
선의 병합정도 15 2.66 3.33 -.66 1.23
다양한 색채
15
2.73
3.46
-.73
.70
세부적 묘사
15
1.93
2.61
-.67
1.17
조화로운 구성 15 1.80 2.46 -.66 1.11
다양한 형체
15
1.60
2.28
-.68
1.29
주제 관련 표상 15 1.93 2.53 -.60 1.54
표상된 창의성 15 .20
.73
-.53
.91
그림의 완성도 15 1.73 2.41 -.67 1.11
표상과 언어의 15 1.73 2.39 -.65 1.49
연계성
전체
15
16.33
22.20
-5.86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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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df

p

-2.092

14

.055

-4.036

14

.001**

-2.197

14

.045*

-2.320

14

.036*

-2.000

14

.065

-1.500

14

.156

-2.256

14

.041*

-2.320

14

.036*

-1.726

14

.106

-2.702

14

.017*

*p<.05, **p<.01

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이 유아의 그리기 표현력의 하위요인인 ‘다
양한 색체’, ‘세부적 묘사’, ‘조화로운 구성’, ‘표상된 창의성’, 그리고 ‘그림의 완성도’에는
긍정적인 도움을 준 반면, ‘기본 도형과 선의 병합정도’, ‘다양한 형체’, ‘주제관련 표상’, 그
리고 ‘표상과 언어의 연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유아의 창의성
및 그리기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은 유아의 창의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
났을 뿐만 아니라, 특히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요인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퍼포먼스를 활용한 아동의 미술활동
연구에서 취학 전 5~7세 아동들이 미술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어 능동적이고 적극
적인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며 새롭고 다양한 창의적 활동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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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였다는 장미란(2010)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유아를 위한
미술교육은 오감을 통한 미적 체험과 그룹 활동을 통한 작은 사회적 경험 속에서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고 표출시키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의력 등을 학습하게 된다는 백은경(2007)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퍼포먼스를 경험하고 있는 3~7세의 영유아 7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퍼포먼스 창의적 놀이 활동을 통해 유아의 창의력이 향상되었
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활동을 보이게 되었다는 장인주(2009)의 연구 결과
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퍼포먼스 미술활동에서 유아들은 다양한 재
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제목을 붙이며, 구체화시키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
해 유아가 창의적인 활동을 주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적용한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은 자기 주도적 미술활동 프로그
램이 창의성 구성 요소인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김지희, 2010), 다양한 미술재료, 미술표현기법 등의 다양한 자극을 통한 과정중심의 창의
적인 미술활동 적용이 언어창의성과 도형창의성, 유창성, 독창성, 상상력 향상에 효과적이
고(윤영란, 2002), 열린미술교육방법이 유아의 창의성 전체와 유창성, 독창성, 그리고 도형적
창의성에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이규은, 1997) 유아의 입체 미술 표현은 표상수준, 탐색
수준, 예술성수준 모두에서 창의성과 정적 상관이 있다(박영주, 김온기, 2002)는 연구 결과
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엄미경(2010)의 보고와 같이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는 정답과 다르다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으며 결과물도 유아
들만의 생각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유아들이 자연스러운 놀이 활동 속에서 창의적인 자
기표현 활동을 진행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은 만 4세 유아들의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 ‘제목의 추상성’
과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주설자(2003)의
놀이성과 창의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놀이성 총점과 창의성 총점 간에는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창의성 하위요인 중 제목의 추상성은 놀이성과 상관
관계가 없음을 시사하는 바와 같이 유아의 퍼포먼스 미술 활동은 놀이성의 요인인 신체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등을 수반하여 표현되는 놀이로써 ‘제목에 대한 추상성’에서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 김호, 유영의(2011)의 연구에서 놀이성
수준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 및 변화과정에서는 놀이성이 높은 집단의 유아들이 낮은 집단
의 유아들보다 창의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볼 때,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 접근이 가진 놀이의 특성을 살려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되어져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은 유아의 그리기 표현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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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리기 표현력의 하위요인인 ‘다양한 색체’, ‘세부적
묘사’, ‘조화로운 구성’, ‘표상된 창의성’, 그리고 ‘그림의 완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엄미경(2010)의 연구에서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퍼
포먼스 프로그램이 그림 표현력 전체와 다양한 색채 표현, 조화로운 구성, 주제관련 표현,
그림완성 요인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활동
중심의 통합적 미술프로그램은 미술 표현 능력과 미술 감상 능력에 효과가 있으며(정미경,
1999), 통합적 미술 교육은 만 5세 유아의 그리기 표현내용 향상에 더 효과적(박숙희, 2002)
일 뿐만 아니라 보육현장에서 미술활동 횟수의 증가가 표상수준과 탐색수준, 예술성 수준
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이율이, 2008) 결과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뿐만 아
니라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의 적용은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하여 그리기 중심
의 정적이고 획일적인 어떤 정답이란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림 그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신세계를 표출하고 표현하는 예술 활동임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기본 도형과 선의 병합정도’, ‘다양한 형체’, ‘주제관련 표상’, 그리고 ‘표상과 언어
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퍼포먼스 미술 활동 프로그
램이 신체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볼 때, 윤세은, 윤현숙(2004)의 연구에서 동시 확장 활동
유형인 동시 재구성 활동과 신체표현 활동에서 동시 재구성 활동을 한 집단이 신체 표현
활동을 한 집단보다 전체적인 그림 표현력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림 표현
력의 하위 항목 중 ‘기본 도형과 선의 병합정도’, ‘다양한 색채의 사용’, ‘다양한 형체’, ‘세
부적 묘사’, ‘표현의 창의성’, ‘표현과 언어의 연계’에서는 동시 재구성 활동 집단이 높은 점
수를 보였으나 ‘그림 내 공간표현력’에서는 신체 표현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는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즉, 유아의 그리기 표현력의 하위요인인 ‘기
본 도형과 선의 병합정도’, ‘다양한 형체’, 그리고 ‘표상과 언어의 연계성’은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이나 신체활동이 유아의 그리기 표현력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은 단순히 놀이를 통해 행동하고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고 표현하는 활동으로 연계되어 유아의 창의성과 그리기 표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퍼포먼스 미술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오감을 사용하여 눈과 귀를 열고 자신을 마음껏 표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유아의 미술
활동은 기능이나 결과로서의 행위가 아닌 미술활동 과정에 있으므로 유아의 내적 흥미와
관심, 그리고 창의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퍼포먼스 미술 활동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서는 만 4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더 어린 연령과 높은 연령의 유아들에게도 제
공될 수 있는 각 연령에 적합한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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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 Performance Art Activity
Program to Young Children’s Creativity
and Drawing Expression Ability

Jung, Sang-Nyu․Min, Soon-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a Performance art activity program affected to
young children’s creativity and drawing expression ability toward 15 children of 4 years old. 12
sessions of performance art activity program were organized for it, and the experimental treatment
was divided into seven or eight small groups and executed 12 times of two times per week by a
performance art activity program expert. The performance art activity program was analyzed and the
result showed that it helped to improve creativity and sub-factors in parts of ‘fluency’, ‘originality’,
‘preciseness’ and also drawing expression ability and sub-factors in parts of ‘use of color’, ‘detailed
description’, ‘harmonious configuration’, ‘creative representation’, ‘completion of pictures’.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performance art activity program gives positive effects upon young children’s
creativity and drawing expression ability and also is an effective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