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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미술활동(individual fine art activity), 학습장애 학생(student with
learning difficulty),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 정서(sentiment), 효과(effe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의 학습활동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며 미래 자신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사람들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이야기할 때 우선적으로 학습을 말하고, 우
수한 학생이나 열등한 학생을 정의할 때에도 학습에 의한 결과의 정도를 말하기도 한
* 본 학회 회원, 하일렌 예술상담교육치료센터 소장/한양대학교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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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생활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학습에 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학습장애는 학습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원인은 다양하다.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낮고 무엇인
가 하려고 하는 동기가 부족하며 좌절감, 실망감 등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사회적 접
촉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주어진 과제를 끝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특
성을 갖는다(신성웅 외, 2001). 학습장애란 개인내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일생 동안 발
달적 학습(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등)이나 학업적 학습(읽기,
쓰기, 수학 등)영역들 중 하나 이상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김동일
외, 2009 재인용). 학습장애는 다수의 학습과제가 인지적 기능에 의해서 결과를 추적
하고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기능의 문제와 연결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학
습장애는 정신지체 같은 여러 장애와 구분이 되어야 한다. 학습장애 학생은 외관상으
로 비장애학생들과 구분되지 않으나 학습과제 수행이나 이해부분이 일반적인 단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된다. 따라서 학습장애 학생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부진이나 학습지진과는

구별되어야한다. 학습장애는 임상증상으로 많은 유형의 아동‧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
다. 학습장애의 다양한 기능적 문제를 고려할 때 흥미와 집중효과 그리고 지각-운동,
언어표현 등의 훈련은 매우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방
법이나 훈련활동 또는 학습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미술활동은 인지기능의 계발을 위해 훈련하는 다양한 맥락들을 학생에게 제공하여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미술활동은 인지 기능 숙달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미술도구들은 인간이 대상물을 조작하고 지각발달과정의 촉각과 근육운동
강화를 이끌어내며 지각력을 조직하고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돕는다(이부연, 2002). 특
히 손으로 조작하는 작업 즉, 종이를 접고, 자르고, 붙이는 만들기 및 그리기는 작업
은 손의 기능을 높이기도 하지만 뇌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미술활동은 흥미와
성취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애를 위한 치료수업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장애학생
에게 미술은 인지적, 정서적, 감각 운동적 사회적 측면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 등의 전
반적인 발달 상황들을 향상시키는 도구 또는 영역이다(김인자, 2012: 정여주, 2006).
학습장애를 위한 미술활동은 일반미술교육과 구분된다. 즉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미술
교육이라기보다는 창의적이고 자유스러움이 허락되는 즐거운 활동을 전제로 한다. 이
런 활동 속에 인지적인 특성이 있는 활동,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특히 학습장애를 위한 미술활동은 대상의 특성과 환경, 상태 등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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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대상을 충분히 이해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제공해 줄 수 있다. 연
구에 있어서 학습장애는 장애특성상 충분한 활동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학생에게 다양한 미술활동을 실행도록 하여 그 효과를 보
고자한다.
연구문제
첫째, 개별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개별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정서적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습장애 개념
학습장애는 학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데, ‘학습의 차(learning
difference)', '학습의 혼란(learning disorder)', '학습의 문제(learning problem)', '학습
의 어려움(learning difficulty)'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명칭을 대부
분 학습장애(LD)라고 부르고 있다(신현기, 2010).
학습장애는 정확한 원인이나 이론은 1970년대에 초기이론으로는 시각-운동적 견해,
언어적 결함 그리고 신경학적 견해가 있다. 중추신경계 기능의 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지적 과정의 문제, 시각적, 지각-운동적, 집중, 기억, 언어적 문제는 학문적 실
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학습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믿어왔다. 오늘날 최신의 많은 이론
가들이 있지만 다양한 이론을 내어놓지만 여전히 초기 과정적 견해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원인과 이론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학습장애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추론 또는 수학적 능력의 습득과 사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이질적인 집단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 장애는 중추신경계 이상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내적인 문제로 평생 동안 지속된다. 자기조절행
동, 사회적 인식,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문제를 보일 수 있으나 이들이 학습장애의 원
인은 아니다. 비록 학습장애가 다른 장애 조건(예: 감각장애 정신지체, 심각한 정서장
애) 혹은 외부의 영향(문화적 차이, 불충분한 교육 기회 및 부적절한 교육) 등과 동시
에 발생 가능하지만 이러한 조건이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지는 않는다(Bander; 권혁
수외 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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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와 같다.
➀ 학습장애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더 많이 발생하며 학급에서 남학생의 수가

여학생의 수의 3.4배 정도가 더 많다.
➁ 대부분 초등학교 3, 4학년 때 진단을 받게 된다.
➂ 학습장애의 90%정도는 인지능력과 읽기 성취도 간에 불일치로 나타난다.
➃ 대부분의 학습장애 학생은 읽기, 쓰기, 언어활동에 어려움을 보이나 수학은 평균

정도의 능력을 보인다. 간혹 예외적으로 수학의 장애를 격기도 한다.
➄ 학습장애는 종종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학급에서 산만한 경향이 있다.
➅ 학습장애 학생의 일부는 과제 수행 시에 정리와 준비물을 챙기는 등의 자기관리

에 어려움을 보인다.
➆ 학습장애를 경험하는 어린 아동의 경우 과잉행동을 보이거나 돌아다니거나 불안

해한다.
➇ 칠판의 글씨를 베껴 쓰거나 그 밖에 도안을 옮겨 그리는 활동에 어려움을 보이

는 경우가 잦다(Bander; 권혁수외 역, 2011). 이와 같은 특성은 일반적이지만 개인의
차는 존재한다. 학습장애에 관한 관심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학습장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돕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학습장애와 정신지체 및 다른 장애는 특징이 다르다. 또한 비학습장애
학생들의 특징과도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도 구별된 수업의 방식이 있
어야 할 것이다.

2. 학습장애의 인지기능과 정서
학습장애는 학습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능에 부진 및 저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
지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지는 인간정신의 ‘지적’과정이라고 여기
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지는 지식, 의식, 지능, 사고, 상상력, 창의력, 계획과
전략의 산출, 추리, 추론 문제해결 개념화 분류 및 관계짓기, 상징화, 그리고 환상과
같은 고등정신과정에 속한 심리적 실체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각 과정들이 서로 영향
을 주고 받으면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Flavell, Miller, Miller 저, 정명
숙 역, 2007). 정서란 인간이 내면으로 느끼는 어떤 것이며 특정한 동기 유발적 특성
이 있어서 인간의 지각, 사고 행동을 유발, 조절,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개념화 할
수 있다(Hyson, 1998).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 정서가 한 개인에게 적응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정서를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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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나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히 정서적으로 대처하고 조절하는 과정이 정확
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성공적인 정서 훈련 과정은 자신의 정서 및 타인을 이해하
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란 다양한 정신적 조작을 수행하여 다양한 정신적 산물을 만들어낸
다. 우선 학습과 연관해서 내용의 이해와 표현 그리고 집중력과 처리속도 또한 지구
력 등이 포함된다. 학습장애가 인지과정에서 특정손상과 관련되고 있어서 여러 약점
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상대적으로 강점도 있을 수 있다. 장애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서 강점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동기를 유
발하기 위해서 미술활동이 필요하고 미술활동이 학습장애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
도록 유도 또는 지도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학습장애 학생들은 기억과 사고에 곤란을 겪는다. 예를 들어 어떤 주어진 과제수행
에 있어서 필요한 정신적 자원이나 자기-조절(self-regulation)에 어려움을 갖는다. 학
습장애의 인지기능과 정서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억과제에서 학습장애 학생들은 정보 기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전략들을
관련짓고, 기억을 도울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생각해 내는데 흔히 어려움이 있
다.
둘째, 학습장애 학생들은 들은 것을 잘 모니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게임방법을 이해하는데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셋째, 읽기에서 학습장애 학생들은 ➀ 글자의 특정 부문을 읽는 목적을 정하기, ➁
작품의 중심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➂읽은 것의 이해 정도를 모니터하기, ➃ 자료를
이해하지 못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맥락 단서(context clues), 참고 서적 등과 같은 정
보원을 사용하기에 문제를 보인다(신현기, 2010).
넷째, 위와 같은 학습활동에 실패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학습장애 학생들은 상
황에 따른 일관성 없는 대응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매우 위축
되고 경직되어 있고, 방어적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스트레스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충동적 정서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정적 자기지각과 인간에 대한
흥미와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대인관계가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습
장애 학생은 좌절, 정서적 불안정, 공격성, 불안 등과 같은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다
(김근향 외, 1997).
인지기능과 정서에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습장애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능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술
활동에 있어서도 기능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미술과 연관시켜서 인지기능을 향상시키

- 105 -

는 학습의 창작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고,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어서 정서적인 향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미술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고 및 정신적인 조절, 이해 등
을 이루게 한다.

3. 학습장애를 위한 미술활동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미술활동은 그들의 인지, 감각, 신경심리, 행동에 끼치는 효
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기능이 개선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정여주,
2006). 특히 학습과 연관된 미술활동은 좌‧우뇌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시각, 공간
기능, 형태지각에서 좌뇌보다 우뇌가 훨씬 뛰어난 기능을 가지지만 뇌의 활동은 우뇌
나 좌뇌의 혼자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계 또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
에 서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정기 외, 2006).
학습장애는 뇌기능적인 문제가 있고, 시각 또는 시각-운동 기능의 장애로 인한 것
이라는 제안도 많다. 감각신경계와 운동신경계의 정보전달이 통합 또는 연계되어 미
술활동은 감각신경계와 운동신경계에 영향을 준다. 미술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을 물론 자기자신을 내적으로 어떻게 조직화하는지에 대한 표현이다 이는 자신과 환
경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시지각적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Cohen, Carr, 2011). 학습
장애를 위한 미술활동은 다양한 흥미와 관심, 발달단계와 종합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학습장애를 위한 미술활동은 일반적인 미술교육으로서 특정한 미술전문가를 양성하
기 위한 교육과 구분되는 것으로 전인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정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Monroe C. Beardsley에 의하면 미술경험은 긴장을 해소시켜주며, 파괴적인 충
동을 완화시키고, 내부의 여러 갈등을 순화시켜주고, 상상력을 계발시켜서 타인의 입
장에 서게하는 능력이 있으며. 지각과 분별력을 순화시켜주고 인간생활에 대해 이상
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한다(임정기외, 2006. 재인용).
미술활동은 신체와 언어 및 인지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과 심리적인 역할에 쓰
이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미술활동은 학습장애의 인지향상과 정서에 좋
은 효과가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장애는 비장애와 구분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미술활동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미술활동을 통해 인간의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 잠재된
개성을 함양하여 인격의 조화로운 발달을 가져오는 인간중심의 성격 관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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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술활동을 통해 경험적 시각적, 촉각적 체험을 함으로 앎을 얻게 되고 다양
한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게 되므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셋째, 미술활동은 창의성 계발에 유익하다. 창의성이란 새롭게 사고하고 발견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융통성과 유연성, 분석력, 민감성, 창조적 사고
등이라고 길포드는 말한다. 이러한 창의력은 특정한 아동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은 편견일 수 있으며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내재된 능력이라고 한다(김선아, 2004).
넷째, 미술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식이나 사고, 자신의 눈으로써 파악한 경험
을 근본으로 하여 자신의 언어를 발달시켜 나아간다(김종훈, 1995). 다양한 재료의 사
용과 미술활동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경험하며, 다양한 어휘를 배울 수 있으며, 눈과
손의 협응력, 대‧소근육의 조절능력, 시각변별능력, 집중력 등의 향상은 미래의 읽기
와 쓰기에 영향을 준다(양경희, 2008).
다섯째, 미술활동은 학습장애와 관련하여 수준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
며, 흥미와 즐거움은 추가하여 집중력과 지구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여섯째, 미술활동은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갖게 하고 성취시켜 봄으로써 성취감을
갖게 되는 것이 미술활동의 본질의 한부분이다(이명호, 2003). 흥미와 성취감을 통해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미술활동은 창의적인 도구와 다양한 심리적인 기능이 연합되어 있다. 미
술활동의 장점과 학습장애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미술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1) 연구장소
본 연구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H예술상담교육치료센터에서 이루어졌다. 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 31일 까지 주2회 또는 1회로 실시하였다. 회별 소요시간
은 50분이며 총 50회로 이루어졌다.
2)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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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은 14세 남학생으로 첫인상은 밝았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잘하였다. 학
습 및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기지고 있어서 친구가 없었고 동급반 학생들을 경계하였
고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학업성적은 매우 낮은 편이고 공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특히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설명을 잘 이해 못할 때가 많고 교사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여 동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시험이
너무 싫다고 한다.

2. 평가도구
1) K-WISC-Ⅳ(Korean Wechsler Inteligence Scale for Children-Ⅳ)
K-WISC-Ⅳ는 6세에서 16세까지 사용하는 지능검사 도구로 전체적인 인지 능력을
나타내는 전제검사 IQ를 제공한다. K-WISC-Ⅳ는 K-WISC-Ⅲ 보다 분리된 인지적
기능 영역- 언어이해지표 지각추론지표, 작업기억지표, 처리속도지표 네 가지 지표점
수를 제시해 준다. 구체적인 네 가지의 지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언어이해[VCI] : 언어적 추론, 이해, 개념화, 단어 지식 등을 이용하는 언어 능력을
측정한다.
지각추론[PRI] : 시각적 자극을 통합하거나 비언어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학습을 통
해 배울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간적인 시각-운동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
을 측정한다.
작업기억[WMI] : 주의력, 집중력, 작업 기억(제시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 정보를 유지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처리속도[PSI] : 간단한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탐색하고 변별하는 능력,
정신 속도와 소근육 처리 속도를 측정한다(곽금주 외, 2011).
전반적인 인지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적 영역
에서의 영재, 정신지체 그리고 인지적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의 일부분으
로 사용이 가능하다. 결과는 임상장면 및 교육 장면에서 치료 계획이나 배치 결정을
내릴 때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신경심리학적 평가나 연구 목적에 대한 귀중한
임상적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인지 능력이 평균 이하로 추정되는 아동과 아동
의 인지기능을 재평가해야 하는 경우, 낮은 지적능력이 아닌 신체적‧언어적‧감각적
제한이 있는 아동을 위한 평가에 활용된다(http//dspy.snu.ac.kr).

- 108 -

2) BGT(The Bender Visual Motor Gestalt Test)
BGT는 Lauretta Bender(1938)가 개발한 투사적 검사로 9개의 자극 카드를 피검사
에게 한 장씩 차례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종이 위에 따라 그리도록 하고 여러 가지 변
형된 추가 단계를 실시한 뒤, 여기서 나온 정보들을 통해서 인지, 정서, 성격 같은 피
검사의 심리적 특성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검사이다.
BGT는 투사검사로 심리검사의 통합적인 면을 지니고 있어 지각-운동 발달과 능력
뇌손상과 기질적 기능장애 정신분열증, 불안상태, 학교학습의 준비도, 다양한 학습문
제 및 학습장애 등을 진단한다. BGT는 형태심리학적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조정
연, 2009). 형태심리학적 관점에서 자극 표상은 접근성(proximity), 유사성(similarity),
연속성(continuity), 포괄성(inclusiveness) 등과 같은 지각적 원리에 따라 조직화 된다
는 것이다. 이런 원리는 자극들을 형태화하려는 경향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자극을 지각할 때 우리들의 지각양태는 일정한 법칙성에 의해 지배된다(김
인자, 2004).
피검사가 BGT 도형들을 모사, 변형, 연상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형태의 재구성이나
오류, 왜곡 등은 그 개인의 잘못된 지각이나 재생과정에서의 오류, 통합기능의 장애,
또는 이런 여러 요소의 복합뿐 아니라 지각 과정에 개입되는 그 개인의 경험과 욕구,
가치관 성격, 특성 같은 심리적인 특성과 심리적 과정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Hutt의 투사적 해석법을 사용하여 학습장애의 관점에서 인
지(뇌기능)과 정서적 과정을 측정하였다.

3.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미술활동 계획 및 프로그램
본 연구의 미술활동 프로그램 계획은 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인지기능과 정서
에 영향을 주는 방향을 생각하였다. 미술활동계획은 미술활동이 시지각의 기능 및 다
양한 인지기능을 발달시켰다는 연구자료와 양식을 참고로 하였다(이부연, 1994, 2002).
미술활동은 신체적인 기능도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미술활동의 특성을 이용하여 여
러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학습장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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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술활동 계획
내용 미술활동으로 학습장애 학생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도입

1.
2.
3.
4.

미술매체 이해하기
미술활동이 뇌기능과 연관된 활동임을 설명하고 열심히 하도록 자극을 준다.
미술활동을 소근육 발달과 연관되도록 손기능과 사고를 이용한다.
흥미를 유발시켜 지구력을 향상시고, 완성도를 높여서 자존감을 준다.

1. 미술매체를 사용할 때에 매체에 대한 탐색을 충분히 한다.
2. 색종이 접기와 자르기 또는 물감불기를 통하여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동시에 이것들을 연합
전개
하여 작품을 완성시키므로 창의성을 자극시키고 활동에 흥미를 자극시킨다.
3. 과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 원인을 찾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고 기
다린다.
4. 실패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고 성취하였을 때는 긍정적 피드백을
준다.
평가

1. 긍정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자신감을 준다.

기대
인지기능 및 정서 향상
효과

본 연구의 미술활동 프로그램은 연구 계획을 중심으로, 발달진단평가 전문가이며,
미술치료사이고 미술교육을 공부한 본 연구자가 대상을 검사하고 분석하여 프로그램
을 만들었다.
<표 2> 미술활동 프로그램
회기

단계

1

초
기
단
계

2
3
4
5
6
7
8
9

주제

활동 내용

기대효과

오리엔테이션

설명

라포형성

점토로 만들기

점토의 특징 파악.

매체탐색

채색하기

만다라 채색하기.

매체탐색

물감불기

물감으로 즐기기.
머리는 색종이를 이용해서 만들고
나머지는 연필로 완성한다.
색종이와 그리기를 복합적으로 사
용한다.
색종이로 물고기 접기와 물감불기
를 통한 바다 속을 표현한다.
물고기 접기와 손가락으로 물감찍
기 등으로 표현한다.
나비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린다.

매체탐색

고양이, 개 만들기
소뇌 색종이 접기 및 그리기
기능
및 바다나라 만들기 Ⅰ
인지
바다나라 만들기 Ⅱ
나비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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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감 및 자신감
소뇌기능 향상
소뇌기능 향상 및 구
강운동
소뇌기능 향상
인지기능 향상

10

나비

11

날개 달린 곤충 표현

12

숲 속 꾸미기

13

점토로 만들기

14

난화로 이미지 찾기

15

정물 그리기

16

집중력

정밀묘사

17

자기손 그려주기

18

감정 찾기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나비에 대해서 상상하며 휴지 속
등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만들기 인지기능 향상
를 한다.
물감불기 및 그리기 그리고 색종이
접기를 통해 작품을 완성한다.
다양한 나무를 그림으로 관찰한 후
색종이로 나무와 나무에서 생존하
는 벌레들을 만든다.
지점토를 이용하여 명절음식을 만
든다. 개인적인 기술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
야기한다.
난화를 통해서 심리적 이미지를 찾
는다.
사과를 그리고 임의의 색으로 칠한
다.
사물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 느끼
고, 그린다.
자신의 신체찍기를 통해서 스스로
를 위로한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표
현하고 스트레스에 관해 이야기한
다.

짧은 동화책을 읽고 표현한다.
그림책에서 그림을 보고 간단한 문
그림책 이해하기
장으로 말한다.
언어
그림카드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든
및 이야기 만들기Ⅰ
다.
이해력
그림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문장
이야기 만들기Ⅱ
을 만든다.
핸드폰에서 사용되는 재미있는 문
카톡만들기
자 만들기를 한다.
컴퓨터에서 명절이미지 찾 명절에 적합한 이미지를 찾아서 문
기
자 만들기를 한다.
종이를 접어서 방문을 만들고 열어
방문열기
서 생각나는대로 그린다.
종이를 접어서 가방을 만들어서 열
가방열기
어서 생각나는대로 그린다.
인터넷을 통해서 동급생들의 인기
자기 인기소지품 알아보기
소지품 알아본다.
심리
자신이 느끼는 자기와 타인이 자신
자신 보기
에게 느낄 것 같은 것을 생각하고
표현한다.
큰 도화지와 자를 이용하여 칸을
칸나누기
나눈다.
문장이해하기

고양이 그림을 보고 만들기

소뇌기능 향상 및 성
취감
인지기능 향상

소뇌기능 및 이해력
향상
무의식적 지능보기
집중력 향상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다루기
감정 다루기
이해 및 표현력 향상
이해 및 표현력 향상
문장력 향상
문장력 향상
소통하기
소통하기
심리상태알기
자기심리이해하기
또래 이해하기
자기 자신 알기
공간능력 보기

색종이를 이용하여 입체고양이 만
사고력 키우기
들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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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작품 만들기

색지와 색종이를 이용하여 바다를 인지기능 및 자존감
표현한다(조금 어려운 작업하기).
키우기

32

작품 만들기

색지와 색종이를 이용하여 바다를 인지기능 및 자존감
표현한다(조금 어려운 작업하기).
키우기

33

작품 만들기

색지와 색종이를 이용하여 바다를 인지기능 및 자존감
표현한다(조금 어려운 작업하기).
키우기

34

작품 만들기

색지와 색종이를 이용하여 바다를 인지기능 및 자존감
표현한다(조금 어려운 작업하기).
키우기

35

눈사람에 맞는 이미지 표현

36

눈 만들기

37

공작하기

38

공작하기

39

공작하기

40

게임 만들기

41

간단한 동물 만들기

42

자신있는 것 만들기

자존감

43

탈 만들기
사고력

눈사람을 그리고 그에 맞도록 환경
환경이해하기
꾸미기를 한다.
눈사람을 그리고 눈의 상세한 이미
환경이해하기
지 만들어 붙이기를 한다..
소기능 및 자존감 향
입체적 부엉이 만들기를 한다.
상
소기능 및 자존감 향
입체적 부엉이 만들기를 한다.
상
소기능 및 자존감 향
입체적 부엉이 만들기를 한다.
상
사다리타기를 응용하여 게임을 만
사고력 키우기
들기를 한다.
비즈를 이용하여 간단한 꽃을 만든
지구력 키우기
다.
비즈를 이용하여 자신있는 것을 만
지구력 키우기
든다.
자신의 얼굴 크기에 맞는 탈 만들
자존감 키우기
기를 한다.

44

나무 만들기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나무를 그린
자존감 확인하기
다.

45

동그라미, 네모

기하하적 도형으로 이미지 생각하
사고력 증진
기 및 꾸미기를 한다.

46

세모, 네모

기하하적 도형으로 이미지 생각하
사고력 증진
기 및 꾸미기를 한다.

47

얼굴표현

골판지를 이용하여 감정있는 얼굴
창의력 자극
만들기를 한다.

48

자신의 광고 만들기

49
50

확인 감상하기
검사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광고지를
자존감 증진
만든다.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고 칭찬받기
자존감 증진
를 한다.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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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습장애 학생의 인지기능과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
심리검사와 인지검사를 겸하는 K-WISC-Ⅳ의 주요항목인 언어이해지표(공통성, 어휘,
이해), 지각추론지표(토막짜기, 공통그림찾기, 행렬추리) 작업기억지표(숫자, 순차연
결), 처리속도지표(기호쓰기, 동형찾기)를 사전 사후검사로 하여 그 변화와 인지 정서
성격의 특성을 검사하는 BGT 투사검사를 사전 사후로 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학습장애 학생의 미술활동에 대한 인지기능 효과 분석
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인지기능에 매우 효과가 있었다. 언어이해지표의 소검
사, 지각추론지표의 소검사, 작업기억지표의 소검사, 지각추론지표의 소검사에서 사
전・사후검사을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각 지표별로 나타난 구체적인 영역별 효과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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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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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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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성

어휘

토막짜기

이해

<그림 1> 언어이해지표의 구체적인 차이

공통그림찾기

행렬추리

<그림 2> 지각추론지표의 구체적인 차이

<그림 1> 언어이해지표는 언어적 개념 형성, 언어적 추론, 환경으로부터 획득한 지
식을 측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소검사의 공통성 어휘 이해가 모두 매우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활동에서 문장이해하기, 그림책 이해하기, 이야기 만들기 카톡
만들기, 컴퓨터에서 명절 이미지 찾기 등이 언어이해 영역의 효과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지각추론지표는 지각적, 유동적 추론(perceptual and fluid reasoning), 공
간처리(spatial reasoning), 시각-운동협응(visual-motor coordination) 능력을 측정하였
다. 소검사 영역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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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작업기억지표의 구체적인 차이 <그림 4> 처리속도지표의 구체적인 차이

<그림 3> 작업기억지표는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표는 일시적
으로 정보를 유지하고, 이것을 조작하여 결과를 산출해내는 것을 요구하는 작업기억
을 측정한 것으로 주의력, 집중력, 실행기능, 추론 능력과 관련된다. 성취 및 학습과
매우 관련성이 높다. 작업기억이 매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활동이 흥미
를 유발하는 재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즐겁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인지적 뇌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처리속도지표에서는 간단한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살펴보고,
배열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수행속도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활동이 소뇌기능 및 인지적인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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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속도

<그림 5> 전체적인 인지기능에 대한 차이

<그림 5>의 전체적인 기능의 차이를 보면 언어이해, 작업기억, 처리속도 많이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추론은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은 학습과 매
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기능의 검사를 가지고 사전 사후로 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기능 합산 점수에서 사전에는 74이었으나 사후에는 93으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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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장애 학생의 미술활동에 대한 정서 효과 분석
BGT는 인지, 정서, 성격 같은 대상의 심리적 특성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도형의 지각에 있어서 도형의 접합이나 또는 형태 부분이 보다 정확하고 불안심리
에서 올 수 있는 반복적인 선이나 여백사용이 사후에 보다 안전적인 형태를 나타내었
다.
구체적인 차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정서분석
BGT 사전

BGT 사후

공간의 사용에서 여백, 가장자리: 불안심리 경
향이다.
∙도형A의 2개의 도형을 결합시키지 못하였
고 선이 불규칙하게 반복적인 선을 사용:
뇌기능 장애와 대인관계유지와 정서문제가
있다.
∙도형1에서 일정한 점을 짝으로 지각한다.
∙도형2에서 진폭이 좁아짐: 우울성향이 나타
남.
∙도형3에서 축의 각도가 반시계방향으로 약
간회전: 반항적 경향.
∙도형4에서 형태에서 중첩: 뇌기능 장애.
∙도형5에서는 일반적이다.
∙도형6에서 진폭: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우울
성향이다.
∙도형7에서 부분들을 접촉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대인관계 및 정서문제 반영.
∙도형8에서 불규칙하고 반복적인 선, 가장자
리: 불안심리.

공간의 사용에서 가장자기 사용이 줄었고, 여
백이 보다 안정적이다.
∙도형A에서 2개의 도형이 결합되었고 크기
도 안정적이다. 뇌기능과 정서와 연관된 결
과이다.
∙도형1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도형2에서 우울성향은 없으나 형태에 각도
에 약간 왜곡이 있다.
∙도형3에서 축의 각도가 시계방향으로 약간
회전: 우울적 경향.
∙도형4에서는 변화가 없다.
∙도형5에서는 위치는 바꾸었으나 순서적 문
제는 없다.
∙도형6에서는 진폭에 정서적인 민감성이 남
아있다.
∙도형7에서 도형의 형태는 좋아졌으나 접촉
의 문제는 왜곡이 있다.: 뇌기능적으로는 좋
아졌으나 대인관계의 문제가 남아있다.
∙도형8에서는 불안하고 반복적인 선이 없다.
불안심리가 다소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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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점과 결론
1. 연구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개별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인지기능과 정서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하면 다
음과 같다.
1. 개별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인지기능은 WISC-Ⅳ에서 신경심리학적 평가나 지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에
사용되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인지기능 중 언어이해에 우수하게 효과가 있다
고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공통성 문제와 이해문제에 매우효과가 있었고 어휘력에도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미술활동을 통한 언어 및 이해력 훈련을 한 것이 효과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소희, 최외선(2009)이 비언어적 학습장애
아동에게 시 지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국어와 학습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다. 이는 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언어지표 중 공동성 문제와
이해하기 그리고 어휘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작업기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는 숫자와 순차역결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에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황세경, 이근매, 조용태(2004)이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한명의
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개별미술치료에서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연구에
서 수업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자신의 과제를 잘하게 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미술
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집중력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처리속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시각적 기억력, 주의력, 의사결정 능력을 가늠하는 검사로 구체적으로 기호쓰기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게 나타났고, 동형찾기에서는 매우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인지에 매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서소희, 최외선(2009)의 연구결과와 같다.
넷째, 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지각추론에는 좋은 효과의 결과를 보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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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지를 보고 따라하는 것은 오히려 점수가 감소하였고 사고를 평가하는 부분인
공통그림찾기, 행렬추리에는 동일한 점수가 나왔다. 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미술활동이 학습기능과 연관된 언어이해, 작업기억, 처리속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 개별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정서적 향상에 효과를 주는가?
정서는 심리적인 현상과 연관되는 것으로, 정서 및 성격에 관해서 신뢰성이 있다고
평가 되어 있는 BGT 투사검사로 분석하였다. 도형검사인 BGT 투사검사에 의한 결
과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우선 공간이나 여백사용에서 안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A도형의 변화
는 대인관계와 정서적인 문제가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술활동이 아동의 사회성
에 도움이 된다는 김인자(2010)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8번 도형에서는 불안한
반복선이 많이 해소되었고, 형태가 안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최은영, 박제현(2005)이
가족미술치료가 어머니의 훈육태도와 학습장애 아동 및 형제의 정서‧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같다.
둘째, 도형형태의 변화 즉 A도형과 7번, 8번은 정서 및 뇌기능적인 변화이다. 인지
적 변화는 자신감을 주게 되고 자신감은 정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인지기능과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지 알아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지기능은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를 통해서
알아보았고, 정서는 BGT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인지기능에는 언어이해가 향상되었고
작업기억과 처리속도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지각추론에서는 그대로 이거나 약간 퇴행
되었다. 전체적으로 미술활동은 학습장애 학생의 인지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가 있었
다. 인지 및 정서 성격 검사인 BGT투사검사를 통한 알아본 정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미술활동이 정서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지기능 검사에서 나타난 효과는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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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또한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술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인지기능
에 매우 효과가 있었고 정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미술활동으로 50회의 적지 않은 회기를 한 사례이
다. 연구대상이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었던 것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원인 중에
하나이나 미술활동이 학습장애의 인지기능을 향상 시키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도구임이 확실하다.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미술활동 및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연구가들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미술의 영역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술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제시와 학습장애에 사용될 수 있는 미술
활동의 효과에 대해 그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미술활동이 학
습장애 학생의 인지기능과 정서에 효과가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개인사례이
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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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Individual Fine Art Activity on the Cognitive
Function and Sentiment of Students with Learning Difficulty
InJa KIM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fine art activity on the cognitive
function and sentiment of students with learning difficulty.
The steps of study were; selection of study objects, advance examination,
planning or fine art program, fine art program execution and post examination.
The fine art program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fficulty had been done in
“H” Art Education Therapy Center for 9 months. The program consisted of 50
sessions, which had been given once or twice every week. Each session took 50
minutes.
Regarding the analysis methods, neuropsychological test and K-WISC-IV test
had been used for cognitive function test. For the sentiment test, BGT, test for
cognition, sentiment and character, had been used.
The results suggested that fine art activity is very effective in the cognitive
function improvement of students with learning difficulty. It also had positive
effect on the sentiment of students with learning difficulty.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 of this study because this study was
based on a single case; however, the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learning the
effect of fine art activity on learning difficulty and suggesting a new direction for
the medical treatment of students with learning difficulty in the fine ar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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