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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의 사회  상 계의 특징은 개인주의 팽배와 획일  인간 계속

의 주체성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상의 무 심속에 아동들은 혼자서 텔 비 을 보거나 컴퓨터

에 빠져 지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 어머니들의 과보호, 불규칙 인 양육태도, 정서  외상  

유  향으로 인해 아동기 정신 발달 장애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서 

미술치료에 한 연구와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으며 미술치료의 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인간과 한 계가 있는 자연 매체인 토를 통한 치료가 발달 장애(자폐아)를 가지

고 있는 아동에게 미치는 향과 효과에 하여 고찰해보고 한 토치료가 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동들

의 사회  상 계와 정화작용의 발 에 미치는 향에 해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기는 시 지

(Synergy Effect) 효과와 이러한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는 교육 로그램 개발 연구에 해서 제시하

려한다.  

 ■ 중심어 :∣미술치료∣도예작업치료∣

Abstract

The structure of modern society are complex, fast, overflowing of individualism and losing 

of independence through the standardization of human relationship. The frequency increased 

that children watch television and play computer game alone through this structure. Also, the 

mental  disorder like as autism tend to be increase for childhood because, parents overprotect, 

unmethodical bringing up children, emotional disturbance and effect of genetic. Therefore, 

research and case study of art therapy  publish that illustrates a tendency of developing and 

growing. On the base of this situation art therapy realize more important than before and gain 

power. Therefore, this research consider that clay therapy effect for autistic just children and 

investigate function of catharsis through the case study. Also, make study that social rappot 

and function of catharsis develop for children who has autism. The suggest effect of synergy 

which come from clay therapy(education of ceramic)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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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사회 구조상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부모들의 

무 심속에 아동들은 혼자서 텔 비 을 보거나 컴퓨

터에 빠져 지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 어머니

들의 과보호, 불규칙 인 양육태도, 정서  외상  유

 향으로 인해 아동기 정신 발달 장애 빈도가 높

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기 발달 장애로 정신 분열

증, 유아자폐증, 아동기 정신증, 불규칙한 아동증후군, 

공생정신병, 백치, 백치성 유아, 반  발달장애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에서 아동기 정신증과 유아자폐증은 

가장 심한 유형의 행동  정서장애를 나타내며 아동 

발달에 심각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탐탁치 못한 

장애로 여겨진다. 아동 자폐증은 신경학  원인이 의심

되나 충분히 밝 지지 못한 가운데 출  율이  증

가하고 있다. 

자폐성향 아동들은 인 계에서 정서  상호 반응

이나 유 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과 감

정교환이 어렵다. 한 래에 심이 없어 친구 계 

형성이 어렵고 사람과의 을 많이 피한다. 심지어 

부모와의 상호작용, 즉 엄마와의 애착행동에 있어서도 

심한 문제 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언어로는 면 이 곤란한 자폐성향 아동의 경

우 신체  을 시도하며 소통의 길을 열수 있게끔 

유도하는 특별한 치료 기법이 필요하다. 이는 자폐증의 

가장 심  결함인 사회성 결함에 진 을 가져와 인

계 형성과 언어 발달에 커다란 도움을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이미지 표출과정에 있어

서 비언어 인 의사소통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미술치료는 언어나 다른 달 수단에 의한 의사소통이 

비교  자유롭지 못한 자폐성향 아동들에게 낙서나 그

림 는 여러 가지 미술매체를 함으로써 자기 내면세

계의 문제나 갈등, 느낌 등의 마음 상태를 자유롭게 표

하기에 한 것이다. 특히 다른 술 치료에 비하

여 미술 치료 활동은 그 재료 즉 매체가 매우 다양하여 

그 매체의 선정이 요한 의미를 지닌다. 억압된 감정

이나 표 들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

여 치료해야 그 효과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 치료 

매체의 하나인 토를 사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평면 활

동과 입체 활동을 함으로써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 미치는 향과 이러한 교육 치료가 주는 치료

   효과와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를 임상 실험

해 으로써 발달 장애아들의 사회  상 계와 정화

작용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토치료(도 교육)로 인

한 시 지(Synergy) 효과를 증진시키기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 수립하려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2.1 연구방법

본 연구방법으로는 유아자폐증의 특성을 연구한 후 

참고문헌을 통해 반 인 미술치료의 연구 자료를 토

로 미술치료에서의 토의 활용, 미술치료 실습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자폐아에게 직  로그램을 

용하여 치료 이를 바탕으로 생기는 시 지(Synergy 

Effect) 효과와 이러한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는 교

육 로그램 개발 연구에 해서 제시하려한다. 

 

2.2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신증에 한 논의를 유아자

폐증에 국한시키고자 하여, 유아자폐증의 복잡성에 

해 좀더 면 히 살펴보고 미술치료를 통한 결과 보다는 

치료과정을 으로 둔다. 미술 교육에서 아이들이 자

유롭고 재미있게 감정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자폐아들의 특성을 연구하

여 그림을 그리고 흙 놀이를 통해 아이는 무의식 으로 

문제 을 표출하고 이에 맞는 화로서 치유하는 과정

이다. 미술치료에서 흙 놀이는 아이들이 가장 쉽게 친

해질 수 토를 사용하여 각과 소근육을 발 시키고 

부드러운 물질로서 여러 모양으로 감정을 나타낼 수 있

음을 연구한다. 자폐아의 특성상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기피하고 고집이 세고 집 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술활

동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한 토의 끈 임을 싫어하

고 각이 민한 자폐아들에게는 흙 놀이 치료가 조심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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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유아자폐증

유아 장애  자폐증은 어떤 장애보다 이해하기가 어

렵고 정상 인 경험의 범 를 벗어난 장애조건이다. 흔

히 이상한 행동과 부 한 행동을 한다. 다른 사람들

과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발끝으로 조용조용히 

걸으며, 주변에 있는 어떤 것에도 무 심한 태도를 보

인다. 지각인지 발달 면에서 심한 고립 상을 보이고, 

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물체를 부

하게  늘 같은 유형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음악에 

몰입하며, 발끝으로 걷기, 몸 흔들기, 이상한 자세 취하

기 등과 같은 이상운동 패턴을 보인다. 이런 아동들은 

회 하는 물건에 아주 매혹된다. 그들은 장난감 자동차

를 뒤집어 놓고 몇 시간씩 앉아 있고, 끝없이 바퀴를 굴

린다. 다른 아동들과는 달리, 이런 한 행동으로부터 주

의를 집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들은 쉽게 좌 하고, 심

하게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지른다. 이러한 소리 지르기

는 무 오랫동안 지속하기 때문에 부모와 에 있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차례를 지키지 못하고 

상물을 상징 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정서 인 발달 

면에서도 사람에 해 정상 인 애착을 갖지 못한다. 

유아기부터 다른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며 다른 

아동들에 비해 얼굴 표정이 부족하다. 이런 아동들은 

신체  에 무 심하거나 매우 싫어하기까지 한다. 

흔히 자신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부모와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여긴다. 그들은 추상  사고, 상징성  단계  

논리를 요하는 과제의 수행이 매우 열등하다. 그러나 

시각  공간 인 기술을 요하는 과제는 매우 잘 수행하

는 경우도 있다. 유아 자폐증은 특성이 무 이상하여 

다른 아동기 장애보다 더 심을 받고 있다. 

표 1. 유아자폐증의 특성

 유아자폐증의 특성
․아동들은 관계 형성 능력의 결함을 보인다.

․일반적인 강화체계가 부적절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의사소통 기술의 손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감각이상으로 인하여 감각 자극에 이상 반응

․주의집중이 차이를 보인다

․자폐증 아동들은 동일성을 요구

․비정상적인 운동 활동을 한다.

․흔히 발달장애, 정신지체 및 신경학적 결함 수반

자폐증은 발달장애, 언어  의사소통 이상, 이차 인 

행동  정서문제들을 지니는 증후군으로 기술 할 수 

있다. 자폐증의 특성은 다른 아동기 장애처럼 아주 다

양하고 장애 정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교  정

상 인 발달 기간을 거쳐 자아발달이 쇠퇴하는 반  

정신증장애로서 어느 정도 언어구사 능력을 지니고 있

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계도 형성한다. 정신분열증 아

동들의 성격, 임상  과정, 지  기능  원인 한 매우 

다양하다. 자폐증 아동들의 출 율 수치는 학령기 아동 

10,000명당 0.7명 도 제시되고 있다. 1977년 캐나다 자

폐아동 연구회의 연구에서는 신생아 10,000명당 5명의 

비율로 자폐증아동이 출 한다고 하 다. 심인성 가설 

원인으로써 부모가 자기자녀를 히 돌보지 못하는 

양육태도가 유아자폐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

다. 하기 못한  세계에서 회피하기 하여 고

립된 세계로 들어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Bruno Bettelheim는 자폐  행동을 이고 거부

이라고 생각되는 세계에 항하여 나타내는 반응이라

고 해석했다. 그런 아동들은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없

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상상의 세계로 후퇴해 버리

고 동일성을 고집스럽게 추구함으로써 어떤 질서나 항

상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유아자폐증은 복합 인 원인

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발달 ․환경 요인   

손상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유  

요인이 한 그 빛을 상실해 가고 있다.  허약한 X염색

체를 지닌 남성들이 69%가 자폐증을 지닌 것으로 나타

났다. 한 Gillerg(1980)은 소집단 표집 연구에서 산모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자폐성 아동을 가질 험성이 

9배 높다고 발견했다. 

유아 자폐증 후로 정신분열증 아동들은 장애의 발

생연령, 장애검진, 진행과정  재의 강도 등에 따라 

다소 정상 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자

폐증 아동들의 망을 그다지 밝지는 못하지만 가까이

서 강도에 따라 감독하고 보호해 주어야 정신지체의 수

을 벗어날 수 있다. 교육  후는 그들이 사회  기

술을 학습하는 정도에 따라 향상된다. 아동들은 우선 

의사소통과 같은 기본 인 사회  행동을 학습해야 하

고, 사회 으로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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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습을 성공 으로 받은 자폐증

아동들도 사회  계 능력이 열등하고 사회  자신감

이 매우 낮다. 

6명  1명은 성인이 되어 일부 정상 인 기능을 발휘

하는 것이 필요한 사회  응이 가능하다. 최근까지는 

부모의 정의  행동을 아동기 정신증과 자폐증의 주요 

향요인으로 보았다. 자녀가 자폐증이 되는 것은 부모

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모든 책

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념을 버리고 여러 원인을 발표

했다. 그러므로 여러 연구자들은 치료방법  훈련을 

연구하 다. 자폐아 아동들과 그 부모들은 한 교육, 

크리에이션, 부모훈련을 포함하여 일 부터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자폐증 아동들을 한 부분의 

훈련 로그램은 치료 이고, 일 일 계  부모가 

아동의 치료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1차 치료사로서 요한 역할을 하는 가

장 한 사람이다. 치료에 치료사와 부모가 함께 참

여함으로써 각 아동의 개별 치료가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 부모는 아동의 주 치료자로서 아동의 복지와 

진보에 가장 심을 지니고 있다.

 

2. 미술치료의 중요성

우리 자신의 기억, 갈등, 문제 , 아픔, 동경, 희망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린 그림에 표 되어 그것들과 

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빈번이 경험한다. 

그림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불안과 고통, 

두려움을 하는 상징  메시지이며, 미술치료는 이러

한 상징  메시지를 풀어가는 여행이다. 그림이 개인을 

변화시키는 힘은 실로 놀라운 상이다. “그림으로 과

연 정신  치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해 미

술치료에 참가한 한 여성이 “나는 그림이 이러한 마력

이 있는 은 몰랐습니다. 그림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때론 힘들지만 나의 내면과 

마주칠 용기를 얻게 되어 기뻐요” 하고 말할 때 모든 참

가자들이 동감했었다고 한다.  미술 치료는 개인의 성

장과 통찰, 변화를 해 미술의 비언어  언어를 사용

하는 방법이며, 생각, 감정, 지각 같은 우리의 내면세계

를 외부의 실세계  인생경험과 연결시키는 수단이

다. 이는 자기표 을 이미지로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우리가 구인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믿음

에 기 하고 있다. 드로잉, 페인 , 조각 같은 시각 술

은 인류의 집단  역사와 생각, 감정 꿈, 염원들을 달

하기 해 사용된 강력하고 효과 인 의사소통 양식이

다. 많은 사람들이 미술 활동이 안을 주고 스트 스

를 감소하며, 삶의 문제나 힘겨운 생활들을 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미술가나 우

리자신 한 스스로 이미 미술을 치료양식으로 활용하

여, 이완과 만족, 자기표 을 하여 그리거나 칠하고 

조각하거나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술치료는 경험

들을 통해 미술이 나이와 능력에 상 없이 자기표 의 

효과 이고 효력 있는 수단이 되며, 모든 사람이 미술

의 개선과 복구 능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료로서

의 미술 작품 제작이 건강과 회복, 온 한 삶에 해 결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특

히 어린아이들은 스트 스나 문제 을 말로 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술로서 다가가면 효과 이다. 어린아

이들은 공부는 스트 스로 생각될 수 있지만 미술을 놀

이로써 능동 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창의 인 힘과 직 력을 자극

하여 자신의 재 상태를 변화시키고 자아를 표 하는 

방법이 된다.  미술치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행해진다. 미술치료의 유용성은 소아, 성인, 노인, 청소

년뿐 아니라, 약물 독자, 증 말기환자, 참  퇴역군

인, 장애인, 어려움이 있는 가족, 죄수 그리고 정서  어

려움을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미술+치료=? 라는 공식은 미술치료가 미술과 치료가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미술치료는 기본 으로 미술

과 심리학 두 가지 분야의 결합이다. 미술치료의 효과

요인으로 첫째 그림을 그리는 형상화 과정 자체에서, 

둘째 상상 과정  상징화 과정에서, 셋째 화과정과 

해석 과정에서, 넷째 그림을 그리면서 한 그림을 그

린 후의 화를 통해서 치료사와 환자 혹은 집단원과 

한자리에 이루어지는 만남과 계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미술 치료사들이 미술 치료에 해 여러 가지 정

의를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부분 두 가지 범주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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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 미술이 상징 인 의사소통 도구라는 생각을 기

본으로 한다. 이러한 근법은 흔히 미술 심리치료라고 

하며, 작품 - 회화뿐 아니라 미술표  체- 이 갈등이

나 감정, 주제를 달하는 데 효과 이라는 을 강조

한다. 심리치료는 이러한 근법을 기본을 하므로 그림

의 이미지는 직 력을 갖고 내담자와 치료자간의 언어

 소통능력을 증진시킨다는 에서 요하다. 치료  

도움과 지지를 바탕으로 미술을 새로운 이해와 직 을 

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

하고, 정  변화, 성장 치료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개

념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술활동의 창작 과정에서 내재하는 치유력에 

한 믿음이다. 즉, 치유미술을 말한다. 치유미술에서는 

완성된 그림을 통한 심리  분석보다는 그 작품을 제작

하는 과정을 통하여 환자의 아픔, 망, 분노 두려움의 

등의 감정이 정화되는 경험을 더욱 요시 여긴다는 

이다. 미술 활동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진실하고 자발

으로 자기 자신을 표 하는 기회이며, 개인 인 변화와 

감정  보상, 성취감으로 이끌어가는 경험이 된다. 이러

한 시각에서 보면 창조 인 작업과정은 그 자체의 제작

경험이 성장과 정신 건강에 도움을 다. 실제로 부

분의 미술 치료사들은 자신들의 활동 속에 치료로서의 

미술과 미술 심리치료의 두 가지 입장을 공유하고 있

다. 달리 말하면 미술활동이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는 입장과 미술작품이 치료에 련이 있는 정보를 달

한다고 하는 두 가지 개념 모두 요하다는 것이다. 

치료자들은 미술치료를 할 때 그들 자신의 철학과 개

인 인 요구와 목표에 따라 어떤 하나의 입장이 더 강

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술+치료 = 치유 인 표 을 

통해 일상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개인  변화를 경험

할 수도 있다.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직 력을 갖게 되고, 자신

에 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바로 미술의 힘이라고 생

각한다. 한 미술 표 은 이미지와 련된 사람들에 

한 이야기뿐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개인 인 이야기

를 달한다고 생각한다. 한사람의 이미지 속에서 개인

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미술치료 과정  한 부분

이다.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미술표 의 잠재  치료 

가치의 하나이다. 이는 치료로서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한 뛰어난 방법이 된다.

3. 미술치료에서의 감각교육

미술 교육은 시각, 청각, 각, 후각, 미각 등의 감각

 경험을 통해 능동 으로 사물의 특징을 탐색하고 지

각해서 감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각 인 활동이다. 정

서를 보다 풍부하게 해 주고 창의 인 사고력과 표 력

을 길러 주어서 조화로운 인격형성에 도움을 다. 따

라서 오감을 통해 지각한 것을 창의 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은 미술치료에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다. 뢰벨이 놀이를 성장 시 최고의 표 이며 동시에 

모든 단계의 인간 성장 반 이라고 지 한 이후 놀이는 

생활인 동시에 일로서 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런 놀이

를 미술에 도입한 조형놀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 인 의

의를 가진다.

첫째, 주변의 사물과 상을 찰 악하면서 지각 

기능을 발달한다. 

둘째, 재료와의 에 의해 손 기능이 발달한다. 

셋째, 탐사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통해 탐구력, 창의력

이 발달한다. 

넷째, 새로운 사물을 하여 탐색해 으로써 지  

기능이 발달한다.

다섯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탐색하는 등의 인지 

활동 속에서 주의집 력이 발 한다. 

여섯째, 자신의 내면 인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어 다

른 이에게 달할 수 있는 표 력이 발달한다. 

일곱째, 막연한 느낌이나 생각이 구체 으로 표 되

었을 때의 성취감으로 정  지각이 형성된다. 

여덟째,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미  정서

가 발달되고 미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아홉째, 그리거나 만드는 일련의 조형 놀이를 통해 

술에 해 심을 가진다.

열째, 조형놀이를 해 교과의 재구성이 필요하므로 

교사의 재량권을 넓히고 방임지도를 방지 할 수 있다. 

조형놀이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놀이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표 활동을 창조 으로 이끌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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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도와 다. 만들기와 흙 놀이가 요한 교육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형식 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감각 경험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보다 

극 인 자세로 미  경험을 표 할 수 있도록 해 주

어야 한다.  

4. 감각교육에서의 점토활용

토는 언어가 결핍된 장애아에게 유용한 매체로 활

용된다. 토는 입체 인 표 을 하기 쉬워 자유자제로 

각자의 생각을 표 할 수 있으며, 사물의 형체를 손쉽

게 만들 수 있다. 만들기 쉽고 마음 로 되는 토의 성

질은 생명과 몸체를 소유하는 매개체를 낳게 하는데, 

토를 힘껏 쥐고, 굴리고, 형태를 만들려는 충동에 의

해 토는 인간의식의 깊이를 끌어내게 된다. 한 

토를 통한 미술치료과정은 치료 이고 창조 인 필요

에 의존하는 아동의 각과 

시각 기능 모두를 끌어내게 한다. Lowenfeld(1957)는 

생애 기동안의 피부 의 요성과 련하여 토

의 모형 만들기 활동은 자기자각, 자기인상, 자아개념을 

발 시키며, 자아와 타인과의 계를 강화하는 수단으

로 설명하 다. 즉, 토를 통한 각 활동으로써 심리

 의미 창조를 한 경험  자아가 발달되어 결국 기

본  감각 체계가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공간개념이 

발달하게 되고 이에 실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 토

에 의한 활동은 상 계 이론의 핵심이 되는 기의 

내면화된 계를 새롭게 내다보게 하며, 미술 치료 

계에서 안 한 틀을 제공하여 그 안에서 상의 세계를 

연구하고 경험하게 한다.  한 자아 정감이 증진되

며 새롭게 자신을 보게 되어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의

미를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는 자신의 내면을 새

롭게 보게 되며, 이때 치료자는 깊은 이해와 감정이입, 

해석을 통해 기 상실과 문제를 보상하는데 도움을 

다. 토는 물을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는 도 작업으로

도 활용이 가능하다. 

도 는 흙과, 불 그리고 기타 물질 등을 주로 사용한

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의 재료를 사용한

다. 이 게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재료가 주로 활용되

는 도 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속 발 되어온 인간과 

가장 친근한 술의 형태이다. 토의 부드러운 감 은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구나 호감을 주는 재료이다. 그

리고 도자기를 구어 내는 소성과정 한 매우 흥미롭

다. 불을 보는 순간 모두가 흥분하다. 그리고 구워지는 

동안 많은 기 감을 유발한다. 이러한 작업까지 활용한

다면 매우 좋은 치료효과를 가져온다.

Ⅲ.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적용

1. 미술치료의 적용

• 1-2주차 지도안

주제: 토와 친해지기

목표: 토를 주무르고, 르고, 치고 하면서 매체를 

탐색 후 매체에 한 항감을 없애주며 게임을 통한 

치료자와의 계를 형성한다.

활동내용: 토를 나 어 주어 르고, 치고, 굴리고 

등의 활동을 한 후 다트를 만들어 아동과 치료자가 함

께 게임을 한다.

유의 : 아동들이 자유롭게 토를 가지고 놀 수 있

게 분 기를 조성하고 어떤 제지도 하지 않는다. 한 

치료자는 아이들 개개인의 행동을 유심히 찰은 하되 

분석하지 않는다.

• 3주차 지도안

주제: 크리스마스 주제의 그림에 따라 토 붙이기.

목표: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 에 그림에 따라 

토를 뜯어 붙여서 장식한다. 이로써 그림의 평면  활

동에 입각해 토 교육도 평면으로 표  할 수 있음을 

알려 다.

활동내용: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날의 의미를 알려

주면서 그림 에 아동들이 원하는 형태로 따라서 토

로 장식하게 한다.

유의 : 아동들에게 시범만 보이고 여는 안한다. 

• 4-6주차 지도안

주제: 토 말기(코일링)로 평면작업 활동

목표: 코일의 길이의 변화를 주어 익숙한 자연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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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형을 표 하여 사물에 한 반복 학습을 시키며 

인식에 한 확장을 꾀한다. 

활동내용: 코일 길이의 변화를 주어 바닥에 나무를 

표 해보자라고 하고 치료자가 먼  시험을 보인다.

유의 : 반복하여 애기해주고 시범을 보여주어야 한

다. 공동 교육을 할 때에는 서로에게 칭찬과 화를 하

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7-9주차 지도안

주제: 구와 선을 이용한 입체 만들기

목표: 구와 선을 인식시키며 구와 선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 평면성과 입체성을 인식시킨다. 이때 다른 매체

를 사용하여 토를 연결시킨다.

활동내용: 아동들에게 콩알 만들기와 빼빼로 만들기

를 시킨 후 익숙한 매체인 이쑤시개로 작은 개체를 연

결시킨다. 기차를 만들자고 선으로 연결을 시킨 후 입

체로 발 시킨다.  

유의 : 다른 매체에 한 항이 있는 아동도 있었

으나 치료자의 시범을 보고 방 따라 했다. 이러하듯

이 간혹 아동이 다른 매체에 항이 생기면 같이 손을 

잡고 매체와의 근을 유도한 후 시작한다. 

• 10-13주차 지도안

주제: 코일링으로 다양한 선과 입체의 표

목표: 코일링을 세우고 눕히고 구부리고 붙여서 토

의 유연성, 가소성과 부착이 용이함을 인식하며 선과 

공간의 개념을 인식시키며 공동 교육 활동으로 인해 새

로운 형태의 창조로 자신감을 가지게 해 다.

활동내용: 코일을 만든 후 세워서 일렬로 나열은 한

다. 이는 선 사이로 오는 공간의 개념을 인식시키기 

함이다. 다른 매체인 꽃을 사용하여 아이들의 환성을 

얻어냈다.   

유의 : 코일을 여러 번 반복을 하 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아동에게는 직  가서 손을 잡고 같이 하면서 

반복 학습을 시켜 다. 한 부착 시킬 때 아동이 한 덩

어리로 하지 않게끔 유도하며 공동 활동을 할 때도 차

례를 지키면서 하도록 유도한다.

• 14-16주차 지도안

주제: 덩어리 표 과 다른 매체와의 결합

목표: 덩어리감을 일깨워주고 토와 다른 매체와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이 있음을 알게 해

다. 한 장식의 의미를 알게 해 다.

활동내용: 앞 차수에서 토와의 친 감을 바탕으로 

덩어리 작업을 유도한다. 이 차수부터는 치료자의 개입

을 이며 주제를 주어서 표 하도록 유도한다. 

유의 : 아동들이 표 하려는 최 한의 것들에 귀담

아 듣고 동조해 다.

• 17-18주차 지도안

주제: 공동으로 기차 길과 도로를 만들자

목표: 공동 작업으로 인한 사회성의 개선    차수

에 했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인식의 폭을 확 시킨

다.

활동내용:  개개인이 코일을 만든 후 치료자가 선발

로 길을 만들어 가니 아동들도 따라서 만들기 시작하

다. 어떤 아동을 간에 세우기도 하여 기차 길 만들기

를 유도하 다. 

유의 : 치료자가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닌 치료

자가 선행해서 행동을 보이면서 아이들의 활동을 유도

한다.

• 19주차 지도안

주제: 상들에 한 표

목표: 앞 차수에 한 모든 방법을 바탕으로 상들에 

한 표 을 함으로써 아동들의 상 인식 능력과 표

력 향상을 증진시킨다.

활동내용:  꽃을 주제로 하여 타일과 성을 만들게 함

에 있어서 단계마다 설명을 하여 표 하도록 유도하

다. 이  과정에서는 소성이라는 개념을 부각시키지 않

았으나 이 과정에서는 소성과 색칠을 하게 하여 소성과

정에 아동들을 합류시킴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

다.

유의 : 지나친 제시보다는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게끔 

유도하는 화법을 사용하며 결과물에 한 자부심이 

아동으로부터 일어나게끔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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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자폐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자폐증을 완 히 없

애고 정상화를 가져오는 특효약이나 수술, 의학 인 특

수 치료는 없다고 야 한다. 따라서 자폐증에 한 치

료의 의미는 자폐증들이 가진 여러 가지 핸디캡을 최소

한으로 이고 최 의 정상화, 사회 응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에 근본 인 의미를 두어야 한다. 짧은 회

수의 치료 교육 기간에 많은 성과를 얻지는 못하 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아동들의 발 되는 과정을 볼 수 있

었다. 이러한 임상실험과 로그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토교육치료(도 교육)는 자폐아에게 각 인 

감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발 인 모방에 극

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유도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폐아동 구나가 수업 횟

수가 지남에 따라 모방을 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

는 능력을 발견하 다. 지속 인이며 아동의 인식, 

장애정도 수 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면 모방에서 

조  벗어나 창의 의 결과물을 가져 올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2. 토교육치료(도 교육) 로그램을 자폐아에게 

용시켜 지도해본 결과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산

만했던 아동이 주의집 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단

계가 지나면 치료자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집 을 하며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3. 교육  아동의 돌발 인 행동이나 언어를 지 하

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 반응하 다. 이는 발달 

장애아동들도 사회  계를 원 이나마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토교육치료(도 교육)를 통하여 자폐아는 타인

과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가지며 나아가 

정 인 인 계  사회성 형성에 도움을 을 

발견하 다.  

5. 본 인이 실시한 로그램은 정상아동들에게 실행

되어지고 있는 도  교육의 결과 심  교육이 

아닌 하는 행  자체의 과정을 요시 하는 교육

으로 소성 과정보다는 토 자체의 물성 인 성질

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에 주안을 두고 실

행하 다. 그러나 결과와 행  자체인 과정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

을 얻었다. 이는 아동들에게 행 자체의 즐거움, 

해소와 더불어서 결과물에 한 원 인 자신감

을 일깨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 를 

공한 문가의 교육과 좀 더 체계 인 교육 

로그램 개발이 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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