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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의 전문적인 특성을 고려한 라이프 드로잉 교수법을 연구

하는 과정으로 두뇌의 창작 기제를 고려한 전략을 적용한 모형과 교수방법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들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각 전문분야의 교육방법에 대한 대안적인 논

의로 뇌 기반 학습원리를 적용한 융합적 교수법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

다. 즉, 뇌의 창의기제를 기반으로 한 융합적 교육은 미술과 드로잉 교육뿐만 아니

라, 예술전반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이프 드로잉은 인체에 대한 구조적 지식을 넘어서 인지적 감각, 창의성, 그리

고 동작을 통한 대상과의 소통방식을 이해한 생동감 표현법 등을 숙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수법을 요하는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앞선 단계에서 분석된 창의, 학습기제와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라이프 드로잉 숙련을 위한 전략과 방법 그것을 정리한 교육모형 

구조도를 설계하여 본다.

그 결과 이전 연구의 결과물인 뇌의 창의, 학습 기제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드로

잉의 능력요소와 두뇌기반 촉진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5단계 인지

전략단계인 뇌 활성화 준비단계, 대뇌피질 기능 활성화, 고등사고촉진단계, 고등사

고단계, 통합단계를 거쳤을 때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위한 전략적 방법으로는 브레인짐(brain gym), 우뇌활성화 

드로잉, HSP(고차인지)트레이닝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설계된 교수학

습모형 구조도는 이후의 연구에서 해당 회기 동안의 교수학습지도안 설계로 이어

진다.

주제어 : 두뇌, 라이프드로잉,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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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애니메이션은 상황에 따른 연결 동작의 표현에 공간과 색, 사

운드, 조명등이 연출된 종합예술로서 표정이나 동작 등을 상황의 

감정과 스토리의 생동감을 잘 연출해내는 드로잉능력이 최종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애니메이션에서 필요한 요소를 그리는 대표적인 드로잉 교과 

중 하나인 라이프드로잉(life drawing)은 인체나 동물 등 살아있

는 생물을 보고 실제의 동작이나 자세, 상황 등을 생동감 있게 

그리는1) 방법을 숙련하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동감 있

게 그려낸다는 의미 속에는 생동감이 전달되도록 연출, 창작할 

수 있는 드로잉 능력이 포함된다.

앞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애니메이션을 위한 드로잉 능력은 

단순히 인체나 대상을 정교하게 베껴내는 것을 떠나 상황에서 보

여지는 감정을 포함한 연결된 동작을 그려내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인지적 정보외의 상황 공감능력,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창의성, 미적 감각 등을 총체적으로 신장하는 것에 교육적 

목표를 두어야한다.

이러한 총체적 능력신장을 위한 교수법의 대안적 적용으로 뇌 

기반 창의, 학습 기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관점이 토

대가 된다.

드로잉은 뇌와 손이 만들어내는 유기적인 창작과정(Betty 

Edward, 2011, Edward Hill, 1966)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효

과적인 능력신장을 위한 학습방법을 뇌의 원리와 견주어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 본 논문은 저자 (박성원,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의 연구 내

용 일부를 요약, 수정 게재하였음.

1) 라이프 드로잉 [life drawing, ライフ ドロ―イング] (만화애니메이션사전, 

2008.12.30, 한국만화영상진흥원)



7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라이프 드로잉과 관련된 심리적, 물리적 

뇌 기반 요소를 알고 그 부분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과 원리를 이

용하여 통합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모형의 개발을 위

한 전략과 방법 연구가 그 목적이다.

선행연구에서 구분된 라이프드로잉의 능력요소는 타이밍감각, 

연출, 인지이며, 두뇌기반 촉진요소는 정서(긍정정서), 창의(고

차인지), 인지(메타인지)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분류

의 요소를 실행하기위한 두뇌기반 인지전략을 기존의 두뇌기반 

창의, 학습 전략의 선행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여 본

다. 또한 이를 실행할 방법적 선택과 이를 구조화한 모형 설계를 

진행한다.

2. 연구문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두뇌기반 라이프 드로잉 교수법의 인지변화 전략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두뇌기반 라이프 드로잉의 전략적 방법은 어떠한

가?

[연구문제3] 두뇌기반 라이프 드로잉의 교수전략 모형은 어떠

한가?

Ⅱ. 두뇌 기반 애니메이션 드로잉의 전략

1. 인지변화 전략

본 연구의 앞선 연구과정에서 전문가분석과 선행연구 분석과정

을 통해 정리된 뇌 기반 촉진요소와 라이프 드로잉의 능력 요소

는 다음과 같다.



74

라이프

드로잉

능력

그림 1. 라이프드로잉 능력요소

그림 2. 라이프드로잉 교육의 뇌 

기반 촉진 요소

두 요소는 유기적으로 촉진 강화되며 이는 인지의 변화단계에 

따라 증진, 신장되어 비로소 라이프 드로잉의 능력신장을 이루게 

된다. 단계적 설명은 아래의 <표 1> BOS(Brain Operating 

System)2) 인지변화 단계 모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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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곽윤정,조태임(2006)
인지변화단계

(곽윤정,2004)

1 뇌활성화 준비(신체자극) 뇌전체기능촉진(활성화)

2 대뇌피질 기능 활성화
1수준: 판단, 유추

2수준: 인식, 이해

3 긍정정서, 창의성 형성훈련 고등사고촉진단계

4 고등사고 3수준 : 해석, 적용

5 일상생활로의 전이 4수준 : 통합

표 1. BOS 인지변화단계모형(교육과학기술부, 2012:165)

    

  

이는 뇌 안의 습관적인 기억정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

스로의 인지상태를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 기술이다. 

따라서 메타인지전략과 고차인지감각을 증진하기위한 전략, 또한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서변화 전략

으로써 위의 순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2. 전략모형 구조도

아래의 <그림 3>은 라이프드로잉교육의 인지변화 단계와 구성

요소에서 3가지의 뇌 기반 촉진요소를 단계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모형이다.  

2) BOS는 한국뇌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한 메타인지시스템이다. 본 순서와 전략을 통
해 인지, 정의, 환경적 측면이 유기적으로 발휘된 전인적인 창조성이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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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라이프드로잉 교육의 뇌 기반 촉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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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인지전략과 고차인지감각을 증진하기위한 전략, 또한 두려

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서변화 전략으로

써 위의 순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요소에 따른 구체적 전략은 공통적으로 행위적방법인 Brain 

Gym, 전뇌감각촉진방법인 HSP(Heightend Sensory Perception)트

레이닝, 우뇌적 표현방법인 우뇌촉진드로잉이 단계적으로 응용되

며 그 외에 음악활용과 긍정정서를 위한 학습전략이 펼쳐진다. 

이에 따른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Ⅲ. 두뇌기반 애니메이션 드로잉의 방법

1. 전략과 방안

BMD교육을 위한 전략으로 위의 인지변화전략의 단계를 순차적

으로 진행하며 그에 대한 방법은 집중력과 관찰력 강화훈련. 기

억력 향상 훈련, 통합정리훈련, 긍정정서 체험, 우뇌기반 창의감

각훈련을 적용한다. 

전략에 따른 방법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모션드로잉의 표현과 가시적인 상황에 대해 감응할 수 있는 능

력은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다. 이는 가시적 형태

에서 표현 가능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며 뇌 기반 인지

학습의 과정에 의해 개발되는 능력이다.

가시적인 형태에 대한 감응은 그 자체의 고유하고 창조적인 활

동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시적 형태에 감응하기 위해

서는 먼저 지각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제약조건을 

극복해야한다. 자연스럽고 능동적인 지각작용을 방해하는 일반적

인 장애물로는 지각적 불변성, 고정관념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장애물을 걷어내고 능동적인 지각과 감응, 창조력을 

주도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뇌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위의 5

가지 인지단계가 바로 뇌를 운영하고 정보처리를 능동적으로 하

기위한 시스템이다. 먼저 선차적으로 지각반응이 이루어지는 뇌

의 바탕환경을 민감하게 만들고 유연하게 만드는 과정이 1,2 단



78

계인 뇌활성화준비, 대뇌피질 기능 활성화이다.

뇌활성화준비(Brain Sensitizing) 는 뇌가 가진 감각을 극대화

하는 과정으로 메타인지 능력을 갖추기 위해 뇌를 활성화 시키는 

단계이다. 라이프드로잉 과정에서 실물모델이 연출해주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기억정보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야 한다. 이는 뇌가 새로운 상황을 새로운 정보로 인지하려면 먼

저 경직되어 있는 감각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뇌는 손과 발 같은 신체의 어떤 부분과 달리 직접 만지거나 인

위적으로 운동시킬 수가 없다. 그렇지만 신체의 각 부위는 뇌의 

해당 부분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기능과 능력을 상호작용하고 있

다. 따라서 신체의 해당부분을 움직이고 감각을 자극한다면 뇌의 

해당영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그림 4. 동작과 학습, 창의의 신경관계 

(Jensen, 1998c:86, 우미라, 재인용)

<그림 4>에서 동작과 학습의 신경 관계를 살펴보면, 축색돌기

의 전달이 동작영역(소뇌)에서 인지영역(피질)으로 더 많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작이 인지능력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우미라,2007). 또한 소뇌에는 자동기억 경

로가 있다. 자동기억 경로와 접촉하는 방법은 음악을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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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LeDoux, 1996). 따라서 동작과 기억의 뇌 기제를 활용한 

방법을 모션드로잉 학습과정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

로 Brain Gym과 뇌 회로도 그리기, 대상의 동작을 학습자가 그대

로 제현해 보는 방법 등이 모션드로잉의 학습과정에 맞게 단계적

으로 적용된다. 

대뇌피질 기능 활성화는 주관적인 정보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즉, 주관적인 정보에 의해 습관적으

로 바라보는 형태와 같은 인지의 요소들의 정보를 바꿀 수 있는 

단계이다. 습관화된 인지적 정보는 오랜 시간 뇌에 고정화되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뇌에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드로잉과정에서 머리의 비율을 작게 표현하고서도 

그렇게 그려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적은 비율로 그리

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예이다. 이러한 뇌 감각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이 끊어진 순수뇌파 상태 즉, 이완된 집

중상태로 들어가야 비로소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이완된 집중상태란 뇌파가 떨어지고 신체가 편안해지면서 정신

은 맑고 선명한 상태인데 이때 긴장이 풀려 있으면서도 마음과 

정신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 앞의 원리에서 분

석된 알파파의 뇌파 상태가 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 

고등사고촉진단계(Brain Versatilizing)는 메타인지의 3단계인 

계획(planning), 점검(monitoring), 조절(regulation)중 계획의 

단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의 단계다. 이 단계의 목표는 

새로운 자극을 수용하고 학습하는 감각을 기르는 것이다.(이승

헌, 2010:176). 오래된 습관에 젖어서 그림을 그리다보면 학습자 

자신도 모르게 유연성이 덜어지기 마련이다. 뇌가 유연하면 새로

운 상황과 인지적 정보를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고, 이것을 표현

하는 데에 있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뇌를 경직되게 만드는 것은 사고하는 습관 즉 고정관념인데 오

래된 틀에 갇히면 대상이 연출해내는 스토리를 새롭게 받아들이

지 못한다. 그러나 뇌는 가소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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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좌뇌적으로 패턴화 된 보는 

방식과 패턴을 약하게 하여 우뇌적으로 접근하였을 때 대상과 세

상에 대한 올바른 관찰과 표현을 할 수 잇게 된다. 

즉, 이 단계에서는 인지적 요소 즉, 형태, 포즈, 상황, 방향등

을  우뇌를 통해 인지하며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단

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라이프드로잉을 하기위한 모든 과정에서 선차적으로 적용

되어야 하는 뇌가 활성화 되기 위한 최적화 조건이다. 따라서 매 

수업의 차시의 도입단계에서 적용되며 학습자의 몰입정도  에 따

라 적용시간이 조정된다. 

고등사고(Brain Refresing) 단계는 메타인지의 조절

(regulation)단계로 접근할 수 있는 훈련, 고차인지감각인 창의

성의 훈련단계이다.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 좌뇌의 습관적 고정

관념을 알아채고 정화할 수 있으며 새로 지각한 정보를 표현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는 라이프드로잉에 있어서 대상이 

만들어내는 제스쳐의 상황과 소통하고 창조할 수 있는 단계이다. 

또한 키동작을 잡아내는 감각의 핵심적 단계이며 고차인지감각의 

요소인 직감, 감응에 의한 적시성, 통찰력, 리듬감 등을 훈련할 

수 있다.

방법적으로는 이미지 연상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뇌는 상

상과 현실을 뚜렷이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잇는 상황을 상상하면 뇌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받아들이

고 이에 반응한다. 운동선수들이 일정 기간 휴식하면서 상상으로 

운동연습을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실제로 기량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것은 몸만 움직이지 않을 뿐 운동할 때 쓰는 뇌회

로를 똑같이 쓰기 때문이다.3)

이미지 연상법을 통해 상상한 이미지는 인체의 사실적 정보 뿐

만 아니라 감정에 따른 연출이 함께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화난 

표정을 상상하면 그 대상은 연기와 과정의 단계를 이미 뇌 안에

3) 이승헌, 『뇌교육원론』, UBE, 2010,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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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행하여 스크린에 띄우게 되고, 훈련을 통해 연상하고 연출

하여 기억한 잔상을 이미지로 그려낼 수 있다.

따라서 라이프드로잉에서 표현하고자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함으로써 뇌의 작용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상상된 인지적 요소들은 기존의 기억정보와 대체되어 

장기기억의 단계로 들어간다.

뇌가 인지한 대상의 정보의 중요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자

극의 빈도와 관련 있다. 라이프드로잉 학습과정을 한 두 번 하다

가 반복하지 않게 되면 습관을 알아차리고 새롭게 인지된 인지적 

정보이라 할지라도 뇌는 단기기억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학습과 

훈련을 반복하고 새롭게 인지된 형태와 정보를 반복적으로 받아

들이게 되면 중요한 정보로 여긴 후에 장기적인 기억으로 분류한

다.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한 차시의 후반부쯤 수업의 세부

목표에 거의 도달하는 학습자들이 있는데, 한 주일 후에 수업에 

돌입해보면 다시 처음의 습관적 정보로 드로잉을 하는 경우가 있

다. 그러나 한 학기의 후반부에 되면  학습과 훈련의 반복으로 

한주일 후에 드로잉을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수준이 유지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기억을 위한 방법으로 우뇌적인 잔상기억방법을 활용해야 한

다. 우뇌를 활용한 기억법은 지각감각의 신장과 함께 키동작의 

리듬을 감지하고 형태와 동작을 기억하는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다.

이와 같은 장기기적은 또 다른 좌뇌적인 고정관념으로 정착되

지 않게 하기 위해 인지변화1단계부터 실행된 메타인지적 능력을 

스스로 조절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뇌의 작동단계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정

서이다.

앞선 연구단계에서 라이프드로잉능력의 신장을 위한 뇌기반 촉

진요소로서 긍정정서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 두 번의 

자극이어도 긍정적인 정서와 감정이 개입되면 중요한 정보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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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기 때문에 형태를 비롯한 인지정보를 장기기억할 수 있다. 

이는 영어단어를 외울 때 상황에 따른 느낌을 반영하면 오래 기

억되는 뇌의 메커니즘 때문이다. 

기억력과 관련된 방법으로 HSP 고차인지 트레이닝 단계 중 브

레인 윈도우와 반복학습에 의한 패턴형성의 전략은 모션드로잉의 

학습교안으로 키동작을 잡아내기 위한 훈련에 활용된다. 또한 고

차적인 인지감각 즉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우뇌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긍정적인 정서가 함께 촉진강화 되어야 한

다.

긍정정서의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Brain Gym, 음악활용, 내재

적동기유발의 방법 등이 수업의 도입부분에 활용되어야 한다. 

고등사고단계와 통합의 단계는 메타인지의 조절, 고차인지의 

창의성 발현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무의식과 감정, 의식이 통

합되며, 이성과 감성이 통합된다.

따라서 좌뇌로 정립한 논리적인 지식정보와 우뇌로 받아들인 

감성과 감각이 통합 발현되어 창의적인 결과물로 드러나는 단계

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조절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메타인지와 고

차인지단계의 마지막단계이며  BMD교육목표가 실현되는 단계이

다.

이러한 정보통합의 핵심의 능력은 집중력이다. 고도로 집중하

며 의식과 감각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차원적인 창의

적 발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완된 집중력은 창의적 사고단계의 최초의 통찰에서부

터 메타인지의 마지막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요소이

자 뇌기반 전략이다. 

위의 인지변화과정에서 도출된 전략을 정리해 보면 BMD교육을 

위한 전략으로 위의 인지변화전략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그에 대한 방법은 집중력과 관찰력 강화훈련. 기억력 향상 훈련, 

통합정리훈련, 긍정정서 체험, 우뇌기반 창의감각훈련이다. 위의 

항목을 촉진시키기 위해 방법으로는 크게 HSP (Heigh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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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Perception)트레이닝, 우뇌 촉진 드로잉, Brain Gym 으

로 정리된다. 

1) 브레인짐(Brain Gym)

Brain Gym은 교육근운동(Educaional Kinesiology: Edu-K) 이론

에 기초하여 미국의 폴 데니슨(Paul E. Dennison)에 의해 처음 

소개되어 발전된 것으로, 학습과 사고 및 창조 등 뇌기능을 강화

시키기 위한 간단한 몸동작방법이다.

이는 신체와 정신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고, 불안과 스트레

스를 완화시키고, 기억력과 사고력 및 이해력, 창의성을 증진시

키며, 학습 성취도를 향상 시키는데에 큰 효과를 지닌 동작은 학

습의 본질이라 여기는 학습방법이다.4)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BrainGym은 전 세계 80개국 공

립ㆍ사립학교, 기업체 등에 보급되고 있으며, 현재 영국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38개국에서 BrainGym Instructor 및 

BrainGym Consultant 자격검정체계를 구축하여 두뇌훈련 전문가

를 양성하고 있다. BrainGym 관련 자격은 두뇌훈련분야의 대표적

인 전문자격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폴 데니슨이 창시한 

BrainGym은 뇌과학의 발전과 교육적 융합흐름이 지속되면서 다양

한 방식과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5)

이에 기억력과, 집중력, 창의력 등의 학습능력에 해당하는 

Brain Gym 방법을 선택하고 학습요목의 단계에 맞게 설계하여 모

션드로잉의 과정에서 학습능력의 증대효과를 기대한다.     가

령, 도입단계, 즉 뇌 활성화준비 단계에서 브레인짐의 방법 중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한발서서 몸의 중심 느끼기'를 학생

들이 직접 하도록 하고, 충분히 집중된 상태 속에서 전개과정으

로 넘어간다. 전개과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주제와 관련

된 동작을 학생들이 직접 따라해 보고 그때 느껴지는 무게중심의 

4) 교육과학기술부, 『뇌과학에 기반한 학생, 창의, 인성 함양 및 학습력 증진 

방안 연구』, 2010, 재구성.

5) 같은 책,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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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움직임의 이동 등을 체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한 

창의력을 위한 뇌 활성화준비 Brain Gym 기술로 '엇갈려 움직이

기', '무한대 그리기' '뇌 회로도 그리기' 등을 실시하다.

한발서기

(집중력, 

감응력코스)

뇌 회로도 그리기

(직관력코스)

무한대그리기

(기억력, 창의력코스)

표 2. Brain Gym 훈련응용 라이프드로잉 수업의 도입과 전개

(IHSPO조직위원회, 2008, 그림부분인용)

2) 우뇌촉진드로잉

드로잉능력을 관할하는 우뇌를 훈련하려면 해당부분의 신체를 

자극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에 따른 방법은 우뇌를 기

반으로 한 드로잉방법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것이다. 우뇌촉진드

로잉은 앞선 연구과정에서 정리하였듯 많은 연구자들이 창의성과 

드로잉능력의 신장을 위해 적용, 응용한 방법이며, 구조적 드로

잉법으로 학습하는 보편적인 명암, 입체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

도로 시각의 관점과 우뇌적 감각을 깨우는 방법이다. 라이프드로

잉과정은 전뇌를 활용한 방법으로 좌뇌적학습을 통한 대상의 구

조와 원리를 익히는 과정과 우뇌를 활용한 드로잉감각훈련을 통

해 직관력과 감응력, 리듬감 등을 통합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

이다. 또한 앞선 연구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는 우뇌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밝혔듯이 좌뇌의 불안과 같은 경직정서와 관념적 정

보를 멈추게하기 위한 드로잉적 훈련법이다. 이는 베티에드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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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가 고안한 사실적보기를 위한 우뇌드로잉 법과 메타인지 

학습트레이닝 과정에서 추출된 방법, 드로잉의 방법 중 좌뇌를 

멈추고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방법 등

을 응용 적용하여 모션드로잉 과정에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양손그리기 왼손그리기
블라인드 

컨투어드로잉

표 3. 우뇌드로잉 응용 라이프드로잉 수업실제 과정

3) HSP 트레이닝

몸의 감각이 깨어나면 뇌의 감각도 깨어나고 드로잉의 상황에 

집중할 수 있다. 집중력이 높아지면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그대로

의 관찰을 통해 상황을 통찰, 인지 할 수 있게 된다고   앞 단락

에서 동작과 학습신경과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훈련하기위

한  또 다른 방법으로 HSP 트레이닝이 있는데 이는 집중력의 증

진을 통한 관찰력과 통찰력 등을 신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단계

적인 모션드로잉으로의 적용으로 키동작을 잡아내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다 각도로 응용 적용된다.

HSP 트레이닝은 고차인지감각 트레이닝 법으로 우뇌의 감각을 

깨우고 고차적인 창의력 및 직관, 감응력 등을 향상시키는 방법

으로 이를 주제로 한 국제브레인올림피아드 및  Brain Gym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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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각 교육기관과 학습 능력 신장 방법으로 훈련되고 있다.6)

방법으로는 창의력 증진을 위한 브레인스크린 이미지 연상법, 

기억력증진을 위한 스피드브레인 등이 단계적으로 응용 실시되어 

키포즈를 읽어내고 기억하는 전략과 연출,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깨우는 전략으로 응용되어 적용된다. 

이미지연상법

(눈감고 상상하여 

그리기: 창의, 

초기집중력)

스피드브레인

(고도집중, 

순간인지능력 코스)

스피드브레인

(단기기억력증진코스)

표 4. HSP트레이닝 응용 라이프드로잉 수업실제 과정

(IHSPO조직위원회, 2008, 143-144, 그림인용)

2. 교육 모형 구조도

이상 앞에서 정리한 두뇌기반 라이프드로잉 교육의 목표와 원

리, 내용요소 그리고 방법을 구조화하면 다음의 <그림 5>와 같

다.

6) 교육과학기술부, 『뇌과학에 기반한 학생, 창의, 인성 함양 및 학습력 증진 

방안 연구』, 201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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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라이프드로잉 교육모형구조도

구조도는 7가지 내용요소에 대해 뇌 기반 원리와 방법이 적용

되면 라이프드로잉의 타이밍, 감각, 연출, 인지 능력 신장에 최

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IV.결론

본 연구는 대안적인 교육모형을 연구하는 과정으로 뇌의 기능

과 학습, 창작 기제를 고려한 교수법을 적용하면 애니메이션 드

로잉능력이 효율적으로 신장될 것이라는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여 

능력요소와 두뇌기반 촉진요소를 도출, 전략, 모형을 설계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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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 연구문제에 대한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두뇌기반 라이프 드로잉 교수법의 인지변화 전략

은 어떠한가?

두뇌기반 라이프드로잉교수법의 인지변화 전략은 아래의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뇌 활성화 준비단계, 두 번째로, 대뇌피질 기능 활

성화, 세 번째로, 고등사고촉진단계, 네 번째로 고등사고단계, 

다섯 번째로 통합단계를 거쳤을 때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

다.

[연구문제2] 두뇌기반 라이프 드로잉의 전략적 방법은 어떠한

가?

위의 전략단계를 실행하기위한 전략적 방법으로는 브레인짐

(brain gym), 우뇌활성화 드로잉, HSP(고차인지)트레이닝으로 설

계되었다.

[연구문제3] 두뇌기반 라이프 드로잉의 교수전략 모형은 어떠

한가?

앞의 본문 <그림 13>과 같이 설계되었다.

라이프드로잉의 타이밍감각, 인지, 연출의 3요소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두뇌기반 촉진요소인 긍정정서, 창의, 메타인지는 3가지 

전략적 방법 즉, HS트레이닝, Brain gym, 우뇌촉진드로잉과 유기

적으로 결합되어 내용요소인 형태, 포즈, 상황, 방향, 강조, 생

략, 리듬의 요소를 신장시키며 이는 곧 라이프드로잉의 능력요소

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습전략의 모형이 된다.

이와 같은 두뇌 기반 교수-학습의 전략단계와 방법은 애니메이

션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습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

다.

애니메이션을 위한 라이프 드로잉능력의 신장에 효과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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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지단계전략과 방법을 뇌의 기제로부터 추출하여 모형을 설

계하여 보았다. 이 과정은 기존의 애니메이션드로잉 교수법과의 

차별성을 찾아내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전략과 방법은 이후

의 연구에서 회기별 교수학습지도안 설계에 근간으로 적용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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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ain Based Teaching-learning Model Design about Life Drawing

- Focusing on Animation Major Drawing

Park, Sung-Won

This study is a process to study the life drawing teaching method 

considering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in animation and has a 

study objective to design the model and teaching method which 

applies the strategies considering the creative mechanism of the 

brain.   

Recently, study results about integrated teaching method are 

being announced which apply brain based learning principles as the 

alternative arguments about teaching methods in each area based on 

creativeness.    

In other words, integrated education based on creative mechanism 

in the brain is applied not only to fine arts and drawing education, 

but also to the entire areas of the arts. 

Life drawing is an area which demands comprehensive teaching 

method that vivid expressions could be skillfully obtained by 

understanding the communication methods with the objects through 

cognitive senses, creativeness and movements beyond the structural 

knowledge about human bod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trategies and methods for the 

skillfulness of life drawing and consequently arranged education 

model structure drawing are to be designed based on the 

creativeness, study materials and content factors which were 

analyzed in previous stages of this study. 

In order to combine the content factors based on creativeness and 

study materials of the brain which are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conclusion has been reached that 5 step cognitive 

strategy stages to wake brain senses, flexibilize the brain, purify 

the brain, integrate the brain and become the master of the brain. 

Strategic methods to execute this were designed with brain gym, 

right brain energization drawing and HSP(high-level cognizance) 

training. Teaching and learning model structure diagram which is 

designed based on this is to be continued to teaching and learning 

guidelines during the relevant semesters after the research. 

 Key words: brain, life drawing, teach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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