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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술치료의 충실지수(completion index)로 본 정신적

안정 효과에 대한 연구

-1개 미술치료 학원 일부 환자의 전후비교- 

 정신적, 물리적, 임상증상이 있는 장애 아동 또는 성인에게 미술치료가 그들이 

그린 그림으로 판단하는 충실지수(completion index)에 좋은 영향을 주는가를 보

는 비교 군이 없는 전후비교 유사 실험(the one-group pretest-post test 

design quasi-experiment)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미술치

료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직접 지도하여 

온 원생(clients) 남자 28명과 여자 37명이 처음 미술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

린 그림의 충실지수와 3~6개월 정도 미술 치료를 받은 후 그린 그림의 충실지수

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충실지수는 연구자가 미술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림

을 보는 기준인 참여도, 관심도, 실행도의 3가지 면을 보아  점수화 하였으며 각

각의 면은  “1-무관심, 2-관심, 3-보통, 4-적극적, 5-매우 적극적” 즉 5개 단위

의  Likert scale 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은 연구자 한 사람이 수행하였다. 내원

한 학생의 그림 선택 역시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나 내원한 원생들 중 연구 목적

에 맞게 최소한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미술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 평가할 그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로 한하였다. 위에 해당하는 원생(client)마다 2개의 그림이 선

택되고 그림 뒷면에 원생의 이름과 그린 날짜가 기록 되었다. 이 그림은 특별한 

순서 없이 연구자가 선택하여 충실 지수 점수를 준 후 해당하는 그림 뒷면에 점

수를 적어 넣었다. 그 후 이 점수는 해당하는 원생의 미술 치료 전과 후의 점수로 

사용되었다. 충실점수의 전후 비교는 총 65명에서 이루어졌으며 짝 비교 

t-test(paired t-test)를 SAS 프로그람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남여 모두에서 충

실 점수는 5점 만점 중 1.2점이 미술 치료 전에 비하여 후에 상승하였으며 이것



- v -

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이다

(P<0.0001). 이것은 내원한 원생이 3개월 이상 이 학원에서 미술치료를 받으면 

그린 그림으로 판단하는 충실지수가 유의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연구 설계가 원인-결과를 밝히는 데 결함이 있는 설계

(experimental design that does not permit reasonable causal inferences)라

는 점과, 원생들의 선택이 확률적(random allocation)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 충실 

점수를 주는 방법이 오로지 연구자 한 사람에 의하여 주관성(subjective)을 배제

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리고 표본수가 적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러한 단점을 보완한 더 좋은 연구로 이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 1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1970년 중반 미국에서 설립된 단체인 ‘Very Special Art'의 연구에서는 미술이

 지각과 정서문제에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 하고 있으며 

(Anderson, 1994), 1982년 역시 ‘Very Special Art'의 연구에서 미술기술을 터

득하는 것은 정신적, 물리적, 임상증상이 있는 장애 아동의 자신에 대한 개념, 자

신의 신체에 대한 개념을 인식, 향상시킨다고 하였다(Perez, 1989; Anderson, 

Kolano and Dela Cruz, 1993). 

  장애아동으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미술을 통해 생산적이며 창조적, 건설적인 것

을 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은 최근까지 별로지지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작업 방법

과 형태가 모두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독특한 표현을 할 수 있다.

똑같은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아동들이라 할지라도 미술작품에서 뚜렷하

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개체성이다.  그들은 미술매체를 가지고 서로 다른 방법

으로 일부는 주로 조작적 놀이와 긴장 완화를 위해, 사실적이고 환상적인 개념의 

명료화를 위해, 그리고 일부는 그들의 세계를 조직화하고 상세화 하기 위해 미술 

매체를 이용 할 수 있다. 그들은 개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은 가끔 

결함보다는 오히려 능력을 반영해 주며, 그를 자신의 인지와 사고에 있어서 건강

한 정상으로의 향상 된 모습을 볼 수 있다(Kolano and Dela Cruz, 1993).  

Mousstakas는  “같은 진단적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된 정신 질환자들도 다른 방

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색칠하고, 그린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존재와는 달리 출생부터 독특한 개체이다’라는 것을 기억 하는 것이 좋

다”라고 하였다 (Mousstakas, 1969).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Ulman이 

"Bulletin of Art Therapy"창간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녀는 미술치료는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활용 

되어도, 공통된 의미는 시각 예술 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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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하였다. 한국에 미술치료가 도입된 것은 10여년 전이며, 

그림이나 조소, 디자인 기법 등과 같은 미술활동을 통하여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국 미술치료학회가 창

립되었다.

 

장애 내담자의 그림은 심각한 지체에서 보통으로 또는 보통에서 심각한 지체로 

분류 하는데 도움을 준다.  장애 내담자들은 언어적인 표현의 대안적 형태로 비언

어적인 그림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쉬울 수가 있다.

 Rubin은 발달적 접근법, 인지적 접근법, 그리고 정신 역동적 접근법을 배경으로 

장애아동(정신질환자)을 치료한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사고를 체계화 시키는 인

지적 목적 이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대처하기 위한 기회를 준다.  

정신 역동적 접근법에서는 미술과 극 놀이를 사용하여 혼돈되고 불일치 된 감정

과 환상을 체험하게 해 준다. 이들의 의사소통은 미술, 몸짓, 얼굴표정, 무언극 등

의 비언어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지적 수준이 낮은 아동일 경우 점차로 성인의 지지와 원조를 줄여 가면서 다양한 

매체로 독립적으로 미술작업을 선택하고 시작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을 집중 시

키고 체계화하는 숨은 능력을 발휘하며 자신들의 조작을 통한 즐거움을 만끽 할 

수 있다.

미술치료에서 장애아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으로 아동의 통찰력 정도, 지적수준

과 미술작업에서의 행동을 근거로 매체와 다양한 감각자극에 대한 반응을 관찰한

다. 미술 프로그램은 아동의 세계를 확대시키고, 참여한 성인들의 눈을 뜨게 했다. 

그것은 아동들의 창조적인 잠재력과 성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능력을 민감하게 

인식하게 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혼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열광적이고 건설

적으로 반응했다. 새로운 재료와 접촉에서도 놀라운 미적 예술 작품을 만드는 아

동들도 있다. 아동들은 선택의 자유에 대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지만, 매체, 주

제, 그리고 작업 장소를 그들 스스로 결정하기를 치료자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곧 이해하게 된다. 치료자들과 함께 작업한 아동들은 “장애”를 “결함”으로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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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자들의 인식을“차이”로 생각하게 하였다. 미술치료 내담자인 아동들의 성취는 

그들의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어른들이 그들에게 부여한 한계에 의해 축소 될 

수 있다. 미술치료의 중요한 것은 미술치료자와 아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과 융통성,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격체로 보는 신념이 필요하다.

미술에 대한 개념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팔이 없는 아동이 발로 꼴라쥬재료를 

조작하거나, 정신병 아동이 물감을 율동적으로 반복해서 칠하는 것이 포함 될 수 

있다. 이야기와 횡설수설하는 것이 언어인 것처럼, 그렇게 조작하는 것과 활동하

는 것이 미술이다. 중증 장애아동들은 미술재료를 가지고 비정형 감각놀이를 함으

로써 발달 단계적으로 성취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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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치료의 정의

가. 나움부르크는 교육자로서 활동하였고, 후기에는 심리학, 특히 정신분석을      

    공부하여 미술 치료자로 알려진 초기 사람의 하나이다. 초기에는 융(Jung)의  

    이론이 그의 사고에 영향을 미쳤고, 후에는 프로이드(Freud) 정신분석 지향적  

    미술치료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20년에 뉴욕의 윌튼 학교에서      

    미술교육의 자발적인 그림(spontaneous art)을 시도한 후 그것을 미술치료의  

    한 모델로서 개발하였다.  뉴욕정신분석학교에서 행동장애아동의 미술치료를  

    시행하면서 임상경험을 하였고, 성인미술치료에도 시행하여 1940년대에는    

    정신분석 지향적 미술치료의 모델을 정립하였고 그의 기본적인 특징은 아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미술치료는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치료적 관계형성과 전이와 역전이의      

해결, 자유연상, 자발적 그림표현과 해석, 그림의 상징성을 중요시한다.  

      2) 정신분석 지향적 미술치료에 있어서 미술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말보다는 그림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나는 내적 욕망이나 꿈, 환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무의식을 그림으로 투사하면 언어적 표현보다, 치료과정이 촉진된다. 

          그림으로 나타난 것은 영속성이 있어서 내용 자체가 망각에 의해         

     지워지지 않으며 내용을 부정하기 어렵다. 

      3) 전이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나. 크라머는 미술은 인간 경험과 동일한 것을 창조함으로써 인간경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이러한 등가성을 통해서 예술가는 자신이 경험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선택, 반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미술치료는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과  사회적 요구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다. 울만은 미술 치료는 위 두 사람의 주장을 통합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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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였다. 미술작가로서 활동해 온 울만은 1950년대  

    초반에 정신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미술치료사로서가 아니라 미술교사의  

    일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1개 미술치료학원에 내원한 원생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3개월 

이상 받으면 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측정되는 충실지수 점수의 증가 여부를 “비교 

군이 없는 전후비교 유사 실험”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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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자가 운영하는 미슬 치료학원에서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내원한 정신

질환자 ( 66명 )예, 또한 본 연구자가 방문하여 미술치료를 하는 ( 7 )개 요양기

관의 ( 정신질환자 )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가 운영하는 미슬 치료학원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내원한 연구대

상자는 남자 28명, 여자 38명 총 6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어떤 형태든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장애의 분포

는 거동불편 등의 육체적 장애가 21명(32.3%), 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자가 14명

(21.5%), 치매환자 12명(18.5%), 백혈병 환자로 약물치료 중인 사람 12명

(18.5%) 그리고 기타 7명(10.8%) 이다.

 

 2. 분석 방법

이들은 미술치료를 받기 전 즉, 내원 당시에 이들이 그린 그림과 평균 

1년~3년, 약 ( 6 )개월의 치료 후에 그린 그림에 대하여 연구자가 직접 “충실점

수”를 부여하였다. 비교 군이 없는 전후비교 연구이다. “충실점수”는 참여도, 관심

도, 실행도의 3가지 면을 보아  점수화 하였으며  “1-무관심, 2-관심, 3-보통, 

4-적극적, 5-매우 적극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충실 점수는 각각의 연구대상자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

하였다.



- 7 -

                   연구대상자의 성 연령 분포 
　 남자 여자

　연령　(세) 명 (%) 명 (%)
10-20 11 (39.3) 6 (16.2)

21-30 2 (7.1) 3 (8.1)

31-40 3 (10.7) 1 (2.7)

41-50 1 (3.6) 2 (2.7)

　51 이상 11 (39.3) 26 (70.3)

표1. 
남자 여자

명 (%) 명 (%)

연령
10-20세 11 (39.3) 6 (16.2)

21-30세 2 (7.1) 3 (8.1)

31-40세 3 (10.7) 1 (2.7)

41-50세 1 (3.6) 2 (2.7)

51세 이상 11 (39.3) 26 (70.3)

III.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는 남자 28명, 여자 38명 총 66명으로 최소 10세에서 최고 86세 

까지 분포한다. 본 연구자가 운영하는 미슬 치료학원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

지 내원한   연구대상자는 남자 28명, 여자 38명 총 66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

다. 

이들은 어떤 형태든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장애의 분포

는 거동불편 등의 육체적 장애가 21명(32.3%), 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자가 14명

(21.5%), 치매환자 12명(18.5%), 백혈병 환자로 약물치료 중인 사람 12명

(18.5%) 그리고 기타 7명(10.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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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10-20세 11 6

21-30세 2 3

31-40세 3 1

41-50세 1 2

51세 이상 11 26

남자

10-20세 39.3

21-30세 7.1

31-40세 10.7

41-50세 3.6

51세 이상 39.3

여자

10-20세 16.2

21-30세 8.1

31-40세 2.7

41-50세 2.7

51세 이상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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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연령 치료전 치료후 Paired T 값 P값

남성 (N=28)

평균 ± 표준편차 43.0±30.9 3.6±1.0 4.8±0.5 8.00 <0.0001

여성 (N=37)

평균 ± 표준편차 63.4±28.5 3.5±0.9 4.7±0.5 8.84 <0.0001

이들이 갖고 있는 장애는, ( 정신질환자 )가 ( 35 )명으로 ( 53 )%, 분노, 억압, 

치매, 조울증, 우울증, 강박, 다운증후군, ADHA, 학습장애, 지적장애, 불안증세, 

판단장애이다.

 이들의 미술치료 전후의 충실점수의 평균은 표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과 미술치료 전후의 충실지수의 평균값
　
　 연령 치료 전 치료 후

Paired 

T 값
P값

남성  (N=28) 43.0±30.9 3.6±1.0 4.8±0.5 8.00 <0.0001

여성  (N=37) 63.4±28.5 3.5±0.9 4.7±0.5 8.84 <0.0001

충실점수의 전후 비교는 총 65명에서 이루어졌으며 짝 비교 t-test(paired 

t-test)를 SAS 프로그람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남자에서는 치료 전 3.6점에서여 

모두에서 충실 점수는 5점 만점 중 1.2점이 미술 치료 전에 비하여 후에 상승하

였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이다

(P<0.0001). 이것은 내원한 원생이 3개월 이상 이 학원에서 미술치료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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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그림으로 판단하는 충실지수가 유의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 미술치료의 기원은 나라마다 다르다.

1800년대와 1900년대 초에 유럽에서 미술치료가 시작 되었으며, 환자들의

그림이 정신병리 진단의 도구로 사용 되었다. -

가. 독일의 프린츠호른(Prinzhorn,1920)은 정신병원에 있는 500명의 환자들의 그

림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여 미술 표현도 진단적 가치를 지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나. 프로이트(Freud)는 억압된 것이 꿈에 나타나는데, 이 이미지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 융(Jung)은 상징을 통한 공상은 진화를 위한 정신적 시도이며, 외상(trauma)

이나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라.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도 환자들의 그림을 분석하며 치료에 적용하였다. 

마. 영국에서는 애드리언 힐(Adrian Hill)이 결핵요양소에서 환자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미술의 효과를 알고, 미술치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미술치료

의 중요성을 그리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바. 정신분석가인 나움부르크(Naumburg,1940)는 치료적 양식으로서 미술표현을 

도입하여 내담자들에게 자발적인 자유연상을 하여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고, 예술

가이며 치료사인 라머(Kramer, 1993)는 창조적 미술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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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치료(미술치료) 평가(참여도, 관심도, 실행도) 점수  

점수: 1-무관심, 2-관심, 3-보통, 4-적극적, 5-매우 적극적

  연령 단위: 세, 건강상태 BEFORE: 미술치료 받기 전, 건강상태 AFTER: 미술  

    치료 후

표3. After 점수 평가자: 차 혜경, 정 해진  <Before 점수 평가자: 차 혜경>

장  소 성별  연령  이름
건강상태:

 BEFORE, 평가 점수

건강상태:

AFTER
점수

K 보건 주간반  여자  83  김정* 허리통증,시력저하 4 허리통증,소화기능 호전  5,4

K 보건 주간반  여자  82  차*순    다리불편      4 허리통증, 다리통증호전  5,5

K 보건 주간반  여자  84  이*리 시력,기억력저하  4    기억력 호전  5,5

K 보건 주간반  여자  80  윤*미   보행 불편      5    기억력 저하  4,4

K 보건 주간반  여자  79  배히*   기억력저하     4    기억력 호전  5,5

K 보건 주간반  여자  81  송무*   감정장애       3  감정 표현 호전  5,4

K 보건 주간반  여자  83  윤자*   보행 불편      3    보행 호전  4,3

K 보건 주간반  여자  79  이기*   자신감 부족    3  자신감 회복  4,4

K 보건 주간반  남자  76  윤부*  치매, 동작 불편  4 보행 회복, 사회성 부족  5,5

K 보건 주간반  남자  80  민우*  치매, 언어 장애  4  기억력 호전  5,4

K 보건 주간반  여자  83  안자*  치매, 언어 불편  3  언어 표현 호전  4,4  

K 보건 주간반  여자  82  한자* 시력저하,거동불편 3 기억력 회복, 적극적  4,4

K 보건 주간반  여자  77  전전* 감정표현 장애    4  감정 표현 조절  4,4

K 보건 주간반  여자  79  김이*  치매, 경조증     3  경조증 호전  5,4  

K 보건 주간반  여자  82  기애* 거동 불편, 치매   3  사회성 호전  4,4

K 보건 주간반  남자  83  이하*  어지러움, 화남   2 5개월치료, 사망  3,5

J사랑요양병원  여자  82  박옥*  오른쪽 마비     4  활동 적극적, 회복  5,5

J사랑요양병원  여자  81  이복*   보행 불편      4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  5,5

J사랑요양병원  여자  79  석*기  하반신 마비     3   대화 호전  5,4

J사랑요양병원  여자  83  유인* 치매(언어기억블편)3   언어 표현 호전  4,4

J사랑요양병원  여자  45  김인*  교통사고 후유증 4 언어 표현, 활동 호전  5,5

J사랑요양병원  남자  78  김*완  치매, 왼쪽 마비  3 언어 표현 호전  5,4

J사랑요양병원  남자  81  예종*  하반신 마비     3 집중 곤란- 호전  5,5

J사랑요양병원  남자  85  엄영*  치매(왼쪽마비)   2  활동 호전(적극적)  4,5

J사랑요양병원  남자  79  이종*  보행,언어 불편   3  언어 표현 호전  4,4

S보건정신보건  남자  35  배의* 정신분열,인식부족 3   표현 호전  5,4

S보건정신보건  남자  40  백리* 자신감,표현 부족  3  자신감, 표현 호전  5,5

S보건정신보건  남자  32  김민*  집중곤란, 불안   4   집중 호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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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보건정신보건  남자  29  김*해 표현, 인식 장애   3   인식 호전  5,4

S보건정신보건  여자  36  문보* 판단장애,자신결여 2   자신감 호전  4,4

S보건정신보건  여자  29  김이* 판단, 결정 장애   3    판단 호전  4,4

S보건정신보건  남자  34  이상* 강박증, 표현결여  2   강박증 호전  4,4

S보건정신보건  여자  27  김영* 불안,감정행동표출 2 감정 돌출 표현 자제  5,4

S보건정신보건  여자  23  박슬* 정신분열의편집증 2  감정 불안 호전  4,5

S보건정신보건  남자  25  김종* 정신분열(억압표출)2 감정호전-중단-악화-?  4,4

G간호대요양원  여자  80  이*자 치매,기억인식장애 2    표현 호전  4,4

G간호대요양원  여자  83  유*덕 치매,기억활동장애 2  활동 호전-흥미  5,4

G간호대요양원  여자  85  이*자 보행불편(마비)    3  감정조절 호전  5,4

G간호대요양원  여자  81  송애* 오른마비대퇴수술 4  활동 조절-호전  5,4

G간호대요양원  남자  78  이*률 하반마비,언어장애 3  감정호전-적극적  5,4

G간호대요양원  여자  85  송*희 치매,언어장애마비 4  호전-사망  5,5

G간호대요양원  여자  81  조*덕 활동 불편(치질)   5   기능호전  5,5

G간호대요양원  여자  82  전애* 하반마비,시력약화 4 활동호전(즐겁고,적극적)  5,5

G간호대요양원  여자  80  차*자 하반신,오른쪽마비 4  손 움직임 호전  5,5

G간호대요양원  여자  76  김*림 하반신 마비      3  활동 호전  5,5

G간호대요양원  남자  80  이*복 하반신 마비      4 활동 호전, 감정 호전  5,4

G간호대요양원  남자  78  김*수 하반신 마비      4 표현, 언어 호전  5,4

G간호대요양원  남자  76  김*배 치매-하반신 마비 4 활동(Program참여)호전  5,5

 R병원소아암  여자  12  최*수 백혈병, 약물 치료 5 적극적,즐겁게 건강호전  5,5

 R병원소아암  여자  13  조*수 백혈,약물치료수술 4 열심,즐겁게, 건강 호전  5,5

 R병원소아암  남자  13  연수* 백혈,수술약물치료 5 재미있게,열심,건강유지  5,5

 R병원소아암  남자   13  하미* 백혈병, 약물치료  5 흥미, 열심, 건강 호전  5,4

 R병원소아암  여자  14  이*선 백혈병, 약물치료  4 언어흥미, 건강유지  5,4

 R병원소아암  여자  12  김*서 백혈병, 약물치료  5 재미, 열심, 건강 호전  5,5

 R병원소아암  남자  13  최기* 백혈,약물치료수술 5 열심,건강유지,호전기대  5,5

 R병원소아암  남자  14  김*하 백혈병, 약물치료  5 적극적, 열심, 건강호전  5,5

 R병원소아암  여자  11  오*애 백혈병, 약물치료  4 재능, 열심, 건강유지  5,4

 R병원소아암  남자  10  성*하 백혈,수술약물치료 5 즐겁게, 열심, 건강 호전  5,4

 R병원소아암  남자  10  이*남 백혈병, 수술      5 열심, 건강호전 기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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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병원소아암  남자  14  강수* 백혈병, 약물치료  4 협동심, 재능,건강호전  5,5

 S방과후 학교  남자  12  김*민 ADHD-주위간섭  4 집중곤란- 집중 호전  5,4

 S방과후 학교  남자  12  김*호 ADHD-어머니문제4 학습장애,집중곤란-집중  5,5

 S방과후 학교  남자  12  윤승* ADHD- 가정문제 4 자신감부족-자신감호전  5,5

 S방과후 학교  여자  12  한*희 ADHD- 따돌림   4 학습,자신감부족-자신감  5,4

 S방과후 학교  남자  12  김상* ADHD- 가정문제 3 집중곤란- 집중력 호전  5,4

증상 성 명 성별 나이 소속 참여시점 참여횟수

SPR 김*수 Ｍ 17 고 1년 2008. 07. 30 21

SPR 김*민 Ｍ 14 중 1년 휴학 2008. 07. 30  15

SPR 정*성 Ｍ 17 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진학 못함 2008. 08. 06 13

SPR 배*신 Ｆ 17 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진학 못함 2008. 12. 03 1

Ｒ/Ｏ SPR 홍*아 Ｆ 17 고 1년 2008. 10. 06 3

* K보건주간반: Before-2007년 평가점수, After-2010년 평가점수, 치료자 ⅔는 

현재 Program진행(건강상태 양호),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혈압측정-정상 

확인(간호사측정)

* J사랑요양병원: 2007년~2009년 평가 * S보건정신보건: 2007년~2010년 평가, 

다른 내담자 미술치료 계속 * G간호대요양원: 2007년~2009년 평가 

*R병원소암암: 2007년~2009년 평가 * S방과후학교: 2009년~2010년 평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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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술치료와 복지- 정신복지 시설에 대하여

- 정신보건 사회사업, 정신보건 사회복지, 정신보건 서비스의 현황 -

  1990년 한국에서 발간된 『정신의학사전』에 수록된 정신 의학적 사회사업 (정

신보건 사회복지)의 정의를 보면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이란 정신병원, 정신과 진료

서, 종합병원 내 신경정신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서 정

신과 환자 및 그들의 가족과 관계를 가지는 특수사회사업 영역을 말하며, 주로 다

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 즉, 첫째, 환자의 질병에 영향을 준 가정환경 그리고 

사회적 요소들에 대한 평가, 둘째, 환자의 수용 및 그에 대한 적응 훈련과 치료 

계획의 수립에 대한 협조, 셋째, 집단 상담과 가족 상담 담당, 넷째, 퇴원과 퇴원 

후의 추후 치료계획의 수립, 다섯째, 지역 사회의 유관단체와의 관계성 유지 이

다.“라고 했다. 이상의 정의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역

할이 단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정의 된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정의를 보면,

1940년대 미국에서 Lois M. French(1940)는『정신보건 사회복지』라는 책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는 정신의료 기관에서 정신의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자아심리

학, 사회학 등의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사업의 방법론과 기술을 통하여 정

신질환자의 치료활동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문이

며, 집단치료도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활동업무에 적용된다 라고 정의 하였으며,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의 전문성을 정신의학의 실제에 계속적으로 기여

하는 것과 정신과 분야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사회사업 실제에 계속으로 적용

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보았다.

  Arthur E. Fink(1949)는 정신보건 사회복지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질병에 대

해 전적인 책임이 정신의학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실시하

는 개별사회사업(casework)이다'라고 했으며, Elizabeth A. Ferguson(1954)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업은 첫째 정신병 기관내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돕는 한 

형태로써의 사회복지의 일종이며, 둘째 치료기관에서의 실천적 본질을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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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정신병에 관한 지식과 사회 복지 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

면서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1954년 미국 『사회복지연감』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업은 정신의학과 함께 

직접적이고 책임 있는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이다. 그것은 정신의학적 

치료에 관련된 전문적인 사람들, 즉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정신과 간호사, 작업요

법사 등을 포함하는 치료팀 활동의 일부분으로 병원이나 진료소 그 외 정신의학

적 기관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며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데에 있다 라고 정의하였다.

<참고> 정신보건, 정신보건사회사업, 정신보건사회복지, 정신보건서비스, 

- 하단의 복지시설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의 정신과

Dr.의 진단 치료 후, 미술치료를 권유하여 미술치료를 

실시 한 사례입니다. - 

  * 복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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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시설 사례 

1. 일  정 :  2008년 7월 30일 ~ 12월 24일

2. 시  간 :  매주 수요일 17:00 ~ 18:00

3. 장  소 :  송파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실

4. 대  상 :  송파정신보건센터 청소년 사례관리 대상자 중 초기 정신증 진
단을 받은 청소년(중, 고등학생)

5. 진  행 :
 차혜경(미술심리치료사), 신정아(음악치료사), 최수영(사회복

지사)

* 프로그램 개요

 1) 일  시 : 2008. 7. 30 ~ 12. 30 매주 수요일 17:00 ~ 18:00 (60분 * 총 22회기)

 2) 대  상 : 송파정신보건센터 청소년사례관리 대상자 중 초기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

증상 성 명 성별 나이 소속 참여시점 참여횟수

SPR 김*수 Ｍ 17 고 1년 2008. 07. 30 21

SPR 김*민 Ｍ 14 중 1년 휴학 2008. 07. 30  15

SPR 정*성 Ｍ 17 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진학 못함 2008. 08. 06 13

SPR 배*신 Ｆ 17 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진학 못함 2008. 12. 03 1

Ｒ/Ｏ SPR 홍*아 Ｆ 17 고 1년 2008. 10. 06 3

  3) 프로그램 실시장소, 및 Program 실시 일정: 송파여성문화회관 옆 농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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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날짜 구분 내용

1 07. 30 미술치료  오리엔테이션, HTP검사

2 08. 06 음악치료  Sing Along <나의 마음속에, 조개껍질 묶어> 

3 08. 13 미술치료  KFD검사

4 08. 20 미술, 상담치료  상담을 통한 미술치료

5 08. 27 미술치료  자유화그리기

6 09. 03 운동요법  체조 및 Basketball 

7 09. 10 미술치료  모자이크 (손모양)

8 09. 17 음악치료  드럼 써클 

9 09. 24 미술치료  화선지 그림

10 10. 01 운동요법  체조 및 Basketball

11 10. 08 미술치료  실물 사진보고 따라 그리기

12 10. 15 음악치료  음악과 움직이기

13 10. 22 미술치료  협동화그리기

14 10. 29 운동요법  체조 및 Basketball

15 11. 05 미술치료   실물 사진보고 따라 그리기

16 11. 12 음악치료  음악과 연주하기

17 11. 19 미술치료  스크레치

18 11. 26 운동요법  체조 및 Basketball

19 12. 03 미술치료  실물 사진보고 따라 그리기

20 12. 10 운동요법  체조 및 Basketball

21 12. 17 미술치료  찰흙으로 손가락 찍고 색칠하기

22 12. 24 음악치료  핸드벨 연주와 장기자랑

* 프로그램 일정

* 프로그램 수행인력 구성

성  명 내 용 수 행 역 할

차 혜 경 미술심리치료사 미술프로그램 주 진행

신 정 아 음악치료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음악프로그램 주 진행

최 수 영
운동요법/청소년복지 담당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총괄

프로그램 진행 및 과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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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평가방법

  정신분열, 스트레스, 불안 등은 정신질환의 함축 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의심, 분노, 남 탓, 만성질환, 집중곤란, 자신감 부족, 망상, 감정행동 장애, 

  홧병, 학습장애, 행동과 결과의 미완성으로의 사회성 결핍은, 정신과 육체의 

  장애로 나타난다. 이러한 장애(질병, 치매, 암..)로 진전 되기 전에 미술 치료

  활동을 통하여 질병의 진전을 완화하고 임상에서 치료를 간단하게 실행 되도록

  하는데 평가 방법을 둔다. 예를 들어, ADHD 아동의 회기별 협력 학습에서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협동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한 후 착석 행동이 개선되었고, 학습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도 보였다. 

  미술 활동을 통한 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외재화된 행동, 내재화된 행동, 과  

  잉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  미술활동이 ADHD 아동의 문제행  

  동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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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전혀 

도움 

안됐다

별로 

도움 

안됐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합

1  나는 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나요? - -
2

(40%)

2

(40%)

1

(20%)

5

(100%)

2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 -
1

(20%)

4

(80%)
-

5

(100%)

3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 -

1

(20%)

4

(80%)
-

5

(100%)

4

 프로그램이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 -
3

(60%)

2

(40%)
-

5

(100%)

5
 프로그램 이후 친구를 사귀기 위해 자신의

 태도를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생기나요?
- - -

3

(60%)

2

(40%)

5

(100%)

6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

1

(20%)

1

(20%)

3

(60%)
-

5

(100%)

7
 다음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 -

4

(80%)

1

(20%)
-

5

(100%)

 

표4. 만족도 설문조사 평가결과  

- 본 프로그램은 조기 정신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미술과 음악, 운동을 활용한 심리치료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자기 존중감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또한 부모간담회를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가족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자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으로 

과반수 이상이‘그렇다’로 응답하여 프로그램에 비교적 열심히 참여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이 자신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참여자의 80%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본 프로그램 동안 다른 친구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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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가짐으로써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참여자들의 60%가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자와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여자들이 자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네 번째로 프로그램이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알기위한 질문에 참여자들의 60%가 ‘그렇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 이후 친구를 사귀기 위해 자신의 태도를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생기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원모두 ‘그렇다’ 이상으로 대답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친구 사귐에 있어 자신감을 갖는 데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어 진다.

 여섯 번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가 3명(6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일곱 번째로 다음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를 묻는 

질문에 80%가 ‘보통이다’ 이상으로 대답하였으나,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여 참여자 자신의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프로그램 평가 

(1) 대상자 선정: 본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초기 정신증(SPR)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여대상자의 부모님께 프로그램에 관해 전화로 홍보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동의를 얻고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지 못해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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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증상을 가진 구성원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2) 프로그램 계획 : 본 프로그램은 초기 정신증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도되었으며 진행 준비가 역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숙련된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노력으로 1주에 1회씩 주기적으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참여자들의 특성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었으며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참여자들을 관찰하며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3) 충분한 역할논의와 수행능력 : 참여자들의 특성상 집중하기 힘든 관계로 

진행자와 보조진행자의 역할논의가 매우 중요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4) 참여교육, 자가 표현활동의 효과성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그에 따른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교육을 진행하였더니 

집중도도 높아졌으며 참여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돕는데 보다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또한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조금씩 표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5) 강화물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 프로그램 참여자가 좋아하는 

강화물(간식)을 프로그램 시작 전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기분 좋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어 수업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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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치료 분석, 방법

 가. 질병치료를 위한 미술치료사의 자세

     1. 아동 상태 파악(검사, 상담으로)

     2. 라포 형성: 사랑과 믿음으로 형성

     3. 내담자와의 상호작용 향상

     4. Program에서 충동성 줄이기 

     5. 자유로운 표현 향상시키기

     6. 종결을 위한 검사를 한다.

 나. 사회복지사와, 내담자와, 가족의 자세

     *. 인간으로의 존엄을 가지고

     1. 존엄과 가치 보장

     2. 내담자와, 미성년자의 특별 보호

     3. 자발성을 가지고

     4. 시설의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건강한 목표를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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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에서 문제 되는 임상

  표5.-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 사회적 내향성, 경조증, 우울증, 치매...에서    

            표현된 그림 -

  

  * 미술치료가 언어와 행동에 미치는 효과 

내담자 사례

  말을 더듬으며 감정의 변화가 심하며 고집이 세고 자신의 생각과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 말더듬, 꼬집음, 깨물음, 욕설로 감정 조절이 어려운 공격성을 

지녔다.

  전체적인 발음상태가 정확하지 못하다.

  조음오류(질문 반복), 문단 불분명 표현, 말 표현 부족.

  주의집중 결함행동: 몸 비틀기.

  내담자의 변화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정상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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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사례에 뇌성마비 아동의 조형 Program은 시각, 운동 향상시킨다.  

 라. 불안증의 원인과 치료

   1. 불안증의 원인        

    환자의 만성질환 장애로 인한 심리, 사회적 심리, 가족간의 관계 심리 변화에  

  서 불안증의 원인이 된다. 

    환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태도의 변화에서 불안감과 신경질적인 반응, 주의산  

  만, 대인 기피의 태도와 공격적인 행동의 성향이 불안증이 된다.

   2. 불안증의 치료 

    심리적인 안정과,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로 집중력을 회복하는 교육과  가족  

  상호간의 애정과 유대 강화로 심리적인 안정을 이룬다. 

    자기표현 미술활동이 정서장애를 극복하고, 장애가 치료 되어 환자가 자아 개  

  념으로 원래 본인의 모습을 찾도록 한다.

    아동용 Wechsler 지능검사에서 언어성, 동작성 점수를 참고 해본다.

    Raven 색채누진 지능검사, 표준점수로 자기 연령수준에서 백분위 지능지수,  

  BGT 수행력으로 불안증의 치료에 참고 한다

    과잉활동성 평정결과(DSM-Ⅳ), 과잉활동성 장애에서 과잉활동, 충동성 문제  

  판단 해 본다.

3. 치료 프로그램 실시와 평가

  치료과정은 그림 그리기, 집중력 평가 도구, 찰흙 놀이, 기억카드, 단순암송.. 등

을 실시하고, 치료의 효과는 그림 변화, 자의식 향상 지표, 학교 활동그림

(KSD), 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평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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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미술심리     

1. 미술심리 치료는 표현치료, 창의성 치료이며, 미술 매체에 대한 심리 치료이다. 

2. 미술치료는 미술이 지니고 있는 투사적 장점이 있어, 평가 도구와 치료적 

도구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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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제안 되어 있지만, 치료자 Barkley(1996)는 

모형에 따라서 행동 억제를 길러 주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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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에 있어서 미술의 공간성 

   언어는 일차원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며, 미술 표현은 문법, 통사론, 논법 등의 

언어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공간적인 것이며 시간적인 요소도 없다. 

   미술에서는 공간에서 연관성들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을 

소개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두 분의 관계를 얘기하고,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관계를 이야기한 후, 이 모든 식구들과 나와의 관계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미술에서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미술의 공간성은 바로 경험을 복제한 것이다. 가깝고 먼 곳이나 결합과 분리, 

유사점과 차이점, 감정, 특정한 속성, 가족의 생활환경 등을 표현하게 되므로 

개인과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기 쉽다. 

 5. 치료에 있어서 창조성과 에너지 

    미술작업(Work)을 하기 전의 신체적 에너지는 떨어져 있지만, 미술 작업을 

진행하고, 토론하며, 감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에는 활기찬 모습이다. 

    체내의 에너지가 변한다는 것을 느낀 사람이 많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운동이라기보다 창조적 에너지의 발산이라고 할 수 있다. 

 6. 치료의 물리적 환경  

    치료실의 준비: 집단치료 가능한 시설, 작품 보관장, 관찰시설, 준비시설, 

자료실  

    치료시간의 구성: 주 1, 2회 

 7. 치료사의 자세 

   조형(Art therapy) 활동시의 매체의 선택, 뇌의 생리, 발달, 역동, 이상발달에 

대한 지식(임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술교육, 심리학, 정신분석학, 평가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치료사에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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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연구 분석 

    1. 미술심리 치료의 효과

      가. 모성 영역에서의 창의적 어린이 원형은 변화와 미래의 상징이다.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는 이와 같은 의미를 ‘원형에 싸여 있는 희  

 망’이라고 말하며 미래를 나타내는 원형의 측면이라고 보았다. 

      나. 효과적인 미술치료 과정 

        관계의 과정에서 미술치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사와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치료사와 환자 사이의 긍정적 모성 영역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어야 한다. 이것은 그림에 몰두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는 수용적인  

  분위기이다. 

      Program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사물 그리기, 동작 그리기, 과거 회상하여 그리기로 되며, 활동  

  (Work)은 모방하여 그리기, 보고 그리기, 연상하여 그리기의 3단계로 이  

  루어 지며 사물 그리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아동의 흥미  

  를 생각하여 선택된 사물 20개와 사물 분류 8개를 실시한다. 

      동작 그리기는 기본적인 동작 중에서 10개를 선택했으며, 동작을 표현하지  

  못 할 때에는  직접 신체적 표현을 모방하는 것이 포함 된다. 

      과거 회상하여 그리기는 주제를 지정하지 않고, 대상아동(내담자)의 어머니  

  다른 사람과 경험했던 일을 그리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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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

                        * 치료 Program 분류

단       계 WORK 수행 순서

1단계
모방하여 
만들기

연구자가 선택된 사물을 점토로 만드는 것을 시범으로 한다.
 대상아동이 사물을 보고 점토로 만들기를 실시한다.

2단계
보고 그리기

 연구자의 지시에 의해서, 대상아동이 자신이 만든 사물을 보고 그
리기를 실시한다.

3단계
연상하여 
그리기

 연구자가 찰흙으로 만든 사물을 책상 위에서 제거한다.
 대상아동에게 만든 사물을 연상하여 그리도록 언어지시
  를 한다.
 다음회기에 다시 실시하여 정확히 인식하였는지 테스트 한다.

  

  2. 임상치료 전, 미술심리 치료의 필요

    

    가. 연구결과

      미술활동이 자폐성(교육진단 검사, 발달 연령에 도움) 아동의 아이들, 

ADHD, 다운증후군(부적응 행동), 자아개념 긍정적 평가, 과잉 활동성 장

애저하, 뇌성마비 아동(시각, 운동 능력 향상), 기억력 회복, 치매(호전) 정

지 되는 현상으로 병을 치유 하거나, 완화 되는, 임상 차원의 치료적 접근

에 다가갔다.

      미술치료의 심상의 표현(Image)은 놀이관계 향상, 놀이 종류 증가와 같은 

사회성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자폐성 아동이 미술프로그램 실시 과정에서 사물과 인물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고 관찰하여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을 갖

는 사물의 종류가 증가되어 놀이(행동 범위)의 종류가 증가되었다. 

     

    나. 미술치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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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활동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관계 향상과, 사회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대상아동이 그리기를 하면서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 되었다. 그  

 리기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관찰 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어  

 대인 관계에 영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술활동이 자폐성, 다운 증후군 아동의 자발성, 집중성, 자발적 행동의 변  

 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대상아동은 미술치료를 실시하면서, Program에 따라 그리는 능력이 향상  

 되고 자신이 스스로 그릴 주제를 정하는 행동들이 나타났다.

     * 정신분석적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때, 많은 환자들이 그들의 그림에 

표현된 상징적 내용을 말로 표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림에서만 표현 되는 그들의 작업(Work)에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얻

은 시점이다. 미술과정은 광범위한 인간능력의 범위를 요구 한다. 일반

적인 자아형성 과정같이, 충동과 통제, 적대와 사랑, 환상과 실제, 무의

식과 의식에서 필연적으로 갈등하는 요소들이다. 

         미술의 기능 역할은 많은 이론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많은 주제를 통합

하는데 일반적인 자극은 미술의 통합적인 특징을 확인 하는 것이다. 

         성격에서 반대하는 힘을 단합시키거나 개인의 욕구와 외부세계의 욕구

를 화해시키는 힘이다. 이러한 자유의 습득은 미술과정에서 보인다.



- 32 -

Ⅴ. 고   찰

    자기표현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받은 아동의 자아개념 검사 결과에서         

    자아개념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연구에서, 미술활동이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과  

    일치한다.  자기표현 미술활동이 정서장애 아동(치료자)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미술활동이 정서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 연구 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찰 -

     

       미술치료의 연구자료: 내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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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유도로, 심리 조절

선에서의 평가와, 선의 미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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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판단과, 형태 유도로 심리조절

* 울만은 미술작가로서의 경험으로부터 미술치료를 하게 되어, 치료로서의 미술에 

대한 울만의 정열은, 미술심리 치료에 대한 정열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울

만은 미술치료 실행에 있어서 두 측면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치료에서의 미

술"과 "치료로서의 미술"은 같은 시점에 같은 방에 있는 두 측면이거나 다른 

시기에 같은 치료자가 일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임상가로서의 자신의 생활에서 울만은 치료로서의 미술을 사용하는 속에서

는 미술심리 치료를 사용했고, 미술심리치료가 통하는 곳에서는 치료로서의 

미술을 사용해서 이 둘 사이에 서로 융통성 있는 선택을 했다. 

      정신역동 지향적 미술치료를 통합하면서 쟁점 부분에 관해서는 융통성을 부

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울만은 환자의 작품이 예술이냐 아니냐를 논하

는 것보다는 대상에 따라서 예술적 표현이나 강박적 표현도 허용 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 Jung은 자기 평가 우울 척도에서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심리적 변화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심리적(정신 분석) 도구로 평가한다.

* 미술심리 치료는, PAR(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의 확인과 연계 

되어 지는 치료와, MHS(Multi-Health Systems Inc.) 치료의 전, 후에서 실

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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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ART THERAPY 참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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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essing Sedative Effects of Art Therapy through Completion Index 

Model

- a pretest - posttest design with some clients at an art therapy 

academy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whether art therapy has a beneficial 

effect on children or adults with mental, physical, or clinical symptoms 

of disabilities using a completion index model for their drawings. A 

one-group pretest posttest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used for the 

study. 

The author has owned and operated an art therapy academy from 2000 

to 2010, and 26 male clients and 37 female clients who had undergone 

art therapy in this academy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The 

completion index was measured for pictures they drew at the start of 

art therapy and also for pictures drawn after 3 to 6 months of art 

therapy, and the two indexes were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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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letion index model was made with 3 criteria – participation, 

interest, and implementation – which the author uses to evaluate client’s 

drawings in art therapy. Each criterion was rated on 5-point Likert 

scale: 1 – not interested, 2 – a little interested, 3 – ordinarily 

interested, 4 – enthusiastic, 5 – very enthusiastic. 

Measurements were done by the author. The selection of client’s picture 

also was made by the author. However, it was limited to pictures drawn 

by clients who regularly underwent art therapy for three months or 

longer and drew two or more pictures for the period. Two drawings 

were chosen for each subject, and name and drawing date were written 

on the back of the drawings. 

A picture was randomly selected for measurement among chosen 

pictures, and the score was written on the back of the picture to be 

used later. The comparison of completion index scores before and after 

art therapy for a total of 65 clients was donethrough the paired t-test 

using a SAS program. 

In both male and female clients, the completion index was increased by 

1.2 points out of a possible 5, which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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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P<0.0001). It implies that when a client undergoes art therapy 

for minimum three months in this academy, the completion index is 

likely to significantly increase. However, the results have several 

limitations. It is an experimental design that does not permit reasonable 

causal inference. Clients were not selected with random allocation and a 

bias cannot be ruled out as measurements were done by the author 

only. Small sample size also is a limitation.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examine this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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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맺음 글 - 

* 미술치료는 임상적으로 접근하여, 치료 과정을 중요시 하며, 조형 활동
(Art Therapy)을 통해 치료자(내담자)의 갈등을 조절하고, 표현과 승화
로 치료자 내, 외면의 성장을 향상시킨다.

   정신분석 치료로 갈등의 주재를 해결하며, 내담자가 자유 연상과 주관
적인 표현을 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창조의 결실을 얻게 된다.

* 미술치료는 언어 장애, 장애인, 정신 질환자, 노인, 주의력 결핍, 심신 
안정, 인간관계에 필요하다.

* 미술치료는 심상, 상징, 투사, 승화, 진단, 창조성, 매체 표현, 활동, 해
석, 지각, 반응의 발달 상담, 심리 진단과 부적응자를 상담 치료한다.

* 미술치료의 대상자는 정신 질환자(정신분열증, 우울증..)
   심신 장애인(시각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정서장애, 행동장

애, 자폐성, 학습장애, 언어장애, 비행 청소년(폭력, 절도), 부부관계, 가
족관계, 근친상간, 성폭행, 섭식장애, 불안, 치매 환자이다.

 < 논문 저자의 글 >
-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자아 개념의 불확실

에 있으며,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자아의식을 잃고 방황하며, 불안 해 
하고, 미래를 예측 못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과 고통이 육체의 질병으로 전이 되며, 이러한 심신의 고
통이 2~3세대를 거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며, 보살피
며, 대인 관계에서 진리와 사랑에 올바른 생활을 할 때에 우리 모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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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건강 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의 저자인 저는, 저의 WORK를 통하여, 많은 진리를 재확인 하며,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한  폭의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만나고, 자신을  
사랑 할 때에 믿음과 사랑을 체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의 행복하신 한 폭의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건강 하  
고 감사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 부록 -

몇 점의 그림과, 간단한 설명이 부록에서 

전개됩니다.

 미술치료 소묘, 스케치, 수채화, 지점토, 찰흙 Program

 *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자연스러운 접근이 다른 교육과 훈련에서 받았던 긴장을

순화하도록 돕는다. 기억 되어 있던 숫자와 글쓰기,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나

긴장을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내면의 문제가 해결 되었다.

   자기 감정 능력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조형능력이 좋아질 것이다.     

   다양한 미술재료 경험을 통해 자기 표현력이 개발되고 인상이 밝아진다. 

  자신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며 긍정적인 자기모습을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 기억, 신체 활동이 지연이 되기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초기와 중기

  때 적절한 도구와 재료들을 통하여  감각적인 경험을 하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오랜 인내와 기다림으로 치료자가 작은 것 하나라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사랑의

  자세로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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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토 (형상 본 뜨기)

내담자 질병 원인: 지적 장애, 불안 증세

내담자 미술치료 후: 인식 파악, 정서 안정

WORK, 그림 제목: 본인 형상

# 표8 - 표11: Page 37- Page60

부록: 글, 임상 문제 그림, 설명



- 44 -

   Water Color Painting

              내담자 질병 원인: 관계성 부족, 억압

          내담자 미술치료 후: 호전, 대화

          WORK, 그림 제목: 정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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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채화

                 내담자 질병: 정신분열, 치매 

              미술치료 후: 기억력 호전, 활동 적극적

              그림 제목: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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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연필화

               내담자 질병 원인: 지적 장애, 인식 장애

               내담자 미술치료 후: 장애 호전(인식)

               그림 제목: H.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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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수채화( 선 긋기 시작에서... )

           질병원인: 치매

           미술치료 후: 활동 호전, 기억력 호전

           그림 제목: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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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COLOR PAINTING (87세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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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파스화: 내면에 공포, 억압으로 인한 학습장애

   아이클레이 WORK: 미술치료 후 인식장애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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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화 : 자아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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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채, 오일파스텔화

70세~ 90세 어머님, 아버님 그림: 미술치료 후, 건강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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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파스화: 가족 관계 순종에서의 억압, 표현 부족
               미술치료 후 대화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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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채화
      미술치료 후 가족 대화 소통, 자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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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채, 색연필, 싸인펜화
        고등학교 여학생: 미술치료 후 자신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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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는 작업과정을 통해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뿐

만 아니라 작업이 끝난 후, 작품 결과가 내담자에게 의미를 줄 수 있다.

    미술은 적절한 과정, 형태, 혹은 상징적 지침서에 의해 진단적 수준으로 표현

될 수 없다.

    같은 진단적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된 정신 질환자들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

고, 느끼며, 색칠하고, 그린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존

재와는 달리 출생부터 독특한 개체이다.”라는 것을 기억 하는 것이 좋다 

(Mousstakas, 1969).

크레파스화 
       : 미술치료 후 행동 발달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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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에서 장애아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으로 아동의 통찰력 정도, 

지적수준과 미술작업에서의 행동을 근거로 매체와 다양한 감각자극에 대한 

반응을 관찰한다. 미술 프로그램은 아동의 세계를 확대시키고, 참여한 성인들의 

눈을 뜨여지게 했다. 그것은 아동들의 창조적인 잠재력과 성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능력을 민감하게 인식하게 했다.

 크레파스화: 가족 대화 부족, 사회 적응력 부족: 소유,    
             공격성- 미술치료 후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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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깔꼬마니: 초등학생 작품, 불안증에서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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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깔꼬마니: 미술치료 후, 초등학생 자신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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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묘, 색연필화

   자아 상실로 학습장애, 사회성 부족: 미술치료 후,      

         사회성 회복,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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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파스, 수채화: 가족, 친구 관계성 그림- 관계성의    

                    혼란,  미술치료 후 관계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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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