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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아트테라피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
고 현*
본 연구는 지적능력 부족으로 인해 일상 및 학교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식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푸
드아트테라피가 이들의 사회․정서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에 복지센터에 다니는 지적장애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주 1회,
90분간, 총 13회기를 실시하였다.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양적분석으로는 IBM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
고, 질적분석으로는 각 회기의 모든 활동들을 관찰 및 기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는 다음과 같다. 푸드아트테라피는 지적장애청소년의 교우관계, 지도력, 성실, 협력, 책임감,
개인 및 집단 활동 참여 등과 같은 사회행동 변화와 기쁨, 유머, 무관심, 불안, 두려움, 우울,
실망, 좌절 등의 정서행동 변화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수가 적어 연구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지만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안정을 위해 음식을 매
개체로 한 푸드아트테라피 라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에 적극 활용 및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푸드아트테라피, 힐링, 사회․정서행동, 지적장애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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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기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자
기 존재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및 자아 조망을 시작하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내재
된 외부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감정표현의 욕구 및 내면적 갈등이 방황하지 않도
록 지도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 삶을 위한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청소년기에서 성인사회로 적응하는 과정 중 겪게 되는 생리적, 신체
적, 정신적 변화의 양상은 그들에게 적응 곤란을 일으키기도 한다(이정량, 2008).
지적장애청소년들도 비장애청소년들과 같이 기본적인 심리적․사회적․정서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지적능력이 부족해서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의사소
통․자기호보 및 관리․대인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적응의 미숙으로 인해 다양
한 부적응 행동특성을 보인다(정해진, 2009). 또한 성인처럼 스스로 환경을 통제
하고 조절하기보다는 환경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신체적 자
아감뿐만 아니라 성격형성, 정서, 행동, 성취동기 등 전반적 영역에서 긍정적이
지 못한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장애청소년들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신현석, 2007; 조인수, 전보성, 박정식,
2012; Drew & Hardman, 2008; Hobson, Ouston, & Lee, 1989).
이처럼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복합적인 장애로 인해 친구를 사귀는
것, 의사소통하는 것,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무엇보다 성장 과
도기로서의 혼란과 사회의 편견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의해 심리적으로 더
욱 위축되기 쉬우며, 학교나 사회의 각종 경쟁에서의 누락과 그에 따른 좌절감
으로 인해 심리적·사회적 적응을 해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수정,
2011; 이정량, 2008; 이정숙, 2010). 이러한 소외당하는 경험의 누적 또는 사회․
심리적 부적응은 공격적인 행동이나 과잉행동, 위축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부적응으로 인해 표출된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은 지적장애청소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상담치료
기법들이 보급 및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자기표현
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청소년의 경우 언어 위주로 진행되는 개인 상
담이나, 발표위주로 진행되는 전통적인 집단상담은 이들에게 두려움이나 거부감
또는 저항감을 불러일으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김난희, 2010; 김양희, 2009; 김혜진, 이정연, 2012). 이에 다양한 예
술 활동을 통해 욕구불만을 발산시켜주고 지적장애청소년의 대인관계를 증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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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심리적 문제를 자율적으로 대처하
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현예술 심리치료가 지적장애청소년의 긍정
적인 정서 및 사회성 함양의 새로운 방안으로 일선 현장에서 많이 부각 및 보급
되고 있다.
표현예술심리치료는 예술적인 작업을 통하여 정서적 갈등과 심리적인 증상을
완화시키고 원망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심리치료법으로 최근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예술치료에서 예술작업
은 그 자체가 심리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공감대적인 그릇과 양육적인 치료환경
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중
년, 노인들의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며, 신경증, 정서 및 발달지체, 각종
약물중독, 비행 청소년, 폭력의 희생자, 치매노인 등과 정상인 듯 보이는 사람들
도 보다 건전해지도록 하는 목적에서 대상이 될 수 있다(옥금자 역, 2007; 이모
영, 문소연 역, 2011). 특히 음악, 미술, 무용, 놀이, 연극, 원예 등 다양한 매체
및 재료를 이용한 표현예술 심리치료 기법이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사
회, 정서발달 및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물들이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다(고소미, 2007; 김은화, 최세민, 2011; 김진애, 최애나,
2007; 서정미, 정광조, 최애나, 2011; 이정숙, 2010; 최애나, 한용희, 정광조, 2009;
최영주, 2011; 허혜리, 정규진, 최애나, 2012).
최근에는 음식 재료를 도구로 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푸드아트테라피(FAT)가 심리치료(Healing)의 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다. 푸드아
트테라피는 동양적 사유를 철학적 배경으로 하여 놀이, 교육, 문화, 예술, 상담과
치유를 통합한 접근이며 식품을 매개체로 하여 창의적인 놀이와 예술활동을 통
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 확장해 나감으로써 자아
찾기와 자아초월에 이르도록 하는 심리치료기법(이정연, 2009)으로 목포대학교
이정연 교수에 의해 개발되었고 현재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와 국제푸드아트테
라피협회가 조직되어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학회를 통해 연구결
과물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다. 또한 푸드아트테라피는 음식이 주는 즐거움과 심
리적인 위로, 재미있는 놀이로 심리치료에 활용하며 함께 음식을 만들고 둘러앉
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은 과정을 경험하게 해 안정과 마음의 벽을 허물도
록 한 심리치료 기법이다(김민용, 김지유, 2011; 서금순, 2010; 이정연, 2009). 현
재 유아에서 청소년, 장애인,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푸드를 이용한
아트창작, 그리고 심리적인 해석과 힐링테라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현, 신명
신, 2013; 김숙, 2013; 김양희, 2009; 김혜진, 이정연, 2012; 송진선, 2013; 우주현,
2012; 이상월, 2010; 한수연, 이정연, 2012; 김숙, 2013; Elkind, 2007).
Elkind(2007)는 요리는 몇 안되는 유니섹스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하였듯이, 현
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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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회에서는 음식 만들기가 남녀 모두 참여하는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포함되는
경향을 보인다. 식품은 단지 허기를 채우고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하므로 식품을 활용한 심리
치료는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 식품은 다른 매체에 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고, 식품 재로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즉흥적이고 다양하며 다른 예
술활동에 비해 부담이 적고 놀이에 가까워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쉽게 이루어지며, 내담자는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으로 상담과
정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서금순, 2010; 이정연, 2009).
이처럼 푸드아트테라피는 전문적인 예능교육을 받지 않아도 단기간에 작품을
완성할 수 있어서 처음 접했을 때 저항감이 적고 성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작품을 제작하고 해체하는 경험을 통하여 문화적인 욕구충족과 긴
장이완을 가져와 문제를 가진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자아성장의 효능
을 갖게 할 수 있다(김양희, 2009; 김혜진, 이정연, 2012; 서금순, 2010; 이정연,
2009). 무엇보다 신체가 불편하여 의사소통 및 교우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장애를 보이고 있는 지적장애청소년이 자신의 생각, 문제, 욕
구 그리고 감정 등의 표출을 용이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지적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푸드아트테라피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
는 아직 초보단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자신 및 타인감정 인식과 표현의 장애를 가진 지
적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푸드아트테라피가 이들의 사회․
정서행동 변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푸드아트테라피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는 어
떠하며,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에서 이들의 사회행동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푸드아트테라피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정서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는 어
떠하며,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에서 이들의 정서행동 변화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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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아래 <그림 1>과 같은 준실험설계
의 단일집단 전후검사설계를 하였다. 실험집단 지적장애청소년에게 사전검사에
서 사회․정서행동 검사를 한 후 ‘우리가 함께 하는 마음의 동행’이라는 제목으
로 13회기 동안의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을 처치하였다. 실험처치가 끝난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회․정서행동 검사를 실시하였다.
O1

1 사회․정서행동 사전검사
2 사회․정서행동 사후검사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 처치

X

O2

O :
O :
X:

<그림 1> 연구 설계

단일집단 전후검사설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
처치를 하는 동안 각 회기마다 지적장애청소년들의 사회․정서적 행동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관찰 및 기술하여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 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G광역시에 있는 00아동복지센터에
다니는 청소년 가운데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 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지적장애 2~3급으로 대부분 정상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성장
하여 사회성 및 정서지능이 또래 일반청소년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연구대상
지적장애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지적장애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대상
청소년A

장애등급

개인특성
가정환경특성
말수가 없으며 혼잣말을 주로
부모의 이혼으로 외조모에 의
지적장애 사용함. 소극적이고 첫마디가 ‘난 해 양육.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일
못하는데’로 시작하고, 외톨이로 하시며 주 1-2회 집으로 들어옴.
2급
사회성이 낮음.
현재 지역아동 센터에서 생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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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소년B
청소년C
청소년D

장애등급

개인특성
상대방을 잘 놀리며 물욕이 대
지적장애 단함. 자신감이 없고 확인하는
습성이 강하지만 설득하면 배려
3급
심도 깊고 양보도 잘함.
잘하고 표정이 밝음.
지적장애 쉽인사를
게
포기하고 자신감이 낮고,
2급
왕따 경험이 있음.
그림그리기를 좋아하고 식탐이
강함
.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하
지적장애 고, 호기심이
많지만 친구를 자
3급
꾸 때리고 물건을 빼앗아 도망
다녀 학교에서 문제 발생함.

가정환경특성
어머니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이
혼을 하였고, 동생도 지적장애를
갖고 있음.
아빠와는 떨어져 지냄. 엄마,
이모 사촌 동생과 함께 생활. 엄
마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음.
부모와의 관계는 건강하고 누
나 세 명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늦둥이
로 나름 사랑을 많이 받고 생활
하고 있음.

3. 연구도구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을 검사하기 위해 Miller와 Sullivan(1982)이
정시지체아의 사회․심리․정서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사회․심리․정
서적 행동 특성 검사도구(Psycho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Test)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사회․심리적 행동 특성 20개 문항과 정서적 행동 특성 12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검사 도구를 번안하여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심리․정서적 발달을 조사한 이정숙(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목적에 맞게 사회적 행동특성과 정서적 행동특성의 2개 요인, 22개 문항
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재구성한 설문지의 문항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특수교육 현직교원 5명의 자문을 받았다. 특수교
육 현장 전문가 5인의 내용타당도 검토는 문항이 행동이나 개념에 관한 내용을
대표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중복된 내용의 문항이 있는가, 정신지체청소년의
발달에 적합하고 이해 가능한 문항인가 등에 준거를 두도록 하였다.
사회․정서행동 검사도구의 각 문항은 Likert 4점 평정척도(전혀 아니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이고 점수 범위는 사회적
행동특성은 1~48점, 정서적 행동특성은 1~4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채점은 복
지센터에서 연구대상 청소년을 관리하는 담당자와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의 담임교사가 이들의 평소 관찰한 행동결과를 바탕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지
적장애청소년 한 명에 대한 관찰자 2명의 평정 평균을 이용하였고, 사회․정서
행동 검사에 대한 센터 담당자와 담임교사의 관찰 평정 일치도는 .87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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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사회․정서행동 검사도구의
표 2>와 같다.

높
<

구성 및 신뢰도 계수는 아래

문항

<표 2>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사회적 행동특성
정서적 행동특성*

문항내용
긍정적 자아상, 교우관계, 지도력, 성실, 협력, 책
임감, 개인 및 집단 활동 참여, 새로운 상황 적응,
자신감, 교사 돕기
기쁨, 흥분, 유머, 무관심, 불안, 두려움, 우울, 긴
장, 비판, 실망, 좌절
전체

문항

*부정 문항으로 역산 처리함.

수

신뢰도(α)

12

.86

10
22

.84
.88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α)를 산출한 결과,
.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사회․정서행동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 역시
.84~.86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적장애청소년의 사
회․정서행동 검사 도구는 신뢰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도구의
신뢰도 계수가 .80 이상이면 신뢰할만한 도구라고 제시하고 있다(고종욱, 류철, 2011).

4. 푸드아트테라피(FAT)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1) 프로그램 구성
지적장애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마음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FAT 프로그램은 크게 초기단계, 중기단계, 종결단계의 3단계, 13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각 회기마다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항상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30분 전에 센터에 가서 젠가와 칠교놀이 등 장난감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친근감을 조성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각 회기마다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도입 부분에서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인사말로 시작해서 마음나누기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 순간 기분을 묻고 그에 따
른 감정 코칭으로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보내었다.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은
음식을 매개체로 활용하기 때문에 쉽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며 미술이나 음
악 감각이 없어도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한사람씩 마음 나누기를 통하여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등을 공유
하고 상대방의 작품에 대해서도 공감과 지지를 해주며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도
록 유도하여 회기마다 프로그램을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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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은 음식재료를 매체로 심리치료를 하는 통합적 예술
치료의 하나로 현재 많은 상담 현장에서 적용, 발전 및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공인된 프로그램은 없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푸드표현
예술치료협회에서 유아 및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 중에 있는 프로그램과 김
민용과 김지유(2011)의 푸드표현예술치료 이해와 실제라는 저서에 소개된 프로
그램을 바탕으로 고현과 신명신(2013)이 청각장애청소년에게 적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본 연구의 목적 및 지적장애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
여 프로그램의 횟수와 시간을 늘리고 내용의 일부를 지적장애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2) 각 회기별 푸드아트 활동 프로그램 내용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의 각 단계 및 회기별 활동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 각 단계 및 회기별 활동 내용

단계 회기
주제
사전검사
1 관계의 그물
초기
버섯마을
단계 2
(공동작품)
생각의
3 감정
물구나무
4

소금나라
우리를
6
지키는 용
7
화산폭발
주인
8 내 마음의
되기
9 때문에 덕분에
하우스
10 드(공림동작
품)
11 나의 속과 겉
5

중기
단계

의 궁전

물

활동 내용
목표
사회․정서행동특성 검사
․공동체에서 하나 됨을 느끼기
․자신이 선택한 것에 만족감을 나타내기 ․공동체의식
․함께 작품을 표현해보기
습 표현
․그 안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앞으로 ․자신모
하기
의 모습을 계획하기
․드러내지 못하는 내 마음의 기쁨, 행복, 분 ․다양한 정서표
노, 화, 미움, 시기심 등을 살펴보고 정화하기 현하기
․물을 정화 시키는 작업을 통해 마음의 긍정 ․자신의 마음 정
의 샘물이 나올 때까지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화하기
작업하기
․소금의 성품을 통해 내 안의 소금과 같은
성품이 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새롭게 결단 ․정서조절하기
하기
․상상의 동물(용)을 표현함으로 내면의 힘을 ․자신 및 타인감
알아보고, 힘의 욕구 알기
정 이해하기
표현
․자신의 화에 대해 마음 나누고 표현해 보기 ․자신감정
및 조절하기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의식하는 자신의 모습 ․타인감정 인식
을 발견하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표현 및 표현하기
하기
․비구조적인 작업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 ․자신감 및 교우
고, 이야기로 풀어내기
관계
․공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해 ․협력 및 책임
자기이해 돕기
․긍정적 자아상
․자신의 속마음과 겉마음을 표현하기
형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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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종결
단계

회기

주제

12

긍정적인 나

13

푸드 HTP

사후검사

활동 내용

목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긍정의 감정 표 ․긍정적 관계 형
현하기
성
․HTP. 자신의 변화에 대해 느끼기

․새로운 상황 적
응하기

사회․정서행동특성 검사

5. 연구기간 및 절차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 FAT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
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구성하였으며,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12월30일까지이며 프로그램 진행은 푸드예술치료 전
문가인 본 연구자와 푸드예술심리상담사인 연구보조자가 함께 진행하였다. 13회
기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대상 지적장애학생들과의 원만한 의사소
통을 위해 30분전에 센터에 가서 젠가와 칠교놀이 등 장난감 퍼즐 맞추기를 하
면서 친근감을 조성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센터에 근무하
는 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 사전검사
00복지센터에 있는 지적장애 청소년 가운데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9월
25일까지 푸드아트 활동에 참여할 사람을 선정하여 2013년 9월 28일 00복지센터
에서 학생들의 현재 심리상태와 정서, 사회성 가족력 문제 상태를 진단한 다음,
센터 담당자와 학교 담임교사가 이들의 사회․정서행동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2) FAT 프로그램 수행
집단치료의 회기와 시간은 집단원의 발달연령이나 집단의 성격,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장호와 김정희(1995)는 주 1회, 60～90분이 적당하다고 하였고, 김희
은(2002)는 주 1～2회로 하여, 10회 이내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지적장애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횟수와 시간을 조금씩 늘
려 진행하였다. 계획한 푸드아트테라피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3회, 주
1회 90분간, 00복지센터 교실에서 실시되었다. 참여자들과 푸드아트를 마친 소감
나누기를 통해 감정 코칭으로 모든 과정을 마무리 하였다.
3) 사후검사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처치가 끝나고 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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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동일한 방법으로 청소년 복지센터의 담당자
와 학교 담임교사가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6.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 처리하였다.
첫째,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실험집단 참가 청소년이 4명으로 사례수가 적어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정규성
검증(Kolmogorov-Smirnov)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행동(Z =.452, p>.05), 정
서행동(Z =.549, p>.05)이 정상분포곡선을 나타내고 있어 지적장애청소년의 사
회․정서행동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소표본 실험연구에 대한 통계적 결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푸드아
트테라피 프로그램 과정에 따른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 변화 양상은
질적 분석을 실시하여 단계별․회기별로 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에 대한 변화
추이를 관찰 기록하였다. 관찰 기록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자와 보조연
구자의 관찰 일지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
서행동 변화 추이를 진술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푸드아트테라피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행동 변화에 미치
는 효과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행동 사전⋅사후검
사 결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

<표 4>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행동 사전 사후검사 결과

시기
하위변인
사회행동 특성

**p<.01

사전검사(N =4)

M

2.74

SD
.21

사후검사(N =4)

M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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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30

t

-9.797**

p

.002

푸드아트테라피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고현)
사회행동 특성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4점 만점 기준으로
사전검사 평균은 2.74점, 사후검사 평균은 3.36점으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
에서 평균이 약 0.62점 증가하였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t=-9.797)가 나
타나 푸드아트테라피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행동 특성 변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적장애청소년 개인별 사회행동 특성의 사전⋅사후검사 변
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

<그림 2> 지적장애청소년 개인별 사회행동 특성 사전 사후검사 변화

지적장애청소년 개인별로 사회행동 특성의 사전⋅사후검사 변화를 살펴보면,
연구대상 청소년A는 사전검사 평균이 2.50점, 사후검사 평균은 3.02점으로 약
0.52점 증가하였고, 청소년B는 사전검사 평균이 2.70점, 사후검사 평균은 3.20점
으로 약 0.50점 증가하였다. 청소년C는 사전검사 평균이 3.00점, 사후검사 평균
은 3.70점으로 약 0.70점 증가하였고, 청소년D는 사전검사 평균이 2.75점, 사후검
사 평균은 3.50점으로 약 0.75점 증가하여 지적장애청소년D의 사회행동 특성 변
화 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2. 푸드아트테라피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정서행동 변화에 미치
는 효과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청소년의 정서행동 사전⋅사후검
사 결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정서행동 특성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4점 만점 기준으로
사전검사 평균은 2.59점, 사후검사 평균은 2.95점으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
- 11 -

예술심리치료연구(제10권 제1호, 2014)
에서 평균이 약 0.36점 증가하였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t=-29.000)가
나타나 푸드아트테라피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정서행동 특성 변화에 유의한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5> 지적장애청소년의 정서행동 사전 사후검사 결과

시기

하위변인
정서행동 특성

***p<.001

사전검사(N =4)

M

2.59

SD
.20

사후검사(N =4)

M

2.95

SD
.20

t

p

-29.000***

.000

지적장애청소년 개인별 정서행동 특성의 사전⋅사후검사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지적장애청소년 개인별로 정서행동 특성의 사전⋅사후검사 변화를 살펴보면,
연구대상 청소년A는 사전검사 평균이 2.30점, 사후검사 평균은 2.65점으로 약
0.35점 증가하였고, 청소년B는 사전검사 평균이 2.70점, 사후검사 평균은 3.05점
으로 약 0.35점 증가하였다. 청소년C는 사전검사 평균이 2.75점, 사후검사 평균
은 3.10점으로 약 0.35점 증가하였고, 청소년D는 사전검사 평균이 2.60점, 사후검
사 평균은 3.00점으로 약 0.40점 증가하여 지적장애청소년D의 정서행동 특성 변
화 폭이 지적장애청소년 A, B, C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

<그림 3> 지적장애청소년 개인별 정서행동 특성 사전 사후검사 변화

3. 회기별 활동 고찰(질적 변화 과정)
회기별에
과 같다.

따른

지적장애청소년의 푸드아트테라피 활동과 그 변화과정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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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아트테라피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고현)
1) 초기단계(1~2회기)
강사와 장애청소년의 사전 교류로 인해 강사와 친숙해진 상태라 학생들이 거
부감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회기는 관계의 그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선택한 후 마음에 드는 위치에 과일을 놓고 원하는 만
큼의 빼빼로를 가지고 상대방의 과일로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관계 속에서의 상
대방을 바라보는 기회를 가졌다. 정리 활동 시간에 “학교나 집단에서 다른 사람
을 소외시킨다거나 왕따 당하면 어떨까?” 라고 물었을 때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형은 동생을 존중해 주고, 동생을 형을 대접해줘야 해요” 라고 하였다.
센터 내에서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때가 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다보니 서로의 입장만을 강조할 때가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
해 서로에 대한 배려로 더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소
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자
신의 감정을 인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를 성찰하고 표현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4> 1회기 활동: 관계의 그물

<그림 5> 2회기 활동: 버섯 마을

2회기에는 버섯, 깻잎 등으로 버섯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마을 꾸미기 활
동을 통해 이들이 살아온 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재료를 다듬는 과정에 과도
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었으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번갈아가며 사용하
였다. 지적장애청소년A는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
움으로 현재의 가족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청소년D는 깻잎과
양송이 버섯, 팽이 버섯, 닭 강정을 가지고 사방대칭 모양의 안정적인 조형을 구
성하여 평소의 건강한 자아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꽃모양의 조형을 구성한 청
소년B는 양가적 감정으로 지저분한 조형(밭이라고 지칭함)을 함께 표현하여 친
부와 계모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2회기는 짧았지만 지적장
애청소년의 가족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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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단계(3~11회기)
3회기에는 쌀을 이용하여 드러내지 못하는 내 마음의 기쁨, 행복, 분노, 화, 미
움, 시기심 등을 살펴보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쌀로 우주를 표현하고 그 공
간에 자신의 위치를 놓아보도록 하는 시간이었다. 대부부의 학생이 우주의 중심
에 놓은 경향이 있어 이를 통해 자기중심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었다. “우주 속
에서 하나의 먼지에 지나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인
해 위축될 필요도 없기에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나는
소중하다”,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 “나는 너를 존중합니다”, “나 좀 존중해줘요,
나 존중받고 싶어요” 구호 제창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 간의 부적인 영향
을 소거하고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4회기는 과일과 과자, 쏘시지 등을 이용하여 배를 만들고, 각자 만든 배를 누
구와 함께 타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하였다. 완성
된 배에 대해 “배를 타면 설레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화목하고 설레요”(청
소년A), "배는 왜 누워있나요?", "파도가 갑자기 덮쳐서 침몰해서 죽었어요”(청
소년B) 등 지적장애청소년들의 반응은 다양하였다. 자신의 꿈을 담은 배들이 안
정적으로 항해하지 못하고 자꾸 쓰러진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 특히 몇몇 친
구들은 현재의 자신의 모습뿐 아니라 미래의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없어요” 라
고 대답해 친구들과 함께 삶에 대한 동기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관심 있게 찾아
볼 필요성을 있음을 알게 된 회기였다.
5회기는 소금, 초코파이, 귤, 양초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
하는 활동을 하였다. 소금의 까칠함, 초코파이의 부드러움, 귤의 차가움 그리고
양초의 따듯함을 느끼게 하였다. 각각의 재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감추어진 속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까칠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의 마음을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
요성을 인식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6회기는 과자를 이용하여 상상 속의 동물을
만들어 봄으로써 내면의 힘을 알아보고 힘의 욕구를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 보면서 가고 싶은 곳을 통해 각자 바라는 바를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여행을 갈 때 혼자 혹은 여럿이 함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서 사회적 관계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익숙
하지 않는 학생들이지만 교사나 부모들이 훈련을 시키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특히 가장 연약해 보이고 매사에 의욕을
보이지 않던 학생이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재된 강인함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된 좋은 회
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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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5회기 활동: 소금나라

<그림 7> 6회기 활동: 상상의 동물

7회기는 과자(뻥튀기)를 부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화에 대해 마음을 나누고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지적장애청소년들은 화가 날 때 화가 났다고 표현
을 잘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하는 방법을 알게 해 주었고 마음속의 화도 잘 다스리면 꽃이 되고 우주가 되고
별이 되고 들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였다. 청소년B는 “자신의 화를 잘 표현
하고 깨끗하게 치우는 것은 책임감이 강한 것이에요” 라고 표현하였다. 이번 회
기를 통해 지적장애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
신의 화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화가 많이 났을 때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해” 라는 말을 명심하게 된 좋은
기회가 되었다.
8회기는 푸드 재료를 이용하여 자신을 형상화하는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의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표현하도
록 하였다. 학생들이 과자와 채소를 이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는데 상당
히 멋진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또 지난 시간에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던 청소년C도 오늘은 최고로 멋진 작품을 완성해 강사와 교사들의 마
음에 기쁨이 생겼다. 게다가 프로그램 후 상으로 받은 과자를 자연스레 친구들
과 선생님께 나눠주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속에 귀엽고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
다. 형상화한 자신의 마음 속 이야기를 들어보고 긍정적 강화를 할 수 있는 회
기여서 이들이 갑자기 변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차츰차츰 변화될 학생들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9회기는 쌀과 고구마를 이용해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오늘은 ‘때문에’와 ‘덕분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아요. 누구누구 때문에 어땠다
라는 핑계가 아니라 누구누구 덕분에 어땠다 라는 고마움을 표현해 봅시다.” 딱
딱하고 썩은 고구마를 청소년들은 별, 산소 가는 길, 굴삭기 등으로 표현하였다.
“딱딱하고 썩은 고구마도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 소중하고 멋진 작품이 되죠. 고
구마를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였을 때 “기분이 좋고 뿌듯해요”(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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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라는 반응이 나왔다. 평범한 쌀과 고구마를 가
지고 조형물을 만들어 봄에 있어서 핑계가 아닌 ‘덕분에’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
정이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한 쌀과 고구마가 빼빼
로를 통해 강화된 이미지를 형상화함으로써 자신의 내면 속에 내재된 에너지를
증폭시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게 된 회기였다.
10회기는 빵과 과자를 이용해 드림하우스를 공동으로 만들면서 공동으로 표현
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해 자기이해를 돕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적장애청소
년들은 따뜻하고 넓고 깨끗한 집을 만들었다. 공동의 작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같
은 모둠 안에서 다른 학생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마음대로 다시 만드는 것이 아
니라 먼저 허락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한 배울 수 있었
다. 아쉬운 점은 청소년C의 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 매사에 흥미를 잃고
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회기별로 기발한 아이디어와 미적 감
각을 발휘해 오던 친구여서 염려가 되었다. 하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C와 개별상담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매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소극적이었
던 친구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삶 또한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된 회기였다.
A

<그림 8> 8회기
활동: 자신의 모습

<그림 9> 10회기 활동: 드림하우스

<그림 10> 11회기
활동: 나의 마음

11회기는 눈을 감고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
하는 활동을 하였다. 눈을 감고 견과류, 장미꽃, 깻잎 등을 손으로 만져보는 활
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까칠까칠해요”, “강해요”, “부드러워요”, “가시 같아요”
등 다양한 표현을 하였다. 또한 사람의 장단점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선배한테
대들지 말 것”, “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줄여야 해요” 등 다양한 표현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부드러움과 딱딱함, 겉마음과 속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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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함을 느끼게 하였다. 이번 회기를 통
해 학생들이 자신의 속마음과 겉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듯하다. 특히
야채 등을 이용해 부드러움을 표현하고 땅콩 등의 견과류로 자신의 까칠한 마음
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까칠함이 사실은 달고 고소할 수 있음을 나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표현하는 까칠한 마음 뒤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 회기였다.
지적장애청소년들은 자신이 단점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을 지도
함에 있어서도 까칠한 마음보다는 부드러움을 잘 표현해 이들이 단점보다는 장
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끔 남은 회기를 마무리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3) 종결단계(12~13회기)
12회기는 쿠키, 초콜릿, 떡, 닭 강정 등의 재료를 이용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
하고 자신과 다른 친구들의 장단점 이야기하기, 자신의 열정을 선택하기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자. 남을 속이기는 쉽지만 자신과
의 약속은 지켜야 해요” 라는 약속을 하였다. 또한 많이 갖고 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누며 살아야 하고 좋은 일은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청
소년들이 깨닫을 수 있었던 좋은 회기였던 것 같았다. 또한 한 개 가진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양보하려 할 때도 자신의 열정을 지킬 수도 있어야 함을 청소년
과 담당 교사들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13회기는 푸드 재료를 이용해 사람을 만들고 자신의 변화에 대해 느낌을 나누
는 활동을 하였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신체 부분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이게 여러분이야. 여기서 보는 모습과 저쪽에서 보는 모
습도 모두 느낌이 달라. 자, 처음에는 여기 있는 사람모형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될까 하는 생각이었지? 하지만 힘을 합치니까 멋진 사람이 되었어. 또 여러분에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을 무시하거나 때리면 안 돼. 여러분이 만든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보세
요.” “마지막이라고 하니 아쉽다”(청소년B), “짱짱맨 짱 좋았다"(청소년D), “너무
즐거웠어요”(청소년A). 마지막 회기로 서로 협동하여 사람, 즉 나를 넘어서 우리
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었다.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13회기 동안 지적장애청소년들은 조금씩 자신만의
향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소중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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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3회기 활동: 집과 나무와 사람

Ⅳ.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지적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식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
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푸드아트테파리 활동이 이들의 사회․정서행동 변화
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 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
광역시에 복지센터에 다니는 지적장애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주1회, 90분간, 총
13회기를 진행하였다.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양적분석으로는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질적분석으로는 각 회기의 모든
활동들을 관찰 및 기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푸드아트테라피는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특성 변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아트테라피를 통해 지적장애청소년들은 긍정
적 자아상, 교우관계, 지도력, 성실, 협력, 책임감, 개인 및 집단 활동 참여, 새로
운 상황 적응, 자신감, 교사 돕기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 특성의 변화가
나타났다. 지적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푸드아트와 같은 심리치료가 이들의 사회
적 행동 특성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연구결과는 없는 편이다.
이는 푸드아트가 심리치료 기법으로 이제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
지만 푸드아트테라피가 심리치료 기법 가운데 미술심리 치료의 한 분야이기 때
문에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고소미, 2007; 김난희, 2010; 김은화, 최세민, 2011; 이모영, 문소연 역, 2011;
이정숙, 2010; 최영주, 2011)는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푸드아트테라피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성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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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없었지만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푸드아트테라피가 이들의 대인관
계, 사회성 변화에 유의한 효과는 검증되었다(김혜진, 이정연, 2012; 정혜숙,
2012). 본 연구가 단기간에 소집단 활동으로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청소년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 특성 변화에 효과성을 측정한 실증적인 연구로
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푸드아트테라피는 식품을 매개
체로 창의적인 놀이와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 확장해 나감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개인 및 집단활동
참여를 통한 교우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심리치료의 장점(김민용, 김지유,
2011)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긍정적인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심리치료 기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음식을 좋
아하는 지적장애청소년의 특성과 음식을 매개체로 심리치료를 하는 푸드아트의
특성 일치는 지적능력 부족으로 인해 개인, 학교, 단체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이
들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심리치료 방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교화하고
치료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성을 있을 것이다.
둘째, 푸드아트테라피는 지적장애청소년의 심리적 행동 특성 변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아트테라피를 통해 지적장애청소년들은 기쁨,
흥분, 유머, 무관심, 불안, 두려움, 우울, 긴장, 비판, 실망, 좌절 등과 같은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 및 조절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일반청소년(김양
희, 2009; 우주현, 2012), 가족폭력피해 여성(이상월, 2010), 노인(한수연, 이정연,
2012) 등 연구의 대상은 다르지만 푸드아트테라피는 이들의 우울, 불안, 충동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변화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아트테라피는 방어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고, 작업과정 자체가 치료적 의
미를 포함하고 있다(서금순, 2010; 이정연, 2009). 무엇보다 푸드아트테라피는 어
린이부터 청소년,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오감을 자극하는 심리치료기법이다. 또한 상담자
와 내담자 사이의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집단상담 기법으로 푸
드아트테라피는 집단 상담에서 내담자 간의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심리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푸드아트 활동 초기에는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했
으며, 푸드아트 활동시간이 90분이라서 지적장애청소년들이 자주 집중하지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또한 각 회기마다 만든 음식을 그냥 먹는 것으로만 인식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 푸드아트 활동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활동시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 및 조절하고 타인의 정서를 인식 및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씩 나타났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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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버섯마을, 드림하우스 등 음식을 통해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멋있게 꾸며
보는 고급 요리기술은 아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재료 혹은 간단한 요리를 통
해 친구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그와 더불어 심리치료까지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청소년 및 지도교사 모두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는 푸드아트테라피가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정서능력 함양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청소년들이 별다른 여가 취미생활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없다
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장애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놀이와 예술
이 통합된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을 널리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금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적능력이 부족해 또래의 일반 청소년에 비해 사회성 및 정서지능
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재료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지적장애청소년 4명에게 실시하여 연구대상 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 변화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통하여 얻은 결
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푸드아트테라피는 지적장애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상, 교우관계, 지도력,
성실, 협력, 책임감, 개인 및 집단 활동 참여, 새로운 상황 적응, 자신감, 교사 돕
기와 같은 사회적 행동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음식은 우리 생활에 있어
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구심점 역할을 한다. 자신 및
타인과 소통하는데 음식만한 매개체가 없다. 지적장애청소년들은 비장애청소년
들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지적능력이 부족해 소통에 많
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적장애청소년들이 새로운 환경 및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푸드와 같은 심리치료 기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푸드아트테라피는 지적장애청소년의 기쁨, 흥분, 유머, 무관심, 불안, 두
려움, 우울, 긴장, 비판, 실망, 좌절 등과 같은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 및 조절
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푸드아트 프로그램 가운데 ‘내 마음의 주인되기’, ‘나의
속과 겉’ 이라는 활동을 통해 지적장애청소년들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
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나의 속
과 겉이라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
다. 지적장애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
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런 부족한 정서지능을 함양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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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바로 음식이다. 음식은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
나가 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청소년들의 정서
지능 함양을 위해 푸드아트테라피는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푸드아트테라피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연구대상, 방법 등의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푸드아트테라피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본 연구는 G시의 복지센터에서 도
움을 받고 있는 지적장애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실험처치를 하였다는 점에서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
상을 좀 더 확대하여 그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푸드아트테라피는 음식재료를 매체로 심리치료를 하는 통합적 예술치료
의 하나로 최근에 개발되어 시작단계에 있지만 현재 많은 상담 현장에서 적용,
발전 및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분야이다. 무엇보다 푸드아트테라피 활동은 남녀
연령 구분 없이 쉽게 할 수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을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심리치료 기법으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청소년의 긍정적
인 사회․정서 발달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수행되
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사전 사후검사를 제외한 총 13회기 동안에 진행되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청소년의 사회․정서 특성상으로 보아 심리 치료과정이
13주라는 기간은 다소 짧아 푸드아트테라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처치 횟
수와 시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은 FAT가 다른 치료법에 비해
역사가 짧아서 그 활용도나 관심에 비해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자료가 매우 미
흡하다. 따라서 상담 및 치료사례연구 프로그램 개발연구,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
과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 타 분야에서의 통합적 활용방안 연구 등 다양한 연구
의 개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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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Food Art Therapy on Changing
Social/Emotional Behaviors of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Go, Hyun*

his st aime t r e i a
art thera , which ses
t hel
a lescents with intellect al isa ilit t e ress their em ti ns r a ilities,
w l ha e a siti e in l ence n changing s cial em ti nal eha i rs the
a lescents. he st , irst, selecte r a lescents with intellect al
isa ilit in a wel are center l cate in G cit as research artici ants. s
the research artici ants, the a lescents atten e a t tal 13 sessi ns, an
e er sessi n was c n cte nce a wee r 90 min tes. In r er t
ser e changes n t nl in s cial t als em ti nal eha i rs the
a lescents, the st se IBM SPSS Statistics 21 r gram t c n ct a
aire -sam le t-test as in a antitati e anal sis, an in terms a
alitati e anal sis, e er single acti it ring the sessi ns was care ll
l e int as eing rec r e an anal e . he main in ings the st
are s mmari e as ll ws. he
art thera w l ha e signi icant
e ects n the a lescents s cial eha i rs. It was als learne that the
art thera w l lea the a lescents t signi icant changes in their
em ti nal eha i rs. It is c nsi ere n t g en gh t generali e what the
st has n since it ha in estigate nl a ew n m er research
artici ants an et, the st arg es that it is necessar t acti el ractice
this s ch thera r gram calle a
art thera th at s ecial sch ls
an wel are centers r the art thera w l ma e g se
t
hel s cial em ti nal sta ilit the a 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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