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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미술적 활동을 병행한 미술치료가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언어적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기 정 희*
본 연구는 비미술적 활동을 병행한 미술치료를 통하여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 아동
의 언어적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북 K시에 소재
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여아이다. 비미술적 활동으로는 인사교육을 비롯하여, 여성
과 함께 수영장과 마트 가기를 실시하였고,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2012년 3월 9일부터 2012
년 7월 13일까지 주 1회, 총 15회기를 실시하였으며, 매 회기 당 시간은 50분 정도 소요되
었다. 연구도구로는 HTP와 KFD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능력의
향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분석하였고, 회기별 내용을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 아
동의 언어적 자기표현 향상의 전제가 되는 여성과의 관계형성이 향상되었다. 둘째, 본 연구
를 통하여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언어적 자기표현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미술적 활동을 병행한 미술치료가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언어적 자기표현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효과는 소극적인 자기표현인 만큼 적극적
자기표현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사례인 만큼 그 효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요어 : 미술치료, 비미술적 활동, 사례연구, 선택적 함묵증, 언어적 자기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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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어는 아동의 성장발달뿐만 아니라 인격형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아동의
언어적 표현능력은 아동이 또래들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기본이 된다(양명희, 김현숙, 2008). 아동의 언어적 표현능력이 정상적으로 발휘
되지 못할 때는 아동의 또래관계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에서 여러 가지 문
제들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언어적 표현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증상을 선택적 함묵증이라고 한다. 선택적 함묵증(selective mutism)
은 언어적 표현능력을 가지고 있어 말을 할 수 있으나 자신이 편안하다고 생각
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선택적 함묵증이라는 용어는 1877년 독일인 내과의사 Kussmaul에 의해 자의
적 실어증(aphasia voluntaria)으로 불리는 장애로 기술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말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었다. 그 후 1934년 스위스의 심리학자 Tramer는 그러한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적 함묵증(electiver mutismus)이라는 용어를 조어하였다. 당
시 Tramer는 이 용어를 아동들이 선택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즉 가까운 친척
이나 친구에게는 말을 하지만 그 외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기술
하는데 사용하였다. 그 후 선택적 함묵증은 DSM-Ⅲ에서 elective mutism으로
명명되었으나, DSM-Ⅳ에서는 1983년 Hesselman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selective
mutism로 명명된 이래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DSM-Ⅳ에 따르면 선택적 함묵
증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A.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 못한다. B. 장애가 학업적
ㆍ직업적 성취나 사회적 의사소통을 저해한다. C. 장애의 기간은 적어도 1개월
은 지속되어야 한다(입학 후 처음 1개월은 포함되지 않는다). D.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그 언어에 대한 불편
과 관계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E. 장애가 의사소통장애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
아야 하고, 광범위성 발달장애, 조현병, 다른 정신증적 장애의 기간 중에만 발생
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선택적 함묵증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이를
테면 구강기의 지나친 억압에 의한 결과로 보는 정신분석적 견해, 아동의 신체
적 학대나 성 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외상론적 견해, 체질적이거나 기질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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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그 외에도 분리불안, 가족의 정신병리, 신경발달학적
요인, 염색체이상 등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장은선, 2012).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생물학적이거나 기질적 장애보다 상황에 따른 심리적 억제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이소라, 2013). 선택적 함묵증상을 가진 아동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적 함묵아동들이 특정한 공포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포는 일정한 상황, 사물의 존재 또는 예상과 결
부된 공포를 말한다(Macholm, Cunningham, & Vanier, 2009). 따라서 선택적 함
묵증은 불안장애의 한 유형으로,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학교와 같은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이나 대인불안으로 인
하여 적절하게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선택적 함묵증 아동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이나 행동으
로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아동들과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의 자기표현은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욕구
와 사고 및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며 행동하는 것(Back, & Hood, 1971; 전영희,
2012, 재인용)으로, 타인에게 자기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대인관계에 긍정
적으로 작용한다(Alberti, & Emmons, 2003). 그러나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부정적 정서가 정화되지 못하여 현실에 대한 판단이나 문제에 직면하기
어렵고(Fitzgerald, 1963), 사회적 관계가 위축될 수 있다(박순옥, 2004). 따라서
선택적 함묵아동의 자기표현의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고, 그 치
료방법으로 학교현장에서의 자기주장훈련이나 자기표현훈련을 비롯하여 약물치
료, 행동치료, 가족치료, 놀이치료, 정신역동치료, 미술치료 등이 제시되었다. 그
러나 2000년대 이후 선택적 함묵증 아동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미술치료가 효과
적이라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선택적 함묵증 아동에 대한 치료방법으로서 미
술치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전영희, 2012).
미술치료는 비언어적 활동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미술활동으
로 경험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Rubin, 2001). 미술치료는 미술매체를 통하
여 자기표현을 향상시킬 수 있고(임선희, 원상화, 2011), 작품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통찰을 도울 수 있다(곽현주, 김영희, 2013; 김인, 신성숙, 2012). 미술활동
에 의한 비언어적 표현은 내면의 부정적 에너지를 시각화하여 그 에너지를 감소
시키거나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런 만큼 선택적 함묵증 아동은 미술치료를 통하
여 정서불안을 표출하고, 대인관계의 긴장상황에 놓인 아동의 방어를 감소시킬
수 있다(김미진, 2006). 이처럼 미술치료가 선택적 함묵증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선택적 함묵증 아동에 대한 미술치료의 효과를 검증하려는 많은 연
구들이 행해졌다. 말하자면 이들 연구들에서는 미술활동에서는 내면의 감정이나
언어적 표현을 용이하게 하여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킴으로써 내면의 감정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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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표현(최인수, 2000)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 등으로 함구하는 선택적 함묵증 아동에 대한 적절한 개입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선택적 함묵
증 아동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또래관계에 문제가 발생된 아동들을 대상으
로 또래관계 향상과 그와 관련된 문제행동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곽말태,
2006; 김미진, 2006; 박주진, 정현희, 2011; 전영희, 2012).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
은 선택적 함묵증 아동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또래관계에는 문제가 없는
반면에, 여성이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 증상을 보이는 아동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 아동으로 하여금 여성과의
자연스런 관계를 형성하여, 여성에 대한 언어적 자기표현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먼저, 여성과의 자연스런 관계형성을 위하여, 미술치료과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며 등을 토닥거려주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아동과의
가벼운 스킨십을 통하여 아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가운데 자연스런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비미술적 활동에서는 인사교육을 비롯하여 여성과 함께 수영장
가기, 마트 가기 등 센터에서의 행사를 통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여성과 함께하
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여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불안과 긴장을 해소시켜 자
연스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다음으로, 언어적 자기표현의
촉진을 위하여, 미술치료과정에서는 미술활동의 시작과 끝남, 작업과정에서의 질
문에 대하여 말로 대답하기, 작품 설명하기 등을 통하여 언어적 자기표현을 촉
진시킨다. 비미술적 활동에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등 센터출입시의 인
사하기,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등 식사전후의 인사하기, 그 외 감사합니
다 등 언어적 인사교육을 통하여 언어적 자기표현을 촉진시킨다. 이와 같이 선
택적 함묵증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선택
적 함묵증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언어적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려
는 본 연구는 선택적 함묵증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의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목적 하에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미술적 활동을 병행한 미술치료가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언어적 자기표현의 전제가 되는 여성과의 관계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
떠한가?
둘째, 비미술적 활동을 병행한 미술치료가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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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비미술적 활동
본 연구에서의 비미술적 활동은 센터에서의 인사하기, 수영장과 마트 가기 등
센터생활에서의 일상적 활동으로서 미술치료활동과는 구분되는 활동을 말한다.
2) 선택적 함묵증
일반적으로 선택적 함묵증은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1개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
서의 선택적 함묵증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지 1년이 지났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를 말한다.
3) 언어적 자기표현
본 연구에서의 언어적 자기표현은 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
의 감정이나 주장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북 K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11세 여자
아이로서,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상을 나타낸다. 아동의 아빠에 따르면 본
아동은 학업능력은 보통이고 그림그리기를 좋아한다. 치료자가 아동을 처음 만
났을 때의 인상은 다음과 같다, 체형은 뚱뚱한 편이고, 앞머리는 짧고 뒷머리는
길었으며, 얼굴은 대체로 검은 편으로 약간 어둡고 긴장된 표정이었다. 사람을
쳐다보기는 하지만, 특별한 표정이 없는 무표정한 인상이었다. 묻는 말에 대해서
는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상기되면서 고개를 흔들거나 끄덕이는 것
으로 반응하였다.
본 아동의 의뢰경위는 다음과 같다. 본 아동은 경북 K시 소재의 J지역아동센
터에 다니고 있는데, 센터의 또래 아이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여성들과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닌지 1년이 지났으나, 센터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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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 등 센터의 여성들과는 말로 반응을 한 적이 없
으며, 질문에는 말 대신에 고개를 흔들거나 끄덕이는 것으로 반응한다. 이런 문
제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장의 의뢰로 미술치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아동과의 면담과 센터장의 이야기 및 아동의 아빠와의 면담 결과, 본 아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본 아동은 출생 후부터 5세가 될 때까지 엄마와는 거의 접
촉 없이 외할머니에게서 양육되었다. 아동의 아빠에 따르면 외할머니는 아동의
엄마의 새엄마로서 매우 까다롭고 보수적인 편이다. 고집이 세고 말이 별로 없
으며 주변정리나 위생관리에는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다. 아동에게 매우 엄격하
여 아동을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아동은 5세 이후에는 외부의 다
른 여성들과 접촉 없이 아빠와 단 둘이서 생활을 해 왔다. 그 결과 아빠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보이고, 특정한 대상 즉 여성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워 여성에게
함구하는 증상, 즉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시 말해 본 아동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의 관계라는 특수한 상
황에서 1년 이상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DSM-Ⅳ에 제시된 선택적 함묵증
의 진단기준에 따라 선택적 함묵증 아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아동의
경우, 약간의 정서적 불안정에 의한 긴장과 성격의 경직성은 보이지만, 비교적
차분하며 또래관계는 문제가 없다. 아동은 그림에 소질이 있고 그림그리기를 좋
아하여 여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
과, 본 아동은 그림을 그릴 때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상당한 집중력을 발휘하
는데, 이것이 본 아동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의 미술치료는 K시 J지역아동센터에서 2012년 3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되었다. 회기는 주 1회, 총 15회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매 회기 시
간은 약 50분가량 소요되었다. 연구절차는 먼저, 아동의 현재 상태와 관련하여
센터의 장과 면담을 하였고, 아동의 발달사와 가족력을 중심으로 아동의 아빠와
면담을 하였으며, 아동의 심리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ㆍ사후검사
로서 HTP와 KFD를 실시하였다. 그 후 15회기에 걸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미술적 활동, 즉 센터에서의 인사교육을 비롯하여
여성과 함께 센터 가까이에 있는 수영장 가기(2회), 마트 가기(2회) 등의 활동을
병행하였다.

3. 연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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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기정희)
1) HTP
HTP는 1948년 Buck이 개발한 투사적 그림검사이다. 이것은 피험자에게 집,
나무, 사람을 각각 그리게 하여 아동의 성격, 행동양식 및 대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HTP는 피험자의 성격적 특징뿐만 아니라 지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 및 신경증의 부분
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아동의 심리상태
를 알아보기 위하여 HTP를 실시하였다.
2) KFD
KFD(Kinetic Family Drawing: 동적가족화)는 가족화(Drawing A Family,
DAF)에 움직임을 첨가한 투사적 그림검사로서 1970년 Burns와 Kaufman에 의
해 발전된 것이다. KFD는 가족화에 움직임을 첨가함으로써 개인을 통해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이것은 연령순이나 사회적 지위 순으로 그림을
그리는 가족화의 단점을 보완하여 가족구성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투사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각과 역동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KFD를 실시하였다.

4. 미술치료프로그램
1) 미술치료프로그램의 구성
본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사전검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구성되
었다. 사전검사의 결과, 강한 억제와 약간의 정서적 불안, 자신감의 결여, 아빠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이 나타났고, 이것들이 아동의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
상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미술치료프로그램의 목표는 선택적 함묵
증의 원인을 제거하여 여성에 대한 아동의 언어적 자기표현을 향상시키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본 미술치료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인지적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며, 보완적으로 행동주의적 측면에서 인사교육이나 여성들
과 함께하는 행사나 활동을 통해 여성과의 자연스런 관계를 형성하게 할뿐만 아
니라 몸짓으로 하는 의사표현을 언어적인 것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입장에서 프
로그램의 내용을 세 단계, 즉 초기(1-3회기), 중기(4-10회기), 후기(11-15회기)로
구성하였다. 초기 단계는 탐색의 단계로서 긴장의 이완과 라포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중기 단계는 언어적 자기표현의 전제가 되는 여성과의 자연스런 관계형
성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
다. 마지막 후기 단계에서는 여성에 대한 언어적 자기표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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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여성으로서의 자신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자존감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치료자는 아동으로 하여금 여성과의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언어적 자기표현을 향상시
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사교육을 보조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센터 내에서 여성들과 함께하는 활동과 행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은 <표 1>과 같다.
<표 1>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회
주제
계기
사전검사,
도 프로그램
소개,
입
규칙지키기
1 그림찾기
초 2 자유롭게 만들기
기
3 자유롭게 그리기
4 나의 모습
5 학교생활
6 풍경그리기
중
기

후
기

기법
(미술활동)

목표

준비물

HTP, KFD 심리상태파악
A4용지, 연필, 지우개
난화상호이 마음열기, 치료자와의
4절지, 크레파스,
야기
친화적 관계형성
색사인펜
지점토,
점토작업 긴장의 이완과 유연성 둥근접시(1회용),
조각도
색사인펜,
스크래치 마음열기와 상상력 향상 8절지,크레파스
8절지, 색사인펜,
자화상
자기이해와 표현
크레파스,
9분할통합 갈등 요소의 통합적 A4용지, 연필, 지우개
법
파악
검은색 사인펜,
LMT 인지와 상상력 향상 A4용지,크레파스
둥근접시(1회용),
대한 인식과 칼라점토,
7 동물가족 동물가족화 가족에
소조도구,
가족관계 파악
이수시게
잡지책, 색종이,
후 나의 콜라주 자신에 대한 탐색과 8절지,
8 20년모습
가위,
풀, 색연필,
여성에 대한 인식
크레파스
유연성
둥근접시(1회용),
9 자유롭게 만들기 점토작업 상상력 향상과
증가
칼라 찰흙, 조각도
8절지, 크레파스,
인식과 색사인펜,
10 센터의 선생님들 콜라주 여성에 대한
잡지책, 색종이,
표현
가위, 풀
유연성 증가
둥근접시(1회용),
11 미래의 나의 가족 점토작업 가족에 대한 긍정적
지점토, 칼라 찰흙,
인식과 표현
조각도
자신과
미래의
여성에
12 미래의 나
자화상 대한 긍정적 인식 8절지, 사인펜, 크레파스
8절지, 잡지, 색종이, 풀,
13 아름답게 꾸미기 문양만다라
이완과 안정
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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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비미술적
활동)

인사
교육
수영장
가기

수영장
가기
마트
가기

비미술적 활동을 병행한 미술치료가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언어적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기정희)
단회
기법
주제
목표
계기
(미술활동)
내가 잘하는 것과 신체본뜨기 자신의 강점 찾기와
(손)
자존감 향상
후 14 못하는 것
기 15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만들기 대인관계의 인식과 향상
선물하기
종
사후검사 및 HTP, KFD 심리상태파악
결
작품 감상

비고
(비미술적
활동)
8절지, 사인펜, 크레파스 마트
가기
8절지, 색종이, 색한지,
골지, 가위, 풀, 크레파스
A4용지, 연필, 지우개
준비물

2)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진행과정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의 회기에 따른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변화과정을 알
아보기 위하여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⑴ 초기단계(1-3회기)

1회기에서는 난화상호이야기를 실시했다. 아동은 고개를 90도 가까이 숙이며
들어와 앉는다. 잘 지냈니? 라고 인사를 건네도 아무 반응이 없다. 난화를 실시
하기 위하여 설명을 하니 고개를 끄덕인다. 치료자와 함께 선을 그린 후, 용지를
바꾸어 치료자가 그린 용지의 선에서 형태를 찾아 채색을 했다. 그리고는 치료
자 앞으로 그림을 내민다. “다 그렸니?”라고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다. 그림을
보고나서 제목을 뭘로 할까 물었더니 말없이 <물고기가 꾼 꿈>이라고 적는다.
물고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대답이 없다. 다시 그림을
보며 “이건 물고기고, 옆에 이건 뭐니?”라고 물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바나
나”라고 대답한다. 바나나를 좋아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도 고개를 흔든다. 그래서
다시 그럼 어떤 과일을 좋아하냐고 묻자, 한참 있다가 “수박”이라고 대답한다.
오늘은 ‘바나나’와 ‘수박’이란 단어를 말하였다. 그 외 몇 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대답은 없고, 마치 초점이 없는 눈처럼, 치료자를 물끄러미 쳐다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대화가 끝나자 머리를 푹 숙이는 인사를 하고는
방을 나간다.
2회기에서는 지점토로 자유롭게 만들기를 했다. 오늘도 고개를 90도 가까이
숙이며 들어와 앉는다. 1주일 동안 잘 지냈냐고 묻자, 대답 대신 물끄러미 바라
본다. 오늘은 지점토 작업을 하기로 하고, 뭘 만들고 싶은지를 물었으나 반응이
없어, 뭘 만들면 좋을지 잠깐 생각해 보고,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자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잠깐 머뭇거리며 지점토를 만지작거리더니 가방을 만들었다.
누구 가방인가를 묻고 한참 기다렸더니, “장식용”이라고 대답한다. 갖고 싶은 가
방이 없냐고 물었으나 대답이 없어, 장식용 가방은 왜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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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라고 대답한다. 오늘도 언어적 표현은 ‘장식용’과 ‘그냥’으로 끝이 났다.
3회기에서는 스크래치로 자유화를 그렸다. 10분 정도 늦게 들어왔다. 고개를
푹 숙이며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자유화를 그리기로 했다. 이번 회기부터 아동
의 자리를 치료자 옆으로 옮겨 앉아서 그리게 했다. 그리는 과정에서 옷소매가
손까지 내려와 크레파스에 묻어서 소매를 걷어주었다. 그리고 앞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숙이게 되면 머리카락이 앞으로 쏟아져 불편해 보여서, 머리를 조금 뒤
로 넘겨주었다. 그러자 아동은 몸을 약간 움츠리며 긴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릴 때는 전혀 긴장하거나 주위를 의식하지 않는다. 다 그
린 후, <별을 따는 아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어떤 아이들이냐고 물었더니 고개
를 흔든다. 마칠 즈음에 “이제부터는 들어오고 나갈 때 인사를 말로 하자. 안녕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할 줄 알지?” 고개를 끄덕인다. “다음 주 부터는 그렇게
하자. 약속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는 센터의 선생님들, 센터 출입할
때와 식사 전후에도 말로 인사를 말로 할 것(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먹
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을 과제로 주며, 다음 주에 확인하기로 하였다. 듣고는
알겠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인다.
미술치료작업을 마친 후, 센터장과 면담을 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센터 출입
시와 식사 전후에 말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센터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
사교육을 시켜줄 것을 당부했고, 아동이 센터장과 복지사 등 센터의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수영장 가기와 마트 가기 등을 센터전
체의 행사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1회기: 물고기가 꾼 꿈

2회기: 가방

3회기: 별을 따는 아이

<그림 1> 1-3회기 작품

⑵ 중기단계(4-10회기)

4회기에서는 자화상을 그리기로 했다. 오늘도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앉는다. 주
말에는 주로 뭘하고 지내냐고 물었더니, 물끄러미 바라본다. 지난 주말에는 뭘했
는지 다시 묻자 아빠와 놀러갔다고 대답한다. “어디로 갔는데?” “계곡” “아빠 친
구네 아이들도 오니?”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부터는 인사도 말로
하고, 대답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말로 하기로 약속했는데, 잊어버렸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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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흔든다.” “말을 많이 해야 목소리도 예뻐질텐데, 할 수 있지” 고개를 끄덕
인다. 자화상을 그리기로 했다. 잠깐 생각하더니 얼굴부터 하나하나 그린다. 얼
굴윤곽을 그리고 채색하고, 다음에는 목을 그리고 채색하고, 그 다음에는 몸을
그리고 채색하고 ... 등으로 진행하였다. 그림을 보니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좋
아요”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나갈 때는 역시 머리를 90도로 숙이며 말없이 나간다.
5회기에서는 9분할회화통합법을 실시했다. 오늘도 머리를 90도 가까이 숙이며
들어와 앉는다.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하려고 학교생활을 주제로 한 9분할 회화통
합법을 실시했다. 망설임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2칸을 그린 후부
터 1칸씩 그릴 때마다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는 등 지난 2회기에 그렸던 <아빠
와 한 일>을 그릴 때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림을 그리다가 기침을 해서,
감기 걸렸냐고 물었더니 역시 대답은 없고 고개만 끄덕인다. 이마에 손을 얹었
더니 약간 움찔한다. “열은 없는데, 언제부터 그랬니?”라고 물었더니,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한다. 그림을 다 그린 후에는 아무 말 없이 치료자 앞으로 그림을
내민다. “뭘 그렸는지 한 칸씩 설명해 줄래?” 아무 반응이 없다. 한 칸씩 물으면
“수업”, “청소” 등 단답형으로 대답한다. 마친 후 언어적 인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았다.
6회기에서는 풍경구성기법을 실시했다. 오늘도 머리를 숙이며 들어온다. “말로
인사하기로 했는데 ... 잊어버렸니?”라고 했더니 고개를 흔든다. “그럼 말로 해보
자” 했더니, “안녕하세요”라고 한다. “그래, 너도 잘 지냈니?”라고 물었더니 고개
를 끄덕인다. 요즘 센터에서 “식사할 때라든지 말로 하는 인사 잘 하고 있니?”
라고 했더니 “예”라고 대답한다. LMT를 실시했다. 계절은 “봄”이고, 가장 마음
에 드는 부분은 “집”(“산 사이에 있어서”), 자기상은 없으며, “구름 속”에 있고
싶다고 한다. 왜냐고 물었더니, “푹신푹신해서”라고 대답한다. 비록 단답형의 대
답이고, 약간은 긴장되고 상기된 표정으로 대답하긴 했지만, 오늘은 비교적 이야
기를 많이 하였다. 마친 후 오늘은 갈 때 인사도 말로 하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머리를 숙이며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며 방을 나간다.

4회기: 나

5회기: 학교에서 생긴 일
<그림 2> 4-6회기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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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기에서는 지점토와 컬러점토로 동물가족을 만들었다. 10분 늦었다. 아무 말
없이 쑥 들어와서 치료자 옆에 앉는다. “안녕”했더니 그냥 또 고개를 끄덕인다.
“왜 늦었니?” “피아노 학원에서 늦게 마쳤니?” 아무 대답이 없다. 머리가 얼굴을
가려 머리를 뒤로 모아주며, “머리를 이렇게 묶거나 핀을 꽂으면 좀 시원할텐데,
이렇게 하니 더 예쁘네. 머리를 묶거나 핀을 꽂는 게 싫니?”라고 물어도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쳐다볼 뿐이다. 동물가족을 만들기로 했다. 세 마리를 만들었다.
아빠는 쥐로, 본인은 돼지, 사촌오빠는 여우로 만들었다.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아빠는 “쥐띠”라서 쥐로 만들었는데, 본인과 사촌오빠는 “그냥” 만들었다고 한
다. 마치고 나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로 인사를 하였다.
마친 후 센터장과 면담을 했다.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수영장을 다녀왔고, 요
즘은 출입 시나 식사 전후로 인사를 말로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계속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8회기에서는 20년 후 나의 모습에 대한 콜라주 작업을 했다. 아동은 머리를
숙이며, 약간은 상기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며 들어온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또 지난 주 수영장은 잘 다녀
왔냐고 물었더니 “예”라고 대답한다. 재밌었냐는 물음에는 “예”라고 대답하지만,
뭐가 제일 재밌었냐에 대한 물음에는 “그냥”이라고 대답한다. 특별하게 생각나는
것 없냐고 물었더니, 역시 “예”라는 대답이다. 그 후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화가”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20년 후 나의 모습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망설임 없이 잡지를 뒤적이더니, 고양이 얼굴을 오려서 붙이고, 그
린다. 화가가 꿈인 장면을 연출했다. 얼굴은 왜 고양이 얼굴이냐고 물었더니, 또
“그냥”이라는 대답이다. 그러나 오늘은 들어오고 나갈 때, 얼굴표정이 약간 상기
되고 어색해하면서도 말로 인사를 했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기보다는 짧지
만 말로 의사표현을 했다.
9회기에서는 지점토로 자유롭게 만들기 작업을 했다. 머리를 숙이며, 여전히
약간은 상기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들어온다. “안녕, 잘 지
냈니?”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한다. 오늘은 지점토로 만들기를 했다. 만들고
싶은 것, 생각나는 것, 마음대로 만들도록 했다. 토끼를 만들었다. “제목은 뭐
니?” 라고 물었더니, 조금 웃는 표정으로 “똥 누는 토끼”라고 한다. 같이 웃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물었더니 조금 겸연쩍은 듯이 웃으며,
“그냥”이라고 대답한다. “너 생각나는 것 있구나.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해 줄
래?”라는 말에 “없어요”로 끝내버린다. 오늘은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다. 여
태까지는 어색하게나마 웃는 표정을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참아가면서
웃었다.
10회기에서는 콜라주 작업을 하였다. 여전히 약간은 상기된 표정으로 “안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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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들어온다. 오늘은 센터 선생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콜라주 작업을 하기로 했다. 잡지를 5분 정도 뒤적이더니 뭔가를 찾아서 오리고
붙이는 작업을 한다. 하나를 찾아서 오리고 풀 뚜껑을 열고 붙이고는 풀 뚜껑을
닫고, 다시 찾아서 오리고 풀 뚜껑을 열고 붙이고, 다시 뚜껑을 닫는 과정으로
작업을 계속한다. 이것이 작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본 아동의 특징이다. 그동안 아
동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붙이기이든 그리기이든 항상 한 가지씩 하며,
별로 수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물의 경우, 머리부터 얼굴, 목, 몸통 순으
로 오려서 붙이거나 그리거나 등으로 작업을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오늘 작품의 제목은 <다도 선생님>이다. 왜
다도선생님이냐는 물음에는 “그냥”이라는 대답이고, 다도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는 물
음에는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대답이다. 이제 출입 시에는 말로 인사를 한다.

7회기: 동물가족

8회기: 20년 후 나의 모습

9회기: 똥 누는 토끼

10회기: 다도 선생님

<그림 3> 7-10회기 작품

⑶ 후기단계(11-15회기)

11회기에서는 지점토로 미래의 가족만들기를 하였다. 오늘도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며 머리를 숙이며 들어온다.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다. 오늘은
피아노 뭘 쳤니? 아무 말이 없다. 제목을 모르냐고 물으니까 역시 끄덕인다. “체
르니 치니?” “예” “몇 번 치는데?” “30번” “언제부터 쳤어?” “1학년” 등이다. 오
늘도 말보다는 손이 먼저 나온다. 지점토가 잘 뜯어지지 않자 말이 아니라 지점
토를 치료자에게 내민다. 잘 안 뜯어지냐고 물었더니 끄덕인다. 지점토를 다시
받아서 만든 후 그것을 또 치료자에게 내민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말로 표현할
것을 상기시킨 후, 오늘 만든 것에 대하여 물었다. “몇 살이니?” “27살” “아이는
3살과 1살” “어떤 엄마가 되고 싶니?” 아무 말이 없다. “미래의 남편은 어떤 사
람이었으면 좋겠니?” “착한 사람” 등 머리를 숙여 몸짓으로 인사하던 아동이 이
제는 말로 인사를 하고, 미술치료시간에도 조금 덜 쑥스러워 하면서 짧지만 대
화를 한다.
미술치료를 마친 후 복지사와 면담을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복지사는 “H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라고 한다. “전에는 얼굴표정이 없고 무뚝뚝하고 어두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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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제는 많이 밝아졌어요. 웃음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한다. 센
터출입 전후, 식사 전후에 말로 인사하는 것을 계속 확인해 줄 것을 다시 부탁
했다. 지난 주 아이들과 함께(처음에는 11명, 두 번째는 3명과 함께) 수영장을
다녀왔고, 즐거워했다고 한다.
12회기에서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리기로 하였다. 오늘은 20분 정도 늦게
왔다. 학교에서 늦게 마쳐 피아노 학원에서 늦었고, 따라서 미술치료시간도 늦었
다는 것이다.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리기로 했다. 제목이 <미술선생님>이다. 아
동의 희망이 화가라더니 미래의 모습을 미술선생님으로 그린 것이다. 그림을 보
고는 매우 흡족한 표정이었고, 그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13회기에서는 문양만다라 작업을 하였다. 오늘도 10분 정도 늦게 왔다. 문양만
다라 작업을 하기로 했다. 문양만다라 책을 보여주며,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고
르게 했다. 별로 스스럼없이 페이지를 죽 넘기더니, 꽃모양으로 된 것을 하나 선
택한다. 그려서 예쁘게 꾸미게 했다. 사인펜으로 문양을 그린다. 그 후 부분적으
로 색종이를 붙이고 나머지는 채색을 한다. 항상 한 가지씩 한다. 꽃잎 하나하나
에 대하여 색종이를 오리고, 풀 뚜껑을 열어 풀로 붙인 후 뚜껑을 닫고, 색연필
로 칠하고, 다시 오리고 풀 뚜껑을 열어 풀로 붙인 후 뚜껑을 닫고 칠하기를 반
복한다. 작업할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시간에 구애받아 서두르거나 남을 의식하
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생각대로 한다. 작업을 마친 후 제목을 <이상한 꽃>이
라고 붙였다. 왜 이상한 꽃이냐고 물었더니 “그냥”이라고 대답한다. 인사는 말로
하지만, 대화는 아직도 단어 수준이고, 설명을 요구하면 항상 그냥이라는 대답이다.

11회기: 행복한 가족

12회기: 미술선생님

13회기: 이상한 꽃

<그림 4> 11-13회기 작품

14회기에서는 신체본뜨기(손) 작업을 하였다. 보라색 사인펜을 선택하여 손을
그린 후, 색연필로 부분채색을 한다. 잘하는 것에는 청소(쓸기), 피아노, 주산, 풍
선 만들기, 그림을 썼으며, 잘 못하는 것에는 정리, 달리기, 축구, 영어, 지도보기
를 썼다. 그리고는 알아서 뒤에 날짜, 이름,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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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목을 적는다. 그림을 보며 네일아트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아니요”라고 대
답한다. 그러면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거냐고 물었더니 또 “아니요”라고 대답한
다. 그럼, 왜 이걸 그렸냐고 물었더니 역시 “그냥”이라는 대답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쓴 못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었더니 “몰라
요”로 끝이다.
15회기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드릴 선
물을 만들기로 했다. 선물하고 싶은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만들자. 먼저 뭘 만들
지 생각해서 결정이 되면 만들자고 했다. 잠깐 생각하더니 바로 골지를 들고 곰
돌이를 만들기 시작한다. 곰돌이를 만들고 꽃다발을 그렸으며, 그 옆에 ‘내가 바
로 선물’이라고 썼다. 그 선물은 치료자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다 만든 후에 “고
마워, 정말 좋은 선물이네” 라고 인사를 하며, “너 곰돌이 인형 좋아하니?” “예”
“나도 좋아하는데, 꽃도 정말 좋아하고, 이런 좋은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
나도 너한테 뭔가 선물하고 싶은데, 너는 받고 싶은 선물이 뭐니?” 라고 물었더
니 “없어요”라고 대답한다. “갖고 싶거나 필요한 것 없니?” “예” “지난번에는 용
돈받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 기억나니?” “예” “용돈 받아서 뭐 할려고 그
랬는데?” “할머니 생신 선물 살거예요”. “어떤 선물” “모르겠어요” “어떤 선물인
지 아직 결정 안했니?” “예” “그래, 어떤 선물이든 할머니 좋아하시겠다. 너 정
말 착한 아이네”라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웃는다.

14회기: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15회기: 선물

<그림 5> 14-15회기 작품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아동의 심리상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술치료의 전후에 실시한 HTP와 KFD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언어
적 자기표현의 전제가 되는 여성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변화와 언어적 자기표현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술치료 회기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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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그림검사에서의 변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한 그림검사에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그림검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HTP에서는 집의 위치나 나무의 가지와 형태, 인물상
의 그리기 순서 등의 변화를 통하여 강한 억제와 약간의 정서적 불안 및 자신감
의 결여로부터 정서적인 안정과 자신감의 증가 내지 회복을 보여주었고, 성격의
경직성과 생동감의 결여로부터 경직성의 완화와 에너지의 강화 내지는 움츠려드
는 경향의 감소 및 아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애착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KFD에서는 그림의 위치나 크기 등을 통하여 부족한 자신감이
다소 회복되고 전체적인 균형감각이 증가되었으며 아빠와의 상호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서적 안정이나 자신감의 회복, 균형감각의 회복
과 아빠에 대한 의존의 감소 등은 아동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
증상의 원인들이 다소 제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상을 보이는 아동의 언어적 자기표현이 향상되었으
며, 그 전제가 되는 여성과의 관계형성이 향상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표 2>,
<표 3)>.
<표 2> HTP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비교

H

T

사
전
검
사

사
후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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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사전그림에서는 집의 위
치가 왼쪽으로 치우쳐
져 있고 아랫부분이 절
있다. 그러나 사
내 단되어
집이 중
용 후앙에그림에서는
위치하고 있다.

T
사전그림에서는 나
무의 가지들이 유사
한 굵기와 형태로
절단되어 있으나, 사
후 그림에서는 가지
가 다양하게, 줄기
에서 뻗어 나와 있
다.

사전그림에서는 그림의
위치에서 약간의 정서
적 불안정과 강한 억제
가 나타났으나, 사후그
림에서는 정서적 안정
평 과 자신감의 증가 내지
가 회복을 볼 수 있다.

사전그림에서는 가
지의 형태에서 강한
억제와 성격의 경직
성 및 생동감의 결
여를 나타내었으나,
사후그림에서는 그
러한 경직성이 다소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3> KFD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비교

사전검사

내
용
평
가

P
사전그림에서는 반대상을 먼저 그렸으나,
사후그림에서는 동일상을 먼저 그렸다. 그
리고 사전그림에서 반대상에 아빠를 그렸
으나, 사후그림에서는 동일상과 같은 연령
대의 인물을 그렸다.
뿐만 아니라 사전그림에서는 인물이 정면
을 향해 서 있고 팔이 몸에 매우 밀착되어
있으나, 사후그림에서는 조금 덜 밀착되어
있다.
사전그림에서는 반대상을 먼저 그리는 것
에 의해 아빠에 대한 지나친 의존 내지 집
착을 나타내고, 팔이 몸에 매우 밀착되어
있는 것에서 사고의 경직성과 움츠려드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후그림에서
는 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동일상을 그리는
것에 의해 아빠에 대한 의존이나 집착이
감소되어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상의
원인이 제거되었음을 보여주고, 팔이 몸에
조금 덜 밀착된 것에서 다소 경직성이 완
화되고 움츠려드는 경향이 감소되며 자신
감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사후검사

사전그림에서는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며 여러 번 수정(특히 본인)하였으나, 사후그림에서는
지우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사전그림은 용지에 비해 그림이 작고 왼쪽 아래로 치우쳐
져 있으나, 사후그림은 대체로 중앙에 전체적으로 크게 그려졌다. 그리고 사전그림에서는 아
동과 아빠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으나, 사후그림에서는 아동이 아빠와 함께 공부하는 모
습으로 그려졌다.
사전그림과 달리, 사후그림에서는 그림의 위치와 크기,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음 등을 통해서
다소 부족한 자신감의 회복과 균형감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빠와의 상호
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선택적 함묵증상의 원인이 제거되고 아동의 정서가 안
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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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치료 회기별 변화
미술치료 회기별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과의 관계형성에서의 변화와
관련해서 볼 때, 미술치료과정에서 3회기부터는 아동을 치료자의 옆에 앉게 하
여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하였다. 아동은 처음에는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토닥
거리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에 몸을 움찔하거나 긴장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회기
의 후기부터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중기단계부터 여성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아동은 치료자를 비롯하여
센터의 여성들, 이를테면 센터장, 복지사,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질문에도 표정이
상기되거나 당황해 하지 않고 비교적 자연스럽게 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언어적 자기표현의 변화와 관련해서 볼 때, 미술치료과
정에서, 3회기부터 실시한 인사교육을 통하여, 치료자와의 만남과 헤어짐에서 고
개를 숙이며 몸짓으로 인사를 하던 아동이 6회기를 기점으로 하여, 8회기부터는
자발적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로 인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술치료중의 대화에서도 초기에는 치료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고개를 숙이
거나 머리를 흔드는 등 자신의 의사를 몸짓으로 표현하였으나, 점차 단답형으로,
그리고 짧은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짧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언어적 자기표현이 향상되었으며, 그 이후 자발적으로 언어적 인
사를 잘하고 있다<표 4>.
<표 4> 미술치료 회기별 변화

미 미술
술 치료
치 활동
료
과
정
비미
술적
활동

여성과의 관계형성에서의 변화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토닥
초기
이는 가벼운 스킨십에 몸을 움
(1-3회기) 츠리거나 긴장하며, 초점 없이
물끄러미 바라봄
조금은 어색해하면서도 눈을
중기
겸연쩍은 듯이 웃는 등
(4-10회기) 맞추며
표정이 조금 밝아짐
밝은 표정으로 간단하지만 자
후기
감정을 표현하며, 스킨십
(11-15회기) 신의
에 긴장하지 않음
여성들과 함께 수영장 가기와 마트가기 등 센
터의 행사를 통하여 여성들과의 관계가 많이
자연스러워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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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자기표현의 변화
인사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숙이거
나 머리를 흔드는 등 몸짓으로 대답
함
언어적 인사를 자발적으로 하였고, 질
문에 대해서는 조금은 상기된 표정과
단어위주로 의사를 표현함
어색하거나 상기된 표정 없이 짧지만
조금은 자연스런 대화가 가능함
인사교육의 실시를 통하여 일상생활
에서의 언어적 인사를 자연스럽고 자
발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여성들과의
대화 내지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대답함

비미술적 활동을 병행한 미술치료가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언어적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기정희)
변화

여성과의 관계형성에서의 변화
치료자를 비롯하여 센터의 다른 여성들(센터
장, 복지사, 다른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에서
많이 거북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눈
을 맞추며 비교적 자연스럽게 대함

언어적 자기표현의 변화
여성들의 질문에 표정이 상기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간단하지만 자연스
럽게 대답하고, 센터의 출입 시나 식
사전후 등 센터생활에서의 일상적 인
사를 자발적으로 언어적으로 함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 아동에게 비미술적 활동을 병행
한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언어적 자기표현이 향상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 1회 50분으로, 총 15회기에 걸쳐 미술치료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미술적 활동으로서 센터에서의 인사교육, 여성들과
함께 수영장 가기(2회)와 마트 가기(2회)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검사
와 사후검사를 통하여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 증상의 원인들이 다소 제거되
었음을 알았고, 비미술적 활동을 병행한 미술치료가 여성에 대한 언어적 자기표
현을 촉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여성에 대한 언어적 자기표현의 전제가 되는 여성과의 관계형성은 어떻
게 변화되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에서의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유
도와 간단한 스킨십의 시도를 통하여, 그리고 센터에서의 여성들과 함께 하는
행사와 활동을 통하여, 여성과의 만남이나 대화에서 표정이 상기되거나 당황해
하지 않고 비교적 자연스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비미술적 활동을 병행한
미술치료가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 증상의 요인이었던 여성과의 관계라는
대인관계의 불안을 감소시켜 여성과의 자연스런 관계를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었
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미술치료가 선택적 함묵아동의 정서불안을 표출시켜, 대
인관계의 긴장상황에 놓인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방어를 감소시켰다는 김미진
(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센터에서의 행사와 활동이 선택적 함묵증
아동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택적 함묵증 아동에게 집단놀이
활동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김향옥(200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에 대한 언어적 자기표현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 활동과 비미술적 활동, 특히 인사교육이 아동의 언어적 자기표현을 촉
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초기 회기의 진행과정에서는 치료자를 물끄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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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거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머리를 흔드는 것으로 반응하였으
나, 점차 단답형과 간단한 대화로 진행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 대
한 관계형성이 어려워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 아동에게 비미술적 활동을 병
행한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여성에 대한 언어적 자기표현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미술치료가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언어적 자기표현을 향상시켰다는 본 연
구의 결과는 미술치료가 소극적인 아동의 언어적 자기표현을 향상시켰다는 박성
흠과 김향지(201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고 미술치료가 선택적 함묵증 아동
의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고 문제행동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이근매(200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미술치료가 소극적이며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부터 인사
하기나 말을 건네는 등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표현으로 발전하였다는 선택적 함
묵증 아동의 의사소통방법을 향상시켰다는 이근매와 강정화(2006)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미술치료가 정서적 안정을 초래했
다는 김경신과 이봉순(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자기
표현향상과 문제행동을 개선했다는 곽말태(2006), 김미진(2006), 김옥경(2004), 장
성숙(2007), 박주진와 정현희(2011) 등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이, 선택적 함묵증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연구는 주로 아동의 언어적 표현향상이
나 문제행동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그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미술치료는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언어적 자기표현을 향상시키는데 효
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
구는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일반적인 특징인 또래관계 등의 문제는 없고, 여성
에 대한 선택적 함묵 증상을 보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대상으로, 비
미술적 활동을 병행한 미술치료사례인 만큼,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여성에 대한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여성과의
관계형성이나 언어적 자기표현이 이전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근거제시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를 가지고 있
고, 또한 향상된 언어적 자기표현은 적극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소극적인 표현에
서의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계형성과 언
어적 자기표현은 여전히 미해결과제로 남아,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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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 Effects of Art Therapy Supplemented with
Unartistic Activities on Improving Verbal Self-expression of a Child
with Selective Mutism
Ki, Jung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rt therapy plus
un-artistic activities on the verbal self-expression of a child with selective
mutism to wome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n eleven year old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female student with selective mutism. The art
therapy programme was conducted from 9 March 2012 to 13 July 2012, once
a week, for a total of 18 therapy sessions, with each session lasting 50
minutes. In addition, unartistic activities were carried out. The research
instruments were House-Tree-Person(HTP) and Kinetic Family Drawing
(KFD) technique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art therapy plus unartistic
activities, a pre-test with post test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A content analysis of every session was also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rt therapy led to an
enhancement in the relation to women of a child with selective mutism.
Second, the art therapy improved the communicational self-expression in a
child with selective mutism. Therefore, I found that the art therapy
supplemented with unartistic activites has an effect that improves verbal
self-expression of a child with selective mutism. However, the effect is
passive. Accordingly, the positive verbal self-expression in a child with
selective mutism remains as an unsolved task. And, this study is a single
case study, so it is limited by generalizations.
Key Words : Art Therapy, Case Study, Selective Mutism, Unartistic Activity, Verbal Self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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