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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Perticone(1998)이 제시하고 있는 BGT 각 도형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적 가정에 기초하여 정서장애
아의 BGT 반응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장애아의
BGT 모사반응 결과에서 두드러진 특이한 유형은 형태의 왜곡과 관련된 채점범주에 속하는 특이한 일탈을 가리키
는 ‘평평함과 각의 둔화’, 불안 혹은 충동성을 암시하는 ‘반복시행’, 공격성 혹은 충동성을 시사하는 ‘선의 가중묘
사’, 정신적 혼란과 사전계획곤란을 시사하는 ‘도형배열의 혼란’이었다. 둘째, 정서장애아와 정상아간에 BGT 도형
모사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도형은 아버지 혹은 지배적인 남성과의 관계의 특성을 암시하는 도형 7이
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시적 기분과 정서 등 정의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도형 6, 경험된 어머니
혹은 이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도형 A, 자아욕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고집․동기 혹은 자기
표현 경향성의 지표로 여겨지는 도형 3, 어머니 혹은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상을 이끌어내는 도형 4, 그리고 생
활공간에서의 자아 혹은 현상적 자아에 대한 지각의 투사를 촉진하는 도형 8이었다. 셋째, BGT 도형의 상징적 의
미와 해석적 가정에 비추어 볼 때 정서장애아의 주된 인성적 행동특징은 대인관계 곤란, 적대감, 충동성, 행동화,
압박감, 두려움, 열등감, 심리적 위축 등이었으며, 이는 교사의 관찰에 의한 판단과 상당히 일치하였다.

<주제어> 정서장애아, Bender-Gestalt Test, 도형모사

Ⅰ. 서

론

약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생활에 있어서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대의 인간

최근에 이르러 여러 연구에 의하면 학교생활에서

생활에서 정서적 불안은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다.

부적응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동들의 행동특징이 극

정서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이 유발된다

단적이고, 고질적이며, 사회문화적 기대치에 어긋난

고 볼 때 격렬하고 불안정한 정서상태가 오랫동안

행동으로 집약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의 주요 원인

지속되면 개인의 심리적 기능이나 자기통제능력이

이 정서장애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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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장애아는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며 결석이 잦고

BGT가 1938년 정신과 의사인 Bender에 의해 개

자신의 지적능력 수준보다 학업성적이 나쁘며, 매사

발된 이 후 지금까지 특히 학습장애와 정서장애 및

에 게으르고 부주의한데다 무관심한 태도가 지배적

기질적 뇌장애를 식별하기 위한 유용한 진단적 도구

인 행동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로 입증되고 사용되어 오면서 Bender(1938, 1946),

이처럼 아동들의 정서장애 현상이 그들의 학교생

Pascal-Suttell(1951), Hutt(1953, 1960, 1969, 1977, 1985),

활 적응에 있어서 저해가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Koppitz(1960, 1964, 1975), Lacks(1984), Perticone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정서장애아를 조기발견하

(1998)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채

고 그들의 여러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일선

점방법들이 개발 제시되어 왔다. 이 중에는 객관적이

교사의 교육적 기능을 극대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고 수량적인 채점방식에 의한 양적 접근도 있고 주

다고 본다.

관적인 임상적 판단에 의한 질적 접근도 있지만, 대

정서장애아의 대표적인 행동특성의 하나로 알려져

부분이 피험자가 모사한 그림이 BGT 자극카드의 도

있는 것이 미성숙(immaturity) 현상인데, 이것은 곧

형과 어느 정도 다르게 왜곡(distortion), 일탈(deviation)

정서장애아의 조기판별에 크게 공헌하는 기준이 되

혹은 오류(error)를 범했는지에 관심을 두고 채점하

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상의 미성숙을 검사하는 여러

는 양적 접근이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정서장애아

가지

Test(원명칭은

를 대상으로 한 BGT 반응에 관한 연구(강봉규,

Bender Visual Motor Gestalt Test, 보통 BGT로 약

1977; 이상복, 1980; 정종진, 1985; 현영미, 1986; 김

칭하여 사용되고 있음)라는 심리측정 도구는 타당하

종암, 1987; 김희순, 1993)를 보면 역시 모두가 양적

고 신뢰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투사적

채점에 의한 분석들이었다.

방법

중에

Bender-Gestalt

검사이다.
BGT는 검사 자체가 간편하고 그 실시와 채점 및

그러나 BGT의 투사적 성질을 최대한 살려 피험
자의

심리역동성(psychodynamics)과

인성기능

해석이 다른 투사법보다 비교적 쉬우면서도 투사법

(personality functioning)을 분석하고 임상적 해석을

의 기본이론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이 입

위해서는 오류(일탈, 왜곡, 증후) 그 자체가 피험자에

증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및 임상장면에서 많이 활

대해서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용되고 있다(김정규․정종진 공역, 1987). 특히 이 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험자의 수험행동은 물

사는 시각적 자극을 제시하고 이를 모사시킴으로써

론, 도형을 모사한 프로토콜(protocol)의 특징이 피험

시각-운동적 기능을 통하여 개인의 특징적인 인성을

자의 인성적 특성과 어느 정도 관련있는 의미를 가

밝히려는 검사이기 때문에 로르샤하 잉크반점 검사

지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특히 각 도형은 피험

(Rorschach Inkblot Test), 주제통각검사(Thematic

자의 특별한 내적 혹은 외적 경험의 영역을 상징화

Apperception Test: TAT)와는 달리 비언어적 검사

하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BGT의 각 도형

로서 문화적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이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그 해석적 가정을

BGT는 심리검사의 통합적인 면을 갖고 있어 아동

파악해야 할 것이다(정종진, 2001).

및 학생에 대한 시각-운동지각 능력, 지능, 인성구조,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Perticone(1998)이 제시하

정서적 문제, 학습의 준비도, 학습장애, 학업성취도의

고 있는 BGT 각 도형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적 가정

진단과 예언 등 교육적 장면에 있어 어느 투사법보

에 기초하여 정서장애아의 BGT 반응결과를 질적으

다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검사이다(정종진, 1988).

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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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은 BGT를 통해 정서장애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적응아동을 각각 200

아의 심리역동성과 인성기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명씩 선정하여 연구한 결과 도형배열의 규칙성, 곡선

위한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되고, Perticone

의 변화, 폐쇄곤란, 도형회전과 크기의 변화 등 6개 항

이 제안하고 있는 BGT의 임상적 및 투사적 활용을

목에서 양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를 발견하였다.

위한 각 도형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적 가정의 타당

Clawson은 7세에서 12세에 걸친 남녀아동을 대상

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서장애

으로 정상아동과 정서장애를 식별할 수 있는 정서장

아의 각 도형 모사의 특징적인 면을 밝혀냄으로써

애가 있는 임상환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

정서장애아 판별과 교육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

혔다. 검사요인으로는 퇴영, 폐쇄, 접촉곤란, 지우개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로 지움 등이고, 행동지표로서 나타난 요인으로는 과

수 있다.

장행동과 확산조직, 퇴행과 압축, 역시 퇴행과 도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크기의 감소, 독서곤란과 부정확한 부분의 수, 그리
고 과장행동과 모사용지를 수평장축으로 놓는 것 등

1. 정서장애아의 BGT 도형 모사에서 발견되는 특
이한 유형은 무엇인가?

이 서로 관련된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흰 여백의 활
용과 공포, 질서있는 도형배열과 적응 그리고 배열의

2. 정서장애아와 정상아의 도형모사에 있어서 두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도형은 어느 것인가?

혼란과 부적응 등에 의미있는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Goldberg(1959)는 정신지체청소년, 정신분열증청소

3. BGT 도형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적 가정에 비

년, 정상청소년 간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유의한 차이

추어 볼 때 정서장애아의 주된 인성적 행동특징은

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행하였다. 세 집단

무엇이며, 이는 교사의 관찰에 의한 판단과 일치하는

모두 11세에서 16세에 걸친 45명의 백인 청소년들을

가?

대상으로 하였는데 IQ가 낮을수록 BGT 오인점수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IQ는 같지만 정서적 요인이
다른 15명씩으로 구성된 정상집단, 정신지체집단의

Ⅱ. 선행연구의 고찰

BGT 득점과 정서장애집단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는
정상집단의 BGT 득점과 정서장애집단간의 BGT득점
것은

간에 약간의 부적일치를 보이고 있는 -.39의 상관계수

Perticon(1998)이 제시한 이상한 BGT 도형 특징,

를 발견하였다. 비록 Pascal과 Suttell(1951)의 채점방

BGT 도형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적 가정이다. 이에

법에 의한 세 집단의 BGT 득점이 달랐지만 정신분열

대한 설명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정종진(2001)의 벤

증집단이 정신지체집단의 오인 총점을 토대로 보았을

더-게스탈트검사 도형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적 가정

때 정상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비록

(발달장애학회지, 제5집 2호, pp.59-90)을 대신하기로

정신분열증집단이 정신지체집단과 지능이 같도록 통제

한다. 여기서는 BGT를 정서장애아들에게 적용한 선

되었지만 정신분열증집단의 경우 IQ와 BGT 득점 간

행연구들을 간단히 고찰하기로 한다.

에는 밀접한 관계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없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Byrd(1970)와 Clawson(1959)은 Hutt의 징후를 사용

Pascal과 Suttell에 의한 BGT 득점은 정신분열증집단

하여 정상인과 임상환자들의 BGT 반응결과를 비교하

이 평균 71.4, 정신지체집단이 평균 69.1이었다. 이것은

였다. Byrd는 8세에서 16세 사이의 잘 적응된 아동과

지능보다는 다른 요인이 정신분열증아의 BGT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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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게 도형을 그리지 않았고, 수동적인 아동들은 정상아

질적 분석의 결과에서는 세 집단 모두에 어떤 오

들보다 더 작게 그리지 않았음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인이 발생하였음을 찾아냈다. 세 집단 모두 점 대신

공격적인 피험자들은 수동적인 아동들보다 더 자주

원과 봉선의 사용, 도형의 정교화, 교우선의 위치 틀

도형의 크기를 왜곡하였다. 기대와는 반대로 가장자

림, 도형의 중복, 도형배열질서의 혼란, 용지중앙에

리에 그린 그림은 공격적인 아동들에서 보다 자주

도형A의 배치 등의 오류를 범하였지만 정상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도형을 압축 혹은 확대한

는 다른 집단에 비해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동의 수는 공격적인 아동의 수가 다른 집단의 아

세 집단 모두 도형 7과 도형 8에서 어려움을 겪었는

동의 수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연구자들은 아동과

데, 특히 정신지체집단의 경우 그러하였다. 정신분열

청소년은 성인들과는 다르게 Bender 과제에 반응할

증 아동은 도형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었고, 가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아동들은 도형 간에 넓은 간

장 무질서한 기록을 보였다. 그들 가운데 3/4이 용지

격을 두고, 가장 자리에 도형들을 함께 그려 놓거나

를 수평축으로 놓고 모사를 하였으며, 집착화가 전형

아니면 도형들을 고립시킴으로써 BGT의 통제를 추

적인 특징이었다. 정신분열증과 정신지체의 피험자들

구하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

은 회전, 점대신 원의 사용, 원의 빈약한 형태, 가중

Corotto와 Curnutt(1960)는 공격적인 청소년과 비공

묘사, 도형의 왜곡이 있었다. 그러나 정상집단은 좀

격적인 청소년의 BGT 수행을 비교하기 위해서 입원

처럼 도형을 회전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

한 11세 내지 18세의 92명 청소년들의 프로토콜을

Goldberg는 그의 제한된 45명 아동의 표집을 토대

Pascal과 Suttell(1951)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점하였다.

로 기록상에 이러한 심한 일탈이 두 번 이상 나타나면

피험자의 반을 각각 연령, 성,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배

정신장애의 징후라고 간주하였다.

합한 ‘공격집단’과 가출의 빈도에 따라 선정된 ‘가출집

Taylor와 Schenke(1955)는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

단’으로 나누었다. 연구결과는 가출집단과 공격집단간

하는데 BGT가 유용한지를 연구하였다. 세 집단의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청소년

아동이 이용되었는데 한 집단은 두 평정자가 체크한

의 공격적인 반응은 가출반응보다 더 큰 자아강도를

질문지를 토대로 공격적이라고 판단된 38명의 아동

반영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BGT가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한 집단은 질문지를 토대

여러 수준의 자아강도를 신뢰롭게 판별해 줄 수 있을

로 본질적으로 수동적이라고 판단된 20명의 아동으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남자 피험

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한 집단은 비교집단(정상)으

자들의 결과만을 분석하였을 때 공격집단이 심리운동

로서 체크리스트상에 얻어진 중간점수를 기초로 선

적 수행을 토대로 가출집단과 변별될 수 있었는데, 가

정한 20명의 아동으로 되어있다. 세 집단간에 지능과

출집단이 공격집단보다 도형모사가 정확하지 못했다.

연령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든 표집의 평균연

반면에 여자 피험자들은 남자 피험자들과 반대의 유의

령은 13세였다. 이들의 BGT 프로토콜을 오늘날 연

한 관계를 보였다.

구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Peek와 Quast(1951)의

Handler와 Mclntosh(1971)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3

방법에 따라 채점한 결과 도형을 그리는 순서, 선의

학년의 남아 49명을 연령과 IQ를 고려하여 교사와

명암, 도형5의 사선을 그리는 방향에 있어 집단간에

동료의 평정 그리고 2분 동안의 임상면접을 토대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도형의 크기에 있어서

공격적, 위축적, 혹은 정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

공격적인 아동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아들보다 더 크

다. 각 아동은 BGT와 DAP(인물화 검사)를 완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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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검사 프로토콜은 공격성과 위축성 수준의 상하

밝혀지지 않았으나 학년간의 차이는 10개 지표 중 2개

에 따라 이분되었다. BGT는 Koppitz(1964)의 수준에

항목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 채점되었다. 연구자들은 공격적이라고 평가된

정종진(1985)은 5～7세의 정서장애아 36명을 대상

반응이 위축적인 아동과 정상아들보다 교사와 동료

으로 Koppitz의 채점방법을 사용하여 두 집단을 비

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평가된 아동들에서 보다 유의

교한 결과, 정서장애가 있는 유아가 미숙한 지각-운

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더욱이 투사적 자

동지각을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10개

료는 2분의 임상면접과 아동들의 자기평가보다 분류

의 정서지표 가운데 파선, 과대모사, 확산 등의 4개

정확도가 높다고 기대하였다. 연구결과 공격성의

지표가 정서장애아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혔

BGT 평정은 정상아들 보다 공격적인 아동들에게서

다.

보다 자주 나타났다. 그러나 위축적인 아동들과 정상

그리고 현영미(1986)의 연구에서도 정서장애아 24
명과 정상아 24명을 대상으로 Pascal과 Suttell의 채

아동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가

점법을 사용하여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정서장애아

Oliver와 Kronenberger (1971)에 의해 수행되었다. 지

의 BGT반응이 정상아에 비하여 도형모사에서 부정

능과 연령이 대등한 11세와 15세 11개월 사이의 연령

확성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인타당도에

대한

에 해당하는 뇌손상청소년, 정서장애청소년, 정상청소

또한 김희순(199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 2학

년 각각 12명에게 BGT를 수행하여 Koppitz(1964)의

년별로 담임교사들로 하여금 WPBIC에 의해서 판별

방법으로 채점되었다. 연구결과 뇌손상집단이 정서장

된 정서장애아동 76명과 정상아동 76명을 대상으로

애집단과 정상집단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발달적 지표

BGT를 수행하고 Koppitz의 채점방법을 사용하여 두

를 보였으며, 정서장애집단은 발달적 지표에서 정상집

집단을 비교한 결과 약한 선을 제외하고는 9개의 정

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지표는 정서장애청소

서지표 모두가 정상아동보다는 정서장애 아동에게서

년과 정상청소년, 뇌손상청소년과 정상청소년을 판별

많이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도형배치의 혼란, 파선,

해 주었으나 뇌손상청소년과 정서장애청소년을 분리하

과소묘사, 반복시행, 확산 등의 정서지표는 두 집단

지는 못했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강봉규

다.

(1977)는 초등학교 3～4학년의 정서불안정아 112명,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서장애아를 대상으

정상아 200명을 대상으로 Pascal과 Suttell의 채점법

로 한 BGT 연구들을 보면, 외국에서는 모사된 도형

을 사용하여 두 집단의 BGT반응경향을 비교하였다.

의 상징직 특징을 통하여 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

연구결과 정서불안정아들의 BGT 반응수준이 정상아

과 그렇지 않은 아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들의 반응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일부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모사된 각

그리고 이상복(1980)은 교사관찰에 의해 판별된 농

도형의 상징적 의미의 해석보다는 양적 채점에 의해

촌의 초등학교 1, 2학년 44명의 정서장애아동과 도시

BGT가 정서장애아와 정상아를 변별해 줄 수 있는

의 초등학교 1, 2학년 40명의 정서장애아를 대상으로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정서장애아의 진단에 BGT가

Koppitz의 채점방법을 사용하여 두 집단을 비교한 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임을 시사해주고 있을

과 정서장애아의 정서적 특성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

따름이다. 이제는 정서장애아의 BGT 반응에 대한

났으며, 성별 및 지역간의 특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양적 분석보다는 정서장애아의 자극도형에 대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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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그림의 특징을 질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

는 순간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여 종단적이고도 횡단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erticone(1998)이 제안하고

적인 비교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판별을 할 수 있으

있는 BGT 각 도형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을 기초로

며 복잡한 절차나 피검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

하여 정서장애아의 BGT 반응을 질적으로 탐색해보

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사회에 있어

고자 한 것이다.

정서장애아를 판별하는 교사의 관찰판별법이 다른
어떤 방법에 못지 않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Ⅲ. 연구방법

있기

때문에(Bower,

1969;

Hallahan

&

Kauffman, 1977; 김은자, 1982; 정종진, 1985) 정서장
애아를 선정하기 위해서 교사와 정신건강전문가의
평가 사이에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는

1. 피험자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Clark(1977)의 「정서장애아
실태조사를 위한 교사 관찰 검목표(checklist)」를 사
용하였다. 10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① 심하게 위축되고 실제 생활에서 동떨어진 환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13개
초등학교 1,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2,800명을
1차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13개의 초등학교는 사

(공상)의 세계에 빠진다.
② 심한 과잉행동을 하며, 쉽게 자만해지며 주위
집중 시간이 아주 짧다.

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로 중산층의 아동들

③ 교사에게 극도로 반항적이며 적대적이다.

이 취학하고 있는 공립학교이다.

④ 사교성이 극히 부족하여 집단활동이 곤란하며

1차 연구대상인 2,800명의 아동 중에서 지능이 아

타인들과 접촉을 피한다.

주 뒤떨어지거나 아주 뛰어난 아동과 뚜렷한 신체장

⑤ 물건을 마구 부수고 파괴하는 경향이 심하다.

애가 있는 아동을 제외한 다음, 담임교사의 관찰판별

⑥ 기분의 변화가 매우 심하며, 가끔 사소한 일로

법에 의해 판별된 정서장애아(연구집단)와 정상아(비
교집단)를 각각 15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30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아 BGT를 실시하였다.

당황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많다.
⑦ 빙빙 돈다든지, 두 손을 비틀고 어떤 다른 동
작을 되풀이하는 이상한 행동 습관이 있다.
⑧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행동이 충동적

2) 선정도구

이다.
⑨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서 심한 울

본 연구에서는 정서장애아동을 선정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관찰판별법을 이용하였다. 정서적 안정성
검사나 정서적 불안 검사와 같은 질문지법에 의한
검사는 피험자의 허위반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운 단점이 있지만 담임교사의 관찰판별법은 피험자
의 행동을 구체적인 장면에 걸쳐 행동적 차원에서
생생한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고, 행동이 일어나

화를 터뜨리거나 학급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
을 한다.
⑩ 전혀 말을 하지 않든가, 특정한 사람한테만 말
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10개 문항에 입각해서 담임교
사로 하여금 자기 학급의 아동들을 평가하게 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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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의 문항에서 지적된 아동을 정서장애아로 간

검사실시 방법은 BGT의 표준절차에 따르며, 사전

주하고, 10개 문항 중 한 개의 문항도 지적되지 않은

에 검사목적과 실시요령을 충분히 이해한 담임교사

아동을 정상아라고 규정하였다.

의 협조를 받아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하지만
처음 보거나 낯선 사람을 거부하는 아동은 담임교사
에게 BGT 실시 방법을 충분히 숙지시키어 담임교사

2. BGT의 실시와 절차

가 직접 실시하였고 혼자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당
황해 하는 아동은 친한 친구와 함께 실시하였다.
우선 반듯한 책상 앞에 피험자를 앉히고 친화감

1) BGT 카드

(rapport)을 형성한 뒤에 자나 콤파스 등 기타 도구
이 도구는 9매 1조로 된 카드로서 현행 사용되고

를 사용하지 못하고, 도형을 돌려서 본다든지 모사용

있는 미국예방정신의학협회(Bender, 1946) 간행의 원

지를 되돌려놓고 그리지 못하도록 주의사항을 주었

판으로, 가로 6인치 세로 4인치 크기의 백색 바탕 위

다. 그러고 나서 “여기 9장의 그림이 그려진 카드가

에 기하학적 도형이 그려져 있는 카드이다. 각 카드

있는데 이것을 종이에 그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장

에는 도형A와 도형1에서 도형 8까지의 명칭이 붙어

씩 보여주면 그대로 보고 그리는 것입니다. 9장의 카

있다. 도형A와 도형1, 2, 3은 접근(proximity parts)

드를 한 장씩 차례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자 여기 첫

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도형4, 5, 6, 7, 8은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꼭 그대로 그립

모두

니다”라는 지시내용을 하고, 9매의 BGT 카드를 한

기하학적

형태의

연속성(continuity

of

geometrical form)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장씩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시간제한은 두지 않았지
만 9매의 도형을 모두 모사하는데 소용되는 시간은

2) 실시 절차
2001년 9월초부터 정서장애아 판별척도인「교사관
찰 검목표(checklist)」를 담임교사에게 의뢰하여 정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3) 채점방법 및 신뢰도

서장애아와 정상아를 선정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에서

피험자들의 BGT 반응 결과에 대한 채점은 이론

제외된 아동들 중에서 10명을 무선 표집하여 BGT

적 배경에서 살펴 본 BGT 모사도형의 이상한 특징

실시상의 문제점(아동들의 수검태도, 질문사항, 카드

과 Perticon(1998)이 제시․설명하고 있는 BGT 도형

제시, 친화감 형성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1년 9

의 상징적 의미와 그 해석적 가정에 근거하여 점검

월말 경에 BGT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표를 작성하여 이루어졌다. 채점방법에 있어서는 본

BGT의 본 검사는 최종 연구대상인 아동 30명을

연구자와 BGT 실시와 채점경험이 많은 전문가인 지

하루에 1～3명씩 15일간에 걸쳐 개별적으로 실시하

도교수가 각각 채점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어 처리

였다.

하였다.

검사시행에는 원판 카드 9매 1조와 모사용지

본 연구자의 채점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21.59×27.94㎝), HB 연필, 지우개을 마련하고 검사

연구자인 두 채점자간 BGT 9개 도형의 배치와 각

장소는 학급아동이 하교한 후 아무도 없는 교실이나

도형의 모사반응에 대한 일치율(percent agreement)

미술실과 같은 아동이 부담을 갖지 않는 특별실을

을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III-1>에서 보는 바

이용하였다.

와 같이 83.3～93.3%의 범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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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II-1> 도형의 배치와 9개 도형에 대한 두 채점자

<표IV-1> 정서장애아와 정상아의 BGT 도형모사의
특이한 유형 비교

간의 일치율
도 형

%

도형

%

이상한 특징
도형배열의 혼란

정서장애아
(N=15)

정상아
(N=15)

차이

10 (66.7%) 7 (46.7%) 3 (20.0%)

배치

93.3

4

86.7

A

86.7

5

93.3

원/점의 점진적 크기의 증대 1 (6.7%)

1

90.0

6

83.3

도형크기의 감소

1 ( 6.7%) 0 ( 0.0%) 1 ( 6.7%)

점 대신 원의 사용

4 (26.7%) 2 (13.3%) 2 (13.3%)

2

93.3

7

93.3

3

86.7

8

86.7

3. 자료처리
연구문제 1과 2의 해결을 위해서 수집된 피험자들
의 BGT 모사반응 결과, 즉 프로토콜(protocol)을 가
지고 정서장애아와 정상아 집단별로 특이한 유형을
보이는 증후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형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적 가정에 비추어 본 정
서장애아의 주된 인성적 특징을 기술하고, 이러한 기
술된 인성적 특징에 대해 평소 해당 정서장애 피험
자를 관찰해 온 담임교사가 어느 정도 찬동하는지를
10점 척도로 의견을 나타나게 하여 그 일치도를 확
인하였다.

반복시행

7 (46.7%) 3 (20.0%) 4 (26.7%)
1 ( 6.7%) 0 ( 0.0%)

평평함과 각의 둔화

8 (53.3%) 2 (13.3%) 6 (40.0%)

선의 가중묘사

5 (33.3%) 1 ( 6.7%) 4 (26.7%)

중첩부분의 가중묘사

2 (13.3%) 1 ( 6.7%) 1 ( 6.7%)

위의 방향으로의 경사

1 ( 6.7%) 1 ( 6.7%) 0 ( 0.0%)

뒤쪽에서의 경사

2 (13.3%) 2 (13.3%) 0 ( 0.0%)

위의 <표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서장애아가
보인 BGT 도형모사의 특이한 유형이 10개 항목에서
모두 나타났는데, 정상아가 보인 반응과 정서장애아가
보인 반응을 비교하여 볼 때 정서장애아에게서 나타나
는 두드러진 특이한 유형이 평평함과 각의 둔화, 반복
시행, 선의 가중묘사, 도형배열의 혼란 등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원/점의 점진적 크기의 증대, 위의 방향으
로 경사, 뒤쪽에서의 경사는 정상아 집단과 정서장애
아집단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Perticone이 제시한 도형의 의미와
해석적 가정에 비추어 보면, 정서장애아는 압박감,
적대감과 같은 정서표현의 억제 경향, 우울한 기분,

Ⅳ. 결과 및 논의

불안, 충동성, 공격성, 정신적 혼란, 계획곤란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서장애
아의 특성은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선행연구의 결
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서 특이한 유형인 평평

1. 정서장애아 BGT 도형 모사의 특이한 유형

함과 각의 둔화, 반복시행, 선의 가중묘사, 도형배열
의 혼란과 같은 지표는 정서장애아의 인성적 역동성

정서장애아의 BGT 도형 모사에서 발견되는 특이
한 유형이 무엇인가를 알아<표III-1> 도형의 배치와 9
개 도형에 대한 두 채점자간의 일치율본 결과 <표
IV-1>와 같이 나타났다.

과 정서적 적응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형배열의 혼란과 반복시행에 있어서
정상아의 20% 이상이 그 같은 증후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러한 지표가 어린 아동들의 발달적 미성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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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후속연구에서

머니의 지나친 요구와 기대는 아동이 압박감이나 두

는 이러한 추측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지 분명히 규

려움을 갖게 되어 정서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2. 정서장애아와 정상아간에 차이를 보이는

<표IV-3> 도형 1에 대한 정서장애아와 정상아간의
BGT 모사반응 비교

BGT 도형

점 대신 원의 사용

정서장애
정상아
차이
아 (N=15) (N=15)
2 (13.3%) 0 ( 0.0%) 2 (13.3%)

위 방향으로 경사짐

1 ( 6.7%) 0 ( 0.0%) 1 ( 6.7%)

모사 반응

정서장애아와 정상아간에 BGT 도형모사에 있어
서 큰 차이를 보이는 도형은 어느 것인가를 알아보
기 위해 각 도형별로 모사반응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IV-2>부터 <표IV-10>과 같다.

정상아집단은 도형 1을 모사함에 있어서 한 사람
도 이상한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서장애아

도형 A의 모사반응 결과 정서장애아집단은 모사

집단은 점 대신 원의 사용항목에서 15명중 2명이, 위

도형의 특이한 유형 여섯 개의 항목에서 반응이 나

방향으로 경사지게 모사함의 항목에서 15명중 1명이

타난 것과는 다르게 정상아집단에서는 원으로부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에

먼 쪽의 정사각형 부분만이 늘어짐이란 항목에서만

서는 도형1과 같은 도형을 제대로 모사하지 못한다

한 사람이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정서장애아집단에

면 피험자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이 집단상

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이한 유형은 정사각형이 수직

황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개별적인 상황에 있을 때

혹은 수평으로 길게 늘어나도록 모사한 것임을 알

미성숙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수 있다. 이것은 정서장애아동이 어머니 혹은 이성과

것이다.

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질이나 행동의
어떤 측면을 억제하거나 변경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

도형 2를 모사함에 있어서 위 방향으로 경사지게

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압박감을 갖고 있

모사한 아동이 정상아집단에서는 13.3%이고 정서장애

어 그 요구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

아집단은 26.7%로 나타났다. 아래방향으로 경사지게

움을 갖고 있는 경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사하는 경우와 전체도형의 수평적 차원이 줄어들게

이러한 해석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에게 어

<표IV-2>

모사하는 경우도 정서장애아집단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도형 A에 대한 정서장애아와 정상아간의 BGT 모사반응 비교
모사 반응

원이 정사각형 보다 훨씬 크게 모사됨

정서장애아(N=15)
1 ( 6.7%)

정상아(N=15)
0 (0.0%)

차이
1 ( 6.7%)

정사각형이 원보다 훨씬 크게 모사됨

2 (13.3%)

0 (0.0%)

2 (13.3%)

정사각형이 수직 혹은 수평으로 길게 늘어남

3 (20.0%)

0 (0.0%)

3 (20.0%)

원과 접촉하는 정사각형 부분만이 늘어짐

1 ( 6.7%)

0 (0.0%)

1 ( 6.7%)

원으로부터 먼 쪽의 정사각형 부분만이 늘어짐

1 ( 6.7%)

1 (6.7%)

0 ( 0.0%)

정사각형이 원에 침투함

2 (13.3%)

0 (0.0%)

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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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아집단보다 두 배나 많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미
루어볼 때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들은 정서상태가 우
울함보다는 행동화 경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이
행동화 경향 역시 정상아집단 보다는 정서장애아집단

<표IV-5> 도형 3에 대한 정서장애아와 정상아간의
BGT 모사반응 비교
모사 반응

정서장애아
(N=15)

정상아
(N=15)

차이

점 대신 원의 사용

직은 사회성 발달이 미숙하여 대규모 상황에 참여하도

3 (20.0%) 2 (13.3%) 1 ( 6.7%)
앞의 각은 무디나 마지 2 (13.3%) 0 ( 0.0%) 2 (13.3%)
막 각이 예리함

록 요구받으면 불편해하는 경향 역시 정상아보다 정서

앞의 각은 예리하지만 1 ( 6.7%) 0 ( 0.0%) 1 ( 6.7%)

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아

장애아에게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각이 무디어짐
각이 무디어져 있음

2 (13.3%) 2 (13.3%) 0 ( 0.0%)

각을 찾아볼 수 없음

5 (33.3%) 2 (13.3%) 3 (20.0%)

<표IV-4> 도형 2에 대한 정서장애아와 정상아간의
BGT 모사반응 비교
모사 반응

정서장애아
(N=15)

도형 4의 모사반응 유형을 정상아집단과 정서장애
정상아
(N=15)

차이

아래 방향으로 경사짐

1 ( 6.7%) 0 ( 0.0%) 1 ( 6.7%)
위 방향으로 경사짐
4 (26.7%) 2 (13.3%) 2 (13.3%)
전체 도형의 수평적 차 2 (13.3%) 1 ( 6.7%) 1 ( 6.7%)
원이 줄어듬

아집단을 비교해보면 곡선의 높이를 쭉 뻗치는 유형
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정사각형과 곡선의 접
촉점에서 두 집단 모두 가중묘사를 보였으며 그 외
3개의 항목에서도 반응의 차이를 보였다.
도형 4의 상징적 의미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연상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가정해 볼 때 정서장애아

도형 3의 모사반응에서 나타난 특이한 유형은 다

집단은 정상아집단에 비해 어머니 혹은 중요한 타인

섯 개의 항목인데 정서장애아동집단은 다섯 항목 모

과 원만하게 관계할 수 있지만 주저하고 어려움을

두에서 특이한 도형이 나타났고 정상아집단은 점 대

크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관계란 다른

신 원의 사용, 각이 무디게 모사, 각을 찾아볼 수 없

사람에 의해 관찰될 수 있는 외적 행동표현을 가리

도록 모사하는 항목에서 특이한 도형이 나타났다.

키는 것으로 어머니 역할이 아동의 정서안정에 크게
영향이 미침을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도형 3에서 점 대신 원의 사용은 피험자의 욕구
혹은 동기가 그 초점이나 표현에서 미성숙하다고 가
정하고 각이 무디어져 있는 것은 자기주장을 표현하
지 못한다고 가정할 때 초등학교 1, 2학년은 아직 시
각-지각운동기능에 있어서 미성숙한 단계에 있으며

<표IV-6> 도형 4에 대한 정서장애아와 정상아간의
BGT 모사반응 비교
정서장애아 정상아
차이
(N=15)
(N=15)
정사각형과 곡선의 접 2 (13.3%) 0 ( 0.0%) 1 ( 6.7%)
모사 반응

자기주장을 표현함에 있어 주저함이 있다고 해석할

촉점에 모두 가중묘사

수 있다. 특히 각을 찾아 볼 수 없는 모사반응이 정

정사각형과 곡선이 서 2 (13.3%) 1 ( 6.7%) 1 ( 6.7%)

상아집단은 13.3%, 정서장애아집단은 33.3%로 다른

로 접촉하지 못함

항목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정서장애아집단
이 정상아집단보다 인성적으로 주장성이 결여됨이

중첩이 이루어짐

1 ( 6.7%) 0 ( 0.0%) 1 ( 6.7%)

곡선 요소에서 평평함

3 (20.0%) 2 (13.3%) 1 ( 6.7%)

곡선의 높이를 쭉 뻗침 3 (20.0%) 0 ( 0.0%) 3 (20.0%)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도형 5를 모사한 도형에서 보이는 특이한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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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항목에서 나타났는데 점 대신 원의 사용이 두

애아동보다 정상아동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단 모두 나타났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일시적인 기분과 정서가 주관적으로 경험된 것이든

<표IV-7> 도형 5에 대한 정서장애아와 정상아간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BGT 모사반응 비교

점 대신 원의 사용

정서장애아 정상아
차이
(N=15)
(N=15)
3 (20.0%) 2 (13.3%) 1 ( 6.7%)

아래 방향으로 경사

1 ( 6.7%) 0 ( 0.0%) 1 ( 6.7%)

모사 반응

밖으로 표출된 것이든 간에 고양되어 있을 것이라고

도형 7의 모사반응 결과를 다른 8개 도형의 모사
반응 결과에 비추어볼 때 도형7의 모사반응 결과에
서 정상아집단과 정서장애아집단의 차이가 가장 크

도형의 모사에서 점 대신 원을 사용한다면 아동의
가정환경에 대한 감정이나 반응이 미성숙함을 가리
킨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 가정을 통하여 초등학
교 1, 2학년의 가정환경은 아동의 정서상태 변화에

게 나타났다.
특히 한 육각형이 다른 육각형에 과도하게 침투하
여 모사반응한 항목은 정서장애아집단에서는 15명중
에서 6명이 반응을 했지만 정상아집단은 한 명도 반
응하지 않아 그 차이가 40%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영향을 미침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육각형이 나란히 평형된 상태의 모사반응
<표VI-8> 도형 6에 대한 정서장애아와 정상아간의

유형이 정서장애아집단에서 15명중 5명이나 나타났다.

BGT 모사반응 비교
<표IV-9> 도형 7에 대한 정서장애아와 정상아간의
모사 반응

정서장애아
(N=15)

정상아
(N=15)

차이

파선의 길이가 현저히 1 ( 6.7%) 0 ( 0.0%) 1 ( 6.7%)

BGT 모사반응 비교

파선의 길이가 현저히 6 (40.0%) 1 ( 6.7%) 5 (33.3%

정서장애아 정상아
차이
(N=15)
(N=15)
두 육각형의 겹치는 부 0 ( 0.0%) 1 ( 6.7%) 1 ( 6.7%)

늘어남

분에 가중묘사

줄어듬

위 방향으로 경사
아래 방향으로 경사

0 ( 0.0%) 1 ( 6.7%) 1 (6.7%)
1 ( 6.73%) 2 (13.3%) 1 (6.7%)

모사 반응

한 육각형에서만 가중묘사 3 (20.0%) 1 ( 6.7%) 2 (13.3%)
두 육각형이 접촉하지 않음 2 (13.3%) 1 ( 6.7%) 1 ( 6.7%)
두 육각형이 나란히 평 5 (33.3%) 2 (13.3%) 3 (20.0%)

도형 6을 모사한 특이한 유형은 4개의 항목에서
나타났는데 특이한 것은 파선의 길이가 현저히 늘어

형된 상태
한 육각형이 다른 육각 6 (40.0%) 0 ( 0.0%) 6 (40.0%)
형에 과도하게 침투

나도록 모사한 항목이 도형 A부터 도형 8까지에서
나타난 특이한 도형의 항목 중에서 두 번째로 크게

이는 도형 A와 도형 4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나

반응경향을 보였고, 다른 도형에서는 볼 수 없는 현

타낸 것과 비슷한 의미로 도형 7은 아버지에 대한

상으로 경사지게 모사함의 항목에서 정서장애아집단

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정서장애아동이 가장 두드

보다 정상아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의 매우 심한

이는 정서장애아동이 일시적 기분과 정서를 표현

불화를 경험하고 있거나 아버지와의 정서적 관계가 거

하는데 있어 매우 신경증적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해

의 없거나 혹은 표면적으로는 친화감이나 결함을 이끌

석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행동화하기는 정서장

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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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정서장애아동은 다른 어떤

위의 <표IV-2>부터 <표IV-10>까지에서 보듯이

환경적 요인보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영향

정서장애아가 정상아에 비해 BGT 모사반응에 있어

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서 특이한 유형, 즉 BGT 자극도형으로부터의 오류
(이탈, 증후)를 가장 많이 보이는 도형은 도형 7이며

도형 8의 모사반응 결과의 특징은 정상아집단에서
는 정서장애아집단에서 반응한 7개의 항목 중 6개의
항목에서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그 외 도형 6, 도형 A, 도형 3, 도형 4, 도형 8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Perticone(1998)의 상징적 의미와

도형 8의 상징적 의미가 생활공간에서 자아에 대

해석적 가정에 비추어 볼 때 피험자의 대인관계(아

한 지각을 투사하는 것으로 본다면 정상아집단은 주

버지와 어머니, 이성, 다른 타인에 대한 관계)의 특

변상황으로부터 압박감을 받거나 세상을 갑갑하게

성, 일시적 기분과 정서, 자아에 대한 지각과 욕구를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갖고 있다는

암시하고 있는 도형들이 정서장애아를 잘 설명해 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정서장애아집단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피험자의 아

은 의존적이고 열등감을 갖고 있으며 세상이 갑갑하

버지에 대한 관계의 특성을 암시하는 도형 7과 피험

고 주변의 상황이 자신을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의 일시적 기분과 정서 등 정의적 상태를 반영하

긴장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는 것으로 가정되는 도형 6과 같은 도형의 모사반응

러한 해석은 상징적 의미와 해석적 가정에 비추어

결과에 주목하여 아주 간편하게 정서적 문제나 정서

정서장애아집단은 주변상황에 처한 자신의 위치가

장애 유무를 쉽고 간편하게 진단해 볼 수도 있을 것

불안하고 외적인 힘에 대하여 두려움과 열등감을 갖

으로 사료된다.

고 있다고 시사하는 것이다.

3. BGT 반응상에 나타난 정서장애아의 인
<표IV-10> 도형 8에 대한 정서장애아와 정상아간의
BGT 모사반응 비교
정서장애
정상아
차이
(N=15)
(N=15)
다이아몬드를 너무 작게 1 ( 6.7%) 0 ( 0.0%) 1 ( 6.7%)

성적 행동특징과 교사관찰에 의한 평정
결과와의 일치도

모사 반응

그려 육각형과 비접촉
다이아몬드를 작게 그렸 2 (13.3%) 0 ( 0.0%) 2 (13.3%)

앞에서 제시한 <표IV-2>부터 <표IV-10>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장애아가 보인 모사도형의 특

으나 위의 부분만 접촉

이한 유형 중 20% 이상 반응한 항목을 중심으로

다이아몬드를 작게 그렸 2 (13.3%) 0 ( 0.0%) 2 (13.3%)

BGT 도형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적 가정에 따라 정

으나 아래 부분만 접촉

서장애아의 인성적 행동특징을 살펴보면 <표IV-11>

육각형의 어느 선에도 2 (13.3%) 0 ( 6.7%) 2 (13.3%)
비접촉

와 같다.

다이아몬드가 육각형을 2 (13.3%) 0 ( 0.0%) 2 (13.3%)
침투
다이아몬드의 과장과 가 1 ( 6.7%) 1 ( 6.7%) 0 ( 0.0%)
중묘사
도형의 각에서 선이 끝 1 ( 6.7%) 0 ( 0.0%) 1 ( 6.7%)
나지 않고 통과

<표IV-11>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서장애아의 인
성적 행동특징은 대인관계 곤란, 적대감, 충동성, 행
동화, 압박감, 두려움, 열등감, 심리적 위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정서장애아
를 선별하거나 정서장애아의 인성적 행동특징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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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V-11>

BGT 반응상에 나타난 정서장애아의 인성적 행동특징
모사반응(이상한 특징)

인성적 행동특징
어머니 혹은 이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도형 A)
정사각형이 수직 혹은 수평으로 길게 늘어남

성질이나 행동의 어떤 측면을 억제하거나 변경하는 것
에 대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두려
움과 압박감.
중요한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관계곤란.

(도형 2)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충동성과 주의산만한 과잉행동.

위의 방향으로의 경사

행동화 경향 큼.

(도형 3)

자기주장성 결여(특히 초기에), 순응성과 수동성.

어디에도 전혀 각이 나타나지 않음

욕구나 동기 표현에 미성숙.

점대신 원의 사용

사회성 발달 미성숙.

(도형 4)
곡선의 높이가 늘어난 것처럼 곡선이 압축된 것(곡선의
높이를 늘이고 쭉 뻗침)
곡선 요소에서 평평함
(도형 5)
점대신 원의 사용
(도형 6)
파선의 길이가 현저히 늘어남
(도형 7)
한 육각형이 다른 육각형에 과도하게 침투함
두 육각형이 평형된 상태로 나란히 있음

어머니 혹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주저함
과 두려움.
어머니와 관련된 정서가 슬픔 또는 우울함.
가정환경에 대한 감정이나 반응이 미숙함.
정서적 흥분, 신경증적 행동화 경향.
아버지 혹은 다른 남성과의 심한 불화와 갈등, 대인관
계의 곤란

사하기 위한 검사지 혹은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에

Ⅳ. 요약 및 결론

유익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의 피험자인 정서장애아 15명의
BGT 모사반응 결과에 비추어 각기 인성적 행동특징
을 서술한 다음에 8개월 이상 해당 아동을 관찰해
온 담임교사로 하여금 서술된 내용에 어느 정도 찬
동하는지 10점 척도에 반응하게 한 결과 8.0점에서
9.5점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80～95%의 일치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담임교사의 임상적 관찰 결과와 BGT 반응상에 나타
난 해석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BGT 도형에 대한 Perticone(1998)의 상징적 의
미와 해석적 가정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Perticone(1998)이 제시하고 있는 BGT
각 도형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적 가정에 기초하여
정서장애아의 BGT 반응결과를 분석해보기 위해 수
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정서장애아의 BGT 도형 모사에서 발견되는 특
이한 유형은 무엇인가?
2) 정서장애아와 정상아간에 도형모사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도형은 어느 것인가?
3) BGT 도형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적 가정에 비
추어 볼 때 정서장애아의 주된 인성적 행동특징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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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이며, 이는 교사의 관찰에 의한 판단과 일치하는가?

비추어 볼 때 정서장애아의 주된 인성적 행동특징은
대인관계 곤란, 적대감, 충동성, 행동화, 압박감, 두려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포항
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Clarke

움, 열등감, 심리적 위축 등이며, 이는 교사의 관찰에
의한 판단과 상당히 일치한다.

(1977)의 정서장애아 교사관찰판별척도에 의해 정서
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간주된 15명과 정서장애를 갖

이러한 결론은 Perticone(1998)이 제시하고 있는

고 있지 않은 정상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도형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적 가정에 대한 타당성을

이들을 대상으로 BGT 표준실시 절차에 따라 검사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온 채점

시행하였고, 모사반응 결과를 Perticon(1998)이 제안

방법인 Koppitz, Pascal & Suttell, Hutt 등의 방법

하고 있는 도형의 이상한 특징의 유형과 각 도형의

외에 새로운 채점방법의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

상징적 의미와 해석적 가정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채

다. 또한 정서장애를 비롯한 특수학교 장면이나 복지

점신뢰도는 전문가와의 일치율에 의해 83～93%로서

시설 장면에 있는 교사들에게 BGT의 임상적용을 확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초등학교 1, 2 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정서장애아를 판별하기 위

첫째, 정서장애아의 BGT 모사반응 결과에서 두드

하여 사용된 도구가 외국의 Clarke가 제시한 기준을

러진 특이한 유형은 형태의 왜곡과 관련된 채점범주

번안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을

에 속하는 특이한 일탈을 가리키는 ‘평평함과 각의

거치지 않았고 담임교사의 관찰평가에 의해서만 이루

둔화’, 불안 혹은 충동성을 암시하는 ‘반복시행’, 공격

어지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성 혹은 충동성을 시사하는 ‘선의 가중묘사’, 정신적

점과, BGT 반응 분석에 있어서 성별․연령별․지능

혼란과 사전계획곤란을 시사하는 ‘도형배열의 혼란’

별․사회성숙도 등의 개인배경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

이다.

다는 등의 제한점을 가지고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본

둘째, 정서장애아와 정상아간에 BGT 도형모사에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심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도형은 아버지 혹은

이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지배적인 남성과의 관계의 특성을 암시하는 도형 7

할 것이다.

이며, 그 다음으로는 일시적 기분과 정서 등 정의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도형 6, 경험된 어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BGT 도형의 상징적

머니 혹은 이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도

의미에만 국한하였지만, BGT의 채점과 해석에 대한

형 A, 자아욕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고집․

질적 접근을 위해서는 피험자의 검사자에 대한 반응,

동기 혹은 자기표현 경향성의 지표로 여겨지는 도형

실시과정에서의 피험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도

3, 어머니 혹은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상을 이끌어

형에 대한 자유연합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확대

내는 도형 4, 그리고 생활공간에서의 자아 혹은 현상

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사례와 임상사례

적 자아에 대한 지각의 투사를 촉진하는 도형 8이다.

보고가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셋째, BGT 도형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적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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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s Response to
the Bender-Gestalt Test
Gyeong Ok Lee
Jong Jin J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hildren with emotional disturbance responded to
the Bender-Gestalt Test, or BGT, by taking Perticone(1998)'s symbolic meanings and interpretative
hypotheses of individual BGT designs into account. The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as follows:
1. What types of unusual design features do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exhibit in their BGT
design copy?
2. Which design is copied by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and non- disturbed children in a
significantly different manner?
3. What is the major personality traits of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s behavior in light of the
symbolic meanings and interpretative hypotheses of the BGT designs? and does teacher observation
produce the same results about their major personality trai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5 children with emotional disturbance and 15 children without
emotional disturbance, selected from among the first and second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in the
city of Pohang,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former group turned out to be disturbed emotionally
by teacher observation checklist. They were tested according to the BGT standard procedure, and
their copi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Perticone's unusual design features and each design's
symbolic meaning and interpretative hypotheses. The scoring reliability ranged from 83% to 93%,
which proved to be very good after the ratio of conformity between this researcher and a specialist
was investiga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First, the significantly unusual design features of the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s BGT copies
included plainness/dull angles, repeat, duplicated line description, and confused design arrangement.
The first feature, plainness and dull angles, referred to unique deviation related to distorted form, and
the second feature, repeat, suggested the existence of anxiety or impulsiveness. The third one,
duplicated line description, indicated the existence of aggressiveness or impulsiveness, and the fourth,
confused design arrangement, indicated mental confusion and pre-planning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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