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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art therapy
program on one depressive child with no volition
The conclusion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is as follows :
First. art therapy program is considered to be effective in increase of
the child' s volition. since it solved his unsatisfied desire. and it is also
considered to be helpful in the extinction of unappropriate behaviors
through solving the child' s anxiety and tension. Further. the child
became to be acceptable toward others. who was opposed and fearful to
them.
Second. the child' s overall art skills. including especially drawing.
constructing. and so on were improved through art therapy. And the
child became to ask for colors and tasks that he needed. and also
possibly manifested his desire with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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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although the child could not ask what he wanted and do
nothing with passive attitude until the therapist assigned tasks to him
initially in the art therapy procedures， it was helpful for him to be
gradually voluntary that the therapist initiate to imitate after
presenting a model‘ Besides， it was helpful for him to manifest his
inner desire and have positive attitude that the therapist made him
feel free and initiate to do collage when the child had tension and
obligation to draw pictures. In termination stage of therapy， the child
showed considerably positive attitudes，
scissoring，

such as rapid behaviors，

applying paste， as well as filling up a paper with nine

pictures collected(picture

12) ‘

Fourth， in the case of this child，

manipulating paper gruel in art

therapy program was considered to effective in facilitating fine motor
functioning and behaviors， and thus having active attitude
Finally， through art therapy， the child became to have the sense of
reality and active attitude toward tasks， such as homework and so on，
instead of having passive attitude taken before towar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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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적응을 동반한 우울행동을 호소하는 아동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아동은
발달적으로 적절한 차이를 가지고 연령에 따라 적절한 관련특징을 가진 성 인과 유
사한 방법으로 우울을나타낸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은 그 진단이 확실치 못하며 나아가 아동에게서 매일 관
찰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인 슬픈 감정과 차이가 없고 단지 보기에 좀 이
상할 뿐이며 지속시간이 짧고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하고 있다(김 경희 ， 1991)

그

러나 아동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가볍게 보는 연구도
있는 반면에 비교적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연구도 많다.
Asarnow와 Carlson (1985)는

아동의 27�52%가 우울을 나타내었고 정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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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표집된 아동의 10-23%가 가볍거나 심한 우울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무쾌감증， 부정적인 자기명가. 집중곤란， 우유부단， 피로감

및 심리운동 지체 혹은 홍분 등의 부정적 증상으로 인하여 아동의 일상생활 및 학교
생활에 부적웅 행동을 초래하며 나아가서 낮은 학업성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강위영 등. 1997)

또한 아동의 우울증이 아동의 인지적 손상과 관계가 있음을 보

고한 연구들에 의하면 우울한 성인과 유사하게 4. 5학년의 우울한 아동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낮은 문제해결력을 보였고(Kaslow. 1983) . 그들 자신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Stark 퉁 (1990) 은 우울행똥이 있는 아동은
심리운동지체나 흥분， 역시 느린 반웅을 보이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우울행동에는 유아기 때부터 의 발달지체로 인한 부모의 일관성없
는 양육태도가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가족내의 부적응적인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학업에 대한 동기유발의 원천을 잃게 되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우울행동
으로 빠져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결합의 질과 유형은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esser & Gross (1995) 는 우울증상이 가족
내에 다양한 가족 상호관계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보고를 제시하고 있다- 최
선남 (1995) 은 아동의 우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변인의 연구를 통하여 가
족환경， 가족관계， 부모의 특성 퉁이 아동우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러한 우울행동올 해결하기 위한 많은 치료기법이 제안되어 왔는
데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에 의한 가족내의 부적응적인 상호작용이 원인이 되어 많
은 증상을 통반한 우울행동올 나타낼 경우에는 그동안 잠재된 아동의 욕구불만을
표출하게 하여 의욕을 증진시키며 ， 나아가서 학업수행에 적웅하게 하는 치료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울증의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중의 하나로는 Wadeson(1980)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임상장변에서 아동들이 보여주는 무기력함과 침묵 동으로 대
화를 통한 치료에 장애가 된 다는 것이다 최근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경
우，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우울증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보고 되고 었다- 인간의 조형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표
현과 숭화작용을 통해서 자아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다고 한다 (권기덕외 2인，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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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이근매， 박주현， 1997).
특히 능동적 촉지각을통한 며술치료 프로그램의 적용은 우울행동 아동의 부적응
행동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리랴 생각된다- 다시 말하연 다양한 며술활동을 통해서
욕구불만을 발산시켜 자아개념을 형성시키는 한펀 자존감을 높이고 의욕을 증진시
켜서 부적절한 행동을 소거하여 자발적인 행동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Wadeson， 198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적절한 행동 및 학교 부적웅 행동을 수반한 우울행통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한다

n. 톰묶방뺑
1 . 대상아돔
현재 초동학교 3학념에 재학중이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항상 우울환 기분으로
생활하며 가정이나 학교 수업시간에 주로 혼잣말을 하면서 노는 행동 등의 문제흘
지니고 았는 A군이다

1) 생육셔

암신 때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3.8kg으로 정상분만하였다

187>>월경에 걷기

시작하는 동 전반척으로 신체발달이 늦었다 아울러 선변처리도 늦었을 뿐 아니라
6서l까지 야뇨증세가 있었다.
4세경 유치원에 보내었는데 다른 아동과 어울리지 못하고 적옹을 잘 하지 못하였
으며 아동 스스로 무섭다고 다니기 싫다며 거부하여 6개월후 중단하였다.
5세부터 3년간 다른 아동보다 항상 행통이 느라고 전반적으로 뒤떨어졌으며 집단
에 잘 적응하지 옷하는 상태로 일반 유치원 및 태권도장을 다녔다가정에서도 아풍이 다른 아통보다 뒤떨어지는대에 대해서 불연감을 느껴 어머니
가 학습지 동을 이용하여 열심하 가르쳤으며 글씨를 해 득시켜 7세(생일이 빠름)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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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후 친구에게 관심은 있으나 어울리지 못하고 주로 혼자 놀았으며 학교생활은
그런대로 적웅해 나갔다. 그러나 학교 및 공부 숙제에 있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었으며 엄마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끌려진 상태였다
3학년이 되어서도 학습 둥 모든 일에 별 의욕이 없을 뿐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점
차 혼자서 소리를 내며 노는 행동이 많아졌다 집에서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도
“야， 야”둥 큰소리를 내면서 혼자놀이를 하는 행동이 빈번해졌다. 교사의 통제에 의
해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재차 반복하였다. 아울러 표정이 없이 강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사 의욕이 없고 우울한 상태가 입학 후 지속되어 점차 심해지는 것 같아상
담을의뢰하였다.

2) 초기상담시 의 아통상태
연구자가 인사를 시키자 표정은 굳어 있는 상태로 고개만 숙였다. 연구자가 ”너
그림 잘 그리니7"하고 질문하자 고개를 숙인채로 ’‘네i하고 대답하였다(엄마와의 상
담에서 아동이 그립을 전혀 그리지 못한다고 하였읍) . 그리하여 종이를 제시하여
그립을 그리게 하자 연필을 꼭쥐는 등 심하게 긴장올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자가
“자 낙서해보자”하면서 먼저 낙서를 해 보이자 왼쪽 하단 가운데 부분만올 반복하
여 그렸다- 그리고 눈을 심하게 깜박이거나 코를 많이 훌쩍거리는 행동이 잦았으며
잡지 그렴중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자 책장을아주 천천히 넘기는 동 행동
이 느렸다 그리고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서 축축했으며 계속 옷에 비벼서 닦았다
꼴라쥬와 지능검사 결과 빛 아동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미술활동에 나타난 특성
1회 때 그리기， 낙서뿐만 아니라 꼴라쥬에 있어서도 상당히 긴장하였으므로 중단
을시켰다.
2회 때 제차 꼴라쥬를 제시하였는데 여전히 반웅은 느렸으며 손바닥의 땀을 계속
옷에 닦으면서 돈， 도시락， 우유， 만화 주인공 등 다섯가지의 사물을 오른쪽 하단에
치우치게 불였다〈그립 1). 3회째에는 3가지를 선택하여 모두 왼쪽하단에 치우치게
불여 퇴행한 듯한 인상을 주였다〈그림 2). 4회째에도 3가지를 선택하여 중간 하단
에 불였다〈그림 3). 아동자신의 우윷， 패배뿐만 아니라 안정을 추구하는 아동의 내
면을 표출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작은 그림에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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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리거나 풀칠에 었어서도 아주 세섭하고 꽁꼼하며 선택한 사블의 가지수가 적
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아동의 소극적인 점을 엿볼 수 있었다

(2) 지능검사 결과
검사 결과에 따라 아동의 상태를 살펴보면 아동의 지능은 KEDI-WISC 언어성
IQ 104. 동작성 IQ 102로 전채평균 IQ 103으로 나왔다. 그러나 하위영역의 편차
가 심하였는데 상식‘ 공통성. 모 양맞추겨， 기호쓰기 퉁이 높은데 반해서 산수. 언어
이해， 어휘력， 차례맞추기 ， 토막짜기 등 사고를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현저히 떨
어지는 변을나타내었다.
2 치료기간 및 장소

치료기간은 1997년 8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주 2회 1회기 1샤간정도
로 총 12회로 대전머술치료연구소에서 실시하였다

3 치료프로그햄

면답사의 아통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우울행동으로 인하여 매사 의욕야
없고 행동이 둔감할 뿐 아니라 자신이 좋고 싫은 것에 대한 감정 표현도 할 줄 몰랐
다 그리하여 이러한 아동의 증상이 유발된 것에 대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1) 유아기부터 전반적으로 발달이 늦은 관계로 어머니가 불안하여 아동의 수준에
맞추어 지도하기보다는 일반아동의 수준을 요구하며 자극을 준 것에 대한 욕구불만
상태가 지속된 것이 아닌가?
2) 어렬 때 부터 나서는 것을 좋아 하였으나 가정이나 집에서 향상 부족한 아이로
여겨져서 칭찬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근본적으로 나서고 싶은 기칠이 있는데 반
해셔 능력이 부족하여 오히려 위축된 것이 아닌가?
3) 1학년 때 당임야 유달랴 글씨를 정확하게 쓰기를 요구하였던 관계로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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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심하게 지도해 왔다. 실패감올 거륨하면서 매사에 자신감을 잃고 소극적
으로 된 것이 아닌가?

4) 누 나와 비교당하면서 열등의식이 지속되어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 자발적인 행
동이 차단된 것이 아닌가?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여 점차. 학교 학습이 어려워지면서 홍미를 잃
게 되었으며 가정， 학교 어디에서 나 자산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자 삶의 재미를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아동의 욕구불만을 발산시킬 수 있는미술치료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
고 미술치료중심으로 프로그랩 을 구성하여 진행해 나갔다. 구체적인 미술치료 프로
그램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매회실시하는 과제는 정해 놓지 않은 채 아동이 직접 과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혹은 연구자가 과제를 선택하여 A군의 긍정적인 반웅을 얻어서 실시하였
다.
아울러 A군 어머니의 잘못된 양육태도가 A군의 정서적인 면에 많은 영향을 준 것
으로 판단되어 어머니 상담도 실시하였다.
〈표 2.1> 미술치료 프로그램
1회

면접

2회

낙서하기， 화연분할법， 종이죽조작， 난화상호이야기법

3회

낙서하기， 종이죽조작. 난화상호이야기법， 자 유화

4회

낙서하기， 종이죽조작， 난화상호이야기법， 자 유화

5회

낙서하기， 종이죽조작， 난화상호。1야기법

6회

낙서하기， 종이죽조작， 난화상호이야기법

7회

낙서하기， 종이죽조작， 난화상호이야기법

8회

풍경구성법， 자 유화

9회

종이죽조작

10회

종이죽조작

11회

낙서하기， 종이죽조작， 풍경구성볍. 난화상호이야기법

12회

낙서하기， 종이죽조작， 자 유화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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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 혈T뭘파
본 연구대상인 A군에게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 각 단 계 별 진행과정 및 결과
는다음과 같다.

1 . 각 단계별 진행과정 및 결과
1) 1기(1-4회)
낙서하기에 있어서 4절지와 8절지를 제시하자 큰 종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리는 것에 있어서 불안해하며 잘 그리지 못하고 왼쪽 하단 부분만 칠하였다〈그림
4). 4회에는 연구자의 낙서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원을 그리면서 칠할 수 있
게 되었다
종이죽조작에 있어서는 종이죽을 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뜸지 못하고 거의 손가락
을 편상태로 만졌다 그리하여 비누방울을 주무리며 거품을 내게 하였는데 2-3회
경까지 손가락을 편상태로 비누방울과 점토를 비비기만 하였다 그러나 4회에 접 어
들어서 다 소 빠른 속도로 손가락을 오므리 면서 점토를 주무는행동이 나타났다
그리기에 있어서는 3회경 조금 일찍와서 다른 아동이 스티커 붙이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립을 그려서 스티커를 불이겠다고 하였다 꽃과 나무， 구름， 새를 그리고
스티커를 장연에 맞지 않게 아무렇게 나 붙여 물감으로 색칠하였다〈그림 5). 4회경
에는 전회보다 나무를 풍부하게 그리고 해， 구름. 꽃들을 삽입했다. 동물스티커를
다양하게 불이고 동물스티커시대라고 제목을 붙였다〈그림 6).
난화상호이야기법에서는 쥐， 길， 빵， 칼 등의 그림을 그렸는데 형태가 추상적이었
으며 ”쥐가 물고기를 잡아먹었어요

“가방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원은 빵으

로 만들었어요 ” 등으로 공격적인 표현과 다소 추상적이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표현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 꾸미는데 시간이 걸렸으나
4회에는 빨라졌을 쁜 아니라 재미있어 하며 접 근하였다.
이 무렵에 가정에서 아동이 연구소에 오는 것을 기다릴 뿐 아니라 항상 우울하고
경직된 표정이 다소 밝아진 것 같다고 하였다 아울러 눈을 심하게 깜박이거나 코를
훌쩍이는 행동이 치료중이나 가정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고 소거되었다.그러나 여 전

히 손바닥에 땀이 심하게 나서 자 주 옷에 손바닥을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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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71(5회-8회)
낙서하기에서는 4절지 전체에 색철을 하였는데 연구자보다 진한 색깔을 선택하였
다. 색을 통한 숭리감을 얻고자 하는아동의 방어기제를 엿볼 수 있었다좋이죽조작에서는 초기에는 의미없이 만지고 주므르고 반죽하는 것으로 그쳤으나
5회에 접어들면서 종이죽반죽 후 4절지에 모 양을 만들고 제목을 불여 나갔다. 5회
에는 들과 나무. 6회 때는 음표. 7회에는 산. 8회에는 하늘과 땅둥으로 제목에 맞
는 형태는아니었으나 의미가 없었다〈그림 7)
그리고 종이죽을 만지고 반죽하는데 있어서 손가락을 힘차게 움직 이기 시작했으
며 색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색의 물감을 요구했다 8회에 접어들면서 자유화를 그
렸는데 하늘， 땅， 바다로 3등분하여 그렸다- 자통차 길을 첨가하여 그렸으며 길을
수수깡으로 나타낸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동안 스티커만 사용하였으나 본회에는 수

수깡， 스티커， 색종이 등의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그림 8).
아울러 LMT를 실시하였는데 치료초기에 전혀 그리지 못하던 아동이 적어도 구
도가 잡힌 하나의 그렴을 완성하였다 〈그림 9) 아동의 어머니는 이 풍경화가 아동
이 제대로 그린 최초의 그림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했다 아울러 이 무렵 가정에서 아
통이 가끔 행동한 표정을 짓는경우가 잦아졌다고 하였다.
그동안 자신이 싫고 좋음에 대한 감정표현을 제대로 못하던 아동이 ”이거 할래
요

“그림 오려 불이기. 싫어요

퉁의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정에서

도 정확하게 감정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3) 3기(9회-12회)
종이죽조작에 있어서 9회에 산. 괴물. 10회에 공룡. 11회에 고릴라 12회에 외 계
인으로 표현했는데 거의 제목에 알맞는 형태를 만들었다〈그림 10). 낙서하기에 있
어서는 치료자보다 빨리 칠하기 등으로 내기를 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치료자를 이
기고자 열심히 색칠하였다〈그렴 11).
자유화에 있어서도 전회보다 내용과 색상이 풍부해졌다. 동물을 사랍보다 훨씬 크
게 나타낸 것으로 보아 내적 에너지의 충만함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치료종료시에는아동의 표정이 자 연스러 워졌을뿐 아니라 치료자에게 먼저 뛰어와
서 인사하며 안기는 등 말할 때도 웃는 인상이다. 특히，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
는것에 거부감을 나타내어 치료를 받지 못하였는데 치료를 받을 쁜만 아니라 주사
도 아무런 거부없이 맞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시간 조정에 있어서 “재능 선생님이 오니까 목요일은 안돼요- 금요일 해 주세요”
동으로 자신이 할 일을 챙기는행동이 나타났다〈표 3.1 참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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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A군의 미술치료결과
치
현
활동

표

|

료

전

치

낙서핸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였으며 사물형태
• 스티커

동을 상황에 맞지 않게 아무렇게 붙인다
흑은

• 꼴라쥬에 있어서 요른쪽 하단， 왼쪽하단

죽조

·색상이 다양해졌다
'4절지 전체변을활용뼈

면

• 총이죽 반죽시에 손가락에 힘을 주며 힘차게 반

• 단지 종이죽의 감촉을 좋아하며 만지기만 하

• 종이죽으로 4절지 종이위에 제목에 적합한 형태

죽하게 되었다

였다

로만들수있게되었다

색을 모방하여 요구하였다

l

구도가 적절하게 붙였다

상태로 만지기만

• 색에 있어서 다른 아통이나 선생님이 선택하는

행 통
변 화

그릴수있게 되었다
• 구도나 상황에 맞게 재료를 사용함

었다

하였다

작

맴 강 집 동의 돼뿐만 아니
자용차 퉁 세심한 통올모양도 스스로

가운데 하단 등으로 구도가 한쪽으로치우쳐 있

• 종이죽 반죽시에 손가락올

종이

후

• 。똥 스스로 산
라 새， 벌‘

를 전혀 그려지 못한다

료

• 색상에 관섬을 가지게 되었으며 색으로 내연을
표현하게되었다

항상 뽑한 가분양 생활했액 X낸의 감정
을표현하지못했다

• 싫고 좋운 감정을 말과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 얼굴표정이 굳어 있었으며 표정변화가 없었다.

• 표정이 밝아졌으며 웃는 얼굴이다

·타안에 대한거부가 심했다

·치료사와눈이 맞주철 때마다미소를짓는다

• 타인에게 있어서 스스로 인사하거나 딸을 걸지

• 치료사에게

• 모든 행동에 있어서 소극적이며 느리게 반웅하
였다
• 병왼에

달려오}서

인사할 뿐 아니라 다른 지

료사에게도 인사한다 스스로 치료사에게 말을

않았다

건다
·행동이 빨라졌다

가는

것을 심하게거부하여 치료를 받지

• 집에서는 잘 푸는 문제이나 학교에서는 긴장하

및 주사를 맞을수있게되었다

• 집에서 푸는 문제는 학교에서도 풀 수있게되었다
• 혼자 놀이가 현저히 줄었다 친구틀이 노는데 참

여틀린다

여할수있게되었다

·혼자놀이가심하였다
• 둔깜박이는 행동과

• 타인을 수용하는 자세가형성되었다
• 병원치료

옷했다

코

훌쩍이는 행동이 심하였다

• 학습퉁 과제에 집중할 혜 손바닥에 심하게 땀이

• 눈깜박이는 행통과

코

• 손바닥에 땀이 나서

훌쩍이는 행동이 소거되었다

옷어l

닦는 행통이 현저히 줄

었다

났다
• 항상 수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였다

·과목에 따라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하게 되었다
학습에 대한 의욕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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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벌 작품의 예)

얻

줬용

쫓훌
鍵鍵驚짧홉
〈그림2> A군의 꼴라쥬(제3회)

〈그림 1> A군의 꼴라쥬(제2회)

짧흉
繼j
〈그림3> A군의 꼴라쥬(제4회)

〈그림4> A군의 자유롭게 낙서하기

〈그림5> A군의 자유화

〈그림6> A군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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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A군의 종이죽조작

〈그림9) A군의 LMT

〈그림8) A군의 자유화

〈그림10) A군의 종이죽 조작

〈그림11) A군의 자유롭게 낙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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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뭘룰 및 놓의

본 연구는 매사 의욕이 없으며 우울행동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
램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구명해 보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주요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프 로그램은 아동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서 의욕을 증진시키는데
유효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미술치료 프 로그램은 아동의 불안， 긴장감을 해소시
켜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통의 소거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서 타

인에 대하여 거부적이고 두려워하던 아동이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
었다.
둘째， 미술치료로 인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미술능력， 특히 그리기， 만들기 동의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색상과 과제 둥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
으며 색을 통한 욕구표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미술치료의 절차에 있어서 처음에 아동이 하고 싶은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치료사가 과제를 제시해 줄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먼

저 치료사가 모델을 제시하여 아동에게 모방하게 한 것이 점차 자발적으로 이끌어
가는데에 도움을 준 것 같다. 아울러 아동이 그리기에 심하게 긴장하고 부담을 느낄
때 빨리 제거시켜 주고 꼴라쥬를 도입해 나간 것이 아동의 내면을 표출시켜서 적극
적인 자세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준 것 같다 치료 종료시에는 9가지의 그립을
선택하여 종이 전체를 메꾸었을 뿐 아니라 빠른 행동a로 가위질， 풀철을 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그립 12) .
넷째， 본 아동의 경우 미술치료프로그랩 중 종이죽조작의 도입은 손가락기능을 촉
진시키는데 유효하였으며 행동을 촉진시켜 활기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미술치료로 인하여 그동안 수동적인 자세로 진행해온 할 일(숙제 동)에
대해서 능통적인 자세를 취하는 둥 현실감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미술치료는 아동의 부적절한 환경으로 인하여 잠재된 욕구
불만을 발산시키는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되며 나아가서 아동의 의욕올 고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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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서 기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등 삶에 활기를 부여하였다고 생각된다 아
울러 혼자놀이에서 벗어나 친구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리고 우울행동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현실감이 생겨서 자선의 할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학업성적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한다그러나 아직 친구와의 놀이에 있어서 친구들의 반응에 따라 쉽게 위축되는경향이
었으며 실질적인 놀이 등이 아직 곤란하다. 또한 자신이 싫고 좋은 감정에 대해 과
잉으로 홍분하는 면이 있으므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인 치
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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