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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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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중학교 2학년인 14세의 우
울 남학생 1명을 선정하였다. 미술치료 프로그램 진행은 초기에 주 2회, 중기부터
주 1회씩, 50분 동안 총 10회 실시하였다. 치료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아우
울척도(CDI)와 그림 투사검사인 KFD, KSD, SWT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성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CDI검사에서 우울하지
않은 정상 상태로 나타났으며, 진단용 투사 검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회기
별 활동 진행과정에서 피험자는 우울 증세로 기인한 행동영역의 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프로그램 종결 후 1개월 후에 실시한 추후
검사에서 미술치료의 효과성이 더욱 증진되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성 감소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표상매체, 청소년 우울증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는 우울증을 21세기에 인류를 괴롭히는 10대 질병 중 하
나로 지적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우울증이 심장병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질
병이 될 것으로 예측할 정도이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2002).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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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흔하지만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 가운데
10%만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경제신문, 2005).
청소년기 우울증의 증상은 우울감, 초조감, 흥분, 집중력 저하, 수면 및 식욕
의 변화, 절망, 슬픔, 공허감과 함께 자기비판의 증가, 에너지 상실, 일상생활이
나 친구에 대한 흥미의 상실, 죽음에 대한 언급의 증가와 함께 자살 위협을 느
끼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DSM-Ⅳ, 1994). 청소년기 우울증은 성인과는
달리 가면성 우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직접적인 증세 대신 다른 행
태를 보인다. 학교의 부적응적인 비행행동이나 신체화 증상, 성적저하, 과다활동,
공격행동, 무단결석, 친구관계 악화 등의 위장된 형태로 나타나 부모나 교사가
학생에 대한 우울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전형적인 우
울증은 쉽게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반면 가면성 우울증은 치료
시기마저 놓치기 십상이다.
청소년기

우울증은

성인이

된

후에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고(Kovacs,

Paulauskas, Gastonis, & Richard, 1988), 특히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이 사망
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2위이다(통계청, 2006). 우
울증은 자살 사고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신민섭 등, 1991), 이 시
기에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신체․생리적 복합적인 증상
으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울증의 치료는 약물치료만으로 근원적 치료가 어
렵고, 심리 치료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재발할 확률이 적다. Beck(1976)은 자신의
인지적 치료 기법과 약물치료의 효과성을 비교하여 인지치료가 재발확률이 적고
우세한 치료법임을 입증하였다.
심리치료의 효과성은 미술치료로 접근 할 때 더욱 효율성을 지닐 수 있고,
이것은 그 동안의 많은 미술치료 임상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술은 감정이
나 사고가 표상되어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로 남게 된다. 특히 미술은 인간의 내
적인 언어를 비교적 자유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특성을 지녔다. 미술 활동은 미
적 체험과 작품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본인의 작품 속에서 나타
난 미적요소를 재경험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심리적 표상이 형성되어, 치료 장
면에서 자아의 통찰, 학습, 성장으로 유도되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미술치료는 아동이나 청소년기의 정서행동장애 치료
에 효과가 있음이 계속하여 연구되고 있고, 무기력과 무가치감, 자존감 저하 등
이 특징인 우울증에 치료적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김희
은, 2002; 김혜정, 김동연, 2002; 최영선, 2003; 박상희, 2005).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가 주로 다룬 미술 표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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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기법, 재료 등의 형식성에서 벗어나 인지적 측면에 비중을 둔 표상매체를 활
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우울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자 한다.

2. 연구 목적과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에게 표상매체에 따라 감각양식을 활
성화 시킬 수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청소년의 우울증에 미
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측정도구의 검사에서 우울증 청소년에
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둘째,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우울증 청소년의 회기별 활동에 따른
우울성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우울증과 미술치료적 관계에서의 표상
최근 들어 청소년기 우울증은 최초의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서 부모와의 상호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우울한 청소년들은 자기, 부모, 또래에 대해
부정적 표상을 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Rudolph, 1994;
Armsden & Greenber, 1987; Crowell et al., 1991; 김은정과 권정혜, 1998).
청소년들은 자신이 경험한 대상에 대하여 심리적 표상을 구성하여 기억 속에
간직하고 부모와 또래들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표상을 지닌다. 특히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타인표상 원형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체험에서 기인
한다고 보았다. Bowlby(1980)는 아동과 부모의 초기 애착 관계(표상)의 문제를
우울의 취약성으로 생각했다. Arieti와 Bemporad(1980)는 우울성은 중요한 타인
에 대한 과잉의존이나 어떤 목표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우울증이 유발된다고
했다.
미술치료 장면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관계성은 분리 개별화나 상호관계성에
작용하는 대인표상의 형식에 맞추어 개입 할 수 있다. 이는 심리치료의 자원을
대상관계 측면에서 찾으려한 Bowlby(1969), Karen(1998) 등처럼, 이 분야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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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치료로 접근한 Robbins(2001)와 Henley(1991)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표상매
체를 적용한 미술치료로써의 본 사례연구는 미술활동 중 인간의 감각양식을 통
하여 우울증의 취약성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각표상을 능동적으로
활성화 시키려는 활동이며 치료효과를 위한 그 기본전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술치료가 표상이론과 관련시켜 연구의 의의를 갖는가? 프로이트는 의식적
인 사고나 무의식적인 환상 등에서 다른 표상을 실제로 끌어 들이는 표상이 있
다고 생각하였고 이는 사고의 기능 작용을 투과적이고 소통이 잘되게 하는 역할
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런 표상을 ‘목표-표상’으로 명명하였고 연상
의 흐름을 조직하고 방향을 지을 수 있는 유도인자로 본 것이다(Laplanche &
Pontalis, 2005). 하나의 심리요소가 표상으로 도출되어 다른 것과 결부 될 때 언
제나 그것들 사이에 정확한 깊은 관계를 모색하는 것은 심리치료에서 필요하다.
미술활동은 청소년이 저항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들어내는 경우가 많아 다른 표
상과 관계를 맺거나 끌어들이는 기능을 할 수 있어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미술치료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의식 내 표상작용을 미술활
동에 의해서 형성시켜주고, 외부세계의 대상과 상호작용하여 의식 밖으로 끄집
어 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체계적인 처치를 받아 의식 안에 형성된 부정적인
표상형식을 미술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새로운 표상형성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미술치료가 표상심리의 자원을 갖으며,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방법
적인 자원으로 될 수 있는가? 인지이론은 인간이 능동적인 의미 구성적 존재라
는 철학적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인간은 주변 환경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세상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환경자극 자체보다
는 그 자극에 부여한 의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인지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림에 나타난 모양이나 형체의 왜곡 등은 내
적 표상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유아기에서부터 경험한 다양한 현상과 사
건들에 대하여 본인이 생각한 것을 그림으로 표상하며, 이는 그 사람의 인지구
조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사람의 기억 속에는 세상의 다양한 유형의 지식이
표상되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미술 속에서 이미지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이스너(Eisner, 1994)는 표상체계가 일차적으로 우리의 시각, 청각, 촉각, 후
각, 미각에 호소한다고 보았다. 서로 다른 표상체계는 서로 다른 감각양식의 사
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과정의 종류도 서로 다른
것이며 서로 다른 표상체계는 다른 양식의 개념 형성을 자극하게 된다. 즉 표상
체계는 정신을 바꾸는 도구로, 경험의 질을 변화시켜주는 도구로 간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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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치료에 있어서 표상은 내담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내보이는 수단
이 되기도 하고, 그 내담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미술은 시각과 촉각, 신체활동 등이 경험적 의미와 서로 관계하여 이미
지 표상으로 발현된다. 미술치료에 표상매체를 활용 할 때 정신을 바꾸는 도구
로, 경험의 질을 변화시켜주는 도구로 가능한 것이다.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효과적인가? NLP(Neuro-Linguistic Programming)
의 이론가들( O'Conner & McDermott, 1999)은 감각을 표상체계와 관련지었다.
그 표상체계의 감각양식으로 다섯 가지(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를 들었다.
사람은 매순간마다 표상체계를 사용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창조하며 각자 어떤
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선호감각을 갖고 있고, 과거의 어떤 경험을
다시 회상하거나 재생할 때는 여러 가지 표상체계 중에서 특정한 한 가지 표상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그 기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간의 사고
와 기억은 나름대로 일정한 패턴으로 형성된다. 나쁜 기억이 형성되었다면, 그것
은 불쾌한 시각장면, 불쾌한 청각적 소리,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신체감각적 정
보를 중심으로 한 구조로 이루어진다(설기문, 2003).
표상매체는 이처럼 나쁘게 형성된 구조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감각의 하위
양식이 될 수 있다. 또한 치료 중에 쉽게 래포형성을 해주고, 표상형성 방법에
따라 튼튼한 자아도 형성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결국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
료는 인간의 기억과 경험의 모든 다른 측면과 연관되는 통로에 접근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미술치료를 통해서 우울증을 지닌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초기 대상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하고, 또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표상이론을 반영한 프로그램제
작이 요구된다. 때문에 표상 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는 우울증의 취약성과 상호
작용 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각표상을 능동적이며 긍정적으로 활성화 시키려는
활동이다. 그리고 매체는 표상에 오감이 충분히 반응하도록 시각, 청각, 촉각, 후
각 등의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2.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의 프로그램의 체계가 되는 미술치료의 기초적인 구성내용은 감각표
상과 대인표상을 기본으로 하여 정서적 표상매체, 인지적 표상매체, 신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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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상매체, 관계적 표상매체, 반성적 표상매체로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적용한
통합적 치료구조의 프로그램이며, 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표상매체의 사용이다. 감정은 신체와 뇌에 연관되며 우리가 행
하는 모든 것은 감정에 의하여 행해지고, 이러한 감정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정
서적 가치체제는 매우 강력해서 파괴되면 인지체제 마저도 무너질 수도 있으며
(Given, 2002), 이와 같은 감정의 자기조절은 마음상태를 이루고 표상과 상호관
련지어 진다.
인간은 주변 환경의 자극에 의한 변화에 반응하고 수용하여 표상을 하는데,
감각양식은 표상의 질을 결정한다. 어떤 한 감각양식에서 의미를 벗어나는 표현
은 쉽게 정서를 억제하여 정서를 표현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보다 쉽게 반응하
는 감각에서는 더욱 감각적 상상이 높아지고 정서를 고양시킬 수 있다. 예컨대
바람 소리는 말이나 시각적 양식 보다는 청각적 양식으로 훨씬 쉽게 매개하여
표현할 수 있고, 바람이 부는 들판의 표현은 시각양식인 그림으로 담아내기가
보다 쉽기 때문에 정서적 표상매체는 감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정서의 행동적 측면은 감각적 경험이나 감각을 통하여 자극을 받는다. 미술
치료는 정서적 조건이 만족되어 질 때, 내담자는 치료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시
키고 개인의 성장을 도모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서적 표상매체를 적용한 단계에
서는 치료자와의 신뢰감 형성과 미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흥미를 갖게 자발
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인지적 표상매체 사용이다. 두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자극하는 것이 인
지적 표상매체이다. 인지체계는 외부세계와 다른 매체를 통하여 받아들인 자극
을 인지하며, 그러한 인지에 근거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의 일차적인 정보 수집 체계는 바로 감각기관이고, 감각 기관을 통하여
삶의 형식에 담길 내용을 제공하는 것도 감각 기관이다. Eisner (1994)는 인지구
조에서 생겨나는 개념들은 감각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로부터 도출한 이미지의 구
성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념들은 시각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청
각, 촉각, 미각, 후각적 형태로도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표상양식은 각각의
다른 감각양식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인지적 치료도 역시 많은 인지도식 형
성에 도움이 되는 감각유형의 매체를 제공하여야만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신체․운동적 표상매체의 사용이다. 미술치료는 신체․운동적 활동의
경향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신체의 운동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매체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내담자가 소극적으로 참가할지라도 표현
과 동작, 움직임과 행동 등은 치료의 많은 단서를 주는 한편 내담자 스스로도
신체적 활동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감각이나 동작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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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된 내적 갈등을 자발성을 지닌 신체적 활동으로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해줌으로
써 정서적 변화를 일으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또한 신체로 표현되는 에
너지는 비언어적인 형식으로 회기의 활성화에 촉진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신체를
자극하여 활성화시키고 운동성이 촉발되도록 관여 하는 표상매체가 필요한 것이
다.
넷째, 관계적 표상매체의 사용이다. Horowitz(2001)는 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의 여러 측면들은 무의식적인 개인도식에 의해 일어나고 통찰과 연습에 의
해 그 패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본능적 욕구 중 하나는 다
른 대상과 관계 맺기를 추구하며, 인간들은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
는 정체성을 원한다. 생애 초기에는 타인과 자기에 대한 최초의 이해를 하고 타
인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아동기는 정서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역할
경험을 하고, 청소년기는 또래들과의 우정에 관한 다면적 역할 관계 모델을 익
히고 형성할 때이다. 그러나 이런 과업들에 대해 자기조절 실패로 관계의 결핍
이나 파괴가 일어나기도 한다. 관계적 표상매체는 관계의 결핍이나 파괴된 부분
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매체이다.
다섯 째, 반성적 표상매체의 사용이다. 반성적 표상매체가 작용하는 치료체계
는 내담자의 치료활동에 대해 개인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이다. 종결단계에 적용
하였지만 회기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체계이다. 활동 회기단계에서 반성적 태
도로 방어를 수정하고 자기관찰의 기술을 학습하는 것은 자기과제에 해당된다.
종결 단계에서의 반성적 매체는 치료회기 중의 작품을 통하여 그 동안의 경험에
대하여 개연성 있는 사고와 행동은 유발 시킬 수 있는 매체로 자기 지향적 질문
을 통하여 되돌아보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해 보기도 한다.
이상의 구조들은 상호적인 서로 연결된 체계로 형성된다. 이 모든 다섯 가지
의 표상매체는 전회기에 동시에 기능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2학년인 14세의 남학생으로 CDI=32를 보이며, 우울
증상으로 나타난 행동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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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행동특성
행동영역

대상의 행동특성

정서적
행동

․심한 우울증이 있어 항상 기분이 저조해 있다.
․자존감이 상당히 낮고 위축되어 있다.
․1주에 2～3번 정도 깊은 슬픔에 젖거나 운다.

일상적
행동

․학교 등교 시간에 자주 지각(1주에 2～3번 정도)을 한다.
․학교생활에 웃음이 없고 늘 화난 얼굴로 굳어있다.
․학습의욕이 저하되어 성적이 떨어졌다(전년도 대비 150등
하락).
․수업시간에 책상 위에 엎드려 잔다.
․대화 중에 손톱을 물어뜯거나 자주 하품을 한다.

관계적
행동

․또래와 상호관계가 잘 안되고 급우들의 잡담에 극히 민감
하고 짜증을 낸다.
․교사의 지도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아 행동수정이 되지 않
는다.
․교사와의 대화에서 회피반응을 자주 보인다.
․어머니와 대화의 단절이나 다툼이 있다.

2) 가족력
가족 구성은 부모, 누나, 여동생 등 3남매 가운데 장남이고 둘째이다. 아버지
는 회사원이며 어머니는 최근에 들어서 식당에 종업원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대상 청소년은 소아기 시절부터 활동력이 있어 밖에서 놀기를 좋아해 자주
몸에 상처를 내는 경우가 많았고, 5세부터 축구를 좋아해 공을 갖고 노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축구감독으로부터 축구부에 들라는 권유
로 축구부 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
내담자가 지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성격은 너그러운 편이며 큰 잘못을 저질렀
을 때에만 혼을 내는 데 반해 어머니는 내담자의 행동 수정이나 성적향상을 위
하여 채벌을 하시는 분이고 그에 대하여 내담자는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다.
내담자의 가족지각의 특이점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며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 갖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어머니를 이기적인 성격자로 인지하고 있
으며 채벌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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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1) 대상선정 및 사전검사의 실시
C중학교 440명(남․여)을 대상으로 Kovacs과 Beck(1977)이 제작하고 조수철,
이영식(1990)이 번안한 CDI(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실시하였다.
우울성이 현저히 높은(CDI=30점 이상) 학생이 2.5%였고, 이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며 담임선생님의 의뢰가 있는 2명을 선정하여 개별사례로 연구하였지만
추후 검사까지 완료한 1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 및 장소
본 연구의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은 2006년 7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초기에
주 2회, 중기부터 주 1회씩, 50분 동안 총 10회 실시하였다. 치료장소는 C 중학
교 사회복지실에서 실시하였다.
3) 사후검사 및 추후검사 실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
그램의 중간(6회, 8회)과 마지막 회기가 끝나고 검사를 실시했다. 프로그램 효과
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종료 후 1개월 뒤에 추후검사를 실시
했다.

3. 측정도구
1) 우울척도 검사
내담자의 우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Kovacs과 Beck(1977)이 제작하고 조수
철, 이영식(1990)이 번안한 소아 우울척도(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이하 CDI)를 사용하였다. CDI는 7세에서 17세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2주
동안의 자신의 기분 상태를 스스로 평가 한 것이다. 점수범위는 각 문항 당 0점
에서 2점까지 부여 할 수 있고, 총점의 범위는 최하 0점에서 최고 54점까지 나
올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우울검사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증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자기
보고형 척도로써 5가지 하위척도와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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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적가족화 검사(KFD: Kinetic Family Drawing, 이하 KFD)
내담자의 가족표상에 대한 사전․사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Burns와
Kaufman(1970)에 의해 개발된 동적가족화를 실시하였다. 자신의 가족을 모두
그리되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내용을 그리도록 하는 검사이다. 동적가족화 검사는
그려진 인물의 행동이나 운동성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며, 가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학교생활화 검사(KSD: Kinetic School Drawing, 이하 KSD)
학교환경에서 내담자의 사전․사후 또래표상에 대한 변화 상태를 알기 위해
상호관계성 파악에 유용한 Knoff와 Prout(1988)가 개발한 학교생활화 검사를 실
시하였다. 학교생활화 검사(KSD)는 동적가족화를 변형하여 투사적인 방법으로
개발한 그림 검사이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검사를 통하여 학교생활에서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 볼 수 있고, 학교 적응과 또래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4) 별-파도 그림검사(SWT: Start-Wave Test, 이하 SWT)
내담자의 실생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Avé-Lallemant, Ursura(1978)가 제작
한별-파도 그림검사(SWT)를 사용하였다. 이는 투사검사로 임상장면에서 성격진
단 검사로 주로 사용되며 조형요소인 형․동세․공간을 바탕으로 해석된다. 별
과 파도가 있는 바다의 풍경을 정해진 사각형모양으로 테두리가 그려진 검사용
지 안에 자유연상을 통하여 그리게 하여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정보나 우울성 등
을 알 수 있다.
별-파도 검사에서 우울성을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생의 우울과 별-파도그림
반응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최재욱, 2004)을 참고 하였다.

4. 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의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표상체계와 감각양식에
관한 연구(Eisner, 1994; O'Conner & McDermott, 1999), 우울성과 대인표상, 미
술매체에 관한 선행연구(김영아, 2000; 최영선, 2003; 김혜정, 2002; 홍용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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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2005)를 참조하였으며, 구조화된 단기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매 회기 작업과 질문 형식의 토론이 병행되었으며 소요시간은 50분 내외로 진행
되었다.
미술치료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의 단계별 표상매체 적용은 <표 2>와 같고,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은<표 3>과 같다.
<표 2>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표상매체의 적용
치료
단계

표상매체의 적용

치료목표

1단계

정서적 표상매체

친밀감 형성과 정서적 이완을 하여 자기 방어를 줄이
게 한다. 미술매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매체에 적
응하게 하며 표상매체를 통하여 선호표상을 탐색하여
자기 감각양식을 파악하고 문제를 인식 한다.

2단계

정서 및 인지적
표상매체
신체 ․ 운동적
표상매체

감각양식에 의해 대상표상을 하고 비합리적 신념, 자
동적사고 등에 의해 왜곡된 정서나 인지를 탐색하고
부적응적인 행동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찾는다.

3단계

인지 및 관계적
표상매체

미술 표상활동을 통하여 부정적인 자기도식과 관련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왜곡된 인지와 행동문제를 찾아내고 타인에 대한 이
해력을 증가 시킨다.

4단계

반성적 표상매체

자기를 지지하고 허용하며, 치료과정을 통하여 확대
된 의식을 알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표 3> 미술치료프로그램
활동
단계

회
기

초기면접

활동주제

치 료 목 표
활 동 내 용

․프로그램에 대한
① 면담과 우울증 검사를 하기
소개
② 동적가족화 그리기
․사전검사:우울검
③ 학교생활화 그리기
사, KFD, KSD,SWT
④ 별-파도 그림 검사
자기표현, 긴장 완화, 방어 줄이기

1
단
계

1

․ 친밀감 갖기
․ 모호한 형태
명료화하기

기대효과

․프로그램의
이해

․친밀감형성
․자유연상 경험
① 친밀감 형성
②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고 감각 ․긴장완화
․심상표상을 통한
(시각, 청각)표상하기
자기 지각
③ 감각표상을 그림으로 그리기
④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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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단계

회
기

활동주제

치 료 목 표
활 동 내 용

기대효과

표상된 감정 표현, 정서적 이완, 카
타르시스, 감각양식 찾기

1
단
계

2

선호 표상양식
에 초점 맞추기

① 종이를 찢어 자기감정 및 욕구 표
현하기
② 선호표상 발견-시각, 청각, 촉감,
신체 운동
③ 색으로 감각양식 나타내기(색체
표상)
- 긍정적, 부정적 감정 그리기
④ 완성된 그림보고 자기 생각 말하
기

․무의식의 표출
․선호 표상 및
욕구상태 인식

억압된 감정표출, 정서 다루기

3

정서 느끼기

① 밀가루 반죽에 색소를 첨가하여 주 ․억압된 감정표출
․소아기의 대상
무르기
감정 느끼기
② 밀가루 반죽을 통하여 감정표출
․정서 다루기
하고 시각적 표상하기
③ 표상한 주제로 부조 작품 만들기 -자기의 정서적
문제 확인
④ 작품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과 이
유는?
자기자각과 신체운동성 바라보기

2
단
계

4

대안적 시각

① 눈을 감고 시각적 표상하기
② ‘액션페인팅’ 기법으로 감정표출 ․자기 자각하기
하기
․자기의 신체 운
③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자기정서 피
동성을 바라보기
드백
․대안행동을 찾음
④ 나의 생각과 행동 바라보고 대안
찾기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대상관계 알기

5

표상양식
바꾸기

․부모의 표상된
① 어머니의 소리를 점과 선으로 표현
감정 표출
하기
․욕구 파악
② 그림 제목 붙이고 자기감정 말하기 ․대상 표상
③ 소리에 관한 과거 회상하기
․갈등 해소
④ 그림을 보고 자기 감정 피드백
유능감을 갖고, 희망 갖기

3
단
계

6

자기도식
바꾸기

① 내면언어를 심상화하여 표현하기 ․ 자기표현
②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 표상하 ․ 자아통합
여 그리기
․ 정체감 향상
③ 부정적 자기도식 없애기
④ 자기 정체감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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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단계

회
기

치 료 목 표

활동주제

기대효과

활 동 내 용
가족표상-기대와 지각 차이 알기

7

가족상 그리기

3
단
계

①
이
②
③

샤갈 그림 “나의 마을”에서 자신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 만들기.
가족상 콜라주 만들기
가족의 반응양식 언어(비언어)로
표현하기
④ 내가 원하는 것 말하기

․
․
․
․

관계성 파악
정서적 지지
가족관계 개선
창의력 자극

타인과 상호작용, 동기, 이해력 증
가

8

또래도식
바꾸기

①
기
②
③
④

․ 대인관계성 향
또래에 대한 감각 표상하여 그리 상
․ 자존감 향상
느낌을 언어(비언어)로 표현하기 ․ 창의력 자극
작품을 재표상하고 피드백
소망 갖기

자기를 지지하고 허용하기

9

자기지지,
자기허용

4
단
계

①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을 선
택(각
각 양손에 잡는다)
② 눈을 감고 음악의 선율을 시각표
상하
여 두 손으로 그린다.
③ 자기 모습 내면으로 보기
④ 자기 모습을 지지하고 허용하기

․ 자기지각 향상
․ 자아통합
․ 정체감 및 유능
감
향상

확대된 의식 알기

10

소망 갖기

사후검사 및 추후검사

․
․
① 전시회를 갖기-작품의 장점 발견 ․
② 미술치료 경험 나누기
․
③ 미래에 대한 기대 나누기
상

자아통합
자신력 향상
정서적 지지
대인관계성 향

․ 우울검사, KFD, KSD, SWT 검사
․ 추후검사 : 1개월 후 검사

5.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는 결과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첫째,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중간, 사후, 추후 검사로 실시한 우울검사를 전체적인 점수와 5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점수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서 SWT(우울성), KFD(가족표상), KSD(또래표상) 검사를 사전과 사후로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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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기별 미술활동에 나타난 그림의 형식과 내용, 내담자의 행동과 반응 등을 통
하여 회기별 심리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진행 매회기별로 작성한 상담․관찰 기록지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관찰 분석방법은 회기진행 구조, 상호작용, 치료적 개입과 반응 등이 어
떻게 나타나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다. 상담분석은 상담 기록지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자의 내부 관점과 외부대상에 대한 이해를 상담 방법의 형식을 원용하여 분
석했다

Ⅳ. 연구 결과
1. 검사를 통한 우울성의 변화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우울증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Kovacs와 Beck(1977)의 CDI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사후 검사의 점
수를 백분율(%)로 살펴보았다. 그림 진단검사는 SWT의 사전과 사후 검사를 통
하여 우울성의 변화를 분석했다. 또한 KFD, KSD를 통하여 우울성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주는 대인표상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과 사후로 실시하여 비교분
석하였다.
1) 우울성의 전체적인 점수 변화
우울의 변화를

CDI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전, 중간, 사후

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표 4>와〔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울 척도의 사전점수가 32(59.3)
점이 나왔으며, 사후 검사에서는 10(18.5)점으로 22(40.8)점의 점수 변화가 나타
났고, 5회기 후의 중간 검사에서 16(29.6)점, 8회기 후의 중간 검사에서 11(20.4)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후 검사에서 5(9.0)점으로 감소되어 안정된 상태를 유
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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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우울성의 점수 변화
구 분

사전(%)

중간1(%) 중간2(%)

점 수

32(59.3)

16(29.6)

11(20.4)

검사
시기

사전면담

5회기

8회기

사후(%)

추후(%)

변화치(%)

10(18.5)

5(9.0)

22(40.8)/27(50.0)

종료 후 사후1개월

사후/추후

2) 우울성의 하위영역별 점수 변화
청소년의 우울성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점수변화를 백분율로 살펴보았고,
<표 5>과〔그림 2〕와 같다.
자기비하 영역의 사전 검사에서 7(87.5)점이 나왔으며 사후 검사에서 3(37.5)
점으로 4(50.0)점이 감소되었고, 신체증상 영역의 사전 검사에서

5(62.5)점이 나

왔으며 사후 검사에서 1(12.5)점으로 4(50.0)점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사후에 계
속 변화가 생겨 신체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나왔다.
우울정서 영역의 사전 검사에서 8(80.0)점이 나왔으며 사후 검사에서 1(10.0)

100
80
60

59.3

40

29.6
20.4

20

18.5
9

0
사전

중간1

중간2

사후

추후

〔그림 1〕우울성의 점수 변화
점으로 7(70.0)점이 감소되었고, 흥미상실 영역의 사전 검사에서7(50.0)점이 나왔
으며 사후 검사에서 2(14.3)점으로 5(35.7)점 감소하였고, 사후에 계속 호전되어
흥미상실 영역에서 정서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후검사에서 나타났다. 행동문
제 영역은 사전 검사에서 5(35.7)점이 나왔으며 사후 검사에서 3(21.4)점으로
2(14.3)점의 변화를 보였으며, 사후에 치료적 변화가 나타나 1(7.1)점으로 호전된
것으로 추후 검사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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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우울성의 하위영역별 점수 변화
구분

자기비하

신체증상

우울정서

흥미상실

행동문제

사 전

7(87.5)

5(62.5)

8(80.0)

7(50.0)

5(35.7)

사 후

3(37.5)

1(12.5)

1(10.0)

2(14.3)

3(21.4)

추 후

3(37.5)

0(0.0)

1(10.0)

0(0.0)

1(7.1)

변화치(%)

4(50.0)

4(50.0)

7(70.0)

5(35.7)

2(14.3)

변화치(%)

4(50.0)

5(62.5)

7(70.0)

7(50.0)

4(28.6)

사전-사후
사전-추후

1 00
87.5
80

80
6 2. 5

60
40

사전
사후
추후

50
37 . 37
5 .5
23

20

1 2. 5

10 10

7.1

0

0
자기비하

신체증상

20

1 4 .3
0

우울정서

흥미상실

행동문제

〔그림 2〕우울성의 하위영역별 점수 변화
3) 진단용 그림검사의 변화
(1) SWT의 변화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감성과 우울성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SWT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용지 안에 자유연상을 통하여 그리게
하여 내담자의 의식이나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실생활 속의 긴장과 개인적
인 경향성을 그림 속에 투사시키기 때문에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정보나 우울성
등을 알 수 있으며 결과 비교는<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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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SWT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구분

사전 검사

사후 검사

〔그림 3〕

〔그림 4〕

형식적
분석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 2/3이상이
파도가 강조된 반면 상대적으로
하늘은 약화되고 관련성 있는 주
변 요소로 달을 첨가 했다.
바다의 묘사가 거대한 산과도 같
은 하나의 파도로 표현되고 사선
이 강조되어 화면전체에서 위기감
이 느껴지는 인상이다.

전체적인 구도를 해변의 모래
밭․바다․하늘로 각각 1/3씩의
비율로 배분하여 안정감을 주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바다의 묘사가 먼 수평선을 기점
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몇 개의 수
평선에 짧고 리듬이 있는 수직선
을 섞어서 거센 파도가 사라졌다.

내용적
분석

파도가 강조된 바다, 긴 사선이
많이 사용된 구성에서 감성의 위
기감이 시사되고 있다.
우측 상단의 달, 우측으로 향한
파도의 운동성을 볼 때 우측이 강
조된 구도이며 이는 공간 도식과
상징의 심리로 볼 때 내담자의 본
능적인 위협과 환경에 대한 주관
적 감정이 작용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일정한 비율로 배분한 구도에서
평온하고 안정된 감성을 보여주
고, 본인 옆에 이성 친구를 밀착
시켜 그려 놓아 주변의 환경에서
장애 보다는 따뜻함을 느끼는 분
위기를 주고 있다.
좌측 상단에 자세히 묘사된 달에
의해서 좌측이 강조된 구도이며
이는 주변 환경을 객관적으로 관
조 할 수 있는 여유를 시사해 주
고 있다.

우울성에
관련된
전체적
분석

SWT에서 바다의 지나친 강조,
적은 별, 별의 움직임 등은 우울
성과 관련 된다는(최재옥, 2004)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구
도의 2/3이상이 파도로 강조된 바
다의 묘사는 내담자의 우울의 심
도를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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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을 강조한 해변의 모래밭에서
내담자의 안정된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우울의 징후가 사라진 안정
된 정서가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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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FD의 변화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대인표상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KFD검사를 실시하였다. KFD 검사는 가족 속에서의 자기위치, 가족 상
호간의 관계성 및 친밀감을 파악할 수 있으며 결과 비교는 다음의 <표 7>과 같
다.
<표 7> KFD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구분

사전 검사

사후 검사

〔그림 5〕

〔그림 6〕

그림의 전체적 스타일은 구도가
불균형하여 구조성이 떨어지고,
공간 사용이 분산적이며 좌측으
로 치우쳐 있다. 인물 세부묘사가
결여되어 있다.

그림의 전체적 구도에서 가족이
중심으로 있어 공간 사용이 균형
감이 있다. 가족이 과일을 앞에
놓고 TV를 시청하는 것을 그려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표
현하였다.

인체의 특성이 불분명한 생략된
형태와 불안정적인 선, 개별적으로
분리된 모습 등으로 인간상을 그
려 열등감과 무력감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인물 세
부묘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우
울환자가 자주 나타내는 양식 중
하나로 내담자가 우울로 인한 활
력부족과 침체성을 보여주는 것
으로 판단 해 볼 수 있다.

사전의 그림과 다르게 명확한 선
으로 가족 위주로 그려 열등감과
무력감이 개선되고 가족의 상호작
용이 나타나, 가족 간에 관계 개
선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누워있는 인간상에서 앉아
있는 인간상으로 나타낸 가족상
은 내담자가 우울로 인한 활력부
족과 침체성을 개선 한 것으로
판단 해 볼 수 있다.

그림

형식적
분석

내용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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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검사

사후 검사

가족표상에
관련된
전체적 분석

우울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자
들은 우울증을 가리키는 특징으로
작은 그림, 세부묘사 부족, 약한
필압 등을 지적했으며(Malchiodi,
1998), 정상인들의 그림보다 공간
사용이 적고 세부적이지 못하다
(Gantt,1990)라고 하였듯이 분석
대상의 그림 전체적 스타일은 구
도가 불균형하여 구조성이 떨어
진다. 가족들의 상호작용성과 역
동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고, 특히 휴대전화기로 수다를 떠
는 부정적 모습을 그려서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시사해주고 있
다.

가족이 과일을 앞에 놓고 TV를
시청하는 것을 그려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개선된 형
태로 표현하였다.
가족 간에 가구나 거리를 둔 공
간 구성 등으로 어떠한 단절이나
포위양식을 그리지 않고 가족 구
성 5명 모두가 공간 밀착도가 높
게 그려 따뜻함을 느끼게 그렸다.
특히 사전 어머니 인물상이 부
정적인 묘사였지만 회기 중에 어
머니와 관계가 개선 된 이후라
사후 그림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부정적이지 않다.

(3) KSD의 변화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또래표상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KSD검사를 실시하였다. KSD는 학교 적응과 또래 관계 등에 대한 정보
를 알 수 있으며 결과 비교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KSD 사전․사후 검사 결과 비교
구분

사전 검사

사후 검사

〔그림 7〕

〔그림 8〕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단조
롭고 관련성 있는 주변 요소 들
이 대폭 생략되어 있다. 화면 구
성이 상단으로 치우치고 뒷 모습
을 묘사해 화면전체에서 활기가
없고 단절감을 보여주고 있다.

화면 구성이 좀 더 세부적으로
묘사되고 후면의 인체상에서 정
면과 측면이 다 보이는 입체화되
고 원근이 있는 구조적인 인체상
으로 즐겁게 함께 게임하는 활기
있는 또래상을 그렸다.

그림

형식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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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내용적
분석

KSD에서 건물은 피검자의 현실
과의 관계, 외부와의 접촉성, 자
아강도, 대인관계 등을 나타낸다.
건물의 내부를 그렸지만 주변 묘
사가 되어있지 않은 이 그림은
내담자의 약화된 에너지 수준이
나 폐쇄성을 엿볼 수 있다.
인물상을 세부묘사가 부족한 뒷
면을 그려 자기부정성이나 상호작
용이 결여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교실의 넓은 유리창에 앞에 있
는 인체상의 모습은 현실과의 관
계, 외부와의 접촉성이 개선되었
음을 의미한다.
정면, 측면 등의 3차원 구조가
강조된 인물상에 나타난 즐겁고
활기차게 게임하는 모습은 또래
와의 관계성, 역동성이 되살아나
자기부정적인 경향과 관계성이
개선되고 주변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표상
과 관련된
전체적 분석

학교의 구성원들이 모두 생략된
상태에서 옆의 또래를 그렸지만
상호 관계성이 전혀 없어 자기중
심적인 경향성이며 부정적 또래표
상과 에너지 수준의 저하가 나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물의 방향이 후면이면서 가르
치는 교사가 묘사 되지 않아 인물
의 관계적인 동작성이 없는 것으
로 상호 역동성이 부족하고 현실
적인 자기상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지 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학교의 구성원들이 되살아난 상
호 관계성을 표현한 그림은 자기
중심적 경향성, 또래의 부정적 표
상, 낮은 에너지 수준에서 벗어난
인물상이다.
인체상이 정면과 측면이 다 보이
는 입체화되고 원근이 있는 구조
적인 인체 상으로 즐겁게 함께 게
임하는 활기 있는 또래상을 표현
하여 인물의 관계에서 상호 역동
성이 나타나 있으며 긍정적인 또
래 표상을 하게 되었음을 말해준
다.

2.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회기별 활동 변화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기
별 미술활동에 나타난 그림의 형식과 내용, 내담자의 행동과 반응 등을 통하여
분석한 각 단계에 따른 회기별 활동변화는 <표 9>와 같고, 우울증으로 인한 문
제행동 변화를 알기 위해 본 연구자와 담임교사가 사후 1개월 동안 관찰을 통한
연구대상의 행동특성 사전․사후 변화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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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각 단계에 따른 회기별 활동변화
단
계

회
기

회기별 진행과정에 따른 반응 특성

1

칸딘스키의 추상화에서 파란색을 청각적으로 표상 하였다. 파란색의 원을
달로 연상하였으며 조용한 느낌이 드는 긍정적인 ‘소리’로 표상하였다. 색에
대한 표상 활동에서 빨강은 언쟁이나 사소한 시비를, 노랑에서는 떠드는 소
리나 또래 아이들이 날뛰는 모습을 표상 하였다. 사람들과의 잡담을 싫어하
기 때문에 평소 시끄러운 교실 안은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고 하여 청각적인
것에 부정적 감정을 내보였다.

2

감각표상을 유도하기 위해 종이를 찢고, 뭉치고, 흩트려 뿌리기를 하여 감정
과 욕구를 표현하고 선호 감각 양식에 초점 맞추어 정서적 이완을 하는 활동
에서 에너지 수준이 낮아 신체적 무력감을 보여주었으나, 찢는 소리는 경쾌
하여 인상 깊이 다가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각적 표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자신의 그림에서 “거칠고 까칠한 느낌”이라
고 하였고, 곧 이 그림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싸웠던 일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지시나 훈육을 단순한 잔소리로만 인지하고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갈등상
황으로 보고 있었다.

3

염료를 첨가한 밀가루 반죽을 통하여 감정을 표출하고 감각적인 표상을 하
는 과정을 통하여 쾌․불쾌의 정서를 인지하는 활동에서 노랑에서는 밝은 느
낌, 연두에서는 편안한 느낌, 빨강은 뜨거운 느낌이 난다고 하였다. 재료의
질감은 촉감이 질퍽질퍽한 느낌이 나서 싫다고 하였다.
회기 중에 만든 작품의 제목을 ‘자연’이라고 붙였다. 작품의 만족도는 떨어
지지만 작품에서 느끼는 감정이 햇볕으로 뜨거우면서도 자연의 시원함을 느
낄 수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숲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하여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태도를 시사해 주었다.

4

눈을 감고 순간적으로 표상된 형상을 시각화하여 화선지 위에 흘리고, 뿌리
는 기법으로 표현하게 하여 내담자의 신체운동성과 정서바라보기를 하는 수
행과제에서 내담자는 계곡을 시각적으로 표상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였
다.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한 표상과정에서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을 밝은 것으
로, 그림 속의 연상 감정에 대해서는 재미있고, 신나고, 기분이 좋은 것으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본인의 생활은 형식적인 틀에 억매여 반복되는 생활
로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하였으며, 전체 석차가 150등 이상 떨어졌다고 말해
학교에 대한 흥미상실의 이유를 명료화하기 시작했다.

5

청각 표상을 시각표상으로 변화시켜 대인표상을 수행하는 활동에서 ‘어머니
의 소리’를 대상으로 하여 점을 찍어 그림을 그렸고 제목을 ‘밝고 어두움’이
라고 정하였다. 제목의 이면에 있는 내용을 따뜻하고 밝은 보살핌 속에 고집
과 화풀이가 있어서 정했다고 말하여 어머니에 대한 양가감정을 보여 주었
다.
그림에서 ‘부드러우면서도 찢어지는 소리’로 어머니에 대한 청각표상을 하였
고 어머니의 이러한 소리는 자주 있는 상황이고 본인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 내담자는 요즈음은 그전처럼 나쁘지
는 않고 좀 저항력이 생겼다고 본인 스스로 변한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1
단
계

2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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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
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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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용히 심호흡 후에 명상하듯이 자기표상을 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나에
관련된 대상을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그린 그림을 보고 재표상하는 과정에서
단순함과 복잡함이 있고, 갈색이나 빨강 색이 어두운 느낌을 받는다고 부정
적으로 느낌을 말하였다.
자신의 외모 중에서 까만 피부, 작은 키, 여드름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인지를 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열등감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또한 진로 문
제를 당면한 가장 큰 고민꺼리로 생각하고 공무원이 되고 싶은 데 자신의 학
습능력으로 되기가 힘들 것 같아 힘들고 고민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치료자
와의 대화에서는 어머니와 많은 관계 개선이 되었고, 학교 등교 시간에 지각
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이번 회기에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직접적인 초점이 맞춰졌다.

7

가족의 상호 관계성과 역동성에 관련된 가족 표상을 알아보는 활동에서 콜
라주와 그리기를 혼합한 형태로 가족상을 표현 하였다. 그림을 보고 표상하
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느낌이 편안하며 기댈 수 있지만 약간은 혼란스러움이
있다고 하였다.
세부적인 면에서 가정에 대하여 가족 간에 일어나는 다툼, 서로 간에 의지
하는 대상, 쉬는 공간으로서의 가정,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상 하였다.
가족의 다툼에서 주로 내담자와 어머니와의 다툼이라고 했고 그 이유를 어머
니의 잔소리가 원인이며 본인이 양보하지 않으면 끝이 없이 이어지며 지금은
그가 양보가 하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쉬는 공간으로서의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원하는 상태라고 말하였으며, “지금처럼 어머니와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툼이
없으면 한다.”는 소망을 표출 했다. 이번 회기에 내담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별하는 것의 중요한 요소를 알았고 타협의 만족스
러움을 느낄 수 있는 회기가 되었다.

8

그림을 보고 표상하는 과정에서 ‘밝으면서 소란스러움’이라고 감각표상을 하
였다. 이런 반응에 대해 치료자가 설명을 요구하자 내담자는 “또래들의 많은
잡담이 짜증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미있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초기에 교실이 너무 시끄러워 짜증이 많이 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한층
개선되어 또래들의 잡담이 싫은 경우보다는 재미있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
여 청각 표상에 안정된 반응을 보였다.
치료자는 두 가지 개입을 하였다. 첫째로, 치료자가 친구에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하기위해서 해야 될 행동을 생각해보자고 했을 때, 내담자는 친구를
생각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며 내주장만 내세우면 안될 것 같다고 하였다. 둘
째로, “친구와는 원만해야 될 것 같다”라고해서 ‘원만하다’라는 의미에 대해
질문했을 때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때로는 약간 티격태격 싸울 수 있다. 싸
우면서 우정을 쌓는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회기에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
는 관계지향적인 생각의 변화를 보였고, 이런 합리적인 활동과 관계의 양면
성을 이해하고 추구하려는 동기를 발견하여 관계성 신장에서 매우 중요한 반
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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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첫 번째 활동으로 음악 표상을 통한 선의 대립된 감정표현을 시각화 하기위
하여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을 동시에 잡고 눈을 감고 양손으로 그리
기를 하였다. 그림의 표상에서 “소리가 외적으로 거칠지만 안에서는 부드러
운 소리”라고 표상 하였다. 이전에는 밖에서 나는 소리에 민감하여 소란하면
속에서 짜증이 났지만 지금은 밖의 상황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유지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활동으로 눈을 감고 현재의 자기 모습을 내면에 초점을 두고 자신
바라보기를 하는 활동에서 내담자는“어둠 속에서 빛을 조금씩 찾아 온 것
같았고, 그런 자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과 희망을 동시에 보았다.”고
말하였다.

4
단
계

전회기를 통해 제작된 작품을 게시하여 놓고 치료에서 얻어진 경험들을 살
펴보고 개연성 있게 자기 지향적 질문을 하여 자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예
측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내담자는 정서적인 부분과 인지․행동적인 부분에
10 서 많은 변화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울성이 사라져 학교생활 대한 자신감
이 생긴 것에 상당히 만족해하였다.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 또래와의 상
호작용에서 오는 친밀감, 외부 환경에 대한 긍정적 감수 태도 등의 변화를
보였으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나타냈다.

<표 10> 연구대상의 행동특성 사전․사후 변화
사전의 행동 특성

사후 변화

정서적
행동

․심한 우울증이 있어 항상 기분이 저조해 있다.
․자존감이 상당히 낮고 위축되어 있다.
․1주에 2～3번 정도 깊은 슬픔에 젖거나 운다.

일상적
행동

․학교 등교 시간에 자주 지각(1주에 2～3번 정도)을
한다.
․학교생활에 웃음이 없고 늘 화난 얼굴로 굳어 있다.
․학습의욕이 저하되어 성적이 떨어졌다. 전년도에 비
해 150등 하락(7월 성적: 평균72.33 / 학급 20등. 학
년 254등)
․수업시간에 책상 위에 엎드려 잔다.
․대화중에 손톱을 물어뜯거나 자주 하품을 한다.

개선(소멸 안됨)
자주 웃는다.
151등 향상
(10 월성적: 평균
83.86/ 학급 9등.
학년 103등)
개선
소멸
상호관계 잘됨

관계적
행동

․또래와 상호관계가 잘 안되고 급우들의 잡담에 극히
민감하고 짜증을 낸다.
․교사의 지도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아 행동수정이 되
지 않는다.
․교사와의 대화에서 회피반응을 자주 보인다.
․어머니와 대화의 단절이나 다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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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표상매체에 의해 감각양식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미술
치료 기법을 개발하였다.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적용은 우울
증 청소년을 대상으로 10회기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표상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는 우울증 검사
(CDI)와 KFD, KSD, SWT의 투사적 그림검사, 그리고 회기의 활동과정을 기록
한 관찰일지이며 이를 상호 관련지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성 감소에 효과
가 있었다. 우울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CDI의 사후 검사에서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의 하위영역인 우울정서, 자기비하, 신체증상, 흥미상
실, 행동문제 전체적인 영역에서 우울성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후 진단용 그림 검사에
서 투사되어 나타난 요소들은 긍정적인 대인표상을 하여 상호관계적인 형태와
우울반응이 개선된 변화를 반영하여 나타났다. 진단검사의 그림 형식은 가족과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고, 구분되거나 포위 양식의 그림이 사라지고 공
간 밀착도가 높은 그림으로 나타났다.
셋째,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 회기별 활동 진행과정에서 우울 증세로
인한 행동특성이 개선되어 많은 변화를 보였다. 피험자는 회기 중 정서적 이완
을 보이면서 정서적인 문제행동이 소멸되거나 약화되었고, 대인표상에 변화를
가져와 우울성에서 기인한 관계적 행동이 개선되어 더 이상 어머니와 또래에 대
한 부정적 사고 등에 의해 왜곡된 정서나 인지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변화를 보였다. 특히 학업태도의 변화는 큰 폭의 성적 향상을 가져왔다.
넷째, 표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프로그램 종결 후 1개월 후에 실시한 추후
검사에서 미술치료의 효과성이 더욱 증진되어 지속되고 있었다. 이는 우울증의
치료효과가 지속성을 지니고 있어 단기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실시 가능성을 시
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증에 대하여 치료적 요인을 탐색하여 미술치
료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대상에게 적용해 보았지만 단일사례이라 대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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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을 일반화 시키는 데는 치료적 모형을 더욱 확대하여 타당성 검증을 위해
보다 많은 사례를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표상매체는 청소년 우울증의 미술치료에서 치료적 기제로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단기미술치료의 가능성도 시사되어 효율성은

있으나 개

념의 명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연구 대상도 아동에서 성인까지 폭 넓게 우울에 대하여 중재 가능한
치료기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되고 이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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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rt Therapy with Utilization of
Representation Media on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Kim, Dae J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rt therapy programs through
Art Therapy with Utilization of Representation Media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se programs on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The subject of this experimental study was a fourteen-year-old middle
school student who had depressive symptoms. The Art therapy programs
were preformed for fifty minutes twice a week in the first session, and once
a week in the middle sessions totaling 10 sessions from July 21th to
September 8th.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se

program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 Kinetic Family Drawing(KFD), Kinetic School Drawing(KSD)
and Start-Wave Test(SWT) were tested before and after. Their scores were
analyzed the conclusion are as follows.
First, the art therapy programs with utilization of representation media
influence on decreasing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The CDI test was
taken to find out the changes of his depressive symptoms, and the
depressive symptoms are not showed.
Second, After conducting the art therapy programs with utilization of
representation media, the factors projected through drawing test were the
change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depressive reactions.
Third, during the sessions with art therapy programs with utilization of
representation

media,

behavior

problems

took

place

less

than

before.

According to each sessional work through Art Therapy with Interpersonal
Representations, problematic actions were improved better.
Fourth, After closing the sessions with Art Therapy with programs
utilization of Representation Media, 1- month follow up evaluations were
showed that the effects of art therapy had been increasing even more.
Key Words: Representation Media,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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