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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증후군 청소년의 관리기능
강화 및 우울감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사례 연구
-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를 중심으로 -

1)

차현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미술치료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관리기능 강화와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Y시에 위치한 OO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
생이며 알코올 중독인 부친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받은 경험이 있고, 부친으로부터 모친이 폭력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경험도 있다. 본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M상담센터에서 2009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격주로
1회기에 50분씩 10개월간에 걸쳐 22회기 진행하였다. 검사 도구는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K-WISC- ),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Rey-Kim), 청소년 성격평가 검사(PAI-A), 그림검사(KFD)를 사용하여 사전 사후

․

․

Ⅲ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회기별 변화에 효과가 있었고 둘째, 미술치료 이후 전두엽 관리기능 점수는 61에서 109로
관리기능이 강화된 변화를 보였으며 셋째, 미술치료 이후 청소년 성격평가 검사에서는 81에서 64로 우울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술치료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증후군인 청소년의 관리기능 강화와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는 개입임을 보여준다. 또한 전두엽 관리기능을 연관시켜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미술
치료와의 상관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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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연결됨을 우려하였으며, 정지석(2010)은 청소년의

론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과 자기 통제력의 조절
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폭력은 정서적 우울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은 최초의 사회집단

으로의 확장, 그리고 자기 통제력 조절과도 연관

이며,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이고, 그 속에서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인간의 발달은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배우면서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영향을 받는다 .

최소 단위의 조직체이다. 여기서 형성된 정서적

그러므로 가정폭력이라는 환경의 노출이 정지석

안정은 인간발달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성장

(2010)의 연구에서도 언급한 자기 통제력 조절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정서는 왜

이외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뇌를 통해 살펴

중요한 것일까? 이는 관계의 기본이 되는 정서적

보고자 한다.

․

교류와 연결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보완하고

Bear, Connors와 Paradiso(2006)에 의하면,

조절이나 계획, 목표, 집중, 기억, 의지, 협동,

인간은 뇌를 통해서만 기쁨과 즐거움, 웃음과

경쟁, 해결, 통합 등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활력 , 비애, 비탄 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김희진(2004)의 연구를 보면, 1998년 가정폭력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뇌에 의해서

방지법 시행이후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특별한 방법으로 지혜와 지식을 획득하고 보고

(1998년 3,685 건 / 1999년 11,850 건 / 2000년

듣고 부정한 것과 정당한 것, 나쁜 것과 좋은 것

12,983건/ 2001년 14,583건)하고 있음을 확인할

등을 구별하며 공포와 두려움에 괴로워하고

수 있다. 이는 가정 내 폭력이 여전히 난무하고

인간에 있어서 뇌는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있음이 증명되는 자료이며, 신옥자(2010) 또한

히포크라테스의 견해를 언급하였다 (강봉균 ,

아직까지 증가되고 있는 가정폭력과 그 강도의

감경윤, 권오주, 김경태, 김대수, 김선정, 김인범,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

김종남, 민철기, 박병운, 박중진, 백자현, 서민아,

폭력에 노출돼 성장할 경우 다양한 부정적 양

서정석, 성기욱, 신기순, 윤봉준, 이원택, 전창진,

상이 우려되기에 가정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정설희, 정연두, 조근호 역, 2009 재인용:12). 이

정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김태자(2010)는

처럼 뇌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연관된 기억, 판단,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는

조절, 통제, 계획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우울이 다른 부적응행동보다 높게 나타남을 제시

있다. Hass-Cohen과 Carr(2008)는 뇌신경망이

하면서 가정폭력이 문제행동, 사회적 위축, 공격

기억과 같은 하나의 영역 안에서의 문제들과

성 등 부적응 행동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도로 서로 연결되어있고, 상호 의존하며, 다른

서술하였고, 이인순(2005)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인지적인 영역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인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하고 있다. 이처럼 뇌에서 이 모든 기능을 집행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심리 사회적 부적

하고 관리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를

응에 대한 접근방법 모색 또한 언급하였다. 또한

전두엽이라 한다.

․

김민정(2010)은 가정폭력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두엽은 지능 중의 지능으로서 이마부터 좌우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위험요인인 공격

관자놀이 부근까지 뇌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과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히면서 가정폭력

영역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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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역할을 한다. 또한 주변상황이나 기억을 바탕

3

하다고 할 수 있다.

으로 판단결정, 복수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

마음이 우울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거나 미래를 예측해 계획을 구상하는 뇌의 최고

신경전달물질인 뇌 속 세로토닌이 줄어들고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두뇌발달시청각통합프로

전두엽의 활동이 저하된다(두뇌발달시청각통합

그램, 2011).

프로그램, 2011). 세로토닌은 중앙신경회로와

Moss, Rodd, Stamatakis, Bright와 Tyler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사는 것(웰빙)과도

(2005)는 일반적인 전전두엽 기능의 특징을 계획

연관돼있고 도파민(dopamine)은 보상심리와

하기, 목표설정, 행동개시, 결과 조사, 에러 보정,

기쁨과 관련되어있으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어려운 목표를 추구할 때의 정신적 노력, 목표

있도록 만들어준다. 우리가 움직임으로 인해

달성을 위해 다른 영역들과 (기저핵 , 시상핵 ,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소뇌, 운동피질) 상호작용, 행동에 참여하려는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직접 손으로 그림

의지 행위, 동기를 갖는 것, 언어와 시각 심상을

또는 미술작품을 만들어 낼 때 손 이외에도

시작함,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인식하기, 사회적

몸동작을 첨가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격려한다면

협동과 경쟁에 관여, 감정적 충동을 조절, 정서를

내담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Hass-

느낌 , 작동 기억을 저장하고 갱신함, 활동적

Cohen & Carr, 2008). 미술치료는 두렵고 낡은

사고, 산만해지는 상황에서 주의 집중 유지하기,

이미지의 메모리에서 새로운 양성 이미지의

의사결정, 주의환기, 전략수정, 활동을 계획하고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되므로 긍정적인 경험을

순서를 만들기, 언어의 소리, 구문, 의미를 통합

세로토닌 릴리스와 관련되어 제공하는 두려움을

하기, 계획들 사이의 경쟁을 해결하기 등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Hass- Cohen & Carr,

정리하였다. Pinel과 Edwards(1998)는 전전두

2008). 따라서 인지손상, 무관심, 우울을 고려해

엽의 외측 표면상에 큰 영역, 이는 시간적 순서,

본다면 정서조절을 도와주는 신경 경로를 고무

반응의 연속성, 반응 억제, 창조적 사고 등에

시켜주는 미술적 표현을 해 보는 것도 좋을

대한 기억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전전

것이다 (H ass-C ohen & C arr, 2008; R iley

두엽의 전극과 표면 하부에 전전두피질의 큰

2006).

영역으로 이 영역에 손상을 입으면 부적절한

이와 같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서술하였다(조신웅

정서적 우울 및 자기 통제력 조절과의 연관성을

역, 2001 재인용:226). 이처럼 전두엽 중앙의 피

뒷받침 해주는 이론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

질과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은 정신적 충격에

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보충하고자 뇌에 관한

의한 장애들과 기억들에 의하여 근심과 공포가

자료를 조사하던 중, 미술활동이 우울과 연관

각성 되는 것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을 돕는다.

된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고 세로토닌은 전두엽

또한 미술은 언어, 기억력, 사회성, 시공간에

활동과 연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 능력들을 흥미롭게 보강해 주는 한 시각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라는 부정적

통로를 활성화시켜주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의

환경에 노출된 전두엽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정서적 표현을 촉진시켜

년에게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정서적 안정과 미술

준다(Hass-Cohen & Carr, 2008). 따라서 부정적

치료에서의 규칙을 통해 책임감, 계획력, 조절력,

환경에 노출될 경우 정서적 충격은 가시화 할

통제력 등을 인지시켜 관리기능 강화에 대한

수 있는 미술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에 가능

효과와 전두엽 활동과 연관성 있는 세로토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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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우울감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

검사(EXIT: Executive Intelligence Test)의 EIQ

보고자 하였다.

(전두엽-관리기능)에서 점수가 69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연구문제

3. 관리기능

본 연구는 미술치료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은 대뇌피질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진화

전두엽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관리기능

된 부분으로 다양한 고위적 기능을 담당한다.

강화와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전두엽의 기능을 ‘관리기능’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이러한 고위적 기능에 대한 총칭적 표현이다.

같다.

전두엽 관리기능의 주요한 요소들은 다음을 포함
한다. 인지적 유연성, 창의성, 계획력, 추상적

첫째, 미술치료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사고, 통찰력, 자발성, 억제력, 적절한 정서, 성격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회기별 변화에

및 사회적 행동이다(김홍근, 2005). 따라서 본

효과가 있는가?

연구에서는 EIQ(전두엽-관리기능) 점수의 향상을

둘째, 미술치료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의미하며, 평균 점수인 90점 이상을 말한다.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관리기능 강화에

4. 우울감

효과가 있는가?
셋째, 미술치료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격평가질문지(PAI-A:
Adolescent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의

하위 영역인 DEP(우울척도)에서 T점수가 70T
이상인 것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Ⅱ

.

1. 가정폭력

연구방법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연구대상

폭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한다(박근혜, 1999; Straus,
Gelles & Smith, 1990).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행해진 부부폭력과 자녀폭력으로 인하여 받게

남학생이다. 알코올 중독인 부친으로부터 언어

․

적 신체적 폭력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폭력 당한 모습을 목격한

․

경험도 갖고 있는 대상자는 중학생이 되면서

2. 전두엽 증후군

으며, 중2때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현재

된 언어적 신체적인 학대를 의미한다.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언어와 행동을 표출하였

전두엽증후군은 판단력, 통찰력, 인지적 유연

까지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라며 어머니

성, 창의성, 계획력, 추상적 사고 등의 고등인지

로부터 의뢰되었다. 미술치료 실시 전 사전검사

기능에서는 심한 감퇴를 보인다(김홍근, 2001a).

에서,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의 전체 지능

본 연구에서는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

지수 103, 언어성 103, 동작성 103으로 평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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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보였고, 전두엽 관리기능은 61로 중등도

5

으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다.

관리장애(전두엽 증후군)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동생도 부모의 잦은 싸움을 목격하며 성장

전두엽 관리기능의 경우 주의기능통제, 시공간

하였으나 내담자처럼 폭력적이거나 거친 언행을

관리기능, 언어적 통제 관리기능 전반에 걸쳐

보이지는 않는다. 내담자와는 성향이 달라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성격평가 검사에서는

겉으로 잘 표현하고 힘든 건 잘 털어버리는 성격

DEP의 T점수가 81T로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

이다.

할 가능성을 시사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하게 되었다.

연구도구

Ⅲ

1. 생육사

1.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K-WISC- )

연애로 결혼한 모친은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 (K -W ISC -

Ⅲ:

지도 몰랐으며 주사가 있다는 사실 또한 전혀

Korea-W 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알지 못했다. 내담자를 임신했을 때, 남편이

Children- Third Edition- )는 언어성 소검사

주사(

(상식 , 공통성 , 산수 , 어휘 , 이해 , 숫자 ) 6 개 ,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욕설로 내뱉으며 아내를

동작성 소검사 (빠진곳 찾기, 기호쓰기, 차례

직원으로 착각해 칼로 죽이겠다는 행동과 자신도

맞추기, 토막짜기, 모양맞추기, 동형찾기) 6개로

자살해 죽겠다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구성되어 있다.

酒邪)가 있음을 처음 알았고 당시 남편은

Ⅲ

내담자가 7세가 될 때까지는 회식 때마다 폭주

T. Simon에 의하면 지능은 여러 인지기능

하는 모습만 있을 뿐 가정폭력은 없었다. 그러나

영역에서 관찰되는 기본적인 능력이라 하였으며,

임신했을 때 경험한 남편의 거친 언사와 충격

단순한 행동을 측정하기 보다는 복합적인 정신

적인 행동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심리

능력 자체를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

상태가 태교에 좋지 않아 염려했었다. 모친은

능은 동기, 의지, 성격, 판단,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담자가 8 9세쯤 부부싸움으로 며칠간 가출

다양한 행동 특징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제안

까지 강행하였고 내담자가 11세가 되던 해부터

하였으며, Binet는 이해력, 논리력, 추리력, 기능

싸움 횟수가 잦아지면서 15세 겨울에, 모친이

력이 지능의 구성요소라고 보았다(최정윤, 2008).

남편에게 가장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가정불화는

본 연구에서는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

～

최고조가 됐다.

결과가 있어야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의

Ⅲ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기에 K-WISC- 를 실시
2. 가족력

하였다.

부친은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하였고 회사
간부이며 더없이 좋은 사람 이미지이며 능력

2.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EXIT)

있는 직장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족이 불만을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EXIT:

토로하면 자신이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데 알아

Executive Intelligence Test)는 전두엽증후군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불만을 표현한다.

(the frontal lobe syndrome)에 특화된 국내

모친은 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전공하였다. 막내

최고의 임상심리검사이다(김홍근, 2001a). EXIT는

딸로 사랑만 받고 성장하여 힘든 상황은 쉽게

전두엽증후군의 인지 및 정서적 측면을 포괄

털어버리는 성격이나 편안하지 않은 현재 상황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개별소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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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소검사

Burns과 Kaufmas에 의해 개발된 기법으로 가족

들을 이용한 다면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김홍근,

화에 움직임을 첨가한 투사화다. 가족 내에서의

2001b).

자기 자신과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각을

EXIT에 포함된 4개의 소검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파악

주의영역에서는 ‘스트룹검사’, 언어영역에서는

하기 위한 검사도구이다(최외선, 김갑숙, 최선남,

‘단어유창성’, 시공간영역에서는 ‘도안유창성’,

이미옥, 2007). 동적가족화의 경우 인물상의 행위

기억영역에서는 ‘인출효율성 ’을 선발하였다

(action)를 통해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 양식

(김홍근, 2001a). 스트룹검사는 색과 글자로 이루

(styles)표현과 역동성(dynamics)에서 가족관계

어진 복합자극 중 글자를 무시하고 색깔이름을

에서의 감정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인물상의 특성

가능한 빨리 말하는 검사이다. 단어유창성은

(figure characteristics)과 상징(symbols)을 통합

특정 철자( ,

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최외선, 이근매, 김갑숙,

시간 내에 많이 말하는 검사이다. 도안유창성은

최선남, 이미옥, 2009).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가정

5개의 점을 연결하여 새로운 도안들을 제한된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이므로 가족간의 정서적

시간 내에 많이 그리는 검사이다(김홍근, 2001a;

교류에 해당하는 정서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Ronald, Rudolph & Randall, 1987). 인출효율

KFD를 선정하였다.

ㅅ ㅇ, ㄱ)로 시작하는 단어를 제한된

성은 피검자의 인출 책략이 얼마나 효과적인
지를 측정하는 검사이다(김홍근, 2001a).

연구절차

3. 청소년 성격평가 검사(PAI-A)

본 연구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청소년 성격평가질문지(PAI-A: Adolescent

사전면담을 제외하고 격주로 1회기에 50분씩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는 청소년

10개월간에 걸쳐 22회기 개별 미술치료를 진행

들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평가하여 사

하였다. 치료 실시 1주일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

전에 예방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지도하기 위한

하였고 사후 검사는 종결회기에 실시하였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며, 중 고생 규준뿐만

내담자는 동영상을 거부하였기에 양해를 구하고

아니라 비행청소년 규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녹취할 수 있었다.

․

여러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김선옥, 2009).

미술치료 프로그램

총 3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타당성
척도, 11개의 임상척도, 5개의 치료고려척도,
2개의 대인관계척도 등 서로 다른 영역을 평가

본 연구에서 실시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하는 척도들을 포함하고 있다(박윤미, 2008).

부적감정 해소와 자기표현을 도와 관리기능 강화

그 중에서 우울(DEP)은 임상척도에 해당되며

및 우울감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DEP의 하위영역에는 인지적(DEP-C), 정서적

내담자는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유로 의뢰

(DEP-A), 생리적(DEP-P) 우울로 나뉘어 있으며

되었으나, 모친의 염려처럼 내담자가 청소년이

DEP는 총 24개 문항수로 되어있다.

되면서 점점 충동적인 행동과 거친 언사,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가정폭력의 영향과 연관됨을

4. 동적가족화(KFD)

연구도구 및 PDI를 통해 예상할 수 있었다 .

동적가족화(KFD: Kinetic Family Drawing)는

따라서 프로그램 구성은 초기 단계(1 3)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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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라포형성 및 흥미유발을 목적으로 하였고, 중기

으며, 종결단계(20 22)에서는 관리기능 강화에

단계(4 19)에서는 긴장이완을 통한 불안 감소

그 목표를 두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및 감정을 표출하고, 매체 탐색을 통해 새로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확장적 목표로 하였
표 1.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

초
기

중
기

종

회기

주 제

1

오리엔테이션,
자유화

2

지금 기분

3

빗 속의 사람
(PITR)

4

자유작업
(스트레스해소)

5

풍경구성법
(LMT)

6

자유화

7

8컷 만화

8

자유작업

9 10

․

자유작업

11

화산폭발

12

물감작업

13

자유작업

14

자유작업

15

14회기
연계작업

16

손 본뜨기

17

자유작업

18

꼴라쥬

결

기 대 효 과

․상담시 지켜야 할 규칙설명
․자유로운 표현을 통한 라포 형성
․자신의 기분․감정 탐색
(포커싱 시도)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 및 대처능력파악
․자신의 기분․감정의 표출
․감정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탐색

․대상관계, 사고 과정, 의식과 무의식 탐색
․감정 표출 및 작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작용 기능의 촉진

․돌발 상황 대처능력 탐색
․자신의 기분․감정 탐색 및 종합적인 사
고의 시도

․부정적 감정 표출
․억압된 감정표출 및 조절력 탐색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바탕으로 참여
의식과 동기부여 증가

․자신의 기분․감정 탐색
․조절능력 강화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현재의 심리상태 및
생활과의 관련성 탐색

․장점을 찾아 자존감향상 및 자신감 갖기
․단점을 찾아 자신을 돌아볼수 있는 계기
․자발적성과 계획성 추구
․정서적 균형을 파악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탐색

- 293 -

미술치료매체
8절지, 색 사인펜, 천사점토
A4용지, 색 사인펜,
스티커, 스카치테이프
A4용지, 2B연필, 지우개

전지, 컬러점토, 크레파스,
스카치테이프
테두리가 있는 8절지, 검정
사인펜, 12색연필
4절지, 2B연필, 지우개
A4용지, 2B연필, 지우개
8절지, 컬러점토, 사인펜

폼 클레이
지점토, 4절지,
물감 도구 일체
물감 도구 일체, 전지 2장
천사점토, 물감 도구 일체
글라스데코, A4용지, 펜
글라스데코, 8절지, 색연필,
스카치테이프
4절지, 사인펜
4절지 2장, 스티커, 사인펜,
크레용
4절지 2장, 사인펜,
가위, 풀, 잡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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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주 제

19

자유작업

20

나무그림,
자유작업

21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22

미래를 향한
첫걸음

종
결

기 대 효 과

미술치료매체

․포커싱을 통해 자신의 알아차림에 머무를

8절지, 색연필

수 있는 의지력 증가

․내담자의 자아상 정도 파악
․변화된 계획․조절력 탐색
․내면의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객관화
․내담자 대인관계․영향력을 준 인물파악
․미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전두엽 관리기능의 특징 탐색

4절지 2장, 크레용, 색연필
4절지 2장, 색 사인펜

4절지, 색연필, 스티커

셋째, 미술치료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자료처리 및 분석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우울감 감소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성격평가 검사

증후군 청소년이 미술치료를 통해 관리기능 강화

(PAI-A)를 미술치료 프로그램 전 후에 실시하여

및 우울감 감소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울(DEP)의 변화된 부분을 비교 분석하였다.

․

자료 분석을 하였다.
첫째, 미술치료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Ⅲ

.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회기별 변화에

연구결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관찰하여 태도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관리기능에서의 변화

이에 대한 근거 제시를 위해 미술치료 프로그램

사전검사에서 EIQ는 61점으로 관리기능장애

․

전 후에 동적가족화(KFD)를 실시하여 비교분석

(전두엽 증후군)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사후검사

하였다.

결과, EIQ는 109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69점

둘째, 미술치료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이하는 전두엽 증후군으로 해석되며, 90점~109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관리기능 강화에

점은 평균에 해당되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

Ⅲ

EIQ가 정상범위로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검사(K-WISC- )와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또한 K-WISC- 는 EIQ를 산출하기 위해 사전

․

심리검사(EXIT)를 미술치료 프로그램 전 후에

후 실시하였다. 관련 내용은 표 2, 표 3,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Ⅲ

․

표 2. K-WISC-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 사전 후 점수 비교
언어성

동작성

상식

공통성

산수

어휘

이해

숫자

빠진곳
찾기

사전

10

11

13

10

8

6

12

8

10

14

8

12

사후

11

12

12

13

7

9

10

7

12

12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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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쓰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동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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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표 3. EIQ(전두엽-관리기능) 사전 후 점수 비교
스트룹검사

단어유창성

도안유창성

인출효율성

양적점수

질적점수

EIQ결과

사전

5

11

7

9

32

28

61

사후

12

12

6

12

42

48

109

․

표 4. EIQ(전두엽-관리기능) 사전 후 점수 비교 그래프
109

12

12

6

12

였으나 사후검사 결과, DEP는 64T로 스스로를

우울감에서의 변화

불행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수준으로 감소됨을

우울의 증상과 현상에 초점을 둔 24개 문항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내용은 표 5에 제시

결과, 사전검사에서 DEP는 81T로, 80T 이상은

되어 있다.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수

․

표 5. DEP(우울척도) 사전 후 점수 비교
사전검사

사후검사

81

64

DEP (우울척도)

하기 위한 KFD에 대한 내용은 표 6에 제시

동적가족화(KFD)에서의 변화
가족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파악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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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KFD(동적가족화) 사전 후 그림 비교
구 분

사 전 검 사

사 후 검 사

그림

․인물묘사 방법을 통해 가족간 친밀도나 애정 ․적극적으로 집안청소나 정리정돈을 돕는 모
전체적 분석

관계가 높지 않음을 보이고 인물간의 거리,
뒷모습표현, 다른 가족의 생략 등을 통해
가족 간의 친밀도가 낮고 부정적으로 지각
하고 있으며 인물의 행위보다 가구 묘사에
집중하여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의 건조함
으로 볼 수 있다.

습을 보여 집안에서 자신이 주도가 되어 무언
가를 수행하고 그로인해 만족감과 가족구성원
으로서의 상호친밀감으로 발전됐다고 볼 수
있다.

나지 않고, 거리에서 모친과의 관계가 친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 부분에만 음영이 그려졌는데 불안과
함께 공상, 사고, 지적 욕구에 관련해 몰두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위나 인물하선의 양식에서 불안감을 확인할
수 있다.

생략되어 피검자의 갈등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거리감을 두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인물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하는
모습이 적절하게 묘사되어 있고, 인물과 주변
환경의 크기에서 특이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표현되지는 않아 보인다.

․인물상의 행위에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나타 ․인물상이 측면으로 그려졌으나 얼굴 표정이
형식적 분석

․
․

․

․인물상의 순서나 위치로 볼 때, 피검자는 ․청소기를 들고 청소하는 모습은 피검자의
내용적 분석

그림 내용
PDI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가 소외됐거나 중요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
부친과 동생의 생략은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모친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생활상의 변화(스스로 집안 청소 및 자기
방 정리정돈)로 인한 묘사로 보고 긍정적인
표현(변화된 자신 생활상의 모습을 묘사하고자
하는 욕구) 생활에서의 적극적인 자세로 볼
수 있다.

죽는 내용의 보험회사 광고) 보는 중이다.

집안일 하는 중이다.

․엄마랑 본인이랑 TV(선전; 사고나 병이 나서 ․남이 시키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청소하고

자는 “솔직한 얘기를 못할 거 같지만 솔직하게

미술치료 단계별 변화 양상
1. 초기단계(1~3회기, 라포형성 및 흥미유발)

말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
이고 나서 바로 “천사점토가 가벼워서 싫다.” 고

1회기는 내담자는 집

투덜댔지만, 만지면서 신기해했고 천사점토를

에서 씻고 오느라 10

계속 주물거리다 작품을 만들었다. “작품의 졸라

분 지각했다. 치료사는

맨은 서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이고 둘 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이다. 주황은 보라가 화나서 때릴 걸 알지만

규칙은 잘 지켜주고

fuck you라고 장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속으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킬 것이니 솔직히 얘기

로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라가 기분

해주길 바란다며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다. 내담

나빠서 뛰어가고 주황은 도망간다. 그런데 잡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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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라가 주황에게 ‘이 새끼’하면서 주먹을 날린다.

4회기에

주황은 조금 아프지만 보라가 장난으로 한 것을

내담자는

알기에 참는다.”고 하였다.

전지에 검

2회기는 내담자는 지난회기 자신의 작품이

정 크레파

작품보관소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잠깐 동안

스로 학주

→ 학원 → 학교 → 아빠를 쓰더니 벽에

멈춰서 웃으며 쳐다

(학생주임)

보았다. 사인펜을 이

붙였다. 그 전에 밖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

용해서 해(보라

기를 들으면 어떡하냐는 걱정과 점토를 세게

→노

→ 빨강 ) → 구름
(2 개 ; 하늘 ) → 사람
랑

던질 경우 벽이 무너지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하더니 점토를 던졌다. “아, 어떡해요 소리가

(주황)을 그린 후 눈사람(스티커)을 붙였다. “내가

너무 커요”해서 치료사가 안심시키자, 점토를

원하는 곳에 붙여도 되냐?”는 질문을 7번하고

크게 뭉쳐서 집어 던졌다. 소리가 조금 더 커지자

치료사의 일관적인 대답을 들은 후에도 안심이

어떡하냐며 걱정된다고 했으나 눈과 입은 웃고

덜된 듯한 표정으로 벽에 그림을 붙였다. 해는

있었다. 그러더니 “선생님, 눈을 가려주시면 안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기분이 좋고 편안한 상태

돼요”해서 눈을 가리자 “걱정 마세요. 선생님,

라고 설명했다. 해가 웃고 있으나 전체적 인상

때리진 않을테니깐”해서 “걱정 안해, 널 믿으

에서 밝고 즐거운 미소는 아니며 맞은편에는

니깐”하고 눈을 감았다. 내담자는 마지막이라며

아주 작은 뒷모습의 사람을 그렸다.

아주 세게 던져 소리가 컸다. 내담자는 “처음

3회기를 시행할 때,

화지에 글씨 쓸 때 떨리고 걱정됐고 점토로 던질

사람을 그리면서 지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여전히 떨렸다” 고 했다.

우기를 여러번 사용

그러나 “마지막에 던질 땐 통쾌했다. 이런 방법이

하였다. 얼굴이나 머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편하게 스트레스를 풀

리, 몸통 등 하나하

만한 곳이 없었다.” 며 아쉬워했다. 아무도 보여

나에 20 30번 이상을 지웠다그렸다 하는 것을

주지 말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전지를 구겨서

반복하였다. “17세 남자가 토요일 오후 3시쯤에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 내담자는 소리와 큰

산책하려고 나와서 신호대기 하는 중이다. 하늘은

동작에 “겁난다, 무섭다, 그래도 되요?”라는 식의

흐리고 바람은 안 불지만 비는 엄청 많이 내린

잦은 반복 질문을 하여 불안감을 보였다. 초기

다. 남자의 기분은 모르겠고 주변엔 아무도 없

단계에서 라포가 형성됐기에 본 회기에서는 자발

다.”고 하였다. 치료자가 요즘 친구들과의 관계를

적으로 자신의 부적 감정을 표출한 의지가 점토

물어보자, 인상을 쓰면서 “아, 그거 꼭 말해야

던지기나 전지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기 등의

되나? 말하기 싫다!”하면서 “짜증나니깐 친구

성숙된 태도로 나타났다.

～

들이나 식구들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하면서

5회기에서 “작품

교우나 가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강하게

에 있는 사람은 쉬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있는 중이고 편안하
다. 상어가 물고기를

2. 중기단계(4~19회기, 감정을 표출 및 새로운

상황에 적응)

잡아먹으려고 질주
하는 중이고 물고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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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에 와서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해는 꼭 그

치료사를 가끔 쳐다보며 “이

려야 한다.”며 추가로 해를 그렸다. “계절은 가을

거 뭐 그리는지 아세요?”하

인데 시간은 오후 1시쯤이고 날씨는 맑다.”고

며 치료사가 맞추길 바라는

하고 제목은 “화창한 가을풍경”이라고 하였다.

식의 질문을 하였다. 제목은

전체적으로 그림의 구성이 통합적이기 보다는

‘맞짱’. 치료사가 그림을 설

각 아이템별 연결성이 부족하여 나열형에 가깝고

명해달라고 하자, “이건 특

중첩된 표현이 보이나 원근법은 확인할 수 없다.

별한 이유 없다. 만화 주인공들이 싸움만 계속

이는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결과(사회

한다.” 싸움만 하고 있다는 말에 이유와 목적을

성숙도의 퇴행)와 연결될 수 있으며 색채표현

묻자 “싸우는 이유도 목적도 없다. 그냥 주인공

에서는 내담자의 감정과 정서가 건조하고 감정이

끼리 싸우는 거다. 그리고 사실 싸움이 여기서

풍부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끝난 건 아니다. 여기에 8칸밖에 없어서 그냥

6회기는 자유화를

여기까지만 그린 거다.” 치료사가 8칸에 맞춰서

그리는데 내담자는

마무리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아, 잘 못 그리는데”

질문에 내담자는 “모르겠다. 그냥 주인공들이

하며 고개를 저으며

지금 계속 싸우고 싶어 해서 또 계속 싸움만

지우고 다시 그리기

할 거 같다.”라며 싸움이 계속됨을 표현하였다.

를 반복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그려나갔다. 한참

8회기는 작품을 완

동안 그림을 그린 후 제목은 ‘지구 뿌시기’라고

성하고 전쟁이라는 제

썼다. 그림을 본 느낌을 말해달라고 하자, 내담

목을 붙인 후 “시키는

자는, “시원하고 통쾌하다. 스트레스가 풀린

대로 안하고 칼 있다

다.”고 하였다.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풀리

고 나대고 총 있다고

냐는 치료사의 질문에, “다 터졌다. 여기 미사

나대서 죽였다. 앞으로도 시키는 대로 안하고

일도 터지고, 레이저로 쏘기도 하고, 완전히 다

깝쭉대거나 나대면 무조건 다 죽여 버릴 거라고

쏴버려서 전멸시킬 거다.”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했다 .”라고 했다 . 7회기처럼 본 작품에서도

그리고 신나서 말하듯 목소리가 약간 들뜬 상태

이유도 목적도 없이 시작된 싸움이며 이 싸움의

에서 “선생님, (로봇을 가리키며) 이건 절대 안

끝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내담자는 붉은색

죽어요. 아무리 적군이 미사일로 쏘고 덤벼도

컬러점토로 피를 표현하면서 처음에는 미소만

얘는 끄떡없어요.”라며 웃으며 말했다. 내담자가

짓다가 “아, 끔찍해!”하면서 점점 큰소리로 웃

가리킨 로봇은 자신의 편이며 아무도 로봇을

으며 말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자신은

해칠 수 없다고 하였다. 6회기에도 해를 그렸

이 작품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다

는데 2회기, 5회기 때보다 작은 해를 그렸다.

죽인 거라며 자신은 힘세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치료사가 해를 가리키며 해가 웃는 것 같다며

했다. 자신이 다 죽인 것이라는 표현과 힘세고

지적하자, “이 해도 로봇이랑 같은 편인데 지금

똑똑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상담을 통해 자신

로봇이 이기고 있어서 웃는 거다.”라며 웃으며

감이 조금 생겼다고 할 수 있거나 힘을 갖고

답했다.

싶어 하는 소원충족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

7회기는 지난회기에 비해 그림의 속도가 빨라

9 10회기, 2회기에 걸쳐 완성한 작품의 제목은

졌고, 지우개를 사용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총이라고 하였다. 내담자는 만들기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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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재료를 다 쓰겠

싫은 표정을 짓고,

다고 말했지만 재료

앞치마 색이 촌스럽

를 다 사용하지는 못

다며 타박을 하더니

하였다. 완성된 총의

치료사가 먼저 손바

크기는 내담자의 팔

닥에 물감을 묻혀서

뚝만한 정도의 큰 사이즈로 총을 만든 것은

바닥에 문지르자 “헉, 선생님도 함께 하는 거

지난주 모친과의 말다툼에서 모친을 죽이겠다며

예요? 재밌어요?”하더니 웃으며 붓으로 그리기

칼부림 날 뻔 했던 상황이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부터 동참하였다. 그리고는 또한번의 전지를

보여 진다.

새롭게 바꾸고 12색의 큰 물감(200ml)을 다 사용
11회기에는 억눌렸

할 정도로 수영하는 듯이 전지위에 물감을 마구

던 답답하고 힘든 감

문질러 댔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정을 분출시키기 위

능동적으로 활동하였다. 작업을 하는 동안 내담

하여 화산을 폭발시

자는 “선생님(전지를 가리키며), 이거 찢어져도

키는 미술활동을 하

되요?”하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기로 하였는데 내담자는 시작하기 전에 지난

작업 후, 물감을 거의 다 사용해서 통을 버려야

회기에 작업한 총을 만지며 굳은 게 가볍다며

할 거 같다는 치료자의 말에 “정말요?”하고 웃

신기해했다. 내담자는 화산 폭발 시키는 것에

으며 “제가 물감 다 써서 선생님 여기 소장님

대해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재료를 다 쓰면 안

한테 벌서거나 혼나면 어떡해요?”하면서 처음엔

되는 거 아니냐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걱정하는 듯 표정을 짓더니 이내 “그럼 다음번

러나 빨간색 물감 큰 통(200cc)을 다 사용할

에도 다 써서 선생님 완전 혼나게 해야겠다.”

정도로 화산이 폭발 되는 장면을 쉬지 않고 표현

하며 소리를 내며 웃었다. 작업에 대한 느낌을

하였다. 작품은 폭 20cm, 높이 13cm이다. 내담

묻자 손에 묻어서 찝찝해서 싫다고 하더니 속이

자는 붉은색 용암이 흐른다고 하다가 나중엔

시원하니깐 다음에 또 하고 싶을 때 다시 하자고

“선생님, 이거 꼭 피 같지 않아요?”하면서 그때

제안을 하기도 했다.

부터 붉은색 물감 1통(200ml)을 다 사용하였다.

13회기에 묽은 점

작업에 집중하느라 간혹 몇 마디의 질문 빼고는

토를 주물주물 거리

거의 대화 없이 회기가 마무리 됐으며 내담자

더니 “선생님 이거

에게 진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 써도 되요?”하고

정리할 때는 “선생님, 이젠 이런 거 다시 하지

물어 치료사는 당연

말아요.”라며 의외의 말을 하였고 이유를 치료

하다고 말해주자 “정말요? 이거 다 쓰면 혼나는

자가 묻자 “그냥”이라고만 답하였는데 지금까지

거 아니예여?”하며 눈치를 보듯 웃었다. 걱정

지속적이고 파괴적 활동을 통하여 분노가 정화

말고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하라고 허용하자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엄청 큰 상어를 만들겠다.” 면서 5회기 때 작업

12회기에는 내담자가 지난회기 화산 폭발

했던 LMT를 가리켰다. 상어는 부드럽고 포근한

작업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주저했으므로

느낌이 나는 상어를 만들었다. 치료사가 LMT의

이번 회기는 다른 기법의 감정표출 작업인 물감

상어보다 더 크고 날카로운 느낌이 아니라는

작업을 권유했다. 처음엔 냄새나는 거 같다며

피드백을 하자, 5회기 때부터 자랐으니깐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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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라며 상어가 커진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

것을 좋아한다 .”고 하였다. 그동안의 작품에

했다. 그리고 “이젠 상어가 아니라 고래로 바뀐

비해 인물상의 크기가 커졌다. 내담자는 작업을

거다.”라고 했다. 어떻게 바뀌게 된 거냐는 질문

더 늦게까지 해도 된다면서 “아이 더하고 싶은

에는 “그냥요”하며 자기도 모른다고 얼버무리며

데, 더 해요”하며 떼를 쓰기도 하였고 작품을

웃었다. 작품의 내용에서 볼 때 첫째, 상어가

마무리 할 때 내담자는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고래로 변화된 부분과 둘째, 부드럽고 포근한

작품을 붙이고는 그 앞에서 작품을 바라보며,

느낌의 변화에서 내담자의 적절한 감정이 유연

“선생님, 이 남자 멋지지 않아요? 아냐, 나무에

하게 발전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쫌 더 바짝 붙일걸 그랬나?”하며 자신의 작품에

14회기에 내담자는 글라

만족해하는 모습과 칭찬해주길 바라는 모습을

스데코를 선택하고 곰 모양

보였다. 14회기의 연계된 작품에서 내담자가

(보라)의 글라스데코 문양

창의적으로 응용하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

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칠했

으며 작품에 대해 성취감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다. 그리고 “이거 꼭 여기

부분과 점진적으로 치료사와의 피드백을 통해

있는 그림으로만 해야 되

자신감을 찾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모습

요? 제가 그려서 해도 되

에서 사회적 교류에 흥미를 갖고 있음을 확인

요?” 하며 자발적으로 A4용지에 남자를 주황색

할 수 있었다.

사인펜으로 그린 후 글라스데코를 이용해서

16회기에는 작업

주황색 테두리를 칠했다. 내담자는 작품을 2개의

에 표현한 내담자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두께가 두껍게 되면 티슈로

단점; 키가 작다, 말

지워가면서 다시 그리기를 반복하는 등 조심

을 잘 안 듯는다, 의

스럽게 굵기를 조절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치료

욕이 없다 . / 장점 ;

자가 다른 내담자들의 작품을 보여주며 스스로

머리 숯이 많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찾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글라스데코를 한 내담자가

시간이 많이 소요(40여분)됐으며, 아직까지 내담

없음을 말하자 웃으며 “제가 쫌 천재잖아요”

자는 자신의 장점발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며 자신의 작품을 보며 뿌듯해 하였다. 글라스

또한 장점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내면의 장점

데코는 억제력, 조절력, 계획력, 통제력과 관련

이나 성숙된 모습이 아닌 것은 아직 내면으로의

된 매체로써 스스로 글라스데코를 선택해서

작업에 내담자가 힘들어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내담자의 관리능력의

있다. 내담자는 이번 작품을 완성하고나서 말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하기를 싫어했는데 이는 아직도 자신이 무능력
15회기에는 나무 2

그루와 낙엽이 떨어

하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는 가을이라며 배

17회기, 제목; ‘한

경 그림을 그리고나

장에 100원’. 내담자

서 지난회기에 완성

는 매체를 둘러보더

한 글라스데코 중 남자를 배경 위에 붙였다.

니 검정색과 분홍색

제목은 “가을”이고 느낌은 “경치가 좋다.” 내용은

8절지와 스티커를 선

“저 남자는 저 남자는 가을에 나무 밑에서 있는

택하였다. 그리고는 “선생님 제가 붙이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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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맘대로 붙여도 되요?”하고는 “이거 다 붙

연필을 선택하였다.

여도 되는 거죠?”하고 확인을 받았다. 내담자는

처음에는 난화작업

분홍색 도화지에는 별, 리본, 풍뎅이, 개구리,

을 하는 듯 하더니

하트, 사과를 나열하듯 줄을 세워서 촘촘하게

무언가 굴곡이 있는

붙였다. 그러나 검정색 화지에는 “화려하게 빛

둥근 형체를 그리기

나게 해야 한다”며 밝은 색의 풍뎅이, 꽃잎, 사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형체마다 테두리를 그리

과를 뜨문뜨문 붙였는데 색의 조화가 되도록

더니 그 안에 여러 가지 채색을 시도하였다. 내담

붙여 디자인한 작품이다. 내담자는 자신이 싫어

자는 치료사에게 어떤 것을 그린건지 맞춰야

하는 색이 분홍색이며 하트나 별 따위는 어린

한다며 자신이 그리는 것을 잘 지켜보라고 요구

애들이 쓰는 거라 싫어해서 자신이 다 써서 다른

했다. 가끔 치료사가 자신의 작업과정을 잘 지켜

애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사용하는

보는지 몇 차례 확인하고는 “어, 잘 지켜보시네”

거라는 명분을 대며 사용하였다. 그러나 내담

하고 웃으며 다시 작업을 진행하였다.

자가 스티커를 조심스레 정성껏 붙이는 모습

작업 중간에 뭘 그린건지 맞추라고 내담자가

이나 자신이 조화시킨 컬러나 디자인한 모양에서

요구하였고 치료사는 어떤 걸 그린건지 정확하

분홍색이나 하트, 별 등을 사용한 게 쑥스러워서

게는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을 했고 하지만 뭔가

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내담자는 완성된 자신의

자유로운 느낌이고 색이 여러 가지라서 밝고

작품을 맘에 들어 했는데 자신감이 생겨 자신에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이라고 답하였다. 치료사의

대한 긍정감이 커진 것으로 보여진다.

피드백에 내담자도 무엇을 그린건지 왜 그린건지

18회기에 치료사는

모르겠다면서 어지럽다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

부정적 감정이 많았던

라고 하고는 집중해서 작업을 이어갔다. 기존에

내담자의 정서적 균형

붉은색을 위주로 사용했고, 다양하지 못한 채색을

을 탐색하고자 좋아하

했던 것에 비해 다양한 색채 사용과 채색을

는 것과 싫어하는 것

하였다. 내담자는 자신의 작업이 맘에 든다며

찾기를 제안했다. 내담

작가들이 뭔지 모르게 그려놓은 것처럼 보인

자는 싫어하는 것(영

다며 자신의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하였다.

어, 호두, 여자(그냥 생

3. 종결단계(20~22회기, 관리기능 강화)

긴 게 맘에 안 든다.
특히 얼굴이나 첫인상)

20 회기의

를 먼저 작업했으며, 좋아하는 것(다이아몬드

나무그림 내

(비싸니깐), 특이한 것(뭔지 모르지만 그냥 특이

용은 화창한

해서))을 안 하면 안되냐는 질문에 치료사는

봄날 크고 건

“찾을 수 있는 만큼만 찾아보자”고 했지만 여

강한 나무가

전히 내담자는 찾는 데 힘들어했다. 여전히 내담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있다. 자유화 제목; ‘싸움’/

자는 자신의 욕구 선별 작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느낌; 흥미진진하다/ 내용; 인정받기 위해 의리를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지키며 싸움을 한다.

19회기, 제목; ‘몰름’/ 느낌; 어지러움. 내담

나무그림의 내용은 상담초기에 비해 상당히

자는 자신이 마음대로 그릴 거라며 8절지와 색

발전된 양상으로 해석된다. 화지의 80%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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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차지했으며 수포가 과도하게 크지만,

졸고 수업 듣는 거’라는 내용에서 내담자의 의

나무의 건강함을 표현하려는 내담자의 의지가

지와 학교생활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엿볼 수

담겨있기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내담자의 정서

있었다. 내담자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그동안

적인 측면을 추측할 수 있는 채색정도도 안정적

밀렸던 공부를 학원 다니며 보충하겠다고 하였다.

이며, 상담을 통해 건강한 심리상태로 변화하는

이는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대로

자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

행동하기보다는 통제된 학원에서 규칙적으로

화에 나타난 싸움은 기존의 무목적적 싸움과는

생활하려는 내담자의 의지를 통해 전두엽관리

달리 목표가 있는 의지에 의한 싸움이므로 계획

기능이 다분히 향상됨을 볼 수 있었다. 향후 부모

성과 통제성이 변화 향상된 내용임을 확인할

전화 상담을 통해 집에서도 행동으로 이행하고

수 있다. 또한 싸움이 끊임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키가

자신이 이기기 때문에 금방 끝나는 싸움이라고

작아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는

하였다. 색채 사용이 다양해짐을 지적하자, 19

거라며 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회기 작품이 멋있어 보여서 이번에도 신경 써서

더불어 공부도 잘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면

그렸다며 채색효과로 자신의 작품이 멋있어

친구들도 많아질 거라는 부모님의 말이 맞는 거

보이지 않느냐는 식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언어적

같다며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내담

표현을 하였다.

자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과 부모에

․

21회기에 내담자는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을 즐겁고 신나
게 기쁨을 줘서 좋아

Ⅳ

.

하는 사람은 초등학

논의 및 결론

교 친구 1명과 중학
교 친구 2명이다. 자신을 속상하게 하거나 힘

본 연구는 전두엽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

들게 만들어서 싫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 자체도

년이 미술치료를 통해 관리기능 향상과 우울감

싫다며 작업을 거부한다. 부정적 영향을 끼친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관계를 인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치료사는 내담자의 자아기능 향상을 위해 우선

관계개선은 아직 시간이 필요할 거라 예상된다.

적으로 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부적감정

그러나 긍정적 영향을 미친 관계에서는 다른

표출과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편안한

또래 남학생들처럼 친구를 떠올렸다. 청소년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이는 통제가 낮은 다양한

시기는 가족보다 친구에게 즐거움과 행복함을

매체 활용이나 여러 작업 활동의 수용이 이를

느낀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정서가 건강하게

뒷받침 해준다. 물론 오랜 세월동안 가정폭력에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시달렸던 청소년이 짧은 기간에 정서적 안정을

22회기는 미래에

찾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 희망과 목표를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데 집중하면서 이를

향해 나아가는 내담

통해 점차적으로 관리기능의 향상을 기대하며

자의 다짐을 확신하

본 연구를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는 회기이다. 가장 이

본 프로그램은 선행연구와 수퍼비젼을 통해

루고 싶은 목표가 ‘고등학교 가서 수업 때 안

22회기에 걸쳐 진행하였고, 치료사는 내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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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공감, 지지, 수용의 태도를 경험할 수

사람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내담자의 관리능력이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전 후 검사를

점층적으로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회기

비교하고 치료 진행에 따른 변화 결과는 내담자

에는 지난회기 작품을 응용하는 자신의 창의적

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방법과

시도에 만족해했으며 치료사와의 피드백을 통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찾는 모습에서 상호작용에

다음과 같다.

흥미를 갖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려는 의지를 볼

․

첫째, 미술치료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수 있었다. 16~21회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자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회기별 변화에

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인지적 접근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교류에 관한 훈습을 통해 변화무쌍한

～

초기단계(1 3회기)는 내담자와 라포형성 및

감정표출과 억제력, 통찰력, 계획력 등 다양한

흥미유발이 목적이었으나 그 목적이 달성됨을

감정과 사고를 경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당시에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중기단계로

22회기는 그동안 게을리 했던 학업에 대한 계

넘어가면서 초기단계 목적의 성과를 확인할 수

획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있었다. 중기단계(4 19회기)는 작업을 통해 긴장

행동하기보다 규율과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에

이완을 시키고 이로써 불안 감소 및 감정을 표출

적응하려는 내담자의 의지를 학습학원 등록을

하는 것이다. 또한 매체 탐색을 통해 새로운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두엽관리기능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목표인데 4회기부터

다분히 향상되어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있음을

효과성이 드러났다. 4회기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증명하고 있다.

～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

이에 대한 투사검사인 동적가족화(KFD)를

으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점토 던지기와

보면, 형식적 분석에서는 확실한 변화를 찾았

싫어하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쓴 전지를 구겨서

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PDI를

쓰레기통에 던지기로 작업을 정리하는 성숙된

통한 내용적 분석을 토대로 한 전체적 분석에

태도까지 보였다. 이는 초기단계에서 라포가

서는 정서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

형성됐기에 나타난 태도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할 수 있었고 이는 회기별 변화에 효과 있음을

6~12회기까지는 이완된 매체를 집중적으로

시사한다.

활용함으로써 긴장이완을 도모하며 내담자의 팔

둘째, 미술치료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길이만한 총, 둘레 20cm와 높이 13cm에 200cc의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관리기능 강화에

물이 담긴 화산폭발, 여러 장의 전지와 200ml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물감을 다 사용한 핑거페인팅 등을 통해

김혜영(2006)은 양육자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억압된 분노와 공격성 등의 부정적 감정표출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의 비참한 최후는 아무리

확장적으로 나타냄을 뒷받침하고 있다. 13회기는

좋은 잠재적인 자아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5회기에 그린 상어가 고래로 변화됨을 만들기로

해도 양육 환경이 열악할 때 그러한 기능들은

표현했고 이에 대해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라는

모두 사장되고 마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술치

설명에서 내담자의 감정이 유연하게 발전됨을

료를 통한 정서적 안정은 환경에 적응해 나갈

예측할 수 있다. 글라스데코라는 매체는 억제력,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며, 이는 관리기능의 역할

조절력, 계획력, 통제력과 연관된 특성이 있는

과도 일맥상통하며 관리기능의 역할(현실감과

데 14회기에 글라스데코를 선택해서 집중하며

현실검증능력을 통한 현실에의 적응, 욕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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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통제, 대상관계, 사고 과정, 방어 기능,

관리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 해

자율적 기능, 종합적, 통합적 또는 조직적 기능)은

준다.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에 해당되므로 본 연구

셋째, 미술치료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프로그램에서는 정서적으로 열악한 가정폭력에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우울감 감소에

노출된 내담자에게 미술치료를 통해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가정폭력으로

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정서적 공감, 지지, 수

인한 불안과 긴장의 연속으로 억눌렸던 부적

용의 일관된 태도를 통해 내담자가 자기감정을

감정은 미술치료 매체를 통해 마음껏 표출하여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장할

둔화된 감정표현을 활성화하고, 감정의 충동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 창의성, 자발성을 돕고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1회기에서

자 하였다.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주장하기는

부친에 대한 억눌렸던 감정을 fuck you, 4회기

커녕 인식하기조차 힘들어하는 상태였고, 자신의

에서는 점토 뭉쳐서 던지기, 8회기에서 붉은

감정을 억압하고 위축된 긴장상태에 오랜 시간

물감을 이용한 피가 낭자한 전쟁터 표현, 9

노출됐기에 치료사의 일관된 무조건적 수용에

10회기에서는 대형 총, 11회기는 화산폭발, 12

의한 holding의 태도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연

회기에는 핑거페인팅 등으로 안전하게 표현했다.

스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줄 것

부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직접적 표현은

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치료사는 내담자가 억눌

내담자로 하여금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기에

렸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매체를 활용한 부정적 감정의 반복 표출작업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부정적 감정의 발산 및 소거에서 충동 조절 가능

얻게 하여 행동에 참여하려는 의지 행위와 동기

으로 이어져 자기 통제와 산만한 상황에서 주의

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1회기와 13회기

집중 유지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전체회기를

에는 천사점토, 4회기와 8회기에는 컬러점토,

간략히 정리하자면, 라포형성으로 인한 작업에

9회기와 10회기에는 폼 클레이, 11회기와 12회기

대한 흥미와 관심은 자발성으로 확장됐고 억눌

에는 물감인 통제가 적은 매체 활용으로 자유

렸던 부적 감정의 표출이 억제력, 조절력, 계획

로운 감정표현과 부적감정의 표출이 자주 등장

력, 통제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사회성과

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회기에 걸쳐 가소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성이 특징인 점토 활용으로 실패나 좌절의 경

사회적 교류에 관한 미술치료 작업에서 다양한

험을 보완할 수 있었으므로 작품의 부담감이

감정과 사고변화의 경험이 규율과 규칙을 준수

감소되었다. 박윤희(2010)는 축축하게 젖은 점

하는 책임감 있는 관리조절 능력으로 향상되어

토와 냄새가 기억과정을 관여하는 피질신경망의

관리기능을 강화시키는 근간이 미술치료임을

다양한 영역의 활성화를 촉진한다고 하였고,

증명하고 있다.

그로인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의 존재가

․

이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

뇌의 다른 부분의 기억응고과정을 활성화시켜

검사(K-WISC- ),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

편도체가 기억저장에 영향을 미치며 미술치료

검사(Rey-Kim)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였

에서 내담자에게 정서적 경험이 가능할 수 있게

으며 결과는 61점에서 109점으로 유의미하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술작업의 재미와 그로

나타냈다. 이는 미술치료를 통한 정서적 안정이

인한 만족감은 작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상승

전두엽 관리기능 검사(신경심리검사)를 통해

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내담자의 작품에 제목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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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게 함으로써 성취감, 작품의 의미, 가치를

19

효과가 있다.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둘째, 미술치료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이러한 창조에 대한 성취감은 심리적 안녕감을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자아기능 강화에

도모하는데 기여하며, 이는 뇌파 실험에서 알파

효과가 있다.
셋째, 미술치료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전두엽

파가 생성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작업이라고
밝혀졌다(박병운, 2007; 박윤희, 2010).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우울감 감소에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해 볼 때,

효과가 있다.

청소년 성격평가질문지(PAI-A)를 통해 객관적

본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이기에 본 연구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결과는 DEP(우울척도)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81T에서 64T로 현저하게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전두엽 관리

있었다. 미술치료에서 통제가 낮은 매체를 통한

기능과 미술치료와의 상관성을 입증하였다는

반복적 부적감정 표출 및 작품에 대한 생각이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려 된다.

동기부여 및 성취감으로, 청소년 성격평가질문지
(PAI-A)를 통해 우울감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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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 tudy of Art Therapy for the Reinforcement of
Executive-function and Reduction of Depression on the Adolescent
boy with Frontal Lobe S yndrome and Family Violence

-Using Kim's Frontal-Executive Neuropsychological testCha, Hyun-Hee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icacy of art therapy for the reinforcement of
executive-function and reduction of depression on the adolescent boy with frontal lobe syndrome and family
violenc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third grade student of OO middle school in Y city, and has
suffered from verbal and physical violence by his alcoholic father, and has witnessed the father's beating
his mother. He participated in this art therapy program for 50 minutes per each session once every week

Ⅲ

from May, 2005 to February, 2010. K-WISC- , Kim's Frontal-Executive Neuropsychological test, PAI-A, KFD
were used for the pre-and-post test of this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 art
therapy showed some effects on the change of the adolescent boy with frontal lobe syndrome and family
violence in each session. Second, after finishing the art therapy, the score of Kim's Frontal-Executive
Neuropsychological test has increased from 61 to 109 of executive-function. Third, after finishing the art
therapy, PAI-A's depression score has decreased from 81 to 64. Therefore, it suggests that the art therapy is
effective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with frontal lobe syndrome and family violence. Also, using Kim's
Frontal-Executive Neuropsychological test, it suggests that there is relationship between art therapy and
frontal lobe's executive function.
Key Words : Family Violence, Frontal Lobe Syndrome, Executive-Function,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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