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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Young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 프로그
램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연구대상은 서울 모 병원 정신과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만 19세 여성으로
2015년 1월 2일부터 2015년 4월 25일까지 총 33회기로 주 2회～3회씩 120분～150분간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적응도식 질문지, 자살사고 척도, 자살충동 척도를 사전 사후 추후에 실시하였으며
회기별 치료과정에서의 단계별 변화와 상징을 질적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자기파괴성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회기별 치료
과정의 단계별 표현과 상징의 변화에서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따라서 Young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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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는 초기 성인기에 시작되어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동에서의 불안정성, 그리고 심한 충동성이 지속적으로 성
격화되어 나타나는 이질적인 증상의 조합을 특징으로 한다(DSM-5, 2013). 경계
선 성격장애의 다양한 증상은 개인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파생
되는 심리적 문제는 우울, 불안, 분노, 공포, 의심 등 웬만한 심리적 장애에서 발
견되는 주요 증상을 거의 다 포괄할 만큼 다양하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우울증
및 기타 정서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불안장애, 약물사용장애, 성격장애
등과 높은 공병현상을 보이며, 일생 동안 자살에 이르는 비율이 10%에 해당할
정도로 환자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양은주, 류인균, 2000, 재인용:3). 한
편, 경계선 성격특성은 일반인에게서도 유병률이 약 6%로 높을 뿐 아니라(APA,
2013), 성격장애 중 입원과 외래장면에서 가장 흔히 진단되는 성격장애는 경계선
성격장애이다(Widiger & Trull, 1993).
게다가 경계선 성격장애는 조현병에 비견할 만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Linehan & Heard, 1999) 흔한 장애로써 일반성인 인구의 1.1∼2.5%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지나 친구, 동료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자녀에게 정신 병리
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다(Paris, 1996). 따라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을 이
대로 방치해 둔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경계선 성격
장애 환자 본인의 삶 또한 자살이라는 극단적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
계선 성격장애의 심리 치료적 중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경계선 성격장애의 심리 치료적 중재방향을 살펴보면 음악치료, 무용
치료, 상담 등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미술치료는 미술이 상징적이고 본질
적이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없는 사람이 말보다 더 쉽게 어두운 면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어 노출에 두려움을 느끼는 내담자도 선과 악에 대한 균형감이 있는
자신을 찾게 해준다(Rubin, 2006). 미술과 같은 비언어적 기법을 반복적으로 시
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상실, 왜곡, 방어, 억제되어 있던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자
기상, 자기 세계관을 재발견하여 자기 동일화, 자기실현을 꾀하게 한다(공마리아
등, 2004). 이와 같이 미술은 방어가 적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므
로 목표하고자 하는 정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백양희, 정현영, 2012).
경계선 성격장애 미술치료로 접근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ion의 “담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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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ment)”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통합에 영향을 미쳤다는 강현정(2008), 만
다라를 이용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였다는 이승민(2006), Kenberg의 대
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통합과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한경아
(2006), 경계선 인격장애 미술치료에 대한 정순영(2002), Young의 경계선 성격장
애 심리도식치료로 이성관계 만족도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박선영(2011)의 연구
가 있다.
그 중 박선영(2011)이 사용한 Young(1990)의 심리도식치료 이론은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로는 적절히 치료되지 않는 내담자들, 특히 성격장애 환자 및 축Ⅰ
장애의 기저에 심각한 성격문제를 지닌 내담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게슈탈트치
료, 애착이론 및 정신분석치료를 통합하여 개발한 도식치료인데 그가 유형화한
역기능적인 도식들은 척도를 사용한 법칙정립적인(nomothetic) 연구적용이 용이
하고, 주요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비임상집단의 지연행동 같은 심리적 특성의 경
험적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임성문, 2005).
또한 부적응 도식들의 주된 기원인 아동기 경험에서 유발되는 전형적인 가족
기원의 5가지 초기부적응도식은 미술의 구체적이고 시각적이며 무의식적 심상을
표출시키는 장점과 만나 아동기의 외상적인 경험을 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추론된다(신성숙, 2015). 따라서 미술을 통해 경계선 성격장애의 초기 부
적응 도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Young(1990)이 개발한 경계선 성격장애 심
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미술치료를 진행하고자 한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대부분 부적응적인 도식체계의 활성화로 인하여 적
응적이지 못한 대처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초기부적응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초기부적응도식은 심리도식치료 이론(Young,
Klosko, & Weishaar, 2003)에서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장애
의 주요 특징을 안정적인 불안정성이라고 기술할 정도로(Gabbard, 2000), 극단적
인 감정변화와 유동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하며 시시각각 변한다. 따라서
Young(1990)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에게는 초기부적응도식과 역기능적 대처반
응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모두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단위로 양식의 개념을 도입하였다(권석만, 유성진, 2008, 재인용:94). 버림받은 아
동 양식, 성난 충동적인 아동 양식, 처벌적인 부모 양식, 분리된 보호자 양식, 건
강한 성인 양식 이렇게 5가지 양식을 경계선 성격장애 관련 양식으로 제시하였
으며, 부적응적인 양식을 비활성화 시키고 적응적인 양식을 우세하게 활성화시
키는 것이 Young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의 핵심이다(권석만, 유
성진, 2008, 재인용:97).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990)은 “도식 질문지”를
개발하였는데 조성호(2002)는 이 도식 질문지를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번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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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도식 질문지”를 만들었다. 조성호(2002)는 한국판 도식 질문지를 이용하
여 경계선 성격특성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적응 도식을 연구한 결과, 총 16
개의 부적응 도식 중 충동/분노, 상실우려, 내성취약, 예속/굴종, 파국 이렇게 5
가지 부적응 도식을 찾아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성호(2002)가 찾아낸 5가
지 부적응 도식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미술치료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자해나 자살위협, 자살시늉, 자살시도와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은 치료를 방해하면서 치료자에게 강한 역전이를 유발한다. 흥
미롭게도, 의도적인 자해나 자살시도는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과 가장 빈번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동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목표로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
루어져 왔다(Linehan, 1993). 모든 고의적인 자해는 죽으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치사율의 연속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Linehan, 1993). 치료 장면에서 자기 파
괴적 행동은 위험성이나 역전이 문제 외에도 치료를 방해하고 호전을 지연시킨
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김갑숙, 이명주,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자기 파
괴적 행동, 특히 자해와 자살시도에 초점을 맞추어 미술치료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신과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여성으로 어렸
을 때부터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언, 가정불화, 어머니의 방임 결속의 비 일관적
인 양육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채 성장하였으며, 부모에
대한 억압된 분노로 부적응 및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Young(1990)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 및 자기파괴성을 완화시키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Young(1990)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
으로 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단일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 및 자기
파괴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미술치료가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
에게 효과적임을 나타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Young(1990)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
로 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을 완화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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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자기파괴성을 완화할 수
있는가?
셋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
의 질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인적 사항
(1) 내담자 정보

본 연구의 대상자인 M은 만 19살의 여성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기
때문에 2015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위로 오빠가 있다. M은 2012년 11월에 처음으로 양극성장애로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두 차례 정신과에 입원한 경력이 있고, 현재는 Y정신과에서 본
치료자와 만나기 일주일 전에 full-battery검사로 경계선 성격장애로 정신과 의
사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꾸준히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2) 가족력

M의 아버지(50세)는 공무원이다. 원 가족력을 살펴보면 아버지 역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폭력적이고 억압된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아버지의 남동생이
몇 년 전 자살을 하였다고 했다. M의 아버지는 M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외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번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로인해 M의 어
머니와 시도 때도 없이 다툰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틈만 나면 M과 M의 어머니
를 구타하였고, 툭하면 헤어지자고 어머니를 협박한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성격
은 충동적이고, 폭력적이며,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다고 하였다.
M의 어머니(48세)는 보험사 직원으로 어머니의 남동생이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외할머니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가족들 기저에 우울
감이 깔려 있었다고 했다. M의 어머니는 남편의 잦은 외도로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져 자식들에게 심하게 밀착하여 모든 것을 간섭하고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M에게 불안감을 심어 주었으며, 아이들 앞에서 히스테릭한 성격
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M의 오빠(23세)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며, M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과
제라며 성추행을 해, 그로 인해 M이 질염에 걸려 어머니에게 발각되어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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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치심을 아직까지 품고 있었다. M은 대학을 간 후 오빠는 부모님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고 많이 의젓해졌다고 말하였지만, 성추행으로 인한 오빠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2) 주 호소 문제
M의 주 호소 문제는 현재 부모와의 불화와 잦은 자해시도, 정동의 불안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존재감으로 인한 절망감을 호소, 내면의 우울을 비롯한
주최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를 컨트롤 할 수 없어 학교생활 및 일상적인 생활에
크나큰 불편사항을 갖고 있다. 다음 <표 1>에서 M의 부적응도식 및 자기파괴
성과 관련해서 주 호소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주 호소 문제

부적응도식

자기파괴성

가족이나 친구를 대할 때 사소한 일에 이성을 잃고 화를 냄
충동/분노 ․
․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함
․ 남자친구에게 버려질 것 같아 집착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참
상실우려
지 못함
․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 생각함
사소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후회할 것을 알면서 음주나
내성취약 ․ 흡연,
자해를 함
․ 모가 가장 원하는 종교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배타심을 가짐
예속/굴종 ․ 강제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을 참지 못함
․ 상대방이 자신에게 요구하면 화를 참지 못함
․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는 신체화 증상을 호소
․ 결국엔 모든 것이 다 소용없고 어떠한 노력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파국
․ 자신은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느낌
․ 세상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있다고 생각
․ 자신이 큰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
․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커터칼로 손목을 그음
․ 자해를 하는 친구들과 있을 때 자해를 하면서 친구들이 대단
해하는 것을 즐김
자해
․ 감정이 주최가 되지 않을 때 자신의 몸을 불로 지지거나 칼로
베면서 짜릿한 감정을 느낌
․ 자해하거나 자살하려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흥분감을 느낌
․ 어차피 자신은 학교에 가도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
각해서 학교에 가지 않음
․
학교에 가도 잠만 자고 학교에선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가기
등교거부
싫어함
․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등교시간에 맞추어 못가는 경우
가 많음
․
처방해 준 약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복용
약물복용 ․ 정신과에서
밤마다 나가서 술을 먹거나 흡연을 함
다이어트를 하다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함
무분별한 ․
․
때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함
폭식/성행위 ․ 우울할
불특정한 남자들과 성관계를 함
- 196 -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 및
자기파괴성 완화를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김보아ㆍ전순영)

2. 측정도구
1) 부적응도식
(1) 부적응도식 검사

본 연구에서는 Young(1990)이 성격장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역기
능적 신념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개발한 205문항의 도식 질문지
(Schema Questionnaire)를 기초로 조성호(2001)가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번안하
여 개발한 한국판 도식질문지(Korea Schema Questionnaire: KSQ)를 사용하였
다. 총 205문항에 1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계선 성격특성의 사
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적응도식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18개의 부적응도식 중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 있는 5개의 부적응도식(충동/분노, 상실우려, 내성취약,
예속/굴종, 파국)의 45문항만을 골라 사용하였다. 이 5개의 부적응도식의 하위영
역별 내적신뢰도 Cronbach'α는 <표 2>와 같다.
<표 2> KSQ 하위영역과 신뢰도

하위영역
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타인중심성
과잉경계 및 억제
손상된 한계

Cronbach'α
.94
.89
.85
.88
.76

2) 자기파괴성
(1) 자살사고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Beck(1979)이 개
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살사고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는
임상가가 임상면접을 통하여 채점하는 3점 척도의 검사이다. 본 치료에서는 박
광배와 신민섭(1991)이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변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광배
와 신민섭(1991)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α는 .87이다.
(2) 자살충동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살충동 척도(Suicide Probability Scale: SPS)는 자살에
대한 가능성과 충동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Cull과 Gill(1988)의 자살가능성척도
(Suicide Probability Scale)를 고효진, 김대진과 이흥표(1999)가 한국판으로 수정,
연구한 것이다. 자살위험성 척도는 14세 이상 대상자의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총
31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충동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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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하위영역별 내적 신뢰도 Cronbach'α는 <표 3>과 같다.
<표 3> SPS 하위영역과 신뢰도

하위영역
부정적 자기평가
적대감
절망감
자살생각

Cronbach'α
.79
.75
.78
.80

3. 미술치료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내용선정 및 구성
본 연구의 진행에 앞서 기존 선행연구 검토와 면담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을 체계화 및 구체화 하였다. 자살행동을 보이는 경계선 여성에게
실시방법, 대상, 진행형태 등에서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이 되도록 Young(1990)
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한 박선영(2011)의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타당화 작업을 마친 함경애(2012)가 개발한 인지행동치료 중 하나인
자살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적절히 도입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내
용을 미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에게 슈퍼비전을 받았다.
2) 프로그램 목표 및 단계
본 연구에서는 Young(1990)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
로 한 미술치료가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회기를 단계별로 나누어 프로그램 과정을 구성
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는 <표 4>와 같다.
<표 4>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

Young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에 따른 치료목표
유대관계 형성 및
정서의 조절
심리도식 양식의 변화
자율성

구
분
초
기
중
기
종
결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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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족 탐색
대인·이성 관계 탐색
스트레스·자살사고 인식
취약한 아이를 건강한
성인으로 대체
내면의 긍정적 인식 및 삶의
의미고취

회기
1-9회
10-14회
15-22회
23-28회
29-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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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제
본 연구에서는 Young(1990)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
로 한 미술치료가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미술치료 프
로그램 활동내용 및 기대효과 미술매체에 대한 정보는 <표 5>와 같다.
<표 5>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사전검사
1
2
1
단
초기 계
(유대
관계 자
형성 기
및 ․
정서의 가
조절) 족
탐
색

3
4
5
6
7
8
9

주제

활동내용
기대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주 호소 문제
녹음 동의서 및 인적 사항
초기면담 참여 및 작성,
및
프로그램
부적응도식질문지, 파악,
사전검사
동기유발,
라포
자살사고척도,
형성
자살충동척도 실시
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아상 및 자아개념
나하면
떠오르는 것을
파악, 자기표현,
떠오르는 것
자유롭게 표현
욕구 탐색
자아개념
및
최초의 기억 엄마 뱃속의 태아였을 엄마와의관계파악,
찾기
때의 나를 표현
자기이해
자신의 신체를 전지에 자신이 지각하고
나의 신체
그려보고 신체의 있는 자아상 파악
느낌을 표현
가족 간의 관계
어항
속에
물고기로
된
물고기 가족화 가족을 상상하여 표현 인식, 갈등관계 및
소통방식 파악
어렸을 때의 어릴 적 가장 기억에 어렸을 적 상처로
나의
남는 사건을 회상하여 인한 분노의 감정을
상처
4분할법으로 표현
탐색
5회기에
그린
엄마에게
가족관계
엄마에게 받은 상처받은 느낌을 다시 취약한 아동 탐색,
양식들
상처의 느낌
표현
인식
대한 감정표현, 가족관계 탐색,
철새 같은 아빠에
아빠의
외도가 내게 취약한 아동 양식들
아빠
남긴 흔적 표현
인식
가족관계
탐색,
오빠에게
성추행
오빠의 성추행 당했을 때의 감정 표현 취약한 아동 양식들
인식
삶의
나의 과거, 현재, 자신의 과거, 현재, 돌아보며여정을
현실 과
미래
미래 표현
소망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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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캔트지,
크레용, 파스텔
파스넷
5절 캔트지,
크레용, 파스텔
파스넷
전지, 크레용,
파스텔, 파스넷
5절 캔트지,
크레용, 파스텔,
파스넷
5절 캔트지,
크레용, 파스텔,
파스넷
전지, 크레용,
파스텔, 파스넷
5절 캔트지,
크레용, 파스텔,
파스넷
5절 캔트지,
크레용, 파스텔,
파스넷
2절 캔트지 3장,
가위, 풀, 잡지,
색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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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주제
활동내용
기대효과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자신이
지각하는
2
가면
10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자아개념
및
단
만들기
표현
대인관계
탐색
계
주변 친구들을
언제나 생각해보고
초기
11 나는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탐색
혼자 였어요
(유대 대
관계 표현
관계 인
잊고 싶은 그 전 남자친구에
이성 관계 탐색,
대한 성난
형성 ․ 12
때의
충동적인 아동
기억 표현
및 이
느낌은
양식
이성 관계인식탐색,
정서의 성 13 반지와 핸드폰에 커플링과 핸드폰에 취약한
아동 양식
조절) 관
묶여있는 나 집착하는 나를 표현 및 자기감정
인식
계
나를 성적인 나를 성적인 도구로 이성 관계 탐색,
탐 14 도구로 여기는 여기는 남자들에 대한 취약한 아동 양식
색
남자들
감정 표현
및 자기감정 인식
현재
헤어질
때의
감정과
취약한
아동양식 및
15 남자친구와의 지금의 감정 표현 자살사고
인식
작별
남자친구와의 이별 후 취약한 아동 양식이
자해 후 자살 하려고 했던 내 갖게 하는 자살
3 16
떠오른 것들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 사고들 인식
단
표현 하는
계
나를 힘들게
죽느냐
사느냐
자살사고
나를 살게 하는 자기이해,
스 17 이것이 문제로다 것들, 것들
명료화
표현
트
남자친구가
처음에
헤어진 했던 말들과 헤어질 때 성난 아동 양식
레
18
남자친구의
건강한 성인
스
했던 말들 포스트잇에 확인,
처음과
끝
양식으로
대체
중기 ․
표현
만들어 보고, 자신을 용서,
자
별이 새별이를
새별이에게
하고 싶은 현실 인식
(심리 살 19 새별이는
되었어요
말하기
감정인식,승화대처
도식 사
벌해주고
싶은
성폭행
했던
남자들에
감정
양식의 고 20
사람
대한 분노
표현
방안 모색
변화) 인
억눌리고
화가
났던
내 감정은
식 21
모든 것들을 풀 감정표출, 자아수용
이래요
그림으로및 발산
자살생각
시도에 현재 조망,
자살,
22 저울을 재다 대한 이득과 손해
미래 조망,
탐색,
대안
찾기
자기통제
자기안의
분노를
내 안의 화를
자아 수용, 건강한
통해 인식, 성인
양식으로 대체
4 23 빛으로 느끼기 명상을
만다라로 표현
단
치료자와내담자가
자아 통합,
계
통해 만다라를 그리고 그 건강한
24 만다라를
성인 양식
배려하기 종이를 서로 바꾸어
구축
만다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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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매체
가면 틀,
아크릴물감, 붓,
파레트
5절 캔트지,
크레용, 파스넷
5절 캔트지,
파스넷, 본드,
꾸미기재료
5절 캔트지,
크레용, 파스넷
5절 캔트지,
크레용, 파스텔,
파스넷
5절 캔트지,
크레용, 파스넷
5절 캔트지,
크레용, 색연필,
파스넷
5절 캔트지,
크레용, 파스넷
5절 캔트지,
크레용, 파스넷,
파스텔
지점토, 클레이,
도예용구
5절 캔트지,
크레용, 파스넷
전지, 밀가루 풀,
물감
2절 캔트지,
포스트잇,
5절사인펜
캔트지,
만다라 문양,
크레용
5절 캔트지,
만다라 문양,
색연필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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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취
약
한
아
중기 이
를
(심리 건
도식 강
양식의 한
변화) 성
인
으
로
대
체
5
단
계
내
면
의
종결 긍
(자율 정
성) 적
인
식
및
삶
의
의
미
사후검사
추후검사

25
26
27
28

29
30
31
32
33

주제
활동내용
기대효과
치료매체
어릴 적
아동기 미해결된 부적응 도식탐색,
미해결된 문제들을
8분할법표현, 용서와 이해,
5절 캔트지,
문제들을 건강한 성인
양식으로
사인펜
현실로
자아수용
대체
방법
모색
데려오기
가족에 대한 현실세계로 온 지점토, 도예용구,
과거의 아빠, 과거의
정서가 현재 자신의 취약한 아동에게
젓가락,
엄마, 나를 생활에
어떻게적용되고
아크릴판,
현실로 데려오기 있는지 파악 및 표현 위로와 보상
이쑤시개
아픈 나를 반복되는 꿈을 표현, 심상작업으로
5절 캔트지,
보듬기(반복되는 숨겨진 욕구 표출 감정표출, 건강한
파스넷,
꿈)
성인으로 재양육
사인펜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목표지향,행동 수정, 5절 캔트지,
긍정적 감정으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건강한 성인 양식
색연필
대체
대체
구축
떠오르는 대상을
점토로 표현,
5절 캔트지,
너에게 난, 잡지의 글자들로 원 인식 전환, 건강한 잡지,
가위, 풀,
나에게 넌 안에 듣고 싶은 말 원 성인 양식 구축
점토
밖에는 듣고 싶지 않은
말 붙여보기
길을
나에게 목표지향, 건강한 5절 캔트지,
나에게 필요한 방향을잃은
제시해
줄 성인 양식 구축
표지판
색연필
표지판 만들기
미래의 소망과 꿈을 역기능적 대처양식 5절 캔트지,
새로운 나를 표현하기
대안을 찾고 극복, 건강한 성인
만나기
크레용
의지 점검
양식 내재화
나에게 주는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건강한 성인 양식
색도화지,
선물
주고 싶은 선물 표현
구축
색연필, 꾸미기재료
달라진
달라진 나의
건강한 성인 양식 5절 캔트지,
내 모습
모습 표현
구축
크레용
부적응도식질문지, 미술치료의 효과를
사후검사
자살사고척도,
알아봄
자살충동척도 실시
부적응도식질문지, 미술치료의 효과에
추후검사
자살사고척도,
대한 지속성을
자살충동척도 실시
알아봄

4. 연구절차
사전검사는 미술치료 시행 일주일 전인 2014년 12월 23일에 사후, 추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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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2015년 5월 2일, 2015년 7월 2일에 부적응도식 검사, 자살사고 척도, 자살
충동 척도를 본 치료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미술치료는 서울에 위치한 K대학교 미술치료실에서 진행하였으며, 2015년 1월
2일∼2015년 4월 25일 까지 매주 2회에 걸쳐 120분∼150분씩 사전·사후·추후를
제외하고 총 33회기를 진행하였다. 미술치료실에는 미술재료가 모두 배치되어
있었으며, 치료자가 주제를 주면 대상자가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5. 자료처리
첫째, Young(1990)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한 미술
치료가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의 양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적응도식 검사의 사전·사후 추후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
여 총 점수를 환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Young(1990)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가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자기파괴
성의 양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살사고 척도와 자
살충동 척도의 사전 사후 추후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총 점수를 환산하여 비
교 분석하였다. 셋째,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의 질적 변화인 단계별 표현 및
상징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33회기 모두 녹음하여 축
어록(protocol)을 통해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의 하위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판
단되는 것을 언어 및 행동관찰과 작품에 표현된 주제와 상징을 Young(1990)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미술치료수련감독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받았으
며, 미술치료 전공 교수 2인의 검토를 받았고 미술치료 석사 4명과의 논의를 거
쳐 타당성을 높였다.

Ⅲ. 연구결과
1. 부적응도식의 변화
1) 부적응도식 질문지 사전 사후 추후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부적응도식 질문지 사전 사후 추후 점수결과는 다
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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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적응도식 질문지 하위영역별 사전 사후 추후 점수 결과

하위영역
충동/분노
상실우려
내성취약
예속/굴종
파 국

사 전
33
49
69
64
28

사 후
25
39
38
40
25

추 후
23
40
46
43
20

변화 정도
10
9
23
21
8

원총점
36
54
72
72
36

하위영역별 사전 사후 추후 점수 결과를 살펴보면 충동/분노 사전점수는 33점
에서 사후점수 25점, 추후점수 23점으로 총 변화점수는 10점 감소했으며, 상실우
려 사전점수는 49점에서 사후점수 39점, 추후점수 40점으로 총 변화점수는 9점
감소했다. 내성취약 사전점수는 69점에서 사후점수 38점, 추후점수 46점으로 총
변화점수는 23점 감소했고, 예속/굴종 사전점수는 64점에서 사후점수 40점, 추후
점수 43점으로 총 변화점수는 21점 감소했다. 또한 파국 사전점수는 28점에서
사후점수 25점, 추후점수 20점으로 총 변화점수는 8점 감소했다. 따라서 5개의
하위영역에서 모두 부적응도식의 완화를 보였다.

2. 자기파괴성의 변화
1) 자살사고 척도지 사전 사후 추후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자살사고 척도지 사전 사후 추후 점수 결과는 다
음 <표 7>과 같다.
<표 7> 자살사고 척도지 사전 사후 추후 점수 결과

자살사고

사 전
36

사 후
24

추 후
24

변화 정도
12

원총점
3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살사고 척도지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점수는 36점에서 사후점수 24점, 추후점수 24점으로 총 변화점수는 12점 감
소했다.
2) 자살충동 척도지 사전 사후 추후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자살충동 척도지 사전 사후 추후 점수 결과는 다
음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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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자살충동 척도지 하위영역별 사전 사후 추후 점수 결과

하위영역
부정적 자기평가
적대감
절망감
자살생각

사 전
40
19
40
20

사 후
26
11
26
11

추 후
27
9
24
11

변화 정도
13
10
16
9

원총점
40
20
44
2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살충동 척도지의 하위영역별 사전 사후 추후 점수 결과
를 살펴보면 부정적 자기평가 사전점수는 40점에서 사후점수 26점, 추후점수 27
점으로 총 변화점수는 13점 감소했으며, 적대감 사전점수는 19점에서 사후점수
11점, 추후점수 9점으로 총 변화점수는 10점 감소했다. 절망감 사전점수는 40점
에서 사후점수 26점, 추후점수 24점으로 총 변화점수는 16점 감소했고, 자살생각
사전점수는 20점에서 사후점수 11점, 추후점수 11점으로 총 변화점수는 9점 감
소했다. 따라서 4개의 하위영역에서 모두 자살위험성의 감소를 보였다.

3.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의 회기별 치료과정의 질적 변화
1) 1단계: 자기․가족탐색(1～9회기)
내담자는 아버지의 구타와 어머니의 폭언, 오빠에 대한 상처 등에 정서적 지
지와 공감이 결핍된 채 상실우려의 도식을 키웠으며 내성취약과 예속/굴종, 파국
의 양상들을 보이며 총체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힘들어하고 있다. 1단계 주요회
기와 해석내용은 다음<표 9>과 같다.
<표 9> 1단계 단계별 표현 및 상징의 변화

3회기

나의 신체

【내담자태도 및 작업 활동내용】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자아상 및 자아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자신의 신체를 표현해보자고 하자 평소엔 괜찮은데 감정들이 덮쳐오면 온몸이 다 아프다며 머
리에선 불이 나고 흘러내리는 눈물, 눈은 감고 귀를 막고 웃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마스
크를 씌웠다고 하며 온몸을 상처투성이로 그리기 시작했다. 가슴은 시커멓게 타고 팔에는 자해
- 204 -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 및
자기파괴성 완화를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김보아ㆍ전순영)
3회기
나의 신체
【내담자태도 및 작업 활동내용】
를 해서 피가 나고 있었으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족쇄에 잡혀있는 느낌으로 다리를 매어놨
으며 목에는 목줄을 그렸고 감정이 새어나가지 않게 가슴에 자물쇠를 채웠다고 했다.
․자궁이 썩어가고 있다며 붉고 검은색으로 괴팍하게 색을 칠했으며 그 옆엔 식칼을 그리며 자
신이 지운 새별이가 자신을 아프게 하나보다며 칼로 마구 쑤시는 거 같고 피가 범벅이라며 너
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항상 생각한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얼음으로 얼린 상태예요. 쏟아내면 무너질 것만 같아요.” 라며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자신이 힘에 겨운지 고개를 떨어뜨리며 흐느꼈다.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 관련 표현 및 상징】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괴팍한 선과 붉고 검은색들 마스크, 자물쇠, 칼과 같은 표현들은 충동/
분노와 내성취약의 도식과 적대감을 읽을 수 있다(정여주, 2003).
․흘러내린 눈물과 자해한 팔 족쇄에 잡혀 있는 다리, 목줄과 같은 표현에서 내성취약과 파국의
도식과 부정적 자기평가와 절망감, 자살생각을 읽을 수 있다.
․자궁은 칼로 후벼 파헤쳐져 피가 범벅이라고 표현하고 고통스럽다는 절규에서 절망감과 파국
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차라리 죽어버릴까 항상 생각한다는 표현에서 임신중절 수술에 대
한 죄책감으로 자살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Young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본 치료자의 고찰】
자신의 신체에 대해 그림을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는 내담자는 자신을 성
폭행했던 남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자신에 대한 절망감에 괴로워하며 자살생각을 하고 있다. 전체
적으로 처벌적인 부모 양식으로 인한 부정적 자기평가로 자기혐오의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
이며 모든 감정과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로 인한 분노로 인해 성
난 충동적인 아동 양식이 촉발되어 절망감에 빠지고 자살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담자는 버림받은 아동과 성난 충동적인 아동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자신이 처벌적인 부모 양식
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에 대항하여 함께 싸워냈으며 죄책감을 덜어내어 자기
파괴적 생각들을 떨쳐 낼 수 있도록 도왔다.
9회기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담자 태도 및 작업 활동내용】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며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인생 전반을 파악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적응도식들의 자동적 사고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상담하기 전 집에서 자신 때문에 싸우는 부모의 소리를 듣고 나왔다며 죄책감이 드는 표정을
했으나 자신은 서운하지 않다며 그럴만하니까 그런 것 같다고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였으며 흐
트러진 몸가짐과 표정이 불안해보였다.
․과거를 꼴라쥬로 표현하며 말라비틀어진 것, 혼자 있으며, 불타고 있는 등 자신에게 연약하다
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목이 없는 슬픈 사람이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수풀이 우거져있고 두려
워서 겁이 난다며 여러 개의 눈들을 붙였으며,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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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기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쳐다보고 있는 시선들이 두렵다고 말했다. 줄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을 붙이며 압박감만 가득하
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며 답답하고 힘들어했다. 과거엔 밤마다 이유 없이 너무 두렵고 무섭
고 우울해서 잠을 못자고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중얼거렸다.
․현재는 화장품과 구두를 붉은색과 핑크색으로 주로 표현하며, 예뻐지고 싶다고 말했다. 빨간색,
빨간 다리, 빨간 메니큐어에서 탈피를 느낀다고 했으며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데 현실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불안한 듯 빠르게 잡지를 찢어 붙였다.
․“엄마 아빠 싸우는 것도 화나고 나 자신에게도 화나고, 여러 가지로 화나는 게 많아요.”라며
서운하지 않다고 말했던 것을 바꾸며 분노를 드러냈다.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 관련 표현 및 상징】
․말라비틀어진 것과 연약한 것의 표현에서 내성취약의 도식을 읽을 수 있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신을 쳐다보는 눈들에서 예속/굴종의 도식을 읽을 수 있다(박은경, 조용
태, 2005).
․목이 없는 슬픈 사람과 문을 막고 있는 수풀, 우울해서 잠을 못자고 울었다는 표현, 무엇 때문
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죽고 싶다’는 표현에서 자살생각과 충동을 엿볼 수 있다.
․현재의 화장품과 구두의 표현과 빨간 입술과 립스틱, 예뻐지고 싶다는 중얼거림에서 이성에게
버림받기를 두려워하여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는 상실우려의 도식을 읽을 수 있으며 현실에
서 도망치기를 바라는 많은 문들의 표현에서 내성취약과 파국과 절망감의 도식을 읽을 수
있다.
․빨간색은 가장 감정을 담고 있는 색으로 종종 여겨진다. 분노나 열정, 공격성 등 강렬하고 표
현력이 높은 감정들과 관련이 있다(주리애, 2000).
【Young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본 치료자의 고찰】
상담 전 부모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서운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고 차
단하는 분리된 보호자 양식에 있는 내담자를 알 수 있다. 과거를 표현할 때 주변을 의식하는 눈
들과 두렵고 겁이 나는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다는 부분에서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차단
하여 무엇 때문인지 생각하기를 회피하며 ‘그냥 죽고 싶다’라고 일관하는 분리된 보호자 양식안
의 내담자를 찾을 수 있다. 이미 만연해 있는 무기력감과 계속되는 실패의 경험들이 내담자를 파
국의 양상으로 치닫게 하고 있으며 이에 상담자는 천천히 내담자의 취약한 양식들을 인식시키며
이치에 맞지 않는 두려움이나 생각들 같은 내담자의 취약한 도식들을 건강하게 바로 잡아가게
하였고 회피하고 있는 감정들을 꺼내 놓을 수 있게 유도하였다. 또한 자신속의 열망을 탐색하고
같이 노력해보자는 말로 건강한 성인 양식으로 재양육하기를 시작하였다.

2) 2단계: 대인․이성 관계 탐색(10～14회기)
내담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꾸준히 왕따를 당해 왔던 일과 그동안 만났
던 남자들과의 관계를 꺼내놓으며 힘들어했다. 치료자는 이에 내담자의 역기능
적인 대처양식들을 인식시키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부적응도식들에 이름을 붙
여주었다. 2단계 주요회기와 해석내용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2단계 단계별 표현 및 상징의 변화

11회기

나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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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기

나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내담자태도 및 작업 활동내용】
․대인관계를 탐색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적응도식을 인식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내담자는 왕따를 당하고 나서부터 주변의 시선들이
항상 신경 쓰였다며 벼랑 끝으로 막 몰아붙이는 눈들을 표현했다.
․왕따를 당하는 자신은 민폐를 끼치고 나쁜 아이라며 자신을 더러운 곰돌이 인형으로 표현하고
사지를 절단해 붉은 색으로 피를 쏟게 만들고 낡고 못생긴 인형은 깨끗한 아이들과 함께 있으
면 안 된다며 극단적인 부정적 자기평가와 자기혐오의 감정들을 표현하였다.
․“전 항상 왕따를 당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쭉 그랬어요. 많이 울고 죽고 싶고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 계속 생각했어요.”, “혼자 외롭고 힘들고 의지하고 싶은데 절대 웃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은 진짜 못 믿겠어요. 원래 친구였던 애들
도 이젠 친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롭고 답답
해요. 왕따를 당해도 다 용서하고 내가 뭔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며 나를 자책해요.”라고 그
림을 그리면서 하는 말에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 관련 표현 및 상징】
․검정색 눈들과 군중들에게 몰려 벼랑위에 자신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충동/분
노와 절망감과 자살생각을 읽을 수 있다(정여주, 2003).
․자신을 더럽고 망가진 인형으로 표현하고 사지를 절단해 피를 쏟게 표현하는 부분에서 부정적
자기평가와 절망감을 느낄 수 있으며 손을 싹둑 자른다는 표현에서 자살생각과 내성취약과 파
국의 양상을 읽을 수 있다.
․죽고 싶다는 여러 번의 말과 표현에서 자살생각과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
【Young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본 치료자의 고찰】
내담자는 대인관계에 상당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인간관계의 거절로 인한 내성취
약과 상실우려의 도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로 인한 관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관계에 대
한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인정하고 복종하는 예속/굴종의 도식을 드러
내고 있으며 그러한 예속/굴종의 도식 때문에 억눌린 감정과 관계에 대한 상실감과 배신감이 더
욱 더 크게 다가와 충동/분노의 도식을 만들며 배신당한 친구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다. 그와
동시에 상실우려의 도식에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친구들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먼저 연
락을 끊는 등 내성이 취약하여 관계형성 자체를 꺼려하는 파국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신을
나쁘다고 인식하고 상처받기 싫어 외롭지만 혼자가 편하다는 감정의 차단은 효과적으로 이루어
져 총체적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자신이 누군지 조차 알 수 없다고 토로하는 취약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내담자는 버림받은 아동 양식 안에서 온전히 혼자라고 느끼며 감정을 차단하는 분리
된 보호자 양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혼자여도 괜찮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처벌적인 부모 양식으로
자신을 자책하고 성난 충동적인 아동 양식 안에서 배신당한 친구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길이
없어 화가 나있었다. 이에 상담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담자 스스로 만들어낸 인지의 오류
를 바로잡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며 건강한 성인 양식에 대한 대안을 함
께 설정해 나가며 버림받은 아동에게 공감과 위로를 하여 내담자에게 건강한 관계형성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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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기

잊고 싶은 그때의 느낌은

【내담자 태도 및 작업 활동내용】
․이성 관계를 탐색하고 이성을 만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부적응도식들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데이트할 때 성폭행을 수시로 당했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20분 정도 이야기하며 붉
은색과 검은색으로 괴팍하게 잔인한 그림을 그렸으며 자신이 전 남자친구에게 목줄로 조종당
했다며 벌거벗은 자신의 목에 줄을 묶어 표현하였다.
․그림을 그리는 중간에 욕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은 성노예였다며 분노를 표현하였다.
․성폭행 당하는 여자들이 왜 자살하는지 몰랐는데 자신은 이해한다며 그땐 정말 죽고 싶은 생
각 밖에 들지 않았다며 더럽고 아프고 처절하다며 자신을 발가벗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그 애가 자신의 성기만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발가벗긴 채로 맞는 악몽도 자주 꾸었어요. 그냥 보면 칼 꽂아 주고 싶어요.”라며 자신은 그
냥 우는 것 밖에 할 수 없었고 그런 자신에게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 듯이 보였다.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 관련 표현 및 상징】
․성폭행을 수시로 당한 전 남자친구에 대한 그림을 그리며 붉은색과 검은색을 사용하고 식칼로
성기를 자르는 표현 등에서 충동/분노의 도식을 읽을 수 있다.
․남자친구가 목줄로 자신을 조종하는 표현에서 예속/굴종과 상실우려의 도식을 읽을 수 있다.
․벌거벗긴 자신의 표현에서 부정적 자기평가와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
․죽고 싶었다는 여러 번의 회상에서 자살생각과 절망감과 파국의 도식을 읽을 수 있다.
【Young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본 치료자의 고찰】
내담자는 전 남자친구에게 당한 성폭력의 기억을 꺼내며 소리치고 울며 화를 쏟아내고 욕하며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는 충동/분노의 도식을 나타냈다. 내담자는 전체적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심
하게 상처를 받고 혼자 유기되는 버림받은 아동 양식 안에 있었다. 외롭고 취약한 내담자는 상실
우려의 도식 안에서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을 까봐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노예처
럼 복종하는 예속/굴종의 도식을 가져오면서 불합리한 상황에 복종하게 된다. 전 남자친구의 행
동으로 인해 성난 충동적인 아동 양식을 동반하게 되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자기혐오에서 오
는 자기 자신에게 가치 없는 처벌적인 부모 양식이 함께 동반되어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
에 상담자는 버림받은 아동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양식 안에 갇혀 행동하는 자신의 부적응도식들
은 인식하게 하였으며 처벌적인 부모 양식 안의 내담자를 이해하며 성난 충동적인 아동 양식의
내담자에게 화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내담자가 건강한 성인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게 유도하
였다.

3) 3단계: 스트레스․자살사고 인식(15～22회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자살사고들을 인식하게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한 미술로서의 적절한 표출을 유도하였으며 자살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하
는지 탐색하고 절제할 수 없는 자살행동들에 대한 대처방법을 함께 찾아가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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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를 재양육하기 시작하였다. 3단계 주요회기와 해석내용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3단계 단계별 표현 및 상징의 변화

16회기

자해 후 떠오른 것들

【내담자태도 및 작업 활동내용】
․스트레스를 탐색하고 취약한 아동 양식이 갖게 하는 자살사고들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정신과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여 자살기도를 해 응급실
에 실려가 혼수상태로 삼일을 보내고 나온 후 일주일 만에 상담에 임하였으며 자살기도 후 떠
오른 것들이라며 여러 장의 그림을 그렸다. 자신의 감정들을 그림으로 쏟아냈으며 전체적인 그
림들은 절망감과 자살생각에 가득 차 있었으며 극도의 자기파괴성을 띄고 있다.
․내담자는 형체가 없는 무서운 게 덮쳐 와서 자신을 없애버릴 것 같다는 멸절공포까지 느끼고
있으며 자신을 파괴하는 글과 그림을 그렸다.
․상담이 시작하고 30여분 만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며 상담을 종료하길 원
했으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하고 괴팍한 선들로 빠르게 그림을 그려내었다.
․“죽고 싶어요. 슬퍼요. 외로워요. 너무 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맨 정신으로 있기가 너무 힘들어
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술을 마셔요. 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런 제가 누구에게 사랑 받
을 수 있겠어요. 무섭고 두려워요.”, “이제는 조절이 안돼요. 그냥 다 포기해 버리고 싶어요. 너무
지쳤어요. 가슴이 꽉 막혀있고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터질 것 같아요.”라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 관련 표현 및 상징】
․자살기도 후 떠오른 생각들을 망가진 곰 인형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정신병자, 민폐라며 주사와
약을 매일 먹어야 자신이 제정신을 유지 할 수 있다는 표현과 쓰레기통에 처 박혀 있는 곰돌
이 인형, 팔목을 자른 사람의 표현에서 부정적 자기평가, 절망감, 자살생각을 읽을 수 있으며
내성취약과 파국의 도식을 읽을 수 있다.
․망가진 곰 인형의 목과 사지를 절단해 피가 철철 나게 표현하며 그런데 못 죽었다고 표현하는 부
분에서 부정적 자기평가, 절망감, 자살생각 및 충동/분노, 내성취약, 파국의 도식을 읽을 수 있다.
․죽고 싶다는 여러 번의 말과 참을 수 없다는 표현에서 자살생각과 절망감, 내성취약과 파국의
도식을 읽을 수 있다.
【Young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본 치료자의 고찰】
자기 파괴적인 글과 그림에서 버림받은 아동 양식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자기평가와 절망감, 헤
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적대감과 지운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파국의 양상을 드러낸다. 내담
자는 남자친구의 상실에서 오는 버림받은 아동 양식의 활성화에서 버림받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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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기
자해 후 떠오른 것들
고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는 분리된 보호자 양식을 사용하나 그것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자 자신에
게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고 성난 충동적인 아동 양식으로 빠르게 바꿔가며 혼란의 상태에 자살기
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담자는 버림받은 아동의 감정을 위로하고 공감하였고 죄책감을 갖
는 처벌적인 부모 양식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는 분리된 보호자 양식
의 내담자를 안심시키고 자기 파괴적인 성난 충동적인 아동의 행동에 한계를 설정하였다.
20회기
벌해주고 싶은 사람

【내담자 태도 및 작업 활동내용】
․외로움에 취약한 버림받은 아동을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도록 하였다.
․성폭행 했던 남자들과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며 성기에 바늘을 넣거나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 사지를 절단하고 항문에 벌레를 넣
는 것을 표현하며 울먹이기도 하고 화도 내며 감정을 표출하였다.
․“사지를 찢어 죽여! 악몽을 꾸는 약도 줄 거예요. 게이들한테 억지로 당하게 하고 싶어요.”라며
강한 적대감과 분노를 표현하며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빠르고 괴팍하게 그림을 그렸으나 표정
이 점점 밝아지면서 감정을 분출을 느끼는 듯이 보였다.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 관련 표현 및 상징】
․괴팍한 선들과 검고 붉은색의 사용, 파괴적이고 잔인한 내용의 그림들은 충동/분노와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다(정여주, 2003).
【Young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본 치료자의 고찰】
내담자는 자신의 상처를 바로 그 상처들을 준 남자들에게 돌려주는 표현을 하며 감정의 해방
을 느꼈다. 상처받은 것들에 대한 열거에서 내성취약과 파국의 도식이 보이기는 했지만 이것을
그림으로 건강하게 분출함으로써 파국의 완화를 느낄 수 있으며 그들에게서 느끼는 분노를 그림
으로 승화시키는 건강한 성인 양식 안의 내담자를 볼 수 있었다.

4) 4단계: 취약한 아이를 건강한 성인으로 대체(23～28회기)
내담자는 본 단계를 기점으로 자신의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의 자동적 사고
를 인지하기 시작하였고 대처방안들을 내재화하였으며 서서히 불안정한 자아상
이 안정감을 찾고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의 완화를 보였다. 4단계 주요회기와
해석내용은 다음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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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4단계 단계별 표현 및 상징의 변화

24회기

만다라를 통해 배려하기

【내담자태도 및 작업 활동내용】
․잦은 자해와 자살시도로 인해 상담자는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혼란
감을 줄이기 위해 만다라 안에 작품을 표현하게 하였다(정여주, 2001).
․작품은 파스텔 톤의 색연필로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려졌으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도 내담자는 에너지에 가득 차 있었다. 만다라를 그리며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으며 명상을
하며 자신의 중심을 찾은 듯이 보였다(강미화, 2011).
․상담자의 만다라에 내담자가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는 감정을 느끼는지 자신에게 고
백한 남자아이 이야기를 하며 선생님도 봄꽃처럼 예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다.
․“요새는 수업시간에 안 자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예요. 봄이 되니까 기분 좋은 일들이 생겨요.”
라며 자주 웃으며 즐겁게 그림을 그렸다.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 관련 표현 및 상징】
․작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봄의 에너지는 내성취약과 파국의 완화를 보여주며 상담자의 만
다라에 내담자가 배려해주는 모습과 수업시간에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한다는 모습에서 내성취약의 완
화를 알 수 있으며 기분이 좋다는 표현과 자주 웃는 모습에서 절망감과 적대감의 완화를 알 수 있다.
․자신은 오래 연애를 하고 싶다고 버림받는 두려움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에도 조심스
럽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부분에서 내성취약과 상실우려의 완화를 읽을 수 있으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림에서 건강한 성인 양식의 내담자를 인식할 수 있다.
【Young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본 치료자의 고찰】
내담자는 학교에서 새로운 남자아이에게 고백을 받은 후 이번에는 자신에게 고착되어 있는 오
랜 부적응도식들을 인식하였으며,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다. 만다라 작품은 부드럽
고 에너지를 품고 있었으며 내담자는 중심을 찾은 듯 안정감이 있었다. 상담자는 취약한 아동의
내담자를 건강한 성인 양식으로 대체시키기 위한 치료적 작업에 임하였으며 내담자는 취약한 아
동 양식에서 점차 벗어나 건강한 성인의 모습으로 대체되어 감을 알 수 있다.
26회기
과거의 아빠, 엄마, 나를 현실로 데려오기

【내담자 태도 및 작업 활동내용】
․과거의 아빠, 엄마, 나를 현실로 데려오면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또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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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기
과거의 아빠, 엄마, 나를 현실로 데려오기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 자신과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빠는 손이고 덮쳐오는 느낌이에요. 아빠가 술만 마시면 엄마랑 나
를 때리고 폭언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밉지만 사랑하긴 해요. 그래도 아빠니까요.”
라는 표현과 “아빠가 위협적이게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봤을 땐 더 외로워 보여요. 집에
설 자리가 없어서 매일 나가는 것 같고,,,”라는 표현에서 아직까지 충동/분노의 감정과 내성취
약, 예속/굴종의 도식이 읽혀지기는 하나 초반의 가족탐색에서 나타낸 적대감과 분노의 감정이
완화되어 아빠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는 저를 소유물로 알고
있어요. 낡은 서랍장이 생각나요. 엄마가 날 위해 희생했으니 내가 잘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이제 엄마의 행복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라는 표현과 “저는 외톨이
고 소외받는 느낌이에요. 작고 연약한데 위압적이게 보이고 싶어서 가시를 세우는 고슴도치 같
아요. 일단은 아무도 곁에 못 오지만 안전한 게 매력이니까. 고슴도치야 이제 안전해.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아파도 참아야 돼. 고슴도치가 잘 견뎌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라는 표현에서
감정이 극도로 치닫는 초반에 비해 안정감을 찾은 모습을 보였다.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 관련 표현 및 상징】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빠는 손이고 덮쳐오는 느낌이에요. 아빠가 술만 마시면 엄마랑 나
를 때리고 폭언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밉지만 사랑하긴 해요. 그래도 아빠니까요.”
라는 표현과 “아빠가 위협적이게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봤을 땐 더 외로워 보여요. 집에
설 자리가 없어서 매일 나가는 것 같고,,,”라는 표현에서 아직까지 충동/분노의 감정과 내성취
약, 예속/굴종의 도식이 읽혀지기는 하나 초반의 가족탐색에서 나타낸 적대감과 분노의 감정이
완화되어 아빠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엄마는 저를 소유물로 알고 있어요. 낡은 서랍장이 생각나요. 엄마가 날 위해 희생했으니 내가
잘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이제 엄마의 행복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요.”라는 표현에서 충동/분노의 완화와 적대감의 완화를 느낄 수 있으며 엄마의 행복을 걱정하
는 모습에서 엄마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언어로 표현해 낼 수 있는 감정 상태까지 왔음
을 알 수 있다.
․“저는 외톨이고 소외받는 느낌이에요. 작고 연약한데 위압적이게 보이고 싶어서 가시를 세우는
고슴도치 같아요. 일단은 아무도 곁에 못 오지만 안전한 게 매력이니까. 고슴도치야 이제 안전
해.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아파도 참아야 돼. 고슴도치가 잘 견뎌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라
고 말하는 표현에서 자기 자신을 아직까지 혼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내성
취약과 상실우려의 도식이 읽혀지기는 하나 아파도 참으라며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용기
를 주는 모습에서 내성취약과 파국의 완화를 느낄 수 있다.
【Young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본 치료자의 고찰】
내담자는 부모의 폭언과 평가절하를 자신에게 내재화하는 처벌적인 부모 양식에 사로잡혀 힘
들어 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학대와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 취약함에 자신의 주변 모든 것들에
적대감을 드러내는 성난 충동적인 아동 양식에 사로잡혀 충동과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총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에 치료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지지해주며 자신의 감정을 회피
하고 있는 것을 인지시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아동의 양식들을 확인하고 가족들을 이해
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 점차 건강한 성인의 모습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도왔다.

5) 5단계: 내면의 긍정적 인식 및 삶의 의미고취(29～33회기)
본 단계에서는 작품, 언어, 행동의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며,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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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인 양식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단계 주요회기와 해석내용
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5단계 단계별 표현 및 상징의 변화

32회기

나에게 주는 선물

【내담자태도 및 작업 활동내용】
․심리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성인 양식의 내재화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하였
다.
․나에게 주는 선물을 표현하면서 믿을 수 있는 자신을 선물로 주고 싶다며 자신을 노란색지에
그린 내담자는 따뜻하다며 자신을 햇님이라고 불렀다.
․그동안 인간관계에 힘들어하던 자신에게 자신을 선물해 주고 싶다며 웃는 얼굴에 안정감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으며 주변에 꾸미기 재료로 빨강, 노랑, 흰색의 퐁퐁이를 붙였다.
․“요새는 고마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햇님처럼 따뜻한 나를 선물해주고 싶어요.”, “그
림 안의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선물로 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에요. 햇
님아 고마워!”, “요새 감정이 진짜 따뜻해요. 이제 결실을 맺고 싶어요. 남자친구하고도 잘 지
내고”라는 말을 하면서 미소를 띄고 있었으며 행동과 작품도 안정감 있게 변해있었다.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 관련 표현 및 상징】
․내담자는 새로운 눈을 뜬 것처럼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동안 인간관계에 힘들어하는 자
신에게 믿을 수 있는 자신을 선물해 주며 상실우려의 도식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자원을 스스
로 만들어 주고 있다. 작품의 표현과 내담자의 언어와 표정에서 충동/분노, 상실우려, 내성취약,
예속/굴종, 파국의 완화와 부정적 자기평가, 적대감, 절망감, 자살생각의 완화를 읽을 수 있다.
․노란색 색지의 선택이나 주황색과 흰색의 꾸미기 재료를 붙이는 표현에서 적대감과 절망감, 자살생각의
완화를 읽을 수 있으며 자신을 햇님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부정적 자기평가의 완화를 느낄 수 있다.
․노란색은 갈등을 극복하는 시기, 건강한 자존감을 뜻하며 주황은 에너지와 생의 욕구, 생명력과
관련이 있고 흰색은 구원과 영적풍요를 나타낸다(정여주, 2001).
【Young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본 치료자의 고찰】
내담자는 작품의 색과 구도, 언어와 행동 모든 면에서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의 완화를 보이
며 취약한 아동 양식들을 건강한 성인의 모습으로 대체하여 안정을 찾고 있었으며 감사의 말들과
미래를 위한 목표의식과 꿈을 이루고자 하는 긍정적인 태도 또한 건강한 성인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상담자는 내담자를 격려하고 응원하였으며 다시 한 번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
적인 대처양식에 대해 환기시켰으며 건강한 성인 양식의 내재화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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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기

달라진 내 모습

【내담자 태도 및 작업 활동내용】
․미술치료를 마치며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지
의지를 다지도록 하였다.
․작품은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으며 노란색과 주황색과 분홍색의 꽃들과 구름의 표현, 미래에 대한 꿈
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필압과 운필은 부드럽고 적당했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다.
․“이건 전데요 하늘을 보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꽃이 막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고 구
름도 노을 질 때쯤 돼서 빨갛게 물들어 있는 편안한 느낌. 그래서 웃고 있어요.”, “미술치료를 하
고 바뀐 게 너무 많아요.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안정감이 생겼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면 헤어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 한 여서
일곱 살이었는데 아홉 살 정도 된 느낌이에요.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라는 말들을 하
였다.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 관련 표현 및 상징】
․작품의 부드럽고 안정적인 표현과 사용하는 언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있는 모습에
서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의 완화를 읽을 수 있다.
․밝은 색의 꽃들과 노란색 구름과 예쁜 들판, 두 팔을 벌린 표현에서 내담자의 부적응도식과 자
기파괴성의 완화를 읽을 수 있다.
․노란색은 갈등을 극복하는 시기, 건강한 자존감을 뜻하며 주황은 에너지와 생의 욕구, 생명력과
관련이 있고 연두색은 새로운 시작과 생명, 치유와 완쾌를 나타낸다(정여주, 2001).
【Young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본 치료자의 고찰】
내담자는 상담자의 공감과 지지를 받으면서 버림받은 아동 양식의 자신을 떨쳐내었고 분리된
보호자 양식의 자신에게 감정을 표현하게 하였으며 또한 처벌적인 부모 양식 안에 갇혀 자신을
괴롭히던 처벌적인 부모에게 대항하여 몰아내었고 성난 충동적인 양식의 자해와 자기 파괴적 행
동들에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에 성공하여 건강한 성인 양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내담자가 겪고 있던 부적응도식 및 자기파괴성의 문제들이 점차 완화되어져갔으며 상담자
는 이에 내담자가 건강한 성인 양식을 내재화하고 구축하는 것에 응원하고 격려하며 축하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Young(1990)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에 미치는
- 214 -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 및
자기파괴성 완화를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김보아ㆍ전순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 11월 서울 Y대학병원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
을 받은 만 19세 여성을 내담자로 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2015년 1월 2일부터 2015년 4월 25일까지 총 33회기로 매주 2회에
서 3회에 걸쳐 회기마다 120분에서 150분이 소요되었다. 미술치료는 K구에 위치
한 미술치료실에서 진행되었으며 Young(1990)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미술치료수련감독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받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미술치료프로그램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과 자기파
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도식의 양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추
후 검사로 부적응도식 검사를 실시하였고, 자기파괴성의 양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추후 검사로 자살사고 척도와 자살충동 척도를 실시하였다. 또
한 미술치료 회기별 치료과정의 변화를 질적 분석하기 위해 미술치료 시 내담자
의 반응 및 작품에 대하여 Young(1990)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
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의 양적 변화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부적응도식 검사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사전검사에 비해 추후검사에서 총 5가지 하위영역의 점수가 전체적으
로 감소하였으며, 총 부적응도식점수가 243점에서 172점으로 감소하여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자기파괴성의 양적 변화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살사고 척도지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사전점수는 36점에서 사후점수 24점, 추후점수 24점으로 총 변화점수는
12점 감소해 자살생각의 감소를 나타내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자기파괴성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살충동 척도지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
를 비교해 본 결과, 사전검사에 비해 추후검사에서 총 4가지 하위영역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총 자살충동 점수가 119점에서 71점으로 감소하여 경
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자기파괴성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
의 질적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작품, 글쓰기, 대화내용 등의 단계별 표현 및 상
징들이 초기단계에서는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의 하위영역의 양상들이 드러났
다면 종결단계로 갈수록 점차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의 하위영역이 완화된 표
현 및 상징들이 나타나며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Young(1990)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중심으
로 한 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부적응도식 완화와 이성관계 만족도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박선영(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Young(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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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도식치료를 중심으로 한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 중심 치료 프로그램 개
발을 한 이봉남(2009)의 주장과도 유사하며 만다라를 이용해 경계선 증후를 보
이는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였다는 이승민(2006)의 연구와도 일치
한다. 또한 경계선적 성향을 보이는 여성의 표현예술치료 사례연구의 강현정
(2008)의 연구결과인 경계선 성향 여성이 표현예술치료로 전반적인 성격상의 긍
정적인 변화가 왔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Young(1990)의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도식치료 이
론을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
선 성격장애 여성의 단일사례로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의 완화에 긍정적인 변
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1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결과를 일
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경계선 성격장애 특성상 장기간의 치
료과정을 요구하므로 약 4개월이라는 기간은 다소 짧다고 생각되어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장기간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부적응도식과 자기파괴성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다양한 부적응적인 측
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혼여성으로
제한을 두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미혼여성 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령대의 기혼
여성, 남성을 대상으로 미술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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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the Effects of Art Therapy on the Alleviation of
Maladjustment Schema and Self-destructive Behavior of a Lady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Kim, Bo-A*

ㆍ

Chun, Soon-Young**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art therapy program, on a
woman suffering from maladjustment schema and self-destructive behavior
due to BPD, which was based on the Theory of BPD Psychological Schema
developed by Dr. Jeffrey Young.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19-year-old
female diagnosed as BPD at a hospital in Seoul. This art therap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33 sessions of an 120-150 minute session per each,
2–3 times a week from Jan 2 to April 25, 2015. To do so, the questionnaires
of maladjustment schema, Measures of Self-murder measure and Suicide
Impulse were applied as the pre-, post- and follow-up tests, and changes
and symbols at each session of treatment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therapy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relaxation of maladjustment schema in a lady with BPD. Second, this
therapy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lleviation of self-destructive
behavior in this lady with BPD. Third, this therapy positively helped to
relieve the maladjustment schema and self-destructive behavior of her in
view of the results of observing the degree of change and symbols during a
course of trea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indicate that this art
therapy based on Young’s Theory of BPD Psychological Schema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mitigation of maladjustment schema and
self-destructive behavior of a woman suffering from BPD.
Key words : Schema therapy,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aladjustment Schema,
Self-destructive Behavior, Ar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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