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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장애아동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의
완화 및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사례 연구
1)

이 현 아

이현아미술심리치료센터

본 연구는 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를 완화 및 감소시키는 데 효과성이 있는 지
를 알아보려는 데 목적을 가진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S초등학교 6학년 13세 남학생으로 미술치료 프로
그램은 주 1회 60분간 20회기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K-CBCL(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 행동관찰지,
HTP그림검사를 사전, 사후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첫째, 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동의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 공격성 및 사회 능력에 대한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성이 있다. 둘째, 미술치료가 정서 행
동 장애아동의 불안,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성이 있다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미술치료

․

프로그램이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내 외현화 문제의 감소 및 완화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를 찾아 표현함으로써
내적 자원을 강화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킨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의해 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내
면화, 외현화 문제의 완화 및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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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동, 충동, 고집, 다툼, 불안한 교우관계, 교활,

서 론

위협, 공격, 뽐내기, 욕이나 남 탓하기, 치사함,
모욕, 놀리기 등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Walker, Ramsey & Gresham, 2004) 일반 학

현재 정서행동장애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실

생들보다 부 적응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

정이다. 정서행동장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

(Cullinan & Sabornie, 2004; Wagner, Kutash,

수 교육법에 의하면 학교 프로그램에서 행동이

et al., 2005). 또한, 정서행동장애 아동은 비록

나 정서 반응이 적절한 연령, 문화 또는 인종

학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규준과 너무 달라 학업, 사회, 직업 또는 개인

성취가 부진한 학습자들이며 대인관계를 갖지

기술을 포함하는 교육수행에 불리한 영향을 미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며 우울하거나 불행

치는 장애이다.

해하고 병이나 공포를 나타내며 이와 같은 특

이와 같은 정서행동 장애아동들은 맞벌이에

성들 중의 한 가지가 ‘장기간’ 혹은 그 이상이

의한 애착장애아동, 한 부모 혹은 위탁 가정아

‘현저하게’ 나타난다(Bower, 1982). 이와 같은

동, 학력과 입시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즉, 역

정서 행동 장애 아동들은 몇 가지 주요 특성

기능적인 가정과 사회적 구조 등으로 인한 정

을 보인다. 첫째, 낮은 학업 성취의 문제를

서적인 문제를 동반하며 게임이나 폭력적 언어

가진다(Bower, 1961; Foley & Epstein, 1992;

및 행동을 자주 보인다. 실제로 보도 조사에

Mastropieri, Jenkins, & Scruggs, 1985). 둘째,

의하면 “초중고생 13%가 정서, 행동에 문제로

사회 정서적 특성으로 공격적, 미성숙, 위축된

우울, 약물, 폭력 등으로 정밀 검진, 치료가 필

행동을 보이며 품행장애를 가진다. 셋째, 과잉

요한 수준으로 보여 교과부는 245개교( )를 조

행동, 충동성, 산만함의 3가지 특성을 가진다.

사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2012년 ADHD

정서행동장애학생들의 특성에 관한 문제들은

를 확인하기 위한 정서, 행동 발달 선별 검사

크게 내면화 차원과 외현화 차원의 두 가지

가 4월경부터 실시되어 전국적으로 1, 2차에

로 구분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걸쳐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정서행동장애아들

Kauffman, 1993; Lambros, Ward, Bocian,

은 매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승하는 비율을 보

Macmillan, & Gresham, 1998). 첫째, 내면화

이고 있다. 또한,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

행동장애는 내성적 본질의 문제, 염려, 공포,

국 초중고생 22만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부끄러움, 위축, 열등감, 민감함, 슬픈, 부주의,

준이라고 보도하며 정신 건강 주의군과 관심군

신체적 호소의 요인으로 불안, 위축, 우울과 행

의 학생비율이 2010년에 비해 12.8%에서 16.3%

동의 과잉통제가 특징적이다. 둘째, 외현화 행

로 향상 되었으며 주의군도 작년에 2.6%에서

동장애는 공격, 불안, 과잉 행동, 불복종, 성질

4.5%로 향상되었음을 보도하고 있다(조선일보,

부리기, 과도한 관심 요구, 타인에 대한 불신

2013). 나아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교

및 비행과 같은 외향적인 행동의 요인으로 공

와 학부모 사이에 다양한 부적절한 행동이 발

격성, 산만, 통제 부족이 특징적이다. 정서행동

생하고 있다. 이런 학교 주변의 문제 행동은

장애의 발생 요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양적으로 증가 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 더욱 심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환경적인 요인의 관

각해지고 있다(Kauffman, 2005). 이와 같은 정

련성을 살펴볼 수 있겠다(Conroy & Brown,

서행동장애아동들은 싸움, 잔인, 불응, 과다행

2004: kaiser, Cai, Hancock, & Foster, 2002: Qi

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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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er, 2003). 우선 정서 행동 장애의 발생

제공한다고 보았다. 최근 장혜경(2010)에 의하

요인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의

면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

문제, 경제적 빈곤의 문제, 학교의 문제, 나

거나 인지적, 사회적 능력을 향상 시키는 방법

아가 지역사회 문화와 또래집단에서의 문제

으로 미술치료의 효과성이 자주 보고 되고 있

(Patterson, 1986; plomin, 1994) 등의 요인들을

다고 하였다. 실제로 김경, 강영심(2008), 박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에

연, 백은희(1999), 류정자, 최혜경(1998), 이근매

의해 다양한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보

(2002) 최외선, 박현미, 이금숙(1998) 등의 선행

이는 정서행동장애 아동들은 날이 갈수록 증가

연구에서도 미술치료를 통한 정서행동장애아동

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그들을 알고 이해하며

의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감소와 긍정

나아가 아동기에 빨리 개입하여 부정적 문제

적 효과성을 엿볼 수 있다.

행동을 감소시키며 긍정적 정서와 행동으로 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정

끌어 줄 수 있는 교육적, 상담적 프로그램이

서행동장애아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

필요한 실정이다.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며 교사나 상담가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습자

아동들은 자신이 문제, 생각, 욕구 그리고 감정

를 만나면 그들의 행동을 중재하기 어려워하고

들을 언어화하여 표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지

어떻게 이해하며 교육해야 할지 당황해 하는

며 강한 저항을 보인다(서정숙, 2007). 실제로

경우가 많다. 즉,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와 같

Wadeson(1980)는 정서장애의 치료과정에서 아

은 정서행동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동들이 보여주는 무기력함과 침묵 등이 언어를

요구되어지며 나아가 정서행동장애아들에게 미

통한 치료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

술치료의 효과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의 접근

서행동장애아동을 위해 여러 가지 중재 기술

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및 프로그램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어지

의해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

고 있다. 즉, 음악치료, 심리치료, 놀이치료, 약

구에서는 실제로 정서행동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물치료 등의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개인 미술치료를 시행함으로써 대상아동의 내

에서 미술치료는 정서행동장애아동에게 비언어

면화, 외현화 문제를 완화, 감소시키며 나아가

적 접근과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데 용이한

긍정적 정서 향상, 긍정적 자아를 찾으므로 내

점들을 가지며 그 효과성을 가진다. 김동연, 최

적자원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가

외선, 오미나(1998), 최은영, 이은림, 이근매, 문

진다.

장원(2000), Rubin(1984)도 미술치료는 인간의
조형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절하고

연구문제

동시에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해서 자아성
장을 촉진 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

다양한 미술 매개체를 통해서 정서장애아동의

동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를 완화 및 감소시키

진단 및 치료와 부적절한 행동을 소거시키는

는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근매,

문제를 가진다.

최외선(2003)도 미술치료는 정서행동장애아동들

첫째, 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동의 사회

에게 저항을 보다 완화시키고 의사소통을 할

적 미성숙, 주의집중, 공격성 및 사회능력에 대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자기표현 방법을

한 외현화 문제를 완화,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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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로 영향을 미칠 때’ 정서행동장애아로 정의 내

둘째, 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불안,

린다(Shepherd, 박계신 외 역, 2010). 본 연구에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완화 및 감소시키

서의 정서행동장애아는 K-CBCL척도에서 위축,

는 데 효과가 있는가?

우울/불안,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의 T 점수가
70점 이상인 아동을 의미한다.

용어정의
2) 내면화 문제
1) 정서행동장애아동

정서행동장애아의 특성으로 내면화와 외현

정서행동장애라는 용어는 지난 수 십 년 동

화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내면화요인은 내성적

안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어지며 개념 정

인 문제로 염려, 공포, 신체적 호소 등의 과잉

립을 가지는 데 어려움을 가졌다(Hallahan &

통제, 과잉 억제된 성격장애이다. 내면화행동장

Kauffman, 2003).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등에

애는 불안, 위축, 우울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난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정서행동장애는 학

다.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장애 대상아동은 내

교 프로그램에서 행동이나 정서 반응이 적절한

면화 문제는 불안과 우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연령, 문화 또는 인종 규준과 너무 달라 학업,

자 한다.

사회, 직업 또는 개인 기술을 포함하는 교육수
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이다. 이것은

3) 외현화 문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일시적이지만 기대

정서 행동 장애의 특성으로 외현화 요인은

이상으로 반응하고 두 개의 장면에서 일관되게

과잉행동, 불복종, 성질부리기, 비행등의 외향

직접적인 중재에 반응하지 않거나 일반 교육

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공격적인, 품행장애로

중재로서 불충분한 아동의 상태를 말한다. 우

여겨지며 파괴적인 행동과 통제되지 않은 행동

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정서, 행동장애

들이 특징적이다.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장애

선별 기준은 첫째, 지적, 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대상아동은 외현화 문제 중 사회적 미성숙, 주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 성적이 극히 부진

의집중, 공격성, 사회능력 등을 중심으로 살펴

한 자. 둘째,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

보고자 한다.

정적인 문제를 지니는 자. 셋째, 정상적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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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

넷째, 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
는 자. 다섯째,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정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
를 느끼는 자. 여섯째,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

본 연구 대상은 13세의 초등학교 6학년 남학

응, 언어, 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합이 있

생이다. 외모는 또래에 비해 큰 키와 귀여운

는 자와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지니며 장기간

외모를 지녔다.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간

심하게 그 중상을 나타내는 자라고 본다. 정서

헐적인 tic 증상을 보여 놀이치료를 받은 적이

행동장애는 다음의 6가지 조건들 중 한 증상을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학교와 학원

‘장기간’에 걸쳐 보이거나 혹은 ‘현저한 정도’의

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학습 태도에 대해 많은

증상을 가질 때, 또는 ‘교육적 수행에 부정적으

지적을 받았으며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아동의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의 완화 및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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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차례맞

어머니가 미술치료를 의뢰하게 되었다. 대상

별 소검사 분포를 고려할 시

아동의 문제 행동과 주호소 문제는 우선 아동

추기 , 모양 맞추기 가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

의 어머니는 아동이 밤마다 게임을 하여 아침

는 저조함을 보이며 정서적 경험이나 사회성이

마다 늦잠을 자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늘 적응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데 힘들어 하며 산만하고 학업 성적이 저

고려할 시 대상 아동은 정서 경험 자체가 빈곤

조함을 호소하였다. 대상아동도 학업 스트레스

하며 무기력하고 현실적인 스트레스를 견디고

에 대해 호소하였다. 첫째 대상아동의 가족사

이에 맞서는 내적 자원의 발달이 연령에 비해

항은 아버지(42)와 어머니(41), 애완용 강아지가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

」

있다. 둘째, 대상아동의 학교생활은 학급에서
자주 싸우고 수업시간에 집중을 못하며 한때는

연구 도구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상아
동의 발달력은 수동적이고 허약하며 우울한 어
머니 밑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몸이 매우
약해서 아동이 생후 2개월 때 아기의 숨소리가

1) 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아

․

너무 시끄러워 떨어져 잠을 잤다고 한다. 아동

동 청소년 행동 평가척도(Child Behavior

이 5살 때 쯤 외할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셔

Checklist: CBCL)를 우리나라에서 오경자, 이혜

서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아동을 양육하는 일

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번역하여 표준화한

이 힘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어머니는 대상아

행동 평가도구이다. K-CBCL은 크게 사회능력

동을 양육하는데 적절한 정서적 지지체가 못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되어 주었으며 아동과의 상호작용도 잘하지 못

사회능력 척도는 사회성 척도와 학습 수행척도

하였다. 그러므로 대상아동은 어렸을 때부터

의 표준 점수인 T점수가 30이하이면 문제가 있

엄마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했으며 인정받거나

다고 판단되며 총 사회능력척도의 T점수가 33

승인 받은 경험의 기회가 적었다. 또한 어머니

점 이하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는 강박적 성향을 지녀 아동이 어렸을 때부터

있다. 반면에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는 총 문

지금까지 과자나 라면은 절대 먹이지 않으며

제 척도의 T점수 63이상(90% 이상), 각 문제

직접 먹거리를 만들어 아동에게 제공하였다.

증후군의 T점수 70 이상(97% 이상)을 기준으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아동은 정서적이며 수용적

로 이상의 점수들은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으

인 양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늘 엄마의 강요와

로 해석된다. 신뢰도는 척도별 내적 합치도

억압으로 불안한 정서를 지닌 것으로 보여 진

.62-.82이다.

다. 그런 과정 중 초등학교 저학년 때 틱이 나
타났으며 고학년이 되면서 사춘기와 겹쳐 정서

2) 행동 관찰지

적 불안과 공격적 성격이 많이 나타나 가정과

대상아동의 행동이 사전, 사후에 어떻게 변

학교, 학원에서 적응 하는 데 힘들어 한 것으

화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치료자가 아동에게

로 보여 진다. 또한,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가장 많이 나타날 불안, 공격성, 우울 등의 문

(K-WISC- ) 결과 아동은 현재

제 행동을 10문항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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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준에

해당되는 지적 지능(전체 지능 94, 언어성 지

상아동 행동 관찰은 미술치료시간에는 치료자

능 97, 동작성 지능 92)을 보이고 있으나 개

가 전반적인 행동을 관찰했으며 가정에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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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 문제 행동 문항을 중심으로 관찰을 하
였다. 행동 관찰지는 문제 행동을 중심으로 문
제 행동 있음:

○, 문제 행동 감소: △, 문제행

동 없음: X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초기에서는 대상아동이 원하는 매
체를 통해 자유로운 라포를 형성했으며 반 구
조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중기 단계에서
는 여러 가지 미술 매체를 통해 아동이 가지고

3) 집-나무-사람 그림검사(HTP:
House-Tree-Person Test)

母

있는 모( )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도와주며 이와 같은 감정들이 어떤

이 검사는 벅(Buck, 1948)에 의해 개발된 그

행동으로 나타났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나아

림 진단 도구로 대상아동에게 집, 나무, 사람을

가 대상아동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 감정의 내

그리게 하는 것이다. 검사를 통해 대상아동의

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완화, 감소시킬 수

성격, 정서 상태, 사회성 등을 알 수 있게 한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종결 단계에서는

다. 검사의 분석은 HTP의 심리 진단법(김동연,

중기 단계의 부정적 감정을 이해, 수용하며 긍

공마리아, 최외선, 2006)에 의해 형식적 분석

정적인 자아를 탐색하므로 자신의 정서를 완화

및 내용적 분석을 통하여 사전, 사후 그림의

하고 나아가 긍정적 자신을 찾아 내적 자원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강화 시키도록 구성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은
매 회기마다 아동이 다양한 미술적 매체를 통

연구 절차

해 정서적 경험을 촉진하며 창작 작품을 통해
느낌을 이야기하므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보

1) 치료 기간 및 장소

도록 하였다. 또한, 매 회기마다 작품을 통해

본 연구의 치료기간은 2011년 8월에서 2012

자신을 표현하며 자기 이해, 수용, 공감의 기회

년 1월까지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 실시 전

를 바탕으로 자아 기능 및 긍정적 자아를 향상

에 대상 아동, 어머니,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시키도록 구성하였다. 표 1은 회기별 프로그램

통해 주호소 문제를 알아보았으며 지능검사

내용을 나타낸다.

Ⅲ

(K-WISC- )를 실시하였다. 치료 회기는 주 1

회 매 회기마다 60분간 20회기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치료 장소는 서울시 J동에 위치한 사회복지관
에서 실시하였다.

첫째, 미술치료가 대상아동의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행동을 완화 및 감소시키는 지 알

2) 프로그램 구성

아보기 위해 K-CBCL 척도의 사전, 사후 점수

본 연구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은 정서

를 비교 하였다.

행동장애아동의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둘째, 미술치료가 대상아동의 내면화 문제와

완화, 감소시키며 나아가 긍정적 정서를 향상

외현화 문제 행동을 완화 및 감소시키는 지 알

시키기 위한 내용과 매체를 활용하여 초기, 중

아보기 위해 미술치료사와 어머니가 행동관찰

기, 종결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과 행동 관찰지를 통해 대상아동의 내, 외현화

구성은 대상아동의 문제 행동에 적합한 프로그

문제행동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

램을 선별하였으며 기존에 정서 행동 장애 아

셋째, HTP 검사는 형식적 내용적으로 내면

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미술치료사가

화 문제, 외현화 문제 행동과 관련하여 질적으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의 완화 및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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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회기별 프로그램
회기

주제
난화 및

1

사전 검사

난화 게임 및
2

LMT

3

형성

2)

찰흙
(자유)

자유로운
탐색
찰흙 만들기
4

자유롭게 난화를 그린다.

대상아동과 치료자가 함께 난

라포 형성)

화게임을 하므로 라포를 형성

(

한다.
난화를 그리며 연상되는

난화게임을 하며 라포를 형성

것을 연결하여 난화게임

하고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를

을 하며 LMT를 그려본

가진다.

(자유)

/

대상아동은 찰흙을 통해 긴장

찰흙을 탐색한다.

감을 풀고 다양한 도구를 이

라포

도화지, 크레파스,
싸인펜

도화지, 크레파스,

진단)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

매체

싸인펜

다.
(

탐색하기

기

기대 효과

라포 형성

1)

라포
초

활동 내용

형성/긴장

완화/

용해 표현해 본다.

매체 친숙)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대상아동은 찰흙과 도구를 사

찰흙을 탐색하며 여러

용하는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가지를 만든다.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

긴장 완화/ 매체 친숙)

찰흙, 찰흙 도구,
마늘 다지기 도구,
스테이크 망치 등

찰흙, 찰흙 도구,
마늘 다지기 도구,
스테이크 망치 등

(

지점토
5

(동물 가족)

지점토를 이용해 동물

동물 가족을 만들어 봄으로

가족을 만든다.

대상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을

긴장 완화/매체 친숙)/

알 수 있게 해준다.

(

지점토, 여러 가지
매체, 찰흙 도구

가족 지각알기)

콜라주

6
1)

미술적
접촉을
7

8

통한

엄마

정서 촉진

(칼라믹스)

2)

전지 그림

내면화

(롤러 그림)

문제 행동
중

표출

기
9

사랑의
3)

외현화

매 만들기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

콜라주를 통해 대상아동이 좋

하는 것을 콜라주로 만

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알

들어 본다.

아보며

(

내면화 문제행동 표출)

부정적 감정을 알아본다.

엄마를 지점토로 만들어

엄마를 만들어 엄마에 대한

본다.

감정 등의 이야기를 나눈다.

풍선
터뜨리기

문제

찰흙 던지기

행동완화
및 감소
12

지점토, 찰흙 도구

내면화 문제행동 표출)

전지에 롤러와 채색도구
를 이용해 표현해 본다.
외현화 문제행동 표출)

(

부정적 감정을 전지에 자유롭
게 표현 한다.

신문지를 이용해 매를

집에서 엄마에게 맞는 매를

만들어 본다.

만들어 부셔버림으로 부정적

외현화 문제행동 표출)

감정을 해소하며 공격적 에

(

너지를 미술 작업으로 표출

전지, 다양한 크기의
롤러, 수채화 물감,
수채화 도구

신문지,
셀로판 테이프

풍선에 부정적 감정을

풍선을 터뜨리므로 부정적 감

적어 터뜨린다.

정을 해소 시킨다.

외현화 문제행동 표출)

풍선,
유성 싸인펜

(

내, 외현화
11

풀, 도화지

한다.

표출

4)

다양한 잡지, 가위,

(

문제 행동

10

대상아동의 긍정적,

풀그림

찰흙을 전지에 던지다.

찰흙 던지기를 통해 감정을

(

외현화 문제행동 표출)

폭발하며 해소한다.

전지에 핑거 페인트를

핑거 페인트를 전지에 표현하

해본다.

므로 감정을 해소하고 완화

내면화 문제행동 표출)

시킨다.

(

전지, 찰흙,
물 그릇
전지, 풀,
수채화 물감, 대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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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칼코마니를 통한
13

자유연상

테칼코마니를 해보고 자

부정적 감정을 다 드러낸 후

유연상으로 그림을 그려

자유연상을 통해 자신이 하고

본다.

싶은 것을 표현해 본다.

자유 연상/ 정서 수용

(

천사 점토
만들기

14

(엄마의 느낌)

Self- Box

15

도화지,
수채화 물감,
싸인펜

)

천사 점토로 엄마를 표현

부드러운 점토를 이용해 엄마

해 본다.

의 느낌을 찾고 따뜻하고 좋은

(

정서 수용 및 문제해결)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자신을 상자로 만들어

자신을 상자를 만들어 내, 외

표현한다.

적인 자신을 알고 통합한다.

정서 수용 및 통합)

천사 점토

종이 상자,
꾸미기 재료 등

(
1)

정서 수용

16

및 완화

mam-Box

2)

자아 통합
17

종
결

바램의 집
(백업 집 만들기)

엄마를 상자로 만들어

엄마를 상자로 만들어 부정적

표현해 본다.

엄마와 긍정적 엄마를 통합하

(

정서 수용 및 통합)

여 본다.

내가 바라는 집을 백업

내가 바라는 집의 모습을 생

을 이용해 만들어 본다.

각하여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

정서 수용 및 통합)

며 자신이 가정에서 변화해야

(

할 마음가짐과 행동을 구체적

3)

백업,
이쑤시게

으로 찾아본다.

긍정적
자아 탐색

18

종이 상자,
꾸미기 재료 등

나의 미래의 모습을 잡

미래의 나의 모습을 구체적이

미래의 모습

지 콜라주를 통해 표현

고 현실적으로 탐색해 보는

4)

(콜라주) 및

하며 LMT를 해본다.

시간을 가지며 풍경구성법을

내적 자원

LMT

(

긍정적 자아 탐색 및

그려 봄으로써 사전에 비해

내적 자원 강화)

변화된 면을 살펴본다.

나의 장점을 찾아 나무

나의 장점 나무를 표현함으로

로 만들어 본다.

긍정적 자아상을 찾아보도록

도화지, 색종이,

긍정적 자아 탐색 및

한다.

가위, 풀, 싸인펜

강화

나의 장점
19

나무

(

다양한 잡지,
도화지, 풀, 가위,
싸인펜이나
채색도구

내적 자원 강화)

선물 만들기

20

지점토를 이용해 본인이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자기

나 선물을 주고 싶은 사

의 긍정적 이해와 수용을 바

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탕으로 타인을 이해하며 공감

만들어 본다.

하는 마음을 전달할 기회를

긍정적 자아 탐색 및

가진다.

(

고무 찰흙,
칼라믹스,
찰흙 도구

내적 자원 강화)

로 분석하였으며 미술치료 프로그램도 대상아

현화 문제를 완화 및 감소시키는 효과성에 대

동의 내, 외현화 문제 행동을 완화, 감소시키며

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정서 향상, 나아가 내적 자아 강화를
중심으로 각 회기별로 질적 분석을 하여 그 변
화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Ⅲ

.

첫째, 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동의 사회
적 미성숙, 주의집중, 공격성 및 사회능력에 대
한 외현화 문제를 완화,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연구결과

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내면화, 외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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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등의 활동을 통해 공격적인 외현화 문제를 드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에서의 외현화 문

러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사전 사후 치료결과

같은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객관

․

․

․

미술치료를 통해 대상아동의 아동 청소년

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회기 중간 중간

행동 평가 척도의 사전 사후의 변화를 살펴보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면 표 2와 같다. 우선 사전 검사 시 문제행동

자신이 문제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증후군 척도에서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 공

전체적으로 자신의 공격성이나 미성숙, 또래

격성 영역에서 문제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관계의 문제, 학업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객관

다. 사후 검사 결과 사회적 미성숙 73

적으로 생각하며 수용 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

의집중의 문제 84 65, 공격성 78 54로 문제

여주었다. 특히, 7회기 ‘엄마’에서는 고무 찰흙

행동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 능

으로 만든 엄마를 마늘 빠기 도구로 죽이는 강

력 척도에서는 사전 검사 시 사회성 영역과 학

한 공격성을 표출하였다. 또한, 9회기 ‘사랑의

업 수행 영역에서 T점수가 각 37, 35점 이였으

매 만들기’와 10회기 ‘풍선 터뜨리기’에서도 강

나 사후 검사 결과 사회성 48, 학업 수행 45로

한 공격성을 나타내었다. 15회기 ‘Self-box’, 16

대상 아동의 사회능력 또한 향상됨을 알 수 있

회기 ‘Man-box’에서 자신과 미워하던 엄마를

다. 표 2는 대상아동의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통합하며 공격성, 미성숙과 같은 외현화 문제

척도(K-CBCL)의 T 점수 변화를 나타낸다.

가 많이 감소됨을 보여주었다.

․

→

→

→ 56, 주

2) 회기 진행과정에서의 외현화 문제 완화

및 감소

3) 행동 관찰지를 통해 살펴본 대상아동의

외현화 문제의 완화 및 감소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초기에는 라

미술치료사가 대상아동에게 가장 많이 보여

포 형성과 긴장 완화, 매체와의 친숙을 위주로

지는 내면화, 외현화 문제 중 불안, 우울, 공격

진행 되었다. 대상아동은 주로 ‘찰흙;’ 매체를

성을 바탕으로 행동 관찰지를 제작하였다. 제

좋아했으며 초기에 찰흙과 찰흙 도구로 여러

작된 행동 관찰지는 상담 중에는 치료사가 집

가지 실험과 활동을 하였다. 특히 찰흙 도구

에서는 어머니가 관찰하여 중기, 말기에 종합

중 낚시줄로 찰흙 자르기나 스테이크 망치로

적인 결론을 내렸다. 치료 중에는 공격성이나

두들기기를 매우 좋아했으며 활동을 할 때는

불안이 많이 보이지 않았으나 집에서는 공격적

말없이 집중해서 즐겁게 활동 하였다. 중기때

인 언행이나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치

는 대상아동의 공격성을 순환시키기 위해 전지

료사와 어머니의 절충선에서 정리하여 문제행

그림, 매 만들기, 풍선 터뜨리기, 찰흙 던지기

동의 사전, 사후의 결과를 살펴 볼 수 있었다.

표 2. 대상아동의 K-CBCL에 의해 살펴본 외현화 문제의 사전-사후 점수(T 점수)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
구분

사회적

사고의

주의집중의

미성숙

문제

문제

사전

73

53

사후

56

50

사회 능력 척도
비행

공격성

사회성

학업 수행

84

64

78

37

35

65

53

54

4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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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아동의 문제 행동 중 외현화 문제의 사전, 사후 결과
문제행동

사전

○
○
○
○

부모님께 대들거나 욕을 한다.
친구들과 학교에서 싸운다.

공격성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이 보인다.

○

벽을 치거나 다리로 벽이나 물건을 찬다.

△

사후
X

△
△
X

<문제 행동 있음( ), 문제행동 감소( ), 문제 행동 없음(X)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우선 행동 관찰지의 하위 요인 중 외현화 문

는 데 효과가 있는가?

제와 관련하여 공격성의 사전, 사후의 변화를
표 3을 통해 살펴보면 위와 같다.

1) 회기 진행과정에서의 내면화 문제 완화

및 감소
4) HTP를 통해 살펴본 외현화 문제의 완화

및 감소 (표 4 참조)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대상아동은
초기에 말을 잘 하지 않으며 늘 우울하고 위축
된 모습과 태도를 보였다. 초기의 라포 형성과

둘째, 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불안,

매체 친숙을 위해 찰흙 활동을 하면서 말을 하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완화 및 감소시키

기 시작하였고 학교생활과 친구들에 대해 이야

표 4. 집-나무-사람 그림 검사(HTP: House

–Tree-Person Test)를 통해 살펴본 외현화 문제의 사전,

사후 결과
HTP 사전

HTP 사후

일반적인 집을 그렸

집의 형태는 사전과

으며 크기가 작고

비교하여 크기가 매

공허해 보인다. 아
집

우 커졌다. 집은 자

내

동 에게 집은 멀리

내

신에게 ‘가까이 있

용

있으며 조용하다고

용

으며 편안하다.’라고

했다.

하였다.

나무는 기둥과 둥지

사전에 비해 크기가

만 있는 형태로 그

켜졌고

그려 넣었다. 물과

렸으며 바람에 흔들
나무

나뭇가지를

내

리는 나무를 그렸

내

햇빛이 필요하며 살

용

다. 아파트 앞에 사

용

아 있는 나무라고

는 나무로 살아 있
으며 소원은 없다고
하였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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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내

1

용

11

사람은 크기가 작으

사람의 형태는 사전

며 미술 발달 단계

과 비슷하나 형태가

상 전도식기 수준의

매우 켜졌으며 필선

표현으로 목과 발을

내

안 그려 넣었다. 어

용

린이이며 건강하지

이 진해졌다. 이 사
람은 청년이며 건강
하고 행복하다고 하
였다.

만 불행하며 마음껏
노는 게 소원이라고
하였다.
여자를 그리는 데

사전에 비해 금방

몹시 힘들어 했으며

그려 나갔으며 크기

팔과 손이 없는 여

가 켜졌고 ‘건강하

사람

내

자를 그려 넣었다.

내

고 행복해지길 바란

2

용

‘이 여자는 건강이

용

다.’라고 이야기 하

약하고 돈이 필요하

였다. 사전에 비해

고 나중에 죽을 것

팔을 그려 넣었다.

이라고 대답하였다.’
대상아동이 그린 사전, 사후 HTP검사에서 외현화 문제 중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 공격성, 사
회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사전, 사후 HTP에서 나무 기둥을 밑으로
그냥 그린 것이나 사람의 발을 그리지 않은 미성숙함은 그게 변화하지 않았다. 둘째, 주의집중
외현화

에 있어서는 HTP검사시 사전에 저항하던 모습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집중하여 그려 나갔으며

문제와

나무나 사람을 그릴 때 잘 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셋째, 공격성과 관련해서는 사전

관련된

에 여자를 그릴 때 엄마를 투사하여 그렸으며 그릴 때 몹시 힘들어 하며 찌그러진 입과 손, 팔

전체평가

을 생략하여 표현 하였다. 사후에는 여자의 그림이 커지고 팔을 그렸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
다. 넷째, 사회 능력으로 사전에 나뭇가지의 부재, 사람의 팔과 손 부재, 눈동자의 부재 등으로
정서적 교류 및 사회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였으나 HTP 사후 검사 시 나무 표현에 있어서도 가
지를 그려 넣었으며 여자 그림에서 팔을 그려 넣었음을 알 수 있다.

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간에 중간고사가

에 비해 ‘미래의 모습’을 콜라주로 표현함으로

있을 때는 불안해서 tic증세를 조금 보이기도

써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으로 전환됨을 알

했지만 중기에서 종결로 넘어갈 때는 전혀 불

수 있었다. 또한, 19회기 ‘나의 장점 나무’, 20

안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술치료 프로그

회‘ 선물 만들기’에서는 치료 과정의 초, 중기

램 중 중기 때 6회기 ‘콜라주’에서 내가 좋아하

에서 보다 밝고 환한 얼굴 표정으로 치료사와

는 것 싫어하는 것을 찾고 이야기를 나눔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였다.

우울하고 위축된 정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이어서 대상아동과 엄마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엄마에게 가지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2) 행동 관찰지를 통해 살펴본 대상아동의

내면화 문제의 완화 및 감소

감정을 나눌 수 있었다. 종결 부분에서는 중기

미술치료사가 대상아동에게 가장 많이 보여

의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의 ‘콜라주’

지는 내면화, 외현화 문제 중 불안, 우울,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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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아동의 문제 행동 중 내면화 문제의 사전, 사후 결과
문제행동

사전

눈을 깜박이는 틱 증세를 보인다.
식사시간이나 공부 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다리를 많이 흔든다.

불안

차분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한다.
말수가 없어지거나 힘이 없어 보인다.
한숨을 자주 쉰다.

우울

○

의욕이 없고 행동이 너무 느려진다.

△

○
○
○
○
○
○

사후

△
△
X
X
X

△

<문제 행동 있음( ), 문제행동 감소( ), 문제 행동 없음(X)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성을 바탕으로 행동 관찰지를 제작하였으며 대

회기별 질적 분석

상아동의 내면화 문제와 관련하여 불안, 우울
의 요인 중 대상아동에게 맞는 문항을 제작하

1) 1회기: 난화 및 사전 검사

여 상담중에는 치료사가 집에서는 대상 어머니

아동은 무표정으로 치료실에 들어왔으며 치

가 관찰 기록하였다. 불안, 우울과 관련된 행동

료자의 질문에 네, 아니요로 짧게 대답하였다.

관찰지의 사전, 사후의 변화를 표 5로 살펴보

1회기에는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난화를 그려

면 위와 같다.

보았다. 치료자가 간단한 자극 형태를 도화지
에 제시하자 아동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3) HTP를 통해 살펴본 내면화 문제의 완화

지 당황해 하더니 곧 있어 적응한 듯 열심히
그려나가기 시작하였다. 난화의 내용들은 우

및 감소
HTP를 통해 살펴본 대상아동의 내면화 문

주, 좋은 꿈을 꾼 내용, 비행기 추락, 공부, 공

제의 완화 및 감소를 표 4를 바탕으로 정리하

부는 싫어! 등의 내용으로 정리하였으며 실제

면 표 6과 같다.

아동이 학업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표 6. 집-나무-사람 그림 검사(HTP: House -Tree-Person Test)을 통해 살펴본 내면화 문제의 사전,
사후 결과
대상아동이 그린 사전, 사후 HTP검사에서 내면화 문제 중 우울, 불안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에 HTP는 크기가 작으며 공허하게 그려졌다. 그러나 사후에
내면화

HTP는 크기가 커지면서 자아의 에너지가 생겼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문제와

대상아동은 사전 검사의 사후질문에서 집은 멀리 있고, 나무는 소원이 없으며 사람은 불행하

관련된

고, 여자는 건강이 약하고 죽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사후에 집은 편안하고, 나무에는

전체평가

물과 햇빛이 필요하며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란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표출하였다. 따라
서 사전에 우울하고 불안했던 내면화 문제가 사후에는 많이 감소되었으며 나아가 긍정적인 정
서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의 완화 및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사례 연구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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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 2회기: 난화게임 및 LMT

나 전체적으로 정서적인 문제와 상호작용면에

아동은 개학 후라서 지친모습으로 치료실에

부족함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들어 왔으며 전 회기에서와 같이 무표정과 수
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1회기

3) 3회기: 찰흙 탐색하기(자유)

에 관심을 보였던 난화를 가지고 치료자와 함

치료자는 아동에게 찰흙과 다양한 찰흙 도

께 게임을 하였으며 풍경구성법도 그려 보도록

구와 용구(찰흙 칼, 낚시 줄, 빵틀, 스테이크 망

하였다. 난화게임에 있어서는 “우주 괴물이 다

치, 마늘 다지기 등)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잡아먹는다. 혹은 바다 괴물이 다 잡아먹는다.”

마음대로 표현해 보라고 하자 아동은 처음에는

라는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

그냥 찰흙만 만지더니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

였다. 또한, 우주나 바다와 같은 확장된 공간으

해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아동은 다양한 찰흙

로 비현실적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였

도구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선생님 이건 뭐

다. 풍경 구성법을 그릴 때도 치료자는 정확히

예요, 어떻게 해요?”라며 전 회기에 비해 너무

풍경화를 그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으나

나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아동은 주제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형식으로

특히 스테이크 망치로 찰흙을 마구 두들기고

그려 넣었다. 요번 회기에서 대상아동은 미술

마늘 다지기로 찰흙을 다져서 선이 나오는 것

치료에 대한 거부 반응이 높으며 전반적인 생

을 너무나 즐겼게 하였다. 이번 회기에서 대상

활에 대해 무기력하고 지쳐 있는 모습을 알 수

아동은 예전에 접하지 못한 매체를 통해 흥미

있었다. 또한, 인지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

를 가졌으며 긴장이 많이 풀어져 적극적이고

그림 7

그림 12

그림 8

그림 9

그림 13

그림 10

그림 14

그림 11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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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활동하였다.

가 ‘강아지, 아니 토끼요.’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치료자가 ‘아빠 하면 떠오르는

4) 4회기: 찰흙 만들기(자유)

동물은?’하고 묻자 아동은 ‘아! 몰라요. 꼭 해야

이번 회기에서도 아동이 지난 회기에 너무

해요.’라며 강한 거부 반응을 보여 주었다. 그

나 관심이 많았던 찰흙과 도구 등을 다시 제시

러더니 손으로 지점토를 만지작거리며 하나의

해 주었다. 아동은 지난 회기처럼 찰흙을 가지

덩어리를 만들어 ‘강아지 은영이에요.’라고 이

고 스테이크 망치로 두들겨 보고 낚시 줄로 찰

야기하며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은영이를 만들었

흙을 잘라보는 등 다양한 탐색을 하며 즐거워

다. 이번 회기에서는 아동이 부모님에 대한 강

하였다. 대상아동은 한참 동안 매체를 탐색하

한 거부감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자신의 얼굴을 만들었다. 지난 회기들에 비
해 치료자에게 많은 말들을 하였고 학교생활과
친구들 이야기를 하였다. 치료자가 가족에 대
해 물어보자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는 할 얘기
가 없다는 듯이 표현하였으며 그다지 부모님과
의 유대 관계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림 17
6) 6회기: 콜라주

「나를 행
」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의

이번 회기는 잡지 콜라주를 통해
복하게 하는 것 과

이미지를 찾아 붙여보고 이야기 나누기를 하였
그림 16

다. 치료자는 아동에게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
를 주었는데 아동은 우선적으로 고가의 시계,

5) 5회기: 지점토(동물 가족)

반지, 자동차, 카메라, 핸드폰, 자전거 등의 물

지난 회기에 아동이 가족에 대해 거부하는

질적인 이미지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

태도를 보여 요번 회기에서는 지점토를 이용해

고 설명하였다. 치료자가 ‘와! 이런 반지는 엄

동물 가족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

마에게 주면 좋아하시겠다. 이런 반지가 있으

동은 ‘못하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요.’라고 말

면 엄마에게 줄거니?’하고 묻자 아동은 ‘미쳤

하며 그냥 지점토만 만지작거렸다. 치료자가

어요. 제가 할 건데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엄마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니?’라고 묻자 처

나를 슬프게 하는 이미지에는 색채가 진한 여

음에는 ‘없어요’라고 답변 하였으며 조금 있다

자의 이미지와 술등을 붙여 놓았다. 치료자가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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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여자들이니’라고 묻자 아동은 ‘여자가 아

자 아동은 ‘엄마는 마구 때리고 화를 잘 내요!’

니고 엄마에요.’라고 말하며 더 이상 말을 하고

라고 엄마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현하였다. 아

자 하지 않았다. 이번 회기를 통해 아동이 엄

동은 치료자에게 처음으로 엄마에 대해 많은

마에게 가지는 마음이 너무나 부정적임을 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선생님 우리 엄마에게

수 있었다.

말하지 않을 거지요.’라고 확인할 정도로 친밀
하게 이야기 하였다.

7) 7회기: 엄마(지점토)

치료자는 지난 회기에 아동이 엄마에 대해

8) 8회기: 전지 그림

가지는 부정적 감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

치료자는 이번 회기에 아동이 지난 회기에

하기 위해 지점토로 엄마를 만들어 보자고 하

엄마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

였다. 아동은 주저하면서 ‘만들기 싫어요.’라고

키기 위해 전지에 롤러로 마음껏 표현하도록

말하며 지난번에 사용했던 찰흙도구를 사용하

준비하였다. 전지를 연결하여 바닥에 넓게 깔

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래서 치료자가 찰

아주고 다양한 크기의 롤러와 붓, 수채도구를

흙 도구를 주자 아동은 신이 나서 지점토를 가

준비해 주었다. 아동은 처음 해보는 활동인지

지고 찰흙도구로 여러 가지 탐색을 하였다. 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주

동은 찰흙 도구를 사용하다가 잠시 지점토로

저하더니 치료자가 ‘너가 화가 났을 때를 생각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는 ‘엄마예요.’라고

해서 표현해봐!’라고 이야기 하자 수채화 물감

이야기 하였다. 치료자가 대상아동에게 ‘엄마는

을 다 짜서는 25분 정도 적극적으로 몰입하여

어떤 느낌이 드니? 라고 묻자?’ 아동은 아무런

작업 하였다. 치료자가 작업이 끝난 후에 ‘느낌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주춤 하더니 지점토로 만

이 어떠니?’라고 질문하자 아동은 ‘시원하고 재

든 엄마를 마늘 다지기에 넣고 갈아버렸다. 치

미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료자가 ‘왜 그렇게 했니?’라고 묻자 대상아동은
‘그냥요. 엄마에게 화가 나요.’라고 대답하였다.

치료자가‘왜 엄마에게 화가 나니?’라고 질문하

그림 25
9) 9회기: 사랑의 매 만들기

그림 22

그림 23

이번 회기는 지난 회기에 이어 아동에게 부
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지
난 회기들에 엄마에 대한 부정적이고 격한 감
정을 이야기 할 때 아동은 ‘엄마가 매를 때리
면 화가 너무 나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매를 없
애버리거나 부러뜨리고 싶어요.’라고 이야기 하

그림 24

였다. 치료자가 ‘그래 한번 그 매를 만들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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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러뜨려 보자.’라고 이야기 하자 아동은 ‘좋아요’

지고 온 죽검도로 풍선을 마구 터뜨렸다. 대상

라고 말하며 ‘그런데 어떻게 매를 만들어요?’라

아동은 초기에 비해 치료자에게 학교나 친구

고 질문하였다. 그래서 치료자는 많은 신문지

등 많은 말들을 하고 표정도 밝아졌음을 알 수

와 테이프를 주고 매를 만드는 시범을 보여 주

있었다.

었다. 아동은 신이 나서 치료자가 만든 매를
바닥에 치거나 손으로 잡아당겨 부려뜨렸다.

11) 11회기: 찰흙 던지기

치료자가 아동을 지켜볼 때 너무나 강하게 공

치료자는 아동에게 ‘지난 회기들에 했던 것

격성을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치료자

들로 화가 많이 풀어 졌니?’라고 물어 보자 아

는 아동이 매를 다 부러뜨린 후에 ‘엄마가 왜

동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치료자

매를 때리실까?’라고 질문 하였다. 아동은 ‘다

는 이번 회기에 전지에 찰흙 던지기를 준비하

제가 잘못해서죠.’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잘못된

였다. 아동에게 대야에 찰흙과 물을 넣어주고

점들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또한, 치료자가

손으로 반죽하라고 하였다. 아동은 처음에는

엄마의 매는 ‘사랑의 매야 그렇지’라고 묻자 아

주저하더니 적극적으로 찰흙 반죽을 하였다.

동은 긍정의 답변을 하였다.

치료자는 ‘그럼 아직도 너가 속상한 것들, 너를
화나게 하는 것들을 다 버려 버리지 않을래?’

10) 10회기: 풍선 터뜨리기

라고 말하며 아동에게 잠시 생각해 보자고 했

이번 회기도 지난 회기에 이어 아동이 가

다. 그리고 버릴 것들을 찰흙이라고 생각해서

지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풍선에

전지에 던져 보자고 이야기 하였다. 아동은 신

하는 것들 을 적게하여

이 나서 전지에 찰흙을 던지기도 하고 손으로

바늘로 터뜨리기를 하였다. 대상아동은 공부,

뭉개기도 하였다. 아동은 치료자에게 ‘선생님

study, 엄마의 잔소리, 숙제 등을 적어서 바늘

재미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또 해요.’라고 말하

로 터뜨렸다. 아동은 신이 나서 계속하고 싶다

며 웃음을 보였다. 다양한 미술 매체에 많은

고 이야기 하였으며 바늘뿐 아니라 아동이 가

흥미를 보였으며 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들

그림 29

그림 31

「스트레스」,「힘들게

」

그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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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그림 33

이 해소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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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13) 13회기: 테칼코마니

이번 회기는 부정적 감정을 다 드러낸 지
12) 12회기: 풀그림

난 회기들을 정리하며 태칼코마니로 자유연상

치료자는 이번 회기에 핑거 페인팅을 준비

을 하였다. 우선 치료자는 아동에게 테칼코마

하여 아동이 지난회기에 이어 자신의 감정을

니 기법에 대해 알고 있는 지 물어보았다. 아

드러내며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은 어렸을 때 미술시간에 했던 활동이라고

아동은 준비된 풀에 초록색 물감을 짜서 마구

대답하며 편안하게 종이에 물감을 짜서 표현

섞으며 신이 나서 전지에 풀 그림을 그려나가

하였다. 두 개 정도의 테칼코마니를 하고 완성

기 시작하였다. 집중하여 표현하더니 나중에는

된 이미지를 보며 치료자는 아동에게 ‘생각나

종이를 마구 찢어 놓았다. 치료자가 ‘오늘 풀

는 것이 있니?’라며 물어 보았다. 아동은 잠시

그림을 하니 기분이 어땠니?’라고 묻자 아동은

생각에 잠기더니 곧‘이것은 책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것 끝나고 영

이것은 두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마

어학원 가기 전에 좀 쉬었다 가도 되요?’라며

치 인디언 같은 사람 같기도 하고...’라고 이야

치료자에게 많이 친숙해진 말투로 이야기 하였

기 하였다. 아동은 지난 회기들에 비해 활동하

다. 이번 회기에서도 지난 회기들에 보여주었

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으며 치료자

던 엄마와의 갈등, 친구들과의 갈등, 학업 스트

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말수도 많이 늘어남을

레스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감정들을 쏟아내는

알 수 있었다.

활동을 하였다. 또한 엄마에게 가졌던 안 좋은
감정들에 대해 예전과는 달리 진지하게 말하며
그래도 한쪽 마음으로는 엄마를 이해하고 사랑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림 37

그림 38

14) 14회기: 천사 점토 만들기(엄마의 느낌)

이번 회기는 천사 점토를 이용해 엄마의 좋
그림 35

그림 36

은 점들을 느끼며 표현해 보기로 하였다. 아동
은 이전의 지점토로 엄마를 표현할 때와는 달
리 좀 더 편안해 보였다. 치료자는 아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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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속에 엄마가 가장 좋았던 적이 언제니?’

요’라고 대답하였다. 치료자가 ‘왜 엄마 때문이

라고 묻자 아동은 ‘예전에 괌과 필리핀에 놀러

니?’라고 묻자, 아동은 ‘엄마가 혼란스러워요.’

갔을 때와 제 작년에 게임기 사주셨을 때요.’

라고 말하며 주저주저 이야기 하였다. 치료자

라고 대답하였다. 치료자가 ‘엄마의 좋은 점은

는 ‘그럼 다음 시간에 엄마 상자를 만들어 볼

무엇인 것 같니?’라고 질문하자 아동은 ‘글쎄

까?’라고 이야기 하자 아동도 ‘좋아요’라고 이

요. 없는 것 같은 데요. 그래도 사람들 중에 엄

야기 하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아동이 그전과

마와 아빠가 제일 좋아요.’라고 대답하였다. 아

는 달리 엄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자

동은 엄마가 성격이 안 좋고 화를 잘 내며

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말도 하여 주었다.

오래가는 점이 싫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
서 ‘엄마가 동그랗고 그냥 잘 굴러가면 되는
데...’라고 이야기 하였다. 아동은 천사점토를
계속 만지작거리다 정말 잘 굴러 갈수 있는 바
퀴를 만들어 보이며 엄마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림 40

그림 41

16) 16회기: Man-box

이번 회기는 지난 회기에 이어 man-box를
만들어 보았다. 아동은 상자 안을 백업과 스티
로폴 볼, 이쑤시게, 꽃심 등을 넣어 꾸몄다. 아
그림 39

동은 man-box를 설명하며 ‘엄마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요. 또 성격이 너무 많아요. 아니,

15) 15회기: Self-box

다중인격자 같아요.’라고 이야기 하였다. 치료

이번 회기는 아동이 상자를 이용해 self-box

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니? 실제 생활에서의

를 만들어 내부의 나와 외부의 나를 통합하는

예를 들어보겠니?’라고 질문하자. 아동은 ‘엄마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치료자는 작은 상자

는 아침에는 화내고, 점심에는 밝고 저녁에는

와 꾸밀 수 있는 도구 등을 준비해 주었으며

슬퍼요. 제가 보기에 엄마는 성격이 금방 바뀌

아동에게 self-box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아동

어 당황스럽고 어지러워요.’라고 이야기 하였

은 처음에는 주춤 하더니 처음 보는 테이프라

다. 치료자는 ‘혹시 엄마가 왜 그런지 알고 있

며 호기심을 가지고 상자를 꾸며 나갔다. 아동

니?’라고 묻자 아동은 처음에는 ‘글쎄요.’라고

은 ‘제 밖은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런데 제안은

대답한 후 조금 있다가 ‘저 때문이겠죠!’라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 마음을 못 잡겠어요.’

대답하였다. 이번 회기에서 치료자와 대상아동

라고 이야기 하였다. 치료자가 ‘왜 그렇게 혼란

은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

스럽고 마음을 못 잡을까?’라고 질문하자 아동

었으며 아동은 예전에 비해 엄마의 입장을 많

은 ‘글쎄요’라고 이야기 하였다. 치료자는 ‘그럼

이 이해하는 모습이 보이며 반성적으로 사고하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 하였고 아동은

는 모습도 보였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는 ‘엄마 때문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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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준을 표현 하였으나 예전의 나열적인 풍
경구성과는 달리 산에 사람과 집, 꽃 등을 함
께 구성하는 등 상호 작용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아동이 비롯 아직은 부족하
지만 예전과는 달리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면이
그림 42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치료
자는 2회기 후에는 치료가 종결됨을 이야기 해

17) 17회기: 바램의 집(백업 집 만들기)

주었다. 아동은 많이 서운해 하는 얼굴 표정을

이번 회기는 백업과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지었다.

바램의 집을 만들어 보았다. 치료자는 아동에
게 원하는 집을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아동은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활동 하였다. 치료자가
‘어떤 바램의 집이니?’라고 묻자 아동은 ‘행복

한 집이요.’라고 이야기 하였다. 치료자가 ‘어
떤게 행복한 집이니?’라고 질문하였다. 아동은

그림 44

‘컴퓨터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이요..

그림 45

하하~ 엄마가 잔소리 안하는 집, 아니 서로 사
랑하고 편안한 집이겠죠.’라고 대답하였다. 아
동은 예전에 비해 소리 내어 잘 웃고 편안하게
보였다.
그림 46
19) 19회기: 나의 장점 나무

이번 회기는 나의 장점을 알아보고 나무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치료자가 A4 용
그림 43

지를 주며 아동에게 ‘네가 생각하는 장점을 적
어보자. ‘시간은 3분 정도 줄게.’라고 이야기 하

18) 18회기: 나의 미래의 모습(콜라쥬) 및
LMT

였다. 아동은 ‘장점이요. 없는 것 같은데..’라며
주저하였다. 치료자는 ‘그냥 쉽게, 뭐 나는 은

이번 회기는 나의 미래의 모습을 콜라주로

영이를 잘 돌본다든지, 건강하다, 검도를 잘한

꾸며 보기로 하였다. 치료자는 다양한 잡지 이

다... 쉽게 생각해!’라고 이야기 해 주었다. 치료

미지를 주며 아동에게 ‘미래의 희망하는 모습,

자도 아동의 장점을 적어 보았다. 아동은 2, 3

원하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붙여 꾸며보자’라고

문장을 적었다. 아동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

이야기 하였다. 아동은 예전에 콜라주를 했을

은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살날이 더 많다. 라고 기재하였다. 치료자는

이어서 콜라주가 끝나고 LMT를 그려 보았다.
아동이 그린 LMT는 미술 표현 특성상 전도식

「게임을 잘한다. 키가 큰 편이다. 산날보다
」
아동의 장점으로 「목소리가 좋다. 인기가 많
다. 의젓한다. 꼼꼼하다. 건강하다. 은영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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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오빠. 침착하다. 섬세하다. 컴퓨터를 잘

」

한다 등 장점을 기재하여 읽어주었다. 아동은
기분이 좋아져서 ‘선생님 더 해봐요.’라고 장난
까지 쳤다. 그래서 치료자는 도화지에 나무를
그려 주어 아동이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을 적
고 치료자는 나뭇잎에 적어 붙여 주기로 하였

그림 48

다. 아동이 원하여 치료자는 아동의 다양한 장

그림 49

점 나뭇잎을 적어 붙여 주었더니 아동은 굉장
히 좋아했다. 이번 회기에서 아동은 자존감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향상됨을 알 수 있

너무 낮음을 알 수 있었고 칭찬을 강화 받을

었다.

기회가 적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서행동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미
술치료가 내면화, 외현화 문제를 완화, 감소시
키는데 효과성이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
으며 본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그림 47

같다.
첫째, 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동의 사회

20) 20회기: 선물 만들기

적 미성숙, 주의집중, 공격성 및 사회능력에 대

이번 회기는 클레이 점토를 이용해 자신에

한 외현화 문제를 완화, 감소시키는 데 효과성

게 혹은 가족, 치료자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들기로 하였다. 아동은 ‘선생님 지난번 그 찰

대상아동은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내면화 차

흙 칼이랑 망치 있잖아요...’ 치료자가 ‘응 그래

원의 위축, 우울, 불안의 요인과 외현화 차원

줄까?’라고 이야기하며 찰흙 도구를 주었다. 아

의 공격성, 산만의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가지

동은 신이 나서 클레이 점토를 가지고 찰흙 점

고 있었다. 우선 미술치료를 통해 외현화 문제

토를 이용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한참을 이

에서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 공격성 및 사회

것, 저것 만들더니 무엇인가를 만들어 이야기

능력에 대한 문제의 완화 및 감소의 효과가 있

하였다. ‘아! 이건 나무에요. 지난번 선생님이

는 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술치료 과정

만들어준 칭찬 나무요. 저도 그 나무처럼 되고

중 초기에 대상아동은 말수가 없으며 산만하게

싶어서요. 나중에 그런 나무가 되라고요. 저에

다리를 떨고 앉았다. 또한 미술치료를 하는

게 주는 선물이예요.’ 그리고 ‘이건 엄마에게

중에도 무성의하고 관심이 전혀 없었다. 따라

주는 선물이예요. 어떻게 만들지 몰라 그냥 만

서 미술치료사는 초기에 라포를 형성하고 매체

들었는데...엄마가 화도 잘 안내고 따뜻했음 좋

와의 친숙도를 가지게 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

겠어요. 아니 그냥 절 편안하게 나두면 좋겠어

를 제시하여 주었다. 대상아동은 유독 찰흙과

요.’ 이번 회기에서는 아동의 긍정적인 수용과

찰흙 도구를 좋아하였으며 찰흙 도구로 찰흙

지난 회기들에 이어 반성적 사고나 남을 이해

덩어리를 자르거나 뭉치는 활동을 반복하였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의 완화 및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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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과정 중에 아동은 치료사와 편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등은 허용된 환

안하게 라포가 형성 되었으며 긴장도 많이 완

경 안에서 강한 공격성을 표출하면서 자신의

화된 모습을 보였다.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측면이 이루

첫 번째, 외현화 문제 중 사회적 미성숙의

어졌다.

문제는 미술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5회기 ‘지

네 번째, 외현화 문제 중 사회능력에 관한

점토’, 6회기 ‘콜라주’, 7회기 ‘엄마’ 9회기 ‘사

문제는 치료 과정 중에 치료사가 계속 학교생

랑의 매’, 14회기 ‘천사 점토 만들기’, 15회기

활과 교우에 대해 물어보았다. 대상아동은 치

‘self-box’, 16회기 ‘mom-box’ 등의 회기를 통해

료 초기에 학교생활이나 교우에 대해 말하지

예전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않으려 했고 치료사와 라포가 형성된 후에는

보았던 관점이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매체를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통해 작품을 만들고 떨어져 자신을 관찰함으로

했다. 혹은 담임선생님은 이러해서 싫다. 자신

써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미성숙을 고찰

의 속마음은 누구에게만 말한다 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며 주관적인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은 치료과정

생각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특

중에 치료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히 14회기, 15회기, 16회기 때 엄마에 대한 안

나누었던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치료 종결 부

좋은 감정이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됨을 인식하

분에 와서는 먼저 친구들 이야기를 했으며 사

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전, 사후에 실시한 LMT검사에서 사전에 상호

두 번째, 외현화 문제 중 주의집중에 관한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림에 사후에 상호작

문제는 미술치료 과정 중 처음에는 다리를 흔

용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으며 18회기 ‘미래의

들고 치료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태도

모습’ 콜라주에서는 6회기 콜라주의 물건이나

였으나 매 회기가 지날수록 활동이나 치료사와

자동차, 자전거와 같은 주제에서 사람이 무엇

의 대화에 주의를 집중하는 면을 보였다. 특히

인가 하는 모습, 관계에 관한 콜라주로 변화하

초기의 찰흙작업이나 중기에 역동적인 공격성

였다. 또한 HTP검사 결과 사전에 비해 사후에

을 표현하는 작업에서 더욱 주의집중 되는 면

는 사람의 팔이나 나무의 가지를 그리는 등 사

을 볼 수 있었다.

회적 관계에 대한 부분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

세 번째, 외현화 문제 중 공격성에 관한 문

주었다.

제는 초기에 찰흙을 다루면서 찰흙도구 중 낚

이와 같이 미술치료가 대상아동의 외현화

시줄과 찰흙 칼, 스테이크 망치, 마늘 다지기

문제를 감소 시킬 수 있었던 효과는 우선 애착

도구를 가지고 자르고 붙이고 던지고 때리는

과 관계가 있는 ‘찰흙’이라는 매체와 전에는 사

과정 중에 강한 공격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7

용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찰흙 도구’를 통해

회기 ‘엄마’에서는 간단히 치루었던

미술치료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 같다. 또한

」

「문장 완

성 검사 에서 대상아동은 “엄마는 싫다.” 라는

치료사가 대상아동의 어머니와 유사한 나이여

의식적인 용어보다 더욱 강하게 칼라믹스로 만

서 엄마 투사를 할까봐 걱정 하였지만, 치료사

든 엄마를 마늘 다지기 도구에 넣고 죽이는 활

가 치료 과정중이나 매 회기가 끝나고 나서 따

동을 계속 하였다. 원시적 공격성을 강하게 표

뜻하게 관심을 보였으며 회기가 끝날 때마다

출한 후 엄마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

포웅을 해주는 등 격려와 칭찬이 대상아동의

시작하였고 순환된 공격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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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집에서도 불안하면 주로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집

했던 컴퓨터 게임 놀이나 화를 자주 내었던 모

단미술치료가 정서장애아동의 미술치료 연구

습도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업 스트

(최외선 외, 1998),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서

레스에 관한 불안에 대해 치료 중에 계속 이야

행동장애아동의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기 하면서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가 중요함을

에 관한 연구(서정숙, 2007), 위축, 불안, 공격

인식할 수 있게 대상아동에게 미래에 하고 싶

성을 가진 정서행동장애아동을 위한 모자 중

은 일을 매주 탐색하고 알아보도록 하였다. 실

심 가족미술치료 연구(장혜경, 2010), 품행장애

제로 판사가 되고 싶다는 말에 대상아동과 엄

아동의 문제 행동을 개선시킨 가족미술치료 연

마는 법원에 가서 참관도 하였다.

․

구(이근매, 2002), 만다라 미술치료가 ADHD

두 번째, 대상아동이 가지는 내면화 문제 중

아동의 과제수행 태도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

우울의 문제는 미술 치료 초기 중에는 늘 표정

동, 충동성 변화에 효과가 있다고 본 송찬원,

없는 얼굴로 앉아서 치료 과정에 임하였다. 또

김경민, 변찬석(2006)의 연구 결과와 같다.

한, 집과 치료 장면에서도 한숨을 많이 쉬고

둘째, 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불안,

땀을 많이 흐리는 등 우울과 긴장의 모습을 지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완화 및 감소시키

니고 있었다. 가정에서나 치료 초기 과정에서

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모든 행동이 느리고 의욕이나 내적 동기가

대상 아동은 초기 면담에서부터 위축되고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미술치료가 진

우울한 모습을 보였으며 치료 과정 중에도 간

행되는 과정속에서 내담자는 미소도 짓기 시작

헐적인 Tic 증상을 보이는 등 불안한 모습을

했고 치료 후기에서는 큰 게 웃기도 하였다.

보였다. 실제로 중간 고사때는 눈을 깜박이는

또한, 늘 의욕 없이 힘들어 하던 모습에서 ‘오

tic 증세를 많이 보였다. 그러나 치료 중, 후기

늘은 무엇해요.’, ‘지난번 했던 찰흙 하고 싶어

로 넘어가면서 tic증상은 보여지지 않았다. 내

요.’ 등 적극적으로 미술치료에 임하는 태도를

면화 차원의 우울, 불안에 대한 문제는 미술치

보였다. 나아가 초기에 치료사의 질문에 무응

료를 하는 중에 미술 매체를 다루면서 처음으

답이나 거친 언어 표현에서 치료 후기에는 긍

로 자신의 마음을 열고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정적 언어와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치료

정서적 수용을 경험하면서 많이 안정된 모습을

종결에 대해 무척 아쉬워하였다.

보여주었다. 또한, 치료과정 중에 긍정적인 언

행동 관찰지에서도 우울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와 비언어의 표현들이 많이 표출되었으며 불

많이 감소되었으며 HTP검사에서도 내면화 문

안의 모습도 많이 저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비해 사후에 완화, 감소

첫 번째, 대상아동이 가지는 내면화 문제 중

되는 변화를 보였다. 우선 대상아동의 HTP그

불안에 관한 문제는 미술치료 과정 중에 초기

림 검사는 전도식기 수준의 그림으로 사전에

난화 게임 등에서 학업에 대한 불안을 많이 나

실시한 HTP는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게 그려졌

타내었다. 이후 미술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다

다. HTP의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리를 흔들거나 땀을 많이 흐리는 등 긴장되고

다. 집은 자신에게 멀리 있으며 조용하고 나무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치료

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로 소원이 없다고 하

사와 라포가 형성된 후에는 불안의 모습이 많

였다. 남자그림은 불행하며 마음껏 노는 게 소

이 감소되었으며 치료 중기로 가면서 안정적인

원이고 여자 그림은 건강이 약하고 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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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나중에 죽는다고 표현 하였다. 따라서 대

작품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이해, 수용

상아동은 자아가 약하고 정서적 교류가 적은

하는 시간이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또한, 17

집, 우울한 정서, 모와 부정적 정서 관계를 엿

회기, 18회기, 19회기, 20회기의 종결 부분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후에 집은 자신에게

대상아동은 긍정적인 자아를 찾으면서 내적 자

가까고 편안하며 나무에게는 물과 햇빛이 필요

원의 힘을 가질 수 있었다.

하고 살아 있는 나무라고 하였다. 남자 그림은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집

청년이며 건강하고 행복하며 여자 그림은 건강

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위축 아동의 위축행동

하고 행복해 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송인숙, 도복늠, 김

전에 비해 사후에 내적 자원이 강화되었으며

동연, 1999), 집단 미술치료가 정서적으로 위축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HTP

되고 불안한 아동의 정서적 문제 해결에 도움

의 구조적인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

이 된다는 연구(최인혁, 2002), 미술치료 프로그

아동이 그린 사전의 HTP는 전체적으로 크기가

램이 정서 행동장애아동의 자아개념 변화에

작으며 사람 그림에서 목과 발의 생략, 여자그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서정숙, 2007), 위축,

림에서 찌그러진 입과 손의 표현, 팔과 다리를

불안, 공격성을 가진 정서행동장애아동을 위한

생략하여 표현하였다. 따라서 정서교류에 부정

모자 중심 가족미술치료 연구(장혜경, 2010) 등

적인 문제가 보이며 특히 여자그림은 엄마를

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투사하여 부정적으로 표현 하였다. 사후의
HTP에서는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지고 필선이

․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강하게 나타났다. 사전에 비해 나무에 가지를

첫째, 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동의 사회

표현 하였으며 사람그림의 표정이 밝아졌고,

적 미성숙, 주의집중, 공격성 및 사회능력에 대

여자그림을 남자로 표현 했지만 사전에 비해

한 외현화 문제를 완화, 감소시키는 데 효과성

크기나 표현이 좀 더 나아졌음을 알 수 있었

이 있다.

다. 따라서 사전에 비해 자아 강도가 강해졌으

둘째, 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불안,

며 정서적 교류 등의 긍정적인 정서가 나타났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완화 및 감소시키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롯 연

는 데 효과성이 있다. 나아가 긍정적인 자아

구 대상은 다르지만 미술치료프로그램이 한 부

를 찾아 표현함으로써 내적 자원을 강화시키

모 가정 아동의 정서 변화에 효과성이 있다고

고 긍정적 정서를 향상 시키는 데 효과성이

본 김형숙(2008)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또한,

있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의해서 본 연구를 통

청소년의 우울증에 대한 인지행동 미술치료의

해 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내면화, 외

사례연구에서 K-HTP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현화 문제를 완화,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시 집과 사람의 크기가 커짐으로 우울에 대한

는 의의를 가진다.

부정적 정서가 감소됨을 알 수 있게 한 우성주
(2007)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이와 같이 미술치료가 대상아동의 내면화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었던 효과는 미술치료

첫째, 본 사례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을 위주

과정 중에 안정감과 수용되는 환경을 제공 받

로 삼당을 하였으나 아동의 어머니 혹은 가족

을 수 있었던 것과 매회기마다 자신이 표현한

이 함께 가족 상담을 하였으면 더욱 효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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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을 것이라는 제안점을 가진다. 둘째, 대상아

송찬원, 김경민, 변찬석(2006). 만다라 미술치료가

동을 상담 하면서 대상아동의 부모 상담을 하

ADHD아동의 과제수행 태도와 주의력 결

였으면 더욱 효과를 가졌을 것이라는 제안점

핍, 과잉행동, 충동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

을 가진다. 셋째, 본 대상아동을 추후에 몇 차

정서 행동 장애 연구,

례 상담을 하였지만 이와 같은 대상아동을 지
속적으로 몇 년 동안 종단연구를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질 것이라는 제안점을 가진다.
향후 시대적으로 정서행동장애아동이 많이 늘
어나는 추세로 여겨진다. 따라서 정서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구체적이며 다양한 미술치료 사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23-144.

22(2)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

아

K-CBCL

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 서울: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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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art-therapy for the easing and
the decreasing about internalizing, externalizing problems
of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

Lee, Hyun-A
Lee Hyun-A Art Psychology Therapy Cent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at art-therapy take effect on the easing and the decreasing
about internalizing, externalizing problems of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13 year-old boy students, who is in the 6th grade of S elementary school in Seoul. And
the art-therapy programs are carried out 20 times, 60 minutes per 1 week. Resarch instruments are K-CBCL,
Behavior observation Record, HTP.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First, art-therapy has effect on
relieving on social immaturity, attention, aggression and externalizing problems on social ability of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 Second, art-therapy has good effect on easing depression,
anxiety like as internalizing probrems of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 Thus art-therapy
eases and decreases about internalizing, externalizing problems of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 and it makes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 find and express affirmative ego so it
will make hard inner resources and enhance affirmative emotion. So with the conclusions, the study has a
meaning that art-therapy has effects of the easing and the decreasing about internalizing, externalizing
problems of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

Key Words :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Art-Thera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