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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R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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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able mentally retarded a art therapist should understand

the charactìstics of the chi1dren art-theaching methods
An art therapy program of training mental1y retarded is similar to an art education
process in preprimary schools. The children should be given enough time to expresses
their ideas using the 3rt material.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d effects of uSing draw a person. puzzle， folding paper，
making clay， etc.

00

maladaptive behabior of TMR children. Each session lasted approxima

tely 45minutes. There was tota1 of 15 sessions. Pre-post assessments of the child were
done using KEDI-WISC’ performance test， Simple Intelligence Test by DAP， behavior obser
vation， Kinetic Family Drawing(KFD)， and Kinetic Hous-Tree-Person(KHTP)
The following resu1ts were obtained:
First， chi1d would give attention to a task and complete it. And he could perform exactly
when he was asked.
Second， child had never stolen anything for three months
Third， child could play dominantly within institution.
Finally child could not present io aggression that he struck others
[0 conclusion， the present art therapy program was successful in reducing that maladaptive
behavior of TMR chi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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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술치료사들은 각 장얘에 u\-른 특성에 따라 그에 알맞은 미술치료프로그랭올 발전시켜

왔으며 그림의 해석 및 기준도 표준화시켜 임상장면에서 현저한 성과를 꺼두어 왔고 또한
거두고 있다 며슐치료는 장얘아홍의 특생과도 깊은 판계를 맺고 있으므로 치료새는 장애
야동의 특성과 미숨지도 방법을 함께 이해해야만 한다
정신지체아에 대한 이술치료 프로그행의 구성에 았어서， 미술치료사는 정신지체아동은
천천히 학습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하며 또 추상화된 일반화의 능력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 학습장연얘서의 주 의 가 요구된다 또한 이툴 아동의 경우 주의 집중 시간이
짧기때문에 짧온 셔간 동안 중요한 가능과 개념에 초점을 맞춰 설패감을 맛보자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려고 작품의 표출에 있어서 많은 피드액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피드액은 아동옹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강화혜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1 한 번에 한
단계반을 집중할 수 았는 작은 단계들로 과제가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가지 미술
활동의 재료나 과정의 선택은 마술학습의 과정과 가능에 대한 아동의 표현능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미술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연 아동의 동기부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았다‘
훈련가능정신지체 아동의 정우 운동방달의 지체가 문제정 중의 하나이다- 그러묘로 미
숭치료 프로그랭의 구성에 있어서 미술도구， 재료， 학승매체 풍의 적절한 사용방법과 갇은
기본척인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미술치료사는 아동의 발달을 인식하여야 한다 。!를테연
난화와 같은 표현올 하는 아동은 두 세살의 i회화능력 발달단계에 있다고 할 수 었으므 로
이려한 아동에게 연필 그링이나 회화 또는 매체익 사용에 있어서 정상아동과 갇은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정선지채아동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유치웬의 미술교육과정과
유사하다 만약 아동이 난화단계률 녕어섰다고 가정하면j 아동이 미술재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표현을 개발할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려고 짧은 활풍의 반복을 통해 기본적인 개념을
형성시켜 주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아동은 짧은 주의력과 께한원 가억력융 가지고
있기 때운이다(김동연. 1991l
정산지체아동의

미술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미술활동의 예로서는， 자기 신체상그파기，

인제상만툴가， 찰흙놀이， 색종이접기， 몽타쥬， 인울화그리기， 손과 눈의 협용파제， 퍼즐맞추기，
그라고 대칼코마니 둥이 었다 여기에서 특히， 인볼화는 아동의 발달단계와 무의식적 욕구나
갈등 퉁올 알 수 있으며(김동연. 1991). 퍼즐맞추끼는 아동의 인지를 발달시킬 수 었는 좋은
과제이다 또한 색종。! 접기는 아동의 모방능력을 증가시켜 주고 주의 집중 및 손과 눈의
협응 관계를 증진시켜 주며 二1랴고 찰흙만들기는 아동이 찰흙을 조작하므로써 자신의 공격적
욕구를 발산키컬 수 있는 좋은 미술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묘로 본 연구에서는 외얘서 간략히 기술한 정신져체 아동의 특생에 따라 인물화그리기，
퍼즐맞추가， 에종이 정기， 창흙만들기 동의 미술활동을 이용해. 아동이 가지고 있는 부적응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마슐치률 프로그행을 구안하여 적용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은 구안된 01술치료 프혹그렘이 정선지쳐1아동의 부적응 행웅 개선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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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지를 알아보는 데 두었다.
그 구체적인 연구목척은 다옴파 갇다 :

첫째， 산반성과 지사따르기의 변화훌 알아본다.
둘빼， 자신강의 변화훌 알아본다

세째， 도벽성의 변확훌 알아본다.
넷째， 공격성의 변화훌 알아본다.
또한 본 논문에서 부 적웅 행동이란 다응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산만성。l란 하나의 파제를 집중하여 수행하지롤 못하고 움직야는 것을 말한다
(5분이상 가만히 앉아 과제롱 못하는 것)

둘째1 지시따르기란 보육사냐 선생님야 지시한 것을 바로 정확히 수앵하는 것을 말한마
셋째， 도벽성이란 남의 물건을 홈치는 행위툴 말한다
넷째1 공격성이란 다른 셔량올 멸치거냐 때라는 행동을 말한다‘

Il.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익 대상은 갱주 충북 재활원의 원생으로 간단한 그엄옹 그힐 수 있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아동〔이 。0)은 남자아이로 생신학교 2학년에 다니고

았었으며 지능겁사

(KEDI-WISC 통좌성IQ)얘 냐타난 접수는 47이었다‘ 아동의 집은 오산이며 외동으로 아
버져는 악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어머니는 정산지제(아동보다 지능이 더 낮은 것으로 보
육사가 보고함)로 현재 식당의 주방일을 거들어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다， 야동은 생
활보호대상자로 재활원에 들어오게 되었고 재활원에 들어오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길에서
구걸올 한 경험도 갖고 있었다. 아동의 생육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얻올 수 없었는데
이는 아동의 어머니가 질둔에 적합하게 대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j) 제1차 치료 시작 당시의 아동의 수준
검사결과에 따라 。}동의 생태를 살펴보면 아동 익 지능은 KEDI-WISC 동작성IQ 47로
훈련가능급 정신지체이며 그의 치적 능력 가운데 시각-운동협웅능력과 그리고 지각능력
및 구생능력。l 다른 영역에 비해서 비교적 좋았다 그리고 인물화에 의한 간연지능점사에서

야통은 남자상에서 MA 6세 0개월 여자상에서 MA 5세 9개월이다. 그려냐 사회성숙도검
사에서는 SA

8.87. SQ 94.34로서 아동악 생활 연령에서 비핵서는 뒤떨어지지만 자신의 지적

능력이냐 정선연령보다는 훨씬 뛰어난테 이것은 아동이 현채 처해있는 상황， 즉 시셜에
수용되어 자신의 신변처랴에 관해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결파라고 보아진다
보육사의 관찰로 상당히 산만하고 주익 집중시간이 짧다 그리고 잘못혜도 미안해 할 줄
모트며 공격적여고 지시에 잘따르지 않으며 자신감이 없다고 보고해 앞에서 지솔한 부적웅
행동과 일치했다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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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치료 시작때의 아동의 수 준
5월과 비교해 보았올 때 아동의 공격성이 중가되었다- 그리고 첨가된 부적응f 행동으로는
방중에 일어냐 보육사의 서랍을 열고 성냥으로 불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아동의 주변 환정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아동의 모가 부와 헤어져 다른 냥자와 같이
살고 있었다(아동의 KFD에서 부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냐 보육샤가 아동의 모에게 확인함〉‘

2. 치료기간 및 장소
치료기간은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하였다 5월엔 주 3회싹 하여 8회훌 실시했으며(5월
6일부터 5훨 29일)，7월은 7월 8힐부터 15일까지 주5회썩 7회로 총 15회를 설시하였다 아동이
방학기간 동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 때운에 자동종결이 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KEDI-WISC 동작성 검사， 인물화에 의한 간펀 지능 검사， 보육사의 관창
빛 KFD와 KHTP를 통해 아동의 사전

사후컴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검사릉 토대로 하여 치료목표훌 세우고 프로그램올 구성하였다

3

프로그램과 심시 점차
본 프로그행온 연구 시작 당시 셜계한 내용보다는 많이 수정되었다 그 야유는 연구목적에

얄맞게 구성한 프로그랭이 정신지찌아동의 흥미나 욕구， 미술활동에의 환심도 등에

따라

희기별로 변경혀었다 따라서 퍼졸맞추기， 인물화그리기1 잭종이활동? 자유화그리기가 중심이
되었다‘
프

로

그

램

회

활

기

동

KFD와 KHTP그리 겨

제1차 프로그햄

2

색종이 접기 및 자유화그려기

3

찰흙만틀거

4

색종이 접기 및 자유화그리기

5

인물화그랴가

6

만들가와 인율화그리기

7

퍼즐맞추가와 인물화그리기

8

인물화그리가
KFD와 KHTP그랴기

제2차 프로그랭

2

색종이로 안툴기 및 자유화그려기

3

퍼즐맞추기

4

퍼즐맞주기와 찰흙만들기

5

펴즐맞추가와 그리기

6

퍼즐맞추기

7

KFD와 KHTP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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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갱도구는 KEDI-WISC 동작생 검사(한국교육개발원， 1991)， 인율
화에 의한 간연지능겁사(김재은

김동극

여 팡용， 1973)， 보육사에 의한 행동 판활， 그리고

KFD(Burns， 1982) 와 KHTP(Burns， 1987) 이다

Ill.

결과 및 논의

제1차 치료 결과(5월 6일-5횡 29일)

1.

사회교육전운요원 실습으로 재활원에서 한 당 동안 설습하게 되어 원생들 가운데서 간
단하게나마 그림올 그렬 수 있는 아동융 그 재활원의 심리검사자에게 추천받아서 5월 한
달동안 진행했다

1회기
‘일하고 있는 가족들을 그려보세요

.

。。도 함께 그리세요”하고 지시하자 한 동안 열리

보고 있다가 사람을 그렸고 다시 조끔 있다가 또 사람을 그렸다‘ 그리고 난 뒤 치료사가
보니 왈올 그려지 않아 치료자가 ‘왈”은 하고 말하자 ‘장， 왈그려야지”하며 머랴에 팔을
그렸다(소요시간

:

15분) 그리고 바로 ”이번엔 집， 나무， 사량올 그리는데 사량이 뭔가 하고

있는 것을 그려주셰요 하고 KHTP롱 그리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동은 팔을 그리지
않았다. 이때 치료사가 ‘워 빠진 것이 없느냐? .고 묻자 아동은 ” 없다-고 대답했다(그립1，2
창고) 아동의 KFD와 KHTP릎 분석해볼 때 아동은 폭력적인 부에 대해 척대감과 저항융
표현하고 있으며， 모와는 빌착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KFD) 아동은 접올 단순한 집(house)
으로 인식하고 었으며 가정의 따뜻함을 갈구하고 있다 또한 아동은 자아가 약하고 충동
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항적인 성 향융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민감성윷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불만올 가지고 있는 듯 했다(KHTP).

2획기
색종이 정기를 매우 열심히 했으며 치료사의 지시를 잘 따랐으나 조급만 잘옷되어도 곧
포기하려 했다 과제화에서 그립을 두 장 그렸는데， 색깔융 매우 다양하게 철했다， 색칠시
특이한 정은 갇은 색을 두 번 철하려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아동이 자신의
충동에 대해서 홍제하려는 노력으혹 보였다. 아동은 아벼지의 얼굴은 불게 칠했고 아동과
어머니의 얼굴은 회색으로 칠해 겁에 질린 듯이 표현했다 실제 아동의 아버지는 얼굴의
화상파 거의 매얼 마 시는 술때문에 얼굴이 항상 붉다고 했다. 그리고 아동에게 가끔씩 폭력을
가해 아동은 그에게 심리적 거 리감 및 척대강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인물간의 거 리로 판단해
볼 때 아동이 애정을 갖고 있는 사량은 어머니라는 것용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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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창흙 안틀기를 했다 처음엔 차롱 만들었으나 그것을 뭉쳐 다시 배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찰흙으로는 치료사와 함께 사람을 만들었고 남은 시 간 동안 아동 혼자서

집을 만

틀었다 황동을 마치고 난 후 치료사가 “기분이 어때?"하고 울자 아동은 “즐겁다‘”라고
대탑을 했다 아동은 창흙만틀기에서 계속 ‘어머니”를 상정하는 대상올 만옮으로서

‘어머

니의 애정n의 강구， 즉 안정과 수용에 대한 욕구롤 보여주었다 아동과의 친밀감이 형성된
듯하며 아동이 자발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다 활동에 찰흙딴틀기를

넣었는 것이 아동의 욕구표현 및 정화작용에 상당히 효과객이었다고 생각되었다

4회기

.

아동은 색종이 접기책올 보고 스스로 선택하여 치료사와 함께 종이접가를 했다‘ 그립그
리기에서도 스스로 소재를 선택했으며 다 그리고 나서 그렴에 제목을 불였다(소풍가는 날)
치료사가 그령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망설잉없이 ‘버스타고 소풍가는 것!이라고

손짓을 해가며

대답했으며 “。。는 어디 있지?"하고 물었을 때 수줍은 듯이 웃으며 버스 속에 타고 있는
자신올 가리켰다 아동이 자기라고 가리킨 인울은 다른 인올에 비해 상당히 크게， 또렷이
그려진 인울상이었다. 또한 자발적으로 그옆의 인올들올 가리키며 이픔을을 말했다 。!들은
재활원에 같이 있는 형， 또래 그리고 자신이 돌보아 주어야 하는 아동 들이었다 이것으로
미뤄올 때 。}옹은 자신에 대해 약간의 자신감이 생긴 듯하며， 원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이나 자신이 돌봐줘야 하는 아이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통의 현재 교우관계 및 관성의 대상을 알 수 있었으며， 또 색종이 접기에서 아동의
동작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치료자의 보조플 줄여나가야 겠다

5회기
‘사랑을 그리라”고 지시하자 먼저 남자를 그혔다 다음은 ‘반대되는 사람을 그리라”고
했더니 알아듣지 못했다 다시 지시를 바꿔 ‘여자를 그리세요”라고 지시하자 여자를 그렸다
아동이 매우 열심히 작업에 볼두하였다 아동이 그린 냥자상에서는 ‘목”이 나타났으나 여
자상에서는 옥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코와 입이 없어졌다 이것은 냥성， 즉 자선의 충동에
대해 통제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어열 갈퉁이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졌다(그럼3，4 참고)
6회기
아동은 만틀기에서 의토한 대로 장 되지 않자 중도에 포기하려 하였으나 치료자의 지지와
보조로 작풍을 완성했다 그리고 냥은 치료시간은 인뭉화 그리기를 했다
인뭉상이 누구냐고 했을 때 남자상은 오대성， 여자상은 강진영이라고 대답하였다
그힘이 중앙에 균형잡히게 그려졌으며 인울상의 크기도 커졌다 그러나 남자상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션망이나 옹일시를 의미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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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회기에 그린 인불화그리기의 여자상에서 없어졌던 입과 코가 이번 회기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래서 야동을 툴보는 보육사롤 만냐 아동에게 근래 특혈허 야단을 전
적이 었는지를 물었더니 보육사는 ‘지난 주에 미술치료에 아동。l 왔을 때 자신에게 말도
하지않고 없어져서 자신은 아동이 밖에 나간 줄 알고 찾았으며 그래서 。 。가 돌아왔을
때 야단올 쳤다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 아동이 미술치료를 받으랴 간 것을 알게
됐는데 자신은 아롱이 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릭연서 치료자가
왜 그런 것을 풀어보는지 의야해 하여 여자인물상에서 코와 입이 없어진 것올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불어 보았다고 하자 보육사는 신기해 하며 。 。가 무척 억울했는가보다 하며 아동에게
사 과하겠다고 하였다.
아마도 아동이 여생앙얘셔 엽파 코를 없앤 것은 자신은 치료실에 용 시간이 되어세 왔는데
보육사의 야단이 역옳하다고 느꼈던 마음의 반영얀 듯했다

7회기
아동이 치료샤간에 틀뜬 거분으로 작엽올 해나갔으므로 조금 영하게 대하자 차분하게
진행혜 나갔지만 가끔씩 치료자의 눈치를 살였다. 퍼즐맞추기(우려나라 져도)에서 처음
시행할 때는 치료자의 촉구가 펼요했으나 두번째 시행애서는 치료자의 지지만으로 아동이
혼자 수행했다 이번 회기에 다시 인불화 그리기홀 했더니 여자상에서 다시 입과 코가 나
타났으며 여자상에도 목이 그려졌다(그램5，6 참조).
이것은 아동이 여자(보육샤)에게 까지고 있던 강둥이 샤라졌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이
자신의 충동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활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려나 낭자상이 누구냐고
울었올 때 계속 오대성(같은 재활원에서 생황하고 있으며 국민학교 5학년에 재학중， 채활
원생들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영려하다고 명가받고 있음)이라고 대답하여 그에 대한
선망이 나타났다.

8회기
오늘이 치료의 종결이라고 말해도 표정 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아동자신이 만틀고 싶은
것을 만들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울화를 그라도록 했는데 그험에 활이 나타났으며 의
복이라는 표샤로 단추도 그렸다 그리고 인물상을 가리키며 누구냐고 묻자 계속 오대성이라고

·

했다 아동은 신체상에 대한 인치가 향상되었으며 자산어 선망하는， 통일시하고자 하는
얀물을 계속 나타냈다(그립? 참고)‘
재1차 치료종료 후의 아동의 부적용행동 변화는 다음과 갇다

첫째， 산만생과 져시에 따르기는 치료자의 지지가 았는 경우에 하나의 과제를 완전히
완성힐 수 있다 그리고 지사에 따트끼는 한 번애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둘째， 도벽성의 변화에서 프로그햄이 진행된 한 달 동안 한 번도 흉친 적이 없었다.
3 공격성의 변화는 학교나 채활원 내에서 공격적인 행동올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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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외 부수척인 긍정적 행동은 원내에서 자기보다 작은 아이를 잘 돌봐주게 되었는
것이었다

2 제2차 치료결과(7월 8원-7월 15일)
7월 한 달 자원봉사자로 재활원에 가서 영하게 되었다 5월 한 달 적용한 프로그 햄이
。 。 얘게 상당히 효파적이었71 때문에 。。에게 다시 미술치료프로그렘을 적용하게 되었다-

1회기
아동은 치료사와 다시 만내게 된 것올 무척 기뼈했으며 치료자의 지시에 매우 협조적
이었다‘ KFD와 KHTP(그링8，9 창고). 그립을 그리는데 있어서 야동의 태도는 무척 산중해

，

보였다- 그립은 화지의 상반부에 치우쳐 그려졌고 그림이 전보다 훨씬 작아졌다〔그링1，2와
비교}

KFD에서 아동은 전과 다른 부의 모습올 그렸는데(그림1과 비교) 전의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부의 모습 대신 상당히 작아진 아버지를 그렸다‘ 치 효 자가 아버지의 모습이 전과 다르마고
했더니 아동은 훗으며 ·새아버지’라고 했다
KHTP에서늠 아동 속에 대재왼 욕구가 상당히 은 것으로 볼 수 았으며 특히 얘동 스스로의
통제력이 상당히 생져났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KFD에서 자섰을 가장 먼저 그린 것은
가족 내에셔 아동 자신의 위치의 쌍숭이라고 보아지며 또한 자아갇익 성장이라고 요아진다

2회기
아동은 처음의 긴장감이 조금 사라진 듯 치료실내의 매체들을 이랴저리 살 펴 보고

그

매체들올 한 번씩 만져보았다 먼저 색색의 비닐을 가지고 ‘돗자리짜기·를 하였으며 그다음
그리고 싶은 것을 그랴도록 했다 아동은 자신이 선랙한 매채들이 새룹고 얀져보지 못한
것올이라 무척 홍미를 보였으며 치료자가 ‘돗져리짜기’를 모델로 보여주자 주의 깊 게 보고
따라했다‘ 그려나 처음 돗자리의 비닐을 끼올때 섞바꾸기가 안되어 치료자가 선체적 촉구훌
해주었으나 다음부터는 아동이 혼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유화에서 아동 은 ‘버스를
타고 교획가는 것.이라는 제욕을 흩인 그림올 그렸q 이 그림에서 아동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퉁장시킨 것이 홍며롭다
아동은 치료샤갇에 가만히 앉아 작풍을 만들기보다 창간 딴들고는 자리얘서 일어나 치
료실내에 배치된 매체들올 안지곤 하였다，
3회기

퍼즐맞추기를 하는 동안 퍼즐 속에 그려진 사울의 명칭을 치료자가 묻고 아동은 대답하도록
했는데 아동의 발음。1 부정확혜 치료자가 잘 알아등기 어려웠다. 그래서 아동의 이상한
발응을 교정혜줄 수 있도록 치료자가 하는 발음을 아롱이 따라 반복하도록 했다 찰흙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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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에서는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갔고 안드는 활동 자체에 상당히 올압했다.

아동은 이께 단순한 퍼즐맞추기는 혼자서 능숙하께 혈 수 있었으므로 좀 더 복잡한 퍼
즐판올 이용하여 아동의 구성 능력융 키워줄 수 었도록 하며， 또한 아동야 하나의 과제롤
수행할 때 치료자의 보조없이 스스로 완성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좌첼상황에서도 지속쩍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겠다
4회기

아동은 새로이 마련된 퍼즐판을 보고 “이거 안 했어 ! ’하며 얘우 좋아했다

치료자가

아동악 혼란을 줄이가 위해 퍼즐판(백설공주와 난장이)의 113만 때어내 아동에게 제시하자
아동은 전부 떼내려고 하였다 치료자가 이흘 제지하자 아동은 아무 저항없이 자신의 행동올
중단하였다 아동은 퍼즐판 맞추가에서 퍼즐조각을 마구 갖다대는 것이 아니라그렴익 단서롤
이용해 맞추어 나갔다 맞추는 동안 치료자의 ”그래， 잘하너「 풍의 칭찬만으로 아동이 과제를
수뺑해 나갔다
그리고 치료자와 아동은 창흙으로 자동차를 만틀어 놀이를 했는데 이때 치료자는 아동에게
‘어떤 아이가 불장난올 하다가 불을 내어 소방차가 달려와 왈올 끈 다음 순경아저씨가 와서
아이를 장아갔다”라는 쌍황을 셜정하여 아동을 놀이에 이끌었다‘
(회기천에 보육샤와의 변답에서 아똥이 밤에 살짝 얼어냐 보육사의 서랍올 뒤져 올장난올
한다는 이야기올 들어 아동예게 불장난의 위험올 얄려주기 위한 의도로 놀이생황올 성정함)

그러져 아동은 ‘현철이가 불을 내 순경아저씨가 잡아갔어 ’하며 치료자가 만든 상황에
참여했다 그래서 하고 치료자가 물자 “현철이는 나빠 그래서 순경아져씨가 장아가 혼을
내 주었어” ‘그래，00 ?"하고 치료자가 묻자 ‘냐는 불을 안냈어‘i하며 놀이 상황에 참여했고
또 실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올 하였다，

5효171
이밴얘 치료자는 퍼즐판(액성공주와 난장이)를 112이상 떼어내어 아동이 맞추도록 했다

아동이 퍼즐을 맞추는 동안 치료자는 “백설팡주와 난장이i의 이야기를 간략허 들여주었고，
아동은 활동 중 간 중 간 치료자의 칭찬만으로 스스로 다 맞추었다 오늘 아동이 한 활동플올
그립으로 표현하도록 지시하였고 그림을 완성한 후 그에 대한 야야기를 하도록 시켰다
아동은 활동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올 투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냐 활동자체를 그립으로 표
현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논 매제들을 단면적으로 그렸다. 그리고 특야한 것은 오른 연
하단에 활동파는 상판이 없는 집을 자산파는 상당한 거랴훌 두고 그렸다 이젓은 집안의
어떠한 일이 아동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6효|기

�

아동은 치료설에 틀어오자 마자 집예 가게 된다는 사설을 이야기했다 언제 집에 가느냐고
풀었더니， ot동은 손을 꼽아가며 날찌를 혜아리더니 16일이라고 했다. 퍼즐온 이제 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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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어 맞추기를 했는데 아통은 거의 혼자서 수행했다. 그려나 이따금썩 잘못 맞추었올땐
“안돼·하며 두세번 시도하다가는 포기하려 했으나 치료자가 ‘。。야r 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해봐‘*라고 격려하자 계속 수챙했다-

그다음 치료자가 ‘학교와 재활원에서의 일n을 이야가해보라고 했더니， 한잠을 생각하다가
‘수엽서간에 수박， 비행71 풍의 커다란 그링 카드를 걸어놓고 이름올 배웠다”고 말하며
옴짓도 함께 사용했다‘ 그리고 ‘원에서는 자전거률 탔고， 커다란 트럭(왈올 벌려가며 표현〕올
갖고 놀았다”고 하였다~ 아동에게 15일이 며지악 시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7회기

아동에게 오늘야 마지악 샤간이 된다고 알하자 아옹은 무척 아쉬운 표정올 지었다‘ 。i동온
치료자가 지시하는 여러가지 검사들에 차분허 용했다〈소요시간 2시간)

그리고 마지막 인

샤릎 나눈 둬 치료설 문을 나서며 몇 언이나 져료자를 돌아보며 손올 흔들었다 이것은
지난 5월 마지막 치료장연과 �I ii'혜 용 때 아동의 정서가 장당하 발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아진냐
치료종료 후의 KEDI-WlSC 동작성 검사에 의한 결과는 통작성 lQ 61로 냐타눴고 소
항목별 검사에서는 모양맞추겨의 정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려고 인물화에 의한 간편
지능검사에서는 냥자상의 MA7� 6에 g개월1 여자상의 MA7� 6세 67�월이었다또한 보육사에 의한 행동판찰에서는 공격적인 행풍이 다시 감소되어 아동의 행동표현도
부드러워졌으며 타인융 성가시케 하지도 않거1 외었다- 어린 원생들올 장 보살펴 주었으며
한 번에 서너가지의 성부릉올 시켜도 실수없이 수행하였으여 자신이 잘못한 일에는 부끄
러워할 울 얄게 되었다 그리고 방애 얼어나 보육사의 서랍융 열어 성냥으로 불장난하는
행동도 나타나지 않았다.
KHTP 및 KFD(그림10， 11 창고)에서 나타난 것으로는 아동의 자아가 성장되어 자신강이
증대되었고( o�동의 자가상이 가장 큼) ， 가정환경에서의 새로운 인물〈새아버지와 깡촌)의
존재얘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새야버지와 삼촌의 손 생략〕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세는
관섬파 얘정이 증대되었다ι 그러나 아동의 냐부그립이 집이냐 자가상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아동이 주체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환껑이 。}나라 타인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생활환경 탓인듯 보여진다

N， 결

론

본 연군는 정산지제아동융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랭올 적용하여 아동의 부적응 행롱을

감소시키거나 소거시키는데 그 목적이 었다
이러한 목척에 따랴 부적웅행동을 지닌 아통 한 영올 션정하여 문제행동올 찾아 진술하고
그 챙동변화를 심리검사 및 행동관찰을 통한 질적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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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방법은 5월 중에는 주3회(1서간씩) 그리고 7월충 주5회(7월 15일까지)미술치
료를 실시하였고， 치료 후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만성과 지시에 따르기의 변화를 알아보연 아동은 한 과제에 주의 집중하여 그
과제를 완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육사나 학교선생님이 지시하는 일에 살수없이 하며 특히
한 번에 한가지의 심부륨을 하는 정토에서 한번에 세너가지를 실수없이 수행하게 되었다.
둘째1 도벽생의 변화를 알아보면 치료기간과 공액기용안 한 번도 남의 불건을 홈친 일이
없었다
셋째1 자신감의

변화를 살펴보연1 다른 원생들사이에서나 학교친구들 샤이에서 자신。l

놀이의 중심이 되어셔 행동하고 그령상에서도 점차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나타었다넷째1 공격성의 변화를 알아보연， 타언을 예랴거나 멀어서 상처입히 는 행동이 소거되었다.
이상의 결론에셔 본 연구외 목적이 달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ol술치료프로그햄은 갱신지채아동의 부적용행동 감소에 상당히 효과척이라는
것올 알 수 였다 또한 KEDI- \\'ISC의 동작성 IQ(47→61로 변화}가 치료초기보다 상당히
쌍숭되었는데 이것은 본 프로그햄의 효과얘 의한 것인지 혹은 자연걱인 성장의 결과나
겁사시의 아통상태 둥 지타 다론 이유로 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구조화왼
미술치료프로그랩이 아동의 인지발당에 미지는 영향에 대해 계속적인 연구를 해 보는 것도
후속연구과제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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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프로그램 시행때의 그림

O

〔그링1) 1회기때 그련 KFD

00017 Ô 。
(그험2) 1획7j때 그린 KH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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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5회기때의 여자상〔화)

(그렴5) 7회기때의 냥자상

(그렁6) 7확가때의 여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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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3) 5회 가때의 남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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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회가때의 남자상

저12차 프로그램 시행때의 그림

낌 때

짧애

(그림9) 1회기때의 KHTP

(그럼8) 1회기때의 K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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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7회시때의 KFD

(그링11) 7회기때의 KH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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