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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의 이야기 그림검사에 나타난 20대 여성 내담자
및 20대 여성 정상인의 검사반응 비교 2)
1)

주

리 애 1)

서울여자대학교
이야기 그림검사(Draw-a-Story)는 Silver가 개발한 그림검사로서, 14가지 자극그림을 제시
하고 그 중 두 가지를 골라 이야기를 꾸민 뒤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요구한다. 표현된 내용의
부정성과 긍정성에 따라 1점부터 5점까지 채점이 되며,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일수
록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야기 그림검사가 내담자와 정상인을 변별하는
도구로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여성과 남성의 이야기 그림검사 반응이 다르다는 Silver(2002) 및 Silver와 Ellison(1995)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검사반응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서울 소재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한 41명의 20대 여성과 일반 20대 여성 59명
등으로 총 100명의 피검자가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에게 이야기 그림검사 및 간이정신진단
2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사를 실시하였고 독립표본 t-test와 상관분석,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내담자 집단이 정상인 집단에 비해 이야기
그림검사 점수 및 간이정신진단검사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전체적으로 이야기 그림
검사 점수는 간이정신진단검사 점수와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임상증상을 많이 보고
한 사람들의 그림 내용이 더 부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선택한 자극그림을 분석한 결과, 두 집
단 모두 많이 선택한 자극그림은 중성적 아이, 면사포 쓴 여인, 낙하산, 나무 등이었고, 내담자
집단에 비해 정상인이 더 선호한 자극은 병아리였으며, 정상인보다 내담자 집단에서 많이 사용
한 자극은 공룡과 모자 쓴 남자였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여성일수록 대상 간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차
이를 나타내며 또한 선택하는 대상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담자가 선택한
모자 쓴 남자는 성별이 다른 대상으로서 내담자의 낮은 자존감과 낮은 성 역할 만족도를 시사
하며, 내담자가 선택한 공룡은 내재된 분노와 공격성을 상징하는 것이라 사려된다. 향후의 연
구는 남성 피검자를 포함하는 것과 Silver의 자극 유형 B를 사용할 것이 고려된다.
주제어 : 이야기 그림 검사, 여성 내담자, 자극 그림

1) 교신저자 : 주리애,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교수 / E-mail: julietj@hanmail.net
2) 본 연구는 2006년도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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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2

밀한 심리적 탐색을 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론

사용될 수 있다.
표준화 작업과 구체적 주제 제시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

그림검사 개발은 특히 미술치료 분야에서 활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적 상태를 심층적으로

발하게 이루어졌다. ‘사과 따는 사람 그리기’

평가하는 도구로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그

는 고전적으로 사용되는 나무 그림검사의 주

림검사는 검사 결과의 풍부함과 다양함 외에

제에 인물을 첨가하여 변형시킨 것인데, 미술

도 평가 받는 사람들에게 덜 위협적으로 지각

치료사 Gantt(2001)가 ‘사과 따는 사람 그리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검사는 환자

기’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적 채점체계인

가 그림 작업과정에서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

FEATS 를 고안했다. ‘진단적 그림검사’를 만

및 결과물로서의 작품을 자료로 삼아, 환자의

든 미술치료사 Cohen, Hammer 및 Singer

문제 행동과 병적 증상의 이면에 있는 심리적

(1988)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주제를 가진 그

원인을 탐색함으로써 향후에 적절한 치료목표

림을 연속적으로 그리도록 하는 그림검사를

와 방법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하면서 채점체계를 제시하여 보다 안정

그림검사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나 면담을 사용

적인 결과해석을 도모하였다. 아동의 인지발

하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보완해 주는 도구

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술치료사 Silver

로서 상당한 의의를 지녔으나, 불안정하고

(2002)가 만든 ‘인지 및 정서에 대한 실버그

낮은 신뢰도와 타당도로 인해 끊임없는 문제

림검사’도 검사 자극이 매우 구조화되어 있으

제기를 받아왔다(Roback, 1967; Swensen,

며 채점체계가 양화되어 있고, 정신지체나 자

1957).

폐와 같이 심각한 인지손상을 가진 아동을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새

대상으로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Betts

로운 그림검사 개발로 이어졌는데, 그림검사

(2003)가 만든 ‘얼굴자극그림’ 역시 검사과정

과정을 보다 더 구조화시키거나 결과 채점을

이 구조화 되어있다.

표준화시키는 것, 양화된 자료를 축적하여 비

이렇듯 내담자의 어떠한 면을 보다 면밀하

교의 준거를 마련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평가 필요에 따라

이러한 일련의 시도로 개발된 20세기 후반의

적합한 그림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

그림검사들은 표준화 작업 외에 그림주제에

에서는 임상장면에서 접하게 되는 내담자들을

있어서의 변화도 가져왔다. 대표적인 변화는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림검사를 선택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로부터 보다 구체적

심리측정적 속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해보고자

이고 특징적인 주제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한다. 임상장면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은 그들

일반적 주제를 제공하는 기존 그림검사에 비

이 가져오는 심리적 호소의 다양성 때문에 구

해 구체적, 특징적 주제를 가진 그림검사는

체적 주제를 가진 그림검사를 사용하기 보다

피검자의 주호소 및 상태와 관련하여 보다 면

는 일반적인 주제를 가진 그림검사를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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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주제의 특성

은 피검자의 대인관계 어려움이나 심리적 증상

화 및 표준화 작업이 미술치료 분야의 최근

정도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이야기 그림

업적임을 감안할 때, 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검사는 다른 검사들에 비해 보다 덜 방어적

가진 그림검사로 내담자들의 심리적 갈등과

이고 자유로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피검자의

성격구조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직접적이고 세밀한 자료

다. 따라서 임상장면의 내담자들의 호소에 나

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타나는 공통요인을 추출해본다면, Horowitz

(Turner, 1993).

(1996)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내담자들이 가장

그런데, 다른 그림검사와 달리 이야기 그림

흔히 호소하는 심리적 갈등은 대인관계와 관

검사의 연구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고된 점은

련된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우울을

검사의 결과에 남녀간 성별차이가 두드러지게

호소하며 상담기관을 찾았을 때, 그가 호소하

존재한다는 점이다. Silver(2002)는 정서적인

는 우울을 면밀히 살펴보면 상대방으로부터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야기 그림

거절, 고립, 부적절하거나 억제된 분노 표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학생과 남학생의 반응

수동적 자세 등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살펴볼

이 상반되는 것을 발견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수 있다. 결국 심리적 장애의 대다수가 대인

통제집단이 정서적 문제를 가진 집단에 비해

관계 문제로 인해 발생되고 또한 심리적 장애

긍정적인 그림을 더 많이 그렸으나, 남학생들

로 인해 대인관계 문제가 심화된다고 할 수

은 오히려 정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보다 통

있다(Horowitz & Vitkus, 1986).

제집단의 청소년들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그

대인관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림검사

림을 더 많이 그렸다. 또한, 비행청소년을 대

로는 Silver가 개발한 ‘이야기 그림검사’가 있

상으로 한 Silver와 Ellison(1995)의 연구에서

다. 이 검사는 대상 간 관계를 부각시켜 표현

도 남성피검자의 경우 비행청소년 집단이나

하도록 할 뿐 아니라 채점에 있어서도 그림에

통제 집단에 차이가 별로 없었고, 여성피검자

나타난 정서나 인상에 근거하기보다는 피검자

의 경우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비행청소년

가 진술한 대상 간 관계 내용을 중심으로 평

집단의 여성피검자들은 상대방을 상해하는 관

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그림검

계를 그리는 경향이 높았고, 이는 통제집단의

사라 할 수 있다.

남성피검자나 비행집단의 남성피검자의 반응

아직 국내에서는 이야기 그림검사를 사용

정도와 차이가 없었다. 이렇듯 다른 투사적

해서 보고된 연구결과가 없지만, 외국에서는

그림검사에 비해 이야기 그림검사에서 남녀

이미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정서장애를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과제의 성격

가진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다수 진행

이 ‘관계’를 강조한 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

되었다(Brandt, 1995; Coffey, 1995; Dunn-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피검자만을

Snow, 1994; Turner, 1993; Wilson, 1990,

대상으로 이야기 그림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993). 그 결과, 그림에 나타나는 관계 양상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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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유사한 20대 일반

연구의 목적

여성 59명으로 정상인 집단을 구성하였다. 정
본 연구는 Silver의 이야기 그림검사를 사

상인 집단에 속한 이들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

용해서 심리적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살

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여대생 및

피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

대학원생들로서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자원한

과 같다.

사람들이다.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첫째, 상담기관에 내방한 20대 여성 내담자

1과 같다.

들과 건강한 20대 여성들의 이야기 그림검사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평가한다.
둘째, 이야기 그림검사와 자기보고형 질문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례수(괄호 안은 백분율)

지인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내담자 집단

정상인 집단

결혼 여부

셋째, 상담기관에 내방한 20대 여성 내담자

기혼

3 ( 7.3)

들과 건강한 20대 여성들에게서 14가지 자극

미혼

38 (92.7)

59 (100.0)

기독교

6 (14.6)

8 (13.6)

천주교

2 ( 4.9)

6 (10.2)

불교

1 ( 2.4)

3 ( 5.1)

무교

12 (29.3)

8 (13.6)

기타/무응답

20 (48.8)

34 (57.6)

41 (100.0)

59 (100.0)

그림의 선호가 차이 나는지 평가한다.

0

종교

용어의 정의
1. 이야기 그림검사(Draw-a-Story: DAS)
Silver(2002)가 창안한 그림검사 기법으로서
검사지와 14가지 그림검사 자극을 제시한 뒤
두 가지 자극을 선택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다
고 상상하여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하고 피검

학력
대재 이상

자가 진술한 이야기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는

고졸

검사법이다.

0

0

나이

Ⅱ. 연구 방법

평균

24.75

22.53

표준편차

4.91

3.53

연구대상
내담자 집단과 정상인 집단에게 실시한 간
본 연구의 대상은 총 100명의 성인으로 서울

이정신진단검사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9

소재 사설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한 41명의

가지 증상항목과 3가지 전체지수에서 두 집단

20대 여성으로 내담자 집단을 구성하였고, 이

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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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내담자와 정상인의 간이정신진단검사
평균(괄호 안은 표준편차)과 집단 간 차이

SOM

내담자
56.4
(13.3)

정상인
44.8
(5.8)

OC

58.9
(7.2)

44.8
(7.1)

IS

60.0
(11.1)

43.4
(5.9)

DEP

60.1
(8.7)

42.8
(5.7)

56.8
(9.7)

42.1
(5.0)

8.85

***

56.3
(10.2)

42.9
(4.8)

7.86

***

56.6
(9.1)

43.3
(4.2)

6.72

***

62.2
(12.7)

43.6
(5.8)

8.73

***

59.2
(9.6)

42.2
(4.4)

10.66***

37.8
(8.2)

19.7
(5.0)

12.57

***

62.3
(10.5)

43.2
(7.9)

10.41

***

54.4
(5.7)

40.9
(7.0)

10.23

***

주

ANX
HOS
PHOB
PAR
PSY
GSI
PSDI

t

5

그림 자극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 A형
(그림 1)을 사용하였는데, 아동으로부터 성인
에 이르기까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대상

5.25

***

9.73

***

8.80

***

들로서 면사포를 쓴 여인이나 아이, 여러 가
지 동물과 나무, 화산이나 성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야기 그림검사의 도구는 검사지와 연필,

11.97***

지우개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림을 그리는 검
사지는 A4용지 사이즈로서 그림을 다 그린
후에는 이야기를 쓰도록 하고 간략한 개인 정
보와 기분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도록 한다(그
림 2). 검사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Silver의 보
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동 및 성인 피검자들
은 10분 안팎의 시간을 사용한다고 한다.
표준화된 검사의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 그림들 중 두 개를 선택해서 그 둘 간
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상상
해보세요. 준비가 되면 상상하신 것을 그려주
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림을 통해 보
여주세요. 그림을 변형해서 그리셔도 됩니다.
다 그리신 뒤에는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이러

PST
주. SOM : 신체화, OC : 강박증, IS : 대인민감성, DEP : 우울,
ANX : 불안, HOS : 적대감, PHOB : 공포불안, PAR :
편집증, PSY : 정신증, GSI : 전체심도지수, PSDI :
표출증상심도지수, PST : 표출증상합계.
***
p < .001

한 지시는 언어적으로 제시될 뿐 아니라 자극
이 그려진 용지에도 제시되어 있다.
이야기 그림검사의 채점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해서 1～5점을 주도록 한다(표 3). 1점은
가장 부정적인 내용이 드러난 그림이며, 다소

연구도구

부정적인 내용이 표현된 경우에는 2점에 해당
1. Silver의 이야기 그림검사

한다. 3점이 되는 그림은 표현된 내용이 양가

Silver의 이야기 그림검사는 자극 그림을

적인 경우, 혹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제공하고 그 중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이야기

않은 모호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4점은 우호

를 꾸민 후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하는 검사

적인 관계를 그린 경우이며, 보다 적극적인

기법이다(Silver, 2002). 자극그림은 A형과 B

관계양상이 보이거나 대상이 행복한 경우 5점

형 두 가지 유형이며 각 유형은 총 14가지

으로 채점한다.

- 391 -

6

미술치료연구 제13권 2호, 2006

6

모자 쓴 남자

중성적 아이

면사포 쓴 여인

뱀

파이프 문 남자

고양이

낙하산

칼

나무

공룡

병아리

쥐

화산

성
그림 1. 이야기 그림검사의 자극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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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야기 그림검사의 검사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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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별 채점자간 일치도를 구한 결과, 채

표 3. 이야기 그림검사의 내용평가표
점수

1점

2점

3점

내 용

8

점 점수 간 상관계수는 .87로 나타났다.

평 가

가장 부정적인 내용이 나타나며, 그
림에 나타난 대상이 슬프거나 고립
되어 있고 무기력하거나 자살 혹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상
간 관계는 파괴적이거나 한 쪽이 다
른 쪽을 살해하거나 위협한다.
다소 부정적인 내용으로, 대상이 좌
절하거나 겁에 질려 있고 불운하다.
표현된 관계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적대적이다.
대상이나 관계가 부정적인 면과 긍
정적인 면 양 쪽이 다 드러나거나
양가적, 혹은 갈등적이다. 관계가 모
호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해
당되며,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
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된다.

2.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R)
간이정신진단 검사는 Derogatis가 ’77년에
출판한 자기보고식 다차원적 증상목록검사로
서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국내에
서 표준화 작업을 거쳐 번안하였다. 이 검사
의 전체문항은 90문항으로 ‘전혀 없다’(0점)에
서부터 ‘아주 심하다’(4점)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간이정신진단 검사에
서 측정하는 9가지 증상차원은 신체화, 강박
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이며, 전반적인 증상을 나타
내는 세 개의 척도는 전체심도지수, 표출증상
심도지수, 표출증상합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

4점

다소 긍정적인 내용이 드러난 경우
로 대상이 수동적이긴 하나 운이 좋
은 경우, 혹은 관계가 우호적인 경
우이다.

에서 최고 .89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개

5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으로서 대상이
행복하거나 목표를 성취한 경우이
다. 표현된 관계는 서로를 보살피거
나 사랑하는 관계이다.

다. 간이정신진단
검사의 내적 합치도 계수
α
(Cronbach's )는 9개 증상항목별로 최저 .67

증상항목별 최저 .73에서 최고 .83이었다(원호
택, 1978).

자료의 분석
이야기 그림검사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로는
1,028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채점 신뢰도를

자료의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다음

알아본 결과, 채점자 간 상관계수가 .80이상으로

과 같이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유의확률 .001수준의 높은 유의미한 결과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구

얻었다(Silver, 2002). 그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하였고, 집단 간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는 독

에 대한 연구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뢰

립표본 t-test하였다. 그리고 이야기 그림검사

로운 결과를 얻었다(Silver, 2002; Silver, 1993a;

결과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

Silver, 1993b).

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간이정신진단검사 결

본 연구에서 이야기 그림검사 실시 후 채점

과와 이야기 그림검사 결과 간 관계를 규명하

은 두 명의 미술치료사에 의해 개별 실시되었

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선택한 자

다. 총 100장의 그림 중 40장의 그림을 표집

극 간 차이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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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야기 그림검사점수 평균이 3.20(표준편차

Ⅲ. 연구결과

1.25), 정상인 집단은 평균 3.90(표준편차 1.14)

1. 이야기 그림검사 점수 결과

로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야기 그림검사는 선택한 자극을 사용해서
구성한 이야기 내용을 바탕으로 1점에서 5점

내담자와 정상인의 점수별 그림예시는 그림
3과 같다.

까지의 점수를 주게 된다. 이야기 내용이 슬
프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일수록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며, 둘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행복한

표 4. 내담자 집단과 정상인 집단의 이야기
그림검사 평균 및 집단 간 차이(괄호
안은 표준편차)

내용을 담고 있을수록 높은 점수를 매기게
된다.
내담자 41명과 정상인 59명의 이야기 그림

DAS

검사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독립표본 t

내담자
n=41

정상인
n=59

3.20
(1.25)

3.90
(1.14)

t

-2.92
**

검증값은 다음 표 4와 같다. 내담자 집단은

내담자 작품

**

p < .01

정상인 작품

1점

순진하고 착하게 생긴 남자가 있다.
사실은 연쇄 아동살인범이다.

낙하산을 타고 있는 한 사람, 용암이 분
출하고 있는 활화산에 빠지려고 한다. 목
숨이 걸려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다.

죽은 줄 알았던 다 썩은 고목나무가 갑자
기 살아나 여자를 잡으려고 한다. 그리고
여자는 벗어나기 위해 도망갈려고 안간힘
을 쓴다.

소녀가 혼자 성 안에 있다. 무언가 하고
싶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불만에
가득 차 있다.
소녀는 심심하고 외롭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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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속)
내담자 작품

정상인 작품

어느 날 마을 뒷산에 나는 화산을 보았어
요. 그 때는 마침 낙하산 놀이를 하고 있
었기 때문에 피해를 피할 수 있었고 또한
멋진 화산 폭발 장면을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신났어요. 비록 그 마을 주민들은 그
들의 생계 걱정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좀 마음 한편이 좋지 않네요.

낙하산의 바람이 빠져서 어느 성에 떨어
지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무시무시한 사
람이 지키고 있었다. 문제를 풀어야 그
성을 빠져나갈 수 있다. 만약 문제를 다
맞추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보물이 있고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나쁜 사람에게 혼
난다.

한 남자아이가 집근처에 있는 자신이 좋아
하는 나무 앞에 가봤다. 멀리 나무의 잎이
무성한 걸 보고는 자신의 나무에 잎도 달
아주고 장식도 한다.

한 사람이 낙하산을 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았다. 사람은 다친 곳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낙하산 타구 하늘을 나르는 나랑 요술 고
양이. 살랑살랑 기분 좋은 바람에 멀리 보
이는 작은 집들이 귀엽다.

여자는 결혼식을 하고 있고, 그 결혼으로
병아리 같은 예쁜 아기들을 선물로 받게
될 것에 행복해하고 있다.

3점

4점

5점

그림 3. 이야기 그림검사의 각 점수에 해당하는 내담자 및 정상인의 작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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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이야기 그림검사

11

단은 총 82개, 정상인 집단은 118개의 자극을

점수 간 상관

선택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내담자 집단이 많

본 연구에 참여한 총 100명의 피검자들의

이 선택한 자극은 면사포 쓴 여자와 낙하산,

이야기 그림검사 결과와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

중성적 아이, 나무 등이었는데, 이는 정상인

간의 상관은 다음 표 5와 같다.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선택비율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자극은

표 5. 이야기 그림검사 결과와 간이정신진단
검사 결과 간의 상관
SOM
D
A -.34
S

OC

***

**

-.28

***

**

PSY

**

-.29

DEP

-.31

PHOB PAR
D
A -.40
S

IS

***

-.34

***

**

-.36

GSI

***

-.37

ANX HOS

PSDI PST

***

-.34

-.28

**

**

-.30

**

p < .01,

-.26
***

p < .001

모자 쓴 남자, 공룡, 병아리였는데, 이 중 병
아리는 정상인 집단에서 더 많이 사용하였고,
모자 쓴 남자와 공룡은 내담자 집단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 내담자 집단과 정상인 집단의 자극
선택수(괄호 안은 백분율) 및 집단 간
차이

2
내담자
정상인
모자 쓴
남자
중성적
아이
면사포
쓴 여자

4( 4.9)

1(

.8)

3.22†

10( 12.2)

14( 11.9)

0.05

15( 18.3)

20( 16.9)

0.06

뱀

0( 0.0)

3( 2.5)

-

파이프
문 남자

2( 2.4)

3( 2.5)

0.002

으며 이는 그림 내용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고양이

1( 1.2)

5( 4.2)

1.51

채점되었음을 의미한다.

낙하산

14( 17.1)

19( 16.1)

0.03

칼

4( 4.9)

3( 2.5)

0.78

나무

9( 11.0)

13( 11.0)

0.00

그림을 제공한다. 피검자는 이들 중에서 두

공룡

5( 6.1)

2( 1.7)

2.77

†

가지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꾸미게 되는데 본

병아리

2( 2.4)

11( 9.3)

3.77

†

연구에서는 내담자와 정상인 집단 간에 선택

쥐

6( 7.3)

13( 11.0)

0.77

화산

4( 4.9)

2( 1.7)

1.68

성

6( 7.3)

9( 7.6)

0.006

82(100.0)

118(100.0)

모든 임상증상 항목 및 전체 지수는 이야기
그림검사 결과 값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임상증상 값이나 전체 지수가 높을수록
이야기 그림검사 결과는 더 낮은 점수를 얻었

3. 검사 자극 선택 분석
이야기 그림검사는 총 14가지 종류의 자극

한 자극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6은 두 집단이 각각 어떠한 자극을 선택
했으며, 선택한 자극그림의 종류에 차이가 있
는지 교차분석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각 그림

Total

에서 두 개씩 자극을 선택했으므로 내담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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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수록 그림에 나타나는 관계양상은 더 부

의

정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재확인 해주었다.
본 연구는 이야기 그림검사가 20대 여성의

셋째, 이야기 그림검사의 자극을 분석해보

정신적 건강성 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

면 내담자와 정상인 간 차이가 보다 함축적인

이는지 내용 평가점수 및 선택 자극 종류를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제시된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자극의 종류는 인간, 동물, 무생물 등 세 유목

41명의 내담여성과 59명의 정상여성들에게 이

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인간에 속하는 자극

야기 그림검사와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시행하

은 다섯 가지인데, 모자 쓴 남자와 파이프 문

였고 자료분석은 독립표본 t-test와 상관분석,

남자, 면사포 쓴 여자, 중성적 아이, 그리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이 불분명해보이는 낙하산 등이다. 동물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서 선

에 속하는 자극은 뱀, 고양이, 공룡, 병아리,

행연구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쥐이며, 무생물에 속하는 자극은 칼, 나무, 화

같다.

산, 성 등이다. 이러한 세 개의 유목으로 된

첫째, 우울과 불안, 적대감, 편집증 등과 같

14가지 자극 중에서 내담자와 정상인 모두

은 여러 가지 임상증상 항목에서 정상인보다

10% 넘게 선택한 자극그림은 면사포 쓴 여자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 내담자 집단

와 낙하산, 중성적 아이, 나무 등이다. 연구에

은 이야기 그림검사에서도 더 부정적인 내용

참여한 대상이 모두 여성임을 감안할 때 빈번

을 담은 그림을 그렸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장

하게 선택한 자극 중에 자신과 성이 다른 남

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Silver(2002)의 연구

자 그림자극이 없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에서나 학대 경험을 가진 청소년 정신과 환

여겨진다.

자들을 대상으로 한 Turner(1993)의 연구에서

선택된 자극그림을 분석함에 있어 두 집단

이야기 그림검사는 그림을 그린 피검자의 심

간 차이를 보이는 자극을 분석하면, 우선 내

리적 상태에 따라 이들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담자 집단이 정상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림의 내용이 보다 적대적이고 파괴적이거나

더 많이 선택한 자극은 모자 쓴 남자와 공룡

공격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던 것과 거의 일치

이었다. 여성 내담자들이 자신과 반대되는 성

한다. 본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임상증상이

을 가진 모자 쓴 남자를 선택해서 그렸다는

높게 나타난 사람들의 그림이 더 낮은 점수,

것은 피검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시사하는

즉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인 그림 양상을 보였다.

바가 있다. 인물화 검사를 통해 피검자가 자

둘째, 이야기 그림검사 점수와 간이정신진단

신과 반대되는 성을 먼저 그리는 정신과 환자

검사 점수 간에는 부적인 상관이 두드러지게

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연구한 정승아와 김재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간 차이를 알아

환(1997)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피검자들은

본 첫 번째 연구 결과를 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과 동일한 성을 먼저 그리는 경향을 보였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서, 호소하는 임상증상이

으며, 반대 성을 먼저 그린 비율은 12%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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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했다. 반대 성을 먼저 그리는 경우에는 정

동물들이 아동이 가진 분노와 적대감, 죄책감

신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보다 신경증 진단군

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특히 양육자에 대해

에 속하는 진단명을 받은 환자들이 더 많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경우에는 직접적인 표

다. 본 연구에서도 면사포 쓴 여자를 선택한

현 욕구가 억눌리기 쉬우며 이를 대신하여 공

비율은 두 집단에서 모두 높았지만, 남성임이

룡이라든가 악마와 같은 은유적 상징을 사용

분명하게 보이는 자극그림(모자 쓴 남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비단 아

선택한 비율은 내담자 집단에서 더 높았다는

동에게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성인 내담자

사실이 정승아와 김재환의 연구와 일치하는

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가진 자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담자 집단이 정상인

신의 성에 대한 낮은 만족감 혹은 낮은 자존

집단보다 공룡을 더 선호해서 선택한 사실은

감과도 연결된다.

내담자 집단이 가진 공격성과 적대감, 분노를

Dickson, Saylor 그리고 Finch(1990)는 인물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정상

화에서 자신과 다른 성을 먼저 그리는 이유로

인 집단이 더 빈번하게 선택한 병아리 자극은

제안한 바,

여성들이 성에 대한 문화적 태도

여성이 지닌 모성 본능과 더불어 애정을 확인

를 받아들임에 있어 남성적인 역할을 더욱 가

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

치 있다고 평가하여 인물화에서 자신과 다른

로 볼 수 있다. 병아리 자극을 선택한 대다수

성을 먼저 그린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본

의 정상인 피검자들은 병아리를 보호해주고

연구에 나타난 자극의 선택 유형에서의 집단

지켜주는 자극으로서 면사포 쓴 여인을 선택

간 차이는 내담자 집단이 정상인 집단보다 자

하거나, 병아리의 친구로서 쥐를 선택하였는

신의 성 정체감에 대한 만족도나 자존감이 낮

데,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가진 긍정적인 대

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관계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을

또한, 동물 자극의 선택 유형을 살펴보면

것이다.

총 다섯 가지 동물 자극 중에서 가장 공격적
인 동물은 공룡이며 그 다음으로 뱀과 고양이
를 들 수 있고, 중성적이거나 연약하고 부드

V. 결론 및 제언

러운 동물로는 쥐와 병아리가 있다. 내담자
집단에서 정상인 집단보다 많이 선택한 자극

본 연구는 상담기관을 찾은 20대 여성 내담

이 공룡이며, 정상인 집단에서 보다 더 많이

자와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유사한 20

선택한 동물 자극은 병아리라는 사실 역시 이

대 여성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Silver의 이야기

두 집단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함축적인 시사

그림검사에서 어떠한 반응상의 차이가 나타나

점을 보여준다. Malchiodi(1997)는 학대 받은

는지 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41명의 내

아동의 그림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공격성을

담자와 59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

언급하면서 그림 내용에 등장하는 공격적인

한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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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대 여성 내담자들은 20대 여성 정

둘째, 이야기 그림검사는 자극 유형 A와 B,

상인들에 비해 간이정신진단검사상의 모든 임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

상증상을 더 많이 보고했을 뿐 아니라, Silver

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유형 A를

의 이야기 그림검사 반응에서 더 부정적인 관

사용하였다. 그에 비해 유형 B는 Silver의 원

계를 표현하였으므로, 이야기 그림검사가 내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신뢰도와 타당도에

담자와 정상인 간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고 측

대한 연구가 미진하고 이를 사용한 연구도 보

정하는데 변별력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된 것이 없다. 두 가지 유형의 자극이 본질

둘째, 20대 여성의 이야기 그림검사와 간이

적으로 동일한 것을 측정한다는 사실을 입증

정신진단검사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

할 수 있다면, 치료집단의 효과를 알아보기

는데, 여러 가지 임상증상을 높게 보고하는

위한 연구에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로 사용

사람일수록 그림을 통해 표현한 관계가 더 파

하기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 인물화 검사나

괴적이며 공격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

HTP 검사와 같이 주제만 제공하고 자유로운

할 수 있었다.

반응을 기대하는 그림검사와 달리 Silver의

셋째, 20대 여성 내담자들과 20대 여성 정

이야기 그림검사는 자극그림을 제공하므로

상인들은 제시된 14가지 자극들 중 선호하는

동일한 자극유형을 사전과 사후에 걸쳐 두

자극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번 제공할 경우 학습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때, Silver의 이야기 그림검사는 대인관계 문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의 연

제를 가진 여성 내담자가 상담기관을 찾았을

구에서는 Silver의 자극 유형 B가 어떠한 변

때 그 내담자를 평가하는 측정도구로서 변별

별력을 가지는지,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떠한

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
해 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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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ison of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Female clients and Female normal Participants in their Twenties
through Silver's Draw-a-Story test

Jue, Juliet
Seoul Women's University
The Draw-a-Story test, devised by Silver, asks respondents to choose two subjects from
14 stimulus drawings, imagine something happening between them, and then draw what
they imagine. The drawings are scored on 1 to 5-point rating scale according to expressed
negativity and positivity. Low scores are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disturb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power of the Draw-a-Story test to discriminate
clients from normal participants.
Based on the results of Silver(2002), Silver and Ellison(1995) which proved sexual
differences in DAS responses,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limited to female only. A total
of 100 participants in their twenties included 41 clients who had asked psychological
services at counseling centers in Seoul and 59 normal participants. The Draw-a-Story and
Symptom-Checklist-90-R were administered to all the participant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correlation, and Chi-squ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client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DAS scores and SCL-90-R scores than those of the normal group. And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DAS scores and SCL-90-R, which meant that the contents of
drawings drawn by people with many clinical symptoms were much more negative.
Analysis of chosen stimulus drawings indicated that both groups frequently chose a neutral
child, a women with a wedding veil, a parachutist, and tree. The normal group preferred a
chick, while the client group preferred a dinosaur and a men with a hat.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psychologically unhealthy female participants tend to show
differences not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imulus but also in the kind of chosen stimulus.
A man with a hat, which has an opposite sex, might indicate low self-esteem and low
satisfaction of sexual role, while the chosen dinosaur might symbolize anger and aggression. It
is recommended for future study to include male participants and stimulus type B.
Key Words : Draw-a-Story test, Female clients, Stimulus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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