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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소년의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 ADHD 청소년의 주의집중과 공격행동의 변화를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는 사례연구이다. 연구대상은 K시
에 소재한 W특수중학교 다니며, H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1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시 기간은
2012. 8. 1 ～ 2012. 11. 30까지 주 1회 방문하여 50분씩 2회기를 실시하였으며, 총 30회기를 실시하였다. 장소는
연구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방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미
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소년의 주의집중문제에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연구대상자를 CBCL
6-18로 사전․사후로 실시한 결과 주의집중 문제에 대한 사전검사에서는 백분위 점수 99와 T점수 78로 임상범위
에 해당되었지만 미술치료 회기를 마친 후 사후검사 백분위 점수 85와 T점수 61로 각각 백분위 점수 14점과 T
점수 17점이 낮아지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또한 미술치료 중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며 지나치게
많은 움직임을 보이던 행동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소년의 공격
행동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연구대상자를 CBCL 6-18로 사전․사후로 실시한 결과 공격행동에 대한 사전
검사에서는 백분위점수 100과 T점수 74로 임상범위에 해당되었지만 미술치료 회기를 마친 후 사후검사 백분위
점수 96과 T점수 68로 각각 백분위 점수 4와 T점수 6씩 낮아지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또한 자기에게 관심을 많
이 가져주기를 요구하고, 물건을 부수고,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고집을 부리고, 짜증을 부렸
다. 그러나 미술 치료를 통해 지시에 따르고, 미술치료 재료를 찢거나 부수지 않는 등의 공격행동이 감소하였다.
HTP의 심리검사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그림크기의 감소와 나무그림에서의 공격행동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아
버지의 부재로 남성상의 부정적인 표현이 긍정정인 표현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언어적 비언
어적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변화되었음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와 다수의 관찰연구와는 다르게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적장애로 인하여 내적
표현이 힘든 상황에서 미술치료가 주의집중문제 및 공격행동에 영향이 있다고는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
며, 청소년의 성숙에 의한 감소인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
주제어 : 뇌병변장애, ADHD,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제 저자

* 1
** Corresponding author : 064-743-3206, cantabile06@naver.com

- 21 -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환경파괴와 여성의 고
령화 출산, 다양한 중독현상 등으로 인한 태
아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학의 발달로
영아의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장애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장애인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 장애 청소년은 자조기능의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의 보조와 청소년기로 이행하면서 정
신ㆍ신체적 부담감, 부모의 노쇠화 및 부모
사후에 따른 장애 청소년의 문제는 매우 심각
한 현실이어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희생이 따
른다. 이러한 희생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
라 가족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이르며 이에 따
르는 가족들의 고통 또한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뇌성마비는 뇌병변장애로
분류된다. 1999년도 뇌병변장애를 포함하여 신
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지체장애라고 정의
하였으나 장애인 복지법(1999. 2. 8, 법률 5931
호) 및 동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
16682호)의 개정으로 지체장애를 보다 세부적
으로 구분하여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로 2003
년 용어를 정리(보건복지가족부, 2003)하고 있
다. 따라서 뇌성마비는 뇌의 병변이나 뇌 성
장의 비정상으로 인해 초래되는 영구적인 손
상상태를 나타내는 것(Batshaw, 2002)으로 운동,
자세 및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장애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운동, 혹은 자세의 비진행
성 장애이다. 원인으로는 유전이나 모체 감염
에서부터 출산 시 외상, 뇌출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개인차를 가지므로(김영환, 1996)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다양하며 뇌손상의 위
치와 정도에 따라 정신지체, 학습장애, 언어장

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각장애, 정서장애
등 복합적인 장애를 동반하므로 치료적 예후
가 불투명하고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이 많고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구본
권, 2007).
또한 외상 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은 교통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경우 등 여러 가지 원
인으로 유발될 수 있으며(smith et al., 2006) 최
근에 들어서 그 수가 늘고 있다(이소현ㆍ박은
혜, 2009).
뇌손상 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내는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도의 인지 및 언
어능력의 결함을 보이며, 문제해결과 정보처
리 능력의 손상을 나타내고 기억력과 주의집
중력뿐만 아니라 판단력에도 문제를 보인다.
행동 특성으로는 충동성, 안절부절 못함, 자기
인식의 부족,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뇌손상 자체와 약물복용
등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피로감을 보이며, 과
거에 좋아하던 활동들에 대해서 무관하고 소
극적으로 침체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의 시간
표상의 변화가 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
착하고 과제를 어떻게 계획해서 해야 할지를
모르고 혼돈스러워하기 때문에 동기부족인 것
처럼 보일 수 있다.
특히 뇌성마비 청소년들은 정서표현을 위해
자신의 신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미
비한 언어발달은 사회ㆍ정서적 발달의 측면뿐
아니라 인지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정
보나 지식의 습득, 의사소통을 통한 감정과
생각의 표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신
체와 표현기능의 부자유로 인하여 비 장애 청
소년과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욕구가 저지되거나 좌절되기도 하며 이

- 22 -

유숙경․민윤희 /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소년의 미술치료가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로 인한 불만이나 부적응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사회적 열등평가로 성격 형성에도 영
향을 끼치고 있다(이은경, 2002). 뿐만 아니라
신체의 부자유스러움은 사회성 발달과 독립에
부정적으로 기능한다.
Alexander(1965)는 신체장애일 경우 신체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도 정신과 육체
기능의 상호관계성이 높아 장애의 정도는 심
리적변수로 인해 높아지기도 한다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장애청소년은 자신감을 잃고 자신
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자
신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은혜, 김미선, 김수진, 강혜경,
김은숙, 김정연, 이명희, 2004).
따라서 보편적인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으
로는 장애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
력을 개발하기가 어렵고, 상당수는 정서적 미
성숙과 사회적 부적응을 보이는 손상, 불구,
운동기능장애와 같은 1차적인 문제로 인하여
감각장애, 언어장애, 지각장애, 경련과 같은 2
차적인 부자유를 수반하는 정신적ㆍ신체적인
문제들이 자신감 상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다. 이러한 뇌병변장애의 경우 뇌기능 손상으
로 발생하는 ADHD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ADHD 아동들은 생물학적 변인으로 빈약한
운동협응과 미세뇌기능장애(minimal brain
dysfunction)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신
경학적 손상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
다(이승희, 2007). 이처럼 ADHD의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알려져 있으며, ADHD 아동의 행
동적 특성으로 나타난 문제행동은 구조화되고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생활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DSM-Ⅳ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1994)에
의하면 ADHD 아동의 특징적 증상은 첫째 부

주의로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둘째, 과잉행동
양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며,
셋째, 충동성으로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
급하게 대답하거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하다. 이
외에도 불복종, 관심 끌기 행동, 미성숙, 학업
문제, 정서적 어려움들, 서투른 또래관계 문제,
가족 상호작용의 문제등을 나타낸다(Copelad &
Love, 1991). 또한 주요 증후들로 인해 학교에
서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충동성
과 함께 자기통제력(sef-control)의 부족 때문으
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 통제력의 부
족은 즉각적인 반응을 추구하고, 사소한 자극
에 쉽게 산만해지는 행동상의 결함을 나타내
게 된다(Barkley, 1990). 이에 따라 ADHD 아동
들은 대체로 정서적인 문제와 사회성의 문제
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는 잘
하기를 원하지만 충동성과 자기 통제력의 한
계 때문에 끊임없는 좌절하며, 결과적으로 그
들은 점차 상처 받고 혼란스러워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난 때문에 슬픔을 경험
한다(2007, 장혜경). ADHD로 인해 아동의 일
상생활은 심각하게 파괴될 수 있으며, 정서적
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며, 가정과 학교에서 대인관계가 심각하게
악화 될 수도 있다(조현춘, 송영혜, 조현재,
2004).

아동의 치료에서 증상아동의 약
60~90%가 약물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Barkley, 1990) 약물치료는 공격행동 감소,
목표 지향적 행동, 주의집중 지속, 충동성 감
소, 단기기억 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약물치료는 체중감소,
구토 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으며(Safer &
Allen, 1976), 약물의 ADHD에 대한 억제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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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이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치료를 병행할
경우에 약물의 용량을 줄일 수 있고 치료 프
로그램을 쉽게 시행할 수 있어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최영, 2004). 특
히 30~40%의 ADHD아동에게 우울증이 동반
된다는 선행연구(Arnold & Jensen, 1995; Bird,
Canino, & Rubio-Stipec, 1988; Szatmari & Boyle,

에서 보듯이 아동의 정서적 측면의 중요
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 사고
행동의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는 치료법은
ADHD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2차적
문제를 완화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ADHD 아동들에게 유용한 심리사회적 치료
방법으로는 행동수정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는
데 이 기법은 행동적인 영역에서의 치료효과
는 탁월하지만 구체적인 행동들이 사회적인
행동으로 일반화되지 못하여 의미 있는 변화
를 가져오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강위영, 공
마리아, 1998; Braswell & Bloomquist, 1991). 이
러한 ADHD의 심리적 접근에 효과가 있는 미
술치료를 뇌병변 장애와 ADHD를 동반한 공
존장애아동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
다.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중증뇌성마비아동을 대상
으로 한 미술치료교육의 효과 연구(이은경,
2002)는 미술활동과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
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미술치료교육
을 시행함으로써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단
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
제행동의 감소와 내면의 스트레스 발산을 목
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뇌성마비 아
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미술치료사례(김희
정, 2003)에서는 뇌성마비아동이 미술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1989)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자기인
식의 변화와 성취동기, 호기심, 내적통제에 대
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기술하였다.
미술은 시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두려움, 꿈, 회상과 같
은 인간의 가정 특징적인 것들에 시각적 은유
를 제공한다. 우리들의 경험에 사소해 보이는
측면들을 우리의 관심 속으로 불러들여 그림
이나 조형작업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의지,
생각, 감정과 접촉하게 되고 자신이 표현한
색과 형태를 통하여 내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 색이나 형태로써 개인의 내적세계의 갈
등, 분노, 욕구, 슬픔, 기쁨, 소원 등을 무의식
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잠재되었던 기억들을
의식으로 떠오르게 하여(한국미술치료학회,
1994)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은 수 있게
해주고, 시각 세계 속의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도움을 주며 감수성이 풍부한 삶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이미지로서 도움이 된다(서
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2007).
Kramer(2000)는 ‘넓은 의미로 볼 때 모든 미
술은 치료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김현희, 이
동영 역,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미술
치료는 인간의 조형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
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해 자아성장을 촉진시키며 자발적인 조형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내적세계와 외적세계간
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장애아동에게는 특수교육과 이에 병
행할 수 있는 알맞은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되
어야만 하고(곽승철, 김하경, 노선옥, 박석돈,
박재국, 박화문, 안병즙, 오세철, 전헌선, 정재
권, 정진자, 조홍중, 한경임, 2002). 무엇보다
치료자와의 치료적 관계가 우선되어 그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변화에 대한 의지와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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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극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할 때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
를 가진 ADHD 청소년의 정서문제인 공격행
동과 주의집중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장애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므로 대인
관계를 도움을 주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
진 ADHD 청소년의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소년의 주의집중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둘째,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소년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가?
셋째,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소년의 HTP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뇌병변장애 청소년은 보건복지
가족부의 장애인 복지법(2003. 7) 제 29조의
규정에 의해 뇌성마비 1급 해당되며, 지체장
애 1급을 판정받은 청소년으로서, 보행이 불
안정한 상태를 말한다.
나. 청소년의 ADHD
ADHD의 주요증상은 과잉행동(hyperactivity),
부주의(inattention), 충동성(impulsivity)이다.
ADHD 청소년들의 특징은 주의력이 결핍되고
충동적이며 인내심이 부족하고 쉽게 좌절하거
나 지루해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지니며 지시이행과 과제수행에 어려움을 갖는
다. 이는 학령기 ADHD아동과 흡사하다. 그러
나 어린 ADHD 아동들보다는 덜 과잉 행동적
이나 학업에서의 어려움은 그 강도가 더해지
고 낮은 자아개념, 우울증, 반사회적인 행동,
약물과 알코올중독,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초래 할 수 있다(Shaywitz & Shaywitz,
1992).

3. 용어정리

본 연구에서 청소년 ADHD의 경우 CBCL
6-18의 DSM 진단척도 중 특히 ADHD(82T), 반
항행동문제(77T), 품행문제(71T)에서 임상범위
(70＜T)에 해당하는 문제행동을 갖고 있다.

가.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의 판정에는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 외상 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 뇌졸증(stroke, cerebral apoplexy)등 뇌의 기
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이다.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
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ㆍ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활동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정
도를 말한다(한신영, 2009).

다. 공격행동(aggressive behavior)
“말다툼을 많이 한다.” “자기 물건을 부수
다.” 등 언어적 신체적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
인 행동이나 적대적인 태도와 관련된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공격행동은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하며 자기 물건을 부순
다. 그리고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감정이나 기
분이 갑자기 변하며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
거나 짜증을 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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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의집중문제(attention problems)
“자기가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한다.”, “집
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등 주의력 부족이나 과다한 행동 양
상,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곤란을 겪는 것 등
과 관련된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주의집중문제는 미술치료 활동
중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며 지
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충동적이거나 생각하
지 않고 행동하며, 집중을 잘 못하고 쉽게 산
만해진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시에 소재한 W특수 중학교 다
니며, H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1명의 여학
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KEDI-WISC 검사결과 전체 IQ31이며, 정서
행동문제의 경우 CBCL 6-18로 측정하였다.
CBCL 6-18의 측정결과 특히 주의 집중과 공격
행동의 문제행동에서 임상범위에 해당되었으
며, 연구대상자의 행동 특성은 주의가 매우
산만하고 가끔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문제행
동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표 1> 연구대상의 기본특성

지능검사
나이
성별 (생년 장애명 언어성 동작성 전체
월일)
IQ
IQ
IQ
지체
17세
여 (1996.06)
장애1급 38 34 31
ADHD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소년의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ADHD 청소년
의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의 변화를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는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대상
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능검사도
구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측정도구, 회기
중 문제행동을 관찰하는 관찰기록지로 구성되
었으며, 각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가. 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중재 도구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연구대상의 특징과 미술
치료의 특성을 기초로 한국미술치료학회에서
발행한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2000)’과 ‘장
애아동을 위한 미술교육(2008)’이 사용한 프로
그램을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
여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의 재구성은 지체부
자유아동의 소근육강화 및 협응력을 향상시키
고 ADHD아동의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을
감소시키는 연구결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발취
하여 아동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다년간 미
술치료경험이 있는 분과 논의하여 편집 구성
하였다. 미술활동 프로그램 구성 및 회기별
주제와 활동내용은 <표 3>과 같다.
나. 측정도구
(1) 지능 측정도구
학교를 포함한 임상장면에서 아동용 지능검
사 도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구인
한국 웩슬러 지능검사지「K-WISC-Ⅲ」를 사용
하였다. 이는 미국의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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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의 유형특성

유형
운동성

사회성
정서․성격)

(

인지
능력
언어
의사소통)
부적응
(문제행동)
(

특성
불안정하게 걷고 달리 수 있음
① 주의가 매우 산만하고 한곳에 오래 있지 못하며 주의집중을 하지 못함.
② 가끔씩 난폭한 행동을 하며 가족들과의 다툼도 자주 있음.
③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울음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만 밝고
긍정적인 모습도 많다.
① 1~50이상까지의 숫자를 쓰고 읽기를 한다.
② 자신의 이름, 엄마, 생활하고 있는 방, 가나다……. 등 간단한 낱말을 읽고 쓰기
를 한다.
③ 쓸 수 있는 글자에 비해 읽을 줄 아는 글자가 훨씬 많으며, 글을 쓰나 방법을 몰
라 무작정 보고 쓰다 보니 글씨가 예쁘지 않아 글을 쓸 순서를 알려주고 차분히
쓰도록 지도가 필요함.
①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
② 길고 정확한 대화는 아직 부족함이 있기는 하지만 단답형의 대화나 짧은 대화는
가능하고 간혹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서 상황에 맞는 문장형태의 말을 함.
주의가 매우 산만하고 불안정하여 물건이나 장난감, 생활용품을 파손시킴

「WISC-Ⅲ」를 토대로 하여 만 6세에서 만 16
세 11개월 아동의 지능을 측정 가능하도록 국
내 실정에 맞게 표준화 시킨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연구대상의 언어 성 지수, 동작 성 지
수, 전체 지능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적힌 행동을 보였는지를 부모가 판단하여 3점
척도(0,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 가끔 그렇
거나 그런 편이다; 2,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로 평정하여 8개 하위 증후군척
도(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수면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경행동, 기타문제)
와 3개의 상위 증후군척도(내재화문제, 외현화
(2) 정서행동문제 측정도구
문제, 총문제행동)별로 T점수를 제공한다. <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 4>는 T점수에 근거한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ㆍ청소년행동평가척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문제(주의 집중문
도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오 제, 공격행동)를 사용하였다.
경자, 김영아, 2009)을 사용하였다.「CBCL 6-1
8」은 미국의「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3)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 관찰 측정도구
6-18」(Achenbach & Rescorla, 2000)을 한국의 유
청소년을 지도하는 사회복지사가 주호소
아들을 대상으로 재 표준화한 것이다.「CBCL 한 문제행동의 조사하여 주의집중(조작적 정
6-18」은 지난 2개월 내에 자녀가 각 문항에
의: 미술치료 활동 중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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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회기별 주제와 활동내용

단계
사
전
검
사

회기
라포
형성
1

2

초
기

3

4

5

6

7

8

9

10

11

12

중
기

13

주제
설문지검사
HTP

난화 그리기
자유화
그리기
점토
만들기
상징
그리기
만다라
과자
만다라
데칼코마니
불어서
그림 완성하기
색 비눗방울
그림
점과 선으로
구성하기
다섯 가지
표정표 만들기
연필꽂이
만들기
나의
장점 찾기

14

숨은 꽃 찾기

15

한복 접기

16

17

18

한복
물들이기
가을나무
만들기Ⅰ
가을나무
만들기Ⅱ

치료목표

활동내용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4장의 종이에 각각 집, 나무, 사람
(여자, 남자)을 그리고 대화 나눔
눈을 감고 감정에 따라 선을 그은 후 숨
어 있는 모양을 찾고 이야기하기
자신이 제일 좋아 하는 것을 표현하기
CBCL 6-18 (

소속감,
상호작용 표현
내가 가진 감정
표현하기
자신에 대한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
알아 보기
내적 견고성
알아 보기
주의집중력과
자존감 향상
충동조절 및
주의집중 향상
주의집중력 향상 및
충동조절
주의집중력 향상과
자존감 향상
충동조절과
자존감 향상
인지능력 향상 및
주의집중력향상
나의 경험
생각하기
양손 협응력과
주의집중력 향상
나와 타인을
비교하여
생각하기
자존감 향상
양손 협응력과
주의 집중력 향상
충동조절과
주의집중력 향상
나를 표현하기

순간 떠오르는 사람의 얼굴 만들어 보기
가장 즐거웠고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을
물감으로 표현하기
견고하게 색칠하고 색칠 후 느껴지는 감
정 표현하기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정확한 위치를 생각
하여 표현하기
크기를 1, 1/2, 1/4, 1/8로 크기를 조절하여
완성하기
한지에 먹물을 떨어뜨려 빨대로 불어 표
현하기
비눗물에 물감을 넣어 불어서 표현하기
이웃하는 숫자를 알아보고 다양한 도형을
표현하기
다섯 가지 상황을 이야기한 후 그 상황에
맞는 표정을 표현하기
오리고 자르면서 양손의 협응력을 향상시
킴
나의 내면을 관찰하여 장점 찾아보기 적
어보기
나의 장점을 다시 확인하고 긍정적인 피
드백 받기
명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복을 색종이
로 표현하기
찢어지기 쉬운 한지를 주의 집중하여 물
을 들이고 꾸미기
자신을 나무로 표현하여 객관적으로 관찰
후 대화나누기

주의집중력 향상과
충동조절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 나뭇잎을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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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설문지, 볼펜
A4용지, 4B연필, 지우
개
도화지, 색연필,
연필
도화지,
크레파스
점토, 신문
물감, 붓, 파렛트, 도
화지
만다라 종이, 색연필
도화지, 연필, 지우개,
과자
도화지, 물감
먹물, 한지, 면봉, 물
감, 빨대
물병, 물감, 비눗물,
빨대
도화지, 숫자스티커,
크레파스
도화지, 크레파스,
나무젓가락
페트병, 머루, 스티커,
글루건
도화지, 모조지, 연필
도화지, 붓, 물감, 가
위
도화지, 풀, 색종이
도화지, 붓, 물감, 한
지, 색종이
도화지, 크레파스
물감, 붓, 파렛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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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21

22

23

24

25

26

후
기

27

28

29

30

사후
검사

사후
검사

모자이크
만들기Ⅰ
모자이크
만들기Ⅱ
케이크
만들기Ⅰ
케이크
만들기Ⅱ
종이접기
꽃밭
만들기
골판지로
만들기
닭 만들기
양 만들기Ⅰ
양
만들기Ⅱ
상패
만들기Ⅰ
상패
만들기Ⅱ
HTP

사후
심리검사

주의집중력 향상과
충동조절
주의집중력 향상과
충동조절
양손 협응력과
자존감 향상
주의집중력 향상과
자존감 향상
양손 협응력과
주의집중향상,
충동조절
주의집중력향상과
충동조절
양손 협응력과
주의 집중력 향상
충동조절과
자존감 향상
충동조절과
주의집중력 향상
충동조절과
주의집중력 향상
자존감 향상

일정한 크기로 색종이를 오려 감을 표현
하기
일정한 크기로 색종이를 오려 감을 표현
하기
점토를 자유자재로 만지고 색을 드려 표
현하기
작은 모양의 장식을 만들어 표현하기

도화지, 풀, 색종이
도화지, 풀, 색종이
천사점토, 물감, 도화
지
천사점토, 물감

다양한 모양을 꽃을 색종이를 이용하여 도화지, 풀, 색종이,
만듦.
가위
도화지, 풀, 색종이,
다양하게 만든 꽃을 꽃밭으로 표현하기
가위
골판지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른 후 띠 골 골판지 도화지, 띠 골
판지로 다양한 모양 표현하기
판지, 가위, 풀
면장갑, 솜, 우드락,
재료가 갖은 특성을 살려 만들기
글루건
양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솜 볼을 꼼꼼하 계란, 솜 볼, 글루건
게 붙여서 표현하기
양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솜 볼을 꼼꼼하 계란, 솜볼, 글루건
게 붙여서 표현하기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며 주의 집 페트병, 유성물감, 종
중하여 모양을 표현하기
이상자, 글루건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며 주의 집 A4용지, 연필, 파스텔,
중하여 모양을 표현하기
머루, 스티커
종이 한 장 마다 집, 사람, 나무의 주제를 A4용지, 4B연필, 지우
그린 후 질문을 통해 이끈다.
개
CBCL 6-18
설문지, 볼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존감 향상
소속감,
상호작용 표현

안절부절 못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충
동적이거나 생각해 보지 않고 행동한다. 집중
을 잘 못하고 쉽게 산만해진다.)과 공격행동
(조작적 정의: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
를 요구한다. 자기 물건을 부순다. 지시에 따
르지 않는다.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짜증을 부
린다.)으로 행동관찰점검표에 기록하여 변화를
관찰하였다.
관찰측정도구를 사용하기위해 먼저 관찰자

훈련을 실실하였는데, 관찰자 훈련은 자료수
집의 매우 기본적인 절차로서 연구결과의 타
당성과 질결(성태제, 2009)된다. 그래서 연구대
상자와 24시간 생활하는 사회복지사와 연구자
가 연구대상자의 문제행동 중 무엇을 관찰할
것 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고, 규명된 문
제행동을 관찰 측정 방법을 명료화하여 기록
하고 수량화하는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이렇
게 구체화된 문제행동을 연구자와 사회복지사
가 논의 후 3일 동안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 29 -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표 4> CBCL 6-18 진단기준

구분

척도
정서적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내재화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외현화문제
수면문제
기타문제
총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미분류

임상

＜

65 T 70

≤＜

T 70

T 65

＜
T＜65
T＜60
T＜65
T＜60
T 60

관찰자 훈련을 하였다. 관찰자 훈련을 마친
후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위해 조작적 정의한 문제행
동을 <표 5> 관찰자간 관찰표와 같이 3일 동
안 10회기에 관찰한 결과를 관찰자간 신뢰도
를 산출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의 계산식은
행동발생일치회기수/(행동발생일치회기수+행
동발생불일치회기수)×100의 공식을 사용하였
다(성태제, 2009). 그러므로 본연구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60이다.
본연구의 행동관찰은 사회복지사가 미술치
료 회기동안 아동의 문제행동을 관찰하여 기
록하였다.
<표 5> 관찰자간 관찰표

관찰자회기
관찰자A
관찰자B

정상

진단기준
준 임상

1

2

3

4

5

6

7

8

9 10

5

3

4

5

5

4

6

4

5

3

3

4

4

3

5

4

6

5

5

3

≤＜
65≤T＜70
60≤T＜64
65≤T＜70
60≤T＜64
60 T 64

(4) HTP(House-Tree- Preson)

≥

≥
T≥70
T≥64
T≥70
T≥64
T 64

심리진단 측정

도구
청소년의 성격의 변화를 확인하기위해 Buck
(1948)는 단일과제의 그림검사보다는 집-나무사람을 그리게 하는 것이 피검자의 성격의 이
해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 HPT 연구 대상자
를 회기 전ㆍ후로 실시하여 그림에 의한 성격
의 여러 면을 밝혀 보았다(김동현, 공마리아,
최외선, 2006). 해석은 전체적인 평가와 형식
적 분석, 내용적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3. 연구기간 및 장소

본 연구는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재활원
을 방문해 기관책임자와 사회복지사에게 연구
의 목적을 말하고 연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승낙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실시 하였다. 실
시 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주 1회 방문하여 50분씩 2회기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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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며, 총 30회기를 실시하였다. 장소는
연구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방에서 실시하였
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4시간 관찰이 가능한 사
회복지사에게 CBCL 6-18 검사지를 사전과 사
후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제
시하였으며 치료사가 회기 중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의 문제행동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된
행동이 일어나는 횟수를 기록하는 행동빈도를
관찰 지필에 의한 관찰기록방법으로 관찰결과
를 점검표(성태제, 2009)에 회기별로 기록하여
변화를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

[그림 1] 주의집중문제 사전 사후 변화 그래프

Ⅲ. 연구결과
[그림 2] 주의집중문제 관찰 그래프

1.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
소년의 주의집중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를 CBCL 6-18로 사전․사후로
실시한 결과를 <표 6>, [그림 1]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주의집중 문제에 대한 사전검사
에서는 백분위 점수 99와 T점수 78로 임상범
위에 해당되었지만 미술치료 회기를 마친 후
사후검사 백분위 점수 85와 T점수 61로 각각
백분위 점수 14점과 T점수 17점이 낮아지는
․
사전

사후

99

85

78

61

<표 6> 주의집중문제 사전 사후 변화표

구분
백분위
T 점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는 임상범위(70T이상)에
서 정상범위(64T이하)에 속하는 변화이다. 또
한 문제행동감소를 관찰자가 관찰하여 변화를
살펴본 결과 [그림 2]는 위와 같다. 주의집중
문제행동 관찰기록지에 대한 변화는 문제행동
발생빈도가 18회에서 회기 말에는 5회로 감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
소년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를 CBCL 6-18로 사전․사후로
실시한 결과를 <표 7>, [그림 3]으로 살펴보
면 아래와 같다. 공격행동에 대한 사전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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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표 7> 공격행동 사전 사후 변화표

구분
백분위
T 점수

제행동 관찰기록지에 대한 변화는 문제행동
발생빈도가 15회에서 회기 말에는 2회로 감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후

100

96

74

68

3.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
소년의 HTP의 변화

연구대상을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
인해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HTP검사의 전체적 평가, 형식적 분석, 내
용분석등 3가지 면을 살펴보고 HTP검사를 하
는 동안 언어적인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관찰하여 변화를 살펴보았다.
․

Ⅳ. 논의 및 결론

[그림 3] 공격행동 사전 사후 변화 그래프

1. 논의

[그림 4] 공격행동 관찰 그래프

서는 백분위 점수 100과 T점수 74로 임상범위
에 해당되었지만 미술치료 회기를 마친 후 사
후검사 백분위 점수 96과 T점수 68로 각각 백
분위 점수 4와 T점수 6씩 낮아지는 변화를 나
타내었다. 이는 임상범위(70T이상)에서 준 임
상 범위(65T～69T)에 속하는 변화이다. 또한
문제행동감소를 관찰자가 관찰하여 변화를 살
펴본 결과 [그림 4]는 위와 같다. 공격행동문

본 연구는 뇌경변장애를 가진 ADHD 청소
년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미술치료
가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K
시에 소재한 W특수중학교 다니며, H재활원에
서 생활하고 있는 1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재활원을
방문해 연구자가 직접실시 하였다. 실시기간
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주 1회 방문하여 50분씩 2회기를 하였으며,
총 30회기를 실시하였다. 장소는 연구대상자
가 생활하고 있는 방에서 실시하였다.
지능측정도구로는 한국 웩슬러 지능검사지
「K-WISC-Ⅲ」를 사용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전
체 IQ31이다. 정서행동문제의 경우 CBCL 6-18
로 측정하였다. 해당 청소년의 경우 행동 특

- 32 -

유숙경․민윤희 /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소년의 미술치료가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이 주의가 매우 산만하고 가끔 난폭한 행동
을 보이는 문제행동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 청소년 ADHD의 경우 CBCL 6-18의
DSM 진단척도 중 특히 ADHD(82T), 반항행동
문제(77T), 품행문제(71T)에서 임상범위(70＜T)
에 해당하는 문제행동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

를 가진 ADHD 청소년의 정서문제인 공격행
동과 주의집중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장애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킴으로서 집
중력향상과 공격행동의 감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
진 ADHD 청소년의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

<표 8> HTP 사전사후 검사 비교

사전검사

사후검사

집

비고
사전: 엄마와 동생이 살
고 있는 집
사후: 선생님(치료사)과
방울이 유희가 사는 집
사전: 소나무

나무

사후: 소나무

HTP

사전: 동생 방울이

사람 1

사후: 친구 승희
사전: 노래를 잘하는 친
구 현진이

사람 2

사후: 유희를 예뻐하는
종찬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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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HTP 사전사후 검사 분석표

사전
HTP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
으며, 혼란스러운 모양을 나
타내었다. 특히 나무그림과
남자상의 경우 특징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림을 그려보게
하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기를 거부하였다. 아빠를
묻는 질문에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림을 그릴 때 큰 윤곽을 그
리지 않고 부분을 그린 수 전
체를 그렸다. 종이 전체 면에
그림을 그리긴 하였지만 형태
를 알아볼 수 없었으며, 지나
치게 연필에 힘을 줘 연필을
3자루를 부러뜨렸고 자꾸 지
우고 다시 그리기도 하였다.

내용
사후
전반적으로 HTP의 형태를 갖
추었으며, 그림을 그릴 때 집
중하여 천천히 그렸다. 또한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싫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즐겁게 그
림을 그렸고 그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즐거운표정
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였
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왼쪽 위쪽
에 자의식이 강하고 퇴행하고
자하는 것으로 그려졌지만 사
전과 다르게 그리는 순서에
맞게 윤곽에서 내부로 그렸
다. 선의 농도도 고르고 지우
는 횟수도 1~2회로 줄었다.
특히 남자상의 경우 전체적인
갖추었다.

집에서는 창문과 인물상에서
는 입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집에 살고 있는 엄마는 동생
내용 분석
만 예뻐한다고 하였으며. 친
(그림가운데 강
없고 혼자서 있는 나무
조된 부분, 그림 구가
라고
하였지만
혼란스
그린 후 질문) 러웠다. 남자상은그림은
형체를 알
아볼 수 없었으며, 피드백하
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면서 강조하는 부
분은 사전때와 다르지 않았지
만 집을 그리고 치료사와 같
이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는
매우행복하다고 말하였으며,
남자상도 대상자를 예뻐하는
오빠를 그렸고 그린 그림을
보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
야기를 하였다.

평가 방법
전체적 평가
(적응수준, 성숙
도, 신체상의 혼
란정도)
형식적 분석
(그림을 그려나
간 순서, 선의
성질, 위치, 크
기, 필압, 선의농
담, 불연속적인
선의 성질, 그림
의 대칭선, 운동,
원근법, 생략, 강
조, 지우기)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소년의 주의집중문제에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문제행동에 감

변화
사전사후를 비교해보면 차분
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고
표정이 긍정적 바뀌었으며,
분위기는 편안해 보였다. 그
림을 그리면서 처음에 부정
적인 피드백은 하는 반면 사
후에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하였다.
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렸으며
선의 농담도 고르게 표현되
었다. 그림을 그리는 속도가
일정하게 조절되어 종이가
찢어지고 열필이 부러지지
않았으며, 그림을 지우고 수
정하는 것도 적게 나타났다.
그림의 크기 또한 일정 하게
표현 되었다.
그린 그림을 보며 치료사에
게 긍정적 표현을 많이 하였
으며, 인물상을 보며 방울이
와 종찬이 오빠와 잘 지내고
싶다며 그것에 대해 구체적
으로 이야기 하면서 즐거움
표정을 지었다. 또한 이야기
하지 않았던 아빠에 대한 이
야기도 했다.

소에 효과가 있다고 한 연구(김경식, 2005)와
일치한다. 그리고 천현진(1999)의 종이 조형
활동이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주의집중력 향상
에 미치는 효과에서 종이 조형 활동이 주의집
중 시간을 늘리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와
도 일치한다.
둘째,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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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공격행동에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었
다. 박주연, 백은희(1999)의 보호시설에 의뢰된
정서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한 결
과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줄어 내용적,
행동적면에서나 언어 적에서도 긍정적인 자신
의 내면표현이 뚜렷이 증가되었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청소년의
충동성을 감소시킨다고 한 연구결과(이희석,
2005)와 일치하며, 미술치료가 정신지체 아동
의 주의집중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는 연구결과(임선경ㆍ조경덕, 2010), 그리
고 ADHD 아동이 인지 행동적 미술치료를 통
해 충동성, 과잉행동, 부주의 등을 다루는 법
을 배우게 되었다는 연구결과(Safran, 2002)와도
일치한다. 그 외에도 집단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충동성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사례들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선행연구 및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
술치료가 ADHD 청소년의 행동문제 요인 중
공격행동을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HTP검사를 하나
씩 살펴보면 사전 검사에서 지나치게 큰 그림
을 그렸으며 그러한 큰 그림은 공격적 경향성
(Buck, 1948; Hammer, 1969; Machover, 1949)과
상당해 과잉행동적, 정서적 조증의 상태(DiLeo,
1973; Machover, 1949)인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사후 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림을 작아졌다.
나무 그림의 경우 줄기의 양쪽 끝이 각각 위
로 올라가 서로 결합되지 않은 채 분이된 줄
기는 내적 충동이 외계로 흘러나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신지체인에게 많은
그림이며 구름이나 목화송이 형태의 그림은
대개 타인에게 잘 동조하며 생활에서 잘 적응
하고 있음과가 동시에 평범하고 형식적인 사
람을 나타낸다(김동연, 공마리아, 최외선. 2006).

인물상의 경우 연구 대상자 본인의 성의 해당
되는 여자상을 먼저 그렀고 사전에 그림을 그
리는데 입을 현저하게 강조하였다. Machover는
입을 현저하게 강조하는 것은 구순적인 공격
충동으로 인한 불안, 야만적 경향성(Machover
1949)을 나타낸다. 사후인물상에는 그림이 정
교해졌으며 특히 남자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2. 결론

본 연구는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소년의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소년의 주의집중문제에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연구대상자를 CBCL 6-18로 사전․사
후로 실시한 결과 주의집중 문제에 대한 사전
검사에서는 백분위 점수 99와 T점수 78로 임
상범위에 해당되었지만 미술치료 회기를 마친
후 사후검사 백분위 점수 85와 T점수 61로 각
각 백분위 점수 14점과 T점수 17점이 낮아지
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임
상범위에서 정상범위로 문제행동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는 결과 이다. 또한 미술
치료 중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
하며 지나치게 많은 움직임을 보이던 행동이
미술치료를 시작한 1회기에는 17회 정도에서
마지막 회기인 30회기에서는 5회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소년의 공격행동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었
다. 연구대상자를 CBCL 6-18로 사전․사후로
실시한 결과 공격행동에 대한 사전검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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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점수 100과 T점수 74로 임상범위에 해
당되었지만 미술치료 회기를 마친 후 사후검
사 백분위 점수 96과 T점수 68로 각각 백분위
점수 4와 T점수 6씩 낮아지는 변화를 나타내
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임상범위에서 준 임
상범위로 문제행동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는
결과 이다. 또한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기를 요구하고, 물건을 부수고, 지시를 따르
지 않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고집을 부리고,
짜증을 부렸다. 그러나 미술 치료를 통해 지
시에 따르고, 미술치료 재료를 찢거나 부수지
않는 등의 공격행동이 미술치료를 시작한 1회
기에는 15회 정도에서 마지막 회기인 30회기
에서는 2번으로 감소하여 공격행동이 감소하
였다.
셋째, 미술치료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ADHD
청소년의 HTP에 변화가 있었으며, 나무 그림
에서도 공격행동이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자상의 경우 아버지의 부재로
사전에는 형태를 알아 볼 수 없게 그렸지만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긍정인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알려 주었더니 사후 검사에서는 남자상을 정
교하게 완성하고 긍정적인 언어 표현을 하는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본연구의 대상자
는 뇌병변장애청소년으로 뇌의 기질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뇌성마비는 뇌손상의 위치
와 정도에 따라 차이가 많아 조사연구와 다수
의 관찰연구와는 다르게 한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사례연구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
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뇌병변장애는 지적장
애에 해당되며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적장애로

인하여 내적표현이 힘든 상황지만 미술치료가
주의집중문제 및 공격행동에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추가적인 연구로 이를 검증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30회기의 기간
동안 미술치료를 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로
인해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의 감소인지 청
소년기의 성숙에 의한 문제행동 감소인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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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ffect of Art Therapy on ADHD Adolescents With
Brain Lesions in Attention Problems and Aggressive Behaviors

Sook-Gyeong,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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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research is a comparative case study research to compare the changes pre-and-post art therapy on
ADHD adolescents with brain lesions in attention problems and aggressive behaviors. Subjects of this research is a
female student who attends W special-education middle school in K city and lives in H rehabilitation facility, and
the date of duration was from 2012. 8. 1 to 2012. 11. 30, two 50 minutes sessions per week and total of 30
sessions. The location of the session was held in the room the subject resides in.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current research, following conclusion was achieved. First, art therapy showed affect on declining attention problems
on ADHD adolescents with brain lesions. Through pre-and-post test of CBCL 6-18 on the subject, score 99
percentile and T-score 78 indicated clinical range on the pre-test, but post-test after sessions of art therapy was 85
percentile and T-score 61, showing 14 point and T-score 17 point reduction. Furthermore, behavior of excessive
movement and anxious behaviors during art therapy reduced significantly. Second, art therapy showed affect on
declining aggressive behavior on ADHD adolescent with brain lesions. Through pre-and-post test of CBCL 6-18 on
the subject, score 100 percentile and T-score 74 indicated clinical range on the pre-test, but post-test after sessions
of art therapy was 96 percentile and T-score 68, showing 4 point and T-score 6 point reduction. Also, the subject
demanded more attention on her, broke objects, did not follow instructions, showed serious mood swings, acted
stubbornly, and showed irritation. But through art therapy, the subject followed instructions better, and aggressive
behaviors reduced in actions such as tearing and breaking materials of art therapy. By looking at the results of
HTP assessment, aggressive behavior in the overall size of the drawing and in the tree drawing reduced greatly,
and negative expression of male images due to absence of father changed to positive expressions. Furthermore, it is
seen that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s have changed to positive expressions. Unlike experimental research and
large number observation research, the current research is a case study of one adolescent subject and thus has its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ult. In case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t is hard to say that art
therapy has affect in attention problems and aggressive behavior due to difficulties in inner expressions by
intellectual disability, and it is still objectively unclear if the reduction is due to maturation of the adolescents.
Key words : brain lesions, ADHD, attention problems, aggres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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