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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자기표현을 위한 지지적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김 미 영1)

이 지 연2)
인천대학교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긍정적 자
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I시 정신요양시설 보호생활관에
입소되어 있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 중 자발적 언어 및 행동표현이 가장 결여되어 일상생활 능력
및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원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환자들로 남성 6명이었으며, 사
회복지사에 의해 선별되었다. 연구기간은 2004년 6월 8일부터 동년 12월 21일까지로 주 1회, 총 22
회기 실시하였으며 1회 90～120분 소요되었다. 연구방법은 연구자의 지지적 치료접근법으로 미술활
동에서 다양한 매체 탐색과 작업과정을 통해 구체적 유형물을 획득하고 자신의 구체물에 대한 실체
적 표현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발적 자기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연구측정 도구는 회기별 진행과정에서의 행동변화 관찰 체크리스트와 투사검사로 K-HTP, LMT를
사전, 사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행동 변화에서는 연구초기에 무기력 상태에서 소극적인 자기표현 행동을 보였으나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미술활동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갖게 되었고 초기와는 다르게 연구자와의
눈 맞춤이나 요구에 의한 상호작용에서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나타내었다. 연구초기 연구자의 적극적
인 개입과 지지가 있어야만 작업수행이 가능했던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연구중반 10회기 이후부
터는 연구자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지 없이도 대부분 미술작업 수행이 잘 이루어졌다. 사전, 사후 그
림검사인 K-HTP와 LMT 결과도 사전검사 보다 사후검사에서 대부분 연구대상자들의 그림 구성
통합과 필적이 안정되게 나타났으며, 풍부한 내용과 다양한 색채가 표현되고 형태지각과 입체적 공
간 구성력에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만성적 정신병리와 오랜 기간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생활로 인한 사회적 위축으
로 적절한 자기감정 및 행동표현에 어려움을 갖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한 상호작용과 잦은 실
패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미술치료는 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를
유발하였고 수준에 적절한 과제수행에 대한 성취감과 결과물들로 이들의 자기표현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미술치료, 정신분열병환자, 자기표현, 정신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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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Ⅰ. 서 론

하였다.
만성 정신장애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유병

서호석, 김찬영, 이홍식, 정영철, 최영희,

기간을 가지고 있고, 입원기간이 최소한 90일

허시영, 이 철(2001)이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이상이 되며, 일상생활에서의 역할수행에서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음성

기능상의 손상이 있어 어느 정도 타인의 보호

증상 및 정신병리가 심할수록, 질병의 유병

가 필요한 정신장애라고 정의 된다(양옥경,

기간이 길수록, 약물용량이 높을수록 대인관

1999). 따라서 이러한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계 및 사회경험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삶의

되는 정신분열병에 대한 치료적 쟁점은 환자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증상 완화라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성정신분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인권, 삶의 질 향상과

열병 환자들의 경우 만성적 정신병리와 오랜

같은 재활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기간 요양원에서의 생활로 인한 사회적 위축

이를 위해서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삶의

과 저하된 기능은 적절한 자기표현에 더욱 큰

질’에 관한 재활적 개념과 ‘치료적 전략 수립’

어려움을 갖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한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한영란,

상호작용과 잦은 실패감을 많이 경험하게 된

1997).

다.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정신요양원에서는

정신사회재활적 개입이란 만성적인 정신장

환자들의 정신사회 재활 치료적 접근을 시도

애를 가진 사람의 기능력을 높여줌으로써

하며 입소 중인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전문가로부터는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

기능향상과 만족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다양

역사회 혹은 생활공간 내에서 성공적이고

한 활동 및 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들은 능동성과 자발적 자기표현의 결여로

(Anthony, Cohen, & Farkas, 1990: 김소형,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오수성, 이은희, 김현정, 2005, 재인용)이며,

정신분열병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정신분열병에서 치료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증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상의 경감이나 해소, 재발의 방지에 있지만

변화나 대인관계의 개선과 이를 위한 의사소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통 능력, 정서적, 행동적 위축 감소 등이 자기

려는 데 있다.

표현력의 향상에서 비롯되며(이상윤, 1999; 최

한영란(1997)은 만성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외선, 박현미, 김지현, 1998; Moriarty, 1976),

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선행연구

매회기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삶의 질’을 개인의 신체

경험하고 자존감도 함께 향상되며 미술치료사

적, 정신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의 적절한 개입이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유용

에서 느끼는 삶 전반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감

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백양희, 송인진,

으로 정의하며 만성정신장애인의 만족감을 일

2003)는 결과도 있다.

- 320 -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자기표현을 위한 지지적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3

Crespo(2003)는 수 년 동안 정신분열병 환

으로 보고 미술작업의 발달과 작업 과정의 목

자들의 미술치료에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표를 통해 발달된 자아기능은 자아존중감을

치료접근법에 대해 논쟁이 있어왔지만 Margaret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Naumberg(1928)에 의한 정신치료에서 역동적

미술치료사들의 역할은 정신분열병 환자들

위주의 통찰적 미술치료보다는 Edith Kramer

은 그들의 생활에서 건설적인 학습 경험이

의 작업에서 유래된 지지적 치료법이 효과적

전혀 없고 실패감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정신분열병 환

너무나도 익숙한 실패감을 없애도록 도와주는

자들의 파괴된 자아를 고치는 수단으로서 미

기술을 가르치고, 미술 창조물에 대한 실제

술작업 그 자체를 사용하며, 환자의 자아존중

적 제작을 격려하는 일이 우선적인 일이라고

감과 자아 정체감을 향상시키는 미술기법의

하였다.

숙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의

Kramer(1971) 또한 자아 지지적 접근법을

시각적 표상은 의사소통의 언어와 인지 이전

사용하는 미술 구조는 상황을 제시하고, 칭찬

의 단계를 나타내며, 유치하고 미발달된 상태

을 하며, 동기화 시키고, 환자들에게 대외적인

이고 작품은 조작이 결여되어 있고, 불완전하

통제를 제공하고, 성취되어질 수 있는 목표물

고 분산된 기이한 이미지와 형태로 되어 있다

에 초점을 두는 치료사에 의해서 분명히 세워

고 하였다.

져야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성

또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지각력은 분산되고,

정신분열병 환자들에 대한 미술치료기법에

퇴행적이며 혼란된 자아를 내포하고 있어 그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진다면, 김동연(1991)

결과, 자아에 대한 혼돈과 비인간성, 낮은 성

이 이미 미술치료사들이 미술적 특성에 관한

정체감, 자아 존중감의 결함, 실패감, 고독과

문제 인식도가 늦은 이유가 미술적인 표현형

외로움이 동반된 인간관계의 혼돈과 무력감으

식이나 내용과는 관계없이 모든 작품을 받아

로 낮은 현실 수행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들인다는 기본원칙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이

다. 심리적으로 이러한 요인에 대해, 지지적

유는 미술치료에서 질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

치료법은 ‘자아를 지지하고, 성숙을 증진시키

지 않았음을 시사하였던 내용과, 미술활동

고, 정체감을 발달시키는 수단’으로서 가장 성

자체 특성에 의한 심리치료 요인을 분석한 권

공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

준범(2003)의 연구는 음미해 볼 만하다.

신분열병 환자들의 작업에서 통찰력 위주의

우리나라의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보다는 자아지지적인 치료가 효과적인 치

한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 나

료접근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아가 대인관계나 사회적 기능 향상에 효과를

치료과정에서는 인간모습, 주변에 있는 실체

가져온 연구결과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물, 풍경과 같은 실체를 위주로 하는 미술치

(김유경, 김성봉, 전순영, 2006; 김형희, 2005;

료가 강조되어져야 하며 미술치료 기간은 미

백양희, 송인진, 2003; 심선숙, 2004; 이상윤,

술 매체 자체의 발달을 통한 온전한 학습경험

이경희, 1999; 오선영, 2004; 이수진, 200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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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04; 이혜영, 2001; 정길수, 2003, 2006;

4

자의 자기표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주리애, 1999; 최외선 외 1998; 최현진, 2004;
홍정순, 2002).

용어의 정의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

자기표현

치료 연구는 김유경 등(2006)의 연구가 있을

자기표현이라는 용어는 솔직하고 직접적인

뿐이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구체적 형태

반응을 나타내는 것(Salter, 1949), 타인에게

제작과 그 실체적 결과물에 대한 표상활동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제한된 생활환경 안에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자기표현에 중점을 둔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기감정을 적절히 표현
하는 것(Wolpe, 1958), 확신을 가지고 기술적
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폭넓게 전달하
는 능력(Adler, 1977)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치료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성정신분
열병 환자들의 특징적 증상 중 생활에 어려움을
보일 정도로 자기표현이 결여되어 무기력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정의들이 함의된 내용
으로, 미술활동 중에 나타나는 자발적 언어표
현과 비언어적 행동을 포함하여 미술작업에서
발생되는 표현활동으로 정의한다.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상에게 Crespo가 주장

Ⅱ. 연구방법

하는 바와 같은 지지적 치료접근법으로 비교적
구체적 유형물을 얻음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며,
활동에 의욕을 얻어 자발적 자기표현이 가능
하게 하는 미술치료 중재를 실시하여 긍정적

연구대상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
본 연구의 대상자는 I시 소재 정신요양시설

었다.

보호생활관에 입소되어 있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 중 자발적 언어 및 대화 시 눈 맞춤이

연구목적

어렵고 대인관계에서 자발적 행동표현이 결여
본 연구는 미술치료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

되어 일상생활 운동 기능과 원내 프로그램 참

되어 있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자기표현에

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환자들로 담당 사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복지사에 의해 선별된 남성 6명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은 모두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
분열병으로 진단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

• 미술치료는 정신요양원 만성정신분열병 환

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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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대상

나 이

결혼

학력

입소시기
(입소기간)

성격 및 특징

참여
프로그램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며 눈웃음을 많이 짓는 다.
A

1959년생
(45세)

미혼 상고중퇴

1995년

혼자 있을 때 끊임없이 망상의 세계를 이야기

(9년)

하는 중얼거림이 심하다. 타인이 본인에게 신체

금요예배

접촉하는 것을 싫어한다.
무표정하며 언어적 자기표현이 없다. 상담시 질

B

1968년생
(37세)

미혼 고교중퇴

1988년
(16년)

문을 하여도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네” 라는
대답만 할 뿐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자폐적

없음

성향을 보이며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내성적이고 온순하다.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서 자기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다. 표정이 없어
보이고 자발적 눈 맞춤이 안 되며 채혈하는 것

C

1969년생
(36세)

미혼

고졸

1997년

을 싫어하여 검사 시 불응한다. 때때로 뒤를 돌

(7년)

아보거나 주위를 산만하게 둘러보거나 불안해

없음

하는 모습을 보인다. 원내 생활에서도 거의 혼
자 있고 말이 없다.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는
때도 있으며 의욕이 없어 보인다.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D

E

1968년생
(36세)

미혼

1948년생
(56세)

이혼

중졸

대졸

1984년

이다. 내성적인 성향으로 매사 소극적이고 수동

(20년)

적이다. 의사소통 시도 시 고개를 숙이고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경우가 있다 .

1993년
(11년)

금요예배

말이 없으며 늘 무표정하고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목소리가 작고 수줍은 행동을

없음

잘 하며 원하는 욕구도 전혀 없는 상태이다.
개인 욕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소극적 행동을

F

1958년생
(46세)

미혼 초등졸

1986년

보이고 치아가 부실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질

(18년)

문에 적절히 대답하지 못한다. 평소 혼잣말을
하며 말비빔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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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달라지지만 반응함, ×-전혀 반응하지 않

실시 기간 및 장소

음)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5명이 매회기 연구
미술치료 실시 기간은 2004년 6월 8일부터
동년 12월 21일까지로 주 1회, 총 22회기 실

대상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평정하여
그 변화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였다.

시하였으며 정신요양원 안에 있는 자립생활관
2. K-HTP (Kinetic House Tree Person;

에서 실시하였다. 1회에 1시간 30분～2시간

동적 집 나무 사람 그림검사)

소요하였다.

Burns(1979)은 HTP에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역동성을 부여

측정도구 및 자료처리

하도록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들의 자기표현에 관한
질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회기별 활동 과정
에 대한 관찰기술과 투사검사인 K-HTP와
LMT 그림검사를 실시하였다.

동적

집-나무-사람(KHTP)기법을

발전시켰다. HTP에 역동성을 도입시킨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은 그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을 가져
왔다. 또한 KHTP의 해석에 있어서도 Maslow
의 발달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간의 성장과

회기별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서 연구자가 설정한 8가지 항목의 내용에 대
하여 연구자와 보조연구자들이 환자의 행동관
찰 체크리스트로 그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자발성 및 심리표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투사검사인 K-HTP와 LMT 그림검사는 연구자

잠재력을 함께 고찰하고 이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동연, 공마리아, 최외선(2002)
의「HTP와 KHTP 심리진단법」과 김동연,
정현희(1997)「동그라미 중심 가족화에 의한
심리진단과 치료」를 근거로 형식적 분석과
내용적 분석을 종합하여 해석하였다.

외 미술치료전문가 1인의 평정을 통해 그 내
용을 사전, 사후 비교 분석하였다.

3. LMT (Landscape Montage Technique:
풍경구성법)

1. 행동관찰 체크리스트

LMT는 미술치료 혹은 그림검사법의 하나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의 행동특성에 따른

1969년에 中井久夫 교수에 의해 창안되어 정신

연구목적에 맞도록 자기표현과 관련된 8가지

분열증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모래상자 요

항목, ①자발적 인사, ②눈 맞춤, ③요구하기,

법의 적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예비검사로서 고안

④질문하기, ⑤내용에 맞는 대답하기, ⑥자발

되었다(한국미술치료학회 편, 1994, 재인용). 풍경

적 미술표현, ⑦지시내용 이해하기, ⑧감정

구성법은 로르샤하검사(Rorschach test)와 같이

표현들을 설정하고 각 항목들에 대하여 3단계

패턴을 읽고, 선택, 해석하는 투영적 표상과는

척도로(○-알맞은 반응을 보임, △-사안에 따

대조적인 접근방법으로서, 4면이 테두리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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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는 구조화된 공간에 통합적 지향성을

수 있도록 하였다. 후반기에는 생성된 관심과

지닌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구성적 표상을

흥미들이 자발적 자기 인식과 표현으로 확장

기초로 하는 방법이다. 中井는 이 투사적 방법과

될 수 있도록 자발적 표현에 의한 현실 인식

구성적 방법 사이에는 서로 보완적 의의가 있

과 집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으며 특히 분열증 진단에 양자를 서로 실시해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확고한 형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작업이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현실적인 지각 능력과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미술치료 프로그램

(Domma, 1990) 매체를 이용한 주도적 활동
본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현재 위축되어 자

으로 완성된 입체적 자기 작품을 보고 그대로

발적 자기표현이 결여되어 있는 만성정신분열

2차원 평면에 옮겨 그리는 활동도 일부 포함

병 환자들의 심리를 완화시키면서 자발적인

되었다.

자기표현이 가능하도록 연구자의 지지적 치료

집단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저조한

접근으로 지시적, 비지시적인 방법에 따라 시

생활운동 기능과 상호작용 능력이 손상되어

행하도록 구성하였다.

있는 대상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상들에

활용되는 미술매체는 미술활동을 쉽게 접해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지지가 어렵고, 다른

보지 못한 환자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

환자들과 스스로 상호작용 하는 일도 드문 것

는 다양하면서도 손쉬운 활동 매체들인 종이,

으로 나타났으므로 일반적인 집단치료에서와

연필, 점토, 물감, 크레파스, 헝겊 등으로 미술

구별되는 역할이 연구자에게 요구되었다. 즉,

매체 활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집단내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집단내 역동의

자기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밖에 소품

이해, 자기노출, 자기통찰 등을 통해 집단구성

으로 제공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 사용으로

원들이 변화하고 성숙하도록 이끌어 주는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여 자발성을 자극하도

역할보다는, 집단구성원 개개인을 적극적으로

록 하였다. 표현 기법은 그리기, 만들기, 콜라

지지해주고, 관심 있게 대해주고, 미술작업

주를 사용하였으며 집단원들의 낮은 기능을

중에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역할이 요구되었

고려하여 반복, 확산적인 활동을 계획하였다.

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연구자인 주 미술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은 전반기, 후반기로

치료사에 의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각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데, 전반기에서는 주로

집단원을 담당하는 4～6명의 보조연구자가

자유로운 매체 탐색이나 활동을 통해 프로그

집단원들과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으로 도움을

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으

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회기별 집단미술

며 이러한 흥미로 인해 자발적 표현이 확산될

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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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회기별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주제

기대효과

1

*활동 및 집단원 소개
*BGT 검사

*프로그램 내용 및 활동 규칙 소개
*운동-시각 지각검사

2

사전 KHTP, LMT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과 풍경구성법 *활동 기능, 내적 에너지,
그림검사
환경과의 통합 능력 파악

3

나를 불러주세요

*자기이름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이름 글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매체로 꾸미기 한 후 집단 벽화로 완성 *자신의 존재 지각
하기

4

좋아하는 모양 표현하기

*점토로 표현하기
점토에 대한 자유로운 탐색을 통한 주 *관심과 흥미 유발
도적 조형 활동

내 모습 표현하기 1

*신체 본 뜨기
짝을 이루어 신체테두리 모양을 그리고
*자기 이미지 표상을 통한
자신의 신체 모습을 감상하며 이미지
구체적 자기 인식
구상하기

6

내 모습 표현하기 2

*신체 본뜨기 꾸미기
자신의 신체 모양에 색을 칠하거나 잡 *자기 이미지 표상을 통한
지 콜라주로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표 자기 인식
현하기

7

*자유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모양이나 색을
*자발적 활동을 통한 흥미
크레파스와 물감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
표현하기
유발
게 그리기

5
전

반

기

활동내용

*활동에 대한 관심유발
*운동-지각 능력 파악

*공동화 그리기
소집단을 구성하여 한 장의 종이에 크 *나와 타인에 대한 인식
레파스, 물감, 파스텔을 이용하여 함께
그리기

8

함께 그리기

9

*만다라 문양 색칠하기
좋아하는 모양을 색으로 문양 만다라를 선택하여 색연필, 크레파 *자기감정 표출
표현하기
스, 물감 등으로 색칠하기

10

*좋아하는 모양이나
색 표현하기
*함께 표현하기

*만다라 문양 색칠하기와 집단 만다라
문양 만다라를 선택하여 색연필, 크레파
스, 물감 등으로 색칠하고, 소집단을 구 *자기감정 표출과 타인과의
성하여 하나의 만다라를 함께 구성하여 공유 확산
표현하기

*자유연상하기

*난화그리기
음악을 들으며 종이에 자유롭게 난화 *자발적 표현에 의한 흥미
유발과 활동력 향상
그리기 한 후 연상 이미지 찾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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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HTP, LMT

*집-나무-사람그림과 풍경구성법 그림 *활동기능, 내적에너지, 환
검사
경과의 통합 능력 파악

13

원하는 것 표현하기

*점토로 만들기
점토로 갖고 싶은 것 만들기

*자발적 표현 강화

14

원하는 것 표현하기

*점토로 만들기 한 후 보고그리기

*자발적 표현에 의한 현실
인식 및 집중력 강화

15

원하는 것 표현하기

*점토로 만들기 한 후 보고그리기

*자발적 표현에 의한 현실
인식 및 집중력 강화

16

소망 나무 1

*점토로 나무 만들기 한 후
보고그리기

*자발적 표현에 의한 현실
인식 및 집중력 강화

17

소망 나무 2

*점토로 나무 만들기 한 후 보고그리기

*자발적 표현에 의한 현실
인식 및 집중력 강화

18

내 모습 1

*인형 만들기

*자발적 표현 강화

19

내 모습 2

*전회기에 만든 인형 보고그리기

*자발적 표현에 의한 현실
인식 및 집중력 강화

20

좋아하는 사람 표현하기
*입체인형 만들기
1

*자발적 표현 강화

21

좋아하는 사람 표현하기 *전회기에 만든 입체인형 보고그리기
2

*자발적 표현에 의한 현실
인식 및 집중력 강화

22

사후 KHTP, LMT

후
반
기

9

*집-나무-사람그림과 풍경구성법 그림 *활동 기능, 내적에너지,
검사
환경과의 통합 능력 파악

모든 대상자들이 회기가 진행되면서 8가지

Ⅲ. 연구결과

항목 중 자발적 인사, 눈 맞춤, 내용에 맞는

1. 행동관찰체크리스트에 의한 자기표현
행동변화

대답하기, 자발적 미술표현, 지시내용 이해
하기, 감정표현들은 회기가 진행될수록 적극
적이고 자발적인 반응들로 향상되었으나

연구대상자들의 회기별 자기표현 행동변
화를 알아보기 위해 행동관찰 체크리스트로
기록하였다.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5명이

요구하기와 질문하기에 대한 자발적 표현에
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관찰한 내용을 평정하여 표 3에서부터 표

항목들에 비해 연구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8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의해서만 가능한 경우가 대체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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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의 행동관찰 체크리스트

A
항목

자발적
인사

눈맞춤

요구하기

질문하기

내용에
맞는
대답하기

자발적
미술표현

지시내용
이해하기

감정표현

1

○

×

×

○

○

○

○

×

2

○

△

×

○

○

○

○

×

3

○

4

회기

△

△

△

산만한 눈맞춤

이름 붙일 때
위치요구

○

○

○

○

웃으며
큰소리로 감사

○

○

○

○

○

○

○

좋아하는
웃음, 활동을
즐거워 함

5

○

○

○

○

○

△

○

○

6

○

○

커피? 녹차?
“아무거나”

○

○

○

○

○

7

○

○

△

○

○

○

○

○

큰소리로 웃음 눈맞추며 웃음

지시적 요구

알파벳에 집중

△

○
○

8

○

△

×

×

○

○

○

웃음

9

○

○

○

○

○

○

○

활동을 즐거워 함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들어드릴까요?

이름이
뭐예요?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

×

○

○

○

○

상황없음

상황없음

○

○

○

○

21

○

○

22

○

○

요구에 의한

○

○-알맞은 반응을 보임,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반응함, ×-전혀 반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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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줄어들고 끝까지 집중하여 제 시간에 끝마치
는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17회기에서는

내용

밖에서 연구진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연구대상 중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자기표

문 밖까지 나와서 인사하며 짐을 들어 옮겨

현활동에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던 A, B, C에

주는 친절함을 보이고 연구자들의 이름을 다

대한 행동관찰 내용을 살펴보았다.

시 묻고 웃으며 인사를 하는 등 사회적 친화
관계 기술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18회

A : 1, 2회기 사전검사 시, 연구자에게 활동

기에서는 활동에 대한 주제를 이해하고 자발

내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질문들을 하며 활

적으로 작업을 무리 없이 시작하였고, 자신이

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흥분과 긴장상태를 보

만든 인형으로 역할대화가 가능하여 연구자들

여주었다. 3회기 활동에서는 자신의 활동에

의 적극적인 지지가 감소하여도 자발적 표현

대한 고집과 다른 집단원들과의 상호작용을

이 가능하게 되었다.

거부하는 태도가 있었으나 4회기부터는 연구

19회기에서는 인형 보고그리기 할 때 자신

자의 지지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이 만든 인형 옷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있

이루어내는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6회기

는 색연필과 싸인펜의 없는 색을 표현하기 위

에서는 연구자들과 다른 집단원들에게 자신의

해 색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표현에서의 응

작품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요구하는 미소로

용력을 보여주었으며, 지난회기들에서 보인

자기만족을 나타내는 자기표현이 확대되었으

것과 다르게 그리다가 틀려 수정할 수 없는

며 11회기에서는 집단원들과 연구자들에게 먼

부분을 특별히 개의치 않아했다. 20회기는 주

저 대화를 시도하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작품

도적이고 자발적 자기표현 활동이 안정되어

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연구자들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활동 시 연구자가 도움을 주려 할 때 거부하지

여전히 상황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였다.

않는 행동들이 많아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13회기에서 연구자들이 주제에 맞는 대화를
유도하자 목소리가 작아지는 태도를 보였으나

는 표현이 증가하여 주도적 자기표현과 타인
에 대한 수용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졌다.

이후 회기들에서는 연구자들이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시범을 보이는 것을 잘

B : 1, 2회기 사전검사 시 상동적인 대답과

따라하였다. 미술표현에서도 작았던 크기가

눈 맞춤이 전혀 되지 않는 등 자폐성향의 행

연구자의 지지로 점차 크기가 커지면서 활동

동을 보여주었으나 지시어에 대한 이해는 다

에 자신감을 보여주어 14회기에서는 크기와

른 집단원들에 비해 우수하였다. 2회기 그림

내용물이 많아졌고, 15회기에서는 작업을 주

채색 시 색연필을 보며 내내 웃음을 짓고 색

저할 때 보이는 불필요하고 산만한 이야기가

칠을 하면서 환하게 웃어 보이는 행동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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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담당 사회복지사 말에 의하면 이렇게

23

그렸다고 비교적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하였다.

크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고 하였다. 색

본 연구활동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에 대한 긍정적 내사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계기가 되었으며 연구

보였으며 이후 회기에서도 색에 대한 활동이

자와 눈 맞춤이 지난회기와 달리 오랜 시간

있을 때, 특히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색을

지속되었던 회기였다. 이후 회기들에서 자기

칠하는 과정에서 크고 환하게 웃어 보이는

표현 행동이 나아지는 듯 하였으나, 10회기에

특성을 보였다. KHTP, LMT 그림내용에 대한

서는 상대방의 권유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함

연구자의 질문에 또렷하고 정확하게 대답하였

께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활동 내내 고

는데 이러한 표현은 그동안 요양원생활에서

개를 숙이고 채색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공

전혀 볼 수 없었던 행동이었다고 하였다.

동 작업에 참여 하지 않는 등 연구자의 적극

그동안 보여주었던 무표정함은 사라지고 색

적인 개입에도 자폐적 성향이 지속되어 집단

과 관련하여 감정표현이 분출되는 현상을 보

활동으로 이끌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15회기

여주었다. 3회기에서 다양한 재료에 대한 호기

까지 미진한 활동을 보여주다가 16회기부터는

심을 나타내었고 연구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연구자나 다른 집단원들의 질문에 대답도 곧

사람 이름글자에 꽃을 붙여주는 등 적극적 행

잘 하고 활동하는 동안 즐겁고 만족해하는 태

동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언어적

도를 보여주었다.

상호작용이나 눈 맞춤은 여전히 불가능하였

17회기에서 한 곳에만 고정되었던 시선이

다. 4회기에서 처음 만져보는 점토에 대한 망

다른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연구자가 다른

설임이 있었으나 이내 적극적으로 점토 매체

집단원들에게 색연필을 나눠주는 일을 부탁했

에 몰입하여 작업하였다.

을 때 일어나서 한 명, 한 명에게 색연필을

또한 연구자의 지지와 시범으로 다른 집단

나눠주며 즐거워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에서

원 작품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집단에서의 역할이나 소속에 대한 만족감을

처럼 적극적인 지지에 의한 타인과의 상호작

드러내는 비언어적 자기표현이 향상되었다고

용이 이루어졌으나 지속되지 못하였고 집중

보여졌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다가 19회기

시간도 짧았다. 그러나 6회기에서는 5회기보

에서는 다른 집단원들의 그림을 보고 웃으며

다 연구자의 지지가 덜하였어도 자신의 미술

연구자의 요구가 있긴 했지만 다른 집단원의

표현에 대한 언어적 설명이 순조로웠으며 자

작품에 대해 칭찬하는 모습도 보여주어 타인

신의 신체상을 파란색 크레파스로 몰입하여

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표현이 향상되었다고

칠하였다. 7회기에서 자기표현에 대한 적극적

보여졌다.

인 태도가 나타났는데, 자유화 그림 설명에

미술표현에서도 전반기 활동에서는 매체 선

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눈 마주치기가 어

택 시 호기심에 비해 한정된 사용을 보여주어

려워 썬글라스가 가지고 싶어서 그림으로

연구자의 권유로 다양한 사용이 이루어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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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활동에서는 꾸미기 재료 선택 시 스스로

동에 이끌려 작업을 하는 자발적 활동에 어려

고민을 하며 표현에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움을 보였으나 연구자의 시범에 따라 상대방

사용하는 등 자발적 표현활동이 향상되었다.

을 배려하는 질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11회기
에서는 활동이 끝난 후 연구진들에게 인사를

C : 1, 2회기 사전검사 시에는 지시어에 대한

하고 돌아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머리를 굽

이해는 우수하였으나 잘 그리고 싶어 하는 마

혀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정중히 하고 돌

음에 과제수행을 어려워하고 지나치게 신중하

아가는 행동을 보여 긍정적 감정에 대한 자기

였다. 그림을 그린 후 연구자의 질문에 답하

표현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졌다.

기 어렵다고 말하였는데 언어와 심상에 대한

12회기 KHTP, LMT 그림 설명에서는 전반

표현 기술부족으로 보여졌다. 언어적 상호작

기 때와는 다르게 연구자의 구체적인 내용 설

용은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서만 간단한 대답

명 요구에 하나씩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

을 할 뿐 자발적인 감정이나 의사표현을 하지

다. 이는 1, 2회기에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하

못하고 과제수행에 대한 불안과 분열 증상에

였던 태도와 비교하면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따른 위축이 나타났다.

자기표현 인식과 태도가 향상되었다고 보여진

3회기 활동에서는 다른 집단원인 A를 따

다. 13회기 작업에서는 처음에 다른 사람의

라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새로운 매체를 다른

표현을 따라하다가 곧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이 권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선택하지 않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14회기에서는

으며, 활동에서 다른 사람과의 자발적인 상호

연구자의 질문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자신이

작용은 어려웠다. 4회기에서는 연구자의 질문

점토로 만드는 것이 ‘물 담는 그릇’이라고 말

에 약간의 미소를 띠며 적극적인 시범에 의한

하고는 망설임 없이 만들기 시작하였다.

질문하기는 가능하였다. 7회기에서는 활동에

연구활동 이후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

대한 위축된 행동으로 눈 맞춤과 자발적 언어

치 보는 행동 없이 끝마무리까지 열심히 하였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8회기에서 선뜻 나

다. 지난회기 작품을 기억하며 연구자와 이야

서서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다가 연구자의 언

기를 하는 자발적 언어 표현이 향상되었음을

어적 지지가 있자 공동 그림 그리기를 먼저

보여주었으며 이후 회기부터는 적극적이고 자

시작하였고, 다른 소집단 주제에 새로운 그림

발적인 미술표현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으로 연결하여 그리기 하는 등 미술표현에서

보고그리기에서 다른 집단원들에 비해 뛰어난

자발적 태도는 향상 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기능을 나타내었다. 17회기부터 22회기까지는

자발적 언어는 없었으나 다른 사람이 칭찬하

작업 활동내용에 대한 만족감과 몰입으로 적극

는 말에 웃음을 보이는 감정 표현이 많이 나

적이고 자발적인 언어적 표현은 감소하였으나

타났으며, 다른 집단원의 말이나 매체선택을

전반기와는 다르게 작업수행에 대한 불안감이

따라하는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나 위축이 감소하여 조급해 하는 태도가 나타

10회기에서 집단활동 시 다시 상대방의 활

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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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나 다른 집단원이 요구할 때 거부감이

어려움을 보여주었으며 연구자의 적극적인

나 수줍음 없이 적절한 표현이 나타났다.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

21회기에서 자유화에 대한 이야기나누기 시

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들의 미숙한 인지적

간에 의미 전달이 부적절하여 연구자가 그 의

특성과 생활시설에서의 규칙적 활동에 따른

미를 해석하여 다른 집단원들에게 의미를 전

주도적 활동 기회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달해주자 그 뜻이 맞다고 말하며 만족해하였

진다.

다. 병리적 증상에 따른 인지적 퇴행으로 언

행동관찰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의미 있었

어적 표현 기술이 부적절하였고 그로 인한 심

던 개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발적 인사 항

리적 위축과 무기력한 자기표현이 타인의 적

목에서 자폐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B의

극적인 언어와 심리적 지지에 의해 고무되는

경우 11회기부터 연구자의 요구에 의하였지만

현상을 보여주었다.

자발적 인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C의 경우
5회기까지는 연구자의 요구에 의해서도 자발

Ⅳ. 논

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6회기부터

의

요구에 의한 인사가 가능하게 되다가 11회기
부터 상황에 적절하게 자발적 인사가 가능
본 연구의 결과 만성적 정신병리와 오랜

하게 되었다. F는 9회기까지 자발적 인사에

기간 요양원에서의 생활로 인한 사회적 위축

어려움을 보였지만 10회기에서부터 연구자의

으로 적절한 자기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갖게

요구에 인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후 회기

되어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한 상호작용과 잦은

들에서 연구자의 요구 없이도 자발적 인사가

실패감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 정신분열병

가능하였다.

환자들에게 미술치료는 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눈맞춤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준 B의

흥미를 유발하였고 수준에 적절한 과제수행에

경우 13회기 이전회기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대한 성취감과 결과물들로 이들의 자기표현에

연구자의 요구에 눈맞춤이 가능하였으나 순간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

적이거나 눈맞춤 시간이 길지 않아 연구자와

사후

의 대화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KHTP, LMT 그림검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

13회기부터는 연구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고자 한다.

눈맞춤 시간이 길어졌으며 19회기부터는 연구

상자들의

회기별

행동관찰과

사전,

회기과정에서 보여진 행동관찰에 의하면

자의 요구가 없어도 자발적 눈맞춤이 가능하게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회기가 진행되면서 자발적

되었다. C의 경우 3회기까지는 연구자의 적극

인사, 눈맞춤, 내용에 맞는 대답하기, 자발적

적인 요구에도 눈맞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미술표현, 지시내용 이해하기, 감정표현들에서

6회기부터 요구에 의해 눈맞춤이 가능하고 11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반응들이 향상되었으나

회기부터는 연구자의 요구 없이도 자발적인

요구하기와 질문하기에 대한 자기표현에는

눈맞춤이 가능하게 되었다.

- 343 -

26

미술치료연구 제14권 2호, 2007

26

내용에 맞는 대답하기에서는 C의 경우 4회

하는 미술치료가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효과

기까지 연구자의 요구에도 내용에 맞는 대답

적인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집단미술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5회기부터는 13회기

치료 시 재료 사용에 대한 사용기법과 응용방

를 제외하고는 내용에 알맞은 대답이 가능하

법을 알려주고 소극적인 환자들의 경우 작업

였다. F의 경우 1,2회기에서는 연구자의 적극

환경의 시도를 도와주며 집단원들의 질문과

적인 요구에도 내용에 맞는 대답이 가능하지

대답에 상황을 잘 인도해주는 연구자의 지지

않다가 이후 불안정하게나마 연구자의 요구와

가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대인관계와 타인의

적극적 지지에 대답이 가능해지면서 13회기부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터는 내용에 맞는 대답하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키고 적극적인 활동 참여와 자기표현을

자발적 미술표현과 지시내용 이해하기는 D,

증가시킨다는 이혜영(2001)의 연구와 미술활동

F를 제외하고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연구초기

과정에서 비언어적, 언어적 행동이 증가하여

부터 후기까지 잘 이루어졌으며, D는 3회기부

상대방과 대화 시 시선처리가 적절하게 향상

터, F는 5회기부터 연구자의 요구와 지지에

되었으며 타인의 의견을 공감하거나 자신의

가능하게 되었다.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긍정적 변화를

감정표현하기에서는 E, F를 제외한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연구초기에 어려움을 보였으

보여준 연구(홍정순, 2002)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나 3회기 이후부터 비언어적 표정들이 나타나

연구대상자들이 다른 행동들과 다르게

면서 미술활동이나 연구자들의 지지에 즐거워

자발적 미술표현은 연구초기부터 대체로 가능

하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10회기 이후부터는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연구대상자들의 낮은

감정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연구자의 요구나

수행기능을 고려할 때 연구초기에 미술활동에

지지에 따라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한 소극적 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진들

이와 같이 회기과정에서 나타난 연구대상자

의 염려와는 상반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이

들의 긍정적 행동 변화는 상황을 제시하고,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재질의 색종이나

칭찬을 하며, 동기화 시키고, 환자들에게 대외

각종 악세서리, 헝겊류와 펠트지, 잡지와 같은

적인 통제를 제공하고, 성취되어질 수 있는

매체에 호기심을 보이며 연구기간동안 미술표

목표물에 초점을 두는 치료사의 역할에 충실

현에 어려움을 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과정이

했던 연구진들의 노력과 활동 내용이 반복된

연구대상자들에게 활동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

만들기와 보고그리기가 익숙해지면서 흥미와

자기표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재미를 느끼고 활동 내용이 쉬워졌기 때문이
라고 보여진다.

이는 최현진(2004)의 연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매체를 접할 때

이러한 결과는 Kramer(1971)가 주장한 자아

작업에 대한 흥미도와 집중도, 능동성이 두드

지지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미술구조와 Crespo

러지게 높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정신분열병

(2003)가 주장한 미술기법의 숙련과정을 강조

환자들이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없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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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되어 있다는 견해와는 상반된다는 결과와

적 생활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일치한다.

주고자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사전, 사후 그림검사인 K-HTP와 LMT

자기표현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중

결과도 사전검사에서 보다 대부분 사후검사

요한 의미를 두고자 한다. 사전, 사후 검사를

에서 연구대상자들의 그림 구성의 통합과

포함하여 총 22회기에 걸쳐 구조화된 미술활

필적이 안정되게 나타났다. 사전그림보다

동과 연구자의 지지적 접근법이 적용된 미술

사후그림에서 그림의 내용이 많아지고 색채가

치료프로그램이 연구결과에 효과가 있었으나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며 형태지각과 입체적 공

제한되고 통제된 치료환경에서의 결과이며,

간 구성력에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생활관에서 일반화 될 수 있었는지에

이러한 결과는 미술활동이 자기표현을 향상

대한 추후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연구결과의

하여 수동적 욕구표현에서 능동적 욕구표현으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기력하고

로 변화되었으며 환경에 대한 회피적 태도가

철회된 감정과 자발적이지 못한 자기표현

외부자극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태도로

특성을 보이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는 집단미

새롭고 다양한 매체와 수준에 적합한 구조적

술치료의 진행에 따라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미술활동 제공이 자기표현에 긍정적 변화를

LMT 그림에서 손상된 구성능력, 공간성의 상

보여주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분열병 환

실, 적은 수의 색사용, 부적절한 색 사용, 대

자 수준에 적합한 새롭고 흥미있는 환경과 다

상물과 바닥과의 비연결성, 세부묘사 결여, 무

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시도되는 연구가 지

질서한 상동증적 표현, 외부환경에 대한 수동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 관심이 표현되었던 그림의 부정적 특성들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연구

이 감소하여 색의 사용, 세부묘사, 환경에 대

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 능동적 관심과 지각능력에 대한 상징, 예

한다.

측, 요소들 간의 명확한 경계, 시점의 통일과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비교할 통제집단이

요소 구성의 개선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없어 연구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검증이 제한된

주었던 최현진(200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결과로 밖에 보여질 수 없었다.

보이고 있다.

둘째, 만성정신분열병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인지적 결함으로
자발적 자기보고식의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양

Ⅴ. 결론 및 제언

적척도를 통한 검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투사
검사나 행동에 대한 관찰과 평정에 의한 평가
본 연구에서 정신요양시설 보호생활관에 입

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더욱

소되어 있는 현저한 무기력과 사회적 철회 증

다양하고 객관적인 관찰과 평정 도구를 추가

상을 보이는 만성정신분열병환자들에게 한계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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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정신
분열병 환자들의 병리적 증상을 감소시키고
최소한의 생활 영역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들의 미술
치료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적극적 지원이 활성
화 될 수 있도록 지지적 사회망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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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Study about Self-Expression Art Therapy on The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 in a Mental Health Facility

Kim, Mi Young

Lee, Jee 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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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how the self-expression art therapy affects on the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 in a mental health facility.
The participants were 6 men, who were in mental health facility of I city, and were diagnosed
as chronic schizophrenia, and showed a remarkable rack of spontaneously verbal self-expression
and physical self-expression. The total session was 22sessions and It took about 90 minutes to
120minutes per one session. The supportive art therapy was committed to supply a sense of
spontaneous expression and achievement for patients while working with a variety of art
materials and getting concrete objects.

The behavior change observation per sessions were

committed and the pre and post test of K-HTP, LMT were committed.
Followings were the conclusions from the study results,
First, the

self-expression art therapy on the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 had a positive

effect on patients' spontaneous self-expression, especially the patients showed

interest on the

art work and made directive eye contact to the researcher comparing the early session.
Second, the frequency

of spontaneous work without direction or support of co-workers had

been increased since 10th session.
Third, the result of pre and post test of K-HTP, LMT showed also the stable handwriting
and integration of picture constructs. In addition, most pictures were filled with a variety of
constructs and colours. Also, the perception of figure and ability of body organization were
improve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 Art therapy, Schizophrenic patient, self-expression, mental health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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