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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우울과 ‘자신이 좋아하는 날(FKD)’그림 반응 특성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FKD 검사가 대학생의 우울 수준을 진단하는 사정도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D시 대학생으로 남학생은 46명, 여학생은 107명, 총 153명이었으며, 측정도구는 Beck의 우울
척도와 ‘자신이 좋아하는 날’그림검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7.0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우울 수준에 따라 FKD 반응 특성의 차이검증은 교차분석을,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우울 수준에 따라 FKD 반응 특성은 전체 요소에서는 공간사용, 사실성,
선의 질, 날씨요소에서는 해, 비, 그리고 색채 요소에서는 분홍, 회색, 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우울집단은 비우울집단에 비해 FKD 그림에서 공간을 많이 사용하고, 날씨와 배경의 표현의 일치성이 낮으며,
산만하고 끊어지는 선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해를 적게 그리고 비를 많이 그렸으며, 분홍, 회색, 검정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이 우울수준을 판별하는 정도는 78.3%로 나타났다. 따라서 FKD는 대학
생의 우울 수준을 진단하는 그림투사도구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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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

정확히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고, 심리적 충격이

론

강한 경우에 자신의 문제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오늘 날 우울증은 정신적 감기(common cold

가진다. Malchiodi(1998)와 Naumburg(1973)는

psychiatry: Seligman, 1975)라고 불릴 만큼 흔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각적 이미지인 경우,

심리적 장애이다. 우울은 일상생활에서의 슬픈

언어로 표현한다면 변형되거나 왜곡되었을 부분

감정 상태와 심한 정신병적 상태를 양극으로

들을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전달할 수 있는

하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방법을 제공하고, 외상(trauma) 경험처럼 이미지의

우울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의 큰 곤란을 야기하

형태로 저장된 것은 말이나 문장보다 그림으로

거나 자살로까지 이를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

그 내용을 표현하기가 더 쉽다고 하였다. 그러

성이 있다.

므로 자신의 무의식적인 감정과 사고는 언어보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다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기가 용이하여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30대가 우울증의

투사 검사는 공포, 불안, 대립 그리고 현재의

발병이 가장 많은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또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또한 2001년에 비해 20대 남녀의 우울증이 증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우울증의 심각한 피해에

Jung(1963)은 자신의 내적 경험들을 이해하기

비해 아직도 우울증에 대한 인식은 낮은 실정

위해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었고, 그러한

이다(보건복지부, 2006).

창작 과정을 통해 만든 이미지가 자신의 상황을

우울증은 발생빈도에 있어서 성차와 연령에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경험했다. Jung은

따른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여성이 남성의

이미지가 그것을 만든 사람의 내면세계에 대해

두 배에 달하며(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정보를 줄 뿐 아니라, 그 정신세계의 바탕인

of Mental Disorders-4th; APA, 1994: 김춘경,

집단무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2006 재인용:104), 대학생이 유사한 연령대의 직장

이미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개인의 정신

인 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 된

내면의 개성화된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강한

바 있다(Bonner & Rich, 1988). 대학생의 우울

정서를 일으키는 것이다. 가능한 한 비판하지

발생빈도가 높은 점에 대해 Blumberg(1984)는

않을 뿐 의식적인 억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미

교육적인 과정에 방해가 되는 대학의 환경과

지를 떠올린 뒤 그것을 그리게 되면, 그 이미

대학생활에서의 성취경험 부족, 성취상황에서

지로부터 무엇인가 의미가 있고 그 전에 몰랐던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마찰 때문이라고 보았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주리애, 2004 재인용:3).

또한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타율에 의해

이처럼 내면의 정서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에서 자율적이고

하기 위해 투사적 검사도구인 인물화(Draw-A-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 전환하여 부모로부터

man test, Human-Figure-Drawing test)검사, 집-

심리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시기로 사회적,

나무-사람(House-Tree-Person test) 검사, 동적 집-

심리적,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아직 미성숙함을
지니고 있는 때이고, 많은 도전적인 과제로 인해
우울한 감정을 더 자주 보고한다(Schieman,
Gundy, & Taylor, 2002)고 한다.

우울이 있는 경우,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나무-사람(Kinetic House-Tree-Person test)검사,
동적 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동적
학교화(Kinetic School Drawing), 사과 따는 사람
(Person Picking an Apple from a Tree), 빗속의

사람검사(Person In the Rain) 등이 활용되고

- 634 -

대학생의 우울 수준에 따른 ‘자신이 좋아하는 날(FKD)’ 그림검사 반응 연구

있다. 그러나 개인이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사건

3

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나 사건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 등을 사람, 집,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다양한 아동 정신병리

가족 등의 명시적 주제를 제시하여 그림으로

및 부적응 증상과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표현하라고 할 때 내담자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Herman, 1992; Kemp & Kemp 1978; McGee,

경우가 많다.

Wolfe & Wilson, 1997), 성인기의 부적응을 야기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바깥세상의 환경적인

하는 원인이 된다(Straus & Donnelly, 1994).

자연의 그림을 통해 학대 받는 아동들의 정서를

이렇듯 학대받은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높은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Manning(1987)이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며, 부정적인 영향

개발한 ‘좋아하는 날(Favorite Kind of Day;

에서 벗어나지 못한다(Herman, 1992; Wolfe,

FKD)’그림을 적용하고자 한다. FKD는 자신이

Wekerle, Reitzel-Jaffe, & Lefebvre, 1998)고 한다.

좋아하는 날씨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림

이러한 학대의 특징 중 우울과 관련하여 FKD

속 환경적 자연을 느끼고 바깥세상의 관계에

그림 검사를 학대아동이 아닌 초기 성인기에

대한 시각을 나타낸다. 이는 방어가 덜 일어나는

속하고 우울한 감정을 더 자주 보고한다는 대학

간접적인 표현이므로 무의식적인 심리상태를

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FKD를 국내에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Manning, 1987).

임상에서 투사기법의 하나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Manning(1987)은 FKD가 학대아동으로 하여금

있는지를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쓰고자 하였다.

위협적이지 않고 비판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FKD는 현재 연구 진행 중에 있는 도구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여 가학적인 상황을

아직까지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투사적 그림

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FKD가 아동의 가학

진단 도구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적인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학대 아동

연구를 통해 객관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을 감별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가능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Manning(1987)의 경우 해,

하였다.

비, 눈, 우박, 바람 등의 날씨요소와 날씨의 크기,

FKD는 방어가 덜 일어나는 환경적 자연을

움직임에 한정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색상요소를

주제로 한 간접적인 표현으로 아동의 상태를

배제하고 있어 피험자의 내면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는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보여진다. 색은 정서를

기초적인 단계에 있다. Manning(198)의 연구에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이고, 임상에서 색상 사용은

서는 과장된 크기와 움직임의 날씨로 학대 아동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정서 상태를 전달

폭력적이고 불안한 환경을 표현하는데 연관성이

또는 반영한다. Rorschach는 색상과 정서 간의

있다고 하였다. Browne & Veltman(2000, 2001)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운 초창기 임상의학자로서

연구에서 KFD와 FKD가 학대 아동을 구별하는

색상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사람의 내부정서를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파악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했다. 색상을 활용

FKD가 KFD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대

하지 않을 때에는 정서적인 면이 제한이 되는

아동의 상태를 잘 나타낸다고 하였다. West

반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색상자극에

(1998)의 연구에서는 성학대아동과 비학대 아동을

대해 더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Oster &

구분하기 위해 이용되는 투사법의 실효성을 평가

Gould, 1987).

하기 위해 12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했다. 12개의

Hammer(1958, 1997) 역시 색상을 활용한 그림

투사 검사 중 FKD가 학대받은 아동을 효과적

의 사용 빈도가 낮지만 무채색 그림 검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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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라고

예비검사는 2009년 5월~6월 40명을 대상으로

했다.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본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날씨 요소 외에 그림의

얻어 연구자가 재구성한 개인적인 변인 질문지

전체적인 분위기와 색상요소를 첨가하여 분석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고, 그림채점의 항목과

함으로써 FKD가 투사그림검사 도구로 활용할

준거를 마련한 후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각 학년 단위로 이루

FKD가 많은 대학생의 우울정서를 설명할 수

어졌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였다.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검사 실시 과정에서 옆 친구들의 영향을 받지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에서 연구 진행

않고 개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숙지시켰다.

중인 FKD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우울하지

질문지는 총 153부를 배부하였으며 전량 회수

않은 대학생과 우울한 대학생의 FKD반응 특성을

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46명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FKD가

(30.1%), 여학생은 107명(69.9%)이었으며, 1학년

대학생의 우울 수준을 진단하는 사정도구로써

51명(33.3%), 2학년 41명(26.8%), 3학년 50명

타당한 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32.7%), 4학년 11명(7.2%)이었다.

연구 문제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Manning(1987)의 ‘자신이 좋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

하는 날(Favorite Kind of Day; FKD)’그림을
참고로 하여 도출해 낸 날씨 그림의 전체 요소,
날씨 요소, 색상 요소가 ‘자신이 좋아하는 날’

항과 ‘우울척도검사(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와 ‘자신이 좋아하는 날(Favorite Kind of
Day: FKD)' 그림을 이용하였다.

그림에 어떻게 반영되어 표현되는지 그 반응특

1. 우울척도

성과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우울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자신이
좋아하는 날(FKD)그림의 반응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신이 좋아하는 날(FKD)그림은
대학생의 우울 진단도구로서의 타당성이 있는가?

Ⅱ

.

BDI는 Beck, Ward, Hendelson, Mock와 Erbaugh
(1961)가 우울의 유무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961년에 개발한 자기보고식 도구로 국내에서

한흥무, 염태호, 신영후, 김교헌, 윤도준, 정근재
(1986)에 의해 한국판 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우울환자와 비 우울환자 변별에 중점을 두고
개발 되었으며, 우울환자들에게서 관찰 가능한
행동적 증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21
문항으로 14개 항목은 인지 정도 증상을 측정하고,
7개 항목은 신체증상을 측정한다(정주희, 2005). 각

연구 방법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1~10점은 정상, 11~16은 가벼운 기분

연구 대상 및 절차

장애(mild mood disturbance), 17~20점은 임상적
본 연구의 대상은 K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경계선 우울증(borderline clinical depression),

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21~30점은 중정도 우울증(moderate dape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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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40점은 심한 우울증(severe depression), 41점

본 연구에서의 채점기준은 Manning(1987)의

이상은 극심한 우울증(extreme dapression)에 속

채점기준(날씨요소 : 해, 비, 눈, 바람, 우박,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집단 83명(54.2%)을

특정한 날씨의 움직임과 크기)과 빗속의 사람

비우울 집단으로 하고, 가벼운 기분장애를 제외한

채점기준(Lack, 1997; Weber, 2007), FEATS

임상적 경계선 우울증 이상의 집단 41명(26.8%)을

(Gantt & Tabone, 1998)의 채점 기준을 참고로

우울집단으로 구분하였다. BDI의 전체 신뢰도

하여 전체요소, 날씨요소, 색상요소로 분류하였다.

계수는 cronbach α=.924로 나타났다.

전체요소의 채점은 처음에는 5점 척도로 구성
하였으나 그림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채점의 모호

2. 자신이 좋아하는 날(Favorite Kind of
Day: FKD) 그림 검사

성을 해결하고, 항목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전체
요소 중 사람 유무, 날씨의 움직임을 제외한

자신이 좋아하는 날(Favorite Kind of Day:

색칠정도, 색사용수, 에너지, 공간사용, 사실성,

FKD)은 Manning(1987)이 학대아동을 대상으로

날씨 외 세부묘사, 선의 질은 3점 척도로 재수

9 12인치 크기의 하얀 종이와 16색상의 크레용을

정하여 채점하였다. 그리고 날씨요소(해, 구름, 비,

사용하여 학대아동을 감별하고자 개발된 투사

바람, 눈)와 10색상(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검사이다. Manning(1987)은 채점기준으로 날씨

분홍, 보라, 회색, 검정)은 예, 아니오의 이항척

요소와 움직임, 크기 등에 대한 내용을 5점 척도로

도로 구성하였다.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구성하였으나 색상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1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A4용지와 난색(빨강, 주황,

그림 채점은 연구자와 미술치료전문가가 분석

노랑, 갈색), 한색(파랑, 초록), 중성색(분홍, 보라),

기준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채점준거를 구성

무채색(회색, 검정)의 10가지 색상의 크레용을

하였으며, 채점준거에 따라 연구자와 미술치료

사용하였고, ‘자신이 좋아하는 날씨를 그리세요’

석사과정을 마친 미술치료사가 함께 채점을 하

라고 지시하고 그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

였다. 평가자간의 일치도는 일치된 문항 수/전체

입니다’라고 대답하여 그림에 어떠한 단서를 주지

문항 수

않도록 하였다.

일치도는 72 ~ 100사이로 나타났다.

× 100으로 구하였다. 그림의 채점자간의

표 1. FKD 지표와 채점 기준
지 표

전체 요소

날씨 요소

색칠정도
색사용수
에너지
공간사용
사실성
날씨 외 세부묘사
선의 질
사람 유무
날씨의 움직임
해
구름
비
바람
눈

채점 기준
부분적 / 형태모두 / 공간까지
1색 / 2~5색 / 6색 이상
적음 / 보통 / 많음
50% 미만 / 50~90% / 90% 이상
확인 안됨 / 날씨와 배경일치 안됨 / 날씨와 배경 일치됨
없음 / 1~2개 / 3개 이상
산만하고 끊어짐 / 조절된 선 / 강한 선
아니요 / 예
아니요 / 예
아니요 / 예
아니요 / 예
아니요 / 예
아니요 / 예
아니요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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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채점 기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분홍
갈색
회색
검정

색상 요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
/
/
/
/
/
/
/
/
/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7.0 Program에 의해 수행
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다.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우울수준에 따른 대학
생의 FKD 그림 반응 특성을 비우울 집단과 우울
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FKD 그림이 우울수준의 진단도구로서 타당
성 검증을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9개의 전체지표 중 색칠
정도, 색사용수, 에너지, 세부묘사, 사람유무, 날씨
의 움직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공간
사용, 사실성, 선의 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사용에서는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 모두
90% 이상의 공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비우울집단의 대학생은 90% 이상의 공간을 사용
하는 비율이 63.9%인 반면, 우울집단의 대학생은
85.4%로 나타났으며, 50% 미만의 사용은 비우울

Ⅲ

.

집단이 9.6%, 우울집단은 0.0%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 2=7.454, p<.05). 즉 비우울한

연구 결과

집단의 대학생이 우울집단의 대학생보다 공간

우울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자신이 좋아

사용을 적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성에서는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모두 날씨

하는 날’그림 반응 특성

와 배경이 일치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았
우울 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자신이 좋아하는

으나, 우울집단은 날씨 날 확인할 수 없는 비율이

날’그림 반응 특성을 9개의 전체지표(색칠정도,

7.3%, 날씨와 배경이 일치되지 않는 비율이

색사용수, 에너지, 공간사용, 표현의 일치성, 세부

2.4%인 반면 비우울집단은 날씨 날 확인할 수

묘사, 선의질, 사람유무, 날씨의 움직임)와 5개의

없는 경우는 없었으며 날씨와 배경이 일치되지

날씨요소(해, 구름, 비, 바람, 눈), 그리고 10색상

않는 비율이 8.4%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X =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분홍, 회색,

7.607, p<.05).

2

검정)으로 분류하여 Beck의 우울 수준에 따라
반응 특성을 살펴보았다.

선의 질에서는 비우울집단의 대학생은 산만
하고 끊어진 선 42.2%로 나타났으며, 강한 선은

비우울집단의 대학생과 우울집단의 대학생

26.5%로 나타났으나, 우울집단의 경우 산만하고

간에 FKD그림의 반응특성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

끊어진 선의 질이 63.4%, 강한 선은 4.9%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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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X2=9.152, p<.01). 결국 우울집단은 비우울

하는 비율이 높으며, 비우울집단은 우울집단보다

집단의 대학생 보다 산만하고 끊어진 선을 사용

강한 선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우울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자신이 좋아하는 날’그림 전체요소 반응 특성
전체 요소

색칠정도

색사용수

구 분

공간사용

사실성

세부묘사

선의 질

사람유무
날씨 움직임

우울 집단

%

부분적
형태모두

35
17

42.2
20.5

14
5

34.1
12.2

공간까지

31

37.3

22

53.7

1개
2~5색

8
66

9.6
79.5

2
29

4.9
70.7

9

10.8

10

24.4

적음
보통

25
44

30.1
53.0

11
21

26.8
51.2

많음

14

16.9

9

22.0

50% 미만
50~90%

8
22

9.6
26.5

0
6

.0
14.6

90% 이상

53

63.9

35

85.4

0
7

.0
8.4

3
1

7.3
2.4

날씨와 배경 일치됨

76

91.6

37

90.2

없음
1~2개

26
43

31.3
51.8

14
19

34.1
46.3

3개 이상

14

16.9

8

19.5

산만, 끊어짐
조절된 선

35
26

42.2
31.3

26
13

63.4
31.7

강한 선

22

26.5

2

4.9

무

79

95.2

36

87.8

유

4

4.8

5

12.2

무

40

48.2

18

43.9

유

43

51.8

23

56.1

6색 이상

에너지

비우울 집단
N

확인할 수 없음
날씨와 배경 일치 안됨

N

%

통계량(X2)

3.217

4.335

.502

7.454*

7.607*

.340

9.152**

2.218
.203
*p<.05, **p<.01

날씨 요소의 해, 구름, 비, 바람, 눈의 5개의
지표에 대한 결과는 표 3에서와 같이 구름, 바람,

집단 대학생이 우울집단 대학생보다 해를 더
많이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해와 비에

비를 그리는 비율은 비우울집단의 대학생이
90.4%인 반면, 우울집단의 대학생은 68.3%로

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해에서는 비우울집단의 대학생은 있음에 61.4%,

나타난 반면 그리지 않는 비율은 비우울집단은

없음에 38.6%인 반면, 우울집단 대학생의 경우는

9.6%, 우울집단은 31.7%로 나타났다(X =9.501,

있음에 34.1%, 없음에 65.9%로 나타나 유의한

p<.01). 즉 우울집단의 대학생이 비우울집단의

2

차이를 보여주었다(X =8.200, p<.05). 즉 비우울

2

대학생보다 비를 많이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 639 -

8

미술치료연구 제17권 제3호(통권 48호), 2010

표 3. 우울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자신이 좋아하는 날’그림 날씨요소 반응 특성
날씨요소

비우울

구분

해
구름
비
바람
눈

N
32
51
31
52
75
8
47
36
76
7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우울
%
38.6
61.4
37.3
62.7
90.4
9.6
56.6
43.4
91.6
8.4

N
27
14
20
21
28
13
25
16
37
4

%
65.9
34.1
48.8
51.2
68.3
31.7
61.0
39.0
90.2
9.8

통계량(X2)
8.200*
1.481
9.501**
.213
.059
*p<.05, **p<.01

색상 요소(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회색에서는 비우울집단 대학생이 없음에 69.9%,

분홍, 갈색, 회색, 검정)에서 비우울집단의 대학

있음에 43.9%인 반면, 우울집단 대학생은 없음에

생과 우울집단의 대학생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30.1%, 있음에 56.1%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나타났다(X =7.806, p<.01). 즉 우울집단 대학생이

같다. 표 4에서와 같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비우울집단 대학생보다 회색을 많이 사용하는

파랑, 보라, 갈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것을 알 수 있다.

2

으며, 분홍, 회색, 검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검정의 경우 비우울집단 대학생은 없음에
79.5%, 있음에 20.5%인 반면, 우울집단 대학생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홍은 비우울집단의 대학생은 없음에 91.6%,

없음에 58.5%, 있음에 41.5%로 나타나 유의한

있음에 8.4%인 반면, 우울집단 대학생은 없음에

차이가 나타났다(X =6.071, p<.05). 즉 우울집단

2

2

78.0%, 있음에 22.0%로 나타나(X =4.462, p<.05)

대학생이 비우울집단 대학생보다 검정을 많이

우울집단 대학생이 비우울집단 대학생보다 분홍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우울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자신이 좋아하는 날’그림 색상요소 반응 특성
색상요소

빨강
주황
노랑
초록

구분

비우울

우울

N

%

N

%

무

34

41.0

24

58.5

유

49

59.0

17

41.5

무

56

67.5

30

73.2

유

27

32.5

11

26.8

무

36

43.4

21

51.2

유

47

56.6

20

48.8

무

40

48.2

16

39.0

유

43

51.8

25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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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우울 수준에 따른 ‘자신이 좋아하는 날(FKD)’ 그림검사 반응 연구

색상요소

구분

파랑

보라

분홍

갈색

회색
검정

비우울

우울

N

%

N

%

무

13

유

70

15.7

6

14.6

84.3

35

85.4

무

73

88.0

35

85.4

유

10

12.0

6

14.6

무

76

91.6

32

78.0

유

7

8.4

9

22.0

무

49

59.0

23

56.1

유

34

41.0

18

43.9

무

58

69.9

18

43.9

유

25

30.1

23

56.1

무

66

79.5

24

58.5

유

17

20.5

17

41.5

9

통계량(X2)
.022
.163
.4.462*
1.481
7.806**
6.071*
*p<.05, **p<.01

우울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자신이 좋아

집단을 우울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하는 날(FKD)'그림의 타당성 검증

표 5, 표 6과 같다.
표 5,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FKD 그림의

FKD그림검사의 지표가 대학생의 우울을 진단

전체요소에서는 공간사용, 사실성, 선의 질, 날씨

하는 도구로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요소에서는 해, 비 그리고 색채요소에서는 분홍,

위하여 FKD 전체요소(9개)와 날씨요소(5개), 색상

회색, 검정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10색)을 판별요인으로 하고 우울수준을 분류

변인들이 우울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은

변인으로 하여 판별분석을 하였다. 분류변인인

78.2%였으며, 비우울집단 집단은 79.5%, 우울한

우울은 정상집단을 비우울 집단으로 하고, 가벼운

집단은 75.6%가 이를 예측해 주고 있다.

기분장애를 제외한 임상적 경계선 우울증 이상의
표 5. 대학생의 우울 수준에 따른 ‘자신이 좋아하는 날’그림 검사 판별분석
우

판 별 변인

전체요소

색칠정도
색사용수
에너지
공간사용
사실성
세부묘사
선의질
사람유무
날씨움직임

비표준화 판별함수계수
-.091
.625
.453
.392
.148
-.457
-.735
1.463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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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판 별 변인

울

비표준화 판별함수계수

날씨요소

색상요소

표준화 판별함수계수

해

-.336

-.164*

구름

-.298

-.147

비

.484

바람

-.264

.176**
-.131

눈

.270

.077

빨강

-.265

-.131

주황

-.340

-.158

노랑

-.477

-.239

초록

.860

.430

파랑

-.248

-.090

보라

.071

.024

분홍

1.403

갈색

-.264

회색

.831

검정

.350

.466*
-.131
.395**
.153*
-1.457

상수
Wilk's Lamda

.631

2

X

50.447**
.608

정준상관계수

78.2%

판별력

*p<.05, **p<.01

표 6. 대학생의 우울 분류 결과
우울 수준
우울 수준

비우울

전 체

우울

N

%

N

%

N

%

비우울

66

79.5

17

20.5

83

100

우울

10

24.4

31

75.6

41

100

Ⅳ

.

소로 분류하였으며, 전체 요소는 색칠정도, 색

논의 및 결론

사용수, 에너지, 공간사용, 사실성, 세부묘사,

본 연구는 FKD가 대학생의 우울 수준을 평가

선의질, 사람유무, 날씨의 움직임으로, 날씨요

하는 도구로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소는 해, 구름, 비, 바람, 눈으로 색상요소는 빨강,

위하여 K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153명을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분홍, 갈색, 회색,

대상으로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으로 분류하여

검정을 사용하여 우울의 수준에 따라 교차분석과

FKD(Favorite Kind of Day)반응 특성의 차이를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와

분석하였다.
FKD의 영역은 전체요소, 날씨요소, 색상요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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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우울대학생과 우울대학생의 FKD 반응 특성은

선을 많이 사용하며 비우울집단은 우울집단보다

전체요소에서 공간사용, 사실성, 선의 질에서

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집단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날씨요소에서는 해,

비우울집단보다 산만한 선을 많이 사용하는 것

비에서, 색상 요소에서는 분홍, 회색, 검정색에서

으로 나타난 Wadeson(1980)의 연구와 일치한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변인들이 비우울

선이 불분명한 것은 명확한 경계를 나누기 어려

집단과 우울집단을 변별할 수 있는 판별력은

워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감이

78.2%로 FKD가 대학생들의 우울을 설명할 수

없거나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고, 스케치를 하듯이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여러 개의 짧은 선이 반복되어 하나의 긴 선을

하였다.

형성했다면 내담자의 소심함이나 불안정성, 정확한

전체요소의 공간 사용에서 우울한 집단이

것에 대한 지나친 요구, 자신감의 결핍 등을

용지의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의외의 결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주리애(2000)의 견해를 뒷받침

여겨진다. Wadeson(1980)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한다.

겪고 있는 환자들의 그림은 우울증이 없는 사람

날씨요소에서는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보다

들의 그림보다 색채가 단조롭고, 여백이 더 많이

비를 많이 그리고 해를 적게 그리는 것으로 나타

남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공격적인 그림 등을

났다. Hammer(1958)와 Oster와 Gould(1987)는

보인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

PITR의 빗줄기의 양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으며, 우울이 있는 사람들이 공간사용이 적다는

심리적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불안정한 환경에서

(신민섭, 김수경, 김용희, 김주현, 김향수, 김진영,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상태를 도출해 낼 수

류명은, 박혜근, 서승연, 이순희, 이혜란, 전선영,

있다고 주장하며, 비라는 상황은 스트레스, 초조

한수정, 2002; 손현숙, 2008) 선행연구들과도 차

함의 정도 등 풍부한 변수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보였다.

비는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나타내기도 하고,

Manning(1987)의 연구에서는 피학대아동들이

불리한 자신의 상황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 결과

날씨 움직임을 많은 공간을 할애하여 과장되게

(김나현, 2007; 김희선, 2007; 정아람, 2006)와 유사

표현한 것은 자신이 처해지거나 경험한 환경에

하였다.

대한 표현이라고 한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아동에게 해의 표현은 고정 관념에 따라 표현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에너지가 적고 무력

되며 진단적 중요성이 거의 없다(Burus &

하여 식욕 감소와 능력의 저하를 나타내는 우울

Kaufman, 1972)라고 하지만 성인의 그림에서는

의 특징보다는 가면성 우울로 인하여 과잉 행동을

온정에 대한 욕구 혹은 주장을 나타낸다(김동연,

보이는 것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공마리아, 최외선, 2002)는 연구와 같이 우울집단

연구는 향후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대학생이 해를 적게 표현하는 것은 내면에 슬픔,

있을 것이다. 사실성에서는 우울집단이 날씨를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우울감(허정철, 1997)과

확인할 수 없게 표현하는 비율이 비우울집단보다

공격성, 과민한 기분(Connor, 2002)등의 특징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그림이 조화롭지 못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Stember(1977)의 연구에

거나 부적절한 것은 내면의 불안감, 위축감, 부적

서는 피학대아동들이 무거운 그림자와 어두운 해

절감을 시사 할 수 있다는 신민섭 등(2002)의

그리고 하늘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를 뒷받침하였다.

연구에서는 날씨요소의 정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선의 질은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보다 산만한

표현유무로만 분석하였으므로 대상자의 수준에

- 643 -

12

미술치료연구 제17권 제3호(통권 48호), 2010

따른 그림의 사실적인 표현을 파악하기가 어려

(오현숙, 2006)는 것처럼 분홍은 현재 상태는

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날씨요소의 표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우울하지만 그 가운데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에서도 안정을 찾고자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것이다.

색 정서를 나타내는 듯하다.

Manning(1987)이 개발한 FKD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FKD가 우울성

색상요소가 배제되었으나 색은 정서를 표현하

향을 지닌 대학생의 정서를 평가하고, 우울성

는데 또 다른 언어로 임상에서 내담자들은 색을

향을 지닌 대학생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유용한

통해 개인이 갖고 있는 무의식의 심리를 드러

미술치료 평가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고 또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소, 분

제시하였다. 그림은 언어보다 덜 경계적이며

출하기도 한다. 이처럼 색채는 표현한 사람의

더 자발적으로 내면을 표현하게 하고 다양한

정서를 반영하고(Cohen, Hammer, & Singer,

정보를 제공한다(신민섭 등, 2002; Silver, 2007)는

1988) 있어 본 연구에서는 FKD에 사용된 색칠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림투사검사가 많이 적용

정도, 색사용수, 10가지 색상의 사용유무에 따른

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FKD는

반응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울집단이

‘좋아하는 날을 그리게’ 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비우울집단보다 분홍색, 회색, 검정색을 많이

자연의 환경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피험자

사용하는 것을 나타났다.

에게 심리적 부담이 적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검정은 절망적 감정과 극심한 우울을 상징
하는 색으로(Birren, 1988),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어 투사검사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색에 매료되는데,

본 연구는 FKD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고,

이는 무의식에 잔존해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림에 대한 채점기준을 마련하여 비우울한 대학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검정과 회색을

생과 우울집단 대학생의 FKD의 그림 반응 특성을

사용하는 것은 우울한 정서 상태와 관련되는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FKD가

것으로서 그림에 사용된 색채가 정서와 관계가

우울수준을 진단하는 사정도구로서의 타당한

있음을 보고한 주리애(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

지에 대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보다 분홍색을 많이

그러나 FKD는 아직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리불안이

않은 시작단계에 있으며, 자료의 부족으로 충분히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분홍색을

논의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FKD가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노혜원,

객관화된 투사검사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2007)와 분홍색을 사용하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FKD에 대한 보다 객관화되고 타당한 채점기준을

상처를 받기 쉬운 타입(안태희, 2003) 이라는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

점과 분홍을 좋아하는 것은 병약함을 시인한다는

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정여주(2004)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첫 시도로 일반 대학

분홍은 행복감을 이미지화 하는 색(스에나가

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향후 연구

타미오, 2001)으로 풍부함, 충만함, 기쁨, 행복

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인으로 연령을 확대시켜

감을 나타내기도 하고(오현숙, 2000), 피카소의

성별,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그림에 표현된 분홍은 빈곤, 고난, 고역의 긴

것이다. 또한 초기 FKD가 아동학대 감별을 위한

터널을 벗어나 여명을 찾고자 하는 느낌을 준다

그림도구로 개발된 만큼 일반집단과 임상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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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반응특성을 비교 분석해 본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정여주(2004). 종교, 사회, 예술, 심리치료에서 본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색의 신비. 서울: 학지사.
정주희(2005). 우울성향 여대생의 Draw-a-Story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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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tudy on the Responsive Characteristic of the FKD by the
D epression Level of University S tudents

Jung, Jin-Sook
Kim, Gab-Sook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material to identify that the FKD(Favorite Kind of Day) test has validity
as a diagnosing tool for the depress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by analyzing comparatively and
specifically the depression level and FKD responsiv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subject
is 46 male university students and 107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D city. The research tool is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the favorite weather drawing test. The collected data materials are analyzed by
SPSS(ver.17.0 for Windows). The cross tabulation analysis is carried out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FKD
responsive characteristics by depression level, and the discriminant analysis ,nits valid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case in FKD responsive characteristic by depress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pace utilization, consistency of expression, quality of line in the whole element,
and in the sun, rain in the weather element, and in pink, grey, black in the color element. It means that
the depression group uses the space much as a whole, has a so, consistency in expression of weather and
background, and uses a breaking and loose line a lot. The group do not express the sun a lot, but express
rain a lot, and uses pink, grey, black color. Therefore, it can be possible to say that the FKD test has a
reliable validity as a drawing projection tool to diagnose the depress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FKD, Depression Test, BDI, Validity of F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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