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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PSCD)에 나타난
아동의 우울과 상징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

1)

정영인

한양대학교

본 연구는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이 부모-자녀 관계 속에서 아동의 우울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고, 우울한 아동의 인물상에서 보여지는 상징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초등학교 3개교 5학년 270명(남 145명, 여 125명)이었으며,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
(PSCD)과 아동우울검사(CDI)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일원변량분석으로 사후검정은 Scheffé-test를 하여 통계적
자료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PSCD 아버지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우울정도는 남․여학생 모두 얼굴
표정, 부정 상징, 필압 세기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그 외 남학생은 긍정 상징, 여학생은 신체 생략, 인물 크기
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PSCD 어머니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를 보면 부정 상징, 필압 세기에서
남․여학생 모두 차이가 있었고, 그 외 남학생은 신체 생략, 여학생은 얼굴 표정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PSCD 자기상 반응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에서는 부정 상징에서만 남․여학생 모두 차이를 보였고, 남학생은 얼굴
표정에서 여학생은 신체 생략과 필압 세기에서 우울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우울한 아동(실험집단)의
PSCD 아버지상, 어머니상, 자기상의 상징은 대부분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 반면, 우울
하지 않은 아동(비교집단)의 PSCD 상징들은 긍정적인 상호교류의 표현들이 나타났다.
주요어 : 동그라미중심 부모-자녀그림(PSCD), 우울, 상징,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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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녀그림(Parents-Self-Centered-Drawings:
PSCD)을 진단 도구로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아동의 우울 측정은 질문지를 이용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검사가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Seligman(1975)과 Evans(1985)는 우울증이 현대

질문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사그림검사의 일

사회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심리적 장애라 하

종인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의 반응특성을

였고, 이는 감기와 같은 흔한 일반적인 정신장애

살펴보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보여지는 상징이

라고 설명하였다. 1980년 이전에는 아동에게 우울

우울정도에 따라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장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일반적

연구하고자 한다.

이었으나, DSM-Ⅲ(미국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

Brown(1976)에 의하면 질문지에 의한 검사는

요람)에서 유아기 정신질환의 분류에 공식적

우울 상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

병명으로 아동기 우울증을 기술하면서부터 아동

지만, 언어에 의한 방법이므로 언어의 의식화

들에게도 우울의 증후군이 실제한다는 입장에

과정에서 이성의 검열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치를 보였다.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기는 방향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초등

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며

학생 4명 중 1명은 정서문제 즉, 우울증이나

(Paulhus, 1981: 김동연, 정현희, 2002 재인용:9),

강박증,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의 심층까지 파악하지 못할 우려의 소지가

우울은 더 이상 성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있다는 것이다(정현희, 1994; 김동연, 정현희,

아동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 재인용:9). 그러나 비언어적 기법에 의한

(모규엽, 2006).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그림은 방어가 적고 아동이 의식하지 못했던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시기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을 비교적 쉽게 표현할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되며, 성인이 된 후 정서

수 있다. 그렇기에 PSCD는 부모-자녀의 관계를

장애와도 높은 상관을 나타내므로 아동이 경험

통하여 아동의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그 상징을

하는 우울은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중요하다

해석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은 미술

(손남숙, 2004; 정은형, 2008).
아동의 우울 위험 변인 중 가장 자주 연구

심리치료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진단하는 도구 중

되어지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이다(Field, Diego

하나로 정현희(1994, 1997, 1998)의 연구를 시작

& Sanders, 2001).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많은

으로 박미영(2003), 김지연(2006), 전원숙(2007),

연구들에서 아동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영인(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와의 관계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의

만을 연구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본

양육방식과 개인적 특성, 부모-자녀 관계 등 여러

연구는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아동의 우울에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되므로,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근거 하에 동그라미 중심

자녀의 우울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모-자녀 그림을 통해 아버지상․어머니상․자기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상에 나타난 우울 정도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에서는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가 개선된다면

상징은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아동의 우울 완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하였다.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그라미 중심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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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재현”이라고 주장하고, 예술의 현실 재현의
기능과 표현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술
치료에서 그림에 표현되어진 상징들은, 내담자의

연구 대상 및 절차

내면세계와 현실을 인지하는 하나의 직접, 간접적
접근의 방법이 된다. 이처럼 그림은 상징적으로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 강남, 서부, 성북 교육청

현실을 재현하는 매개체로, 개인적인 단순한

관내 3개교 초등학교 5학년 11학급으로, 학년

대상의 상징표현에서부터 의식이전 또는 무의식

격차에서 오는 그림의 형식적․내용적 차이와

속에 펼쳐진 세계의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

질문지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대상을 5학년으로

되어지고 있다(최규진, 2005 재인용:1-19). 때문에

한정시켰다.

동그라미 부모-자녀 그림 속에 나타난 우울한

본 검사는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23일에

아동들의 상징의 의미는 우울성향을 조금 더

걸쳐 실시되었고,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PSCD) 검사와 아동 우울 검사(CDI), 연구대상

것이라고 사료된다.

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PSCD의 그림내용에 대한

현 시점에서는 아동의 우울 완화를 위한 부모-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검사실시는 수업시간을

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투사그림 검사

통하여 집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

들어가 실시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소요

동의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의 우울을 진단하는

시간은 한 학급당 평균 40∼50분 정도가 걸렸다.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우울한 아동들과

질문지는 전체 312부를 배부하여 그 중 307부가

우울하지 않은 아동들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부․모 중

으로 나눠 아버지상․어머니상․자기상에 대한

한 사람이 없거나, 질문지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상징을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것을 제외한 270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남자 145명(53.7%), 여자 125명(46.3%)
으로 남자 비율이 약간 높았는데 이는 현재 우리

연구 문제

나라 초등학교 5학년 성비율이 남자가 많음을
위에서 진술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영하고 있다.
또한 우울한 아동(실험집단)과 우울하지 않은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PSCD 아버지상의 반응특성에 따라
남․여학생의 우울은 차이가 있는가?

아동(비교집단)의 PSCD 상징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전체 연구대상에서 다시 두 집단의 연구
대상으로 나누었다. 우선 우울한 아동은 아동우울

둘째, PSCD 어머니상의 반응특성에 따라 남․
여학생의 우울은 차이가 있는가?

검사 평가기준에 따라 가벼운 우울 상태에서 매우
심각한 우울 상태에 놓인 51명(18.9%)을 연구대상

셋째, PSCD 자기상의 반응특성에 따라 남․

으로 삼았다. 또한 우울하지 않은 아동은 외국의
아동우울검사 평균 점수보다 우울 점수가 낮은

여학생의 우울은 차이가 있는가?

59명(21.9%)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우울한 아동과 우울하지 않은 아동의

전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PSCD 아버지상․어머니상․자기상 상징은 각각

같이 형제․자매 수는 대부분 2명(64.1%)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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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 인

구

분

N

백분율

변 인

형제
자매 수

1명
2명
3명
4명
기타

54
173
31
7
5

20.0
64.1
11.5
2.6
1.9

가정
분위기
만족도

아버지
학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잘 모름

3
8
49
165
45

1.1
3.0
18.1
61.1
16.7

아버지
직업

사업
회사원
공무원
농수산업
없음
기타

73
111
27
1
5
53

27.0
41.1
10.0
0.4
1.8
19.6

구

분

N

백분율

아주 만족
만족
보통
조금 불만
아주 불만

91
102
63
10
4

33.7
37.8
23.3
3.7
1.5

어머니
학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잘 모름

0
10
53
155
52

0
3.7
19.6
57.4
19.3

어머니
직업

사업
회사원
공무원
농수산업
없음
기타

42
53
19
1
79
76

15.6
19.6
7.0
0.4
29.3
28.2

분위기 만족도는 만족(37.8%), 아주 만족(33.7%),

상징 중심탐색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타인에

보통(23.3%)순으로 나왔다.

의해 창조된 신호체계와는 대조적으로 본인 스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이상 졸업자
(아버지=61.1%, 어머니=57.4%)가 가장 많았는데,

로가 창조하는 것이므로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부모님의 학력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도 아버지

PSCD검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

=16.7%, 어머니=19.3%로 비교적 높은 수치가

되었다. 먼저 직경 20cm의 동그라미가 그려진

나왔다. 또한 아버지 직업은 회사원(41.1%), 사업

A4용지를 배부한 후「원의 중심에 부모와 자신을

(27.0%)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없음

그리십시오. 막대기나 만화 같은 그림이 아닌

(29.3%), 기타(28.2%) 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신상을 그려주십시오.」라고 지시하였다. 시간
제한은 두지 않았으며 질문이 제기될 때 “완전히
자유입니다”라고 대답하여 그림에 대한 암시를

연구 도구

주지 않았다. 질문에 대한 언어 및 비언어적인
1.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Parent Self - Centered - Drawing : PSCD)

암시가 그림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 효과
적인 진단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였다.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그림은 Burns(1990)에

평가기준은 정현희(1994)의 9개 평가영역 중

의해 창안․개발된 투사 그림 검사의 한 종류로

우울과 관련된 평가영역을 줄여 구성하였고, 본

내재되어 있는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를 보고, 그

연구자가 우울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여 6개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방법

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세부항목은 표 2와

이다. 김동연과 정현희(2002)에 의한면 PSCD는

같다.

부모와 자기 자신의 주위에 그려진 상징 안에서

신체 생략은 생략된 부분에 대한 갈등, 불안을

몇 개의 상징을 뽑아내어 그것들로부터 연상된

의미하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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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SCD의 평가 기준
영

역

신체 생략

얼굴
긍정
부정
인물
필압

표정
상징
상징
크기
세기

구

분

아버지상

어머니상

자기상

개수(*참고)
* 눈, 코, 입, 몸, 팔, 다리, 손, 발 중
생략된 개수
어두운/무표정/우호적
개수
개수
작음/적당/큼
연함/적당/진함

것으로 생략된 부분의 개수로 채점한 후 ‘없음
/1~2개/3개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필압 세기는 강도에 따라 공격적이고 활동
적인 사람이거나 우울하고 소극적이라는 이론적

얼굴 표정은 직접적인 정서 반응을 나타내는

근거에 의하여, ‘연함/적당/진함’으로 분류하였다.

지표로, 울고 있거나 화를 내고 있는 경우는

PSCD의 평가기준에 따른 각 항목별 채점의

‘어두운 표정’으로, 표정이 없을 경우 ‘무표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와 미술치료를

웃거나 미소를 띠고 있을 경우는 ‘우호적’으로

전공한 대학원생 1명이 함께 수행하였다. 전체

채점하였다.

그림 중 50명의 그림을 표집하여 2명의 채점자가

상징은 주관적인 감정을 잘 나타내는 지표로,
긍정 상징과 부정 상징은 개수로 채점한 후 ‘없음

각각 채점한 결과를 상관계수로 산출한 결과
채점자간의 일치도는 r=.875로 나타났다.

/1개/2～3개’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상징에 대한
해석은 같은 상징물이더라도 아동 개별 심리에

2. 아동 우울 검사(Children's Depression

따라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나뉠 수 있는데,

Inventory : CDI)

이러한 판단 기준은 검사 시 아이들이 직접

본 연구에서는 Kovacs(1981)와 Beck(1977)이

작성한 상징에 대한 질문지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아동기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들을

인물 크기에서 인물상을 극히 작게 그리는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형 척도로 Beck

것은 소심, 우울 혹은 극단적인 정서, 불안정을

(1967)의 성인용 우울 척도(Beck‘s Depression

나타내는 지표로, 인물상이 동그라미안의 1/2

Inventory, BDI)를 아동의 연령에 맞게 Kovacs

이하로 그려진 경우 ‘작음’, 1/3미만으로 그려진

(1981)가 제작하고 조수철, 이영식(1990)이 번안

경우 ‘적당’, 2/3이상으로 그려진 경우 ‘큼’으로

하여 사용한 아동 우울 검사(CDI)를 사용하였다.

분류하였다.
표 3. 우울검사 하위영역과 신뢰도
하위영역
우울정서
행동문제
흥미상실
자기비하
신체증상

내

용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5
7
7
4
4

1, 8, 10, 20, 24
3, 9, 11, 13, 15, 26, 27
2, 4, 12, 21, 22, 23, 25
5, 6, 7, 14
16, 17, 18, 19

.74
.70
.89
.61
.65

우울한 기분, 외로움
공격적 행동, 대인관계 장애
일상에서의 흥미나 즐거움 상실
무가치감이나 부정적인 자아상
불면, 식욕감퇴, 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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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I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3개의 서술문을

Scheffé-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0점, 1점, 2점으로 우울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표 4에 의하면 얼굴 표정, 부정 상징, 필압기

채점하여 총점은 54점이며 부정적으로 진술된

에서 남․여학생 모두 아버지상 우울정도의

문항(2, 5, 7, 8, 10, 11, 13, 15, 16, 18, 21, 24,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 긍정 상징에서는 남학

25)은 역채점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생만, 신체 생략과 인물 크기는 여학생의 경우

정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에만 차이가 나타났다.

총점에 따라 19~21점은 가벼운 우울상태, 22~

아버지상의 신체 생략에 따른 여학생의 우울

25점은 중간 우울상태, 26~28점은 상당한 우울

정도는 p<.01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F=7.322).

상태, 29점 이상은 매우 심각한 우울상태라고

사후검정 결과 신체 생략이 없거나(M=11.52) 1~

평가할 수 있다(조수철, 이영식 1990). 본 연구

2개 생략된 집단(M=12.78)과 3개 이상의 생략을

에서의 사용한 척도는 다섯 가지 하위 범주(우울

보인 집단(M=19.06) 간 차이가 있었다. 즉 신체

정서, 행동문제, 흥미상실, 자기비하, 신체증상)와

생략을 3개 이상 보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보다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표정에 따른 남학생의 우울
정도는 p<.01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F=5.055).

자료 분석

사후검정 결과 어두운 표정을 그린 집단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ver 17.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통계적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M=14.69)과 우호적인 표정을 그린 집단(M=10.64)
간에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우울정도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으며(F=3.414), 사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채점자간 일치도는

검정 결과 남학생의 경우처럼 어두운 표정을

상관분석을 하였고, 우울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그린 집단(M=17.50)과 우호적인 표정을 그린

위해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를 산출

집단(M=12.08)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남․여

하였다.

학생 모두 아버지상의 얼굴 표정을 우호적으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 반응 특성에 따른 남․여학생의 우울 차이를

그린 집단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린 집단보다
우울정도가 낮았다.
긍정 상징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경우에만 우울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정도가 p<.001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F=9.993).

검정으로 Scheffé-test를 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긍정 상징을 1개 그린 집단

(M=7.88)과 2~3개 그린 집단(M=14.20) 간에

Ⅲ. 연구 결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긍정 상징을 1개 그린
집단이 2~3개 그린 집단보다 우울 정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PSCD 아버지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아버지상의 부정 상징에 있어서 우울정도는

남․여학생의 우울 분석

남학생은 p<.01, 여학생은 p<.05수준에서 유의한
아버지상의 반응특성에 따라 남․여학생의

차이를 보였다(남 F=5.562, 여 F=4.052). 사후검정

우울 정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결과 남학생은 집단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부정 상징이 없는 집단(M=10.45)이 부정 상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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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SCD 아버지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영 역

구 분

남 학 생
N

M

SD

신체 생략

없음
1~2개
3개 이상

65
69
11

10.62
12.75
12.18

5.53
6.35
7.74

26
27
92

a

얼굴 표정

어두운
무표정
우호적

14.69
12.70
b
10.64

긍정 상징

없음
1개
2～3개

106
34
5

부정 상징

없음
1개
2～3개

인물 크기

필압 세기

여 학 생

F(t)

N

M
a

SD

F(t)

2.079

62
46
17

11.52
a
12.78
b
19.06

7.25
6.83
8.09

7.322**

6.41
5.81
5.92

a

5.055**

14
22
89

17.50
13.91
b
12.08

9.30
6.06
7.42

3.414*

12.88
a
7.88
b
14.20

5.90
5.41
6.42

9.993***

61
54
10

13.82
11.91
14.00

7.63
7.07
9.76

1.006

89
46
10

10.45
13.67
14.50

5.38
6.61
7.81

5.562**

89
29
7

12.46a
12.83a
b
20.71

6.75
8.62
9.84

4.052*

작음
적당
큼

100
36
9

11.96
11.08
12.11

6.00
6.97
4.68

.282

68
45
12

14.81
10.04
13.92

7.97
6.60
5.45

5.875**

연함
적당
진함

37
71
37

11.49
10.38a
14.65b

a

7.28
5.09
5.97

6.329**

35
66
24

15.69
11.85
12.29

7.16
7.87
6.58

3.174*

*p<.05, **p<.01, ***p<.001
a, b : Scheffé-test 결과임. 서로 다른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

1개 그려진 집단(M=13.67)과 2~3개 그려진 집단

p<.01수준에서(F=6.329), 여학생의 우울정도는

(M=14.50)보다 우울 평균 점수가 낮아, 우울

p<.05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사후검정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의

결과 필압이 연하거나(M=11.49) 적당하게 그려진

경우는 사후검정 결과 부정 상징을 2~3개 그려진

집단(M=10.38)과 진하게 그려진 집단(M=14.65)

집단(M=20.71)이 부정 상징이 없거나(M=12.46)

간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필압이 진하게 그려진

1개 그려진 집단(M=12.83) 간 차이가 차이를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정도가 높다는

보이며, 부정 상징이 2~3개 그려진 집단이 우울

것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의 사후검정 결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필압

인물의 크기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경우에서만

세기가 적당한 집단(M=11.85)이 연한 집단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5.875),

(M=15.69)과 진한 집단(M=12.29)보다 우울 평균

사후검정 결과는 집단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점수가 낮아, 우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크기가 적당하게 그려진 집단(M=10.04)이
작게 그린 집단(M=14.81)과 크게 그린 집단
(M=13.92)보다 우울 평균점수가 낮아, 우울 정

PSCD 어머니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남․
여학생의 우울 분석

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압 세기에 있어서 남학생의 우울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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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PSCD 어머니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남

학

생

영 역

구 분

N

M

SD

신체 생략

없음
1~2개
3개 이상

61
67
17

10.25
12.90
12.65

4.99
6.56
7.45

얼굴 표정

어두운
무표정
우호적

13
28
104

15.69
11.46
11.34

긍정 상징

없음
1개
2～3개

63
72
10

12.25
11.65
9.30

부정 상징

없음
1개
2～3개

106
36
3

11.06
13.19
19.00b

인물 크기

작음
적당
큼

101
38
6

필압 세기

연함
적당
진함

38
73
34

여

학

생

F(t)

N

M

SD

F(t)

3.261*

53
54
18

10.43
13.15
20.17

5.33
7.70
8.47

13.309

7.78
5.58
5.97

3.012

6
20
99

23.17a
b
14.85
b
12.02

10.21
7.34
6.99

7.548**

5.52
6.60
6.63

1.012

34
59
32

14.59
12.86
11.59

8.41
7.18
7.29

1.314

5.94
5.99
10.39

a

3.894*

100
17
8

11.36
b
18.47
22.00b

6.50
7.19
9.90

15.281***

11.95
11.45
10.33

5.99
6.90
4.23

.256

70
47
8

14.01
11.70
11.88

7.60
7.74
5.57

1.415

11.11
10.95
14.03

6.19
6.18
5.66

3.139*

40
61
24

16.25a
11.16b
12.29

7.76
7.23
6.58

6.029**

a

*p<.05, **p<.01, ***p<.001
a, b : Scheffé-test 결과임. 서로 다른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

우울 정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23.27)과 무표정(M=14.85)․우호적으로 그린 집단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M=12.02) 간 차이를 보였다.
즉, 얼굴표정을 어둡게 그린 집단이 그렇지

Scheffé-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부정 상징과 필압 세기에서
남․여학생 모두 우울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않은 집단보다 우울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어머니상의 부정 상징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그 외 신체 생략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얼굴 표정

우울 정도는 p<.05 수준에서(F=3.894), 여학생의

에서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차이를 나타냈다.
신체 생략에 있어서 남학생의 우울정도는

우울 정도는 p<.001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F=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지만(F=3.261), 사후

15.281). 사후검정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부정

검정 결과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상징이 없는 집단(M=11.06)과 2~3개 그려진 집단

러나 신체 생략이 없는 집단(M=10.25)이 신체

(M=19.00)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부정 상징을

생략이 1~2개 있는 집단(M=12.90)과 3개 이상

그리지 않은 집단이 2~3개 그려진 집단보다 우울

있는 집단(M=12.65)보다 우울 평균 점수가 낮아,

정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울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학생의 사후검정 결과는 부정 상징이

얼굴 표정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우울

없는 집단(M=11.36)과 1개(M=18.47), 2~3개 그려준

정도가 p<.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F=7.548).

집단(M=22.00) 간 차이를 보여, 부정 상징이 없는

사후검정 결과 얼굴표정이 어두운 집단 (M=

집단이 우울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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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압 세기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우울 정도는

9

집단보다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139),
사후검정 결과는 집단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PSCD 자기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남․

필압이 적당한 집단(M=10.95)이 연한 집단(M=

여학생의 우울 분석

11.11)과 진한 집단(M=14.03)보다 우울 평균
점수가 낮아, 우울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자기상의 반응특성에 따라 남․여학생의 우울

있었다. 여학생의 우울 정도는 p<.01 수준에서

정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차이를 보였다(F=6.029). 사후검정 결과 필압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연한 집단(M=16.25)과 적당한 집단(M=11.16) 간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차이를 보여, 필압 세기가 연한 집단이 적당한
표 6. PSCD 자기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남

학

생

여

학

생

영 역

구 분

N

M

SD

F(t)

N

M

SD

F(t)

신체 생략

없음
1~2개
3개 이상

75
56
14

10.40
12.86
14.57

5.39
6.14
8.40

4.375

65
43
17

11.35
14.07
16.65b

6.82
7.77
8.50

4.132*

얼굴 표정

어두운
무표정
우호적

23
21
101

14.87a
10.81b
11.24

6.09
6.52
5.94

3.680*

7
26
92

20.14
13.54
12.32

12.08
6.06
7.35

3.708

긍정 상징

없음
1개
2～3개

69
64
12

12.41
11.38
10.00

6.53
5.83
5.54

.995

42
65
18

13.81
13.68
8.72

8.70
7.19
4.31

3.505

103
32
10

a

10.88
12.38a
18.70b

5.60
7.09
3.74

8.327***

108
14
3

a

부정 상징

없음
1개
2～3개

12.47
13.93a
28.00b

6.95
9.52
5.29

6.835**

인물 크기

작음
적당
큼

125
16
4

11.98
10.88
8.00

6.28
5.45
4.24

.994

89
33
3

12.97
13.48
9.00

7.25
8.73
.00

.482

37
73
35

11.30
11.12
13.54

6.13
6.23
5.84

1.990

38
63
24

a

필압 세기

연함
적당
진함

16.55
b
11.14
12.29b

7.79
7.15
6.58

6.748**

a

*p<.05, **p<.01, ***p<.001
a, b : Scheffé-test 결과임. 서로 다른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

표 6에 의하면 자기상의 부정 상징에서 남․

사후검정 결과 신체 생략이 없는 집단 (M=

여학생 모두 자기상의 우울정도가 차이가 나타

11.35)과 3개 이상의 신체 생략이 나타난 집단

났다. 그 외 얼굴 표정과 운필의 길이에서는

(M=16.65) 간 차이를 보였다. 즉, 신체 생략이

남학생만, 신체 생략과 필압 세기에서는 여학생의

없는 집단이 3개 이상 신체 생략 표현이 있는

경우에만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보다 우울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자기상 신체 생략에 따라서 우울

얼굴 표정에 있어서 남학생의 우울 정도는

정도는 p<.05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F=4.132).

p<.05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고(F=3.680),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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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결과 어두운 표정을 그린 집단(M=14.87)과

상징은 PSCD의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한 지표가

무표정인 집단(M=10.81) 간 차이가 있다는 것 을

될 뿐만 아니라 우울을 측정하는데도 새로운

알 수 있었다. 이는 얼굴 표정이 무표정인 집단이

진단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

어두운 표정을 그린 집단보다 우울 정도가 낮

다면 우울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과의 아버

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상․어머니상․자기상의

부정 상징에 있어서 남학생의 우울 정도는

상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아야 할 것이다.

p<.0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고(F=8.327), 여학

본 연구의 CDI 채점 결과 전체 평균은 12.33점

생의 부정 상징에서 우울정도는 p<.01수준에서

이고, 남학생은 11.75점, 여학생은 13.01점으로 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835). 사후검정 결과

학생의 우울 정도가 높게 나왔다. 본 연구문제를

남․여학생 모두 부정 상징이 없거나(남 M=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대상 중 CDI 평균

10.88, 여 M=12.47) 1개 그려진 집단(남 M=12.38,

점수에 따라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우울한

여 M=13.93)과 2~3개의 부정 상징을 그린 집단

아동(실험집단)은 가벼운 우울상태에 놓인 19점

(남 M=18.70, 여 M=28.00)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상부터 매우 심각한 우울상태에 놓인 51명을

이는 부정 상징이 2~3개 그려진 집단이 다른

선정하였고, 우울하지 않은 아동(비교집단)은

집단들 보다 우울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의 CDI 평균점수가 8~10점인 것을 감안하여

필압 세기에 있어서 여학생의 우울 정도는

7점 이하의 59명의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748).

PSCD의 인물상 주위의 상징 표현은 한 개의

사후검정 결과 필압이 연한 집단(M=16.55)과

인물상에 1개 이상의 상징을 그려준 경우 모두

필압이 적당하거나(M=11.14) 진한 집단(M=12.29)

포함시켰으며,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표현된 1~5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필압이 연한 집단이

순위까지만 표기하였다.

적당하거나 진한 집단보다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먼저 우울한 아동들(실험집단)에게 가장 많이
부각된 아버지의 모습은 컴퓨터를 하고 일을
하는 가족부양자로서의 아버지이다. 담배를 피
우고 술을 마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상당히 많이

우울한 아동의 PSCD 인물상 상징 비교

나타났다. 또한 매를 표현하거나 때리는 동작을
앞의 연구 결과에서 PSCD 인물상의 긍정

나타낸 아버지의 표현도 많았다. 이러한 아버지의

상징과 부정 상징은 우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모습에 대해 아동들은 우호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부정 상징은

지각하게 될 것이고 가까이 가기가 꺼려지기

아버지상․어머니상․자기상 모든 인물상의 표현

때문에 아동과의 좋은 유대관계의 기회를 상실

에서 우울과의 반응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하게 된다.

표 6. 우울한 아동(실험집단)의 PSCD 상징
순 위

아버지상(N)

어머니상(N)

자기상(N)

1
2
3
4
5

컴퓨터(14)
일(12)
담배(9)
매, 때리는 동작(7)
술(6)

요리도구(15)
일(11)
음식(10)
매, 때리는 동작(8)
TV(6)

책(13)
게임기(9)
맞는 동작(6)
학교(5)
T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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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러나 어머니의 상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각자가 개별적으로 TV를 시청하는 모습이 나타나

것은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표현한 보살펴 주는

가족의 단란함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상징물이다. 하지만 일을 하거나 매로 때리는

이상 우울한 아동들의 전체적인 상징을 살펴

동작, TV를 보는 모습 등 가정적인 부분과는

보면, 긍정적인 상징보다는 부정적인 상징 표현이

멀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많았다. 또한 가족과 함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자기상의 표현에서는 책이 가장 많이 표현되었

상징물 보다는 개인이 홀로 할 수 있는 상징

지만 그 뒤를 이어 게임기가 차지하고 있었다.

표현이 많았다. 가족이 함께 하는 유일한 상호

또한 부모의 때리는 동작에 이어 맞는 동작을

작용은 매로 때리거나 맞는 부정적인 표현이었

표현한 아동의 모습이 3위에 올랐다. 그 밖에

는데 이는 매로 엄하게 훈육하는 부모-자녀관계

학교, TV 등의 순으로 자기의 상징을 표현하였다.

속에서는 아동의 우울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음을

TV도 어머니와 자기상에서 나란히 5위를 차지

시사해 주고 있다.

하였는데 가족이 함께 보고 있기보다는 가족
표 8. 우울하지 않은 아동(비교집단)의 PSCD 상징
순위

아버지상(N)

어머니상(N)

자기상(N)

1
2
3
4
5

사랑․하트(11)
일(10)
운동(9)
음식(7)
컴퓨터(6)

요리도구(18)
음식(12)
사랑․하트(10)
책(8)
웃음(5)

책(20)
운동(9)
사랑․하트(7)
웃음(4)
악기(4)

우울하지 않은 아동(비교집단)과 우울한 아동
(실험집단)의 상징표현은 아버지상에서 특히 많은

순위에 올랐던 일과 TV대신 사랑․하트, 책과
웃음의 상징이 나타났다.

차이를 보였다. 비교집단의 아버지상에서 제일

또한 자기상에서는 책, 운동, 사랑․하트, 웃음,

많이 표현된 상징은 사랑․하트로 아버지의

악기 순으로 책은 우울한 아동 집단과 마찬가

사랑을 표현하였다. 그 뒤를 이어 우울한 아동

지로 1순위에 올랐으나 그 다음 순위로는 게임기

들과 동일하게 일이 2순위를 차지하였고, 운동,

대신 운동과 악기 등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에

음식의 표현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특히 음식의

큰 차이점이 있었다.

표현은 어머니의 대표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우울하지 않은 아동은 전체적으로 모든 인물

이는 아버지도 가정에서 어머니와 동일하게 자녀

상에서 긍정적인 상징 표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들을 보살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다음

있었다. 특히 아버지상, 어머니상, 자기상에서

으로는 우울한 아동집단에서도 볼 수 있었던

공통적으로 나온 사랑․하트의 표현은 우울한

컴퓨터가 5순위에 올랐다.

아동에게서는 한 건도 표현되지 않았던 상징물

어머니상에서는 요리도구, 음식, 사랑․하트,
책, 웃음 등으로 가정에서 보살펴주는 어머니의

이었으며, 이들 부모-자녀의 긍정적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상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상징들이 표현
되었다. 특히 우울한 아동의 아머니상에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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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우울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부정 상징이
없고, 필압 세기가 적당할수록 우울정도가 낮은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투사그림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남학생의 경우는 신체

사인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PSCD)의

생략, 여학생의 경우는 얼굴 표정에서도 우울

반응특성에 따른 우울정도를 파악하고, 우울한

정도가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상의

아동과 우울하지 않은 아동들의 아버지상․어머

신체 생략이 많을수록, 얼굴표정이 어둡게 표현

니상․자기상의 상징에는 어떠한 것들이 나타

되었을 경우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났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있었다.

또한 PSCD가 부모자녀관계 속에서 아동의 우울을

셋째, 자기상 반응특성에 따른 우울정도를 살펴

진단하는 투사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지 그 타당

보면 남학생의 경우 얼굴 표정, 부정 상징 2영역

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에서 우울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기상의

PSCD의 아버지상, 어머니상, 자기상에 나타난

얼굴 표정이 어둡거나, 부정 상징이 2～3개인

우울과 관련 있는 6개 평가영역 -신체 생략, 얼굴

경우 우울정도가 높았다. 여학생도 남학생의 경우

표정, 긍정 상징, 부정 상징, 인물 크기, 필압

처럼 자기상의 부정 상징이 2～3개인 경우 우울

세기- 을 중심으로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

정도가 높았고, 그 밖에 신체 생략과 필압 세기

였다.

에서도 우울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270명이었으며,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검사와 아동 우울

신체 생략이 3개 이상이거나 필압이 연하면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CDI)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일원변량

넷째, 우울한 아동(실험집단)의 PSCD 아버지

분석을 하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test를 하였다.

상의 상징은 컴퓨터, 일, 담배, 매, 술의 모습으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가부장적인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났고,

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상의 상징은 요리도구, 일, 음식, 매, TV의

첫째,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에서 아버

가정적인 반면 엄격한 어머니의 모습을 나타냈다.

지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우울정도는 남․여학생

자기상의 상징은 책, 게임기, 맞는 동작, 학교,

모두 얼굴 표정, 부정 상징, 필압 세기에 따라

TV 순으로 학생의 신분 표현과 불안정인 모습을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상의 얼굴 표정을 우호

보여주었다. 반면, 우울하지 않은 아동(비교집

적이고, 부정 상징은 없을수록, 필압 세기는 적당

단)의 PSCD 아버지상의 상징은 사랑․하트, 일,

하게 그린 남․여학생들이 우울정도가 낮은 것

운동, 음식, 컴퓨터 순으로 나타나, 가장의 모습과

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남학생의 경우는 긍정

가정적인 아버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상징, 여학생의 경우는 신체 생략, 인물 크기에

어머니 상징은 요리도구, 음식, 사랑․하트, 책,

서도 우울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웃음 순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어머니상을 보여

아버지상의 긍정 상징을 1개 그리고, 신체 생략은

주고 있었다. 또한 자기상의 상징은 책, 운동,

없거나 1~2개 정도, 인물의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사랑․하트, 웃음, 악기 순으로 나타나 우울한

그렸을 경우 우울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게임과 TV, 맞는 행동이

있었다.

사라지는 대신 운동과 악기로 건강한 여가활동을

둘째, 어머니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우울정도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면 남․여학생 모두 부정 상징, 필압 세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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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모두에서 우울과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하게 내재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이는

특히 부정 상징은 부․모․자기상 모두에서

우울 정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본 연구

우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에서 부정 상징은 모든 인물상의 남․여학생에서

밖의 필압 세기에서도 남학생의 자기상의 경우만

우울과 연관이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서 우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 크기는 보통 임상적 의미로 큰 경우는
내적 통제의 부족이나 미성숙함의 지표가 된다.

신체 생략은 에너지가 적고 움츠려드는 경향의

또한 작게 그린 아동은 소심, 우울(염세적), 혹은

사람, 불안,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나

극단적인 정서불안인 경우가 많은데 연구 결과

는데, 본 연구에서도 신체 생략이 많을수록 우울

아버지상을 작게 그린 여학생이 우울 정도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생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SCD의 아버지상의

없을수록 부모 친밀도가 높다는 김지연(2006)

크게 그린 아동들이 아버지가 가정에서 우월

연구 결과와 같이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하고 지배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정현희

우울 정도도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97)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얼굴 표정은 외부 현실세계와의 접촉을 상징

필압 세기는 과도한 압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고 직접적인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데, 본

충동이 밖으로 향하는 공격적이고 활동적인 사람

연구 결과에서도 어두운 얼굴 표정은 우울 정도가

이고, 필압이 약한 사람은 안으로 향하는 우울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물상의 표정을

하고 소극적인 사람인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밝게 그린 경우 부모친밀도가 높게 나타난 김지연

남학생의 자기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물상에서

(2006), 전원숙(2007)의 연구와, 웃으며 행복해

필압이 약한 경우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하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표현한 경우 어머니에

나타났다. 이는 여고생의 필압 세기가 신경증의

대한 지각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정현희

하위영역인 우울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1994)의 연구, 어두운 표정일 경우 부모 애착

않는다는 김갑숙, 전영숙(2004)의 연구와 차이를

관계가 낮다는 정영인(2009) 연구와 일치를 보

보였다.

였다. 즉, 부모와의 친밀도, 애착관계를 통하여

또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눠 비교한

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인물상의 상징 표현에서는 우울한 아동들에게는

수 있었다.

상호교류가 거의 없는 부정적인 상징 표현이

그림에서 상징은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고,

다수를 차지하였고, 우울하지 않은 아동들에게는

의식의 여러 수준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상호교류 할 수 있는 긍정적 상징 표현이 대부분

있으며 자신의 내면에 근접하여 개인의 심층을

이었다. 이에 PSCD 인물상의 상징 표현은 아동의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게 하는데, PSCD는

우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이러한 상징중심탐색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PSCD의 아버지상에

연구에서는 어머니상윬러한 상에서 긍정 상징이

대한 상징 표현으로 돈, 담배, 술 순의 정현희

많을수록, 또한 아버지상과 어머니상윬러한 상의

(1997)의 아버지 모습 연구와 본 연구의 우울한

부정 상징이 적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는

아동의 상징표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김지연(2006), 정영인

이러한 연구결과는 PSCD가 미술치료를 포함한

(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주위의 상징이

심리․상담분야와 더 나아가 학교교육현장에서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일 때 부모자녀관계가 건강

부모-자녀관계 속에서 우울을 파악하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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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의 동적가족화와 동그라미 중심 가족
화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그러나 PSCD는 다른 투사그림검사들에 비해

학위논문.

국내외 연구 자료와 참고문헌이 미비해 본 연구는
깊이 있는 연구로서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현재

손남숙(2004).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아동의 우울

PSCD는 연령, 발달수준, 성별, 장애 등에 따른

성향 감소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3, 4

채점기준이 없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10여 편의

학년 아동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SCD 연구 모두 정현희(1994)의 채점기준을
따르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전원숙(2007). 초등학생의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PSCD) 반응특성과 부모-자녀 친밀도

앞으로는 다양한 연구대상의 특성에 맞는 PSCD의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채점기준이 보완․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PSCD의 특성상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측정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왔지만,

논문.
정영인(2009). 초등학생의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PSCD) 반응특성과 부모-자녀 애착에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자녀와의 관계 속
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정신병리 관점에서의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3(2), 219-240.
정은형(2008). 보육시설 아동의 우울에 따른 Draw-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Story 검사의 그림 반응특성. 동국대학교

본 연구는 서울의 초등학교 5학년 270명만을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정현희(1994). 동그라미 중심 부모 자녀 묘화법을

있고,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상연령과 수를 확대

통합 부모-자녀 친밀도 측정 타당화 연구.

시킬 필요가 있으며, 개별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미술치료연구, 1(1), 39-46.
정현희(1997).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묘화에 나

보다 질적인 연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타난 아버지의 모습. 미술치료연구, 4(1),
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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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Case on Children’s Responses reflecting on their
depression and symbolism to Parent-Self-Centered-Drawing(PSCD)
- Sampling from 5

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

Chung, Young-In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case is to develop if Parent-Self-Centered-Drawing (PSCD) could be a good
measurement of children’s depression. The main focus of the study is to evaluate any shown symbolic
characteristics in depressed children. The study case was experimented using Parent-Self-Centered-Drawing
(PSCD) and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among 270 5th graders (145 males, 125 females) in 3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ose data was analyzed with one-way ANOVA and Scheffe's post-hoc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in the father-child attachment in PSCD, level of depression has shown in both genders as facial
expression, negative symbols, and depth of pencil shading. There were few differences shown such as
positive symbols in males and omission of a particular body part, and sizes in females. Secondly, in the
mother-child attachment in PSCD, level of depression has shown in both genders as negative symbols, and
depth of pencil shading. Besides that, there were also few differences shown such as omission of a
particular body part in males and facial expression in females as well. Thirdly, they also had shown
different responses depending on negative symbol in PSCD. On another note, facial expression had affected
males’ responses as well as omission of a particular body part and depth of pencil shading in females’.
Lastly, depressed children (case group) categorized their fathers, mothers, and themselves as violent and
negative as opposed to un-depressed children (control group) expressed being positive, and interactive with
others.

Key Words : Parents-Self-Centered-Drawings(PSCD), Depression, Symbolism,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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