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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술치료를 활용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성숙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펠트매체를 중심으로

주 경 숙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미술심리치료전공

(지도교수 : 김 승 환)

  본 연구는 미술치료를 활용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성숙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를 함으로써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꿈을 찾아 가

는 청소년시기에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함과 동시에 진로 탐색 과정

에서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적합한 진로를 인지하고 스스로 선택하는데 도

움을 주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다. 

  이와 같은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

하였다.

   첫째,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S시에 소재한 미술학원의 재원생 중에서 현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가는 과정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장님 추천과 본인 동의하에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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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검사로 자아정체감 검사, 진로성숙도 검사, 인물화 검사를 실시하였고, 마

지막 회기에 사후 검사로 사전 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여 개개인마다 

그 변화를 각각 비교 분석하여 질적인 연구를 하였다.

 

  제시된 연구 문제의 실현에 대한 입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는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진로성숙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미술치료가 자신의 꿈을 찾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자

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진로를 발견하고 결정할 수 있

도록 진로성숙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신체적·정신적으

로 민감한 청소년시기에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여 꿈을 찾

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도록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적극적·지속적으로 활용되길 바라는 바이다. 

주제어 : 미술치료, 청소년, 자아정체감, 진로성숙, 질적 사례연구, 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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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나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성격에 적합

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야할 중요한 과업으

로서 인간의 자아실현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위한 필요충분조건 중 

하나이다. 급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직업들이 생

겨나고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초 고령화시대인 지금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연령층의 폭이 넓어졌으며,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에 맞춰 자신의 능력

에 알맞은 진로를 선택해야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큰 영역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중요한 선택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청소년 시기는 이들에게‘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개념에 대해 새

로이 생각하게끔 하며 자신의 능력과 목표에 따른 진로자각이 이루어지는 

반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불확실한 개념으로 인해 방황과 혼란을 겪기도 한다. 

  2016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고민주제는 

공부와 직업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6). 이처럼 청소년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관심을 

가지고 진로계획에 따라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결정되므로 진로에 대한 여

러 고민들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한수선, 2015).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진로를 선택해야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이해와 욕구 탐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 받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진로를 선택할 때 개인의 관심사, 취미, 특기, 

재능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성적이나 대학 입시가 많이 반영되고 자기 스스

로의 선택이 아닌 부모와 선생님의 권유에 따르는 편이 대부분이다. 교육

부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이 1,200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학교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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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 조사한 결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초등학생은 43%, 

중·고등학생은 5명 중 1명이 부모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 선생

님이었다(YTN, 2015. 12. 28). 이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아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 확신으로 부모나 선

생님에게 의지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자아정체감1)이란‘심리적으로 독립된 자아를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차림으로써 주체성을 가진다.’라는 의미로 청소년시기

의 자아정체감 발달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과 갈등 과정을 스스로 자 

각하며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면 

타인과 분리된 구별의식 및 자신의 내적 통일감을 동시에 갖추게 되고 자

신의 욕구와 행동을 통합할 수 있으며, 삶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특성에 맞게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진로성숙으로 이어져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됨으로써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진로성숙도2)(Super, 1963)란 개인의 올바른 진로결정능력과 직업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인지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

택하기 위해서는 진로성숙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지원, 2015).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뜻은 자신

의 강점과 약점을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 자아정체감의 성

취수준을 높여서 자아정체감을 안정적으로 확립시키고 진로선택에 있어 올

바른 자신의 가치관을 적용하고 판단하여 진로의식을 높이고 성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은 진로와 연관되어 자아정

체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진로발달 수준이 높고(Marcia, 1980) 자아정체감

이 높을수록 직업선택에 있어서 미래 확신성과 진로결정성이 향상되므로 

1) Identity’란 말을 우리말로 옮길 때 그때그때 정황에 따라 동일성, 주체성, 자기

정의, 존재증명 등 여러 가지 번역하고 있는데, 서봉연의 연구 이후, ‘정체성’, 

‘정체감’ 으로 번역된다(변세권, 2001). 

2)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이란 1940년대 청소년의 직업 흥미 및 직업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어 1955년 Super가 직업 성숙(vocational maturity)이라는 용어로 

소개한 이후, 진로성숙으로 점차 발달된 개념이다(김충기.김현옥,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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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은 상호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최지

원, 2015).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생애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이며 자존감 향상과 삶의 만

족감 및 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자아정체감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

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강원덕, 2014).

  이처럼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 사이의 정적인 상

관관계를 보여주는 결과들(유혜림, 2015; 정다정, 2010; 고미성, 2017; 배

경희, 2015; 윤지윤, 2010; 최지원, 2015)로 상담학과에서 진로상담을 활

용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아정체

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 연구들(손보라, 2018; 강청

희, 2016; 남궁혜정, 2012)은 부족한 실정이며 미술치료프로그램을 활용하

기 보다는 진로상담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아정체감,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

는 집단 상담치료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에 대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활용한 질적 사례연구

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청소년 3

명의 사례로 접근하여 자기이해와 꿈 찾기에 목표를 두고 그에 적합한 미

술치료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미술치료는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특성에 대해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

고 내면의 무의식적인 감정과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으며(장지원, 2013), 비언어적인 소통 방법으로써 방어를 낮추고 

자신이 표현한 이미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가능성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성향의 적합성과 선호도를 알 수 있다(정율희, 2011). 또한, 진

로라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재미있는 미술작업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연구자와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명료

화하고 구체화시킴으로써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질풍노도의 시

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탐색하고 인식하여 긍정적인 자아정

체감형성과 진로성숙을 향상시키는데 미술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감정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을 고려하여 

미술치료의 매체를 탄력성이 풍부하고 솜과 같은 부드러운 질감의 펠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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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료로 사용하여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부직포의 한 종류인 

펠트는 자신이 느낀 욕망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묵직한 느낌을 

내기에 적절하며, 두껍고 질겨서 안정감을 주는데 효과적인 소재(이민지, 

2018)로 흥분된 상태와 침울한 상태를 수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불안

한 심리를 안정시켜 주고 잠재된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섬유재질로 되어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여 청소년들의 혼

동된 감정을 수용하고, 거부감 없이 청소년의 내면적 욕구나 감정을 자연

스럽게 표현시켜 주므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개인의 특이한 반응을 즉시 

관찰 하고 기록할 수 있어서 질적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질적 연구3)는 양적 연구로 탐구하기 어려운 개별 연구 대상의 독특성과 

맥락성인 질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여 접근하는 연구 방법(유기웅 외, 

2012)으로서 청소년이 미술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과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

감과 진로성숙에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가에 목표를 두

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펠트 매체를 사용하여 

자기이해와 진로탐색 과정에서 자신의 무의식적 내면을 경험하게 하고 이

를 통해 개개인의 독특성을 관찰하여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자

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달성의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첫째,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질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은 상징적 상호작용 주의(Symbolic Interactionalism)이며 

이는 실용주의 철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Mead(1934)의해 발전되고 Blumer(1969)

에 의해 개념이 확장되었다(이은옥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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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S시에 소재한 미술학원에 다니는 여학생 3명에 대해 J센터에

서 미술치료프로그램 10회기(2018. 6. 23. ~ 2018. 8. 25.)와 사전·사후

검사 2회기를 진행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하였다.

3. 용어의 정의

  (1) 미술치료

  미술치료는 회화 법, 묘화 법, 그림법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영

어의 Art therapy도 예술치료, 예술 법, 미술치료, 회화법 등으로 불리어 

지며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Bulletin of Art therapy’의 창간호

인 Ulman의 논문에서 표현되었다. 미술치료는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든 간에 

시각 예술인 미술을 이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심리 

치료이다 (공마리아 외, 2004).

  (2) 청소년기

  청소년(adolescent)이란 청소년기(adolescence)에 있는 연령층 집단으로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급격한 변화와 발달 및 

성장을 겪으면서 성인기를 계획하고 대비함과 동시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

고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경험하는 시기로 심리적·정신적으로 불안한 것이 

특징적이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 까지를 청소년기라고 정하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참여한 초등학생 5학년 1명(12세)과 중학생 1학년 

2명(14세)을 통합적으로‘청소년’이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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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아정체감

  Erikson은 자아정체감을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논

하고 있다. 즉, 주관적인 측면은 개인적 정체감(personal identity)이라 

하고 자아의 통합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해도 동질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

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과 타인에 대해서도 개인이 갖는 의미의 동질성과 

연속성이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므로 자아정체감이라 타인

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 내적 동질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자신의 능력

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다(Erikson, 1959).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검사 도구로 박아청(1996)에 의해  개발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송현옥(2008)이 수정하고 보완하였던 검사 

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이란 자아 및 직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

로결정을 통합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연속적인 발달단계이다. 이 때‘자아

의 이해’란 자기의 타고난 재능, 적성, 흥미, 관심사, 신체적인 조건, 성

격, 환경 등과 같은 변인들이 자아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어 이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직업에 대한 이해’란 직업 정보, 직업을 대하는 태도, 

직업관, 직업에 대한 규칙 등과 같은 변인들이 직업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

어 있어 이들을 전체적으로 고려 할 수 있어야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Ginzberg와 Super의 진로 발달단계에 따라 초등학생은 흥

미기에 해당되고 중학생은 능력 기에 해당되므로 발달단계 차이를 고려하

여 각각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다.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는 정

익중, 임진영, 황매향(201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중학생용 진로성

숙도 검사 도구로는 임언, 정윤경, 상경아(2001)에 의해 개발된 것을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이 재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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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이란 청소년기의 자아인식의 심리형태로, 개인이 자신의 가치

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하는 생각(박소라·김지혜·이림, 2008)을 

의미하며, Erikson(1959)이 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Erikson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과 사고는 생의 특정한 시기에 이르러 질

적인 변화를 보이며 이러한 시기와 변화에 따라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전 

생애를 8단계로 나누었고, 각 단계마다 획득해야 할 행동유형을 발달과업

(developmental)이라고 하였다. 즉, 발달과업이란 각 단계에서 반드시 획

득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단계의 발달장애는 물론 다음 단계의 

발달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청소년 자아정체감 형성 

및 발달연구, 2009).

  Erikson이 제시한 인생주기 8단계와 각 단계에서 반드시 획득해야 할 심

리사회적 발달과업4) 중 5단계(12~18세)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과업으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청소

년들에게 사회적·심리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면 긍정적인 정체감

이 형성되고 이러한 정체감 성취는 정체감 위기를 이겨내어 자신의 직업이

나 신념 등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타인들이 자신을 있

는 그대로 인정해주며, 삶의 목표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인지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김누리·최명구, 2007). 하지만 긍정적인 자아정

체감 형성에 실패하면 정체감 혼미, 정체감 유실, 정체감 유예를 경험하게 

4) 제1단계: 신뢰감 대 불신감(0∼1세).  제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2∼3세).  

제3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4∼5세).  제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6∼11세). 

제5단계: 정체성 대 정체성 혼미(12∼18세). 제6단계: 친밀감 대 고립감(18∼24세).

제7단계: 생산성 대 침체성(24∼54세). 제 8단계: 통합성 대 절망감(54세). 



- 8 -

되어 자신의 정체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신념에 대해 고찰해 보지 않으려고 

하며 자신의 직업으로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자신을 

의미 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이와 같은 Erikson의 자아정체감 확립에 대한 

과정을 구체화 시킨 Marcia5)(1966)는 자아정체감은 여러 가지 충동, 능

력, 신념 및 개인의 생활사 등 자체 발생적인 내적 역동적인 체계로‘자기 

구조’라고 정의하고 네 가지 유형의 기본적 정체감 상태를 정체감 혼돈, 

정체감 유실, 정체감 유예, 정체감 성취로 보았으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

는 요인은 개인, 가정, 사회, 학교 등 다양하다고 하였다(Marcia, 1980; 

Waterman, 1982). Marcia에게 있어서 정체감을 획득한다는 것은 직업 목표

를 설정하고 정치적 및 개인적 이념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의 상태 

중 정체감 성취가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고 바람직한 상태로 보았으며, 바

람직한 정체감 형성과정은 정체감 유실을 거쳐 유예를 경험한 후 정체감 

성취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박은주, 2012). 이러한 자아정체감 성취

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 청소년에게 자신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부족

하고 보완 할 점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여 혼란스러운 청소년시기에 올

바른 자아정체감을 확립시켜 한 인간으로서 의욕적이고 독립적인 사회구성

인 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

이해를 시작으로 자아정체감에 대한 고찰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평생 동안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누리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2. 청소년기의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이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발달 단계 상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 도를 의미한다. 발달론 적 

입장에서는 자기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직업을 선택하기 위

5) marcia는 에릭슨의 자아정체감의 초기 이론을 확장해 “정체감과 역할혼란”간의 

균형은 하나의 정체성에 헌신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지혜와 성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 12.07.2018, http://blog.naver.com/khh5700/2208486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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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환상 기(6~10세) : 욕구만을 중요시 함.

2단계

잠정 기

(11~17세) 

흥미와 

취미를 

중요시 함

1단계 흥미기(11~12세) 흥미와 취미를 고려 함

2단계 능력단계(13~14세) 능력을 고려함.

3단계 가치단계(15~18세) 
가치관과 생의 목표를 

고려함.

4단계
전환단계

(17~18세전 후) 
외부요인을 고려함

3단계
현실 기

(18~22세)

1단계 탐색기
직업에 필요한 경험과 노력을 

추구함.

2단계 정교화기
목표를 설정하고 내적, 요소들

을 고려함.

3단계 구체화기 결정을 더욱 구체화 함.

한 능력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여, 진로관련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준비 도로서의 진로성숙을 강조한다(진로성숙도 검사, 2011).

  진로발달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면, 

  첫째, Ginzberg는 진로에 대한 발달적 관점을 시초로 하여 직업에 대한 

태도, 지식, 기능은 아동기부터 일련의 단계를 거쳐 발달하며 진로의사 결

정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발전하고 직업선택은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의사

결정과정으로서 개인의 바람과 가능성의 타협 과정이라고 하였다(Ginzberg

의 진로 발달 이론, 1951). 

  Ginzberg의 진로발달단계(1951)는 <표 1>과 같다.

<표 1> Ginzberg의 진로 발달 단계(1951)

  둘째, Super는 전 생애, 생애역할, 자아개념의 세 가지 큰 개념으로 진

로발달을 이론화 하여 진로를 전 생애 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진

로란 개인이 일련의 발달과업에 직면하여 그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발달과정을 이행하는 생애 과정으로 전 생애 발달이론으로서(Super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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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성 장 기

(0~14세)

1단계 환상기(4~10세) 욕구가 우세함.

2단계 흥미기(11~12세) 취향이 우세함.

3단계 능력기(13~14세) 능력을 중요시함.

2단계 탐색기(15~24세) 미래에 대한 계획이 중요한 진로발달 과업임.

3단계 확립기(25~44세) 직업에 입문하여 안정적이며 높은 단계로 승진

4단계
유지기(45~65세) 유지, 갱신, 혁신의 발달과제와 대면하는 진로

개입이 요구됨.

5단계 쇠퇴기(65세 이후) 신체적 능력이 감소되고 은퇴를 준비함.

발달 이론, 1957) 직업발달의 과정들을 자아실현과 생애발달의 과정으로 

본 것과 진로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정미란, 2005 재인용). 

  Super의 진로발달단계(1957)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Super의 진로 발달 단계(1957)

 

  셋째, Holland 이론에서 직업선택은 개인의 특유한 유전적 특질, 부모, 

중요한 어른, 사회적 지위계층, 문화, 물리적 환경 등의 상호작용의 산물

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 중 하나로 대부분의 사

람은 6가지 성격유형6) 중 하나로 구분되며 이러한 유형발달의 주요원리는 

진로란 한 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직업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도 있고 사람이 직업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물학적 

능력과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재능이 발달하며, 개

6) 현실형(R):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활동을 좋아함.

탐구형(I):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조직적이며 정확함.

예술형(A):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고 비순응적이며 규범적임.

사회형(S):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김.

기업형(E):타인을 조작하는 활동을 즐김.

관습형(C):체계적으로 자료를 처리·기록·정리·재생산하는 것을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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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 개인의 재능은 결과적인 성격유형

으로서 13~30세 사이에 가장 잘 드러난다(홀 랜드 성격이론, 1919). 

  마지막으로 국내학자들은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

정을 직업발달이라고 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를 진로성숙

이라고 보았다(김충기, 1987 재인용). 또한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

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정도에서 차지하는 상

대적인 위치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합

리적으로 계획하고 탐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 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장석민,1991 재인용). 

  지금까지 진로성숙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진로성숙이란 자기이해 

및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 조정해나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각 발달단계 마다 수행해야 할 발

달과업을 인지하고 수행하는 여부가 다음 단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중

요한 조건으로 간주된다(김현옥, 2009 재인용). 특히 청소년 시기는 성장

기와 탐색기로서 주요 발달 과업인 자율성의 증진 및 미래지향성과 다양한 

활동체험을 통해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

는 진로탐색 단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정보 수집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식 및 자기이해의 폭을 넓혀 주어 주변 환경에 대한 

경험인식을 증가시킴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로탐색을 통해 자

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합리적인 선택

을 할 수 있는 진로태도를 성숙시켜 주어야 한다. 

  

3.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청소년은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급변하는 양

상을 나타내며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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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배워 나가는 시기로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전문화되고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본인의 진로문

제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강원덕, 2014).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를 토대로 자아

정체감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서 자신

의 진로를 선택하고 성숙시키는 활동과 함께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이보배,2012).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진 사

람은 스스로에 대해 명확하고 직업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여 자신에

게 유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점차적으로 자신의 진로 유형을 인식

하고 실행한다고 볼 수 있다(변기흠, 2001). 반면에 자신을 불신하거나 무

가치하게 느끼는 불확실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있을수록 무력감에 빠지면서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정채기, 1991). 

  이처럼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위기에서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정체감 혼미를 겪게 되는 경우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자기존재

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부정적인 정체감을 경험하면서 역할 혼돈에 빠지

게 된다(변기흠, 2001). 하지만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이를 잘 극복한 

청소년들은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어 미래의 삶을 계획하는데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아정체감이 진로선택에 중요한 요소

임을 알 수 있다(이은영, 2008). 따라서 자아정체감은 진로성숙과 서로 관

련되어 있으며 우선적으로 자기이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표와 방

향성을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4. 미술치료

    

  (1) 미술치료

  Ulman은 미술치료라는 용어를 미술과 치료라는 두 영역의 만남으로 이루

어진다고 분석하였으며 각각 두 단어의 의미적 해석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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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미술은 개인이 처한 삶의 어려운 상황을 표출하고 수용하여 삶에 

대한 용기와 의지를 키우는데 기여하며 자기 동일화의 경험도 하게한다.   

  둘째, 치료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단과 

환자의 적응상태를 기초로 하여 목표 지향적 임상작업의 관점에서 적용되

고 있다(정여주, 2003). 

  심리치료 이론을 기초로 한 미술치료는 미술작품 활동을 하면서 자아 표

현, 자아 수용, 승화, 통찰에 의해 개인의 갈등과 심리 문제를 해결하고 

자아 성장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하여 미술활동과정에서 개인의 무의식적 

경험, 비언어적 생각과 감정, 자신의 성격, 욕구와 소망 등이 은연중에 나

타나므로 우리는 개인의 미술활동과정에서 개인의 내면을 볼 수 있다(정현

희, 2006 재인용). 

  이는 미술활동을 통해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미술활동이 

인간의 심상을 시각화 하였고, 인간의 심상은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류은

정, 2014) 개인의 감정, 생각, 어려움을 전달해 줌과 동시에 정신적인 고

통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게 해 주고 학대, 상실, 좌절, 폭력, 재난, 스

트레스 등의 정신적 외상경험을 미술활동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개인이 갖

고 있는 긴장과 불안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미술치료의 장점으로(Wadeson, 1980) 첫째, 미술은 심상의 표현

으로 예술 매체를 통해 심상의 표출을 자극하여 창조적 과정으로 나아가게 

한다. 둘째,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아 방어가 감소된

다. 셋째, 미술은 대상을 즉시 얻을 수 있어 감정이나 사고 등이 하나의 

사물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기실존을 깨닫게 된다. 

넷째, 미술은 자료의 영속성이 있어서 이전에 만든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기도 하며, 자신의 감정을 회상하기도 한다. 다섯째, 

미술은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한다(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2016). 따라서 미술치료는 현재 자신의 고통스런 문제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술을 매개로 한 활동을 통해 현실에 직면하게 하고 내

면의 감정을 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

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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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미술치료

  청소년 시기는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독립과 주도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이러한 인지능력의 발달은 자신의 위치와 역

할, 능력 등을 검토해 보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기

탐색 과정은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필연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민수진 

· 최응재 · 김성훈, 2003; 서봉연, 1998).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자아

정체감은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자아인식이 크게 나타나며,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존재와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의식적·무의식적인 노력으로 본질을 

찾으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미술치료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며, 상담자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여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킨다. 또한 치료를 근본 목적으로 하는 미술 창작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한 자신의 내면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표출함으로 

감정의 해방 통로를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첫째, 미술치료는 개인적인 감정, 경험, 가치를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자

기이해와 인식을 도와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수용하면서 주체성을 갖

는다(이운경, 2014). 둘째, 미술활동이라는 시각적 언어는 있는 그대로 자

신의 능력과 재능을 수용하고 인정하므로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자기수용

성을 가지게 된다(이운경, 2014). 셋째, 미술치료는 창조활동으로서 영구

적인 작품을 통해 자신의 작업과정을 차례대로 회상 할 수 있으므로 미래

에 대한 목표지향성이 생긴다(백나리, 2015). 넷째, 노력하려는 마음가짐

이 생겨 안정감을 찾게 되며 시간에 따른 변화과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확

신이 생길 수 있다(이운경, 2014). 다섯째, 미술은 어려운 인생 경험과 콤

플렉스를 표현하는 안전한 통로이며, 언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생각, 감

정, 무의식의 표출 구 역할을 하여 갈등의 경험과 감정을 통합할 수 있게 

해 주어 인지능력과 주도성이 길러진다(이운경, 2014). 여섯째, 미술치료

에서의‘말’은 개인 간 교류역할의 매개체로 자신을 노출시켜 표현하므로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에 친밀성을 갖게 된다(이운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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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미술치료

  진로계획을 세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 자신에 대한 이해이다. 자

신의 존재와, 장점과 약점, 적성과 흥미, 심리적 특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

보다 현명한 진로선택이 가능하므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참모습을 인식하

도록 자기탐색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의 세계에 대한 탐

색과 이해이다.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일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인지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진로

결정 기술의 증진이다.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이루어

야 할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로, 이를 위해서는 자신 및 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방향에 대한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

사결정 기술을 증진시키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이재창, 1992 재인용). 

  이처럼 진로에 있어서 우선시 되는 것은 자기 이해에서 부터 시작 되므

로 미술치료를 적용하여 진로성숙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기탐색과 자기이해에 대한 조력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미술치료의 효과성은 자기의 내면적 감정이나 의도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소년들에게 자기개방의 표현과 정서적·행동적인 문

제를 치료하며 개인적 체험으로 자기통찰을 강화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시

각화하므로 내담자의 정신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岩井, 1983; 황혜자, 2004 재인용). 

  그러므로 자신의 숨겨진 재능이나 적성을 탐구 하는 데에 미술치료가 효

과적이라 볼 수 있으며 창조적인 미술활동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표출하고 

수용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용기와 의지를 키우고 자기와의 동

일성을 경험하도록 도와 인간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개발하는 자기경험

을 하도록 한다(정여주, 2003). 이처럼 미술치료는 자신이 표출한 내면의 

욕구와 정서에 대해 자신감을 느껴 정서적 독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성취욕을 높여 

주어 진취적 사고나 진로에 대한 계획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므로 진로

성숙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김정우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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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보이지 않은 미래진로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미술활동을 통해 미

래의 삶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준비할 수 있는 체험을 함으로써 진

로태도를 성숙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펠트 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

 

  ‘펠트(felt)’는 섬유매체의 대표적인 소재 중 하나로 ‘결합시키다’

라는 그리스어이며 ‘풀젠(fulzen)’에서 유래되었고 염소, 양, 낙타와 같

은 짐승의 털에 압력과 열, 수분을 가하여 압축시켜 만든 직물을 말한다. 

열전도의 성질에 의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갖으며 부드러운 촉감

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기도 한다(양진숙, 이성이, 2012 재인용). 또한 

펠트는 매체가 가지는 따뜻함과 자유롭게 변화하는 형태의 유연성으로 자

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포근함과 안정감 속에서 작품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어 창의적이고 성취적인 느낌을 맛볼 수 있다. 

  이처럼 미술치료에 있어서 매체 역할은 창작과정을 통해 내면의 통찰과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무의식적 내면을 표출시켜주는‘광맥’이라

고도 하며 적절한 매체 활용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여 준다. 따라서 따

뜻하고 부드러우며 유연성 있는 펠트사용은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상호작용

에 편안함을 주어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며 이를 통한 미술활동은 삶의 문제

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자아정체감 및 자아존중 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줌으로써 자아를 발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이여진, 2011).  

  또한 자신의 완성된 작품을 보는 시각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간직함과 동시에 새로운 교류가 가능해지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며 펠트가 

가지고 있는 치유와 재탄생은 청소년시기에 경험하는 정체감 혼란과 불안

을 이완시키고 흥미를 유발하며 정서를 순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인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정

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임선숙(2014)의 연구와 섬유매체를 활용

한 미술치료를 통해 성인 여성들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는 

최은희(2011)의 연구를 토대로 펠트 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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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진로고민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진로성숙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5. 질적 연구

  양적 연구가 인간 탐구에 있어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본질적 의미를 간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인

지하고 인간의 생활세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인간과학 철학에 근거한 

질적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2004). 

  질적 연구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견해와 관점을 묘사하고, 

포착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질적 연구에 등장하는 사건, 생

각은 연구자들이 가진 가치, 예상, 의미가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이 현실에

서 일어난 사건에 부여한 의미를 대표하는 것이다(Yin, 2013). 연구자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면접, 관찰, 문서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참여

자들의 의미, 관점에 초점을 두며 참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분석

하고 정보제공자들의 구체적인 시각들을 관찰한 후 표현적인 언어로 과정

을 기술한다(Creswell, 2015). 질적 연구방법중 하나인 사례연구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

색하며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이해를 이끌어 낸다(Yin, 2013). 또한 하나 

혹은 여러 사례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심층 분석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서류와 보고서 상담, 관찰과 같은 다양한 정보의 자원을 이용하

는 철저한 수집이 요청된다(Ladany & Bradely, 2010). 이러한 질적 사례연

구7)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자와 연구자간의 집중적이고 친밀한 치료적 관

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미술치료를 활용한 사례연구는 

7) 질적 사례연구는 실용주의에 그 철학적 배경을 두고 있으며, 인간 세상의 복잡한 

multiple reality를 이해하려면 다양한 방법의 자료들이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질적 자료와 양적자료를 모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사례연구는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방법론이며 관찰과 인터뷰 등의 질적 자료가 주를 이루어 사용

되어지며, 양적자료는 사례의 multiple reality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로 사

용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방법이 주가 되는 연구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차지영, 

사례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2014. 0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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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더욱 세밀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내담자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와 융통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며 비언어적인 매체를 통해 개인의 독특

한 특성이 표출되도록 돕는다. 또한 비언어적이고 시각적인 의사소통 방식

인 미술을 매개로 하여 참여자의 모든 경험을 상세하게 연구에 담을 수 있

다(Higgins & Thompson, 2003). 따라서 양적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

켜 줄 수 있는 심층적 접근인 질적 사례연구에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연구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S시에 소재한 지인이 운영하는 미술 학원 학생들

을 대상으로 자신의 꿈을 찾는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자 자발성, 적극성, 

성실성을 보이는 초등학생 5학년 1명, 중학생 1학년 2명의 여학생들을 본

인의 동의와 함께 학원장님께 추천 받아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2. 연구 도구 

  (1) 자아정체감 검사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아청(1996)이 개발한‘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송현옥(2008)이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고미성, 2017). 이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점수 범위는 27점부터 135점까

지이며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5개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비교형식의 5점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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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자기

수용성

자신과 자신의 재능·능력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

1*, 5*, 

14*,

22*, 27*

5 .85

미래

확신성

자신이 미래에 할 일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정도

2*, 6, 10*, 

15, 18, 

20*, 23

7 .87

목표

지향성

자신의 장래 자아상에 대해 

파악하고,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에 대하여 신뢰하는 정도

3*, 7*, 

11*, 

16*,19*, 

21*

6 .84

주도성
자기 주변의 일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하려는 정도

4*, 8*, 

12*, 24*, 

26*

5 .81

친밀성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융통성 있으며 

주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

9*, 13*,

17*, 25
4 .56

계 27 .92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단, 문항 중 

* 와 진한 표시는 역 채점 문항).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정체감검사의 하

위척도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 표 3 > 자아정체감검사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 (송현옥, 2008)

   

  (2) 진로성숙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각각 다른 척도를 사용하였다.  초

등학생용으로 사용된 진로성숙도검사 도구는 정익중, 임진영, 황매향

(2011)이 개발하였으며, 22문항으로 점수 범위는 22에서 부터 110까지 이

고, 계획성, 자기이해, 일에 대한 태도, 독립심 등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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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척도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계획성 7 5, 8, 11, 13, 14, 18, 20 .805

자기이해 6 1, 6, 10*, 15, 16*, 19* .756

일에 대한 태도 5 2*, 4*, 17*, 21*, 22* .613

독립심 4 3, 7*, 9*, 12* .602

전체 22 .831

구성되었다. 비교형식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전적

으로 그렇다(5점)’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단, 문항 중 * 와 진한 표시는 

역으로 채점하는 문항).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하위척도 및 신뢰도 (정익

중, 임진영, 황매향,2011)는 <표 4>와 같다. 

 < 표 4 > 초등학생용 진로성숙검사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 

  

또한, 중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는 2001년에 개발된 진로성숙도 검사를 요

즘 청소년들의 발달수준에 맞춰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중 능력 구성요인 중‘직업지식’영역의 경우 진로

성숙도에 대한 측정도구의 일부 척도에서는 답이 있는 능력검사형태로 실

시되었고(한국고용정보원, 2006), 일부 척도에서는 자기보고식으로 실시되

었으며(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일부 척도에서는‘직업지식’영역을 

제외하고 실시되었다(송인섭, 남궁정, 김효원, 2007, 정익중, 임진영, 황

매향, 2011). 해당 영역은 이처럼 측정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측정결과가 

비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김봉환 외, 2007) 본 연구에서는‘진로능

력’영역에서는‘직업에 대한 지식’과‘진로행동’영역에서는‘진로탐색 

및 준비행동’을  제외하고‘계획성’, ‘직업태도’, ‘독립성’, ‘자기

이해’, ‘진로의사결정능력’, ‘정보탐색능력’만을 사용하였다(이숙연, 

2015).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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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인

하위

요인
정의

개

수
문항번호

신뢰

도

태도

계획

성

자기의 진로의 방향을 설정

해 보고, 그것을 위한 계획

을 수립해 보는 태도

9

진로에 대한 의견 

및 태도(1,4,8,12,

15,16,20,27,29

.874

직업

태도

직업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직업에 중요성을 부

여하는 태도

7

진로에 대한 의견 

및 태도(9,11,17,

21,26,28,30)

.803

독립

성

진로결정의 책임을 수용하

고, 자기 스스로 진로를 탐

색하고 선택하려는 태도

6

진로에 대한 의견 

및 태도(3,6,13,

19*,24,25)

.737

능력

자기

이해

능력, 흥미, 가치, 신체적 

조건, 환경적 제약 등 개인

이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의 특성들에 대한 

이해정도

8

진로에 대한 의견 

및 태도(2,5,7,10,

14,18,22,23)

.883

정보

탐색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정보

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정도

4

정보탐색 및 합리

적 의 사 결 정

(31,32,33,40)

.899

합리

적 

의사

결정

스스로가 진로를 합리적으

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정도

7

정보탐색 및 합리

적 의 사 결 정

(34,35,36,

37,38,39,41)

.815

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형식으로 이

루어져 있다(단, 문항 가운데 * 와 진한 표시는 역으로 채점되는 문항).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이

숙연, 2015)는 다음 < 표 5 >과 같다.

<표 5> 중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이숙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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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물화 검사(투사검사)

    1) 투사적 기법으로서의 인물화 검사

  1904년을 전후하여 인물화 검사에 의한 성격연구는 이른바 투사적 기법

이 나타남과 동시에 새로운 흥미를 자아내게 되었고, 인물화 검사는 아동

과 성인의 투사적 성격검사로서 특히 자아상(self-image)이 투사되는 검사

법으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라도 투사된 신체상은 피

험자의 가장 깊은 욕구, 결함의 솔직한 노출, 결함에 대한 맹렬한 보상 혹

은 이 세 가지 요인의 결함을 나타낼 수도 있다(김새미나, 2010).

  인물화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로는 임상심리 도구로서의 인물화의 가치를 

검토하였는데 인물화 검사는 Rorschach검사 다음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

는 심리검사라고 하였다(Roback,1968). 또한 청년기의 충동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인물화 검사의 타당성을 연구하였는데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Oas, 1984). 인물화 검사가 무엇보다도 연령, 지능, 미술적 소질에 거의 

제한이 없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림을 그리는 일 자

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피험자는 속이려고도 하지 않을뿐더러 속이기도 어

렵다고 하였다(Harrison, 1990). 

  투사적 기법은 성격의 심층적 측면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성격

구조와 그 근원적인 심리적 역동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밝힐 수 있으므

로 특히 정신의학적 진단과 치료계획 및 처치를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밝

혀낼 수 있다(유혜정, 1998).

    2) 인물화에 나타나는 신체상 특징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인물화의 투사적 검사로서의 의미를 

신체상 가설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자아상이란 인물화에 투사되고 따

라서 유추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가설로서 개인은 그들이 그리는 인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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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정신적 가치체계 전체를 표현한다.”고 하였

다(Machover, 1949). 또한, 인물화에 자기 자신의 신체상을 투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 및 갈등을 표현한다는 것이며 이는 자기 자신 혹은 자

신의 신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신체상의 표현이다(박은수, 2012).  

  자신의 신체상은 나아가 자아상의 일부이며 자아개념의 반영이라고 보았

고, 인물화는 개인의 자아상, 자아개념, 이상적 자아상의 반영은 물론이고 

그밖에 개인의 습관적 태도 등과 같은 개인이 전반적인 것들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박은수, 2012). 자신의 신체상이 곧 자아의 이미지이며 

이러한 자아의 이미지는 자아상 또는 자아개념의 일부로 간주되어진다(유

혜정, 1998 재인용). 따라서 인물화검사는 자아상의 반영, 자아개념의 투

사라는 점에서 독특한 심리검사의 한 방법이다(조분래, 2001 재인용).

  이러한 신체상과 인물화 검사가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실

증적인 연구가 있다(김새미나, 2010). 이로 인해 인물화에 관한 실험적인 

평가를 하면서 신뢰성과 신체상 가설 등의 검증에서 높은 비율의 긍정적 

결과를 얻었고, 전반적인 인물화가 신체상의 지각에 관련한 심리적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Swenson, 1968).

  이처럼 인물화와 신체상의 관계는 사람은 자신의 자아상을 신체상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신체상은 인물화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며 자신의 

자아상을 반영할 때 인물화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상을 표현하기도 하므로 

‘인물화’는 곧‘자신의 신체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물화검사(DAP)

  

  인물화 검사 지는 A4용지를 사용하였고 연필은 4B연필로 검사 자 모두 

같은 것을 사용하였으며 검사를 위해 사람은 전체 형상을 그리되 만화캐릭

터나 졸라맨 같은 그림은 그리지 말라 고 지시하였다(김새미나, 2010). 

  검사 지와 함께 질문지를 나눠주었는데 질문은 ‘HTP와 KHTP 심리진단

법’(김동연, 공마리아, 최외선, 2006)에 나와 있는 인물화 검사 질문 중 

본 연구자가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한 1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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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해석은 고윤영(2009)이 Buck(1948), Machover(1949), Levy(1959), 

Jolles(1964), Koppitz(1968), Hammer(1969), Burns & Kaufman(1972), 

DiLeo(1973)의 분석규준을 중심으로 한 해석자료(김새미나, 2010)와 연구

대상자의 의미 있는 검사 태도 및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림의 주제, 11개의 

평가변인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1회, 연구자의 슈퍼바이저가 1회, 미술

심리치료전공 박사가 1회씩 해석하고 이를 다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미술치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성숙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8년 6월 23일부터 2018년 8월 25일까지 

총 10주에 걸쳐 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펠트매체를 중심으로 한 미술치

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미술치료는 회기 당 60~80분으로 구성하고, 매

주 1회기씩 총 10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1회기 이전에는 자아정체감, 진

로성숙도, 인물화 검사 등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10회기 이후에 

사전 검사와 동일한 검사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회기를 마쳤다. 

  회기별 진행은 활동에 대한 설명과 활동지로 워밍업을 한 다음 작품 활

동에 들어갔고 작품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과 언어를 관찰하여 기록하

였으며 완성된 작품에 대해 본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녹

취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를 임상심리

사 수련생 1명이 보조로 사진 촬영, 녹취, 기록 등을 해 주었다.

  (1) 미술치료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는 현재 청소년 여학생들의 불안한 심리에 중점을 두고 미술

치료프로그램 참여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펠트매체를 주재료로 사용

하여 청소년 여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줌과 동시에 자

신의 욕구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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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단계별 목표

초기 1~4 자아 탐색하며 자아 찾아가기

중기 5~7 자기 이해하며 꿈 찾아가기

후기 8~10 꿈 발견하여 꿈 선택하기

  또한, 적성검사로 여학생들의 재능과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기별로 프

로그램의 주제에 맞게 다중지능 검사, 강점 검사, 홀 랜드 검사를 실시하

여 자신을 이해하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정보를 제공하였다. 

  미술치료프로그램 구성 시 기존의 미술치료에서 적용된 기법과 경험에 

의한 근거를 토대로 한 선행연구인 집단미술치료가 특성화고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손보라, 2018),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진로의식성숙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남궁혜

정, 2012), 미술치료가 중학생의 자기효능 감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

향(백나리, 2015)등에서 미술치료프로그램 진행단계를 참고하였으며 미술

치료프로그램 실시 전 슈퍼바이저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 및 매체 선택 

시 유의사항을 검토 받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2) 미술치료프로그램 단계별 목표

   

  본 연구의 미술치료프로그램  단계별 목표는 < 표 6 >와 같다.

 < 표 6> 미술치료프로그램 단계별 목표

 (3) 미술치료프로그램

본 연구의 미술치료프로그램 회기별 주제 및 활동내용은 <표 7>와 같다.

 < 표 7 > 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회기별 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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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주제 및 활동 매체

자아 

탐색하며

자아 

찾아가기 

1회기
OT, 활동서약서 작성, 

첫 만남에 대한 자유화
 A4,  지우개, 연필.

2회기
나의 장·단점은? 

(장·단점인형 만들기)

펠트지, 글루건, 매직, 리

본 끈, 털실, 솜, 파스 넷, 

가위

3회기
희로애락 만다라 

(감정파이 만들기)

펠트지, 파스넷, 글루건, 

가위, 핫케잌, 초코펜,  여

러 가지 견과류, 은박지

4회기
나는 이런 사람이야! 

( 콜라주 )

펠트지, 가위, 글루건,사

진, 털실, 헝겊, 매직, 구

슬, 조화, 단추, 액세서리

자기

이해하며

꿈  

찾아가기

5회기
강점 해바라기 

(해바라기 종이접기)

펠트지, 색종이, 글루건, 

가위, 파스넷, 사인펜, 강

점카드.

6회기

소질 나무 꾸미기

(‘생명의 나무’

명화 따라 하기 )

펠트지, 모루, 골판지, 글

루건, 가위, 파스넷, 다중

지능검사.

7회기
무지개다리

( 꿈을 찾아가는 길 )

펠트지, 마분지, 가위, 글

루건, 천사점토, 색연필.

꿈 

발견하여 

꿈 

선택하기

8회기
지갑 만들기

(자격증이 들어있는 )

펠트지, 글루건, 도화지, 

가위, 코팅지. 색연필

9회기
꿈은 이루어진다!

(꿈의 리스 만들기)

펠트지, 나뭇가지, 마끈, 

글루건, 모루. 야광스티커

10회기
꿈을 생각하며~

(자유화)
 A4, 지우개,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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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미술치료를 활용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성숙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이며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으로는 자아정체감 

검사와 진로성숙도 검사를 사전·사후 실시하여 총 점수와 변화 된 문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으로는 회기별 작품분석, 회기별로 작성한 활

동지 분석, 미술치료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 및 언어 관찰 후 

기록 분석, 인물화 검사의 사전·사후에 변화를 보인 형식적 측면과 내용

적 측면에 대한 비교 분석, 활동과정 중 인터뷰 내용의 녹음 및 기록에 대

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다중지능검사, 강점 검사, 홀 랜드 검사를 통해 

개인마다 다른 능력과 재능을 알아내어 꿈과 연관지어 분석하였고 작품분

석은‘그림과 미술작품의 이해를 돕는 상징사전(이근매·아오키 도모코, 

2017)’을 참고하여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에서 

나타난 사전·사후 변화된 내용의 일치된 부분과 연관된 부분을 찾아내어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연구대상자 S·D·C 학생의 자아정체감· 진로성숙

도· 인물화검사 등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미술치료프

로그램 회기마다 표현된 미술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미술치료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적 측면과 언어적 측면에서의 관찰 및 기록, 인터뷰 

한 내용 녹취 및 기록, 회기별로 실시한 활동지, 진로와 관련 된 강점검

사, 홀 랜드 검사, 다중지능 검사 등의 개인별 검사 결과, 개개인의 생활

사적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살펴 본 후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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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계

사전 25 23 26 23 17 114

사후 25 34 25 22 18 124

변화 0 +11 -1 -1 +1 +10

0 5 10 15 20 25 30 35 40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사전

사후

1. 자아정체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

  

  (1) 연구대상 S의 자아정체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

  <표 8>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S학생의 자아정체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아정체감척도 하위변인에서 자기수용성은 0, 

미래 확신성은 +11, 목표지향성은 –1, 주도성 –1, 친밀성 +1을 나타냈다. 

사전검사 총점보다 사후검사 총점이 10점 증가하였고, 자아정체감척도의 

미래 확신성영역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미술치료가 S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8 > S 학생의 자아정체감 검사 사전·사후 점수 변화

〔그림 1〕 S 학생의 자아정체감 검사 사전·사후 점수 변화 그래프

  



- 29 -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계

사전 23 28 16 12 13 92

사후 24 35 21 15 11 106

변화 +1 +7 +5 +3 -2 +14

0 5 10 15 20 25 30 35 40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사전

사후

 (2) 연구대상 D의 자아정체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

  <표 9>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D학생의 자아정체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아정체감척도 하위변인에서 자기수용성은 +1, 

미래 확신성에서는 +7, 목표지향성은 +5, 주도성은 +3, 친밀성은 –3을 나

타냈다. 사전검사의 총점보다 사후검사의 총점이 14점 증가되었고 자아정

체감척도의 미래 확신성영역과 목표지향성영역에서 점수가 증가 된 것으로 

보아 미술치료가 D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 표 9 > D 학생의 자아정체감 검사 사전·사후 점수 변화

       

〔그림 2〕 D 학생의 자아정체감 검사 사전·사후 점수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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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계

사전 25 26 16 20 14 101

사후 23 33 18 19 12 105

변화 -2 +7 +2 -1 -2 +4

0 5 10 15 20 25 30 35 40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사전

사후

 (3) 연구대상 C의 자아정체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

  < 표 10 > 〔그림 3〕에서 보이는 것처럼 C학생의 자아정체감 사전·사

후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아정체감척도 하위변인에서 자기수용성은 

-2, 미래 확신성은 +7, 목표지향성은 +2, 주도성은 –1, 친밀성은 –2를 나

타냈다. 사전검사 총점보다 사후검사 총점이 4점 증가 되었고 자아정체감

척도의 미래 확신성영역에서 의미 있는 증가를 보여 미술치료가 C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0 > C 학생의 자아정체감 검사 사전·사후 점수 변화

    
〔그림 3〕 C 학생의 자아정체감 검사 사전·사후 점수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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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성

직업에 

대한 태도

독립

성

자기이

해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탐

색
계

사전 39 33 27 37 32 16 184

사후 42 35 27 40 35 19 198

변화 +3 +2 0 +3 +3 +3 +14

0 5 10 15 20 25 30 35 40 45

계획성

직업에 

독립성

자기이해

합리적

정보탐색

사전

사후

2. 진로성숙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

  (1) 연구대상 S의 진로성숙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

   < 표 11 > 〔그림 4〕에서 보이는 것처럼 S학생의  진로성숙도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진로성숙도척도 하위변인에서 계획성은 

+3, 직업에 대한 태도는 +2, 독립성은 0, 자기이해는 +3, 합리적의사결정

은 +3, 정보탐색은 +3을 보이고 있다. 사전검사 총점 보다 사후검사 총점

이 14점 상승된 것으로 보아 미술치료가 S학생의 진로성숙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1 > S 학생의 진로성숙도 검사 사전·사후 점수 변화

〔그림 4〕 S 학생의 진로성숙도 검사 사전·사후 점수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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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성
직업에 

대한 태도
독립성

자기이

해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

탐색
계

사전 39 31 25 34 26 18 173

사후 37 35 28 35 35 19 189

변화 -2 +4 +3 +1 +9 +1 +16

0 5 10 15 20 25 30 35 40 45

계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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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자기이해

합리적

정보

사전

사후

(2) 연구대상 D의 진로성숙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

  < 표 12 > 〔그림 5〕에서 보이는 것처럼 D학생의 진로성숙도 사전·사

후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진로성숙도척도 하위변인에서 계획성은 -2, 

직업에 대한 태도는 +4, 독립성은 +3, 자기이해는 +1, 합리적 의사결정은 

+9, 정보 탐색은 +1을 나타냈다.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총점이 16점 증

가 되었고 진로성숙척도의 합리적 의사결정영역에서 가장 많이 점수가 증

가된 것으로 보아 미술치료가 D학생의 진로성숙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2 > D 학생의 진로성숙도 검사 사전·사후 점수 변화

〔그림 5〕D 학생의 진로성숙도 검사 사전·사후 점수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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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성 자기이해 일에 대한 태도 독립심 계

사전 18 25 20 15 78

사후 21 30 21 2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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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C의 진로성숙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

  < 표 12 > 〔그림 6〕에서 보이는 것처럼 C학생의 진로성숙도 사전·사

후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진로성숙도척도 하위변인에서 계획성은 +3, 

자기이해는 +5, 일에 대한 태도는 +1, 독립심은 +5를 나타냈다. 사전검사 

총점 보다 사후검사 총점이 14점 증가 되었고 진로성숙도척도의 자기이해

영역과 독립심영역에서 점수가 증가 된 것으로 보아 미술치료가 C학생의 

진로성숙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2 > C 학생의 진로성숙도 검사 사전·사후 점수 변화

〔그림 6〕 C 학생의 진로성숙도 검사 사전·사후 점수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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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사 사후 검사

3. 인물화 검사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인물화의 그림을 해석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형식적 분석으로 어떻게 그렸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

는 순서, 위치, 크기, 필 압, 선의 농담, 그림의 대칭성, 운동성, 원근법, 

음영, 생략, 강화, 지우기 등을 다루며, 이것으로 성격의 단면을 이해해 

나가는 방법이다. 둘째, 내용분석은 무엇을 그렸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명백하고 큰 특징을 먼저 다루는데, 그림 그린 후의 질문을 실시하여 피험

자가 질문에 따라 연상하는 것을 묻는 것이 해석에 효과가 있다. 셋째, 전

체적 평가는 전체적 인상, 조화, 구조, 이상한 곳은 없는가에 주목하여 어

떤 모양의 사람을 그렸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며, 밝혀야 하는 것은 피험자

의 적응 수준, 성숙도, 신체상의 혼란 정도, 자기와 외계에 대한 인지방법 

등이다(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2016). 본 연구에서는 인물화의 크기와 

비율, 머리( 얼굴, 눈, 코, 입, 귀), 몸통( 팔, 다리, 발), 의복과 지면의 

선, 첨가된 부분을 중점으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였다. 

  (1) 연구대상 S의 인물화 검사 사전·사후 검사 결과

〔그림 7〕 S학생의 사전·사후 인물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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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적 분석

그림의 크기가 조금 작은 듯 보이

고 지면에 기저선과 꽃을 그렸다. 

머리 부분에 음영을 연하게 칠하였

고 손에는 책을 들고 있다. 팔이 

경직되어 있고 다리는 약간 벌리고 

있으나 운동성이 없어 보인다.

그림의 크기가 용지의 2/3의 공간

을 사용하여 그림 크기가 적절해 

보인다. 머리 부분과 목둘레에 음

영을 나타냈고 손에는 세 잎 클로

버를 들고 있으며, 의복에 단추를 

그려 넣었다.

② 내용적 분석

웃고 있는 눈으로 눈썹만 그

리고 눈은 그리지 않았다. 얼

굴에 비해 귀를 조금 크게 그

렸으며 머리카락 몇 가닥으로 

귀를 살짝 가리고 있다. 다리

는 몸에 비해 짧고 발도 몸에 

비해 작은 편이다. 의복은 평

범한 옷을 입었다. 

머리의 크기가 신체에 비해 커졌고 웃고 

있는 눈으로 눈썹만 그렸으며 입은 더 

활짝 웃고 있는 큰 입으로 변화하였다. 

귀는 적당한 크기로 그렸고 어깨는 더 

넓어졌다. 두 팔과 두 다리의 길이가 길

어졌으며, 신발도 적절한 크기로 그렸

다. 의복은 의사가운을 입어 구체적인 

직업을 나타내는 성숙된 모습을 그렸다.
③ 전체적 평가

사전 그림보다 사후 그림에서는 인물의 크기가 커져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졌고 자기 확대의 욕구가 강해졌으며 어깨도 더 넓어져서 힘이 있

는 표현으로 자기 과시의 욕구를 나타냈다. 이는 진로성숙도 척도의 하

위영역인 자기이해영역의 점수가 증가 된 것과 관련 지을 수 있다. 머

리의 크기를 더 크게 그려 지적욕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머리의 음

영을 더 진하게 그려 자신의 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진로성숙도척도의 하위영역인 계획성과 정보탐색의 점수가 증

가 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팔과 다리를 길게 그려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전 그림

은 그냥 웃고 있는 현재 자아를 표현했으나 사후 그림에서는 의사가 되

어 병원에 취직한 이상적인 자아를 표현 하였다. 이는 자아정체감척도

의 하위영역인 미래 확신성과 진로성숙도척도의 하위영역인 직업에 대

한 태도가 가장 많이 증가 된 것과 관련이 깊다. 손에 들었던 책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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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잎 클로버를 손에 들어 자신의 미래의 꿈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나

타냈으며 발의 크기도 커져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변하지 

않은 부분은 웃는 모습으로 눈을 그리지 않았고, 머리카락으로 살짝 가

린 귀는 어머니의 대한 경계와 갈등을 표현하는 반면 의복의 단추를 그

려 어머니에 대한 강한 의존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아정체감척

도의 하위영역인 주도성과 진로성숙도척도의 하위영역인 독립성에서 점

수 변화가 없었던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사전 검사 사후 검사

① 형식적 분석

가로가 편하다며 용지를 가로로 놓고 

그렸으며 그림의 크기도 조금 작아 

보인다. 진한 스케치 풍의 선으로 그

렸고, 다리와 발은 지우기를 반복하

여 몇 번이나 고쳐 그렸다. 머리와 

신발에 음영을 넣었고, 주변에 강아

지, 달콤한 간식, 가족을 그렸다.

용지를 세로로 사용하여 그렸으

며, 그림의 크기가 커졌고 그림

의 위치도 높아졌다. 스케치 풍

의 선과 머리, 신발에 그렸던 음

영이 연하게 나타났다. 자신 이

외에 주변에는 아무 것도 그리지 

않았고 의복에 단추를 그렸다.

< 표 14 > S학생의 인물화 검사에 대한 사전 · 사후 질적 분석

  (2) 연구대상 D의 인물화 검사 사전·사후 검사 결과

〔그림 8〕 D학생의 사전·사후 인물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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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용적 분석

얼굴에 비해 눈을 크게 그렸

고 팔과 손은 뒤로 숨겨져 있

으며 다리와 신발을 안쪽 방

향으로 모아지게 그렸다. 의

복은 어린아이가 입은 옷을 

그렸다.

길고 매력적인 머리카락에 파티셰 모자

를 쓰고 있으며 웃는 표정을 한 눈으로 

눈썹 만 그렸고 입은 웃는 형태의 입모

양을 표현하였다. 의복은 파티셰가 입은 

옷을 입고 있고 팔과 손은 몸 뒤로 숨겨

져 있으며 다리의 길이는 길어졌다.

③ 전체적 평가

사전 그림 보다 사후 그림에서는 용지를 가로에서 세로로 바꿔 선생님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이 없어지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그림의 크

기가 커져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확대의 욕구가 강해졌다. 

머리카락을 길고 매력적으로 그렸으며, 머리에 파티셰 모자를 그려 자신

의 목표를 계획하여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포부를 나타내 보였다. 

이는 자아정체감척도 하위영역인 목표지향성과 진로성숙도척도 하위영역

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점수가 크게 증가된 것과 관련이 깊다. 또한 사전 

그림에는 현재 자아상인 자신이 사진 찍으며 누군가와 놀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사후 그림에서는 이상적인 자아상으로 파티셰 옷을 입고 자신

의 꿈을 이뤄 기쁘고 행복하고 뿌듯하다고 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

히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자아정체감척도 하위영역

의 미래 확신성과 진로성숙도척도 하위영역의 직업에 대한 태도 점수가 

크게 증가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전그림에서는 주변에 강아지, 가족, 

달콤한 간식을 그려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과 사랑 받고 보호 받고 싶은 

마음을 나타냈지만, 사후그림에서는 아무 것도 그리지 않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사전·사후 그림에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은 다리와 발을 여러 번 지우고  다시 고쳐 그리는 등 다리에 대한 갈

등을 보이며 자신이 운동을 못해서 운동능력이 떨어진다며 자신의 다리

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자아정체감척도 하위영역의 자기수용성 점수

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과  진로성숙도척도 하위영역의 계획성의 점

수가 감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변함없이 팔과 손을 뒤로 숨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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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환경과의 접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타인과 타협이 잘 되지 않으

며 적대감과 충동성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는 자아정체감척도의 하위

영역인 친밀성의 점수가 감소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전 검사 사후 검사

① 형식적 분석

그림의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고 

가슴에 수직 방향의 선을 여러 

개 그렸다. 팔은 몸에 붙어 있고 

머리, 손, 다리는 지우고를 여러 

번이나 반복하여 고쳐 그렸다. 

자신의 양 옆에 각각 강아지 인

형과 고양이 인형을 그렸다.

그림의 크기가 좀 더 커졌고 팔과 다

리에 운동성을 나타냈으며 자신의 옆

면에 행동할 때 나타나는 선을 그려 

주었다. 옷을 예쁘게 그리려고 지우기

를 반복하여 고쳐 그렸고 손에는 가방

을 들고 있으며 의복은 성숙된 느낌이 

나는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있다.

② 내용적 분석

눈은 조금 크게 그리고 안경을 그

렸으며, 신체에 비해 손을 크고 

뾰족뾰족하게 그렸다. 신체에 비

눈이 조금 작아졌고 안경을 쓰지 않

았으며 머리카락은 길고 웨이브를 주

었다. 팔과 다리의 길이는 길어지고 

< 표 15 > D학생의 인물화 검사에 대한 사전 · 사후 질적 분석

  (3) 연구대상 C의 인물화 검사 사전·사후 검사 결과

〔그림 9〕 C학생의 사전·사후 인물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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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팔다리는 조금 짧고 경직되어 

있으며 신발에 무늬를 그렸다. 

손에는 가방을 들어 반쯤 주먹 쥔 손 

모양으로 크기가 조금 작아졌다. 

③ 전체적 평가  

사전 그림보다 사후 그림에서는 인물의 크기가 커져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졌으며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웨이브 진 머리를 표현하여 자신의 꿈

을 찾기 위해 나름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자

아정체감척도 하위영역에서 목표지향성의 점수가 상승된 것과 관련이 있

다. 팔과 다리도 길게 표현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성취욕구가 강해 

졌으며 손에 가방을 들고 있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진로성숙도척도 하위영역에서 계획성과 독립심의 

점수가 증가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의복 또한 사전 그림에서는 현재 자아 

상태로 그냥 서 있는 모습과 윗옷에 직선모양을 반복하여 그려 공격적이

면서 무기력함을 나타냈는데 사후 그림에서는 자신의 꿈인 메이크업 아

티스트가 되어 방송국에 가기 위해 블라우스와 치마를 예쁘게 차려 입고 

뛰어 가려는 모습을 표현하여 유연함과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주변에 강

아지와 고양이 인형 대신 지면에 행동하는 선을 그려 넣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역동적이며 활동적인 행동의 적극성을 표현하였다. 이는 

자아정체감척도 하위영역의 미래 확신성 점수가 가장 크게 증가된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전·사후그림에서 변화가 없는 그림

은 손을 크고 뾰족하게 그리며 여러 번 지우고 다시 고쳐 그리는 것으로 

보아 신체활동에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타인과

의 접촉에 어려움을 느끼며 사교적이고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싶다는 강

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아정체감척도 하위영역의 자기수용성

과 친밀성에서 점수가 감소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시력이 좋지 않아 

눈에 음영을 그려 넣어 눈에 대한 갈등과 불만을 나타냈으며, 사후 그림

에서는 안경을 그리지 않은 이유가 시력이 좋아지길 바라며, 현실에 대

해 긍정적으로 직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표 16 > C학생의 인물화 검사에 대한 사전 · 사후 질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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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첫 만남에 대한 느낌 ( 자유화 )

목  표

미술치료프로그램과 연구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활동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자기 소개와 첫 만남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해 본다.

매  체 사전 검사지, A4용지, 지우개, 연필

활동과정  

사다리타기 게임을 하여 첫 회기의 어색함과 긴장감을 완화 

시켜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 하였다. 연구자의 소개와 10회

기 동안 활동 할 미술치료프로그램 대해 이야기 해 주고 나

서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자기소개와 첫 만남에 대한 

느낌이나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그린 후 작품

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① S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첫 시간이라 긴장을 했는지 오늘 활동이 끝나

고 나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자연을 보면서 

답답함과 긴장감을 떨쳐 버리고 싶은 마음을 

그림에 담았다. 첫 만남의 소감으로 “지금 

꽃을 보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이 푹신푹신하다고 생각해서 구름을 그렸

는데 너무 썰렁해서 꽃과 비도 그렸어요. 꽃

과 비를 맞으면 쑥쑥 크니까 그런 기분으로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해 S학생은

 4. 미술 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작품 및 분석

   (1) 연구대상별 1회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과정 및 작품 분석

< 표 17 > 연구대상별 1회기 활동 과정 및 작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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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간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꿈이 쑥쑥 

자라길 희망하는 마음 또한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꽃 세 송이는 함께 

미술활동을 하는 친구와 동생을 의미하고 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각자의 꿈을 찾아 가길 바라는 애정의 뜻을 나타냈다. 내리는 비를 표

현하여 자신의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씻겨 내리고 싶었고, 

지면에 기저 선을 그려 현재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고 하였다. 작은 

구름 두 개를 겹쳐 있게 그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자 하는 

큰 기대와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있을 까 하는 두려움의 양가감

정을 엿 볼 수 있었다. S학생은 회기 전에 실시했던 홀 랜드 검사 결과 

사회형·관습 형에 해당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

하는 것을 좋아하고, 빈틈없고 책임감이 강하며 사무능력이 높은 성향

으로 적합한 직업은 교육자, 상담전문가, 세무사, 법무사 등이다.

② D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자유화를 그릴 때 A4용지의 가로가 

편하다고 말하며 가로방향으로 놓고 

그려 선생님에 대한 적대감과 경계

심을 나타냈다. 처음 만나는 시간이

라 기대와 함께 걱정을 많이 하고 

온 듯하며 오늘 느낀 소감으로“처

음 왔던 그 기분인데요. 선물상자를 

그렸어요. 선물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이 그런 기분이었어요.”라며 첫 회기를 ‘열지 않은 선물상자‘로 

표현하여 자신의 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 설레었는데 “선물상자를 열고나니 기분이 좋았어

요.”라는 말에서 기대감과 긴장감을 엿볼 수 있었으며 내성적인 성격

으로 인해 첫 만남에 대한 불안과 활동이 끝나고 났을 때 안도감이 교

차하는 듯하였다. 오른쪽 위에 그린 해의 눈이 크고 검은색으로 칠해져 

타인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듯 하며, 이빨을 표현하여 적대감과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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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고 있고 머리를 파마한 듯 꼬불꼬불하게 표현해 많은 생각으

로 머릿속이 복잡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활동하기 전에 실시한 D학생의 

홀 랜드 검사 결과 사회형과 예술형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사회

형과 예술 형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손으로 만드는 활동

에 흥미를 갖고 창조적인 일을 하는 직업이 적합하므로 사회사업가, 상

담심리사, 배우, 화가, 디자이너가 적절하다.

③ C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첫 시간이라 가슴이 두근거렸고 선생님께서 

꿈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생각 하느라 

복잡하고 힘들었어요.”라며 첫 시간부터 머

리가 복잡하고 정신없었다며 미로로 된 정사

각형 모양의 건물 안에 복잡한 계단을 그렸

다. 욕심이 많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

내려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고. 

“오늘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요.” 라는 말에

서 질문지가 시험지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보아 평소에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가 작아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며 

자신을 졸라 맨 으로 그려 무력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첫 회기의 두렵

고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네모 모양의 건물 속에 있는 계단에 의

존하며 올라감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홀 랜드 검

사 결과 C학생은 실재 형(R)과 예술 형(A)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실재 형(R)과 예술 형(A)의 조합은 성실한 성격과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기계적 적성이 높고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이 많아 예술적 소질과 창

의적 적성이 높다. 이 유형에 적합한 직업은 요리사, 운동선수, 건축

가, 예술가, 무용가, 디자이너, 화가 등의 직업이 해당된다. C학생은 

미술에 소질이 있어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자주하며 꿈은 패션디자이

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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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나의 장·단점은? ( 장·단점 인형 만들기 )

목  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고 자신의 신체 중 한부분

인 손을 관찰하여 자아를 찾아가는 시도를 한다. 

매  체 펠트지, 글루건, 매직, 리본 끈, 털실, 솜, 파스 넷, 가위

활동과정  

첫 회기와 마찬가지로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하여 긴장감과 

어색함을 완화시켜 준 후 오늘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먼저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장점인형과 

단점인형을 만들기 위해 한 가지 펠트지 색을 고르게 하였

다. 선택한 펠트지 위에 각각 손을 대고 그리고 오려서 장

점은 오른 손가락에 단점은 왼 손가락에 적고 얼굴표정과 

털실로 머리카락을 꾸며 준 후 솜을 넣어 인형을 완성한다. 

장·단점 인형을 완성 한 후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고 작품

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① S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자신의 손을 관찰한 후 하얗다, 보들

보들하다, 자신의 손은 없으면 안 되

는 존재라며 손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을 표현하였다. 자신의 장점은 다독, 

수업시간에  높은 집중력, 낙천적, 엄

마 말씀 잘 듣는 것, 친구들에게 상냥

함이며 단점은 덜렁거림, 잠이 많음, 게으름 이라고 하였다. 장·단점 

인형을 어떻게 꾸며 주었냐는 질문에 “ 장점인형은 낙천적인 표정으로 

그렸고, 덜렁거려도 그냥 좋으니까 단점인형도 웃는 표정으로 그렸어

요.” 라며 단점에 대해 개의치 않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며 

(2) 연구대상별 2회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과정 및 작품 분석

< 표 18 > 연구대상별 2회기 활동 과정 및 작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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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부각시켜 보이려고 하여 단점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신을 보호

하려하였다. 완성된 장점 인형과 단점인형의 얼굴 표정을 웃는 모습으

로 표현하였으나 단점 인형에 눈을 그리지 않아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

지 않으려 하였으며, 장점 인형의 눈을 네모로 그려 외부세계에 대한 

경계와 과민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작품 활동에 들어가지 전 여러 가지 

펠트지 중 “주황색에 흰색 결이 보여 나무 같은 느낌이 들고 자연스  

러워서 좋아요.”라고 말하고는 붉은 계열의 주황색 펠트지를 선택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꿈을 찾으려는 열정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무가 

있는 자연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직까지는 긴장하

고 있는 것 같았다.  

② D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자신의 손을 관찰해 본 후 하얗다, 

크다, 말랑하다. 라고 표현했으며 자

신의 손은 자신을 표현하는 일부분이

라며 자신의 손을 소중히 여겼다. 자

신의 장점으로는 인사 잘함, 끈기, 

다독, 밝음이며, 단점은 자신감이 없

다, 어수선하다, 자주 잊어 버린다 

이고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낌으로 “단점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장점이 

참 많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 모르고 있

었던 부분을 알게 되면서 자기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단점 보다는 장

점을 많이 찾아야지”라고 말하여 새로운 자아를 찾고 싶다는 호기심을 

보였다. 평소에 리본 모양을 좋아해서 자주 사용하였고 인형 얼굴에 예

쁘게 화장까지 해주는 모습이 자신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장·단점인형의 이름을 묻자 “장점

인형은 ‘류하’라는 긍정적인 이름이고 ‘헤나’라는 이름은 쿨 해 보

이는 이름이에요. 긍정적인 이름은 장점이니까 항상 웃고 다니고 단점 

인형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였다. 작업 활동 중에 솜을 넣을 때도 옆 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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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먼저 준 후 자기 것을 넣는 배려심이 많은 학생이지만 자기표현이 

부족하여 피해를 자주 보는 편인 것도 같았다. 이렇듯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에 내재된 우울함과 억눌림을 감추면서 반대

로 항상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듯하였다. 펠트

지를 선택할 때도 노란색이 끌렸고 색깔이 밝아서 노란색으로 하고 싶

었다는 이유도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았다.

③ C학생의 작품 및 활동 분석

자신의 손을 관찰 한 후 중간크기로 

연한 살구색이며 아담한 느낌이 나고 

그림 그리기, 공부하기 등의 무엇인

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신체라며 자

신의 손에 대해 소중함을 나타냈다. 

자신의 장점은 그림을 잘 그린다, 글 

을 잘 쓴다, 밝다, 활발하다, 배려를 잘 한다 이며, 단점은 책을 많이 

안 읽는다, 예민하다, 소심하다, 수학을 아주 잘 하지 못한다, 낯을 가  

린다 라고 했다. 자신의 장·단점에 대한 느낌으로 “앞으로 장점을 더 

찾아봐야겠고, 앞으로 단점을 줄여야겠다.”고 말하여 자신에 대해 탐

색을 하면서 자신을 이해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장·단점의 인형을 

꾸밀 때 “장점인형은 웃고 있는 활발한 색깔의 빨간색 리본으로 꾸며 

주었고 단점인형은 약간 소심해 하는 표정으로 꾸며 주었어요.” 라며 

자신이 잘 웃는 반면 소심한 성격이라는 것을 반영하였다. 활동하기 전 

여러 가지 펠트지 중에서 초록색을 선택한 이유로“오늘 제 기분이랑 

맞는 것 같고 기분이 중간인 것 같아서 편안한 기분으로 활동 하고 싶

었어요,”라며 불안했던 첫 회기와는 달리 오늘은 마음이 조금 편해 보

였다. 인형의 머리를 꾸밀 때 “머리카락이 예쁘게 꾸며지질 않아 짜증

났어요,”라고 말하여 C학생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외모에 신

경을 많이 쓰는 편이며 또한 화려하고 세련되게 목걸이와 리본으로 장

식하여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어 관심과 주목 받고 싶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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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희로애락 만다라 ( 감정 파이 만들기)

목  표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희로애락에 대한 네 가지 감정을 생

각해 보고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며 자아를 찾아 간다.

매  체
펠트지, 파스 넷, 글루건, 가위, 핫케잌, 초코 펜,  여러 가

지 견과류, 은박지

활동과정  

‘시장에 가면’게임을 하여 등수 별로 크고 작은 초콜릿을 

나누어 주었더니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 게임이 끝나고 자신

의 희로애락에 대한 감정들을 표현해 보는 활동에 대해 설명

해 주었다. 지금까지 경험한 자신의 희로애락에 대해서 생각

해 보고 그 감정들을 펠트지 위에 만다라로 표현 한 후 희로

애락 만다라를 통해 그 느낌을 감정파이로 표현해 보았다. 

핫케잌, 초코 펜, 여러 가지 토핑을 주어 핫케잌 위에 초코 

펜으로 네 가지 감정들을 표현한 후 그 위에 여러 가지 토핑

으로 희로애락 감정을 정화 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희로애락 

만다라와 감정파이에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① S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막대사탕 하나를 들고 밝게 웃으며 들어와 선생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며 사탕을 건네주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가장 기뻤을 때가 

(3) 연구대상별 3회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과정 및 분석

< 표 19 > 연구대상별 3회기 활동 과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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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냐는 질문에“혼자 바람을 쐬면서 아이돌 가수 ‘워너원’음악을 

들을 때 가장 기뻐요. 내가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라며 기쁜 것이 많아 고르기 힘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말하여 S학생은 현재 아이돌 

가수에게 관심을 보이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등 사춘기시기를 경

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장 화가 났을 때는 “오래 돼서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친구가 제 말을 무시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 

안하기로 했는데 몇 분 뒤에 기분을 풀고 다시 말하고 놀았어요.”라고 

말하여 S학생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 나름 자기만

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제냐는 질문

에 “친구와 같이 게임할 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라고 말하여 또래와

의 친화적인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었다. 작품 활동을 시작하기 전, 빨

강색 펠트지를 선택하여 “열심히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첫 회기

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에도 열정적인 적극성을 보인 반면 토핑 색깔

을 빨간색과 초록색 위주로 사용하여 감정의 기복을 나타내기도 하였

다. 감정파이를 만드는 작업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희로애락의 감정을 

모두 하나의 기쁜 감정으로 통합하고 승화시켜 부정적인 감정들을 스스

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② D학생의 작품 및 활동 분석

D학생은 기쁨이란 질문에 “가장 기쁠 때가 현재라서 가족 수만큼 체리

를 그렸어요.”라며 지난시절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함께 지내

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큰마음을 표현하였다. 반면 가장 화나고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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픔의 표현을 “친구가 저를 무시하고 놀렸을 때 제가 그 친구를 밟고 

가는 것을 그렸어요.”라며 친구와 다투고 무시당한 경험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자신도 모르게 친구를 벌하고 있었다. 

사춘기시기인 만큼 또래와의 관계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친구끼리 화내고 서로 슬프게 하는 게 싫어서 항상 친하게 지

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며 원만한 친구관계를 위해 스스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D학생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들을 

한 순간에 쏟아내듯 감정파이에 화남을 표현하고는 “제가 화가 났을 

때 감정을 그리고 나서 다 덮어버리니까 속이 시원했어요.”라며 통쾌

해진 기분을 나타냈다. 또한 “슬픔 감정도 그려놓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똑같은 방법으로 덮어버렸더니 속이 시원했어

요.”라며 이 활동을 통해 슬픔과 화남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

어 앞으로도 잘 해결해 낼 수 있다는 환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오늘 

요리활동이 D학생에게 깊이 남아 있는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표출시킴과 

동시에 그에 대한 감정의 통찰이 이뤄졌으며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모두 표현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고 참아내는 편이라 가슴 속에 남아있

는 상처가 많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 마지막으로 D학생은 자신의 화

남·슬픈 감정을 감정파이로 다 뒤집었으니 맛있게 가족과 먹을 것이

고, 기쁨·즐거운 감정은 예쁘게 만들었으니 즐거운 추억을 내 몸속에 

오랫동안 저장해 둬야겠다며 감정파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③ C학생의 작품 및 활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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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怒哀樂이 한자로 되어 있어 어려운지 계속해서 ‘희’가 뭔지 ‘로’

가 뭔지를 물어 보았다. C학생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가장 기뻤고 

엄마가 언니편만 들었을 때 화가 났어요.”라며 자신이 유치원 다닐 때 

언니랑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초등학교 입학을 많이 기다렸으

며 언니를 좋아하고 따르는 반면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여 경쟁과 질투

를 많이 하는 것 같았다. 슬픔에 대한 질문에 “4학년 때 성장 파일에

서 도달하지 못해 엄마께 혼날 때가 가장 슬펐어요.”라며 성적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다음에는 꼭 도달하여 엄마께 칭찬 

받고 싶어요.”라며 애정 욕구도 함께 나타냈다. 만다라 작품을 보면 

녹색과 노란색을 사용하여 안정감과 따뜻함을 주어 작품을 더욱 돋보이

게 함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는 모습도 나타냈고, 감정파이 

작품에서 “기쁨은 기분이 좋아서 분홍색 크런치를 화남은 짜증나고 억

울해서 붉은 건포도를 슬픔은 눈물 모양의 해바라기 씨를 즐거움은 레

몬 맛 초코 펜를 뿌려 주었어요.”라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마

음껏 표출시켰다. 마지막으로 맛있게 하려고 파이 전체를 초코 펜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오리 모양처럼 계속해서 뿌려 주어 네 가지 감정

을 동그랗게 하나로 모아 순환시킴으로서 네 가지 감정들이 원만해졌음

을 나타냈다. 그리고 파이 위에‘12’라는 자신의 현재 나이를 적어 주

면서“제가 12년 살아와서 가운데 12를 그렸고, 엄마가 언니편만 든다

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라며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않은 희로애

락의 감정을 이 시간을 통해 회상하고 반성하면서 오늘 활동에 대해 뜻 

깊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만든  작품을 아빠에게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었으며, 만든 파이는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다며 가져갔다. 욕심과 

질투심이 많아 부모님께 자랑하고 칭찬 받고 싶어 하며 모든 면에서 언

니 보다 잘 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4) 연구대상별 4회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과정 및 작품 분석

< 표 20 > 연구대상별 4회기 활동 과정 및 작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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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기  나는 이런 사람이야! ( 콜라주 )

목  표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고 콜라주 작업을 통

해 자아를 찾기를 마무리 한다.

매  체
펠트지, 가위, 글루건, 사진, 털실, 헝겊, 매직, 구슬, 조

화, 단추, 다양한 액세서리.

활동과정  

‘동물원에 가면’게임에서 C학생이 가장 먼저 탈락했지만 

게임이 끝날 때 까지 언니들을 응원하며 기다려 주었다. 게

임이 끝나고 맛있는 젤리를 먹은 후 오늘 활동으로 콜라주

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먼저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생

각해서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적은 다음 펠트지 위에 얼굴 

사진만 오려 붙여 천으로 자신이 좋아 하는 스타일의 옷을  

만들어 준다. 꼴라주는 ‘풀로 붙이다.’ 라는 뜻으로 액세

서리, 털실, 헝겊, 리본 끈, 단추 등을 사용하여 자신과 관

련 된 것 들을 자유롭게 붙여주어 자신과 주변을 꾸며 준 

다음 완성된 콜라주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다.

① S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S학생은 자신의 이름이 ‘아름답게 사람

을 도우는 일을 하라’는 뜻이므로 남을 

돕는 보람 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자신과 관련된 것은 ‘책, 낙천적, 학생, 

공부, 수학, 단순한, 곰, 음악’이 있으

며, 친구들이 곰이라고 해도 기분 나빠하

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또래들의 

기준에 맞추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하려

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S학생은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이고, 잘하는 것

은 공부에요,” 라고 말하여 가족 간의 관계가 원만해 보이고 평소 공

부를 잘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 보였다. 현



- 51 -

재 학생이라는 신분에 맞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

며 자신의 소망은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번 

회기 콜라주 작품에서도 기저선과 상단에 비즈 줄로 꾸불꾸불한 선을 

표현하여 불안정한 심리와 복잡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털실로 머리

카락을 많이 붙여 주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콜라주 작업에 대한 느낌으로 “옷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재미있

었고 천을 만지니까 좋았어요. 천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라

며 불안했던 마음이 부드럽고 포근한 천을 만짐으로써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았다. 곰과 같은 동물이나 꽃을 표현하여 애정과 관심을 받고 싶

어 했으며 몸에 비해 다리를 짧게 표현하여 의존 욕구와 비활동적인 면

을 보였지만 다리를 벌리고 있어 자신의 꿈을 안정적으로 찾으려는 역

동성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③ D학생의 활동과정 및 직품 분석

D학생은 자신과 관련된 것은 ‘파

티셰, 피아노, 친구, 노래, 가족, 

강아지, 행복한 사람, 공부를 못

함’이라고 했다. 자기이름의 뜻

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의

미가 있으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

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보였다. 자신이 소망하는 것은 꿈 

이루기,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기, 돈 많이 벌기 이고 공부도 잘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 강아지, 친구이고 싫어하는 사

람은 없다고 하였다. 자신의 콜라주 작품에 대해 “저는 피아노가 좋아

서 골판지로 피아노를 만들었고, 시험이 싫어서 시험지에 X표를 그렸어

요. 파티셰가 꿈이어서 여러 가지 음식 액세서리를 붙였고 가족, 강아

지, 색 볼로 꾸며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테두리에 꽃 4개를 붙여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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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징했어요.”라고 말했다. 테두리를 비즈 줄로 사방에 붙여 주어 

대인관계에 적대감과 방어를 나타냈고 몸통에 비해 다리를 가늘게 그려 

불안정해 보였으며 모서리에 네 개의 분홍색 장미꽃과 분홍색 펠트지를 

사용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오늘 활동을 통해 

“제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했어요.”라며 확실

하고 분명하게 자신을 표현하여 처음과는 달리 자기표현 방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파티셰라는 직업을 미리 생각하며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려는 모습을 엿 볼 수 있었다.

③ C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자기 이름의 뜻은 ‘울타리처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감싸 주는 사람이 되어

라’라는 의미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

이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자신의 소망

은 패션디자이너가 되는 것이고, 아이

돌 가수‘트와이스’에게 관심이 많고, 

가족과 단짝을 좋아하며, 같은 반 남자

친구 3명을 싫어한다고 했다. 자신이 

잘 하고 좋아하는 것은 미술이어서 평

소에 혼자 있을 때 그림을 자주 그렸는

데 요즘은 아이돌 가수가 좋아 춤을 따

라 한다고 하였다. 사춘기 접어들면서 아이돌 가수에 열광하며 여자친

구, 남자친구를 정확하게 구분 짓고 항상 단짝친구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시기를 겪고 있었다. 완성된 작품을 보면 자신이 디자

이너가 되어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샵에 레이스, 천사 날개, 장미, 

사과 등으로 꾸며 주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가 강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고자 하며 심리적으

로 충족되지 못한 애정의 욕구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주로 하얀색을 

사용하여 희망적이고 순수해 보이며 자신의 주변에 하얀 레이스 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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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려는 반면 검정색 레이스 띠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 같았다. 노란색 색 

볼을 보고“손님이에요, 꿈을 이뤄 가게를 차려서 옷을 맞춰 주는 사람

이 될 거에요.”라며 자신 옆에 손님을 등장시킴으로서 작품을 더욱 돋

보이게 함과 동시에 소심하면서 질투심이 많은 성격을 표현하기도 하였

다. 손을 그리지 않아 대인관계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겠다

는 다짐을 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다.

5회기  강점 해바라기 ( 해바라기 종이 접기)

목  표
강점카드놀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알고, 그 강점과 적합

한 직업을 관련지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시도를 한다.

매  체 펠트지, 색종이, 글루건, 가위, 파스넷, 사인펜, 강점카드.

활동과정  

장마철이라 그런지 비가 많이 왔다. 우산을 쓰고 왔지만 옷

이 많이 젖어서 닦아 준 후 인사를 나누었다. 369게임을 하

여 언니들이 이겼는데도 좋아하는 초콜릿을 가져가지 않고 

동생에게 양보해서 인지 분위기가 더 좋아졌고 서로를 배려

하려고 하였다. 게임을 하고 나서 오늘 활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바라기 접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먼저 강점 카드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알아 본 후 펠트지색과 좋아하

는 색종이 색을 골라 해바라기 꽃잎을 접어서 붙여 본다. 

접은 꽃잎에 자신의 강점 8가지를 적은 다음 바탕을 꾸며 

주어 자신의 강점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5) 연구대상별 5회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과정 및 작품 분석 

< 표 21 > 연구대상별 5회기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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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홀 랜드 유형 강점카드의 결과를 보면 S

학생은 사회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였으며, 직업 일치성으로는 상담심리사

와 정신과 의사였다. 강점 카드놀이를 

통해 자신이 몰랐던 강점과 직업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신기했다고 하였다. 

또한 S학생은 평소 독서를 많이 하고 읽

은 책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해 

줄 때 열정적이 되며, 자신의 낙천적이

고 단순한 부분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모범생, 공부를 잘한다, 책을 많이 읽는다’라

는 피드백을 줄 때 가장 좋았고, 자신의 강점을 확실히 알고 난 후 상

담심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 S학생은 교수, 정

신과 의사, 상담심리사라는 직업을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확실한 

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성된 작품속의 해에 

대해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자란다고 해서 해를 그렸어요. 또 세 잎 

클로버 꽃말이 행복이라고 해서 내 꿈을 찾아가면서 행복을 잃지 말라

는 의미에서 세 잎 클로버를 접었어요.”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해바라

기가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햇빛을 쏟아내고 있는 붉은 태양의 표현은 

강한 의존 욕구를 나타내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 주는 수

호신인 행복클로버의 표현은 강한 애정 욕구를 내포하고 있어 이는 자

신의 지지자인 엄마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닮고 싶은 롤 모

델이‘엄마’이며 자신의 엄마를 존경하고 가장 많이 의지한다고 했다. 

S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엄마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편

으로 순하고 착한 딸이지만 주도성이 부족해 보이며 엄마의 권위적인 

양육에 순응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었다. 

② D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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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학생은 ‘피아노치기, 만들기, 

요리하기, 독서하기’를 즐기며 

자신이 남을 배려할 때,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았을 때의 모습을 

좋아하며 자신이 하기로 했던 것

을 다 끝냈을 때 뿌듯함을 느낀

다고 하였다. 요리할 때, 독서   

할 때, 만들 때 열정적이 되며, 6학년 때 전교부회장선거에 나갔던 일

이 가장 잘 한 일이라고 했다.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는 피드백으로‘자신감 

있게 행동해라, 덜렁대지 마라, 주의 깊게 행동해라’라는 말이 마음에 

든다며 무슨 말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 반면 다른 사

람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지나치게 다른 사람

에게 좋게 보이려는 모습도 보였다. 완성된 작품의 해바라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인데 해바라기

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라며 평소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있으며 칭찬과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표현은 앞서 말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과 관련 있는데 속마음으로는‘예쁘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겸손하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바라기를 노란색과 반대색인 보라색을 사용하여 고급

적이고 감각적인 느낌이 나며 보색끼리 어울리기도 하지만 진로에 대해 

혼란스런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붉은 태양의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는 해바라기 표현은 따뜻한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자신의 강점을 키워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 해가 검정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

어 부딪쳐야 할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어둡고 두려운 마음을 나타내기

도 했다. 마지막으로 강점 카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강점(독서하기, 

연주하기, 만들기, 변호하기, 손님 대접하기, 전달하기, 글쓰기) 중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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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강점들을 더욱더 강

하게 만들어서 강점을 키우고 늘려 나가야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③ C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C학생은 미술을 즐기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며 미술이나 체육을 할 때 

열정적이 되고 시험을 잘 보았을 때 자

신이 자랑스럽다 고 했다. 주변 사람들

에게 그림을 잘 그린다는 피드백이 가장 

마음에 들며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어떻

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잘 모른다고 

했다. 미술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 반면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자신

을 나쁘게 평가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

문에 답을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대인관계 면에서는 위축되고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다. 또한 자신의 강

점에 대한 느낌으로 “못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있는 것도 

같고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라

고 말하였고 자신의 강점과 관련된 직업으로 메이크업아티스트, 인테리

어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연예인이 나왔지만 그 일을 잘 할 수 있겠냐

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말하여 자신감과 자아효능감이 낮아 보였으

며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혼란

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홀 랜드 강점 검사 결과를 통해 몰랐던 

‘예측하기’라는 자신의 강점을 알게 되어 좋았고 자신의 강점을 더 

높일 것이라고 했으며 ‘그림그리기, 예측하기, 이끌기, 연기하기, 글

쓰기’등의 자신의 강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여 자존감이 조

금씩 향상되는 것 같았다. 접고 싶은 해바라기 색으로는 세상에 파란색 

꽃이 없어서 한번 접어보고 싶다며 파란색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C학생

은 역동적이고 항상 돋보이고 싶어서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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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인 것 같았다. 해바라기가 튜울립 같다며 분홍색 튜울립을 접어 

해바라기 옆에 붙여 준 것은 사춘기시기인 만큼 혼자 보다는 자신과 성

격이 잘 맞는 단짝 친구와 항상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바탕색으

로는 살구 색 펠트지 사용과 지면의 기저 선을 그려 불안한 감정과 애

정욕구를 나타내 보였고 바탕 위를 파스 넷으로 풀밭과 노을 진 풍경을 

그려 주었다. 노을풍경을 검정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을 섞어 표현

함으로써 우울과 두려움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신의 꿈을 향한 희망과 

열정 등의 양가감정을 나타냈다.

6회기  소질 나무 (‘생명의 나무 ’명화보고 꾸미기)

목  표
다중지능 검사 결과를 통해 알고 있던 자신의 능력과 비교해 

보고 자신의 소질을 정확히 인식하여 꿈을 찾아 간다.

매  체 펠트지, 모루, 골판지, 글루건, 가위, 파스넷, 다중지능검사.

활동

과정  

다 같이 문 입구에서 만났다며 같이 손을 잡고 들어 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끝말잇기를 하여 분위기를 즐겁게 만든 

후 지난 회기 때 자신의 강점에 따른 알맞은 직업을 알아 본 

지난번 활동에 대해 거듭하며 자신에게 해당되는 직업을 다시 

한 번 말해 주었다. 오늘 활동은 다중 지능을 검사해 보고 그 

결과와 자신이 알고 있는 소질을 참작하여 소질 나무를 만든 

후 자신의 능력을 5가지를 적어 보기로 하였다. 소질 나무를 

꾸미기 위해 ‘생명의 나무’ 명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림을 

보여 주고 꾸밀 수 있도록 재료들을 제공하여 작품을 완성한 

다음 이야기 나누었다.

(6) 연구대상별 6회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 표 22 > 연구대상별 6회기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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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다중지능검사 결과 8가지 지능 중 논리 

수학지능과 음악지능이 가장 높게 나왔

으며, S학생의 재능인 수학, 악기연주, 

책읽기, 손재주, 대화와 일치하는 부분

이 많았다. 이번 회기에 자신의 재능과 

다중지능을 알고 재능을 더 키우기 위해 

실천해야 할 다짐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

고 말했으며 예전에는 수학만 빼고 다 

잘했는데 수학에 흥미를 느끼니까 재능

으로 발전해서 기분이 좋고 신기했다고

하였다. 작품을 보면 나무기둥이 가늘고 끝까지 뻗어 있지 않아 현재 

에너지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부족한 상태이며 나무를 지켜주는 

수호신을 등장시켜“저의 능력이 잘 통합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여 목표달성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잠재우려 하였

다. 나뭇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귤도 위태로 워 보여 확실하

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정서가 있음이 엿보였지만 귤을 보고 

“끝맺음, 완성된 작품이에요.”라고 말하여 소망의 결실을 나타냈으

며, 여러 색으로 그린 많은 나뭇가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였다. 또한 노란색 펠트지를 사용

하여 밝고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였고, 땅에 그린 꽃은 희망, 기대, 

기다림을 연상케 한다.

② D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다중지능 검사 결과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능력을 비교해 보고 자신의 

강점과 능력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업도 비슷하게 나와서 

매우 신기했으며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서 뿌듯했다고 하였다. 

다중지능에서 공간지능과 음악지능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D학생이 생각

하는 꿈과 다중지능 검사 결과가 연관되어 자신의 꿈을 결정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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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작

품을 보면 나무 기둥이 튼튼하여 안정감

이 있으며 끝없이 뻗어가는 기둥이 꿈에 

대한 높은 욕구를 표현한 반면 나뭇가지 

색을 검정색으로 표현하여 미래의 꿈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도형 안에 자신의 능력인 

독서, 악기, 사진 찍기 등을 적어 다양

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나타냈으며 현재 

나타나지 않은 능력으로 음악, 길 찾기

는 나무 기둥에 숨겨 두어 새로운 다른 능력이 잠재 되어 있음을 재미

있게 표현하였다. 개구리를 자신으로 표현하여 가리키며“나무에 올라

가서 이 능력을 확실하게 제 것으로 만들려고 나무 밑에서 보고 있어

요.”라고 말하였다. 이는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

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키워 적당한 기회에 맞춰 도약을 시작하

고자 하는 의미로 보이며 골판지로 눈 모양을 만들어 붙여 현실을 회피

하지 않고 직면하려는 긍정적인 모습도 엿 볼 수 있었다.  

③ C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다중지능 검사 결과 대인관계 지능, 공

간 지능, 신체 운동 지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C학생의 능력인 글쓰

기, 운동, 그림, 놀기, 춤추기와 관련되

어 있었으나 꿈을 결정하지 못하고 혼란

스러워 하였다. 작품 속 꼬불꼬불한 모

양에 대해 “제가 아직 못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내 꿈

을 이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렸어요,”

라는 말과 “저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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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불꼬불 험난한 길을 헤치며 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라고 말하여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

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상하면서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 듯 

보였다. 또한 진로 고민으로 현재 자신의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런 마

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러한 혼란스런 감정들을 파란색 펠트지가 차분

하게 하여 편안한 휴식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았다. 또한 나무 기둥

이 튼튼하여 안정감이 있어 보이며 나뭇잎을 하트모양과 별 모양으로 

붙여 사랑 받고 싶고 반짝반짝 빛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였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길을 안내해 주길 희망하고 있는 듯 보

였다. 해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에

너지를 얻고자 하며 나무에 눈을 그려 새로운 꿈과 접촉을 하려하며 강

한 호기심을 나타내 보이지만 나무의 키가 크지 않아 아직까지는 꿈에 

대한 불 확신으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7회기  무지개다리 (꿈을 찾아 가는 길)

목  표
자신의 강점, 장점, 능력에 적합한 꿈을 설정하여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워본다.

매  체 펠트지, 사인펜, 색연필, 글루건, 가위, 마분지, 천사점토.

활동과정  

밝은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재미있는 007빵 게임을 

하였다. 판가름이 나질 않아 가위, 바위, 보를 하여 마무리

를 했다. 지금까지 활동에서 알게 된 자신의 강점, 장점, 능

력을 가지고 꿈을 찾아가기 위한 무지개다리를 만들어 보기

로 하였다. 여러 가지 모양의 무지개를 보여 주며 맘에 드는 

모양을 골라 그린 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7) 연구대상별 7회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 표 23 > 연구대상별 7회기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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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색깔별로 단계를 나누어 적어 본다. 만든 무지개 양 

끝에 천사점토로 구름을 만들어서 붙인 다음 구름 안에 자신

이 선택한 꿈을 2~3가지 적어보고, 완성 시킨 무지개다리 작

품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① S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S학생은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 

이번 회기에는 자신의 꿈에 대

해 구체적인 직업을 2가지 말하

였다. 정신과 의사와 상담심리

사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

이 노력해야 할 일들을 단계별

로 1단계 독서하기, 2단계 공부

하기, 3단계 친구의 말 경청하기, 4단계 의대가기, 5단계 정신과 전문

의 공부하기, 6단계 임상심리사 자격증 따기, 7단계 꿈 이뤄 취직하기

로 설계하였다. S학생은 무지개 모양의 높낮이를 똑같이 한 이유로 

“내 생에 굴곡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것도 기쁨도 없었으면 좋겠

어요. 행복하지도 않고 중간정도 그냥 순리대로 잘 살고 싶고 너무 행

복하면 잃을 것도 많을 것도 같아서요. 너무 좋으면 너무 힘들 때가 있

을 것 같아 그냥 중간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악착같이 하지 말고 평범

하게 내가 이 길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평평하게 꾸며 

줬어요.”라고 말하여 인생의 평범함과 중도의 원리를 인지하는 듯하였

고, 동시에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내재되어 안정적으로 현실에 직

면하여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면이 엿보였다. 작품을 보면 여러 개의 

꽃과 구름을 그려 넣어 소망과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신의 능

력에 맞는 목표를 세워 놓고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려는 자세가 

보였다. 하얀 리본에 대한 질문에 “구름이 하늘에 있어서 옆에 붙여 

주었는데 세월 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상담사 역할을 해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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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라며 세월 호 리본을 만들어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려

는 봉사정신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구름을 흰색과 파란색을 섞

어 양가감정을 통합하고 분홍색 펠트지를 사용하여 작품을 더욱더 따뜻

하고 포근하게 감싸주어 희망적인 느낌이었다.

② D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D학생의 꿈은 디자이너, 파티

셰, 미술치료사이며 그 꿈을 이

루기 위한 단계로 평소 집중하

는 습관 기르기, 요리 열심히 

하기, 요리 공부 열심히 하기, 

그림 그리기, 다른 사람 말 경

청하기, 특성화 고 가기, 나의 

진로 확정하기 등으로 계획을 

세웠다.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꿈을 이루는 길에 

한 발짝 다가간 기분이 들었다고 했고, 만약 꿈을 이뤘을 때 느낌으로 

“꿈을 찾는 미술치료프로그램 활동을 열심히 해서 꿈이 이뤄졌다는 생

각이 들고 무지 뿌듯할 것 같아요.”라며 선생님을 배려하고 생각해 주

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작품에서 자신을 현재와 미래로 두 명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의미는 “두개의 꿈 중에서 어떤 게 될지 몰라서 

현재에서 미래로 올라간다는 과정이에요.”라고 말하여 아직까지 자신

의 꿈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양과 달이 함

께 공존하고 있어 강한 희망과 소원성취를 나타내지만 초승달의 표현으

로 미래의 꿈에 대한 불안정한 마음을 보여 주고 있었다. 하지만 무지

개 모양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면서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꿈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와 자신의 높은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하늘에 많은 구

름과 분홍색 펠트지를 사용하여 풍요롭고 만족감 속에서 따뜻하게 보호

받아 행복하게 꿈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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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C학생의 꿈은 메이크업 아티스

트, 인테리어디자이너, 애니메

이터라고 적었다. 그 꿈을 이루

기 위해 단계별로 계획을 세운 

다음 그 계획을 실천하려면 많

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고 하였다. C학생은 5

회기부터 꿈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왔으며 오늘 활동에서도 구름을 천사점토로 꾸불꾸불하

게 만들어 꿈 선택에 대해 혼란스런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많은 

고민 끝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자신의 꿈을 정하여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꿈을 결정해서인지 높은 성취욕구가 생겨 무지

개를 높은 모양으로 그렸으며 무지개 양 옆에 있는 것에 대해“악마와 

천사에요. 꿈을 찾아 가다가 악마를 만나서 나쁜 일도 있고 천사를 만

나서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말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가

는 길이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힘든 길을 손에 메이크업 박스를 들고 가면서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

여 스스로 헤쳐 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보였으며 자신이 선택한 

꿈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고 있었다. 노란색 펠트지와 태양이 C학생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희망과 에너지를 주고 있으며 바탕에 구름을 군

데군데 그려 색칠하지 않고 텅 비어 있는 모습이 자신의 꿈을 결정하고 

난 후의 공허함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같아보였다.

8회기  지갑 만들기 (자격증이 들어있는)

(8) 연구대상별 8회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 표 24 > 연구대상별 8회기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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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생각해 보고 그 직업과 관련된 자

격증을 만들어 꿈을 확신하고 결정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매  체 펠트지, 글루건, 도화지, 가위, 손코팅지. 색연필, 액세서리

활동과정  

아이 엠 그라운드 게임을 하고 나서 오늘 활동을 시작하였

다. 활동지에 자신의 소망을 적어보고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직업을 3~4가지를 적어 본 후 적어 놓은 직업과 관련

된 자격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과 자

격증을 보관 할 수 있는 지갑도 함께 만들어 보았다. 자격증

은 색지에 그려 손 코팅지로 붙여 완성시켰고 펠트지를 사용

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지갑 겉면을 꾸며 주

었다. 만든 자격증을 지갑에 넣어 보고 완성된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① S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S학생은 많은 고민과 함께 엄마의 영향으로 인해 이번 회기에서 정신

과 의사로 꿈을 결정 지었다. 왜 그 일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엄마께

서 치료실에서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

어요.”라며 꿈을 결정하는데 특히 엄마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듯 보였

고 아직까지는 확실한 꿈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주도성이 부족해 보였으

며, 자아정체감 혼란을 겪는 시기이므로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미흡한 점이 많을 거라 생각 된다. 또한 성격이 낙천적이고 긍정적

이어서 저항 없이 부모님의 의견이나 조언을 수용하는 태도로 안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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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화적인 것을 원하고 있었다. 완성된 작품을 보면, 연두색과 주황

색을 사용하여 새로운 생명력에 활력을 불어 넣어 희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분홍색 토끼를 꾸며주어 애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를 표현

하였다. 특히 분홍색은 여성상의 어머니를 나타내며 어머니의 보호와 

지지 속에서 안정적으로 꿈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냈고 작은 토

끼 두 마리는 아빠와 동생으로 가족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큰 듯하였다.

② D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지금까지 활동에서 1회기 때는 파티셰, 7회기 때는 디자이너, 오늘은 

미술치료사가 되고 싶다고 하여 아직까지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았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디자이너 자격증, 

제과제빵사 자격증,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취득 하겠다고 했으며 세 가

지 다 해보고 싶지만 오늘 만든 자격증에 대해 “한 번 미술치료사가 

되고 싶어서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만들었어요.”라고 말하여 아직은 자

신의 꿈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조금 더 고민하

면서 생각해 보려는 모습이 보였다. 작품을 보면 토끼가 당근을 들고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붙여 자신의 꿈을 지혜롭게 이룰 수 있는 내면의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사과, 하트, 꽃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강한 

성취 욕구를 나타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에너지를 얻고 싶어 하

며 심리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애정의 욕구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펠

트지 색을 분홍색과 연보라색의 비슷한 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지금의 

혼란스런 마음에 안정감을 주어 차분하게 자신의 꿈을 결정하려는 모습

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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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자신에게 적합한 4가지 직업 중에서 지난 회기에서 결정했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확실하게 결정한 후 그 직업과 관련된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며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 이 자격증을 취득

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으며 만약 취득하게 되면 노력

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지갑 캐릭터로 구대타마를 

만든 의미로 “귀여워서 언젠가는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오늘 한 번 만

들어봤어요. 구대타마가 요리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여 나름 요리사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았다. 현재 C학생은 단짝 친구

와 다투고 헤어져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으

로 곰 인형을 친구로 표현하여 새로운 친구가 생겼으면 하는 소망과 별 

모양을 두 개 붙여 한 개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길잡이를 해주고 

다른 하나는 단짝 친구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염원으로 보였다. 

9회기  꿈은 이루어진다! (꿈의 리스 )

목  표
발견한 자신의 꿈에 대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가를  

여러 면으로 고려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한다.  

매  체 펠트지, 나뭇가지, 마 끈, 글루건, 모루. 야광스티커

(9) 연구대상별 9회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 표 25 > 연구대상별 9회기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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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정  

꿈의 리스를 만들기 위해 지난주에 아이들과 순천만 정원에 

가서 메타세쿼이아 나뭇가지를 주워 가지고 왔다. 직접 아이

들이 주운 나뭇가지로 작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애정 어린 뜻 

깊은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된다. 오늘은 지금까지 활동 하

면서 고민했던 꿈을 이번 회기에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다. 여러 개의 나뭇가지를 마 끈으로 묶어 네 개의 묶음

을 만들고 그것을 이어서 리스 틀을 만든 다음 자신의 꿈을 

모루로 적어 리스 틀 위에 붙인다. 리스 주변을 꾸며주고 끈

을 매달아 꿈의 리스를 완성 시킨 후 이야기 나누었다.

① S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S학생은 지난 번 회기에서 결정

한 정신과 의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머뭇거림 없이 정신과 의

사가 되고 싶다고 했으며 자신이 

의사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일하

고 싶고 정말로 대학병원에서 일

하게 된다면 보람차고 뿌듯할 것 

같다고 하였다. 오늘 활동에 대

한 느낌으로 “뭔가 내 꿈이 확실해 진 것 같고 절대로 못 잊을 것 같

아요.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아 좋았어요.”라며 자신이 결정한 

꿈에 대해 확신성을 나타냈다. 대학병원에 취직했을 때 받고 싶은 선물

로는 집을 받고 싶다고 하여 편안함과 안정감을 추구하며 부모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엿 볼 수 있었다. 

작품에서 파란색계열과 주황색계열을 위주로 사용하여 자신의 꿈을 찾

게 되어서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과 동시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

인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 또한 리스 테두리에 해바라

기를 만들어 붙여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자신의 꿈을 행

복하게 이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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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D학생은 많은 고민 끝에 1회기 때 

말했던‘파티셰’가 좋다고 마지막 

결정을 하였으며 검정색 모루를 사

용하여 ‘파티셰’를 영어로 꾸며 

주어 미래의 꿈에 대한 확신성을 

나타냈다. 파티셰가 되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고 싶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고 그 꿈을 오랫동안 간직하라고 말해 주

고 싶다며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어린 축하를 

선물로 받고 싶어 했다. 또 한 번 D학생의 감성어린 마음과 남을 배려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꿈의 리스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냐는 질

문에 “ 꿈의 리스를 보면서 내 꿈을 꼭 이뤄야겠다고 생각했어요.”라

고 말하여 파티셰 라는 꿈에 대해 목표지향성과 미래 확신성을 나타냈

다. 자신의 꿈을 결정해 인지 완성된 작품에서 연두색 배경과 분홍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편안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나타냈고, 카네이션 

꽃을 만들어 붙여 선생님의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분

홍색 판 위에 검정색으로 글씨를 써서 파티셰가 더욱 돋보이며 자신의 

꿈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듯 함축된 의미를 엿볼 수 있었다.

③ C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C학생은 7회기 때부터 결정한 메이

크업 아티스트의 꿈에 대해 확고함

을 보이며 흔들림 없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정했다고 하였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희망 어린 꿈의 

리스를 꾸며 주면서 자신이 메이크

업 아티스트가 되어 방송국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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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좋겠고 만약 방송국에 취직하면 받고 싶은 선물로 “메이크업 도

구요.”라고 말하여 자신이 결정한 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시

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아이돌 가수 ‘트와이스’를 좋아하여 

연예인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로 방송국에 가서 연예인들에게 

메이크업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 보였고 동시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꿈에 대해 기대하고 설레어 하는 마음 또한 큰 것 같았다. 리스

작품을 보면 살구 색 판 위에 무지개 색깔로 글씨를 적어 고난 뒤에 찾

아오는 기쁨과 새로운 시작, 긍정적인 미래를 나타냈으며 배경색 펠트

지로 주황색을 사용하여 열정적이고 활력이 넘쳐 에너지가 충만하여 꿈

이 이룰 수 있다는 확실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견뎌내어 밝은 미래를 맞이하

고 싶은 소망을 예쁘게 만들어 붙인 나팔꽃으로 대신하여 내면을 표현

하기도 하였다.

10회기  꿈을 생각하며 ( 자유화 )

목  표
지금 까지 활동을 통해 자신이 결정한 꿈에 대한 느낌을 

말해 본 후 그 느낌을 자유화로 표현해 본다.

매  체 A4, 지우개, 연필.

활동과정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 활동이 끝나면 맛있는 자장면과 

짬뽕을 먹자고 했더니 모두들 방긋 웃으며 둘 중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듯 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활동 하

면서 느낀 점과 자신이 선택한 꿈에 대한 소감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고 그린 자유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① S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10) 연구대상별 10회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과정 및 분석

< 표 26 > 연구대상별 10회기 활동 과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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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기 동안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은 

“옷을 만들어 본 콜라주가 가장 재미

있었어요. 처음 해보는 활동이었거든

요.”라고 말하여 천을 만질 때 보드

라운 촉감 때문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호기심을 

느껴서 기억 속에 오래 남은 것 같았

다. 모든 활동이 끝나고 작성 한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자신의 진로의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직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자신의 적성

과 흥미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진로결

정에 있어 확실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에는 자신감과 결단력이 부족하

여 대체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에 의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 소감

으로는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저도 꿈을 향해서 비상하

고 싶어요.”라고 말하였고 천사는 자신의 롤 모델인 엄마를 의미한다

고 하였다. 꿈을 이룬 엄마를 보면서 자신도 엄마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도약하려는 시도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

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하늘

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거기까지 가는데 날개가 뜯길 수도 있고 힘

든 일도 많을 것 같아요.”라고 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한 번 부딪쳐서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과 도전의식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② D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처음에는 사람을 졸라 맨 으로 표현하

여서 그리기 어려우면 좋아하는 동물

로 표현해도 된다고 했는데 지우고 나

서 다시 사람으로 그렸지만 눈, 코, 

입을 그리지 않았다. 계속 지우고 그

리기를 반복한 끝에 만족했다는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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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마무리 하였으나 조금은 미완성된 그림인 듯했다. 이는 꿈을 이

루기 위해 첫 발걸음을 내 딛는 순간 두려워서 현실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경향을 보였으나 튼튼한 계단에 의존하며 올라감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는 모습으로 보였다. D학생이 표현한‘ 무한의 꿈 계단’이란 꿈

을 이루고 나면 또 새로운 꿈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무한 반복되어 끝이 

없음을 뜻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 꿈은 파티셰이고 그 다음은 다른 

꿈이 있어요.”라고 말하여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차례대로 이뤄보고 싶다는 욕구

와 목표가 생긴 듯하였다. 그리하여 D학생은 자신이 계획한 꿈들을 향

해 한걸음씩 무한대의 꿈 계단을 올라가면서 설레 임과 기대감으로 가

득 차 있었고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꿈

을 발견하고 그 꿈도 차례대로 이루고 싶다는 높은 포부를 밝혔다. 

③ C학생의 활동과정 및 작품 분석

“처음에는 패션디자이너가 꿈이었는

데 활동을 하다 보니 메이크업아티스

트가 되고 싶었어요. 메이크업 도구를 

생각하니 마냥 즐거웠어요.”라고 말

하여 새로운 꿈을 찾게 되어 너무 기

쁘다고 하였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했다. 

요즘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무슨 일을 하는 지 검색해 보고 메이크업 

도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메이크업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자주 따라 

한다고 하였다. C학생은 자기주장이 강하여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지 않

고 자신의 진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편으로 마지막에 실시한 프로

그램 평가에서 ‘자신의 진로 결정에 있어 확실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문항에서 ‘그렇다’라는 대답을 했으며 진로성

숙도척도 하위영역인 독립심영역에서 ‘내게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

라고 결정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점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자신

의 진로는 스스로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유화에서 자신의 정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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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을 지면 중앙에 크게 그려 강한 지적 욕구, 목적달성의 성취 욕구, 

긍정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나타내며 이를 드러내어 활짝 웃고 있어 행

복해 보이며 얼굴에 손을 대고 예쁜 짓을 하는 등 새로운 꿈에 도전하

려는 행동의 시작과 희망의 결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다. 

초기 단계 :1회기 ( 자유화 - )

첫 회기에 많이 긴장했는지 심리적인 스트레스

로 인해 비구름을 그렸다. 처음에는 굵은 빗방

울이 내리다가 점점 작은 빗방울로 표현하여 활

동이 끝날 쯤에 조금 편안함을 느낀 것 같았다. 

꽃과 기저 선을 표현하여 불안감과 애정욕구를 

나타냈으며, 구름을 그려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

길 바라는 기대와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있을 까 하는 걱정의 양가감정을 나타냈다.

중기 단계 : 6회기 (소질나무)

5회기까지 활동을 통해 발견 한 세 가지(교수, 

상담심리사, 정신과 의사) 직업 중에서 고민하

고 있는 것 같았다. 가지에 비해 나무 기둥이 

가늘어서 에너지와 적극성이 부족해 보이며 큰 

나뭇가지에서 나온 작은 가지들이 S학생의 많은 

능력 및 가능성을 보여 주지만 결단력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꿈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5. 연구대상자의 단계별 작품 분석 요약

  

  (1) S학생의 단계별 작품 분석 요약

〔그림 10〕 S 학생의 단계별 작품 분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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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늘고 짧은 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열매가 조금은 위태롭고 불안

하여 스스로 심리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반면에 자신의 꿈에 

대해 희망과 결실을 맺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후기 단계 : 10회기 ( 자유화 - 천사의 비상처럼 )

자신의 꿈이 정신과 의사로 결정하게 

된 것은 롤 모델인 엄마의 영향이 크

다고 하였고 현재 상담심리사인 엄마

께서 계속 공부를 하셔서 꿈을 이루

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하였다. 꿈을 이룬 엄마

를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로 표현하여 자신도 꿈을 이뤄 엄마처럼 하늘

로 올라가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 해야겠다고 말했다. 

첫 회기의 구름에서는 스트레스, 우울, 갈증을 나타내는 비구름을 표현

했다면 마지막 회기의 구름은 희망적이며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안전하게 보호 해 주고 고민과 혼란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마음을 표현

하고 있다. 천사의 큰 날개 또한 안정적이고 보호적이며 머리 위에 올

라가는 화살표를 그려 목표에 대한 미래 확신성과 성취 욕구가 높아졌

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느낀 S학생에 대한 연구자의 소견

S학생은 온순하고 긍정적이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다른 사

람을 배려하는 성격으로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여 배경지식이 많고 집

중력이 좋아 자신의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 하

지만 결단력과 독립심이 부족하여 엄마에게 자기주장을 제대로 표현하

지 못하므로 자신감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도움을 준다면 S학생의 미래는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거

라 예상된다. 또한 S학생의 강점, 장점, 다중지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존중해 주는 부모님의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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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 :1 회기 (자유화 - 선물상자 ) 

처음 만나는 시간이라 기대와 함께 걱

정을 많이 하였고 오늘 이 시간을 선물

상자로 표현하였다. 첫 회기를 열어보

지 않은 선물상자처럼 표현 하여 그 안

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 설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첫 만남에 대한 불안감과 첫 회기가 끝나고 났을 

때 안도감이 교차하는 듯하였다. 오른쪽 위에 그린 해의 눈이 크고 검

은색으로 칠해져 타인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듯 하며, 이빨을 표현하여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고 파마 한 듯 꼬불거린 머리를 표현하여 자신의 

꿈에 대한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함을 나타냈다. 

중기 단계 : 5회기 (강점 해바라기 접기)

강점카드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강점(변호하기) 알게 되어 꿈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

였다. 작품에서 해바라기를 노란색과 

반대색인 보라색을 사용하여 고급적이

고 감각적이며 보색끼리 어울리기도 하

지만 진로에 대해 혼란스런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붉은 태양의 따

뜻한 햇살 받고 있는 해바라기 표현은 따뜻한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자

신의 강점을 키워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 해가 검정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어둡고 두려운 마음을 나

타내기도 했다. 또한 해바라기 옆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해바라기를 쳐다보고 ‘예쁘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을 아직은 수

(2) D학생의 단계별 작품 분석 요약

〔그림 10〕 D 학생의 단계별 작품 분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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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려 하지만 자신의 강점에 대해 칭찬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강해 보였으며 새로운 강점을 키우고 늘려 나가

야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등의 자신과 진로에 대해 정체감 혼란을 겪고 

있는 듯하였다.

후기 단계 : 10회기 (자유화 - 무한의 꿈 계단)

많은 고민과 혼란 끝에 자신의 꿈을 파

티셰로 결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한의 꿈 계단에 첫 발을 내딛고 있

다. ‘무한의 꿈 계단’이란 꿈을 이루

고 나면 또 새로운 꿈이 생겨나고 그것

들이 무한 반복되어 끝이 없음을 뜻한

다고 했다. 꿈을 향해 가는 D학생의 모습에서 역동적이고 운동성이 보

이며 화살표를 그려 자신이 계획한 목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

지만 처음 가는 길이라 두려움도 있어 정면을 보지 못했지만 튼튼한 계

단을 이용하여 올라감으로써 안정감을 가지고 꿈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예전엔 몰랐었던 디자이너와 미술치료사라는 꿈을 

더 발견 하고 차례차례 이루고 싶다는 큰 포부를 나타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느낀 D학생에 대한 연구자의 소견

D학생은 평소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하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는 편이라 

억압된 부분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감을 높이고 자신의 감정 표현을 향상시킨다면 원만한 대

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의 꿈을 이뤄 행복한 삶을 영위 할 거

라 기대된다.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해 보고 싶어 하는 호기심과 적극성

이 많아 보이므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개방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3) C학생의 단계별 작품 분석 요약

〔그림 10〕 C학생의 단계별 작품 분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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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 : 1회기 ( 자유화 - 미로 계단 )

첫 시간부터 많은 질문과 낯가림으로 인해 부

끄러워 대답하는데 어려웠고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었다며 미로로 되어있는 복잡한 계단을 자

신이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다. C학생은 첫 시

간의 긴장감으로 인해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밖으로 나가

려고 비상구를 찾는 듯의 모습을 보였다. 내성

적인 성격으로 인해 첫 만남을 긴장하고 불안

해했으며 그림과 사람의 크기가 작아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고 자신을 졸

라 맨 으로 그려 현재 무력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C학생은 평소 그리

기와 만들기를 좋아하여 패션디자이너가 꿈이라고 말하였다.

중기 단계 : 6회기 (소질나무)

다중지능 검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지능과 능

력을 알게 된 후 3가지 꿈 중에서 확실한 결정

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작품에서도 꼬불꼬불한 모양을 많이 그려 넣어 

진로 고민으로 현재 자신의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나무의 

키가 크지 않아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높

은 욕구는 아직 생기지 않았으며 해에 선글라

스를 그려 넣어 자신이 부딪쳐야 할 현실에 대해 외면하고 싶고 새로운 

꿈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나무 기둥이 튼튼하여 안

정감이 있어 보이고 꿈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나뭇잎을 하트모양과 별 모양으로 붙여 사랑 받고 싶은 애정욕구와 반짝

반짝 빛나고 싶은 특별함을 표현하였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누

군가가 길을 안내해 주길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해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에너지를 얻고자 하며 나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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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에 큰 눈을 그려 새로운 꿈에 접촉을 시도하려는 강한 호기심을 엿 볼 

수 있었다. 

후기 단계 : 10회기 (자유화 - 기분 좋은 나의 꿈 )

미술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패

션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미술활동을 

하는 동안 새로운 꿈인 메이크업 아티

스트직업을 찾게 되어 너무 기뻤고 메

이크업 도구가 갖고 싶어서 매일 생각

한다고 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그  

일을 꼭 해 보고 싶어 관심 있게 메이크업 하는 동영상을 틈틈이 보면서 

자주 따라 하고 있으며 사람 그리기도 더 열심히 한다고 하였다. C학생

은 소심한 반면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하여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

견에 전적으로 따르는 편이 아닌 자신의 진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성격으로 자신의 정면 얼굴을 지면 중앙에 크게 그려 강한 지적 욕구와 

목적달성을 위한 성취 욕구 등의 긍정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

으며 고른 치아를 드러내어 활짝 웃는 모습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이 가득 

차 보였다. 또한 얼굴에 손을 대고 예쁜 짓을 하는 등 새로운 꿈에 도전

하려는 희망찬 열정과 힘찬 역동성을 엿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느낀 D학생에 대한 연구자의 소견

C학생의 성격은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자신감이 부족하여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 하지만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커 보인다. 따라서 자신

감과 지도력을 키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감

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준다면 C학생은 통솔력 있는 지도자의 역할 수행

을 잘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 보다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된다. 또한 C학생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낮은 자존감과 의기소침하여 많은 열등감을 갖고 있

으므로 부모님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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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알아보고자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기의 초등학생과 중학

생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S시에 소재한 

미술학원에 다니는 청소년 3명을 원장님의 권유와 본인의 자발성으로 J센

터 상담실에서 2018년 6월 23일에 시작하여 2018년 8월 25일까지 매주  

60~80분씩 10회를 진행하였고 사전·사후 검사로 2회기를 실시하였다.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

하고자 2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자아정체감 측정도구로 박아청(1996)이 개

발한‘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송현옥(2008)이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 측정도구로 초등학생은 정익중, 임진영, 황매향

(2011)이 개발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고, 중학생은 기존의 2001년도에 개

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를 최근의 학생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한국직업능

력개발원(2013)에서 수정·보완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인물화 

검사를 사전·사후로 실시하여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 변화된 부분을 분

석하고 검토한 연구 결과로 연구문제에 따른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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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청소년에게 실시한 결과,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검사를 사전·사후로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세 명의 학생 모두 자아정체감의 총 합계가 사전보다 사후가 

더 높게 나왔으며 자아정체감 하위영역 중 미래 확신성영역에서 가장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정체성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

소년들에게 펠트매체를 중심으로 한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 미술치료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자신의 무의식적 내면을 이해하고 새롭게 자신을 인식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

신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술치료가 중학생의 자기 효능감 및 자아정체감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한 백나리(2015)의 연구, 부적응 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자

아정체감을 위한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한 임혜순(2016)의 연구, 현실요법

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진로의식성숙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한 남궁혜정(201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입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치료가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둘째,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청소년에게 실시한 결과,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검사를 사전·사후로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세 명의 학생 모두 진로성숙도의 총 합계가 사전보다 사후가 

더 높게 나왔으며 진로성숙도 하위영역 중 직업에 대한 태도, 합리적 의사 

결정, 독립심영역에서 가장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는 자신의 능

력이나 흥미에 적합한 직업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에게 펠트매

체를 중심으로 한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 미술치료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

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발견하여 진로를 스스로 결정 할 수 있게 하는 

진로성숙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주지역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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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고미성(2017)의 연구, 집단미술치료

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 신봉인(2014)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위에서 입증한 결

과를 바탕으로 미술치료가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 과정에서 강점검사를 실시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다중지능 검사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였으며, 홀 랜드 검사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연관시켜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

써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성이 향상되

었다.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어 독립적이고 합리적

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진로성숙 향상으로 이어졌으므로 긍정적인 자

아정체감 형성과 진로성숙 향상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물화의 사전·사후검사를 실시 한 후 질적인 분석을 통해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긍정적인 변화가 인물화의 자아상에도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학생의 경우 사후그림에 기저선과 꽃들이 없어지면서 불안한 마음이 감

소되었고 그림 크기가 커져서 자존감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구

체적으로 의사가운을 입고 있는 미래의 이상적인 자아를 그려 자신이 앞으

로 해 보고 싶은 직업으로 정신과 의사를 나타냈다. 

  D학생의 경우 사전검사에서는 종이를 가로로 사용하였는데 사후검사에서

는 세로로 방향을 바꿈으로서 타인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이 감소되어 안

정감을 보였고, 그림의 크기가 커져서 자존감이 향상되었으며, 머리에 파

티셰의 모자를 쓰고 있어 미래에 하고 싶은 직업으로 파티셰를 표현하여 

미래의 이상적인 자아상을 나타냈다. 

  C학생의 경우 유아성향을 보였던 그림의 성숙한 변화와 함께 그림의 크

기가 커져서 자존감이 향상되었고 외출복과 가방을 들고 방송국으로 가는 

모습 뒤에 움직이는 선을 첨가하여 직업에 대한 이해도와 미래 확신이 높

아 보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행동의 시작과 역동성을 나타냈다. 

  이처럼 인물화에서도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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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업에 대한 확신을 나타냈으므로 자아정체감 검사와 인물화 검사가 일

치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림의 크기가 커지고 미래의 직업과 관련된 

옷을 입은 자아상의 표현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

들이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므로 진로성숙도검

사와 인물화 검사가 일치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펠트매체를 활용한 미

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준 것과 동시에 인물

화의 자아상에도 영향을 주어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혼란스러운 청소년시기에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의 미술치료프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여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여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진로성숙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아 

찾아가기, 자신을 이해하고 꿈 찾아가기, 꿈 발견하여 꿈을 선택하는 방법

으로 접근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아 자신

의 강점, 능력, 흥미, 목표, 직업 등을 확인하고 스스로 진로를 결정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므로 청소년시기에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체험활동으

로 펠트매체를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이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하

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2015 교육과정에서 초등학생부터 과정을 중요시하여 다양한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함으로써 그 중에서 진로 과목이 빠지지 않는다. 중학생이 

되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여 꿈 찾기 프로젝트 체험을 1년 동안 하게 되는

데 막상 진로 체험에 참여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능력이나 흥미 등을 고려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환경인 것이 현 

실정이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개개인에 대

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면밀하게 분석하는 질적 분석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지닌다.  

  둘째,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에는 말로 하는 상담법도 있지만, 민감한 청

소년기에 펠트를 활용한 미술치료를 적용하여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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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분위기에서 투사적 방식을 통해 미처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감정이나 

표현하지 못했던 욕구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자신의 무의식적인 

면을 알아내고 깊이 있게 자신을 이해하여 합리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의미를 지닌다. 

2. 제한점 및 제언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이 있어 제언이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형성과 진로성숙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단기간 

실시하여 결과를 입증하였기에 연구 결과의 효과성을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대상자들의 참여확대와 회기를 늘려 보다 일반화의 

가능성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강점 검사, 홀 랜드 검사, 다중지능 검사가 미래 

직업선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자아정체감 척도 중 목표지향성영역, 미

래 확신성영역과 진로성숙도 검사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척도의 주체성, 자기수용성, 주도성, 

친밀성 등과 같은 자존감향상 및 대인관계와 관련된 검사를 추가하여 미미

한 변화를 보였던 영역에 대한 변화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천으로 된 매체

를 처음 접해 본 청소년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었으므로 펠트

이외에 섬유재질로 된 천이나 한지매체를 추가로 활용하여 민감한 청소년

의 정서를 안정시켜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느끼고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결과와 제언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성숙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술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

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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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go-Identity and 

Career Maturity of Youth Using Art Therapy : 

Centering on felt media

Ju Kyoung Suk

Professor : Kim Seung-hwan

Design Department and Art psychology major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e that art therap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go-identity and career maturity of young people by  

conducting qualitative case study of youth’s ego-identity and career 

maturity using art therapy. While creating a positive sense of self 

while seeking to find one’s dream, the study’s significance is to 

help recognize and choose the path appropriate to one’s abilities 

and interests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To realize this significance, two research questions were 

presented.

First, how does art therapy affect youth's ego-identity?

Second, how does art therapy affect youth's career maturity?

  The study was conducted on the recommendation and cons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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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to youth who are currently exploring their career path among 

students from the S Academy. Prior to the art therapy program, the 

center conducted the ego-identity test, the career maturity test, and 

the personality test. In the last session, the same test was 

conducted as the post-examination, and each individual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by comparing the changes.

  If you look at the proofs of realizing a research problem, 

  First,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art therapy on youth's 

ego-identity showed that art therap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ormation of youth`s ego-identity.

  Second,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art therapy on youth`s career 

maturity showed that art therap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youth`s career maturity. 

  The results showed that art therap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ego-identity for youth`s who wanted to find a dream in 

the future and improved career maturity so that they could find and 

decide their career path. Therefore, I hope that art therapy programs 

will be actively used to help teenagers navigate their careers in a 

more emotionally stable environment during the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sensitive teenage years.

Subject: Art therapy, youth, ego-identity, career maturity, 

      qualitative case study, felt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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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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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     일

참여자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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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번
호

내용

전
혀
그
러
지
않
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전
적
으
로
그
렇
다

1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다

2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3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 
한다

4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5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 할 때가 많다.

6
나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고 있
다

7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8 나는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잘 이끌린다

9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10
나는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 지 나 스스로도 모르
겠다

11 나는 계획한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한다

12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13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
편하다

14 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15
나는 어른이 되어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알고 

있다

< 부록 2 > 자아정체감 검사

※ 다음의 문항들을 잘 살펴보고, 그 내용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까

운 정도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0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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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전

적

으

로

그

렇

다

16 나는 빈둥거리며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편이다

17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18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

다

19 나는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20
나는 장래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없다

21 나는 어렵거나 힘든 일은 피하는 편이다

2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23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

24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린다

25 나는 모임에서 지도자 역할을 기꺼이 맡는다

26
나는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 받기 쉽다

27 나는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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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1 내가 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돈이 충분히 많다며, 직업 따위는 갖지 않겠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게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라고 결정해 주기를 원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직업이든 상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남보다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 보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적합한 학과나 직업이 무엇인지 부모님이나 선
생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
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9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부모님이나 선생
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 자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생각하고(계
획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희망과 다르더라도, 진로와 관련해 부모님이 기대하
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종종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
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교 공부 중 어떤 것들은 나의 진로와 관련해 특별
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어떤 일들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지금의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
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
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내가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
주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1
지금 여러 직업들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거나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관
심도 없다.

① ② ③ ④ ⑤

< 부록 3 > 진로성숙도 검사지 (초등학생용)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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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1 나의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도 나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장래에 대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잘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6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
정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8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9
어떤 직업을 갖는가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및 사회와 관계를 맺
는 중요한 수단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 성격에 대해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15
교과공부,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을 통해 흥미나 
적성을 알아 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교 공부를 할 때, 교과 내용을 나의 미래와 관
련 지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여자도 군인이나 중장비(포크 레인, 덤프트럭)기
사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19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부모님이나 선
생님이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20
미래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는 계획을 가지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부록 3 > 진로성숙도 검사 (중학생용)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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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21 남자도 유치원교사나 간호사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능한 한 내가 스스
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주위사람들에게 의지하
기 보다는 스스로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어떤 직업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
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계획을 세운
다.

① ② ③ ④ ⑤

28 어떤 직업이든지 어려움이 없는 직업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획적으로 하는 편
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내가 돈이 많은 부자라도 직업을 갖겠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관심 있는 학교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
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을 
찾아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나의 능력과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먼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학력이나 자격
을 내가 갖출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
각한 후에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직업을 선태가기에 앞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서로 비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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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 나의 성격․흥미와 진로 (Holland 간이검사)

번

호
문   항 예

아

니

오

1
책 읽기보다는 바깥에서 하는 활동적인 놀이나 운동을 더 좋

아한다.
2 무엇이든 정리정돈을 잘 해 둔다.
3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해주려고 한다.
4 무엇이든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5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욕심과 야망이 큰 편이다.
6 나는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다.
7 나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다.

8
일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기 보다는 정해진 대로 따르려

고 한다.
9 내 주위에는 늘 친구들이 많다.
10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재미있다.
11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 가는 지도력이 있다.
12 다른 사람들보다 독특하고 별난 생각과 행동을 할때가 많다.
13 애정영화 보다는 무술영화나 스포츠 중계를 더 좋아한다.
14 무슨 일이든 계획한 대로 실행해야 마음이 편하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잘 되는 편이다.
16 예술가보다는 과학자를 더 좋아한다.
17 집단 활동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는 일을 좋아한다.
18 나는 감정이 풍부해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감동한다.
19 나는 좋고 싫은 것이 뚜렷하다.
20 변화가 많고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21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좋아한다.
22 나는 연구실에서 실험에 열중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

23
장래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

다.
24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25 방안에서 보다는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좋다.
26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27 나는 인정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28 어떤 일에 몰두하면 누가 불러도 잘 모른다.
29 내가 앞장서서 하지 않는 일은 잘 하고 싶지가 않다.

30
나는 옷을 살 때는 다른 사람의 것과 똑같은 것은 잘 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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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예

아

니

오

31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잘 하지 않는다.

32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33 재치 있게 남을 잘 웃겨서 인기가 있다.

34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한다.

35 경쟁이 치열할 때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경향이 있다.

36 평범한 것 보다는 새롭고 별다른 것을 좋아한다.

37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듣고 있으면 쉽게 싫증이 난다.

38 옷을 늘 단정하게 입기를 좋아한다.

39 나는 마음이 좋고 친절한 사람이다.

40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아는 것이 많다.

41 경쟁심이 많아 게임에서 결코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

42 나의 주장을 쉽게 굽히지 않는 고집 같은 것이 있다.

43 나는 머리 속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다.

44 새롭고 별난 것을 해보는 것은 용기가 잘 나지 않는다.

45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진다.

46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47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48 밝고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이다.

49 나는 적극적이고 주장이 강한 사람이다.

50 먹어보지 않은 별난 음식은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

51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편이다.

52 말을 다정스럽기보다는 좀 무뚝뚝하게 하는 편이다.

53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참기가 어렵다.

54 틀에 박힌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55
이론을 따지고 토론하는 일 보다는 신체적인 활동을 더 좋아

한다.

56 원리원칙대로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한다.

57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려 한다.

58 농담이나 유머를 잘하는 성격이 아니다.

59 말을 요령 있게 잘하는 편이다.

60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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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and 검사 점수 산출

※ ‘예’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2점을,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과

합니다.

유형

R실재적 C관습적 S사회적 I탐구적 E설득적 A예술적
문

항

점

수

문

항

점

수

문

항

점

수

문

항

점

수

문

항

점

수
문항

점

수

점수

기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합계

점수

※ 나에 대한 이해

나의 진로 코드는?             

(위 6가지 유형에서 자신이 획득한 점수가 가장 높은 2가지의 코드)

※ 산출된 점수를 표로 나타내시오.

사회적(S)설득적(E)

예술적(A)관습적(C)

실 재 적

(((R)

탐 구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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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내       용 정  도

공간

지능

① 그림을 감상하거나 그리기를 좋아한다. 상 중 하

② 사진을 찍거나 캠코더로 다양한 일들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좋
아한다.

상 중 하

③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낙서를 하고 있곤 한
다.

상 중 하

④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상 중 하

⑤ 조각 그림 맞추기나 미로 찾기 게임 등이 재미있다. 상 중 하

⑥ 물건들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일에 꽤 능숙하다. 상 중 하

⑦ 학교수업 중 미술을 좋아하고, 수학보다는 지리과목을 더 선호
한다.

상 중 하

⑧ 내 생각을 설명할 때 도표나 그림 등을 그려서 설명하곤 한다. 상 중 하

⑨ 어떤 물건을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를 쉽게 머
릿속에       그릴 수 있다.

상 중 하

신체

운동

지능

① 수업시간중 체육시간이나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

상 중 하

② 운동이나 춤추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자주 한다. 상 중 하

③ 실내보다 실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상 중 하

④ 새로운 스포츠나 댄스를 쉽게 배우며 실력이 빨리 향상된다. 상 중 하

⑤ 무언가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다뤄봐야만 한다. 상 중 하

⑥ 혼자 힘으로 무엇을 조립하거나 만드는 등 손재주가  있다. 상 중 하

⑦ 산책, 조깅 등 육체활동을 하면서 잘 안 풀리는 문제를 생각하
곤 한다.

상 중 하

⑧ 놀이동산에 가면 가장 스릴 있는 것을 골라서 타곤 한다. 상 중 하

⑨ 이야기를 하면서 손짓 또는 제스처 등 다양한 보디 랭귀지를 
활용한다.

상 중 하

자연

탐구

지능

① 신체의 주요 기관들의 위치와 작용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잘 
알고 있      는 편이다.

상 중 하

② 숲이나 산속을 걸어갈 때 동물의 발자국이나 새들의 둥지 등에 
관심을     갖고 또한 날씨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

상 중 하

③ 천문학, 우주의 탄생, 생명의 진화 등에 관심이 많다. 상 중 하

④ 여러 종류의 나무·꽃·식물 등을 구분할 수 있고 이름을 잘 
기억한다.

상 중 하

<부록 5 >  다중지능검사자료 : 정효경, 『타임머신 지능개발 여행(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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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애완동물을 좋아한다. 상 중 하

⑥ 농부 또는 어부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상 중 하

⑦ 세계적인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상 중 하

자기

이해

지능

① 홀로 사색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한다. 상 중 하

② 미래와 장래의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상 중 하

③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다. 상 중 하

④ 나의 생각과 느낌들을 메모나 일기로 꾸준히 쓰고 있다. 상 중 하

⑤ 자신과 생활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곤 한다. 상 중 하

⑥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혼자만의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 상 중 하

⑦ 스스로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혼자서 생각한 뒤 결심하
는 편이다.

상 중 하

⑧일을 할 때 홀로 심사숙고하는 경우가 많다. 상 중 하

분야 내       용 정 도

논
리

수
학

지
능

① 숫자를 가지고 하는 놀이를 즐기고, 암산에 능숙하다. 상 중 하

② 산수나 수학과 과학이 학과목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들이다. 상 중 하

③ 규칙들을 잘 만들거나 쉽게 이해한다(방학 계획세우는 것을 좋아
한다.)

상 중 하

④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왜 그럴까’하는 궁금증을 자주 가
진다.

상 중 하

⑤ 실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상 중 하

⑥ 두뇌개발용 게임이나 퍼즐 등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상 중 하

⑦ 어떤 사실에 대한 예시를 잘 찾아낸다. 상 중 하

⑧ 다른 사람의 말에서 앞뒤의 논리적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잘 찾
아낸다.

상 중 하

⑨ 문제를 해결할 때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 
편이다.

상 중 하

언
어

지
능

① 단어놀이를 좋아 하고, 새로운 말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상 중 하

②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상 중 하

③ 말 또는 글로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상 중 하

④ 다른 아이들의 나의 이야기를 재미있어 한다.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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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책에서 봤거나 들은 이야기를 자주한
다.

상 중 하

⑥ 낱말 맞히기나 끝말잇기 등을 좋아한다. 상 중 하

⑦ 국어·역사·사회 과목을 재미있어 한다. 상 중 하

⑧ 말싸움에 자신이 있다. (다른 아이들과의 말싸움에서 이긴 적이 
많다.)

상 중 하

⑨ 일이나 사물에 대해 말로 잘 설명한다. 상 중 하

 라디오나 카세트테이프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상 중 하

대
인

관
계

지
능

① 혼자 집에서 TV프로나 비디오를 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어울
려서     즐기는 모임에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상 중 하

② 사람들과 대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며, 사람들의 논쟁이나 말
다툼       등을 잘 해결해주는 편이다.

상 중 하

③ 다른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걸 볼 때 같이 슬픔을 느낀다. 상 중 하

④ 조깅같은 혼자 운동보다 농구나 축구 등 단체경기 하는 것을 좋
아한다.

상 중 하

⑤ 행복해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나도 행복해진다. 상 중 하

⑥ 아주 친한 친구가 세 명 이상 있다. 상 중 하

⑦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한
다.

상 중 하

⑧ 어떤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끙끙대지 않고, 사람들
에게 조     언을 구하고 협력한다.

상 중 하

음
악

지
능

① 음악을 듣는 것이나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상 중 하

②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노래를 잘한다고 이야기한다. 상 중 하

③ 세상에 음악이 사라지면 매우 슬퍼질 것 같다. 상 중 하

④ 많은 노래를 기억하여 부를 수 있다. 상 중 하

⑤ 음악을 몇번 들은 뒤 쉽게 따라부르거나, 멜로디를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상 중 하

⑥ 악기 연주를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 상 중 하

⑦ 음악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음악에 맞춰 손으로 박자를 맞추곤 
한다.

상 중 하

⑧ 음악을 듣고 악기들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 상 중 하

⑨ 들어본 영화 음악이나 광고 음악 등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한다.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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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주제 및 활동 매체

자아 

탐색하며

자아 

찾아가기 

1회기
OT, 활동서약서 작성, 

첫 만남에 대한 자유화
 A4,  지우개, 연필.

2회기
나의 장·단점은? 

(장·단점인형 만들기)

펠트지, 글루건, 매직, 리

본 끈, 털실, 솜, 파스 넷, 

가위

3회기
희로애락 만다라 

(감정파이 만들기)

펠트지, 파스넷, 글루건, 

가위, 핫케잌, 초코펜,  여

러 가지 견과류, 은박지

4회기
나는 이런 사람이야! 

( 콜라주 )

펠트지, 가위, 글루건,사

진, 털실, 헝겊, 매직, 구

슬, 조화, 단추, 액세서리

자기

이해하며

꿈  

찾아가기

5회기
강점 해바라기 

(해바라기 종이접기)

펠트지, 색종이, 글루건, 

가위, 파스넷, 사인펜, 강

점카드.

6회기

소질 나무 꾸미기

(‘생명의 나무’

명화 따라 하기 )

펠트지, 모루, 골판지, 글

루건, 가위, 파스넷, 다중

지능검사.

7회기
무지개다리

( 꿈을 찾아가는 길 )

펠트지, 마분지, 가위, 글

루건, 천사점토, 색연필.

꿈 

발견하여 

꿈 

선택하기

8회기
지갑 만들기

(자격증이 들어있는 )

펠트지, 글루건, 도화지, 

가위, 코팅지. 색연필

9회기
꿈은 이루어진다!

(꿈의 리스 만들기)

펠트지, 나뭇가지, 마끈, 

글루건, 모루. 야광스티커

10회기
꿈을 생각하며~

(자유화)
 A4, 지우개, 연필.

< 부록 6 > 미술치료프로그램 회기별 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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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손은 어떻게 생겼나요? (생김새, 크기, 색깔, 느낌 등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자신의 손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은?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단점은?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자신의 장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자신의 단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록 7 > 미술치료프로그램 회기별 활동지

<활동지 1>                  나의 장·단점은 무얼까?

※ 자신의 손(오른손,왼손)을 자세히 관찰한 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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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기쁘다고 느꼈을 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가장 화가 난다고 느꼈을 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가장 슬프다고 느꼈을 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가장 즐겁다고 느꼈을 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희(기쁨) 로(화남)

애(슬픔) 락(즐거움)

<활동지 2>                    나의 희로애락(喜怒哀樂)

※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왔지요?  

그 감정들(희로애락) 중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을 글로 적어 보세요.

※ 경험한 네 가지 감정(희로애락)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 한 후 느낌을 적

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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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내 이름의 뜻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며,

그 의미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람이 되라 입니다.

자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나의 소망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나의 관심사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활동지 3>                나는 이런 사람이야!

※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 보고 마인드 맵을 이용하여 적어 보세요.

※ 자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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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무엇을 가장 즐기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나는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지금까지 내가 해본일 중에서 내가 특히 잘 했던 일은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나는 어떤 순간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적이 되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롤 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피드백 중 어떤 것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자신의 강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몰랐던 강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여러 가지 자신의 강점을 알고 난 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활동지 4>                  나의 강점 찾기

※ 자신의 강점에 대해 생각 해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 자신의 강점을 알고 난 후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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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이란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 타고 난 소질을 뜻한다.

  나는 _____________________ 위해 ____________________ 할 것이다.

  나는 _____________________ 위해 _____________________ 할 것이다.

  나는 _____________________ 위해 _____________________ 할 것이다.

  나는 _____________________ 위해 _____________________ 할 것이다.

  나는 _____________________ 위해 _____________________ 할 것이다.

 

<활동지 5>                나의 소질이 무얼까?

※ 자신의 강점을 키우는 데 중요한 자신의 재능(소질)에 대해 깊이 생각

해 보고,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 보세요.

※ 자신의 재능을 더 키우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다짐을 적어 보세요.

  

※ 자신의 재능과 그에 따른 다짐을 적고 난 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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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6>                 무지개다리 (꿈을 찾아서)

※ 꿈을 찾아가기 위해 자신이 노력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7가지 

적어 보세요.

※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만약 자신이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고 그 때의 느낌과 소감을 말해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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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7>                      나의 소망

※ 어른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자신이 바라는 일은 무엇인가요?

   
                                                                   
※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취득해야할 자격증은 어떤 것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신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일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신이 원했던 자격증을 취득 했을 때의 느낌과 소감을 적어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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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8>                    꿈은 이루어진다!  

※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어떤 꿈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래에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어디에서 일하고 싶은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래에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신이 취직하였을 때 자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신의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꿈을 리스로 꾸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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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평가 내용

그 렇

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1
나는 이 활동으로 인해 나의 현재의 진로 방

향과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2
나는 이 활동을 통해 현재의 적성과 흥미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이 활동은 나의 현재 가치와 능력을 평가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
4 나는 보다 많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5
이 활동으로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

법을 배우게 되었다

6
전체적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활동들은  

나에게 유익하였다

7
다른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진실된 태

도와 경청하는 자세를 지녔다.

8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전보다 진로탐색이란 

과제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

9
진로 탐색활동 중 선생님의 지도가 어느 정

도 도움이 되었다.

10
진로 탐색 활동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권유하

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11
이제 자신의 진로 결정에 있어 확실한 결정

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12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 한다.

13
프로그램의 내용이 그런 대로 이해하기 쉬운 

편 이었다
14 프로그램의 활동이 대체로 흥미로웠다.

15
진로 탐색활동을 통해 그밖에 느낀 점은?

<활동지 9>                 프로그램 활동의 평가

※ 진로 탐색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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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기 : 첫 만남에 대한 느낌 ( 자유화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꽃과 땅에 선을 그렸네요?

지금 꽃을 보고 싶어요.

갑자기 꽃을 보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자연을 만끽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이 구름처럼 푹신푹신   

하다고 생각해서 구름을 그렸는데 너무 썰렁해서 꽃과 비도   

그렸어요. 꽃은 비를 맞으면 쑥쑥 크니까 그런 기분으로 수   

업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썰렁하다고 생각했나요?

구름을 딱 하나만 그려서 그런 것 같아요.

구름을 하나만 그려서 썰렁한 기분이 들었다는 것은 이 분위  

기가 썰렁하게 느껴졌다는 뜻인가요?

아뇨. 그렇지는 않았어요.

구름 하나가 썰렁해 보여서 S학생이 꽃과 비로 보완을 해 준  

것 같네요.

2회기 : 나의 장·단점은? ( 장·단점 인형 만들기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S학생은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장점은 성격이 낙천적이고  단점은 덜렁 거린다 입니다.

그래서 장·단점 인형을 어떻게 꾸며 줬나요?

장점인형은 낙천적인 표정으로 그렸고, 덜렁거려도 그냥 좋으

니까 단점인형도 웃는 표정으로 그렸습니다.

S학생은 낙천적인 성격인가 보네요. 장·단점 인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장점인형은 꽃분이 단점인형은 이분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꽃을 달고 있어서 꽃분이고요. 리본을 달고 있어서 이분이라  

고 했습니다.

그래요. 소감과 느낌을 말해 보세요.

<부록 8>   S학생의 회기별 미술치료프로그램 활동 과정 중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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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뭔가 나에 대해 잘 알 것 같고 인형을 만들면서 ‘내가 이렇  

게 예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회기 : 희로애락 만다라 ( 감정 파이 만들기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S학생이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인가요?

제가 가장 기쁠 때 혼자 바람을 쐬면서 조용히 음악을 들을 

때 가장 기뻐요. 내가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어떤 스트레스

를 풀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혼자 있는 것이 좋아요?

네. 친구랑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있을 때가 좋아요.

혼자 있을 때 음악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편안해요. 시몬스

침대처럼 ㅎㅎ. S학생은 가장 화가 났을 때가 언제인가요?

친구가 저를 무시했을 때 가장 화가 났어요.

친구가 S학생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래 돼서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친구가 제 말을 무시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 안하기로 했는데 몇 분 뒤에 기분    

풀고 다시 말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와의 좋은 사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S학생은 가   

장 슬펐을 때가 언제인가요?

‘오세암’이란 슬픈 영화를 봤을 때입니다. 주인공이 기도하

다가 죽는 순간 장님 누나가 눈을 떠서 너무 슬펐어요.

주인공이 죽은 게 그렇게 슬펐나요?

목숨을 잃으면서 까지 누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이 정말 가

슴 아팠어요.

그래요. 누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느꼈나 봐요. 

네. 초1 때 봤는데 그 때 깨달은 것이 많았어요. 목숨이 귀하  

다는 것을요.

감정파이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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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만들고 나니 어디가 기쁠 땐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그림 말

고 다른 것을 그리고 싶었는데 제 기억에는 이것 밖에 없어서  

이것을 그렸어요. 화날 때는 화난 게 아니라 조금 속상했을   

뿐이고 화난 기억이 별로 없어서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슬픔은 1학년 때 슬퍼서 딱 한번 울었고 즐거운 것은 친     

구들이랑 게임하면서 놀았던 때에요.

네. 그러면 네 가지 감정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 줬나요?

그림이랑 똑같이 했어요.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토핑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미 인가요?

빨간색이 맘에 들어서 딸기 크런치를 뿌렸고 호박씨는 초록 

색이어 제가 연두색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감정을 다 통합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초코렛을 뿌렸어요.

S학생은 살면서 슬프고 화난 게 별로 없었나 봐요?

별로 없어요. 날마다 웃고 다니니까 화난일도 없고 그래요.

그럼 S학생은 혼자 있는 게 기쁘다고 한 이유가 있나요?

사춘기에요. 동생이 자꾸 치근덕대니까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데 학교 가면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 감정 파이는 어떻게 할 거에요?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싶어요.

네 가지 기분을 통합하니까 어떤가요?

기쁨이 강한 것 같고 날마다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S학생은 시험을 보는 날도 시험을 못 봤어도 엄마    

한테 혼나도 모든 게 즐거운 가 봐요.

4회기 : 나는 이런 사람이야! ( 콜라주 ) 

선생님

학  생

자신과 관련된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책이나 소설을 좋아하고 성격이 낙천적이고 단순해요. 지금   

학생이며, 학생은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  

요. 수학은 재미있고 음악도 좋아해요. 친구들이 제가 곰팅이  

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곰팅이라 불러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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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꿀단지를 들고 있는 곰을 표현했어요. 

공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연히 해야죠. 수학이 참 재미있어요.

기특하네요. 선유 콜라주 작품은 어떻게 꾸몄나요?

애들이 저보고 곰 같다고 해서 ‘꿀 단지 든 푸우’를 표현했

고 수학이 좋아서 수학책을 붙였어요. 음악을 좋아해서 음표

를 그렸고 친구들도 표현했어요.

그래요. 전체적인 작품을 볼 때 선유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강의 하고 있어요.

무슨 강의요?

수학 강의요.

콜라주 작업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옷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재미있었고 천을 만지니까 좋  

았어요. 천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작품이 S학생의 꿈과 연관이 있나요?

네. 예전에 제가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네, 그랬군요. 그 꿈을 꼭 이루세요.

5회기 : 강점 해바라기 ( 해바라기 종이접기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해바라기 색으로 무슨 색을 골랐나요?

오늘 비가 와서 파스텔 톤을 생각했는데 파스텔 톤이 없어서 

하늘색과 파란 색 사이에 있는 색을 골랐어요. 

S학생은 해를 그렸네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자란다고 해서 해를 그렸어요. 또 

저는 옆에 세 잎 클로버도 접었어요. 세 잎 클로버 꽃말이 행  

복이라고 해서 내 꿈을 찾아가면서 행복을 잃지 말라는 의미  

에서 세 잎 클로버를 접었어요.

아~ 그런 깊은 의미가 있군요. S학생의 강점을 말해 주세요.

네. 저의 강점은 독서하기, 경청하기, 연주하기, 조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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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상담하기, 건축하기, 디자인하기, 설계도 그리기입니다. 

그 강점이 정말 자신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건축하기, 디자인하기, 설계도그리기 세 개는 제 하고 싶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잘해요.

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것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ㅎ

그런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생각해 보았나요?

상담사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활동에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찾은 것 같고, 내 강점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행복이 가득한 행운 클로버를 꼭 찾기를 바랄게요.

6회기 : 소질 나무 (‘생명의 나무’ 명화 따라 하기)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S학생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저의 능력은 수학, 퍼즐, 음악, 손재주, 대화를 잘합니다. 

나무 꼭대기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무를 지켜주는 수호신이에요. 나무를 지켜주는 토토로 같은

것이에요.

나무를 왜 지켜 주는 건가요?

자연을 보호 해 주기 위해서요. 

토토로는 S학생의 능력나무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어떤 의

미인가요?

처음에는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별을 달아줄려고 했는데 토토로

로 바꿨어요.

바꾼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 토토로가 능력나무를 어떻게 해

주려고 하나요? S학생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저의 능력이 잘 통합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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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나뭇가지를 꾸며서 가지 끝을 색칠하고 열매를 그려준 이유가

있나요?

저는 수학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학은 대단원이고 그

대단원에서 작은 모든 능력들(악기연주, 손재주, 대화, 책읽

기)이 다 뻗어 나오니까 가지로 표현 했고 가지 끝에는 귤을 

좋아해서 귤을 그렸어요.

가지가 뻗어서 가지 끝에 열매가 맺었네요. 열매를 수확해야 

겠네요?

네. 맛있게 먹어야죠.

선생님이 보기에 S학생의 능력나무가 반이나 성장했다는 생각

이 드네요? 아직 안 열린 열매도 있지만요. 귤은 무엇을 뜻   

하는 것 같아요?

끝맺음. 완성된 작품이에요.

그래요. 귤열매를 크게 키우세요. 오늘 활동 어떠했나요?

내 능력을 다시 한 번 되새김질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S학생의 능력나무 잘 키우세요.

7회기 : 무지개다리 ( 꿈을 찾아 가는 길)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바탕색을 분홍색으로 고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따뜻한 느낌과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입니다.

바탕에 세 잎 클로버, 리본으로 꾸며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복이에요.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울해 하지도 좌절하지

말자는 뜻에서  꾸며주었어요.

지난 회기에서도 그런 말을 했었죠. 다른 사람은 무지개 모양

이 꿈을 향해 올라가는데 S학생은 단계별로 높낮이를 똑같이 

한 이유가 있나요?

내 생에 굴곡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것도 기쁨도 없었으  

면 좋겠어요. 행복하지도 않고 중간정도 그냥 순리대로 잘 살  

고 싶고 너무 행복하면 잃을 것도 많을 것 같아서요. 너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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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으면 너무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냥 중간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악착같이 하지 말고 평범하게 내가 이 길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평평하게 꾸며 줬어요.

평탄한 삶을 살고 싶군요. 그럼 S학생은 직업을 무엇이라고   

적었나요? 

정신과 의사요. 상담사도 하고 싶어요.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중·고 때는 독서랑 공부도 많이 하고 친구들 말을 경청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의대를 간 다음에 정신과 공부와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을 할 거에요. 이렇게 하

면 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정말 많이 생각 했네요. 의사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보람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루길 바랄게요. 이 하얀 리본은 왜 붙였나요? 꼭 세월 

호 리본 같네요.

네. 구름이 하늘에 있어서 옆에 붙여 주었는데 세월 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상담사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8회기 : 지갑 만들기 ( 자격증이 들어있는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지갑 색깔로 연두색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 따뜻한 노란색을 하고 싶었는데 없어서 비슷한 계열의 

연두색을 골랐고 속지는 당근을 생각나서 주황색을 골랐어요.

토끼 캐릭터로 꾸민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끼가 당근을 먹으니까 당근과 연관시켜 토끼를 만들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S학생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정신과 의사랑 상담심리사를 하고 싶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할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정신과 전문의랑 임상심리사 자격증입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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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그래요. S학생은 어떤 자격증을 만들었나요?

정신과전문의 자격증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정신과전문의가 꼭 되세요. 만약 의사가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제 돈 벌 수 있겠구나. ㅎㅎ

빨리 돈 벌고 싶어요?

꼭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엄마께서 치료실에서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고 재미있을 것 같  

아서 해보고 싶어요.

네. 꼭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9회기 : 꿈은 이루어진다! (꿈의 리스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지금 까지 8회기 활동을 통해 S학생은 어떤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정신과 의사요.

그래요. 정신과 의사가 되면 어디에서 일하고 싶나요?

대학병원이요. 

정말로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뿌듯하고 보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신과 의사가 되면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고 아픈 사

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S학생은 잘 할 거예요. 

의사가 돼서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집이요. 제가 돈 모아서 살 거예요.

네. 자신한테 받고 싶은가 보군요. 오늘 활동을 통해 어떤 생  

각을 했나요?

뭔가 내 꿈인 확실해 진 것 같고 절대로 못 잊을 것 같고, 목

표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아 좋았어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것 보다는 그려보고, 적어보고, 만들어

본 활동이 도움이 되었나보군요. 꿈을 꼭 이루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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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기 : 꿈을 생각하며~ ( 자유화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천사를 그렸네요?

네.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천사는 누구인가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 제 롤 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아~ 롤 모델이에요? 이 사람은 꿈을 이룬 사람인가요?

네. 꿈을 이뤄서 하늘을 비상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꿈을 이뤄서 하늘을 비상하니까 S학생은 아니군요.

네. 아직 아니에요. 저는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S학생이 자신의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아직은 실천이 안 되었다는 뜻인가요?

네. 아직은 실천이 안 되었어요.

그럼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엄마에요. 엄마를 보고 심리 쪽에 관심을 가졌어요. 엄마께서

일하시는 거 보면 행복해 보여요.

그렇군요. S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

야겠다고 생각했나요?

네. 그런데 하늘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거기까지 가는데

날개가 뜯길 수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그렇다고 두려워서 포기하거

나 회피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듯이 한 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네. 처음 10회기라고 생각할 때 정말 많은 것 같았는데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옷 만드는 것(콜라주)이 가장 재미있었어

요. 처음 해보는 활동이었거든요.

네. 소감도 잘 이야기 해 주고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

맙고 기특하네요. S학생이 바라는 꿈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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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 첫 만남에 대한 느낌 ( 자유화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오늘 이 시간의 느낌을 이야기 해 볼까요?

처음에 왔던 그 기분인데요. 선물상자를 그렸어요. 선물상자   

를 열어보기 전에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 그런   

기분 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럼 이 시간이 선물상자였어요?

네.

활동하기 전에 기대 반으로 가슴이 많이 설레었겠네요?

네.

그럼 느낌은 어떠했나요?

선물 상자를 열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2회기 : 나의 장·단점은? ( 장·단점 인형 만들기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자신의 장·단점과 장·단점 인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장점인형은 ‘류하’ 라는 긍정적인 이름이고, ‘헤나’라는

이름은 쿨 해 보이는 이름이에요. 긍정적인 이름은 장점이니까

항상 웃고 다니고 단점 인형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난 단점이 있어도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단점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장점이 참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나 봐요. 마지   

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단점 보다는 장점을 많이 찾아야지’라고 느꼈어요.

그래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활동을 했네요. 잘 했어요.

3회기  : 희로애락 만다라 ( 감정파이 만들기)

선생님

학  생

자신이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인가요?

제가 가장 기쁠 때가 현재라서 가족 수만큼 체리를 그렸어요.

<부록 9> D학생의 회기별 미술치료프로그램 활동 과정 중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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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체리 수가 정말 많네요.

강아지도 가족으로 그렸어요. 

강아지를 많이 사랑하나보네요. 그러면 가장 화났을 때는 언제 

인가요?

화났을 때는 친구가 저를 무시하고 놀렸을 때 제가  그 친구를 

밟고 가는 것을 그렸어요.

정말로 밟았나요? 

아니요. 실제로는 안 밟았는데 밟고 싶을 정도로 미워서 그림

으로 그렸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친구가 미웠나봐요. 가장 슬펐을 때는 언제

인가요?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친구와의 사이에 선을 그렸어요.

친구와 우정이 깨져 버렸나요?

네.

가장 즐거웠던 때는 언제 인가요?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 갔을 때입니다.

감정파이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처음 그림을 볼 때 기쁠 때가 많아가지고 좋았고 그리면서 기

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화가 났을 감정을 

그리고 나서 다 덮어버리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슬픈 

감정도 그려 놓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똑같이 

덮어버렸더니 속이 시원했어요. 즐거운 감정은 다시 한 번 생

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반 쪽 만 덮었네요. 토핑을 많이 올려 준 이유

는 무엇인가요?

토핑을 기쁜 것에 많이 뿌려 준 것은 기쁨이 두 배가 되라고 

그런 거고 화남과 슬픔은 덮어 버리고 싶었고 즐거운 것은 예

쁘게 해 주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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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예쁘게 해주고 화남과 슬픔은 덮어 버리려 

고 했군요?

네.

네 가지 감정에 대해 D학생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화나고 슬플 때도 있지만 기쁘고 즐거울 때도 많아 잊어버리자 

생각했어요.

오늘도 자신에 대해 많이 알았나요?

네. 앞으로 나의 감정을 좀 더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파이는 어떻게 할 거에요?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과 함께 먹을 거예요.

4회기  : 나는 이런 사람 이야! ( 콜라주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자신과 관련된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제 꿈이 파티쉐인데 꼭 이뤘으면 좋겠고, 피아노는 관심이 많

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강아지, 친구가 가장 좋고 공부는 잘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해요.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D학생은 꿈이 파티셰 잖

아요. 그것을 어떻게 정했나요?

평소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서 알게 되었어요.

해보고 싶었나 봐요. 바뀔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그 쪽에 

소질과 재미를 느낀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거지요?

네.

콜라주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는 피아노가 좋아서 골판지로 피아노를 만들었고, 시험이    

싫어서 시험지에 X표를 그렸어요. 파티쉐가 꿈이어서 여러 가  

지 음식 액세서리를 붙였고 가족, 강아지, 색 볼로 꾸며 주었  

어요. 테두리에 꽃 4개를 붙여 행복을 상징 했어요.

자신이 생각한 것을 모두 표현한 것 같군요. 지금 무엇을 하   

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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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걷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며 걷고 있나요?

제가 평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늘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D학생이 평소 꿈꿨던 것 중에 어떤 꿈을 이룬 것 같나요?

제가 파티셰가 된 것 같아요.

그랬군요. 이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재미있었고 제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

했어요.

5회기  : 강점 해바라기 ( 해바라기 종이 접기)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무슨 색으로 해바라기를 만들 것 인가요?

해바라기가 노란색이라 반대되는 보라색과 같이 있으면 어울릴 

것 같아서 보라색을 선택했어요.

그래요. 멋지겠네요. 강점카드 활동을 통해 강점 찾기를 했는

데 어땠어요?

나에게 이런 강점이 있었다는 게 자랑스럽고 뿌듯했어요.

직업과 연관시켜 보았나요?

네. 제가 잘하는 것과 관련된 직업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

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나 보군요. 기분은 어때요?

뿌듯했어요.

작품에서 해바라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뭐하고 있나요?

해바라기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 해바라기를 바라보고 있

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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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기 : 소질 나무(‘생명의 나무’ 명화 따라 하기)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D학생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저의 능력은 독서, 악기, 사진 찍기, 음악, 지도(길 찾기)를 

잘 합니다. 이 나무 이름은 행복 나무고 하트로 표현했어요.

바깥에 꾸민 것은 저의 보이는 능력이고, 나무 기둥에 숨겨 둔 

것은 저의 안 보이는 능력이에요.

그래요. 능력 중에 지도는 무슨 뜻인가요?

길 찾기에요. 지도에서 제가 길을 잘 찾거든요.

아~ 탐구하는 것 말인가요?

네. 여기에 있는 개구리는 저에요.

개구리가 D학생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나무에 올라가서 이 능력을 확실하게 제 것으로 만들려고 보   

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언제 쯤 올라갈지 지켜보고 있군요. 사진 찍기라고 

한 것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 하나요 아니면 찍히는 것을 좋아

하나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요.

능력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꾸몄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의미 없이 도형의 여러 가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도형의 모양처럼 D학생의 능력도 여러 가지이고 각  

각의 매력이 느껴지고 개구리가 언제 올라갈 것인지 궁금하네  

요. 자신의 능력을 알고 난 후 어떤 직업과 맞는 것 같아요?

제 직업과는 맞는 게 없고 항상 검사할 때 마다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D학생의 능력 중에 지도(길 찾기)가 감각이 있어야 하니깐 디  

자이너와 맞는 것 같아요.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제 능력을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개구리가 얼른 올라가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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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기  : 무지개다리 ( 꿈을 찾아 가는 길)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분홍색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홍색은 행복한 느낌을 주는데 배경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무지개 중에서 이 모양을 선택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 단계가 합쳐지고 모아져 꿈 하나가 되길 원해서요.

여러 가지 꿈을 마지막에 하나로 통합시켰나 보네요. 그리고   

D학생을 현재와 미래 두 명 만들어 준 의미는 무엇인가요?

제 꿈 중에서 어떤 게 될지 몰라서 현재에서 미래로 올라간다  

는 의미에요.

무지개다리가 점점 높아져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꾸몄어요. 

그래요. 그 꿈을 이루는 게 힘든 것이 아닌 차근차근 올라가   

야 되겠다는 뜻인 거군요. 그럼 D학생의 꿈이 뭐에요?

여러 가지여서 못 고르겠어요. 디자이너, 미술치료사, 파티셰.

그 중에서 관심이 많은 것은 어떤 직업인가요?

원래 파티셰가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디자이너도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요?

평소 집중하는 습관 기르기, 요리랑 요리 공부 열심히 하기,   

그림 그리기, 다른 사람 말 경청하기, 특성화 고에 가서 저의  

진로를 확정 지을 거예요.

그래요. 만약 디자이너가 됐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꿈을 찾는 과정을 열심히 해서 내 꿈을 찾았다는 게 뿌듯할    

것 같아요.

오늘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내가 꿈만 알아 었는데 꿈을 찾는 과정을 알게 되어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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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기  : 지갑 만들기 ( 자격증이 들어있는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지갑을 분홍색과 연보라색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홍색이 행복한 느낌을 주고 연보라가 분홍색과 잘 어울려서  

선택했어요.

당근 든 토끼로 꾸며주었네요?

핑크색하면 토끼가 떠올랐어요.

그래요. 그러면 토끼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소리도 잘 듣고 귀엽고 당근은 토끼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D학생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디자이너, 파티셰, 미술치료사, 행복하게 살기입니다. 지금    

행복해요.

D학생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젠 꿈을 이뤄야 할 차례네  

요. 세 가지 꿈 모두 잘 맞을 것 같아요. 손재주도 좋고 감각  

도 좋고 남을 많이 배려하는 착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들을 하기 위해 어떤 자격증  

이 필요할까요?

디자이너자격증, 제빵제과사, 미술치료사자격증입니다.

D학생이 조금 더 노력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격증   

을 취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리에 대해 공부도 하고 그림 실력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만든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만약 미술 치료사가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 뿌듯할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꼭 이루세요.  

9회기  : 꿈은 이루어진다! ( 꿈의 리스 )

선생님

학  생

지금까지 8회기를 했는데 그 활동을 통해 D는 어떤 꿈이 확실  

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파티셰요.



- 129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저번 시간에 미술치료사, 디자이너 파티셰 중 고민한 것 같은  

데 파티셰라고 결정했나요?

네.

파티셰가 되면 어디에서 일하고 싶나요?

호텔에서 일을 하거나 자기 가게를 차려서 일을 하는데 저는   

제 가게를 차려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나요?

기특하고 뿌듯할 것 같아요.

꿈을 이루고 나서 받고 싶은 선물은 뭐에요?

그냥 말로 축하 받고 싶어요.

그래요. D학생의 꿈이 이뤄져서 축하와 칭찬을 많이 받길 바   

랄게요. 꿈의 리스를 만들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꿈의 리스를 보면서 내 꿈을 꼭 이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D학생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나 보네요. 꿈의 리스를 어디에    

두고 싶나요?

방문에 걸어 둘 거예요.

네. 방문에 걸어 두고 자주 보면서 꿈을 꼭 이루길 바랄게요.

10회기 : 꿈을 생각하며~ ( 자유화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새로운 꿈이 생겨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의 꿈을 이루고 나면 또 새로운 꿈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D학생이 파티셰 꿈만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첫 번째 꿈은 파티셰이고 그 다음은 다른 꿈이 있어요.

네. 해보고 싶은 게 많군요. D학생은 파티셰도 잘 하고 디자   

이너, 미술 치료사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미술을 전공 했으면 좋겠는데 미술을 전공하고 싶   

은 생각은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D학생이 첫 계단을 올라가고 있네요. 차근차근 올라   

가면서 바라는 꿈이 하나씩 하나씩 꼭 이뤄지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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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 첫 만남에 대한 느낌 ( 자유화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오늘 이 시간의 느낌을 이야기 해 볼까요? 우와! 멋진 그림을  

그렸네요.

저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미로를 그렸어요. 

무엇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첫 시간이라 가슴이 두근거렸고 꿈에 대한 질문으로 많은 생   

각을 하느라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그랬군요. 첫 만남이라서 선생님이 C학생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네.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요.

2회기  : 나의 장·단점은? ( 장·단점 인형 만들기)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C학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저의 장점은 잘 웃는 거고 단점은 소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단점 인형을 어떻게 꾸며 줬나요?

장점인형은 웃고 활발한 색깔의 빨간색을 리본으로 꾸며 주었  

고 단점인형은 약간 소심해 하는 표정으로 꾸며 주었습니다.

그래요. C학생은 활발하면서도 소심한 성격인가 보네요. 그럼  

인형 이름은 무엇인가요?

장점인형은 잘 웃으니까 하하 잘 웃어가지고 ‘하리’고 단점  

인형은 소심해서 ‘소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요. 인형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만들 때 잘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재미있었어요.

잘 안될 때 어떻게 했나요? 

짜증났어요.

짜증나서 하고 싶지 않았나요?

아뇨.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요. 끝까지 잘 했어요.

<부록 10>  C학생의 회기별 미술치료프로그램 활동과정 중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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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 희로애락 만다라 (감정파이 만들기)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C학생이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 인가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입니다.

모두들 입학하는데 특별하게 입학 하는 게 좋은 점이 있나요?

뭔가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요. 유치원에서 늦게 까지 있는 게 싫었나 보군요. 그런   

데 학교가면 할 게 더 많은데 유치원 보다 힘들지 않았나요?

괜찮아요. 그래도 좋았어요.

자신이 가장 화가 났을 때 언제 인가요?

엄마가 언니 편만 들었을 때 화가 났어요.

그래요. 둘째 아이들의 공통점인 것 같네요. C학생이 가장 슬  

펐을 때가 언제인가요?

4학년 때 성장 파일에서 도달하지 못해 엄마께 혼날 때가 가   

장 슬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울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 인가요?

가족이랑 서울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그래요. 자신이 태어났을 때, 친구와 싸웠을 때, 엄마한테 혼  

났을 때, 여행 갔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감정파이로 표현해    

보고 나서 먹어도 되고 선물해도 좋아요.

사진 찍어야지!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해 주세요.

기쁨은 입학할 때를 그렸고  화날 때는 엄마가 언니만 좋아해  

서 화났고 슬플 때는 도달 안했을 때가 생각났고 그래도 지금  

은 도달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서울에 또  

놀러 가고 싶어요.

5학년 때는 성장 파일 도달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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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네. 5학년 때는 도달 했어요.

이 감정 파이를 어떻게 꾸며 줬나요?

다 그린 다음 제가 12년 살아와서 가운데 12를 그렸어요. 엄   

마가 언니편만 든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 서울에 다시 한   

번 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래요. C학생은 중학교 입학하면 또 기쁠 것 같나요? 

네. 졸업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감정 파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족이랑 함께 나눠 먹을 거예요.

4회기  : 나는 이런 사람이야! ( 콜라주)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저는 방과 후 수업으로 미술과 컴퓨터를 하고 있고 영어 학원  

을 다니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많이 좋아하고 서울  

에 또 놀러 가고 싶습니다. 미술, 컴퓨터, 학원, 고양이, 강  

아지, 서울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지금 학생이고 엄마께 주  

마다 용돈을 받고 있어요.

미술이랑 컴퓨터랑 영어 공부하는 거 어때요?

재미있어요. 좋아하고요.

그래요. 학생인 것 도 좋은 가 봐요?

네. 학교 다니는 거 재미있어요.

그렇군요. 콜라주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예쁜 것을 많  

이 붙였네요. 그런데 노란색 볼을 무엇을 의미하나요?

손님이에요. 꿈을 이뤄 가게를 차려서 옷을 맞춰 주는 사람이  

될 거에요.

어떤 꿈 인가요? 

패션디자이너에요. 가게를 차릴 거예요.

샵을 낼 건가요? 샵을 샤방샤방 꾸며 줬네요. 가게 이름은 무  

엇인가요?

KCJ 디자인 샵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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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와우! 멋지네요. 작품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손님을 케어 해 주고 있어요.

손님을 맞이해 주고 있군요. 꼭 디자인 샵 사장님이 되어 사  

업 번창 하세요. 오늘 활동 어땠어요?

재미있었고 제가 꾸미고 싶은 것 꾸며서 좋았어요.

5회기  : 강점 해바라기 ( 해바라기 종이 접기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작품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을 지는 오후에 해바라기가 피었어요.

멋지네요.

튜울립도 같이 피었어요.

튜울립을 해 준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해바라기를 접을 때 튜울립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군요. 자신의 강점을 이야기 해 주세요.

그림 그리기, 시각화 가기, 만들기, 글쓰기, 전달하기, 디자  

인하기, 설계도 그리기, 장식하기입니다.

자신에게 잘 맞고, 다 잘하는 것 같나요?

못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있는 것도 같고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C학생이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만들기 에요. 메이크업아티스트, 인테리어 디자이너요.

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오늘 활동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요?

저의 강점을 더 잘 알았어요.

아직 둘 중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나 보군요.

6회기  : 소질 나무 ( ‘생명의 나무’ 명화 따라 하기)

선생님

학  생

선생님

C학생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저의 능력은 글쓰기, 운동, 그림, 놀기, 춤추기에요.

그 중에서 제일 1등으로 뽑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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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놀기 요. ㅋㅋ. 운동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꾸며 주었나요?

하트 모양으로 꾸몄고, 여러 가지 색을 써가지고 과일도 만들  

었어요.

무슨 과일을 만들어나요?

오렌지요. 그냥 그렸어요. 그리고 바탕은 꼬불꼬불 그렸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아직 못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내 꿈을 이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렸어요. 

꼬불꼬불 험난한 길을 헤치며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보군   

요. 선생님은 꼬불꼬불한 그림이 궁금했어요. 그럼 무엇 때문  

에 험난하다고 생각했나요?

저의 부족한 능력이요.

그래요. 나무위에 있는 검정색은 무엇인가요?

나무 눈 이에요. 이 나무가 살아 있어서요. 

그랬군요.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이름은 사랑이고 이름표도 만들어 주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알고 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직업과 맞나요?

조금은 맞아요.

어떤 면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글쓰기랑 놀기는 빼고 다른 것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꿈과 맞나요?

모르겠어요. 아직 꿈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오늘 활동을 하고 난 소감은 말해 주세요.

모루로 하트 표현도 하고 구부러지니까 재미있었어요.

그래요. 선생님도 C학생이 정말로 재미있게 활동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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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기  : 무지개다리( 꿈을 찾아 가는 길)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C학생은 꿈 정상이 높네요. 바탕색을 노란색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밝아 보이고 싶어서요. 저번 시간에 파랑색을 해서 조금 어둡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미끄럼틀 모양이 일직선 모양 같아요. 그 모양을 선  

택한 이유는요?

제가 ‘쓩’ 내려 갈수 있고 무엇이든지 잘 될 것 같아서요.

구름을 한 가닥으로 꾸불꾸불 이어서 해줬네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했어요.

우리 C학생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뇌 모양 같거든요. 자  

신의 꿈을 찾기 위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꿈을 할까? 저 꿈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한 흔적 같아 보이  

네요. 그런데 무지개 양 옆에 있는 것은 뭐에요?

악마와 천사에요. 꿈을 찾아 가다가 악마를 만나서 나쁜 일도  

있고 천사를 만나서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쓩’ 내려 갈 거예요. “악마야, 저리 가!” 하면서   

험난한 길도 헤치고 갈 거예요.

그래요. 그럼 C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은 뭐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요. 

저번과는 방향이 조금 바뀌었네요.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림을 많이 그리고, 꾸미기도 많이 연습하고, 운동도 하고,  

수학도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 꿈을 꼭 이룰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이 꼭 지켜 볼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꿈

이  이루어진다면 어떨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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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아주 기쁘고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활동에 대해 무엇을 느꼈나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세요. 파이팅!

8회기  : 지갑 만들기 ( 자격증이 들어있는)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C학생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제 꿈은 메이크업아티스트, 요리사, 패션 디자이너, 애니메이

터 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 뭘까요?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증, 애니메이터 자격증, 패션디자이너  

자격증, 요리사 자격증입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하나만 골라보세요.

메이크업아티스트요.

그래요. 그러면 이 자격증을 보관할 지갑은 어떻게 만들어 주  

었나요?

보라색에 어울리는 살구색이랑 핑크색을 속지로 넣어서 만들  

어 주었어요. 

보라색을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뻐서 오늘은 보라색으로 하고 싶었어요. 캐릭터는 구대타마

로 그렸어요.

구대타마로 한 이유가 있나요?

귀여워서 언젠가는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오늘 한 번 만들어  

봤어요. 구대타마가 요리하고 있어요.

그래요. 요리를 하고 있군요. 요리사도 되고 싶나 보군요. 만  

약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때 까지 노력 했던 게 보람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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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학  생

선생님

같아요.

지갑 위에 스타 액세서리, 하리보 곰 모양도 붙여 주었네요?

스타인 줄 모르고 붙였고 하리보 젤리 먹고 싶어서 붙였어요.  

C학생이 별처럼 스타가 되고 싶었나 보네요. 바라는 직장에   

취직하여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꼭 되세요.

9회기  : 꿈은 이루어진다! ( 꿈의 리스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지금까지 8회기를 하면서 C학생은 어떤 꿈으로 결정 했나요?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다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싶나요?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요. C학생이 미래에 정말 방송국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좋을 것 같아요.

방송국에 취직하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메이크업 도구요.

그래요. 열심히 해서 자신의 꿈을 꼭 이루세요.

10회기 : 꿈을 생각하며~ ( 자유화 )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학  생

선생님

어떤 그림인가요?

제가 정한 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어요.

활짝 웃고 있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기뻤어요.

그래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보네요?

네. 처음에는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 메이  

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메이크업 도구를 생각하니   

마냥 즐거웠어요.

활동을 통해 새로운 꿈을 찾았다고 하니 선생님도 기쁘네요.  

열심히 해서 C학생의 꿈을 꼭 이루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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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 연구자 및 활동소개, 첫 만남에 대한 느낌 (자유화)
S학생 D학생 C학생

첫 회기라 아이들이 많이 긴장 한 듯했다. 긴장감을 이완시키기 위해 

사다리 게임을 하고 나서 초코렛과 젤리를 주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

하였다. 연구자와 미술치료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나서 각자 자기소

개도 하며 오늘 첫 만남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다. S학생은 비

구름을 그려 자신의 꿈에 대해 불안감과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D학생은 

선물상자를 그려서 첫 만남을 많이 걱정했다며 소심한 성격을 나타냈

다. C학생은 자신의 꿈에 대한 궁금함을 정사각형 모양의 미로를 그려 

긴장하고 복잡한 혼란스런 마음을 표현했다.  

2회기 : 나의 장·단점은? ( 장·단점인형 만들기 )
S학생 D학생 C학생

2회기 때는 자아를 찾아가는 초기단계로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

해 보고 장·단점인형을 만들어 본다. 장점은 오른손 손가락에 5개, 단

점은 왼손 손가락에 5개를 적고 자신의 장·단점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

이 드는지 손바닥에 얼굴표정으로 나타내 보았다. S학생은 인물화와 마

찬가지로 웃는 눈으로 눈썹만 그려 현실을 외면하려 하였고 D학생은 눈

을 크게 그려 두려움을 나타냈으며 C학생은 목걸이를 표현하여 무거운 

마음을 나타내 보여 아직은 모두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 부록 11 >      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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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 희로애락 만다라 ( 감정파이 만들기 )

S학생 D학생 C학생

3회기도 자아를 찾아가는 단계로 지금까지 경험한 자신의 희로애락에 

대해 생각해 보고 만다라와 감정파이로 표현해 보았다. 펠트지 중 두 

가지 색을 고르게 한 후 바탕색과 만다라 색을 정한 뒤 자신이 경험한 

희로애락의 네 감정을 십자모양으로 나누어 각각 그렸다. 그린 만다라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네 가지 감정을 느끼고 나서 그 감정을 어

떻게 해야 할지 요리 활동으로 감정파이를 만들어 보았다. 감정파이는 

은박지 위에 핫 케잌을 만들어 자신이 느꼈던 희로애락의 감정에 대한 

느낌을 초코렛과 여러 가지 견과류, 크런치 등의 토핑을 올려서 만들었

다. S학생은 네 감정을 통합하여 기쁨으로 승화시켰고 D학생은 슬픔과 

화남의 감정을 토핑으로 덮어버려 속이 시원하다며 미해결 된 감정을 

해결하였다. C학생은 자기 현재나이 12를 적어 지금까지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좋다며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였다.

4회기 : 나는 이런 사람이야! ( 콜라주 )

S학생 D학생 C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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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 : 강점 해바라기 (해바라기 종이 접기)
S학생 D학생 C학생

5회기부터는 자기를 이해하며 꿈을 찾아가는 중기 단계로 홀 랜드 강점

카드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알아보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색종이

로 해바라기를 접어 꽃잎에 자신의 강점을 8가지 적어 주고 더 첨가하

고 싶은 것을 꾸며 주었다. S학생은 하늘색 해바라기를 접어 강한 태양 

아래 시원함을 나타냈고 옆에 세 잎 클로버를 접어 애정 욕구를 나타냈

다. D학생은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해바라기를 접어 기쁨과 슬픔의 양가

감정을 나타냈으며 C학생은 바탕을 노을로 표현하여 우울과 걱정을 나

타냈다. 세 학생 모두 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4회기 때도 자아를 찾는 마지막 단계로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콜라

주로 표현해 보았다. 재료는 펠트지와 어울리는 섬유 재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 할 수 있게 하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한 장씩 준비해서 얼굴만 오려 붙이고 옷은 자신이 원하는 스

타일대로 꾸며 주었다. 바탕에는 자신을 표현 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한 

재료로 붙여 주고 나서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S학생은 자신의 

별명인 곰을 표현하였고 예전에 대학 교수가 꿈이어서 수학 강의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D학생은 자신의 꿈이 파티셰여서 음식 액세서리를 

붙여 주었고,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며 사방에 꽃으로 표현해 주었

다. C학생은 자신의 꿈이 패션디자이너라며 디자인 샵을 럭셔리하게 

꾸며 주고 친절하게 손님의 옷을 맞춰주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 회

기에서는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꿈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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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기 : 무지개다리 (꿈을 찾아가는 길)
S학생 D학생 C학생

7회기도 자기를 이해하며 꿈을 찾아가는 중기단계로 지금까지 한 활동

을 통해 자신의 강점, 장점, 능력을 가지고 꿈을 찾아가기 위한 무지개

다리를 만들어 보았다. 여러 가지 무지개 모양 중 하나를 골라 그리고 

오린 후 천사점토로 만든 구름에 자신의 꿈을 적어 보았다. 그 꿈을 이

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무지개다리에 적어 꿈을 찾아가

는 길을 각기 다르게 표현하였다. S학생의 꿈은 정신과 의사, 상담사이

6회기 : 소질 나무 (‘생명의 나무’ 명화 따라 하기)
S학생 D학생 C학생

6회기에도 자기를 이해하며 꿈을 찾아가는 중기 단계로 ‘생명의 나

무’ 명화를 보여 주고 자신의 소질 나무를 만들어 보았다. 다중지능검

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만들어 놓은 소질나무에 소질을 5개

씩 적어본다.  소질 나무는 골판지로 나무기둥을 만들고 여러 가지 모

루를 사용하여 나뭇가지를 만들었으며  골판지로 잎사귀를 만들어 주었

다. S학생은 가지를 많이 그려 많은 생각을 하고 모습이었고 D학생은 

개구리를 만들어 꿈에 대한 시도를 하려고 하며 C학생은 나무기둥에 눈

을 크게 그려 꿈에 대한 호기심과 직면을 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이 번 

회기에서는 꿈에 대해 도전하려는 모습을 엿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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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D학생은 디자이너, 파티셰, 미술치료사이고 C학생은 메이크업아티스

트, 인테리어디자이너, 애니메이터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노력해야 할 일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

였다.

8회기 : 지갑 만들기 ( 자격증이 들어 있는 )

S학생 D학생 C학생

8회기는 꿈을 발견하는 후기 첫 단계로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한 가지를 정하여 자격증과 그 것을 간직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

어 보았다. 먼저 자신이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을 만들어 보았다. 자격

증 크기의 도화지를 오려 만든 후 손 코팅지로 코팅하여 만들었고, 펠

트지로 지갑을 만들어 예쁘게 꾸며 주었다. S학생의 꿈은 정신과 의사

이며 D학생은 미술치료사이고 C학생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결정을 

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 지갑에 붙이고 자신이 원하는 자

격증을 만들어 지갑에 넣은 다음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9회기 : 꿈은 이루어진다! (꿈의 리스)

S학생 D학생 C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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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기 : 꿈을 생각하며~ ( 자유화 ) 
S학생 D학생 C학생

마지막 회기인 만큼 지금까지 해 온 활동에 대한 느낌과 소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인 결정한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림으

로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S학생은 자신의 롤 모델인 엄마를 천사로 표

현하여 엄마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도 하고 싶어 하며, 꿈을 이뤄 하늘

로 올라가는 천사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비상하고 싶다고 하였다. D학

생은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아서‘무한의 꿈 계단’을 그려 하나의 꿈을 

이루고 나면 새로운 꿈이 생겨나는 무한 반복되는 계단으로 꿈의 끝이 

없음을 표현했다. 지금 D학생은 꿈 계단에 첫발을 내 딛고 있어 꿈을 

향한 도약을 시작하였다. C학생은 미술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꿈인 메이크업 아

티스트를 꿈꾸게 되어서 좋았다며 마치 자신이 꿈을 이룬 것 같은 만족

함을 표현하였다.

9회기도 꿈을 발견하고 결정하는 후기 단계로 자신이 결정한 꿈이 이루

어지길 바라는 꿈의 리스를 만들어 보았다. 미리 순천만 정원에서 나뭇

가지를 손수 주워 가지고 왔다. 4~5개의 나뭇가지를 마 끈으로 묶어 4

개 묶음을 만들어 연결시켜 리스 틀을 만든 후 그 위에 모루로 자신이 

결정한 직업을 꾸며서 붙였다. 8회기 때 만든 자격증과 연관시킨 직업

은 S학생은 정신과 의사, C학생은 메이크업 아티스로 확실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D학생은 많은 고민 끝에 처음에 생각했던 파티

셰로 결정하고 그 다음 꿈으로  미술치료사 하겠다고 하였다. 각자 자

신이 만든 꿈의 리스를 방문에 걸어 두고 보면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

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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