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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풍경구성법 반응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송 순 박 경 빈

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천 학교

7)

본 연구는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풍경구성법의 반

응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과학 재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1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아존중감 척도검사와 풍경구성법을 실시한 후 SPSS.PASW18을 사

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 척도

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전체적으로 높았다. 둘째, 풍경구성법에 나타난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

단 간의 반응특성을 살펴보았다. 풍경구성의 통합성, 원근과 공간감 표현, 추가 항목 수, 문과 

창문의 유무 4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본 연구 결과 과학 재 고등학

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 간의 자아존중감과 풍경구성법 반응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과학 재, 자아존중감, 풍경구성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청소년은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위치에서 지적, 정서적, 신체적인 특성들이 미성숙

에서 성숙으로 변해가는 성장의 시기이다. 과거의 산물인 동시에 미래의 시작인 청소년기는 

개인입장에서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시기로 발달과정과 이뤄내야 할 과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만큼 긍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능력을 배양한다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것이며 보다 성공

적인 미래 삶을 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은 사회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

식과 기술 및 행동방법을 학습하게 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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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안정한 자아와 현실 사이에 혼돈을 경험하면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부적응 현상이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요인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깊

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류은주, 김정은, 백성혜, 2011).
청소년 시기의 발달적 특성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평가에 더욱 민감한 재(류지 , 

2006)들의 행동특성까지 복합된 재청소년들도 우리가 간과할 대상은 아니다. 재의 행동

특성은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사랑과 수용에 대한 열망이 크며 자신에 대한 

기대도 높고, 성공과 인정에 대한 욕구도 강하다. 주변에서 남다른 시선을 의식하며 성장하

는 동안 자신감이 강하고 명확한 자기주장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런 특성이 우울, 자기

비판, 자기비하로 무기력해지거나 용기를 잃고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비판이나 또래 거부, 
목표 미달성시 좌절을 경험할 수 있기(류지  외, 2012) 때문에 재들의 자아존중감도 논의

되어야할 것이다. 2011년 카이스트를 비롯하여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높은 경쟁률 속에서 

명문대학교에 입학하 지만 자살이 이어지면서 재들의 정신적 건강을 다시 돌아보게 한

다. 재학생들의 사회 · 정서적 어려움은 낮은 자아존중감에서 비롯됨을 류은주 외(2011)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재 청소년들과 일반계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질문지법과 함께 

투사기법의 하나인 풍경구성법(The Landscape Montage Technique)을 병행하여 알아보았다. 
자기 스스로 답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할 때, 개인의 반응경향이나 동기가 작용하여 정확

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고, 주관적인 진단을 보완하여 자신의 욕구나 동기 등 

성격 내부의 잠재적 사고를 투사하여 표출할 수 있는 투사적 기법의 하나인 풍경구성법에서 

자아존중감의 요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풍경구성법(Landscape Montage Technique: LMT)은 그림검사법의 하나로 1969년에 나카

이 히사오(中井久夫)에 의해 창안된 기법으로 치료자가 10가지 항목인 강, 산, 밭(논), 길, 집, 
나무, 사람, 꽃, 동물, 돌을 차례로 제시하고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 풍경을 구성하게 된다. 소
묘단계에서 구성적 과정을, 채색과정에서는 투 적 과정을 특징으로 가진 투사적 그림검사 

중 하나이다. 풍경구성법 안에는 DAP(인물화검사), HTP(집-나무-사람검사) 등의 요소를 모

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진단기법으로, 인지능력뿐 아니라 성격특성까지도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색채가 들어감으로써 감정표출의 경험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색채를 통해 심리와 감정, 정서를 파악하여 성격 성향 분석이 가능하다(김선현, 2006). 심리

진단 검사 중 풍경과 색채를 다룬 유일한 도구가 풍경구성법(LMT: Landscape Montage 
Technique)이다. 기정희(2010)가 풍경구성법은 내담자를 전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수한 

진단도구라고 한 만큼 인간성격에 전반적인 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진단에 유용할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을 질문

지법과 투사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 풍경구성법에 나타난 반응특성을 검증함으로써, 자아존

중감 수준에 따른 풍경구성법이 자아존중감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 가능한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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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가)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은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는가?
나)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은 풍경구성법의 반응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  배경

1. 청소년기의 자아존 감

가.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기는 생애주기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되고 중요한 의미의 시간이다. 가
정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사회적 경험의 폭과 깊이를 더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지위와 역

할을 취득하게 되고 사회적 역할과 양식을 학습해 간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청소년기는 급

격한 성장을 하는 만큼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아동기

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며, 아동도 어른도 아닌 상태에서 심리적 불안정과 불균형으

로 혼란을 경험하면서 자아정체감의 확립, 성역할 습득, 진학 및 진로 선택 등의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도현심 외, 2011).
청소년기의 가장 근본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다. 이 시기의 

자아탐색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아정체감은 그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

를 갖고 있어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지닌 사람은 개별성, 총
체성, 계속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을 자신이 타인과 구별될 수 있는 독자성, 
일관성, 통일성이며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도현심 

외, 2011). 이때의 자아정체감은 자아상 또는 자아존중감에 향이 크다. 본 연구자가 청소년

기 중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보다 총체적이고 단계적인 청소년기를 거치

면서 미분화적이나 성장함에 따라 자아개념이 분화되어 가고 환경과 자신에 대한 지각이 증

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면성과 구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분화된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에 향을 끼치게 되므로 자아존중감 파악을 통해 긍정적인 청소년기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아존 감의 개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 긍정적이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이라고 한다(정지은, 김민태, 오정요, 원윤선, 2009). 자아존중감은 ‘나는 자랑스럽다’
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두 가지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즉, 자신이 자기 자신

과 주변의 환경에 자신감을 가지고 잘 조절할 수 있는가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으로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일생동안 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자아존중감은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키는 요인이 된다. 즉,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성격발달의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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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개인의 성취에도 향을 끼치는 일상적 성격이론에서 한 개인을 결정짓는 중심적, 필
수적 특성이다(구양희 외, 1996). 건강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비현실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이나 필요 없는 열등감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수

준은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 그리고 변화되어지기 원하는 자신의 모습 안에

서 통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 청소년기의 자아존 감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과 더불어 청소년기에 획득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중 하나이다. 
점차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해 가는 청소년들은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정교화

된 형태로 자아존중감을 획득해 나간다. 청소년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사회적 관계

에 대한 자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박병금, 유은선, 2011).
홍세희, 박언하, 홍혜 (2006)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일시적으로 퇴행V자형 발달 현상

을 보여 15~16세 전후로 자아개념이 가장 혼돈을 겪다가 그 이후로 점차 자아통합이 이뤄지

고 안정적이 된다고 하 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신체호르몬의 변화와 생

리적인 변화로 인해 자신의 외모나 성격, 환경 등에서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아존중감 저하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안

정감을 느끼게 되면 다시 상승하는 것이 보통인 것이다.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변

화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정익중, 2006)이 있는가 하면, 홍세희 외(2006)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청소년 시기를 성장에 

있어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 자신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자 하는 태도가 사춘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저하를 방지할 것이다. 주변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은 충분히 유연하

게 성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 재아의 자아존 감

재(英材)의 한자적 의미는‘꽃을 피운 재능’이라 하여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 속에서 숨

겨진 잠재력을 계발해낸다는 것에 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

의 자아존중감이 일반 또래들보다 높다고 보고된다. 류지  외(2012)는 재는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와 남과 다르다는 자의식과 자신감이 강하다고 하 다. 문정화와 이승희(1993)도 

인물화 검사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보았을 때 재아 집단이 비 재아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녔다고 보고한다. 그런가하면 재와 일반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또 자아존중감 중 그 하위 역에서 학업적 자아존중감은 재

가 일반아보다 긍정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 역과 신체적 역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송수지, 2000).
문제행동 측면에서도 재아의 문제행동이 일반아보다 정도가 약하고, 재가 일반아보

다 사교적이고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도 일반아보다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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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은문, 이종연, 2009; 류지  외, 2012)가 있다. 그런가하면 재학생들은 자신의 성격 

때문에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연구가 있다. 재들의 또래 간 겪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은 재들 주위의 과도한 기대와 관심으로 자신의 재성과 정체성의 혼란이 낮은 자

아존중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재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회 · 정서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

다(류은주 외, 2011).
본 연구의 대상은 과학 재 고등학생들로 재집단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재가 일반학

생들과 섞여있을 때 학문적으로 상위권에 해당되면서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

겠지만, 재들만 모여 있는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좌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재들에

게 지각된 가정적 · 사회적 기대가 더욱 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류은주 외(2011)
의 연구결과 재집단 내에서 재들은 동질의식을 가지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열등감

으로 정체성 혼란 또는 교우관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도 의식세계가 관여되는 질문지를 통한 평가방법은 무의식이나 내면의 생각을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투사적 그림검사를 병행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역동적인 내

면의 자아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투사적 기법이 지니는 잠재력을 통해 학생들의 

무의식적 내면에 접근하여 자아존중감을 살펴보았다.

2. 풍경구성법

가. 투사기법으로서의 풍경구성법

투사적 기법이란 특정한 기준과 형식에 얽매임 없이 피험자에게 자발적으로 해석 혹은 정

서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여 그 사람의 개인적 세계를 투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930년대에 

프랭크에 의해 비롯되었다. 투사의 역이나 방법은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되며, 투사성은 개

인에게 내재된 성격적 특성을 검사자료에 의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각 개인이 

자신의 내면상태에 따라 아무리 동일한 자극이 주어져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서로 

다른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신동균, 1989).
풍경구성법은 투사기법 가운데 그림기법으로 자유도가 높고 객관성은 낮다. 그런데 이렇

게 자유도가 높고 객관성이 낮은 기법일수록 심리치료에서 많이 이용된다. 풍성구성법은 구

성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3차원 공간을 2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지면은 

사전에 이미지화된 풍경이라는 외적 공간의 성질을 띠고, 그리는 사람은 그 속에서 거리관

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풍경을 구성하게 된다(皆藤 章, 2012). 풍경구성법은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으로 접근하기 쉬운 자연물이기 때문에 방어가 적고 여러 연령층에 사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풍경구성법은 다른 투사기법 중에 하나인 사람검사

(DAP), 집-나무-사람(HTP)검사, 나무검사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진단기법이다. 이와 같이 풍경구성법은 인지능력뿐 아니라 성

격특성까지도 파악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피험자를 전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수한 진단

도구이다(기정희, 2010). 다음으로 풍경구성법의 투사적 특성은 채색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풍경구성법의 채색도 투사적 과정의 하나로, 피험자는 선으로 그린 풍경을 채색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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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감정이 투사된다. 요소들 사이의 구성에 의한 구성적 특성뿐만 아니라 채색에 의한 

투사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기정희, 2009). 풍경구성법은 포괄적인 진단기법으로 구성적 

과정과 채색적 투 이 동시에 일어나는 만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통해 피험자

의 자아존중감을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의 질적 구성, 현실감, 내적 에너지, 자기 표현력으로 자아존중감의 요

소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Maslow(1974; Samuels, 1977에서 재인용)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 하는가 로부터 오는 외적 자아존중감과 자기 내부로

부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내적 자아존중감으로 특징하 듯이 자아의 의식세계와 무

의식세계의 적절한 조화와 연결을 통해 자아의 질적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식(길)과 무의식(강)의 조화로움과 연결을 통해 살펴보았다. Cohen(1965; Crocker & 
Major, 1989에서 재인용)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이상적 개념과 실제적 개념 사이의 일치하

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자신의 평가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

응력이 좋으나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피적인 성향을 지닌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파악능력이 있어야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적응이 가능하다고 보

아 그림 전체의 통합성과 현실적 색채사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Rosenberg(1971)는 자아존중

감은 전체적 의미로써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나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

을 불만족하여 멸시하다고 하 고, 자아존중감은 우리가 기본적인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 하 다. 이처럼 자신이 내적상태가 건강해야 건

강한 자아존중감이 가능하고, 내적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지

켜낼 수 있을 것이다. 원근감은 지적, 정서적 성숙이나 마음의 유연성으로 자아의 내적상태

와 에너지를 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원근감과 공간감을 통해 살펴보았

다. 존 가트맨, 최성애, 조벽(2011)은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채고 잘 표현할 경우 정서적 심

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하 다. 이렇게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기표현에 대한 능력이 돋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즉 자

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표현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10가지 기본 요소 외에 추가항목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해내고 자신을 개방해 

보일 수 있는 문과 창문의 유무를 통해 살펴보았다. 

나. 풍경구성법에 한 선행연구

풍경구성법은 국내 미술치료 장면에서 진단도구로서 비교적 많이 사용하지만 풍경구성법

에 관한 연구는 사용에 비해 적다. 미술치료학회에서 발행한 미술치료연구 제1권부터 41권
을 분석한 결과 풍경구성법이 사전사후 검사로는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된 반면 풍경구성법

에 관한 연구는 세편에 불과하 다(기정희, 2010). 김동연, 이근매, 정금자(1994)는 주의집중

력 결함과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풍경구성법을 중심으로 치료하여 수업일탈과 대인회

피행동에 치료적인 효과를 보 다. 문이 나타나고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서 인물 간 상호작

용도 점점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림의 통합성이 이루어져 안정적 구도로 변



과학영재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풍경구성법 반응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319

화되어졌다. 그러나 풍경구성법은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심리치료적 접근에서 창안되고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적 가치와 증세 판별이라는 진단적 가치에서 일반인에게 적용된 연

구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일반인을 대상으로 풍경구성법의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아지

고 있다. 최외선 외(2010)의 연구는 풍경구성법에 나타난 초등학생의 표현양상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체적이고 추가되는 항목 수가 많고 요소와 요소와의 연결과 현실감 있는 색채

가 두드러진다는 보고를 한다. 김갑숙, 기정희, 전 숙(2010)은 고등학생의 불안이 풍경구성

법에서 어떻게 반응되어 나타나는지를 연구하 는데 구성의 통합성, 요소채색의 적절성, 채
색의 안정성, 요소형태의 사실성, 다리 등이 불안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경기도 S시 K과학 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서울시 E구 S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 다. 과학 재 고등학교 4개 학급 66명, 일반계 고등학교 2개 학

급 59명 총 125명을 표집 하 다. 질문지는 총 125부를 배부하여 125부 모두 수집되었으나, 
자아존중감 설문지, 그림과 질문지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와 불성실한 응답이 나타난 질

문지, 나열형 그림 6부를 제외하고 총 113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구분 비율 합계

과학 재 고등학생의 성별
남 56(95%)

59명
여  3(5%)

일반계 고등학생의 성별
남 54(100%)

54명
여  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 측정도구

가. 자아존 감 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척도를 보완하여 수정

한 김희화의 척도(김희화, 김경연, 1998)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7가지 하위 역으로 구성되

어있다. 그 중 풍경구성법에서 볼 수 없는 신체능력 자아와 교사관련 자아의 두 하위 역을 

제외한 5가지 하위 역을 측정하 다. 하위 역별 문항수를 살펴보면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신체 · 외모 자아, 성격적 자아 총 38문항으로 구성하 고 이들 

5개의 하위 역 척도를 합하여 전체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각 문항은 Likert척도의 

5점 범위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부정적인 내용의 9문항은 역산 처리하 다. 점수 범위는 

38~19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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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학업 및 전반적 자아 3, 6, 13, 18, 19, 26, 28, 29, 34, 35 10 .85
친구관련 자아 8*, 17, 23, 25, 27, 30, 31, 32, 36  9 .95
가정적 자아 1, 4, 5, 7*, 20, 37,  6 .80
신체 ‧외모 자아 10*, 14, 15, 16, 21, 24, 33  7 .72
성격적 자아 2*, 9*, 11*, 12*, 22*, 38*  6 .78
전체 38 .92
*역산처리문항.

<표 2>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나. 풍경구성법

1) 풍경구성법 분석항목

가) 강과 길의 관계

풍경구성법에서 강은 무의식을 상징하고 길은 의식, 즉 인생의 길을 상징한다. 강과 길이 

직교하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즉 자아가 질적으

로 재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사춘기 때는 강과 길이 병행되지 않

는 등 적절한 관계성이 구축되어지지 않을 수 있음도 시사한다. 강과 길의 관계는 자아 존중

감에 있어 자아의 질적 구성 정도 즉 의식과 무의식의 구성관계를 알 수 있다.

나) 다리 유무

다리는 강을 가장 먼저 그린다는 풍경구성법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초래된 중요한 표현이

다. 다리의 유무는 강에 의해 분리된 역에 강과 길을 다리로 연결하고, 거기에 길이 첨가

되어 공간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고 풍경이 풍부하게 된다. 또한 상징적으로 다리는 의식

(길)과 무의식(강)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적 성숙 내지 건강성을 읽을 수 있다(기정희, 
김경남, 2010).

다) 통합성

풍경은 항목별로 나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는 것이다. 치료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

품에서 항목 간의 관계성, 즉 풍경의 통합성이 치료적 과정을 통해 최종 회기에서 보다 높아

질 때 내담자의 치료과정이자 자아성장을 상징한다. 그리는 사람의 건강한 현실상황을 대신

하는 메시지일 뿐 아니라 자아성장의 객관적 자료로도 의미가 있다. 여기서 통합성은 10개 

각 요소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거

리, 위치, 방향과 크기 등을 함께 고려하 다(김갑숙 외, 2010).

라) 현실적 색채 사용

색은 그 사람의 정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흑백제시보다 색채를 제시하 을 때 심

리적 건강상태를 더 잘 드러낼 뿐 아니라, 건강성의 판단에서 정확도 역시 더 상승한다(주리

애, 2004). 또한 색채는 물체의 형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과제 수행

능력과 관계되어 중요한 기능도 한다. 선행된 연구(박완용, 2009)에서 건강하지 못한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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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색채사용의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현실감의 결여 내지 혼란으로 

보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며 통찰력뿐 아니라 현실을 바로 볼 

수 없는 결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설정한 계절과 연계하여 색을 살

펴보았다.

마) 원근과 공간감 표현

풍경구성법은 10가지 요소를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근감 등 공간감 표현

이 필요하다(박완용, 2009). 인간의 시야에는 항상 원근감이 있으며, 원근감이 없는 풍경에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머물 수 없고, 그린 사람의 불안정한 내적 상태가 확실히 전해지는 것 

같다. 원근감은 지적 · 정서적 성숙이나 마음의 유연성과 관련되어있어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집단은 중간 집단이나 낮은 집단에 비해 원근감의 표현이 적절한데, 이는 정서적 유연

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皆藤 章(2012)는 원근감을 표현한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

대처 능력, 강한 자아 관여도 읽을 수 있다고 하 다.

바) 추가 항목 수

풍경구성법은 항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풍경을 구성하는 기법으로 그 관계성 속에서 

그린 사람의 심리적 특성이 파악된다. 제시하는 10가지 항목만 그릴 수도 있지만 그리는 사

람의 특성에 따라 필요 항목을 더 추가하여 그릴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다. 여기에서 

피험자의 적극성과 능동적 태도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내향적인 사람은 그

리는 항목의 수가 적고 외향적인 사람의 그림에는 그려진 항목의 수가 많다(皆藤 章, 2012). 
차현희(2010)는 풍경구성법에서 그림의 추가는 그림 고유의 상징적 의미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 주며, 그림의 마무리를 하기 위한 피험자의 완성도 내지는 집중도, 창조성 등과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추가 항목을 통해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 마무리 색칠

완성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표현의 적극성을 말하고 있다. 완성도가 떨어짐은 

의욕의 상실과 목적 지향적 행동의 상실 때문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와 흥미 상실로 

인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흥미가 적고 내면 지향적이며 현실감

이 결여된 것으로 생각된다(박완용, 2009).

아) 문, 창문 유무

집으로 들어서는 문은 환경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곳으로서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문이 환경과의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접촉이라면 창문은 환경과의 수동적

인 접촉을 나타낸다. 문과 창문은 집과 외부와의 연결통로로 자신이 외부세계로 나아가고 

타인이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곳인 만큼 문과 창문을 그린 것은 타

인이나 외부세계와의 교류나 소통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려지지 않았을 때 환경과의 

관계에서 부적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정여주, 2008). 내향적인 사람은 집에 

현관을 그리는 것이 적고 외향적인 사람은 집에 현관을 그리는 것이 많다는 연구결과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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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평가기준 세부사항 정도 점수

형

식

구
성

및

채
색 

자아의 
질적 
구성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

1. 강과 길의 
관계성

전혀 관계없음 빈약 1
부분적 관계(평행 등) 보통 2
조화(교차) 양호 3

의식과 
무의식의 연결

2. 다리유무

다리없음 빈약 1
돌다리 보통 2
세운 다리 양호 3

현실감

현실감 
현실파악 능력

3. 통합성

3~5개통합 빈약 1
6~9개통합 보통 2
전체(10개)통합 양호 3

자아기능 
현실파악 능력

4. 현실적 색채 
사용

색칠하지 않음 없음 1
3가지 이하 빈약 2
4~7가지 보통 3
8가지 이상 양호 4

내적 
에너지

내적상태 및 
에너지

5. 원근과 
공간감 
표현

변화 없음(1가지 이하) 빈약 1
부분적(2가지) 보통 2
전체적(3가지 이상) 양호 3

자기 
표현력

자기표현의 
적극적, 능동적 

태도
6. 추가 항목수

없음 빈약 1
1~2가지 보통 2
3가지 이상 양호 3

자기표현에 
대한 적극성

7. 마무리 색칠

전혀 색칠하지 않음 없음 1
내용은 칠했으나 배경은 칠하지 
않음

빈약 2

내용과 배경을 칠했지만 흰 공간
이 많음

보통 3

화면을 공간 없이 채움 양호 4
환경에 대한 
접촉의적극성

8. 문, 창문 
유무

없다 1
있다 2

<표 3> 풍경구성법 기준표

같은 맥락을 이룬다(皆藤 章, 2012).

2) 풍경구성법 분석항목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자아존중감을 갖기 위해서는 자아를 인식하고 외부현실에 대한 인지, 의식과 무의식의 조

화 정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실감 내지 현실파악 능력은 통합성과 현실

적 색채사용,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는 강과 길의 관계를 통해, 의식과 무의식 간의 연결은 

다리유무를 통해 읽을 수 있다. 자아와 현실의 파악 위에 자아의 의식과 무의식의 바람직한 

조화 후에 자신의 가치와 효능감을 가지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원근과 공간감의 표현, 
추가 항목 수, 마무리 색칠, 문과 창문의 유무로 읽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박완용(2009)이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 풍경구성법 기준표와 皆藤 章

(2012)의 연구결과에 따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분석기준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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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F t p

자존감(전체)
일반고 54 121.574 13.603   1.851

2.592 -6.076*** .000
과학 재고 59 139.694 17.630   2.295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일반고 54 28.370    5.353    .728
.854 -6.227*** .000

과학 재고 59 35.085    6.047    .787

친구관련 자아
일반고 54 30.351    4.638    .631

.000 -4.032*** .000
과학 재고 59 33.898    4.700    .612

신체외모 자아
일반고 54 22.389    4.490    .611

.247 -3.983*** .000
과학 재고 59 25.797    4.589    .597

가정적 자아
일반고 54 21.500    3.956    .538

.077 -4.365*** .000
과학 재고 59 24.762    3.980    .518

성격적 자아
일반고 54 18.963    3.696    .503

6.420 -1397 .165
과학 재고 59 20.153    5.162    .672 

*p<.05, **p<.01, ***p<.001

<표 4> 과학영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 비교

3. 연구 차

본 연구를 위해 방문을 허락해준 과학 재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두 개 학교의 일

정을 살폈다. 2학기 기말고사 즈음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리상태가 유사한 때를 고려하

여 각 학교의 기말고사를 마친 2~3일 후(과학고는 12월 13일, 일반고는 12월 20~21일)에 실

시하 다. 과학 재 고등학교는 4개 학급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 22~23명씩 본 연구자를 

포함한 세 명의 미술치료사가 실시하 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2개 학급을 각 1개 반 29~30
명씩 담당선생님 협조를 받으면서 본 연구자가 실시하 다. 설문지를 먼저 작성하고 집단으

로 실시되기 때문에 미리 테두리를 그려서 제시한 용지에 풍경화를 그렸다. 소요된 시간은 

그룹별로 35~40분이었고, 그림 완성 후에 추가항목 등을 따로 적을 수 있도록 하 다. 질문

지와 그림 용지를 총 125부 배부하여 모두 수집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과 나열형 그림 6부
를 제외한 113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그림분석은 1월 5일부터 11일까지 <표 3>에 제시된 

분석기준에 따라 두 명이 채점하 다. 채점자 간의 일치도를 구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

으며 그 결과 채점자간 일치도는 .893~1.0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자아존 감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에게 자아존중감 척도를 실시한 결과 과

학 재 고등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생들보다 자아존중감이 현저히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4>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전체

적으로 높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하위 역을 살펴보면 학업 및 전반적 자아에서 과학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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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F t P

1. 강과 길의 유무
일반고 54 2.26  .732 .100

1.714    .169 .866
과학 재고 59 2.24  .652 .085

2. 다리 유무
일반고 54 1.63  .875 .119

.010    .118 .906
과학 재고 59 1.61  .871 .113

3. 통합성
일반고 54 2.37  .487 .066

19.053  -5.291*** .000
과학 재고 59 2.81  .393 .051

4. 현실적 색채 
사용

일반고 54 3.28  .811 .110
3.254  -1.731 .086

과학 재고 59 3.51  .598 .078
5. 원근과 공간감 
표현

일반고 54 1.76  .671 .091
.382  -2.129* .035

과학 재고 59 2.05  .775 .101

6. 추가 항목수
일반고 54 1.78  .691 .094

1.665  -2.710** .008
과학 재고 59 2.12  .646 .084

7. 마무리 색칠
일반고 54 2.85 1.071 .146

2.805  -1.717 .089
과학 재고 59 3.17  .894 .116

8. 문, 창문 유무
일반고 54 1.98  .136 .019

20.767   2.161* .038
과학 재고 59 1.88  .326 .042

Total
54 17.91 2.680 .365

.371  -3.098** .002
일반고

과학 재고 59 19.39 2.407 .313
*p<.05, **p<.01, ***p<.001

<표 5> 과학영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 간의 풍경구성법 반응

고등학생 집단이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p<.001). 친구관련 자아도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높았고 통

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01). 신체 및 외모 자아에서도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01). 가
정적 자아도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

의미한 차이를 보 다(p<.001). 성격적 자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높았다.
이상과 같이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전체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01). 

2.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풍경구성법 반응

가. 풍경구성법 분석항목에 나타난 반응특성

풍경구성법에 나타난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 간의 반응특성이 

<표 5>에 제시되어있다.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총 8개 항목으로 지표를 제시하여 풍경구성

의 통합성(p<.001) 및 원근 및 공간감 표현(p<.05), 추가 항목 수(p<.01), 문과 창문의 유무

(p<.05) 4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특히 풍경구성의 통합성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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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 차이를 보 다. 대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 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긍정적인 그림 결과를 보 다(p<.01).
풍경구성법의 통합성은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풍경구성법의 주제에 대해 

통합성을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높게 보여주었다. 이는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내 ·
외 현실 간의 균형을 보다 잘 이루면서 현실감 또는 현실파악 능력을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

보다 잘 획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풍경구성법의 원근과 공간감 표현은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원근 및 공간감 표현에서 높게 나타났다. 원근 및 공간감 표현을 통해 검사자의 내

적 상태와 내적 에너지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항목으로, 결과를 통해 과학 재 고등학생 집

단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내적 상태나 에너지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풍경구성법의 추가 항목 수는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풍경구성법에서 추가된 항목 수가 많았다. 추가 항목 수는 검사자의 자기표현의 적극성과 능동

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항목으로,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자기

표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풍경구성법의 문과 창문의 유무에서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여기서는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이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보다 문과 창문이 더 많이 그려졌다. 문과 창문의 유무는 자기 표현력 부분에

서 환경에 대한 접촉의 직 · 간접적인 통로로서 접촉의 적극성을 알아볼 수 있는 항목으로,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보다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이 자신이나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나. 통합이 이 지지 않은 나열형 그림 분석에 한 보고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요소를 나열형으로 그린 6개의 그림을 그림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나열형 그림은 정신분열환자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그림이다. 과
학 재 고등학생 집단에서 5장,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에서 1장이 나열형 그림으로 그려졌는

데 순서대로 항목을 가지런히 표현한 나열형은 구성포기현상으로 이는 현실감이 결여되어있

고 기질적인 문제와도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기정희, 2010).
같은 나열형 그림이지만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 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나열형 그림은 

10가지의 요소의 단순한 나열뿐만 아니라 전혀 채색 되지 않았다. 막대형 사람으로 얼굴의 

이목구비가 없고, 잘못 그려진 그림은 검정펜으로 그어서 지우고 있다. 낮은 에너지와 우울

성향 등 무기력함을 읽을 수 있는데 실제 해당학생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71점으로 집단내의 

점수 중에서도 하위권에 해당된다. 박완용(2009)의 연구에서 치료 후 자아존중감이 높아졌

을 때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았던 초반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않은 즉, 통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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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김갑숙 외(2010)도 고등학생집단에서 구성

능력의 부족을 통해 성격조직이 불안함을 추론하 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나열형 그림을 그

린 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감과 무기력함, 부정적인 자아상태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과학 재 고등학생의 나열형 그림은 5장으로 집단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해당 학생들

의 자아존중감은 126점, 130점, 135점, 138점, 141점으로 높다. 5개의 그림 중 4개 그림은 채

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있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묘사되어 있다.
재는 그들이 지닌 높은 인지능력 덕분에 자아 인식이 우수하고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갈등이나 또래와의 발달 격차에서 오는 어려움 역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모든 재가 그들의 인지능력만큼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들

은 그들이 가진 민감함과 높은 인지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또래들보다 인식되

어지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변의 기

대감 있는 시선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비동시적발달, 성취압력과 함께 과흥분성, 완벽주

의 등의 정서적 · 심리적 특성 때문에 스트레스에 취약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은 

재학생들로 선별되어 집단으로 재 간의 수업과 일정 생활을 함께 하기 때문에 유익한 점

도 있을 수 있지만, 재 집단 내에서의 성적 수준 간, 대인관계 수준 간 등의 이유로 스트레

스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과학 재 집단에서 나열형 그림이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반 되었을 것으로 추측

한다. 皆藤 章(2012)는 통합성이 이뤄지지 않은 그림은 외계와의 연결이 상실되고, 자아가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고하 다. Amos(1982)는 공간 구성능력이 부족하다면 성격조

직은 매우 불안한 것으로 추론될 수 있고 그래서 그림에 있어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 다. 나열형의 그림 형식이 선별된 재들에게 나타난 것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주변의 

기대에 대한 압력 등 불안한 내면이 투 되었을 것이다. 아직 성장 시기상 불안정한 사춘기

고 재로 봤을 때는 생각이 독특하고 내적으로 깊이 사유하는데 그것이 밖으로 적절히 표

출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불안의 형상을 추론할 수 있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묘

사되어진 것은 강박적이고 불안한 심리상태로 자신과 외계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통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데, 과학 재 학생에게 오는 기대적 시선, 성취압력, 완벽주의 

등 스트레스적 요인에 의한 불안한 마음(구혜경, 이수진, 2011)이 의식적으로는 이성에 의해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투사적 검사의 유용성을 통해 원초적이고 심층적인 수준으로 돌아가

게 하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에 대한 정보가 표현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 논의  결론

본 연구는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 간 자아존중감을 비교해보고, 
투사적 기법의 하나인 풍경구성법에서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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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척도의 하위 역을 살펴보면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신체 및 외

모 자아, 가정적 자아에서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과학 재 고등학생집단이 높게 나타났

다. 반면 성격적 자아는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 
재란 일반적으로 뛰어난 지적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기본

적인 성취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위 역 중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과학 재 고

등학생 집단이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역에서 그 점수차가 가장 컸다. 과학 재 고등학생 집

단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은 다른 하위 역 즉, 친구관련 자아, 신체 및 외모자아, 가정적 자

아에도 긍정적인 향을 끼쳤을 것이다. 
둘째, 풍경구성법에 나타난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 간의 반응특

성을 살펴본 결과 풍경구성의 통합성, 원근과 공간감 표현, 추가 항목 수, 문과 창문의 유무 

4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1).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통합성, 원근감과 공간감 표현, 추가 항목 수에서 건강한 그림의 형태를 

보인 것이다. 특히 풍경구성의 통합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 다.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 다고 할 수 없지만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긍정적인 그림 

결과를 보 다.
통합성은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동기와 정서적인 측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어떤 내적

인 질서상태를 보이느냐에 따라 내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성이 잘 이뤄졌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건강한 것으로 해석된다(주리애, 2006). 신지은

과 박부진(2011)의 연구에서 산재환자가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면서 전반적으로 통합형의 그

림이 나타났다. 그리고 김갑숙 외(2010)는 구성의 통합성이 부조화 스럽고 불균형을 이룰 때 

불안이 높았다고 하 는데, 이는 공간 구성능력이 부족하면 성격조직은 매우 불안한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고 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보다 높게 나온 과학 재 고

등학생 집단이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통합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두고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집단이 내 · 외 현실 간의 균형을 보다 잘 이루면서 현실감 또는 현실파악능력이 잘 

획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원근과 공간감을 통해 대상자의 내적 상태와 에너지를 읽을 수 있다. 원근과 공간감이 그

림 속에 잘 표현이 되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그림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림 속에 오래 머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안정한 내적 상태를 읽게 되어 불편하다. 皆藤 章(2012)의 연구

에서도 심신증이 가벼운 시기의 사람들은 원경을 특징적으로 표현하 지만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 원근감이 거의 표현되지 않았다. 박완용(2009)의 연구에서도 집단미술치료를 통

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어갈수록 원근감이나 공간감의 표현이 증가되었다. 자아존중감이 보

다 높게 나온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원근감과 공간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집단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내적상태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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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풍경구성법에서 추가된 항목의 수는 대상자의 적극성과 능동적 태도를 알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표현을 소극적이 아닌 적절한 적극성을 띠며 잘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된 항목을 전혀 그리지 않은 경우라면 수동적이며 의례적이고 기계적인 대응 또는 유연

성의 결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차현희(2010)의 연구에서 일반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자아존

중감이 저하된 사람들보다 추가항목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완성도를 높 다.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보다 높게 나온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풍경구

성법의 기본 10개 요소 외에 추가된 항목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두고 많이 나왔

다. 이는 재집단이 자기표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문과 창문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외계와의 교류를 할 수 있는 통로로써 외계에 대한 관심

과 접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이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보다 

문과 창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두고 많이 나왔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과 

창문이 잘 그려진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이 대인관계에서 적극적으

로 대처하거나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표 4>에서 보듯이, 재 집단이 전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았지만 

하위 역 중 성격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일반계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과 

창문은 직 ·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으로서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자아존중감의 하위 역중 성격적 자

아에서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은 성

격적 자아존중감에서 오히려 표준편차가 다른 역에 비해 가장 작았지만, 과학 재 고등학

생 집단은 성격적 자아존중감에서 표준편차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학 재 집단

은 성격적인 부분에서 집단 내의 차이가 많다는 뜻이다. 재집단은 성격적인 어려움의 차

이가 일반집단에 비하여 클 수 있고, 성격적인 부분이 표현되는 그림검사의 문과 창문 유무

에서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과는 관계없이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이 보다 긍정적

으로 나온 것이다.
셋째, 과학 재 집단교육은 재아의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향을 미쳤다. 이는 재

교육이 인지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재아의 정의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연구에서 일반적 목

표에 달성하고 그 이상의 교육까지 긍정적 향을 받아 자율학습자로 성장되었음을 본인들 

스스로 느꼈다는 연구결과(최승언, 김은숙, 전미란, 유희원, 2012)는 결국 자아존중감도 높아

지게 한 효과가 있었음을 말한다.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이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보다 자

아존중감이 높았음은 재교육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이 과학 재 고등학생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풍경구성법

의 반응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자기보고식의 질문지 검사뿐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투사검사 중 하나인 풍경구성법을 병행하여 주관적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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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보완해서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과학 재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

학생 간에는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었고 풍경구성법 반응특성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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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Self Esteem and Reactions 
on Landscape Montage Test between Scientifically Gifted High 

School Students and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Soonhyun Song

Eunpyeo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Kyungbin Park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elf esteem and reactions on LMT projective 

technique to a group of scientifically gifted high school students and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For that purpose, 113 participants from scientifically gifted high school and 

general high school were asked to fill out self esteem questionnaire and draw a LMT.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using SPSS.PASW18.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verall 

self esteem of gifted students were higher than general students. Second, reactions on 

LMT of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were examined. As a resul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four items; integration of landscape composition, 

expression of distance and space, number of additional items, existence of doors and 

window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self esteem and LMT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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