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중년(中年)이란 청년과 노인의 중간으로 인생의 중기
(中期)를 뜻한다. 그러나 중년의 시기에 대해서는 제각
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어 대사전에
서는 중년을 40-50대까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약 45-64세 사이라고 정의한다. 융(Jung, C. G.)은 40
세 전후[1]를, 하비거스트(Havighurst, R. J.)는 생애주
기별 단계에서 30-60세[2], 그리고 레빈슨(Levinson, 
D. J.)은 40-60세를 중년으로 보았다[3]. 국내의 조사
연구 중 중년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0-59세를 중년으로 규정하여 연구하였고[4],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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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중년미술치료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62편과 KCI 등
재지와 등재후보지 논문 17편, 총 79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발표연도, 연구대상(연령, 성별, 연구대상
수, 문제유형), 연구내용(연구주제, 치료기법, 회기구성), 연구방법(연구유형, 연구설계, 측정방식, 측정도구)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로 통계처리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미술치료 연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여성에 관한 연구와 6-10명을 실험집단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셋째, 혼
합기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10-14회기, 61-90분, 주 1회 회기구성이 가장 많았다. 넷째, 혼합연구와 실험·통
제집단 연구설계, 그리고 사전·사후 측정방식이 많았다. 본 연구는 중년미술치료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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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trends of 62 master’s/doctoral dissertations and 17 journals, total of 79, 
related art therapy studies on middle-aged from 2000 to 2019 in Korea. The research trends were 
analyzed by classifying them into year, research targets, research content and research meth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Research of art therapy studies on middle-aged shows growing tendency. Study 
on women and the size of 6-10 participants were the most frequent. Mixed techniques have been used 
as the main treatment techniques. Integrated research method, experimental/control groups design was 
the most frequently adopted. This study is considered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research on art therapy for the middle-ag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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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층 연구에서는 30-50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5].

2009년 UN은 의료기술의 발달, 저출산, 유아사망률 
저하, 보건위생환경과 의식주 생활의 개선, 생활 수준의 
향상,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세계의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 인류의 체질과 평균수명을 고
려하여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에서 새로운 연령 구분
을 발표하였다. 0-17세를 미성년자, 18-65세를 청년, 
66-79세를 중년, 80-99세를 노인, 그리고 100세 이상
을 장수 노인으로 제안하면서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6]. 

2018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8,117,32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한다. 이
에 반해 40-64세까지의 인구수는 20,406,946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2.5배에 달한다. 중년은 노년기 직전의 
대상들로 곧 노년이 될 예비 연령층인데 총인구의 약 
40%에 육박하는 인구가[7] 곧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년의 인구가 많은 이유는 현재 우리
나라의 중년층은 한국 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
하기 때문이다[8]. 베이비붐 세대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다중역할을 수행하며, 낮은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인 심
리적 안녕감 그리고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다양한 심
리적인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9].

우리나라 정부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
대의 퇴직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중년 문제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2017년 8월 그동
안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5060세대
를 ‘신(新)중년’이라고 새롭게 명명하였다. 그리고 ‘일자
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지원 
방안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10]. 지방
정부에서는 50세 이상 64세 이하를 중장년으로 정의하
고,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평생학습, 재취
업교육, 심리상담, 건강관리, 사회참여 등 포괄적 영역
에서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종합지원계획 마련에 힘
쓰고 있다[11]. 

중년기를 어떻게 준비하며 지내느냐에 따라 인생 후
반기가 달라진다. 융은 중년에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된다고 하였는데, 성인발달에 있어서 특히 중년기의 성
격발달을 중시하였다. 중년의 위기를 겪는 사람은 개성

화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바로 나답게 되
는 것이라고 보았다[12]. 에릭슨(Erickson, E. H.)은 중
년기에 생산성 대 정체감이라는 발달과업을 갖게 되며 
중년을 심리·사회적 위기를 겪는 시기로 보았다[13]. 펙
(Peck, R. C.)은 중년기에 신체적 능력이 감퇴하지만 
인생 경험으로 인해 오히려 지혜를 얻게 되고, 다른 사
람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정서적 유연성이 중년
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14]. 정옥분은 중
년기는 수많은 갈등으로 가득 찬 위기의 시기라고 보았
다[15]. 

중년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
를 겪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스트레스 상황
으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삶의 이유를 상실할 수도 있다
[16]. 흰머리, 주름, 폐경, 갱년기, 호르몬 등의 신체적 
변화, 부모 등 주변 사람들의 죽음 경험, 자녀의 독립과 
결별 등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그리고 은퇴로 인해 사
회적인 변화를 겪게 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전 생애
가 길어지면서 중년 시기에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
아야 한다. 자녀가 독립하여 떠나면서 겪게 되는 빈둥
지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을 경험하기도 하지
만 이와는 반대로 자녀가 커도 독립하지 않아 겪게 되
는 가득 찬 둥지 증후군(Crowded nest 
syndrome)[17]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가중되
는 가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심리적·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그러나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의 우리나라 퇴직 평균
연령은 49.1세로 나타났다. 퇴직 이후의 중년들은 재취
업까지 평균 3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고, 임시직, 일용
직, 비정규직 또는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8]. 중년은 준비 없는 은퇴로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약화, 소속감의 부재, 심리적 위축, 미
래에 대한 불안 등을 겪게 되고, 이것이 자살 또는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19]. 
이렇듯 100세 시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오늘날 우
리나라 중년이 당면한 문제들은 중년에 대한 관심과 집
중을 더욱 필요로 한다. 

언어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중요
한 수단이나 상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왜곡
될 수 있고, 언어로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데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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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기도 한다. 그에 반해 그림은 비언어적으로 그 사람
의 내면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다[20]. 
정여주는 미술치료는 시각언어, 상징적 언어로 그림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상황, 실존적 물음, 카타르시스를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21]. 미술치료는 자
신의 내면을 표현하면서 감정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적 기능이 있고, 미술 활동을 통해 개인의 갈등 조
정 및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으로 자기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의 조화가 가능하다[22]. 
루빈(Rubin, J. A)은 미술치료가 정신분열증 또는 우울
증 같은 정서장애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문제를 가진 
성인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며, 또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창조적인 개인의 발달 그리고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는 정체성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고 하였다[23]. 중년기의 삶에 있어서 미술치료는 심리
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큰 의미
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년미술치료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2000년 은옥주가 40-59세의 중년여
성 우울증 집단에 대해 집단미술치료에 관한 사례연구 
학위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미술치료에서 중년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시작되었다[24]. 이후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만족도 향상과 상태 불안 감소[25], 렉
시오 디비나를 활용한 중년 여성의 분노 감소와 영적 
안녕감[26],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을 적용한 중년여성의 
열등감 감소와 자기효능감 향상[27], 콜라주 프로그램
으로 중년여성의 우울 감소에 관해 연구[28]한 미술치
료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동향분석에 관한 연구 중 연령별 미술치료 연
구동향을 살펴보면 유아미술치료 연구동향[29], 아동 
미술치료 연구동향[3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미
술치료 연구 동향[31], 성인미술치료의 연구동향[32], 
노인미술치료에 관한 연구동향[33] 등 다양한 연령 대
상의 연구 동향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미술치료
의 연구동향은 만 19세 이상부터 64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중년을 구분하지 않았고, 한국 미술치료 학위
논문의 최신 연구동향 연구에서도 발달단계에 중년을 
구분하지 않고 성인으로 포함[34]하여 중년만의 연구동
향을 파악하기 힘들다. 중년을 대상으로 한 동향 연구

는 중년기여성 우울증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 분석[35]
과 중년여성 우울 중재프로그램 국내 연구 동향[36] 단 
2편만이 검색되었으며, 2편 모두 중년여성만을 대상으
로 우울에 관해서만 연구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미비한 연구 분야를 파
악하고 선행연구에서의 연구 주제, 방법, 형식 등을 이
해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지고[37], 임상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국내 미술치료 연구동향을 보
면 연령별 발달단계에서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많으나 중년에 대한 연구를 찾기 어
려웠다. 중년의 인구는 초고속으로 증가했고 사회적 관
심이 집중 조명되면서 중년미술치료의 필요성 또한 증
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국내 중년미술치료 연구에 관한 연구 실태와 연구동향
을 분석하여 중년미술치료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 향후 방향에 대해 고찰하여 중년미술치료 연구의 발
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인 중년미술치료의 연구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미술치료 연도별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중년미술치료 대상별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중년미술치료 내용별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중년미술치료 방법별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국

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과 KCI 등재 또는 등
재 후보지에 게재된 학술지 논문 중 중년미술치료 연구
를 분석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회전자도
서관(NDAL), 한국학술정보(KISS)에서 자료를 수집하
였으며, 자료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보문고 스콜
라(scholar), 학술데이터베이스서비스(DBPia)에서 추
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어 ‘중년’과 ‘미술치료’로 총 
96편이 검색되었고, 이 중 저작권 미허락 문헌 1편, 자
녀 등 다른 연령이 포함된 문헌 3편은 제외하였다. 석·



중년미술치료 국내 연구 동향: 2000-2019년을 중심으로 429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 게재된 경우 학위
논문으로 포함시켰으며, 최종 석·박사 학위논문 62편,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 17편 총 79편이 연구 분석대상
으로 선정되었다. 

2.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 중년미술치료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기

정희, 이숙미, 김춘경, 정종진 외의 한국 미술치료의 연
구동향[38]과 장성숙, 이근매의 청소년의 문제행동 미
술치료에 대한 국내 학위논문 분석[39], 그리고 송은경, 
원희랑의 한국 노인미술치료 연구동향[40] 분석기준을 
참고 후 재구성하여 연구 자료의 발표연도별, 연구대상
별(연령, 성별, 연구대상수, 문제유형), 연구내용별(연구
주제, 치료기법, 회기구성, 치료환경), 연구방법별(연구
유형, 연구설계, 측정방식, 측정도구) 4가지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연구 동향분석을 위해 Microsoft Excel 
2016 Version을 사용하여 각 영역별로 도출한 내용의 
빈도수를 측정하고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통계 처
리하였다. 백분율(%)은 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으로 소
수 첫째 자리까지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도별 발표유형 
연도별 발표유형은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학

술지 논문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
다. 본 연구에서는 석사학위논문이 50편(63.3%)으로 
가장 많았고, 학술지논문 17편(21.5%), 박사학위논문 
12편(15.2%) 순이었다. 2000년 석사학위 논문을 시작
으로 2007년 학술지 논문, 2013년부터는 박사학위 논
문이 각각 발표되었고, 2008년부터 점차 중년에 관한 
미술치료 연구논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도별 발표 유형별 분석 

2. 연구대상별 분석
연구대상별 분석은 연구대상의 연령, 성별, 연구대상 

수, 문제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1 연구대상  
중년미술치료 연구대상 성별과 연구대상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8편(86.1%)으로 매우 많았으며, 남녀 혼성으로 한 연
구는 5편(6.3%)에 불과했다. 40-50대 연구가 가장 많
았고, 분석 과정에서 30대 중반부터 69세까지의 연령
이 연구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수는 중
년미술치료 연구의 실험집단원만 분석한 것으로 문헌 
및 질적연구 3편을 제외하고 76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명을 연구한 경우가 30편(39.5%)으로 가장 많았
고, 집단미술치료의 경우 6-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24편(31.6%)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연구대상 성별 및 연구대상수 분석
N=79, N=76

    N=79

연도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학술지논문 계(%)
2000 0 1 0 1(1.3)

2001 0 0 0 0(0)

2002 0 0 0 0(0)

2003 0 1 0 1(1.3)

2004 0 2 0 2(2.5)

2005 0 1 0 1(1.3)

2006 0 2 0 2(2.5)

2007 0 1 1 2(2.5)

2008 0 4 0 4(5.1)

2009 0 3 1 4(5.1)

2010 0 0 1 1(1.3)

2011 0 2 2 4(5.1)

2012 0 2 3 5(6.3)

2013 1 3 1 5(6.3)

2014 2 3 1 6(7.6)

2015 1 2 1 4(5.1)

2016 3 7 1 11(13.9)

2017 1 5 0 6(7.6)

2018 2 6 3 11(13.9)

2019 2 5 2 9(11.4)

계(%) 12(15.2) 50(63.3) 17(21.5) 79(100)

구분 계(%)

연구대상 성별

여성 68(86.1)

남성 6(7.6)

혼성 5(6.3)

계(%) 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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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문제유형 
다수의 연구가 연구대상의 직업, 나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연구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우울하면서 자존감이 낮고 불안을 
갖고 있는 등 한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
는 경우가 많았고, 심한 우울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의학적인 진단을 받고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인
지 등의 정보가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통계처리에 한계
가 있다고 판단하여 크게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만 구분하였다. 특별한 의학적, 심리
적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일반으로 명시하였다. 그 결과
는 다음 [표 3]과 같다. 의학적 진단을 받은 대상자의 
연구보다 그렇지 않은 대상의 연구가 많았으며, 분석 
과정에서 우울증 또는 우울 성향의 대상 연구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연구대상의 문제유형에 따른 구분

3. 연구내용별 분석
중년미술치료 연구내용별 분석은 연구주제, 치료기

법, 회기구성, 치료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1 연구주제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주제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주제로 체크하였다. 연구주
제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심리적 건강에 대한 
연구주제가 45편(4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아성장에 관한 주제가 38편(36.9%) 순이었다. 

표 4. 연구주제별 분석 
N=103

3.2 치료기법
연구내용별 치료기법 및 회기구성은 문헌 및 질적연

구 3편을 제외하고 76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치료기법으로는 평면 매체, 입체 매체, 
종이매체, 비정형매체 등 다양한 매체와 그리기, 채색하
기, 찢어 붙이기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한 혼합기법이 61
편(8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일기법만으로 연구한 
논문은 총 15편(19.7%)으로 만다라 6편, 콜라주 4편, 
기타 공예, 자연매체, 명화감상, 한국화, 포토이미지의 
단일기법이 각각 1편으로 확인되었다. 

주당 회기별 분석 결과 주 1회가 44편(5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 2회가 23편(30.3%) 순이
었다. 총 진행회기별 분석은 10-14회기를 진행한 경우
가 37편(48.7%)으로 가장 많았다. 분석 과정에서 최단 
5회기에서 최장 65회기까지 다양하게 전체 회기가 진
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회기 당 시간 분석은 
61-90분이 37편(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91-120분 순위였다. 이 외에 1일 6시간씩 진행된 경우
도 있었다.

표 5. 연구내용별 치료기법 및 회기구성 분석
N=76

구분 계(%) 구분 계(%)

치료기법

혼합기법 61(80.3)

주당 회기

1회 44(57.9)
단일기법 15(19.7) 2회 23(30.3)
계(%) 76(100) 기타 9(11.8)

계(%) 76(100)

총진행
회기

9회기 이하 5(6.6)

회기시간

60분 이하 8(10.5)
10-14회기 37(48.7) 61-90분 37(48.7)
15-19회기 18(23.7) 91-120분 23(30.3)
20-29회기 9(11.8) 121분 이상 7(9.2)
30회기 이상 7(9.2) 미제시 1(1.3)

계(%) 76(100) 계(%) 76(100)

구분 세부내용

비의학적 진단
일반, 우울 성향, 분노, 불안 및 강박성향, 열등감, 갱년기, 
폐경, 부부 문제, 이혼경험, 외상 경험, 구직자, 자기애성 
성향, 낮은 자존감, 비만

의학적 진단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중독, 유방암, 조현병, 우울증, 공
황장애, 지적장애

연구주제 내용(편) 계(%)

자아성장
자아존중감, 자기개념, 자기이해, 자아탐색, 자기실현, 
자기감, 자아분화, 자아정체성, 개성화, 자기효능감, 자
기자비

38(36.9)

삶의 질 삶의 의미, 삶의 질, 삶의 만족감, 삶의 희망, 생활만족도 5(4.9)

심리건강
우울, 불안, 공황, 화병, 강박, 분노, 중년위기감, 폐경 및 
갱년기 증상 경험, 정신건강, 열등감, 정서안정, 회복탄
력성, 심리적 안녕감, 행복감, 스트레스 

45(43.7)

부부 및 
대인 관계 결혼만족도, 대인관계 10(9.7)

기타 영성, 구직준비도, 정신장애 극복 5(4.9)
계(%) 103(100)

연구대상수

1명 30(39.5)

2-5명 13(17.1)

6-10명 24(31.6)

11-20명 7(9.2)

21명 이상 2(2.6)

계(%) 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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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치료환경
회기진행 장소는 심리상담실과 미술치료실이 22곳 

으로 많았고, 기타 지역사회 편의시설, 공공시설 및 종
교시설 등에서 미술치료가 실시되었다. 이 외에 내담자
의 가정 또는 연구자의 개인휴식공간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25편의 논문은 치료환경을 미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별 분석
연구방법별 분석은 연구유형, 연구설계, 측정방식, 측

정도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4.1 연구유형 및 연구설계
연구유형은 [표 6]에서와 같이 질적연구와 양적연구

의 혼합연구가 49편(62.0%)으로 가장 많았다. 질적연
구는 21편(26.6%)으로 현상학 5편, 사례연구 8편, 내러
티브탐구와 존재론적탐구가 각각 4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설계는 문헌 및 질적연구 3편을 제외하고 76편
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개인사례가 
32편(42.1%)으로 가장 많았고, 집단미술치료 시 실험
통제집단을 둔 경우가 24편(31.6%)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연구방법별 연구유형 및 연구설계 분석
N=79, N=76 

4.2 측정방식 및 측정도구
분석 대상 논문 79편 중 측정도구를 사용한 논문은 

총 61편이었다. 측정방식별 분석 결과 사전·사후검사가 
46편(7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전·사후·
추후검사가 12편(19.7%)이었다. 사전·중간·사후검사는 
2편(3.3%) 그리고 사전·중간·사후·추후검사는 1편
(1.6%)으로 조사되었다. 

측정도구별 분석은 객관적 검사도구와 그림투사 검

사도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객관적 검사도구는 [표 7]
에서와 같이 심리건강 관련 척도 사용이 가장 많았고, 
그림투사검사도구는 K-HTP(Kinetic House 
-Tree-Person Test) 사용이 많았다. 객관적 검사도구
와 그림투사 검사도구 이외에 심박수와 혈압을 측정한 
논문도 1편 확인되었다. 

표 7. 객관적 검사도구에 따른 구분
N=110

연구주제 객관적 검사도구 계(%)

자아성장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SEI), 자아존
중감 척도(Self-Esteem Scale:SES), 로젠버그 자아존
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 자
기효능감 척도, 자아가치관검사, 열등감 증후 척도, 한국
판 자기자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K-SCS), 갱년기 증상 척도, 
자아정체감 척도(Ego-identity scale:EIS), 자기개념 척
도(Self-concept scale:SCS), 자아분화 척도
(Differntiation of Self Scale:DOSS), 자기애적 성격장
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NPDS),폐경에 대한 척도 

26
(23.6)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척도,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MLQ), 삶의 질 간편형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BREF:WHOQOL-BREF) 

4
(3.6)

심리건강

상태불안 척도(State Anxiety Inventory:ATAI), 정서적
위기감 척도, 분노사고 척도, 화병면담검사(Hwa-Byung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HBDIS), 심리적 안녕
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PWS), 위기
감 척도, 중년기 위기감 척도,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BDI), 통합적 한국판 우울 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갱년기증상 척도, 불안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불안척도검사(Beck 
Anxiety Inventory:BAI), 역기능적 태도 척도
(Dysfuntional Attitude Scale:DAS), 양육스트레스 척
도,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MMPI-2), 회복탄력성 척도, 
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ion Test:SCT), 상태
-특성분노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STAXI-K), 간이정신진단
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SCL-90-R), 
발달현상에 대한 태도 척도, 정서평가질문지, 신체외형 척
도(Figure Rating Scale:FRS), 시각적 사상 척도(Visual 
Analog Scale:VAS), 정서행동 평가도구(Emotional 
Behavioral Checklist:EBC)

61
(55.5)

스트레스
주부생활 스트레스지각 척도, 스트레스 대처 척도, 스트레
스 대처능력 척도, 스트레스 척도(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스트레스 반응 척도 

6
(5.5)

부부 및 
대인 관계

배우자 역할 적응도 검사, 결혼만족도 척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Scale:MSS), 부부스트레스 측정도구, 대인
관계 변화 척도

10
(9.1)

기타 영적안녕감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SWS), 
영성 척도, 구직준비도 검사

3
(2.7)

계(%) 110
(100)

구분 계(%) 구분 계(%)

연구유형

질적연구 21(26.6)

연구설계

개인사례 32(42.1)

양적연구 6(7.6) 단일집단 18(23.7)

혼합연구 49(62.0) 실험통제집단 24(31.6) 

문헌연구 1(1.3) 실험비교집단 1(1.3)

조사연구 1(1.3) 실험비교
통제집단 1(1.3)

프로그램 개발 1(1.3) 계(%) 76(100)

계(%) 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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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그림투사 검사도구별 분석 
N=60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중년미술치료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과 국내 학술지 게
재 논문 총 79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년미술치
료 연구 실태와 동향을 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위
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의 발표연
도별, 연구대상별, 연구내용별, 연구방법별 4가지 분석
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발행 편수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석사
학위 논문을 시작으로 중년미술치료 연구는 지속적으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증가폭이 시작
된 것은 이수은의 연구와 같이 미술치료전공 대학원의 
신설로 인한[41] 요인과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
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미술활동
을 통해 감정, 생각, 욕구, 소망 등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미술치료의 치
료적 기능과 효과 때문[42]이기도 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중년미술치료의 연구대상은 40-50대가 가장 

많았으며, 30대 중반부터 69세까지의 연령대를 포함하
고 있었다. 이것은 오제은의 연구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의 중년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중년기를 생활연령과 
가족생활 주기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40-59
세로 정의[43]하였었으나, 우리나라 평균수명의 연장으
로 중년 대상의 연구가 60대 후반으로까지 확대된 것
으로 보인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연구의 68편(86.1%)
으로 많았는데, 최희주, 김영근[44]의 연구와 김민희, 
강현주[45]의 연구에서도 중년여성 대상 연구가 많았던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중년남성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또한 매우 크므로 남성에 대한 추
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남녀 혼성의 연구나 동호
회, 부부, 직장, 소집단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향후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수는 개인
미술치료가 전체의 39.5%를 차지하였다. 집단미술치료 
인원은 6-10명 구성이 24편(31.6%)으로 가장 많았는
데, 얄롬(Yalom, I. D.)은 7-8명이 가장 이상적인 집단 
구성 인원이라고 하였다[46]. 

의학적 진단을 받은 대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김미진, 강영주의 아동미술치료 프로그램
의 국내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 진단 아동에 
관한 연구보다 일반아동 연구 비중이 높은 결과[47]와
도 유사하다. 전체적으로 우울증 또는 우울 성향이 있
는 대상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앞으로의 연구
에서는 보다 폭넓은 유형의 대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내용 측면에서 연구주제는 자아성장, 삶의 
질, 심리건강, 스트레스, 부부 및 대인관계, 영성 등으로 
다양하였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단일기법으
로 연구한 경우보다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사용한 혼합
기법의 연구가 많았다. 이는 안정아와 정여주[48]의 연
구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구성 시 연구주제와 매체 및 기법 간의 근거가 빈약하
였다. 연구대상에게 왜 특정한 매체 또는 기법을 적용
했어야 하는지 근거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회기구성은 총 진행회기 10-14회기, 주 1회, 그리고 
회기당 소요시간은 61-90분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이
근매, 옥선형[49]의 연구에서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단

그림투사 검사도구 빈도 계(%)
동적-집-나무-사람 그림검사

(Kinetic-House-Tree-Person Test:K-HTP) 18 30.0

집-나무-사람 그림검사(House-Tree-Person:HTP) 9 15.0

동적 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KFD) 8 13.3

빗속의 사람 검사(Person-In-The-Rain:PITR) 6 10.0

그림 이야기 검사(Draw-A-Story:DAS) 4 6.7

인물화검사(Draw-A-Person:DAP) 2 3.3

풍경구성볍(Landscape Montage Technique:LMT) 2 3.3

나무 그림검사(Tree Drawing Test:TDT) 2 3.3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Family-Centered-Circle-Drawing:FCCD) 2 3.3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Parent-Self-Circle-Drawing:PSCD) 2 3.3

벤더 게슈탈트 검사
(The Bender Visual Motor Gestalt Test:BGT) 1 1.7

발테그 검사(Wartegg Zeichen Test:WZT) 2 3.3

로샤검사(Rorschach test) 1 1.7

Silver Depression Test(SDT) 1 1.7

계(%) 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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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하루 종일 회기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직장생활 또는 일상생활로 바쁜 중년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치료환경은 심리상담실, 미술치료실 순으로 많았으
며, 기타 지역사회 편의시설,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등
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 연구대상자의 
집에서 진행된 경우와 치료 장소를 형편에 따라 여러 
곳 옮기면서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25편의 논문은 치
료 장소를 미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박철환, 최영
주의 노인미술치료에서의 치료환경을 조사한 결과와 
같다[50]. 치료환경은 미술치료의 중요한 치료적 요인
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구의 윤리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연구논문에 치료 장소를 제
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연구방법으로 연구유형은 혼합연구가 가장 많
았는데, 이는 이근매[51]의 연구와도 같다. 혼합연구가 
점차 많아지는 현상은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장단점
을 서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험연구 외에 
문헌연구,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각 1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수진[52]과 허소임[53]의 연구에서
도 밝힌 바와 같이 미술치료 연구논문이 임상 위주의 
연구에 편향된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현
재 전체 미술치료연구의 보완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
제이기도 하다.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나 
이론연구 등 중년미술치료에 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연구설계는 개인사례연구 다음으로 실험통제집단 연
구가 많았으며, 측정방식은 사전·사후 검사 방식이 가
장 많았다. 이것은 윤라미와 박윤미[5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미술치료 회기종료 후 사후검사를 실
시하여 연구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험연구의 측정도구별 분석은 객
관적 검사도구와 그림투사 검사도구를 혼합하여 사용
하였는데, 이것은 미술치료 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나타
내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의 검사 도구가 여러 주제에서 사용되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6가지 이상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자
칫 검사 도구의 남용으로 보일 수도 있었는데, 연구자
의 측정 도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검사 도구에 대한 

체계적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년미술치료연구의 

질적 보완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동향에서 볼 때 꾸준히 중년미술치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기
타 연령에 관한 연구에 비해 그 증가폭이 매우 완만한 
실정이다. 중년인구의 초고속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으
로도 다양한 중년문제에 관심과 집중이 조명되고 있다. 
이제 미술치료학계에서도 중년미술치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년 여성 대상의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년 남성들이 겪는 은퇴불안과 심리적·사회적 스트레
스 그리고 갱년기 증세와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변화 또한 매우 크다. 성별에 치우침 없이 치료로서의 
미술치료, 예방으로서의 미술치료, 자기계발로서의 미
술치료 등 다각도에서의 미술치료 개발과 접근이 필요
하겠다.

셋째, 다수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의학적 진단 정보
가 매우 불확실하여 통계처리를 할 수 없었다. 미술치
료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세
한 정보가 요구된다. 또한 상태의 개선을 위해 심리치
료, 명상, 요가, 운동 등을 병행하고 있는지, 연구기간 
내에 퇴직, 이사, 이혼, 자녀의 대입 합격 및 취업 등 생
활환경의 변화나 기타 심리적인 영향에 미칠 어떠한 사
건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특히 현재 약 복용 여부, 복용 중단 기간과 중단 
사유가 자의였는지 의사의 진단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막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것인지 등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양적·질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와 타당성을 증
명하기 위한 측정도구검사 사용이 많았다. 그러나 지나
치게 많은 검사는 연구대상을 오히려 긴장시키고, 미술
치료에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측정 도구
에 대한 연구자의 정확한 이해와 측정 도구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 윤리적 측면에서 연구 종료 후 통제집
단과 비교집단에게도 동등한 미술치료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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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년’, ‘미술치료’를 주요어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조사한 것으로 중년
에 관한 모든 연구물을 분석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행연구의 빈도분석만 하였으므로 임상미술치료 효과
에 관한 메타분석,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치료기법과 매
체에 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내 중년
미술치료에 대한 첫 번째 연구동향 분석 논문으로써 중
년미술치료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추후 연구의 방향
성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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