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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에서의 그림검사를 위한 Application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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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에서 앱을 활용한 그림검사가 가능한지를 탐색해보고자 게임 중독군을 상으로 ‘나무
에서 사과 따는 사람 그리기(Person Picking an Apple from a Tree: 이하 PPAT)’ 그림 검사를 바탕으로 
진단을 확인하여 미술치료에서의 그림검사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
이 있다. PPAT 그림검사는 사람이 사과를 어떤 식으로 따는지 문제해결력을 검증하는데 유용하고 이에 한 
신뢰도, 타당도가 높은 검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디지털 기기에서 앱을 활용한 PPAT 그림검사
의 형식척도(Formal Elements Art Therapy Scale:이하 FEATS) 항목 14개 중 ‘문제해결력’ 항목에서 인터
넷 과몰입군이 일반사용자군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과몰입군의 경우 사과를 향해 손을 뻗지 않고 있거
나, 사과가 떨어지는 그림, 합리적인지지 기반 없이 사과를 따는 방법으로 사과를 따른 모습을 표현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은 디지털 기기에서 앱을 사용한 PPAT 그림 검사가 본래의 목적인 ‘문제해결력’을 유의
미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은 앞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인터넷 과몰입 상자들을 위한 심리치료적 개입뿐
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익숙하게 활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PPAT 그림검사 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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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ether PPAT drawing using an application can be 
developed on digital devices for game addicts. The PPAT drawing test is useful and reliable for verifying 
problem-solving skills in how people pick appl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over-immersion group 
scored lower than the average user group in the "problem Solving" category of the PPAT drawing test 
using the PPAT drawing applicaion on digital devices, and expressed by not reaching for apples, or by 
picking apples without reasonable support. The findings i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PAT drawing 
test application on digital devices has significantly demonstrated its original purpose of 'problem 
resolution', as well as future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Internet over-immersion subjects as 
well as users who are familiar with digit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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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은 오늘날 현

인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삶의 일부분이 되어있다. 삶을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한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환
경의 유익한 측면 뒤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역기
능적 문제들, 예를 들면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
이고 비방적 언어 표현 및 개인 정보의 유출, 인터넷이
나 온라인 게임에 한 과몰입 등이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가족 및 사회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한 예방과 치료적 개입에 한 관심이 증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과몰입으로 인한 부정적 향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디지털 환경으
로 인한 유익함과 그 순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현
인의 삶의 패턴에서는 디지털 환경 자체에 한 문제 
제기보다는 그 환경 내에서의 과몰입에 한 원인과 현
상을 연구하고 과몰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1]. 인터넷 몰입의 과다
로 인한 문제는 자기 절제 및 조절, 학업이나 업무에 
한 집중도, 규칙적이고 건강한 삶의 패턴의 형성 및 유
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통 및 기여 등 다각적 측면
에서 연구되어왔고[2], 과몰입 진단 척도의 개발뿐만 아
니라, 발달연령에 적절한 상담, 인지행동치료, 표현예술
치료 등 다양한 치료적 중재 개입이 개발되고 실시되어
왔다[3-5].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계 형성을 
경험하고 자신을 탐색하고 수용하며 자신에 한 인식
과 조절력을 기르도록 하는 미술치료 역에서도 인지
행동 집단 미술치료를 통한 효과적인 개입이 연구되기
도 하 다[6]. 

그러나, 디지털 환경의 즐거움에 과다하게 몰입한 
상자들이 심리치료적 개입의 초반기에는 쉽게 적응하
기 어려워하고, 참여에 소극적이며, 자기 표현을 어려워
하고, 진단 척도에 한 불신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보
고들[7]이 있음을 감안할 때, 디지털 기기에 한 몰입
도를 수정, 조절하기 위한 심리치료적 개입으로의 저항
을 줄이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기
기를 활용한 그림검사가 가능한지를 탐색해보고, 그림 
검사를 바탕으로 진단을 확인하고 미술치료를 포함한 
심리치료적 개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과몰입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이미 개발된 여러 종류의 그림그리기 도구들이 
있으나 미술치료에서 지속적으로 타당화 검사를 통해 
활용도가 높아진 PPAT (Person Picking an Apple 
from a Tree: 나무에서 사과 따는 사람 그리기) 검사
를 선택하여 디지털 기기 상에서 구현하도록 하는 
application을 개발하고자 하 다. 특별히 PPAT 검사
를 선택한 이유는, 이 검사가 투사적 그림 검사로써 평
가 기준과 채점 방식이 제시되어 있으면서도, 오히려 
디지털 기기에서의 장점, 예를 들면, 펜의 굵기 조절이
나 색을 사용하면서도 지우개 기능을 사용하여 그림의 
수정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는 심리치료에서 주요한 
‘통제’에 한 개인의 특성을 일반 그림 검사에서보다 
더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심리
치료에 한 계획과 방향의 설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림검사의 
application의 개발은 검사 도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해석과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채점 방식의 처리도 가능
해야 그 유용성이 높아진다.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역이며, 
이번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에서 투사적 그림 검사의 
하나인 PPAT 그림 검사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
하고자 하 다. 

II. 본론

1. 투사적 그림검사
심리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언어는 피검자의 정보를 

드러내는데 있어 피검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느낌과 생
각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언어가 
가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피검자에 한 풍부한 정
보를 제공해 주는 검사가 투사적 검사이다.

그림은 인간의 기본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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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릴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
는 자기의 모습, 혹은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드러내
는 경향이 있다.

Koppitz[8]는 투사적 그림을 비언어적 언어라고 칭
하면서 그림이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 다[8]. 그림검사의 해석 시에
는 구조적 요소, 내용적 요소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그림 검사가 피검자에 한 많은 함축적인 정보
를 제공하지만, 결과에 한 지나친 해석 보다는 검사 
자료, 환자의 개인력, 면담에서 얻은 임상적 인상 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투사적 그림 검사의 요소 중, ‘나무’나 ‘사람’ 그림은 
주로 성격의 핵심적인 갈등 및 방어에 한 정보를 제
공해 준다. 사람 그림이 보다 의식적인 측면을 반 하
는 반면, 나무 그림은 더 깊고 무의식적인 감정을 반
해 준다. ‘나무’ 그림은 자기 노출을 하는데 한 불편감
이 덜하여 방어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이면서 금지된 감정을 투사하기 쉽게 된다. ‘사
람’ 그림은 기본적으로 자기 개념이나 신체 심상을 나
타낸다고 볼 수 있으나 때로는 상황에 따른 태도나 정
서가 나타나기도 한다. 

2. 미술치료에서의 PPAT 그림검사
PPAT(Person Picking an Apple from a Tree)그

림검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는 사람 그리기 검사로
서 미술치료사 Gantt와 Tabone[9]는 ‘The formal 
Elements Art Therapy Scale Rating Manual’ 
(1998) 책을 통해 발표했다[9].

투사적 그림검사들이 피검자에 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신뢰도, 타당도 입증을 위한 과학적 연구 
결과의 도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이
러한 그림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술치료사 
Gantt와 Tabone[9]은 완성된 그림으로부터 내담자에 

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고, 평정자 간 신뢰도를 달
성하여 임상가와 연구자들에게 보다 과학적인 그림평
가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림검사로 PPAT 그
림검사를 고안하 다.

PPAT 그림검사는 미술치료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그림평가 도구로 개발초기부터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어왔다. PPAT그림
검사 특징으로는 범문화적 속성인 사과나무라는 친숙
한 주제 사용 한 점, 다양한 연령에 적용이 가능하고 사
전, 사후 등 반복측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색채 사용으로 내담
자의 정서적 반응과 관련된 정보 제공할 수 있고, 검사 
시 사용하는 마커는 통제성이 높고, 복원가능성이 낮으
며, 색감이 명확한 매체로 검사자는 피검자의 통제에 

한 욕구나 조심성, 억제적 경향을 매체 사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10]. 마지막으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사람 그림에서 사과를 얻기 위해 보이는 문제 해
결 수준과 방법은 그린 사람이 현재 당면한 문제와 관
련이 있으므로 그림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을 볼 
수 있다.

1986년부터 정신분열증 환자, 양극성 장애, 주요 우
울증 환자, 정신지체인 등 정신과 환자를 상으로 
PPAT 그림검사들을 모으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재
료, 지시어를 표준화하여 약5,000장의 그림을 자료로 
삼을 수 있었다. 자료 수집을 통해 그림들이 환자 집단
에 따라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여 
평가기준을 FEATS(Formal Elements Art Therapy 
Scale, 형식척도)와 Contents Scale(내용척도)로 나누
어 체계화 하 다[9]. 

PPAT 구성요소에서 인물은 인물 그림에서는 신체형
상, 크기, 생략, 세부묘사, 왜곡, 움직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Machover[11]는 그림 속의 인물에서 나
타나는 특성은 그린 사람의 심리상태나 특성, 자기 개
념이 무의식적으로 투사된 것이라고 본다. 나무는 심층
적인 수준에서의 자기 개념과 관련되어 무의식적인 상
태에서 느끼는 자신의 모습과 성격 발달, 성숙도를 이
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나무는 자신을 어떻게 보느
냐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개인성의 상징이다[12]. 
Buck[13]은 나무의 기둥은 피검자의 내적자아 강도에 

한 주관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나무의 가지는 환경으
로부터 만족을 추구하는 능력을, 그리고 나무의 전체적
인 조직화는 피검자의 개인 내적인 균형감을 반 한다
고 하 다. 일반적으로 나무그림을 평가할 때,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뿌리, 줄기, 가지, 수관 및 꽃 열매 등의 구
성요소를 보고 필압, 위치, 형상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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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자아를 상징하는 나무와 인물이라는 요소 외
에 사과를 따는 목적성을 가진 행위를 포함한다. 사과
를 따는 방법과 태도는 문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처 
방법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참여 상자는 CSG (Comprehensive Scale for 

Assessing Game Behavior) 게임행동 종합 진단 척도
에 의거하여 [표 1]처럼 일반 사용자군, 게임 선용군, 경
계군, 과몰입으로 나누어서 PPAT 그림 검사를 실시하

다. 

표 1. 연구대상자 구분(N=14) 
# 구분 이름 성별 나이
1

일반군

일반사용자군

A01 남 26
2 A02 남 22
3 A03 남 23
4 A04 남 22
5

선용군

D01 남 27
6 D02 남 24
7 D03 남 21
8 D04 남 24
9

과몰입군
경계군

B01 남 21
10 B02 남 25
11 B03 남 24
12 B04 남 25
13 고위험군 C01 남 24
14 C02 남 24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일반군(일반사용자군, 선용군)과 과몰입군

(경계군, 고위험군)을 상으로 디지털 기기 상에서 구
현될 수 있도록 개발된 PPAT(a Person Picking an 
Apple from a Tree) 그림 그리기를 실행하고, 일반 
미술재료(8절지 흰 종이와 12색 마커)를 제시하는 
PPAT 그림 검사를 실시하 다. 연구자는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있는 다양한 ‘그림 그리기’ 앱이 아닌 투사적 
그림검사도구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가 되어있는 투사
적 그림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앱 개발을 위하여 디지
털 기기 상에서 구현 될 수 있도록 전문 개발자에게 의
뢰를 하 다. 연구자는 개발자에게 도화지에 실시하는 

그림검사와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요청하
다. 화면 바탕은 도화지 질감으로 설정하고, ‘미스터

스케치’ 12색 마커의 색감과 채도로 최 한 일치하도록 
요청하 다. 더불어 디지털 기기에서의 장점인 지우개 
기능과 기존 마커의 굵기와 다르게 다양한 굵기의 선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 다. 이는 미술치료에서
의 기존 연구와 비교 가능하되 디지털 기기 상에서의 
특징을 반 한 앱으로 역할을 할 수 도록 개발요청을 
한 것이다. 앱 개발 시 비용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먼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의 앱 개발만 진행되었다. 디지털 
기기는 안드로이드 기반 tablet pc galaxy 10.1 
(21.7x13.6) 운 체재 태블릿을 사용하 다.

그림 1. 태블릿과 그림검사 도구(도화지 및 12색 마커)

2.1 태블릿 기기 앱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방법
태블릿 기기 화면에서 왼쪽 탭은 선 굵기 조절이 가

능하도록 다양한 크기들을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아래 탭은 PPAT 그림검사 색들에 맞추어 12
색 마커를 배치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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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색들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선택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때 오른쪽 상단 HIDE 탭을 누르면 펜 크
기 조절 및 마커 탭이 사라진 상태로 그릴 수 있다. 다
른 색을 선택하거나 크기 조절이 필요하면 상단 
SHOW 탭을 누르면 다시 펜 크기조절 및 마커 색들이 
보여진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 탭에 있는 지우
개를 손으로 클릭하고 지우개 크기도 조절하여 사용한
다.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싶을 때에는 지우개 버튼을 
두 번 클릭하면 모두 지울 수 있다.

그림이 완성되면 맨 아래 검정 줄에 4번째 모양을 클
릭하면 그린 그림을 캡쳐하여 저장할 수 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는 PPAT 그림검사에 익숙하고 검사 실시

에 숙달되어 있는 연구자가 진행하 다. 연구 상자는 
CGS(Comprehensive Scale for Assessing Game 
Behavior) 게임이용진단척도에 의거하여 분류된 일반
군과 과몰입군 참여자 14명으로 S 학교, C 학교에
서PPAT 그림검사를 실시하 다. 

그림검사 실시 전에는 참여자들에게 안내문과 동의
서, 설문지를 1인 당 1부씩 전달하 고, 연구 목적에 
해 간략하게 설명하 다.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PPAT 
그림검사 및 태블릿 기기를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
법에 해 안내하 다. 특히 태블릿 기기를 활용하여 
그리는 방법은 태블릿 기기화면에서 그리는 과정을 캡
쳐하여 A4 사이즈로 안내문을 만들었고, 연구자가 직
접 태블릿으로 그리는 과정을 알려주며 그리기 전에 참
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 다.

그림검사는 도화지와 태블릿 기기 모두 사용하여 진
행하 고, 매체 순서는 일반군 4명, 과몰입군 3명으로 
나누어 도화지를 먼저 제공하거나, 태블릿 기기를 먼저 
제공하 다. 연구자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사람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안내하고 제한시간은 따로 
주지 않았다. 

Ⅳ. 연구결과

1. PPAT 그림검사 결과에 관한 통계 분석
1.1 참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N=14)
‘일반군’에는 CGS(Comprehensive Scale for 

Assessing Game Behavior) 게임이용진단척도에 의
거하여 분류된 일반군과 선용군이 포함되었고, ‘과몰입
군’에는 경계군과 고위험군이 포함되었다. 인구통계학
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일반군
(N=8)

과몰입군
(N=6)

성별 남자 8 6
여자 0 0

연령 20세이상~25세미만 6 6
25세 이상~30세 미만 2 0

가족형태
조부모+부모+자녀 1 0

부모+자녀 6 5
한부모+자녀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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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화지에 PPAT 검사를 실시한 경우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형식척도(FEATS Scale)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도화지와 테블릿을 사용하여 각각 동
일한 상자에게 PPAT그림검사를 실시하 는데, 이 
장에서는 먼저 도화지를 활용하여 PPAT 그림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인터넷 사용에 있어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FEATS 14문항 각각의 결과 차이
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는데, 분
석 결과 일반군과 과몰입군 간에는 FEATS 14문항 중 
어떠한 문항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계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도화지 FEATS 척도 T-test 분석 
결과

항  목 일반군(N=8) 과몰입군(N=6) tM SD M SD
1. 색칠정도 2.44 .98 2.17 .75 .56

2. 색의 적합성 3.88 .83 3.67 .82 .47
3. 내적에너지 3.0 .76 3.08 .58 -.22

4. 공간 3.75 .71 3.83 .41 -.26
5. 통합 3.88 .83 3.5 .84 .83

6. 논리성 4.75 .46 4.83 .41 -.35
7. 사실성 3.06 .82 2.58 .49 1.26

8. 문제해결력 3.94 1.03 2.50 1.21 1.70
9. 발달단계 3.94 .32 3.83 .26 .65
10. 세부묘사 2.75 1.16 3.17 .41 -.83
11. 선의 질 3.50 .46 3.83 .41 -1.40

12. 사람 3.81 1.13 4.08 .92 -.47
13. 기울기 5.00 .00 4.92 .20 1.00
14. 보속성 4.19 .37 3.92 .80 .85

*p<0.1, **p<0.05, ***p<0.01

1.3 도화지에 PPAT 검사를 실시한 경우 일반군과 과
몰입군의 내용척도(Contents Scale)차이 분석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Contents Scale 문항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X2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
과 총 13문항 중 ‘전체 그림에 사용된 색’의 차이에 있

어서 ‘밝은 파랑’의 사용 유무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즉 인터넷 과몰입군이 밝은 
파랑을 사용한 경우가 약 83%, 일반군이 약 38%로 분
석되어 과몰입군이 더 높은 비중으로 밝은 파랑을 사용
하 음을 알 수 있었다(X2 =2.94, p<0.1). 그러나 전체 
그림에 사용된 색의 총 가지수 및 사람에 사용된 색의 
가지수에는 독립표본 T-test 분석결과 일반군과 과몰
입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표 4. 전체 그림에서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밝은 파랑 사용 유무 
차이

항  목 구  분 일반군 명수(%) 과몰입군 
명수(%) X2

색_밝은파랑 유 3(37.5) 5(83.3) 2.94*무 5(62.5) 1(16.7)
전  체 - 8(100.0) 6(100.0)

*p<0.1, **p<0.05, ***p<0.01

한편 ‘사람의 실제적 에너지’를 파악하는 항목 가운데 
‘사과나 상을 향해 손을 뻗은’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고, 일반군에 비해 과몰입군에서 더 적게 
나타나(X2 =3.11, p<0.1) 과몰입군의 에너지가 일반군
에 비해 상 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고, ‘주변 환경의 
묘사’ 항목에 있어서는 분석 결과 인터넷 과몰입군이 
더 높은 비중을 드러내었다(X2 =2.86, p<0.1). 주변 환
경의 묘사 중 특히 ‘태양’과 ‘다른 나무’의 묘사는 과몰
입군이 일반군에 비해 더 높은 비중으로 태양(X2 
=7.02, p<0.01)과 다른 나무(X2 =3.11, p<0.1)를 표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사람의 실제적 에너지 항목’ 중사과

를 향해 손을 뻗은 항목 표현 유무 차이

항  목 구  분 일반군 
명수(%)

과몰입군 
명수(%) X2

사과나 대상을 향해 
손을 뻗은

유 8(100.0) 4(66.7) 3.11*무 - 2(33.3)
전  체 - 8(100.0) 6(100.0)

*p<0.1, **p<0.05, ***p<0.01

표 6.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주변 환경묘사 유무 차이

항  목 구  분 일반군 명수(%) 과몰입군 
명수(%) X2

주변 환경 묘사 유 5(62.5) 6(100.0) 2.86*무 3(37.5) -
전  체 - 8(100.0) 6(100.0)

*p<0.1, **p<0.05, ***p<0.01

정서적 
지지대상

부모 1 2
형제,자매 0 0

친구 6 4
대상 없음 1 0

최초 인터넷 
사용 연령

초등학교 저학년(8~10세) 6 4
초등학교 고학년(11~13세) 2 2

인터넷 
사용시간

주3-4회 1 0
주5-6회 0 3

매일 7 3
그림검사 경험 

유무
없음 5 6
있음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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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태양 묘사 유무 차이

항  목 구  분 일반군 
명수(%)

과몰입군 
명수(%) X2

태양 묘사 유 1(12.5) 5(83.3) 7.02***무 7(87.5) 1(16.7)
전  체 - 8(100.0) 6(100.0)

*p<0.1, **p<0.05, ***p<0.01

표 8.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다른 나무 묘사 유무 차이  

항  목 구  분 일반군 
명수(%)

과몰입군 
명수(%) X2

다른 나무 묘사 유 - 2(33.3) 3.11*무 8(100.0) 4(66.7)
전  체 - 8(100.0) 6(100.0)

*p<0.1, **p<0.05, ***p<0.01

이에 반해 ‘산들언덕’의 묘사에 있어서는 과몰입군이 
전혀 묘사하지 않은 반면, 일반군은 약 38% 정도가 산
들언덕을 묘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드러내
었다(X2 =2.86, p<0.1).

1.4 태블릿에 PPAT 검사를 실시한 경우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형식척도(FEATS Scale)차이 분석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FEATS 14문항 각각의 차이를 
독립표본 T-test으로 분석한 결과, 도화지를 활용하여 
PPAT 그림검사를 실시한 경우와 달리 태블릿을 활용
하 을 때 일반군과 과몰입군 간에는 FEATS 8번 문항
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FEATS 
8번은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림 안에서 
사람이 나무로부터 사과를 얻는지의 여부와, 얼마나 효
과적인 방법으로 얻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처럼 
그림에 나타난 문제해결 수준과 방법은 그림을 그린 사
람의 평상시 삶의 양식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태블릿으로 일반군과 과몰입군 모두에게 PPAT 그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군은 문제해결을 측정하는 8
번 문항의 점수가 평균 3.94인데 반해 과몰입군은 평균 
2.50의 점수를 드러내, 일반군이 인터넷 과몰입군에 비
해 문제해결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러한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p<0.05 수준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8번 문항을 제외한 다른 
문항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FEATS Scale 점수 차이는 
제시된 다음의 [표 9]와 같다.

항  목 일반군(N=8) 과몰입군(N=6) tM SD M SD
1. 색칠정도 2.75 1.00 2.33 1.21 .71

2. 색의적합성 4.00 .93 3.83 .98 .33
3. 내적에너지 3.19 .84 3.17 .41 .06

4. 공간 3.88 .69 3.75 .42 .39
5. 통합 4.25 .89 3.67 .52 1.43

6. 논리성 4.88 .35 4.83 .41 .20
7. 사실성 2.75 .76 3.00 .63 -.65

8. 문제해결력 3.94 .56 2.50 1.22 2.67**
9. 발달단계 3.94 .18 3.92 .20 .20
10. 세부묘사 3.00 .93 3.17 .41 -.41
11. 선의 질 3.38 .58 3.67 .52 -.97

12. 사람 4.13 .83 3.67 .82 1.03
13. 기울기 5.00 .00 5.00 .00 -
14. 보속성 4.25 .38 3.92 1.02 .76

표 9.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태블릿 FEATS 척도 T-test 분석
결과

*p<0.1, **p<0.05, ***p<0.01

1.5 태블릿에 PPAT 검사를 실시한 경우 일반군과 과
몰입군의 내용척도(Contents Scale)차이 분석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Contents Scale 문항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X2 검증을 실시하 다. 먼저 
‘전체 그림에 사용된 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초록’과 
‘밝은 파랑’의 사용 유무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즉 일반군이 인터넷 사용 과몰입군에 
비해 초록을 사용한 자가 더 많았고(X2 =3.11, p<0.1), 
밝은 파랑의 경우에는 과몰입군이 일반군에 비해 사용
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X2 =2.94, p<0.1). 그러
나 전체 그림에 사용된 색의 총 가지수 및 사람에 사용
된 색의 가지수에는 독립표본 T-test 분석결과 일반군
과 과몰입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한편 ‘사람의 실제적 에너지’를 파악하는 항목 중에서
는 도화지를 활용하여 PPAT 검사를 실시한 경우와 달
리, 태블릿을 사용하 을 때 어떠한 항목에서도 일반군
과 과몰입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주변환경 묘사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태양’ 묘사 유무
에 있어서 일반군과 과몰입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즉 과몰입군이 그림에서 태양을 
묘사한 경우는 전체의 66.7%, 일반군이 그림에서 태양
을 묘사한 경우는 전체의 12.5%로 나타나 일반군에 비
해 과몰입군이 더 높은 비중으로 태양(X2 =4.38, 
p<0.05)을 표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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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구  분 일반군 명수(%) 과몰입군 명수(%) X2

색_초록 유 8(100.0) 4(66.7) 3.11*무 - 2(33.3)
전  체 - 8(100.0) 6(100.0)

표 10. 전체 그림에서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초록 사용 유무 차이

*p<0.1, **p<0.05, ***p<0.01

표 11. 전체 그림에서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밝은 파랑 사용 유
무 차이

항  목 구  분 일반군 명수(%) 과몰입군 
명수(%) X2

색_밝은파랑 유 3(37.5) 5(83.3) 2.94*무 5(62.5) 1(16.7)
전  체 - 8(100.0) 6(100.0)

*p<0.1, **p<0.05, ***p<0.01

표 12.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태양 묘사 유무 차이

항  목 구  분 일반군 명수(%) 과몰입군 
명수(%) X2

태양 묘사 유 1(12.5) 4(66.7) 4.38**무 7(87.5) 2(33.3)
전  체 - 8(100.0) 6(100.0)

**p<0.05, **p<0.05, ***p<0.01

1.6 도화지와 태블릿 매체 사용 순서에 따른 PPAT 
그림검사 결과 비교

피검자가 도화지와 태블릿 중 어떤 매체를 먼저 사용
하 는지에 따라 PPAT 그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사용한 매체의 종류 순서에 따라 
도화지 그룹과 태블릿 그룹을 나누어 PPAT 그림을 분
석해 보았다. 피검자들에게 도화지를 먼저 사용하여 
PPAT 그림검사를 도화지에 실시한 경우(A)와, 태블릿
을 먼저 활용하여 PPAT 그림검사를 태블릿에 실시한 
경우(B)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A군과 B군의 FEATS 14문항 각각의 차이를 독립표
본 T-test으로 분석한 결과, 색칠정도, 색 적합성, 포함
된 에너지, 공간, 통합, 논리성, 사실성, 문제해결, 발달
수준, 상의 세부묘사와 환경, 선의 질, 사람, 기울기, 
보속성의 어떠한 요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도화지를 먼저 사용하
여 PPAT 그림검사를 도화지에 실시한 A군과 태블릿을 
먼저 사용하여 PPAT 그림검사를 태블릿에 실시한 B군
의 그림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매체
의 사용 순서에 따른 PPAT 그림검사 차이는 없다고 말
할 수 있겠다. 

도화지와 태블릿의 사용 순서에 따른 Contents 

Scale 문항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 검증을 실
시하 다. 분석 결과 A군과 B군의 그림 자료에서 그림
의 방향, 전체 그림에 사용된 색, 사람의 유무, 사람의 
성, 사람의 얼굴과 방향 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물에 사용된 색에 있어
서 ‘노랑’과 ‘갈색’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는데, 즉 태블릿을 먼저 활용하여 PPAT 그림검사를 
태블릿에 실시한 B군이 도화지를 먼저 사용하여 PPAT 
그림검사를 도화지에 실시한 A군에 비해 인물에 노랑
과 갈색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
변환경 묘사에 있어서 ‘구름’ 항목은 태블릿을 사용한 B
군이 도화지를 사용한 A군에 비해 구름을 더 많이 묘사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통계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3. A군과 B군이 인물을 그릴 때 노란색을 사용한 유무 차이

항  목 구  분 일반군 
명수(%)

과몰입군 
명수(%) X2

인물_노랑 유 - 2(42.9) 3.81*무 8(100.0) 4(57.1)
전  체 - 8(100.0) 6(100.0)

*p<0.1, **p<0.05, ***p<0.01

표 14. A군과 B군이 인물을 그릴 때 노란색을 사용한 유무 차이
항  목 구  분 A군 명수(%) B군 명수(%) X2

인물_갈색 유 - 4(57.1) 5.60**무 8(100.0) 2(42.9)
전  체 - 8100.0) 6(100.0)

*p<0.1, **p<0.05, ***p<0.01

표 15. A군과 B군의 구름 묘사 유무 차이 
항  목 구  분 A군 명수(%) B군 명수(%) X2

구름 유 1(14.3) 4(57.1) 2.80*무 7(85.7) 2(42.9)
전  체 - 8100.0) 6(100.0)

*p<0.1, **p<0.05, ***p<0.01

도화지를 먼저 사용하여 PPAT 그림검사를 도화지에 
실시한 A군이 태블릿을 먼저 활용하여 PPAT 그림검사
를 태블릿에 실시한 B군에 비해 ‘사다리 선’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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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A군과 B군의 사다리선 사용 유무 차이
항  목 구  분 A군 명수(%) B군 명수(%) X2

E사다리선 유 5(57.1) 1(14.3) 2.80*무 3(42.9) 5(85.7)
전  체 - 8(100.0) 6(100.0)

*p<0.1, **p<0.05, ***p<0.01

2. PPAT 그림 검사 결과에 관한 질적 보고 
1.1 태블릿에서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FEATS scale 

8번(문제해결능력) 차이 분석
태블릿을 사용하여 PPAT 그림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군과 과몰입군 간에는 FEATS 8번 문항에 있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FEATS 8번은 문
제 해결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림 안에서 사람이 
나무로부터 사과를 얻는지의 여부와,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얻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FEATS 8번 문항의 점수비교는 
[그림 2]와 같다. 일반군은 부분 기저선이 있었고, 사
과가 손에 닿아 있거나 사과를 향해 있는 모습으로 구
체적으로 그린 것에 비하여 과몰입군은 지면이 없거나 
허공에 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사과가 손에 닿아있지 
않거나 사과를 어떻게 땄는지 알 수 없게 표현하 다.

그림 2. 일반군과 과몰입군 FEATS Scale 8번 점수비교

1.2 태블릿에서 일반군과 과몰입군의 표현의 차이 
분석

도화지와 태블릿을 사용하여 PPAT 그림검사를 실시
한 결과, 도화지에서 PPAT 그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는 FEATS Scale 8번 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오지 않았으나 태블릿을 활용한 PPAT 그림 검사에서 
일반군과 과몰입군 간에 FEATS 8번 문항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는 태블릿에서 그림 
검사를 실시한 것이 도화지에서 그림 검사를 실시 한 
것 보다 표현을 잘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일반군은 [그림 3]처럼 태블릿과 도화지에 표현 방식
의 차이가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표 17] 과 같다.

그림 3.일반군 그림 표현 차이 분석

표 17. 일반군의 태블릿, 도화지 그림 표현 차이
항  목 태블릿 도화지

과정
최대한 섬세하게 표현. 대부분 

색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꼼꼼하게 칠함.

섬세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큰 
면적으로 색칠하는데 집중 함.

색 사용 다양한 색 사용. 각 사물에 1가지 색으로 칠함 
(단조로움)

사람표현 적절한 사람 형태로 그려짐. 얼굴과 팔만 그리고 몸통은 
생략.

기저선 풀밭 (땅)이 있음. 땅을 그리지 않음.
외부환경 풀밭, 바구니, 구름 표현 표현하지 않음.
세부묘사 사과와 사람, 바구니, 풀밭 묘사 사과 묘사

문제해결방식 사람이 땅 위에 올라서 있고, 
사과는 손 안에 있음 (5점)

사람이 사과를 딴 것으로 
보이지만,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음. (3점)

과몰입군은 [그림 4]처럼 태블릿과 도화지에 표현 방
식의 차이가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표 18]과 같다.

그림 4. 과몰입군 그림 표현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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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과몰입군의 태블릿, 도화지 그림 표현 차이
항  목 태블릿 도화지

과정

초반에는 단순하게 표현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 그리는데 

상당히 몰입 함. 정교하고 
꼼꼼하게 표현함.

섬세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큰 
면적으로 색칠하는데 집중 함.

색 사용 최대한으로 다양한 색 사용. 색은 칠하지 않고 테두리만 
그림.

기저선 언덕 (땅)이 있음. 땅을 그리지 않음.
외부환경 사다리, 막대기, 언덕, 태양 표현 잘린 나무, 구름, 땅 표현

세부묘사 사과 나무, 사과와 사람, 사다리 
묘사 세부묘사를 한 것이 없음.

문제해결방식
사람이 손에 사과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상자 속이나 땅 위에 
사과가 없음.(1점)

사람이 사과를 딴 것으로 
보이지만,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음. (3점)

연구자견해

도화지의 그림을 보면 색을 채워져 있지 않고, 단조로워서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무기력해보이는 그림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태블릿의 그림에서는 사다리, 열이 분출하고 있는 것 같은 
강력한 태양, 막대기, 사다리를 표현함으로써 참여자의 내적자원을 

더 잘 보여 주고 있는 것 같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CSG (Comprehensive Scale for 
Assessing Game Behavior) 게임행동 종합 진단 척도
에 의거하여 일반군 8명, 과몰입군 6명으로 나누어서 
총 14명을 도화지와 디지털 기기에서 앱을 활용한 
PPAT 그림 검사를 진행하 다. 이들의 PPAT 검사 반
응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FEATS Scale(형식척도)에서
는 독립검정 t-test를 실시하 고, Contents Scale(내
용척도)에서는 X2 검증을 실시하 다.

총 14명의 PPAT 그림검사 반응 특성을 분석한 결과, 
도화지에 PPAT 그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군과 
과몰입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 태블릿 기기에서 앱을 활용하여 PPAT 그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FEATS 항목에서 문제해결력 1개의 항
목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문제해결력 항목에
서 과몰입군이 일반사용자군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는
데 과몰입군의 경우 사과를 향해 손을 뻗지 않고 있거
나, 사과가 떨어지는 그림, 합리적인 지지 기반 없이 사
과를 따는 방법으로 사과를 따른 모습을 표현했다. 이
를 통하여 인터넷 과몰입군을 상으로 디지털 기기에
서의 앱을 활용한 PPAT 그림검사가 문제해결력을 측
정하는데 유용한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국내 연구들 중에서 PPAT 그림검사 반응 특성 
연구들이 많지만 일반사용군과 과몰입군을 상으로 
디지털 기기와 도화지를 이용한 그림 검사에 한 연구
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번 앱개발 과정에서 처음 시행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과몰입군의 특성이 PPAT 그림
검사에 어떻게 반 되는지를 확인하고 PPAT 검사를 
디지털 기기에서 구현하여 이를 익숙하게 활용하는 
상들에게 유익한 도구로써의 활용도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작은 사례수로 시작하 으나 디지털 
기기에서의 그림 검사와 도화지에서의 검사 비교를 통
해 디지털 기기에서 앱을 활용한 그림검사 도구로서도 
PPAT의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개발한 앱의 활용도를 확장할 수 있는 연구 기반
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경계군 4명, 고위험군 2명으로 

과몰입군의 사례수가 총 6명으로 적어 후속 연구에서
는 사례수를 늘려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20 의 남성들로서 
부분 10세 이전부터 인터넷에 익숙한 세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상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연
령 의 상자들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셋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비 면 심리치료와 미술
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PPAT 그림검사 
앱의 활용을 위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디지털 기기 중에서도 태블릿 기기
에서 앱을 활용하여 그림검사를 진행하 다. 앱 개발 
시에 비용적인 제한으로 먼저 안드로이드 기기만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 으나 향후에는 ios 체계 에서
도 구현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관련 핸드폰, 노트북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를 기 한
다.

다섯째, 본 연구는 기존 그림검사와 다르게 태블릿 
기기에서 앱을 활용하여 펜 굵기 조절, 지우개 기능 등
을 추가하여 진행하 다. 추가적으로 화면 녹화 기능을 
추가하여 그리는 과정을 자료들로 활용하여 분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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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더욱 풍부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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