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심리상담사 2급 강의계획

주차 요일 강의내용 과제 및 실습 수업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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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테이션, 

 미술치료의 기초 이해Ⅰ

‑Technique : INITIALS

‑Focus : Self-awareness

 미술치료의 기초 이해Ⅱ 
‑Technique : Turn of Drawing

‑Focus : 집단정신역동
‑4절 캔트지 2장, 크레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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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치료의 기초 이해Ⅲ
‑Technique : 액자로 꾸민 나

‑Focus : 자존감 향상

‑액자 마트, 가위, 아크릴 물감, 리본, 

칫솔, 반짝이, 다양한 오브제

 미술치료의 심리학적 접근방법 I

(심층심리학적 접근)

‑Technique : 기하학적 디자인

‑Focus : 판단, 색 모양 구별

‑4절 두꺼운 캔트지 2장, 가위, 칼, 전기 

글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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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치료의 심리학적 접근방법 Ⅱ

(인본주의, 개인심리학, 현상학)

‑Technique : Bridge Drawing

‑Focus : 자아인식 
‑흰색 4절크기 2장, 크레파스, 파스텔

 미술치료의 심리학적 접근방법 Ⅲ

(인지, 행동, 발달)

‑Technique : Magazine Photo Collage

‑Focus : Acceptance

‑4절 캔트지 1장, 풀, 가위, 잡지 사진

(그룹원에 대해 떠오르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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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 접근방법Ⅰ(아동, 청소년)

‑ T e c h n i q u e : P e r s o n & A n i m a 

Self-Portrait

‑‑Focus : 자아인식

‑석고 붕대, 바세린 크림, 수건, 가위, 

유성 매직(12색)

 대상별 접근방법Ⅱ(성인 및 노인)
‑Technique : 작은 추상화

‑Focus : 인지기능 유지

‑1호 캔버스, 아크릴 물감, 면봉, 비닐 

파렛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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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의 이해Ⅰ(미술표현 발달(평면)
‑Technique : 젖은 종이그림

‑Focus : 자아인식

‑와트만지 4절 1장, 둥근붓(18호), 수채

화물감, 파렛트

미술의 이해Ⅱ(미술표현 발달(입체) 
‑Technique : 감각놀이 탐색

‑Focus : 촉각발달

‑감자 전분 1봉, 바가지, 캔트지 4절, 수

채화물감

6

미술의 이해 Ⅲ(매체, 창작과정, 작

품의 이해)

‑Technique : 꼴라쥬-복사그림

‑Focus : Self-awarness

‑여러 가지 복사 그림(예-책, 꽃, 손, 목

걸이, 자기 소유 물품) 풀, 색연필

미술치료의 계획과 진행
‑Technique : 집단 스퀴글

‑Focus : 집단 관계
‑A4용지 5장, 색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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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신병리 이해Ⅰ
Technique : 먹물그림

‑Focus : 감정인식
‑A4용지 20장, 먹물, 둥근붓

아동 정신병리 이해 Ⅱ
Technique : 

‑Focus : 
‑

교과목명 미술심리상담사 2급(한국심성교육개발원)

담당교수 이창화 

교과목개

요(소개)

미술치료사로서의 직접적인 임상현장 적응 능력을 높이고, 실제적인 내담자의 치료적 접근 능력을 향상 

시킨다.  

미술치료 기초 지식을 임상현장에서 접목하며 미술치료 지식을 확장 적용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변화를 

위한 연구와 전문적인 평가, 프로그램 적용할 수 있다.  

수업목표 미술치료의 전문적인 임상, 실기 기법을 익히고 내담자에게 치료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미술치료의 이해(정여주, 학지사), 미술심리치료 총론(김진숙, 학지사), 색의 유혹 (이영희 옮김, 예담)

미술치료 기법과 적용, 최은미 옮김, 시그마프레스,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신민섭 외, 학지사

최신집단치료의 이론과 실제, 최혜림 옮김, 하나의학사,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김진숙, 학지사



주차 요일 강의내용 과제 및 실습 수업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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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기 장애의 이해

  모의 미술치료 실시

  - 미술치료 계획안

  - 미술치료 평가서 작성

 모의 미술치료 계획안에 따른 준비물

 미술재료 및 표현단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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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치료의 상징 이해

 그림진단 진단기법 이해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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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진단 진단기법 이해 Ⅱ

 정신의학총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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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학 총론 Ⅱ

 인격장애Ⅰ

12

 인격장애 Ⅱ

 인격장애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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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미술치료의 이해

 미술치료 평가서 작성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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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미술치료 기법연구

15

미술치료 총 정리

자격검정시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