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OOM> H-T-P 그림검사 워크샵

강사: 마음과배움 김성준

이중섭의 그림에 자주 나오는 소재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소’나 ‘어린이’라는 대답이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가 그린 묵묵히 걸어가는 흰 소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노라면, 그 속에서 일제 강점

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끈기 있게 삶을 이어가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키워냈던 평범한 우리의 아

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그림에 자주 나오는 또 다른 소재로는 ‘끈’을 들 수 있습니다. ‘줄놀이 하는 아이들’처럼 아예 그

림 제목에 끈(줄)이 들어가는 그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림에서도 끈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 끈

은 그의 그림 속에서 때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때로는 사람과 다른 존재(물고기, 게, 나비, 새, 

꽃)를 이어줍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1952년 이후로 아내와 두 아이를 일본으로 떠나보내고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았던 그의 고독한 삶을 생각해보며, 존재와 존재를 이어주는 ‘끈’(bond)을 강조했던 그의 그림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 저는 조심스레 헤아려 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삶에서 박탈되고 끊어

져 버린 것들을 그의 그림을 통해 복구하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이중섭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 6.25 전쟁, 분단을 겪으며 소중한 사람과 사별하고

가족과 헤어져 지내야 했던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공명**했을 것입니다. 

  그림 속에는 그린 이가 의도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리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깊은 마음의 풍경, 내면의 소망, 좌절을 보상하려는 마음의 작용과 그 그늘까지도 함께 표현되곤 합니

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혹은 의식적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내면”***을 표현하는 그림의 이러한

기능에 주목하여, 벅(1948)은 H-T-P 검사, House-Tree-Person Test를 만듭니다. 

   H-T-P 검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내면화된 표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 감정, 갈등과 같은 마음

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투사적 검사(projective test)로서 임상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음과 배움’(www.mindstudy.co.kr)에서 H-T-P 검사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내용 : H-T-P 검사에 대한 개관, 실시방법, 해석방법, 심리장애별 H-T-P 이해

- 일시 : 2021년 2월 19일(금)과 26일(금), 3월 5일(금) 저녁 7시 30분~9시 30분(총 6시간)

- 참가대상 : 정신건강(임상심리, 상담심리, 사회복지, 정신간호) 관련 종사자나 대학원생

- 참가비 : 7만원 (MLST 학습상담전문가, MINDFIT 적응역량검사 워크샵 수료자 1만원 할인)

- 강의방식 : Zoom을 통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강의 하루 전날 Zoom 링크와 강의록을 보내드립

니다. 

- 강사 : 김성준 (‘마음과 배움’ 상담원, 임상심리전문가)

- 신청방법 : 하단의 양식 작성하여 제출   

- 신청기한 : 2월 17일 수요일 5시

- 문의 : ‘마음과 배움’(mindstudy2@hanmail.net, 02-881-5975)

각주

* 이중섭은 소와 아이들을 그린 자신의 그림에 대해 “이 소가 우리들을 해방시켰고, 아이들은 장차의

우리나라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중섭, 백년의 신화’(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2016년 6월 3

일~10월 3일까지 전시된 작품의 도록, 13쪽) 

** 소리를 내는 물체가 외부 음파에 자극되어 이와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를 내는 현상

***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HTP와 KFD를 중심으로’(신민섭 외 12인, 학지사, 4쪽) 



<ZOOM> H-T-P 그림검사 워크샵 신청서

1. 다음의 양식 작성하여 마음과배움 이메일(mindstudy2@hanmail.net) 로 전송

성명

소속기관

휴대폰번호

교재 받을 주소 (도로명주소)

지출증빙 괄호 안에 v 표시 후 필요서류 함께 전송

구분 필요서류

전자계산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비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 x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2. 참가비 입금 : 우리은행 1005-203-321858, 예금주 마음과배움

*참가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3. MLST 학습상담전문가, MINDFIT 적응역량검사 워크샵 수료일 :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