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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전시/저서/발표/수상실적목록 주관

학위논문 석사 현대미술에서의 패턴과 데코레이티브 아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학위논문 박사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향상을 위한 이야기 만들기(Story making)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영남대학교

개인전 黃善英展(자아분석) 관훈미술관1,2층

논문 칼 융의 분석심리학에 근거한 미술 작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에 대한 연구(단독)
미술치료연구

17(48)

논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이야기 만들기 활용 미술치료 사례(단독)
미술치료연구

19(58)

논문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향상을 위한 이야기 만들기(Story making) 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단독)
미술치료연구

19(61)

논문 청소년의 ADHD 성향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2인)
한국아동복지학회

(42호)

논문
오행그리기 검사의 개발과 효과 연구-무의식의 자율성을 증명하기 위한 미술치료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지원, NRF-2014SIA5B5A07042520)

미술치료연구

23(83)

저서 미술치료학개론(공동) 학지사

학술대회발표
[제2회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청소년의 ADHD성향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2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학술대회발표
[제6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학교폭력 지각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변인 탐색(2인)
한국교육개발원

학술대회발표
[제3회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사이버 비행이 1년 후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2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수상 학술상 한국미술치료학회



진행 프로그램

BABA Edu&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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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_
내가 제안하는 ‘더불어 평화’

내용_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 5일부터 2018년 2월

4일까지 진행되는 ‘더불어 평화’전을 관람하고 난 뒤, ‘평화’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출품작

들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평화’전에서는 우리나라의 분단과 전쟁의 비극적인 역사, 그리고 평화와 공존, 통

일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더불어 평화’ 전시

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진, 기사, 그림, 영상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상황을 표현한 강민석, 강진모, 고경일 등의 40여개 작품들을 함께 관람하면서 여

러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평화’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이어 전시된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평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

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초등학생이 제안하는 더불어 평화’, ‘부

모님이 제안하는 더불어 평화’ 작품들은 서로 나누며 ‘확장된 더불어 평화’를 위해 전시될

예정입니다.



https://sema.seoul.go.kr/ee/ctzAcadmy/getDetail?acadmyEeNo=1012&eeTimeType=pre&WFCookie=org.springfra
mework.web.servlet.i18n.CookieLocaleResolver.LOCALE=ko;%20WL_PCID=15268815038661712777571

https://sema.seoul.go.kr/ee/ctzAcadmy/getDetail?acadmyEeNo=1012&eeTimeType=pre&WFCookie=org.springframework.web.servlet.i18n.CookieLocaleResolver.LOCALE=ko; WL_PCID=15268815038661712777571


1_사전교육 2_전시관람

진행



3_작업 4_발표



5_작품예시



예중생을 위한

[청소년 미술심리 프로그램]
2011년 ~ 2017년

강사 : 미술치료사 황선영



2011_프로그램예시



2012_작업 중



2012_작품예시



2013_리슨_작품예시



2017_만다라_작품예시



청소년을 위한

자기 이해와 표현
미술심리 Program 

단단
2014_단단1기_10회기 실행
2014_단단2기_10회기 실행
2015_단단3기_05회기 실행
2017_단단4기_06회기 실행
2017_단단5기_06회기 실행



구 성_예시

회기 내용 실습 효과

1회기 색채심리 My History 나에게 의미 있었던 경험

2회기 가족 가족화, 애착검사 가족 환경 이해

3회기 융 심리학 나의 콤플렉스 내면의 심리 이해

4회기 꿈 해석 꿈 그리기 꿈의 이야기 듣기

5회기 상징과 투사 자유화 미술심리의 기본 원리

6회기 프로이드 심리학 나의 성격구조 그리기 인간심리에 대한 이해

일시 : 2017년 3월25일~4월29일_6회기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6명



1회기 색채심리 My History 나에게 의미 있었던 경험

*예시_돌 그리기

1단계_마음속의 돌 2단계_100배 확대 3단계_또 100배 확대



청소년을 위한

[미술심리프로젝트 FLY]

2008년 2월 16일~11월 1일(총 23회기 진행)



2008_나의상징_작품예시



2008_밀가루소조_작품예시





천안테레사의 집_S2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집단 미술심리 프로그램]
일시 : 2017년 11월 02일~ 12월 21일(8회기)

시간 : 저녁 7시~9시

강사 : 미술치료학박사 황선영

인원 : 10명



회기 주제 목표 내용 준비물

1

오리엔테이션

사전검사(KHTP)

프로그램 이해/친밀감

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구성원 소개
A4, 연필, 지우개

스트레스검사

PITR(빗속의 사람)
스트레스 인식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의

양과 대처법 알기

A4, 연필, 지우개, (스트레스 검

사지)

2

화산화 감정 표현 I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분

출하여 해소
8절지 도화지,사인펜, 크레파스

감정파이 감정 인식
색과 면적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

는 감정 구분
8절지 도화지, 색연필, 사인펜

3 만다라 내면 탐색 자신의 내면에 대한 작업
8절지 도화지 , 색연필 ,사인펜 ,

(만다라 패턴)

4 감정인형 만들기 감정 표현 II
직접적으로 버리고 싶은 감정 대

면하기

지점토나 찰흙, 수채나아크릴물

감 도구

5 인생곡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색과 그래프

를 사용하여 되돌아보기
8절지 도화지, 색연필, 사인펜

6 배려하기(2인 작업)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배려 받고 배려하는 시간 제공 8절지 도화지, 색연필, 사인펜

7 콜라쥬(팀 작업) 희망 바라는 미래 모습 표현
전지, 콜라쥬 재료_잡지, 색종이,

풀, 가위, 칼 등, 채색도구

8
상징물(만다라)

사후검사(KHTP)
마무리

나에게 힘을 주는 상징물 제작

사후검사 및 마무리

A4, 8절지 도화지, 연필, 지우개,

색연필, 사인펜, (만다라 패턴)



7회기_예시_콜라쥬(팀 작업)_주제: 희망





천안테레사의 집_S1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집단 미술심리 프로그램]
일시 : 2016년 5월 17일~ 6월 28일(7회기)

시간 : 저녁 7시~9시

강사 : 미술치료학박사 황선영

인원 : 10명







CHAHONG Academy

2016 PIS 감성교육

미술(작가+기법+심리)

강사 : 황선영
바바에듀&카운/미술치료학 박사



목 표

• 예술가와 주요작품 이해

• 예술가의 주요 기법 연습

• 표현된 심리 이해



진 행 내 용

1. 작가 이해

2. 사조와 기법

3. 대표작

4. 연계된 미술활동

5. 본인의 작품 소개



회기
일시

2016
화 8~9시반

주제 내용 기타 준비물

1 9/6 몬드리안 추상1/색면 작업 색종이, 가위, 풀

2 9/20 고흐 터치/자화상 아크릴 재료(아크릴 물감, 아크
릴 붓, 파레트, 물통)

3 9/27 레오나르도 다 빈치 스푸마토/인물 파스텔

4 10/4 쇠라 점묘/얼굴 빨노파초 원 스티커

5 10/11 뭉크 표현주의/감정// 수채도구

6 10/18 샤갈 환상/꿈// 파스텔

7 10/25 칸딘스키 추상2/내면의 음악// 채색도구(각자 선택)

8 11/1 마티스 오려붙이기/움직이는 사람들 잡지, 색종이, 가위, 풀

9 11/8 피카소 다시점/인물 사인펜, 수채도구

10 11/15 마그리트 데페이즈망/실내 잡지, 가위, 풀, 아크릴 재료

11 11/22 로이 리히텐슈타인 팝아트/상황 아크릴 재료

12 11/29 자유주제 자유기법 각자 선택







까레다띠스와 함께하는
미술여행

진행 : 황선영 선생님
바바에듀 대표

신세계아카데미본점
2016 0619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우리 엄마

2016년 6월 19일 일요일 11:00~12:30(5~6세)





명화와 함께 하는 가족 이야기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12년 2월 15일

미술치료사황선영









[한부모 집단 미술심리 프로그램]
일시 : 2011년 07월 12일~ 8월 30일(8회기)

시간 : 저녁 7시~8시30분

강사 : 미술치료사 황선영

인원 : 17명











[사회성 증진 집단상담프로그램]
일시 : 2010년 11월 12일~ 11월 29일(6회기)

시간 : 3:30~4:30

강사 : 미술치료사 황선영

총 23명 참여







[알펜시아_평창리조트_미술심리]

신비의 옥구슬
일시 : 2010년 05월 22일

시간 : 13:00~18:00

진행 : 미술치료사 황선영





[평창_미술심리치료]
일시 : 2010년 5월 22일

시간 : 13시~18시

진행 : 미술치료사 황선영





[장승중학교_자존감향상미술프로그램]
일시 : 2010년 08월 05일~23일_6회기

시간 : 13:00~18:00

진행 : 미술치료사 황선영







대학교_특강

BABA Edu&Counseling_황선영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 특강

강사_미술치료학 박사 황선영

2017 12 17







특강

[글로벌사이버대]
일시 : 2017년 1월 21일

시간 : 4시~7시

강사 : 미술치료학 박사 황선영







미술심리프로그램

“팅~!”

2015년 1월 30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 박사 황선영
미술치료와 그림검사/상담실습 및 사례관리



미술심리프로그램 ‘팅’을 통해서

• 경험을 같이 하고

• 나와 너를 이해하고

• 친해지고

• 깨닫는 시간



심상에 대한 이해와 표현된 심상의 분석

미술치료학 박사 황선영

대구대학교 특강

2014.10.22



일시 : 10월 22일 수요일
시간 : 오후 1시~ 
장소 : 조형예술대학교 미대 2호관 310호

" 미술 치료에 대한 이해와 표현된 심상의 분석 " 

목 적
1. 인간의 무의식적 의도와 감정, 욕구를 드러내는 심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미술이 이러한 심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안다. 

2. 작품에서 드러난 이미지와 색, 공간 등의 상징을 분석해 본다. 

3. 간단한 실습을 통해 직접 자신의 현 상태를 표현해 봄으로써, 자신과 타인
의 심리를 이해하고 분석해보며,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 



http://fineart.daegu.ac.kr/bbs/board.php?bo_table=m3s3&wr_id=26

http://fineart.daegu.ac.kr/bbs/board.php?bo_table=m3s3&wr_id=26


2014년 01월 11일







심상에 대한 이해와 표현된 심상의 분석

미술치료학 박사 황선영

2013년 10월 5일

멘탈헬스 CEO 과정 상담심리 미술치료





심상에 대한 이해와 표현된 심상의 분석

미술치료학 박사 황선영

2012년 12월 18일

국민대학교
미술교육학과 특강





심상에 대한 이해와 표현된 심상의 분석

• 미술치료학 박사 황선영

• 2012년 12월 05일

건국대학교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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