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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and Stress Coping Ability of School-Aged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 Problems

Shin, Myoung-Jin

Advisor: Prof. Hur, You-Seong, Ph.D.

Department of Art Psychological Therapy,

Chosu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effects of a group art

therapy on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and stress coping ability on

school-aged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 problem. Methods: A

quasi-experimental wit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conducted. The participants were 52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on 4 elementary school in G city (Experimental group=23. Control

group=29).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and

the comparison group received the program after the experiment. Data were

collected during June 1st and August 15th, 2015 throug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t two times: prior to the intervention and after the interven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χ2-test and t-test. Results: After the intervention,

school-aged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 problem in the experimental

group repor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t=2.076, p=.043), and stress coping ability(t=2.052, p=.046),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 group art

therapy program for school-aged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 problem

is effective in improving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and stress coping

ability. Therefore further study should be done with larger and va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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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to confirm the effects of the grooup art therapy program for

school-aged children.

Key words: Group art therapy,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Stress cop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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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건강한 자아와 사회적 능

력 및 정서 발달이 이뤄지는 중요한 단계이다(한상숙, 지은선, 2003). 학령기에 해

당하는 초등학생은 유아기 아동에 비해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덜 의존하게 되고, 대

인관계가 확대되어 집단 속에서 사회화 훈련이 시작되는 시기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발달과정 상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사회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도록 사회적 관심을 갖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

을 나타낸다(이원령, 2015). 정서행동문제란 일반 아동에 비해 자신과 타인의 생활

을 방해하는 일탈된 행동을 하는 상태를 나타낸다(이상훈, 2011). 이처럼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교사와 관계,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나타내며

학교부적응 아동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실제 교사와 학생간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학교부적응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다(O’Connor, Dearing, & Collins, 2014). 또

한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청소년기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mond et al., 2007).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

까지 지속되거나 만성화 될 수 있다(Mash & Barkley, 2003). 따라서 정서행동문제

를 지닌 아동의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이

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여러 연구들(King, Reschly, & Appleton, 2012; 이경옥, 최병연, 2012; 서경신, 이효

신, 곽윤정, 권영활, 오명섭, 2014)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정부차원의 대안으로 2009년부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시

행되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2012년에는 정서행동문제

가 있어 학교의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관심군이 16.3%(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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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로 파악될 정도로 많은 학생이 정서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주요 요인들 중 아동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매우 유의한 변인이다(이현주, 2011). 실제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은 학교생활에

서 유발된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민윤희, 장성화, 2013; 송희승, 신희선,

2014). Lazarus와 Folkman(1984)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적응적 결과에 차이를 주는 요인이 스트레스 자체 보다는 인간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하는 대처 행동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학령기 아동

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이미진(2004)은 아동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그 자체

보다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적응상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정서 인식 및 표현능력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

른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Schwartz & Proctor, 2000). 정서를 잘 표현하고, 정서

를 잘 통제할 줄 알며, 정서를 잘 활용하는 아동은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고 궁극

적으로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이서정, 2005). 그러나 정서를 인식하

고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학령기 아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행동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노력을 충분히 기울일 수 없게 되어, 상대적으로 부정

적인 대처행동을 더 많이 선택한다(김영숙, 2009). 아동이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상호작용이 촉진되고, 나아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김경희, 2002).

실제 정서 인식과 표현 능력이 미숙한 아동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자체가 부정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응 문제가 촉

진된다(Villanueva, Górriz, Prado-Gascó, González, 2014). 학령기의 아동은 특히

정서조절능력을 통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능력을 향

상시켜 나간다(Panfile & Laible, 2012). 이원령(2015)은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

을 대상으로 정서인식, 정서이해, 정서조절, 정서표현 등과 관련된 교육중재 프로그

램의 개발과 실행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

서행동문제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인식 및 표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

한 경우는 최은실과 방희정(201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이다. 정서행동문

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고 나아가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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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정서 인식 및 표현과 스트레스대처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

어야한다.

최근 정서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미술이라는 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

가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한국 미술치료학회, 2000). 이는 미술이라는 비언어적인

수단의 매체가 대상자로 하여금 방어와 통제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과 더불어 스트

레스를 자유롭게 드러내도록 하여, 감정의 정화와 심리적 긴장 완화를 촉진하는 효

과를 제공한다(Malchiodi, 2006). 즉 미술치료가 여러 감정들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

출하고 통찰하는 경험을 가능케 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보다 긍정적으로 조절 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미술치료 중에서

집단미술활동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여 표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학령기 아동들

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집단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

체가 될 수 있다(신미경, 오승진, 2014).

그러나 현재까지의 집단미술치료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또

래관계 등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고,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

들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적용시킨 예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하여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정서인식 및 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정서행

동문제를 지닌 아동의 추후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에게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

하여 아동의 정서 인식 및 표현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의 정서

인식 및 표현능력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의 스트

레스대처능력에 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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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용어 정의

1) 학령기 아동

학령기 아동은 만 6세부터 12세까지를 의미하며 아동기 혹은 학동기라고도 한다

(권경원, 감신, 박기수, 2000).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에 해당하는 아동

을 의미한다.

 

2) 정서행동문제

정서행동문제란 일반 아동에 비해 자신과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일탈된 행동

을 하는 상태를 나타낸다(이상훈, 2011).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2015)에서

시행한 전국 초등학생 정서행동문제 선별검사를 위해 실시한 ‘아동 정서행동문제

선별 척도인 Child Problem-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CPSQ; 허윤석, 안

동현, 최준호, 강지윤, 김윤영, 오경자, 2003)를 활용한 선별검사’ 결과에서 총점이

13점 이상으로 ‘관심군’으로 선별된 대상자의 점수를 의미한다.

3) 정서 인식 및 표현능력

정서 인식 및 표현능력은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정서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된다(Mayer, Salovey, & Caruso,

2004). 본 연구에서는 Gross와 John(2003)가 개발한 버클리표현능력 척도(Berkley

Expressivity Questionnaire: BEQ)를 이우경, 이혜원, 황태연(2004)이 한국 아동에

맞게 수정하고, 타당화한 정서 인식 및 표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

한다.

4) 스트레스 대처능력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스트레스요인(stressor)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하여

개인이 행하는 여러 가지 노력으로 정의된다(Lazarus, 1981).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 (1988)이 개발한 스트레스대처방식 척도를 민하영과 유안진

(1998)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학령기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도구를 김치영

(2003)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용으로 재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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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단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group of art therapy)란 집단 심리치료에 미술매체의 장점을 도입

한 것으로 언어적 자기표현이 미숙한 아동에게 비언어적 심상을 통하여 자신을 표

출할 수 있도록 돕고 집단활동의 체험 속에서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

여 치료의 효과를 높이려는 방법을 말한다(장옥선, 2010).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

동을 집단으로 구성하고 미술매체를 통하여 정서 인식 및 표현과 스트레스대처능

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미술치료로 김현영과 공마리아(2008), 김서안과 권영란

(2012)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총 6회기로

매 90분씩 진행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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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학령기 아동

1. 학령기의 발달특성

Piaget(1952)는 학령기를 인지발달 측면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설명하고 있다. 이

는 아동이 자기중심적(egocentrism)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면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언어발

달에서도 비중심성(nonegocentrism)과 탈중심화(decentration)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받아 좀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 짐에 따라 학교생활을 통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하며, 성인과는 다른 또래 말을 습득한다. 따라서 대화능력에서도 탈맥

락적인 언어(decontextualized language)를 배우게 되어, 보다 정교한 대화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성옥련, 김정미, 2002). 이처럼 학령기는 사회적 성

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또래집단끼리 우정을 중시

하고 집단의식이 강해지는 발달단계에 속한다(신기은, 1998). 즉 학령기 아동은 집

단 활동을 통해 정해진 규칙 내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과 타인

의 의견을 수용하고 집단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운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또래 관계를 통해 대등한 입장에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능력을 습득해 나가도록 돕는다.

학령기 아동의 사회, 정서적 특징으로 이들은 사회성에 있어 급격하게 사회적

발달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며, 사회적 일원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

는 시기이며 학교생활과 또래관계 전반에 걸쳐 사회화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또한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또래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친구

와 공유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자아존중감을 증진

시킨다(Sullivan, 1953).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쉽게 거

리낌없이 이야기하며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여 상대방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있다(Kostenlink et al, 1998). 이처럼 학령기는 평생의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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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의 틀을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기복이 심한 시기로

자신의 정서 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타인에 대한 감정 배려가 부족하므로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와 학교 폭력, 동기 없는 범죄, 약물남용, 집단 따돌림, 학교 부적응,

가출, 우울 등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조혜영, 2007). 반대로 학령기 아동

은 학교 내외의 또래 집단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행동규범을 익히며 사회

성과 자신감,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조진희, 1996).

이처럼 학령기는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활동적인 시

기(Freud, 1914)이며, 스스로 알아내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인정받고, 자신의 능

력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강한 시기이다(Erikson, 1993). 즉, 기초적인 인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통하여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기 시작하며, 자아성장을 경험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학령기는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서 자아

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란 정상적인 아동의 행동과는 달리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다.

Darwin (1982)에 의하면 문제행동이란 대다수에 의해 기대되거나 행동으로부터 이

탈을 의미하며, 어떤 개인이 가족이나 학교, 기타 인정되는 행동으로부터 벗어남을

말한다. 또한 Kauffman (1993)은 학문적,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기술들을 포함하

는 교육적인 수행에 있어 아동의 나이, 문화, 인종적 규준과는 다른 행동적,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서행동문제란 일반 아동에 비해 자신과 타인

의 생활을 방해하는 일탈된 행동을 하는 상태를 나타낸다(이상훈, 2011).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문

화요인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Kauffman, 1993). 생물학적 요인에는 선천적 사

고, 뇌손상, 또는 뇌기능 문제, 영양문제, 생화학적 불규칙성, 신체적 질병과 무기

력, 기질문제 등이 포함되며 가정요인에는 가족의 형성과 부모의 훈육방식, 이혼과

편부모의 증가 등이 포함되는데 이중에서도 부모의 양육방식 또는 태도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학교요인으로는 지능과 학업부진 등을 들 수 있으며 문화적 요인에는

대중매체, 동료집단, 이웃, 도시화, 인종문제, 사회계층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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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서행동문제의 발생은 아동이 속한 가정과 사회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적

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기에 예방 및 중재 역시도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

어야 한다.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학교를 포함한 적어

도 둘 이상의 환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김경희, 황혜정, 1998). 보

통의 경우 일반 아동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은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박철

웅, 2003).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

을 나타낸다(이원령, 2015). 왜냐하면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학령기 아동의 경우 일

상생활에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만 늘어놓

거나. 말의 흐름을 중단하고, 지시 따르기에 어려움을 보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논

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 기술에 어려움을 보이는데 이는 부적절한

대화기술이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이민희, 2014). 이러한 이유로 정서 및 행동문

제를 지닌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 및 또래들에게 부적응학생으로 인식된다

(Kuder, 2008). 결국 정서행동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많은 아동들이 교사 및 또래학

생들에게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예방적 중재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생들 조차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

다(김화수, 2012).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청소년기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mond et al., 2007). 따라서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의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3. 학령기 아동의 정서 인식 및 표현

학령기 아동의 경우 발달단계 상 또래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또래관계 경험을

통해 학령기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자

신을 또래와 비교하며 비슷한 문제와 감정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특

히 후기 아동기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생들은 또래와 친밀감의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로 또래집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동성 간의 우정과 애정을 통해 친

밀감을 느끼게 된다(Sullivan, 1953). 이 시기에 원만한 상호작용과 감정교류를 바

탕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은 이후 청소년 및 성인기에 형성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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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다(Rubin, 1982).

이처럼 아동이 원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 바로 아

동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조절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

서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 또래

관계에서 갈등을 빚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한유진, 2007). 그

러므로 아동은 또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최은실, 정선아, 2012; Salovey, Brackett,

& Mayer, 2004).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아동은 학교에서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내며, 더불어 학교 교사와의 관계를 비롯해 더 넓은 범위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황인희, 2008). 이처럼 학령기 아동의 적응적

이거나 부적응적인 학교 생활은 정서적인 경험과 관계가 있으며, 정서경험을 바탕

으로 형성되는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된다(권

진희, 2011).

또한 정서표현은 정서인식과 더불어 또래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 중 하나이다.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다

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Depaulo, 1992)고 하였으며, 정서를 표현하

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정서표현에 어

려움을 겪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받기 힘들다(Emmons &

Colby, 1995). 즉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잘 표현할 수 있는 아동이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친구와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엄희숙,

2010). 학령기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은 또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

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의 정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서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그것을 외부로 적절하게 표현할

때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권진희, 2011).

이러한 정서인식 및 표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달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흥

미, 불쾌, 혐오 등의 기본적인 정서들은 지니고 있지만, 성장함에 따라 부모, 형제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하고 분화된 정서들을 인식하고 표현하게 된다(최은실,

방희정, 2011). 그러나 부모로부터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훈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령기 또래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드러낼 수 있다. 학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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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특히 정서조절능력을 통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적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Panfile & Laible, 2012). 그러나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들은 특히 정서인식, 정서이해, 정서조절, 정서표현 등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이원령, 2015). 따라서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이 또래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정서 인식 및

표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을 위한 정서 인식 및 표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4.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학령기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더불어 학령기 이전과 비교하여 주체성과

책임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많은 적응적 요구를

겪게 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정휴필, 2003).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실패하게 되면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을 가져온다는 점에

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오고 있다(Moos & Billings, 1984). 즉 스트레스 자체보다

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어떤 대처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인의 건강한

정신과 사회적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경우에도 스트

레스 상황 자체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능력이 환경의 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미진, 2004).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주요 요인들 중 아동

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매우 유의한 변인이다(이현주, 2011). 실제 정서행동문제

를 가진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유발된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민윤희, 장성

화, 2013; 송희승, 신희선, 2014).

이처럼 스트레스가 인간의 생활에서 불가피한 측면으로 인식되면서, 오히려 스

트레스 대처능력이 개인의 적응에 연관된 중재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Cohen &

Lazarus, 1983).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은 성공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를 관리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Folkman & Lazarus,

1980).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접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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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와 회피적 대처로 나눌 수 있다(Ebata & Moos, 1991). 접근적 대처행동은 문

제에 대한 사고의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인지적 시도와 함께 문제 또는 결과를 직

접적으로 다루어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행동적 시도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반해 회

피적 대처행동은 위협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인지적 시도와 상황을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행동적 시도가 포함된

다(Ebata & Moos, 1991).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크게 문제 중

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로 구분할 수 있다(Folkman & Lazarus, 1984). 문제 중

심 대처는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든지 환경적인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

레스의 원인을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인 반면, 정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

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 상태를 통제하거나 조정하려는 노력이다.

이에 반해 아동들은 성인의 방식과 다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Causey와 Dubow (1992)는 초등학교 4, 6학년 아동의 대처행동을 범주화하였

다. 그 결과 성인의 이차원적 분류체계로는 아동의 대처행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Ayers (1991) 역시 아동의 대처행동을 기존의 성인관련 대처행

동처럼 이원화하는 것은 자료의 손실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면서, 요인분석을 통해 9

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의 대처행동을 4개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Phelps와

Jarvis (1994)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적극적 대처, 회피적 대처, 정서 중심

적 대처, 그리고 수용의 4개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도 민하

영과 유안진(1998)에 의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연구한 결

과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

동, 회피적 대처행동의 5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김치영(2003)은 초등

학교 고학년 학생용으로 재수정하여 적극적 대처, 긍정적 해석, 긴장완화, 공상적

사고 축소, 자기비난 축소, 일탈행동 축소, 사회적지지 추구 등 7개 하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학령기 아동의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교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정

서행동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이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면하도록

하여 자신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

해 나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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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집단미술치료

1. 집단미술치료의 개념

미술활동은 개인의 감정표현을 통해 창조적 능력과 욕구를 이끌어내는 삶에 대

한 적극적인 참여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Art)을 매개체로 하여 치료

(Therapy)를 도모하는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심리상태의 진단과 내면의 부정적 에

너지의 발산을 통한 갈등해소에 유용한 치료법이다. Devore(1988)는 “미술치료는

창조적 과정을 이용한 정신적 치료 또는 보조치료의 한 형태로서 예방적 치료방

법”이라고 정의하였고, N. Rogers(2003)은 미술치료가 방어나 통제를 줄이는 것과

함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한 감정이나 사고를 표현하게 하며 언어로써 교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

다. 또한 미술치료(Art Therapy)는 그림, 조소, 디자인, 공예 등 미술의 전 영역을

상담활동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이 가능하고 시각예술인 미술을 이용해 인격의 통합 및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최은영, 공마리아, 2008).

이러한 미술치료의 특성을 집단의 상담치료 현장에 적용한 것이 집단미술치료이

다. 집단심리치료에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도입하는 까닭은 미술활동으로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이 용이해지고 무의식적 정신세계를 표출하기가 보다 용이하며 치료자

가 함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집단미술치료의 효과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이 동시에 참여 가능하여 개인적 경험과

집단내에서의 공적인 경험을 함께 하므로 또래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학령기 아

동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집단 미술치료의 매체가 되는 미술은

아동 내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되도록 돕고 심리적 저항감을 감소시킨다. 또

한 언어표현에 비해 감정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며 그로인해 집단 구성원 간에 긍

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또한 미술은 개인 간 상호작용을 쉽게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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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식의 검열을 적게 받는 특성 때문에 문제행동양식이 빠르게 의식화되어 집단

의 진행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Naumburg(1966)는 미술치료가 언어보다는 이미지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미술치료에서는 이미지와 그 상징의 해석을 통해 자신으로

부터 소외된 무의식적인 갈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의식에 통합

시켜 진정한 자아통합에 도달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한다. 특히 집단미술치료 프로그

램 효과 연구(최은영, 공마리아, 2008)에 따르면, 집단미술치료는 개인을 뛰어넘어

집단이 주는 강점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된 강점은 미술치료가 카타르시스를

주거나 감각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 이외에 작품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내적 갈

등을 승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아의 힘이 더욱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주리애

(2010) 역시 집단미술치료의 주된 효과로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치료자와 대상자

가 이미지와 감정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증진되기 때문에 치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집단의 치료적 힘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 자아를 강화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집단 미술치료는 대상자의 무의식적 사고를 시각화함으로써 무의식적 방어

와 왜곡, 심지어는 부정적 정서까지도 자유로이 드러내 인지적 재구성의 과정을 거

치는 것이 용이하며(곽경화, 정현희, 2010), 인지적 과정에서의 자기통찰과 정서의

통합은 자기실현을 지향하는 행동을 모색하는 것에 적절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

지, 정서, 행동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대상자들은 긍정적인 경험의 상상이나

실재를 미술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

다. Malchiodi(2003)는 특히 집단미술치료의 장점으로 대상자들의 비합리적 신념과

정서를 탐색하는데 유용하며, 또한 상호제지의 원리를 적용하여 행동의 변화를 촉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는 정서자각과 인지수정, 긍정적인

행동의 통합에 기여하게 되며, 실존적 접근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의미 존재와 의

미추구를 강조하므로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억압된 감정양식을 표출하고 집단원들과 나누고 배우며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또한 집단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함으

로써 개인의 고립감은 감소되고 공동체의식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참여 아동들 사이에 정서상태를 공유하므로써 아동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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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안정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획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예방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

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대상자의 정서 인식 및 표현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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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의 정서

인식 및 표현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

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를 활용한 유사 실험

연구(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이다(표 1).

집단 사전 처치 사후

실험집단 Ye1 X Ye2

비교집단 Yc1 Yc2

<표 1> 연구설계

X: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2. 연구대상자 선정 및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G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4곳에 재학 중인 만 9∼11세 (초등학교 4∼6

학년)의 학령기 아동으로 2015년 3월 20일 부터 5월 30일 까지 CPSQ를 실시하여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 선별기준인 13점 이상에 해당되어 의뢰된 사례관리 대

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하고 부모와 학교장의 승낙을 받은 자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

둘째,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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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육과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아동

넷째, 만 9, 10, 11세의 학령기 아동

다섯째,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이전에 받아 본 적이 없는 아동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ɑ=.05, 효과크기 d=0.8(large size), 검

정력(1- )=.75을 기준으로 단측검정을 위한 독립표본 t-test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

출한 결과, 각 집단별로 요구되는 최소 대상자 수는 23명이었고 중도 탈락률을 고

려하여 실험집단, 비교집단 각각 30명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에서 사전에 참여

자로 선정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로그램 1회기부터 참석하지 못한 2명과 2

회 이상 연속하여 참석하지 못한 아동 5명이 탈락하였으며, 비교집단에서 설문지

작성이 불성실하여 분석에 활용하지 못한 대상자 1명이 탈락하여 실험집단 23명,

비교집단 29명으로 총 52명을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으로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과 방

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요소가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집

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고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서면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참여 도중 언제라도 참여 철회가

가능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알려주었다. 서면 동의서는 대상자의 익명

성 보장을 위해 사인이나 기호로 작성하였으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자 개인

노트북과 USB에 저장한 후 암호화해서 보관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

게는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을 위한 교육용 소책자와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

였다. 또한 비교집단 대상자들에게도 모든 연구과정이 끝난 시점에서 간략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는 총 52명으로 실험집단 23명, 비교

집단 29명이었다.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성별은 여아가 52.2 (12명), 연령은 만 10

세가 47.8%(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 경제 상태는 중산층이 82.6%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 주양육자의 형태는 부모 동거가족이 87.0%(20명)로 많았다. 아버

지의 직업은 생산직이 56.5 (13명),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주부)가 87.0%(20명), 아

버지의 양육태도는 엄하다가 60.9%(14명),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조금 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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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다가 73.9%(17명), 어머니와

의 관계 또한 좋다가 95.7 %(22명)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정의 분

위기는 화목하다가 43.6%(10명)로 많았다.

비교집단의 성별은 여아가 69.2%(18명)로 더 많았으며, 연령은 만 10세가

38.5%(10명)로 가장 많았고, 경제상태는 중간이 69.2%(18명), 주양육자의 형태는 부

모가 88.5%(23명),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과 생산직이 각각 30.8(8명),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주부)가 84.6%(22명),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엄하다와 조금 엄하다가

각각 50.0%(13명)으로 같은 비율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조금 엄하다가 92.3%(23

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 분위기는 매우 화목하다가 42.3%(11명)로 조사되었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각각 80.8%(21명),100.0%(26명)으로 좋다가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 범주

실험집단

(n=23)

비교집단

(n=29)

χ2/

Fisher’s

exact

p

n(%) n(%)

성별 남 11(47.8) 8(30.8) 1.496 .254

여 12(52.2) 18(69.2)

연령 8세 5(21.7) 8(30.8) 0.625 .732

9세 7(30.4) 8(30.8)

10세 11(47.8) 10(38.5)

경제상태 상 2( 8.7) 4(15.4) 1.181† .554

중 19(82.6) 18(69.2)

하 2( 8.7) 4(15.4)

주 양육자 부모 20(87.0) 23(88.5) 0.026 1.000

조부모 3(13.0) 3(11.5)

부 직업 전문직 3(13.0) 4(15.4) 3.65 .302

사무직 6(26.1) 8(30.8)

생산직 13(56.5) 8(30.8)

무직 1( 4.3) 6(23.1)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                          (N=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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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범주

실험집단

(n=23)

비교집단

(n=29)

χ2/

Fisher’s

exact

p

n(%) n(%)

모 직업 전문직 1( 4.3) 2( 7.7) 0.246† .884

사무직 2( 8.7) 2( 7.7)

무직(주부) 20(87.0) 22(84.6)

가정분위기 매우화목 6(26.1) 11(42.3) 2.425 .489

화목 10(43.5) ) 7(26.9)

그저그렇다 4(17.4) 6(23.1)

매우안좋다 3(13.0) 2( 7.7)

부양육태도 엄하다 14(60.9) 13(50.0) 0.583 .567

조금 엄하다 9(39.1) 13(50.0)

모양육태도 엄하다 3( 13.0) 2(7.7) 0.381† .655

조금 엄하다 20(87.0) 24(92.3)

부와 관계 좋다 17(73.9) 21(80.8) 0.330 .734

보통이다 6(26.1) 5(19.2)

모와 관계 좋다 22(95.7) 25(96.2) 1.154† .469

보통이다 1( 4.3) 1( 3.8)

<표 3> 계속                                                             (N=52)

†Fisher’s exact test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 대상 아동에게 연구 목적을 설

명하며 질문지의 내용,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고, 프로그램

적용 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보고형식으로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

록 하였다. 설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읽지 못하는 경우 질문지를 손으로

짚어가며 읽어주었으며 부가적 설명을 줄이고 최소한의 말로만 문항을 설명하였다.

이에 앞서 해당학교의 학교장 및 담당교사의 협조를 얻어 방과 후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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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적용 전 일주일간 연구자 훈

련과정을 거쳤으며 3회기에 걸친 예비 교육과정을 통해 필요한 자료, 진행상의 문

제점 등을 파악하며 아동교육 전문가 1인과 아동청소년 상담전문가 2인에게 미리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며 피드백을 받았다.

실험집단의 대상자에게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2015년 6월 1일부터 8월 15

일까지 세 집단으로 나누어 7∼8명의 아동을 각 집단으로 구분한 후 매 주 1회기

90분으로 총 6회기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였으

며, 비교집단 대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아동 10명은 모든 연구절차가 끝

난 후 3주에 걸쳐 실험집단 대상자에게 적용하였던 프로그램 중 주요내용만을 간

략하게 수정하여 제공하였다.

제2절 측정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특성 7문항(연령, 성별, 종교,

부모학력, 부모와 동거여부, 부모의 직업, 형제관계) 스트레스대처능력 22문항, 정서

인식 및 표현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아동 정서행동문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 정서행동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2015)에서 사용하는

아동 정서행동문제 선별 척도로 허윤석, 안동현, 최준호, 강지윤, 김윤영, 오경자

(2003)가 개발한 Child Problem-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CPSQ)로 측정

한 점수를 말한다. CPSQ는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로, 각 문항은 ‘전혀 없

음’-0점, ‘약간 있음’-1점, ‘상당히 있음’-2점, ‘아주 심함’-3점으로 측정한다. 이는 5

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 교우관계를 포함한 내재화문

제척도는 5문항으로 0-5점의 범위를 가지며 기준점은 3점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장애, 반항적 행동장애, 품행장애를 포함한 외현화 문제척도는 10문항으로 0-30

점의 범위를 가지며 기준점은 8점이다. 학습과 관련된 인지적 문제척도는 3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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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0-9점의 범위를 가지며 기준점은 1점이다. 약물, 인터넷 오·남용과 관련된 오·남

용척도는 2문항으로 0-6점의 범위를 가지며 기준점은 1점이다. 마지막으로 경련,

틱, 식이장애를 포함한 정신·신체화 문제척도는 6문항으로 0-18점의 범위를 가지며

기준점은 2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CPSQ 총점이 13점 이상인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관심군으로 선별된 대상자 중 해당학교의 상담교사로부터 의뢰된 학생을 연구대상

으로 하였다.

2. 정서 인식 및 표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 인식 및 표현 척도는 Gross와 John(2003)가 개발한 버

클리표현능력 척도(Berkley Expressivity Questionnaire: BEQ)를 이우경, 이혜원,

황태연(2004)이 한국 아동에 맞게 수정하고, 타당화한 정서 인식 및 표현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 인식 및 표현 척도는 정서 인식을 나타내는 7개의 문항과 정서

표현을 나타내는 5개의 문항으로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까지이며, 총점의 범위

는 12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 인식 및 표현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사전 0.783, 사후 0.752이었다.

3. 스트레스 대처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Lazarus와 Folkman (1988)이 개발한

스트레스대처방식 척도를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학령기 아동

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도구를 김치영(2003)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용으로 스트

레스 대처능력을 확인하도록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적극

적 대처, 긍정적 해석, 긴장완화, 공상적 사고 축소, 자기비난 축소, 일탈행동 축소,

사회적지지 추구 등 7개 하부영역으로 각 5문항씩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총점의 범위는 35점에서 1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값은 사전 0.863, 사후 0.81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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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김현영과 공마리아(2008), 김서안과 권영란

(2012)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초안을 작성

하였고, 본 연구 대상자에게 적합하도록 최종 내용을 선정하였다. 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은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들에게 미술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스

트레스대처능력 및 정서상태를 탐색함과 동시에 자신의 정서상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1회 6주간 총

6회기로 각 회기별 90분으로 진행되었으며, 신지원과 김선현(2012)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상자들의 집중도를 높임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모색하였다.

각 회기별로 구체적 내용을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회기에서 3회기까지는 내면 탐색의 단계로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신뢰감

형성을 돕고, 집단의 목표를 설정하며, 스트레스대처능력 함양 및 정서표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후 긴장감

해소 및 정서적 언어표현의 탐색 및 표출을 통한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도

를 증진시켰다. 또한 또래 관계 안에서의 자신에 대한 탐색과 강점 확인을 통한

스트레스 대처능력 증진을 모색하였다.

둘째, 4회기에서 6회기는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정서 표현의 이해 단계로 정서표

현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확인해보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과 정서표현방법에 대해 알아 본 후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정서표출의 방법을 시도 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회기별 프로그램은 약 10분의 도입부와 70분 안팎의 본 활동, 그리고 10분

정도의 마무리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입부에서는 학교생활 중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정서에 대해 연구자와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집단원들이

안정감과 수용 받는 느낌을 갖도록 도왔다. 또한 본 활동 시에는 표현이 어려운 아

동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 사례와 함께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자기

표출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마무리 활동 시간에는 개별적으로 완성된 작품의 의미

를 발표하며 정서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몄다. 구체적인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은 다음과 같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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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활동목표 주제 활동내용 활동방법 미술매체

정

서

인

식

1
긴장감해소

라포형성

나는○○○

이에요!

프로그램안내

서약서작성

규칙정하기

별칭 짓기

자신이 불리우고 싶

은 별칭을 떠올리고

이미지로표현

두꺼운도화지,색

싸인펜,색연필,글

루건

2
타인의 정서

이해
친구의마음

친구와 관련된 감

정 떠올려 표현한

후감정나누기

나눠그리기를 통한

집단화로 자신이 친

구에게 느끼는 감정

을 알아보고 감정의

유사성을 공유하도

록작업

색도화지,사포

지,색연필,오일

파스텔,색싸인

펜

3
자신의 정서

이해
나의마음

감정을실제로표

현하기

자신이 최근 느낀

감정, 또는 감정의

대상을 소묘를 통해

표현

아이클레이,

천사점토

스

트

레

스

대

처

및

정

서

표

현

능

력

4
스트레스이해

및대처

나의 화는

이렇게생겼

어요

풍선에 화난표정

그리고터뜨리기

어떤 상황에서 화나

는 지 적어보고 풍

선작업을 통해 분노

감정 표출, 이후 감

정변화에 대해 의견

나눔

포스트잇,

칼라풍선,

네임펜

5
정서표현1 나의 꿈,나

의소망

내가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만

들어보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사위의 각면에 글

과그림으로표현

두꺼운도화지,

색싸인펜, 색연

필, 풀,가위

6 정서표현2
마음으로

주는선물

상대방의 needs를

파악하여 선물 그

려주고 감정 나누

기

친구의 그림에 이어

그리는 작업을 통하

여 감정전달방법 습

득,사회성향상

4절지,

오일파스텔,

색싸인펜,

색연필

<표 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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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양적 자료 분석은 SPSS 20.0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분

석하였으며, 두 집단의 주요변수에 대한 정규분포 여부를 Kolmogorov-Smirnov

test 검정 시 각 변수의 유의확률 p>.05로 나타나 정규분포임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제공 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은 ²-test와 Fisher’s exact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정서 인식 및 표현과 스트레스대처능력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셋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제공 전 연구대상자의 정서 인식 및 표현과 스트

레스대처능력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제공 후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의 정서 인식 및 표현과 스트레스대처능력의 차이를 t-test로 분석하였

다.

한편 질적 분석은 Anderson(2007)의 주제내용분석(thematic content analysis)

방법에 따라 회기별 진행과정 및 단계별, 개인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회기별, 개인

별 진행과정은 연구자가 집단미술치료 회기 내에서 표현되는 치료자와 집단원 사

이의 상호작용, 집단원과 집단원간의 상호작용, 회기 내에 나타나는 집단원의 미술

활동 변화를 중심으로 기록하였으며, 회기별 작품 분석 내용은 본 프로그램에서 진

행을 도운 보조치료사와 미술심리치료학 교수가 본 연구자와 함께 삼각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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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1절 연구참여자의 주요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4와

같다. 정서 인식 및 표현의 사전 평균값은 실험집단 45.04(±6.80)점, 비교집단

45.27(±10.2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t=-.089, p=.929) 동질한 것으

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사전 평균값은 실험집단 95.39(±26.50)점, 비교집

단 88.77(±23.7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t=.923, p=.361) 동질한 것으

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실험집단(n=23) 비교집단(n=29)

t p
M ± SD M ± SD

정서 인식 22.09 ± 4.18 22.54 ± 5.98 - .302 .764

정서 표현 22.96 ± 4.68 22.73 ± 5.79 .149 .882

정서 인식 및 표현 총점 45.04 ± 6.80 45.27 ± 10.28 -.089 .929

적극적 대처 13.78±5.30 13.85±4.77 -.044 .965

긍정적 해석 15.13±3.88 14.62±4.03 .454 .652

긴장 완화 14.57±4.21 13.23±4.16 1.115 .271

공상 축소 12.30±5.41 11.81±4.85 .339 .736

비난 축소 12.13±6.99 11.04±5.65 .605 .548

일탈 축소 13.35±7.18 12.62±6.07 .387 .700

사회적 지지 14.13±8.01 11.62±6.67 1.199 .236

스트레스 대처능력 총합 95.39 ± 26.50 88.77 ± 23.73 .923 .361

<표 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N=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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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실험집단(n=23) 비교집단(n=29)

t p
M ± SD M ± SD

정서 인식 24.52 ± 3.49 22.65 ± 4.49 1.610 .114

정서 표현 24.78 ± 2.15 23.11 ± 4.26 1.693 .097

정서 인식 및 표현 총점 49.30 ± 4.68 45.77 ± 6.87 2.076 .043

<표 5>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후 정서 인식 및 표현의 차이 검정 (N=52) 

제2절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후 효과

1. 프로그램 적용 후 정서 인식 및 표현의 차이 검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정서 인식 및 표현에 대

한 두 집단의 비교를 위해 t-test를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사

후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정서 인식 및 표현 점수는 실험집단의 평균값은

49.30(±4.68)점, 비교집단의 평균값은 45.77(±6.8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2.076, p=.04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집단미

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후 정서 인식 및 표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

그램은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의 정서 인식 및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프로그램 적용 후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차이 검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대

한 두 집단의 비교를 위해 t-test를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사

후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스트레스 대처능력 점수는 실험집단의 평균값이

118.04(±29.25)점, 비교집단의 평균값이 100.04(±31.8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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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실험집단(n=23) 비교집단(n=29)

t p

M ± SD M ± SD

적극적 대처 16.96 ± 5.08 17.77 ± 5.16 -.555 .582

긍정적 해석 19.96 ± 3.44 16.81 ± 6.79 2.082 .044

긴장 완화 17.70 ± 6.85 15.23 ± 6.94 1.248 .218

공상 축소 17.48 ± 4.35 14.70 ± 5.82 1.877 .067

비난 축소 16.91 ± 5.60 11.62 ± 5.82 3.237 .002

일탈 축소 13.22 ± 5.70 10.70 ± 5.53 1.572 .123

사회적 지지 15.83 ± 5.61 13.23 ± 5.84 1.582 .120

스트레스 대처능력 총합 118.04 ± 29.25 100.04 ± 31.84 2.052 .046

<표 6>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후 스트레스대처능력의 차이 검정     (N=52)

이(t=2.052, p=.04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후 스트레스 대처능력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프

로그램은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의 스트레스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절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변화

1. 집단미술치료 과정에서의 회기별 변화 내용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트레스대처능력과 정서 인식 및 표현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구성원들의 프로그램 회기 중 유의미한 변화를 관

찰 및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총 23명으로 초기에 프로그램 참여 초기에 공격적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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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행동을 보이는 유형과 타 집단구성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불편감을 보이며

연구자의 도움에 기대어 활동하는 유형, 혼자 있고 싶어하는 유형등 여러 부적응적

행동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부적응적 행동들에 대해 허인영(1999)이 분류한 아동의 부적응적 행동

유형을 기초로 하여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으로 집단구성원의

특성별로 유형을 나누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잉행동 유형에 속한 아동들은 6명으로 성미가 급하고 주의를 집중하기 곤란해

하는 등의 주의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첫 회기에 규칙정하

기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착석을 하지 못하고 뛰거나 돌아다니는 등의 행동으로

집단 내 구성원들에게 불편감을 느끼게 했다. 또한 2회기 협동 작업 시간에도 자신

들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여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였

다. 3회기 나의 감정을 소묘를 통해 표현하는 활동 초반 산만한 태도를 보이다가

아무래도 아동에게 학교생활이 상당부분을 차지해서 그런지 점차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몇몇의 과잉행동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집중하여

참여하였으나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작품을 만든 것 또한 눈에 띄었다. 4회기 풍선

을 통한 부정정서의 표출에서는 화가났던 상황을 큰소리로 이야기하며 장난스럽게

풍선을 터뜨리며 집단원들과도 상호작용하려 시도했다. 5회기 나의 소망과 꿈에 대

해 주사위로 표현하는 작업에서는 치료자와 협력하여 꾸미기를 시작하였으며 의

외로 집중력을 보이며 나름대로 주사위를 완성하려 노력했다. 흥미가 떨어진 아동

들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을 주자 이내 착석하여 다시 작업하였고 활동이 끝난 후

결과물을 보고 만족해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6회기 협동 작업 또한 치료자의 안

내를 듣는 것에 집중하기 어려워하였으나 집단 구성원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정서표현방법에 교정이 일어나 활동에 쉽게 흥미를 잃고 산만한 행동을

하던 초기에 비해 집단원들과 상호작용하며 작업을 끝마친 점이 인상 깊었다.

미성숙행동 유형의 아동들은 프로그램 진행시 4명으로 파악되었고, 자기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하며 어른이나 타인에게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과 같은 어린

아이의 행동 특성을 보였다. 이 유형의 아동은 규칙정하기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치료자를 따라다니고 집단구성원이 이야기하는 도중 끼어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

며 피드백이 없으면 울고 떼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회기 협동 작업 시간에는

다른 집단원의 것을 보고 그리거나 치료자에게 대신 그려달라고 하였으며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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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랫동안 아동을 격려하고 나서야 활동이 가능하였다. 3회기 나의 감정을 소묘

를 통해 표현하는 활동에서도 초반 모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치료자가 아동

의 창의적 작품을 요청하자 어려워하면서도 주제에 대해 탐색하려 노력했다. 결과

물에 대해 치료자와 집단구성원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자 매우 기뻐하며 이후 프로

그램 활동에서도 교정적 변화를 이뤄낸 것으로 보아 미성숙한 행동은 타인에게 인

정받고 싶은 욕구와 더불어 칭찬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회

기 풍선을 통한 부정정서의 표출 활동에서 치료자에게 풍선 만들기를 대신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래집단원들과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5

회기 나의 소망과 꿈에 대해 주사위로 표현하기에서는 초반과 다르게 개인의 작업

에 열중하였으며 결과물을 가지고 또래 집단원들과 비교적 차분히 의사소통하고

경청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6회기 친구에게 선물주기 활동에서 아동들은 다른 유

형에 비해 동성의 집단원들에게 자기 개방과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컸으나 활동 초

반 동성 집단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의존적이고 나이와 맞지 않는 태도로 갈등을 일

으켰던 것과 비교하여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생활에서 이성 집단원들

에 대한 대리경험과 긍정적 피드백을 토대로 다양한 집단구성원들과 적응적 관계

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공격행동 유형의 아동들은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리는 등 공격적 성향이 두

드러지는 특성을 보였으며 총 5명이었다. 참여 아동들은 첫 회기 규칙정하기 활동

에서 다른 집단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뱉는 등 분노를 표현하며 힘을 과시했다. 2회기 집단화 활동 시간에도 집단

구성원들에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제압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화합하지 못하였다.

3회기 나의 감정을 소묘를 통해 표현하기에서는 매체를 통해 자신의 공격성을

충분히 발산 한 뒤 빨강,파랑, 노랑 등의 강렬한 원색을 주로 사용하여 자신의 감

정을 표현하거나 추상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 4회기 풍선을 통한 부

정정서의 표출 시간에는 자신의 분노 감정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이었으나 표현과정

에서 다른 집단원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풍선을 터뜨리며 분노 감

정을 많이 승화시킨 덕분에 전과 다르게 ‘미안하다.’‘실수였다.’고 먼저 사과하고 집

단구성원들과 함께 껴안아 터뜨리기 활동을 하며 즐거워하는 등 교정된 태도를 관

찰 할 수 있었다. 5회기 나의 소망과 꿈에 대해 주사위로 표현하기 활동에서는 주

사위를 꾸미고 작품을 완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과물의 내용면에 있어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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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깡패’등의 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보였다. 이는 양육환경에서 힘으

로 제압당하며 ‘힘이 최고’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올바른 또

래관계 모형을 제시해줌과 동시에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해주는 반응을 보이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6회기 친구에게 선물주기 활동에서는 자신의 자리에서 무

엇이라도 그리려 하며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시도도 하려하지 않았던 초반에 비해

집단활동에서 협조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보였고 의도한대로 그림을 그려낸 뒤 스

스로 만족한 것이 정서표현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에서의 큰 변화라

보인다.

마지막으로 위축행동 유형의 아동들은 9명으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거

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는 등의 행동적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었다. 1회기 규칙을

정하고 별칭짓기 활동에서는 매우 긴장하여 움직임없이 작업만 할뿐 고립된 모습

을 보였으며 다른 아동이 비난을 해도 대응하지 못하였다. 2회기 집단화 활동 초반

공동작업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갖고 각자 작업을 하는 동안 조용히 참여하였으며

치료자를 부르지 못하고 다른 집단원에게 부탁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개인

작업물을 모아 공동작업을 할 때에도 주위를 맴돌기만 할뿐 작업의 주체는 되지

못했다. 3회기 나의 감정을 소묘를 통해 표현하는 활동에서 매체를 제공하자 관심

을 보이며 탐색과 작업을 시작하였다. 전반적으로 경직이 풀리고 정서표현을 시작

하는 모습이였고 결과물에 대해 집단에서의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결과물

에 만족하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4회기 풍선을 통한 부정정서 표출에서는 다른

집단원들이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경청하고 고개를 끄

덕이는 등의 표현을 주로 하였다. 자신의 풍선을 터뜨린 후 깜짝 놀라 울상을 짓기

도 하였으나 집단원들과 어울리며 풍선을 터뜨리는 것에 어려움 없이 참여하였다.

활동이 끝나고나서 소감을 말할때는 활동 전보다 적극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집

단원과 비교적 큰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등 등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5

회기 나의 소망과 꿈에 대해 주사위로 표현하기 활동에서 아동들은 개인작업을 우

수하게 끝마쳤으며 초반의 결과물보다 표현이 세분화되고 발표시 자기 정서표현을

통한 자신감의 획득과 집단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스

트레스 대처능력이 증가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 6회기 친구에게 선물주기 활동에

서 아동들은 표현양식이 세부적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자기 정서를 표현하고 상대

방의 정서를 인식하는 활동이 계속되면서 집단원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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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로 집단놀이에 참여하는 등 또래집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집단원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적절한 언어로 대화하는 것을 통해 정서표현 및 갈등상황에서의

대처양식 또한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2. 집단미술치료 과정에서의 개인별 변화 내용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개인별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회기별 관찰 기록을 토대로 변화를 평가하였다. 아동의 초반

에 보인 정서행동적 문제행동과 종결기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두고 개별적으로 변

화를 살펴보았다.

아동 1은 집단 미술치료 초반에 다소 긴장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다. 다른 아동이

1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도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고 개인 작

업이 끝나도 치료자를 부르지 못하고 앉아있는 위축된 태도를 보였다.

중기로 갈수록 아동 1의 개별 작품에 대해 집단원들의 긍정적 피드백을 불편해

하지 않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스스로도 자신의 작품에 만족해하며 발표하

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주위의 지지와 격려를 통한 긍정적 경험과 자신의 과제 성

공경험이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주었으며 이

로 인하여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 피드백이 촉발되는 선순환을 일으켜 준 것

으로 보인다.

아동2는 활동 초기 다른 집단원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고 공격적인 말과 행동으

로 집단원들을 제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치료자

를 자신을 억압하려는 사람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여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자기방어로 보였으며 방어적 표현이 공격적으로 표출되어

주위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평가들은 아동의 부적

응적 행동을 강화시켰을 것으로 예측된다. 치료자가 아동과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고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는 요령과 정서를 긍정적으로 표출하는 방

법을 알려주니 작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타 집단원들과 정서를 공유

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결이 가까워졌을 때에는 작품에 대한

성취감과 집단원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대하여 자신이 느낀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

하는 빈도가 높아졌으며 집단원들과의 갈등상황에서도 먼저 사과하는 등 공격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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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아동3은 활동 초기 착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산만한 모습이었다. 치료자와 또래

집단원들로부터 관심받길 원하였으나 그러한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칭얼거리

기,꼬집기, 발로차기 등의 부적절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집단원들에게서 외면당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부정정서표현 및 스트레스 발산을 위한 풍선터뜨리

기 활동에서 자신의 분노를 마음껏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인식한 듯 "풍선

을 수십개 터뜨리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요.기분도 좀 좋아진것 같고.."라고 말하였

으며, 집단구성원들과 소속감을 경험하면서 점차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

다. 종결이 다가올수록 공격적인 저항의 감소와 더불어 공동작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4는 낯가림이 심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집단원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에 크게 상처받고 더욱 움츠려들어 개인 작업

에만 몰두하였는데, 3회기 소묘활동이 끝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집단원들의 긍정

적 피드백과 지지를 받고나자 뿌듯해하며 소리 내어 웃었다. 풍선 터뜨리기 활동에

서도 먼저 집단원들에게 다가가 껴안고 터뜨려보자고 제안하고, 활동 중 웃는 모습

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집단원들과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아동의 정서 인식 및 표현

의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동5는 프로그램의 참여에 의욕이 없고, 귀찮아하며 금방 그만둬버리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역량의 부족으로 아동 스스로 포기하고

실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치료자가 아동의 작품과 행동에 대해 격려하

고 미술작품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돕자 점차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작업을 끝

마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망을 적은 주사위를 만들 때 자신의 꿈과 소망에 대해

집중하여 작업하였으며 완성된 작품에 대해 "진짜로 잘만들었죠? 처음으로 뭘 끝

까지 만든거에요."라고 하며 애착을 갖았다.

아동6은 활동 초기 무력하고 우울감이 강한 모습으로 활동 내내 말을 하지 않았

다. 3회기 소묘활동에서 완성된 작품을 발표하며 "이건 술 마시는 우리엄마에요.

난 이럴때 슬퍼요."라고 스트레스 상황과 함께 정서를 표출했다. 작품에 대한 집단

원의 긍정적 피드백과 치료자의 지지에 아동은 점차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냈으며

종결시기에는 집단원들과 활발히 상호작용하며 작업에 임하였다.

아동7은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찢거나 망가뜨리는 등의 행동으로 표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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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아동의 성취 욕구는 높으나 자신의 기대만큼 해내지 못하였다고 느끼는

것에 따른 좌절로 보인다. 치료자가 아동의 작품에 대해 격려하고 칭찬하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집단원들에게서도 긍정적 피드백을 받자 고개를 숙이

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후반으로 갈수록 집단원과 재료를 나눠 쓰고 뒷마무리를

돕는 등 타인과 정서를 공유하려고 노력했다.

아동8은 초기 화난 듯 보이는 얼굴표정과 욕설과 비속어가 섞인 표현 방식을 취

했다. 4회기 분노표출을 위한 풍선 터뜨리기 활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였으며

활동이 끝난 후 눈에 띄게 밝은 표정을 하며 크게 웃었다. 이 후 풍선 터뜨리기를

또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며 내재된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6회기가

끝나고 소감을 발표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뻥 뚤린 것 같아요. 벌써 끝나버

려서 아쉬워요."라며 부정적 정서를 표출 한 것에 대한 만족감과 프로그램의 종결

에 대한 아쉬움을 명확히 표현했다.

아동9는 웃음이 거의 없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2회기 집단화 작업에서 아

동이 그린 그림이 집단원들에게 크게 지지받자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제가 좀 잘

했나봐요."라며 긍정적 정서를 표출하였다. 소묘활동에서도 작품을 정성들여 만들

고 작품에 대한 소개에 있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또래 집단원들의 긍

정적 피드백이 아동의 정서표현에 활기를 준 것으로 보인다.

아동10은 자신감이 부족하여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부적응적 행동을 보였

다. 치료자의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 집단원들 사이에서도 고립된 모습이었다. 중반

이 넘어가면서 점차 작업에서의 성취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으며 집단원들 사

이에서도 의사소통에의 시도를 시작했다.

아동11은 집단 미술치료 활동 초반 집단원들에게 화를 내고 무시하는 행동을 많

이 보였다. 치료자가 집단의 대표로 선정하고 집단원들을 돕는 과제를 주자 다른

집단원들과 정서를 나누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집단원들을 무시

하는 언어표현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과제수행을 위하여 집단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공격적 모습과 달리 종결로

갈 수록 집단원의 이야기를 수용하려고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아동12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형식적인 참여태도를 보였으며 작업시간에 자신의

학원과제물을 하는 등 집중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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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으로 보여져 치료자는 아동에게 집단내에서 개인이 해야 할 과제수행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요청하였고, 아동은 반항적인 태도를 취했다. 3회기

의 소묘작업과 4회기 풍선 터뜨리기 작업에 있어서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였고 프

로그램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 시간까지 활동을 계속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정해진 시간동안 작업을 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냈으나, 마지막 회기에서는

또래 집단원들과 상호작용하며 거부반응 없이 편안히 작업을 마쳤다.

아동13은 감정기복이 심하고 활동 초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부리는 부적응적 행동을 보였다. 2회기 나눠 그리기 집단활동 중 또래 집단원에게

부정적 언어표현을 하자 집단원의 비수용적 반응을 보고 눈물을 보였다. 치료자가

아동에게 집단원들의 정서를 이해해 볼것을 요청하고 격려하자 교정행동을 하려

노력하였다. 후반으로 갈수록 치료자와 집단원들의 기분을 이해하고 감정을 수긍하

며, 이러한 변화가 집단원간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되돌아와 선순환을 일으켰

다.

아동14는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고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2회기 집단활동에

서 매우 집중하며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집단화가 완성된 후 집단원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자 웃으며 고마움을 표하였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잘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으며 자신의 작품에 대한 심상도 명확하게 설명했다.

아동15는 다른 집단원에 비하여 스트레스상황을 잘 견뎌내고 자신의 감정 또한

솔직하게 개방하는 모습이었다. 활동 초반에도 낯설어 하지 않고 치료자와 의사소

통하며 작업에 임하였으며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명

확하게 표현했다. 집단원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을 좋아하였고 다른 집단원들의 작

품에 대해서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것 또한 원활하였다. 이는 또래관계 내에서의

축적된 성공경험으로 인한 정서 인식 및 표현과 스트레스대처능력의 함양으로 보

여진다.

아동16은 프로그램 초반 지루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비참여적 태도를 보였

다. 3회기 소묘작업에서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회기 분노 표현

풍선 터뜨리기 활동은 활발히 참여하였으나 다소 산만한 행동으로 주위 집단원들

에게 불편감을 느끼게 했다. 치료자가 아동의 행동에 대해 격려와 더불어 집단원들

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행동교정을 요청하자 빠르게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 후

기로 갈수록 또래집단에서 수용적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개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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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임하는 태도도 의욕적으로 변화하였다.

아동17은 예민한 성향을 지녔으며 첫 회기 때 집단구성원이 실수로 몸을 부딪히

자 민감하게 반응하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부적응적 행동을 보였다. 개

인 미술활동과 집단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경직이 풀리고 점차 또래관계에서 적절

한 정서표현 방식을 채득하였다. 적절한 목소리톤을 유지하며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집단원들과 교정적 소통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동18은 충동의 조절이 어렵고 자신의 의도와 달리 과격한 행동이 나타나는 문

제가 있었다. 과격한 행동으로 집단에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반대로

작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치료자는 아동의 적극성을 칭찬하며 충동적

행동들을 작품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요청하였다. 아동은 미술치료 활동을 통하

여 자신의 욕구를 찾고 해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종결시기에는 부적응적 행동 조절

에 긍정적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아동19는 산만한 행동으로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프로그램 초반

집단원들을 배려하지 않고 뛰어다니고 발차기를 하는 등 에너지를 발산하였다. 착

석이 어려울 정도로 과잉행동을 하고 난 후 작품 활동에는 지쳐하는 경향이 있었

다. 개인적 작업에서의 과정을 즐기기보다는 주제에 맞춰 빨리 끝내려고 하는 태도

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경우가 축적된 좌절경험에서 오는 것이라 예상되었다. 치료

자가 아동의 행동을 수용하고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하여 욕구를 해소하도록 돕자

점차 자기 개방과 과제수행에 몰입하는 시간이 늘었다.

아동20은 또래보다 유아스러운 말투와 행동을 보였으며 위축되어 정서표현에 소

극적이었다. 프로그램 활동에서 내재된 우울이 자극을 받으면 조절을 더욱 어려워

했다. 초반 치료자와만 대화하려고 하며 집단원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

나 집단원의 작업태도와 완성된 작품에 영향을 받아 작업을 끝마치려 노력하였다.

3회기 이후부터 집단원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등 또래관계를 이끌어가려는 시도를

하였고 적절한 목소리 크기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터득해 나

갔다. 중기로 접어들자 집단원들의 작품을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작

품을 표현하였다. 집단미술치료활동을 통해 집단원들의 긍정적 역동에서 적절한 정

서표현을 배우고 자신감을 성취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21은 또래관계에서 울고 떼를 쓰는 정서표현방식의 사용과 함께 제자리에

착석하지 않고 치료자의 옆에 있으려고만 하는 등 미성숙한 행동을 보였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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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정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표출하는 것에도 서툴렀다. 2,3회기 작

업에서 아주 작은 소묘작품과 집단화 내에서의 소극적 표현 등 제한된 정서인식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치료자가 작품을 칭찬하자 몹시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부정감정을 표출하는 활동에서는 머뭇거리며 치료자와 활동하다가

풍선을 집단원들과 껴안아 터뜨리면서 점차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관찰되

었다. 종결에서는 집단원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며 눈물을 보였고, 집단

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는 집단원들의 상호작용을 보고 대리경험하며 또래관계를

위한 정서표현 방식을 스스로 교정한 것으로 보이며, 아동의 교정된 정서표현이

집단원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는 선순환을 일어나게 한 것이라 할 수있다.

아동22는 긴장과 수줍음이 많았고 학교생활에서 위축된 모습으로 부적응적 또래

관계를 호소한 경우이다. 활동 초반 집단구성원들과 대화없이 긴장한 채로 주위를

둘러보던 아동은 개별작업에서 매체를 탐색하는데 있어서도 망설임이 많고 선뜻

시작하기를 어려워하는 모습이 관찰 되었다. 아동은 집단원들의 개별 활동 과정을

유심히 살펴본 행동을 모방하여 자신의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집

단원들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학습하면서부터 집단원들에게 먼저 말걸기,자신의 작

품에 대한 발표하기 등 정서표현이 활발해지고 교정적 행동을 시도하는 등의 변화

를 보였다. 마지막 회기에서는 자발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

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미술활동을

하고 집단원들의 정서표현방식을 학습하면서 보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서를 인식

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동 23은 자신의 정서에 대하여 유아스럽고 의존적 행동으로 표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또래집단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우였다.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

서 “기분이 나쁘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등의 대화체로 부정적 정서표현을 주로 하

며 어째서 기분이 나쁜지, 어째서 기분이 좋은지에 대한 탐구를 거의 하지 않는 모

습이었다.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집단구성원들과 정서를 나누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 및 상대방의 작품에 대한 감상평 등을 이야기하면서 점

차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세분화된 정서표현을 활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마지막 회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가 나에게 풀과 가위를 빌려주어서 고마웠는

데 내 작품을 만드느라 말을 못해서 이번 기회에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덕분에

작품을 잘 만들 수 있었다.”라고 집단 구성원에게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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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 긴장감해소 및 라포형성

l 주제: 나는 ○○○이에요!

l 방법: 다른 사람 들이 지어준 별명이 아니라 자신이 불리었으면 하는 별칭을

짓고 명찰로 만든 후 그렇게 짓게 된 이유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l 색채 및 형태: 여자 집단원들은 대부분 캐릭터와 그림을 활용해 색의 대비가

크고 화려한 반면, 남자 집단언들은 검정과 파랑색 등 단색을 사용하고 단순

한 모양

l 공간사용: 자신의 종이 사이즈 안에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방으로부터 수용적 피드백을 받는 등 집단원들과 함께 정서를 공유하는 미술활동

을 진행하면서 사회성 또한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의 각 회기별 작품 관찰 및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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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 타인의 정서 이해

l 주제: 친구의 마음

l 방법: 조각그림을 보고 친구와 관련된 감정을 떠올려 개인작업활동 한

후 이어붙여 집단화 완성

l 색채 및 형태: 화려한 색채를 고루 사용하였으며 친구와 관련된 감정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주로 동물을 많이 연상하였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에 비하여 색을 꼼꼼히 칠하였으며 산만하다고 평가된 집단원들의 선은

날카롭고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경향이 있다.

l 공간사용: 자신의 종이 사이즈 안에 자유롭게 사용하였다.초반 정서인식

이 어려웠던 집단원들은 개인작품에서 공백을 많이 남겨두었으며 공격적

성향의 집단원들은 공간을 무시하고 종이 밖까지 마구 채색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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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 자신의 정서 이해

l 주제: 나의 마음

l 방법: 자신이 최근 느낀 감정이라는 비언어적 요소를 아이클레이,천사점토

를 이용해 소묘로 표현

l 색채 및 형태: 과반수의 집단원이 빨강,초록, 검정, 파랑, 노랑 등의 클레이

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하였으며 색의 혼합에 관심을 가지는 집

단원도 있었다. 매체가 주는 촉각적 느낌이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긍정적 작용을 하였다. 밝은 색을 사용하였지만 자신에 대해 뱀이라고 표

현하거나 화려하고 다양한 색을 사용하고 밝은 표정의 여자를 만들었지

만 ‘술주정하는 엄마를 표현 했으며 이것을 볼 때 화가 많이 난다.’등의 내

용 설명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집단원들의 양가적 감정이 표출

된 것으로 보이며 인식하기 어렵거나 회피하고자 했던 정서들이 비언어적

인 미술치료활동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 39 -

l 공간사용: 지면을 활용한 작업이 아니었으므로 작업 공간과 작품의 전체적

크기를 분석하였다. 활동 초반 정서인식에 무관심하였던 집단원들은 공간

의 사용에 있어서도 제한적이었고, 부정적 감정을 공격성으로 표출한 집단

원들은 주어진 공간 안에서 작업하기보다는 경계를 넘어 다른 곳까지 매

체를 분산시켰다. 그러나 이는 점토라는 매체에 대한 탐색과정에서 활동량

이 커짐에 따라 공간사용의 범위가 확장되어진 이유도 있다. 대부분의 집

단원들은 주어진 공간 안에서 매체를 주무르고 치대는 등의 탐색과정을

거쳐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4회기 :스트레스 이해 및 대처

l 주제: 나의 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l 방법: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적어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껴

지는 부정적 감정을 풍선에 그림으로 표현 후 터뜨리며 표출, 이후 감정변

화에 대해 이야기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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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색채 및 형태: 여학생들은 대부분 분홍, 노랑,주황,빨강색을 선호하였고 남

학생들은 파랑,초록,검정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활동 중반으로 갈수

록 풍선의 색을 고르지않고 다양하게 사용하였는데 집단활동으로 껴안아

터뜨리기를 하면서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특정색깔의 기피감이 해소되고

풍선이 갖는 본질적 의미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소심하고

소극적 태도를 보인 집단원들은 활동 초반 풍선의 크기도 매우 작았으나

집단활동을 하며 점차 크게 불어보는 시도를 하였다.

l 공간사용: 주어진 공간안에서 착석하여 개별 작업 후 집단활동 시 일어나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며,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떨어져 공간을 사용하였

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그 때 느낀 부정감정을 표출하는 시간

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집단원들이 의욕적으로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활동하였다. 한편으로 여학생들은 앞쪽에서, 남학생들은 뒤쪽에서 활동하

다 남학생들이 실수로 여학생과 부딪혔는데 이전과 달리 “미안해. 일부러

그런거 아닌데 미안.”이라고 표현하였다. 부정적 정서를 마음껏 표출하고

난 뒤 집단원이 심리적 안정을 느낌과 동시에 집단 내 긍정적 상호작용의

대리경험의 효과라고 보여진다.

5회기 : 정서표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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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제: 나의 꿈, 나의 소망

l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보고 주사위의 각 면에 글과 그림으로 표현

l 색채 및 형태: 검정, 파랑, 빨강, 노랑, 초록, 갈색, 분홍, 주황색을 고르게

사용하였으며 채색을 하지 않은 집단원도 있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치료

사가 이유를 물으니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색은 못 칠했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활동 초반 자신의 고집대로만 행동하던 아동에게

과제수행을 위한 조절능력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집단원 대부분이 완

성된 자신의 작품에 만족감을 표하였다.

l 공간사용: 대부분의 집단원들이 도안의 전체부분을 고르게 사용했다. 그림

이 어려운 아동은 그림을 그리거나 치료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작업수행

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였다. 공간을 채우지 못한 집단원도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에 집단원들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고 서로의 소망에 대

해 존중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6회기 : 정서표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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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제: 정서표현

l 방법: 개인별로 그리고 싶은것을 자유롭게 그린후 정해진 방향으로 돌려

가면서 친구의 그림에 주고 싶은 선물을 덧붙여 이어그리는 집단화

l 색채 및 형태: 화려한 색채를 고루 사용하였으며 친구에게 주는 선물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집단내 긍정적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서로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작업하였으며 여학생,남학생이 기피색, 선호색을 구분하지 않

고 그림에 어울리만한 선물을 그릴 때 필요한 색들을 사용하였다.활동초

반 프로그램에 무관심하고 참여가 저조했던 집단원들도 친구의 그림에

선물을 덧붙여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나무의 과일, 작은 하트,또는 나비와

별의 채색등의 작은 형태의 것을 만들었다.

l 공간사용: 종이 사이즈 안에 자유롭게 사용하였다.아동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공간사용의 크기는 달랐지만 다른 집단원이 그려놓은 부분을 침범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소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집

단원들간의 배려와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을 완성시켰으며 프로그

램이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도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존중하

며 작품에 애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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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1절 논의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의 정서

인식 및 표현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

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집단은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정서 인식 및 표현 점수가 더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을 위한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정서 인식 및 표현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인

식 및 표현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정서능력의 향상 뿐만 아니라 정

서행동문제가 감소되었음을 보고한 최은식과 방희정(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대상자들에게서 나타난 변화는 단순히 정서표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 뿐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해보면서 보다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미술활동은 미술을 매체로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고 언어적 표현을 쉽게 해주기

때문에 감정 정화와 더불어 자기표현을 증진시킨다(김미정, 강차연, 2008). 또한 미

술활동은 자기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아동들에게 수치심 없이 자신의 내적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하고 정화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Silver,

1993). 나아가 집단미술활동은 집단의 한 일원으로서 체험활동을 하게하고 집단 상

호간의 교류를 통해서 자기 성찰과 표현이 증진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안정선, 오승진, 2012). 미술치료란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인

간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정서적 반응을 탐구하고 문제점을 다루어 원만하고 창조

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심리 치료방법이다(정익현, 2011).

본 연구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중 자신의 정서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아이클레어와 같은 촉감적 매체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재빠

르게 인식하였고, 이를 통해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색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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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정서 인식과 표현에서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 중 한 명은 밝은 색을 사용하였지만 자신에 대해 뱀이

라고 표현하거나 화려하고 다양한 색을 사용하고 밝은 표정의 여자를 만들었지만

‘술주정하는 엄마를 표현했으며, 이것을 볼 때 화가 많이 난다’등의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미술매체는 활용되었다. 즉 스스로 인식하기 어

렵거나 회피하고자 했던 정서들이 비언어적인 미술치료활동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미술치료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법은 대상자

의 흥미와 자신감을 유도해 내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부담 없이 드러낼 수 있어 매

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다 깊은 관계형성과 통찰

을 얻을 수 있다(서아름, 이드보라, 2012). 이런 측면에서 아직 인지적 수준이 미성

숙한 학령기 아동들에게 집단미술치료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매

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미술매체는 언어적으로 표

현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의 내면의 생각, 감정을 여러 가지 매체로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김현영, 공마리아, 2008). 실제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대상

자들도 미술작품을 만들어가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다. 각

자의 작품을 완성시킨 후 감정을 나누는 시간에도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이 존중되

고, 각자의 작품에 대해 옳고 그름이 아닌 어떤 정서가 느껴지는지를 표현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의 정서 인식 및 표현 증진을 위한 프로그

램을 적용할 때 미술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학령기 아동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사

료된다.

둘째,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은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나 미술활동프로그램을 실시

하여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들(박지선, 2010; 서

아름, 이드보라, 2012; 이현주, 2011; 장윤진, 2010)과 유사한 결과이다. 스트레스 대

처능력은 아동·청소년기의 중요한 적응유연성(resilience)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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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힐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 즉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발전해가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대처능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Marton,

Golombek, Stein, & Korenblum (1998)은 역기능적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에

게 있어서, 위험요인에 대한 해로운 결과를 제거하고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옮

겨가도록 만드는 적응유연성의 요소가 바로 스트레스 대처능력이라고 주장한다.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자신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

아가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Rutter, 2002).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바람직한 행동이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미영, 2004). 따라서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상담 영역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전략으로

미술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유용하다. 학령기 아동의 인지적 수준을 고려하면, 단순

히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나 인지행동적 방법의 적용 보다는 다양한 매

체나 활동들을 접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권영란, 최봉실, 2015). 미술매체는

대상자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개인이 처한 스트레스 상

황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유옥현, 2008). 실제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인 아

동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참여자들

이 만들어 둔 작품을 통해 쉽게 이해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격적

인 성향이 강한 아동들은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된 분노를 표출하면서 미술

작품을 뭉그러뜨리며 완성하였고, 소극적인 아동들은 작품의 공간배치에 있어서 구

석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연관 지어 설명하

자 “좋은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완성품이네요.”라고 응답

하였다. 이처럼 아동들은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

신의 삶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체험하고 더불어 온갖 종류의 대처방식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스스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의 정서 인식 및 표현을 증

진시키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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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는 연구 수행 시 연구대상자를 선택함에 있어 특정 도시에 한정되어 선정하

였으며,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

과를 확인하는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제2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에게 전문적인 정서적 지원 및 집단상담 방

법으로서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동의 정서 인식 및 표현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G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실시

한 CPSQ 총점이 13점 이상으로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관심군으로 선별된 학령기

아동 중 해당학교의 상담교사로부터 의뢰된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

로그램은 2015년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세 집단으로 나누어 7∼8명의 아동을

각 집단으로 구분한 후 매 주 1회기 90분으로 총 6회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집

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정서

인식 및 표현과 스트레스대처능력이 증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서행동문

제를 지닌 아동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정서 인식 및 표현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정서에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령기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직접 교사가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을 대상으

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상담

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의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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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술심리치료학를 전공하고 있는 신명진 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대처능력 및 정서 인식 및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서 인식 

및 표현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문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익명으로 작성되며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이해하였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서명: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정에 항상 행복한 웃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06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술심리치료전공

연구자 신명진 올림

     

 설문 작성 시 다른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신명진 010-000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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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설문지

[인구사회학적 특성] 

☻ 해당되는 곳(번호)에 ü를 표시해주세요. 잘 모르겠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1. 성별 ( 남   /    여)

2. 학생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① 부모님과 같이 산다.            ② 아버지하고만 같이 산다.    

 ③ 어머니하고만 같이 산다.        ④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다.☞(그럼 누구와 사나요:        )

3. 학생이 생각하기에 우리집의 가정 생활수준은 ?

 ① 잘 사는 편이다    ② 중간정도이다    ③ 잘 못 사는 편이다 

4. 학생이 생각하기에 우리집의 가족 분위기는 _______  

 ① 화목하다          ② 보통이다        ③ 화목하지 않다   

5. 학생이 생각하기에 학급에서 나의 성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상위권           ② 중위권           ③ 하위권 

6. 학생의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① 만족한다        ② 보통이다          ③ 만족하지 않는다. 

7. 학생의 친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

 ① 한 명도 없다    ② 1~3명      ③ 4~6명      ④ 7명 이상

☻ 다음은 학생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ü를 표시해주세요. 

1.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① 좋다    ② 보통이다  

      

2.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머니와 관계가      ① 좋다    ② 보통이다   

3.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학교 선생님과 관계가  ① 좋다    ② 보통이다    

4.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친구들과 관계가       ① 좋다    ②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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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어떻게 해서든지 내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2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해결하려고 하였다.

3
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보았

다.

4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따랐다.

5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6
비록 나에게 어려운 고민거리였지만 재밌고 가볍게 보

려고 노력했다.

7
그와 같은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커가는 하나의 과정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8 고민에 대해 편안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였다.

9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마음먹었

다.

10
비록 고민을 해결 못해도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11 잠시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하였다.

12
운동이나 놀이를 하면서 생활의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

다.

13 재미있었던 생각을 떠올리며 시간을 보냈다.

14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등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노

력했다.

15 일기를 쓰거나 낙서를 하였다.

16 기적이 일어나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상상해 보았다.

17 그 고민거리가 잘 해결된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스트레스대처능력]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나의 상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ü를 표시해 주세요. 잘 모르겠으면 손

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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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았다. 

19 어려움을 잘 해결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20 누군가 내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다.

21 나의 능력이 부족함을 원망해 보았다.

22 고민이 생긴 이유를 내 탓으로 돌렸다.

23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24 이까짓 어려움도 해결 못하는 나에 대하여 화가 났다.

25 모든 잘못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였다.

26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였다.

27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려 부수었다.

28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오락을 하였다.

29 우울해하거나 소리내어 울었다.

30 모든일이 귀찮아 잠이나 잤다.

31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32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거나 의논하였다.

33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34 친구들에게서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고 하였다.

35 문제 해결을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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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내 감정을 감추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종종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7 사람들은 내가 내 감정에 대해 더 자주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가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설명할 단어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당신이 진정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줄 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 감정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화난 이유를 종종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주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정서 인식 및 표현] 

J 아래 문항들은 평소에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각 문항별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답에 ○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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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지도안

차    시 1/6 지도교사 000

단    원 나는 ○○○ 이에요! 장    소 000주민센터

학습주제 ○ 프로그램 소개 및 사전평가 소요시간 약 90분

학습목표

○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이해한다.

○ 집단의 규칙을 이해한다.

○ 서로를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친구를 이해하며 구성원간의 친밀감을 형성한다. 

학습자료 출석부, 명찰, 프로그램 안내 판, 도화지, 사인펜, 색연필, 글루건, 사전평가지, 볼펜,가위

단    계 내    용 자    료

활동절차

사전평가 실시

- 사전평가지를 나누어 준다.

- 사전평가지의 목적을 설명하고 사전평가지를 실시한다.

사전평가지,

볼펜

<활동1> 프로그램 소개

- 센터와 진행선생님을 소개한다.

- 프로그램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소개한다.

프로그램 

안내판

<활동2> 프로그램 규칙 정하기

- 21명을 3조로 나눈다.

- 각 조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지켜야할 규칙을 3가

지씩 정한다.

- 집단원 중 리더를 한명 뽑는다.

- 3개조의 규칙을 리더가 정리한다.

- 집단원이 함께 지켜야할 규칙판을 함께 꾸민다.

- 정리한 규칙판을 다함께 읽고, 지킬 것을 약속한다.

도화지, 싸인펜,  

크레파스,색연필 

등

휴식시간
<활동3> 자기소개하기

- ‘나는 누구일까요’에 개별로 기록한다.

- 작성한 자기소개 내용을 짝에게 말하고 짝이 그 내용을 집

단 전체 구성원에게 발표한다.

‘나는 누구일까

요’ 기록지, 볼

펜

<활동4> 별칭 만들어 명찰 만들기

- ‘자신이 불리우고 싶은 별칭’을 떠올린 후 그린다.

- 도화지 공간 안에 자유롭게 글과 그림으로 명찰을 만든다.

- 완성된 명찰 안에 무엇을 표현했는지 이야기해 보고 느낌

을 이야기한다.

도화지, 사인펜, 

크 레 파스 , 색 연

필,글루건,가위

마 무 리
○ 1회기 내용 정리하기

○ 다음 회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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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2/6 지도교사 000

단    원 친구의 마음 알기 장    소 000주민센터

학습주제 ○ 타인의 정서 인식 및 표현 소요시간 약 90분 

학습목표
○ 친구에 대한 감정을 떠올린 후 정서를 공유한다.

○ 서로 개인의 특성과 감정을 이해한다.

학습자료 출석부, 명찰, 규칙판, 색도화지, 사포지, 오일파스텔, 색싸인펜

단    계 내    용 자    료

활동절차

<활동1> 활동소개하기/규칙 함께 읽기/워밍업게임(둥글게둥글게) 

- 2차시 활동을 안내한다.

- 함께 정했던 규칙을 읽고 지키도록 다짐한다.

- 워밍업게임을 통해 프로그램의 흥미와 참여율을 높인다.

프로그램 

안내판

<활동2> 개별 구성원 간 성격이해하기: 동물 표현

- 10분간 눈을 감고 자신을 상징하는 동물을 생각해본다.

- 전체에게 자신의 성격을 동물로 의인화하여 발표하고 서

로 개인의 특성을 이해한다.

휴식시간

<활동3> 타인의 정서인식 및 정서공유: 나누어 그리기를 

통한 집단화

- 친구와 관련된 기억, 느낌 떠올려보기

-떠오른 감정 개별작업하기

-개별 작업한 조각그림 모아서 대형 집단화 만들기

색도화지,사포지, 

색연필 오일파스

텔, 색싸인펜

마 무 리

○ 2회기 내용 정리하기

○ 느낀 점 이야기하기

○ 다음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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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3/6 지도교사 000

단    원 나의 마음 알기 장    소 000주민센터

학습주제 ○ 자신의 정서 이해 소요시간 약 90분

학습목표
○ 자신의 내면 탐색을 통해 정서를 인식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

○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긍정적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다.

학습자료 출석부, 명찰, 규칙판, A4용지, 아이클레이, 천사점토

단    계 내    용 자    료

활동절차

<활동1> 활동소개하기/ 규칙 함께 읽기

- 3차시 활동을 안내한다.

- 함께 정했던 규칙을 읽고 지키도록 다짐한다.

- 워밍업게임을 통해 프로그램의 흥미와 참여율을 높

인다.

규칙판

<활동2> 나의 감정 알기

- 10분간 눈을 감고 최근 자신의 감정을 떠올린다.

- 내가 느낀 감정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A4용지, 필기도구

휴식시간

<활동 3>나의 감정을 실제로 표현하기

- 아이클레이와 천사점토를 이용해 감정을 실제로 만

들어 본다.

- 매체를 빚고 주무르고 치대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 완성된 작품을 보고 집단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클레이, 천사점

토

마 무 리

○ 3회기 내용 정리하기

○ 느낀 점 이야기하기

○ 다음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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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4/6 지도교사 000

단    원 나의 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장    소 000주민센터

학습주제 ○ 스트레스 이해 및 대처 소요시간 약 90분

학습목표
○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대처 방식을 평가한다.

○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정서를 표현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학습자료 출석부, 명찰, 규칙판, 포스트잇,칼라풍선, 네임펜, 필기도구

단    계 내    용 자    료

활동절차

<활동1> 활동소개하기/ 규칙 함께 읽기

- 4차시 활동을 안내한다.

- 함께 정했던 규칙을 읽고 지키도록 다짐한다.

규칙판

<활동2>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때는 언제일까?

-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표현방법이 화내기, 참기, 표현하기 중 주

로 어떤 방법인지 알아본다.

휴식시간

<활동 4> 스트레스 발산 및 대처, 풍선터뜨리기

- 다양한 재료와 아이디어로 부정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

서 표현을 하고 개성을 드러낸다.

- 풍선을 터뜨리며 부정정서를 표출하고 스트레스를 발산한

다.

풍선,포스트잇, 

싸인펜, 바늘, 

필기도구,네임펜

마 무 리

○ 4회기 내용 정리하기

○ 느낀 점 이야기하기

○ 다음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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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5/6 지도교사 000

단    원 나의 꿈, 나의 소망 장    소 000주민센터

학습주제 ○ 정서표현 1 소요시간 약 90분

학습목표
○ 개인의 긍정 정서를 알고 표현할 수 있다.

○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체화 할 수 있다.

학습자료
출석부, 명찰, 규칙판, 두꺼운 도화지, 주사위 도안, 색싸인펜, 색연필, 풀, 가위, 

필기도구

단    계 내    용 자    료

활동절차

<활동1> 활동소개하기/규칙 함께 읽기/워밍업게임(빙고게임)

- 5차시 활동을 안내한다.

- 함께 정했던 규칙을 읽고 지키도록 다짐한다.

- 워밍업게임을 통해 프로그램의 흥미와 참여율을 높인다.

규칙판, 필기도

구

<활동2> 나의 정서 인식 및 표현하기

- 각자 원하는 것(소망하는 것)을 떠오르는대로 적는다.

- 그 중에서 덜 원하는 것을 차례대로 지워본다.

- 6가지가 남았을 때, 자신이 남긴 원하는 것들을 발표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눈다.

두꺼운 도화지, 

필기도구

휴식시간

<활동3>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해서 표현하기

-개인이 남긴 6가지의 원하는 것을 주사위의 각 면에 표현하

기

-완성된 작품을 설명하며 피드백 나누기

주사위 도안, 색

싸인펜, 색연필, 

풀,가위,

마 무 리

○ 5회기 내용 정리하기-소망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

법 토의

○ 느낀 점 이야기하기

○ 다음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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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6/6 지도교사 000

단    원 마음으로 주는 선물 장    소 000주민센터

학습주제 ○ 정서표현2 및 프로그램 종결 소요시간 약 90분

학습목표

○ 타인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긍정적 정서를 공유한다.

○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한 정서표출 방식을 시도하고 적절한 정서표출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

학습자료
출석부, 명찰, 규칙판, 사후평가지, 필기도구, 4절지, 오일파스텔, 색싸인펜, 색

연필,

단    계 내    용 자    료

활동절차

<활동1> 활동소개하기/규칙 함께 읽기/워밍업게임

- 6차시 활동을 안내한다.

- 함께 정했던 규칙을 읽고 지키도록 다짐한다.
규칙판

휴식시간

<활동3> 변화에 대해 피드백 나누기

-나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발표한다.

-집단 구성원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발표한다.

- 서로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칭찬과 지지를 해준다.

<활동 4> 프로그램 종결 및 사후평가지 작성

-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나눈다.

- 사후평가 및 만족도를 작성한다.

사후평가지, 만

족도, 필기도구

마 무 리
○ 선물교환 및 수료증 증여

○ 프로그램 종결
선물,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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