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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Using

Art Therapy Program by Generations

- Focused on Jeollanam-do Yeongam-gun -

Lee, So-Ra
Advisor: Prof. Lee, Jin-Wook, Ph.D.
Department of Design,

(Art Psychological Therap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to Yeongam-gun

treatment service organizations through researches on the recognition of the

art therapy programs and the satisfaction of the use of the generations

situation of the art therapy service generation. Therefore, we want to help

improve the operation of treatment service institutions and revitalize art

therapy services.

For about three weeks in April 2017, with the utilization of using art

therapy program, visited to the institutions art therapy program in connection

with Yeongam-gun and then distributed and collected questionnaire sheets

through an indirect research method. Total 250 sheets were distributed

however, 221 sheets were used to be inappropriate for the analysis as they

were answered unreliably. Collected data went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by using SPSS for windows 20, and to verify

the questionnaire sheets’ validity and collected data’s reliability analysi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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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lower the age,

appropriate in the overall awareness of the art therapy program and the

interest and preference for art therapy was higher in the treatment area.

In the program utilization survey, the motivation for using the program was

the highest in the group programs such as after school and workshop, and

the duration and frequency of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were found to be

short.

In the survey on whether the art therapy services were continuously reused

and invited to others, a positive evaluation was noticed.

The investment value satisfaction has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reuse, but the cost and transportation satisfaction are in urgent need of

support due to the negative effect on reuse intention.

The need for positive aspects of us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bring

to the satisfaction of local resources by improving the quality of

transportation and therapist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ely

work on systematic treatment facilities and art therapy programs through

mutual cooperation with municipalities and therapeutic servic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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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미술치료는 자발적 자기표현을 조형 활동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감정과 갈

등을 조절하고 사고와 사회적 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언어적 커뮤니

케이션 기법으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유용한 치료 영역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미술치료는 1990년 국내에 학문적으로 소개된 이래로 다양한 분야

와 접목되며 보안 대체의학의 한 영역으로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병원뿐 만아니라 재활, 상담, 특수교육, 노인시설, 사회교육 및 자기성장 프로그

램 등에서도 널리 활용되며 빠르게 적용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신우정, 2011).

본 연구는 전라남도 영암군을 중심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 서비스 현황 및

이용실태와 인식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지역 내 미술치료 프로그램 서비스 활

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향후 개선 방

향에 대한 지역 서비스 기관 운영과 치료 서비스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영암군에서도 다양한 치료형태와 각 대상에 맞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서비스

가 도입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의 치료

서비스의 폭이 넓어 졌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으나 체계적 시스템과 프로그램

질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점차 다양한 측면에서의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참여 대상에 대한 세대별 분석과 특성을 정확히 파

악하여 프로그램 만족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암군은 영암읍과 삼호읍인 2 곳의 읍과 9 곳의 면으로 행정구역상 구분되

며 월출산에 둘러싸인 농촌형태와 대불 산업단지에 위치한 도시형태의 복합적

지역이다. 두 곳의 읍이 서로 다른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도시농촌 복

합형태의 지역이며 인구의 규모는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지방 중소도시 군 지

역 단위에 속한다.

근래에는 혁신도시 및 도농복합형 도시라 하여 기존 농어촌의 1차 산업 형

태의 지역에 공공기관 및 산업단지 이전을 계기로 대규모 주택단지와 서비스

관광기관이 들어서면서 시, 군 단위의 지역이 단순히 농촌의 기능뿐 아니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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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서비스, 기업 등이 상생하여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는 인구가 함께 모여 사

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농촌 지역이라 분류되는 곳에서도 문화

서비스 및 치료에 대한 관심도와 주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복지 서비스와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영암군과 가까운 광주광역시 및 목포시, 나주시와 비교하였을 때 인구

대비 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며 영암군에 거주하는 치료

서비스 이용주민 대부분은 복지, 치료적 차원을 위한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목

포시, 나주시 등 약 1시간 이상의 거리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며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영암군에서도 사회 복지적 측면으로의 치료 서

비스에 대한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있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적 연구와 체계적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아동을 대상으

로 운영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서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노인,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방향을 바탕으로 실제적 요구와 평가

를 인지하여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

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용실태와 인식 및 만족 여부를 알아보고 영암군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써 기존 치료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제2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위와 같이 현재 영암군에서 제공되고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을 경험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

현황, 서비스 만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역 내 기관에서의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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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미술치료 서비스에 대한 세대별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한 이용자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용실태 현황은 어떠한가?

넷째, 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만족은 어떠한가?

다섯째, 미술치료 프로그램 재이용의사에 대한 선택속성1) 요인들의 영향

력 관계는 어떠한가?

1) 이용자의 선호행위와 서비스 이용의 결정, 재방문 등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는 속

성을 결정적 속성 또는 선택속성이라 한다(Lewi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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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미술치료의 이해

1. 미술치료의 개념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치료에 활용하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심리발달, 생활적응, 심리치료, 정신건강과 함께 다양한 목적

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정현희, 2008).

미술치료는 미술과 치료라는 두 영역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이론관점과

임상관점이 학자와 만나 미술치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념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의학적 기준, 심리학적 기준, 교육학적 기

준, 인간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발전되고 있는 치료 영역이다(정여주,

2014).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울만(Ulman)이 1961년 Bulletin of Art Therapy의

창간호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대표학자는 나움버그(Naumburg), 크레머

(Kramer), Ulman이 있으며 학자들의 여러 입장 가운데에서도 미술치료는 심

리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자발적 미술활동을 통해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

기표현을 통해 자아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최외선, 이근매, 김갑숙, 최선남,

이미옥, 2006).

오늘날 미술치료는 단순히 치료 뿐 만의 개념이 아니라 상담 및 교육, 재

활, 사회 문화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미술이

라는 내담자의 내재된 표현이 상징화된 매체로써 치료자와의 사이에서 치료

라는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된다. 첫 번째

의미는 미술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어 치료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미술이라는 매개체가 상징적으로 전달되는 회화로써 본질적

으로 미술치료를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법에의 도입수단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본다. 다른 의미에서는 미술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예술을 창조하는 행위야

말로 치료적인 의미로 마음이 병든 사람을 재통합하는데 현실과 공상, 의식

과 무의식을 융합하는 예술이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전정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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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접근방법이나 적용대

상에 따라 정신요법적 미술치료, 재활적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적 미술치료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미술치료는 결국 이미지 표출과정에 있어서 비언어

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 우의를 차지하고 있다. 언어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에서 지금까지 상실, 왜곡, 방어, 억압되어 있던 자상, 자신의 세계관을

재발견하여 자기 동일화, 자기실현을 꾀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최외선 외,

2006).

또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영적안녕을 건강의 중요한 요

인으로 강조하며 미술치료가 인간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환경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육체와 정신 및 영혼의 관계를 총체적 혹은 통합적으

로 볼 수 있어 즉 치유, 예방, 자기계발 및 영적 성장의 영역으로 발전해 나

가야 한다(정여주, 2014).

위와 같이 미술치료는 다양한 시각에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효과의 목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심신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게 미술이라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치

료 또는 치유되는 의미로서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2. 미술치료의 역사

미술치료 역사는 선조들이 동굴이나 벽에 심상으로 의사소통을 하던 선사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19C 후반 무렵 현재와 같은 미술심리

치료의 특성을 갖춘 심리적 상태를 그림을 통해 이해하는 시도가 시작되었

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미술치료가 소개된 것은 1990년대이며, 정신병원

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도되어 왔으며 이후 학회의 학술연구뿐 아니라 임

상 사례를 통해 산발적으로 주를 이루던 국내 미술치료는 1992년 한국미술치

료학회 창립을 시작으로 60차례 이상의 임상전문가를 위한 세미나 및 연수

등으로 전문가 양성에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국내 최초로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내 미술치료학과가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었고, 2005년 다양한 학계인사 및 의료진, 전문가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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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가 창립되면서 통합의학으로 미술치료가 시작되었

다(전정민, 2010). 이후 미술치료전공 대학원 과정이 전국에 설립되면서 많은

석사, 박사 과정의 미술치료전공 졸업생이 배출되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논문

과 사례가 발표되어 점차 임상영역에서도 미술치료 영역이 확대되어가는 추

세이다. 20세기 이후에는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미술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위한 일종의 배출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자아를 발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학문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

렀다(송은수, 2010; 신우정, 2011).

미술치료는 20세기 후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더욱 활성화되면서 그림

검사는 보다 전문화, 세분화 되었다. 그리고 그림검사가 다른 심리평가의 보

조적인 검사도구로서가 아니라 주된 평가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주리애,

2015).

우리나라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초기에 민간차원의 사설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점차 2007년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지역사

회복지차원의 사회서비스로 정착되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미술치료의 학문적 접근에 대한 통합적 체계 부족과

치료인식 부족에서 오는 미비한 지원책과 인력, 운영 면에서도 함께 발전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술치료사라는 직업 또한 국가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설 자격 남용 등 학문적 정리와 일관된 프로그램 통합적 매뉴얼로 확

대되고 있는 치료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치료사 관

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

3. 미술치료 프로그램 기법

오늘날 아동 뿐 만 아닌 성인, 노인 등의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목적을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 기법 중 대표

적인 15가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 기법은 전문

서적 또는 미술치료 관련 도서를 통해 공통적 프로그램 방법에 관한 지시어

및 매뉴얼을 잘 숙지하여 객관적 진단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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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특성에 따른 대상 및 매체에 대한 사용 등은 치료사의 개인적 자질에 따

라 내담자의 효과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니 내담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⑴ 인물화검사(Draw-A-Person Test, DAP) : 한 사람을 완성하여 그린

후 반대되는 성을 그리며 무의식적 인물에 대한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⑵ 색채 심리진단 : 임상적인 색의 의미를 대입하여 내담자의 심리 및 상

황에 대한 일시적인 판단을 진단할 수 있다. 일본학자 쯔까도리는 “색의 감정

이나 이미지는 인간마다 복잡한 경험에 의한 것이므로 하나로 단정하기는 힘

들고 나이가 어릴수록 원색계통을 좋아하며 일반적인 개념은 어른과 비슷하

다.”고 했다.

⑶ 집-나무-사람 검사(House-Tree-Person Test, H-T-P) : 집-나무-사람

순으로 그림을 그리며 표준화된 분석 자료를 통한 형태, 그림의 크기, 위치,

필압과 선의 농담, 대칭, 세부묘사, 생략 및 왜곡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아에 대한 심리 및 정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⑷ 동적 집-나무-사람검사(Kinetic House-Tree-Person Test, K H-T-P)

: HTP가 동작을 포함한 변형된 검사이며 진단의미는 같다.

⑸ 동적 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KFD) :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을

모두 종이 한 장에 그리며 인물에 움직임을 첨가하여 그리는 검사이다. 동적

가족화는 인물에 역동성이 더해져 가족화가 전달할 수 있는 풍부한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며 가족 관계와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⑹ 나무그림 검사(Tree Test) : 나무가 개인의 무의식에 있는 감정을 반영

하여 삶의 내용 및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⑺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Draw-A-Person-In-The-Rain Test) : 비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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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을 외적 스트레스로 상징화하여 상황에서의 극복과 적응에 대한 반응

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⑻ 풍경구성법(Landscape Montage Technique, LMT) : 풍경 적 구성요소

인 강, 산, 밭, 길, 집, 나무, 사람, 꽃, 동물, 돌의 순서로 표현 후 추가로 그리

고 싶은 것을 그려 하나의 풍경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림을 완성함으로써 각

요소들의 연관성과 의미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원래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

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그림검사이며, 현재는 독

자적 가치가 인정되어 특히 모래놀이치료와 함께 즐겨 활용되고 있다.

⑼ 난화 이야기 법 : 선을 자유롭게 그린 후 이미지화하여 이야기를 꾸며

나가는 것이다. 자유로운 선에서 표현되는 무의식 속 심리를 표출하게 해주

는 장점이 있다.

⑽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Family Centered Circle Drawing, FCCD) : 원

테두리 중심에 각각 따로 부, 모, 자신을 그리는 방법으로 내재되어 있는 부

모와 자신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또한 PSCD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는 원

테두리 안에 부모와 자신을 함께 그려서 진단하는 검사방법이다.

⑾ 학교생활화(Kinetic School Drawing, KSD) : 학교 친구와 선생님, 그

리고 자신을 그리며 내담자의 학교생활을 분석하는 것으로 학급 내 위치와

역할, 적응상태 등의 환경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주로 아동 또는 청소년에

게 적합하다.

⑿ 물고기 가족화 : 가족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 상황과 가족 간 의사소통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 간의 성격 등의 표출되는 그림검사이

다.

⒀ 동물 가족화 : 내담자 본인의 대상의 눈에 비친 가족의 모습을 상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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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아보며 가족의 구성원을 동물로 표현해서 그리는 것이다.

⒁ 새 둥지화 : 투사적 그림검사로 엄마와 자녀 간 애착 안정성을 평가하

기 위해 개발되었다.

⒂ 9분할법 : 한 면에 복잡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이미지를 주제에 맞게 각

대상에 따른 이미지로 다양하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친

구, 가족에 대한 관계와 심리적 이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림검사

이다.

4. 미술치료의 대상 및 적용영역

미술치료의 대상은 내재된 감정에 대한 표현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유아

부터 노인, 장애인 등 모든 대상을 내포할 수 있으며, 미술치료가 모든 사람

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체, 정서 발달 부분에서 더디거나 사회

적 환경 속에서 부적응하는 경우, 트라우마를 겪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

나 정서적으로 힘들어 상담과 함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

다.

선행연구나 연구자의 임상경험 등을 종합하여 적용대상의 예를 제시하면

정신질환자(정신분열증, 우울증), 심신장애인(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정서장애 및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중복장애, 언어장애

등), 비행청소년(폭력, 절도), 이혼(별거)부부, 가족관계 개선, 근친상간, 성폭

행, 노인치매, 노인상담, 신체질병자 등의 심리안정 등으로 확대되어 있다(이

근매, 조용태, 2014).

또한, 미술치료 대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미술치료사의 역할

과 관련 기관에서의 임상훈련 현황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51.7%

로 가장 많아 미술치료가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장은경, 2009). 국내 미술치료연구에서 7세 이상 초등학생이 32.7%

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성인이 29.9%, 중·고등학생이 21.1%로 나타났으며 만

4~6세 미취학 아동은 11.9%, 65세 이상 노인 4.3%, 만 3세 이하 영아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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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김수빈, 2008). 문제 유형별로는 일반문제현상 36.8%, 발달

및 학습장애 10.3% 순으로 나타났고, 신체장애 1.2%, 섭식장애 0.8%는 아주

미비한 비중을 차지하였다(김은화, 2015).

미술치료는 정신병과 발달 장애 등 언어적 접근이 어려운 영역에 주로 활

용되다가 점차 일반적인 부적응이나 부모교육, 일반인의 자아성장 또는 인간

관계 개선 등에도 다양하게 적용되었으며,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며 적용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김혜정, 2014; 김은화,

2015).

문정선(2012)은 바우처 실행기관 중 84.6%가 미술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발달재활서비스의 영역에서 미술치료 영역이 31.9%로 음악치료 18.8%, 행동·

놀이·재활심리 영역 20.3%, 기타치료 영역 29.0%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미

술치료 서비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화, 2015).

근래에는 보편화된 미술치료 프로그램만 아니라 북 아트, 스토리텔링, 레

크리에이션, 전통놀이, 원예, 호흡명상, 웃음치료 등 내담자의 흥미를 함께 이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

다. 치료 프로그램은 내담자의 각기 다른 개성과 취향을 파악하여 미술치료

사의 자질 안에서 한 분야만 고집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화를 주어 내담자

의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미술이라는 한 치료 영역에서 다양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열린 사고

와 흥미를 북돋아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치료효과로 적용될 수 있겠다.

5. 미술치료의 효과

미술치료는 다른 치료영역과는 달리 비언어적, 창의적, 무의식적, 공간 및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다양한 장점 및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심리치료의 한 영

역으로서 내담자들의 필수적 치료 기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술치료를 통해

내담자의 작품으로 하여금 심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감정 또는

새로운 통찰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특히 미술에서는 무의식에서 비언어적

자신의 경험과 내재된 감정이 표현되므로 특히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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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으로 표현이 힘든 대상에게 더욱 효과적인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도

구가 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연결고리로 적용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미술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대상인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학교미술치료란 학생개인의 학교 부적응에 대한 치료와 예방뿐 아니라

교육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환경 체계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치료적 정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옥금자, 2008). 와드슨(Wadeson)은 학교 미술치료를 통

한 미술표현이 학생들의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며 통찰력을 향상시켜서 학습

과 발달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는데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인 학생의 복지가 최우선이라는 방향에서 학교 미술치

료는 이루어지고 있다(신상은, 2014).

홍주연(1997)은 미술치료가 장애아동의 행동개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감정발산의 매체 역할을 하여 집중성과 참여도 등에 영향을 미쳤다

고 보고 하였고,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수업일탈과 대인회의행동 개선에

미치는 영향(송인숙, 1999)에서는 ADHD아동의 문제행동을 완전히 소거하지

는 못했지만 수업중의 참여와 대인관계에 대한 회피반응이 소거되었다고 보

고하였다(신상은, 2014).

미술치료는 그림과 작품을 통해 내담자에 대한 문제점을 거부감 없이 진

단할 수 있게 하고, 집중을 통한 자기통찰과 동시에 지속적인 미술치료활동

은 사회참여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 긴장

완화, 감정표출, 타인이해 및 대인관계 향상, 정서안정, 자존감 향상, 집중력

향상 및 감정조절 등의 효과(임유미, 2013)를 보고한 바 있다.

백수화(2008)는 미술치료가 결국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반복적으

로 시행함에 따라 언어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에서 지금까지 상실, 왜곡,

방어, 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자기상과 자신의 세계관을 재발

견하여 자기를 동일시 또는 자기실현을 꾀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전미향(1998)은 미술치료가 심리활동에 미술을 도입한 것으로 미술이라는

매체는 내면의 감정 및 자기표출을 쉽게 해주며, 내재된 긴장이나 불안을 완

화시켜줌으로써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 내에서 자기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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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과정을 통해 자기통찰과 자발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

다.

미술치료는 스스로 작품 또는 그림참여에 직접 몰두함으로써 내면에 있는

긴장과 불안, 갈등요소를 극복해 내는 치유력을 기르게 되며, 표현력이 상승

함으로써 자유로운 감정과 고통과 괴로움의 감정을 드러내는 용기를 통해 작

업하는 과정 안에서 정신적인 승화와 부정적인 감정을 약화시키는데 큰 효과

를 보일 수 있다.

미술치료라는 영역이 다른 치료영역과 비교하였을 때 가지는 긍정적 특성

과 입증된 효과적 측면으로의 입장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여 더욱 체계적인

자료가 지속적으로 규명 되어야 할 것이다.

6. 우리나라 미술치료 운영시설의 현황

우리나라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시설은 크게 민간과 공공기관으로 구분

되며 세부적으로는 치료센터 및 상담소, 병원, 재활센터, 어린이집, 종합사회

복지관, 문화센터,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미술치료를 시행하는 민간 미술치료기관은 대체적으로 개인이

나 법인이 운영하는 상담치료센터, 심리치료센터 또는 백화점, 문화센터 등

기업 내 운영되는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신상은, 2014). 상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및 수요의 증가와 아동발달 부분에서의 지연 및 학교부적응

등의 원인의 증가와 기계화된 시스템 등에서 비롯된 원인들로 인한 많은 문

제점들이 상담 및 치료 시설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객관적 자료에 대

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과 서구의 심리치료자를 비교한 주은선(2004), 베(Bae)와 올린스키

(Olinsky) 2003의 연구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와 상담자들이 개업을

하는 비율이 미국 47.4%, 노르웨이 43.3%, 독일 39.8%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개인 사설치료 10.8%에 비해 높다(신상은, 2014).

기관특성상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치료기관에서의 치료분야가 미술치료

의 하나의 영역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시스템화 되어 있

지 않아 언어, 음악, 놀이, 연극 등 상담을 통한 상호 선택에 의해 통합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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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민간기관에서의 재정적 운영실정과

연관되어 치료사의 임금 등의 이유로 한 명의 치료사가 미술, 음악, 놀이, 언

어 등 민간자격 또는 학위를 통해 다양한 치료영역의 자격이 갖추어져있다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종합사회복지관의 미술치료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심리

치료 분야로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예방적 치료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김혜정, 2014). 또한 사설의 민간치료시설

이나 병원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어 저소득층,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대상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신상은, 2014). 장애

아동 발달재활서비스나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통해 치료분야에 대

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지역 사회복

지관련 서비스 분야 내 미술치료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장현정,

2010).

현재 미술치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미비점과 관계기관의 미술치료에 대

한 정보부족으로 체계적 연구가 시급하여 미술치료가 아직 국가공인 직업으

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미술치료를 위한 학문적 연구뿐만 아

니라 실제 임상을 위한 치료계획, 진단, 프로그램, 평가, 대화기술 등에 대한

연구와 임상이 각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정

여주, 2014).

이에 근래에는 치료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내담자가 직접 치료

기관으로 찾아가는 형태뿐 만 아니라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더라도 학

교(유치원), 교육청, 각 지자체 복지시설, 도서관 등 전 연령의 지역주민을 대

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일시적 또는 단기간에 예방적 차원이나 홍보

를 위한 목적으로 수강 및 자격양성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대상의 영역이 보편화 되고 있다.

7. 미술치료 서비스 만족도

미술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란 서비스(미술치료 프로그램 내용, 치료사

자질, 치료환경 등)에 대한 내담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기대에 의해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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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경험 후 주관적이고 기대의 충족에 대한 객관적

기군에 좌우될 수 있는 만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최윤정,

2000).

만족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론에는 첫 번째로 욕구 이론에서의 만족은 개

인의 심리적, 물질적 욕구의 충족 정도가 만족이라는 이론으로 모든 사람들

에게 유사하며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대이론에서의 만족은

고객의 만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치이론에서의 만족이란 어떠한 직무에서 개인적 가치를

자신이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만족도가 직무만족도가 해당된다. 네 번째는 불일치이론에

서의 만족은 개인이 지각한 것과 실제 지각한 것과의 차이를 통해 만족이 결

정된다고 인식하며 전제는 사람에 따라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형평이론에서의 만족은 개인이 지각 한 것과 실제 지각 한 것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박경제, 1995).

이러한 만족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담자에 대한 사전 정보와 특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계

획하여 운영하는 치료사에게 질적인 자질향상과 내담자의 전반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내담자의 만족도가 낮을 경우에

는 원인 분석 및 피드백 공유 등 부족한 결과에 대한 운영적측면의 반영을

즉시 실행하여 개선의 여지와 시도를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혜진(2007)은 만족도라는 의미를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

용자의 기대감에 대한 서비스 수준 간의 차이라고 하였으며, 즉 서비스 이용

전 갖게 되는 사전기대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이용자가 갖게 되는 실

제 평가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프로그램이 갖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알아보

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와 연결하여 볼 수 있으며, 프로

그램 평가에 대한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자면 첫째는 프로그램 운

영의 성공 여부에 대한 반응,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의 중단, 축소, 유지, 확대

여부 등 정책을 결정하도록 위한 것이고, 둘째는 자금사용의 효율성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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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내보이는 책임성의 이행을 위한 것이며, 셋째는 프로그램 속에 내재된

변수간의 인간관계를 검정, 이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요약할 수 있다

(최지혜, 1999).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사전 만족도, 치료사

자질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만족도, 비용 및 교통편의 만족도, 투자가

치 만족도를 구성요소로 하여 구분하였다.

사전 만족도는 미술치료에 대한 사전 인식과 이해정도, 프로그램 일정과

기간에 대한 이해 정도, 프로그램 전 설명과 정보제공의 충분성, 프로그램 진

행에 대한 건의사항 및 요구 수용정도에 대한 사항을 중점으로 두고 분석하

였다.

치료사 자질 만족도는 미술치료사의 프로그램 운영 참여에 대한 전문지식

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우수성, 치료사의 내담자에 대한 공정성, 프로그

램 참여의 열정도, 성실성에 대한 사항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 만족도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 진행방법

과 방식, 수준, 속도의 적절성, 내용의 흥미유발 및 이해도에 대한 사항 등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비용 및 교통편의 만족도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당시의 이용비용

의 적당도, 치료 제공기관으로의 이동 시 교통 시간과 교통편 등 치료 서비

스의 이용지역 및 환경 여건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으로 분석하였다.

투자가치 만족도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라는 투자적비용과 투자시간, 투자

를 위한 노력과 대비하여 만족하는 사항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사전 만족도,

치료사 자질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방식 만족도, 비용 및 교통편의 만족도,

투자가치 만족도 등의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미술치료를 경험한 서비스 이용

자의 세대별 인식과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치료 서비

스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발전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영

암군 지역에서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활

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세대별 경험 이용자의 미술치료 인식과 평가 및 만족

도에 관한 연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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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암군미술치료 프로그램 서비스 실태

1. 미술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영암군의 총인구는 56,877명으로 행정구역상 영암읍(8,960명)과 삼호읍

(22,184명)인 2곳의 읍과 9곳의 면 단위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 위

치적 특성으로는 나주시, 무안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과 경계에 위치해 있

다.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삼호읍을 비롯한 영암읍 지역에 미술치료관련 기

관운영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9개의 면단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2곳

의 읍내에 위치한 가까운 곳의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걸로 파악되었다<표

1>.

<표 1> 영암군 미술치료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공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 영암군 영암읍

〃 영암교육지원청 wee센터 〃

〃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 영암초등학교 〃

〃 삼호중앙초등학교 영암군 삼호읍

〃 삼호중학교 〃

〃 삼호서중학교 〃

〃 구림공업고등학교 영암군 군서면

〃 영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암군 삼호읍

법인 삼호 실로암 어린이집 (특수) 〃

민간 행복한가정상담소 〃

〃 원민우아동청소년발달센터 〃

〃 nlp심리상담 〃

〃 늘푸른 언어심리발달센터 영암군 영암읍

영암군에서는 미술치료 프로그램뿐 만 아니라 치료프로그램 연계기관에

대한 현황자료가 없는 실정이라 직접 지역복지시설에 방문 또는 전화로 프로

그램 현황을 파악하였다. 대체적으로 공공기관 형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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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치료 프로그램 이용률이 가장 높은 편이며, 민간

기관에서는 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것으로 보였다<표 2>.

<표 2> 바우처2)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총 구매력

다형

월 22만원

가형

나형

라형

마형
=

바우처 지원액

월 22만원

월 20만원

월 18만원

월 16만원

월 14만원
+

본인 부담금

면제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보건복지부, 2016; 한현준,2016)

2. 미술치료 서비스 유형

영암군은 약 80%가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의 시설은 외부 치료사를 단기간(1년 미만) 또는 일시적(10회 미만) 계약을

하여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암군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어

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영암

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 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연령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성 발달 및 정신, 신체적으로 균형적 발달

을 이룰 수 있는 많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각 기관마다 운영

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유형을 구분해보자면 종합사회복지관, 원민우 아동

청소년발달센터, 늘 푸른 언어심리발달센터에서는 미술치료사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를 활용한 각 대상에 맞는 직접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암 관내 학교 초, 중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 수가 가장 많

은 곳인 각 읍에 위치한 영암초등학교와 삼호중앙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 우

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심리 정서적 치료지원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2)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의 계층이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

스를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이용자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다. 바우처 금액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서비스이용자가 부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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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암읍에 위치한 영암교육지원청 Wee센터를 비롯한 삼호서중, 삼호중,

구림공고에서는 Wee클래스라 하여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를 통해 필요

에 따른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연계 또는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의 기관은 일회성 치료인식 프로그램 개최를 통한 전문 과정 양성과 일반인

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홍보목적 등으로 필요집단에 직접 찾아가 운영되

는 강사를 일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암지역에서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차원으로 프로그램의 유형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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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 만족을 조사하

기 위해 현재 영암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에서 가족 구성원을 통해 간접

및 직접적으로 미술치료 경험이 있는 각 세대별 10대 아동 및 청소년, 20 ~

30대 청년층, 40 ~ 50대 장년층, 60세 이상 노인층의 전 연령을 연구 대상자

로 선정하였다.

제2절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에 간접 및 직접적인 형태의 미술치료 프로

그램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 선택 및 인식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족도 구성요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치료사 자질 만족도, 치료운영 만족도, 투자 만족 비용 및 교통이용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치료 서비스 경험자를 토대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지역적 특성에 반영하여 연구목적과 관련한 참

고 논문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만족도의 구성요인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지역 홍보실태 만족에 관한 10문항, 프로그램 사전운영 만족도 5문항, 치

료사 자질 만족도 5문항, 투자 만족도 3문항, 비용 및 교통이용 만족도 2문항

과 마지막으로 재이용 의사에 관한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만족도 구성요인에 관한 각 설문지 구성내용은 <표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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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만족도 구성요인에 관한 설문지 내용 개요

구성요인 설문내용 항목번호 문항수
신뢰도

계수(a)

사전

만족도

프로그램 이해도

일정 및 기간 인지

충분한 사전설명

사전 정보

건의사항 요구도

Ⅰ.

1~5
5 .657

치료사 자질

만족도

치료사의 전문지식성

치료사의 프로그램 내용 우수성

치료사의 공정성

치료사의 열성도

치료사의 성실성

Ⅱ.

1~5
5 .772

투자 만족도

투자 비용

투자 시간

투자 노력

Ⅲ.

1~3
3 .855

비용 및

교통이용

만족도

프로그램 이용 비용

기관 교통편

Ⅳ.

1~2
2 .795

재이용 의사
재이용 의사

타인 권유 의사

Ⅴ.

1~2
2 .836

합계 17

제3절 연구절차

2017년 4월 약 3주간에 걸쳐 사전 인터뷰를 통한 가족 구성원 중 미술치

료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로 영암군에 있는 치료

서비스 연계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배부 및 회수하는 직접 조사방법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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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기

관 실무자들의 양해와 협조를 얻어 6 곳의 기관(A 기관 40부, B 기관 30부,

C 기관 30부, D 기관 40부, E 기관 31부, F 기관 50부)에서 기관 이용률이

높은 대상자 수에 따라 각각 나누어 배부 하였다. 치료기관 실무자 협조를

통해 기관에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미술치료 서비스 경험에 대한 유무

를 파악하여 경험이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

성 방법에 대한 설명과 작성 후에는 바로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 배

포하였고, 이 중 221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221부 모두 최종 분석에 활용하

였다.

제4절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분석은 설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사회과학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0(한

글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설문 문항의 기초적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 통계분석, 빈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타당도와

수집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액면타당도3) 검사 및 신뢰도분석4)을

하였다. 그리고 재이용 의사에 대한 만족구성요인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5)과 피어슨 상관계수6) 분석을 하였다.

3) 액면타당도(face validity)는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측정하고자 있는

가를 판단한다.

4) 신뢰도는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느냐의 문제이며,

검사도구가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오차가 적을수록 신뢰도

는 높다고 본다.

5) 일반적인 중다회귀분석(1908년에 피어슨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의 목적은 여

러 개의 독립변수들과 하나의 종속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6) 상관계수의 한 형태로 두 변인 간의 선형 관계성의 정도를 0에서 1.00 혹은 0에서 –

1.00의 척도 상에서 기술해주는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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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연구 대상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38.5%, 여성 61.5% 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세대

별 연령은 10대 5%, 20대 8.6%, 30대 39.8%, 40대 28,1%, 50대 15.8%, 60대

2.7%로 나타났으며, 가족 수 형태는 1인 가구 3.2%, 2인 가구 14.9%, 3인 가

구 32.6%, 4인 가구 35.7%, 5인 가구 10.9%, 6인 이상가구는 2.7%의 비율이

다. 미술치료 서비스 경험한 대상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세대별 연령은 30,

40대이며 유아 및 초, 중학생의 자녀를 둔 간접적 또는 직접적 형태의 서비

스 경험자이다. 가족구성원 수는 대부분 3, 4인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설문

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 응답에 대한 대상자 특성 또한 유 아동의 자녀

를 둔 30~40대 여성이 대체로 높았다. 미술치료 서비스를 경험한 대상자의

현재 고민은 골고루 분포된 편이었으며, 가족 간의 갈등이 20.4%, 정신과 신

체적 건강에 대한 고민은 18.1%, 경제적 문제가 17.6%, 직업 또는 학업에 대

한 진로가 13.1%, 술과 흡연, 인터넷 중독은 10.0%, 기타는 10.0%, 친구 및

직장 내 사회적응이 6.8%, 분노조절 및 성격문제가 4.1%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 고민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가족에 대한 확대 성향의 고민이

었으며, 고민과 심리적 갈등의 원인이 주로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4>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구분 변도(명) 구성비(%)

성별
남자

여자

85

136

38.5

61.5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1

19

88

62

35

6

5.0

8.6

39.8

28.1

15.8

2.7



- 23 -

가족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7

33

72

79

24

6

3.2

14.9

32.6

35.7

10.9

2.7

직업

학생

공무원

농축산업

주부

공공기관 사무 및 보건직

전문기술직

교육직

공장, 생산근로자

서비스, 자영업

회사원

기타

28

45

17

14

41

5

28

8

21

5

9

12.7

20.4

7.7

6.3

18.6

2.3

12.7

3.6

9.5

2.3

4.1

고민

가족 간의 갈등

정신, 신체건강 이상

경제적 문제

직업 및 학업 진로

친구 및 직장 내 사회적응

분노조절 및 성격문제

술, 흡연 인터넷 중독

기타

45

40

39

29

15

9

22

22

20.4

18.1

17.6

13.1

6.8

4.1

10.0

10.0

합계 221 100.0

제2절 미술치료 프로그램 인식 및 이용실태 분석

1. 미술치료 프로그램 필요 또는 적절 대상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대체로 초등학생 88명(39.8%), 미취학 아동(7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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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67명(30.3)% 순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고등학생 25명(11.3%), 대

학생 17명(7.7).%, 성인 12명(5.4%), 65세 이상 노인 12명(5.4%)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미술치료에 적절하다는 인식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인과 노인보다는 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적절하며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고 효과성을 보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5> 미술치료 프로그램 필요 또는 적절 대상

응답 빈도 %

미취학아동 (7세 이하) 67 30.3

초등학생 88 39.8

중, 고등학생 25 11.3

대학생 17 7.7

성인 12 5.4

65세 이상 노인 12 5.4

합계 221 99.9

2. 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관심 분야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분야는 <표 6>과 같이 개인의 정서와 감

정이 81명(36.7%)으로 미술치료에 가장 효과적 측면과 변화를 보일 수 있다

고 인식하며 관심이 가장 높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소통은 53명(24.0%)로 언

어적 행동표현 보다는 비언어적, 무의식속에서 표현되는 미술치료를 통한 소

통으로의 이해가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부분

이 되겠다. 다음 순으로는 사회성결여와 부적응, 발달 지연 및 장애 또는 중

독치료, 미술적 흥미 또는 재능 순으로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분야를 알 수

있다.

<표 6> 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관심분야

응답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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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 간 소통 53 24.0

개인정서, 감정 81 36.7

사회성결여 및 부적응 39 17.6

미술적 흥미 또는 재능 17 7.7

발달지연 및 장애, 중독치료 31 14.0

합계 221 100.0

3. 치료에 대한 관심 선호분야

치료기관에서는 미술치료 외에도 다양한 치료를 도입하여 대상에 적절한

치료를 융합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

다. 이에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적절하게 융합 할 수 있는 치료의 좋은 사례

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대상자의 특성과 관심분야에 맞추어 운영 할 수 있

도록 미술치료 외의 다양한 치료영역에 대한 치료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인식

도 함께 조사하였다. 미술치료 서비스를 경험한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효과성

이 높다고 생각되는 치료 관심분야를 살펴보면 <표 7>와 같이 미술치료가

55명(24.9%)으로 가장 높았으며, 음악 및 미술 등 예술통합치료는 46명

(20.8%), 이어서 비슷한 순으로 놀이치료가 35명(15.8%), 상담치료가 30명

(13.6%), 언어치료는 29명(13.1%)으로 상대적으로 음악과 연극치료 영역은 영

암군에서 활성화 되지 않거나 접하기 힘든 치료라는 인식하에 관심분야로써

낮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음악, 미술 등의 예술치료와 놀이치료

등 치료자의 입장에서 흥미와 즐거움이 결합된 치료적 접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표 7> 치료에 대한 관심 선호분야

응답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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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29 13.1

놀이치료 35 15.8

상담치료 30 13.6

미술치료 55 24.9

연극치료 9 4.1

음악치료 17 7.7

음악 및 미술 등 예술통합치료 46 20.8

합계 221 100.0

4.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용 동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동기를 보면 <표 8>과 같이 학교 방과

후 수업 및 직장 워크숍 등 예방 및 미술치료 이해에 관한 집단 프로그램 참

여를 통해서가 69명(31.2%)으로 가장 높아 미술치료 경험이 더 이상 치료를

위한 목적의 임상 사례 뿐 만 아니라 집단 프로그램 형태의 자의적이 아닌

단체적 성격을 지닌 치료에 대한 인식과 점검차원의 참여율로 접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용 동기

응답 빈도 %

학교, 어린이집, 복지관, 병원 등

주변권유에 의해서
48 21.7

나의 자녀 또는 가족구성원 중에서 미술

치료 필요성을 직접 느껴서
51 23.1

환경적 변화로 어떠한 사건을 경험을 하

게 되어서 (치료차원)
23 10.4

학교 방과 후 수업 및 직장 워크숍 등

단체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69 31.2

기타 30 13.6

합계 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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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용 지역

미술치료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한 지역을 보면 영암군이 103명(46.6%)

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암군에서 광주광역시와의 거리 및 교통편을 비례 하였

을 때 다음으로 가까운 광주광역시가 54명(24.4%)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

의 이용 지역이 나온 것은 영암군에서 이용하는 치료 서비스가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또는 기관이 열악하여 불 충족 되는 여건 속에 타 지역에서의 미술

치료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광주광역시에 이어

영암읍과 삼호읍의 비교적 가까운 위치의 목포시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

용 또한 많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9>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용 지역

응답 빈도 %

영암군(영암읍, 삼호읍 등 기타) 103 46.6

광주광역시 54 24.4

목포시(무안군 남악신도시) 46 20.8

나주시(혁신도시) 6 2.7

기타지역 12 5.4

합계 221 99.9

6.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용 유형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이용 유형은 <표 10>과 같이 주로 영암군에서 공공

기관에서 운영된 단체적 성격을 띠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미술치료기관 및 센터의 바우처 프로그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암군 지역 뿐 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및 목포시(남악)지역에서의 공공

기관 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또한 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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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 서비스 대상자 대부분은 바우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용 유형

응답 빈도 %

지역 사회 복지관 바우처 프로그램 32 14.5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25 11.3

학교 연계 및 교육청 wee센터 프로그램 21 9.5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센터

등 복지 서비스 관련 공공기관연계프로그램
58 26.2

미술 치료기관 및 상담 센터 일반프로그램 29 13.1

미술 치료기관 및 센터 바우처 프로그램 56 25.3

합계 221 99.9

7. 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횟수

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횟수는 <표 11>과 같이 주 1회 프로그램 참여가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공기관에서의 단체 프로그램 참여 유형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할 경우로 비교적 짧은 횟수의 월 1∼2회는 46명(20.8%)과, 3

회 미만의 기타의 비율이 60명(27.1%)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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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횟수

응답 빈도 %

주1회 87 39.4

주2회 26 11.8

주3회 2 .9

월1~2회 46 20.8

기타 (3회 미만) 60 27.1

합계 221 100.0

8.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용 기간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이용 기간의 특성을 보면 <표 12>와 같이 이용 기

간이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기타 항목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6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미만 순으로 1년 이상∼2년 미만의 이용자

는 그 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2>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용 기간

응답 빈도 %

1개월 미만 38 17.2

3개월 미만 47 21.3

6개월 미만 56 25.3

1년 이상∼2년 미만 22 10.0

기타 58 26.2

합계 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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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술치료 프로그램 비용의 적정도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인식을 살펴보

면 <표 13>과 같이 0∼30,000원 미만이 104명(47.1%)으로 가장 높았으며,

50,000원 미만이 100명(45.2%)으로 근접하게 높게 나타나, 50,000원 미만 정도

의 비용이 가장 적정하다는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미술치료 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50,000원 이상의 비용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치료 서비

스에 대한 질적 인식과 충족이 부족하다는 점과 비용의 연관성을 비례하여

볼 수 있다.

<표 13> 미술치료 프로그램 비용의 적정도

응답 빈도 %

0∼30,000원 미만 104 47.1

50,000원 미만 100 45.2

100,000원 미만 15 6.8

100,000원 이상∼150,000원 미만 2 .9

합계 221 100.0

10. 미술치료 프로그램 및 기관 선택 시 중요도

미술치료 프로그램 및 기관을 선택할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표 14>와 같이 치료사의 자질 또는 효과성에 대한 비율이 70명(31.7%)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지역특성상 거리 및 위치의 편리성이 64명(29.0%)으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용과 상

담실 서비스 환경 등에 관한 점도 치료 프로그램 및 기관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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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미술치료 프로그램 및 기관 선택 시 중요도

응답 빈도 %

거리 및 위치의 편리성 64 29.0

치료사의 자질 또는 효과성 70 31.7

주변평판 및 입소문 12 5.4

비용의 적절성 37 16.7

상담실 서비스 환경 및 친절성 38 17.2

합계 221 100.0

11. 미술치료 서비스 이용 시 불만족 또는 문제점

미술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족으로 작용되었던 요인 또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 인식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이 치료환경 및 상담시

간, 이용 서비스가 56명(2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소한 차이로 이

용하는 교통편과 시간편이 53명(24.0%)으로 높았으며, 이어서 시설 및 재료도

구 이용불편이 45명(20.4%)으로 열악한 영암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료 서

비스 및 기관에 대한 불만족과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 15> 미술치료 서비스 이용 시 불만족 또는 문제점

응답 빈도 %

시설 및 재료도구 이용불편 45 20.4

비용이 많이 든다 30 13.6

이용하는 교통편, 시간불편 53 24.0

치료사자질 11 5.0

치료 환경 및 상담시간, 이용서비스 56 25.3

치료효과부족 26 11.8

합계 2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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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술치료 서비스 이용 후 생활변화 척도

미술치료 서비스를 이용 한 후 나의 생활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이 그저 그렇다는 비율은 100명(45.2%)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

어서 좋은 변화가 되었다는 87명(39.4%), 변함이 없다는 34명(15.4%)으로 미

술치료 이용 후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좀 더 높은 편임을 알 수 있

다.

<표 16> 미술치료 서비스 이용 후 생활 변화

응답 빈도 %

좋은 변화가 되었다 87 39.4

그저 그렇다 100 45.2

변함이 없다 34 15.4

합계 221 100.0

제3절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 프로그램 사전 만족도

미술치료 프로그램 보호자 또는 치료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전 인식에 대

한 만족도 분석결과는 <표 17>과 같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내담자 또

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사전 정보 제공 및 사전에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만족도 결과분석을 살펴

보면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해도(M=3.17), 프로그램 일정 및 기간 인지

(M=3.48), 프로그램 설명 인지(M=3.17), 프로그램 기타 사전정보 제공

(M=3.52),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요구 및 건의(M=2.84)로 나타났다. 이는 사

전에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며, 충분한 내용의 인지 없이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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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프로그램 사전 만족도 (N=221)

문항 최소값 최대값 합계
평균

(M)

표준편차

(SD)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2 5 700 3.17 .735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일정과 기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 5 770 3.48 .760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충

분히 들었다.
2 5 700 3.17 .735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정보제

공이 적절하였다.
2 5 777 3.52 .658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건

의사항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1 4 627 2.84 .654

유효수(목록별)

2. 치료사 자질 만족도

치료사 자질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 <표 18>에서 보듯이 치료사

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와 보호자는 미

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치료사의 전문적인 지식보유정도(M=4.13), 치료사

의 프로그램 진행 우수성(M=3.43), 치료사의 공정성(M=4.13), 치료사의 열성

도(M=3.66), 치료사의 성실성(M=4.06)로 전반적인 자질에 대한 만족을 나타

내지만 프로그램 진행적인 우수성과 열정에 대한 만족은 다른 항목에 비해

조금 낮은 빈도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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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치료사 자질 만족도 (N=221)

문항 최소값 최대값 합계
평균

(M)

표준편차

(SD)

치료사가 프로그램 내용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3 5 913 4.13 .615

치료사가 진행하는 미술치료 프로그

램 내용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2 5 757 3.43 .667

치료사는 미술치료 내담자들에게 공

정하게 대하는 것 같다.
3 5 913 4.13 .630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치료사의

열성도는 적절하다.
2 5 808 3.66 .674

치료사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진행시

간을 준수하며 성실하다.
3 5 897 4.06 .647

유효수(목록별)

3. 프로그램 투자 만족도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투자 만족도는 투자비용 대비 가치, 투자

시간 대비 가치, 투자 노력 대비 가치별로 분석결과는 아래 <표 19>와 같다.

이 결과로 투자 시간 대비 가치가 가장 높은 편이며, 다음 순은 투자 노력

대비 가치, 마지막은 투자비용 대비 가치로 평균적 통계는 비용가치(M=3.78),

시간가치(M=4.27), 노력가치(M=3.84)이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만

족도 항목 중 비용에 대한 가치가 가장 낮은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치료비

용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투자가치 대비 만족감을 덜 느낀다는 것

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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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프로그램 투자 만족도 (N=221)

문항 최소값 최대값 합계
평균

(M)

표준편차

(SD)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투자비용에

대비하여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한다.
2 5 836 3.78 .679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투자한 시간에

대비하여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한다.
3 5 943 4.27 .644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투자한 노력에

대비하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5 848 3.84 .720

유효 수 (목록별)

4. 프로그램 비용 및 교통편의 만족도

미술치료 서비스 이용 시 비용 및 교통편의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는

<표 20>과 같이 네 가지 만족도 구성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 비용(M=3.16), 미술치료 프로그램 교통편의(M=2.21)

를 보면 교통편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나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치료기관과의 거리, 교통편 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프로그램 비용 및 교통편의 만족도 (N=221)

문항 최소값 최대값 합계
평균

(M)

표준편차

(SD)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용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2 4 698 3.16 .645

치료기관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한 편

이다.
1 4 489 2.21 .622

유효수(목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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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만족도 구성요인 간 비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구성요인의 각 평균 수치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이 투자 만족도(M=3.9623), 치료사 자질 만족도(M=3.8805), 사전정보 제공

만족도(M=3.2344), 비용 및 교통이용 만족도(M=2.2127)의 순으로 비교적 높

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나 비용 및 교통이용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이용실태 분석 중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용

시 문제점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교통편에 대한 문제점과 불만족스러운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지며, 서비스를 이용한 미술치료 기관에

대한 거리 및 교통 등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설문 참여 인

원 대비 절반은 영암지역이 아닌 기타 도시 지역에서의 미술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점이 이용실태 분석에서 볼 수 있으며, 이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도는 영암지역 내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의

프로그램 만족도로 함께 해당되며 영암 지역 내에서도 보다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고 환경, 치료사의 자질, 투자에 대한 만족이 고루 형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치료사의 자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치료사의 전문지식이 적절하고, 공

정성에 대한 부분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만족

을 이끌어내는 주요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교통과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점은 다소 이용하기 먼 거리에 위치한 치료 서비스 기관에 대

한 교통편과 차량이용에 대한 부담으로 앞으로 비용과 교통편에 대한 문제점

해소에 대한 보완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표 21> 만족도 구성요인간의 비교 (N=221)

만족도 구성요인
평균

(M)

표준편차

(SD)

사전정보 제공 만족도 3.2344 .40215

치료사 자질 만족도 3.8805 .30900

투자 만족도 3.9623 .38676

비용 및 교통이용 만족도 2.2127 .62160

유효수(목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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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미술치료 프로그램 재이용 의사

미술치료 프로그램 재이용 의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22>와

같이 전반적 재이용 의사(M=4.08)는 매우 높은 편이며, 세부문항에서 지속적

이용 의사(M=4.02), 타인에게 참여 권장 의사(M=4.15)로 매우 긍정적인 만족

에 대한 재이용의사가 나타났다. 따라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이용 후 지속

적으로 또 이용해보려는 재이용 의사와 이러한 만족을 토대로 타인에게 권유

해보고자 하는 의사가 더욱 높다는 것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치료적

효과에 대한 만족과 여러 전반적 구성요인에 대한 만족이 고루 좋았다는 긍

정적인 평가라는 부분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재이용 의사 (N=221)

최소값 최대값 합계
평균

(M)

표준편차

(SD)

앞으로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다.
3 5 888 4.02 .726

다른 사람에게 미술치료 프로그

램 참여를 권장할 것이다.
3 5 918 4.15 .635

유효수(목록별)

제6절 재이용 의사와 만족도 구성요인의 영향력 관계

1. 재이용 의사와 만족도 구성요인 간 상관관계

미술치료 프로그램 재이용 의사에 대한 만족도 구성요인(사전, 치료사 자

질, 투자가치, 비용 및 교통편, 재이용 의사)들의 상대적 영향력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 한 결과는 <표 23>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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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 의사에 대한 상관 계수는 사전정보 제공 만족도(0.043), 치료사 자

질 만족도(0.056), 투자가치 만족도(0.086), 비용 및 교통편 만족도(-0.008)로

통계적으로 각 요인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재이용 의사와 만족도 구성요인 간 상관관계 (N=221)

사전
치료사

자질

투자

가치

비용 및

교통편

재이용

의사

사전 1

치료사 자질 -.059 1

투자 가치 -.079 .132
*

1

비용 및 교통편 .178** -.061 -.067 1

재이용 의사 .043 .056 .086 -.008 1

     **P<.01 *P<.05

2. 재이용 의사 영향 구성요인 분석

미술치료 프로그램 재이용 의사의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분석하기 위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24>, <표 25>, <표 26>과 같은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재이용 의사에 대한 만족도 구성요인 들의 각각의 상대적인 영

향력에 대한 분석은 투자가치 만족도가 재이용 의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치료사 자질 만족도, 사전 만족도 순으로 나타

났으며 비용 및 교통편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직접적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재이용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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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재이용 의사의 영향 구성요인 모형b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111
a
.012 -.011 .49045 .012 .540 5 215 .745

a. 예측값: (상수), 치료사 자질, 비용 및 교통편, 투자가치, 사전
b. 종속변수: 재이용

<표 25> 재이용 의사와 만족도 영향 구성요인과의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650 5 .130 .540 .745
b

잔차 51.716 215 .241

합계 52.367 220

a. 종속변수: 재이용

b. 예측값: (상수), 치료사 자질, 비용 및 교통편, 투자가치, 사전

<표 26> 재이용 의사에 대한 만족도 영향 구성요인 회귀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1

(상수) 3.232 .641 5.040 .000

사전 .064 .084 .053 .763 .447 .958 1.043

치료사 .075 .108 .047 .689 .491 .976 1.025

투자

가치
.104 .087 .083 1.203 .230 .975 1.026

비용

및

교통편

-.008 .054 -.010 -.150 .881 .958 1.044

a. 종속변수: 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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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가치 만족도의 영향 구성요인 분석

미술치료 프로그램 만족 구성요인 중 투자가치 만족도에 대한 영향 구성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자가치 만족에 대한 만족도 구성요인 들의 각각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치료사 자질 만족도가 재이용 의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재이용 의사 만족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 만족도와 비용 및 교통편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직접적 영향

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가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투자가치 만족도 영향 구성요인 모형b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178
a
.032 .009 .38500 .032 1.403 5 215 .224

a. 예측값: (상수), 재이용, 비용 및 교통편, 치료사자질, 사전
b. 종속변수: 투자가치

<표 28> 투자가치 만족도 영향 구성요인과의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040 5 .208 1.403 .224b

잔차 31.868 215 .148
합계 32.908 220

a. 종속변수: 투자가치
b. 예측값: (상수), 재이용, 비용 및 교통편, 치료사자질, 사전

<표 29> 투자가치에 대한 만족도 영향 구성요인 회귀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1

(상수) 3.425 .478 7.159 .000

사전 -.066 .066 -.068 -.995 .321 .960 1.041

치료사 .150 .085 .120 1.775 .077 .988 1.012

비용

및

교통편

-.030 .043 -.048 -.708 .480 .960 1.042

재이용 .064 .053 .081 1.203 .230 .994 1.006

a. 종속변수: 투자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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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 및 교통편 만족도의 영향 구성요인 분석

미술치료 프로그램 비용 및 교통편 만족도의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30>, <표 31>, <표 32>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만족도 구성요인 들의 각각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사전 만족

도가 비용 및 교통편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어서 치료사 자질 만족도, 투자가치 만족도, 재이용 만족도 순으로 통계적 직

접적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이용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

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30> 비용 및 교통편 만족도 영향 구성요인 모형b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205a .042 .020 .61540 .042 1.891 5 215 .097

a. 예측값: (상수), 재이용, 치료사자질, 사전, 투자가치
b. 종속변수: 비용 및 교통편

<표 31> 비용 및 교통편 만족도 영향 구성요인과의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3.580 5 .716 1.891 .097
b

잔차 81.424 215 .379

합계 85.005 220

a. 종속변수: 비용 및 교통편
b. 예측값: (상수), 투자가치, 재이용, 치료사자질, 사전

<표 32> 비용 및 교통편 만족도 영향 구성요인 회귀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1

(상수) 2.339 .836 2.799 .006

사전 .257 .104 .166 2.469 .014 .983 1.017

치료사 -.096 .136 -.048 -.705 .482 .976 1.024

투자

가치
-.077 .109 -.048 -.708 .480 .971 1.030

재이용 -.013 .086 -.010 -.150 .881 .988 1.012

a. 종속변수: 비용 및 교통편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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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료사 자질 만족도의 영향 구성요인 분석

미술치료 프로그램 치료사 자질 만족도 영향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아래<표 33>, <표 34>, <표 35>과 같은 결과가 나타

났다. 만족도 구성요인 들의 각각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투자가

치 만족도가 치료자 자질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어서 재이용 의사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 만

족도와 비용 및 교통편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직접적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치료사 자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33> 치료사 자질 만족도 영향 구성요인 모형b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162
a
.026 .004 .30846 .026 1.155 5 215 .333

a. 예측값: (상수), 재이용, 교통 및 비용, 사전정보 제공, 투자가치
b. 종속변수: 치료사 자질

<표 34> 치료사 자질 만족도 영향 구성요인과의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549 5 .110 1.155 .333
b

잔차 20.457 215 .095

합계 21.006 220

a. 종속변수: 치료사 자질
b. 예측값: (상수), 투자가치, 재이용, 비용 및 교통편, 사전

<표 35> 치료사 자질 만족도 영향 구성요인 회귀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1

(상수) 3.617 .348 10.395 .000

사전 -.036 .053 -.046 -.672 .502 .958 1.044

투자

가치
.096 .054 .121 1.775 .077 .983 1.018

비용

및

교통편

-.024 .034 -.048 -.705 .482 .960 1.042

재이용 .030 .043 .047 .689 .491 .990 1.010

a. 종속변수: 치료사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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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그램 사전 만족도의 영향 구성요인 분석

미술치료 프로그램 사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36>, <표 37>, <표 38>와 같이 나타났

다. 만족도 구성요인들의 각각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비용 및 교

통편 만족도가 사전정보 제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재이용 의사 만족도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사 자질과

투자가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직접적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

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사전 만족도 영향 구성요인 모형b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210
a
.044 .022 .39770 .044 1.989 5 215 .081

a. 예측값: (상수), 재이용, 교통 및 비용, 치료사자질, 투자가치

b. 종속변수: 사전

<표 37> 사전 만족도 영향 구성요인과의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573 5 .315 1.989 .081
b

잔차 34.005 215 .158

합계 35.579 220

a. 종속변수: 사전

b. 예측값: (상수), 투자가치, 재이용, 비용 및 교통편, 치료사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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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사전 만족도 영향 구성요인 회귀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1

(상수) 3.452 .497 6.946 .000

치료사

자질
-.059 .088 -.045 -.672 .502 .976 1.025

투자

가치
-.070 .070 -.067 -.995 .321 .973 1.028

비용

및

교통편

.107 .043 .166 2.469 .014 .985 1.015

재이용 .042 .055 .051 .763 .447 .990 1.010

a. 종속변수: 사전 만족도

7. 재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만족도 구성요인 간의 영향

력 관계 종합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재이용 의사를 결정하는 1차적 요인으로는 투자가치

만족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2차적 요인으로는 치료사 자질 만족도가

투자가치 만족도에 영향력을 가지고, 3차적 요인은 사전정보 제공 만족도가

비용 및 교통편 만족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또한 비용 및 교통편 만족도는 사전정보 제공 만족도와 상호작용하는 특

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1, 2, 3차적 요인 간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영암군이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적 특성에 대한 치료서비스의

한계점으로 타 지역에서의 치료서비스를 받는 교통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나

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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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영암군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학교 등으로 생활권이 있

는 지역 내 주민 중에서도 미술치료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심으

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 및 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의 연구조사를 통해 미술치료 프로그램 서

비스를 경험한 다양한 세대를 통합하여 지역 내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성화와

서비스 치료기관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문제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인식 측면에서 대상은 초등학

생과 미취학 아동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며 나이가 적은 연령순대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및 관심분야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미술치료의 특성을 반영하듯 개인의 정서와

감정에 대한 효과 및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미술치료라는 하

나의 치료영역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서비스가 함께 이용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치료에 대한 관심 선호 분야를 살펴본 결과 미술치료가 가

장 높았으며 이어서 음악 및 예술 통합치료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게 나

타났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미술치료 프로

그램을 경험한 이용 동기가 단체 프로그램 등의 방과 후, 워크숍, 교육적 프

로그램 등에 의해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 집

단적 특성을 가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거나 경험하게 되었다는 응

답이 높게 나타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운영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뒷받침되는 근거로 미술치

료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한 지역의 이용자의 절반이 영암군에서 이용하였다

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약 50%는 영암군과 가까운 광주광역시와 목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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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여 영암군 내에서의 치료서비스 환경 개선 또한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이용 유형 또한 공공기관에

서의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점으로 보아 보편

적, 일회성 또는 집단적 형태로 참여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필요 또는 치료를 위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은 민간 미술치

료기관, 지역사회 복지관, 상담복지센터 순으로 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기간과 횟수에 대한 결과는

주 1회, 기타(3회 미만)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월 1∼2회 등 비교적 짧은 기

간의 참여 횟수를 보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기타(1개월 미만)의견과 6개월 미

만, 3개월 미만 등의 단기간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치료 프로

그램 비용에 대한 적정 기준에 대한 인식은 50,000원 미만 선으로 나타났고,

그 정도의 비용 내에서 미술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함께 반

영된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세 번째, 미술치료 프로그램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에 대한 인식 여부를 선택의 중요성, 불만족 또는 문제점, 생활변화 척도 등

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먼저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치료사의 자질과 효과성으로 나왔으며, 이어서 거리

및 위치의 편리성이 나타났다. 이는 치료사에 대한 인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의 전반을 치료사의 자질 여부로 크게 느끼는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

식이 반영된 결과이며, 치료기관의 거리 및 위치에 대한 고려도 많이 반영되

고 있다는 점을 통해 지역 내 전문적이고 치료적 향상을 돕는 치료사에 대한

양성과 더불어 치료기관의 서비스 및 기관의 다양성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는 항목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족을 느끼거나 문

제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미비한 차이로 치료환경 및 상담시간의 이용

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1% 의 차이로 이용하는 교통편과 시간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다. 역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내에서의 치료 서비스

환경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비교적 가까운 도시의 광주광역시와 목포시의 기

관을 이용한 대다수의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이 여기에 드러난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하지만 미술치료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 후 생활변화에 대한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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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대부분은 그저 그렇다는 반응과 좋은 변화가 되었다는 비교적 긍정적

응답에 대한 인식이 고르게 나와 치료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변화척도를 통

해 향후 서비스의 불편한 구성요인을 개선하여 반영한다면 지역 내 치료 서

비스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방향도 함께 발전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네 번째, 미술치료 서비스 재이용 의사와 관련된 향후 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지속 여부 및 타인에게 권유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평균 4이상의 높은

수치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좋은 효과성을 지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권유하여 지역 내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나 앞으로 치료

기관에 대한 기반시설이 잘 형성되어 많은 세대가 두루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하겠다.

다섯 번째, 재이용 의사와 만족도 구성요인 간 영향력 관계는 투자가치에

대한 만족 부분이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관계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투자가치 만족에 해당되는 운영 방식과 투자 만족에 대한 측면이

재이용 의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비용 및 교통편 만족도

는 낮은 수치로 나타나 지역 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과 투자에 대한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치료적 차원의 시설 및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다.

결론으로 영암군에서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긍정적 측면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비용 및 교통편, 치료사의 자질에 대한 만족을 지역 내 자원의 만

족으로 이끌 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치료시설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

한 운영지원을 지자체와 치료 서비스 연계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적극적

노력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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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언

본 조사 연구를 토대로 영암군 지역의 미술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

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암군 지역의 미술치료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서

비스 만족도 및 재이용 의사와 더불어 치료인식에 대한 설문응답이 전반적으

로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내용과

치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및 확대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에 구체적 방법으로는 먼저 미술치료기관에 대한 교통편의성 및 소요시

간의 환경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내 치료기관 서비스 확대를 통한

기관 차량지원 및 교통비 지원 등이 있다. 기관 차량의 경우 차량운영에 대

한 유류비 및 서비스 이용자 1인당 교통비를 기관 측에 지원하여 기관에서

읍면 단위의 치료대상자들에 대한 안전하고 신속한 차량 및 교통편의 서비스

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점차 치료기관에도 차량 및 교통편의 서비스도 확대되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중앙부처에서의 지원 예

산편성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까운 광주광역시, 나주시, 목포시와의 치료연계지원

책을 위한 방법으로 각 시의 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 영암

군 지역 서비스 이용자에게 치료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치료비용

절감 혜택 등 치료 프로그램을 비교, 평가하여 만족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예방적 차원 및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원으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기

관 이용 방법과 참여 안내 등 적극적인 치료 홍보도 함께 필요하다고 본다.

치료적 인식 및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비용 측면이나 치료시설에 대한 문

턱이 높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치료를 꺼리거나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지자체 차원의 치료서비스 통합체계

적 안내지침과 치료사 및 치료기관 관련 실무자들의 연합 워크숍을 통한 홍

보물 개발 등의 홍보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지역 내 치료 프로그램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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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적극적 홍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술치료 서비스는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정 집단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전 연령을 대상으로 누구나 자기표현에 대한 정서 및 관

심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내어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다가가야 한다. 학교, 어린이

집, 회사, 요양원, 마을회관 등 각 연령의 집단이 주로 모여 있는 기관에서의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의무적 서비스를 통해 정기 건강검진처럼 현재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단과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늘 가까이

에서 치료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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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본 설문지 작성을 위해 마련하여 주심을 감사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
다.
본 설문지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인식과 이용실태 만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응답해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 되며,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 읽고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성실한 
협조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지도교수      이 진 욱  

미술심리치료 전공      이 소 라

【부록】설문지

세대별 미술치료 프로그램 인식 및 

이용실태 만족에 관한 조사 연구
- 전라남도 영암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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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o 네모 란에 “V"(þ)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기타(         )란에는 간단한 내용을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o(1) 남자         o(2)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o(1) 10대   o(2) 20대   o(3) 30대   o(4) 40대   o(5) 50대   
 o(6) 60대 이상

3. 귀하의 가족은 현재 몇 명입니까?
 o(1) 1인  o(2) 2인  o(3) 3인  o(4) 4인  o(5) 5인  o(6) 6인   
 이상 

4. 현재 귀하는 어떤 일에 종사하시고 계십니까?
 o(1) 무직  o(2) 학생(초,중,고,대학)   o(3) 공무원   
 o(4) 농축산업  o(5) 주부  o(6) 공공기관 사무, 보건직  
 o(7) 전문, 기술직  o(8) 교육직  o(9) 공장, 생산근로자  
 o(10) 서비스, 자영업  o(11) 회사원  o(12)기타   

5. 현재 생활 가운데 느끼시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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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 가족 간의 갈등 o(2) 정신, 신체 건강이상  o(3) 경제적문제  
  o(4) 직업 및 학업진로  o(5) 친구, 직장 내 사회적응      
  o(6) 외로움     o(7) 분노 조절 및 성격문제   
  o(8) 술, 흡연, 인터넷 중독  o(9) 기타  
      
6.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어떠한 대상에게 가장 필요 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1) 미취학 아동(7세 이하)   o(2) 초등학생   o(3) 중, 고등학생 
 o(4) 대학생   o(5) 성인   o(6) 65세 이상 노인 

7.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떠한 부분입니까?
 o(1) 가족 구성원 간 소통  o(2) 개인 정서, 감정  
 o(3) 사회성 결여 및 부적응  o(4) 미술적 흥미 또는 재능   
 o(5) 발달 지연 및 장애, 중독 치료

8. 치료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선호하거나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o(1) 언어치료  o(2) 놀이치료  o(3) 상담치료  o(4) 미술치료
 o(5) 연극치료  o(6) 음악치료  
 o(7) 음악 및 미술 등 예술통합치료  o(8) 기타

9.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o(1) 학교, 어린이집, 복지관, 병원 등 주변 권유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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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 나의 자녀 또는 가족구성원 중에서 미술치료 필요성을 직접  
       느껴서 
    (스마트폰 중독, 사회성결여 및 발달지연, 분노조절 등 예방차원)
  o(3) 환경적 변화로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 치료 차원      
  (학대, 학교 다툼, 폭력, 성매매, 성폭행 등 피해자 또는 가해자)
  o(4) 학교 방과 후 수업 및 직장 워크숍 등 단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o(5) 기타 (                                               )

10.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어느 지역에서 이용하셨습니까? 
 o(1) 영암군 (영암읍, 삼호읍 등 기타)  o(2) 광주광역시
 o(3) 목포시(무안군 남악신도시)  o(4) 나주시 (혁신도시)  
 o(5) 기타지역
  
11. 주로 이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형태는 무엇입니까?
 o(1) 지역 사회복지관 바우처 프로그램 
 o(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o(3) 학교 연계 및 교육청 wee센터 프로그램  
 o(4)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센터 등 복지서비스     
      관련 기관 연계 프로그램 
 o(5) 미술치료기관 및 상담센터 일반 프로그램 

 o(6) 미술치료기관 및 센터 바우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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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o(1) 주 1회  o(2)주 2회  o(3) 주 3회  o(4) 월 1~2회
 o(5) 기타 (    회) 

13.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용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o(1) 1개월 미만  o(2) 3개월 미만  o(3) 6개월 미만  
 o(4) 1년 이상 ~ 2년 미만  o(5) 2년 이상 ~3년 미만  o(6) 기타

14.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이용 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1회 기준    
    이용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o(1) 0 ~ 30,000원 미만  o(2) 50,000원 미만  o(3) 100,000원   

 미만 o(4) 100,000원 이상~150,000원 미만  o(5) 200,000원 이상 

15. 미술치료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o(1) 거리 및 위치의 편리성  o(2)치료사의 자질 또는 효과성  
 o(3) 주변 평판 및 입소문   o(4) 비용의 적절성  
 o(5) 상담실 서비스 환경 및 친절성

16.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불만족 또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o(1) 시설 및 재료도구 이용 불편    o(2) 비용이 많이 든다.
 o(3) 이용하는 교통편, 시간 불편    o(4) 치료사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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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5) 치료 환경 및 상담시간, 이용서비스   o(6) 치료 효과 부족

17.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이용 후 나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o(1) 좋은 변화가 되었다.  o(2) 그저 그렇다  o(3) 변함이 없다

18. 영암군에서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시설 또는 홍보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1) 예  ⇨18-1.문항으로        o(2) 아니오  ⇨18-2. 문항으로

18-1. 잘되어 있다면 지역 내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점이 잘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1) 미술치료 이용 시설기반   o(2) 치료서비스 기관연계  
 o(3) 치료비 지원 등 복지혜택  o(4) 치료 관련 홍보안내  
 o(5) 어린이집, 학교, 병원, 복지기관 등 치료 프로그램 운영   
 o(6) 기타  

18-2. 지역 내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1) 미술치료 이용 시설기반    o(2) 치료서비스 기관연계  
 o(3) 치료비 지원 등 복지혜택   o(4) 치료 관련 홍보안내  
 o(5) 어린이집, 학교, 병원, 복지기관 등 치료 프로그램 운영   
 o(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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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
혀
아
님

아
님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 2 3 4 5

(2)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일정과 기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 2 3 4 5

(3)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 1 2 3 4 5

(4)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이 적절하였다. 1 2 3 4 5

(5)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건의사항을 편하게 얘기 할 수 있다. 1 2 3 4 5

19.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좋은 치료유형은 무엇입니까?
 o(1) 개인치료    o(2) 집단치료 

20. 이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종결 방법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o(1) 현재에도 프로그램 진행형   o(2) 치료기관에서의 종결
 o(3) 치료사에 의한 종결   o(4) 치료 내담자에 자발적 종결 

21. 아래의 문항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해당 번호에 “V"(þ)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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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
혀
아
님

아
님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치료사가 프로그램 내용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 치료사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내용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치료사는 치료 프로그램 내담자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 같다. 1 2 3 4 5

(4)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치료  
    사의 열성도는 적절하다. 1 2 3 4 5

(5) 치료사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진  
    행 시간을 준수하고 성실하다. 1 2 3 4 5

22. 아래의 문항은 미술치료 프로그램 치료사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해당 번호에            
    “V"(þ)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 아래의 문항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서비스 가치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해당 
    번호에 “V"(þ)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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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
혀
아
님

아
님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이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투자   
    비용에 대비하여 가치가 있다고 생  
    각한다.

1 2 3 4 5

(2) 이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투  
   자한 시간에 대비하여 가치가 있  
   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3) 이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투  
   자한 노력에 대비하여 가치가 있  
   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항  목

전
혀
아
님

아
님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용  
   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치료기관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한 편  
   이다. 1 2 3 4 5

 
24. 아래의 문항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이용 후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해당 번호에 “V"(þ)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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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
혀
아
님

아
님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앞으로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  
    속 이용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2) 다른 사람에게 미술치료 프로그램 참  
   여를 권장 할 것이다. 1 2 3 4 5

25. 아래의 문항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이용 후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해당 번호에 “V"(þ)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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