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사회사업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2015, Vol. 12, No. 3, pp.75-108

집단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 중학생 대상으로
김 현 옥*
․

인간의 발달단계 중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중간단계인 과도기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급격한 신체적인 성장과 더불어 이성관, 직업관,
경제관 등에 대해 자신 나름대로 생각을 갖게 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된다. 청
소년 시기에 자신이 존중받고 공감 받는 체험을 해 본다는 것은 개인의 성장발달 및 인성형
성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학교에서의 적
응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대부분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학교적응은 이후 인간관계와 사회적응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개개인이 자기상을 긍정적으로 바
라볼 수 있도록 정서적 변화를 도모하게 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학교적응유
연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
해 중학교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자아상, 적응유연성, 학교적응유연성, 집단미술심리상담, 미술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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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대사회는 급변하면서 다양한 가치들이 형성 공존하는 사회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개
성 있고 창의적인 자신의 행동양식을 추구할 수 있게 된 반면, 가치의 혼란을 경험하거나 다양
한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에 어
려움을 겪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
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능력이 청소년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곳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곳이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학교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탐색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갖게 되며,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경험과 학습은 생활의 기본토대가
되어 인생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
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학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신체적·인지적·정의적 측면의 균형 있는 발달
을 도모해야 되지만 여전히 획일화된 방법으로 입시에 맞춰진 교육을 실행하고 있어 전인적 교
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현실은 학생들의 다양한 성향과 문화적 관점을 이해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부적응 현상을 포함한 여러 청소년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부정적 사건들에 대해 적응하고 극복하는 과정
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다.
현재, 청소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화에 잘 적응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인 대
처능력과 어떤 역경상황에서도 대처해나갈 수 있는 적응유연성과 강인함일 것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많
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적응기제들을 성공
적으로 발달시켜 나가는 청소년들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통을 받기도 한다. 즉, 부적응 행동으로 반응하기도 한다(신현숙
구본용, 2001).

또한 청소년기는 생애주기 중에서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특히 적응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는 시기로 보고되어 왔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자아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조망, 자율성과 독립에 대한 기대,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의 형성
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로, 이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는 정도
의 차이가 있을 뿐 청소년들은 누구나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 시기의 특성
신체적으로는 성숙하나 정신적, 지적, 심리적, 정서적으로는 미숙한 상태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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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 개인이 겪는 부정적인 생활사건과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때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대처자원이 충분히 있으면 적절하게 적응을 하게 되지만, 스
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오래 지속되면 개인의 삶이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부적
응 상태가 유발될 수 있다. 교육부 통계자료(2015)를 살펴보면, 학업중단자 수는 51,906명(전체학
생 대비 0.8%)으로 전년대비 8,662명 감소하였고, 초등학생 학업중단율 0.5%, 중학생 0.7%, 고등
학교 1.4%로 전년대비 0.1~0.2%p 감소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인한 경험들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한 후에 우울, 불 , 비행 등 정
서, 행동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
로 건강하게 적응하는 청소년들이 있다(Garmezy, 1983; Rutter, 1979). 동일한 위험요소에

떻

노출되었

느냐에 따라 이

다 하더라도 청소년 개인이 그 위험요소를 어 게 지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

에 대한 정서적, 행동적 대응양식이 매우 다를 수 있으며(유성경, 2000; Masten, 2001), 청소년이

․

가진 개인적 환경적 자원에 따라 스트레스로 유발된 부정적인

증상에 대해 적응유연하거나 취

약성을 보일 수 있다(Cohen & Wills, 1985; Gentry & Kobasa, 1984).

적응유연성(resilience)은 개인들이 중요한 삶의 역경이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보여주는 능력(Luthar, Cicchetti, & Becker, 2000)으로, 청소년들이 역경이나 변화, 스트레스 상황

념

등에 대해 보다 잘 적응하는 신 , 태도, 행동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적응유연하다는 것은
한 개인이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삶의 주요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역

경, 도전, 변화 등에 대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발적이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적응
을 해야 하는 현대사회 학교상담의 목표 중의 하나는 적응능력의 신장이다(연문희․강진령,
2002). 적응유연성은 한 개인과 그 개인이 처한 상황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중학생의
중요한 생활영역인 학교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와 관련이 있는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을 학교상담 장면에서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의 현재 상황에서의 건강하고
생활환경의 변화가 극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이후의 사회에서의 건강한 삶과 적응 및 행복을 위해 필요할

련

박 선

윤미경,
2002)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비한 편이며, 또한 선행연구들은 실직가정이나 잠재적
중도탈락과 같은 특정한 위험요인을 고려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적응유연성이
처음에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두었으나 모든 청소년들에게 필요
한 것으로 점점 인식되고 있음(황영신, 2005)을 고려해 볼 때, 현재 특정한 위험요인에 처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적응유연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적응유연성 프로그램의 적용과 관 된 연구( 현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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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적응유연성 증진 집단상담 프
로그램은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빠른 변화에 잘 적응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인
현재 특정한 위험요인에 처해 있지

대처능력과 어떤 역경상황에서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개인의 기능유지나 강화

잠재력 발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
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적응 및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및 강점과
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미술심리상담
품

미술심리상담은 내담자의 미술작 과 창작과정 및 창작 후의 과정을 통하여 심리상태와 내면

선

․

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경감 또는 개 함으로써 내담자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효과적으로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주리애, 2000)

파악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교감하
여, 감정에 공감하고 수용해주는 것이다.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표현과 승
화작용을 도와줌으로써 자아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미술심리상담은 미술매체를 통
하여 무의식의 정서적 갈등과 심리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표현 하여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
해 내면서 갈등을 완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상담기법을 말한다.
미술심리상담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미술활동은 내담자의 무의식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
는 생각, 느낌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되는데 효과적이다.
둘째, 비언어적인 표현기법이다. 미술은 언어에 비해 더 세밀한 감정들을 전달해준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담자에게 적용하면 특정한 메시지나 상황의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감정 또한 읽게 해준다. 따라서 내담자를 이
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셋째, 미술은 사람의 방어기제의 표현을 감소시킨다.
넷째, 구체적인 결과물을 즉시 얻을 수 있다. 내담자의 감정이나 사고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고 각 개인의 실존을 깨닫고 객관화 시킬 수 있다.
다섯째, 자료의 영속성이 이다. 완성된 작품은 보관이 가능하며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하거나
변화과정을 직접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여섯째, 미술은 공간성을 지닌다. 이러한 능력은 갈등의 경험과 감정을 종합하여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미술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내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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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째, 미술은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한다. 미술의 창조적인 활동은 카타르시스나
승화과정을 통해 만족감과 환희를 경험 할 수 있다.
일

2. 집단미술심리상담
집단미술치료는 미술치료의 특성을 집단에 적용한 것이며 동시에 집단상담치료에 미술이라는

금 미술을 매체로 내면에 있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
하게 하는 동시에 갈등을 재 경험하며 수용하게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기통찰 및 자발성을 향
상시키거나 또는 사회참여 능력을 높이며 보다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창작품은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집단구성원으로 하여금
매체를 활용한 것이다. 즉 집단원들로 하여

서로 지지하고 위로받게 되며, 서로 상호작용의 역동이 일어나며, 공동 작업을 통해 대인관계에
필요한 감정조망 능력과 자기 조절력을

선

증진시키고, 자기표현의 기회와 상호교류를 촉진시키며

준다(황유경, 2001 재인용) 또한 공동작업을 통해 타인을 도와주면서 자
신의 무가치성이나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송정화. 2005).
또한, 타인의 문제를 들으며 자신의 문제의 보편성을 깨달아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 지지해주기
도 한다. 이러한 개인치료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집단미술치료와 자기표현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경은(2009) 은 사회성이 낮은 아
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적극적 자기표현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며, 권
민정(2007)은 집단미술치료가 아동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조절하며 자기표현을 하게하
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감정을 변화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다. 여태상(2001)은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기표출과 대인불안에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김미숙
(2002)은 집단미술활동이 아동의 자기 표현력과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이은의
(2001)는 집단미술활동이 정신장애 청소년의 자아표현과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
고하며, 전순영․김동연(2001)은 저소득 및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억압된 감
정을 노출하고 자기표현능력이 신장되었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집단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청소년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게 하고, 자신들의 환경이나 세계, 그리고 자신과 의사소통
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청소년의 생각이나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드러내며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결국은 자신과 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단순히 주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계가 요구된다(박지연, 2008). 청소년기에는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또
인간관계 개 에 도움을

1)

1) Yalom (1985)은 집단의 상호 작용의 가치로써 각 구성원들의
사회성을 발달시 다고 하였다.

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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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래를 통해서 사회적인 생존을 위한기술을 습 하고 자신들의

므

취약점을 보완하며, 깊은 자아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 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대인관계는 각 개인에게 소속감을 갖게 하고,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신희
(2003)는 결손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협동작업중심의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연령에 구분
없이 또래관계에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박승란(2003)은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아동의 대인
관계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한편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박성배(2004)는
대인관계능력 향상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고, 박성환(2004)은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대인관계 증진에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대인관계 하위 척도 중 친근감, 의사소통, 신뢰감의 3가지
척도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집단미술치료의 미술 매체는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하며, 의사소통하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집단미술치료와 대인관계에 관한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매개역할을 한다. 또한 각 개인에게 사회적인 소속감을 갖게 하고, 대
인관계를 통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학교적응유연성
마

린 정의를 살펴보면, Masten 외(1990)는 “과정과 역량 그리
고 도전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adaptation)해 가는 과정과 힘 그리
고 그 결과물”, Luthar(1991)는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유능감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
각 학자 다 적응유연성에 대해 내

Kashubeck과 Christensen(1992)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내는 개인

박

의 적응적 반응”이라 정의하였다( 수영, 2010).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적응유연성

둘러싼 환경에서의 적절한 대처와 개인에게 닥친 문제 상황에서의 극복과 회복과
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 겪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
고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되돌려 자신의 삶을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능력은 자아통제력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꼭 습득되어야 할 능력이다.
학교적응유연성은 적응유연성의 개념을 학교에 적용시킨 것으로, 학교의 환경에 잘 순응하거
나 변화시키며 학교생활을 잘 이끌어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교생활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동료와 교사간의 긍정적인관계를 유지하여 원만한 학교생활을 이끌어 가
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Hernanadez(1993)는 학교 적응유연성을 높은 성취동기와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에서의 성취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복합적인 자질과 능력을 포함하는 개
념으로 제시하였다. 학교에 대해 높은 동기를 가지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학생을 일컬어 학교 환경에 적응 유연한 집단이라고 정의하였
이란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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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았

취

다. Havighurst(1972)은 적응유연성을 학교와 관 된 발달과정에서 살펴보 으며, 학업성 도가

람

높

고, 또래와 잘 어울리며, 학교생활에서 바 직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

청소년기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오는 여러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송희영 외, 2006), 학교적응유연성이 높은 학생들은 다양한 역
경 상황 속에서도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닥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
는 개인 내적 자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유성경․심혜원, 2002). Garmezy(1991)에 의하면 학교
분위기가 학생들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뚜렷한 규칙체계가 형성되어 있
고, 행동에 대한 결과가 일관되게 수반되는 환경 속에서 신뢰하고 따르는 교사가 존재할 때 보
이는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다 긍정적인 적응유연성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유연성을 어려운 환경 속

취
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소현, 2014).

에서도 학업성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1)

학교적응유연성의 하위 구성요소

학교적응유연성의 하위 구성요소를 학교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규

흥미,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 학교규범의 준

수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가. 학교에 대한

흥미

흥미는 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애착으로 학교에서 일어
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 관심이 높고 학교생활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학교에 대한 흥미는 학교생활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학
교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학교와 교사, 수업에 대한흥미와
애착 정도에 따라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학교에 대한 흥미는 달라질 수 있다.
학교에 대한

취

나. 학업성 에 대한 태도

취

열의를 가지고 긍정적인 정서로 내적․외
적 욕구를 충족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학업흥미와 유사한 개념이며, Bergin(1991)의
분류에 따라 학업흥미는 특정 교과나 활동주제 등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관적
인 관심과 선호도를 의미하는 개인적 흥미와 특정 학습활동에 여함으로써 발생되는 일시적인
재미를 의미하는 상황적 흥미로 구분할 수 있다(김성일 외, 2008). 이러한 학업흥미는 학교교육
의 교육적 효과를 판단하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데 직접적․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학업성취도에 대한태도가 긍정적인 학생들은 학
교 수업활동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 능동
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김주호, 2010).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
학업성 에 대한 태도는 학생들이 학업에 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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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용에 대한 필요성 인식, 학업성 도에 대한 주관적 의미, 공부에 대한
과제에 대한

책임 등을 말한다.

취미, 수업태도 및 주어진

규범의 준수
학교규범이란 학생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가며, 집단의 안정을
유도하는 합의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규범의 준수는 교사의 지시 준수, 학교의 규범 준
수, 교내 봉사활동과 같은 징계처벌 경험, 무단결석 및 무단지각, 수업무단 이탈 경험, 싸움 경
험 등을 말한다. 학교의 규범, 질서를 잘 지키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교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이 많다. 스포츠 활동은 정해진 경기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페어
플레이정신을 내면화한다면 학교규범에 대한 준수도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이소현, 2014).
다. 학교

학교 적응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
학교 적응유연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개념으로 위험요인(riskfactors) 과보호요인(protectivefactors)
이 있다. 여기서 위험요인이란 부적응적 발달 산물과 관계되는 개인 또는 환경적인 특성들로 어
떤 발병이나 문제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더 심각한 상태로 만들거나 문제 상태를 그대로 유지
하게 한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학교중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큰
인구집단 또는 청소년집단들을 대표하는 특징이다. 대표적인 위험요인은 개별적인 수준과 가족
적인 수준, 지역사회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인 수준으로 나누어진다. Hernandez(1993)와 Josser
(1991)은 개별적인 위험요인에서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요소로 출생 시의 장애를 지적하
고 있다. 둘째, 가족위험요인으로서 가족해체와 가족원의 알코올 중독 등을 지적하였고, 셋째,
지역사회 위험요인으로는 사회문제의 발생이 빈번한 지역사회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기존의 전
문고등학교의 학생들의 발달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경
제적 궁핍, 생활환경의 문제가족구조 및 가족관계 문제 등으로 개인적 요소, 가족관련 요소, 환
경적 요소로 구체화 할 수 있다(박현선, 1999).
2)

학교 적응유연성을 위한 보호요소
보호요소에 대한 논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언급하고 있으나, 그 핵심적인 요소는 대부
3)

분 공통점을 갖는다. 여기서 보호요소 중에서 학교 적응유연성에 기여하는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련

크게 개인적 보호요소(계획성, 책임감,
자기유능감, 통제감)와 가족 관련 보호요소(가족의지지, 부모의 민주적 양육 상태) 사회․환경적
보호요소(교과수업외의 활동참여, 또래 관계, 교사의지지, 전문가의지지,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적응유연성과 관 된 보호요소는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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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광명 시 A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여학생 중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 학생 중
무작위로 10명을 선정하였다. 그 중 3명은 1회기 후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7명
을 확정하였다.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유연성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집단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
본 연구는

10회기를 실시하였다.

별칭)

대상자(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
성별
거주가족
취미
종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여
tv보기, 노래듣기
무교
(부모님, 오빠는 안산에 거주)
여
부모님, 오빠2
핸드폰, TV, 노래듣기 기독교
여
부모님, 남동생
피아노 치기, 그림그리기 무교
할머니, 아빠, 오빠
여
노래듣기
무교
(엄마는 같은 아파트 4단지에 거주)
노래듣기, 부르기 게임, 기독교
여
부모님. 언니, 남동생
그림그리기
여
부모님, 오빠2
쇼핑
기독교
여
부모님, 동생
쇼핑
기독교

나이

복어

ㅇ
낙지
하

문어

쭈꾸미
하ㅇㅇ
선ㅇㅇ

15
15
15
15

15
15
15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집단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를

설

음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측정실험 계를 이용하였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 과 같다.

검

검

사전 사

개입

사후 사

O¹

X

O²

실험집단

검

<표 2> 연구설계

검

실험집단에게 사전 사와 사후 사를 각각 회기 전과 회기 후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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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정서파악
<그림 1> 연구설계도

3. 연구절차
1)

연구대상선정

월 17일부터 2015년 7월 22일까지 ㅇㅇ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중 무작위로 최종 7명을 선정하여 사전․사후 검사로 학교적응유연성
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6

집단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는 주 2회 60분씩 10회기를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장소
는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ㅇㅇ중학교 위클래스실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적당한 독립
2)

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두 가지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검사 도구에 의한 직접 면접 측정을 하였고, 두 번째는 질적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그림분석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

학교적응유연성척도

흥미 설문조사(School Interest Questionnaire)와 민병수
(1991)가 사용한 학교생활 적응척도를 토대로 박현선(1999)이 수정․보완하여 만든 학교 적응유
연성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박경아(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질문지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교에 대한 흥미(8문항), 학업
성취에 대한 태도(8문항), 학교규범 준수(9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양식은 5점
Hernandez(1993)가 사용한 학교생활에 대한

- 84 -

김현옥 / 집단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성연구-중학생 대상으로

척도(5: 아주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이며, 부
정적 진술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각각의 하위영역은 세부문항에 응답한 값들의 총점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학교적응유연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적응유연성 검사의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는 .789로 나타났다.
Likert

범

<표 3> 하교적응유연성 문항 범주
주

학교생활

흥미도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

규범

준수

내

용

학교나 교사, 수업에 대한

착 흥미 정도

애 과

성적, 성적의 주관적 의미,

취미, 학업태도
교사의 지시 준수, 학교 규범 준수,
또래 간 싸움, 커닝, 지각, 징계처벌 경험,
무단결석, 싸움 경험, 수업무단 이탈 경험
공부에 대한

문

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심리검사
HTP 검사는 벅(BUCK)에 의해 소개되었고, 벅과 해머는(BUCK & Hammer)는 HTP 그림을 발달
적으로 도입하여 평가하였다. HTP는 연필 그림뿐만 아니라 색체를 사용하였으며 검사방법은 집,
나무, 사람을 가가 따로 그리도록 하여 각 그림에서 연상되는 무의식을 표출하게 함으로써 언어
2) HTP

화한다.

림검사의 유용성은 연령, 지능 예술적 지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실시가 쉽고, 시간이 많
이 걸리지 않으며 채점의 절차가 없이 그림을 직접 해석하고, 피검사의 투사문제를 바로 목격할
수 있으며 언어표현이 어려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림’은 인간의 ‘기본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을 그를 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생각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혹은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우리 주위의 여
러 가지 대상들 중에서도 집, 나무,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숙하면서 한편으로는 상징성이 강한
대상이다. 이런 대상들에는 그 대상을 인지하여 개념화 하는 사람의 성격 발달과 연합되어 있는
독특한 정서적, 표상적경험이 쉽게 스며들면서 하나의 상징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상
들을 그려보게 함으로써, 피검자의 경험을 ‘투사’라는 형태로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얻을
그

수 있는 것이다.

징 언어’를 해석하기 위한 여러 해 동안의 노력 끝에 Machover는 ‘신체 심상(body
image)의 투사’라는 기본적 가정을 확립하였다. 즉 인간의 성격은 발달 초기에 신체의 운동, 느
이러한 ‘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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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 생각을 통하여 발달되며, 투사적 신체 심상은 피검자의 충동 불안, 갈등, 보상 등을 반영한
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림으로 표현된 인물은 바로 ‘그 사람’ 이며 그려진 종이는 ‘환경’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그림 검사의 이론적 가정은 사람은 세계를 자신에게 형성되어 있는 심상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투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 심상에 왜곡이 있
는 경우에는 투사적 그림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HTP의 장점은 실시가 쉽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며, 중간 채점이나 기호채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림을 직접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피검자의 투사를 직접 목격할 수 있으며 언어표
현이 어려운 사람, 즉 수줍거나 억압된 아동 또는 외국인이나 문맹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또
연령, 지능, 예술적 재능에 제한받지 않는다. 그리고 환상에 시달리는 환자는 그것의 해소가 가
능하며 때로는 치료적 효과도 가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5. 집단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
었

초기단계는 1-2회기로 진행되 으며 미술매체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대상자와

뢰

친밀감 형

성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 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었

중기단계는 3-9회기로 진행되 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학교 적응에 관한 모습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종결단계는 10회기로 활동을 마무리 하는 작업과 활동을 끝까지 참여한 자신에 대해 성취감

출하고서 서로

을 갖도록 지지 하였고, 자신들의 긍정적인 자아상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표 4> 회기별 집단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

회기

프로그램

1회기

별칭 만들기

2회기

꽃밭꾸미기

3회기

약이 필요해

4회기

나무

꾸미기

목표
사전검사, 처음의 어색함을
덜어 줄 수 있다.
친근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프로그램의

자신의

흥미를 높여준다.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금 위로 받고

기대효과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만다라는 주의 집중 프로그램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다. 거기에
글라스데코라는 재미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준다. 또한 만다라의 꾸미는 순서와 방향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자신의 단점 보다 장점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장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장점을 강화 시켜 단점을 커버 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여
살펴본다.
더욱 장점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갖는다. 자신이 지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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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5회기

목표

프로그램
석고

뜨

손

본 기

자신의

기대효과

몸의 소중함을 안다.

6회기

멋진 내 모습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7회기

피자 만들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8회기

자신을

갖게 한다.

닳은

릇 만들기
종이

그

9회기

비행기를

10회기

편지쓰기,
작품전시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자존감을

높여준다.

꿈을
질 수 있다.

긍정적인

날려요.

가

몸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활용? 해야 하는지,
몸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게 한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외모에 굉장한 관심을 갖는 반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생각하는 멋진 부분을 선택하고
공감해주면 자신감을 갖게 해 준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릇

그 에 비유하여 자신을 표현해 보게 하여

선 파악하고,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 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자심의 감정을
자신의 미래의 삶에 긍정적인

마
마음을 갖는다.

나에게

세워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준다.

기회를 제공해

자신에게 고 운

마음과 희망을 갖게 한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을 수 있다.

Ⅳ. 연구결과
1. H․T․P 심리분석
개인별 H․T․P 심리 분석
(1) ㅇ난
1)

순서 : 집 → 나무 → 여자 → 남자
림

그 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표현은 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내재되어

었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 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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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다. 환경에 만족을 추구할 수 없어 좌절
감과 부적절함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적절감으로 불안한 상태임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관계에서 그것에 따른 양가감정이 표현되어 자신을 드러내고 싶
기도 하지만 감추고 싶어 하는 심리적 상태를 볼 수 있었다. 환경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내적
으로 표현되는 그림이기도 하다.
남성상 보다 여성상을 크게 그린 것으로 보아 여성을 남성보다 유능하고 우월하게 보는 시선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힘이 크게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현
제의 자신이 힘이 있어서 강해지고 싶다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기애적인 면과 공격적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수동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쳐 육상을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신채상의 아픔을 그림으로 표현이 된 것으
로 미련이 남거나 자신이 하고자하는 것이 좌절 되어 심리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자신이 다리를 다

(2)

쭈꾸미

순서 : 남자 → 여자 → 나무 → 집
않은 형태의 그림이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인 그림의 표현이 불안정한 상
태이고, 모든 것이 경직되어 있어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비율이 맞지 않고 입술을 강조하여
의존적 성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생각과 고민이 많고 열등감을 강하게 느끼
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강하고 우월해 보이고자하는 욕구가 강하
다. 본인을 과시하려고 하고자하는 욕구가 있다. 머리카락은 성적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행동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쭈꾸미 경우 이 그림심리검사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질문에 방어적인 표현이 나
비율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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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림
표현하고 붕 떠있는 느낌으로 행동을 하였으나 그림의 표현에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
을 그림을 통해 이상적인 자아로 표현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불안정과
성에 대해 아주 자연스럽고 개방적인 표현을 했으나 그림에서는 관심은 많으나 숨기고자 하는
양가감정이 함께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노출이 되었거나, 노출을 경험했거나). 즉 개방적
으로 표현은 하나 내면은 숨겨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으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칭찬을 바로 받
지 못하거나 그림이 맘에 안 들면 바로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진다.) 타인에게 인정
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 순응하기 어려워하며 혹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유연하게 적응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
타나기도 했으나 그 은 그 방어적인 것을 표현이 되는 형태였다. 자신을 과대 해석하여 그 을

다.

남성상을 먼저 그린 것으로 보아 남자친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직되어 있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주변에 관심이 많고 성취욕
이 강하며 긴장상태가 있기는 하지만 대인과의 관계를 넓히고자하는 성향이 더 강하여 대인관
계를 지속적으로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문어

순서 : 집 → 나무 → 여자 → 남자
림 표현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아에 대한, 자
신에 대한 자신감이 낮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도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공상에 빠져 있거나 생각이 너무 많아
현실감각이 둔하다고 볼 수 있다. 공상을 하고 있어도 현실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책임성
있게 해 나가야 하는 데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 하는듯한 느낌이다. 질문이나 대화를 할
때 늘 아이들 그룹(빅뱅) 멤버에 대한 이야기가 99%로 차지했고, 상상과 현실이 혼돈되어 있는
전체적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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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굉장히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격이 강하다. 대임관계에 어려움
을 겪고 있고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존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사람
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듯하다. 또한 청소년 시기의 성격장애나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
으며, 생활 적응을 어려우 할 수도 있다. 환경과 타인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한 듯하다.
그리고 공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의 행동이 현실에서 허용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듯 표현되어 사람상의 하체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어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면에서는 성에 대해 관심이 많거나 예를 들어 자위를 자주하는 학생들의 표현에서도 하체가 표
현이 안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게다가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는 것 그것이 환경적이든, 규칙이든 외부에 의해 막히고 좌절
된 경험들이 표현됨을 볼 수 있었다. 대화에서 성적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듯하였다. 단지
빅뱅의 팬클럽활동에 돈이 많이 들어 하지 못하는 것에 속상해하고 우울해했었다. 이런 이유로
좌절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며, 여성상의 그림을 여러 번 수정하여 그린 것을 보
면 자신의 모습에 만조하지 못하고 있을 볼 수 있다.
(4)

홍복치

순서 : 집 → 여자 → 나무 → 남자
느낌은 안정적이지 못하며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표현이 되었다.(첫 만남 때부터
틈틈이 문제집을 꺼내어 푸는 모습에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환경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가정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애
정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서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한 것을 느낄 수 있
었다.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자 할 때 주변의 반대나 거절로 자신의의견이 좌절된 경험
이 많은 것으로 표현 되었고 그로인해 잠제 되어 있는 분노와 폭력성을 볼 수 있었다. 단절을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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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겉으로는 책임감 있고 성실
해 보이나 자신에게는 전혀 만족감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본인 스스로가 학교를 왜 다니고
있는지 모른다고 표현했다.) 환경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내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대임관계에서는 조금 물러나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듯하다. 언제나 주변에 친구들이 모여
있어 복치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다. 대인관계가 조금은 치친듯하고 그것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줄 가정에서의 역할자가 없어 더욱 힘들어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다양한 이유로 힘이 있고자하는 욕구를 볼 수 있었으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자하는 내면
적 마음을 표현하였다.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

(5)

최낙지

순서 : 집 → 나무 → 여자 → 남자
림 크기가 크게는 표현이 되었으나 불안정하며 스트레스와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표현이 돼 건강하지 못한 내면이 표현됨을 볼 수 있다.
남성, 여성의 그림에서 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으나 그것에 대한 죄책감
또한 표현이 됨을 볼 수 있다. 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가정의 훈육 태도에 따라
성은 수치스럽고 숨겨야 하며 비밀스러운 것이라 교육을 받았다면 이런 양가감정이 동시에 표
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순응적 이지만 내면에 다른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그
러나 성에 대한 너무나 큰 수치심은 건강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는 언제나 열려있고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성격상 수줍고 조심
성이 많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타인이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성향이라 볼 수
있다. 외부 환경 접촉에 대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누군가와 연결하고자하는 연결
고리는 늘 열려있는 상태이다. 대인관계에서 조금 물러나 있고 심리적 접근이 가능하고, 대인관
전체적인 그 의

계를 적절하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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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된 공격성은 있으나

외부로 방출하지 않고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ㅇㅇ

(6) 이

순서 : 나무 → 집 → 여자 → 남자
너무나 규격화 되어 있는 그림이다. 불안정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사회성이 부족한 것으로 표현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의 크기가 크고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인관계는 환경의 지지에 따라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융통성이 없이 규율에 어긋남이 없는 행동과 태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여
언제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느낌의 그림이 표현되었다.
경계와 의심의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관계의 경계가 아주 명확하여 자신을 드러
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며 또한 타인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도 막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대인관계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타인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인 관계에 만족을 못 느끼면서도 애정을 필요로 하고 대인과
접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강박증의 성향이 있고 볼 수 있는데 고지식한 성향을 엿볼 수 있어서 자신이 정해놓은 틀을
깨는 것을 싫어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또한 없어 보인다.
수줍음을 많이 타며, 우울의 감정도 있는 듯하다. 의존성도 있고, 가끔 무력감도 느낀다. 열쇠
구멍 모양의 나무 : 활동에 비협조적이거나 동기가 부족한 듯하다.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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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ㅇㅇ

순서 : 나무 → 집 → 여성 → 남성
안정적이고 적절한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신의 그림에서는 자존감도 강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
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특성상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과
거지향적인 서향이 조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격이 조용하고 소극적인 편이라 대인관계에서도 적극적이진 못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의존성이 강해 독립 된 행동을 두려워하며, 새로운 경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일 수
가정에서도

있다.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표출되는 듯하며 긴장상태의 모습을 엿볼 수 있
다. 또한 자율성이 부족하고,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듯하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2.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회기 : 별칭 만들기
(1) 김ㅇㅇ(쭈꾸미)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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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참여했다. 참여하는 시간동안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에게 표
현을 했고, 친구들의 그림에 대한 평가도 자신의 의견에 대해 자신 있게 어필하였다. “쌤! 이거
심리 검사하는 거죠?” 활동에 대해 알고 있음을 표현했다. “아니, 심리검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격을 좀 보고자 함이야.”라고 대답을 해주자 “아!”하며 신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중학
생의 천진과 순진이 나타난듯하다. 하며 친구가 그림을 다시 그리고자 하자 “다시 그려도 똑같
아. 지금보다 잘 그리지는 못해.”하며 장난스럽게 그림에 대한 평가를 해줬다. 자신의 그림을 그
리면 만족스럽게 느꼈으며 “ 관찰자 : 그림이 꼭 만화 캐릭터 같아, 남자의 그림도 턱 선이 참
예쁘게 표현되었어.”라는 칭찬의 말에 “섹시한 것 같아요.” 라며 더 자신 있게 말했고, “애들아
잘 그린 것 같지 않아? 멋있지?”라며 그림의 느낌을 표현했고, 친구들의 호응을 기다리기도 했다.
거부반응 없이 자연스 게 활동에

회기 : 꽃밭꾸미기
(1) ㅇㅇ난
2) 2

음
터 체크했다. “선생님 저 4시 10분에 나가야 해요.”, “그렇구
나! 그럼 다른 친구들 아직 오지 않았지만 활동을 먼저 시작하자.”, “네” 그래서 다른 친구들 오
기 전에 먼저 활동을 시작했다. 준비해 온 과자를 먼저 먹을 수 있게 나눠주고, 매체를 준비하
는 동안 자유롭게 기다릴 수 있게 하였다. 여러 장의 만다라 그림을 크기가 서로 다르게 준비했
는데 그 중에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 8절지 도화지에 붙이도록 알려주었다. “전부 다른 그림이에
요?”, “응, 서로 그림이 다르고 크기도 달라.”, “음...” 다소 많은 종류의 만다라를 한 장 한 장 살
피며 “이거 어려울까요?”라고 묻더니 신중하게 3개의 그림을 골라 도화지에 붙이고 조용히 다음
순서를 기다렸다. 마침 다른 친구들이 상담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기 위해 조금 소란스런 분위기
가 연출이 되었으나 ㅇㅇ난이는 전혀 흔들림 없이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하지만 ‘선생님 다음
뭐해요?’라고 먼저 묻지는 않았다. 글라스데코를 주며 “자유롭게 꾸며보자.”, “두 가지 색으로 꾸
며도 돼요?”, “물론. ㅇㅇ난이가 원하는 대로..”, 이후부터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녀 몰두하기
시작했다. 틈틈이 “아!! 이 색으로 꾸미니 훨씬 환해진 느낌이다. 넌 어때?”, “미소... 네^^” 이
짧은 대담을 들려주고 다시 집중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고쳐요?”, “지금은 안 되고 다 바른
처 에 상담실에 들어와서 시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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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덮칠 할 수가 있어요.” 대답하자 다시 집중 모드.
처음에는 두 가지 색을 이용해 그린다고 했는데 점점 다양한 색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말했던
4시 10분이 넘어 조용히 “아까 얘기한 4시 10분이 조금 넘었는데 어떻게 할래?”, “이거 다 할래
요.”, “그래, 천천히 다 꾸미고 가자.”, “네^^” 다시 집중. 지난시간과 달라진 점이라면 관찰자
와 눈을 정면으로 마주쳐 주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대답의 목소리가 커졌고, 칭
찬을 해줄 때 서슴없이 미소로 답해주었다.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며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작
업하더니 구성한 작품을 모두 완성하였다. 다 완성 후 어느 부분이 잘 표현이 되었는지 이야기
해주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맘에 드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
는 표현을 해주었다. 활동을 완성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웃었다.
라포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경험이 적은 매체를 선택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기
다 에 위에

를 부여하였다.
3) 3

회기 : 약이 필요해

(1) 서문어

상담실에 들어와서 바로 수학문제집을

풀기 시작했다.(시험과 숙제 때문에 한 명씩은 꼭 문제

푸는 학생들이 있다.)
남친이 없어서 외롭다고 말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며 “나도 없는데...”하기에 “문어님 거짓
말 하면 안 되지. 지난 시간에 최숭현 남친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농담을 하자 정말 밝게 웃
으며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남친이라고 계속 해주세요.”라며 행복해 했다. 빅뱅의 팬이다. 빅
뱅의 팽니라 이야기의 처음을 빅뱅으로 시작하였다. 그래서 더욱 자연스럽게 대화를 끌로 갈 수
있었다.
아픈 곳은 공부와 학업의 스트레스였다. ‘나는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별로 신경 안 써
요.’ 하면서도 잠재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그대로 표현되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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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 멋진 여행을 상상하거나 빅뱅 노래를 들어요.’라고 하였다. 현실감각이 부
족한 듯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성격이다. ‘스트레스를 풀고 자시 공부
에 열심히 해야죠.’하며 자신 만의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지에 대한

회기 : 나무 꾸미기
(1) 최낙지
4) 4

배경을 모두 스프링 모양으로 꾸며주었다. ‘어느 색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묻는 질문
에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하며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본인의 그림
에 친구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혹평을 하자 ‘아니야!’ 반박을 하며 속상해 하기에 ‘이 그림 스타
일 프랑스 애니메이션작가 장쟈크 썅페의 그림과 닮았는데.’하며 작가의 작품인 꼬마 니콜라, 얼
굴 빨개지는 아이, 자전거 못타는 소년, 프랑스 스케치 등의 제목을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혹
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썅페의 그림을 봐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라며 응
원해 주었다.
(생각이 많은 친구이지만 지도하는 사항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표현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
본인의 생각과 가른 친구들의 의견에 금방 상처를 받으나 지지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다시 자
신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을 보였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는 학생이라 지지와 옹호
의 방향으로 상담의 방향을 맞추어 나갔다.
나무와

회기 : 석고 손 본뜨기
처음 접하는 매체라 기대감이 높았다. 석고 붕대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의 점을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관심이 많아 질문도 많았다. 또한 상담선생님께서 미리 작업 한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
줘서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여 주었다. 손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붕대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게
5) 5

- 96 -

김현옥 / 집단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성연구-중학생 대상으로

꼼꼼함이 최고에 달했다. 각자의 손에 붕대를 대어 보며
신중하게 잘랐다. 본격적으로 손에 붕대를 붙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무게감은 어떤지, 무엇
이 가장 불편한 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몸의 각 부분이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들이 모여
몸을 이루는 것이니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한 손으로 작업 시 불편하고 곤란한 상황이 되
었을 때 옆의 친구들이 도와준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생
각해야 한다.’라고 하며 마무리 하였다. 또한 불편하고 귀찮은 학교나 각 반의 규칙들을 이야기
해보고 그것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시끄러워서요.’,
‘싸워서요.’, ‘말을 안 들어서요.’라고 답변을 하면서 규칙은 불편하지만 지켜야 한다는 중요성을
잘라야 한다는 말에 학생들의 신중함과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대화를 하였다.

회기 : 멋진 내 모습
(1) 문어와 낙지
6) 6

낙지(왼쪽) : 발은 처음에 워커를 꾸미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표현이 안 되어 그냥 신발을 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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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것이다. 본인의 가끔씩 시끄럽고 발랄한 모습을 표현했다.
깻잎 밑에는 과자가 사려줘 있다. 마음을 감춘 것이다. 약간 내면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
나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마음속의 표현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다
고 했다. 무언가 다른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단어
가 떠오르지 않아 좀 답답해했다. ‘뭐라고 말을 하지?, 어떻게.....음...’ 라고 하며 답을 찾으려고
했으나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한 듯 했다.
➽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표현해 보면서 스스로가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모
습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한다.

회기 : 피자 만들기
(1) 선ㅇㅇ
7) 7

피자판을 색의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반짝이 스팡클로 토핑을 화려하게 꾸며 주었다. 그리고
네임펜으로 하ㅇㅇ와 함께 토핑 재료를 그려 실제와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 놓았다. 그리고 마시
멜로우로 반짝이 위에 세우기에 무슨 재료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먹
을 것을 많이 올리려구요.’
선ㅇㅇ은 이번주 내내 담임선생임과 갈등으로 인하여 분노의 반응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좋아하는 종류의 젤리를 준비하여 꾸며보며 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면서 분노의 감정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갔다. 그리고 ‘선생님과 내 생각과 달라요.’라는 말을 듣고 선ㅇㅇ생각과 선생
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 해보게 한 다음,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하고 싶어요’ 일어나
는 분노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동시에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하며서 분노를
조절하게 하고 대화를 통해 지지 하면서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일어나는 분노와 서운함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대화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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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자신을 닳은 그릇 만들기
(1) ㅇㅇ난
8) 8

릇 잔치국수(파란색)가 담긴 넓은 그릇을 만들었다. 왜 이것이 자신과 닮은 그릇이라고 했
냐고 물었더니 어제 잔치구구수가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그 그릇이 가장 먼저 생각나서 만들었
다고 했다. 그리고 몇 개의 그릇을 더 만들었는데... 오므라이스가 담긴 접시, 꽃전과 송편이 담
긴 볼이 넓은 그릇, 떡볶이와 어묵이 담긴 접시를 만들었다.
꽃전이 담긴 그릇을 만들면서 예전의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꽃전의 추억과, 4일 된 남자친구
를 생각하며 설레여 하기도 하고, 자신이 갖고 싶은 원피스와 운동화의 디자인도 자세하게 설명
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사항과 용돈을 절약해 자신이 하고 자 하는 일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 주었다.
화장품 파우치 전부를 선생님께 빼앗겨 화가 많이 나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클레이점토를 제시해 주었다. 다양하게 만들면서 화가 난 감정에 대해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옛 추억과 새로 사귄 남자친구에 대한 설렘의 감정으
로 자연스럽게 오버랩 되면서 감정을 조절하였다. 그리고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물음을 던져 대처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 ‘학교에 안 가져와
야 하는데...’ 감정 조절 후 스스로 방법을 찾고 그것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그 은

9) 9

회기 : 종이비행기를 날려요.

(1) 복치

꿈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현실적으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친구이다. 본인이 이루고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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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어
려운 것이라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본인을 힘들게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하지만

회기 : 나에게 편지쓰기, 작품전시회
마지막 종결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기에 아쉬움을 표현하지만 담담
10) 10

하게 받아들였다.

종결 파티를 위해 다과와 그동안 활동한 사진과 학생들의 작품을 영상으로 준비해 보면서 지
난 시간들의 기억을 다시 상기 시키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활동이나 애착이 갔던 활동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고 다음에 또 한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동안 활동에 참여해준 자신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를 작성하며 자신을 다시 돌
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관찰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편지는 받아보는 설렘을 느낄 수 있게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하였다.
3. 학교적응유연성 변화
1)

학교적응유연성 분석

듯

학교적응유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5>에서 볼 수 있 이 대부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

났음을 볼 수 있다.

듯
흥미도,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 규
범준수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학생들의 개인성에 따라 각기 다른 영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 이 하위영역에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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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교적응유연성 차이 분석

량

성명

사전

사후

복치

64

65

+1

54

64

+10

71

75

+4

67

64

-3

62

60

-2

63

67

+4

67

75

+8

ㅇㅇ난
낙지
문어

쭈꾸미
하ㅇㅇ
선ㅇㅇ

변화

그림 제목을
삭제하셨다면
100
75

65
64

64
54

75
71

64
67

6260

그림 3을

75
67

67
63

그림 2로
사전

50

사후

25
0
복치

성명
복치

ㅇㅇ난
낙지
문어

쭈꾸미
하

선ㅇㅇ

ㅇㅇ난

낙지

문어

쭈꾸미 하 ㅇㅇ 선ㅇㅇ사전

<표 6> 학교적응유연성 하위 영역 분석
학교생활 흥미도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

규범준수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20

16

10

13

34

36

20

24

11

11

23

29

23

23

13

15

35

37

20

16

10

13

37

35

18

15

11

11

33

34

15

21

12

12

36

34

17

22

14

14

3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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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30
25
20
15
10
5
0

20
15
10
5
0
사전

사후

복치

낙지

쭈꾸미

ㅇㅇ난

문어

하 ㅇㅇ

사전
선ㅇㅇ

사후

복치

낙지

쭈꾸미

ㅇㅇ난

문어

하 ㅇㅇ

선ㅇㅇ

학교규범준수

50
40
30
20
10
0
사전

사후

복치

낙지

쭈꾸미

ㅇㅇ난

문어

하 ㅇㅇ

선ㅇㅇ

<그림 3> 학교적응유연성 하위 영역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집단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성을 보기
위한 연구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에 따
라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음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첫째, 집단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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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었

단점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만 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

친숙함을 느끼는 시간을 제공하였고, 활동을 통한 표출된 작품을 서
로 발표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대화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서로 공
감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진행하였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중심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높이기 위
해 지지와 옹호의 상담 기법을 함께 적용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다른 학생들도 가지고 있고,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공감형성을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활동을 통해 학교에 대한 생활들을 나누며 서로 동료애를 느낄 수 있
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교생활의 흥미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다. 공동 작업을 통해 서로

따라서 집단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 시켜 학교 적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갈등이나 심리적인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기말고사와 프로그램 일정이 중복이 되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성적과 시험에 대한 스트
레스가 늘어남이 표현되었다. 집단미술심리상담은 물론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지만 그리는 과정 동안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치료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표현되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수용하고, 활동은 통해 표출할 수 있도록 격려하

믿는 신뢰성을 잃지 않고 나아가도록 지지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불안과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프로그램의 표현 과정을 통해 억압된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고, 스스로 자신감과 자신을

스트레스 및 공격성을 감소시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

져

각의 변화를 가 왔다고 볼 수 있겠다. 활동 중간에 자신의

파우치를 빼앗겨 속상해하고 선생

님께 화가 난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진
행해 나갔다.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활동을 통해 그대로 표출할 수 있게 하여 감정의 정화작
업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자연스럽게 학교 규칙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규범과 규칙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하고 화가 났을 때 표출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하여 폭력성의 순화를 통해 학교규범을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하겠다.
넷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기상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집단미술심라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우울에서 오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 생각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집단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이 공감적
이며 전문적인 관계 내에서 고통이나 두려움을 표현 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우울의 감소
와 자기상 확립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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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음

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 으로 다 과 같이 제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의 정서와 행동,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미술치료 프
로그램을 구성한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과업은 학교적응 외에도 많
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야 하는 과업들을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하게 표
현이 된다면 과업을 수행하고 이해하는 데 효과가 높을 것이다.
둘째, 집단원은 개인에 따라 변화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이며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는 기간
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여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 있게 때문이다. 그래서 꾸준한 미술심리상담프
로그램을 통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강점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학교 미술치료 도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이 보다나은 학
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술치료를 도입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폭 넓게 접근하여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도 다각적인 면에서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주변체계의 탐색과 미치는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
하여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더 구체적이고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뿐만이 아니라 주변 체계의 주요한 환

람

욱

경, 사 과 협력하여 더 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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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effectiveness research that group art psychology consultation
affects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 targeting for middle school students

Hyun Ok. Kim*
An adolescent period, in the midst of a developmental stage of human beings, is the transition period
between childhood and adulthood, and the period that goes through the most considerable changes
physically and mentally. With drastic physical change, the adolescents hold their own views about a view
of the opposite sex, a view of occupation, an economic view, and so on, and also they experience various
conflicts in the process.
In an adolescent period,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experiences of being respected and sympathized
because it affects the growth, development, and formation of human nature of individuals.
Addition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in an adolescent period is adaptation in the school. Most
of the adolescents spend lots of time at school, and school adapting in the process is really important
since it can become a foundation of relationships and social adjustment.
In this perspective, by group art treatment program, for aiming to have emotional change so that each
of an adolescent is able to expect self-aspect positively, we aim at having positive change of flexibility of
school adapting,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al tasks during an adolescent period.
Therefore, this research has a signification from searching the effect of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of
middle school adolescents through group art treatment program.
Key words : self-aspect, adjustment resilience,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group art psychology consultation, art
psychology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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