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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교육이 취학 전 아동의 색채가
정서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오 현 숙†

한서대학교 아동미술학과
본 연구는 미술치료 교육적 접근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취학 전 아동의 정서 상태와 색채 사
용 및 부모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
구에서는 양육 상태에 다른 아동의 색채표현 흐름과 정서 상태 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색채 사용 특징은 먼셀 색상환의 매뉴얼에 무채색을 추가하여 체크하였으며, 아동의 정서 상
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DAS 그림검사를 사전, 사후, 추후로 실시하였고, 참여 아동의 사례를
개별 분석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양육일지를 내용 분석함으로 써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취학 전 아동의 색채 사용은 극히 개인적이어서 개별적인 심리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
으며 사용되는 색은 각각 제한적이었다. 둘째, 미술치료교육으로 인해 아동들은 보다 자유롭
게 자신을 표현하게 되었으며 안정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들의 정서에 초점을
맞춘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정서 상태, 색채 사용. 취학 전 아동, 부모양육태도, 미술치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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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의 정서 상태와 색채선택에 상관이 있는가?

아동의 색채표현은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들
은 규정된 틀에 넣어 맞추어 증명하려는 것에
머물러있어 새로운 연구를 구명 하려는데 어
려움이 있다.
이 논문의 필요성은 미술치료교육이 유아동
의 색채표현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
서와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며 아동의 주관적인
색채감정과 객관적인 색채감정을 증명하고 이
를 토대로 유아동의 정서적 이해에 용이하고
자 함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연계하여 나타나는
색채의사용은 심리적인 정서와 개인과 연관된
색채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드러나는 색채
의 감정들을 연구하여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로는 부모의양육태도와 정서관련
논문들도 있으며 색채심리와 관련 논문과 유
아동의 색채사용과 정서에 관련된 논문들이
나와 있다.
아동의정서는 부모의양육태도와 상관이 있
으며 증명하기위하여 사용되어진 색채분석을
미술치료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의 개선과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
고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다.

연구문제 2. 미술치료교육이 취학 전 아동
의 색채 표현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관이 있
는가

Ⅱ. 용어정의
1. 아동의 정서
정서란 주관적 경험, 표출된 행동, 신경학적
활동이 종합된 극도로 복잡한 여러 가지 현상
을 일컫는 말이다(네이버 백과사전).
본 연구에서 아동의 정서란 주관적으로 표
출된 감정이나 행동을 말한다.
아동의 정서는 자신이 잘 지내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종종 자신의 현
재 정서 상태를 유지하거나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2. 아동의 색채심리

로웬펠드과 브리튼(Viktor Lowenfeld & W.
Lambert Britten, 1975)은 아동이 사용하는 색은
사물특성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지만, 개인적
색 사용의 근원은 색의 지각, 정서, 연령 관계
1. 연구문제
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아동화발달
에 따른 색사용의 의미를 설명한다. 본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색채사용이 정서 에서 아동의 색채심리는 아동의 정서 상태에
와 양육태도에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고자한다 따른 색채표현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3. 부모의 양육태도
연구문제 1. 미술치료교육이 취학 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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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

Beeker(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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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N(%)
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Fishbein과 Ajzen 나이 성별 6세 (6명) 7세 (6명)
(1975)은 양육태도란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
남
31(50)
24(33.3)
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
여
35(50)
42(66.6)
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
으로 가족구성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
회․경제적 지위,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나 2. 측정도구
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1) Silver의 이야기 그림검사(DAS: Draw-a하였다(배문주, 2005 재인용).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story test)
결정해 줄 뿐 만아니라, 아동의 지적, 정서적 Silver의 이야기 그림검사는 자극 그림을 제
공하고 그 중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꾸민 후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 하는 검사기법
이다(Silver, 2002).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그림
4. 미술 치료교육
은 Silver가 제시한 두 유형 중 형이다. 채점척
미술교육은 주로 미술에 대한 개념과 기술 도는 정서내용척도와 자기상척도, 유머사용
을 습득하고 결과물을 중시하며, 미술치료는 척도가 있는데 유머사용 척도는 모든 작품에
미술작업의 과정을 중시하고 아동의 심리적, 채점되지는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
정서적 성장에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미술치 다. 정서내용척도는 선택한 자극을 사용해서
료교육은 미술교육 적 과정에서 심리치료 적 구성한 이야기 내용을 바탕으로 1점에서 5점
접근으로 미술교육의 측면과 미술치료의 측면 까지의 점수를 주게 된다. 이야기 내용이 슬
프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일수록 낮은 점수를
이 통합된 과정을 일컫는다.
받게 되며 둘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행복한 내
용을 담고 있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게 된다.
Ⅲ. 연구방법
자기상척도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신과 동
일시하는 대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1점에서 5
1. 연구대상
점 사이의 점수를 매긴다. 그 대상이 어느 정
도의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본 연구의대상자는 G시에 거주하는 취학 데 무기력하거나 부정적일수록 낮은 점수를
전 아동 6, 7 중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받고, 힘이 강력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표본을 모집하여 6세 남아 3명, 6세 여아 3명, 이야기 그림검사의 신뢰도는 Silver(2002)가
7세 남아 2명, 7세 여아 4명으로 구성하였다.
보고한 채점자 간 상관계수가 .80이상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1과 같 검사-재검사 신뢰도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다.
었다고 보고한다(Silver, 2002; Silver, 1993a;
Silver, 199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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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1988년 우울연구를 위해 처음 만
들어졌으나 최근에는 우울과 공격성을 위한
사정도구로 사용되는 그림 검사법이다.
실버는 이전의 두 도구에서 사용되었던 65
개의 그림들로부터 14개의 보기 그림들을 선
택하였다. 검사카드는 두 가지 타입으로 Form
A형은 사전․사후 비교검사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Form B형은 반응들을 정리하거나 진
단적 목적을 위하여 치료과정 중에 활용되며
상담과정의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
용된다(Rawley Silver(2009). DAS manual, Silver
1988b, 2002) 본 연구에서는 Form B를 사용 하
였다.
Silver

셋째, 색의 느낌, 형태의 크기, 배치, 상징
등 그림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한다.
넷째, 부모의 양육 태도, 아동의 환경, 아동
에 대한 자료 등으로 분석을 위한 보충자료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아동의 사용색채에 대한 흑백 논리
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색상 심리 분석
본 색상 심리분석은 아사리 색채언어의 심
리적 생리적 의미를 기준으로하고, 알슐러 와
해트비크 색채심리 분석을 정리하여(김재은,
1988, 오현숙, 2012 재인용) 먼셀의 색상환 표
에 기준으로 무채색 축을 추가로 채도 단계 5
단계로 축을 구성하여 재구조화하여 표 2, 표
3으로 하였다.
색상환의 심리분석 분류 표 2, 표 3 및 색
채 심리분석 항목 표 4의 Check 방법과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색채의 분석표는 색채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이용하여 아동의 내적인 주관적 감성
적, 체험적 심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학자
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연구되어진 것을 분석
하여 정리한 것이며(알슈러와 하트윅, 1947.
김재은, 1988. 오현숙, 2012)이를 통해 아동의
내면세계의 심리 상태에 접근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의 색채반응은 지극히 개별적이
고 양육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호색
또한 유동적이다.

표 2. 색상환 분석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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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색상환 심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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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적 원리
1

2

외
향
적
심
리
/

3

난
색
계
열

4

표 4. 색채 심리분석 항목 지표

그림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아동 색채 심리분석 항목 Check Sheet
무채색(W) : 경계심, 실패, 불안, 우울
5. 처음/평화/시원함/순수함/공허
3. 불안/방황/권태/우울/미결정
4. 균형감/중앙/중립/타협
2. 만성우울 불안 1. 외톨이
대비색:초록/청록
빨강(R) : 불만, 비난, 공격
5. 기쁨/안정감/애교
3.분노/완고/원망/흥분/공격성
4. 애정/활력/진취적/개척
2.스트레스발산 1. 혁명
대비색:청록/파랑
주황색(RY) : 극도애정결핍
5. 좋아함/즐거움
3.주변상황동요/변덕/과시
4. 건강/창의력/모험/자발/온화/성숙
2.욕구/식욕 1. 혐오
대비색:파랑/남색
노랑(Y) : 애정. 욕구
5.
4.

5

6

5.

뉴
트
럴

4.

/

5.

자
연
색

7

4.

5.
4.

8

5.
4.

9

내
향
적
심
리

5.
4.

빛/희망/가벼움
화사함/지적/생동감/풍요/희망/유쾌
안정적인/친절한
안심/여유/피로회복/재생/신선
여유롭고 싶다
적응력/관용/협력/조화
자기세계 / 쉬고 싶다
참신/침착/상상력풍부
상상력/예술적
성실/평화/긴장/이완
자유로움/자상함
사고/사색/정신적/성공

/

10

11

한
색
계
열

5.
4.

5.
4.

예민한/낭만/마음이 아프다
치료적효과/신중한/자존심/우아/신비
고귀함/비밀스럽다/행복
헌신/존중/온화한/보살핌

3.

대비색:남색/보라
연두(YG) : 허약, 피로

2.

3.

대비색:보라/자주
초록색(G) : 비애

2.

3.

대비색:자주/무채색
청록(BG)

2.

3.

대비색:무채색/빨강
파랑색(B) : 의무감, 복종. 순종

2.

3.

대비색:빨강/주황
남색(BP)

2.

3.

대비색:주황/노랑
보라(P) : 질병, 상해와 영향

2.

3.

대비색:노랑/연두
자주(RP)

2.

3.

대비색:연두/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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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리광/지배욕/편견/신경질적
근심 1. 경박
그리움/기다림/완고함/피로
끈기 1. 걱정
고집센/질투/미성숙/의심/게으름/허약
평화/건전 1. 근심
무능력/정적/보수적/고립/공허
신비 1. 공포
의심/공상/피곤/우울/나태
이성적 1. 냉정
보수/독선/불안/절망/침체
의욕감 1. 복종
망각/불안초래/자만심/나약함
신앙심 1. 불안
자기애부족/고립/독점/지배적
스트레스발산 1. 고독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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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주제
Open Studio

1

2

3

4

5

6

7

8

비지시적
자유만들기
평면 I
지시적
쇠라의 작품
매체탐색
제시적
스펀지
평면 Ⅱ
지시적
예쁜 나
미운 나
Open Studio

비지시적
평면 I
지시적
피자 만들기
매체탐색
제시적
옷걸이
평면 Ⅱ
지시적
나의 이불
Open

9

10

11

12

Studio

비지시적
평면 I
지시적
거울에 비친
사람과
나의 공간 표현
창작표현
제시적
고무장갑
평면Ⅱ
지시적
가족과 함께

<표 5> 미술치료 교육 프로그램 내용
치료교육목표
교육내용
원하는 자유매체를 선택하여 자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유롭게 상징물을 만들어 준다. 자연스럽게 작업에 집중 할
수 있다.
나에게 가깝게 있는 사람은 어 원근과 중첩을 이해하며 거
떤 사람인지 대상 인물에 대하 리감과 입체공간을 이해하
여 이야기 해 본다.
고 표현해본다.
압축과 팽창의 느낌이 심리의 스펀지매체를 제시하여 창
긴장과 이완으로 심리 조절능력 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워
을 키운다.
준다.
나를 그려보면서 자기를 느끼며 나의 좋은 예쁜 모습과 나
알 수 있는 자기인식과 더불어 의 버리고 싶은 미운 모습
자아라는 개념을 알아간다.
을 생각하고 그려본다.
독립심, 자립심 또한 나의 욕구 사물을 인지하는 통찰력을
를 표현 해소
키운다.
피자를 나누어먹는 심리적인 욕 피자를 만들어보며 시각적
구와 대상관계를 알아본다.
인 기쁨과 제작과정을 체험
한다.
다양한 매체를 경험하며 유연한 재료의 독창적인 활용을 통
사고를 기를 수 있다.
해 나만의 개성표출과 이에
따른 창의력을 키운다.
나의 이불에 대한 감정을 작업 이불에 대한 느낌과 기능
하고 표현해주며 심리적 안정감 에 대하여 알아보고 인지하
을 느낀다.
여 나만의 이불을 만든다.
다양한 매체를 선택함으로써 재 자유로운 재료, 자유로운
료에 대한 사용과 독립심을 키 발상으로 창의적인 작업
운다.

준비물
각종 매체, 자연물,
인공물, 글루건, 풀,
종이, 가위 등
필름지, 네임펜, 우드
락, 글루건, 카렌다쉬
(크레용)
스펀지, 다양한 매체,
가위
필름지, 스카치테이프,
카렌다쉬, 네임펜, 색
상지 8절, 거울
각종자유매체
지점토, 우드락, 리본,
매직, 아크릴물감, 조
소도구
옷걸이, 테이프, 글루
건, 필름지, 눈알 등
도화지, 매직, 점토
색연필, 글루 건, 다
양한 소재의 천
각종자유매체

거울에 비치는 공간을 입체적으 거울이라는 매체의 특징을 거울지, 우드락, 매직,
로 표현하며 자연스럽게 나와 미술작업에 자연스럽게 이 카렌다쉬
상대의 공간을 이해해본다.
해한다.
다양한 재료에 대한 체험으로
재료를 다룰 수 있는 융통성이
생긴다.
주제를 통해 가족이라는 개념을
의미있게 다가가며 가족과의 관
계를 알아다.
- 6 -

고무장갑의 특징과 형태를
같이 이야기해보 관찰하고
만져보고 조작해본다.
가족이라는 주제로 주제에
따른 공간과 형태 구성을
알아간다.

고무장갑, 줄, 다양한
매체눈알, 물감, 호치
키스, 글루건
도화지, 색연필, 크레
파스, 지우개,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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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가능한 아동의 많은 사용색채를 수
집하여 연속적인 색채의 사용 관찰이 필요하
다.
일곱째,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색채의 사
용과의 선호도를 이해해야한다.
여덟째, 색과 정서를 연결 지어 파악한 후
아동의 심리분석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아동의사용 색채를 이해하는데 이
용하는 심리도구로서 가치를 높여야 한다(오
현숙, 2006).

주는 매체탐색은 지시적으로 매체를 재구
성하고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생각을 통한 문
제해결 능력을 키워준다.
4주는 평면Ⅱ로 지시적으로 미술교육과 치
료를 접목한 미술심리 프로그램이다.
1개월로 로 3개월 12회기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내용은 미술치료교육을 교육목표와
활동내용은 교육적으로 정서와 감정다루기 중
심으로 계획하였다.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프로그램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내면에 대
한 어린이들의 성향을 넘어서 자신을 이해하
3. 연구절차
고 정서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으로
불안이나 불만족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정서
G시에 있는 미술치료 연구소에서 취학 전
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아동 12명을 모집하여 2012년 5월부터 7월까
지 매주 1회90분 수업을 월4회 3개월간 12회 5. 색채심리 분석 구성
기 미술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미술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매 아동의 색채심리 분석은 한 주간 아이의 양
회기마다 부모에게 일주일간 있었던 중요한 육한 어머니의 양육보고서와 프로그램에 의해
일 에 대하여 매주 양육일지를 쓰게 하고 프 사용된 색을 구별하여 회기별 사용 색을 컬러
로그램수업을 하였다. 아동들에게는 한 주 동 챠트에 체크하여 아동별 정서 상태를 분석 체
안 일어난 상황들과 연계하고 미술치료교육
활동 중에 나타난 색채를 분석하여 색상환에
표 6. 기본 색채 사용 표시 틀
체크하고 색채에 나타난 심리적 정서를 알아
보았다.
4. 프로그램구성
미술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주 1회 월 4회로
주제별로 구성하였으며 1주는 Open Studio는
비 지시적으로 자유로운 미술 활동에 자유창
작 활동이다.
2주는 평면Ⅰ는 지시적으로 미술교육과 심
리적 접근을 접목한 창의적인 미술 프로그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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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한다. 색상환 안의 숫자는 수업 회기의 숫 검증이 되었다, 특히, 7세 남아(I, J, K)의 정서
자로 기록한다.
에 미치는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부모의 양
육태도 변화로 인한 정서적인 억압이 풀려서
6. 자료분석
자유로운 감정의 발산으로 나타 난 결과 일
수도 있음을 개인 색채분석에서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각 검사의
채점기준에 근거하여 점수화한 후 SPSSWIN 2. 색에 따른 정서반응
Version 19.0 Progra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색상환에 따라 긍정적․부정적으로 분류하였 12명 아동의 12주간 색채 사용을 분석하여
고 부모양육태도에 의한 개인적인 색채 감정 색과 관련된 정서반응을 12장의 엄마의 양육
도 분석하였다.
보고서와 교사의 12회기 미술치료교육 활동
일지와 작품을 분석하여 색채에 의한 긍정반
응과 부정반응으로 아동의 정서 상태에 따른
Ⅳ. 연구결과
표현된 색채의 단어로 정리하여보았다.
색에 따른 정서반응에서 긍정반응으로는 난
1. DAS 정서반응 결과
색계열의 반응으로 빨강(R)이 기분좋음, 화목,
도전, 흥미, 따뜻, 열심, 노력, 몰입. 주황(YR)
미술치료교육과 부모의양육태도가 취학전아 이 기대, 비밀. 노랑(Y)이 행복, 잘 지냄. 즐거
동의 색채가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움, 욕구, 어울림, 흥미로움, 따뜻함이고 연두
위해 검사 시기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한 (GY)은 잘 지냄. 초록(G)즐거움, 적응, 무난, 편
결과는 표 7과 같다.
안, 노력, 참을성, 조절, 중재, 청록(BG)순응,
정서반응의 결과로 사전, 사후, 추후, 검사 파랑(B)인내, 적응, 감정조절, 기분 좋음. 안정,
가 전체적으로 상승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의 규칙, 노력, 최선, 힘듦, 주장, 잘 지냄, 몰입,
변화로 인하여 정서가 색채에 미치는 효과가 쑥스러움, 자제. 남색(PB)집중력, 끈기, 자제,
변인
정서
자기상

시기
사전
사후
추후
사전
사후
추후

표 7. DAS 사전, 사후, 추후검사
6세(남)
6세(여)

7 ( )

세남

7 ( )

(N=3)

(N=2)

(N=4)

(N=3)

세여

N(%)

M

SD

M

SD

M

SD

M

SD

2.67

0.55

2.83

0.71

2.25

0.42

3.00

0.00

3.50

0.28

3.50

0.04

1.75

0.08

2.75

0.25

3.50

0.28

4.30

0.75

1.50

0.33

3.25

0.25

2.83

2.99

2.83

0.73

2.25

0.42

3.13

0.04

3.33

2.83

3.67

0.11

1.75

0.08

3.13

0.04

3.33

2.83

4.17

0.61

1.75

0.08

3.1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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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무채색
W

빨강
R

주황
YR

노랑
Y

연두
GY

표 8. 색에 따른 정서반응
정서반응

긍정
도움
기분좋음, 화목, 도전, 흥미, 따뜻, 열심, 노력, 몰입
분홍/기분좋음. 관심, 비밀. 기대. 의존, 행복, 아픔
기대, 비밀
갈색/ 관심, 즐거움, 요구
행복, 잘 지냄, 즐거움, 욕구, 어울림,
흥미로움, 따뜻함
잘 지냄

부정
긴장, 두려움, 마음이 상함
화남, 슬픔, 울음, 욕심, 혼남, 다툼
산만, 의존, 욕심, 욕구, 걱정
짜증, 위축, 서운함, 관심,
의존, 낯 설음, 울음, 퇴행
제한적

초록 즐거움, 적응, 무난, 편안, 노력, 참을성, 조절, 중재 울음, 혼남, 어려움, 말대꾸, 힘듦, 눈치
G
청록
순응
힘듦
BG

파랑 인내, 적응, 감정조절, 기분 좋음, 안정, 규칙, 노력,
B
최선, 힘듦, 주장, 잘 지냄, 몰입, 쑥스러움, 자제
남색
집중력, 끈기, 자제, 몰입
PB
보라 결심, 분위기 조성, 통합, 화합, 설득, 자유, 양보
P

자주
RP

-

혼남, 화남, 야단, 오해, 훈계,
통제, 고지식
지적
어려움, 불안, 갈등, 혼란
-

몰입. 보라(P)결심, 분위기 조성, 통합, 화합,
설득, 자유, 양보. 분홍은 기분 좋음. 관심, 비
밀. 기대. 의존, 행복, 아픔. 갈색은 관심, 즐거
움, 요구로 나타났다.
부정 반응으로는 난색계열의 반응으로 빨강
(R)이 긴장, 두려움, 마음이 상함 주황(YR)이
산만, 의존, 욕심, 욕구, 걱정. 노랑(Y)이 짜증,
위축, 서운함, 관심, 의존, 낯 설음, 울음, 퇴행

이고. 연두(GY)는 제한적. 초록(G)은 울음, 혼
남, 어려움, 말대꾸, 힘듦, 눈치. 청록(BG)은 힘
듦. 파랑(B)은 혼남, 화남, 야단, 오해, 훈계, 통
제, 고지식, 남색(PB)은 지적, 보라(P)은 어려
움, 불안, 갈등, 혼란으로 나타났다. 의외로 자
주(RP)거의사용 하지 않았다.
괴테(1997)는 각각의 색은 그에 해당하는 고
유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입장에서 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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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보여준다. 그에 의하면 + 영역색
은 노랑, 주황, 주홍의 따뜻한 색으로 활기와
생동감과 무엇을 지향하는 느낌을 주는데, 이
색사용이 우세하면 외향적, 능동적, 개방적 성
격을 지닐 수 있다. 반면 - 영역색은 파랑, 보
라, 자색의 수동적 영역으로 휴식, 동경, 불안
한 느낌을 주며, 이 색사용이 우세하면 내향
적, 수동적 성격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괴테는
일상에서 극단적 색사용은 완벽하게 일어날
수 없으며, 이러한 명제들이 모순될 상황도
있다는 점을 부언한다(정여주 2008).
색채사용의 사용빈도의 결과는 난색계열로
6세의 여아에게 빨강(R)이 17명, 7세 여아에게
빨강이(R) 16명으로 색의반응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황(YR)은 6세 여아에게 3명, 7세
여아에게 16명, 노랑(Y)은 6세 여아에게 10명,
7세 여아에게 8명으로 나타났으며, 6세의 남
아에게 빨강(R)이 13명, 7세 남아에게 빨강이
(R) 7명으로 색의반응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
으며 주황(YR)은 6세 남아에게 6명, 7세 남아
에게 4명, 노랑(Y)은 6세 남아에게 2명, 7세 남
아에게 6명으로 나타나 6세 여아를 제외한 난
색계열의 사용빈도가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많
이 나타났다.
한색계열로 6세의 여아에게 파랑(BG)이 4명,
7세 여아에게 파랑(BG) 11명으로 색의반응빈
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남색(B)은 6세 여
아에게 8명, 7세 여아에게 3명, 보라(P)은 6세
여아에게 8명, 7세 여아에게 3명으로 나타났
으며, 자주(RP)는 7세 여아에게 1명 나타났다.
6세의 남아에게 파랑(BG)이 6명, 7세 남아
에게 파랑(BG) 7명으로 색의반응빈도가 나타
났으며 남색(B)은 6세 남아에게 5명, 7세 남아
에게2명, 보라(P)은 6세 남아에게 4명, 7세 남
아에게 3명으로 나타났으며, 자주(RP)는 7세
+, -

표 9. 주조 색 색채반응 빈도 N(%)
6세
7세
연령
남
여
남
여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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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채색
W

빨강
R

주황
YR

노랑
Y

연두
GY

초록
G

청록
G

파랑
BG

남색
B

보라
P

자주
RP

(N=3)1

(N=3)5

(N=2)4

(N=4)2

1

0

1

3

13

17

7

16

6

3

4

11

2

10

6

8

2

4

0

4

6

0

6

6

0

0

0

0

6

4

7

11

5

2

2

11

4

8

3

3

0

0

1

1

표 10. 난색, 중간색, 한색 사용빈도 N(%)
6세
7세
연령
남 여 남 여
변인
(N=3)
(N=3)
(N=2)
(N=4)
난색 47.72 62.50 48.57 50.00
중간색 18.18 8.33 17.14 14.29
한색 34.09 29.16 34.28 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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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11.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색상에 나타난 아동의 개별 색채 감정
색상환
양육태도에 의한 사용 색 및 정서 상태분석
화남, 울음, 화목, 행복
행복 1YR : 화목
2YR : 화목 3G : 혼남, 즐거움
4B : 울음, 혼남, 화남, 행복
3R :
5R :

4YR
2G

A

아동

아빠와의 관계에 따라 욕구가 R, B로 드러나며,
애정적 욕구가 4YR로 드러남.
엄마와의 트러블이 R,B로 드러남.
난색과 한색의 갈등대비로 후기에 중간계열 그린
의사용으로 통합이 이루어짐
걱정, 즐거움.
걱정, 혼남
4Y : 즐거움
4PB : 화목, 즐거움

B

4R :

2, 5W

2YR :

4R 4YR
4GY 3G
4, 5B 4P

형과의 경쟁관계(R, B). 아빠와 지내는 것을 좋아
함(B). 꾸중이나 다쳤을 때 (2YR) 사용. 아빠와 놀
러 갔을 때 (PB, Y)사용으로 유아기적 애정욕구.
차츰 회기가 진행될수록 G와 B를 사용하였으며,
P도 사용하여 좋아하는 R과 PB의 대립에서 벗어
남.

아동

흥미, 야단, 욕심
평안, 행복
4Y : 화목, 외로움
4P : 불안, 실망
4R :
5R :

4YR
4PB

C

아동

기본적으로 색채의 감정이 P로 많이 흐르며, 친
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Y가 많이 나옴.
불안한 정서 때 3P사용.
한색과 난색의대비로 타협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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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기대, 비밀
기대 4Y : 기대
4G : 적응 4B : 안정
5R :

4YR :

D

2YR

을 주로 사용. 자기감정 표출.
가끔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함. 생일 때 기대감
으로 5R 사용.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성숙
한 모습으로 활동에 임함. 친구가 없어 외로워
함. 두뇌가 좋은 유능한 아이. 튀는 것을 좋아
함.

아동

5R

다툼 5R : 의존
짜증, 위축, 의존, 떼씀
4GY : 제한적
5B : 집중 4P : 혼란
4R :

4Y :

4YR

E

아동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의존적이며 예민
한 편이고 짜증이 많다. 난색계열의 Y를 많이
사용
의존과 자립의 대립상태에 있다.
어리광을 많이 부린다.
욕구 5R : 행복
의존
4GY : 구조적
5B : 고지식, 주장
4PB : 혼남
4R :

4YR :

F

아동

4Y

엄마와의 심리적 갈등이 있고, 자립심과 자신
감이 부족하며 의존적. 자신에 대해 위축.
동생과 애정적 경쟁관계이고, 아빠의 사랑을
원한다. 난색Y와 한색 B의 대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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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 흥미
4Y : 어울림
3G : 힘듦, 편안함
4B : 노력, 최선
4PB : 노력, 오해
4R :

G

아동

5R
4YR
4GY

계열과 B계열의 대비
경험 부족으로 인한 위축이 점점 적극적으로
바뀌며 중재를 하고자 함.
참을성을 가지고 노력함.
Y

의존
즐거움, 노력, 집중 5R : 관심
2YR : 관심 4YR : 욕심
4Y : 의존, 짜증, 서운
4G : 노력, 어려움 4PB : 끈기, 집중
4W :
4R :

H

아동

의존적이며 감정표현이 서투름. 언니를 어려워
하고 무서워함. 작업을 열심히 하려하나 잘 풀
리지 않으면 짜증을 자주 내며 관심받기를 원
함.
열심히 노력하고자함.
힘들 때 도와달라고 조절하며 스스로 하려 함.
욕심 4Y : 부끄러움
중재 4G : 눈치
5B : 훈계, 쑥쓰러움
4PB : 자제 5P : 설득
4YR :
3G :

1W
4, 5R

I

아동

외동으로 자기주장을 잘 못하고 감정을 잘 표
현하지 않으며 눈치를 살핀다.
엄마의 의존도가 높고, 감성적인 사고보다 이
성적인 사고를 한다. 자립의 의지도 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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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5R : 아픔
관심 3G : 참을성
4B : 집중 4RP : 자유
4P : 불안, 분위기조성
4R :

4Y :

1YR
4G

J

아동

어려서 4R 5R을 좋아하나 엄마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다가 사용함.
이성과 감성이 골고루 발달. 사고가 통합적으
로 나타나며 자기주장이 강함.
따뜻함
걱정 4Y : 상처
4B : 안정, 인내, 규칙
4PB : 통제, 적응, 규칙
4R :

4YR :

5R
4GY

K

아동

친구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보임. 말이 많으며
규칙과 통제에 약함. 자기감정조절을 못하여
어려워하고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한다. 가끔
짜증도 잘 내고, 징징댐. 그러나 점점 통제력
을 발휘.
고자질
과격함, 울음
4YR : 애정표현 4Y : 울음
4G : 조절 4PB : 지적
4P : 양보, 갈등
5W :
4R :

5R
4GY

L

아동

관심과 애정욕구가 있음.
친구와의 갈등이 많이 있음.
행동이 먼저 앞서고 절제력이 부족.
행동조절이 필요하고, 의존에서 벗어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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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에게 1명 나타났다.
난색계열의 사용빈도는 6세 여아에게서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한색계열의사용 사용빈도
는 6세 남아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록과 자주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중
간색의빈도는 남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3. 색에 따른 선호도에 나타난 아동의 색채
감정
표 11에 정리되어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술치료교육이 취학전아동의 색
채가 정서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아동의 색채 감정이 심리적 특성이 정서
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6, 7세의 취학 전 아
동 12명을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석하여 부모
의 양육태도에 의한 색채의 감정을 미술치료
교육 프로그램에 활동 결과에 나오는 색채와
함께 분석하여 색채의 긍정적 정서반응과 부
정적 정서반응을 알아보았다. 양육 태도로 인
한 색채의 감정이 미술치료교육 활동에도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색채사용의 빈도를 분석하여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아동들이 많이 사용
색은 빨강이 제일 많으며, 파랑, 노랑, 주황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사용한 색은 청
록색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남녀아동 모두 빨
강색이 많이 사용하였으나 2, 3위로 많이 사
용한 색은 남아는 파랑, 주황 순이고 여아는
노랑, 파랑 순이다.

전체적으로 빨강, 파랑, 노랑, 주황, 남색,
보라, 초록, 연두, 무채색, 자주, 청록 순으로
사용하였으며 자주와 청록의사용은 거의하지
않았다. 부모에게 야단을 맞거나 꾸중을 들어
마음이 속상하거나 우울 할 때 무채색을 사용
하였다.
난색계열의 사용빈도가 6, 7세 여아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 한색 계열의 사용 빈도는 6
세 남아에게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아
가 남아 보다 개인적인 감정의 욕구를 잘 드
러냈으며 의외로 한색계열을 사용한 남아들은
감정의 표현을 절제하려는 것이 드러났으며
감정표현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가족과의 갈등이나 형제간의 대립이 있을
때 빨강과 파랑을 사용 하였으며 애정적요구
나 유아 적 일 때 노랑을 많이 사용하였다.
파랑을 사용할 때는 안정을 요구하거나 집중
하거나 자기주장이 있을 때 사용 하였고 연두
나 초록을 사용할 때는 기대감과 노력, 편안
함으로 감정의 타협으로 조절하려 는 것이 엿
보였다.
보라의사용은 많지 않으나 불안한 정서 일
때와 혼란스러울 때 사용하였고 타협 하고자
할 때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양육 상태에 따른 정서 상태
를 파악하고 미술활동 속에서 사용되어진 색
채의 사용과 함께 아동이 사용한 색채의 심리
를 개별화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
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취학
전 아동의 색채 사용은 극히 개인적이어서 개
별적인 심리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사용
되는 색은 각각 제한적이었다. 둘째, 미술치료
교육으로 인해 아동들은 보다 자유롭게 자신
을 표현하게 되었으며 안정감을 보였다. 마지
막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사용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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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색은 아동의 정서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
으며 부모는 자녀들의 정서에 초점을 맞춘 양
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한 아동의 색채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아동의 정서 표현의 안정감을 위하여 제언
하고자 하는 것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적 상황을 진단하여 색을
사용하여 아동의 심리를 치료교육 할 수 있는
미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 하여 보도록
하는 것 을 제한 할 수 있다.
둘째, 부모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정서가 안
정 되도록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이 필
요하다.
셋째, 아동이 마음껏 색을 사용하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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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rt Therapeutic Education Using color,
Emotional state of Preschool children
and Parental Child Rearing Attitude

Oh, Hyun-sook
Hanse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rt Therapy Education on emotional state, using
color of preschool Children and Parental child rearing attitude. In order to examine, emotional state and
using color of preschool children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This study made use of DAS
for pre, post and follow. In addition, child's case was analyzed individually. Specially, to examin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state and using color of subjects, using color of subjects was checked the
Munsell color system. Content analysis on parent's daily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 using color of preschool children was influenced by their emotional state and limited.
Second, the program(Art Therapy Education) was successful in bringing about positive changes to
expression. In addition, their parents were focused child's emotion in parenting.

Key words : Using color, Emotional state, Preschool Children, Parental Child Rearing Attitude, Art Therapeut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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