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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표현 및 이야기 구성에 미치는 효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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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국어와 한국어의 이중 언어 환경에 처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 사회의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정서표현 및 이야기 구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았다. 연구대상은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의 미술치료를 희망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2명(내담자 A와 B)을 선
정하여 S시 소재한 K다문화상담센터에서 2012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주 1회 60분씩 각각 22회기씩 난화
를 통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를 적용하였다. 내담자 한 명당 기초선, 치료, 유지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측정도구는 정서표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정서표현 척도검사와 회기별 정서표현에 따른 행동
및 언어화 변화과정을 질적 분석하였고, 이야기 구성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매 회기 완성된 그림과 이야기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야기 구조개념 및 구성요소를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를 진행하고 점수화하여 변화 정도
를 그래프화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표현에 효과적이었다. 정서표현 척도의 사전, 사후 평가결과는 내담자 B의 하위척도인 충동강도
를 제외하고 모두 향상되었다. 회기별 질적 분석 결과는 회기가 진행될수록 이야기 결과물에 정서표현에 관련
된 단어가 증가하였고, 부정적인 정서표현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표현으로 행동 및 언어화의 변화가 나타났
다. 둘째,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야기 구성에 효과적이었다. 이야기 구
조개념 및 구성요소 평가결과가 모두 점차적으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에 있어 적절한 치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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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준비 없이 대부분이 부모와 함께 살

Ⅰ. 서 론

수 있다는 바람만으로 입국하여 가족관계도 양
부, 동복․이복형제와 같이 사는 등 복잡한 가

연구의 필요성

족관계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야기될 소지
국가의 경계가 없어지고 세계화란 흐름 속

가 크다. 이들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에 자본과 재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이 가

만에 부모와 재결합함으로써 친부모자녀간의

능해짐에 따라 한국사회에도 외국인 여성의 유

정서적 공백이 발생하여, 새아버지와 그 자녀,

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

새아버지와 친엄마 사이에 출생한 자녀 등 새

에서 많은 외국인 여성들의 결혼과 외국인 노

로운 가족 구성 등 복잡한 가족 구성으로 인한

동자들의 정착으로 그들의 자녀들도 함께 한국

갈등이 발생한다(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현황

사회에 이주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이주민 사회

과 지원방안, 2011). 이와 같이 많은 중도입국

의 적응이 부각되고 있다. 타국에서 태어나 한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 안에서 언어 및 의사

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거의 없다가 부모님의

소통의 부족과 심리․사회적 정서를 해결하지

이주와 함께 학령기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 한

못한 채로 성장한다면 앞으로 인생에서 심각한

국 사회에 들어온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새로운 언어에 노출되어 의사소통의 문제인 언

써 생활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적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언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새로운 환경과 인간관

어적 결함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한국이라

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억제된 정서를 표현하

는 새로운 문화와 가정환경 속에서 형성된 심

도록 도와준다면, 정서에 따라 환경과 사건 또

리적 불안과 위축된 정서로 자신의 부정적 감

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

정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심리적 문제이

으며, 부정적 정서표현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다. 이들은 적응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입

파급효과로서 억압된 감정의 표출과 정화를 넘

국한 후에도 1년 이상을 홀로 집안에 머무르게

어서 한 개인의 신체적 및 심리적 안녕과 적응

되어 이에 대한 주변의 정서적 관심과 지지가

적 삶에 부합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부족하고 자기표현을 위한 배출구를 찾기가 어

(장정주, 2009).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언어표현

렵다. 즉 새로운 관계에 적응하는데서 오는 언

의 한계가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어적 및 심리․정서적 소통의 어려움에 직면하

를 활용하여 그들의 내재된 정서를 정서적 거

게 된다.

리감이 있는 지금의 가족들에게 표현한다는 것

실제로 2010년을 기준으로 귀화를 신청한 중

은 그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주며, 가

도입국 청소년(만 24세 이하)은 5,726명이며, 이

정에서 이러한 어려움과 제한점은 그들에게 또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1,949명이다. 연령별 분

다른 위축된 정서를 초래하여 결국 낮은 자존

포는 20세 이상이 39.8%로 가장 많고, 17～19

감을 형성하게 한다.

세 22.9%, 10세 이하 21.8%, 14～16세 8.8%, 1

이러한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위해서 한국어

1～13세 6.7%이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귀화하

학습 강화를 통해 기술적인 측면을 보강하고

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제 중도입국 청소년 수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 및 심리치료로 접근하

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도입국

겠지만, 그들이 느끼는 궁극적인 심리․정서적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달리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약간의 제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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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치료 현장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에

또한 난화기법은 청소년들의 긴장된 생활에서

게 한국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치료자와 언어

벗어나 심리적․정서적․신체적으로 이완할 수

를 통한 대화적 치료는 단지 간단하고, 낯설고,

있도록 돕고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손

빈약한 언어적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

과 팔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마음껏

라서 미술활동을 통한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대

표현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며 그림을 통하여

화는 그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은유적으로 유도

상대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방해하는 과정을

하여 자기표현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준다.

거침으로써 내면의 감정들이 외부적 표현으로

Jenkino(1980)는 미술이 창의적 사고를 발달

올라오도록 유도한다(김말숙, 2002). 따라서 난

시키고,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며

화를 활용한 소재와 자료의 활용은 중도입국

감정의 배출구가 되고, 자아개념과 자신감을

청소년과 상호작용을 가장 쉽게 나누면서 완성

강화시키며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언어적 표

된 미술작품을 보며 부담 없이 정서표현을 하

현에 미숙한 청소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

면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

서 경험한 것을 시각적 형태로 표현할 수 있

지의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난화와 이야

게 해준다고 하였다(박신희, 2010 재인용: 9).

기가 함께 하는 활동은 주로 난화상호이야기법

Graham(1990)에 의하면 그림은 아동의 마음속

미술치료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에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공마리아, 1995; 김미정, 2002; 김지연, 2004),

데 중요하다고 한다. 즉 그림을 통해 이야기에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만들기

대한 의미들과 아동 자신의 이미지를 떠올릴

소재와 동기유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난화를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 대한 연구는

것은 아동이 이야기에서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강성혜, 2010; 김지영, 2002

는 난화라는 표현의 자극제를 활용하여 언어적

재인용: 17). 스스로 언어적 표현은 어렵더라도

표현의 한계가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좀

비언어적인 그림을 통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

더 쉽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억압된 정서를 표

는 활동은 사물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 느낌을

현하게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된 미술작

언어로 표현해 내는 능동적인 활동으로 그 가

품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봄으로써 이야기

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Stein & Glenn, 1982).

속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탐색하여 정서적으

직접적인 언어표현에 의한 자신의 이야기보다

로 안정이 되도록 한다. 이런 간접적 경험을

는 그림을 통한 간접적인 표현을 구체화하면

통해 긴장과 불편함을 감소시켜 주고 더 나아

언어적 문제가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정서

가 이야기 구성을 풍성하고 탄탄하게 만들어

표현에 미술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다.

발전된 이야기 결과물을 완성했을 때 자신감과

미술치료에서 그림을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심리적 만족감을 가지게 한다.

의 소재와 동기유발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은

언어능력이 뛰어나고 자아발달 수준이 높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난화기법을 통한 미술치

사람들은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서적

료적 접근은 여러 가지 난선에서 나타나는 이

경험을 서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옥분, 정순

미지를 찾거나 그것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그

화, 임정하, 2007 재인용: 122). 미술치료 초반

자체를 즐기는 활동이며 어떠한 형상을 찾아도

의 위축되고 불안한 정서와는 달리 미술치료가

허용되며 즐길 수 있는 활동이다(어은경, 2010).

진행되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점차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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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안정감을 얻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르

회 이주로 청소년기(만13~18세)에 한국 사회의

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능력의 회복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주류문화를 접하게 되는

은 궁극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자아발달

한국어 듣기가 가능한 중국동포 이주민 자녀로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한정한다. 이들은 두 가지 이상의 언어에 순차

따라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어려

적이거나 동시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를 말하며,

움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난화를 활용

한국어인 외국어보다 모국어인 중국어로 능숙

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를 통해 난화에 나

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가 가능한 대상자

타난 사람들과 인물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상

를 말한다.

징적으로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구성
을 해나가도록 한다. 다양한 이야기 구성의 미

2)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

술치료과정은 새로운 사회의 적응에 따른 그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공마리아,

의 감정과 흥미, 갈등, 억압된 욕구 등 여러 가

1995; 김미정, 2002; 임세영, 2011; 박은주,

지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

2012)의 난화상호이야기법을 바탕으로 치료구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성을 1단계부터 4단계로 점차 이야기의 흐름이

만들기 미술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서표현

확장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난화를

과 이야기 구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로 내담자가

보며 그들이 한국 사회에 좀 더 심리적으로 안

난화 활동을 통해 이야기 주제나 소재를 선정

정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하여, 난화 속에서 찾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미
술작품을 표현한 후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련의

연구 문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

3) 정서표현

기 미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정확하

이야기 구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게 인식하여 외부로 표현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것으로 정의한다. 표현의 내용에는 긍정적 및

첫째,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

부정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며, 표현양식 또

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표현에 어떠한 효

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정서적 반응을 포함

과를 미치는가?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서표현은 중도입국

둘째,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

청소년이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

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야기 구성에 어떠한

료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정서표현의 과정을

효과를 미치는가?

정서표현 척도, 회기별 질적 분석에 나타난 결
과로 언급한다.

용어 정리
4) 이야기 구성능력
1) 중도입국 청소년

이야기의 구조를 적절히 조직하여 이야기를

본 연구에서는 타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구성해 내는 능력(story construction ability)이

거주한 경험이 거의 없다가 부모님의 한국 사

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 구성은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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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청소년이 난화 활동을 통해 만든 그림 작

중도입국 청소년들로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미

품과 이야기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 구성능력을

만으로 모국어인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중 언어

평가하는 것으로 매 회기 이야기 구조개념, 이

환경에 처해 있으며, 한국어보다 모국어를 더

야기 구성요소의 평가를 말한다.

잘 구사하고 미술치료를 희망하여 신청한 대상
으로서 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Ⅱ.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선정된 2명의 내담자들은 S시

본 연구는 2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

K다문화상담센터에 의뢰된 중국동포 자녀인

로 하는 단일사례로 치료사가 난화를 활용한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내담자 A (만18세, 女)

특성

가족
구성원

∙친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9년 만에 태어난 귀중한 아이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음
∙9살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내담자 역시 심장이 좋지 않다고 함
∙연변출신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4년 후, 어머니의 한국 이주 노동자로 입국 후 연변으로 돌아가
생육사

외삼촌댁에 머물렀음
∙하지만 외삼촌 역시 2년 전 한국이주로 중학교 담임선생님 집에 함께 거주하였음
∙4년 전 어머니의 한국 양아버지와 결혼 후 2011년 한국 양아버지의 입양신청으로 한국으로 이주하
게 되어, 귀화 신청한 상태임
∙자신의 한국어 수준을 스스로 평가했을 때, 전반적으로 ‘하’ 수준 이하로 생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읽기는 ‘중’ 수준 이상으로 웬만한 글씨는 다 읽을 수 있지만, 쓰기와 말하기는 ‘하’ 수
준 이하로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는 부족하고 자신이 없음

언어․
이야기
구성 특성

∙치료사와 사전면담 시 치료사의 질문에 생각 후 답하거나, “음” 하면서 의성어를 통해 한 템포 생
각을 한 후에 말하곤 했음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연예인)에 대해서는 나열식 단답형으로 많은 이야기를 함 (“TV에서 봤어요.
xx예요. 잘 생겼어요.” 등)
∙한국어 수준: 이영자와 박미라(1992)발달이론 2단계의 초보적 이야기 진술 형성기로 단순 정보전달
및 순서화만 가능함
∙치료사가 감정을 묻는 질문에는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

정서
표현
특성

숙하지 않으며 억압하는 경향이 있음
∙좋아하는 한류스타에 대해 대화했을 때는 “좋다, 친절하게 생겼다. 등” 좀 더 구체적인 정서표현을
하는 것이 들어났음
∙중국에 사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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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 B (만14세, 男)

특성

가족
구성원

∙아버지께서 중국에 일하러 오셨다가 지인의 소개로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여, B를 낳게 됨
∙아버지는 중국에 같이 살다가 7년 전에 한국에 먼저 들어오시고, 어머니와 B는 1년에 한 번 정도
생육사

한국에 방문하다가 작년에 완전 이주하게 됨
∙중국에 있을 때, B에게 한국말을 거의 알려주지 않았으며, 단답형의 한국말을 가끔 사용
∙낮은 학습능력 및 한국어 수준으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함
∙어머니는 B가 공부보다는 예술(음악과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함
∙자신의 한국어 수준을 스스로 평가했을 때, 모두 ‘하’ 수준 이하로 생각하고 있음
∙사전 면담 시 치료사가 질문하는 대부분을 이해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할 때는 눈을 돌려 생각하는 제스처를 했고, “몰라요!” 라고 대답을 회피했음

언어․

∙한국어는 대부분 읽을 수 있지만 긴 문장을 연결하여 읽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고, 본인도 ‘하’

이야기
구성 특성

수준 이하로 생각하고 있었음
∙쓰기보다는 말하기가 낫지만, ‘잘 못해요.’라며 모두 ‘하’ 수준 이하로 자신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
음
∙한국어 수준: 이영자와 박미라(1992)발달이론 2단계의 초보적 이야기 진술 형성기로 단순 정보전달
및 순서화만 가능함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 잘 모른다고 일관적으로 대답하고 정서적 표현이 위축 됨

정서

∙치료사가 감정을 묻는 질문에 “좋아요” 혹은 “별로 안 좋아요.”라고 두 가지 형태로 대답함

표현

∙‘선생님～’하면서 말을 시작하기 전에 치료사를 한 번씩 부르면서 한국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한

특성

심정을 들어냄
∙한국에서 아빠를 볼 수 있어 좋다고 함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 개입을 통해 이야기

나누고,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구성력 향상을 알아보기 위해 내담자가 만들어

각 내담자 별로 자유난화를 실시하였다. 기초

낸 이야기 결과물의 발전 과정을 내담자간

선 측정은 내담자A가 안정된 후 내담자B가 순

중다 기초선 설계(multiple baseline across

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두 내담자가 모두

subject design)를 통해 관찰하였다. 또한 정서

안정될 때까지 총 2회기가 이루어졌으며, 이

표현의 향상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표현 척도

단계에서는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이야기에 대

및 회기별 질적 분석을 실행하였다.

한 구조개념, 구성요소, 그림 및 이야기 특징
그리고 정서표현에 대한 언어적 자극이나 강화

연구 절차

를 제공하지 않는다.

1) 기초선 단계

2) 치료 단계

기초선 단계에서는 내담자들에게 미술치료

미술치료 과정은 총 18회기로 구성되어 있으

를 통해 얻을 수 있길 바라는 점을 간략하게

며, K다문화상담센터 미술치료실에서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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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료시간은 회기 당 약 1시간으로 이루어

크게 나누어 진행되었다. 초기는 이야기 전달

졌으며, 일주일에 1회 실시하여 2012년 6월부

을 목표로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한다. 중기는

터 2012년 11월까지 진행되었다. 미술치료 치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발견하고, 자신의 감정

료계획안은 자유로운 난화활동을 통해 내적탐

과 느낌을 이야기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색과 이야기 소재를 탐색하는 도입단계가 15분

또한 주변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여 이야기

이 진행되었으며, 난화를 통해 발견된 소재를

를 확장시킨다. 마지막 종결은 이야기 흐름이

활용하여 미술작품과 이야기로 표현하고 이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이 표

기를 구성하는 전개단계가 35분 진행되었다.

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흐름에 맞게 통합적으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별 치료 프로

정리정돈 하는 정리단계가 10분이 진행되었다.

그램 진행방법인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

치료 단계의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은 표 2와 같다.

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은 초기, 중기, 종결로

표 2.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치료 단계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진행방법
1단계: 치료사와 내담자가 한 번씩 난선을 자유롭게 그린 후 찾은 이미지로 이

초기
(1～4회기)

야기 만들기 (이야기 전달)
▶ 이야기를 적절하게 구성․탐색하는 단계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
느냐와 관련된 이야기
2단계: 중첩효과가 가능한 재료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난화 활동 후, 다양한
이미지를 발견하여 이야기 만들기
(이야기 소재의 확장)
▶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하거나 혹은 감정이나 느낌
이 포함된 이야기 나누기

중기
3단계: 자유롭게 난화활동에서 찾은 이미지를 오

(5～12회기)

려서 새로운 도화지에 전환 후 화면구성과 함께
이야기 만들기
(이야기 상호작용)
▶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이미지간의 상호관계
혹은 감정이나 느낌이 표현된 이야기

종결
(13～18회기)

4단계: 자유롭게 난화 활동에서 찾은 이미지를 조합하여 이야기 순서에 맞게 새로운 도화지에 붙
인 후 화면구성과 함께 이미지와 이야기가 어울려 통합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기 (이야기 흐름 및
계열화/그림과 이야기의 어울림)
▶ 하나의 일련의 사건을 기초로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
1～4단계를 통합하여 이야기를 그림으로 정리하고 이야기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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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 단계

10).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유지 단계에서는 내담자들에게 미술치료를

=.81이었다. 질문지의 한국어라는 언어적 한계

통해 얻을 것을 피드백하고, 미술치료 종료한

성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어 전공자의 도움으로

후 지속가능한 내담자 상태의 유지 효과를 알

진행하였다.

아보기 위해 기초선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
시하였다. 치료 단계가 종결된 후 1주 간격으

2) 이야기 구조개념 평가

로 모두 2회기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야기 구성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영자
와 박미라(1992)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문경아

측정 도구

(2011)의 0단계에서 5단계의 이야기 구조 개념
발달 단계의 특징에 따라 1점에서 6점으로 점

1) 버클리 정서표현 척도

수화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연

버클리 정서표현 척도(Berkeley Expressivity

구에 맞게 예시로 정리하였다. 이야기 구조개

Questionnaire: BEQ)는 Gross와 John(1995)이

념 평가척도는 표 3과 같다.

정서표현의 이론적 측면이 주요 문항 22개를
선정한 후 요인 분석을 통해 개발하여 정서 경

3) 이야기 구성요소 평가

험의 외적인 표현에서 개인차를 측정하는 도구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로 이우경 등(2004)이 사용하였으며, 정적 표현

Hudson과 Shapiro(1991)의 이야기 구성요소를

성, 부적 표현성 및 충동 강도의 세 하위척도

기초로 이영자와 이지현(2005)이 제시한 이야기

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척도 16문항으로

구성요소 분석 준거와 Stein과 Glenn(1979)의

구성된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3개의 역 문항을

이야기 구성요소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포함하고 있으며, 점수범위는 16점에서 80점까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야기

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반영한 정서

구성요소는 7가지로 하나의 요소라도 들어가면

표현이 높음을 의미한다(김미정, 2012 재인용:

1점씩 점수화하였다. 각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

표 3. 이야기 구조개념 평가척도
단계

명칭

0

단순

단계

나열기

1
단계

2
단계

이야기
형태

내용
∙단순히 명명 한다.
예) “물고기요”, “동그라미예요.” 등

사건들은 연결되지 않는다.
예) “물고기를 잡아요.”, “동그란 모양의 달걀이에요.”, “달걀을 먹어요.” 등

초보적

∙등장인물 내의 행위를 짧게 순서화 한다. 이야기에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고,

이야기

각 사건 들은 발생한 순서(sequence)에 따라 연결된다.

형성기

예) “동그란 모양의 달걀을 먹고, 물고기를 잡아요.” 등

단순
나열

단계

이야기
형성기

1

∙등장인물의 형태를 각각 나열 한다. 이야기에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그

인식기

3

점수

2

3

∙등장요소 간 상호작용이 부분적으로 일어난다. 등장인물 간 행동의 계열화가
부분적으로 일어난다.
예) “화창한 날 동그란 모양의 달걀을 먹고 기운을 내서, 물고기를 잡기 위
해 길을 떠났어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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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인공이 설정된다. 등장인물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보이며 이야기는 계열적
4
단계

으로 순서화 된다.

연결적

예) “날씨가 화창한 오후, 한 어부가 가족을 위한 저녁을 하기 위해 물고기

이야기

를 잡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동그란 모양의

형성기

5

삶은 달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달걀을 먹고 기운을 내서 더 늦기
전에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강으로 출발했어요.” 등
∙주인공이 설정되며 갈등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 한다.
등장인물 간 상호작용이 높으며 복잡한 이야기구조 계열을 유지 한다.

5
단계

예) “날씨가 화창한 오후, 한 어부가 가족을 위한 저녁을 하기 위해 물고기

논리적

를 잡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동그란 모양의

이야기

삶은 달걀을 가지고 왔어요. 날이 더 늦기 전에 출발해야 하는데 갑자

형성기

6

기 오셔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나 달걀을 먹고 기운을 내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달걀을 먹고 강으로
출발해서 많은 고기를 잡아 행복했어요.” 등

박은주, 2012)를 바탕으로 초기, 중기, 종결로

와 예는 표 4와 같다.

나누었다. 선을 자유롭게 그은 후 이미지를 찾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아 이야기를 만드는 자유난화를 기본적으로 실
시하되, 다양한 재료를 통한 흥미유발과 감각
자극을 통해 풍성한 이야기 소재 발견을 위해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 프
로그램은 선행연구(김영은, 2008; 어은경, 2010;

본 연구자가 치료 회기마다 새로운 재료를 제
공하였다.

표 4. 이야기 구성요소 평가척도
순서
1

2

3
4
5

6
7

구성요소
이야기의
시작
이야기의
배경
발단 인물,
사건
시간적
배열
문제행동

내용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진술(setting statement)의 포함 여부
(예: 옛날 옛날에, 옛날, 어느 때, 화창한 어느 날 등)

1

∙주인공에 대한 소개 (이야기의 중심 및 화제의 인물)
∙이야기의 자연적, 사회적, 시간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1

(자연: 산, 바다, 지명 등 / 사회: 선거, 올림픽 등 / 시간: 여름에, 휴가 등)
∙특정 사건의 발단적 인물 및 사건의 포함 여부
∙행동, 내적 사건 또는 주인공의 반응을 일으키거나 초래하는 인물이나 사건의 등장
∙분명하게 이야기 흐름이 느껴지는 시간적 배열의 사용 여부 (분명한 시간적 순서)
∙문제행동 또는 놀라운 행동의 등장
∙주인공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

반응 및

∙문제의 해결 또는 놀라운 행동에 대한 반응의 포함 여부

감정표현

∙감동, 인식, 행동 또는 주인공의 목적 달성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한 진술

종결 및

∙종결(ending maker)의 포함 여부 (예: 끝,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등)

결과

점수

∙사건, 행동 또는 주인공의 목적 달성이나 미달성에 대한 결과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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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사전면담

프로그램

실시 방법

어머니 및 초기면담, 정서표현 척도검사
1

자유난화

2

(사전검사)

기초선

종이에 자유롭게 선을 그은 뒤 이미지를 찾은 후 이야기 만들기

1단계: 치료사와 내담자의 친근감 형성,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방식 탐색
1
초기
―

2

1
단계

3

4

치

주고받기
선 난화

치료사와 내담자가 한 번씩 난선을 자유롭게 그린 후 찾은 이미지로 이야기 만들기

주고받기

치료사와 내담자가 한 번씩 물감 번지기를 자유롭게 그린 후 찾은 이미지로 이야기

물감 난화

만들기

우드락

치료자와 내담자가 한 번씩 우드락을 다양한 모양으로 잘라 물감을 묻힌 다음 찍은

찍기 난화

후 찾은 이미지로 이야기 만들기

데칼코마니

치료자와 내담자가 도화지를 반을 접고 한쪽 면에 자유롭게 물감으로 표현하여, 반으

난화

로 접은 후 찾은 이미지로 이야기 만들기

료
2단계: 다양한 이야기 소재의 발견, 원인 혹은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표현을 시작하기
5
6

7

OHP필름지 이용한 난화
한지를 이용한
물감 난화

만들기

셀로판지를

다양한 색의 셀로판지에 난화를 그리고 겹쳐 겹친 후 이미지를 찾은 후 이야기 만들

겹친 난화

기

중반
8

―

OHP 필름지 위에 난화를 각각 그리고 겹친 후 이미지를 찾은 후 이야기 만들기
한지 위에 물감 번지기를 각각 자유롭게 그린 후 2장을 겹쳐 이미지 찾은 후 이야기

꼴라주 난화(1)

도화지에 자유롭게 선을 그은 뒤 찾은 이미지와 꼴라주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태는 이
미지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2
&

3단계: 이야기의 상호작용, 배경이나 찾은 이미지간의 상호관계 혹은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3

9

단계

10

11

12

스티커 난화
한지 찢기
난화
색종이
자르기 난화
꼴라주 난화(2)

자유롭게 붙인 스티커를 연결하여 찾은 이미지를 오려서 새로운 도화지에 붙인 후 이
야기 만들기
한지를 자유롭게 찢고 나타난 이미지를 찾아 새로운 도화지에 붙인 후 이야기 만들기

색종이를 자유롭게 자른 이미지를 새로운 도화지에 붙인 후 이야기 만들기
도화지에 자유롭게 선을 그은 뒤 찾은 이미지와 꼴라주를 통해 얻은 이미지를 오려서
새로운 도화지에 붙인 후 이야기 만들기

4단계: 이야기의 흐름 및 계열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그림과 이야기를 한 장으로 정리하여 통합하여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치료

종결

13

컴퍼스 난화

14

원 도형 난화

15

색종이 접기 난화

16

꼴라주 난화(3)

17

난화를 활용한

18

풍경화(통합)

―
4
단계

1

자유난화

2

(사후검사)

유지
사후면담

컴퍼스로 다양한 원을 그려 나타난 이미지를 찾고, 오려서 새로운 도화지에 시간 순
서대로 붙여 그린 후 이야기 만들기
크기 별 원 도형을 새로운 도화지에 시간 순서대로 자유롭게 배치하고, 붙여 그린 후
이야기 만들기
색종이를 다양한 방향으로 접어 나타난 이미지를 오려서 새로운 도화지에 시간 순서
대로 조합하여 붙여 그린 후 이야기 만들기
꼴라주를 통해 얻은 이미지를 오려서 새로운 도화지에 시간 순서대로 붙인 후 이야기
만들기
검은색 색종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자른 후 도화지에 붙여 표현하고자 하는 풍경화
에 맞게 배치하여 그림을 완성한 후 이야기 만들기

종이에 자유롭게 선을 그은 뒤 이미지를 찾은 후 이야기 만들기

자유면담, 정서표현 척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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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 과정

또한 활발하고 적극적인 그림․이야기 구

본 연구자가 축어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성 및 단계적으로 발전된 이야기 내용을 위

적으로 그림․이야기 결과물과 치료과정에서

해 치료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내담자의 정서표현 대화를 바탕으로 정서표현

2~4단계의 마지막 회기는 난화와 콜라주를

단어 수, 긍정적 단어 수, 부정적 단어수를 빈

함께 순환적으로 반복 사용하여 언어화와 정

도 조사하여 양적으로 제시하고 그래프화 하였

서표현에 있어 현실적 측면의 자극촉진제로

다.

활용하였다.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
술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서표현과 이야

2) 이야기 구성능력 분석

기 구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가

위한 구체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표 5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야기 구성에 미치는 효과

같으며, 미술치료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도식

를 알아보기 위해 매 회기 그림․이야기 결과

화하였다.

물을 바탕으로 이야기 구조개념, 이야기 구성
요소를 점수화하여, 전체 회기 별 양적변화 정

자료 처리

도를 그래프화 하였다.

1) 정서표현 분석

3) 신뢰도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가

연구자는 이야기 구성능력 자료 분석의 신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정서표현 척도검사

출하였다. 제1평가자는 본 연구자로 하고, 제2

를 측정하였다. 또한 회기별 질적 분석을 통하

평가자로 미술치료 석사 1인으로 하였다. 신뢰

여 이야기 구성에 따른 회기별 그림과 이야기

도는 각각 독립적으로 내담자가 표현한 그림

결과물에 따른 정서표현을 분석하였다. 관찰기

작품을 보고, 구성한 이야기를 분석한 후 각

록 노트(process note)에 내담자의 회기별 정서

평가척도에 의하여 점수화 하였다. 신뢰도를

표현에 따른 행동 및 언어화 하는 과정의 변화

구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초선 단계를 예비

를 기록하고, 평가 및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정

연구로 하여 평가자 간의 신뢰도는 이야기 구

서표현의 변화 과정을 확인하고 정확한 분석을

조개념이 87.5%, 이야기 구성요소는 100%의 일

위해 내담자의 동의하에 치료 내용을 녹음하여

치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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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간 신뢰도=

두 평가자간 일치된 평가 항목 수
전체 평가 항목 수

X 100

Ⅲ. 연구 결과
정서표현 분석결과
내담자의 정서표현은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
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림 2. 내담자A의 정서표현 변화

첫 번째 자기보고식 정서표현 척도 평가를 통
해 자신의 정서표현을 직접 인식하여 평가해보
고, 둘째 회기별 질적 분석을 통해 치료사의
시각에서 내담자의 정서표현을 이해하고 분석
하며, 마지막 그림과 이야기 결과물에 표현된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심
리․정서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서표현 척도 사전․사후 평가결과
내담자A의 정서표현 척도 평가결과는 사전
46점에서 사후 57점으로 11점이 높아진 것을

그림 3. 내담자B의 정서표현 변화

알 수 있다. 또한 정서표현 척도의 하위척도
결과를 살펴보면 정적표현성은 13점에서 18점,
부적표현성은 17점에서 19점, 충동강도는 16점

과 부적표현성의 점수가 사전에 비해 사후가

에서 20점으로 모두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정서표현이 향상

다. 따라서 내담자 A의 정서표현의 전체 점수

되었음을 볼 수 있다. 내담자 A와 B의 정서표

결과 사전에 비해 사후가 높아졌고, 3개의 하

현변화는 그림 2와 3에 제시되었다.

위척도의 점수도 모두 사전에 비해 사후가 증
가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정서표현이 향상되

2) 회기별 질적분석 결과

었음을 볼 수 있다.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가

내담자B의 정서표현 척도 평가결과는 사전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49점에서 사후 55점으로 6점이 높아진 것을 알

알아보기 위해 매 회기 관찰기록 노트와 축어

수 있다. 또한 내담자 B의 정서표현 척도의 하

록을 통해 단계별로 나타나는 정서표현 중에

위척도 결과를 보면 정적표현성은 12점에서 15

특징적으로 표현된 회기를 중심으로 내담자의

점, 부적표현성은 21점에서 24점으로 각각 증

그림 작품과 이야기 결과물, 작업과정에서 정

가하였고, 충동강도는 16점으로 사전․사후 동

서가 반영된 행동과 언어화의 변화를 대표적인

일하게 나타났다. 하위척도 평가결과 중에 충

것만 질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표 6과 7에 제시

동강도를 제외한 2개의 하위척도인 정적표현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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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담자A의 변화
표 6. 내담자A의 정서표현에 대한 특징적 회기별 중심의 질적 분석 결과
단계

회기

작품 이미지

정서표현 특징
자유난화_사전검사①
․정서에 대한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말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데 어려워 함
․난화 속에서 찾은 구성요소의 단순한 나열만 볼 수 있음

기
초

․정서표현의 추출 정보단어: 어색하다, 어렵다

1

선

이야기

쇼파 베드에요.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레몬에이드를 마셔요. 저녁에 우연히 UFO를 보다.

결과물

▶난화소재: 물고기, 쇼파베드, 레몬, UFO, 부메랑
․한국어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표현
 “험한 산은 가기 싫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핫도그를 어떻

2

게 그려요?”

―

․정서표현의 추출 정보단어: 두렵다, 싫다, 어렵다

1
단
계
이야기
결과물

겨울에 어떤 학생이 방학해서 집에 있다. 오후 3시에 배고파서 핫도그를 먹었다. 배가 안 불러서 바나나 먹으면서,
험한 산이 나오는 TV를 봤다.
▶난화소재: 뾰족하고 높은 산, 바나나, 핫도그
․이야기 소재에 대한 관심 표현의 시작
․자신이 좋아하는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치료
사에게 전달하려고 함
․이야기 속의 주인공 정서 공감하기
 이야기 속 소녀(주인공)가 되어 감정 말하기

8
―

․찾은 소재나 현재 상황을 과거 경험과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함

2

․정서표현의 추출 정보단어: 귀찮다, 설레다

치

단

료

계

한 소녀가 데이트를 가기 전에 H브랜드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M향수를 뿌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자친구가 기
이야기

다리고 있는 레스토랑으로 걸어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이야기도 하고 후식으로 수박을 먹고 손잡고 영화를 보러

결과물

갔습니다. 영화보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침대에 누워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난화소재: 한 소녀, H옷 브랜드, M브랜드 향수, 수박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현실문제를 인정하
고 탐색하기 시작
․이야기 속 갈등상황 속에서 변화와 조절의 힘을 느낄 수 있었음 여자
킬러의 평범한 생활로의 전환
․부적정서에 대한 정서표현이 많았음 ‘죽이고 싶은’

11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감정을 공감함

―

․정서표현의 추출 정보단어: 죽이고 싶다, 어쩔 수 없다, 행복하다

3
단
어떤 여자 킬러가 피라미드 주변에 보물을 발견해서 경매를 열었습니다. 여자킬러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경매에

계

참석한다고 해서 가면도 쓰고 콧수염도 붙이고 총을 몸에 숨기고 경매장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경매하는 동안
이야기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침 멀지 있지 않아서 한 눈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매가 끝난 후에

결과물

그 남자가 화장실 들어갔는데 “아～ 이때다!" 해서 망설임 없이 여자는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변장을
한 후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집으로 갔습니다. 여자는 임무를 잘 마쳤습니다.
▶난화소재: 콧수염, 피라미드, 총,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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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작업방법에 대한 어려움
 컴퍼스 사용의 어려움 토로

․다른 환경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 표현
 외계인의 지구경험

․과거 속상하고 아픈 기억을 회상 및 극복된 정서표현
 친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한국입국에 대해 이야기함

14

․정서표현의 추출 정보단어: 어렵다, 예쁘다, 무섭다, 이상하다, 신나다,

―

속상하다

4
단

평범한 날 아침에 외계인이 자기 행성에서 너무 심심해서 지구를 가려고 했습니다.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지구를

계

향해 떠났습니다. 점심때쯤 지구에 도착하자 나무, 풀, 빌딩, 사람, 강 등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아～ 지구는 이
렇게 예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에 접근하자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손가락질 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외계
이야기
결과물

인은 무섭고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신나게 보내야지 하고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축구선수들이 축구공을 차고 있
는 걸 보고 같이 놀고 싶어서 가니 축구선수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혼자 노니 너무 속상해서
‘여기 더 있지 말고 돌아가야지.'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우린 생긴 모양이 달라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있다. 이해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외계인은 속상해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난화소재: 외계인, 지구, 축구공
자유난화_사후검사②
․갈등상황(공부vs고양이와 놀기) 속에서 희망적 미래를 위한 노력이 보임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활발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짐
․정서표현의 추출 정보단어: 반갑다, 신나다, 힘들다, 놀라다, 맛있다,
피곤하다

유
지

20
겨울에 고3학생이 수업 끝나고 추워서 엄마가 챙겨준 모자를 쓰고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고양이들이 반겼습니다. 같이 놀자고 했는데 공부를 해야 되서 고양이들 놀라고 쥐 장난감을 켜주자
이야기
결과물

신나게 쥐를 쫒았습니다. 주방에 가서 물을 한자 마시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엄마가 “수능 준비하랴 힘
들지?”하고 하면서 과일을 줬습니다. 맛있게 먹고 너무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고양이들이랑 잠들었
습니다.
▶난화소재: 모자, 쥐 장난감, 병

(2) 내담자B의 변화
표 7. 내담자B의 정서표현에 대한 특징적 회기별 중심의 질적분석 결과
단계

회기

작품 이미지

정서표현
자유난화_사전검사①
․정서에 대한 단어가 나타나지 않음
․난화 속에서 찾은 구성요소의 단순한 나열만 볼 수 있음
․도화지 안에서 소극적인 난화표현이 이루어짐

기
초

․대화보다는 색칠하는 행위를 선호함
1

․한국어 표현의 어려움이 보임

선

 태극기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하지 못함

․정서표현의 추출 정보단어: 어렵다
이야기

하늘에 모자가 날린다. 하늘에 태극기가 있다.

결과물

▶난화소재: 태극,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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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한국말 단어의 반복 연습 시도 ‘달팽이, 올챙이’
․이야기 속에 처음 구어체가 등장하여 대화의 장면을 연출함  올챙이
와 엄마(개구리)의 대화

치
료

4

․이야기 만들기의 적응하기 시작 및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 시도

―

․정서표현의 추출 정보단어: 싫다, 무섭다

1
단
계

올챙이 엄마가 개구리에요. 올챙이가 엄마가 없어서 엄마를 찾으러 갔어요. 앞으로 쭉 가면 뱀 있어요. 뱀한테 물어
이야기

보면 잡아먹힐 수 있어서 못 물어봐요. 달팽이는 모른다고 했어요. 물속에 물고기한테 물어봐서 엄마를 찾았어요.

결과물

“엄마! 왜 나는 엄마랑 똑같이 않아요?”라고 물어보자, “너도 크면 같을 수 있다.”라고 했다.
▶난화소재: 달팽이, 올챙이, 뱀
․구체적인 사물이나 상황의 묘사가 진행됨
 “코끼리는 코가 가장 중요해요(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색으로

그려야 해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정서 공감하기
7

 “울었어요. 아빠 코끼리가 죽었기 때문에 슬프니까.”

―

․정서표현의 추출 정보단어: 슬프다, 속상하다

2
단
엄마 코끼리랑 아빠 코끼리랑 결혼해서 작은 코끼리가 나왔어요. 호랑이가 와서 엄마랑 아기 코끼리는 집에 있고,

계
이야기
결과물

힘이 센 아빠 코끼리는 코로 호랑이를 잡아서 땅에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이제 아기 코끼리는 걸을 수 있어요. 코끼
리들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아빠는 힘이 없고, 멧돼지 여러 마리랑 싸우다가 죽었어요. 아빠가 죽자 엄마랑 아기 코
끼리는 산에서 나왔습니다.
▶난화소재: 코끼리, 산
․적극적인 자기감정 표출
 답답함과 분노를 표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
 치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12

․돌봄과 가족에 대한 애정 표현  뱀 이야기

―

․정서표현의 추출 정보단어: 예쁘다, 좋다, 놀라다, 답답하다, 화나다

3
단
계

아침에 외국 남자가 입으로 밥을 먹고 예쁜 양말을 신고 뱀 친구를 보러 갔어요. 이 뱀은 원래 남자가 어렸을 때부
이야기

터 집에서 키운 뱀이었어요. 뱀이 10살까지 키웠어요. 뱀이 점점 너무 커서 키울 수 없어서 산으로 보냈어요. 근데

결과물

산에 가보니 알도 있고,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어서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뱀이 이렇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난화소재: 양말, 뱀
․과거 속상하고 아픈 기억을 회상 및 극복된 정서표현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표현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 상황에 대한 표현
․그리움에 대한 정서표현
 아버지의 한국입국으로 보고 싶었다고 함

․정서표현의 추출 정보단어: 보고 싶다, 그립다, 좋다, 행복하다

14
―
4
단

강 근처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는 버섯이 있어요. 버섯은 나무 밑에 물이 있어서 잘 자라요. 아침에 내가 밖

계

을 나가다가 나무도 보고 버섯을 봤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서 멀리 있는 시장에 가서 수박을 사서 집으
이야기
결과물

로 오다가 버섯을 먹고 싶어서 버섯을 가지러 나무 밑으로 갔어요. 근데 작고 약재버섯이 아닌, 먹으면 안 되는 버
섯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수박을 먹는데 갑자기 1년 동안 못 본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 집으
로 갔어요. 집에 가니 할아버지가 “XX이 왔어요?"라고 해서, 나는 "네. 보고 싶었어요."라고 했고,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어요."라고 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난화소재: 나무, 버섯, 수박, (할아버지)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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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난화_사후검사①
․희망적인 미래표현과 긍정적인 생활 적응 자세를 볼 수 있음
․상황을 설명하는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이 많음
․이야기 상황의 계열적으로 순서화
․정서표현의 추출 정보단어: 보고 싶다, 실망하다, 좋다, 희망차다
유
지

19
어제 아침부터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비가 많이 와서 나무 밑에 있는 버섯은 물을 많은 먹
이야기
결과물

고 쑥쑥 컸어요.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물고기를 보려고 호수로 갔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물고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먹이를 잡으러 나온 물고기는 물이 많아져서 앞으로 잘 나갈 수도 없고, 먹이도 없어서 집으로 쏙 들어갔어
요. 그래서 나는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 왔어요. 내일이면 비가 안 오니까 물고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화소재: 버섯, 물고기

3) 정서표현의 변화

단계와 치료 1단계는 부적정서에 대한 표현이

내담자 A와 B의 정서표현의 변화를 보면 공

많았지만, 치료 2, 3단계는 정적정서와 부적정

통적으로 기초선 단계와 치료 1, 2단계에서 정

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였으며,

서표현에 대한 키워드는 주로 3가지 이하로 표

치료 4단계와 유지 단계는 정적정서에 대한 표

현되었지만, 치료 3단계부터는 3가지 이상의

현이 대부분이었다. 내담자 A와 B의 공통된 정

정서표현의 단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전

서표현에 대한 회기별 질적 분석 결과는 회기

달하였다. 이는 회기가 진행될수록 이야기 결

별 질적 분석 축어록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과물 및 치료사와의 대화에서 정서표현에 관련

정서가 반영된 행동과 언어화의 정서표현 변화

된 단어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초선

과정을 그림 4와 같이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그림 4. 내담자A와 B의 정서표현 변화과정

- 1006 -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표현 및 이야기 구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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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며, 유지단계에서는 평균 6.00점 수준으로 점
차적으로 이야기 구조개념 점수가 향상되었다.

1) 이야기 구조개념 평가결과

내담자B는 기초선 단계 동안 구조개념 평가점

이야기 구성능력 평가 중에 이야기 구조개

수 평균 2.25점 수준이고, 치료단계에서 1단계

념에 대한 평가는 내담자가 난화를 활용한 이

는 평균 3.63점 수준, 2단계는 평균 3.63점 수

야기 만들기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수록

준, 3단계는 평균 4.38점 수준, 4단계는 평균

보다 상위단계의 이야기 구조개념을 형성하고

4.92점 수준으로 치료단계의 총 평균은 4.22점

진전됨에 따라 이야기의 구조성이 복잡해지면

수준이며, 유지단계에서는 평균 5.00점 수준으

서 논리적으로 발전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로 점차적으로 이야기 구조개념 점수가 향상되

0단계의 1점부터 5단계의 6점까지 평가되고 점

었다. 내담자A와 B의 구조개념 평가결과의 변

수가 높을수록 이야기 구조개념이 발달되는 것

화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으로 본다. 이야기 구성능력 평가에 대한 평가
자 간의 신뢰도는 이야기 구조개념이 61.36%의

2) 이야기 구성요소 평가결과

일치도를 보였다.

이야기 구성능력 평가 중에 이야기 구성요

내담자A는 기초선 단계의 구조개념 평가점

소에 대한 평가는 내담자가 난화를 활용한 이

수 평균 2.00점 수준이고, 치료단계에서 1단계

야기 만들기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수록

는 평균 3.00점 수준, 2단계는 평균 3.88점 수

이야기 속에 있는 배경과 줄거리를 포함한 내

준, 3단계는 평균 4.88점 수준, 4단계는 평균

용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의 종류가 증가하여

5.50점 수준으로 치료 단계의 총 평균은 4.44점

더 많은 이야기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그림 5. 이야기 구조개념 평가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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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야기 구성요소 평가결과 그래프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야기의 시작, 이야기

1.50점 수준이고, 치료단계에서 1단계는 평균

의 배경, 발단 인물 및 사건, 시간적 배열, 문

3.38점 수준, 2단계는 평균 3.88점 수준, 3단계

제행동, 반응 및 감정표현, 종결 및 결과의 7가

는 평균 4.88점 수준, 4단계는 평균 5.75점 수

지 요소 중 하나라도 들어가면 1점으로 채점하

준으로 치료단계의 총 평균은 4.61점 수준이며,

여 최소 0점부터 최대 7점까지 평가되고 점수

유지단계에서는 평균 6.50점 수준으로 점차적

가 높을수록 이야기 구성요소가 증가되는 것으

으로 구성요소가 증가되었다. 내담자A와 B의

로 본다. 이야기 구성능력 평가에 대한 평가자

구성요소 평가결과의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면

간의 신뢰도는 이야기 구성요소는 63.64%의 일

그림 6과 같다.

치도를 보였다.
내담자A는 기초선 단계 동안 구성요소 평가

Ⅳ. 논의 및 결론

점수 평균 1.00점 수준이고, 치료단계에서 1단
계는 평균 1.88점 수준, 2단계는 평균 3.38점

본 연구는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

수준, 3단계는 평균 4.75점 수준, 4단계는 평균

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표현 및 이야

6.50점 수준으로 치료단계의 총 평균은 4.39점

기 구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수준이며, 유지단계에서는 평균 6.75점 수준으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하고

로 점차적으로 구성요소가 증가되었다. 내담자

자 한다.

B는 기초선 단계 동안 구성요소 평가점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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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표현에 효과적이

서는 이야기의 배경 요소와 같은 1～2개의 구

었다. 정서표현 척도검사를 실시하여 사전, 사

성요소로 이야기 내용이 구성되었지만, 치료단

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개인별 점수 차이는 다

계에는 점차 이야기의 시작, 문제행동, 종결 및

소 존재하지만 정서를 반영한 표현이 높아졌

결과, 반응 및 감정 표현과 같은 구성요소가

다.

등장하면서 회기가 진행될수록 구성요소가 단

회기별 질적 분석에서도 1단계에서는 단순

일증가 및 중복증가로 나타났으며 치료 4단계

한 이야기 내용전달을 하였고, 2, 3단계에서는

와 유지 단계에서는 이야기 구성요소가 복합적

이야기 속에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으로 등장하여 이야기 내용에 맞게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마지막 4단계에서는

사용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일차원적인 이야기

치료사와 상호 소통을 하며 긍정적인 내면의

정보요소에서 점차 심리․정서적인 이야기 구

이야기를 활발히 표현하였다. 이는 난화 작업

성요소로 변화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는 통합적 미술활동을 통한 이야기 그림 말하

자극과 동기를 주며, 미적 형태로 정서를 구체

기를 지적장애 아동에게 실시하여 이야기 구성

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정여주(2003)와 긍정

능력을 비교해 본 결과 대상 아동 모두 이야기

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을 경험한 아동

구조 발달 수준, 이야기 구성요소, 논리적 응집

이 행복감이라는 자신의 생활전반에 대한 긍정

장치, 발화와 단어의 수가 향상되었다는 박신

적이고 만족스런 생활감정을 느끼고 특히 자아

희(2010)와 산책을 통한 그림이야기 만들기 활

특성과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킨다

동은 유아의 이야기 구성력을 증진시키는 효과

는 유상애(2008)와 맥을 같이 한다.

가 있다는 김윤복(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

고 볼 수 있다. 즉 난화작업을 통해 이야기의

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야기 구성에 효과적

자료를 확보한 자유로운 이야기 만들기 활동은

이었다. 이야기 구조개념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체적인 이야기 구성능력

내담자 A는 기초선 단계에서 이야기 구조개념

을 신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미술치료 수단

1단계인 이야기 형태 인식기였지만 유지 단계

이다.

에서는 5단계인 논리적 이야기 형성기에 도달

따라서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

하였고, 내담자 B는 이야기 구조개념 1단계인

치료와 같이 이미지를 활용하여 쉽게 언어화할

이야기 형태 인식기에서 4단계인 연결적 이야

수 있는 효과적인 언어적 자극으로 이야기 구

기 형성기에 도달한 것을 보면 점차 향상된 것

성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언어화와

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야기 구조개념이 점차

병행하여 미술치료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내적

적으로 논리적 관계를 맺으며 복잡해짐을 밝힌

자기감정 발산과 심리․정서적 지원으로 타인

Applebee(1978)와 이야기를 꾸며보게 하는 것

과 긍정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은 이야기 형태를 알게 되며, 이해력을 증진시

다. 즉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

킬 수 있고 반복적인 이야기 구성능력에 있어

프로그램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언어 상담

서 점차 이야기 구조가 복잡하고 세련되어진다

프로그램과 달리 한국어로 치료사와 소통함에

고 한 Wellhousen(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있어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주지 않고 쉽고 흥

한다.

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미술표현활동과

이야기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기초선 단계에

이야기 만들기는 평소 자신의 내적탐색과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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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봄으로써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데 도

환자의 정서표현, 불안, 의사소통에 미치는

움을 주었다. 앞으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

효과.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적응을 위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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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2002).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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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rt Therapy of Story Telling Using
Scribble on Immigrant Youths’ Emotional Expression and
Story Construction

Kwak, Seung-Ju

Chun, Soon-Young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story making art therapy using scribble on the emotional
expression and story construction of the immigrant youths who are in a bilingual environment between
their native language and Korean, to provide them with help to adapt to Korean society. The 2
participants(client A, B) of this study were selected among the immigrant youths with less 1 year residence
in Korea who want to be treated by art therapy. The study was proceeded at ‘K Multi-cultural Counseling
Center’ located in S city from June 2012 to November 2012 to two participants under the same conditions
composed of total 22 sessions of 60 minutes for each one once a week.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emotional expression, the preliminary/post scale tests for emotional expression were performed, and the
changes in action and language based on the emotional expressions on each session were qualitatively
analyzed. And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story construction, the finalized stories at the end of each
session were evaluated with the rating scale based on story structure concept and components, converted
into scores, and the degree of changes were constructed into graphs.
This study is resulted as follows: Firstly, the story making art therapy using scribble was effective for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immigrant youths. The preliminary/post-evaluation results of emotional
expression scale showed all of clients’ scores are improved, and sub-scale analysis results all are improved,
excluding client B’s compulsion intensity, who had an equal preliminary/post-evaluation scores. The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by sessions showed that both participants increased the use of vocabularies for
emotional expressions with the process of sessions, and their actions and language were changed into
positive and hopeful expressions from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Secondly, the story making art
therapy using scribble was effective for the story constructions of the immigrant youth. This result of
evaluation indicated that all participants gradually improved the story structure concept and components
with the tim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rt therapy of story telling using scribble could be utilized as an effective
therapy method for immigrant youths in adapting to the Korean society.
Key Words : scribble, story making, immigrant youth, emotional expression, story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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