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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이야기 그림검사(DAS)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정 수 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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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이야기 그림검사(DAS)가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투사검사로서의 유
용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B시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D, G, N, S, Y)에 재학 중인 3, 4, 5, 6학년
406명(남학생 216명, 여학생 190명)이다. 연구도구에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CPSQ)는 각 학교에서 사전 가정
통신문을 통하여 안내를 하고 가정으로 보내어 보호자가 응답하였고, DAS 검사는 연구자가 수업시간에 집단으
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성별과 학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와 DAS 반응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교차
분석,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는 정신신체화 문제가 가장 많고,
외현화 문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DAS 반응특성은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보다 더 많았고, 부정
적 자아상이 긍정적 자아상보다 더 많았다. 둘째,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현화 문
제와 오남용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정서행동문제
와 하위영역인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인지적 문제, 오남용 문제, 정신신체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집단이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부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본 연구는 DAS가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1차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정서행동문제, 이야기 그림검사(DAS) 반응특성, 초등학생

1) 교신저자: 정수미, 영남대학교 미술치료학과 박사 수료, 성덕대학교 아동보육복지상담과 겸임교수
E-mail: tksmjung@naver.com
2) 고정연, 영남대학교 미술치료학과 박사 수료

- 303 -

2

미술치료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89호), 2017

Ⅰ. 서 론

내재화 행동의 동시발생(co-occurance) 혹은
공존행동(comorbid behaviors)을 나타내기도
한다(Cullinan & Sabornie, 2004; Walker,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Ramsey, & Gresham, 2004). 정서․행동장애
오늘날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 급

학생이 보이는 외현화 행동 특성으로는 사물이

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따른 부모들의 자녀에

나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거나, 과잉행동, 다

대한 높은 기대와 학습 위주의 경쟁적인 사회

른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 언쟁 등으로 나타나

구조 속에서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는 심각해

며, 내재화 행동 특성으로는 활동 수준이 억제

지고 있다(Kim, M., 2014). 특히, 9~17세 아

적이거나 낮고,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 및 회피,

동․청소년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

수줍음, 게임이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행동

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등으로 나타난다(Waler & Severson, 1992). 이

정서․행동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와 같은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을 보이는 학생

(Lee, 2016).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기의 중, 고

은 대인관계 및 행동수행에서 갈등을 겪게 되

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연령의 초등학교 학생

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수위가 심해지면 학업

들 또한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를 나타내어, 다

중단 등과 같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한 문

양한 학교 부적응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제들을 초래하게 된다(Lane et al., 2010). 그러

교육부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

나 정서행동장애의 행동패턴이 아동 청소년들

재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이 겪는 사춘기적 특징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정서행동장애를

가 많아, 대부분의 정서․행동장애 및 위험군

가진 학생이 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학생들로 선별되지 않아 조기 중재의 결정적

다. 교육부가 지난 해 제출한 ‘최근 3년 간 학

기회를 잃고 있다(Dowdy et al., 2011). 그러나

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에

조기 선별에 따른 중재가 제공되면 그 어떤 장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실시

애보다도 효과적으로 정서․행동 문제 및 부정

한 검사에서 총 608만 54명 가운데 4.2%인 25

적 결과들이 감소될 수 있다(Lane & Menzies,

만 7,388명이 ‘관심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

2003). 이에, 현재 Ministry of Education

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2016). 또한 ‘관

Science and Technology[MEST](2012)에서는

심군’에 속하는 아동, 청소년 중에서도 자살징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체계구축으로

후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우선 관리군’에

정신건강문제의 조기 발견 및 악화방지를 위

속하는 학생이 그 중 57.3%인 14만 7,528명에

해 매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정서․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정서행동장애는

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

더 이상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음이 현실로 나

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 정서․행동발달

타나고 있다.

선별검사(Child Problem-Behavior Screening

정서․행동장애의 행동 패턴은 넓은 범위로

Questionnaire: 이하 CPSQ)는 학부모가 평정하

나타나지만 주로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 특성

는 방식으로 아동 스스로 정서, 행동문제에 대

을 보인다(Gresham et al., 1999). 이 두 가지

해 인식하는 정도는 교사나 부모가 보는 문제

특성은 서로 반대되는 행동으로 보이나 정서․

의 정도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자연

행동 문제를 지닌 학생 중에는 외현화 행동과

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자기 보고형 정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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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제 선별 검사가 필요하다. 아동의 자기 방

선별 도구일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과 교육현

어를 낮추며 독특하고 주관적인 정서까지 평가

장에서도 아동의 우울성향을 측정하여 아동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림검사이다.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림검사는 정서적 상태를 심층적으로 평가하

Chung(2008)은 보육시설에 생활하는 초등학교

는 도구로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는

1~6학년 152명의 아동우울성향과 DAS 반응특

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또한

성 결과, DAS 그림검사가 보육시설 아동의 우

검사에 대한 반응을 덜 위협적인 상황에서 다

울 측정 및 평가에 유용한 도구라고 밝히고 있

양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또한 Kim, M.(2014)은 초등학생 4, 5, 6학년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ue, 2011). 반면, 대부

350명을 대상으로 아동 특성-상태 불안척도와

분의 투사검사들이 지적받는 바와 마찬가지로,

DAS의 정서내용과 자아상과의 상관관계를 분

채점자에 따라 결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석한 결과, DAS가 아동, 청소년들의 불안을 진

점에서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단하는 도구로서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적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에

이처럼 DAS가 처음에는 아동의 우울을 선

의해 질적으로 평가된 정서 내용들을 구조화하

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 들

여 양적 채점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계속되

어 이 검사가 우울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과

고 있어 이러한 타당도 및 신뢰도와 관련한 문

현재 정서적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

제점들이 상당부분 보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해주는 도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예컨대,

(Shin, M. S., 2007).

Jung, J.(2006)는 일반아동 어머니 50명과 발달

그 중에서도,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장애아동 어머니 50명, 100명을 대상으로 Beck

양호한 것으로 검증된 대표적인 정서 문제

의 우울 척도와 DAS 반응특성을 실시한 결과,

선별 검사가 Sliver(2002)의 이야기 그림검사

우울집단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으며,

(Draw-A-Story: 이하 DAS)이다. DAS는 인물과

DAS 검사는 우울의 유용한 선별도구일 뿐만

동물, 자연물, 환경으로 구성된 14개의 자극그

아니라, 내면과 현재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정

림에서 피검자가 두 가지를 선택하여 이야기

보를 제공해 주는 유용한 도구로 보고하였다.

를 구성하고, 구성한 이야기의 내용을 그리게

또한 Coffey(1995)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투사

하는 그림검사기법이다. 이 검사는 처음에

적 검사도구로 DAS 검사를 활용하였는데

우울한 아동 및 청소년을 선별하기 위해 개

DAS 검사가 타종류의 투사적 검사보다 친밀

발되었고 그 양호성은 여러 임상적 연구들을

감(rapport) 형성 및 방어기제를 잘 드러내게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예컨대, Shin, M.

해준다고 하였으며, Kim과 Jang(2010)은 DAS

K.(2005)는 초등학생 4, 5, 6학년 445명을 대

를 통해서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선별

상으로 우울 성향의 분석에서 소아우울척도

할 수 있는 그림평가 도구라는 점을 밝혀냈다.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또한 Joung과 Park(2014)의 연구에서 아동의

CDI)보다 Sliver Drawing Test(SDT)가 더 효과

정서와 행동의 문제정도를 측정하는데 DAS검

적인 방법임을 제시하였고, Moon(2007)은 만9

사를 사용하였다.

세에서 13세 사이의 초등학교 4, 5, 6학년 584

그러나, 아직까지 DAS의 반응 특성을 초등

명을 대상으로 아동 우울검사와 DAS 검사를

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실시한 결과, DAS 검사가 아동 우울의 유용한

시도는 미흡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매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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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소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정서
행동문제와 DAS의 반응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정서와 자아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D, G,

있는 DAS가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평가 도구로

N, S, Y)에 재학 중인 3, 4, 5, 6학년 412명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즉, 현재

대상으로 하였다. CPSQ 검사를 실시한 412명

까지는 DAS가 주로 우울을 측정하는 투사 검

중에 DAS 검사에 응답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사도구로서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어

406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406명 중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검사가 정서행동문

성별은 남자 216명(53.2%), 여자 190명(46.8)

제를 진단할 수 있는 투사검사로의 유용성을

이며, 학년은 3학년 88명(21.7%), 4학년 106

가지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

명(26.1%), 5학년 103명(25.4%), 6학년 109명

다. 이를 위해 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CPSQ)와

(26.8%)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3학년부

의 비교를 통해 DAS가 1차 선별 도구 혹은 2

터 6학년까지로 제한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1,2

차 심화 도구로써 활용 가능한지를 평가해보고

학년의 아동들은 DAS의 그림 검사지의 내용에

자 한다. 덧붙여 DAS의 이러한 확장적 활용을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꾀함으로써, 지필검사만으로는 문제의 정밀한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식별이 어려운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조

연구절차

기 선별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를 통
해 가정 및 교육 현장에서의 치료적 접근과 교
육적 개입에 활용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

본 연구조사는 2012년 4월 2일부터 2015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보

12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CPSQ 검사는 각 학

고자 한다.

교에서 사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안내를 하고
가정으로 보내어 보호자가 응답하였다. DAS검
사는 연구자가 수업시간에 각 반별로 보조자

연구문제

(미술치료사)를 동반하여 집단으로 실시하여 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DAS

료를 수집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총 40

반응특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DAS가 초등

분이었으며, 교실 내 영상모니터를 통해 DAS

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투사검

검사 실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림

사로서의 유용성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

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
으며, 선택한 그림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DAS의 반

그린 그림에 다른 그림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동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가운데

응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성별과 학년에 따라 초등학생의 정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분

행동문제와 DAS의 반응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위기를 조성하였다. 교실 내 책상을 1줄씩으로

셋째,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따라 DAS

배열하고, 한 명씩 분리하여 앉도록 하여 아동

의 반응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들이 그림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
부 아동들이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Ⅱ. 연구방법

서는 연구자와 보조자(미술치료사)가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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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설명하여, 집단 실시의 제한점을 최소화

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림이 완성되면 그림의

하였다.

이야기 내용을 피험자가 직접 창작함으로써 피
검자의 무의식을 저항 없이 표출하게 할 수 있

연구도구

다.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고 숨겨진 의미와 자아상 채점에 있어서 모

1) 초등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CPSQ:

호함을 가리기 위해 Sohn(2009)의 연구에서 사
용한 보충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Child Problem-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DAS

평가척도는

하위요소로

정서내용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

(Emotional Content) 척도와 자아상(Self-Image)

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Huh(2003)가 개발한

척도, 유머사용 척도가 있는데, 유머사용 척도

아동용 문제행동 질문지(CPSQ)를 일부 수정한

는 그림에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리

MEST(2012)의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CPSQ)

나라의 정서와 잘 맞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제

를 사용하였다. CPSQ는 리커트식 4점 척도이

외하였다(Kim, T., 2008). 정서내용 척도는 부정

며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PSQ의 하

적인 그림일수록 낮은 점수로 채점되고, 긍정

위척도를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 척도는 불안,

적인 그림일수록 높은 점수로 채점되는 반면,

우울, 스트레스, 교우관계에 관한 5문항, 외현

자아상 척도의 5점은 자신이 긍정적인 대상뿐

화 문제 척도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관

아니라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부정적 대상으로

한 3문항, 반항적 행동장애에 관한 4문항, 품행

동일시하여도 같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는 그

장애에 관한 3문항으로 총 10문항이다. 그리고,

림에 나타난 인물의 에너지 수준이나 힘의 강

인지적 문제 척도는 학습에 관한 3문항, 오남

도를 보는 기준일 경우 타당하나, 내용적인 면

용 척도는 약물과 인터넷에 관한 2문항, 정신

으로 본다면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고 있어 자

신체화 문제 척도는 경련, 틱, 식이장애에 관한

아상 점수 5점은 응답자가 자신을 어떤 의미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타냈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Jee, 2013b).
이에 Sohn(2009)과 Jee(2013b)는 자아상 5점이

2) 이야기 그림(Draw-A-Story: DAS) 검사

긍정점수와 부정점수로 서로 구분하여 채점하

DAS 검사는 공격성과 우울의 위험에 처한

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

아동과 청소년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사

들의 분류 채점 방식에 따라 Silver의 자아상 5

정법(Silver, 1988b, 2002)으로 Form A와 Form

점을 긍정(5점)과 부정(-5점)으로 나누어 채점하

B가 있다(Silver, 1988a, 2002). 본 연구에서는

였다. 초등학생의 자아상에 대한 척도를 5점

Form A를 사용하였으며, Form A에 포함된 자

척도로 채점함으로서 긍정과 매우 긍정은 긍정

극 그림은 카우보이, 소년, 면사포를 쓴 여인,

으로 부정과 매우 부정은 부정으로 간주하여

뱀, 파이프를 문 남자, 고양이, 낙하산을 탄 사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아 5점 척도를 사용하였

람, 칼, 나무, 공룡, 병아리, 쥐, 화산, 성으로

다. DAS의 상세한 정서내용과 자아상 점수는

구성되어 있다. DAS는 응답자들에게 14가지

T. 1과 T. 2에 제시하였다.

자극 그림들 중에서 두 가지 대상을 선택하게
하고, 그 주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상
하게 한 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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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motional contents of Drawing a Story
Point

Theme

Detail content

1 point

Strongly negative
themes

Sad, helpless, isolate, suicidal, dead, or in mortal danger; or
relationships that are distractive, murderous, or life threatening.

2 points

Moderately negative
themes

Solitary subjects portrayed as frightened, angry, frustrated,
dissatisfied, worried, distractive, or unfortunate; relationships that
are stressful, hostile, or unpleasant.

3 points

Neutral themes

Ambivalent, both negative and positive; unemotional,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ambiguous or unclear.

4 points

Moderately positive
themes

Solitary subjects portrayed as fortunate but passive, such as
watching television or being rescued; relationships that are
friendly, or pleasant.

5 points

Strongly positive
themes

Solitary subjects portrayed as happy, affective, or achieving goals,
active. relationships that are caring or loving.
Source. Aggression and depression assessed through art. Silver(2005)

Table 2. Self-Image of Drawing a Story
Point

Theme

Detail contents

1 point

Morbid fantasy

Respondent seems to identify with a subject portrayed as sad,
helpless, isolate, suicidal, dead, or in mortal danger.

2 points

Unpleasant. fantasy

Respondent seems to identify with a subject portrayed as
frightened, frustrated, or unfortunate.

3 points

Ambiguous or
ambivalent fantasy

Unclear or invisible(such as the narrator), or else respondent
seems to identify with a subject portrayed as ambivalent or
unemotional.

4 points

Pleasant. fantasy

Respondent seems to identify with a subject portrayed as
fortunate but passive such as watching television or being
rescued.

Positive wish-fulfilling
fantasy

Respondent seems to identify with a subject portrayed as
happy, loved, admirable or achieving goals.

Negative wish-fulfilling
fantasy

Respondent seems to identify with a subject portrayed as
distractive, assaultive, or achieving goals.

5 points

Source. Aggression and depression assessed through art. Silver(2005)

자료 분석

하였다. DAS에 대한 채점자간 문항 일치도는
빈도분석을 통해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다.

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첫째,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DAS 반응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특성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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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DAS반응특성

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과 학년에 따른 DAS 반응특성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정서행동문제는 t-test

1)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 3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DAS 반응특성은

과 같다. T.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행동문
제 전체에서는 문제가 있는 집단은 21.4%, 없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는 집단은 78.6%로 나타났다. 정서행동문제
유형에서는 정신신체화 문제가 있는 집단이

Ⅲ. 연구 결과

3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내재화 문제
25.6%, 오남용 문제 23.4%, 인지적 문제 22.2%,

DAS의 신뢰도

외현화 문제 16.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

Silver(2002)가 보고한 DAS의 신뢰도는 채점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서는 정신신체화

자 간 문항일치도로 .80이상의 수준으로 검증

문제가 가장 많고, 외현화 문제가 가장 적은

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DAS의 신뢰도를 검증

것으로 나타났다.

하기 위해 채점자 간 문항일치도를 산출하였
고, 이를 위해 동일한 그림 60부(학년별로 15

2) 초등학생의 DAS 반응특성

장)를 추출하여 미술치료사인 연구자(A)를 포

초등학생의 DAS 반응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함하여 미술치료사 2명(B, C)에게 채점하도록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 4와 같다. T. 4에

하였다. 그 결과, 정서내용점수의 채점자간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 내용은 부정적 정서(1

문항 일치도는 A-B는 98.3%-100%, B-C는

점)가 39.1%인 것에 비해 긍정적 정서(5점)는

93.3%-100%, A-C는 93.3%-100%로 나타났다.

4.8%로 나타나,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보

또한 자아상 점수의 채점자간 문항 일치도는

다 더 많았다. 자아상에서는 긍정적 자아상이

A-B는 98.3%-100%, B-C는 93.3%-100%, A-C는

11.4%인 것에 비해 부정적 자아상은 20.5%로

95.0%-100%로 나타나 검사의 신뢰도는 양호한

나타나, 부정적 자아상이 긍정적 자아상보다

것으로 검증되었다.

더 많았다.

Table 3. Emotional behavior problem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Variable

N

Exit N(%)

Not exit N(%)

406

87(21.4)

318(78.6)

Internalization problem

406

104(25.6)

302(74.4)

Externalizing problem

406

67(16.5)

339(83.5)

Cognitive problem

406

90(22.2)

316(77.8)

Drug misuse problem

406

95(23.4)

311(76.6)

Psychosomatic problem

406

129(31.8)

277(68.2)

Emotional-behavioral problem

Sub-areas

N=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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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motional contents & Self-ima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Variable

Emotional contents

Self-image Ⅰ
(Positive)

Self-image

Self-image Ⅱ
(Negative)

N=406

Point

N

%

1 point

156

39.1

2 points

83

20.8

3 points

85

21.3

4 points

56

14.0

5 points

19

4.8

Sum

399

100.0

1 point

77

23.8

2 points

70

21.6

3 points

80

24.7

4 points

60

18.5

5 points

37

11.4

Sum

324

100.0

1 point

77

21.3

2 points

70

19.4

3 points

80

22.2

4 points

60

16.6

5 points

74

20.5

Sum

361

100.0

* Since no responses were processed as missing value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ases.

성별과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DAS의 반응특성

(2)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학년에 따라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는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의 정서행동
문제

을 실시한 결과는 T. 6과 같다. T. 6에서와 같
이 학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는 유의미한 차이

(1)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는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
한 결과는 T. 5와 같다. T. 5에서와 같이 성별

2) 성별과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의 DAS 반
응특성

에 따라 외현화 문제(t=2.45, p<.05)와 오남용문

(1)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DAS 반응특성

제(t=2.49,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성별에 따라 초등학생의 DAS 반응특성에서

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현화 문제와 오

정서내용과 자아상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남용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 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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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lementary school students's emotional behavior problems by gender
Male(N=216)
M(SD)

Female(N=190)
M(SD)

t

Emotional-behavioral problem

8.12(7.11)

6.98(7.51)

1.57

Internalization problem

1.38(1.70)

1.49(1.95)

-.58

Externalizing problem

4.48(4.33)

3.50(3.72)

2.453

Cognitive problem

.47(1.13)

.48(1.37)

-.05

Drug misuse problem

.36(.63)

.20(.45)

2.85

Psychosomatic problem

1.41(1.48)

1.30(1.80)

1.57

Variable

Sub-areas

N=406

*

**

*p<.05, **p<.01

Table 6. Elementary school students's emotional behavior problems by grade
Third
(N=88)
N(%)

Fourth
(N=103)
N(%)

Fifth
(N=102)
N(%)

Sixth
(N=106)
N(%)

F

6.79(6.50)

6.91(6.94)

8.44(7.81)

8.08(7.75)

1.28

Internalization problem

1.51(1.89)

1.18(1.72)

1.60(1.84)

1.46(1.84)

.99

Externalizing problem

3.42(3.46)

3.78(3.94)

4.39(4.22)

4.38(4.50)

1.33

Cognitive problem

.55(1.34)

.32(1.01)

.59(1.38)

.48(1.25)

.95

Drug misuse problem

.21(.51)

.29(.60)

.34(.60)

.28(.52)

.88

Psychosomatic problem

1.09(1.22)

1.33(1.61)

1.50(1.80)

1.47(1.78)

1.25

Grade
Emotional-behavior problem
Emotional-behavior problem

Subareas

N=399

* Since no responses were processed as missing value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ases.

2

같다. T.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 내용(χ =

나,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긍정적인

47.16, p<.001), 자아상 5점이 긍정의 내용만을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자아상 5점이 부정의

2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Ⅰ(χ =28.12, p<.001), 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Ⅱ의 경우, 남학

아상 5점이 부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

생 집단은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이 26.5%인 데

2

상Ⅱ(χ =32.22, p<.001)로 나타났다.

비하여 여학생 집단은 13.0%로 나타나, 남학생

정서 내용은 남학생 집단이 매우 부정적인
정서가 53.3%인 데 비해 여학생 집단은 23%로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많
이 나타냈다.

나타나,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매우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냈다. 자아상 5점이

(2)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의 DAS 반응특성

긍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Ⅰ의 경

학년에 따라 초등학생의 DAS 반응특성에서

우, 남학생 집단이 매우 긍정적인 자아상이

정서내용과 자아상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7.0%인 데 비하여 여학생 집단은 15.7%로 나타

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 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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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lementary school students's emotional contents and self-image by gender
Gender

Male
N(%)

Female
N(%)

1 point

113(53.3)

43(23.0)

2 points

42(19.8)

41(21.9)

3 points

35(16.5)

50(26.7)

χ2=47.16***

4 points

14( 6.6)

42(26.7)

df=4

5 points

8( 3.8)

11( 5.9)

Sum

212(100)

187(100)

1 point

54(34.2)

23(13.9)

2 points

40(25.3)

30(18.1)

3 points

31(19.6)

49(29.5)

χ2=28.12***

4 points

22(13.9)

38(22.9)

df=4

5 points

11( 7.0)

26(15.7)

Sum

158(100)

166(100)

1 point

54(27.0)

23(14.3)

2 points

40(20.0)

30(18.6)

3 points

31(15.5)

49(30.4)

χ2=32.22***

4 points

22(11.0)

38(23.6)

df=4

5 points

53(26.5)

21(13.0)

Sum

200(100)

161(100)

DAS characteristics

Emotional contents

Self-imageⅠ
(Positive)

Self-image

Self-imageⅡ
(Negative)

χ2

* Since no responses were processed as missing value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ases.
***p<.001

같다. T.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 내용(χ2

는 자아상Ⅰ의 경우, 3학년 집단과 4학년 집단

=40.11, p<.001), 자아상 5점이 긍정의 내용만을

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각각 25.0%, 29.9%를 나

2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Ⅰ(χ =35.71 p<.001), 자아

타낸 반면에 5학년 집단과 6학년 집단은 각각

상 5점이 부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

10.4%, 8.3%로 나타나, 3학년과 4학년 집단이 5

2

Ⅱ(χ =32.54, p<.001)로 나타났다.

학년과 6학년 집단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많

정서 내용은 3학년 집단과 4학년 집단이 긍

이 나타냈다. 자아상 5점이 부정의 내용을 포

정적인 정서를 각각 20.5%, 24.3%를 나타낸 반

함하고 있는 자아상Ⅱ의 경우, 3학년과 4학년

면에 5학년 집단과 6학년 집단은 각각 3.9%,

집단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각각 13.6%, 18.4%

8.5%로 나타나, 3학년과 4학년 집단이 5학년과

를 나타낸 반면에 5학년과 6학년 집단은 각각

6학년집단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냈

25.5%, 23.2%로 나타나, 5학년과 6학년 집단이

다. 자아상 5점이 긍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3학년과 4학년 집단보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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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lementary school students's emotional contents and self-image by grade
Grade

Third
N(%)

Fourth
N(%)

Fifth
N(%)

Sixth
N(%)

1 point

36(40.9)

31(30.1)

47(46.1)

42(39.6)

2 points

16(18.2)

12(11.7)

28(27.5)

27(25.5)

3 points

13(14.8)

26(25.2)

21(20.6)

25(23.6)

χ2=40.11***

4 points

18(20.5)

25(24.3)

4( 3.9)

9( 8.5)

df=12

5 points

5( 5.7)

9( 8.7)

2( 2.0)

3( 2.8)

Sum

88(100)

103(100)

102(100)

106(100)

1 point

22(28.9)

13(14.9)

23(29.9)

19(22.6)

2 points

12(15.8)

12(13.8)

23(29.9)

23(27.4)

3 points

17(22.4)

20(23.0)

19(24.7)

24(28.6)

χ2=35.71***

4 points

19(25.0)

26(29.9)

8(10.4)

7( 8.3)

df=12

5 points

6( 7.9)

16(18.4)

4( 5.2)

11(13.1)

Sum

76(100)

87(100)

77(100)

84(100)

1 point

22(27.2)

13(14.9)

23(23.5)

19(20.0)

2 points

12(14.8)

12(13.8)

23(23.5)

23(24.2)

3 points

17(21.0)

20(23.0)

19(19.4)

24(25.3)

χ2=32.54***

4 points

19(23.5)

26(29.9)

8( 8.2)

7( 7.4)

df=12

5 points

11(13.6)

16(18.4)

25(25.5)

22(23.2)

Sum

81(100)

87(100)

98(100)

95(100)

DAS characteristics

Emotional contents

Self-imageⅠ
(Positive)

Self-image

Self-imageⅡ
(Negative)

χ2

* Since no responses were processed as missing value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ases.
***p<.001

라 DAS 반응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이 나타냈다.

2

것은 정서 내용(χ =32.04, p<.001), 자아상 5점
2

이 긍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Ⅰ(χ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DAS의
반응특성

=11.35, p<.05), 자아상 5점이 부정의 내용을 포
2

함하고 있는 자아상 Ⅱ(χ =58.42, p<.001)로 나

1)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DAS 반

타났다.

응특성

정서 내용은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집단이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따라 DAS 반응

부정적인 정서가 64.0%인 데 비해 정서행동문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제가 없는 집단은 32.3%로 나타나, 정서행동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 9와 같다. T. 9에 제

제가 있는 집단이 정서행동문제가 없는 집단보

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따

다 매우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냈다.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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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lementary school students's emotional contents and self-image by emotional-behavioral
problem
Emotional-behavior problem

Exit
N(%)

Not exit
N(%)

1 point

55(64.0)

101(32.3)

2 points

14(16.3)

69(22.0)

3 points

13(15.1)

72(23.0)

χ2=32.04***

4 points

3( 3.5)

53(16.9)

df=4

5 points

1( 1.2)

18( 5.8)

Sum

86(100)

313(100)

1 point

18(38.3)

59(21.3)

2 points

11(23.4)

59(21.3)

3 points

10(21.3)

70(25.3)

χ2=11.35*

4 points

2( 4.3)

58(20.9)

df=4

5 points

6(12.8)

31(11.2)

Sum

47(100)

277(100)

1 point

18(22.5)

59(21.0)

2 points

11(13.8)

59(21.0)

3 points

10(12.5)

70(24.9)

χ2=58.42***

4 points

2( 2.5)

58(20.6)

df=4

5 points

39(48.8)

35(12.5)

Sum

80(100)

281(100)

DAS characteristics

Emotional contents

Self-imageⅠ
(Positive)

Self-image

Self-imageⅡ
(Negative)

χ2

* Since no responses were processed as missing value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ases.
*p<.05, ***p<.001

상 5점이 긍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

있는 집단이 정서행동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부

Ⅰ의 경우,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집단은 긍정

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적인 자아상이 4.3%인 데 비하여 정서행동문제
가 없는 집단은 20.9%로 나타나, 정서행동문제
가 없는 집단이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집단보다

2)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영역별
DAS 반응특성

긍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자아상 5점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영역(내재화

이 부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 Ⅱ의

문제, 외현화 문제, 인지적 문제, 오남용 문제,

경우,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집단은 부정적인

정신신체화 문제에 따라 DAS 반응특성이 차이

자아상이 48.8%인 데 비하여 정서행동문제가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

없는 집단은 12.5%로 나타나, 정서행동문제가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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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따른 DAS 반
응특성

13

2
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Ⅱ(χ =61.62, p<.001)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따른 DAS 반응

정서 내용은 내재화 문제가 있는 집단이 부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정적인 정서가 58.3%인 데 비해 내재화 문제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 10과 같다. T. 10에

없는 집단은 32.4%로 나타나, 내재화 문제가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있는 집단이 내재화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매

따라 DAS 반응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우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냈다. 자아상 5

2

낸 것은 정서 내용(χ =23.60, p<.001), 자아상 5

점이 긍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Ⅰ의

점이 긍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Ⅰ

경우, 내재화 문제가 있는 집단은 매우 부정적

2

(χ =61.41, p<.001), 자아상 5점이 부정의 내용

인 자아상이 52.9%인 데 비하여 내재화 문제가

Table 10. Elementary school students's emotional contents and self-image by Internalization
problem
Internalization

Exit
N(%)

Not exit
N(%)

1 point

60(58.3)

96(32.4)

2 points

18(17.5)

65(22.0)

3 points

16(15.5)

69(23.3)

χ2=23.60***

4 points

6( 5.8)

50(16.9)

df=4

5 points

3( 2.9)

16( 5.4)

Sum

103(100)

296(100)

1 point

46(52.9)

31(13.1)

2 points

16(18.4)

54(22.8)

3 points

15(17.2)

65(27.4)

χ2=61.41***

4 points

3( 3.4)

57(24.1)

df=4

5 points

7( 8.0)

30(12.7)

Sum

87(100)

237(100)

1 point

46(47.9)

31(11.7)

2 points

16(16.7)

54(20.4)

3 points

15(15.6)

65(24.5)

χ2=61.62***

4 points

3( 3.1)

57(21.5)

df=4

5 points

16(16.7)

58(21.9)

Sum

96(100)

265(100)

DAS characteristics

Emotional contents

Self-imageⅠ
(Positive)

Self-image

Self-imageⅡ
(Negative)

χ2

* Since no responses were processed as missing value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ases.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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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집단은 13.1%로 나타나, 내재화 문제가
있는 집단이 내재화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부

(2) 초등학생의 외현화 문제에 따른 DAS 반
응특성

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자아상 5점이

초등학생의 외현화 문제에 따른 DAS 반응

부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Ⅱ의 경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우, 내재화 문제가 있는 집단은 긍정적인 자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 11과 같다. T. 11에

상이 3.1%인 데 비하여 내재화 문제가 없는 집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외현화 문제에

단은 21.5%로 나타나, 내재화 문제가 없는 집

따라 DAS 반응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단이 내재화 문제가 있는 집단보다 긍정적인

낸 것은 정서 내용(χ2=40.20, p<.001), 자아상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5점이 부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Ⅱ
(χ2=91.04, p<.001)로 나타났다.

Table 11. Elementary school students's emotional contents and self-image by externalizing
problem
Externalizing problem

Exit
N(%)

Not exit
N(%)

1 point

47(71.2)

109(32.7)

2 points

5( 7.6)

78(23.4)

3 points

13(19.7)

72(21.6)

χ2=40.20***

4 points

1( 1.5)

55(16.5)

df=4

5 points

0

19( 5.7)

Sum

66(100)

333(100)

1 point

8(30.8)

69(23.2)

2 points

3(11.5)

67(22.5)

3 points

11(42.3)

69(23.2)

χ2=8.74

4 points

1( 3.8)

59(19.8)

df=4

5 points

3(11.5)

34(11.4)

Sum

26(100)

298(100)

1 point

8(12.7)

69(23.2)

2 points

3( 4.8)

67(22.5)

3 points

11(17.5)

69(23.2)

χ2=91.04***

4 points

1( 1.6)

59(19.8)

df=4

5 points

40(63.5)

34(11.4)

Sum

63(100)

298(100)

DAS characteristics

Emotional contents

Self-imageⅠ
(Positive)

Self-image

Self-imageⅡ
(Negative)

χ2

* Since no responses were processed as missing value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ases.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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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내용은 외현화 문제가 있는 집단이 부
정적인 정서가 71.2%인 데 비해 외현화 문제가

15

(3) 초등학생의 인지적 문제에 따른 DAS 반
응특성

없는 집단은 32.7%로 나타나, 외현화 문제가

초등학생의 인지적 문제에 따른 DAS 반응

있는 집단이 외현화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매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우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냈다. 자아상 5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 12와 같다. T. 12에

점이 부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Ⅱ의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인지적 문제에

경우, 외현화 문제가 있는 집단은 부정적인 자

따라 DAS 반응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아상이 63.5%인 데 비하여 외현화 문제가 없는

낸 것은 정서 내용(χ2=20.36, p<.001), 자아상 5

집단은 11.4%로 나타나, 외현화 문제가 있는

점이 긍정의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Ⅰ

집단이 외현화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부정적인

(χ2=16.89, p<.01), 자아상 5점이 부정의 내용을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Ⅱ(χ2=23.41, p<.001)로 나

Table 12. Elementary school students's emotional contents and self-image by cognitive problem
Cognitive problem

Exit
N(%)

Not exit
N(%)

1 point

51(57.3)

105(33.9)

2 points

18(20.2)

65(21.0)

3 points

14(15.7)

71(22.9)

χ2=20.36***

4 points

5( 5.6)

51(16.5)

df=4

5 points

1( 1.1)

18( 5.8)

Sum

89(100)

310(100)

1 point

25(41.0)

52(19.8)

2 points

14(23.0)

56(21.3)

3 points

14(23.0)

66(25.1)

χ2=16.89**

4 points

4( 6.6)

56(21.3)

df=4

5 points

4( 6.6)

33(12.5)

Sum

61(100)

263(100)

1 point

25(29.4)

52(18.8)

2 points

14(16.5)

56(20.3)

3 points

14916.5)

66(23.9)

χ2=23.41***

4 points

4( 4.7)

56(20.3)

df=4

5 points

28(32.9)

46(16.7)

Sum

85(100)

276(100)

DAS characteristics

Emotional contents

Self-imageⅠ
(Positive)

Self-image

Self-imageⅡ
(Negative)

χ2

* Since no responses were processed as missing value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ases.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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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자아상 5점이

타났다.
정서 내용은 인지적 문제가 있는 집단이 부

부정의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Ⅱ의 경

정적인 정서가 57.3%인 데 비해 인지적 문제가

우, 인지적 문제가 있는 집단은 매우 부정적인

없는 집단은 33.9%로 나타나, 인지적 문제가

자아상이 32.9%인 데 비하여 인지적 문제가 없

있는 집단이 인지적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매

는 집단은 16.7%로 나타나, 인지적 문제가 있

우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냈다. 자아상 5

는 집단이 인지적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매우

점이 긍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Ⅰ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경우, 인지적 문제가 있는 집단은 매우 부정적
인 자아상이 41.0%인 데 비하여 인지적 문제가
없는 집단은 19.8%로 나타나, 인지적 문제가

(4) 초등학생의 오남용 문제에 따른 DAS 반
응특성

있는 집단이 인지적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부

초등학생의 오남용 문제에 따른 DAS 반응

Table 13. Elementary school students's emotional contents and self-image by drug misuse
problem
Drug misuse problem

Exit
N(%)

Not exit
N(%)

1 point

55(58.5)

101(33.1)

2 points

22(23.4)

61(20.0)

3 points

13(13.8)

72(23.6)

χ2=29.31***

4 points

3( 3.2)

53(17.4)

df=4

5 points

1( 1.1)

18( 5.9)

Sum

94(100)

305(100)

1 point

23(38.3)

54(20.5)

2 points

19(31.7)

51(19.3)

3 points

10(16.7)

70(26.5)

χ2=19.82***

4 points

3( 5.0)

57(21.6)

df=4

5 points

5( 8.3)

32(12.1)

Sum

60(100)

264(100)

1 point

23(25.8)

54(19.9)

2 points

19(21.3)

51(18.8)

3 points

10(11.2)

70(25.7)

χ2=38.26***

4 points

3( 3.4)

57(21.0)

df=4

5 points

34(38.2)

40(14.7)

Sum

89(100)

272(100)

DAS characteristics

Emotional contents

Self-imageⅠ
(Positive)

Self-image

Self-imageⅡ
(Negative)

χ2

* Since no responses were processed as missing value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ases.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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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없는 집단은 33.1%로 나타나, 오남용 문제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 13과 같다. T. 13에

있는 집단이 오남용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매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오남용 문제에

우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냈다. 자아상 5

따라 DAS 반응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점이 긍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Ⅰ의

2

낸 것은 정서 내용(χ =29.31, p<.001), 자아상 5

경우, 오남용 문제가 있는 집단은 매우 부정적

점이 긍정의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Ⅰ

인 자아상이 38.3%인데 비하여 오남용 문제가

2

(χ =19.82, p<.001), 자아상 5점이 부정의 내용
2

없는 집단은 20.5%로 나타나, 오남용 문제가

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Ⅱ(χ =38.26, p<.001)로

있는 집단이 오남용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부

나타났다.

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자아상 5점이

정서 내용은 오남용 문제가 있는 집단이 부

부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Ⅱ의 경

정적인 정서가 58.5%인 데 비해 오남용 문제가

우, 오남용 문제가 있는 집단은 매우 부정적인

Table 14. Elementary school students's emotional contents and self-image by psychosomatic
problem
Psychosomatic problem

Exit
N(%)

Not exit
N(%)

1 point

62(48.4)

94(34.7)

2 points

29(22.7)

54(19.9)

3 points

22(17.2)

63(23.2)

χ2=11.24*

4 points

12( 9.4)

44(16.2)

df=4

5 points

3( 2.3)

16( 5.9)

Sum

128(100)

271(100)

1 point

21(23.6)

56(23.8)

2 points

25(28.1)

45(19.1)

3 points

19(21.3)

61(26.0)

χ2=4.05

4 points

13(14.6)

47(20.0)

df=4

5 points

11(12.4)

26(11.1)

Sum

89(100)

235(100)

1 point

21(17.9)

56(23.0)

2 points

25(21.4)

45(18.4)

3 points

19(16.2)

61(25.0)

χ2=21.08***

4 points

13(11.1)

47(19.3)

df=4

5 points

39(33.3)

35(14.3)

Sum

117(100)

244(100)

DAS characteristics

Emotional contents

Self-imageⅠ
(Positive)

Self-image

Self-imageⅡ
(Negative)

χ2

* Since no responses were processed as missing value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ases.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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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상이 38.2%인 데 비하여 오남용 문제가 없

생 216명, 여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CPSQ 검

는 집단은 14.7%로 나타나, 오남용 문제가 있

사와 DAS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

는 집단이 오남용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매우

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DAS 반응특성, 성별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학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와 DAS 반응특성,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따라 DAS의 반응

(5) 초등학생의 정신신체화 문제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 결
과 및 그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DAS 반응특성
초등학생의 정신신체화 문제에 따른 DAS

첫째, 연구 대상인 406명의 초등학생 중,

반응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서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전체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 14와 같다. T. 14

21.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초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정신신체화

등학생들의 상당수가 정서행동문제를 지니고

문제에 따라 DAS 반응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처럼 정서행동문

2

를 나타낸 것은 정서 내용(χ =11.24, p<.05), 자

제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 초등학생들이 지닌

아상 5점이 부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신체화

2

상 Ⅱ(χ =21.08, p<.001)로 나타났다.

문제가 있는 아동이 31.8%로 가장 많고, 그 다

정서 내용은 정신신체화 문제가 있는 집단

음으로 내재화 문제 25.6%, 오남용문제 23.4%,

이 부정적인 정서가 48.4%인 데 비해 정신신체

인지적 문제 22.2%, 외현화 문제 16.5% 순이었

화 문제가 없는 집단은 34.7%로 나타나, 정신

다. 먼저, 문제가 없는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사

신체화 문제가 있는 집단이 정신신체화 문제가

실적이거나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자극물이나

없는 집단보다 매우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

그 외 첨가한 대상 간에 관계를 비교적 현실성

타냈다. 자아상 5점이 부정의 내용만을 포함하

있게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신 신체화 문

고 있는 자아상 Ⅱ의 경우, 정신신체화 문제가

제집단과 내재화 문제가 있는 집단, 오남용 집

있는 집단은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이 33.3%인

단, 인지적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반응은 전반

데 비하여 정신신체화 문제가 없는 집단은

적으로 자극물의 크기가 작거나 세부적 묘사가

14.3%로 나타나, 정신신체화 문제가 있는 집단

없이 외곽만으로 표현하였다. 그 중, 너무 마르

이 정신신체화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매우 부

거나 뚱뚱하며 복통, 두통을 호소하고 틱이 있

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는 정신 신체화문제와 내재화 문제가 있는 초
등학생의 경우 정서 내용의 부정적 정서를 포

Ⅵ 논의 및 결론

함하며 그림에 막대 형태의 그림이나 상세한
묘사가 없이 단순화된 형태나 제시된 자극물에

본 연구의 목적은 DAS가 초등학생의 우울

변형을 주지 않고 유사하게 자극물을 묘사하

뿐만 아니라 정서행동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는 특징을 나타냈다. Jin(2013)의 연구에 의하

투사검사로서의 확장적 유용성을 알아보고, 이

면, 정신신체화문제로 뚱뚱함, 자주 아픔, 안

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1

먹음, 틱, 쓰러짐 문항 순서로 높은 빈도를 나

차적 평가 도구로서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검증

타냈다. 이는 정서행동문제의 가장 높은 비율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시에 소재한 5개 초

을 나타낸 정신신체화 문제 중에서 신체화 증

등학교에 재학 중인 3, 4, 5, 6학년 406명(남학

상인 뚱뚱하고 자주 아프고 잘 먹지 않은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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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DAS 반응특성에서 정서내용과 자아

2005)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정서행동장애

상에서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나타낸 본 연구

아동 집단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주제에 대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현상은 뚱뚱함

정서반응을 보인다는 Kim과 Jang(2010)의 연구

이라는 현 한국의 사회구조상 외모를 중시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정서행동장애아동이 가진

문화나 아이돌이 인기를 얻는 등의 매체문화와

우울, 불안, 공격성, 충동성 등과 같은 주요 정

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인해 부정적인 주제의 그림을 그리는 경

반면, 외현화 문제를 가진 초등학생들은 용

향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정서행동문

지의 테두리선에서 벗어난 공간에서의 묘사나,

제의 빈도에서 외현화문제의 빈도가 가장 낮게

자극물의 크기가 작아도 강한 필압과 자극물의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즉, 정서

변형에 과도한 부정적 묘사를 하는 등 선택한

행동문제가 있는 집단에게 DAS를 수행케 하면

자극이 같아도 문제가 없는 집단에 비해 비약

반응특성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자아상이 더

적이거나 균형이 덜 이루어진 특징을 나타내었

많은 결과가 도출되며, 따라서 DAS가 정서행

다. 이 때, 정서행동문제의 유형에 따라서도 반

동문제에 대한 1차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

응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예컨대, 외현화 문제

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한다.

가 많은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지닌 초

셋째, 성별과 학년에 따라 초등학생의 정서

등학생들의 그림은 전반적으로 아래나 한쪽으

행동문제와 DAS의 반응특성은 차이를 검증한

로 치우치거나 공간의 활용에서 비교적 적은

결과,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는 성별에서는

면적을 사용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는 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현화 문제와 오남용 문

른 정서행동문제 아동들의 경우, 신체화 증상

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에서는 유

과 컴퓨터와 스마트 폰의 오남용과 불안, 우울,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성별에

틱을 동반하거나 하는 중복장애 문제가 포함

따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DAS

되어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고 무기력함 등의

반응특성은 정서 내용에서는 남학생 집단이 여

정서가 자아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외현화

학생 집단보다 매우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

문제만을 단독으로 가진 정서행동문제 아동들

타냈다. 자아상 5점이 긍정의 내용만을 포함하

의 경우는 이러한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

고 있는 자아상Ⅰ의 경우는 여학생 집단이 남

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여러 선행

학생 집단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Jee, 2013a, 2013b; Son

고, 자아상 5점이 부정의 내용만을 포함하고

& Kim, 2008a; Son & Kim, 2008b).

있는 자아상Ⅱ의 경우는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집단보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의 DAS 반응특성 중 정서내용은 부정적 정서

이러한 결과는 Jin(2013)의 CPSQ의 5개 하위척

가 긍정적 정서보다 더 많았고, 자아상은 부정

도에 대한 반응결과를 분석했던 연구 결과와도

적 자아상이 긍정적 자아상보다 더 많은 것을

일치하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서도 내재화문제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격적인 성

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높은 내재화 경

향을 지닌 집단의 아동들이 DAS 검사를 통해

향을 보이고, 외현화 문제 척도의 특징은 남학

정서상태 척도에서는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생이 여학생보다 외현화 문제 척도에서 전반적

받고, 자아상에서는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

은 아동의 수가 많았다는 기존의 연구(Silver,

치한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신체

- 321 -

20

미술치료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89호), 2017

적 움직임이 활발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격적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Ⅰ은 정서행동문제가 없

이거나 과잉행동 등과 같이 외적 행동의 형태

는 집단이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집단보다 긍정

로 정서문제를 발현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

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났고, 자아상 5점이

라 정서행동문제 중에서도 외현화 문제행동을

부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Ⅱ는 정서

나타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행동문제가 있는 집단이 정서행동문제가 없는

다음으로 학년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

집단보다 부정적인 자아상이 많이 나타났다.

면, DAS의 반응특성 중에서 정서 내용에서는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

3학년과 4학년 집단이 5학년과 6학년집단보다

른 내재화를 살펴보았던 Jin(2013)의 연구와도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냈다. 자아상 5점이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는 이 연구에서 임

긍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Ⅰ의 경우

상군에 속하는 남녀 학생들을 비교 분석하여,

는 3학년과 4학년 집단이 5학년과 6학년 집단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우울 및 교우관

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고, 자아

계와 관련한 내재화 경향성이 더 크게 나타난

상 5점이 부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

다고 보고하였다.

Ⅱ의 경우는 5학년과 6학년 집단이 3학년과 4

이러한 결과를 각각의 문제에 따라 차별적

학년 집단보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

으로 나타나는 자아상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

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은 사춘기에 진

다음과 같다. 먼저, 내재화 문제에서 정서내용

입하는 시기이고 자신의 외모, 능력, 행동에 대

은 내재화 문제가 있는 집단이 내재화 문제가

한 자의식이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비교를 하는

없는 집단보다 매우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

시기이기 때문에 자의적, 타의적으로 또래들과

타냈다. 자아상 5점이 긍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러한 특성이 긍정적

있는 자아상Ⅰ은 내재화 문제가 있는 집단이

사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내재화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부정적인 자아상

위와 결과를 통해 볼 때 성별로는 정서행동

을 많이 나타냈고, 자아상 5점이 부정의 내용

문제의 결과와 DAS 반응특성의 결과가 유사하

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Ⅱ는 내재화 문제가

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정서

없는 집단이 내재화 문제가 있는 집단보다

행동문제도 많았고, 부정적 정서 및 자아상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예컨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년별로는 정

Jin(2013)의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가 있는 남

서행동문제의 결과와 DAS 반응특성의 결과가

학생과 여학생이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유사하지는 않았다. 즉, 정서행동문제의 결과에

다. 그리고 Son과 Kim(2008b)의 연구결과와

서는 학년별 정서행동문제에 유의미하지 않은

Silver(1988a, 1988b)의 연구 결과에서도 우울증

것으로 나타났고, DAS 반응특성에서는 3, 4학

을 가진 대상자는 DAS 점수에서 1점인 부정적

년에 비해 5, 6학년이 부정적 정서 및 자아상

인 주제로 반응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났다. 또한 Moon(2007)의 연구에서도 자아상

넷째,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따라 DAS

점수가 1점인 경우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

의 반응특성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정서행동문

은 우울성향이 높은 아동이 우울성향이 낮은

제가 있는 집단이 정서행동문제가 없는 집단보

아동보다 자아상 점수에서 더 부정적인 응답을

다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자아상을 나타냈다.

한다는 점과 본 연구결과는 일치한다. Silver

자아상의 경우, 자아상 5점이 긍정의 내용을

(2005)의 연구에서 DAS의 이야기 내용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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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거나 상징으로 나타나는 주체가 자신을

습부진, 언어문제, 지능 낮음에 대한 문제가 가

동일시한다고 보며, 정서내용 점수와 자아상

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점수는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아상 1

인지적 문제가 학습의 문제와 관련성을 시사하

점과 우울은 의미 있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지

고 있으며, 인지적 문제가 있는 집단은 학습부

하였다.

진에 대해 부모와 학교로부터 학업에 대한 압

다음으로, 외현화 문제에서 정서내용은 외현

박으로 인지적 문제가 있는 집단에서 DAS 반

화 문제가 있는 집단이, 외현화 문제가 없는

응특성에서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자아상이 많

집단보다 매우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냈

은 것을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인

다. 자아상 5점이 부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지적 문제가 있는 집단과 DAS반응특성과 관련

는 자아상 Ⅱ는 외현화 문제가 있는 집단이 외

한 선행연구가 없어 결론에 내리기에 한계가

현화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있다.

많이 나타냈다. 이는 Jin(2013)의 연구에서 정서

오남용 문제에서 정서내용은 오남용 문제가

행동문제 중 외현화 문제에서 ‘산만, 주먹질’

있는 집단이 오남용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매

등 공격성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Sohn(2009)

우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냈다. 자아상 5

연구에서도 정서내용 점수에 따라 공격성 수준

점이 긍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Ⅰ은

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정서내용 점수

오남용 문제가 있는 집단이 오남용 문제가 없

1점과 타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내

는 집단보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

용 점수 1점인 경우가 공격성 점수가 높게 나

고, 자아상 5점이 부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타나 부정적인 정서상태인 경우 공격성이 높게

는 자아상Ⅱ는 오남용 문제가 있는 집단이 오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공격집단과

남용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매우 부정적인 자

비 공격집단을 대상으로 정서 점수와 자아상

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예컨대, Jin(2013)의 연

점수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공격적인 집단은

구에서 정서행동 문제 중 오남용 문제가 있는

비공격적인 집단보다 정서내용 점수가 2배 이

집단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가 컴퓨터중독에

상으로 높게 나타나 공격집단의 반응이 더 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는 오남용 문제

정적으로 나타난 Silver(2007)의 연구결과와도

의 하위요인인 인터넷 중독과 초등학생의 DAS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인지적 문제에서 정서내

반응특징에 대한 연구(Jung, H., 2009)에 의하

용은 인지적 문제가 있는 집단이 인지적 문제

면, 인터넷 중독 집단의 아동들 역시 인터넷

가 없는 집단보다 매우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중독으로 인한 특징들, 즉 공격성과 충동성, 우

나타냈다. 자아상 5점이 긍정의 내용을 포함하

울, 불안으로 인해 정서 내용 척도에서 죽음,

고 있는 자아상Ⅰ은 인지적 문제가 있는 집단

슬픔, 고립, 공포표출과 같은 주제의 그림을 그

이 인지적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부정적인 자

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며,

아상을 많이 나타냈고, 자아상 5점이 부정의

DAS 검사의 자아상 척도에서 부정적인 자아상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Ⅱ는 인지적 문

을 가장 많이 나타냈다. 이는 오남용문제가 있

제가 있는 집단이 인지적 문제가 없는 집단보

는 집단이 정서내용이 부정적이며, 자아상도

다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부정적 상태를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Jin(2013)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적 문제가 있는

해준다.

집단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가 학습문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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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신신체화 문제가 있는 집단이 정신신체화

능한 DAS가 함께 활용되어진다면 이러한 실제

문제가 없는 집단보다 매우 부정적인 정서를

수준과 보고된 수준 간의 간극을 줄여 줄 수

많이 나타냈다. 자아상 5점이 부정의 내용만을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CPSQ만으

포함하고 있는 자아상 Ⅱ는 정신신체화 문제

로 판별이 모호한 경계선 수준의 초등학생들의

가 있는 집단이 정신신체화 문제가 없는 집단

경우 DAS를 2차 심화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면

보다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나타냈다.

보다 정확한 판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Jin(2013)의 연구에서 ‘뚱뚱하다’ 문항은 정서행

연구에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동문제가 있는 집단의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

정서행동문제 평가를 위해 CPSQ와 DAS의 교

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결과를 볼 수 있

차적 혹은 대안적 활용보다는 두 검사의 병행

다. 정서행동문제의 정신신체화 문제에서 주의

적 활용에 대해 제안하는 바이다.

깊게 다루어야 할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초등

둘째, 본 연구는 학교와 가정에서 초등학생

학생의 정신신체화 문제가 있는 집단에서 ‘뚱

의 정서행동에 대한 지도의 방향을 설정하려면

뚱함’으로 부모와 학교, 친구로부터 신체에 대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

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이

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DAS를

러한 정신신체화 문제가 있는 집단의 DAS 반

통해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표본의

응특성에서 정서내용과 자아상에서 부정적 반

약 21.4%가 정서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정신신체화문제가

긍정적 반응보다 부정적 반응이 더 많이 나타

있는 집단과 DAS반응특성과 관련한 선행논문

났다. 이는 교육부에서 지난 3년 간 전수조사

이 없어 결론을 내리기에 한계가 있다.

를 한 결과를 훨씬 뛰어 넘는 수치이다. 따라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

서 부모나 교사의 눈으로는 단순한 사춘기 반
항으로 보일 수 있는 정서행동적 특징이 사실

의 시사점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은 이들이 현재 관심군 이상 수준의 문제를 가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CPSQ를 통한 검사만으로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늘 지각하고 있어

진단하여 부모의 관점에서 초등학생들의 정서

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앞서 제안한

행동문제를 평가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초등

바와 다양한 판별 기준을 통해 정확히 정서행

학생의 관점에서 정서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

동문제를 파악하여 각 아동 청소년이 가진 주

해 DAS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두 검사의 관련

요 문제에 합당한 지도 및 개입 방향을 설정해

성 또는 연계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지도 및

결과, DAS 또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선별

개입에 관련한 탐색 및 실증 연구가 후속되어

해 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

야만 할 것이다.

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초등학생들의

셋째,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

정서행동문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학문

고 본 연구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한정된

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기존에는 자기보고식

지역에서 표본조사를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지필 검사인 CPSQ만을 통해 정서행동장애를

그래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의 한계가 있는

선별하였기 때문에 실제 장애의 수준과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전국지

장애의 수준 간에 간극이 나타날 확률이 높았

역으로 확대하여 연구한다면, 국내 초등학생의

다. 그러나 임상적이고 보다 심층적 탐색이 가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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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

Coffey, C. M.(1995). “Women, major depression,

넷째, 본 연구결과는 DAS를 집단으로 실시

and

imagery”.

Unpublished

하는 과정에서 주변상황과 자신의 정확한 표현

thesis,

의 한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Edwardsville, Lllinosis.

에서 한계를 지닌다. 투사검사의 특성 상 가능

Cullinan,

Southern

D.

&

Lllinois

Sabornie,

master's

University,
E.

J.(2004).

한 개별검사를 통해 피험자들이 가진 숨겨진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disturbance

이야기와 내면의 소리를 끌어내어야 보다 정확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한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연구 진행 시간과 피험자 확보 등의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DAS를 집단으로 실시할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2(3), 157-167.
Dowdy, E., Doane, K., Eklund, K., & Dever,
B. V.(2011). A comparison of teacher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정서행

nomination and sdreening to identify

동문제의 판별을 위해 DAS 검사를 활용하게

Behavioral and Emotional risk with a

되는 경우에는 집단검사보다는 개인검사로 활

sample of underrepresented students.

용할 것을 제안한다.

Journal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문제 중, 인지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1(2), 127-137.

적 문제와 정신신체화 문제와 관련하여 도출된

Gresham, F. M., Lane, K. L., MacMilian, D.

DAS 반응특성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제공하지

L., & Bocian, K. M.(1999). Social and

못한 점이 아쉽다. 본래 우울판별 척도로 개발

academic profiles of externalizing and

된 DAS의 특성 상,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internalizing groups: risk factors for

반응 결과에서 차이가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

emotional

고 이를 명확히 해석할 수 있는 선행 연구나

Behavioral Disorders, 24(3), 231-245.

and

behavioral

disorders.

이론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향후 인지

Huh, Y. S.(2003).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및 정신신체화 관련 정서행동문제만을 대상으

of a child problem-behavior screening

로 보다 심층적인 DAS 반응 분석이 이루어져

questionnaire. Master's thesis, Hanyang

야만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Univ. Korea(허윤석(2003). 아동용 문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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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 Students' Emotional Behavior Problems
and Draw-a-Story(DAS) Characteristics

Jung Su-mi

Ko Jung-yeon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usefulness of a DAS test as a projection test to
diagnose emotional behavior problem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06
students in grades 3, 4, 5, and 6 in five elementary schools (D, G, N, S, Y). During research, parents
answered the CPSQ at home, and the researchers conducted the DAS test in the classroom. Data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test, crossover analysis, and one-way ANOVA to examine emotional behavior
problems and DAS respons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ex and grad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motional behavior problems were the most frequent psychosomatic problems, externalization
problems were the least, and DAS reaction characteristics were more obvious for negative than positive in
emotions and self-imaging. Second, the problem of emotional behavior for male students was more
problematic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in externalization and abuse problem. Third, problems with
emotional behavior were connected to the problems of sub-domain internalization, externalization, abuse and
cognition. The problematic group showed more negative emotions and negative self-imaging than the
non-problematic group.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using DAS as a tool
for primary evaluation of emotional behavior problems.
Key Words : Emotional behavior problems, DAS characteristics,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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