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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1)

허 정 선

2)

3)

전 순 영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에게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들의 자아탄
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K중학교 학교부적응 청
소년들을 실험, 통제집단에 각 9명씩 무선배치 하였다. 실험집단에는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 미술치료를
2012년 3월 22일부터 2012년 5월 10일 까지 매주2회 90분씩 1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
기위하여 프로그램실시 전과 후에 박은희(1996)의 자아탄력성검사와 이규미(2005)의 학교생활적응 척도검사를,
그림 심리 진단 검사로는 K-HTP와 KSD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양적분석에서는 SPSS12.0프로그램과 공변
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질적 분석으로는 K-HTP와 KSD의 사전, 사후 그림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분
석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보면 첫째,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전체점수의 향상과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와 활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
교생활적응 전체 점수의 향상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굥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적응을 향
상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이는 부정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긍정적인 강점에 초점을 둔 긍정
심리학적 집단 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주요어 : 긍정심리학, 집단미술치료, 학교부적응 청소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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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여 올바른

Ⅰ. 서 론

사회화과정과 가치관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부적응을 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복할 가능성이 있고, 학교적응의 어려움은 청
학교는 청소년기의 신체적인 성장과 정신적

소년의 발달과업 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성숙을 위한 균형있는 발달과 사회학습의 장으

학교적응에서의 실패는 청소년 비행문제들의

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인생전반을

촉발과 학업유지, 진로결정의 방해요소가 될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부분을 습득하여 우리

수 있다(유인선, 2011).

사회의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필수적 과정

이와 같은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문제들을

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나, 불행히도 오늘

일으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문은

날 우리나라 학교현장은 인성교육이나 청소년

식(2001)은 사회ㆍ심리적 요인을, 남진열(2001)

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한 성장보다는 학업성

은 청소년의 비행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

적과 입시 성과위주의 환경으로 이에 적응하지

다. 또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노력으로 다

못하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수가 매년 급속도

양한 개입방법과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실시

로 증가하고 있어 학교를 둘러싼 청소년의 다

되어 왔으나(백경희, 2005; 임성연, 2007) 주로

양한 문제들은 급속한 사회문화적 발달과 함께

이들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적응상의 어려움

우리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오고 있다.

과 스트레스,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 정서 문제

최근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호

에만 초점을 두어 이러한 치료적 개입만으로

소하며 교우, 이성, 선생님과의 관계, 가정 문

지속적인 긍정정서가 유지되거나 증가되지 않

제 등으로 학교에 다니기를 거부하면서 무단결

을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으로부터 유발된 정서

석, 학교회피, 자퇴, 유예, 휴학 등으로 연결되

적 자극을 처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에는 직접적

고 원칙과 규율에 위반되는 행동에 대해 학교

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가 처벌위주의 지도를 하고 있어서 부적응 학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문제의 새로운 접근의 필

생들은 도움을 받기보다 더 악화되어 비행청소

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많은 연구들(Garmezy,

년으로 진전되기도 한다(김용호, 2011). 교육과

1985; Masten & Coastworth, 1998)은 위험요소

학기술부(2010)에 의하면 2006년 이후 매년 7만

에 노출되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의

명 이상의 아이들(초등학교 17,644명, 중학교

영향을 완충해 주는 자아탄력성을 대표적인 보

19,675명 고등학교 34,450명)이 학교를 그만두

호요소로 들었고, 심리학자들(Block & Block,

고 있고 복교 율은 14%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1980; Block & Kremen, 1996)은 인간의 상황적

학생의 약17%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위기

적응력을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고 있다. 이에 대해 김초록(2010)은 자아탄력성

(김영행, 2011 재인용: 1) 2008년 현재 가정환

과 긍정적 정서가 긍정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

경 및 학교부적응 등에 따른 위기청소년이

을, 신정희(2010)는 청소년의 탄력성이 학교생

1,295,025명에 이르러 전국 청소년의 약17%를

활적응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으며, 장희정

넘어섰고, 그 중 고위험군의 학생 수만 해도

(2010)은 도예작업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

43만 7천명에 달해,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있다. 특히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청소년에게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볼 때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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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심리를 통해 부정적 정서의 해결과 더불어

따라서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최상의 정서를 유지하

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적응적인 문제와 부

여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긍정심리치료 접

정적인 감정에 주로 접근하기보다는 미술표현

근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을 통한 그들의 긍정적 정서와 강점 등 성공적

이에 Selligman(2002)은 긍정심리학(Positive

경험에 접근한다. 이러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Psychology)의 창시자로서 1998년 미국심리학

긍정적 경험들이 축적되어 자아탄력성을 향상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시켜 미래를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게 하여

것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도록 도움을 준다. 이

선의 가능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에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

제안하면서 긍정심리학의 강점을 강화한 건강

료를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게 실시하여 그들

하고 행복한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Kumpfer

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력에 어떠한 효

(2006)는 청소년 위기 위험요소들에 초점을 맞

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

춰 절망과 좌절을 일으키기보다 자아탄력성에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초점을 두는 것이 긍정과 희망을 높인다고 하

연구문제 1.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

였다. 이성훈(2011)은 이러한 긍정심리치료에

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어

근거한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

떠한 효과를 미치는가?

교생활적응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효과가 있음

연구문제 2.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

을 밝혔다. 김망규(2011)는 긍정심리집단상담

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행복감을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

향상시키는데 효과를 증명하였고, 유은영(2010)

용어 정의

은 긍정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행복감,
낙관성을 증가시키고 무망감 및 우울은 감소시

1) 학교부적응

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특성상 부모나 교사보

학교부적응(school maladjustment)이란 학교

다 또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슷한 경험

생활 즉 학급수업,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칙 등

을 공유하는 또래집단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

나 갈등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

을 가질 수 있으며, 또래집단으로부터 정서적

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

지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치료를 많이

하여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치료 중 집단미술

본 연구에서의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이란 지

치료는 청소년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

각, 결석, 학습태도 불량, 복장불량, 가출, 상습

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나 역동을 중심

적 흡연, 음주, 교사에게 반항이나 폭언을 행

으로 진행되는 집단상담의 조형 및 그림 등을

사, 폭력 등의 학칙위반으로 인해 선도대상으

통해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표현과 승화

로 선정된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작용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촉진하여 부적응 행
동과 공격적 성향을 완화시키는데 유효하다고

2) 자아탄력성

하였다(김동연, 1990).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긍정적인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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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로 자신의 처한

연, 이성문제, 가출 등 학교생활 부적응을 보이

어려운 상황이나 불확실한 조건하에서 자신의

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학교 담

통제수준을 조절하고 역경에 성공적으로 대처

임선생님들의 추천받은 학생들 중 30명을 일차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Block, 1980). 본 연

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집단미술치료에 참

구에서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1996)의

가의사를 보인 학생들과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자아탄력성 척도와 O'connell-Higgins(1983)의

18명을 무선으로 할당하여 실험집단 9명과 통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바탕

제집단 9명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으로 박은희(1996)가 개발한 설문지를 송혜리

연구대상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009)가 사용한 자아탄력성척도에서 얻은 점수

측정도구

를 말하며, 하위요인으로 대인관계, 활력성, 감
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이 있다.

1) 자아탄력성 검사
청소년의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을 측정

3)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
긍정심리치료란 개인과 삶에 대해 긍정적으

하기 위하여,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탄

로 경험하며 인간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지적,

력성 척도와 O'connell-Higgins(1983)의 자아탄

정서적, 상태 및 태도로서 인간의 긍정적 특성

력적인 아동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박

을 강화시키고 강점들을 개발하여 내담자에

은희(1996)가 개발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한

게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긍정적 변화의 원

송혜리(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천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40문항으로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

(Compton, 2005). 또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심, 낙관성의 5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

집단으로부터 받은 지지를 통하여 위기위험요

며,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소를 자아탄력성으로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전체 검사의 신뢰도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이수기, 2008). 이러한

는 Cronbach α=.893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

이론에 근거한 긍정심리 집단상담치료에 미술

다.

매체를 매개로 그림이나 조소, 디자인 등과 같
은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출할 수 있도록

2) 학교생활적응 검사

돕고, 집단 미술활동의 체험 속에서 집단 구성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수준을 측

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 정서를

정하기 위하여 이규미(2005)의중학생의 학교

함양하고 강점을 찾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자

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에서 개발한 것을

아를 성장시키는 치료 프로그램이다.

진애선(2007)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8문항으로 학교생활 적응척도는 ‘학교공부(학
업유능감, 학업가치)’, ‘학교친구(친구관계, 상호

Ⅱ. 연구방법

협동조정)’, ‘학교교사(교사호감, 교사친밀감)’,
‘학교생활(질서/규칙준수, 학교생활 만족)’로 4

연구 대상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문항은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K중학교 3학년

38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학생 중에 학교생활에 무단결석, 수업이탈, 흡

높을수록 학교적응 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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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특성
대상자

가족 구성

가정 환경

학교 부적응행동

ㆍ자신의 주장이 강하고 감

ㆍ흡연, 무단결석, 지각,

A

ㆍ어머니

(여)

언니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

통제가 어렵고 행동이 거침

ㆍ잦은 학교호출로 부모님

ㆍ성적은 좋은 편이나 부모님

B

ㆍ부모님

(여)

오빠

C

ㆍ부모님

(여)

언니

D

ㆍ부모님

(여)

오빠

E

ㆍ아버지

(여)
F
(남)

할아버지
ㆍ부모님
형

G

ㆍ부모님

(여)

오빠

H

ㆍ부모님

(여)

동생

I

ㆍ부모님

(남)

동생

ㆍ부모님은 별거

개인 특성

이 힘들어 하심

과 학교의 통제에 위축됨

ㆍ어머니가 성실한 언니와

ㆍ반항적이고 고집이 세며 타

심하게 비교

협이 어려움

ㆍ가정경제의 어려움과 오

ㆍ충동적이고 산만하고 자기

빠와의 갈등 심함

중심적 사고와 행동이 있음

무단외출
ㆍ무단외출, 결석, 흡연
등
ㆍ무단결석, 지각 수업
태만, 무단외출, 흡연
ㆍ흡연과 무단 결과, 집
단비행

ㆍ어머니 기억은 없고 아

ㆍ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 사

ㆍ무단결석, 잦은 가출,

버지는 지방에 계심, 친

고와 타인과 타협이 어렵

음주, 흡연 등 학교규

구 집에서 생활

고 폭식을 함

칙 위반으로 징계

ㆍ경제적 어려움, 형과는

ㆍ자신감이 없고 행동이 느리

정반대의 성격으로 갈등

고 위축, 소심, 머리염색

ㆍ아버지의 통제가 강하고

ㆍ소극적인 자세로 대인관계

오빠와 차별대우

회피, 위축, 소심

ㆍ아버지가 내담자를 거부

ㆍ행동이 거칠고 충동적이고

하여 심하게 갈등

산만함

ㆍ가족과 갈등 심함, 자기

ㆍ감정통제가 어렵고 자기 중

표현 회피

심적사고와 행동

ㆍ지각, 무단외출, 결석,
흡연
ㆍ무단외출, 결석
ㆍ무단결석,

무단이탈

행 동, 흡연, 산만함
ㆍ집단비행, 결석, 흡연,
폭력적임

다. 전체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α=.843으

지 수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각 그림들이 어떠한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
고 어떤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는 지, 사전‧사

3) 동적 집-나무-사람그림검사

후검사를 통해 각각 비교 관찰하여 내담자의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inetic House-

변화를 분석하였다.

Tree-Person: K-HTP)는 내담자의 그림에 나타
나지 않은 역동성과 깊은 내면세계를 파악할

4) 학교 생활화

수 있는 것으로 Buck(1948)이 창안해 낸 집-나

학교 생활화(Kinetic School Drawing: KSD)

무-사람 그림검사에 Burns(1987)가 동작성을 가

는 Knoff와 Prout(1985)에 의해 개발되었다. 아

미시켜 하나의 화면에 집․나무․움직이는 사

동이 학교 내에서 그들과 관계되는 인물, 즉

람을 그린 것이다. Burns(1987)에 의해 개발하

자신을 포함해서 친구와 교사가 무엇인가 활동

고 적용한 것이다. 한 장의 용지에 집, 나무,

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해서 친구, 교사

사람의 움직임이 들어가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와의 관계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을 진단하는

관찰하여 심리적 역동을 볼 수 있고 행동이나

기법이다. 이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의 유무를

생활과의 상호작용, 인간관계 및 발달적 에너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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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단계

소주제
프로그램

1

소개 및 긍정적인
나(자기소개)
초기

2

긍정
정서
불러오기

3

활동내용

개방성

․프로그램 소개

친밀감

․집단규칙 정하기

호기심

․나의 긍정적인 모습 꾸미기

창의성

․긍정적인 나 소개하기

가장

과거의

행복했던

경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회상하여 그리기,
집단원들의 긍정적 사례를 들어 보고 용기와 힘을 얻을

때의 나

행복감

(자유화)

활력성

긍정

긍정 감정

․나의 긍정과 부정(감정카드)

정서속의

체험-긍정

․나의 감정 목록 만들기

나 보기

정서

(데칼코마니)

낙관성

용서하는
4

기대효과

나의 용기
(점토소조)

용서
진실성
자기조절
용기

수 있도록 함

․긍정적 감정을 색채로 만나기-데칼코마니 자신의 긍정
적인 감정을 확인하기
․작업 1. 나를 화나게 하는 그때의 감정 분출하기-걸림
돌(떠나보내기)
․작업 2. 용서하고 ”용서하는 나“ 꾸미고 나의 에너지로
삼기-도우미(용서계약서)
․현재의 내 모습 생각하기

5

나의 강점을

호기심

․작업 1. 남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를 가면에 꾸며보기

찾아서

자기이해

․작업 2. 대인관계 안에서 진정한 내 모습 보기(강점 탑

(가면)

대인관계

만들기)
․나의 강점 확인하기(강화)

중기
6
현재의

나의

활력성

안전지대

사랑

(동물가족화)

인간애

․작업 1: 가족을 동물로 꾸미기
- 가족역동이해와 나에게 주는 의미 찾기
․작업 2: 가족 안에서의 나 그리기(강점 찾기)

긍정적
정서
키우기
7

긍정의 힘을
우리 안에
(석고 손뜨기)

공감할 수 있는 나
8

(사포화-공감
그림)

9

10

공감하기
사랑
사회성

․작업 1: 돌려 그리기(전체역동)

활력성

․작업 2: 공감그림그리기

공감
이타심

파스텔
물감
색도화지
싸인펜
감정카드
찰흙점토
지점토
소조주걱
종이접시
종이가면
물감
붓
도화지
도화지
동물그림
색연필
싸인펜
석고 붕대
물감
종이접시

사포지
크레파스

강점과 힘 실어 주기
․작업 1: 감사의 마음 갖기

고무찰흙

-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이야기하기

선물상자

찰흙)

겸손

․작업 2: 감사의 선물 만들기(편지쓰기)

카네이션

소망하며

희망
낙관성
활력성
개방성

미래의학교와

희망

긍정

세상-집단

낙관성

정서

공동화

개방성

다지기

․타인의 긍정적인 마음과 사랑에 대해 이해하고 타인의

도화지
크레파스

사랑

대한

키우고

타인을 이해하고 생각, 친구의 강점을 찾아주면서 서로
강점 강화하기

여러 장식물

감사

미래에

12

작업 2: 두 사람씩 짝 짓고 손 떠주기

오일
파스텔

(소조-고무

(꼴라쥬)

11

․작업 1: 손 그리고 친구의 장단점 적기

색도화지

감사의 기쁨

긍정미래를
후기

친절
대인관계

사용매체

․나의 나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잡지사진 꾸미기
미래의 내 모습 꾸미기
․적극적, 건설적으로 반응하기

․우리가 원하는 학교, 즐거운 세상 꿈꾸기
․자신이 소망하는 학교를 집단원 전체가 함께 꾸미기

타임캡슐로

희망

미래 다지기

낙관성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고 타임캡슐 만들어 띄우기
- 미래에 대한 집단 전체 강점에 대한 피드백 주고받기

(퍼니콘)

창의성

․서로 안아 주고 보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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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지
잡지
가위
풀
전지
크레파스
물감, 파스텔
퍼니콘 공예
색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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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적 분석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 프로
그램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 미술치료프로그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램은 Seligman의 긍정심리치료(2006)를 기초로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전검사와

김진영과 고영건(2009), 백순복(2010), 임영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

(2010)의 긍정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이미자

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 변인으로 한 공변량

(2010), 홍주영(2010)의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
게 수정하고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자신에 대

2) 질적 분석

한 이해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

첫째, K-HTP검사의 사전․사후검사는 Burns

들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정서 표

(1998)의 해석 기준에 따라 전체적, 형식적, 내

현과 변화를 도모하여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용적 분석을 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즐거운 체험으로서의 미술활동, 내면의 상징을

둘째, KSD는 Burns와 Kaufman(1970)이 개

통한 나의 에너지 발견, 작업 몰입을 통한 성

발한 동적 가족화 채점 기준표를 기본으로 김

취감, 공동화 작업을 통한 이타심과 타인과의

양숙, 김갑숙(2005)의 연구를 참고로 한 고여진

상호작용, 사회성 경험 등 긍정적 강점을 확장

(2011)의 평가기준과 손정인(2010)의 기준 중

하기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크게 3개 영역(인물상의 행위, 특징, 역동성)으

의 전체적인 단계는 도입, 긍정적 정서 불러오

로 나누어 학교 생활화의 분석 기준을 사용하

기, 현재에 대한 긍정적 정서 키우기, 미래에

였다.

대한 긍정적 정서 키우기, 긍정적 정서 다지기
등으로 구성하고 긍정적인 정서, 동기, 흥미를

Ⅲ. 연구결과

유발하여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고 자신과 주위
의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다

자아탄력성의 변화

른 사람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활동을 포함시켰
다. 부정적인 상황이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칭찬과 감사

1) 자아탄력성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하
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에 대한 상황만을 전개하였다. 또한, 쉽고 친밀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 미술치료가 자아

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긴장감을 낮추고 함께

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게 위하여 자아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경

탄력성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

험과 작품의 완성도를 통하여 자신감을 가질

편차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살펴

수 있도록 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본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와 같다.

표 3을 보면 실험집단에서 학교부적응 청소
년의 자아탄력성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자료 분석

긍정적인 향상이 나타났으며, 하위검사에서도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 감정통제가
평균적으로 향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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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아탄력성의 사전․사후 검사의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

감정통제

전체

집단

N

실험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9

3.18

0.360

3.51

0.309

통제

9

3.04

0.385

2.93

0.319

실험

9

3.14

0.486

3.47

0.335

통제

9

3.13

0.488

2.86

0.457

실험

9

2.72

0.785

3.36

0.539

통제

9

2.99

0.532

2.92

0.545

실험

9

2.79

0.306

3.10

0.264

통제

9

3.21

0.451

3.42

0.313

실험

9

3.06

0.435

3.24

0.202

통제

9

3.11

0.396

3.22

0.365

실험

9

2.98

0.346

3.34

0.167

통제

9

3.09

0.283

3.07

0.239

2) 자아탄력성에 대한 공변량 분석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 미술치료를 적용

이 참여자의 자아탄력성 전체점수의 향상과 자

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험집단 통제집단간

아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대인관계와 활력성을

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호기심, 낙관성,

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

감정통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

(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타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호기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의 전체

심, 감정통제와 낙관성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

요인 및 하위요인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통해

기별 질적 분석에서 뿐만 아니라 표 5에서 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

험집단의 사전-사후 K-HTP 검사 비교분석을

해 보면, 대인관계(F=14.305, p<.01) 및 활력성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F=15.772, p<.01)의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사후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3) K-HTP검사의 사전․사후 변화

있다. 호기심(F=4.516, p<.051), 낙관성(F=2.148,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

p<.163), 감정통제(F=.051, p<.824)의 경우 실험

램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간에는 통계적으

하여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아

용, 발달적 에너지 수준을 알아보는데 유용한

탄력성 전체(F=8.250, p<.05)에서는 실험집단과

투사그림 도구인 K-HTP검사를 사전․사후 실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시하였다.

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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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 4. 자아탄력성에 대한 공변량 분석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

감정통제

전체

소스

자승화

자유도

평균 제곱

F

공변인

.288

1

.288

3.348

집단

1.232

1

1.232

14.305**

오차

1.292

15

.086

합계

190.000

18

공변인

1.009

1

1.009

9.695**

집단

1.641

1

1.641

15.772**

오차

1.561

15

.104

합계

184.750

18

공변인

.715

1

.715

2.688

집단

1.200

1

1.200

4.516

오차

3.987

15

.266

합계

182.938

18

공변인

.117

1

.117

1.432

집단

.175

1

.175

2.148

오차

1.220

15

.081

합계

192.734

18

공변인

.234

1

.234

3.028

집단

.004

1

.004

.051

오차

1.158

15

.077

합계

189.204

18

공변인

.025

1

.025

.567

집단

.360

1

.360

8.250*

오차

.654

15

.044

합계

185.598

18

* p<.05, ** p<.01, *** p<.001

적인 분석으로 볼 때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서 전반적으로 조화롭고 안정된 구조와 외롭고
1)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불안한 표현에서 행복하고 낙관적인 미래를 지
향하는 그림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실험집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 미술치료가 학교

단 K-HTP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분석 및 변화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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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집단 사전-사후 K-HTP 검사 비교분석
사전

사후

나무는 왼쪽에 치우쳐 있고 자신은 집과 나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미래를, 나무 가까이 자

사이에서 나무를 향하고 있다.

신을 표현하였다.

A

전체적인 분석

형식적 분석

내용적 분석

그림의 내용
PDI

Maslow의 욕구단계

나무-집-사람 순, 지붕 2층, 세부표현, 필압이

나무-사람-집 순, 가지를 섬세하게 뻗어가도록

약하고 끊어진 선, 울타리로 포위, 인물은 측

그렸고 집은 멀리 있는 별장

면 집과 반대, 창문 없음

인물의 사실적 묘사, 행복한 표정이 보임

부모님 이혼으로 가정의 안전에 대한 불안,

자신의 해야 할 일과 미래의 소망으로 부모의

걱정과 함께 나무의 열매로 자신의 인정받고

온정대신 자신을 사랑할 누군가를 간절하게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표현하였다.

여름 따스한 날, 여자 혼자 편하게 살고 있고

맑은 봄날, 20대의 임신한 부인과 같이 심었

열매를 따다가 맛있게 먹는 것이 소원이며 이

던 나무에 핀 꽃냄새를 맡으며 즐거워하고 있

집엔 살고 싶지 않다.

다.

1단계 접근형, 가정생활의 안전에 대한 욕구

4단계 행복, 성공, 사랑, 양육에 대한 욕구체

체계

계

나무가 주가 되어 표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정된 구성과 자신은 집에서 나와 나무를 향

바람이 불고 있다.

해 서서 꽃을 보고 있다.

B

전체적인 분석

집-나무-사람 순, 인물은 집안 창문에서 밖을
형식적 분석

내다보고 있고, 머리에 음영이 있고 끝이 뾰
족한 가지가 특징

내용적 분석

그림의 내용
PDI
Maslow의 욕구단계

집-사람-나무 순, 사람이 집에서 나왔고 나무
는 오른쪽으로 이동, 필선이 정돈

자신의 환경에 대해 관망(수동적)하며 성장에

미래를 향한 자신의 내적 성장을 위해 환경에

대해 갈등하고 있어 보인다.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가을이며 서늘하고 가족이 살고 있지만 살고

해가 쨍쨍한 여름날 살고 있고, 집에는 엄마,

싶지는 않다. 나무는 막 크기 시작한 나무로

아빠, 아기가 살고 있으며 화목하고, 나무는

소원은 어른이 되는 것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는 나무

1단계 접근형, 안전에 대한 욕구체계

4단계 양육, 소속, 사랑에 대한 욕구체계

집과 나무 사이 앞쪽에 자신을 그려 외로워

집 분위기가 활기 있고 울타리는 더 낮아졌으

보인다.

며 마당이 넓어 안정적이다.

C

전체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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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분석

11

집-나무-사람 순, 지붕 세부표현, 울타리, 나무

나무-사람-집 순, 지붕 굴뚝의 연기, 낮은 울타

는 두 그루, 나무에 상흔이 있고, 강아지랑 함

리, 말이 있고 나무는 오른쪽 이동

께 있음
내용적 분석

그림의 내용
PDI
Maslow의 욕구단계

가정의 온정을 바라지만 외로워 강아지와 놀

자신의 성장에 더 관심을 갖고 자신을 사랑하

고 있다.

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다.

햇빛이 비추는 여름 날씨, 나무의 소원은 열

날씨가 맑은 봄, 꽃에 물을 주고 있다. 나무는

매가 열리는 것이며 자신은 집에 살고 싶지

튼튼하고 집엔 여자아이가 살고 있다.

않다.
1단계 가정생활에 대한 안정욕구체계

4단계 양육적, 사랑에 대한 욕구체계

필선이 강하고 집은 크지만 곧 무너질 것처럼

집이 안정적으로 그려지고 정돈되어 스스로

불안하다.

조절 통제력을 표현했다.

D

전체적인 분석

형식적 분석

내용적 분석

그림의 내용
PDI
Maslow의 욕구단계

집-나무-사람 순, 강한 필선, 지붕에 격자무늬,

집-나무-사람 순으로 정리됨. 조절과 통제된

사람은 목이 길고 큰 눈에 발이 없음

구성, 나무에 열매, 인물은 상부만 표현

충동적이고 자기조절이 어려워 보이며 가정에

자신의 내면 성장과 성취에의 욕구 사랑과 인

대한 걱정이 많고 힘들어 보임

정받고 싶은 마음을 이성으로 표현

봄에 날씨는 맑고 엄청나게 부자인 한 여자가

화창한 봄날에 집에는 가족이 살고 있고 분위

혼자 살고 있고 나무의 나이는 만 살로 다시

기는 온화하며 집에 살고 싶다. 열매를 따며

태어나는 것이 소원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나무

2단계 회피형, 가정에 대한 안전욕구체계

3단계 성공추구 욕구체계

가정과 자신의 내면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그

가정과 자신에게 필요한 온정과 자신의 성장

냥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을 위한 욕구를 표현하였다.

나무-집-사람 순, 일직선으로 배치, 나무에 상

집-나무-사람 순, 창문 커튼, 인물 동작이 보이

흔이 있음

며 포위선이 있음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의 무기력감으로 행동하

인물 동작의 표현과 해가 떴고, 창에 커튼으

지 못하는 어려움을 나타냈다.

로 장식하는 등 내적 움직임이 나타났다.

여름 날씨는 화창하지만 이집엔 나 혼자 살고

여름날 더운 날씨에 내가 나무그늘에서 쉬고

싶다. 나무는 사과나무이고 소원은 부자가 되

있고 내가 혼자 사는 집이며, 소원은 나만의

는 것, 사람은 서 있다.

집을 가지는 것이다.

1단계 접근형, 가정대한 안전 욕구체계

2단계 접근형, 신체에 소속감 욕구체계

E

전체적인 분석

형식적 분석

내용적 분석

그림의 내용
PDI
Maslow의 욕구단계

- 197 -

12

미술치료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64호), 2013

F

전체적인 분석

형식적 분석

내용적 분석

그림의 내용
PDI

커다란 집과 열심히 일하는 동물농장 주인을

집 주위에 나무를 가득 심고 자신의 성과물인

그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힘든 마음이 표

열매를 따는 성취지향적인 소망을 담았고 구

현되었다.

도가 안정적이다.

집-나무-사람 순의 큰 집, 나무 수관 곡선, 나

집-나무-사람 순, 중앙으로 집이 이동, 넓은 마

무 상흔, 아래로 숙인 자세

당, 많아진 나무, 인물의 내부표현

열심히 공부하고 싶지만 힘들어 보인다. 가정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있

에 대한 부담감으로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

지만 환경에 대해 실제적인 에너지가 필요

봄이며 바다가 보이는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집 뒤에는 나무숲을 이루고 있고 동물 농장주

동물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고, 잘

인은 사과나무의 열매를 따고 있다.

사는 생각을 하며 유기농채소를 심는다. 나무
나이는 200살, 소원은 열매가 열리는 것,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 집에 살고 싶다.
1단계 접근형, 생활에 대한 안전욕구체계

3단계 접근형, 성공에 대한 욕구체계

나무를 자르고 있어 위기가 느껴지고 불안해

집안에 있지만 창문의 창살과 울타리로 통제

보인다.

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G

전체적인 분석

형식적 분석

내용적 분석

집-사람-나무 순, 나무벌목, 나무보호대, 집 내

집-나무-사람 순, 울타리, 바다, 나무 숲, 바람,

부의 계단

앉아 있는 인물은 측면방향

나무의 보호대가 자신의 성장에 위험요소를

가정에 대한 자율성 통제로 자유로움과 독립

보여주고 집에서 자율성이 통제 당하고 있다.

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성장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겨울이고 추우며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봄에서 여름사이에 선선한 날씨로 바다근처

분위기는 고요함, 나무는 살아있고 소원은 잎

집에 꽃을 가꾸는 여자가 앉아서 바람을 느끼

그림의 내용

을 열리고 싶고(?), 더 그리고 싶은 것은 잡초,

고 있고, 나무들은 숲을 이루고 있어 소원은

PDI

사람은 장작을 패서 집을 따뜻하게 하려하며

계속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서 혼자 독립하고

Maslow의 욕구단계

이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이 집에 살고 싶지

싶다. 더 그리고 싶은 것은 바다지만 잠길 수

않다.

있어 더 그리지는 않았다.

1단계 접근형, 가정생활 안전에 대한 욕구체계

1단계 접근형, 가정환경에 대한 안전욕구체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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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분석

형식적 분석

내용적 분석

13

나무를 자르는 위험한 환경과 성장에의 위기

마을을 이룬 주변과 커다란 나무에 기대고 싶

가 표현

은 마음을 표현

집-나무-사람 순,

나무-집-사람 순, 집에 기대어 앉아 있는 인물

나무벌목, 문 측면, 나무 상흔이 보임

상의 측면 표현

집에서의 통제와 자율적이지 못한 환경과 사

외롭지 않은 가정환경과 자신을 사랑하고 성

랑, 자유를 갈망하지만 우울함

장을 함께 하는 이성 친구를 원함

집에는 장작을 패고 있는 목수가 살고 있으며,

마을이 있고 제일 큰 집이 나의 집이며, 나와

그림의 내용

어떤 것은 살아 있고, 어떤 것은 죽어 있다.

가족이 살고 있다.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

PDI

이 집에 살고 싶지 않고 이 사람이 되고 싶지

무이고 화목하며 건장한 남자가 나무 아래서

도 않다.

쉬고 있는데 매우 행복하다.

1단계 접근형, 가정 대한 안전욕구체계

2단계 접근형, 신체에 소속감 욕구체계

지붕과 나무에 음영이 많아 우울해 보이고,

자신과 나무가 중첩되어 있고 집은 커졌으나

사람이 나무를 자르고 있어 위기가 느껴진다.

허물어지려는 듯 안전하지는 않다.

집-나무-사람 순, 집 지붕에 음영, 나무 수관에

집-나무-사람 순, 나무의 수관에 곡선표현, 끊

음영, 인물의 무슨(?)표현

어진 필선과 지붕에 사선 표현

가정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성장 위기가 강하

불안과 우울함이 아직 많고 자아가 튼튼하지

게 느껴진다.

못하다.

Maslow의 욕구단계

전체적인 분석

형식적 분석

내용적 분석

그림의 내용
PDI

Maslow의 욕구단계

겨울 날씨는 좋지만 백수인 남자가 장작을 패
고 있고 이 집에 살고 싶지 않다.

집-나무-사람 순, 여름 화창한 날씨에 웃고 있
는 행복한 사람이지만 이 집에 살고 싶지는
않다.

1단계 회피형, 가정생활 안전에 대한 욕구
체계

2단계 회피형, 신체에 대한 소속감 욕구 체계

교생활적응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사 시

2)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공변량 분석

기(사전/사후)와 집단(실험집단/통제집단)으로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 미술치료를 적용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

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험집단 통제집단간

다.

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

표 6을 보면, 실험집단에서 학교부적응 청소

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학교생활적응

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전체 평균 점수를 보면, 긍정적인 향상이 나타

표 7과 같다.

나고 있으며 하위검사인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적응의 전체요인 및 하위요인에 대한

학교교사, 학교생활에서도 평균적으로 긍정적

공변량 분석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인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검사 점수를 비교해 보면, 학교공부(F=10.383,
p<.01) 및 학교친구(F=7.753, p<.05), 학교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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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교생활적응의 사전․사후 검사의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사전
집단

사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

9

2.69

.573

3.50

.702

통제

9

2.61

.543

2.57

.573

실험

9

3.46

.371

3.71

.395

통제

9

3.19

.580

3.11

.507

실험

9

2.30

.439

2.70

.436

통제

9

2.63

.51962

2.50

.444

실험

9

2.38

.412

3.11

.710

통제

9

2.41

.496

2.28

.549

실험

9

2.71

.379

3.26

.502

통제

9

2.67

.255

2.57

.249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전체

표 7.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공변량 분석
소스

자승화

자유도

평균 제곱

F

공변인

1.509

1

1.509

4.476

집단

3.500

1

3.500

10.383**

오차

5.057

15

.337

합계

176.234

18

공변인

1.959

1

1.959

21.963***

집단

.692

1

.692

7.753*

오차

1.338

15

.089

학교공부

학교친구
합계

214.360

18

공변인

1.380

1

1.380

12.042**

집단

.646

1

.646

5.633*

오차

1.720

15

.115

합계

124.960

18

공변인

2.332

1

2.332

8.507*

집단

3.333

1

3.333

12.157**

오차

4.112

15

.274

합계

140.250

18

공변인

.430

1

.430

3.104

집단

2.045

1

2.045

14.744**

오차

2.080

15

.139

합계

157.490

18

학교교사

학교생활

전체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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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KSD검사의 사전․사후 변화
사전

사후

선생님-나-친구,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는데 학생들

나-친구들-선생님 순, 우리만의 학교에서 즐겁게

은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

지내는 모습이다.

① 인물상의 특징-선생님은 정면으로 당당하고 화

① 인물상의 특징-학생들이 더 커지고 중앙으로 모

가 난 모습이고 크기도 아이들보다 커서 권위

여 있으며 특히 나는 가장 크게 그려지고 표정

A

내용

있는 존재로 보인다.
분석

은 모두 웃고 있으며 정면으로 표현

② 행위-야단맞고 혼나는 선생님에게 대처방법은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그냥 듣고 있다.

정으로 밝아 보인다.

③ 역동성-일방적으로 쏟아지는 훈계에 경직된 자
세로 일제히 한쪽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평가

② 행위-모두 모여 힘을 가진 집단구성과 웃는 표
③ 역동성-정면표현과 허리에 손을 올려 무언가 움
직임이 시작되고 행동을 결심한 듯하다.

사전검사에는 교실에서 야단맞고 혼나는 벌 장면에서 사후에서는 학교를 배경으로 선생님 보다 자신들을
먼저 그렸고 함께 웃는 모습이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B

내용

선생님-나-친구 순, 선생님께서 수학을 검사

친구-나-선생님 순, 선생님은 심판이고 친구들과

하고 있고 나는 선생님 옆에 있다.

같이 팀을 짜서 발야구를 하고 있다.

① 인물상의 특징-선생님의 권위와 숙제에 대한 스

① 인물상의 특징-선생님 크기가 약간 크지만 전

트레스를 감고 있는 눈으로 표현
분석

체 전신을 표현

② 행위-교탁 뒤로 상체만을 표현, 한쪽 손만 내밀
고 있음, 상호 작용이 없음

② 행위-학습현장이 아닌 운동장으로 표현, 친구들
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음

③ 역동성-선생님과 나는 정면, 친구들은 측면,선생
님은 자세가 경직된 모습으로 표현

③ 역동성-동적 자세, 모두 정면으로 표현, 웃고 있
으며 친구 수가 늘어났다.

사전검사에서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장면에서 사후는 운동장으로 바뀌면서 자유로운 운동으로 서로
평가

상호작용하고 있고, 선생님과 나의 모습이 전신으로, 그리는 순서가 친구, 나, 순서로 바뀌어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관계에 변화를 보였다.

C

내용

친구-선생님-나, 종례 끝나고 반장 주도하에

친구들-나-선생님, 축제 중으로 선생님이 노래하고

선생님께 인사하는 중이다.

학생들은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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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물상의 특징-선생님을 크게 그림, 학생들은
분석

① 인물상의 특징-선생님은 무대에서 뒷모습, 학생
들은 정면으로 모두 환호, 즐거운 분위기

서 있으나 상체만 표현
② 행위-종례시간으로 반장이 주도하고 있음

② 행위-소리 지르고 있는 군중을 표현

③ 역동성-경직되어 있고 모두 뒷모습, 거리가 떨

③ 역동성-모두 함께 축제를 즐기는 모습으로 거리

어져 있고 교사만 강조, 상호작용 없음

가 밀착되고 상호작용이 있고 순위가 변함

사전검사에서는 종례시간으로, 마치고 귀가하기 위한 장면에서 사후는 축제 현장으로 장소가 바뀌고 학
평가

생 수가 증가했으며 거리도 밀착되어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상호작용이 극대화 되어 학교가 학업스트레
스만 주는 곳이 아니라 또래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곳으로 학교의 의미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었다.

D

내용

선생님-나, 혼자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

선생님-친구-나 순, 우리 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
하며 함께 수업하고 있는 중이다.

① 인물상의 특징-뒷모습, 선생님은 멀리 교탁 뒤
에 있고 그림 손, 발이 생략
분석

① 인물상의 특징-여러 명의 친구가 그려짐, 열심
히 공부함,

② 행위-혼자 남아 보충수업 하며 앉아있음

② 행위-열심히 공부한다고 함

③ 역동성-선생님과 거리가 멀고 서로 경직되어 있

③ 역동성-선생님만 동적 자세, 학생들은 모두 경

고, 커다란 칠판의 교실환경이 나타남

직된 뒷모습으로 표현

사전검사에서는 혼자남아 공부하는 외로운 모습에서 사후는 여러 친구들이 그려졌고 아직 행동에 대한
평가

상호작용은 부족하지만 친구간격이 밀착되어 또래관계가 좋아지고 작아진 칠판은 학교환경에 대한 스트
레스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E

내용

나와 친구들이 방과 후 수업을 하며, 나는 졸고

철창, 차, 매점, 아이들, 지킴이 순으로 그리고 쉬

있다.

는 시간에 밖에 나가려고 지킴이 선생님을 물리치
고 나가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① 인물상의 특징-선생님은 정면이며 학생들은 정
면과 뒷모습
분석

① 인물상의 특징-모두 서있고 전신표현
② 행위-학교 이탈을 시도하고 있음

② 행위-나는 졸고 있고 친구는 자고 있다.

③ 역동성-한곳을 향해 가고 있고, 상호작용이 있

③ 역동성-선생님은 경직, 학생들은 흐트러져있고,

으나 적응과 자율적인 시간에 대한 욕구가 보

책상으로 칸칸이 나누어져 있고 상호작용이 없

이고, 마냥 졸고 자던 수동성에서 능동적 태도

음

로 변화

사전검사에서는 학교 교실장면의 스트레스에서 사후는 운동장으로 나오긴 했으나 지루함과 면학의 갈등
평가

을 이탈로 표현하여 아직 긍정적인 대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경직된 표현에서 동적 활동과 교우관계
의 변화로 학교적응의 긍정적 태도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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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내용

지킴이-나-친구들 순, 점심시간에 밖으로 뛰어 나

학교 운동장 축구대 앞에서 누워 햇빛을 쪼이고

간다.

있다. 맨 오른쪽은 나를 나타낸다.

① 인물상의 특징-지킴이 선생님은 정면으로 눈이

① 인물상의 특징 - 운동장안의 골대에 포위

크고 인상이 무서움, 나와 친구들은 뒷모습으로
분석

표현

② 행위-친구들은 누워서 자고 있고 햇빛을 쪼이며
자신은 쉬고 있음

② 행위-점심시간 친구들과 외출을 시도

③ 역동성-누워 있지만 모두 정면이고 인물화는 전

③ 역동성-지킴이와 친구들의 거리는 멀지만 친구

신에 상호작용 있고 서로 밀착되어 있음

들끼리는 밀착되고, 상호작용을 함
학교 규율을 무시하고 자율적인 시도로 물의를 일으키던 사전 그림에서 사후에는 학교를 크게 그려 학교
평가

존재감과 규율을 수용하고 학교 안 운동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으로 이탈 행동을 절제 하는 통제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G

내용

선생님-나-친구들 순, 종치기전에 애들이랑 놀다가

친구-나-선생님 순, 애들은 교문 밖에 나가서 놀자

선생님이 날 붙잡고 애들은 가버렸다.

고 하고 그냥 학교 안에 있으려고 한다.

① 인물상의 특징-선생님은 크고 안경 속에 눈이

① 인물상의 특징-선생님과 나의 인물의 크기가 거

없음, 자신은 작고 측면으로 화난표정
분석

의 비슷해졌고 세부표현이 없으며, 옆모습

② 행위-선생님은 야단을 치는 가학적 모습, 자신
은 피학적 상황으로 돌아서 있음

② 행위-나가고 싶은 마음을 참고 서 있음
③ 역동성-친구들과 울타리로 고립되어 있지만 선

③ 역동성-선생님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고 분

생님과 마주보고 있고 친구수가 많아짐

위기가 험악함
사전검사에서는 권위적이고 훈계와 잔소리중의 선생님 상에서 사후는 자신이 감정을 통제하는데 도움을
평가

주는 대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친구들이 많아졌고 또한 자신의 의지로 통제력을 갖게 되는 긍정적
인 변화를 보였다.

H

내용

선생님-친구 순, 외국인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선생님-나-친구, 날씨가 좋은 날 애들이 다 같이

우리들은 공부를 하고 있다.

어린이 공원에 현장학습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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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물상의 특징-모두 전신 정면으로 학교교실에

① 인물상의 특징-선생님의 눈이 크고 정면 모습이

서 현장학습으로 즐겁고 자유로운 모습

며, 친구들은 머리와 상체에 진한 음영으로 표

② 행위-선생님은 따라오고 있고 자신과 친구는 앞

현됐으며 모두 뒷모습
분석

서 걸어가고 있음

② 행위-공부하고 있지만 커다란 칠판과 책상으로

③ 역동성-친구와 상호작용이 있고 밀착되어 있으

거리를 두고 있다.

며 모두 정면으로 전신을 나타내었음

③ 역동성-각자 책상으로 분리되어있고 상호작용이
없음

사전검사에서는 인물화가 경직된 뒷모습의 표현이었지만, 사후에는 교실에서 외부로 현장체험을 가는 학
평가

교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수용하고 또래관계가 좋아져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부적응을 극복해 가는 긍정
적이고 낙관적 태도로 변화하였다.

I

내용

선생님과 아이들이고 수업시간에 다 자고 있다.

수업중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나는 잔다.

① 인물상의 특징-선생님은 교탁 뒤로 상체표현,

① 인물상의 특징-인물의 세부 표현이 동작으로 나

얼굴표현 없고 학생들은 모두 뒷모습
분석

타났지만 얼굴표현은 없음

② 행위-책상으로 칸칸이 나누어져 앉아 자고 있음

② 행위-책을 펼치고 있어 공부하는 모습이지만 자

③ 역동성-모두 같은 표현과 자고 있음으로 상호작

신은 자고 있다.

용이 없고 경직되어 있음

③ 역동성-팔을 위로 펼쳐 행동을 하는 모습과 선
생님의 동작이 커졌고 가까이 그려짐

학교 수업의 지루함으로 모두 자고 있다고 표현한 사전에서 사후에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모습으로 책까
평가

지 그리며 동적인 자세를 표현하여 수업시간에 대한 생각은 변화하였지만, 자신은 아직 공부할 행동의 변
화는 어려워 보여 적응상의 갈등을 겪고 있어 마음은 변화하고 싶지만 현실에서 실천적 어려움을 보였다.

(F=5.633, p<.05), 학교생활(F=12.157, p<.01)에

3) KSD검사의 사전․사후 변화

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간에는 통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

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 학교생활적응 전체(F=14.744, p<.01)에서도

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간에는 통계

전․사후에 실험집단의 학교생활화(KSD)를 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

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사전 검사

한 결과는 본 연구의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

에서 인물상의 특징이 피학적이거나 학교에서

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학교생활적

의 이탈, 교사의 권위적 태도와 가학성, 학습장

응 전체의 향상과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인 학

면의 회피나 부재 등이 표현되었는데, 사후검

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및 학교생활 적응

사에서는 즐거운 학교, 현장학습, 축제 등으로

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낙관적 사고로 학교

다.

상황을 수용하게 된 그림 등이 그려졌다. 이것
은 학교환경이나 교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

- 204 -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19

만, 자신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로 이전의 부적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C>

그림 7 <H>

그림 8<G>

집단미술치료의 회기별 진행과정
1) 초기단계(1∼3회): 긍정정서 불러오기
1회기: 오리엔테이션, 서약서 작성 및 규칙
정하기, 자기소개

그림 9 <B>

그림 10<D>

집단에 대한 설명과 약속을 정하고 좋아하
는 색지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별칭과 긍정

3회기: 긍정정서속의 나 보기(데칼코마니)

적인 소개를 생각하며 자신을 상징하는 것들을

자신의 감정카드를 도화지에 좋아하는 캐릭

여러 가지 장식 소품으로 표현하였다. 자신의

터로 그려보았다. 그리고 색도화지를 골라 물

별칭을 생각해 내지 못해 강점덕목 중에서 하

감으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감정들을 떠올리며

나씩 고르도록 하였다. 마치는 소감을 대부분

그것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색들을 짜내어 데칼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코마니를 해보았다. 단순함 속에서 강한 이미
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나타낸 그림의 감정이름
을 적어보고 함께 긍정의 마음들을 감상하며
기원하였다.

그림 1 <A>

그림 2 <B>

그림 3 <E>

그림 11 <B>

그림 4 <G>

그림 12 <C>

그림 13<D>

그림 5 <H>

2회기: 가장 행복했던 때의 나(자유화)
그림 14 <G>

지난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생각해 내

그림 15 <H>

자고 하였다. 요즈음 힘든 우리의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때의 힘과 감정들을 가져와 보자
고 하여 B는 옛날일로 힘이 될 것 같다고 하고

2) 중기단계(4∼9회기): 현재의 긍정적 정서
키우기

C는 옛날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F

4회기: 용서하는 나의용기(점토소조)

는 다 같이 함께 해서 좋았다고 하였다. 역시

먼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난 일에 대

또래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래

해 생각해 보자 하니까 표정들이 바뀌었다. 도

도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 오는 이유는 친구요

저히 용서 못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오늘 그런

인이 가장 많아 보였다.

마음으로 용서해야 할 것을 만들고 도움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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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면 도우미도 만들어 언젠가는 용서하기 위

6회기: 나의 안전지대(동물가족화)

해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다. 생각보다 구체적

동물 그림을 나누어 주고 나의 가족과 연상

으로 방법을 나타내주었고 용서하고 싶다고 표

되는 동물들로 가족화를 꾸며 보기로 했다. 자

현했다. 도우미를 만들 때도 꼭 필요한 것을

신의 가족과 이미지가 닮은 그림을 오려 붙이

잘 찾아내려 노력하였다.

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려보고 가족 안에서
의 나의 모습을 표현해 보고 자신의 위치와 역
할, 가족 역동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강한 부모
님과 형제간의 갈등으로 힘들어 했으며 가족이
보호요인이라기 보다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림 16 <A>

그림 17 <C>

그림 19 <G>

사람이 많았다.

그림 18 <F>

그림 26 <A>

그림 20 <I>

그림 27 <B>

그림 28 <F>

5회기: 나의 강점을 찾아서(가면)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과 남이 보는 나를 가
면에 표현해 보자고 하자 여학생은 다수가 마
치 화장을 하듯 고운 피부에 대한 선망과 아이

그림 29 <G>

그림 30 <H>

라인 등 자신이 추구하는 외모를 표현하였다. I
는 카리스마 있는 남성상을 표현하였다. 앞으

7회기: 긍정의 힘을 우리 안에(석고 손뜨기)

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손 한 쪽을 크레파스를 모양 뜨기를 하고 자

자신의 강점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신이 듣고 싶은 칭찬을 손가락마다 기록하였

자신의 강점을 강점 탑 안에 적어 보았다.

다. 대부분 공부 잘 한다, 예의 바르다와 외모
에 대한 칭찬, 착하다 등 성격적인 바램과 학

그림 21 <A> 그림 22 <C> 그림 23 <E>
그림 31 <A>

그림 24 <G>

그림 25 <I>

그림 32 <B>

그림 3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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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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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공부에 대해 자신도 잘해서 칭찬 받고 싶은

요하며 소중한 일인지를 설명하자 짧더라도 꼭

마음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열심히 몰

내용을 적기도 했다. 대부분 어머니에게 감사

입하였고 시간 내에 완성하려 적극적인 태도를

하다고하여 가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

보여 그동안 작업의 익숙함과 몰입도가 높아

은 어머니인 것 같았다.

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8회기: 공감할 수 있는 나(사포화)
돌려 그리기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그림으로
해 주는 방법을 선행해 보았다. 공감하는 그림

그림 39 <A>

그림 40 <B>

그림 41 <G>

을 그려보자고 하고 두 명씩 사포그리기를 실
시하였다. 가운데 원 안에 내가 그리고 친구가
배경그림을 공감해 주어 그림에 생기를 불어
넣자고 해 책임감 있고 진지하게 몰입하였다.
공감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하

그림 42<H>

그림 43 <I>

는 것이라고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나도 존중
받는 진정한 공감의 기초로 경청을 강조하였
다.

3) 종결단계(10~12): 미래에 대한 긍정정서
키우고 다지기
10회기: 긍정미래를 소망하며(꼴라쥬)
어느 시간보다도 진지하게 나무를 그렸으며
잡지도 열심히 골랐다. 전체적으로 작업에 익
숙해짐에 몰입이 잘 되고 성실함이 그동안의
작업보다 가장 진지하게 느껴졌고 특히 자신의

그림 36 <돌려그리기>

삶에 대한 사랑과 의지, 희망은 소중하게 키워
나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정체감 혼돈으로 학교생활에 갈등

그림 37 <G&C>

그림 38 <H&I>

9회기: 감사의 기쁨(소조-칼라점)
감사하는 마음은 스스로 행복해지며 감사가

그림 44 <A>

그림 45 <B>

그림 46 <D>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오
늘 작업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만들
기라고 하였다. 색이 곱고 부드러운 고무찰흙
을 손으로 주무르며 촉감이 좋다고 하였다. 특
히 편지를 쓸 때는 짧지만 솔직하고 평소에 못
했던 내용을 적어 표현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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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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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많지만 각자가 자신만의 개성과 힘을 가지
고 있음은 분명해 보였다.
11회기: 우리가 소망하는 학교(집단 공동화)

그림 51 <C>

그림 52 <D>

그림 53 <F>

우리가 원하는 학교를 표현하기 위해 두 조
로 나누고 전지에 여러 가지 채색재료로 미래
의 학교를 그렸다. 모두들 1조의 학교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상점제와 벌점제 놀이
기구 세게 돌림. 상점은 놀이기구를 태워줌 쉬
그림 54 <G>

는 시간에 무대와 카페이용을 할 수 있고 시험

그림 55 <I>

은 없고 잘 놀면 점수 높다. 하지만 실제로 학

Ⅳ. 논의 및 결론

교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하며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학교
현실을 인정하기도 하고 잘 적응해야 한다고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

하였다. 그래도 학교는 소중하며 친구와 좋은

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

관계로 서로 도우며 중학생활을 잘 마치자고

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하고 오늘의 작업에 칭찬과 격려로 마쳤다.

보고자 하였으며, 긍정심리학에 미술치료를 적
용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에게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
기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
심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자면 첫째,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

그림 49 <1조>

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는 자아
탄력성 전체 평균점수(F=8.250, p<.05)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탄력성의
하위검사인 대인관계와 활력성은 사전, 사후
평균점수의 변화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났

그림 50 <2조>

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심리 상담이 전문계고
12회기: 타임캡슐(퍼니콘)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및 대인관계능력을

마지막 시간이어서 인지 숙연하고 어느 때

향상에 유의미하다는 백순복(2010), 집단미술치

보다 집중하며 신중하게 정성껏 타임캡슐을

료의 공동작업을 통해 서로 긍정적이고 지지적

만들었다. 감상 후 앞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운

인 상호작용으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대인관

친구를 서로 책임있게 도와 졸업까지 잘 적응

계가 증진되었다는 최혜경(2010)의 집단미술치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둥글게

료 연구와 긍정심리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에게

모여 파이팅을 외친 후 서로 안아주며 회기를

자신의 강점을 알게 됨으로써 자아탄력성을 증

마쳤다.

진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학교생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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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보고한 이성훈

또한 자신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학교생활과 학

(2011)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

교를 그려봄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는 내

겠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의 하위검사 중 호기

용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부정적인 학교에

심, 감정통제, 낙관성의 경우, 평균점수는 향상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시켰다. 문제해결의 실마

되어 효과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리를 미술활동의 성공경험으로 승화시켜 학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집단원의 수(n)가 9명으로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생활

적어 표집오차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보며, 비

적응력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동안 수

록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

없이 나타나던 비행, 결석, 무단 결과, 무단 외

만, 표 5의 K-HTP의 전체적인 분석으로 볼 때

출 등 부적응적 행동들이 집단미술치료를 하는

사전 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전반적으로 조화

동안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미술치료 활동에

롭고 안정된 구조와 외롭고 불안한 표현에서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동기유발을 일으켜, 학

행복하고 낙관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그림으로

교를 즐거운 체험의 장으로 인식하면서 학교생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미술치료 회기별 프로

활적응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램 진행시에도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는 집단미술치료가 부적응 중학생의 학교

어색하고 어려워하며 칭찬에 대해 부정적인 모

생활적응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한 양

습을 보이는 등의 자아탄력성이 낮은 초기단계

영숙(2002), 백경희(2005) 및 이대주(2005)의 연

에서 중기와 후기단계에서는 자신의 긍정적인

구결과와 긍정심리 상담이 학교적응능력을 향

표현이 시작하였고, 점차 작업에 대한 집중시

상시킨다고 보고한 백순복(2010)의 연구결과와

간이 늘어나고 몰입하는 자세와 상대방의 긍정

거의 일치한다고 본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인 모습에 칭찬과 격려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이 그림 표현 과정에서 억압된 정서를 자연스

행동특성을 나타내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희망

럽게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교생

을 표현하는 등 호기심, 감정통제와 낙관성에

활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개방하고 적극적인

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참여태도로 자신의 행동을 점점 통제하게 되면

둘째,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서 학교생활 적응을 가져왔다. 특히 긍정적 정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강점을 발견하고 삶

효과는 사전, 사후 전체 평균점수와 하위검사

에 대한 목표와 학교 적응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교생할, 학교공부, 학교

변화시켜 개인 내적 에너지를 고양시키며, 상

친구, 학교교사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

호 교류하는 공감 작용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타났다. 집단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에 치료초

갖게 함으로써 현재의 삶에서 보다 안정과 지

기에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친구

혜로움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학교에

들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갈등이 있는 등 학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대인관계와 활력성의

교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치료

증가가 자아 탄력적인 모습과 집단의 응집력을

후기에는 학교에 대한 긍정적 사고로 변화되었

통한 집단체험이 이루어져 긍정심리학에 근거

다. 미술표현을 통해 감사에 대한 정서적 강화,

한 집단미술치료가 지지와 서로들을 격려하는

개인 강점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용서의

보호의 장으로서 작용하여 더욱 학교생활에 잘

감정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능력을 체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의 청소년에게

함으로써 개인 내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강화하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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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잠재적 재능을 발견하게 하였다. 그 결과

스와 긍정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자아를 성장하는 에너지가 청소년기의 발달적

문제, 15(1), 155-168

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탄력적으로 활

김영행(2011).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학교안

용되었으며, 미술작업을 통한 상호작용과 집단

전시스템(We project)’ 운영실태 및 만족도

역동으로 강한 응집성을 느끼게 하여 학교생활

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지지대가 되어

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도록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치료적 의의
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

김동연(1990). 미술을 통한 심리치료. 정서학습장
애연구. 6(1), 1-7.
김동연, 오영환(1997). 비행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HTP 반응특성연구. 미술 치료연구, 4(1),

프로그램은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보며, 자아탄력성은 충분한 내적 강점과 탄력

123-150.
김망규(2011). 긍정심리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청
소년의 자아 존중감, 행복감 향상에 미치는

성을 갖게 될 때 자기를 조절하며 희망을 갖는

효과 검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긍정적인 변화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위논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김양숙, 김갑숙(2005).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학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면 첫째, 추후연구에서

생활그림(KSD)반응특성과의 관계. 미술치

는 다양한 연령층과 여러 임상 대상으로 이루
어졌으면 한다. 둘째, 본 연구에 자아 탄력성의

료연구, 12(1), 159-178.
김용호(2011). 중학생의 학교 부적응 요인분석. 공

하위검사인 호기심, 낙관성과 감정조절에 통계

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남진열(2001). 청소년 잠재비행의 실제 비행화 결
정요인.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에 대해 효과적 방안연구를 보완하는 긍정심
리치료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은식(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보다 많은 부적응 청소

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표집오차를
줄여 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박은희(1996).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긍정심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단기간 내
의 변화나 향상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소년
의 성격특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
하므로 추수관찰 및 평가와 후속개입이 필요하
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논문.
백순복(2010). 긍정 심리적 집단 상담의 효과검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경희(2005). 집단미술치료가 학교 부적응 청소년
에게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

임상현장에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적응과
상담 및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지기

문.
손정인(2010). 집단미술치료가 ADHD 경향이 있

를 기대해 본다.

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
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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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Positive Psychology-based Group Art Therapy
on Self Resilience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School-Maladjusted Adolescents
Heo, Jeong-Sun

Chun, Soon-Young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whether positive psychology-based group art therapy has some effects on
self resilience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school-maladjusted adolescents. Positive psychology-based group
art therapy was implemented for the maladjusted adolescents of Seoul K middle school twice a week from
March 22, 2012 to May 10, 2012, each therapy lasted for 90 minutes and total 12 times. The maladjusted
studen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9 students per each
group.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is program, Park Eun Hee's Self Resilience Test(1996) and Lee
Kyu Mee's School Life Adjustment Scale Test(2005) were used, and as the drawing test for psychological
diagnosis, K-HTP and KSD were done before and after practicing the program. And then the resulting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12.0 program and the covariance analysis method of ANCOVA for quantitative
analysis, and by both K-HTP and KSD to check the changes of before and after practicing the program for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factors which affected total score
improvement for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self resilience and subordinate factors, this kind of group
art therapy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vitality. Second, this kind of group
art therapy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improvement of such subordinate factors as school work, school
friends, school teachers and school life adjustment. Focused on strength to the positive aspects, but not to
the negative problems, this positive psychology-based group art therapy made the positive changes to self
resilience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these school-maladjusted adolescents in this study.
Key Words : Positive Psychology, Group Art Therapy,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Self Resilience, School Lif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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