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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신 현 복*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N시에 거주하며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
4-6학년 아동으로 연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총 24명을 선정하여 각각 12명씩 실험집단, 통제집단으로 무선 배
치하였다. 집단의 특성상 실험집단을 6명씩 2집단으로 구성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주
2회로 회기 당 90분씩 총 12회기를 실시하였다. 연구검증을 위해 회복탄력성 척도검사(YKRQ-27)의 사전. 사후변
화를 양적 분석하였으며, 집단 활동참여를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둘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집단활동
참여에 언어적 표현, 행동, 미술활동 작품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
트폰 중독 아동과 관련된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법임이 확인되었고, 스마트폰 중독 상담 및
심리치료현장에서의 실제적 활용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스마트폰 중독, 회복탄력성, 집단미술치료

Ⅰ. 서 론
최근 한국 사회에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유무선 통합에 따라 기존의 인터넷 환경이 달라지면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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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 디지털 매체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스마트폰은 주머니 속 친구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도구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김희진, 2014).
그러나 스마트폰은 아동에게 성취감이나 자신감,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순기능과는 반대
로 스마트폰이 아동들에게 없으면 심각한 불안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스마트폰 상실 공포증(no-mo-phobia)
을 경험하게 한다(Tapscott, 2009). 이제 스마트폰은 아동의 편리한 의사소통 도구에서 새로운 중독매체이자
유해매체로 변질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스마트폰 만이 가지고 있는 휴대성과 접근 용이성, 이동성 및
즉시성과 같은 기기의 장점이 아동들에게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촉진시켜 자기조절력이 약한 아동의 중독
경향성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박종연, 2013).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학령전환기 청소년 156만 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인터넷·스마트 폰 이용 습관
진단」결과 중·고생의 위험군 수는 감소한 반면, 초등 4년의 경우는 전년 10,372명에 비해 2,811명이 증가한
13,183명으로 조사되었다(여성가족부, 2014).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은 아동들에게 학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가족 간의 갈등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이버상의 집단 욕설이나 왕따 등 학교 폭력에 사용되
기도 한다. 또한 강미영(2012)은 초등학생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및 중독으로 인해서 범죄나 정신장애,
학교폭력, 비행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발생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예방교육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은 현실에 무
감각해지고 주의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며,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쉽게 중독된
다고 한다. 그리고 팝콘처럼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어 뇌 발달을 저해하는 현상을“팝콘브레인”
이라고 하며, 특히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동들은 우측 전두엽의 활동이 떨어지게 되어 왼손-오른발, 오
른손-왼발 교차동작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실제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를 가진 아동들은 깜
빡이는 불빛에 맞춰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도록 한 실험에서 반응속도가 일반아동에 비해 많이 빠르
거나 현저히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 할수록 인터넷 중독과 같은 신체적 문제와 함께 우울, 불안,
충동성, 공격성, 외로움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
여 최근에는 정부 관련부처나 시민단체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교육, 심리 상담과 치료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신성철(2014)은 대부분의 교육이나 치료가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다보니 학생들
에게 낙인을 찍는 부작용까지 있어 부모들의 동의나 학생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 즉. 비자발적인 상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으며 나아가 치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변화에 대한 동기가 낮은 것을 반
영할 수 있다. 동기는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며, 특정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발성이다(신성만 외, 2010).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최근 학자들은 중독자가 중독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겨내고 다양한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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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보호요인(Masten, 2001)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치료과정은 일방향이 아니어
서 위험요인이 감소하고 보호요인이 도입되면 아동은 보다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더 잘 기능하게 된다
(Goldstein & Brooks, 2005). 이에 회복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하는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제안된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개념으로 심리사회적 적응변인
중 문제행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적응에서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이며, 자아성장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매우 중요한 기저이다(신성철, 2014).
최근에는 많은 미술치료 전문가들이 미술치료의 효과성에 대해 기분을 좋게 만들어 역동적인 치료를
제공해주고,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도와주며,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킨다(Malchiodi, 2003)고 주장하고 있
다. 또한 내담자들의 특별한 문화적 문제를 다루며, 인간중심의 상호작용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뇌를 자
극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Levine, 2007). 그리고 도식적인 표현은 미술치료에서 매체사용에 기초한
단계별 개입 계획과 정보처리 과정에 관련된 뇌 구조를 자극하도록 도움을 주며(Fuster, 2003), 매체가
되는 미술은 의사소통 및 상상력 부족을 다루기 위해 미술작품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한다(이근매, 2011).
또한 개인의 인식은 실제적인 경험이나 그들이 아는 사람들의 경험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
적인 경험에서 기인된 편견과 고정관념은 개인의 전반적인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미술치료에 참여하는 경험은 삶의 태도와 현실 지각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심리․정서적 이미
지를 발견함으로써, 새롭게 지각된 현실을 재구성하도록 돕는데 유용하다(Amanda, 2008). 특히 스마트
폰 중독 아동들에게 미술치료의 힘은 창의적인 과정과 자기표현 및 개인적인 탐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외부자극에 대해 시각적인 표현의 창조를 용이하게 해준다.
더 나아가서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상담의 효과와 더불어 미술치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의 자기
표현과 자기수용, 타인에 대한 개방성 등을 주축으로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게하며 집단 안에서 창조
적 즐거움을 경험시켜 자기개방이라는 의미를 담아낸다. 그리고 집단미술치료는 방어나 통제를 줄이고
상징적인 이미지에 의해 감정이나 사고를 표현하게 하며 언어를 통해 교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도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이정숙, 이경원 역, 2012). 특히 스마트폰 중독 집단은 미술
작업과 작품을 통하여 서로 간에 감정의 공감대를 갖게 해주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게 도와줄 수
있으며, 안전한 집단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협조체계가 확립이 되어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많은 사람들과 도움을 나눌 수 있다는 변화 동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집단원들 간에 함께 작업을 하고 작품을 바라보는 중에 행해지는 행위 그 자체로 치료가 이루
어진다. 이는 집단미술치료가 표현하는 것과 표현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집단원들은
미술작품 속에 현재의 심리상태를 스스로 보게 되며 다양한 미술매체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최외선 외, 2007). 아울러 집단미술치료는 감각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에 접근

- 141 -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제1권 제1호

하는 경험, 그림, 생각 및 감정을 미술적 형식요소와 그 조합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구
성은 표현의 의미를 제시하는 동시에 내담자의 강점과 약점 혹은 정신 병리의 가능성까지 반영한다
(Lusebrink, 2010).
따라서 집단미술치료와 같은 창의적이고 카타르시스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향상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며,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심적 갈등을 해소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주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이 필요한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에게 매우 적절하다. 다
시 말하면,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집단속에서 집단원들과 공감, 소통하는 가운데 회복탄력성이 향
상되어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하는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집단미술치료와 관련한 선행연구(정재원, 2010; 김은경, 2010; 신현복, 2012: 심언희, 2013)에서 중독성향
감소, 시간관리, 불안과 우울감소, 공격성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이후 중·고등학교를 거쳐 성인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스마트폰 중독 아
동의 정신건강을 위한 회복탄력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스마트폰 중
독 아동의 회복에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와 집단미술치료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여 스마트폰 중독 상담현장에
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집단 활동 진행과정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 선정은 첫째, 충청남도 N시에 위치한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4-6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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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아동으로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척도(s-척도)에서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자를 1차 선정하였다.
둘째, 1차 선정된 자 중에 본인이 참여의사를 거부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참여가 불가한 자, 본 연구의
선정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자를 제외한 총 24명을 2차 선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선 배치하
였다. 셋째, 2차에 선정된 실험집단 대상자를 집단구성 원칙에 의해 각각 6명씩 A. B그룹으로 나누었
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선정기준
1) 사전-사후 모임이 가능한 초등4-6학년 아동
2) 스마트폰둥독 자가진단척도 검사의 분류 기준표에서 고위험 사용자군(①총점수 45점 이상 ②1요인 16점 이상,
③3요인 13점 이상, ④4요인 14점 이상으로 ①에 해당되거나 ②~④ 모두 해당된 자)에 해당한 아동
3) 1),2)의 대상자 중에 본인이 집단미술치료 총 12회기 참여에 동의하고,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아동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아동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 척도(S-척도), 회복탄력성 검
사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1)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 척도(S-척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 개발한 청소년(초등4학년-고등2학년) 스마트폰중독 자가진
단 척도(S-척도)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 척도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 가상
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방법은 1단계로 문항별로 전혀 그렇
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채점을 실시한다(단, 문항 8번, 10번,
13번은 역채점). 2단계로 총 점수와 요인별로 1요인(1,5,9,12,13번), 3요인(3,7,10,14번), 4요인(4,8,11,15번)
으로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스
마트폰중독 자가진단 척도 신뢰도계수는 일상생활장애 .71, 가상세계지향성 .69, 금단 .80, 내성 .83, 전
체 .89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계수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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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마트폰 자가진단척도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일상생활장애

5

1,5,9,12,(13)

.71

가상세계지향성

2

2,6

.69

금단

4

3,7,(10),14

.80

내성

4

4,(8),11,15

.83

전체

15

.89

( )는 역채점 문항임

2)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복탄력성 척도는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검사척도
(YKRQ-27)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회복탄력성의 3가지 형태의 9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다면체적 현
상으로 정의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자기조절능력(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긍정성(감사하
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대인관계능력(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에 대해 각각 3문항 씩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모두 5점 Likert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척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회복탄력성 검사도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3과 같다.

표 3.
회복탄력성 검사
하위영역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대인관계능력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원인분석력

3

1,2,3

.797

감정통제력

3

4,5,6

.727

충동억제력

3

7.8.(9)

.609

감사하기

3

(10),11,(12)

.741

생활만족도

3

13,14,15

.847

낙관성

3

16,17,18

.761

관계성

3

(19),(20),(21)

.823

커뮤니케이션

3

22,23,24

.743

공감능력

3

25,26,27

.805

전체

27

( )는 역채점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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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1) 실험설계
본 연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비교법을 적용하는 실험설계로 두 집단의 회복탄력성
검사를 사전·사후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에게 회복탄력성을 위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실험설계
구

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

O2

통제집단

O3

O4

O1, O2 : 회복탄력성 / O3, O4 : 회복탄력성 / X : 집단미술치료

2) 실험기간 및 장소
본 연구의 기간은 2015년 7월 17일부터 2015년 8월 24일까지 00미술치료연구소 집단상담실에서 주 2
회, 90분씩, 총 12회기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본 연구를 목적으로 개발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진행절차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진행절차는 회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혹은 증상을 통찰하도록 돕고, 내담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서, 구체적인 기술을 적용
해보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으며 모든 회기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의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탐색단계, 통찰단계,
실행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탐색 단계(1-3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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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진행절차
단계

목적

내용

- 시작활동(warming up)
- 지금 느낌이나 감정 확
인

- 가벼운 몸동작으로 친밀감 형성
- 이곳에 오는 동안 또는 요즘 느껴지는 기분이나 감정 확인
하기
- 각 회기의 주제와 이에 따른 미술치료 기법 소개하기

- 미술치료 활동을 통해
금주의 목표를 달성

- 미술작업하기
- 각자 미술작품에 제목을 붙이고 집단원들에게 소개하기 :
집단원들은 경청하고 질문하기

피드백

- 서로 강화나 지지를 촉
구

- 부적절한 행동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통해
수정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는 공감과 지지하기

소감 및 마무리

- 집단 활동을 통해 통찰
한 부분에 대해 정리하
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 집단원들 각자의 활동 소감듣기
- 오늘 내용 정리
- 각자 생각하는 과제 제시하기

도입

집단미술치료
활동 실시

1회기에서 O·T 및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친밀감 형성을 위해 집단에서 듣고 싶은 별칭 짓기와 집단
원들 간에 자기 소개하기로 구성하였다.
2회기는 자기인식 작업을 위해 “동물성격유형을 찾아 나를 표현하기”로 집단원에 대한 관심유발
과 자기개방을 두려워하는 집단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3회기는 집단원들의 심리·정서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촉진하는 “내 말 좀 들어봐”에
서는 매체의 특성을 살린 흥미유발과 초기의 집단 응집력을 얻고자 하였다.
② 통찰 단계(4-9회기)
4회기에서는 자기욕구 탐색을 위해 콜라주 기법의 선택성과 회피성을 인정하는 점이 자기표현 억제
가 높고 방어적인 태도가 강한 집단원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내 맘의 신호등”에서는 자
신의 핵심 정서인식과 이해에 초점을 둔 회기로서 콜라주를 선택하였다.
5회기는 과제화를 이용한 스트레스 관리하기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스트레
스 안녕”이라는 주제로 구성하였다.
6회기에서는 “나를 힘들게 했던/ 행복했던 사건”이라는 주제로 회상을 통한 사건을 탐색하여 자기
수용과 타인이해, 자신의 바램과 욕구통찰에 초점을 두었다. 이 회기에서는 인지-행동적 요소인 과제제
시와 역할연습 등을 활용하였다.
7회기에서는 “내 안에 두 얼굴”은 갈등상황에서 현재 자신의 내적, 외적에너지 힘이 무엇을 원하
며, 발산 욕구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 지를 탐색하도록 돕고자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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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기에서는 희망하는 세상 인식과 미래에 대한 전망탐색을 위해 자기수용과 타인이해에 초점을 맞
추고자 “클릭!! ON-OFF 주인은 나”를 통해 스마트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9회기에서는 “초능력을 키우자” 갈등상황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초
점을 맞추어 부정적 정서경험으로 정서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떠올리고 적절
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서문제를 해결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③ 실행 단계(10-12회기)
10회기는 “우리들의 인터넷 나무”작업을 통해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구체적인 방식
탐색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신의 의미존재를 일깨우는 대상들을 떠올리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와 인지를 형성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회기이
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소중한 것을 위한 행동들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의 동기유발
에 중점을 두었다.
11회기는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나 창조적 삶을 만들어가는 작업으로 “나는 e-세상의 주인공”을
통해 자신의 창조적인 삶에 필요한 요소를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였다. 열매의 의미를 생각하
며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행동을 촉구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얻도록 도와주어 이 경험이 다시 자신의 긍
정적인 정서와 인지를 강화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2회기에는 “사후검사와 나와의 약속”으로 마무리 및 정리를 돕도록 구성하였다. 집단 활동의 긍
정적인 경험을 떠올려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활동으로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림
편지를 통해 집단원 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배려하였으며, 자신의 긍정적인 삶을 위하여
인지, 정서, 행동에 변화 동기를 주어 실천의 의지 다짐과 사후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표 6과 같다.

표 6.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

단계목표

회기
1

사전검사 및 O.T
별칭 짓기

과제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사전검사 실시.

탐색
단계

친밀감
형성
흥미유발
자기문제
인식

2

이것이 나

과제화

동물성격유형별 자기표현하기

3

내말 좀 들어봐

자유화

흥미유발, 응집력

인터넷과
관련된
사고, 정
서,행동

4

내 맘의 신호등

콜라주

자기인식과 자기정서를 이해하기

5

스트레스 안녕

과제화

스트레스 관리하기

통찰
단계

주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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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를 힘들게 했던/행복했
던 사건들

콜라주

갈등상황에서 사건 탐색과 자기수용, 타인
이해

7

내 안에 두 얼굴

자유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
지 탐색

8

클릭!! ON-OFF 주인은 나

콜라주

스마트폰에 관련한 생각 바꾸기

9

초능력을 키우자

과제화

스마트폰과 유익한 또래관계 확인하기

10

우리들의 인터넷 나무

콜라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실천과제를
다짐함.

11

나는 e-세상의 주인공

협동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구체적인 방식탐색

12

나와의 약속
사후검사 및 평가서

과제화

사후검사 및 프로그램 평가 실시

이해하기

실행
단계

대처방안
희망다짐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통계적 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
18.0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회복탄력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
(mixed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실험집단의 시기에 따른 회복탄력성(하위요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
였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각 단계별 회기 진행과정을 녹취하고, 개인별 기록지 작성, 미술활동 작품을 수집
하여 내담자의 집단 활동참여, 미술작품 내용, 언어적 표현, 행동 관찰을 질적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상담 및 미술치료 석사전공한 자로 슈퍼바이저의 지도하에 있는 미술치료사 2인이 함께 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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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첫째는 회복탄력성(하위요인)척도 검사를 분석하였고, 둘째는 회기별 질
적 분석을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 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총 24명의 연구대상을 각각 12명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선
할당하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에 회복탄력성 척도를 통해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였
다. 결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회복탄력성 척도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결과
내용

구분

N

M

SD

실험

12

50.58

8.284

통제

12

50.50

10.265

회복탄력성

t

p

.022

.983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에서 실험집단 점수(M=50,58,
SD=8,284)와 통제집단 점수(M=50,50, SD=10.265)는 두 집단의 차이(t=0.22, p=.983)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
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두 집단 간 동질성이 입증되었다.

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시기 간의 회복탄력성 전체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회복탄력성 차이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사전에
서는 실험집단이 50.58점, 통제집단이 50.50점, 사후에서는 실험집단이 78.42점, 통제집단이 51.0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5.798, p<.001) 또한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의 경우에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F=125.363, p<.001)
이를 종합하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두 집단의 회복탄력성의 변화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 149 -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제1권 제1호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회복탄력성 전체차이
요인

SS

df

MS

F

p

집단

2268.750

1

2268.750

15.798***

.001

오차

3159.500

22

143.614

시기

2408.333

1

2408.333

134.703***

.000

시기*집단

2241.333

1

2241.333

125.363***

.000

오차

393.333

22

17.879

개체간

개체내

***

p<.001

그림 1. 두 집단의 시기에 따른 회복탄력성 변화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실험집단의 회복탄력성척도 점수가 사전(M=50.58)보다 사후(M=78.42)에 변화
가 높아졌으며, 통제집단의 사전(M=50.50)보다 사후(M=51,00)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집단에서 회복탄력성 점수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집
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실
험집단의 사전.사후 자기조절능력(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긍정성(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대인관계능력(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 150 -

신현복 /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표 9.
실험집단의 시기에 따른 회복탄력성 변화
내용
회복탄력성 전체
자
기
조
절
능
력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긍
정
성

생활만족도
낙관성

대
인
관
계
능
력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

구분

N

M

SD

사전

12

50.58

8.284

사후

12

78.42

7.166

사전

12

6.00

2.449

사후

12

9.00

1.477

사전

12

5.33

2.060

사후

12

9.25

2.221

사전

12

5.92

2.610

사후

12

9.58

1.832

사전

12

5.42

2.644

사후

12

7.50

2.111

사전

12

5.25

1.712

사후

12

6.83

1.467

사전

12

5.08

1.676

사후

12

7.33

1.614

사전

12

6.17

2.480

사후

12

9.50

1.314

사전

12

5.83

2.209

사후

12

9.17

1.642

사전

12

5.67

2.229

사후

12

9.00

1.414

t

p

-11.664***

.000

-8.124***

.000

-5.199***

.000

-4.285***

.001

-3.742**

.003

-3.800**

.003

-7.386***

.000

-5.863***

.000

-5.380***

.000

-6.504***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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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시기에 따른 회복탄력성 변화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회복탄력
성 전체의 경우에는 사전이 50.58점, 사후가 78.42점으로 실험처치 전보다 실험처치 후에 회복탄력성
전체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t=-11.664, p<.001) 그리고 회복탄력성 하위요인 자기조절능력의
경우에는 원인분석력(t=-8.124, p<.001), 감정통제력(t=-5.199, p<.001), 충동통제력(t=-4.285, p<.001) 모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실험처치 전보다 실험처치 후에 자기조절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성의 경우에는 감사하기(t=-3.742, p<.01), 생활만족도(t=-3.800, p<.01), 낙관성
(t=-7.386,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실험처치 전보다 실험처치 후에
긍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의 경우에는 관계성(t=-5.863, p<.001), 의사소통능력
(t=-5.380, p<.001), 공감능력(t=-6.504,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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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전보다 실험처치 후에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 전체변화와 하위요인의 자기조절능력(원인분석력, 감정
통제력, 충동통제력), 긍정성(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대인관계능력(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집단활동 진행과정에 미치는 효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의한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집단활동 진행과정 변화를 보고자 실험집단 A,
B중 집단원 전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A집단을 선정하여 집단원들의 집단 활동참여, 미술
작품 내용, 행동, 언어적 표현을 중심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별로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탐색 단계(1-3회기)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집단원들의 친밀감 형성과 흥미유발, 자기감
정 인식이 잘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집단이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통해 억
압했던 표현의 기회가 제공되고 자기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미술활동 작
업이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표현을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라 공감받고 소통하는 경험으로
재인식되어 마음을 여는데 중요한 의미부여와 스마트폰에 대한 올바른 이해시간이 제공되었다고 사료
되어 진다.

2) 통찰 단계(4-9회기)
집단원들이 통찰을 통해 현재 자신의 정서 상황을 수용하고 감정정화가 일어났다. 자기통찰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와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는 벗어던지고 변화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늘 스트레스 받고 수동적이던 심리·정서 상태
가 4, 5, 6회기 미술작품 활동을 통해 저항하고 적절하게 감정정화가 일어난 후에 능동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안정감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자발성과 표현력 등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7, 8, 9
회기에서 집단원간에 구체적으로 서로 공감하고,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속에서도
자리하고 있다는 자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을 통찰하도록 이끌어내었다.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모두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
이라는 자기통찰과 집단 초기에 부정적인 언어 및 행동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나 문
제해결을 위한 요청과 의견을 제시하는 집단의 긍정적 역동을 이끌어내었다.

- 152 -

신현복 /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3) 실행 단계(10-12회기)
집단원들은 지금까지 나 혼자만 힘들었다는 왜곡된 생각이 자신의 마음에 질병을 제공하였고, 자신
이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해 잘못된 습관과 부정적 심리 ․ 정서가 친구와 가족 간의 역기능의 원인이었
으며, 친구와 가족들과의 대화 단절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었다는 자각을 통해 긍정적 사고와 행동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집단 초기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던 행동과
불안한 심리·정서로 인한 공격적, 충동적 또는 위축행동에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려고 하는 행동변화를 보였다.
이에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실험집단 A의 단계별 개인 집단 활동
참여, 미술활동 작품, 언어표현, 행동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실험집단 A의 단계별 개인변화
대상

내용

탐색단계 (1-3회기)

통찰단계 (4-9회기)

실행단계 (10-12회기)

활동
참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표현
하기를 불안해하며 수동적으
로 참여

활동에서 부정적인 면을 많
이 드러냄

안정감이 보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

활동작품에 제목 붙이는 것
을 힘들어 함

자신이 가족에게 이렇게 많
은 것을 원하는지 인식하게
됨

작품을 통해 가족이 힘들었
을 상황을 이해함

친구를 생각하면 불안해지고
두렵다고 함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시간이
설레고 기다려진다고 표현함

이제는 막연한 불안에서 벗
어나 친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겠다고 표현함

행동
관찰

말 할 때 눈 맞춤을 피하는
행동과 신체접촉을 피하는
행동을 보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이야기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어색해함

타인과 눈 맞춤을 피하지 않
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함

활동
참여

활동에 비성실한 태도로 참
여하며 방어하는 태도가 나
타남

자신의 활동에 집중하여 참
여하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

집단참여자들과 의견을 공유
하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모습

작품
내용

제목에서 정서적인 외로움과
사회관계에 대해 두려움을
표현함

작품에서 관계에 대한 희망
을 바라는 것을 표현함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미래
에 대해 표현함

언어
표현

거친 목소리와 시비조의 언
어를 사용하고, 몰라요, 그냥
요. 유치해요와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함

작은 목소리로 말끝을 흐리
며 짧게 이야기함

차분하게 자신의 느낌을 이
야기하나 과격한 표현들을
간혹 사용

행동
관찰

뾰루퉁한 모습으로 방어하는
태도를 보였고 관심 받고자
하는 돌출행동을 보임

긍정적인 피드백에 힘들어하
는 모습을 보이고, 상호작용
에 어려움을 보임

강한 집중력과 적극성을 보
이고, 작품완성에 큰 기쁨을
보임

작품
내용
A
언어
표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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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참여

작품
내용
C
언어
표현

행동
관찰

활동
참여

작품
내용

자기 소개하는 것을 경계하
는 불안한 행동으로 활동에
참여

타인에게 어떻게 평가받을
까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조
금씩 없어지고 활동에 동참
함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솔
직하게 표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자신의 작품 설명에서 이중
적인 메시지를 보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건 가
족이며, 가족을 부끄러워했
던 행동을 인식 함

지금부터라도 친구에게 집착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스스로하고 싶어 함

미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서 부담스럽고 짧은 단어 정
도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

가정에서 웃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변화된 모습
을 표현 함

정말 자신도 모르게 언어가
바뀌어져 있는 것 같고 이
기분, 감정이 지속되기를 희
망한다고 함. 집단에서 언어
적 표현이 많아짐

눈물을 자주보임. 타인에 대
한 시선처리를 곁눈질하듯
바라봄

타인과의 시선은 마주치기는
하지만 조급해하거나 손으로
무엇인가 만지작거리는 불안
한 행동을 보임

타인의 말을 듣고 편안하게
기다림. 만지작거리는 불안
한 행동은 보이지 않음

무표정으로 집단원들의 질문
에‘그냥’이라는 단어로 회
피함

집단활동 참여가 답답하다는
복잡한 심정을 표현하며 신
체화 증세를 호소함. 후반부
터 적극적인 활동으로 감정
을 공유함

집단참여자들에게 적극적으
로 지지하거나 동기부여와 촉
진을 유도함

과거 어떤 모임에서 무심코
한 말이 후에 자신을 힘들게
한 경험을 작품과 상관없는
내용을 표현

왜 나만 변해야하고, 이해해
야하는지 모르겠으며, 환경
에 대한 원망과 불안을 작품
에서 표현하고 인식과 저항
이 동시에 일어나는 갈등이
보임

강한 내적에너지를 드러내며
긍정적인 자기표현의 모습을
보임

오랜만에 느끼는 외출이 불
안하다고 함

미술작품 활동을 통해 기분
은 좋아지는데, 집에 가면
더 혼란스럽고 겁난다고 표
현

행복은 사소한 작은 것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
하고, 가족과 소통되면서 불
안이 조금 사라지고 웃게 된
다고 함

반응이 느리고 소극적인 태
도를 보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행동에서는 적극
적이며 과감하게 표현

타인의 문제에 과도한 동작
으로 반응을 함

굳은 얼굴표정과 비성실한
태도로 돋보이고 싶은 모습
을 드러냄

자신이 흥미로워하는 활동에
한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
임

발표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다른 집단원들에게
수용적인 자세를 취함

작품에서 자신을 섬세하게
표현함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양
가감정에 대한 갈등과 혼란
스러움을 표현함

올바른 인터넷, 스마트폰 사
용에 대해 인신의 변화를 표
현함

장난스럽고 시비조의 언어를
사용

자신의 느낌을 잘 이야기하
나 다른 집단원의 의견보다
는 자신의 의견에 중점을 두
는 경향을 보임

자신감 있게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언어표
현을 사용함

D

언어
표현

행동
관찰
활동
참여

E

작품
내용

언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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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표현과 행동 간의 격
차를 보임

차분해진 모습으로 적극적으
로 참여하나 특정 집단원과
밀착되려는 모습을 보임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
십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적극
적으로 활동에 임함

참여도가 낮고, 소극적인 참
여를 보임

소수의 집단원과 상호작용하
며 성실하게 참여함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으
로 좀 더 참여하려는 적극성
을 보임

작품
내용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해 방
어하는 표현을 함

감정 활동에서 긍정적인 표
현을 나타냄

긍정적이고 에너지 있는 표
현으로 변화함

언어
표현

단답 혹은 고개짓으로 무기
력한“어색하다”언어표현을
함

언어표현이 필요한 상황일
때에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
기함

살가운 언어로 자신의 마음
을 표현하고, 조리 있게 언
어표현을 하며 편안해진 모
습을 보임

엎드려 활동하는 등 위축되
고 힘없는 모습을 보임

방어가 많이 감소되고, 조심
스럽게 진행자에게 다가오는
행동들이 나타남

집단안에서의 작은 팀을 위
해 포기하지 않고 규칙에 순
응하며 협조적인 적극적 행
동변화를 나타냄

행동
관찰
활동
참여

F

행동
관찰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실험집단A의 집단미술치료 프로
그램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개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의 집단 활동참여, 미술 작품내용,
언어표현, 행동에서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회복탄력성의 핵심 개념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에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집단 초기에 나타났던 심한 스트레스, 비합리적인 인지체계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로 표현되었고, 자기조절 능력과 자신감 있는 행동 변화
와 긍정성이 촉진되었다. 그리고 집단 활동경험을 통해 대인관계에 크게 변화를 이루어냈다. 이는 본
연구의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정서와 문제행동 등을 탐색하고
통찰하여 실행한 결과 개인별 심리 ․ 정서 안정과 사고, 정서,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결과로 질적으
로도 긍정적인 회복탄력성 변화를 보여주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N시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으로 연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총 24명을 선정하였다. 선정 된 대상아동을 실험집단, 통제집단 각각 12명으로 무선 배치하였으며, 실
험집단을 각각 6명씩 A. B집단으로 나누어 총 12회기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양적 분석
을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회복탄력성의 자기조절능력(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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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대인관계능력(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의 변화를 살펴
보았고, 실험집단 A. B중 집단원들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전체 참여한 집단을 선택하여 집단미술치
료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단계별로 질적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집단 활동참여, 미술작품
내용, 언어적 표현, 행동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
복탄력성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효과적이었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 아동에게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회복탄력성 척도점수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실험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회복탄력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강남욱(2012)의 선행연구에서 아동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비슷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회복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며,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신념이 높아 스트레스를 덜 지각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중독 행동을 대처하고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에 중점을 두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에게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 및 이유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단계
별 접근에 따라 살펴보면, 탐색단계는 자유화와 과제화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은 자기표현에 서툴렀다. 이에 프로그램 초기에 자유화를 제시
한 것은 자신들이 그리고 싶은 데로 그리고, 표현하게 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하여 심리적 여유를 주게 되었다. 또한 통찰단계에서 콜라주기법의 제시는 정해
진 규칙이 없이 자유롭게 사진을 찾아 붙이도록 함으로써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의 다양한 감정 및 문제점을 표출하도록 도왔다. 이에 방어가 감소되어 자신들의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다. 즉 콜라주는 탐색 및 통찰단계에 제시할 수 있는 효
과적인 기법인 것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과제화는 언어가 아닌 이미지를 표현함으
로써 표현하기 힘든 스마트폰 중독 아동 자신들의 중독 행동을 표출시키고 중독 행동에 대한 이해 및
통찰을 도왔다. 이러한 결과는 신현복(2012)의 선행연구와 부합하였다. 즉, 통찰단계의 콜라주기법과 과
제화, 자유화는 구체적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법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행 단계
는 콜라주, 협동화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콜라주는 긍정적인 정서와 사고를 심어주어 스마
트폰 중독 아동들이 행동을 통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즉 콜라주와 협동화는 프로그램의 종결 시 건
강한 자아정체감과 협동심을 갖게 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 목표에 대한 지향 등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기법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협동화가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게 하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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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을 통찰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보고한 김진미와 이근매(2013)의 연구결과와 부합하였다. 또한 콜
라주를 실시하여 의식적, 의도성이 높은 작품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현실인식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한 양윤정(2012)의 연구와 이근매, 아오키 도모코(2010)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를 종합
하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접근에 따라 활용한 미술치료기법은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중독
문제행동의 감소와 소거, 회복탄력성의 자기조절능력(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긍정성(감사
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대인관계능력(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등 긍정적 변화를 일어
나게 한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집단 활동 진행과정에서 긍정적
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집단 활동 진행과정에서 단계별 언어적 표현변
화를 보면, 미술치료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미술작품 활동과정에서 드러나게 한다는
Levine(2000)의 주장과 같이 자신들의 미술작품 제목 정하기와 정서적 표현, 감정의 특징과 미술작품의
느낌, 생각 등을 나누는 과정에서 미술작품과 내담자의 글, 언어 표현 등을 함께 사용하였다. 그리고
Arnheirn(1966)의 주장처럼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미술작품 활동과정에서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가 각자의 경험으로 잘 드러났다. 그리고 생각이나 경험을 표현하는
집단운영 방식을 통해 집단참여자와 집단운영자는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처음엔 언어적 표현에서도“아니요, 네, 그냥, 모르겠는데, 글쎄”등
의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집단참여자인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은 미술작품 활동을 통해서 자신
이 친구와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기탐색과 지금 느끼고 있는 스
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가 무엇인지를 통찰하고 그에 대한 실행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집단 활동 진행과정에서 단계별 행동변화를 보
면, O'Brien(1998)의 미술치료를 통한 감정탐구 연구에서 감정억제의 결과로 지속적인 불안감과 긴장
이 있을 수 있으며 행동화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신현복(2012)의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 대상자 스마
트폰 중독 아동들의 집단미술치료에서도 초기에서는 불안한 얼굴표정, 방어적인 태도, 자기감정을 억
제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진행과정 중간정도에서는 초기에 나
타났던 불안한 행동이 서서히 소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는 감정억제로 인한 불안과 긴장이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집단에 대한 신뢰와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로인해 집단미술치료 진행과정에서 자기감정을 스스로 탐색하게 되고, 억압했던 감정표출의 기회가
제공되면서 감정정화와 자기욕구에 대한 통찰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불안감이나
의사소통 및 변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때 대응하는 방법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더 자주하게 된다는
Miller(1994)의 주장처럼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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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히 여기지 않는 부정적 사고, 정서, 행동이 사회적 불안이나 친구나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느낄 때 대응하는 부정적인 방식임이 입증되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집단 활동 진행과정에서 단계별 미술작품 변화
를 보면, 집단원들은 자신이 만든 미술작품 활동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으로 발생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Judy(2010)의 주장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은 초기에는 정형
화된 표현과 어두운 톤의 색감 사용, 기울어진 작품, 표현 억제 등으로 나타났던 작품이 회기를 진행하
면서 창의적인 표현, 점점 밝은 톤의 색, 다양한 표현 등으로 미술작품의 변화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
독 아동들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자신이 속한 집단이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과 타인에
게 공감 받고 소통하는 미술작업이 즐거운 경험의 기회로 제공되면서 사회활동에 대한 불안이 감소되
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친구와 가족을 위해서 부
정적인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변화 동기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넷째,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집단 활동 진행과정에서 단계별 활동 참여변화
를 보면, 미술작품을 만들고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변화를 상상하는 능력과 변화를 시행하는 능력을
드러나게 한다는 Gersie(1995)의 주장처럼 본 연구의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은 집단원들이 좀 더 자기를 탐색하고, 집단안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믿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삶의 경험의 의미와 그에 대한 반응에 책임감과 협동심을 배우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단계별 활동 참여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의 스마트폰 중독 아동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회복탄력성에
관련하여 집단 활동참여, 언어표현, 행동변화, 미술활동 작품에서 변화를 살펴본 결과, 먼저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에서 개인 작업은 본인들이 제작한 개인 작품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행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잠재된 불안과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협동 작업은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에게 공동작업 과정을 통하여 집단에서의 바람직한 행동을 서로 이해하게 되고
이를 학습함으로써 실제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변화로 나타났다. 즉 개인에서 협동 작업
으로 진행되어지는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회복탄력성의 자기조절능력(원인분석
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긍정성(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대인관계능력(관계성, 커뮤니케이
션 능력, 공감능력)에 변화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문제행동 감소 및 소거 등의 긍정적 변화를 일
으키게 한 요인 중의 하나인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
는데 있다. 연구결과와 논의에 기초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효과적이었
다.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한 이론적 접근, 집단미술치료의 치료요
인, 집단의 유형 및 단계, 미술매체의 효과, 집단미술치료 기법, 집단운영 원칙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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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은 낮은 자기조절
능력, 부정성, 대인관계능력 부족으로 폭력적 성향, 화를 잘 내고 흥분을 잘하는 모습, 즉각적으로 욕
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행동 등의 중독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 척도가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 이는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
마트폰 중독 아동에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태도로 안정적 분위기 속에서 무의식적 욕구 및
감정을 자발적으로 표출하게 하고, 역기능적 사고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접근과 동기
강화를 통하여 사고, 정서, 행동 영역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스마트폰 중독 아동 스스로 변
화 동기와 능력이 생성된 것으로 본다. 또한 자기표현에 서툰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이 스스로 내적인
감정과 욕구를 미술작품으로 표출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정화시키고, 재인식을 통해 집단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통찰할 수 있게 되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
통제력), 긍정성(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대인관계능력(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효과가 있
음을 검증하였으며, 효율적인 심리 상담치료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집단 활동참여, 행동, 언
어적 표현, 미술작품 내용 등에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스마트폰 중독 아동은 초기에 부정적
행동들이 많이 나타났으나 회기가 진행되어 갈수록 자리에 착석하여 미술작품 표현에 집중하고 몰입하
는 시간 등이 증가되었고, 싸움, 갈등 상황과 폭력적 행동은 점차 줄어들어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상대
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또한 작품 나누기 중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발적인
발표와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그리고 프로그램 초기의 부정적인 언어
사용에서‘짱이다, 즐거웠어요, 재미있어요, 같이 할래, 기다려줘, 좋아’등 긍정적인 심리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이 나타났다. 또한 활동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적 욕구 및 감정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
었으며 이를 함께 나누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
다. 다양한 매체와 미술치료 기법의 사용은 스마트폰 중독 아동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정서순화
를 가져왔고 이타심을 갖도록 도왔다. 한편, 미술작품의 변화로 프로그램 초기에는 스마트폰 중독 아동
의 혼란스러움과 갈등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검정색 색상을 주로 사용하는 단순하고 엉성하고 형식적인
작품이 많았으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그림 사이즈가 커지고 화지를 채우는 완성감이 있는 미술작품이
나타났다. 작품 내용은 집단원에 대해 칭찬, 지지, 미래에 대한 희망, 긍정적 메시지 등으로 변화되었
다. 따라서 연구에서 제시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감정과 행동, 언어적 표
현, 미술작품 내용 등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해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사고, 정서, 행동의 변화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중독행동의 감소와 소거를 위하여 개발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 아동들
은 가정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적합한 상담 등의 사후관리 없이 다시 무관심과 방관 속에 스마트폰의

- 159 -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제1권 제1호

과다사용을 거듭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향후 학교 및 스마트폰 중
독과 관련된 현장에서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으로의 활용
가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논의와 결론
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방향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N시 한 지역만을 한정하였음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선정 시 지역, 성비 등
을 고려한 연구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며, 최근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성
별에 따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중독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에 중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행동을 개인적인 특성과 함께 본 프로그램 중 스마트폰 중독 아동 대부분의 작품
과 발표에 나타난 친구와 가족 등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만이 표현되었으므로 가족적 특성, 학교적 특
성, 지역사회 특성 등을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된다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치료영역이 더욱 확장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 행동은 재발률이 높으므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아동
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추후 스마트폰 사용시간 및 스마
트폰중독 자가진단척도 점수변화 등 세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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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Smartphone Addic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 Control

Shin, Hyun-Bog
(Chungnam Art Therapy Institute)

This study is intended to verify whether group art therapy has an effect on the
addicted students’resilience. Subjects of the study are 4-6th graders who live in N-si,
Chungcheongnam-do and utilize mental health center. According to the standard for
selection of subjects, I chose 24 students and randomly assigned each 12 students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led group.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I
divided the experimental group into two groups consisting of 6 students each and
conducted group art therapy program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was practiced for 90 minutes per session 12 times total: twice a week.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I used the Young Korean Resilience Quotient (YKRQ-27)
to analyze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quantitatively and to

analyze the

participation of group activities quantitativel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roup art
therapy was effective in increasing resilience of the students addicted to smartphones.
Secondly, the therapy was also effective in changing language expressions, behaviors and
works of art during their participation in group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proves
that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is an effective approach to students addicted to
smartphones and suggests its applicability in smartphone addiction counseling as well as in
psycholog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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