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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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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전체 및 하위요인 스트레스 감
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 시내 소재 S여자고등학교의 1학년에 재학중이고, 부모
의 동의를 얻어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중 스트레스 총 점수가 125점 이상인 20명의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각각 10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 배치하
여, 실험집단에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주 1회씩, 총 10회기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정희영(2001)이 사용한 스트레스 지각 검사지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프로그
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스트레스 전체 및 하위요인별 사전․
사후평균을 t-test하였고, 통제집단의 하위요인 문항별 사전․사후점수를 paired t-test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전체를 감소시킨다. 즉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긴장과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과 자기 존중감 및 문제해
결능력을 향상시키며, 또래의 공감과 지지를 얻도록 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전체를 감소시키
는데 효과적이다.
둘째,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는 청소년의 각 하위요인별 스트레스 중 학교생활 스트
레스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교사에 관한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학교생활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고, 대인관계 스트레스에서는 청소년의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긍정적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어 대인관계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자신문제 스트레스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생리 문제와 정체감 및 독립에서 오는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자신문제 스트
레스 감소에 효과적이고, 환경문제 스트레스에서는 청소년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환경문제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가정생활 스트
레스에서는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경제에서 오는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여 가정생활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다.
주제어 : 집단미술치료, 소조활동, 스트레스,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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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2

동 내지 적응장애와 두통, 위궤양, 고혈압, 심

론

장병, 암 등의 신체적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연구 의의

남기홍, 1990).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효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청소

과도기로 인지적, 심리적인 변화와 더불어 신

년의 경우 시험성적이나 교사, 부모와의 관계

체적․생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자아정체감을

등에서 받는 긴장이나 갈등과 어려움을 느끼

찾는 등 시대를 초월한 전환기적 상황에 있다.

는 정도는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또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 도덕

스트레스는 사람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관의 혼란, 경쟁적 사회분위기는 사회적 경험

보고,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동반되는 인지

과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갈등과 혼란 속

적, 정서적 요소를 고려하여 스트레스를 다루

에 놓이게 한다. 이러한 이중적 상황은 청소

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

년들을 심한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서 생활하

해하고, 그 역동을 자각하는 것이 스트레스

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감소와 적응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사회의 현실은 학교교육의 대부분을 입시교육

고인정(1999)의 스트레스 대응훈련이 스트레

과 같은 시험준비 교육에 치중하여 과도한 경

스 지각과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연구 등을

쟁을 조장하고,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의 부담

포함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연구되어지고 있

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으로 더욱 심한 스트레

고, 이 연구 대부분이 인지․행동치료적 집단

스 상황에 놓이게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청

상담방식의 언어상담이고 대응방법들을 교육

소년 중 고등학생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것은 스

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트레스에 대한 포괄적 이해, 관리 및 예방기

서 실업계학생에 비해 인문계학생이, 남학생

술을 제공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연구보고

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스트레스 대처방법들이

가 있다. 그러나 교육기간, 비용, 한꺼번에 너

소극적이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무 많은 양을 배우게 됨으로 실습에도 많은

고 한다(이경희, 1996).

어려움이 있고, 자칫 청소년의 과중한 수업의

이러한 현상의 결과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속에서 또 다른 수업으로 오인된다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정서발

든지, 언어위주의 수업으로 인해 자칫 딱딱하

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가정, 학

고, 과제가 주어짐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지

교,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

않을까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이유들로 최근

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예방하거나 효

집단미술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긴장, 우울, 불안

집단미술치료는 미술치료의 특성을 집단심

등과 같은 심리적 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리치료에 적용시킨 것으로 미술매체는 내면의

좌절, 반항, 수행부진, 과음, 약물남용 등의 행

감정 및 자기표출을 쉽게 해 주고, 내재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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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나 불안을 완화시키며, 집단원들이 자기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소조활동을 통

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자연

한 집단미술치료는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들

스럽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준다. 이것

의 심리적, 신체적 긴장과 부정적 에너지를

으로 집단원들은 내면에 있는 감정을 자유롭

해소시키고, 자기 존중감과 통찰력의 향상으

게 표출하고, 동시에 갈등을 재 경험하며, 자

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인식과 수용과정에서 자기통찰과 자발성을

능력을 키워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트레

향상시킨다. 또한 사회참여능력을 높이고, 보

스를 야기하는 사건을 명확히 인식시켜 스트

다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하는데 필

레스 적응에 도움을 주고, 집단작업을 통하여

요한 인간관계기술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자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키며, 또래로부터의 정

아실현, 자아정체감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서적 지원을 얻어 스트레스를 홀로 느낄 때보

한다(전미향, 1997; 김동연, 이성희, 1997; 최선남,

다는 훨씬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종국, 1997).

이러한 점에서 소조활동이 가지는 심리치료적

특히 집단미술치료 중 소조활동은 비정형적

속성과 집단의 상호작용이 결합된 집단미술치

이고, 재료의 조작에서 가장 낮은 통제성을

료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 영향

가지고 있는 찰흙 등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을 미칠 것이라 여겨진다.

자유로운 표현으로 자신의 내면을 쉽게 드러
내고, 흥미를 유발하여 심리적․신체적 긴장

연구 목적

을 이완시킨다. 그리고 재료를 손으로 직접주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조

무를 때 손끝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촉감은 쾌

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그들의

감과 친근감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억압과 갈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하는 것

등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찰흙을 마음

이다.

껏 치고, 두들기고, 주무르는 과정에서 공격에

첫째,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청

너지가 긍정적 방법으로 분출된다. 그리고 과

소년의 전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맛보게 되는 성취감

구명한다.

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자기평가를 완화

둘째,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청

시키며, 입체활동으로 전체에 대한 비례․균

소년의 하위요인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

형, 판단력을 발달시켜 전체를 생각하는 능력

과를 구명한다.

을 키워주어 문제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Ⅱ. 이론적 배경

이러한 이유들로 최근 집단미술치료를 이용
한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연구들(이효실,
1997; 이은영, 2001)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

소조활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직은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미술치료의 많은
기법들 중 소조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에

미술매체는 내담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해

— 213 —

4

미술치료연구 제11권 2호, 2004

4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내담자가 미술작업에

활동을 통하여 정서적인 불안과 갈등을 완화

임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과 관

시키고, 폭력적 행동과 언어적 의사표현이 용

련됨으로 미술매체의 용이성은 자신의 문제

이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조형활동으

해결에 대한 용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

로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다소 변환시

문이다. 이에 소조활동의 재료특성을 청소년

켰다고 했다. 또한 창조적 성취감을 통하여

의 스트레스 문제 해결에 대한 용의성과 관련

자기가치의 상승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김윤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경(1999)은 아동의 공예학습에 관한 연구에서

소조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어떤 형태를 이

찰흙은 손의 자유로운 접촉으로 자연과의 동

루기 위해 심을 매고, 이것을 중심으로 점토

화감과 정서감을 발달시키며, 찰흙활동에서

를 붙여나가는 과정이다. 즉 점착성이 있는

운동감각과 관찰력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고운 입자의 찰흙이나 묽게 갠 석고 등 가소

김태환(1997)은 찰흙이 감각적으로 포근한 감

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형을 붙여 가며

과 좋은 촉감을 주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

만드는 조형기법을 말한다. 소조활동의 주재

기에 용의하며, 표현욕구를 충족시켜 다양한

료로 천연 찰흙을 많이 사용하지만 현대에 와

조형활동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정신적 건강

서는 유토, 지점토, 고무찰흙 등의 인조찰흙과

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석고액, 밀납, 시멘트 모르타르, 밀가루 점토

같은 선행연구와 함께 최우선(1998)은 찰흙을

등도 사용한다. 이러한 소조활동의 재료들은

이용한 활동은 담화력을 키우며, 자연스럽게

어떠한 형태든지 조형할 수 있으며, 부착과

집단활동에 참여 할 수 있게 하고, 작품을 만

제거가 용의 하여 실험적 자세로 수정을 거듭

드는 과정과 완성품에서 내적 감정의 이해와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로 교체할 수

문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있어 표현양식이 광범위하고, 작품 형태의 제

미술매체 중 가장 낮은 통제성을 가지고 있

한을 받지 않으며, 개성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는 찰흙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소조활동은

는 장점이 있다(최병상, 1990). 이처럼 소조활

과도한 심리적․신체적 긴장상태인 스트레스

동의 재료들은 가소성이 있어 표현이 자유롭

를 다루기에 가장 적합하리라 여겨진다. 청소

고, 물성에 의한 표현질감이 풍부하고, 살 붙

년들은 심각한 심리적․신체적 긴장상태에 놓

힘하여 제작하는 과정에서 서로융합․화합함

여있고, 이것이 가중되면 많은 문제들을 일으

으로 의도하는 형태를 성형할 수 있다. 또한

키므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점착성을 가지고 있어 떼기, 파내기, 붙이기

져야 한다.

등이 가능하고, 촉감이 어떤 재료보다 뛰어나
며, 입체적으로 형을 만들 수 있다.

소조활동의 재료 특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은 형이 만지는 대로 자유롭게 변하는 가소성

이러한 소조활동의 독특한 특성을 활용하여

으로,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어떤 재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료보다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러

다. 이정훈(2001)은 점토를 중심으로 한 조형

한 표현의 자유는 긴장과 억압의 상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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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표현의욕을 높

마지막으로 소조활동의 재료들은 입체활동

여주어 흥미를 유발시키고, 생활에서 생긴 긴

을 가능하게 하여 사물에 대한 입체감각과 인

장을 이완시킨다. 또한 걱정이나 짜증, 책임으

식을 통한 3차원의 세계에 접하게 하여 전체

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가소

에 대한 비례․균형의 판단력을 발달시켜 전

성과 함께 재료의 물성은 가해지는 수분의 양

체를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것은 스트

에 따라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다. 재료를

레스가 초래하는 사리판단, 문제해결능력 저

손으로 직접주무를 때 손끝에 느껴지는 부드

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러운 촉감은 쾌감과 친근감으로 여러 가지 심

주어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

리적․신체적 긴장을 이완시키고, 마음의 억

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압과 갈등을 해소시키므로 정신위생과 건강에

소조활동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 예를 들

도움이 된다. 이처럼 재료의 가소성과 물성은

어 건조, 균열, 응고, 수축성이 없고 탄력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긴장을 이완

점착성이 있어 천연 찰흙의 결함을 보완한 유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토, 고무찰흙, 지점토, 밀납, 밀가루반죽 등과

소조활동의 재료 특성 중 하나인 점착성은

점토처럼 가소성은 있으나 그와는 다른 독특

탕탕 치고, 찌르고, 밀고, 늘려보고, 비틀어보

한 성질을 지니는 석고와 실리콘 등은 청소년

며, 작은 조각으로 떼어 내는 등의 활동을 가

에게 많은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적극적

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은 여러 가지 활동

으로 미술활동에 개입하여 더 많은 효과를 소

을 가능케 하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하고,

조활동에서 얻을 수 있게 한다.

에너지를 유발시킨다. 또한 공격적인 학생이

이처럼 소조활동은 심리적․신체적 긴장 이

마음껏 치고, 두들기고, 주무를 수 있게 하여

완시키고, 공격적 에너지를 완화시키며, 심리

그들의 공격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분출할 수

적 안정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러

있게 한다(이정훈, 2001). 스트레스의 생리적

한 점에서 소조활동의 심리 치료적 속성은 청

반응으로 맥박과 호흡의 상승, 세포의 운동

소년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증가 등 신체적 에너지가 유발된다. 그러나

나아가 생활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이것이 가중되면 신체적 질환을 일으킬 수 있

힘을 키워 줄 수 있을 것이다.

으므로 적절히 분출하여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에 소조활동의 재료들은 어떠한 재료

집단미술치료와 청소년의 스트레스

보다도 효율적으로 공격적 에너지 발산을 도
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찰흙작업은 문명

집단미술치료는 미술의 치료적 속성을 집단

이 발달할수록 흙과 인간과의 관계가 멀어지

심리치료에 적용시킨 것으로 각 개인에게 친

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에게 애착과 친근감을

숙한 미술재료로서 집단초기 집단원 상호간의

주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을 감소시키기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도 쉽게 자신의

가장 적합한 재료라고 생각된다.

경험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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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의식할 필요 없이 먼저 미술재료에 그들

치가 있음을 인정, 존중할 수 있다. 특히 주제

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기 때문에 자기표출

가 장점이나 능력을 부각시키는 경우에는 자

이 위협적으로 느껴져 집단을 회피하는 사람

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므로 자기 존중

에게 유용하다. 또한 작품자체가 집단과 개인

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전미향, 1997). 이러한

에게 상징적 의미를 줄 수 있어 언어적 표현

특징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자기평가를

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자기표현의 기회를 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성취감을 심어 주어

수 있고, 집단원 모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켜 긍정적 자기평가에

어 개인적 경험과 집단 경험을 함께 공유한다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편, 2000).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일

이러한 집단미술치료의 장점은 청소년의 과

어나는 시기로 가족보다는 교우관계가 주요한

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많은 적응상의 문제를

대인관계로 자리잡게 되며, 친구의 영향력이

감소시키는데 유용할 것이다. 청소년은 학교

증대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집단 지향적이

와 가정생활 등에서 많은 억압과 제지를 받고

고, 동료들과 관심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며, 그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드

들간에 상호 지지적이며, 성인의 영향보다 동

러내기보다는 숨기고,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료에 의한 변화에 더 개방적이므로 청소년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은 욕구

에게 집단미술치료는 특히 적합할 수 있다.

는 분노와 반항, 공격적 감정을 경험하게 한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원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

다. 억압된 감정이나 욕구가 적합하게 표출되

고 그리거나, 협동작업을 함으로써 서로 가까

기 위해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워지고,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뿐만 아니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

라 타인도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술치료는 미술 매체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

인식하므로 고립감과 외로움이 감소 될 수 있

현하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을 쉽게 해주고,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감정적인 지지와 관

잠재적 긴장이나 불안을 완화시켜 준다. 여기

심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에서 미술작품은 내면 세계에 간직된 인간 감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탐색하고, 문제점

정을 자유롭게 꺼내는 것과 동시에 언어로서

과 해결 방안에 관한 토의를 통해 스트레스

서로 부딪치는 감정의 위기를 완충시켜주며,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카타르시스효과를 가지는 것과 함께 감정 교
류의 조정 역할을 한다.

이상의 집단미술치료의 특성은 과다한 스트
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내적 스트

집단미술치료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레스 자극을 시각화한다는 특수성에 카타르시

성취감을 맛보게 되므로 자기 존중감을 강화

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분노표출과 스트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같은 재료라 하더

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으로 스트레스에

라도 집단원들의 다양한 표현능력과 독창성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의 증진, 해소, 예방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각 작품마다 특별한 가

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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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일원으로서 개인적 체험으로 치료자와

7

Ⅲ. 연구방법

내담자, 내담자와 내담자가 상호작용을 원활
하게 하고, 상호교류 가운데 자기통찰과 나아

연구대상

가 공감과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해 낼
본 연구에서는 대구 시내 소재 S여자고등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1학년에 재학중인 158명의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지각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런 후에
스트레스 총 점수가 125점 이상이고, 부모의

표 1.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
기
1

2

3

4

5

6

7

8

9

주제

활동내용

오리엔테이 -프로그램에 관한 전체적 설명 및 인터뷰게임을 통한
션 및 자기 자기소개
소개
-소감나누기
-스트레스 설명 및 스트레스경험 상황을 그리고 원하
스트레스에
는 대로 바꾸거나 대안을 만들어 보기.
대한 이해
-작품 발표 및 소감나누기
-묽은 찰흙을 가지고 집단원 전체가 마음대로 가지고
집단자유
놀기
표현
-소감나누기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서 받은 스트레스 경험을 찰흙
환경문제
작업을 통해 표현. 제작 후 대처방법 만들기
스트레스
-작품 발표 및 소감나누기
-색밀가루 반죽을 제작
학교생활
-학업, 적응, 진로에 관한 스트레스를 다트에 기록
스트레스
-다트 게임 및 대처방법 만들기
-발표 및 소감나누기
-사회생활, 이성․동성친구에서 받은 스트레스경험을 찰흙
대인관계
작업을 통해 표현. 제작 후 대처방법 만들기
스트레스
-작품발표 및 소감나누기
-풍선에 석고액을 넣어 자신을 상징하는 알을 제작한
자기문제
후 자신의 이미지와 장점을 알에 표현.
스트레스
-작품발표 후 집단원이 발표자장점을 이야기함
(장점찾기)
-소감나누기
-가족관계, 경제문제에서 받은 스트레스 경험을 찰흙 작
가정생활
업을 통해 표현. 제작 후 대처방법 만들기
스트레스
-작품발표 및 소감나누기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설명
스트레스
-연구자의 이야기에 따라 심상을 떠올린 후 물풀과 물
대처
감을 혼합하여 이미지를 표현해 봄.
-작품 발표 및 소감나누기

10 작품전시

-작품 전시 및 집단원들의 작품에 메시지 남기기
-전체프로그램에 대한 소감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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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이해 및 자신
스트레스 탐색과 인식
재료적응 및 긴장이완,
친밀감 향상
환경문제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능력
학교생활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능력
자신감과 긍정적 자기평
가를 통한 자기문제스트
레스 감소 및 대처능력
가정생활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능력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이해 및 이완법
습득
자존감과 통찰력강화,
전체프로그램에 대한
정리 및 지속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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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어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52

각 검사지를 이용하였다. 본 검사는 스트레스

명의 학생 중 20명을 무선 표집하여 이들을

의 근원에 따라 학교생활, 대인관계, 자신문제,

각각 10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 배

환경문제, 가정생활 등 5개 영역에 각 10문항

치하였다.

씩 총 50문항으로 5점 평점척도로 되어있다.
스트레스 지각 검사지의 전체 신뢰도계수는

연구절차

.78이다.

1. 연구설계

2.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

본 연구에서는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

그램

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검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상호 역동적

증하기 위하여 실험 및 통제집단 사전․사후

관점의 스트레스 이론을 기초로 만든 스트레스

검사 실험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감소 및 대응 프로그램, 집단미술치료, 미술교

design)를 사용하였다.

육, 소조활동과 관련한 연구논문들을 참조하여

2.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
그램 실시
2002년 5월 16일부터 2002년 7월 18일까지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
험집단에 주 1회씩 10회기를 실시하였고, 통
제집단은 그 기간 중 아무런 실험 처치를 가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실시 시간은 학생들의
방과 후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여 쉬는 시간
10분을 포함해 110분간 실시하였고, 실시장소
는 S여자 고등학교 미술실이다.

미술치료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자가 구성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조활동의 효과와 흥미를 더하기 위하
여 재료와 기법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신문지를
이용해 만든 몽둥이 등과 같은 소도구와 게임
등을 응용하여 프로그램전체에 동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해 주
는 자원인 사회적지지, 자신감, 통제감(고인정,
1999; 재인용)을 키우기 위하여 또래끼리의 공
감과 정서적 지지를 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작
품제작 후 작품과 제작과정에서의 느낌을 발표

3. 사후검사 실시

하는 작품발표시간과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연구의 사후검사는 실험집단의 프로그램이

있는 소감나누기 시간을 각 회기마다 넣었다.

종결 된 그 다음날인 2002년 7월 19일에 사전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표

검사와 동일한 스트레스 지각 검사지를 사용

2와 같다.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동시에 실시하였다.

자료처리
연구도구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WIN

1. 스트레스 지각 검사지

10.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처리를

본 연구에서는 정희영(2001)의 스트레스 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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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

9

실험집단
(n=10)

통제집단
(n=10)

M

SD

M

학교생활

32.9

4.01

대인관계

23.7

2.75

년의 하위요인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자신문제

30.0

3.39

구명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스트

환경문제

27.0

3.36

가정생활

24.1

5.74

137.7

9.59

년의 전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
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스트레스

구

분

둘째,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

레스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평균점수를 t-test

전․사후점수를 paired t-test하였다.

전

체

.97

3.08

-.84

3.49

.19

3.30

.46

4.95
25.1
136. 10.6

-.41

24.8
29.7
26.3

하였다. 그리고 하위요인별 문항에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집단의 하위요인 문항별사

3.30

31.3

전체의 사전․사후 평균점수를 t-test하였다.

t

SD

9

2

.17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스트레스 전체지각점수는 통계적으로

Ⅳ. 연구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7, p＞0.5). 그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전체에 미치는 효과

학교생활스트레스

0.5), 자신문제 스트레스(t=.19, p＞0.5), 환경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스트레스 전체 지각
수준과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지각수준의 동질
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검사점수에 대하여 t-test를 실시

표 2. 집단간 동질성 검증

중

(t=.97, p＞0.5), 대인관계스트레스(t=-.84, p＞

1. 집단간 동질성 검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하위요인

제스트레스(t=.46, p＞0.5), 가정생활 스트레스
(t=-.41, p＞0.5) 지각점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두 집단간
스트레스 전체 지각수준과 스트레스 하위요인
별 지각수준은 동질이라고 볼 수 있다.
2. 스트레스 전체에 미치는 효과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스트레스 사후
점수의 두 집단간 평균차이의 유의성을 t-test
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집단간 스트레스 사후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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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험집단
(n=10)
M

SD

료 프로그램을 수행한 직후 변화된 실험집단

통제집단
(n=10)
M

10

t

의 학교생활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SD

미한 감소(t=-2.32, p＜.05)를 나타내었다.

학교생활

28.7 4.21

32.1 1.91

-2.32*

대인관계

20.9 3.35

25.1 2.92

-2.97*

자신문제

26.3 2.31

29.0 2.26

-2.64*

환경문제

25.1 4.09

28.6 2.31

-2.35*

별대우가 불만이다), 문항 6(나의 학교분위기

가정생활

22.0 5.22

24.0 4.76

-.89

는 너무 삭막하다)에서 유의수준 p＜.05를 나

123. 12.4

139.

학교생활스트레스 문항별 효과 중 문항 3
(나는 학교 생활이 힘들다), 문항 4(나는 능력

전

체

8

9

8

8.5

의 한계를 느낀다), 문항 5(나는 선생님의 차

타내었다. 이것은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
-3.34*

* p＜.05

표 3에 따르면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한 직후 변화된 실험집단의
스트레스 전체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
소(t=-3.34, p＜0.5)를 나타내어 소조활동을 통
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전체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
램에서 자유로운 표현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긴장과 무기력감을 완화시키
고, 성취감을 통한 자기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재료들을 치고, 주무르는 활동
과 부드러운 재료의 촉감으로 부정적 감정들
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 입체작업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집단작업을 통하여 대인관계기
술을 향상시키고, 또래로부터의 정서적 지원
을 얻어 스트레스를 홀로 느낄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

치료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스트레스 감소에 효
과가 있었으며, 특히 학교적응과 교사와의 문
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스트레스로 인한 부
정적 감정들을 색밀가루점토 제작과 다트게임
을 통하여 표출하고, 이러한 감정을 학교현장
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수용 받음으로 해서
생성되었다. 그리고 문제를 드러내어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을 이해하고, 집단작업으로 형
성된 지지 체계로 또래에게 공감 받음으로 학
교현장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감소하는데 긍
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표 3에 따르면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한 직후 변화된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감소(t=-2.97, p＜.05)를 나타내었다.
대인관계스트레스 문항별 효과 중 문항 11
(나는 진실하게 마음 터놓을 친구가 없다), 문
항 12(나는 친한 친구와 말다툼으로 사이가

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미치는 효과
1. 학교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표 3에 따르면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

불편하다), 문항 14(나는 친구들과 말다툼을
잘한다), 문항 15(나의 친구가 불행한 일을 당
했다), 문항 16(나는 친구들간의 경쟁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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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담스럽다), 문항 17(좋아하는 친구가 내 마

의 자신문제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었고,

음을 몰라준다), 문항 19(나는 대인관계가 원

특히 신체생리 문제와 정체감 및 독립에 관한

만하지 못하다)에서 유의수준 p＜.05를 나타내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었다. 이것은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이러한 결과는 자신을 상징하는 석고알을

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제작하고, 자신의 장점을 표현하여 집단원들

있었고, 특히 친구와의 다툼, 오해, 경쟁의식으

에게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어 지지 받는 활동

로 인한 스트레스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으로 자신의 긍정적 부분을 인식함으로 스트

알 수 있다.

레스로 인한 자신의 부정적 평가를 완화시켜

이러한 결과는 묽은 찰흙을 이용하여 어릴
적 흙장난 할 때와 같은 집단 놀이를 통하여

자기문제 스트레스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집단원들의 친밀감이 형성되고, 이것을 바탕
으로 자신의 친구관계문제, 사회생활에서의

4. 환경문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대인관계스트레스 문제를 드러내어 자신의 스

표 3에 따르면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트레스 상황을 이해하고, 집단원들과 상호작

프로그램을 수행한 직후 변화된 실험집단의

용을 통하여 공감 받음으로 스트레스 감소에

환경문제 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효과가 있었다. 또한 집단활동으로 대화의 기

한 감소(t=-2.35, p＜.05)를 나타내었다. 환경

본원리를 습득하게 하여 사회성향상과 대인관

문제 스트레스 문항별 효과 중 문항 32(나는

계기술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가 감

스트레스를 해소할 장소가 없어 고민이다), 문

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항 33(나는 사회가 너무 무질서하다고 생각한
다), 문항 35(나는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이

3. 자신문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너무 많아 짜증이 난다), 문항 39(나는 현 교

표 3에 따르면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

육제도가 불만이다)에서 유의수준 p＜.05를 나

료 프로그램을 수행한 직후 변화된 실험집단

타내었다. 이것은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

의 자신문제 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

치료가 환경문제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

의미한 감소(t=-2.64, p＜.05)를 나타내었다.

으며, 특히 물리적 환경문제와 사회적 환경문

자신문제 스트레스 문항별 효과 중 문항

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4(나는 외모나 신체 조건 때문에 고민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문제에서

문항 26(나는 몸이 너무 약해서 고민이다), 문

오는 스트레스를 찰흙을 만지고, 주무르며, 탕탕

항 27(나는 장래 뚜렷한 목표가 없어 삶이 무

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파괴적, 부정적 에너지

의미하다), 문항 28(나는 나의 성격 때문에 고

를 드러내고, 이것이 작품제작의 창조적 과정

민이다), 문항 29(나는 혼자라는 느낌이 가끔

으로 전환되면서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또한

든다)에서 유의수준 p＜.05를 나타내었다. 이

집단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것은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

집단의 공감과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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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인식의 전환으로 환경문제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소조활동의 재료들은 형이 만지는 대로 자
유롭게 변하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어떤 재료보다 솔

5. 가정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표현

표 3에 따르면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

의 자유는 긴장과 억압의 상태에 있는 스트레

료 프로그램을 수행한 직후 변화된 실험집단

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표현의욕을 높여주어

의 가정생활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심리적․신체적 긴장을

미한 감소(t=-.89, p＞.05)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완시킬 수 있었어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감

가정생활 스트레스 문항별 효과 중 문항 44

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다

(나는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잦다)에서 유의수

음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준 p＜.05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소조활동을

안명자(1994)는 찰흙놀이가 개념형성에 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가정생활스트

움을 주며, 자유로운 표현활동으로 창조성을

레스 감소에 효과가 없었음을 나타낸다.

발달시켜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며, 생각을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실시 일에 학교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공의 즐거움을

모의 고사 시험이 있었고, 시험이 마친 뒤 이어

느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유롭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집단원들의 관심은

유연한 재료의 특성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스

온통 시험과 학교에 대한 불만들에 있었다.

트레스 경험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그래서 우선 시험과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를

카타르시스적인 심리적 효과와 스트레스의 본

다루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 정작 진

질을 이해하여 그들의 적응과정과 발달에 도

행되어야 하는 가정생활스트레스 주제에 대해

움을 줄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상

서는 시간부족으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

자들의 소감문에서도 소조활동을 통하여 자신

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프로그램이 가정생활

을 돌아보게 되고, 표현하게 함으로 재미와

스트레스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즐거움을 느꼈으며, 작업의 흥미로움으로 일
상의 피곤을 잊고 기분이 좋아졌으며, 스트레
스가 많이 풀렸다고 하였다. 또한 찰흙이 갖

Ⅴ. 논

의

는 재료 조작의 용이성은 성공경험을 제공해
주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고, 이것은 스트

소조활동의 효과

레스로 인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감소

점착성이 있는 고운 입자의 찰흙이나 묽게

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갠 석고 등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소조활동의 다양한 재료 중 전통적으로 많

형을 붙여 가며 만드는 조형기법인 소조활동

이 사용되어온 찰흙은 탕탕 치고, 찌르고, 밀

은 청소년의 심리적․신체적 긴장상태인 스트

고, 늘려보고, 비틀어보며, 작은 조각으로 떼어

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내는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점착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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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여러 가지 활동을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선행연구 결과

가능케 하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하고, 에

들과 일치한다.

너지를 유발시켰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공

김동연, 이근매(1998)는 분노와 적개심이 미

격적인 학생이 마음껏 치고, 두들기고, 주무를

술치료를 통해 안전하게 표출되고, 이로 인해

수 있게 하여 그들의 공격에너지를 긍정적으

공격적 행동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로 분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음의 선행연구

미술치료는 수치심 없이 내면의 감정을 간접적

결과와 일치한다.

으로 안전하게 표출하도록 하여 파괴적이고,

이정훈(2001)은 점토를 중심으로 한 조형활

반사회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도록 함으로써 그것

동과정을 통하여 정서적인 불안과 갈등을 완

을 감소시키거나 전환시킨다고 했다(Silver, 1993).

화시키고, 폭력적 행동 등 부정적 사고를 긍

집단미술치료는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의 상

정적 사고로 다소 변환시켰다고 했다. 또한

황에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무시해 버려 그 스

창조적 성취감을 통하여 자기가치의 상승을

트레스 정도가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동을 통하여 스트레스상황과 직면하여 보다

이와 같이 소조활동은 조작이 용이하고, 자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유로운 재료의 특성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심

키워내는 역할을 하였다. 집단미술치료는 청

리적․신체적 긴장과 무기력감을 완화시키고,

소년이 자신에 대한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과

성취감을 통한 자기 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줄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스트레스

수 있다. 그리고 점착성과 부드러운 재료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흥분, 우울, 분노, 불안 등

촉감으로 부정적 감정들을 완화시키고, 심리

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하여 스트레스 감소

적 안정과 입체작업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에 효과를 주었다. 이것은 집단미술치료가 청

키워 스트레스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소년의 정서조절능력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

있다. 또한 작품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야기하

고와 일치한다(김동연, 문혜숙, 1999).

는 사건을 명확히 인식하여 스트레스 적응과
대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집단미술치료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자
기평가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성취감을
심어 주어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켜 긍정적 자

집단미술치료의 효과

기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것은 집단

집단미술치료는 미술의 치료적 속성을 집단

미술치료에서는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집단원

심리치료에 적용한 것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들의 다양한 표현능력과 독창성을 높이 평가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에게 내적 스트레스

하기 때문에 각 작품마다 특별한 가치가 있음

자극을 시각화하여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을 인정,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미향

있게 하고, 분노를 표출하도록 하여 작업 후

(1997)은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 존중

마음이 후련하다,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소감

감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문과 함께 전체스트레스 감소의 결과를 나타

에서 과제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으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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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이 올라간다고 보고하였다.

14

낀다), 문항 5(나는 선생님의 차별대우가 불만

집단미술치료는 교우관계가 주요한 대인관

이다), 문항 6(나의 학교분위기는 너무 삭막하

계로 자리잡고 있는 청소년에게 동일한 주제를

다)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것으

가지고 그리거나, 협동작업을 함으로써 서로

로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생활

가까워지고,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뿐만

스트레스 중 특히 학교적응과 교사에 관한 문

아니라 타인도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를 인식하므로 고립감과 외로움이 감소 될

것은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수 있게 하였다.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

이 심리적, 신체적 긴장을 이완시키고, 학교생

료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소감문에서 보여주는

활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감정들을 긍정적

것과 같이 친구와 함께 여러 의견을 나누며

방법으로 표출하고, 수용 받음으로 해서 생기

공감대가 형성되어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는

는 지지적인 느낌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생각과 함께 스트레스가 생길 때 풀 수 있는

되었다. 그리고 문제를 드러내어 자신의 스트

방법도 배웠다는 연구결과는 다음의 선행연구

레스 상황을 이해하고, 집단작업으로 형성된

결과들과 일치한다.

Skaife와 Huet(1998)는

또래관계의 지지 체계가 학교현장에서 생기는

집단미술활동에서 집단의 공감과 거울역할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인하여 혼자서는 가질 수 없는 지혜를 얻을

줄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

수 있다고 하였고, Reis(1984)는 대인관계를

결과는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 심리적 건강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김동

과 안녕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

연, 문혜숙(1999)의 연구결과와 학교 부적응

른 사람들로부터의 감정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행동개선에 집단미술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스트레스를 홀로 느낄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

김갑숙, 정미숙(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친
구, 학교, 교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감소에 효

스트레스 하위요인 및 각 문항별 효과

과가 있었다는 이은영(2001)의 연구보고와 미
술치료를 통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하위요인 및 각 문항에 미치는 효과
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향상되었다는 최외선, 박현미(1998)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대인관계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학교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살펴보면,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

청소년의 학교생활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

었다. 특히 하위문항 중 문항 11(나는 진실하

었다. 특히 하위문항 중 문항 3(나는 학교 생

게 마음 터놓을 친구가 없다), 문항 12(나는

활이 힘들다), 문항 4(나는 능력의 한계를 느

친한 친구와 말다툼으로 사이가 불편하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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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14(나는 친구들과 말다툼을 잘한다), 문항

이 가끔 든다)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었

15(나의 친구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 문항

다. 이것으로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16(나는 친구들간의 경쟁의식이 부담스럽다),

가 자신문제스트레스 중 신체생리문제와 정체

문항 17(좋아하는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준

감 및 독립에 관한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

다), 문항 19(나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조활동을 통한

다)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것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장점을 표

로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대인관계

현하여 집단원들에게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스트레스 중 친구와의 오해, 다툼, 경쟁의식에

지지 받는 활동으로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 된

관한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자기 부정적 평가를 완화시켰다. 프로그램의

있다. 이것은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주제가 장점이나 능력을 부각시키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집단원들간의 친밀감을 향상시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되므로 자

고,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을 드러내어 이해하

기 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것은 스트

고, 집단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 받음으

레스로 인한 부정적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로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주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게 하였다. 이와 같

한 집단활동으로 대화의 기본원리를 습득하게

은 연구 결과는 자화상표현이 문제행동과 자

하여 사회성향상과 대인관계기술에 도움이 되

기개념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팽은경(2002)의

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Malchiodi(1998)는 미술

과는 집단미술치료가 보다 생산적인 인간관계

표현이 수치심의 근원을 없애고, 자기 존중감

를 유지시키게 하여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는

을 향상시키며, 미술작업의 창의적 과정이 자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김동연, 이성희,

기인식과 개인적 성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

1997)와 집단미술치료가 사회적응력향상과 대

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인관계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

고 보고하였다. 또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

한다(최선남, 전종국, 1997; 전미향, 1998; 최외

의 자존감을 향상시켰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

선, 박현미, 1998).

(백양희, 1998; 김수진, 2001).

자신문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환경문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살펴보면,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신문제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청소년의 환경문제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특히 하위문항 중 문항 24(나는 외모

있었다. 특히 하위문항 중 문항 32(나는 스트

나 신체 조건 때문에 고민이다). 문항 26(나는

레스를 해소할 장소가 없어 고민이다), 문항

몸이 너무 약해서 고민이다), 문항 27(나는 장

33(나는 사회가 너무 무질서하다고 생각한다),

래 뚜렷한 목표가 없어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

문항 35(나는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각이 가끔 든다), 문항 28(나는 나의 성격 때

많아 짜증이 난다), 문항 39(나는 현 교육제도

문에 고민이다), 문항 29(나는 혼자라는 느낌

가 불만이다) 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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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으로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된다고 보고하였고, 최외선․박현미(1998)는

가 환경문제스트레스 중 물리적 환경과 사회

미술치료가 가족구성원과의 미약한 상호작용

적 환경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을 긍정적인 관계로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었

있다. 이것은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정상적

프로그램에서 환경문제스트레스로 인한 자신

으로 진행하였다면 가정생활 스트레스 감소에

의 파괴적, 부정적 에너지를 드러내고, 이것이

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 여

작품제작의 창조적 과정으로 전환되면서 스트

겨진다.

레스가 감소되었다. 또한 집단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드러내고, 집단의 공감을 통하여 환경
문제스트레스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Ⅵ. 결

론

와 같은 연구결과는 집단미술치료가 환경문제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은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
술치료가 청소년의 전체 및 하위요인 스트레

(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정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살펴보면,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 시내

청소년의 가정생활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없

소재 S여자고등학교의 1학년에 재학중이고,

었다. 구체적인 문항별 효과 중 문항 44(나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잦다)에서 유의미한 감

하는 학생 중 스트레스 총 점수가 125점 이상

소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실

인 20명의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

시 일에 학교에서 모의 고사 시험이 있었고,

고 이들을 각각 10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시험이 마친 뒤 이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

에 무선 배치하여, 실험집단에 소조활동을 통

니 집단원들의 관심은 온통 시험과 학교에 대

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주 1회씩, 총 10

한 불만들에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상태

회기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정희

로는 본 주제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진행이 어

영(2001)이 사용한 스트레스 지각 검사지를

렵다고 판단되어 먼저 시험과 학교에 대한 스

이용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

트레스를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다 보니

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스트

정작 진행되어야하는 가정생활스트레스에 대

레스 전체 및 하위요인별 사전․사후평균을

해서는 시간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

t-test하였고, 통제집단의 하위요인 문항별 사전․

진행을 하지 못 하였다. 이상의 상황으로 본

사후점수를 paired t-test하였다.

프로그램이 가정생활스트레스 감소에는 영향
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종국, 최선남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998)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미술

첫째,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는 청

치료가 긍정적인 가족관계의 증진에 도움이

소년의 스트레스 전체를 감소시킨다. 즉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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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긴장과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과 자기 존중
감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며, 또래의 공
감과 지지를 얻도록 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전체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둘째,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는 청
소년의 각 하위요인별스트레스 중 학교생활
스트레스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교사에
관한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학교생활 스
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고, 대인관계 스트레
스에서는 청소년의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
제와 긍정적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어 대인관
계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자신
문제스트레스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생리 문제
와 정체감 및 독립에서 오는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자신문제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
이고, 환경문제 스트레스에서는 청소년의 물
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문제에 긍
정적 영향을 주어 환경문제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가정생활 스트레스에서는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경제에서 오는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여 가정생활 스트레
스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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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eas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through the Plastic
Activity on stress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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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through the
plastic activity on an overall and a subordinate factor in stress of adolescents. The design
of the study was group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The subject were 20 students
in S woman's high school in Daegu. They were randomly divided and assign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of ten and control group of ten. The program was composed of ten
classes. Each class had 100 minutes working time and 10 minutes rest time. The program
run for ten-weeks (one days a week). The evaluation tool for the present study was stress
check list used by Jung Hee-Young(2001).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data were processed with the t-test and paire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roup art therapy through the plastic activity alleviated psychological․physical
tension and negative emotion improved psychological stabilization, self-respect and problemsolving ability. Also, it was effective at moderate the stress by obtaining the sympathy and
support of the same age. Observe the reduction total effect on the stress of adolescents
through group art therapy through the plastic activity.
Second, On the stress at the school life of adolescents, Group art therapy through the plastic
activity had positive effect such as the decease of stress on the adaptability and the relation
with teacher at the school. It was effective at deceasing on the stress at the personal
relations problem caused by the relation with their friends and help to connect relationship.
On the stress of personal problem, Group art therapy through the plastic activity had an
positive effect on physical and physiological problem caused by identity and independence.
On the environment problem of adolescents, Group art therapy through the plastic activity
alleviated the stress on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However Group art therapy
through the plastic activity didn't have some effect on the stress at the home from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In short, group art therapy through the plastic activity employed in this study seemed to
have beneficial effect on decrease in stress of adolescents.
Key Words : Group Art Therapy, the Plastic Activity, Stress,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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