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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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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및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효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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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불안 및 심박
변이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G시에 등록 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어머니 450
여 명 중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20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10명과 통제집단 10명으로 무선 할당하였다. 실험
집단은 주 2회 90∼120분씩 총 10회기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하였다.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양육스트레스 척도(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불안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K-SAD), 심
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양육스트레
스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척도 중 부모의 고통과 까다로운 아동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우울과 불안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셋째, 심박변이도(HRV)에서는 RMSSD(Square Root of The Mean of
The Sum of The Squares of Differences), PSI(Physical Stress Indes or Pressure Index), SRD(Successive RRI
Difference), HF(2)(High Frequency)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장애아
동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아
동 어머니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긍정심리학, 양육스트레스, 우울, 불안, 심박변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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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일상 활동을 제한 받게 되고(조은미,

Ⅰ. 서 론

천성문, 이영순, 2011),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형
성하면서 사회적 고립감(Linares, 2006)을 느낀

연구의 필요성

다. 또한 자녀의 발달 지연에 따른 정서적 문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아동복지법,

제로 자존감이 낮아지고(Sloper, Knussen, &

2013)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장애인

Cunningham, 1991; 손귀주, 정현희, 2007), 장

복지법, 2013)를 가진 아동을 말하며, 2011년

애아동이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는지 미래에

장애아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아동이 전

대한 불안감(Hawkins, Singer, & Nixon, 1993)

장애인 인구의 약 3.37%이며, 이 중 지적장애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창미, 2005)을 겪

45.8%, 자폐성장애 12.9%, 뇌병변장애 12.8%의

게 되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이

유형이 전 장애아동의 71.5%(2011년 장애인 실

높아지게 된다(Friedrich & Friedrich, 1981).

태조사, 201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애아동

Hayes와 Watson(2013)은 장애아동 어머니가

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

일반아동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하였고, Diane과 Alice(2004)는 장애아동 어머

받기 때문에 가족 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니 90%가 장애아동 양육과 환경 때문에 양

다. 장애아동 가족 내의 문제는 장애아동의 출

육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가정의 화목이 낮아

현 시점부터 양육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한

지며, Amy 등(2012)은 장애아동 어머니 79%

가정 기능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한다.

가 장애아동 양육과 환경이 양육스트레스와

특히 장애아동 어머니는 아동의 장애가 발
견된 순간부터 충격, 부인, 분노, 상실감, 슬픔,

우울에 영향을 미쳐 부정적 정서를 보인다고
하였다.

침체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 죄책감으로 심각한

우울은 일시적 기분, 사고내용, 사고과정, 동

양육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며, 심한 경우 가

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

족해체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전재명, 2012;

적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불안은

곽경화, 정현희, 2010).

뚜렷한 원인 없이 생기는 불쾌감과 두려움의

이러한 문제는 장애아동 어머니가 양육과정

대상이 확실하지 않는 모호한 두려움의 감정으

에서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에 충격, 불신, 거부

로 우울과 불안은 심리, 육체적 스트레스가 주

등의 단계, 분노단계, 타협과 희생 단계, 사랑

요 원인의 하나이며(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5)

과 증오의 갈등 단계, 수용과 인정단계 등이

부정적 정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권석만, 1996)

영향을 주어 정서적 문제를 만들고(Cook &

가 있다. 장애아동 어머니 29%∼63.2%가 높은

Armbruster, 1983), 배우자나 비장애형제의 수

우울이 있으며(Olsson, & Hwang, 2011; Singer,

치감과 죄책감, 부재 등으로 인한 가족 간의

2006; 고정선, 2006; 문진하, 2009; 서혜영, 이숙

갈등, 양육에서 오는 긴장감, 경제적 부담, 부

현, 1994) 장애아동 보호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족한 사회적지지(손재익, 2010; 김경식, 김갑숙,

과 부모자녀 상호간의 욕구불만, 여가시간 부

2010) 등의 부정적 정서가 양육스트레스에 영

족 등으로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고

향을 주기 때문이다.

있다(이경희, 1993; 이숙자, 2005). 이렇게 양육

장애아동 어머니가 받는 양육스트레스를 보
면, 가사일 외에도 장애아동의 높은 양육의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이 높아져(이숙자, 2006)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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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같이 장애아동 어머니는 장애아동을

Chilton과 Wilkinson(2009)은 미술치료와 긍

양육하면서 가정 환경 및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정심리학의 통합적 치료를 긍정적 미술치료라

부정적 정서가 가중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고 정의하고, 미술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긍정

만들고,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

적 정서 경험을 유도하고 부정적 정서를 감소

및 신체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시켜주는 것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한다고

집단미술치료는 분노, 적대감 등의 부정적

하였다.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정화시키며, 주변 환경

그러나 대부분의 집단미술치료의 연구들이

및 타인과 관계를 통해서 자기인식과 긍정적인

기존의 심리치료인 질병모델에 근거한 정신장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Malchiodi,

애, 심리적 결함, 부적응 행동, 이상심리와 같

1999). 이러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서 무의식적

은 부적응적 증상을 제거하려는 부정적 측면에

인 갈등과 의식이 진정한 자아통합을 이루고

대한 치료(권석만, 2008) 방법에 미술활동을 연

(최은영, 공마리아, 2008) 긍정적 경험의 상상

계한 치료가 주를 이루었다. 기존의 장애아동

이나 실제를 표현하며 정서자각과 인지수정,

어머니에 대한 집단미술치료 역시 양육스트레

긍정적인 행동의 통합으로 장애아동 어머니들

스, 양육 효능감, 양육태도, 우울, 상호작용 등

에게 삶의 존재의미와 의미추구를 강조함으로

의 외적 문제행동 및 병리적 문제 등 부정적

써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Ryan, & Deci,

측면에 대한 증상의 중재 연구로 제한된 부분

2001).

들이 많았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장애아동 어머니에 대한 긍정심리학을 기반

측면을 통합하고(Joseph & Linley, 2006), 치료

으로 한 집단미술치료의 선행연구는 극히 적

와 고치는 일을 넘어서 증진과 촉진에 초점을

은 편이다. 국내(이미자, 2010)연구를 보면,

두는 접근방법으로(권석만, 2008) 증상 제거와

표집 연구대상이 나이제한과 사례수가 적어

행복 증진을 목표로 긍정적 경험에 초점을 맞

광범위한 대표성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방

춰 심리적 강점을 함양함으로써 행복과 자기

법론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추후 검사에

실현을 촉진한다(Seligman, Rashid, & Parks,

서 긍정적 정서가 유지됨을 보여 긍정적 효과

2006).

를 보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

이와 같이 집단미술치료와 긍정심리학은 행

겠다.

복이 외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

이와 같이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긍

인이 스스로 만들어나가고 발견하는 것으로 보

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의 중요

기 때문에, 심리적 성격적 요인들이 행복에 더

성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가 거의 없을 뿐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원두리, 김교헌,

아니라 체계적이고, 잘 설계된 연구는 극히 적

2006)과 행복 개념들은 자기실현적 요소를 강

은 실정이다. 또한 집단미술치료 후 정서의 변

조하고 있다는 점(Ryff, Keyes, 1995)에서 장애

화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는

아동 어머니의 정서적 문제를 감소시키고 자기

없었다.

실현적 행복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학과 집단미

이에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를 위해 긍

술치료의 통합적 접근방법은 장애아동 어머니

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

들의 심리 정서 치료에 적합한 중재방법이 될

램을 적용한 후 양육스트레스, 우울, 불안 및

수 있다(이은혜, 최은영, 2012).

심박변이도의 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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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연구 대상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등록 된 18세 미

료가 장애아동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만 장애아동 어머니 450명을 대상으로 집단미

효과가 있는가?

술치료에 참가를 희망하는 20명을 선정하여 실

둘째,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

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0명씩 무선 배정하

료가 장애아동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였다.

있는가?

대상자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

셋째,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

애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이고, 집단미술치료

료가 장애아동어머니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가

를 수행할 수 있는 30∼40 대로 본 연구의 목

있는가?

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로 하였

넷째,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

다. 현재 정신적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상담

료가 장애아동어머니의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치료와 예술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는 배제하

효과가 있는가?

였다. 연구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치료집단 (n=10)

Variables

빈도(%)

어머니의 나이
어머니의 직업

종교
가계 수입

자녀의 학교

자녀유형

빈도(%)

42.80±5.43
1(10)

1(10)

가사

9(90)

9(90)

기독교

8(80)

6(60)

종교없음

2(20)

4(40)

10,000 원

219.00±130.85

272.00±198.48

13.30±3.20

13.50±2.99

남

5(50)

5(50)

여

5(50)

5(50)

초등학교

5(50)

4(40)

중학교

3(30)

3(30)

고등학교

2(20)

3(30)

지적장애

7(70)

7(70)

자폐성장애

2(20)

1(10)

뇌병변장애

1(1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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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42.80±4.29

회사

자녀의 나이
자녀의 성별

M±SD

통제집단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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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구

5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K-SAD)로 개발
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이고, 각 문항의

1) 양육스트레스 척도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5)이 개발한 양

렇다’의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육스트레스 척도를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1, 3, 4, 6, 7, 9, 12, 15, 17, 19, 22, 25, 27,

김혜진(2008)이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

28번은 역채점이며, 점수는 28점에서 140점으

도-축약형(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로 61점부터 불안감을 갖고 있고, 점수가 높을

Index-Short Form: K-PSI-SF)으로 표준화 한 것

수록 불안감이 높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α=

을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부모의 고통, 부모-

.92 이다.

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으로
구성되었다. 총 36문항으로 각 문항의 점수는

4) 심박변이도(HRV) 측정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측

5점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

정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기구는 메디코아에서

록 부모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

개발된 심전도 측정기기 SA-6000을 사용하였

한다.

다. HRV는 심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파형 분석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α= .91이며, 부모

하여 현재의 건강 상태 및 정신 생리학적 안정

의 고통 영역 α= .84,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심박 간격의 변화를

작용 영역 α= .76, 까다로운 아동 영역 α= .84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으로 자동 분석하여 스

이다.

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자율신경 반응을 가시화
하고, 자율 신경계의 활동 및 균형 정도를 나

2) 우울 척도

타내는 기기이다.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한 척도를 전
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통합적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연구 절차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로 개발한 것을 사용

1) 사전 검사

하였다.

2013년 4월 1일부터 28일까지 G시에 등록된

각 문항의 점수는 ‘극히 드물게’의 0점부터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모집홍보를 한 후 4월 29

‘거의 대부분’의 3점까지 Likert식 3점 척도이

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G시에 소재한 예술치

다. 4, 8, 12, 16번 문항은 역채점이고, 최고 점

료센터에서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2인 등 총 3

수가 60점이고, 20점 이상이면 우울증상이 있

명이 선별검사를 실시하였다.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
로 해석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α= .91이다.

2)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주 2회 90∼120분

3) 불안 척도

총 10회기를 실시하였다.

불안은 Watson, Friend(1969)가 개발한 사

본 프로그램은 장애아동 어머니의 주관적

회적 불안 척도를 국내 이정윤, 최정훈(1997)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함양에 목적을 두고 ‘행

이 한국판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Social

복을 찾아가는 여행’ 이라는 주제로 긍정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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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하고자

로 심리적 안녕감을 갖고 자아실현적 생활의

하였다.

변화를 통해 정서적 행복감을 가질 수 있게 유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도한다.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장애아동 어머니

자신이 원치 않았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

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감소되는지의

에 걸림돌이었다고 생각되는 양육과정에서 겪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었던 고통과 갈등을 이해하고 수용 하도록 긍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마틴

셀리그만

정적 지지를 한다. 환경에서 오는 부정적 정서

(Seligman, 2004)의 긍정심리학에서 행복도를

로 인한 감정과 행동 등 자신의 삶을 이해하도

높이는 비결(내적 환경 만들기) 중 과거, 현재,

록 촉진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 양육과

미래에 대해 긍정적 정서키우기를 바탕으로,

행동으로 변화시킨다. 부정적 정서와 비합리적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인 즐거운 삶,

인 인지를 탐색 수정하고, 긍정적 정서 함양으

적극적인 삶, 의미있는 삶을 접목하여 초기, 중

표 2. 장애아동 어머니에 대한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주제 : “행복을 찾아 가는 여행” 목적 :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있는 삶.
주 제
1

초

2

기
3

별칭 짓기
거울 속

중

5

내 얼굴 표현

2. 활동: 거울 보며 기쁨, 슬픈 나의 두 얼굴표현. 강점 찾기.

* 자기 인식 * 타인 인식

가장 감사한

1. 목표: 용서, 감사, 낙관성, 긍정적 강점 찾기

사람과 화나게 한

8

대처방법 찾기
1. 목표: 강점 찾기. 긍정적 정서 찾기

단점 찾기

2. 활동: 손바닥을 표현하고 나의 장, 단점 표현. 강점 찾기

화에 대한
대처방법 찾기

자신의
신체표현

종

2. 활동: 가장 감사한 사람, 화나게 한 사람 표현.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장,

현재, 미래

7

중요한
항아리

행복나무
표현

1. 목표: 대처방법, 용서, 감사, 낙관성에 대한 정서교감
2. 활동: 그릇 두 개를 표현하고 자녀에 대한 화를 그릇에 담
고, 대처 방법 생각하기. 강점 찾기.

10

미래의
자신 표현
행복여행
느낌나누기

* 강점 찾기 * 용서, 감
사, 낙관성 인식
* 긍정적 정서 키우기

<적극적인 삶>
* 현재에 만족하는 삶
* 감정 표출
* 욕구 해소
* 긍적적 수용

1. 목표: 건강에 대한 강점 찾기

* 긍정적 정서 함양

2. 활동: 현재와 미래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건강에

* 대처방법 강화

대한 강점찾기. 건강을 통한 감사, 낙관성에 대한 감

* 건강 찾기

정표현
1. 목표: 대인관계 속 용서, 감사, 낙관성 함양하기
2. 활동: 중요한 항아리 2개 표현하고 의미있는 사람 담기.
가족과 대인관계 속의 대처방식 찾기

<의미있는 삶>

1. 목표: 희망, 소망, 행복 찾기

* 미래 자아실현적삶찾기

2. 활동: 행복나무에 나의 행복, 소망, 희망을 표현. 가족과 대

* 긍정적 정서 굳히기

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복 생각하기

결
9

<즐거운 삶>
* 과거에서 벗어나는 삶

기

6

1. 목표: 라포형성. 탐색 2. 활동: 별칭 짓고 명찰 만들기

기 대 효과

1. 목표: 자신의 정서 알아차리기

사람 표현
4

목 표 및활 동 내 용

* 사회속의 자신 인식

1. 목표: 자아실현적 희망 찾기

* 미래 꿈 인식

2. 활동: 미래에 되고 싶은 자신을 표현. 희망적, 자아실현적 삶

* 희망심어주기
* 감정닫아주기

계획
1. 목표: 의미있는 나의 삶 계획
2. 활동: 강점, 용서, 감사, 낙관성, 대처 방식 등 느낌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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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 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구성
단계

시간

활동내용
* 아침 인사

도입단계

10∼20분

* 가장 좋았던 일 한 가지 씩 이야기 한다.
* 긍정적 정서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읽고 정서교감 한다.
* 활동 주제에 대해 설명한다.
* 활동 주제에 따라 그림으로 표현한다.

전개단계

70∼80분

* 표현되어진 그림을 이야기하고 집단구성원들과 피드백을 통한
긍정적 정서를 함양한다.

마무리

10∼20분

* 오늘 주제에 따라 생각나는 단어를 발성연습을 한다.
* 오늘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 한다.

기, 종결의 세 단계로 설계하였다. 초기 단계는

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

1회기에서 3회기까지 즐거운 삶을 목표로 라포

시하였으며,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

형성, 자기 및 타인인식, 강점 찾기, 긍정적 정

과, 무 처치한 통제집단의 사전-중기-사후검사

서 키우기 등의 정서안정 단계이고, 중기 단계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이원변량분

는 4회기에서 6회기까지 적극적인 삶을 목표로

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 측정시기 간의

대처방법, 긍정적 재해석, 수용, 긍정적 정서

차이, 집단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

함양 등의 감정표현 및 욕구 해소 단계이고,

하였다.

종결 단계는 7회기에서 10회기까지 자아실현적
삶을 목표로 대인관계, 희망심어주기, 생활속의

Ⅲ. 연구 결과

나, 미래에 대한 나, 긍정적 정서 인식 굳히기
단계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미술치료사 1명, 보조 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료사 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

간은 2013년 5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0
회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표 2, 표 3과

하기 위해 사전 점수로 독립 표본 t-검증을 실

같다.

시하여 양육스트레스, 우울, 불안, 및 심박변이
도 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측정치에서

3) 사후 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와 같은 양식으로 프로

(표 4-1, 4-2).

그램 실행 후 변화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험
중간 5회기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종결 시
사후검사를 통해 임상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집단미술치료의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측정시기에 따른 양

통계 처리

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점수 변화 결과는 다음과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점수들의 동

같다. 전체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집단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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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치료집단

통제집단

(n=10)

(n=10)

척도

t

p

M±SD

M±SD

전체 양육 스트레스

147.80±8.20

144.80±7.22

.87

.397

양육

부모 영역의 양육 스트레스

53.50±2.37

54.80±2.44

-1.21

.242

스트레스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47.20±4.64

43.60±5.23

1.63

.121

아동영역의 양육 스트레스

47.10±4.25

46.40±2.55

.45

.661

우울

42.70±9.11

38.80±4.32

1.22

.237

사회적 회피 및 불안

109.00±5.48

109.00±3.09

.00

1.000

표 4-2.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심박변이도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치료집단 (n=10)

통제집단 (n=10)

M±SD

M±SD

Mean HRT(bpm)

81.10±13.59

SDNN(ms)

Heart Rate Variability

t

p

80.50±14.16

.10

.924

23.85±11.04

29.2±12.81

-1.01

.326

RMSSD(ms)

16.23±8.58

23.25±15.72

-1.24

.235

PSI

171.97±154.80

102.77±68.76

1.29

.220

ApEn

1.05±.12

.94±.11

2.10

.050

SRD

.80±.23

.94±.10

-1.79

.090

ARTIFACT

.10±.32

.90±2.85

-.88

.389

TP(ms2) (1)

603.74±656.33

682.01±774.70

-.24

.810

TP(ms2) (2)

5.90±1.06

6.04±1.06

-.31

.764

VLF(ms2) (1)

343.23±438.22

239.62±198.00

.68

.504

VLF(ms2) (2)

5.22±1.14

5.14±.94

.17

.87

LF(ms2) (1)

130.24±142.65

123.43±90.00

.13

.900

LF(ms2) (2)

4.32±1.13

4.55±.82

-.52

.609

HF(ms2) (1)

130.27±115.77

318.97±517.06

-1.13

.287

HF(ms2) (2)

4.23±1.51

4.60±1.67

-.53

.606

LF Norm(n.u.)

51.41±18.00

49.89±24.90

.16

.877

HF Norm(n.u.)

48.59±18.00

50.11±24.90

-.16

.877

LF/HF

1.62±1.92

1.52±1.25

.13

.898

Mean HRT: Mean Heart Rate Variability Tachycardia. SDNN : Standard Deviation Normal to Normal interval.
RMSSD: Square Root of the Mean of the Sum of the Square of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NN intervals. PSI: Physical Stress Index. ApEn: Approximate Entrophy. SRD: Successive RRI Difference.
TP: Total Power. VLF: Very Low Frequency. LF: Low Frequency. HF: High Frequency.
LF Norm: Normalized Low Frequency. HF Norm: Normalized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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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양육스트레스 점수의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 결과
척도

양육
스트레스

사전

중기

사후

M(SD)

M(SD)

M(SD)

집단

전체

치료집단

147.80(8.20)

125.40(17.25)

99.90(10.32)

양육스트레스

통제집단

144.80(7.22)

139.30(7.18)

133.20(9.69)

부모 영역의

치료집단

53.50(2.37)

44.30(3.27)

32.00(2.49)

양육 스트레스

통제집단

54.80(2.44)

48.00(3.43)

45.60(4.70)

부모-자녀의

치료집단

47.20(4.64)

40.50(9.37)

31.70(5.87)

역기능적 상호작용

통제집단

43.60(5.23)

44.40(4.88)

41.60(4.55)

아동영역의

치료집단

47.10(4.25)

40.60(5.76)

36.20(4.76)

양육 스트레스

통제집단

46.40(2.55)

46.90(3.48)

46.00(2.54)

집단(A)

시기(B)

A × B

14.18**

84.59***

31.49***

56.00***

113.09***

20.39***

2.36

23.05***

13.30***

10.80**

24.8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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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8) =14.18, p<.01], 측정시기에 대한 효과

[F(1,18)=24.89, p<.001], 측정시기와 집단 간 상

[F(1,18)=84.59, p<.001], 측정시기와 집단 간 상

호작용의 효과[F(1,18)=22.25, p<.001]가 모두 유

호작용의 효과[F(1,18)=31.49, p<.001]가 모두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미치는 집단미술치료의 효과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부모의 고통
영역의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집단 간 차이
[F(1,18)=56.00, p<.001], 측정시기에 대한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측정시기에 따른

[F(1,18)=113.09, p<.001], 측정시기와 집단 간

우울에 미치는 점수 변화 결과는 다음과 같

상호작용의 효과[F(1,18)=20.39, p<.001]가 모두

다. 우울 점수는 집단 간 차이[F(1,18)=15.19,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부모-아동

p<.01], 측정시기에 대한 효과[F(1,18)=56.44,

역기능적 상호작용 영역의 점수에서는 측정시

p<.001], 측정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

기에 대한 효과[F(1,18)=23.05, p<.001], 측정시

[F(1,18)=25.15, p<.001]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F(1,18)=13.30,

나타났다(표 6).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까다로운

불안에 미치는 집단미술치료의 효과

아동 영역의 양육스트레스에서는 집단 간 차이
[F(1,18)=10.80, p<.01], 측정시기에 대한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측정시기에 따른 불

표 6. 우울 점수의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 결과
척도

사전

중기

사후

M(SD)

M(SD)

M(SD)

실험집단

42.70(9.11)

29.60(8.50)

10.10(5.09)

통제집단

38.80(4.32)

35.40(5.68)

32.20(5.63)

집단

우울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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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A)

시기(B)

A × B

15.19**

56.44***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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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불안 점수의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 결과
사전

중기

사후

M7(SD)

M(SD)

M(SD)

실험집단

109.00(5.48)

94.50(6.45)

77.40(12.00)

통제집단

109.00(3.09)

93.30(5.19)

95.60(4.06)

척도

불안

집단

집단(A)

시기(B)

**

***

58.27

10.94

A × B
***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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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미치는 점수 변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 측정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

불안 점수는 집단 간

차이[F(1,18)=10.94,

[F(1,18)=4.46, p<.05]가 유의한 반면, 집단 간

p<.01], 측정시기에 대한 효과[F(1,18)=58.27,

차이 및 측정시기에 대한 효과는 유의하지 않

p<.001], 측정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

았다. 이어서 SRD는 측정시기와 집단 간 상호

[F(1,18)=13.09, p<.001]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작용의 효과[F(1,18)=5.90, p<.05]만 유의하였고,

나타났다(표 7).

집단 간 차이 및 측정시기에 대한 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HF(2)도 측정시기와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집단미술치료의
효과

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F(1,18)=3.32, p<.05]만
유의하였고, 집단 간 차이 및 측정시기에 대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측정시기에 따른 심

한편,

Mean

HRT,

SDNN,

ApEn,

박변이도에 미치는 점수 변화 결과는 다음과

ARTIFACT, TP(1), TP(2), VLF(1), VLF(2),

같다. 심박변이도에서 RMSSD의 경우, 측정시

LF(1), LF(2), HF(1), LF Norm, HF Norm,

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F(1,18)=4.59,

LF/HF에서는 측정시기에 대한 효과, 집단 간

p<.05]가 유의한 반면, 집단 간 차이 및 측정시

차이 및 측정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

기에 대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PSI에서

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표 8).

표 8. 심박변이도 점수의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 결과
사전

중기

사후

M(SD)

M(SD)

M(SD)

실험집단

81.10(13.59)

79.30(9.59)

78.80(5.59)

(bpm)

통제집단

80.50(14.16)

80.60(9.23)

88.70(9.88)

SDNN

실험집단

23.85(11.04)

27.86(7.18)

28.13(8.73)

(ms)

통제집단

29.25(12.81)

29.84(10.54)

24.01(9.81)

RMSSD

실험집단

16.23(8.58)

20.78(9.65)

21.61(7.77)

(ms)

통제집단

23.25(15.72)

19.84(8.53)

14.52(7.77)

실험집단

171.97(154.80)

90.87(46.43)

95.28(57.45)

통제집단

102.77(68.76)

93.83(70.11)

197.53(220.82)

심박변이도

집단

Mean HRT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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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A) 시기(B) A × B
1.31

.79

1.55

.08

.95

2.49

.01

.50

4.59*

.08

2.02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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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전

중기

사후

M(SD)

M(SD)

M(SD)

실험집단

1.05(.12)

.94(.19)

.98(.11)

통제집단

.94(.11)

1.03(.07)

1.27(.98)

실험집단

.80(.23)

1.02(.13)

.88(.13)

통제집단

.94(.10)

.87(.11)

.94(.14)

치료집단

.10(.32)

.00(.00)

.70(1.57)

통제집단

.90(2.85)

.40(.70)

.30(.48)

TP(ms2)

실험집단

603.74(656.33)

626.66(292.58)

561.07(345.57)

(1)

통제집단

682.01(774.70)

835.65(732.25)

520.86(468.23)

TP(ms2)

실험집단

5.90(1.06)

6.30(.63)

6.15(.65)

(2)

통제집단

6.04(1.06)

6.42(.82)

5.82(1.05)

VLF(ms2)

실험집단

343.23(438.22)

273.36(170.13)

202.50(135.68)

통제집단

239.62(198.00)

410.51(559.61)

271.28(288.22)

VLF(ms2)

실험집단

5.22(1.14)

5.40(.74)

5.05(.82)

(2)

통제집단

5.14(.94)

5.56(.90)

5.03(1.17)

LF(ms2)

실험집단

130.24(142.65)

162.01(128.56)

198.94(155.82)

(1)

통제집단

123.43(90.00)

226.81(185.44)

136.72(93.69)

LF(ms2)

실험집단

4.32(1.13)

4.78(.88)

4.92(.98)

(2)

통제집단

4.55(.82)

5.14(.81)

4.60(.98)

HF(ms2)

실험집단

130.27(115.77)

191.29(124.21)

159.63(105.86)

(1)

통제집단

318.97(517.06)

194.73(222.87)

112.86(174.04)

HF(ms2)

실험집단

4.23(1.51)

4.91(1.10)

4.80(.89)

(2)

통제집단

4.60(1.67)

4.76(1.14)

3.81(1.57)

LF Norm

실험집단

51.41(18.00)

44.37(21.82)

52.97(17.39)

(n.u.)

통제집단

49.89(24.90)

58.28(16.84)

65.38(21.20)

HF Norm

실험집단

48.59(18.00)

55.63(21.82)

47.03(17.39)

(n.u.)

통제집단

50.11(24.90)

41.22(16.38)

34.69(21.33)

실험집단

1.62(1.92)

3.52(8.98)

1.48(1.25)

통제집단

1.52(1.25)

1.78(1.02)

3.66(4.20)

심박변이도

ApEn

SRD

ARTIFACT

(1)

LF/HF

집단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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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A) 시기(B) A × B
.70

.66

1.14

.20

1.37

5.90

.54

.32

1.00

.20

.75

.32

.00

2.51

.92

.11

.61

.86

.01

1.84

.15

.00

1.53

1.34

.07

2.82

1.33

.43

.72

1.38

.25

2.19

3.32*

1.28

2.09

1.69

1.32

2.08

1.80

.01

.60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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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갈등은 결국 자신의 사고, 언행, 잘못된

Ⅳ. 논의 및 결론

습관과 대처방식 등 자신 내면의 부정적 정서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에 대해 긍정심

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에 양

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하여

육에 대한 환경적 요소 속에서 자신만이 할 수

양육스트레스, 우울, 불안 및 심박변이도에 미

있는 강점을 찾아 양육 능력의 유능감을 재발

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견하고, 가족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재해석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는

과 긍정적 정서 함양을 통해 가족과 대인관계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가 의미있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충족시켜 줌으

감소시켰다. 이는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아동 어

로써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머니에게 그림을 통해 자신을 재인식하고 통찰

이는 집단미술치료 과정에서 내적 갈등에 대한

하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통

자아탐색과 통찰을 통해 장애에 대한 선입견,

해 내적 갈등과 상실감을 시각화하여 극복 할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 자아의 긍정적인 면을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주었다. 또한 자신의 강

재발견하면서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점을 발견하고 의미있는 삶에 대한 재해석을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 결과(김일명, 조영숙,

경험하게 함으로써 긍정적 정서 함양의 긍정심

2012;이근매, 정광조, 조현숙, 2005; 이은진,

리학적 측면을 증진시켜 유의미한 효과를 본

2006)와 일치하며,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것으로 여겨진다.

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양육스트레스 하위 척도 중 부모의 고통이

(김수경, 2010)와 상담을 통해 장애아동 양육에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부모의 고통은 부모역

대해 긍정적 정서를 재탐색하고 강점을 찾으

할을 하면서 겪는 양육에 대한 환경적 스트레

며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 연구(소숙영, 2012)

스로 장애아동 어머니는 장애아동의 출현이후

가 뒷받침 해준다.

상실감과 좌절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만들게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척도에서 집단

된다. 집단미술치료 활동 중 장애아동 어머니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들은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이나 애착 등에 대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기대와 요구 등이 어머

한 유능감과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의 갈등으로

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심리적

인해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이 문제가 된다고

정서와 자녀가 부모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

했다. 이에 프로그램 적용을 자신의 기쁘고 슬

지 않는 불만족한 상호작용 등에서 기인한 것

픈 두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 거울 속 자신의

으로 여겨진다. 또한 장애라는 특성이 나이가

모습을 탐색하였다. 또한 용서를 주제로 갈등

들어가며 자조적인 독립과 언어적 의사소통이

과 고통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어준 사

증진되거나, 인지능력이 성장하는데 제한점이

람의 얼굴과 화나게 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하

있고 이를 어머니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

며 남편에 대한 사랑과 관심, 장애아동 양육에

으로 여겨진다. 어머니가 장애 아동에게 좋은

대한 능력, 대인관계에서의 자신의 모습 등에

환경과 양육, 높은 질의 교육과 치료를 적용한

대한 재인식과 긍정적 재해석의 경험을 나눌

다 하더라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낮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 어머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 어머니가 아동의 변

들은 장애아동 양육 및 가족에 대한 문제점,

화를 포기하거나 또는 아동의 발달 수준을 인

주변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정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모-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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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적 상호작용이 기능적 상호작용으로 바

다로운 아동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 시켰는

뀌려면, 장애아동 어머니의 내적 정서를 긍정

데, 집단미술치료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장

적 정서로 함양하고, 장애아동의 발달 과정을

애아동을 수용하고,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하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기록하고, 장애아동의 수

여 양육결과가 아닌 양육과정에 대한 낙관성

준에 따른 양육 및 교육을 받으며, 자녀의 장

이 증진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런 결과

애수준을 빨리 인정할수록 양육스트레의 감소

는 낙관성 훈련 상담을 통해 장애아동 어머니

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의 양육스트레스가 변화 되었다는 연구(소숙

를 보완할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

영, 2012)와 장애아동 수용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겨진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재해석을 통해 양육스트

까다로운 아동 척도는 유의미하게 감소되었

레스가 감소된 연구(김영은, 2011; 안정선, 오승

다. 까다로운 아동은 부모가 다루기 어려운 아

진, 2012; 정미영, 최은영, 2006; 정현희, 이필순,

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스트레스로 적응, 요구,

2004)들이 뒷받침 해준다.

기분, 주의산만, 보상경험, 수용 등을 말한다.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집단미술치료 활동 중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느

장애아동 어머니의 우울을 유의미하게 감소시

끼는 아동에 대한 스트레스는 환경과 교육에서

켰다.

적응 능력의 부족, 감정기복이 심하며 요구사

이는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양육스트레스가

항에 대한 절제능력이 부족, 의사소통의 부족

감소하고, 대처 방식과 사회적 지지가 변함에

과 주의 산만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수용해야

따라 우울이 감소했다고 여겨진다. 장애아동

하는 것이라 했다. 이에 프로그램 중 양육과정

어머니는 장애아동 출현에 대한 상실감과 좌절

에서 화에 대한 감정의 재발견과 의미부여, 의

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부정적 정서로

미 있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 재해석 및 대처

우울이 가중되게 될 수 있으나, 집단미술치료

방법을 경험하였고, 장애아동과 상호작용 중

과정에서 집단구성원들의 긍정적 피드백을 통

대처 할 때의 강점 및 낙관성에 대한 긍정적

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긍정적 정

정서함양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

서 함양을 통해 상실감과 좌절감이 회복되고

어머니들은 평소에 장애아동을 대할 때 자신

자존감이 향상되어 우울이 유의미하게 감소된

의 생각과 행동 등 정서표현이 일반 성인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우울에 가장 적

기준이었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정적

합한 긍정적 정서가 낙관성(권석만, 2008)으로

생각과 언행으로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됨을 통

장애아동의 양육 결과보다는 양육 과정에 대한

찰함으로써 성인의 기준에 따른 수용이 아닌

긍정적 정서 함양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장애아동의 수준에 따른 수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반영하여 만족감과 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아동의 적응능력, 의

거움을 주며 우울을 감소시켰다고 여겨진다.

사소통의 표현방법, 감정의 표현방법 및 문제

이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대처

행동 등에 대한 ‘지금 그대로’ 수용이라는 의

방식,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연

미부여를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성이 증

구(이숙자, 임성욱, 2006)와 일치한다. 또한 긍

가하여 까다로운 아동 척도가 감소한 것으로

정심리의 낙관성 훈련 상담을 통해 발달장애

여겨진다.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킨 연구(소숙영, 2012)

요약하면 집단미술치료가 부모의 고통과 까

와 삶의 의미가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라는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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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으로 우울증이 감소한 연구(Wilkinson &

적 인식을 통해 불안이 감소 한 연구(구선영,

Chilton, 2013)가 뒷받침 해준다. 또한 자신의

2010)와 유사하다.

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 자신에 대한 통찰과

그동안 장애아동 어머니는 자녀의 장애로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적 수용 등을 인식하며

인해 자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상

우울이 감소한 연구(구선영, 2010)와 자기에 대

황에 처하다 보니, 장애아동을 키우면서 자신

한 편협적 사고와 타인에 대한 편견 등을 긍정

이 무엇에 감사해야 하고, 어떤 희망을 가져야

적으로 수용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

하는지, 또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울이

할 여유가 부족했다. 집단미술치료 과정 중 장

감소한 연구(박혜정, 2007; 심미선, 2013)와 유

애아동 어머니들은 자녀가 학교에 가 있는 시

사하다.

간이나 활동보조사가 역할을 대신하는 시간 등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여유 있는 시간조차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을 유의미하게 감소시

핸드폰 게임과 컴퓨터 게임, TV를 보며 생활했

켰다.

던 것에 대한 반성이 같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불안을 만드는 요소는 모호한 심리적 두려

는 장애아동의 양육과 성장에 대한 희망을 갖

움과 스트레스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5).

고 여유있는 시간을 자신과 가족의 자아실현을

집단미술치료 활동 중 장애아동 어머니가 가장

위해 공부를 하거나, 사회속의 유대관계형성에

불안을 느낄 때는 부모의 건강과 활동 능력이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보여 불안감이 많이 해소

감소되거나 장애아동의 건강과 정상적인 활동

된 것으로 여겨진다.

능력이 더욱 감소하여 미래에 대한 자립과 독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립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고, 장애아동과 부적

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박변이도에 RMSSD, PSI,

절한 상호작용을 할 때 등에 불안감이 많았다

SRD, HF(2)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고 하였다. 또한 자녀의 장애로 인한 자신감과

없었다.

자존감 저하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정서적

심박변이도에서 크게 유의미한 결과는 없

으로 단절하고 사회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불안

었지만, 심장 안정도에서 부교감 신경조절인

감을 갖고 있었다. 이에 프로그램 내에서 현재

RMSSD는 사전, 중기, 사후의 실험집단에서 지

와 미래 속의 건강한 자신의 신체표현을 하게

속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 심장의 안정도

하였다. 현재의 건강한 자신의 모습에서 아픈

가 증가함을 보였고, 신체스트레스의 PSI는 지

곳을 찾아 의미를 부여하고 신체의 강점을 찾

속적으로 감소함을 보였다. 또한 주파수 영역

아 긍정적 정서를 함양한 후 장애아동을 건강

분석법의 부교감신경계의 조절 작용 HF(2)는

하게 지켜줄 수 있는 모습으로 수정하여 표현

사전, 중기, 사후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함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장애아동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긍정적 정서 함양의

성장시킨 후 사회적으로 자신감 있는 건강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양

신체표현을 하여 대인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상

육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을 감소시킴으로써

호작용을 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 불안감이 감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에 영향을 주어

소된 것으로 여겨진다.

RMSSD와 HF(2)의 상승에 따라 미흡하지만 장

이는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

애아동 어머니에게 다소나마 중재의 효과가 있

정서를 인식하고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긍정

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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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감소는 곧 신체스트레스 PSI가 감소하

활동을 통해 유대관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는 효과를 보여줬다고 여겨진다. 미흡하게나마

영향을 준 것에 대해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집단미술치료의 중재 후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

있다.

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외의 측

장애아동 어머니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역동

정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는

적으로 하기에는 환경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

생물학적 심박변이도의 변화를 보기에는 짧은

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장애아동 어머니

기간의 집단미술치료 적용이었고, 또한 프로그

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 할 수 있도록 내, 외

램 안에 분노 표출이나 스트레스 표출 등의 이

적 정서에 긍정적 정서 함양을 통한 심리적 안

완활동이 부족하였기에 HRV에 큰 영향을 주

녕감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사회적 지

지 못했던 제한점이 있었다. 자율신경계는 뇌

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의 직접적 통제보다 환경에 따른 정서의 변화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

가 자율신경계에 영향(Lorin & Deborah, 2007)

미술치료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을 주는 것이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HRV의 유

우울, 불안 및 심박변이도에 효과가 있는지 알

의미한 변화를 위해서 정적인 집단미술치료

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의 중재 보다는 동적인 통합적 예술치료나

같다.

명상을 통한 긴장 이완 활동, 분노나 스트레
스 표출 이완 활동 등의 중재 연구 및 항우

첫째,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
료는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울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
진다.

둘째,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
료는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심박변이도 측정 기계
의 용이성 부족으로 추후검사를 할 수 없어 추

셋째,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
료는 불안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후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

넷째,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

의 통제집단에서 생활속의 변인이 심박에 영향

치료는 심박변이도에서 HRV의 RMSSD, PSI,

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 심박변이도에서 크게

SRD, HF(2)를 유의하게 변화시켰다. 그 외의

유의미한 결과를 주지 못했던 점 등에 대한 제

측정에서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한점을 보완하여 후속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상과 같이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

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단미술치료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제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집단

스,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고 심박변이도의 일

미술치료의 제한점인 병리적인 외적 문제에 대

부에 변화를 줌으로써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

한 중재뿐 아니라 내적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긍정심리학을

정서로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는 장애아동을 양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육하는 어머니의 정신사회적 중재 프로그램

효과를 통해 장애아동 어머니에 대한 긍정심리

으로써 적용 가능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장

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애아동 뿐 아니라 성인, 노인 등의 장애인을

의 기초적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여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

겨진다. 또한 실험 집단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로 여겨진다.

후속 모임을 결성하여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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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on Parenting Stress,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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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on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xiety and heart rate variability in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Twenty
mothers among 450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living in the G City were selected
and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led group with 10 people on each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underwent art therapy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for 90~120 minutes each session,
two times a week for a total of 10 sessions. The effect was assessed through parenting stress index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 depression index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anxiety index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K-SAD) and measurement of
heart rate variability (Heart Rate Variability: HRV).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Overall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subscale of
parenting stress, parental distress and difficulty children were reduced. 2) Depression and anxiety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3) In HRV, RMSSD, PSI,
SRD and HF(2) were significantly chang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rough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is program is to help the mental health of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The group art therapy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in the future will be able to be used
in a variety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mental health of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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