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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불안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불안과 관련한 미술치료의 구체적인 연
구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연구된 불안에 대한 미술치료 석․박사
학위논문과 KCI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173편을 연구대상(연령, 성별, 인원, 문제유형), 연구방법(연구유형, 연
구설계, 측정방식), 연구내용(회기구성, 프로그램 구성근거 및 프로그램 형태, 치료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별 동향은 성인, 여성, 개인, 일반 문제유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둘째, 연구방
법은 질적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단일집단설계를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사전․사후 측정방식
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연구내용의 회기구성은 60분∼90분 사이, 주 1회, 11∼20회기에 걸친 연구
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미술치료이론을 근거로 한 프로그램 구성이 가장 많았다. 또한, 구조화된 형태의 프로
그램이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치료기법은 혼합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미술치료 연구를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주요어 : 불안, 미술치료,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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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2.5%에 육박한다(Woo, 2012; Jung, S., 2007).
아동의 불안은 대게 타인과의 유대관계에 문제
가 발생할 때 형성된다. 특히 일관성 없고 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배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무관심 등이 불안
불안은 누구에게나 나타나지만 되도록 피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Jang, C., 2006). 청소

고 싶은 불쾌한 감정이다. 삶 중에서 자연스럽

년기는 아동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 상태로 신

게 나타나는 불안은 인간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체적․심리적 변화와 적응으로 인해 많은 혼란

있도록 도우며 대처도 가능하다. 그러나 불안

이 경험된다(Do, 2008). 청소년기의 불안 요인

이 과도해져 작은 일에도 큰 동요와 공포로 받

은 자아존중감(Jo, H., 2006), 가정환경 변인

아들이면 심각한 불안이 된다.

(Yang & Kim, 2007)들이 보고되며, 특히 학업

현대사회에서의 불안은 ‘정상적인 불안'과

문제와 미래 진로문제 등이 가장 큰 불안 요인

‘병적인 불안'(Kwon, 2014)을 넘나들며 어느 누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Lee, S., 2016). 유아․아

구에게나,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현상이다.

동․청소년기에 시작된 불안은 성인기로 영향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2009)

을 끼치게 되며(Ko, I., 2010), 다양한 장기적

와 NHIS(2014)에 따르면, 불안장애로 진료를

부적응의 원인이 되기에 많은 관심을 필요로

받은 사람이 2013년, 52만 2천명으로 2001년,

한다(Oh & Yang, 2003). 성인은 청소년과 더불

26만 8천명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또한, 우

어 심리․사회적 불안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울, 불안, 중독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계속적으

이 불안요소들이 클수록 정신건강이 피폐해지

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의적 자해

고 결국 사회적 위험과 재해로까지 이어지는

및 범죄가 발생하여 국가․사회적 비용이 더

심각성을 예견할 수 있다(Lee, S., 2016). 성인

불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Office for

은 노후준비, 취업 및 소득을 가장 큰 불안요

Government

Prime

인으로 꼽았는데, 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

Ministerʼs ecretariat[PMO], 2016). 이에 불안에

기침체와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

대한 심각성과 함께 안전한 접근과 해결책에

하는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Lee, S., 2016). 취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업 난항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를

Policy

Coordination

세대별로 불안이 발생되는 심리․사회적 원

받는 20~30대 청년들의 불안은 강박장애로 까

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경우 전

지 이어질 수 있다(Health insurance review &

체 중 10%의 비율이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

assessment service[HIRA], 2014). 노인의 경우

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Sin et al., 2013)되었으

불안증상 환자 증가율이 연령별 중 가장 높이

며, Egger와 Angold(2006)의 연구에서는 유아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노후대비 등 경제적 이

에게서도 아동․청소년이 겪는 정도의 심각한

유와 신체 건강과 기능이 상실된 이후 예측할

불안이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유아의 불안은

수 없는 의지처에 대한 불안이 극대된 것으로

환경적 요인 중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인해 가

나타났다(NHIS, 2014).

장 많이 야기되며, 개인적 요인으로는 낮은 적

이와 같이 불안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에

응성과 수줍음이 불안 발생의 원인인 것으로

게나 여러 심리․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할

보고된다(Sin et al., 2013). 아동기의 불안장애

수 있다. 불안이 높을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

는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정신장애로 유병률은

발생 위험도가 많게는 10배에까지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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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Lee, S., 2016)는

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

그 심각성이 개인을 넘어 국가․사회적 문제로

였고, Kim과 Lee(2007)의 연구에서는 집단미술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불안은 개인은 물

치료가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불안 감소에 긍

론 가족, 사회의 행복과 밀접하여 적극적인 관

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Lee, Y. O.(2014)

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은 상태불안이 있는 중년남성을 위한 미술치료

요인을 위한 개입부터 공공 부분에서의 정신의

연구를 통해 상태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학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Kwon과 Choi(2007)은 만

요구되어 진다(Ryu & Sin, 2010). 특히 불안은

다라를 이용한 미술치료가 호스피스 환자의 불

개인의 경험과 자아개념의 부조화에 따라 나타

안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이렇

나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 및 공통된

듯 불안을 주제로 한 미술치료 연구는 다양하

특성의 집단별 심리접근이 필요하다(Kim &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많은 연구

Bae, 1996). 이에 불안치료 접근으로는 약물을

가 행해지고 있으나 불안에 대한 미술치료 동

통한 직접적인 의료치료부터 정신분석치료, 행

향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불안을 겪고 있는

동주의치료, 인지치료와 함께 최근에는 예술심

대상의 욕구와 요구에 적합한 심리지원서비스

리치료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치료가 도입되고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술치료의 연구 방향을

있다(Lee, J., 2011; Jo, M., 2007).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술과 치료라는 두

특히 미술치료는 다양한 연령과 대상의 불

가지 영역의 융합으로 탄생한 미술치료와 같은

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심리치료법이다.

특정 분야의 학문은 다학제적 관점(Jung, Y.,

미술치료는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

2014)에서 발전되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연

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며, 색다른 시각을

구주제의 활성화, 연구방법론의 체계적 확대

통한 삶의 경험을 제공하는 등 창조적 경험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Park & Chung, 2015).

극대화된 과정이다(Jue, 2003). 이는 과도한 긴

동향연구는 부족한 연구 분야 파악과 체계적

장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연구방향 모색을 위해 필요한 작업(Choi, Kim

두려움 등 자아존중의 개념과 관련(Park, H.,

& Choi, 2005)으로 미술치료 적용 시 나타나

2002)있는 불안의 요인들을 내담자 스스로 자

는 임상의 효과성 파악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관점들을

데이터를 구축하고 학문적 연구동향 흐름을

수용해 재창조 경험의 기회를 제공(Jung, E.,

분석하는 작업은 성공적인 연구의 활성화를

2011)하기에 의미가 있다. 미술치료는 언어가

돕는다.

아닌 시각적 이미지로 무의식의 욕구와 잠재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논문을

분노를 자연스럽게 표출하게 도와 감정을 정화

대상으로 불안을 주제로 한 국내 미술치료 연

시키며(Oh, 2012), 이를 통해 완화된 긴장과 불

구동향을 파악하여, 미술치료 연구를 위한 기

안은 구체화된 감정과 사고로 이어져 갈등과

초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불안관

억압된 정서가 해소된 자기와의 만남을 가능케

련 미술치료의 발전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다(Ok, 2005).
불안 주제 미술치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문제

Kwak과 Ha(2015)는 불안한 아동의 불안감소와
애착증진을 위한 연구를 통해 미술치료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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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치료의 동향을 살펴보고, 미술치료연구의 나

(NDAL),한국교육학술정보원 포털사이트(RISS),

가야 할 방향과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한국학술정보(KISS), 학지사 뉴논문을 통해 논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

문을 검색, 수집하였으며, ‘미술치료, 불안’을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키워드로 검색하여 연구동향 분석에 적합한 논
문을 수집하였다. 검색된 542편의 학위논문과

첫째, 불안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의 연구대
상별 동향은 어떠한가?

학술지 210편 중 제목과 국문초록을 살핀 후
연구대상의 주요문제가 불안이거나 주제에 드

둘째, 불안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의 연구방

러난 주요 종속변인에 불안이 포함된 경우로

법별 동향은 어떠한가?

분석대상을 한정하였으며, 예술치료연구, 미술

셋째, 불안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의 연구내
용별 동향은 어떠한가?

교육 관련 연구, 개인중심 작품상징연구, 상담
연구와 ‘부적응, 애착, 정서’ 등 불안이 문제의

Ⅱ. 연구 방법

근원이기는 하나, 주제에서 불안을 주요대상
및 변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였

분석 대상 및 자료수집

다. 또한, 학술지 중 학위논문을 발췌한 경우도

본 연구는 불안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 미술

사 학위논문은 105편, 학술지 논문 60편으로

치료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

총 173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박사,

터 2016년 9월 30일까지 10년간의 발간된 국

석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연도별 발행편

내 석․박사 학위논문과 KCI등재 및 등재후

수는 Table 1과 같다.

제외하였다. 그 결과, 박사 학위논문은 8편, 석

보지를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회전자도서관

Table 1. Types of research subjects and number of publications by year
Years

Number of articles

Sum

Master

Doctor

Journal

2007

8

2

7

17(9.83%)

2008

10

0

5

15(8.67%)

2009

15

0

5

20(11.56%)

2010

15

0

7

22(12.72%)

2011

8

1

1

10(5.78%)

2012

15

1

8

24(13.87%)

2013

9

1

5

15(8.67%)

2014

9

1

6

16(9.25%)

2015

6

1

12

19(10.98%)

2016

10

1

4

15(8.67%)

Sum

105(60.70%)

8(4.62%)

60(34.68%)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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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기준을 재구성하였다.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분류방법 및

본 연구에서는 불안을 주제로 한 국내 미술

준거를 구성하였으며, 분석기준의 구체적인 내

치료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5년 이내의 심리치

용은 Table 2와 같다.

료 관련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인 Jang과

연구대상별 분석 기준

Lee(2013), Choi, J.(2014), Song(2014), Ko,
Y.(2015), Park와 Lee(2015)의 분석 기준을 참고
하였으며, 미술치료 수퍼바이저의 검토를 거쳐

연구대상별 분석은 연령, 성별, 인원, 문제유

Table 2. Detailed analysis criteria of classification
Yearly

① Master ② Doctor ③ Journal
Age

① Preschool child ② Child ③ Adolescent ④ Adult ⑤Old adult

Sex

① Male ② Female ③ Mixed

Number of
people

① 1 ② 2~5 ③ 6~10 ④ 11~20 ⑤ 21 or more ⑥ 100 or more

Subject
Type of
problem

Research Type
Research
method

Research
design
Measuring
method

Normal

① Problem behavior ② Trauma experience ③ A
single-parent family ④ Low income ⑤ Protection and
support ⑥ Foreigner ⑦ Facility residence ⑧ Social
development ⑨ Etc

Clinical group

① Psychopathology ② Medical patient and physical
diseases

① Quantitative research ② Qualitative research ③ Integrated research
① Individual ② Single group ③ Experimental control group
④ Experimental comparison group
① Pretest-posttest ② Pretest-posttest-follow up test after treatment
③ Pretest-intermediate-posttest ④ Pretest-intermediate-posttest-follow up
test after treatment
Time required
per session

Structure of
sessions

Research
content

① Less than 40m ② 40∼50m ③ 50∼60m
④ 60∼90m ⑤ More than 90m ⑥ Unknown

Number of sessions
per week

① 5~10 session ② 11~20 session
③ More than 21 sessions

Total session
Program
composition
basis
Program type
Treatment
technique

① Once a week ② 1-2 times a week
③ Twice a week ④ Etc

① Psychological counseling theory ② Art therapy theory ③ Integrated
theory
① Structuring ② Semi-structured ③ Unstructured
① Mixing technique ② A single technique

- 705 -

6

미술치료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90호), 2017

연구내용별 분석 기준

형으로 분류하였다. 연령은 발달심리학에서 구
분한 ‘전 생애 발달 단계’에 근거하여 유아, 아
동,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성별

연구내용별 분석은 회기구성, 프로그램 구성

은 남성, 여성, 혼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

근거 및 형태, 치료 기법으로 분류하였다. 회기

수는 사례연구, 실험연구, 투사검사 검증 및 척

구성은 회기 당 소요시간, 주당 회기, 총 회기

도개발에 대한 연구, 현상학적 연구 등이 다양

로 구분하였다. 회기당 소요시간은 40분 미만,

하게 이루어지는 본 연구의 특징에 따라 1명을

40~50분 미만, 50~60분 미만, 60~90분 미만, 90

대상으로 한 연구와 2~5명, 6~10명, 11~20명,

분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주당 회기 수는 주

21명 이상, 100명이상 등 집단을 대상으로 한

1회, 주1~2회, 주2회, 기타, 미기재로 분석하였

연구로 분류하였다. 문제유형은 병원에서 진

다. 총회기는 5~10회기, 11~20회기, 21회기 이

료 후 확진받은 진단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으로 분석하였고, 프로그램 구성근거는 심리

임상군으로 그 외의 유형은 일반으로 크게 구

상담이론, 미술치료이론, 통합적 이론으로 분석

분하였다. 일반의 하위항목은 문제행동, 외상

하였다. 프로그램 형태는 미술치료프로그램 구

경험,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보호 및 지원,

조형식에 따라 구조화, 반구조화, 비구조화로

외국인, 시설거주, 사회발달, 기타 등 9개로

분석하였으며, 치료기법은 단일과 혼합으로 나

설정하였으며, 임상군의 하위항목은 정신병리

누어 분석하였다.

와 의료환자 및 신체질환의 항목으로 분류하

자료분석

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들은 연구대상

연구방법별 분석 기준

별, 연구방법별, 연구내용별로 분류하여 빈도를
연구방법별 분석은 연구유형, 연구설계, 측정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치는 Microsoft office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유형은 질적연구, 양

Excel 2010를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하였으며,

적연구, 통합적 연구로 구분하였고, 객관적 검

도표를 통해 결과를 정리하였다.

사 및 생리적 반응 측정 등의 실험연구, 진단

Ⅲ. 연구 결과

검사 및 프로그램 검증은 양적연구로 분류하였
으며, 사례연구, 현상학적 연구는 질적연구로

연구대상

분류하였다. 연구설계는 개인, 실험․통제집단,
실험․비교집단, 단일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측정방식은 사전․사후, 사전․중간․사후, 사

1) 연령

전․사후․추후, 사전․중간․사후․추후 4가

연구대상의 연령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각 61편(34.66%)와 60편(34.09%)로 많이 나타

Table 3. trend by age
Preschool child

Child

Adolescent

Adult

Old Adult

N

7
(3.98%)

60
(34.09%)

37
(21.02%)

61
(34.66%)

11
(6.25%)

1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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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청소년은 37편(21.02%)로 나타나 아동,

(35.84%), 남성 대상 연구는 32편(18.50%)로 나

청소년, 성인을 위한 연구가 195편(89.77%)로

타났다.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2명 이상
의 집단으로 진행된 연구 중 연구대상 연령이

3) 인원
연구대상의 인원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5

2개 이상의 분류항목에 포함될 경우는 해당 유
형마다 각각 빈도 1을 주어 처리하였다.

와 같다. 인원 수 연구동향의 경우 1명을 대상
으로 하는 연구가 57편(32.95%)으로 가장 많

2) 성별

았으며, 6~10명을 집단원 수로 진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의 성별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

는54편(31.21%)로 확인되었다. 2~5명은 36편

와 같다. 연구대상의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을

(20.81%), 11∼20명은 11편(6.36%), 21명 이상

대상으로 한 연구가 75편(43.35%)로 확인되었

은 8편(4.62%), 100명 이상은 7편(4.05%)로 나

으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진행한 혼성은 62편

타났다. 10명 이하의 개인 및 집단구성으로 연

Table 4. Sex trend
Male

Female

Mixed

Unknown

N

32
(18.50%)

75
(43.35%)

62
(35.84%)

4
(2.31%)

173
(100%)

Table 5. Number of study subjects trend
1

2∼5

6∼10

11∼20

21or more

100or more

N

57
(32.95%)

36
(20.81%)

54
(31.21%)

11
(6.36%)

8
(4.62%)

7
(4.05%)

173
(100%)

Table 6. Problem type trend
Type of problem

Normal

N

Problem behavior

28(15.30%)

Trauma experience

16(8.74%)

A single-parent family

10(5.46%)

Low income

6(3.28%)

Protection and Support

3(1.64%)

Foreigner

6(3.28%)

Facility residence

17(9.29%)

Social development

43(23.50%)

Etc

16(8.74%)

Total

145(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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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oblem type trend

(continued)

Type of problem
Clinical group

N

Psychopathology

17(9.29%)

Medical patient and physical diseases

21(11.48%)

Total

38(20.77%)

Sum

183(100%)

연구방법

구를 진행한 경우가 총 147편(89.60%)로 확인
되었다.

1) 연구유형
연구방법의 연구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4) 문제유형
연구대상의 문제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질적연구가 76편(45.09%)로

Table 6과 같다. 일반 문제유형을 대상으로 한

가장 많았으며,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합

연구가 145편(79.23%)로 임상군 38편(20.77%)에

하는 통합적 연구는 53편(30.63%), 양적연구는

비해 4배가량 높았다. 일반 유형에서는 사회발

42편(23.70%)로 나타났다.

달단계에 따른 변인이 43편(23.50%)로 가장 많
았으며, 문제행동 28편(15.30%), 시설거주 3편

2) 연구설계

(9.29%)로 나타났다. 임상군의 경우 정신병리

연구방법의 연구설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17편(9.29%)와 의료환자 및 신체질환 21편

Table 8과 같다. 개인이 63편(36.42%)로 가장

(11.48%)로 나타났다. 문제유형이 2개 이상의

많았으며, 단일집단 52편(30.06%), 실험통제 집

분류항목에 포함될 경우(예: 외국인 노동자 환

단 51편(29.48%), 실험비교집단 7편(4.04%)로

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관찰소 입소 비행

나타났다.

청소년 등)는 해당 유형마다 각각 빈도 1을 주

3) 측정방식

어 처리하였다.

연구방법의

측정방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7. Study type trend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42
(23.70%)

76
(45.09%)

Integrated research

Unknown

N

53
(30.63%)

2
(0.58%)

173
(100%)

Table 8. Research design trend
Individual

Single group

Experimental
control group

Experimental
comparison group

N

63
(36.42%)

52
(30.06%)

51
(29.48%)

7
(4.04%)

17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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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easurement method trend
Pr-Po

Pr-Po-Fo

Pr-In-Po

Pr-In-Po-Fo

Unknown

N

132
(80.98%)

24
(14.73%)

4
(2.45%)

1
(0.61%)

2
(1.23%)

163
(100%)

※ Abbreviation(Pretest: Pr, Posttest: Po, Follow-up Test after Treatment: Fo, Intermediate test: In)

Table 9와 같다. 사전․사후 비교 연구가 132편

(1.84%),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연구는 12편

(80.98%)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사전․

(7.3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70%에 가까운

사후․추후 비교 연구는 24편(14.73%), 사전․

연구자들이 회기소요시간을 60분 이상 진행하

중간․사후 비교 연구는 4편(2.45%), 사전․중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사후․추후 비교 연구는 1편(0.61%)로 확

연구내용의 주당 회기 수에 대한 분석결과

인되었다.

는 Table 11과 같다. 주 1회가 72편(44.17%)로
가장 많았으며, 주 2회는 47편(28.84%), 주 1∼2

연구내용

회는 24편(14.72%), 기타(주3회 이상, 월 1회) 5
편(3.07%)이었다. 주 진행 횟수를 밝히지 않은

1) 회기구성

연구는 15편(9.20%)로 나타났다.

연구내용의 회기소요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내용의 총 회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는 Table 10과 같다. 60분에서 90분 사이가 365

Table 12와 같다. 11∼20회기 연구가 90편

편(9.88%)로 가장 많았으며, 90분 이상이 49편

(55.21%)로 가장 많았으며. 21회기 이상은 45편

(30.06%), 50분에서 60분 사이 26편(15.95%), 40

(27.61%), 5∼10회기는 28편(17.18%)로 나타났다.

분에서 50분 사이 8편(4.91%), 40분 미만 3편

Table 10. Session time trend
Less than
40m

40~50

50~60

60~90

More than
90m

Unknown

N

3
(1.84%)

8
(4.91%)

26
(15.95%)

65
(39.88%)

49
(30.06%)

12
(7.36%)

163
(100%)

Table 11. Number of sessions per week trend
Once a week

1-2 times a week

Twice a week

Etc

Unknown

N

72
(44.17%)

24
(14.72%)

47
(28.84%)

5
(3.07%)

15
(9.20%)

163
(100%)

Table 12. Total session trend
5~10 session

11~20 session

More than 21 sessions

N

28
(17.18%)

90
(55.21%)

45
(27.61%)

16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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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구성 근거 및 형태

확인할 수 없는 연구는 10편(6.14%)로 나타

연구내용의 프로그램 구성근거에 대한 분석

났다.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미술치료이론을 근거
로 한 연구가 139편(85.28%)로 집중되어있으며,

3) 치료기법

심리상담이론 16편(9.81%), 통합적 이론 8편

연구내용의 치료기법에 대한 분석결과는

(4.91%)로 나타났다. 연구내용의 프로그램 형

Table 15와 같다. 단일기법 연구는 18편

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14와 같다. 목표

(11.04%), 혼합기법 연구는 136편(83.44%)로 대

설정에 따라 회기를 일정한 형태로 조직한 구

부분의 연구자들이 혼합기법을 사용하였다. 단

조화 프로그램이 119편(73.00%)로 가장 많았으

일기법을 사용한 경우는 Table 16과 같다. 만다

며, 반구조화 프로그램의 경우 25편(15.34%)로

라가 6편(3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토는 2

나타났다. 비구조화 프로그램은 9편(5.52%),

편(11.11%), 자유화 2편(11.11%), 그 외에 색채,

Table 13. Program composition basis trend
Psychological
counseling theory

Art therapy theory

Integrated theory

N

16
(9.81%)

139
(85.28%)

8
(4.91%)

163
(100%)

※ Psychological counseling theory> Self psychology, Positive psychology, Object relations theory,
Psychodynamic, 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Person-centered therapy, Gestalt psychology, Reality therapy

Table 14. Program type trend
Structuring

Semi-structured

Unstructured

Unknown

N

119
(73.00%)

25
(15.34%)

9
(5.52%)

10
(6.14%)

163
(100%)

Table 16. Research trend of single technique

Table 15. Treatment techniques trend
Mixing
technique

A single
technique

Unknown

N

136
(83.44%)

18
(11.04%)

9
(5.52%)

163
(100%)

Technique
Mandala
Clay
Free painting
Color
Finger painting
Wood
Watercolor
Korean painting
Attach album
Engraving
Natural mediu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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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6(33.33%)
2(11.11%)
2(11.11%)
1(5.56%)
1(5.56%)
1(5.56%)
1(5.56%)
1(5.56%)
1(5.55%)
1(5.55%)
1(5.55%)
1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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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페인팅, 목재, 수채화, 한국화, 애착앨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판화, 자연매체 등이 1편으로 나타났다.

의 불안장애 연평균 증가율이 남성(6.2%)이 여
성(5.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Ⅳ. 논의 및 결론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2.3배 높아(Statistics

Korea[KOSTAT], 2015) 남성의 사회적 특성과
본 연구는 불안에 관한 미술치료의 연구동

심리, 실태파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며 남

향을 분석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성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 진행의 필요성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의 국내

제기된다. 인원에 따른 결과는 1명을 대상으로

석․박사 학위논문과 KCI등재 및 등재후보지

한 개인치료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음을 알

173편을 연구대상(연령, 성별, 인원), 연구방법

수 있다. 이는 치료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연구유형, 연구설계, 측정방식), 연구내용(회기

심리전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서치료

구성, 프로그램 구성근거 및 프로그램 형태, 치

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집단의

료기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경우, 2~10명 이하로 진행되는 집단미술치료가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50%이상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집단치료에서

첫째, 불안에 대한 미술치료의 연구대상 중

상호작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구성이 6~12명

연령에 따른 결과는 성인과 아동 대상 연구가

사이임(Lee & Kim, 1992)을 반영하는 결과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 비율은 성인, 아동, 청

며, Han과 Lee(2014)의 연구, Yalom과 Leszcz

소년, 노인, 유아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1995/2008)의 이상적인 집단구성인원과 일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저조한 편인데, 노

한다. 문제유형에 따른 결과는 일반이 임상군

인의 경우 NHIS(2014)의 보도발표에서 70대 이

에 비해 4배가량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

상 노인의 불안장애비율이 60대 이하 보다 3배

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군보다 일반의 비율이

이상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 노인을 대상으로

높았던 선행연구(Park & Lee, 2015; Ki et al.,

한 미술치료 연구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

2011; Kim & Hong, 2008)와도 일치한다. 이는

다. 또한 유아의 불안장애 유병률이 아동․청

불안이 단지 특정상황을 겪고 있는 대상만이

소년의 수준에 육박(Egger & Angold, 2006)함

아닌 전 생애 발달에 걸쳐 어느 누구에게나 나

에도 불구하고 미술치료연구가 아동․청소년에

타나는 것으로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 스트레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처하는 능력이 미숙하여 환경과 양육자의 태

있음을 반영한다.

도에 의한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불안이 야기될

둘째, 불안에 대한 미술치료의 연구방법 중

수 있는(Lee & Han, 2015) 유아의 불안에 관한

연구유형 및 연구설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의 후속연구 진행이 요구된다. 더불어

사례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

유아의 불안에 따른 문제행동은 부모의 심리적

타났다. 또한, 통합적 연구의 비율도 높아지고

통제 및 양육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Sin et

있는데, 이는 특수성이 높은 질적 연구의 보편

al., 2013) 유아의 불안완화 및 개선을 위하여

성 확보를 위해 양적연구가 병행되고 있는 것

양육자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미술치료의 필요

으로 볼 수 있다(Sin, 2011). 측정방식은 사전․

성도 시사된다. 성별에 따른 동향은 여성을 대

사후 검사로 진행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추후

상으로 한 연구가 남성대상 연구보다 2배 이상

검사가 진행된 연구는 사전․사후 검사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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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구와 비교해 1/4가량으로 나타났다. 심리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미술치료기법들을 통

적 치료개입이 효과적일 경우 치료직후, 1년

합적으로 적용한 혼합기법이 대상자에게 더 효

후 추후 조사, 치료 후 몇 년(평균 7.4년) 후 측

과적인 치료기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Lee &

정조사를 해도 다른 정신병리의 발현 없이 치

Ok, 2016). 매체는 특징적인 심리적 의미를 함

료의 긍정적 반응이 지속된다(Kendall, 2000/

축하고 있고, 매체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치

2015). 장기적 관점에서의 치료 효과성에 대해

유를 경험하는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Ok,

서는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2013).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낮은 통제성과

측정방식 중 사전․사후 검사가 편중된 경향은

억압된 감정의 이완을 유도하는 미술작업이 유

Lee과 Lee(200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데, 추후

효하게 활용될 수 있어(Kim, 2000), 점토나 물

검사 보완을 통한 효율적인 연구의 방향성이

감 같은 유동성이 높은 매체를 적용하여 핑거

제시된다.

페인팅이나 만다라와 같이 감정순화와 정서안

셋째, 불안에 대한 미술치료의 연구내용 중

정에 효과가 있는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안

회기구성은 60분~90분 사이, 주 1회, 11~20회기

완화에 효과적이다(You, 2007; Ha, 2009). Choi

에 걸쳐 미술치료를 진행한 연구가 가장 많았

과 Jang(2017)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심리적

다. 프로그램 구성 근거는 집단미술치료, 인지

안정감을 위해 건식매체보다 습식매체를 많

행동적 미술치료 등이 확인되었으며, 139편의

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술치료는 창

미술치료이론 중 126편(90.65%)은 연구주제에

작을 통한 치료행위라는 정체성을 지닌 학문

부합하는 여러 미술치료 선행연구이론을 수

(Kramer, 2000/2007)으로 매체활용에 관한 다

정․보완하여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

양하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램 형태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가장 높았고,

본 연구의 결론과 제한점을 종합하여 향후

반구조화 프로그램, 비구조화 프로그램 순으로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나타났는데, 이는 매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작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미술치료에서 주

품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해 야기될

제 혹은 주요 종속변인이 불안일 경우를 대상

수 있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구조적, 지시적인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불안은 정의하는

프로그램 형태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

범위에 따라 더 광범위하거나 집약적인 연구가

러나 회기 진행에 따라 대상자의 변화과정과

가능할 것이다. 불안의 개념은 명확히 정의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Han, 2010),

기 어려우나 불안을 내포하는 정신장애나 문제

대상자 특성과 치료 목표에 적합한 프로그램

행동 등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료기법은

를 활용하면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여

혼합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만

진다. 둘째, 불안의 경우 우리가 흔하게 겪는

다라, 점토, 자유화 등의 단일 기법을 적용한

보편적 정서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른 영향력이

연구도 확인되었다. Lee와 Ok(2016), Jang과

크다. 연구대상의 경제활동, 소득, 교육정도, 가

Lee(2013)의 연구에서도 혼합기법이 단일기법

족구성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내용의 연구가

보다 선호하는 치료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진행된다면 연구의 가치가 향상될 것이다. 셋

확인되며, 치료의 대상이나 주요요인과 상관없

째, 연구내용 및 방법의 경우 미술치료 연구에

이 혼합기법이 선호되는 이유는 다양한 미술매

서 중요한 부분인 만큼 불안에 대한 접근이 독

체를 통한 자유로운 경험이 확대되기 때문인

립된 테마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불안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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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ing-centered group artistic activity

료효과의 데이터화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성 검

on elementary 5th and 6th graders with

증, 사례연구의 동향 분석, 불안척도개발 등 세

speech anxiety. Master's thesis, Seoul

부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연

Women's

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Professional

Univ.

Graduate School of

Therapeutic

Technology,

Korea(하지형(2009). 핑거페인팅 중심의 집
단미술활동이 발표불안을 가진 초등학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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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Therapy Research Trends on Anxiety

Yoon Ra-mi

Park Yun-mi
C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future research direction for art therapy related to anxiety by
analyzing research trends of anxiety over the past 10 years. A total of 173 articles, master’s / bachelor’s
theses, and KCI-listed and list candidates from between 2007 and 2016 were analyzed based on study
subjects (age, sex, number of study subjects and problem types), study method (study type, research design
& measurement method), and study content (session configuration, program composition basis and type,
and treatment techniqu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study subjects, many research studies
focused on adult females, individuals, and general problem types. Second, as for study method,
qualitatively researches were the most common. Single group design was mainly applied, and most
pre-/post-measurement method. Third, as for study session configuration, 60 to 90 minutes , once a week,
from 11 to 20 sessions, and programs based on art therapy theory were the most common. In addition,
structured programs have been actively studied, and mixed techniques have been widely used as the main
treatment techniqu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provided useful basic data for the study of art
therapy related to anxiety.
Key Words : Research Trends, Art Therapy, Anxiety

- 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