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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의 매체 관련 미술치료 연구 중 점토를 중심 매체로 사용한 미술치료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분석한 것으로 1994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91편을 대상으로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의 연구유
형, 연구대상 및 치료목표, 미술치료 회기구성 내용, 점토매체의 사용정도 및 점토활동 내용의 동향을 정리함으
로써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 연구의 흐름을 알아보고 향후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 연구유형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합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었다. 연구대상으로는 아동이 가장 많았는데, 대상은 집단이 개인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치료목표에서는
심리건강회복,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향상, 자아성장과 관련된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회기구성에서는 주1회,
11~15회기, 회기 당 60분이 주를 이루었으며, 전체회기 중 진단검사나 종결활동의 1~2회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회기에서 점토를 사용하였다. 점토매체 중에서 자연점토보다 대용점토를 사용한 연구가 많았으며, 점토활동 내
용에서는 소조활동, 조형활동, 자유표현/놀이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제안으로는 점토를 중심매체로 사용한
연구에서의 용어 정의 문제와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 연구의 필요성과 한계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 회기구성, 연구대상 및 치료목표, 점토매체의 사용정도, 점토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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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 치유요인 중 미술매체가 하나의 중요요인으
로 연구되었으며, Chun(2007)은 집단미술치료
의 치료적 요인 연구에서 매체의 특성에 따라

연구의 필요성 및 이론적 배경

치료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한국의 미술치료는 1982년 임상심리와 정신

상세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학 분야의 소수 인사들이 치료와 연구에 활

Lee & Kim(2015)의 연구에서는 즐거움, 통찰,

용하면서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 미술치료 학

정서, 사고촉진, 표현 요인 등으로 미술의 치료

회, 미술치료 대학원과정 등이 생겨나면서 관

적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미술이 지

련 연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양적으로 빠르게

니고 있는 치료적 요인을 체계화함으로써 기존

늘어나고 있다(Choi, Y. H., 2005). 그런데, 1993

의 심리치료이론과 차별화하고, 미술치료 이론

년부터 2014년까지 미술치료 관련 연구의

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미술치료가 독립된 학문

48.6%가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미술치료 이론을 발전시

데 집중되었고(Ko, 2015; Lee, M., 2009), 미술

키고자 하였다.

치료과정이나 미술자체, 그리고 미술매체와 관
련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최근 Park. Y.(2016)는 국내외 미술치료 매
체연구를 개관하고 정리하면서, Rousebrink의

미술치료는 내담자, 치료사, 작품(활동)이라

ETC모형의 신경과학적 토대를 가지고 미술매

고 하는 3개의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이루

체와 미술치료 기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

어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작품은 다른 상담

시하면서 기존의 미술매체와 미술표현에 대한

영역과 가장 구분되어지는 미술치료만의 특별

재고를 제안하고 있다.

한 요소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한 작품을

그러나 이런 중요한 치료적 요인에 해당하

구성하는 것이 미술매체인데, 미술치료에서 미

는 매체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

술매체는 치료의 첫 장면에서 치료사와 내담자

고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

한국교육학술정보연구원(KERIS)

고, 내담자의 전이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

‘미술치료 매체’로 검색하였을 때 현재 매체를

에 치료자는 내담자의 요구와 치료적 상황에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연구로는 점토 매체 중심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각 환

연구(100여 편), 한국화 매체 중심 연구(20여

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미술치료가 될 수 있

편), 섬유매체 중심 연구(6편), 자연물 매체 중

도록 적합한 미술재료들을 선택해야 한다

심 연구, 초기감각 매체 중심 연구, 수채화 매

(Wadeson, 2009/2009). 즉 매체는 단순히 수동

체 중심 연구, 수묵화 매체 연구, 공예매체 연

적으로 작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도구의 역할

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점토매체를 중심

만이 아니라, 매체 자체로서 개인의 정서적인

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측면까지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다(Park, E.,

있다.

2009). 따라서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미술치료에서 매체로서의 점토는 다양한

을 구성할 때 내담자의 정서, 행동, 인지의 발

특성과 치료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점토란

달단계와 내담자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매체

천연산 고운 알갱이의 집합체로, 물로 이기면

를 제시하거나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소성(Plasticity)을 나타내고, 건조하면 강성

Song, E. K.(2014)의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

(Elasticity)을 나타내며, 알맞은 온도로 소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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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결(Sintering)하는 자연점토를 말하는데

체라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며, 좀 더

(Lee, S. M., 2007), 본 연구에서는 자연점토와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대용점토를 모두 말한다. 자연점토에는 주로

있다.

소성(燒成)이 가능한 도자기용으로 소성결과에

점토매체를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는 미술치

따라 백자토, 청자토, 옹기토, 분청토 등으로

료 프로그램의 전체회기, 또는 진단검사와 오

불리며, 대용점토는 소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리엔테이션, 전시회, 종결파티 등을 실시한 회

찰흙, 유성점토, 지점토, 종이죽, 밀가루(전분가

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기에서, 주요 미술매

루 등)반죽, 석고류(가루, 붕대) 등을 포함한다

체로서 점토만을 사용하거나, 점토를 중심으로

(Han, 2003).

다양한 미술매체를 함께 사용한 미술치료를 말

가장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점토의 특성은

하며 도예치료, 도예작업 미술치료, 소조중심

가소성, 촉감성, 점착성(粘着性), 놀이성, 자연

미술치료, 소조(조형) 활동 중심의 미술치료 등

성, 영혼성, 조화성 등을 들 수 있다. 점토는

의 용어를 모두 아우른다.

점토를 다루는 사람의 손에 의해 자르거나 붙

점토매체를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들은

이거나 뜯거나 던지거나 비트는 등 원하는 대

대부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험연구가 주를

로 조작이 가능하며 수시로 형태를 변형시킬

이루는데, 매체의 특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사

수 있다. 이러한 가소성, 점착성, 놀이성 등의

례 및 문헌연구(Won, 2007), 문헌연구를 통한

특성은 점토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며 치

프로그램연구(Kim, J., 2011; Lee, K. 2012;

료요인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점토의 치료적

Park, J., 2014), 매체 간 반응 비교연구(Lee, C.,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통제가 낮은

2007; Hong, 2006), 매체선호도 조사연구(Kim.

매체로서 이완, 퇴행, 감정발산, 카타르시스 등

N., 2010), 치료적 요인별 효과적인 매체연구

을 우선으로 들고 있으며, 그에 더해 창조성과

(Kim & Lee, 2015), 매체의 기법연구(Lee, T.,

상징화의 효과를 제시(Kim & Lee, 2015)하기도

2004)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좀 더 객관적인

하였다. Kim & Hwang(2010)은 점토의 미술치

자료를 얻기 위해 점토매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료 활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 점토의 치유

동안의 뇌파나 심박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점토

적 기능을 정리하였는데, 인류역사의 시작에서

매체가 이완이나 정서안정에 어떤 도움을 주는

부터 점토가 어떤 상징성과 기능을 해왔는지를

지를 연구한 논문(Lee, S. M., 2010; Lee, C.,

정리하였으며,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정신성,

2007; Jeon, 2009) 등이 있다.

영혼성 등의 기능을 예로 들었으며, 감각적

또한 점토매체는 여러 연구 대상군에서 선

작업을 통한 정서표출, 행복과 즐거움, 새로운

호되고 있는데, Song, S.(2009)는 유아의 장애유

의식과 통찰력 등을 제시하였다. Sholt &

형별 미술재료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입체재

Gavron(2006)은 세 가지 퇴행에 대해 논하고,

료, 감각재료, 자연 친화적 재료의 세 가지로

특히 점토의 건설적 퇴행에 대해 논의하면서,

분류하고 점토매체가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점토매체의 치유적 요인과 대상별 사례별 치료

보고하였으며, Bae(2016)는 자폐아동에서, Jo

예시를 국외 여러 학자들의 사례를 통해 제시

(2010)는 우울대상에서, Seo(2008)는 노인의 자

하고 있다. Park, Y.(2016)는 매체에 대한 기존

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또 ADHD아동을 위해

연구들의 시각이 관습적이고 추측에 의존하는

서도(Kim, M. J., 2015; Kim, N., 2010) 점토활

경우가 많음을 비판하면서, 점토가 퇴화적 매

동이 선호되고, 치료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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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점토매체 중심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존의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의 연구동향

미술치료의 동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에 대한 논문은 세 편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한국에서 미술치료가 시작된 이래 점토라는 매

Choi, Y. S.(2007)의 연구는 1994년부터 2006년

체가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까지 27편의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 논문을

왔는지 연구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개선되어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연구제목, 연구자, 연

야 할 점등을 논의함으로써, 점토매체에 대한

구대상, 총회기수, 주로 활동한 내용으로 나누

이해를 높이고, 이러한 정보를 현장에서 활용

어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대상 논문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치료의 발전에 도움이

에는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 뿐 아니라, 미술

되고자한다.

활동과 미술교육에 포함되는 논문도 대상에 포

연구문제

함되어 있다.
둘째, Park, J.(2014)는 도예작업 미술치료를

첫째,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 연구의 연구

통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점토
매체 중심 미술치료의 동향을 정리하였는데,

유형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 연구의 대상

이 연구에서는 2001년에서 2013년까지의 연구
중 전체 회기를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로 진

별 및 치료목표별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 연구의 회기

행한 50건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
도별, 대상별, 증상별, 연구목적별로 분석하였

관련 내용의 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 연구의 점토

고, 이를 통해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

매체의 사용정도 및 점토활동 내용의 동향은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Lee, K.(2012)는 불안정애착아동의 모

어떠한가?

자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Ⅱ. 연구방법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 불안정애착아동을 대
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논문 50건 중 점토를

연구대상

사용한 회기들을 분석하였다. 점토를 사용한
회기의 치료목표, 활동내용, 점토의 종류를 정
리하고, 점토매체별 치료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의 동향을 연구하기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에 대한 연구는 1994

위하여 검색어를 점토(중심), 소조(중심), 도예

년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매우 꾸준히

(작업), 찰흙, 흙 등과 미술치료, 치료로 하였으

연구되고 있다. 이는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

며, 학위논문과 학술지 모두를 검색하였으며,

의 효과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술치료

전자 자료가 없는 경우는 국회도서관 원문 소

사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

장 처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취합하였다.

으로 보인다. 그런데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

의 동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앞에 기술한 바와

보연구원(KERIS), 한국학술정보(KISS), 뉴논문,

같이 연구대상 논문의 시기나 대상, 활동내용,

DBPIA, 학술교육원(e-Article), 한국미술치료학

치료목표 등이 한정된 연구여서 전체적인 점토

회 등의 기관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검색어

매체 중심 미술치료의 동향을 알기에는 부족한

로 검색하여, 1차적으로는 1994년부터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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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발표된 학위논문 80편, 학술지논문 32

로 기술한 연구를 말한다. 양적연구란 질적연

편, 총 112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2차적

구와 같은 회기별 활동내용과 작품에 대한 구

으로 연구대상과 연구목적, 활동내용, 매체의

체적 서술을 배제하고, 객관적 검사도구를 통

종류 등의 동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검색된 논

하여 양적인 통계를 제시한 연구를 말한다. 통

문 중 미술치료를 이론적 기반으로 사용하고

합적 연구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한 연

있으나, 교육학분야의 논문으로 미술교육이나

구를 말한다.

특수교육 연구 중에서 제목에 있어서 미술치료
를 포함하지 않고 소조활동, 점토 조형 활동

2) 연구대상의 분석 기준

등 미술 교육적 활동을 통해 아동의 행동, 정

연구대상 분석의 기준은 선행 동향연구(Ki

서적 변화 목적을 위해 실시한 24편의 연구들

et al., 2011)의 기준을 참고로 하되, 점토매체

은 제외하였다. 이는 미술치료와 교육이 매우

중심 미술치료연구에서 나타난 연구대상의 현

인접하여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나, 연구의 실

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연구자가 조정하였으

행 목적이 교육인 경우는 치료와는 구별되어져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의 분류에서는

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의 치료를 목적

사회성 항목과 ADHD경향 항목을 추가하였고,

으로 점토매체를 중심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하

보호 및 지원은 제외하였으며, 한부모 가정은

고, 제목에 있어서도 미술치료 또는 치료를 명

저소득으로, 외국인은 다문화로 용어를 변경하

기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또 미술치료를 실행

거나, 범위를 다소 수정하였다. 또 기타항목의

하지 않은 순수 프로그램개발연구(1편), 점토매

대상도 조정하였다. 또 진단의 분류에서는 섭

체의 치료적 효과성이나 점토매체의 기법 등에

식장애를 제외하고 기타에 있던 신체장애를 하

대한 개관연구(2편)는 제외하였고, 학위논문과

나의 항목으로 추가하였고, 하나의 분류 항목

학술지연구가 겹치는 경우는 미술치료 프로그

이던 발달장애와 학습장애 및 언어장애를 분리

램과 치료회기의 내용, 작품, 매체에 대한 자세

하였고, 아동기장애에 속해 있던 ADHD와 품

한 설명이 나와 있는 학위논문을 우선 선정하

행장애를 행동장애 항목으로 나누었다. 이는

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 학위 및 학술지 전체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의 대상이 아동에 집중

논문은 총 91편이다.

되어 있어서 이를 좀 더 상세히 드러내려는 의
도이다.

분석의 기준

연구대상의 분석기준의 첫 번째는, 신체 및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유아(0세에서 7세

1) 연구유형별 분석기준

까지의 유아 및 유치원생), 아동(초등학교 1학

연구대상 논문에 대한 유형별 분석 기준은

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청소년(중학교와 고

점토매체 중심의 미술치료연구 전체 즉, 석, 박

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성인과 노인, 기타

사학위논문과 학술지를 대상으로 먼저 연도별

(모자집단 등)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로 분류하였으며, 연구의 형태에 따라 질적연

분석기준 두 번째는 연구대상을 일반 문제현상

구, 양적연구, 통합연구로 분류하였다. 질적연

과 진단에 의한 분석 기준으로 하위 항목을 나

구는 통계적인 연구를 배제하고 회기 내용, 즉

누었다. 일반 문제현상은 정신병리 및 의학적

내담자의 작품, 투사그림검사 또 내담자의 언

진단이나 신체 정서적 기준에 의거하지 않은

어, 정서, 행동적 변화의 양태에 대해 구체적으

다양한 형태의 문제 현상들을 통틀어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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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위영역은 심리정서, 문제행동, 사회

로, 연구자들이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치료목

성, 외상, 시설거주, ADHD경향, 스트레스, 저

표를 두고 접근했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소득, 다문화, 기타 등 10개의 범주로 나누고,

따라서 연구대상의 발달단계에 따른 치료목표

진단에 의한 분석기준의 하위영역은 발달장애,

를 분석하였는데, 치료목표의 분석기준은 Ki

학습장애 및 언어장애, 행동장애, 정서 및 기분

등(2011)의 분석틀을 참고하였으나, 부적응 및

장애, 신체장애, 뇌손상에 따른 장애, 중독장애,

문제행동 개선을 행동문제 영역으로 변경하였

정신장애 등의 8개 범주이며 내용은 Table 1과

다. 이에 따른 하위 항목은 자아성장, 심리건강

같다.

회복, 스트레스 완화, 행동문제 영역,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향상, 장애극복, 기타의 7개이며,

3) 치료목표의 분석기준

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치료목표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으

Table 1. Standard of analysis by character of study object
Sort

Character
Affect
Problem behavior
Sociality
Traumatic experience

General

Depression, anxiety, anger, cowered etc.
Inadequacy, aggression, school refusal, misdeed, smoking etc.
Peer relationship, personal relationship etc.
Sexual/family violence, sexual/physical abuse etc.

Facility dwelling

Breeding facilities, facility protection(facilities children), probation,
shelter

ADHD tendency

Not diagnosed ADHD tendency

Stress

Stress, ability to cope with stress

Low income

Child/adolescent user of community child center, broken family
(single parent family etc.)

Multiple cultures

Child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married immigrant(female)

etc.

Self-worth, autistic features, general

Developmental disorder

Low intelligence(include borderline
developmental disability etc.

Learning disability and
dyslogia

Learning disability, dyslogia(include optional mutism) etc.

Behavior disorder
DIagnosIs

Details

Emotional and
mood disorder

intelligence),

ADHD, impulse control disorder, conduct disorder etc.
Emotional disorder, anxiety disorder, depression, tic disorder etc.

Physical disability

Physical disability(audial, optimal)

Disability by brain
damage

Dementia, patient of brain damage

Addiction disorder

Alcohol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game addiction etc.

Mental disorder

overall

Schizophrenia, chronic schizophrenia(hos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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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rapeutic aim
Therapeutic aim

Detail

Self development

Self-worth, self-expression, ego-identity, efficacy, creativity, problem
solving etc

Psychological health recovery

Depression, anxiety, aggression, anger, emotional expression, quality of
life, euphoria etc

Stress relax
Behavior problem
Interpersonal
Overcoming barrier
etc

Stress decrease, ability to cope with stress etc
ADHD, aggressive behavior, withdrawn behavior, juvenile etc
Peer relationship, sociality, maladjustment, personal relations etc
Overcoming diagnosed, cognitive function etc
Somatesthesia, objectrelation etc

4) 회기구성 내용의 분석 기준

육, 심리치료, 미술학, 상담학/심리학, 사회복

회기구성 내용에 대한 분석은 미술치료 프

지, 보건스포츠, 전공표시 없음(학술지) 등의 8

로그램이 진행되는 회기와 관련된 전체적 내용

개로 나누었다. 투사그림검사는 K-HTP, KSD,

을 분류한 것으로, 연구대상의 상황을 있는 그

KFD, HTP, LMT 등 연구에 나타난 11가지 투

대로 보이기 위해 사례의 수, 회기 수, 회기의

사그림검사의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주기, 회기진행 장소, 연구자의 전공, 투사그림
검사 사용 현황 등으로 나누었다. 사례 수는

5) 점토매체의 사용 정도에 대한 분석 기준

개인, 그리고 2, 3, 4, 5, 6, 7, 8, 9명 집단, 10명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점토

에서 15명 집단, 20명 이상 집단으로 나누었다.

매체의 사용 정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대상

회기 수는 1회, 5회, 6~10회, 11~15회, 16~20회,

연구들 중, 프로그램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매

21~25회, 26회~30회, 40회 이상으로 나누었다.

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있고, 활동에 대한

한 회기의 시간은 30분 이하, 40분, 40~50분,

안내가 되어 있는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50분, 50~60분, 60분, 60~80분, 80분, 90분, 90~

다. 먼저, 회기 내 점토매체의 사용정도에 대한

100분, 표기 없음 등으로 나누었고, 40~50분과

분석은 전체회기에서 점토를 어느 정도 사용하

같이 표기된 경우는 중복 계수하였다. 회기는

였는지, 또 점토를 제외한 다른 매체를 사용한

주1회, 주1~2회, 주2회, 주2~3회, 표기 없음 등

회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또 점토

으로 나누었다. 연구 장소는 상담 센터/연구소

매체 중심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점

/개인 심리치료센터 등을 포함하는 심리치료센

토의 종류별 사용빈도를 구하였다. 점토의 종

터, 복지관/정신보건센터/지역아동센터/정신건

류별 분류는 크게 자연점토와 대용점토로 나누

강지원센터를 포함하는 복지기관, 쉼터/소년원,

어 분석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실제 프로그

병원, 학교, 어린이집, 가정, 학원, 표기 없음

램에서 회기별로 연구자들이 사용한 점토의 이

등의 9개로 나누었다. 연구자들의 전공은 예술

름별로 분류하였는데, 자연점토, 대용점토, 점

치료/표현예술치료/임상미술치료를 포함하는

토통칭, 흙통칭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술치료, 유아교육/미술교육/특수교육/상담교

점토통칭, 흙 통칭이라고 분류한 경우는 자세

육/미술치료교육/예술치료교육을 포함하는 교

한 점토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자연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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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대용점토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이며, 점토

로 표기하였고, 기타에서는 핸디코트를 새 항

혹은 흙이라고 표현한 경우이다. 대용점토는

목으로 표기하였다. 특히 대용점토의 분류에

연구자마다 각각 다양하고 다르게 표기하고 있

있어서는 프로그램에서 연구자들이 사용한 점

는 그대로 표기하였다. 밀가루반죽에는 밀가루

토관련 용어들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였는데(상

와 전분가루 등 곡물가루가 포함된다. 종이죽

표명의 경우에도 그대로 표기함), 이는 점토 매

에는 신문지죽, 휴지죽 등이 속하고, 찰흙에는

체를 중점적으로 사용한 미술치료의 현황을 있

점토찰흙, 찰흙점토가 포함된다. 석고류에는 석

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자하는 의도이다.

고가루와 석고붕대가 속한다. 점토의 종류는

Lee, K.(2012)의 연구를 주로 따랐는데, 가루반

6) 점토활동 내용의 분석기준

죽에 포함되어 있던 석고류를 따로 하위항목으

점토활동 내용의 분석기준은 Lee, K.(2012)의

Table 3. Sort of clay
Sort of clay

Detail

Natural clay

Firing burning clay, pottery clay, celadon clay, white porcelain clay, earthenware
clay, mixed clay etc.

Plasticine clay

Not firing burning clay, oily clay made by synthetic stuff, paper paste, dirt,
dough(wheat), paper gruel, plaster type, etc.

Table 4. Sort of clay name in program

Natural clay

Clay subclass

Clay name used real program

Pottery clay

Pottery clay, cramic clay, celadon clay, white
porcelain clay, erthenware clay, mixed clay etc.

Oily clay

Iclay, angel clay, silly putty, foamclay, colormix,
decoration clay, clay mixed with oil, plasticine,
playdough, clayclay, colorclay, five-colored clay,
artclay, clayart, ballclay, bubble clay, light clay,
alginate, scentclay, decoclay, terraclay, creamclay,
eraserclay, candleclay

Paper paste
Plasticine
clay

Dirt

Paper paste, paper clay
Clay dirt, dirt clay

Dough
(wheat) type

Flour, starch powder etc.

Paper gruel

Paper gruel, newspaper gruel, tissue gruel, gruel
clay etc.

Plaster type

Plaster powder, plaster bandage

etc.

Handy coat

Common name of clay

Clay

Clay

Common name of soil

Soil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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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연구를 토대로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용어
를 부분적으로 바꾸었고, 프로그램 주제 중 신
체표현하기와 찍기 항목은 다른 항목에 포함시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엑셀 프로그램

켰는데, 신체 표현하기는 주로 얼굴 만들기 등

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유형별, 연구대상의 발달

‘만들기’ 즉 소조 활동에 속하는 활동으로 보

단계별, 치료목표별 동향과 회기 관련 내용별,

았고, 찍기는 모양 찍기와 구분하여 핸드페인

점토 종류별, 점토 활동내용의 빈도와 백분율

팅, 발바닥 찍기 활동으로 자유롭게 표현 및

을 구하였으며, 표와 그림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놀이에 포함시켰다. 프로그램 활동내용의 하위

Ⅲ. 연구결과

항목은 14개이며 프로그램의 주제별로 나누었
는데, 그리기, 던지기, 만다라, 모양 찍기, 농도
느끼기, 반죽 만들기, 소조, 본뜨기, 쌓기, 이야
기 만들기, 자유표현 및 놀이, 점토 조형, 점토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연구의 유형별
동향

염색, 탐색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Table 5와
점토매체 중심 연구대상 중 89%가 학위논문

같다.

Table 5. Subject of clay material based program and activity content
Topic of program

Activity content

Drawing

Activity including drawing action on flat surface

Throwing

Throwing activity with clay to wall or certain area

Mandala

Working activity with mandala mold

Imprint shaping
Feeling concentration
Dough making
Modeling
Replication
Build
Story making

Stamping activity with various shape mold
Feeling clay's water-concentration changing character and observing activity
Activity kneading powder such as flour, starch powder, rice flour etc. With
water, paint, oil etc. Or kneading several clay and feeling changing color or
touch
Working activity with clay and clay tools
Body such as hand, foot molding activity with plaster powder of plaster
bandage, clay
Upbuilding activity with clay
Story structure activity with work made by molding activity

Free expression
& play

Client-want free working activity with clay, finger painting and hand or foot
stamping activity

Formative with
other media

Creating or expressing activity with mixing clay, natural material or several
material

Clay dyeing

Dying activity with smearing dyes on the clay

Exploration

Clay feeling activity through kneading, rubbing, tearing, knocking, treading etc.
and clay-character observ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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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rends of research style
Paper type
Year

Unpublished
Thesis

1994

Dissertation

Research type

Journal
published

N(%)

1

Unified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1(1)

1

1(1)

1

1

Quantitative
research

1995
1996
1997

1

1998
1999
2000

1

1(1)

2001

1

1(1)

1

2002

2

2(2)

2

2003

7

7(8)

4

2004

1

1

2(2)

1

1

2005

4

2

6(7)

5

1

1(1)

1

9(10)

5

1

6(7)

5

1

6(7)

5

1

8(9)

7

1

2006

1
2

2

2007

7

2008

6

2009

4

2010

8

2011

8

1

9(10)

7

1

2012

7

1

8(9)

7

1

2013

7

1

8(9)

8

2014

8

8(9)

7

2015

5

5(5)

5

2016.8

2

2(2)

2

91(100)

72(79)

1

79
N(%)

1

1

3

1

1

2
81(89)

10(11)

10(11)

9(10)

이며, 11%가 학술지 논문이다. 학술지의 편수

2011년이 9편으로 가장 많은 수의 연구가 이

는 학위논문과 겹치는 경우 중복 계수하지 않

루어졌으며, 2007년 이후는 지속적으로 비슷

고 학위논문으로만 계수하였기 때문에 더 적게

한 수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수되었다. 연도별 경향으로 보면 2007년과

또 학위 논문 중 79편이 석사논문이며, 2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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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 Trends of research
박사학위 논문으로 점토매체 중심연구에서 박

2010년 사이에도 33%로 연구되어 뒤를 이었다.

사학위는 매우 적은 편이다. 연구형태로는 전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의 발달 단계별 동

체 논문 중 79%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모

향을 보면, 아동이 53%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

두 기술한 통합연구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으며, 뒤이어 성인이 14%, 청소년 13%, 유아,

였다.

노인, 기타(모자)의 순서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8의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의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 연구의 대상별
및 치료목표별 연구동향

발달단계별 특성에서는 일반군과 진단군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일반과 진단을 비교하였을
때 일반이 59편, 진단이 34편으로 일반대상이

1) 대상별 연구동향

진단대상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반군에서

Table 7과 같이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연구

는 환경적 특성으로 저소득대상을 연구한 논문

는 1994년에 1편을 시작으로 하였는데, 5년 단

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위로 나누어 보았을 때, 2011년 이후에 44%로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의 경우가 많음을

가장 많은 편수가 연구되었고, 2006년에서

알 수 있다. 또 다음으로 많은 대상인 시설거

Table 7. Trends of research object
Year

Preschooler

Child

Adolescent

Adult

Senior

etc

N(%)

1994~2000

1

2

0

0

0

0

3(3)

2001~2005

1

7

5

3

1

1

18(20)

2006~2010

0

19

4

5

1

1

30(33)

2011~2016.8

6

20

3

5

4

2

40(44)

N(%)

8(9)

48(53)

12(13)

13(14)

6(7)

4(4)

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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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2. Trends of research object
주와 ADHD성향의 경우 각각 노인과 아동에

한

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schizophrenia)을 포함한 정신장애, 진단 받은

또 아동일반 대상군에서는 사회성, 자아존중

ADHD를 포함한 행동장애와 치매를 포함한 뇌

감, 다문화가 같은 빈도의 연구를 하고 있으

손상에 따른 장애가 세 번째로 많은 대상군이

며, 유아, 청소년, 성인의 경우는 고른 분포를

었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일반의 ADHD경향

보이고 있다.

경우가

많았고,

다음이

성인

조현병

과 진단의 행동장애(5편 모두 ADHD) 합쳤을

진단군에서는 발달장애 대상이 가장 많았

때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서 ADHD에 대한 관

는데, 특히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를 대상으로

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조

Table 8. Trends of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Preschooler

Affect

Adolescent

Problem behavior

1

1

Sociality

1

3

Senior

2

1

Facility dwelling

1

1

ADHD tendency

1

5

Stress

1

1

1

Low income

10

2

Multiple culture

3

etc

Adult

2

Traumatic experience
General

Child

1

3

Total(%)

2

1

etc

N(%)

1

3(5)

1

5(9)

1

5(9)

1

2(4)

3

8(14)
6(11)

1

4(7)
1

1
1

13(23)
4(7)

1

6(11)
5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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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rends of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DIagnosI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preschooler

Child

Developmental disorder

1

8

Adolescent

Adult

13

(continued)

Senior

1

etc

N(%)
13(38)

Learning disability
and dyslogia

1

1(3)

Behavior disorder

5

5(15)

Affective disorder

3

Physical disability

1

4(12)

1

1(3)

Brain damage

3

Addiction disorder

1

Mental disorder

6

Total(%)

3(9)
1(3)
6(18)
34(100)

F. 3. Trends of general object

F. 4. Trends of diagnostic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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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 등의 정신장애가 가장 빈도가 높고, 노인

회복 관련 영역의 치료목표가 가장 비율이 높

의 경우는 치매 등의 뇌손상에 따른 장애가 높

음을 알 수 있다.

은 빈도이다.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의 회기구성 내용
동향분석

2) 치료목표별 연구동향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의 치료목표별 분석
에서는 심리건강 회복관련 영역이 29%로 가장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의 회기구성을 분석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의사소통 및

하여 보면, 전체 91편 중 개인을 대상으로 하

대인관계향상 영역 26%, 자아성장영역으로 나

는 연구가 14편 이었고, 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났다. 발달단계별로 보면, 유아 및 아동은 의

연구가 77편이어서 집단 대상연구가 월등히 많

사소통 및 대인관계향상 영역을, 청소년은 자

았다. 집단의 크기에서는 3명 이하의 집단이

아성장 영역을, 성인과 노인, 기타는 심리건강

11%로 가장 많았으며, 4명, 5명 집단이 각각

Table 9. Trends of therapeutic aim
Therapeutic aim
Self
Psychological
development health recovery

Stress
relax

Behavior
problem

Interpersonal

Overcoming
barrier

1

3

2

9

16

Preschooler

1

2

Child

15

13

4

Adolescent

4

2

3

3

Adult

4

6

1

5

Senior

1

5

etc
N(%)

4
25(21)

32(29)

etc

1
3

1

6(5)

1(3)

2
8(7)

10(9)

F. 5. Trends of therapeutic 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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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다음으로 많았다. 회기의 수에서는 11~

많았는데(30%),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

15회기가 가장 많았고, 16~20회기가 그 다음이

기관이 가장 많았으며(29%), 다음으로 학교와

었다. 회기의 주기는 주1회가 50%이상을 차지

심리치료기관이었다.

하였고, 그 다음이 주2회 28%로 나타났고, 회

연구자의 전공은 미술치료가 69%로 압도적

기시간은 60분이 26%, 50분이 20%로 가장 선

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미술치료교육, 정신지체

호하였고, 다음이 90분이 15%의 순으로 나타

교육 등의 교육전공이 뒤를 이었으며, 상담학,

났다.

심리치료 등이 뒤를 이었으며, 전공표시가 없
는 것은 학술지의 경우이다.

그리고 연구 장소는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Table 10. Session organization
Case

N(%)

Session

N(%)

Session time

N(%)

Session cycle

N(%)

Personal

14(15)

1 Session

2(2)

30min

2(2)

weekly

44(47)

2

7(8)

5 Sessions

1(1)

40min

8(8)

1~2 times A week

3(3)

3

14(15)

6~10 Sessions

9(10)

40min~50min

3(3)

2 Times A week

26(28)

4

10(11)

11~15 Sessions

35(38)

50min

20(20)

2~3 times A week

1(1)

5

10(11)

16~20 Sessions

28(31)

50~60min

1()(10)

2~4 times A week

1(1)

6

6(7)

21~25 Sessions

10(11)

60min

25(26)

3 times A week

4(4)

7

5(5)

26~30 Sessions

4(4)

60~80min

2(2)

4 times A week

0(0)

8

5(5)

40 Sessions

2(2)

80min

3(3)

5 times or more
A week

3(3)

9

2(2)

90min

15(15)

No mark

12(13)

10~15

14(15)

90~100min

3(3)

20 or more

4(4)

No mark

7(7)

계

91(100)

91(100)

98(100)

94(100)

Table 11. Research place
Research
place

Psychological
therapy center

Welfare
agency

Shelter,
juvenile
hall

Clinic

School

N(%)

9(10)

26(29)

4(4)

6(7)

13(14)

Day care
Home
center
3(3)

2(2)

Institute

No
mark

1(1)

27(30)

Table 12. Major of researcher
Art
therapy

Education

Psychotherapy

Arts

Counseling,
psychology

Social
welfare

Health
-sports

No mark
(Journal etc)

N(%)

63(69)

9(10)

2(2)

1(1)

4(4)

2(2)

1(1)

9(10)

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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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Psychological test
K-HTP

KSD

KFD

HTP

LMT

PPAT

DAP

PITR

DAS

FCCD

T

N(%)

17(37)

11(24)

6(13)

2(4)

2(4)

2(4)

2(4)

1(2)

1(2)

1(2)

1(2)

46(100)

또 사전․사후 진단검사로 사용된 투사그림

1) 점토매체의 회기 내 사용 정도 분석

검사는 HTP보다 K-HTP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

회기에 따른 점토의 사용 정도를 보면, 전체

으며, 사회성을 치료목표로 한 연구가 많은 것

회기에서 점토를 사용한 연구와 사전․사후의

을 반영하듯 KSD가 그 뒤를 이었다.

진단검사와 종결회기에서의 전시회, 종결파티,
수료식 등의 회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회기

점토매체의 사용정도 및 점토활동 내용에
대한 동향분석

에서 점토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가 69편(85%)
으로 나타났다. 점토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

Table 14. Application of clay media
Clay application session

N(%)

Sort of clay

N(%)

Every sessions

27(33)

Only natural clay

14(20)

Every sessions except for psychological test sessions

22(27)

Only plasticine clay

47(67)

Other media session 1~2 (without clay)

20(25)

Natural Clay & plasticine

9(13)

Other media session 3~6 (without clay)

10(12)

Other media session 7 (without clay)

2(2)

Total

81(100)

F. 6. Application of clay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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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타 매체를 3회 이상 사용한 연구는 10편

2) 점토매체 종류별 사용정도 분석

(12%)이었다. 또 자연점토보다는 대용점토를

점토매체의 종류별 사용정도를 보면, 자연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자연점토(natural

토 중에는 도예토로 분류되는 도예토, 도자토,

clay)와 대용점토(Plasticine)를 함께 사용하기보

옹기토 등이 8% 사용되었고, 대용점토 중에서

다는 자연점토나 대용점토를 단일 사용하는 것

는 유성점토로 분류된 점토가 31%로 가장 많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용되었고, 다음이 지점토와 찰흙이 각

13%를 차지하였다. 밀가루반죽과 종이죽은 각
각 6%와 2%사용되었다. 석고붕대와 석고가루

Table 15. Sort of clay name in program
Clay class

Clay subclass

Clay name used real program

Number
of use N(%)

Natural clay

Pottery clay

Pottery clay, ceramic clay, celadon clay, white
porcelain clay, earthenware clay, mixed clay etc.

70(8)

Oily clay

Aiclay, angel clay, silly putty, foamclay,
colormix, decoration clay, clay mixed with oil,
plasticine, playdough etc.

285(31)

Paper paste, paper clay

114(13)

Clay dirt, dirt clay

114(13)

Paper paste
Dirt
Plasticine

Dough type

Flour, starch powder etc.

52(6)

Paper gruel

Paper gruel, newspaper gruel, tissue gruel, gruel
clay etc.

14(2)

Plaster type

Plaster powder, plaster bandage

25(3)

Etc.

Handy coat

6(1)

Common name of Clay

Clay

Clay

Common name of Soil

Soil

Soil

183(20)
48(5)

Total

911(100)

Soil
Clay
etc
Plaster type
Paper gruel
Dough(wheat) type
Dirt
Paper paste
Oily clay
Pottery clay

48
183
6
25
14
52
114
114
285
70
0

50

100

150

F. 7. Application of clay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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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lay activity contents
Clay activity

N(%)

Drawing

9(1)

Throw

9(1)

Mandala

11(2)

Imprint shaping

15(2)

Concentration

10(2)

Dough making

14(2)

Modeling

273(45)

Replication

11(2)

Build

9(1)

Story making

7(1)

Free expression & play

42(7)

Formative with other media

158(26)

Clay dyeing

2(0)

Exploration

31(5)

Total

601(100)

F. 8. Clay activity contents

Ⅳ. 논의 및 결론

를 포함하는 석고류도 3%로 종이죽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 점토이름을 표기하지
않아서 자연점토인지 대용점토인지 알 수 없는

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점

연구의 경우 점토통칭과 흙통칭으로 분류하였

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의 동향을 연구하기 위하

는데, 점토라고만 통칭해서 사용한 경우가

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91편을 대상으

20%, 흙이라고만 표기한 경우가 5%로 나타나

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유형과 연구대상,

고 있다.

치료목표에 따라 분류하였고, 점토매체에 대한
활용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전반

3) 점토활동 내용 분석

적인 회기관련 내용과 점토사용 정도, 점토매

점토활동을 주제에 따라 구분한 활동내용

체 활동내용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분석에서는 점토와 소조도구만을 사용하여 ‘만

및 논의는 아래와 같다.

들기’하는 소조가 45%로 가장 선호하는 활동이

첫째, 연구유형의 동향을 보면, 점토매체 중

었으며, 점토 외에 다양한 매체를 추가로 사용

심 미술치료는 1994년 처음 1편이 연구된 이래

하여 ‘꾸미기’혹은 만들기를 하는 기타매체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2003년에 7

함께 조형이 26%로 다음으로 많았다. 그 외에

편이 연구된 이후 꾸준히 비슷한 편수의 연구

자유표현 및 놀이, 탐색이 뒤를 이었다.

가 이뤄지고 있고, 2011년에 9편으로 가장 많
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위논문에서는 석사학
위 논문이 89%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1999년 미술치료 전공이 대학원에 개설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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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정의 연구자들이 미술치료를 학문적

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연구에서 일반대상의 아

(Chang, 2013)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동 연구에서는 저소득 그리고 ADHD성향대상

여타 심리치료와 다른 미술치료만의 독창성

이, 청소년에서는 저소득, 문제행동대상의 비율

(Lee, M. Y., 2009)을 매체에서 찾고자 하는 노

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토매체 중심이

력의 영향이라 생각된다. 연구형태에서는 질적

아닌 일반적 미술매체를 활용한 연구를 대상으

연구와 양적연구를 통합한 통합연구의 형태가

로 한 선행연구(Ki et al., 2011)에서는 아동의

7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외상경험대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본 연구와

이는 실험연구에서의 사전사후의 변화양상을

는 차이가 난다. 진단 대상에서는 아동의 경우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

지적장애와 자폐장애 등의 발달장애 대상이 가

와 내용면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려는 욕

장 많고, 다음으로 ADHD 대상의 순으로 나타

구가 공존함을 나타내고 있다.

났다. 이는 미술치료가 복지관이나 특수학급,

둘째, 연구대상을 발달단계로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우

아동이 5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발달단계

가 많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또 이러한 대상

대상으로는 성인, 청소년, 유아, 노인, 기타(모

에게 점토를 주 매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자)의 순으로 많았다. 일반적 매체를 사용한 연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점토는 다양한

구를 포함한 미술치료 전체 연구동향(Ki et al.,

아동의 다양한 이슈와 감정들을 표현하고 치

2011; Choi, Y. H., 2005)과 일치하였으나, Ko

유할 수 있는 매체이며, 촉각, 지각, 운동감각

(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이 가장 많은

경험의 욕구를 채워주는 탁월한 매체라고 하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시기

는 Oaklander(2011/2011)의 주장과 일치한다.

및 연구논문 선정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

Park, J.(2014)의 연구에서는 일반과 진단에 따

이는데, Ki 등(2011)의 연구는 1994년부터 2010

른 분석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서불안이

년까지의 한국미술치료학회의 학술지를 대상으

가장 많고, ADHD대상이 다음으로 나타나고

로 하였고, Choi, Y. H.(2005)는 2003년까지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의 ADHD경향과

한국과 미국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진단의 문제행동(전체가 ADHD)을 모두 합할

Ko(2015)의 연구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우 ADHD가 매우 높게 나타나서 ADHD에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점토매체

대한 연구가 많다는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

중심 미술치료 동향에 관한 선행연구인 Park,

겠다.

J.(2014)의 연구에서 아동 54%와는 비슷한 결과

셋째, 치료목표에 따른 분석결과, 심리건강

를 보이고 있어서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는

회복영역이 29%,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향상

주 대상이 아동임을 알 수 있다.

26%, 자아성장 관련영역 23% 순으로 나타났는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을 일반과 진단기준으

데, Ki 등(2011)선행연구에서도 심리건강 회복

로 분석한 결과, 일반대상이 진단대상보다 높

관련 영역(2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대인관계나

자아성장(22%)과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향상

사회부적응 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

(23%) 등에서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고 있으며, 따라서 미술치료의 연구의 대상

한편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 동향연구인

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하며(Kim & kim, 2016),

Park, J.(2014)의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수정

본 연구결과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점

(25%), 사회성, 상호작용증진(20%), 정서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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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7%)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또 점토 매체의 종류별 사용 정도에서는 자

Park, J.(2014)의 연구에서의 치료목표 범위와

연점토(8%)보다 대용점토(67%)를 더 많이 사용

본연구의 범위가 상이하여 비교분석에 다소 어

하였는데, 자연점토에 비해 대용점토가 손에

려움이 있으며, 대상 논문 선정에서도 Park,

덜 묻어서 사용하기 간편하고, 소성이 불필요

J.(2014)의 연구가 50편, 본 연구가 91편으로 차

하여 소성과 관련된 시설 및 과정에 대한 부담

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줄고, 또한 대용점토의 색상이 선명하여 시

넷째, 회기 관련 내용에 관한 분석의 결과

각적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5%이며, 나머지가

다. 또 자연점토와 대용점토를 함께 쓰기 보다

집단대상으로 집단이 매우 많음을 보여주며,

는 각각 종류별로 단일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Ko, 2015; Ki et al.,

는 각 점토가 색, 촉감이나 굳기, 가소성 등에

2011). 회기 구성에 있어서는 주 1회(47%),

서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함께 사용하였을 때

11~15회기(25%), 60분(25%)이 가장 많은 빈도

의 시너지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예

를 차지하였다. 또 미술치료가 이루어진 장소

를 들어 자연점토를 이용한 작품에서 몰딩을

는 복지기관(29%), 학교(!4%), 사설 심리치료기

위해 석고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호 재료 간

관과 병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의 전공

에 필수적이고 보완하는 관계이나, 천사점토와

으로는 미술치료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

자연점토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 천사점토의

였다. 투사그림검사로는 K-HTP가 가장 많이

하얀 색이 오염될 우려가 있거나 무게감이 달

사용되었고, KSD가 그 뒤를 이었는데, 아동이

라서 오히려 불편감이 따를 수 있는 경우와

주 대상이어서 4장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HTP

같다.

보다는 1장을 그리고 그림의 상황을 아동이 스

대용점토 중에서는 특히 유성점토가 31%로

스로 설명할 수 있는 K-HTP가 더 선호된 것으

가장 선호되었고, 찰흙과 지점토는 각 13%로

로 보인다. 또 KSD가 두 번째로 많은 빈도를

두 번째로 선호되었다. 불안정애착아동과 모-자

차지한 것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의 변화를

상호작용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

치료목표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해된

Lee, K.(2012)의 연구에서는 대용점토 중 찰

다. Ki 등(2011)의 연구에서는 KFD가 가장 높

흙(25.7%)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지점토가

은 빈도를 보여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25.2%, 유성점토가 16.1%로 분석되어서 일반적

다섯째, 점토매체의 사용 정도를 분석한 결

으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미술치료에서 점토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점토를 사용한 회기의

를 사용한 비율과 본 연구의 대상인 점토매체

정도를 빈도 분석한 바, 점토를 회기의 일부만

중심 미술치료에서 사용한 점토 종류의 비율이

사용하기 보다는, 진단을 위한 회기와 종료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점토매체를 매 회

티나 수료식 등을 제외한 전체회기에서 사용한

기 사용하는 점토매체 중심미술치료에서는 찰

경우가 60%를 차지하였다. 또 전체 회기 중

흙의 특성상 사용의 번거로움과 정리의 불편함

1~2회기만을 점토 외에 다른 매체를 사용하여

등이 있어서 유성점토보다 덜 선호한 것으로

진행한 연구를 합하면 총 85%의 연구가 이에

추측된다. 한편, 점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표

해당하여서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에 대한

기하지 않고, 점토, 흙으로 통칭한 경우도 많아

용어정의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서 그러한 경우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점토로

된다.

통칭한 경우도 30%로 나타나서, 선행연구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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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앞으로의 연구가 이루어지므로 연구자들

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위한 교안을 짜고 실행

이 점토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시를 해

한 것은 ‘교육’으로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용어에 관한 정리 부분이다. 본 연구에

여섯째, 점토활동 내용에서는 점토의 여러

서는 점토중심, 소조중심, 도예치료 등의 용어

특성 중 가소성, 점착성 등을 최대한 이용할

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점토매체 중심이라고 용

수 있는 활동인 소조활동(45%)이 가장 많았고,

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점토매

점토 조형 활동(26%), 자유표현 및 놀이, 탐색,

체 중심이나 점토중심이라는 용어는 미술치료

모양 찍기, 반죽 만들기, 본뜨기와 만다라의 순

의 주요매체로서 점토를 사용한다는 것을 표현

으로 나타났다. Lee, K.(2012)의 연구에서도 소

한 용어이다. 또 소조중심이라 함은 조소의 제

조활동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과 일치하

작과정 중 점토를 안에서부터 붙여나가는 소조

는데,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가 점토고유의

기법(Choi, 1994)을 중심에 두고 사용한 용어로

특성인 가소성과 점착성을 충분히 이용하려한

생각된다. 그리고 도예라 함은 소성을 통하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나머지 활동주제

사용가능한 도기로 만든다(Jeong, 2001)는 의미

와 내용의 빈도에서 Lee, K.(2012)의 연구에서

를 갖고 있어서 소성이 불가능한 대용점토를

는 소조활동 다음으로 자유표현 및 놀이, 점토

사용한 경우에도 도예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가

조형 활동, 탐색놀이, 찍기놀이, 반죽 만들기와

라는 문제가 있다. 각 점토매체 중심의 미술치

던지기의 순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 약간의

료 연구들은 각 연구자들의 소속에 따라 혹은

차이가 있었다.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점토중심, 소조중심, 점

위와 같은 논의 및 결론과 더불어 앞으로의

토조형, 도예 등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연구에 대한 몇 가지

있으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대동

제안을 하고자 한다.

소이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도예치료라는 용

첫째, 점토매체 중심 미술치료의 연구 논문

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도예의 필수요소로

의 선정에 관한 부분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

보이는 소성이나 실용성에 관하여 보았을 때

이 본 연구는 미술치료를 이론적 배경으로 기

‘소성’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술한 미술학, 미술교육학 분야의 연구를 연구

점토중심인 경우에도 소성을 한 경우가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미술치료, 그리고 치료를

등, 각 연구자마다 비슷한 내용의 연구를 다른

명시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미술

용어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점토를 중심매

치료와 미술교육이 상호 간에 겹치는 부분이

체로 사용한 미술치료 연구에 대한 용어의 정

있고, 연구 대상에 따라 비슷한 활동을 할 수

리 및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 있으나 교육과 치료는 분명히 구분되는 다

또 점토 혹은 소조 중심이라고 할 때, 매체

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미술활동을 통

를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사용할 때 ‘중심’이

해 치료적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 교사를 치

라는 용어를 붙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료사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예술

Park, J.(2014)의 연구에서는 전체회기를 점토

활동은 치료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치료사

를 사용한 연구로 대상을 한정하였는데, 연구

가 어떠한 치료대상에게, 치료목표를 가지고,

자가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에서는, 전체회

치료에 적합한 매체를 통해 치료행위를 하는

기 혹은 진단검사와 종결 시의 종결파티나 전

경우를 ‘치료’의 영역으로, 교사나 예술가가 학

시회 등을 제외 한 모든 회기에서 점토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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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rends of Art Therapy Focused on Clay Media,
Focusing on Articles Published in Korea (1994-2016)

Jeong Ok-hyun

Park Eun-seon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research art therapy trends focused on clay media, by analyzing articles
publishedinKorea from 1994 to 2016. A total of 91 published theses and academic article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 purpose of the studies into the following types: investigation type, object and therapeutic aim
of study, session organization, usage degree of clay media, and clay activity contents. The investigation type
that combine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was the most frequently conducted. A majority of
the object of study focused on children, and group therapy was studied much more than personal therapy.
In the therapeutic aim, it appeared, from most to least often, in as the following order: for the
psychological recovery, for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for the self-growth. The
sessions arewere mostly performed once a week for 60 minutes for 11 to 15 weeks. It was found that clay
media was mostly used in every session. In addition, plasticine (clay) was more often used than natural
clay in the studies examined. As the clay activity contents, the order in which they appeared in frequency
were clay modeling, clay formative arts, and free expression. This study suggested there are problems of
with the definition of the terms and highlighted the needs and limits of the art therapy focused on clay
media in discussion.
Key Words : Art therapy focused on clay media, Investigation type, Object and therapeutic aim of study, Usage
degree of clay media, Clay activity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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