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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사회적
유능성 및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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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설에 보호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아동의 외현화 문제, 사회적 유능성,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남아 1명
이다. 본 연구에 대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주 1~2회, 약 60분으로 총 30회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K-CBCL, 공격성, MESSY,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효과가 있었다. 아동의 비행과 공격성에 감소를 나타냈다. 둘째, 미술
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향상을 보였다. 셋째,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감소를 나타냈다. 그리고 미술치료는 검사 시기별로 지속적인 변화를 나타냈으며, 추후 시기에도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시설보호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가 예방적 치료적 차원에서 가능한 조기의 치료 개입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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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개입 전략은 동일한 요소에 대해서 개인이 지
니고 있는 보호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에 미치는 위험요소의 영향이

연구의 필요성

ㆍ

다르다. Bensen(1997)은 아동 청소년들이 환경의
아동은 부모나 형제 등 가족과의 인간관계를

위험성에서 자기를 지켜 긍정적인 발달에 이를 수

통하여 욕구충족이나 사회성이 발달하며 부모

있도록 하는 발달적 강점(developmental asset)을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성격은 물론 자아

제시하였다. 환경적 요소는 지지(support), 힘

개념, 태도, 가치관 및 행동수행능력에 이르기

북돋우기(empowerment), 명확한 한계설정과

까지 많은 영향을 받는다(이대규, 2007). 그러나

기대(boundaries & expectation), 건설적인 시간

가족의 해체나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해 아동

활용 (constructive use of time)과 개인적인

들은 그들의 부모에 의해 양육 보호되어지는

차원의 보호요소는 학습에 대한 헌신도, 긍정적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

가치관, 사회적 유능감과 긍정적 자아정체감으로

하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회피하게

분류하였다. 비행의 촉발요인은 다양한데 관련

되면 그 아동은 사회적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변인을 살펴보면, 학교변인으로는 학교성적의

(Kadushin & Martin, 1998). 이러한 이유로

하락 및 부진, 학교교육에 대한 낮은 가치관,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는 아동은 갑작스런

학교생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교사들의 무관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충격과 좌절감으로 말미암아

내지 폭력 등이 있고, 또래 변인으로는 ‘노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을 경험하게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지적되었다(유성경,

된다 . 또한 부적절한 주거환경 , 비일관적인

이소래, 송수민, 2000).

ㆍ

ㆍ

가정적 관련요소는 가족의 비행경력, 경제적

양육, 좌절, 상실을 경험하여 여러 가지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보이게 된다(김지은, 2007).

결손, 가정불화, 구조적 결손 등과 개인적 차원

아동기 부적응행동은 일반적으로 행동문제

에서는 감각적, 충동적 성향이 강하고, 문제행

발생 빈도는 여아보다 남아가 높으며 남아는

동의 조기 시작, 어려서 싸움을 잘 했던 것, 감정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exter-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고,

nalizing behavior problems)를 주로 보이는

비행의 보호요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발달

반면, 여아는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내재화 행동

이나 행동을 증진시키므로 위험요소를 경감시

문제(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를 주로

킴을 예측하였다(지승희, 이은경, 이지은, 최수미,

보인다(Achenbach, 1991). 특히 시설 보호 아동

정찬석, 2001; Rutter, 1990). 이러한 보호요소는

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공격행동과 불안과

위험에 작용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영향이나 위

같은 내 외적인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험의 영향을 감소, 위험으로부터 야기된 부정

것으로 나타났고(성미영, 2006), 또한 주의가

적인 반응을 최소화, 안정되고 지지적인 개인적

산만하고, 소극적, 충동적이며, 사회성과 우월성

관계를 활용하거나 과업성취나 성공을 통해 자존

수준이 낮고, 대인관계가 의존적이며 신뢰성이

감과 자기 유능감을 증진 , 그리고 긍정적인

부족하다(권세은, 2002). 이러한 어린 시절의 행동

기회를 확대 등 이러한 방법의 과정을 통해

문제는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부적응 행동을

작용하게 된다(Hernandez, 1993).

ㆍ

또 공격성은 오랫동안 뚜렷하게 나타나고,

예측할 수 있다(Kupersmidt & Coie, 1990).
이러한 부적응행동 중 비행과 관련된 예방 및

낮은 학업 성취에도 , 학교 중퇴 , 소년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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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인 범죄나 정신 병리와 같은 심각한

라고 할 수 있는데 또래관계에서 인기가 낮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공격적인

아동은 위축, 혼자 놀기, 놀리기, 친구의 요구

아동은 형제간에도 자주 다투고, 귀찮게 하거나

무시 , 공격적 행동의 특성을 보였다 (권세은 ,

화나게 하고 억지로 강요하는 등의 공격적인

2002). 특히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패턴의 상호작용을 행한다. 학교에서는 또래와의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고,

잦은 시비, 말다툼, 공격행동 등의 표출로 친구

인지발달상에 지체를 보이며, 주의가 산만하고,

에게 배척당하기 쉽고, 어른과의 관계에서도 외면

소극적, 충동적이고, 사회성과 우월성 수준이

당할 소지가 많다(Hudley & Graham, 1993).

낮으며, 대인관계가 의존적이며 신뢰성이 부족

결국 이들은 수업 중 집중력 저하로 인한 낮은

하다 (M ash & W o lfe, 1990; M irison &

학업성취와 이에 따른 적응상의 어려움을 야기

Ellwood, 2000). 따라서 초기의 또래와의 경험이

시키며 약물남용이나 소년 범죄, 비행으로 진행

아동의 발달에 누적적인 결손을 가져온다(Coie,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공격

1990; Rubin, 1983)는 것을 고려할 때 조기에

성은 아동개인의 생득적인 요인과 환경의 상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것을 알 수 있다.

작용으로 학습되며 부적절한 훈육이나 배척 등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부작용 요인과 맞물려 다시 공격행동을 유발

되는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 놀랐던 일로써

하는 악순환이 된다고 볼 수 있다(Patterson,

아동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등을 지칭한다

Debartshe & Ramsey, 1989).

(Band & Weisz, 1988).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

공격성에 관한 연구에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에게 위협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행동문제를 특히 많이 보였고(Leathers, 2000),

몇 개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동시에 발생하면

시설남아와 여아 모두 일반 남아 여아와 비교

복잡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중대한 삶의 사건

하여 비행, 공격성과 사회적 미성숙에서 차이를

하나보다 발달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Kanner,

보고하였다(정선욱, 2002). 이러한 아동의 공격적

Coyne, Schaefer, & Lazarus, 1981). 이러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외적 요인으로 일상적

중대한 삶의 사건이 주는 한 번의 스트레스보다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다.

일상적 문제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리적

ㆍ

한편 아동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능

건강과 정서적 적응을 더 잘 예측해 준다(김지현,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2005). 또 Compass, Hinden과 Gerhardt(1995)는

기술을 발달시킨다(Mize & Ladd, 1990). 사회적

일상적 스트레스는 환경적인 특성과 관련이

으로 유능할수록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있는데, 개인적 특성으로는 유전적인 소인, 다루기

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유능

힘든 기질이 포함되며, 환경적 특성은 스트레스

하지 못한 아동일수록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인

정도가 큰 외상성의 생활사건이나 만성적인 빈곤,

부정적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양봉환,

역경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2007). 또한 또래관계의 부적응 상태에 놓였던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Lazarus와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Folkman(1984)은 정서 중심적 대처와 문제

반사회적 행동문제나 학업의 실패, 심리적 부적

중심적 대처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Coie, 1990). 따라서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

이 시기의 주요 과업중 하나는 또래 간 사회적

보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통제 가능하다고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평가되는 영역에서는 문제 중심적인 대처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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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며, 통제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영역에서는

있어서의 미술은 때때로 아동의 감정을 반영해

정서 중심적인 대처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과업과 더불어, 시설보호 아동의 고통

지지적이며 수용적인 방법이다. 또한 좋은 프로

스런 경험 중의 하나로는 애착 대상의 상실,

그램은 아동들의 감정, 특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

즉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적 유대관계의 지속

거나 불가능한 감정을 형태화시켜 주는 방법을

성에 대한 위협은 아동에게 가장 심각한 스트

터득하도록 해준다.

레스원이 되며, 그 다음으로 시설 양육환경이

최근의 미술치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과는 다른 환경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장기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김유경 , 2009;

입소와 관련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고통스런

이영옥, 2006; 전미이, 임성문, 2005), 사회성에

경험으로 인하여 인지적 측면에서는 인지발달

대한 연구(김정현, 2005; 이은주, 최외선, 2005;

지체, 학습장애, 창의성 부족, 단순한 사고력,

정현희, 2008; 조미애, 김혜리, 이승복, 2008),

집중력 부족, 언어발달지체 등의 특성을 나타

스트레스(김혜영, 2008; 손무경, 2007), 공격성

내고, 정서적 측면에서는 열등감과 같은 낮은

(심재순, 2005; 김소연, 김봉환, 2009)과 관련해서

자아존중감, 수치심, 불안, 우울, 책임감 부족,

미술치료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

무기력, 히스테리적 감정폭발을 나타낸다, 행동적

미술치료는 자기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자기

측면에서는 공격적 특성, 소극적 행동(표현력

인식, 자기수용이 가능하며 사고나 욕구의 이

부족, 지나친 수줍음), 주의산만, 도벽, 거짓말,

해를 광범위하게 적용가능하게 한다. 또한 아동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 의존적인 행동(성취

기에 고통 받았던 것을 삶의 도전에 직면할 수

동기 부족), 게으름, 물품낭비, 지나친 짜증 등의

있는 유능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양한 양상들의 문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더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정선욱, 2002).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에서

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아동에게 도움이

객관적인 지표로 환경적 요인을 측정뿐만 아니라,

되리라 사료된다. 이에 아동이 지각한 문제에

아동의 주관적 지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점을 두어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를 통찰해

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선희, 2000; Johnson &

보는 데 있어서 미술치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Serason, 1979).

본다.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에게

인간의 조형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아동이 직면해 있는 현재의

하고, 동시에 자기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내적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고,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세계와 외적세계 간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유능성,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에 어떠한

도와주기도 한다. 즉, 미술치료는 이미지 표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과정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우위를 차지하며 이러한 기법을 반복적으로

같다.
연구문제 1.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외

실행함에 따라 언어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
에서 지금까지 상실, 왜곡, 방어, 억압되어 있던

현화 문제에 효과가 있는가?

자기상, 자기 자신의 세계관을 재발견하여 자기
동일화, 자기실현을 꾀하게 된다는 것이다(최외선,

1-1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비행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이근매, 김갑숙, 최선남, 이미옥, 2006).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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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5

없어서 병원에 다닌다고 하였다. 또 아동은 보육

연구문제 2.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사
회적 유능성에 효과가 있는가?

원에서 동생과 형들로부터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놀림을 당하며, 그때마다 화가 많이 났고, 그래서

연구문제 3.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일
상적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며 돌려주기
위해 싸움을 자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일상

연구문제 4. 미술활동의 단계별 변화는 어떠

생활에서 반복되었다.

한가?

2. 내담자 성장배경

Ⅱ

.

아동은 ’97년 8월 00 파출소 앞에서 발견되

연구방법

었고, 모는 ’98년 00보호소에 있다가 퇴소 후
소식이 끊겼다. 아동은 3세 때 현재 보육원으로

연구대상

오게 되었다. 2006년(당시 9세, 2학년) 놀이치료를

내담자는 초등학교 2학년(2006년)부터 현재
까지 약 4년 간 정신과 약물복용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남아이다. 표정은 밝고 보통
체격이며 활발한 성격이다. 학업은 하위수준이며
3학년 과목을 개별학습하고 있으며, 이해력은

떨어지나 말은 유창하였다. 또한 손으로 리듬을
자주 치며 그 리듬에 맞춰 노래를 잘한다. 빠른
말투와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반면, 때로는
동생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고 섬세하며

받다가 기분변화가 심하여 놀이치료자의 권유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다. 2007년 00정신과
에서 ADHD, 조울증, 틱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 당시 아동은 환시(아줌마, 귀신이 째려본다),
환청(보육원 동생 00를 폭력 하라고 시킴)을
보여, 이 시기부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
다. 또 정신과의 권유로 1년 반 정도 음악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정신분열증, ADHD 약물을 복용
하고 있었다.

자신의 과업은 완수한다.

측정도구

ㆍ

1. 주 호소문제

1.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Child

1) 보호자 호소문제

Behavior Checklist : K-CBCL)

ㆍ

내담자는 가족원과의 다툼이 심하다. 욕설을
하고 가족원을 때리고 동생, 형들에게 화를 낸다.
또한 다툼의 정도는 끈질기며, 벽에 머리를 치
거나 손을 다치는 자해를 하며 분노가 많다.
그동안 다방면에서의 지원과 치료를 해왔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곤란한 상태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아동 청소년 행동척도(K-CBCL)는

ㆍ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아동

청소년의 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우리나라에서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번역하여 표준화한 행동평가도구

ㆍ

이다. 이 척도는 4~18세의 아동 청소년기의

ㆍ

사회적 적응 및 정서 행동문제를 부모가 평가

ㆍ

2) 내담자 호소문제

하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의 심리장애 진단에

아동은 보육원 가족원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

유용한 임상적 도구로서 사회능력척도와 문제

다고 놀리기 때문에 정신과 병원에 가기 싫다고

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호소하였다. 의사선생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며

문제행동에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등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고 하며 어떻게 할 수

10개의 하위 척도와 4~11세에만 적용하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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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인 성문제 척도, 우리나라의 특유의 정서

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불안정, 그리고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13개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척도로

척도로 11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총 6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요인들의 점수

항목은 0점(전혀 없다), 1점(가끔 보이거나 정도가

범위는 적절한 사회적 행동의 점수가 20점에서

심하지 않은 경우), 2점(자주 있거나 심한 경

100점이었고,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은 42점에서

우)의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문제행동

210점, 그리고 총점은 64점에서 320점이었다.

증후군 척도가 70T 이상이면 임상범위로 본다.

이 척도는 교사 보고 또는 부모보고에 의해 완성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비행 점수가 65T이지만

될 수 있고, 아동의 자기보고형도 있다. 본 연구

일상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

에서는 교사용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므로 외현화 문제 중 비행 척도만 사용하였다.

사회기술이 유능함을 나타낸다. MESSY의 내적

K-CBCL의 비행척도 신뢰도는 .67이다.

합치도는 .93이다.

2.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

3. 공격성 척도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본 연구의 공격성 척도는 Crick와 Grotpeter

위하여 Maston, Rotatori와 Helsel(1983)이 개발

(1995)의 공격성 정의와 Schwartz, Chang과

한 아동 사회 기술 평가척도(Matson Evaluation

Farver(2000)의 공격성 척도를 참고로 개발한

of Social Skills with Youngers: MESSY)를

박성연(2002)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

박난숙(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교사용

도는 총 20문항으로 반응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

MESSY는 만 4세에서 18세 범위인 322명 아동

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들의 수행을 요인 분석한 결과 요인 1(적절한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20문항과 요인2(부적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성향이

절한 충동적인 사회적 행동)를 측정하는 42문항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자가

그리고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는 2문항(다른

체크하였다. 공격성의 신뢰도는 .93이며 문항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외롭게 느낀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공격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반응적 공격성

1, 4, 8, 12, 13, 14, 18, 20

8

.85

관계적 공격성

9, 10, 15, 16, 17, 19

6

.87

주도적 공격성

2, 3, 5, 6, 7, 11

6

.89

20

.93

전

체

4.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친구

본 척도는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제작한

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스트레스-위협감, 교사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51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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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 연구는 김지현

검사 , 2009년 3월 30일에 중간검사 , 그리고

(2005)이 요인분석을 통한 친구관련 스트레스

2009년 7월 13일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

(15문항), 학업관련 스트레스(7문항) 그리고 부모

연구 종료 1개월 후 담당보육사와 전화면담과

관련 스트레스(13문항)의 총 35문항을 사용하

종료 3개월 후 2009년 10월 12일 추후검사를

였다. 각 스트레스 문항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실시하였다.

않는다’에 1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4점

2. 프로그램

까지의 4점 척도로 아동이 평정하였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ɑ 친구관련 스트
레스는 .91,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88 그리고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86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Begun(1996)의 사회적
기술 향상프로그램(응용발달심리연구센터 역,
2002), 양봉환 (2007), 이현명 (2008)의 연구를

참고로 구성하였다. 회기별 프로그램은 주 1~2회,

연구절차

약 60분 진행으로 총 30회기를 실시하였다. 초기

1. 연구기간

감정 다루기, 그리고 사회적 관계 익히기에 중

본 연구의 사전 심리평가는 2008년 12월 23일

점을 두었다. 후기단계에는 자기상 개선하기에

단계는 신뢰감 형성, 중기단계는 감정표출과

∼2009년 1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09년 1월 7일∼2009년 7월 13일까지이며 사전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표 2와
같다.

표 2. 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단계

미 술 활 동

기대 효 과

1

신
뢰
초
감
기
형
성

오리엔테이션, 나 소개하기

친밀감 형성

A4용지, 크레파스

난화, 자유화

친밀감 형성

색 도화지, 크레파스, 색연필

KSD, 지점토

친밀감 형성

지점토, A4용지, 연필, 지우개

현재 감정 표현하기, 자유화

감정표현 해보기

수채화 도구, 도화지, 크레파스

자유화

감정표현 해보기

4절 켄트지, 크레파스, 연필

자기 문제 탐색하기

자신에 대해 탐색해보기

전지, 크레파스, 4절 켄트지, 먹물

화가 났을 때

분노 표출하기

신문지, 색도화지, 크레파스

슬펐을 때

감정 표현하기

검정도화지, 오일크레파스

서운했을 때

감정 표현하기

사포지, 오일크레파스

자신의 현재문제
생각해보기(자기중심으로)

현재문제 파악해보기

도화지, 크레파스, 파스텔

나의 속마음, 겉마음

현재 감정 느껴보기

도화지, 크레파스, 문양도구

2
3
4
5
6
7
8
9
10
11

감
정
표
출
중 및
기 감
정
다
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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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미 술 활 동

기대 효 과

12

자신의 분노 다루기
(손바닥 찍기)

감정표출하기

물감, 접시, 전지, 4절 캔트지

13

즐거웠을 때

감정 표현 해보기

4절 캔트지, 잡지, 칼라톱밥

14

싸움피하기

부정적인 행동 피하기

색도화지, 수채화 도구, 색연필

학교생활

사회적 관계 익히기

플레이도우, 칼라찰흙, 문양도구

가정생활

사회적 관계 익히기

색도화지, 색연필

문제 해결하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마분지, 유성매직

분노 말로 표현하기

자기표현하기

캔트지, 찰흙

변화 받아들이기

상황 받아들이기

색도화지, 색연필

20

다른 사람 칭찬하기

타인 존중하기

골판지, 사인펜, 색종이, 풀

21

개인의 차이점 받아들이기

개인차 이해하기

지점토, 사인펜

22

부정적인 압력에 저항하기

자기주장하기

도화지, 색연필

23

잘못된 선택을 피하기

문제해결능력 키우기

캔트지, 색연필, 털실, 가위

24

자신의 장, 단점 탐색하기

자신에 대해 탐색 해보기

종이접시, 유성매직, 색연필

25

자신의 명언 만들어 보기

가치관 세워보기

4절 캔트지, 물감

닮고 싶은 사람

자기상 구체화해보기

색종이, 한지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미래자신의 모습)

미래의 자신 생각해보기

색도화지, 색연필

가치관 명료화

가치관 확립해보기

빈 상자, 색종이, 색연필, A4용지

29

명함 만들기

자신에 대해 광고하기

칼라A4용지, 연필

30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소감 나누기

새롭게 시작하기

4절 색 캔트지, 크레파스

15
16
17
18
19

26
27
28

단계

사
회
적
중 관
기 계
익
히
기

자
기
후
상
기
개
선

매

Ⅲ

자료분석

.

본 연구는 시설보호 아동의 외현화 문제(공

체

연구결과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격성, 비행), 사회적 유능성과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ㆍ ㆍ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 중간 사후

ㆍ추후검사 시기별로 각 요인의 점수 비교와

1. 아동의 비행 감소에 미치는 효과

백분위(%)로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 미술치료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비행에 미치는

에서의 진행과정을 초기 중기 후기단계별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시기별 점수는 표 3과

살펴보았다.

같다. 사전검사에는 원점수 5점(65T)에서 중간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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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사에서부터 2점(55T)으로 감소하여 사후시기

그러나 ‘성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에서는

까지 지속되었다. 추후시기에도 1점(50T) 감소를

1점 상승하였다. 이것은 아동이 발달상 사춘기에

보였다. 비행에서 특히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있으므로 문제로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발달과정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에서 원점수 2점 감소,

으로 볼 수 있겠다. 검사시기별 비행 감소의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욕을 하거나

변화는 그림 1과 같다.

상스러운 말을 쓴다’에서는 1점 감소를 보였다.
표 3. 비행에 대한 변화 결과
구

분

사전검사(T)

중간검사(T)

사후검사(T)

추후검사(T)

5(65T)

2(55T)

2(55T)

1(50T)

비행

비행
70
60
50
40
비행

30
20
10
0
사전

중간

사후

추후

그림 1. 비행의 변화과정
2.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놀고 싶어 하는 아이를 끼워주지 않는다’, ‘내가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원하는 것을 안 하는 아이는 놀이에 끼워주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시기별 점수비교와

않는다’, ‘어떤 아이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

백분율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공격성 점수는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를 싫어하게 만든다’,

총 100점으로 사전검사는 72점에서 중간검사에

‘다른 아이를 소외시켜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서는 40점으로 32점의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다.

한다 ’에서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다. 주도적

또한 사후검사에서는 25점, 추후시기에는 23점

공격성에서는 ‘아이들에게 싸움을 건다’, ‘화가

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공격성의 하위

나면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부수어 버린다’,

영역을 살펴보면, 반응적 공격성에서는 ‘나를

‘다른 아이들을 밀치거나 때린다’에서 가장 큰

해치는 사람은 반드시 복수한다’, ‘나를 둥지에

감소를 보였다. 특히 반응적 공격성이 20점 감소

빠뜨린 아이를 보면 그 아이와 싸운다’, ‘나를

하였고 주도적, 관계적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보고 깔보고 욕하는 사람과는 싸운다’에서 가장

2는 공격성의 하위영역에 대한 검사시기별

변화가 컸고,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다른 아이

변화를 나타낸다.

에게 어떤 아이와는 놀지 말라고 말한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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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격성의 하위영역별 변화 결과
공격성

사전(%)

중간(%)

사후(%)

추후(%)

변화량

반응적

29(72.5)

17(42.5)

11(27.5)

9(22.5)

-20

관계적

21(70.0)

14(46.7)

7(23.3)

7(23.3)

-14

주도적

22(73.3)

9(30)

7(23.3)

7(23.3)

-15

합 계

72

40

25

23

-49

80
70
60
50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40
30
20
10
0
사전

중간

사후

추후

그림 2. 공격성의 하위영역 변화 과정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유능

‘다른 아이들의 결점이나 실수를 집어낸다’에서

성에 미치는 효과

감소를 보였고, ‘악수를 청하거나 고마움을 표현
함’이 후반에 몇 번 나타났다. 또 ‘상황에 신경을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쓰며 말을 하려고 함’,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시기별 점수

도움이 될 지 가끔 생각을 함’, ‘다른 사람들

변화는 표 5와 같다. 사회적 유능성은 최고

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미안해 함’, ‘다른 사람을

320점으로, 사전검사 점수는 총185점에서 중간

놀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자제하려고 함’에서

점수는 208점으로 23점이 향상되었고 사후점수

다소 상승하였다. 사후시기에는 ‘다른 아이들의

에서도 6점이 향상되어 총29점이 향상되었다.

결점이나 실수에 반응하지 않음’, ‘고마움을 자주

또한 사후검사시기에서 추후검사시기까지는 33

표현함’, ‘차분하며 상황에 맞게 말을 하려고

점의 가장 많은 향상을 나타냈다. 사전검시시기

신경을 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도움이 될 지

에는 ‘다른 아이들의 결점이나 실수를 집어낸다’,

의견을 물어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을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때 즉각 미안해 함’, ‘다른 사람을 놀리지 않음’

전하지 못함’, ‘말을 너무 크게 한다’, ‘다른 사람

에서 많은 향상을 보였다. 그림 3은 사회적 유능

에게 자신이 도움이 될 지 물어보지 않고 개입

성의 시기별 변화를 나타낸다.

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미안해
하지 않음’, ‘다른 사람을 놀리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다’에서 점수가 낮았으나, 중간시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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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적 유능성의 검사시기별 변화 결과
구 분

사 전

중 간

사 후

추 후

변화량

사회적 유능성

185

208

214

247

+62

사회적유능성
300
250
200
사회적유능
성

150
100
50
0
사전

중간

사후

추후

그림 3. 사회적 유능성의 변화 과정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일상적 스트

에도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야단을 쳐서’ 에서는

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졌고, ‘자주 잔소리해서’는
감소를 나타냈고, ‘나만 보면 공부하라고 해서’는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일상적 스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사후시기에서는 ‘부모

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시기별

님이 나의 조그만 실수나 잘못에도 지나치게

점수와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화를 내거나 야단을 쳐서’, ‘자주 잔소리해서’,

일상적 스트레스의 총 140점에서 사전점수는

‘나만 보면 공부하라고 해서’의 모두에서 스트

108(77.1%)점에서 중간점수는 79(56.4%)점으로

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29점이 감소하였고 사후점수도 64(45.7%)점으로

관련 스트레스의 사전시기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15점, 사후와 추후시기에도 21점 감소하여 지속

싶은데 공부 방법을 잘 몰라서’, ‘공부해야 할

적으로 총 65점 감소하였다.

것이 너무 많아서 ’,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로 변화를 살펴

‘원하는 상급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하는 생각’

보면,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중간시기에서 사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중간시기에서는

시기에 오히려 7점 높아졌다. 이는 아동의 담당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 방법을 잘 몰라서’,

자가 교체된 시기로써 아동이 새롭게 적응하기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에서는 여전히 스트레

위한 스트레스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는 ‘부모

스를 많이 받고 있고,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

님이 나의 조그만 실수나 잘못에도 지나치게

많아서’, ‘원하는 상급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화를 내거나 야단을 쳐서’, ‘부모님이 자주 잔소

하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약간 받는 것으로

리를 해서’, ‘나만 보면 공부하라고 해서 스트

나타났다. 특히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사전시기

레스를 많이 받음’에서 스트레스가 많았고, 중간

(78.6%)보다 오히려 중간시기(89.3%)에 더 많은

시기에서는 ‘부모님이 나의 조그만 실수나 잘못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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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 방법을 잘

적어서’는 별로 받지 않고, ‘나를 미워하거나

몰라서’,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수업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친구가 있어서’는 약간,

내용이 어려워서’, ‘원하는 상급학교에 들어갈 수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친구가 때려서’는 전혀

있을까하는 생각 때문에’ 모두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어서’ 에서는

전혀 받지 않았다. 이는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습득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시기에는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거나 적어

있겠다. 친구관련 스트레스의 사전시기에는

서’는 별로 받지 않고,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거나 적어서’, ‘나를

하거나 따돌리는 친구가 있어서’와 ‘마음에 맞는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없어서’는 전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어서’, ‘몸집이 크고 힘이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일상적 스트

센 친구가 때려서’ 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레스의 하위영역의 검사시기별 변화를 나타낸다.

중간시기에는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거나
표 6. 일상적 스트레스의 검사시기별 변화 결과
스트레스

사전(%)

중간(%)

사후(%)

추후(%)

변화량(%)

부모관련

36(69.2)

16(30.8)

23(44.2)

15(28.9)

-21

학업관련

22(78.6)

25(89.3)

13(46.4)

8(28.6)

-14

친구관련

50(83.3)

38(63.3)

28(46.7)

20(33.3)

-30

총계

108(77.1)

79(56.4)

64(45.7)

43(30.7)

-65

100
90
80
70
60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50
40
30
20
10
0
사전

중간

사후

추후

그림 4. 일상적 스트레스의 변화 과정

문제, 사회적 유능성과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미술활동의 단계별 변화

미술치료의 진행과정을 단계별로 그 변화를 살펴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현화

보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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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단계별 변화과정
구분

초

기

중

기

후

기

ㆍ매 세션마다 거짓말을 자주함. ㆍ중기 후반부터 거짓말이 줄어 듦. ㆍ가끔 거짓말을 한 후 자신의 잘못
됨을 깨달음.
ㆍ성과 관련된 말을 자주 함. ㆍ성과 관련된 말이 줄어 듦. ㆍ성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ㆍ말다툼이 잦으며 시비가 잦아 ㆍ말다툼과 싸움이 감소했으나 자제 ㆍ말다툼은 가끔 있으나 싸움은
자주 싸움.
하려고 함.
하지 않음.
공 ㆍ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정 ㆍ감정 기복은 감소했으나 급격한 ㆍ감정이 안정적이며 조절하려는
비
행

외
현
화
문
제 격
성

사
회
적
유
능
성

기복이 급변하여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함.
남(동생)을 자주 놀리며, 형에게
버릇없음.

ㆍ

상황에서는 급변하며 신체적 공
격도 나타남.
남을 놀리는 것이 줄어듦.

ㆍ

노력을 많이 하며,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하지 않음.
남을 놀리지 않음.

ㆍ

ㆍ다른 아이들의 결점을 이용해 ㆍ중기까지 다른 아이들의 결점을 ㆍ다른 아이들의 결점을 이해하
약 올림.
집어냄.
려고 함.
ㆍ자신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에게 ㆍ후반기에 악수를 청하거나 고마 ㆍ고마움을 자주 표현함.
고마움을 전하지 못함.
움을 표현함.
ㆍ말이 많고 상대의 의견을 잘 듣지 ㆍ말이 줄고 때로는 상대 의견에 ㆍ차분하며 말할 때와 경청에 신
않음.
경청함.
경을 씀.
ㆍ다른 사람에게 실수 또는 상처를 ㆍ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였을 ㆍ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나 상처를
입혔을 때 미안해하지 않음.
때 사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 입혔을 때 즉각 사과함.
ㆍ공동생활에서 개인행동을 자주함 으나 행동에는 주춤함.
ㆍ공동생활에서 규칙에 대해 신
(예, 공부시간에 노래를 부르며 ㆍ공동생활에 개인행동을 자제 함. 경을 많이 씀(예, 공부시간에는
공부함).

밖에 나가서 노래를 하고 들어옴).

ㆍ부모(담당보육자)가 무조건적인 ㆍ중기 중반까지 부모에 대한 원 ㆍ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
상
적
스
트
레
스

관심을 주지 않고 자기편이 되어
주지 않아 원망이 많음.
저조한 학업에 대해 놀림감이
되어 스트레스가 많음.
가족원이 약물 복용한다는 이유
로 따돌림하거나 약점으로 이용
하는 것에 스트레스가 많음.
학교 친구관계에서는 일짱(싸움의
일인)이 되려는 욕심이 많음.

ㆍ
ㆍ
ㆍ

Ⅳ

.

망이 많고 후반기에 조금씩 이
해를 하려고 함.
학업에서 잘 해보려는 노력을
많이 함(결과가 아주 좋았음).
약물복용을 비공개적으로 함으
로써 스트레스가 없어짐.

ㆍ
ㆍ

독립하려는 의지가 많고 실행함.

ㆍ학업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며

더 욕심을 내는 것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음.
약물복용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음.
불필요한 시비에는 회피하거나
자기주장도 하며 인내를 보임.

ㆍ
ㆍ싸움을 하지 않고 힘을 키울 수 ㆍ
있는 학업에 관심을 많이 둠.

아동의 비행행동이 감소하였다. 이는 비행을

논의 및 결론

촉발하는 환경적 위험요소가 개개인 누구에게나

본 연구는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닌 보호

치료를 실시하여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사회적

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미치는

유능성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영향이 다르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개인의 환경적 위험성에서 자기를 지켜 긍정적인

다음과 같다.

발달에 이를 수 있도록 발달적 강점을 강조한

첫째,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외현화

Bensen(1997)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 특히 본

문제에 효과가 있었다.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연구에서는 환경적 보호요소인 지지(suppor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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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또 미술

서는 가족원에 의해 따돌림 내지 놀림 당하는 것

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공격성에서도 감소를

또는 싸우거나 시비하는 생활 사건들이 확연히

보였다. 이것은 비교적 동시발생적인 행동유형을

줄었다. 반면, 아동은 잘못된 사회적 관계를

범주화하여 외현화 행동문제와 내재화 행동

인지하였으나 행동화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문제로 분류하는 방식은 행동문제의 원인규명과

종종 겪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행동화하기 위한

발달과정에 대한 예측에 적절하다는 연구(오경자,

필요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또 아동은 생활

이혜련, 1990; Achenbach, 1991)와 시설보호

사건에 대해서 타인을 탓하지 않고 타인을 이해

아동의 공격성과 교우관계(여신화, 2008), 공격

하려는 모습과 자신의 행동을 들여다보는 통찰이

성과 비행행동(심재순, 2005) 연구를 지지하였다.

많았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아동은 상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방 혹은 감소하는 변인은

황을 고려하여 자기를 표현한다든가, 또는 불필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유연하게 조절

요한 경우 회피하는 등 긍정적인 해결 전략을

하여 자신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그룹홈 아동을 대상

개인변인도 중요하다는 연구(지승희 등, 2001;

으로 한 이주현(2006)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영희 & Edwards, 2004)와도 일치함을 알 수

한 양봉환(2007)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인지발달

있었다.

상에도 아동의 학업에 향상을 보였고, 특히 의존

또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으로써

적인 대인관계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려는

사회적 지지원이 예방에 도움 및 완화 된다는

의지를 보여 Mash와 Wolfe(1990) 그리고

것(한미현, 1996; Dubow & Ullman, 1989)과

Mirison과 Ellwood(2000)의 연구와도 일치함을

매체를 이용한 미술치료의 연구(이영애, 2002;

알 수 있었다. 이는 치료 개입 시 사회적 문제의

김유경, 2009)도 지지하였다. 아동의 공격성은

원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인지해 보고 행동화하는

낮은 학업 성취도보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데 있어서 그 과정에 필요한 개개인의 적절한

힘을 키우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고, 또한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해보아야 할 부분이라

형제간의 잦은 다툼과 잦은 시비로 쉽게 배척당

하겠다.

하고 어른관계에서도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과도

셋째,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일상적

일치됨을 알 수 있었다(Hudley & Graham,

스트레스에 감소를 보였다. 아동의 일상적 스트

1993). 더불어 아동개인의 생득적인 요인과

레스는 자주 놀림을 당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부적절한 훈육, 특히 자주

하게 되는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로 볼 수

바뀌는 주 양육담당자와도 관련이 있음이 파악

있는데, 일상적 스트레스가 동시에 발생하면

되었다(Patterson, Debartshe & Ramsey, 1989).

복잡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발달에 위험 요소로

따라서 시설보호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Kanner 등(1981)과

미술치료 시에는 개인의 긍정적인 발달을 고려

스트레스의 환경적 특성은 스트레스 정도가 만성

하여 그 행동에 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개인이

적인 빈곤, 역경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환경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요소를 적용하는

있다는 Compass 등(1995)의 주장과 맥이 같았다.

것이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측 할

또한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수 있겠다.

대처에 있어서 아동은 통제 불가능하다고 평가

둘째,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되는 영역에서는 정서 중심적인 대처 방식을

유능성이 향상되었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취하는 경향에서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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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인 대처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더불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생겼던 결과들을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오히려 증가를 보였다.

상기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거나 실천하는 면이

아동의 학업성적이 저조하여 친구로부터 따돌

많았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림을 당하였고, 그로인해 아동에게는 힘을 키우는

모든 스텝들이 아동과 관련된 치료개입에 있어서

것이 ‘싸움의 일인’이 되는 것이었다.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었다. 치료종료 1개월 후

아동은 이러한 방법을 달리하여 학업에 중점을

아동은 치료종료 때와 같은 일상생활과 더불어

두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는 교사나 또래로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 치료종료 3개월 후에도

부터 외면당하기 쉬운 학교생활 비적응적인

여전히 학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보였고 일상

학생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문제행동을 일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키는 원인이 된다는 보고(Compass, Maderence,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Fondacaro, 1988)와 일상스트레스와 학교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생활의 부적관계(우소연, 2008)와 일치했다. 부모

효과가 있었다. 비행과 공격성에 감소를 나타

관련 스트레스가 조금 상승을 보였는데 이는

냈다. 또한 사회적 유능성에도 그 효과가 있었고,

담당 보육사가 교체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의

일상적 스트레스에도 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적응에 노력하였고 다행히 잘 적응하였다. 부모

이는 시설보호 아동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예방적,

관련 스트레스는 어머니(담당보육사)의 부정적

치료적 차원에서 볼 때 가능한 초기치료와 치료

양육행동이 아동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거쳐

개입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대한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지현, 2005)와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맥상통 하였다. 이는 담당보육사가 무조건적

사례 연구이므로 시설보호 아동과 관련된 치료

으로 아동의 편이 되어 주지 않자, 부정적으로

개입 시 적절한 적용은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각한 양육태도이므로 시설아동이 성인에 의존

사료된다. 둘째, 아동은 치료개입 기간 중 담당

적이라는 특성(정선욱, 2002)이 반영된 것으로

보육사의 교체로 인한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냈고

사료된다.

또한 2명의 보육담당자로 인해 각각의 양육

넷째, 미술활동의 단계별 변화에서는 미술

스타일이 상이함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활동에서 아동의 미술 발달단계가 도식기(The

변화의 적응은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

Schematic Stage: 7~9세)와 또래 집단기 (The

으로 볼 수 있겠으나 특히 사회적 미성숙함과

Gang Stage: 9~11세)의 중간단계 수준이었으며

또 다른 문제행동을 지닌 아동에게는 어려움을

창의성이 저조하고 매체활용에서도 제한적이

더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었다. 때로는 약간의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진행
하였고 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적 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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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 ocial

Art Therapy on the Problems in Externalization,

Competence, Daily S tress of

Lee, Young-Ok

the Institutionalized Children

Lee, Jung-Sook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effect of art therapy on the problems in externalization, social
competence, daily stress of the institutionalized children. The study subject is one 5th grade elementary
schoolboy. This art therapy program was carried our during 30 sessions for about 60 minutes per session,
once or twice per week. The measurement tool is K-CBCL, Aggressiveness, MESSY, daily stress sca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out that this program has an effect on the problems in
externalization. This program decreases the aggressiveness and delinquency of the institutionalized children.
Secondly, this program helps to increase the social competence of them. Thirdly, this program helps to
decrease their daily stress. More importantly, this art therapy for the institutionalize children shows a
crucial, positive changes by the therapeutic time. Especially, it also shows a consistent change in the further
time. Consequently, it is possible to say that it gives a significance for the earliest therapeutic intervention

ㆍ

possible in view of the preventive curative value.
Key Words : Institutionalized Children, Problems in Externalization, Social Competence, Daily Stress, Ar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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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

록]

회기별 그림 자료

1회기-나 소개하기

3회기-지점토

4회기-사랑의 전쟁

5회기-마을의 세상

7회기-화가 났을 때

10회기-야동지우기

13회기-기분 좋은 것들

14회기-집과 나무

16회기-아름다운 세상

20회기-물고기 세상

21회기-특별한 나

23회기-따돌림 당했을 때

24회기-나의 장점

25회기-나의 명언

28회기-나

30회기-현재의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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