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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생 2학년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12명씩 배치하여 총
24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프로그램은 주 1회 60분 동안 총 15회기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스트레스
척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빗속의 사람 그리기 검사를 사용하였고, 사전․사후검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SPSS(12.0)를 사용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빗속의 사람 그리기 검사의 사전-사후
내용분석과 회기별에서 보이는 행동변화 및 작품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둘째,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향상되었다. 셋째, 실험집단
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PITR의 스트레스 감소와 스트레스 자원 및 대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회기별 치료과정을 통해서도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감소되었고, 스트레스 자원과 대처능력이 향상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와 스트레스 대처행
동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주요어 : 한국화 매체, 집단미술치료,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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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트레

Ⅰ. 서 론

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성장을 도와줄 것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초등학생들은 사회의 다변화와 초등

아동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교육부터 입시교육이 시작되어 끊임없는 위협

윤국진(1994)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에서 초등

과 도전 속에 매우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에 시

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은 우려할 만큼 높지 않

달리고 있다. 입시위주의 사회풍토 속에서 느

았으며,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정도는 학

끼는 학교생활의 부적응 및 성적에 대한 부담

년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감, 과도한 학원스트레스와 교과공부만이 아닌

고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와서는 저학년

영어, 예․체능 등의 교과 외의 학습 및 활동

초등학생들도 조기교육에 대한 압력으로 스트

을 해야 한다. 이에 부모들은 아동들이 학교생

레스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임미향(1992)

활뿐만 아니라 각종 과외활동에서도 남보다 앞

은 아동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

설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즘 초등학생들의

적이 낮은 아동이 성적이 중․상인 아동에 비

스트레스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하여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고 하였다. 또

있다.

한 천민필(1994)은 자신감이 없어 고민을 많이

생활패턴이 형성되고 정체감과 자아개념이

하는 바람에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생기며, 학

거의 확립되는 시기인 초등학교시기의 아동에

업관련으로 인한 학교 스트레스가 나타난다고

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칫 사회의 부

하였다. 류수영(1994)은 초등학생은 생활 스트

적응과 학습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불안이나 우울, 부적

한다. 이러한 아동들의 스트레스 경험은 아동

응 정서가 높아 신체 병리적인 반응도 보인다

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누적되어 해로운 영

고 하였다. 한은자(2009)는 초등학생의 스트레

향을 미쳐 발달 잠재력을 상실케 된다(이은지,

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 적응과 상관관계가 있

2002). 또한 성인에 비하여 인지적․언어적 능

음을 밝혔다. 이에 이윤숙(2004)은 초등학생의

력이 제한되어 있는 아동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교사

이해나 주어진 압력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

들의 상담활동, 학교생활적응 진단 및 예방과

여 실질적으로 주어진 압박에 비하여 과도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시급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신은영, 1998). 이런

다고 하였다.

정서적인 문제를 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아동들

이러한 초등학생 저학년들의 스트레스를 감

은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나타내거나 자기의 느

소시켜주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향상

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키기 위해 다양한 상담 및 심리치료적 접근

(김지영, 2008). 적절한 수준에서 경험하는 스트

이 필요하겠지만 초등학생 저학년들에게 미술

레스는 문제의 빠른 인식과 수행 능력을 갖게

치료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미술치료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에너지를

는 미술작품을 만드는 창조적 과정 그 자체가

고갈시켜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초래할 수 있

치료적 효과가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으므로 조기에 그 원인에 따라 적절히 중재하

효과적인 의사소통양식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는 것이 중요하다(이혜경, 2005 재인용: 2). 그

다. 그것은 성장, 자기표현, 감정적 보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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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결 변화를 증진하기위하여 모든 개인

장과 숙성을 의미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하

안에 존재하는 창조과정을 말한다(Malchiodi,

는 색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화는 흰

1998). 또한 미술치료는 자기표현과 창조적인

색 한지 위에 검은 먹색을 이용하여 뚜렷한 대

활동을 통해 분노, 적대감, 내면의 욕구불만

비효과를 주며, 이는 선명한 인식을 심어주어

등 감정을 해소하도록 도우며, 자신의 욕구를

자아의식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김유경, 박

표현하고 자율성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정화, 전순영, 2006). 둘째, 벼루와 먹을 이용하

하였다(정현희, 2006). 특히 집단미술치료 프로

여 감정의 조절을 연습할 수 있다. 벼루라는

그램은 초등학생들에게 그림이라는 매체로 무

돌과 검은 먹이 물과 섞이고 서로 마찰되어 검

의식적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은색 물감으로 바뀌며(백범영, 2000), 먹의 번짐

동시에 타인과의 동질감을 느끼며, 이를 통하

과 한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 먹의 번짐 효

여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과를 통하여 외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만 현재 연구되고 적용되는 미술치료

먹의 옅고 진한 농담 효과는 감정의 조절에 기

프로그램은 주로 임상분야, 특수 분야로 편중

여할 수 있다. 또한 보통 물감은 도화지에 사

되어 있고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없는 아동을

용하지만 먹은 화선지에 사용하므로 먹이 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감보다 통제성에서 더 낮은 단계로 볼 수 있

므로 특히 초등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

으며, 이러한 먹의 성질이 내담자의 감정표출

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제기되고 있다. 또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한국화를 재조명

한 어떠한 미술매체가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

하고, 아동에게 한국 전통의 의미를 심어 줄

를 감소하는데 효과적인지도 연구해볼 필요가

수 있으며, 한국화 매체가 주는 생활의 여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화 고유의 매체를

로움과 고도의 정신집중 및 신중한 태도를 배

집단미술치료에 적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각

울 수가 있다. 넷째, 자연에서 얻어지는 동식

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스트레

물 및 광물의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감정을

스를 완화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처할

표현 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다(한지혜, 전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한다. 원래 한국화 매

영, 2013).

체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오던

그러나 미술치료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

우리정서에 적합한 매체로서 기본적으로 먹과

화 재료를 이용한 연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

벼루, 화선지, 붓을 사용한다. 물감재료로는 석

다. 지금까지 한국화 재료를 이용한 미술치료

채와 분채, 접시 혹은 튜브 형 물감이 있다. 그

연구는 김우식(2002)의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외에도 아교, 비단, 연적, 서진, 융 등이 있다.

집단치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는 먹과 한지, 붓, 한국화 튜브 물

와 박상희(2005)의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

감을 주로 사용하였다.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과 자기표현에 미

한국화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치는 효과, 신나리(2007)의 중복장애인의 자기

장점으로는 첫째, 먹을 통하여 색에 대한 새로

표현에 대한 한국화 매체 중심 미술치료 사례

운 시각을 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화의

연구정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

먹색은 주로 검은색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평

우식(2002)은 한국화 매체는 첫째, 청소년들에

소의 검은색의 이미지와는 별개의 의미를 가진

게 매체에 대한 흥미와 정서적 적응을 통한 능

다. 한국화에서의 검은색은 오채의 색으로 저

동성의 향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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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둘째, 한국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수용

한다.

성과 상호작용의 재료적 특성이 청소년들에게
수용과지지,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을 촉진시켜

연구문제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고 생각한다. 셋째, 한국
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통제와 이완적 특성은

첫째,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의 긴장과 불안 등을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완, 통제시켜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고 생각

둘째,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한다(김우식 재인용:48-49). 또한 서종숙(2001)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어떠한 효과

한지의 표현은 정서가 메마른 어린아이에게 한

가 있는가?

지의 부드러운 촉감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셋째,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주며, 흥미유발을 통한 동기부여와 다양한 표

빗속의 사람그림검사(PITR)를 통해 초등학생의

현의 효과로 자신감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고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자원 및 스트레스 대처행

있다.

동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에 본 연구대상은 Lowenfeld의 발달단계

용어정의

로 볼 때 도식기 수준에 속한다. 도식기 아동
들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한정된 개념의 공식
화가 이루어진다. 형태상징과 도식의 반복을

1) 스트레스

통한 자신감을 얻으며, 의도적인 경험의 표현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는 물리학에서 온 개

이 아닌 '인간, 나무'등 사물 그 자체만의 순수

념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진 힘이나 압력을 말한

한 도식을 갖지만 경험이 도식에서의 일탈로

다. 즉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정신적 자극, 압

표현되며 기하학적인 선의 사용이 보인다(전순

력, 또는 압박감으로 정의한다(Selye, 1956). 본

영, 2011). 도식기의 아동들에게 기능을 높이고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한미현(1996)이 사용한 한

자기 확신을 경험할 수 없는 미술재료보다는

국 아동이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로 측정된 점

근육운동이 이전 보다 발달하였으므로 큰 종이

수를 말한다. 스트레스 하위 영역으로는 친구,

를 제공하여 자유로움을 줄 수 있으며, 통제된

교사와 학교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구관련

재료의 사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매체탐색’을

척도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하며,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한다(현광덕, 1993).

교사와 학교관련 척도는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한국화 매체의 적용이 아

스와 교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동들에게 매체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먹
의 특성상 뿌리기, 번지기, 휘갈기기 등의 감

2) 스트레스 대처행동

정이완 활동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이 가

대처행동이란 직․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주

능하므로 스트레스를 표출하여 그 대처방안을

는 상황에서 개인이 행하는 모든 반응으로 정

알아보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의한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유

본 연구는 한국화 고유의 매체를 적용한 집단

안진과 민하영(1998)이 개발한 초등학생의 일상

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박진아(2001)가

대처행동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고,

수정․보완한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로 측정

한국화매체의 고유한 치유적 효과를 알리고자

된 점수를 말한다.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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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대처행동, 소극적․회피적 대처행동, 공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24명을 무선 표집하

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으로

였다. 각각의 집단에는 여자 8명과 남자 4명으

구성되어 있다.

로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3) 한국화 매체

측정도구

한국화 매체란 한국적 상황 아래에서 생성
된 한국특유의 도구로 기본적으로 먹과 벼루,
화선지, 붓을 사용한다. 물감재료로는 석채와

1) 스트레스 척도

분채, 접시 혹은 튜브 형 물감이 있으며, 그 외

초등학생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에도 아교, 비단, 연적, 서진, 융 등이 있다. 본

로 한미현(1996)이 사용한 한국 아동의 일상적

연구에서는 먹과 한지, 붓, 한국화 튜브 물감을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하위

말한다.

영역으로는 친구, 교사와 학교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친구관련 척도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하며, 교사와 학교관련 척도는

Ⅱ. 연구방법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교사에게 받는 스트
레스를 말한다. 각 하위 변인은 친구 7문항, 교

연구대상

사와 학교 7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경기도 Y시에 소재한 초등학생 2학년에게

있으며,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받지 않는

스트레스 질문지(한미현, 1996)를 실시하였다.

다’는 1점, ‘별로 받지 않는다’는 2점, ‘약간 받

스트레스가 상위 70%가 넘는 남녀를 선별하여

는다’는 3점 ‘많이 받는다’는 4점을 부여한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번호 이름 성별

가족사항

스트레스 특성

1

하늘

여

부모, 아동, 여동생

학업성적과 친구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

2

달

여

부모, 언니, 아동

3

해

여

부모, 아동, 여동생

주변 관심이 모두 동생한테 쏠려 스트레스를 받음

4

구름

여

부모, 아동

주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불안감과 초조감을 많이 느낌

5

바람

여

부모, 아동, 여동생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겪게 되면 힘들어함

6

공기

남

부모, 형, 아동, 남동생

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음

7

산

남

부모, 아동, 남동생

주변 관심이 모두 동생한테만 있어 스트레스를 받음

8

나무

남

부모, 형, 아동

주변에서 아동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음

9

꽃

남

부모, 누나, 아동, 남동생

주변 관심이 동생에게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음

10

풀

여

부모, 아동

또래와의 자주 싸우고, 모의 통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음

11

돌

여

부모, 아동, 여동생

모의 통제와 학업성적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음

12

흙

여

부모, 오빠, 아동, 남동생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음

주변 관심을 끌기 위하여 많은 에너지를 쏟아 스트레스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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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하위 변인의 문항들을 합산한 점수가 높

어져있으며,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을수록 해당변인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대체로 그러지 않다’는 2점, ‘대체로 그렇다’는

본 척도는 한미현(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3점, ‘항상 그렇다’는 4점을 부여한다. 각 하위

 계수는

.92이며, 하위 척도별 신뢰

변인의 문항들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도 계수는 친구관련 스트레스 .83, 교사와 학교

변인의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

관련 스트레스 .76이다.

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는. 81이

Cronbach

며,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적극적 대처행동
2)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87,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64, 공격적 대처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행동 .85,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78이다(박

위한 도구로 유안진과 민하영(1998)이 개발한

진아, 2001).

초등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박진아(2001)가 수정․보완 한 것을 사용하였

3) 빗속의 사람 그리기 검사

다.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는 적극적 대처행

빗속의 사람 그리기 검사(Person In The

동, 소극적․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

Rain; PITR) 미국의 Lack(1996)에 의하여 고안

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으로 구성되어

되어 손무경(2004)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사

있다. 적극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를 직접적으

용하였다. 그림 속에 그려진 사람은 자화상과

로 해결하려는 인지 행동적 반응으로 문제 해

도 같은 역할을 하며 ‘비’는 외부적 곤경이나

결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방법을 생각하여

스트레스 환경을 상징한다. 그림을 그린 사람

정보를 탐색하는 등의 행동이다. 소극적․회피

이 어느 정도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유

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해결하

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보다 문제 상황을 회피, 유보, 부정, 체념하

그림 속의 인물이 ‘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거나 문제 자체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거부하

보고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자원, 스트레스

고, 문제로부터 유발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

에 대한 대처능력을 알 수 있다.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지 행동적 반응이다.

PITR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자원, 스트레스

구체적인 예로 자신의 감정을 울음이나 글로

대처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트레스란 환

표현한다거나 문제 상황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

경적 스트레스로 비의 양, 강도 및 불량한 화

는 행동을 말한다. 공격적 대처행동은 스트레

질을 반영한다. 스트레스 자원이란 비로부터

스를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통하여 해

묘사되는 보호의 양, 형태 및 완전 무결성을

결하려는 인지 행동적 반응으로, 가해자에게

반영한다. 이는 심리학적 방어, 자원의 이용 가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욕, 신경질과 같

능성 및 자아의 힘을 타나내는 것으로 취급된

은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동을 말한다. 사회

다. 스트레스 대처능력이란 비로부터 비와 보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타인을 통하여 문제를

호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다. 즉 스트레스를 다

해결하거나 정서적 위안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루는데 이용 가능한 자원들에 대한 환경적 스

대처행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타인에게 정

트레스와의 관계를 말한다.
각 하위 변인은 스트레스를 재는 16개 항목

보나 충고를 구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S1-16), 스트레스 자원을 재는 16개 항목

행동을 말한다.
각 하위 변인은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이루

(R1-16), 대처능력을 재는 3개 항목(R17-19)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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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 계산은

다. 대처능력을 재는 방법은 자원 총 점수에서

스트레스를 재는 항목 16개 중 1-8까지는 해당

R17-19까지 합한 점수를 뺀다. 그러면 실제 자

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을 주고, 9-16까

원점수가 도출되고 도출된 실제자원 점수에서

지는 해당되는 숫자만큼 점수 1을 합해나간다.

스트레스 총 점수를 뺀다. 빗속의 사람 그리기

이를 1-16항목의 숫자를 더한 것이 스트레스

검사 점수체계는 표 2와 같다.

양을 나타낸다. 점수가 높으면 스트레스가 많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구성

은 것이고, 점수가 낮으면 스트레스가 적은 것
이다. 스트레스 자원점수는 각각 항목이 해당
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4점을 주어 이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서종숙(2001)과 김

모두 합한 것이 자원 총 점수가 된다. 자원점

우식(2002), 이경미(2004) 공마리아와 전영희

수는 스트레스를 처리할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

(2005), 이혜경(2005), 김난숙(2005), 이일우

를 알아보는 것으로 자원 총 점수가 높으면 스

(2006) 및 김유경(2006) 등의 선행연구를 근거

트레스를 처리할 자원이 많은 것이고, 점수가

로 본 연구자가 보완 및 재구성하였고 미술치

낮으면 스트레스를 처리할 자원이 적다는 것이

료 수련감독자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진

표 2. 빗속의 사람 그리기 검사 점수체계
스트레스

스트레스 자원

항목

항목명

점수 항목

항목명

S1

비가 없다

R1

보호물 있다

S2

비가 있다

R2

우산이 있다

S3

많은 비

R3

들고 있는 우산

S4

비의 스타일

R4

다른 보호 장치

S5

인물방향으로 있는 비

R5

적절한 크기의 보호물

스트레스 대처능력
점수 항목
R17

항목명

점수

나체

몸의 일부가 빠짐
(머리 눈동자가 있는

S6

접촉하고 있는 비

R6

완전무결한 보호

S7

젖다

R7

우비

S8

바람

R8

비모자

S9

웅덩이

R9

장화

S10

웅덩이에 서 있다

R10

옷을 입고 있는 인물

S11

다양한 비 스타일

R11

얼굴전체가 보임

S12

다중강수, 강설

R12

얼굴의 미소

R19

이빨

S13

번개, 번갯불 화살

R13

중심에 있는 인물

합계

R17~R19 소계

S14

번개강타

R14

인물의 크기

S15

구름

R15

전체 인물

R17~19소계=자원점수

S16

먹구름

R16

선의 질

스트레스 대처능력 점수=스트레스

합계

스트레스 점수

합계

스트레스 자원점수

자원점수-스트레스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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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탐색단계(1~2회기),

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본 한

실행단계(3~12회기), 종결단계(13~15회기)로 나

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의

누어 총 15회기를 진행하였다. 탐색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는 집단의 모임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

연구절차

며, 자기소개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
었다.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생
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

본 연구는 Y시에 소재한 초등학생 2학년을

할 수 있었다. 실행단계에서는 스트레스 상황

대상으로 스트레스 질문지를 실시하여 70%가

을 인식하고,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넘는 스트레스를 보이는 24명을 무선표집하였

감정을 알아보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대

고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스트레

처방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질문지와 PITR검사는

있었다. 자신이 알아본 대처방식 방법을 직․

프로그램 시작하기 일주일 전인 2010년 3월 16

간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종

일에 실시하였고, 본 프로그램은 2010년 3월

결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16일부터 6월 29까지 주 1회 60분씩 총 15회기

있는 힘을 주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를 본 연구자가 학교 미술 실습실에서 진행하

주어 힘겨운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이길 수

였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미술치료학회로부터

있는 힘을 길러주었다.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미술치료사(KATR)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았고, 적절한

복지관에서 미술치료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후 그 동안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보조 진행자로는

표 3.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단계

회기

탐색

1

OT 및 자기소개

집단의 이해

서약서, 한지, 먹, 벼루

단계

2

난화로 스트레스 표현

스트레스 이해

한지, 먹, 벼루, 물감 붓

3

수업시간에 스트레스 받는 사건

스트레스 상황인식

한지, 먹, 벼루, 물감, 붓, 비눗방울

4

가족에게 스트레스 받는 사건

스트레스 상황인식

한지, 먹, 벼루, 물감, 붓, 아교

5

내 주변에서 생긴 일

스트레스 상황인식

한지, 먹, 벼루, 물감, 붓

6

종이 구겨서 스트레스 표현

부정적인 스트레스 감정표출

한지, 먹, 벼루, 물감, 붓

7

변화된 스트레스 표현

부정적인 스트레스 감정표출

한지, 먹, 벼루, 물감, 붓, 비눗방울

8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스트레스 대처방식 모색

한지, 벼루, 먹, 물감, 붓

9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스트레스 대처방식 모색

한지, 먹, 벼루, 물감, 붓, 색한지

10

내가 할 수 있는 일

스트레스 대처방식 모색

한지, 먹, 벼루, 물감, 붓

11

좋고, 나쁜 감정표현

부정․긍정적인스트레스 감정통합

색한지, 먹, 벼루, 물감, 붓, 연필

12

만다라를 통한 편안한 마음표현

부정․긍정적인 스트레스 감정 통합

한지, 먹, 벼루, 물감, 붓

13

자신에게 선물하기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에너지 발견

한지, 색한지, 먹, 벼루, 물감, 붓

14

스트레스를 해결한 소망나무

구체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모색

한지, 먹, 벼루, 물감, 붓, 색한지

15

작품전시

변화된 모습 알기

작품

실행

단계

종결
단계

주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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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술치료 석사 대학원 생 1명이 참가하여 집단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살펴본

미술치료 진행을 도와주고 관찰, 기록 및 녹음

결과 표 5와 같다.
스트레스 하위변인 친구관련에 대하여 사전

을 하였다.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종료 일주일

검사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공변량 분석을 실

후 2010년 7월 9일에 실시하였다.

시한 결과, 실험(M=13.42)과 통제집단(M=21.18)
은 친구관련 스트레스(F(1, 21)=39.95, p<.001)에

자료처리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 하위변인
본 연구의 통계처리를 SPSS WIN 12.0 프로

학교와 교사관련에 대하여 사전검사점수를 통

그램과 회기별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행동관찰

제한 상태에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

및 작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교

험(M=10.58)과 통제집단(M=18.00)은 학교와 교

분석하였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

사관련 스트레스(F(1, 21)=13.83, p<.001)에서 유

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 전체에 대하여

행동, PITR의 사전점수를 통제한 후 사후 공변

사전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험집

결과, 실험(M=24.00)과 통제집단(M=39.17)은 스

단의 PITR검사를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그 변

트레스 전체점수(F(1, 21)=29.44, p<.001)에서 유

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실험집단의 작품과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

행동관찰을 통하여 회기별 변화과정을 비교분

이 사전보다 사후에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음을

석하였다.

알 수 있었다.

Ⅲ. 연구 결과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
는 효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검사를 실시하여 표 6에서처럼 실험

검사를 실시하여 표 4에서와 같이 실험집단과

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

통제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사전

고,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

표 4.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비교
하위영역 변인

친구관련

학교, 교사관련

스트레스 전체

집단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

19.08

5.07

13.42

4.96

통제

18.75

4.65

21.17

4.90

실험

14.50

5.09

10.58

4.21

통제

14.75

4.94

18.00

5.74

실험

33.58

8.55

24.00

6.25

통제

33.50

8.43

39.17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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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스트레스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하위영역 변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인

332.19

1

32.19

  

집단

385.06

1

385.06

  

오차

202.40

21

9.64

합계

8071.00

24

공변인

67.68

1

67.68



집단

322.09

1

322.09

  

오차

489.24

21

23.30

합계

5789.00

24

공변인

494.98

1

494.98

 

집단

1388.62

1

1388.62

  

오차

990.69

21

47.18

합계

26806.00

24

친구관련

학교, 교사관련

스트레스 전체

**p<.01, ***p<.001, ns=non significant

표 6.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비교
하위영역 변인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사전

집단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

11.33

4.03

17.67

2.10

통제

10.17

2.92

10.75

2.96

실험

8.25

1.96

8.88

3.01

통제

9.33

2.43

9.17

2.17

실험

6.58

2.54

8.25

2.56

통제

8.17

2.95

8.42

2.54

실험

9.50

3.32

16.25

1.87

통제

9.33

2.79

9.42

2.228

21)=64.3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스트레스 대처행동 하위변인 적극적 대처행

스트레스 대처행동 하위변인 사회지지 추구적

동에 대하여 사전검사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대처행동에 대하여 사전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M=17.67)과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M=16.25)과 통

통제집단(M=10.75)은 적극적 대처행동(F(1,

제집단(M=9.42)은 적극적 대처행동(F(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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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하위영역 변인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인

68.75

1

68.75

  

집단

233.45

1

233.45

  

오차

76.17

21

3.63

합계

5277.00

24

공변인

104.76

1

104.76

  

집단

3.07

1

3.07



오차

46.57

21

2.22

합계

2096.00

24

공변인

105.26

1

105.26

  

집단

6.56

1

6.56



오차

37.91

21

1.81

합계

1810.00

24

공변인

40.02

1

40.02

 

집단

273.89

1

273.89

  

오차

55.15

21

2.63

합계

4328.00

24

**p<.01, ***p<.001, ns=non significant

104.2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3.64, p<.070)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

러한 결과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긍

한 결과는 두 집단 모두 부정적 대처행동(소

정적인 대처행동(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에서는

추구적 대처행동)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변인인 소극․회
피적 대처행동에 대하여 사전검사점수를 통제
한 상태에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
(M=8.88)과 통제집단(M=9.17)은 소극․회피적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PITR검사를 통해 초등학생아동의 스트레
스, 스트레스 자원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처행동(F(1.39)=3.64, p<.070)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스트레스 대처행동 하위변인 공격

1) PITR검사의 양적분석

적 대처행동에 대하여 사전을 통제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PITR 검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M=8.25)과

를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과 표

통제집단(M=8.42)은 공격적 대처행동(F(1, 21)=

준편차를 표 8에서 알아보고, 사전점수를 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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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PITR의 평균과 표준편차비교
하위영역 변인

스트레스

스트레스 자원

스트레스 대처능력

집단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

5.33

2.02

2.75

1.29

통제

5.00

1.71

6.33

1.88

실험

6.67

1.92

9.17

2.08

통제

5.83

1.53

5.33

1.78

실험

7.00

1.48

11.25

1.36

통제

7.00

1.48

6.75

1.36

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M=9.17)과 통제집
단(M=5.33)은 스트레스 자원(F(1, 21)=25.08,

PITR 하위변인 스트레스에 대하여 사전검사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ITR 하위

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변인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대하여 사전검사점

결과, 실험(M=2.75)과 통제집단(M=6.33)은 스트

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레스(F(1, 21)=38.1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결과, 실험(M=11.25)과 통제집단(M=6.75)은 스

보였다. PITR 하위변인 스트레스 자원에 대하

트레스 대처능력(F(1, 21)=65.74, p<.001)에서 유

여 사전검사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공변량

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

표 9. PITR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하위영역

스트레스

스트레스 자원

스트레스 대처능력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인

11.74

1

11.74



집단

82.04

1

82.04

  

오차

45.18

21

2.15

합계

629.00

24

공변인

32.36

1

32.36

  

집단

59.68

1

59.68

  

오차

49.97

21

2.38

합계

1432.00

24

공변인

1.69

1

1.69



집단

121.50

1

121.50

  

오차

38.81

21

1.85

합계

2106.00

24

*p<.05, ***p<.001, ns=non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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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0과 같다.

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모색하면서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었

회기별 행동변화과정

으며, 이는 스트레스 자원과 대처능력이 향상
1) 탐색단계(1∼2회기)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1회기에서는 미술치료와 집단소개를 한 후
2) 실험집단의 PITR검사 질적분석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자기소개를 하였다.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먹이라는 재료를 처음 사용하는 아동이 많아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PITR를 사

대부분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시작 되었다. 달

전․사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PITR 사전․

은 다양한 표정을 가진 관중들의 표현으로 보

사후검사를 비교분석해보면 사전에서는 스트레

아 주변에 대한 인정욕구와 관심으로 부담스러

스 요인인 먹구름과 강한 바람, 번개가 자주

워하는 듯하였고, 구름은 한국화 매체에 호기

등장하였으나, 사후에서는 먹구름과 강한 바람,

심을 나타내면서 단숨에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번개는 전혀 표현되지 않았고, 사전에 비하여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

사후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인 비의 양도 현격히

었다. 바람은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감소하였다. 사전에는 대부분 스트레스 자원을

표현함으로써 약간의 수동적인 자신의 모습을

활용하지 못하여 옷이 많이 젖어 있었으나, 사

표현하였으며, 공기는 오른쪽 하단에 모(母)를

후에서는 옷이 젖지 않은 것을 보면 스트레스

그림으로써 모(母)에 대한 관심과 모(母)가 아

자원과 대처능력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동의 행동을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것을 알 수

표 10. 실험집단의 PITR 사전과 사후 내용분석
이름

사전

사후

이름

작품

레스
7

하늘
그림
해석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9

2

스트
레스
5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13

8

많은 비와 번개, 바람

적은 양의 비에서 스

에서 스트레스가 표현

트레스가 감소되었다

됨. 젖은 옷은 스트레

고 봄. 우비와 장화에

스에 대처하지 못함이

서 스트레스 대처가

예측됨

향상

스트
점수

레스
6

달
그림
해석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9

3

스트
레스
3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11

8

많은 비와 번개, 바람,

적은 양의 비에서 스

구름에서 스트레스를

트레스가 감소되었다

보임. 쉬는 상황에서

고 봄. 우비에서 스트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레스 대처가 향상

부족함

사전에 비하여 사후에 감소된 비, 없어진 바람과

스트레스 요인인 비와 바람이 적어지고, 번개와

번개는 스트레스 감소를 의미함. 사전에 없던 우
변화

사후

작품

스트
점수

사전

비와 장화의 등장하고, 보다 큰 우산에서 스트레

구름은 없는 것으로 사전에 비하여 스트레스의
변화

감소를 나타냄. 사전에 없던 우산의 등장은 사전

스 자원과 대처능력이 향상되었음이 추측되고

에 비하여 스트레스 자원과 대처능력이 향상된

구도도 안정되었음

것을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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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1)
이름

사전

사후

이름

작품

레스
5

해
그림
해석

사후

작품

스트
점수

사전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7

2

스트
레스
5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13

8

많은 양의 비와 웅덩

적은 양의 비는 스트

이, 바람에서 스트레

레스가 적음을 나타

스가 확인됨. 젖은 옷

냄. 장화에서 스트레

에서 스트레스 대처가

스 대처능력이 향상

스트
점수

레스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4

4

8
구름
그림
해석

스트
레스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8

5

3

많은 비와 구름, 바람,

적은 양의 비와 구름

번개에서

스트레스가

에서 스트레스를 조절

확인됨. 젖은 옷은 스

이 추측됨. 장화에서

트레스 대처가 취약

스트레스 대처가 향상

취약
비의 양이 줄고, 바람은 불지 않는 것으로 사전

적은 양의 비와 구름, 바람과 번개가 없는 것에서

에 비하여 스트레스가 감소함을 나타냄. 사전에
변화

사전에 비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하게 조절하

등장하지 않던 장화와 우비를 표현한 것은 사전

변화

비하여 스트레스 자원과 대처능력이 향상된 것으

것을 알 수 있음

로 보여줌

작품

작품

스트
점수

레스
7

바람
그림
해석

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우비와 장화에서 사전에

에 비하여 스트레스 자원과 대처능력이 향상된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5

2

스트
레스
4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7

3

많은 양의 비와 바람,

적은 양의 비에서 스

번개에서 스트레스를

트레스 조절이 추측.

보여줌. 젖은 옷은 스

우비와 장화에서 스

트레스 대처를 못함

트레스 대처가 향상

스트
점수

레스
5

공기
그림
해석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7

2

스트
레스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8

5

3

많은 양의 비와 바람

적은 양의 비와 바람

은 스트레스 상황을

에서 스트레스 조절이

보여줌. 젖은 옷은 스

이루어짐. 우비와 장

트레스 대처를 못함

화에서 스트레스 대처
가 예측됨

사전의 모습과 다르게 한손으로 우산을 잡고 있

변화

스트레스 요인인 비와 바람의 감소는 사전에 비

는 모습이 안정적으로 보임. 사전보다 비가 적게

하여 스트레스의 감소를 나타냄. 우비와 장화가

내리는 것으로 사전에 비하여 스트레스 상황이

등장하는 것으로 사전에 비하여 스트레스 자원과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사전에 없던 우비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사전에 비하여 스트레스 자
원과 대처능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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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2)
이름

사전

사후

이름

스트
레스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7

0

7
산
그림
해석

스트
레스
2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9

7

많은 양의 비와 구름,

적은 양의 비와 구름

바람, 번개에서 스트

에서 스트레스를 조

레스를 보여줌. 젖은

절. 장화에서 스트레

옷은 스트레스 대처능

스 대처능력이 향상

스트
점수

레스
6

나무
그림
해석

력이 취약

변화

사후

작품

작품

점수

사전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6

0

스트
레스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9

5

4

많은 양의 비와 구름,

많은 양의 비와 구름,

바람은 과도한 스트레

바람은 스트레스 상황

스 상황임. 젖은 옷은

임. 큰 우산과 장화,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우비에서 스트레스 대

발휘하지 못함

처능력이 향상

사전에 비하여 비와 바람, 구름의 양이 적어지고,

사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비와 구름, 바람을

번개가 없다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있

보면 스트레스 상황의 변화는 없으나 사전에 비

다는 것이 예상됨. 사전에 없던 장화의 등장은

변화

사전에 비하여 스트레스 자원과 대처능력이 향

하여 커진 우산과 장화의 등장은 스트레스 자원
과 대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줌

상되었음을 보여줌

작품

작품

스트
점수

레스
5

꽃
그림
해석

변화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4

-1

스트
레스
3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7

4

많은 양의 비와 구름,

적은 양의 비와 바람

바람, 번개는 스트레

에서 스트레스 조절이

스 상황을 보이고 젖

보이고 장화에서 스트

은 옷은 스트레스 대

레스 대처능력이 향상

스트
점수

레스
8

풀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4

-4

스트
레스
5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8

3

많은 양의 비와 바람,

적은 양의 비와 바람,

번개에서 스트레스 상

번개는 스트레스 감소

황을 알려줌. 젖은 옷

를 보여줌. 우산과 장

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화에서 스트레스 대처

처능력이 취약

을 발휘하지 못함

능력이 향상

사전에 비하여 비와 구름, 바람이 적어지고, 번

사전에 비하여 비와 바람, 번개가 적어지고, 자신

개를 표현하지 않는 것에서 스트레스의 감소를

이 서 있는 부분은 비를 그리지 않는 것으로 사

보여줌. 사전에 없던 장화의 등장은 사전에 비하
여 스트레스 자원과 대처능력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해석

변화

전에 비하여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추측됨.
사전보다 우산이 좀 더 커지고, 장화가 등장하는
것에서 사전에 비하여 스트레스 자원과 대처능력
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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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3)
이름

사전

사후

이름

작품

레스
5

돌

그림
해석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6

1

스트
레스
1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8

7

스트
점수

레스
7

흙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6

-1

스트
레스
2

스트

스트

레스

레스

자원

대처

9

7

많은 양의 비와 바

적은 양의 비에서 스

많은 양의 비와 바람,

적은 양의 비에서 스

람, 먹구름, 웅덩이에

트레스를 조절됨을 보

번개에서

스트레스를

트레스 조절을 보여줌.

서 스트레스 상황임.

여줌. 장화는 스트레

보여줌. 젖은 옷은 스

우산과 장화는 스트레

젖은 옷은 스트레스

스 대처능력이 향상

트레스 대처능력이 취

스 대처능력이 향상

그림
해석

대처능력이 취약

약

사전에 비하여 비와 바람의 감소를 표현하였고,

사전에 비하여 비의 양이 줄고, 바람과 번개가 없

웅덩이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스트레스가 감소
변화

사후

작품

스트
점수

사전

다는 것은 스트레스의 감소를 보여주며, 사전에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 비를 맞지 않고 사후

변화

없던 인물의 웃는 모습과 큰 우산, 장화를 보면

에 등장한 장화로 사전에 비하여 스트레스 자원

사전에 비하여 스트레스 자원과 대처능력이 향상

과 대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된 것을 예측할 수 있음

1회기-공기, 풀

2회기-달, 흙

3회기-바람, 나무

있었다. 산은 대칭적으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고기와 별, 배등 많은 것을 찾아냈는데 이는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듯

호기심이 많거나, 주변에 관심거리가 많다는

하였다. 꽃은 축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달은 자신의 난화를

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신을 보며 흐뭇해

표현하는 행동을 치료자에게 수차례 확인하는

하였고, 풀은 까맣게 칠한 눈에서 자신 및 타

것을 보면 행동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인에 대한 갈등적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

것을 말해주는 듯하였다. 공기와 꽃은 여러 번

대부분 먹이라는 재료를 처음 사용하는 아동이

수정하여 먹을 시커멓게 덧칠하는 모습을 보였

많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작품을 완성하였

고, 산은 뾰족한 선과 무서운 얼굴로 붓을 갈

다. 2회기에서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면서 공격적인 태세로 난화를 그렸다. 이것

스트레칭을 한 후 난화 작업을 통하여 스트레

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공격적인 대처행동

스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하늘과 풀은 물

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흙은 지난 회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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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물에 익숙해졌으며, 별, 산과 강을 찾아내고

기에서는 가족에게 받는 스트레스 상황을 연출

만족해하였다. 나무는 여러 차례 붓을 떼고 생

하였다. 하늘은 모(母)를 크게 그린 후 까맣게

각에 잠겼으며, 돌은 평상시 해보지 못한 것에

먹으로 칠하였으며, 모(母)의 얼굴 밑에 자신을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극적․회피

작게 그렸으며 평상시 모(母)의 잔소리와 간섭

적 대처행동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처음 하는

으로 모(母)와의 갈등을 보였고, 달은 조심스러

작업이라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고, 스트레

운 작업과 먹이 화선지에 번지는 것을 두려워

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들도 있었지

하고 자신의 행동이 맞는지를 계속 치료사에게

만, 몇몇 아동은 스트레스를 인식하기 시작한

확인하는데 이는 모(母)의 과도한 기대로 스트

것 같았다.

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와 꽃은
동생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장면을 연출

2) 실행단계(3∼12회기)

하였으며, 구름은 화를 내는 모(母)의 모습에

3회기에서는 수업시간에 주로 학교와 교사

화가 더 많이 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및 친구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을 표현하

산과 돌은 모(母)의 관심이 동생에게 쏠려 있어

였다. 하늘은 화면 중앙에 자신을 그렸지만 스

서 화를 냈고, 나무는 관심을 주지 않는 가족

트레스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였으며,

에게 화를 냈다. 공기는 아교와 먹을 섞어 장

달은 자신보다 또래를 작게 표현하는 것을 보

난만 하다가 급하게 작품을 완성하는 것으로

면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보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소극적 회피와 대

있었다. 구름과 풀은 눈을 파란색으로 칠하는

처행동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활동에 적극적으

것으로 보아 현실과 단절된 느낌이 마치 스트

로 참여하였지만,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것에

레스를 주는 것 같았고, 바람은 또래의 팔이

대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5회기에서

아동을 때리는 장면에서 자신이 위협을 느끼고

는 주변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상황을 연출하였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공기는 또래관계가

다. 해는 동생이 아동을 괴롭히는 장면으로, 구

원만하지 않은지 친구의 얼굴을 주황색으로 색

름은 공격성을 가진 친구로 표현하였고, 공기

칠하다가 검은 색으로 덧칠을 자주 하였다. 나

는 동생에게 받았던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산

무는 짧은 시간에 화면 중앙에 학교운동장을

은 친구의 손에 칼을, 자신의 손에는 방패를

그리면서 학교 자체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했

그림으로써 친구와의 싸움에 대한 부정적인 스

고, 꽃은 화면 중앙에 자신을 그리고 머리에

트레스를 호소하였다. 나무는 자신에게 관심을

뿔이 나있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화가 난 자신

주지 않는 가족에게 화를 냈으며, 풀은 여러

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대부

차례 수정한 자신의 눈을 보면 스트레스 상황

분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 상황을 자기수준에서

을 긍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측할

해결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4회

수 있었다. 피아노를 치는 돌은 학원에서 아동

4회기-풀, 돌

5회기-구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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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신만을 보고 있어 주변의 관심이 심적

를 받기 전을 폭탄으로 해소 한후에 해소될 때

으로 부담된다고 하였다. 흙은 스트레스를 주

의 시원함을 대변으로 상징하여 그렸다. 대부

는 대상을 표현한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

분 스트레스의 변화되는 과정을 지각하고 있었

고 소극적으로 회피하였다. 대부분 스트레스

다. 8회기에서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스트레

법을 탐색하였다. 달은 설거지하는 장면을 통

스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6회기에

하여 감정을 정화시켰고, 해와 산은 자신을 괴

서는 종이를 구겨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롭히는 친구를 때려 기분이 좋다고 하지만 죄

하는 스트레스를 연출하였다. 큰 불을 그리는

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구름은 스트레스를 상

하늘은 친구의 장난에 상처를 받은 모습을 표

황을 해결하지 못하여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을

현하였고, 달은 스트레스는 친구가 주로 준다

연출하였다. 나무는 단단한 벽을 표현하면서

고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을 정확히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였고, 꽃은 누나를 주도

말했다. 구름은 글로, 바람은 매를 맞는 장면으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여 곰 인형에게 하소

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였다. 머리 위에 뿔

연을 한다고 하였다. 돌은 동생을 격리시킨다

을 그린 공기는 부모가 스트레스를 주어 화가

고 하였으며, 흙은 곰 인형에게 자신의 스트레

났고, 스트레스하면 저승사자가 생각난다고 하

스를 말하면서 해소한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던 산과 꽃은 스트레스를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스트레스를 소극적․회피적 또는 공격적 대처

꺼려하였다. 나무와 흙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행동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아동은 적

큰 폭탄으로 표현하였으며, 풀은 하트였던 사

극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나타냈다. 9

랑의 감정이 화가 난 뿔로 변화되는 것으로 연

회기에서는 스트레스가 해소방법에 대해서 알

출하였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느꼈

아보았다. 하늘은 스트레스가 두려운지 다시는

던 적개심과 분노와 공격성을 표출하면서 스트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자신을 테두리로 보호하

레스를 해소하였는데 이는 공격적 대처행동을

려고 하였으며, 달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너

나타낸다.

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힘겹다는 것을 말

7회기에서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머니를 통해 표현하였다. 공기는 장난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늘은 구름에서 불

가지고 놀면서, 나무는 놀이터에서 놀면서 스

로, 바람은 불꽃같은 스트레스가 동생으로 인

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였다. 풀은 한지를 자

하여 괴물로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공

유롭게 붙이며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하면서

기는 스트레스를 받은 겁먹은 토끼를, 풀과 흙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평화로울 것 같다며 스

은 변형되는 하트의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해

트레스 해소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을

와 산은 스트레스 상황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

보였고, 흙은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해소

여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무는 스트레스

될 것 같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해

7회기-하늘, 흙

8회기-산,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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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

19

소 방법을 찾는데 미숙하지만, 집단원이 함께

된 장면으로 연출하였다. 구름은 나쁜 감정에

그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된 시간이었고, 아동들

는 찡그린 얼굴을, 좋은 감정에는 웃는 얼굴

이 적극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나타

을 그렸다. 공기는 좋고 나쁜 감정을 비슷하

냈다.

게 연출하다가 좋은 감정에는 보라색을 덧칠

이제까지 집단원이 함께 스트레스의 해결이

하였으며, 나무와 풀은 나쁜 감정은 보라색으

나 해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10회기에서

로 풀은 좋은 감정은 분홍색으로 나무는 초

는 스트레스를 작업을 통해 해소하는 시간을

록색으로 표현하면서 손에 웃는 얼굴을 그렸

가졌다. 하늘은 스트레스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다. 돌은 나쁜 감정에는 도깨비를 좋은 감정

모습으로 큰 인물화를, 달은 언니와의 갈등을

에는 노란색 색채를 밝게 표현하였으며, 흙은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구

나쁜 감정에는 검은색을 덧칠하면서 부정적

름은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바람은 모(母)를

감정을 표출하려고 했지만 좋은 감정에는 핑

때리는 장면을 아주 공격적으로 연출하였다.

크색과 하트를 표현하였다. 좋고 나쁜 감정을

공기는 밖에서 노는 장면으로, 산과 꽃은 자전

이해하는 아동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

거를 타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였으며, 나무

들도 있었다.

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하였다. 풀은 놀이공

12회기에서는 만다라를 통하여 긍정적인 감

원에서 노는 장면을 상상하여 스트레스를 풀었

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통합할 수 있는 시간을

고, 흙은 노래방에서 소리를 지르면 스트레스

가졌다. 하늘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세상이

가 해소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대부분 스트레

변화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해는 자신만의 스

스 해소방법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구

타일을 찾으려고 하였고, 구름은 외부에서 내

체적으로 찾으려고 하였으며, 서로 집단원간에

부로 색을 칠하면서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낼

지지를 보내고 즐거워하였다. 이는 아동들이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바람은 나비를 상징

치료중반을 넘어서면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화하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았으며,

적극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으로 나타난

나무는 다양한 색상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는

다고 볼 수 있다.

과정을 거쳤다. 풀은 내부의 것들을 외부로 융

11회기에서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

합하려고 하였고, 돌은 친구에게서 긍정적인

정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손 본뜨기를 통해

힘을 얻는다고 하였다. 흙은 스트레스가 해소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늘은 작은 토끼와

되면 심장이 즐겁게 뛴다고 하였다. 대부분 자

왼손 테두리에 불같은 형상을 그리면서 부정적

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면의 자신과 만나

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을 제압한 장면을 표

는 시간을 가졌다.

현했고, 달은 표현하는 자체를 불안해하였으며,
해는 화난 감정을 표현한 후 스트레스가 해소

10회기-산, 풀

11회기-바람,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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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결단계(13∼15회기)

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늘과 달은 현

13회기에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자신

재 느끼는 감정을 드려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

에게 힘이 되는 것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고, 구름은

하늘은 ‘축복’이라고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을

소망나무를 통하여 큰 변화를 보였는지 소망나

표현하였으며, 달은 동화책을 보면서 스트레스

무에 애착을 보였다. 바람은 스트레스를 마음

를 잊는다고 하였다. 바람은 곰 인형을 선물

대로 조절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공기와 산은

받는 모습을, 공기는 바다를 표현하였다. 산은

아직 스트레스 해결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로봇집안에 고양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자신에

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산은 아직 스트레

게 선물하였고, 나무는 리모컨으로 로봇을 자

스를 적절하게 해소하고 있지 못하지만 스트레

유롭게 조정하는 모습이 마치 스트레스 상황을

스를 이겨내려고 하였고, 나무와 꽃은 현재 자

조절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흙은 스트레스

신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스트

를 해소하려면 하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레스를 해소하고 싶어 하였다. 풀은 스트레스

대부분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선물

를 해소방안을 찾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좀 더

하는 듯하였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긍정적으로 보는 듯하였다. 치료 초기에는 아

적극적 대처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동들이 소극적․회피적 또는 공격적 대처행동

14회기에서는 다시한번 다양한 방법의 스트

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적

레스 해소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

극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나타내었다.

늘과 달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
4) 프로그램 단계별 변화과정

있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해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강한 의

단계별 변화과정을 탐색단계(1~2회기), 실행

지를 보였고, 구름과 산은 스트레스가 해소될

단계(3~12회기), 종결단계(13~15회기)로 나누어

때 ‘스트레스를 날려버려라, 스트레스야 안녕’

살펴보았다. 탐색단계에서는 친밀감 형성 및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말하였다. 나무는 스트

난화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탐색하였다. 실행단

레스 대처방안을 찾지 못하여 불안해했으며,

계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을 살펴본 후 스트레스

바람과 풀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종결단

다양하게 찾으려고 하였다. 돌은 왼쪽에 스트

계에서는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하여 긍정저인

레스를 감추고 오른쪽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힘을 주고 다양한 스트레스 해결방법에 대해서

표현했다. 흙은 스트레스를 해결한 세상을 표

알아보았다. 치료 초기에는 아동들이 소극적․

현하였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

회피적 또는 공격적 대처행동으로 하는 경향이

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었다.

있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적극적, 사회지지 추

15회기에서는 그동안의 변화된 자신의 모습

13회기-달, 나무

구적 대처행동을 나타내었다. 각 단계별로 연

14회기-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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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프로그램 단계별 변화과정
이름

하늘

탐색단계(1∼2회기)

실행단계(3∼12회기)

종결단계(13∼15회기)

주변 관심이 동생에게 집중되어

미술치료에서 매체를 통해 과감한 표현을

다소 긍정적, 적극적으로 스트레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에서도 스

시도했지만, 죄책감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스를 해결하려고 함

트레스를 받음

감정을 숨기면서 소극적․회피적 대처행
동을 보였으나 10회기에는 스트레스와 정
면으로 마주치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
습을 보였음

달

학교에서 과도한 행동통제로 활

4회기에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스트레스 상황을 파악하는데 다

동에 제약을 받는 것에 스트레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6회기에서는 스

소 시간이 결렸지만 자신의 문제

를 받음

트레스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를 지각하고 긍정적, 적극적으로

인식함. 7회기부터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함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

해

가정과 학교에서 주변의 관심을

가정이나 학교에서 실수에 대한 걱정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끌어보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잘

줄면서 동생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표현함.

을 적극적으로 찾음

되지 않아 스트레스 받음

7회기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
법을 찾으려고 시도함

구름

가정과 학교에서 스트레스 상황

가정이나 학교에서 화를 제어하기 위하여

스트레스가 해소 후 안정된 모습

을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표현하

감정을 조절하려고 했지만 7회기에서는

을 발견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는 자체를 즐거워 함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공격적인 스트

함

레스 대처행동을 보임

바람

공기

산

학교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지각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정적 감정이

스트레스 반응을 인식하고 약간

하지 못하지만, 표현하는 자체를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고 무엇에 내가 주

조잘하는 방법을 습득

역시 즐거워함

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생각함

가정에서 모의 지나친 통제로 인

가족에게 받는 스트레스 상황을 힘들어

스트레스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

하여 스트레스를 받음

하고, 작업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발산함

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함

가정에서 모가 동생을 편애해서

회기 중에 스트레스에 대해 소극적․회피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받음

적 대처행동을 보였으나 7회기부터 공격

방법을 찾음

적 표현하는 자신을 보고 죄책감을 느낌

나무

학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

미술치료를 통해 표현하기를 회피하다가

스트레스를 약간은 적극적, 긍정

레스를 알지 못함

6회기부터 스트레스 상황을 연출하면서

적으로 대처하려고 함

해소

꽃

가정과 학교에서 과도한 스트레

내담자는 무의식중에 내제된 감정이 올라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적극적으로

스로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표

와 당황스러워하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10

찾으려고 함

현함

회기부터 스트레스를 해소방안을 찾기 시
작함

풀

돌

가정과 학교에서 과도한 스트레

친구에게 적개심을 표현하고, 모의 통제와

자신의 내부와 외부를 통합하여

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6회기가 계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려고 함

기가 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함

고 함

가족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담자는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보여줌

력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주변 친구에

을 찾으려고 함

게 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죄책감
을 느낌

흙

학교에서 주변상황을 정확히 보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을 인식하

외부환경을 자신에게 흡수시켜

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면서 7회기부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는 방법을 찾기 시작함

해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줌

- 1421 -

22

미술치료연구 제21권 제6호(통권 75호), 2014

구대상들이 보였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레스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척도 개발 및 적

면 표 11과 같다.

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스트레스를 받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

Ⅳ. 논의 및 결론

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지만, 일반적인 집단미
본 연구는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

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초등학생의 스트

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

레스를 감소시킨 송인숙(2007), 이은영(2001)과

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주은숙(2005) 등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소재한 초등학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화 매체를

생 2학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질문지를 70명

이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청소년에게

에게 실시하여 스트레스가 상위 70%가 넘는

적용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킨 김우식(2002)의

24명을 무선표집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각 12명씩 배치하였다. 연구기간은 2010년 3월

보듯이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 프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 1회 60분씩 총 15회

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

기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하여 비교

둘째,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

분석한 후 사전점수를 통제하여 사후 공변량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향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PITR검사

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를 사전․사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고, 프로

작업과정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트

그램에서 보이는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레스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연구의 결과를 관련지어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다양한 방법의

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첫째,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

고 본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하위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

영역인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

적인 효과를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처행동 두 가지는 사전점수에 비하여 사후점수

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집단구성원 모두가

가 크게 높아졌지만, 소극적․회피 대처행동과

겪고 있는 공동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스트

공격적 대처행동 두 개의 하위영역에서는 큰

레스를 감소시켰다. 특히 아동들은 학교와 친

변화가 없었다. 이는 긍정적인(적극적, 사회지

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로 받는 경향이 있었으

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향상되었지만 부정적인

며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또는 형제들과의 싸움

(소극․회피적, 공격적) 대처행동에는 변화가

과 갈등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이명희(2007)는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미현(1996)의 한국 아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는 그 하위 영역으

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애희

로는 친구, 교사와 학교영역으로만 구성되어

(2010)는 웃음활동을 병행한 집단미술치료가 방

있어 현실적으로 아동들의 스트레스의 내용을

과 후 보육교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아동을 대상

구와 교사와 학교영역뿐만 아니라 가정의 스트

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정주경(2007)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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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가 여고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

구계화(2013)는 초등학생의 또래관계 및 학업스

교적응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정다희

트레스에 따른 ‘빗속의 사람’에 나타난 반응특

(2010)는 인지행동 미술치료가 정신질환자들의

성과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PITR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래관계 및 학업스트레스를 진단하는 도구로

미쳤다고 했고, 이정윤과 임선화(2008)는 집단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와도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우울성향 청소년의 우울,

맥을 같이 한다.

스트레스 대처, 자기존중감에 효과가 있다고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논의

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결과에서 보듯이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화라

미술치료가 모든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

는 매체를 이용하여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감소

행동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

있다.

가 있었으며, 미술작업을 통하여 스트레스에

셋째,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사후 실험집단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미술작품을

PITR검사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사전검사에

만드는 작업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였

종종 보였던 스트레스 요인인 먹구름과 강한

고, 스트레스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연

바람, 번개가 자주 등장하였으나, 사후검사에는

구대상자들이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표현되지 않았다. 또한 사전검사에 비하여 비

되면서 스트레스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탐색하

의 양도 많이 줄었다. 대부분 사전에는 스트레

기 시작함으로써 집단의 응집력과 상호작용이

스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여 대처능력이 미숙하

활발해지면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적극적으로

여 옷이 많이 젖어 있었으나 사후에는 옷이 젖

모색되었다. 따라서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

지 않은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 자원과 대처능

단미술치료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와 스

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트레스 대처행동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본 연구대상을 한정

그들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향상을

하여 일반화 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

알아보기 위하여 PITR 검사를 실시한 손무

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경(2004)과 이미경(2006)의 선행연구결과에서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PITR검사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진단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PITR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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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Group Art Therapy Using Korean Painting Media
on the Stress and the Coping Behaviors against Str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oi, Youn-Hee

Chun, Soon-Young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using Korean painting media on the
stress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behaviors to cope with stresses. Objects of this study
are composed of 24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this program voluntarily, and they are divided
in two of 12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2 in the control group. This program was performed
for a total of 15 trials of 60 minutes once a week. The pre-tests and post-tests of stress scale, the measure
of the stress-coping skills, and Draw-a-Person-in-the-Rain(PITR) were used for assessment. The data were
quantitatively processed by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with the SPSS 12.0 program. As the results,
firstly, the experimental group displayed less stress than did the control group. Secondly,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greater improvement in stress-coping behaviors than did the control group. Thirdly, the
experimental group made a greater reduction in stress and the improvements in coping resources and
stress-coping behaviors in rating the PITR than did the control group. Finally, each process of therapy
session made it possible to reduce stresses overall and also to improve the coping resources and the coping
behaviors.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group art therapy using Korean painting media produced positive effects
on the decrease of stress and the improvement of the stress-coping behaviors for these elementary school
student participants.
Key Words : Korean painting media, group art therapy, stress, stress-cop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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