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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중생의 도형 심리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와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대도시 여중생 507

명을 대상으로, 도형심리유형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린 후 도형분석 상담 전문가가 분석하고, 스트레스 대처, 자아정체
성 설문을 작성하였다. 이를 SPSS WIN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ANOVA와 Duncan 사후검정, t-test로 분석하였다. 

O(다혈질)이 60%로 구성, 자아정체성의 “자기수용”이 S(우울질)과 △(담즙질)에 비해 유의하게 높고(p=.041), △(담즙질)

은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자기비난”을 O(다혈질)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p=.025) “일탈행동”을 O(다혈질), S(우울질), 

□(점액질)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사용하였다(p=.017). 또한 자아정체성이 높은 경우, 외향적인 성격,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고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양식을 유의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집단에서 도형 심리 유형 파악을 활용할 것과 중학생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법 모색을 위한 추후 연구를 제언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stress management & ego identity i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ir graphic types. In this study, 507 students who lived in major 
city were asked to draw a graphic type and fill out a questionnaire of stress management& ego identit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 t-test with SPSS WIN 18.0. O(round type) consisted of 
60% and was significantly high score(p=.041) in “self-acception”. △(triangle type) was significantly using 
“self-reproach” & “deviant behavior” in stress management types(p=.025, p=.017). The higher ego identity score, 
extrovert personality, they had significantly using positive stress management.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graphic type test require variant group and find a way to establish ego ident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 Ego identity,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Graphic types, Stress management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인생의 큰 전환인 사춘기는 신체적 구조와 사회적 요
인의 변화에 따라 자아에 대한 긴장감, 정서적 불안정을 

심화시켜 반발심과 욕구불만을 증가시키는 등 정서적 변
화를 불러일으킨다[1]. 

사춘기는 중,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겪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능력과 장래에 대한 확신 부족, 신체이미지에 대
한 자신감 상실로 작은 일에도 불안 해 한다[2]. 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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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식 발달로 혼자 있고 싶어 하고 고독에 빠지기 쉬우
며, 타인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느껴 타인 앞에서 위축되
어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한다[2]. 따라서 어떤 청소년기
를 보내느냐에 따라, 성숙한 인간 성장의 발판이 될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청소년기, 특히 중학교 시절은 자아가 발달하면
서 정신, 사회적 발달과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출발점이
라 할 수 있다. 자아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의 답변으
로[3], 조학래[4]는 자아의식의 연속성과 동일성이 타인
과 자신에게 동일하게 지각되는 것에서 오는 것으로, 자
신감이 포함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내
적 성향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 자아정체성을 형
성해야 하며[5],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은 개인
의 적응과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고, 미래를 결정하는 필
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4]. 특히 청소년기에는 자기탐
색과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원하는[6] 
경향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기를 자아정체성 정립
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표현하였다[3,4,7]. 

한편 자아가 특히 발달하는 중학생들은 끊임없는 내적
인 갈등과 신체, 사회, 심리적인 변화가 다양하며, 학교생
활 부적응, 입시 부담, 대인 관계 형성 어려움 등 여러 가
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생활 
전반의 스트레스는 심한 낙담, 포기, 갈등을 유발할 수 있
어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는 개인과 사회의 균형적인 발
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8]은 스트레스 사건 자체 보다는 
이를 경험하는 개인의 지각과 해석, 어떤 능력과 개인적 
자원을 가지고 반응하느냐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여 적응의 결과의 차이는 스트레스 대처 행동임을 강조
하였다. 또한 이주은[9]은 같은 스트레스원이라도 개인별
로 다르게 반응하고, 같은 개인이라도 그 반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고 행동하
는 방식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달려있
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나이를 먹어도 대처방법의 양식은 변화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져[8], 타고난 개인의 성향과 그것
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번 형성된 방법은 쉽게 
변하지 않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 형성과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세상을 보는 지각적 측면을 부각한 인지양식이
나 세상에 대해 반응하는 개인의 태도측면을 분석한 성
격유형검사는 이미 널리 연구 보고된바 있으나[10] 타고

난 개인의 기질과 상황을 반영하는 도형심리 유형을 활
용한 중학생의 가장 내적 성향인 자아정체성 및 스트레
스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는 전무하다. 

도형심리 유형은 기존 성격유형 등의 문항검사와는 달
리 대상자가 방어기재를 사용할 수 없고, 미술치료적인 
관점과 기질론을 바탕으로 한 도형(○-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S-우울질)의 형태로 표현하니 재미있고, 1-2분 
내에 진단이 가능하여 편리하다. 또한 타고난 기질, 성격
의 장단점과 사고 및 행동양식의 파악이 가능하여, 지금, 
여기에서 바로 문제의 영역을 찾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김수영[11]은 중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양
식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결정에서의 망설임, 스스로의 결
정에 대한 두려움, 의사표현의 부족 등과 같은 성격문제
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언급했으며, 남학생보다
는 여학생에게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어[11,12] 여중생의 심리 유형에 따른 자아정
체성과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
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중생 개인의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자아정체성과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중생의 기질, 성
향, 행동양식 등을 파악하여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중생의 도형심리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자

아정체성과 스트레스 대처 방법의 차이를 파악한
다.

► 여중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성과 스트레
스 대처 방법의 차이를 파악한다.

► 자아정체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관계를 파악한
다.

1.3 용어정의

1.3.1 도형심리 유형

도형심리 유형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4가지 기질, 
즉 다혈질(○)은 정감형으로 가슴에 해당되며 현실지향
적이고, 담즙질(△)은 기획형으로 입에 해당되며 미래지
향적이며, 점액질(□)은 실천형으로 손과 발에 해당되며 
과거지향적이고, 우울질(S)은 사고형으로 머리에 해당되
며 과거, 현실, 미래를 포함하는데, 사람이 타고 태어나서 
바꿀 수 없는 1차 기질을 4개, 총 12가지 심리의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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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알타이어와 Lahaye가 이
론화 시켰고, 일정한 배경에 그림을 그려 도형분석 상담 
전문가가 분석하여 타고 태어난 1차 기질의 4가지로 구
분한 것을 의미한다. 

1.3.2 자아정체성

청소년기 동안에 획득해야 하는 일종의 포괄적인 성취
로서, 성인기 이전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으
로, 개인의 자아가 그의 인격체계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
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동시에 자신의 통합화 방식이 자기가 타인에게 주는 개
인적, 존재적 의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견지해 나가는 
자아의 자질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학래[4]가 재구
성한 도구를 오세정[3]이 수정, 보완한 자아정체성을 측
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1.3.3 스트레스 대처 양식

개인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 속에서 자신의 감정
을 처리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대응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연우[14]가 수정 보완한 스트레
스 대처 양식을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중생의 도형 심리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유형과 자아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B중학교 여학생 1,2,3학년 
학생 총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3
년 5월이고, 본 연구자가 담당 교사를 만나 연구 목적과 
설문 방법을 설명하고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도형 심리 유형

도형심리 유형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4가지 기질로 
보고(다혈, 담즙, 점액, 우울) 그것에 따라 네 가지의 기질
을 기하학과 관련하여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S 로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Kant의 범주적 기질
론과 Fromm의 4원소설을 바탕으로 알타이어와 Lahaye
가 27000명의 대상자를 통해서 정립한 것이다[13]. 

사람이 타고 태어나서 바꿀 수 없는 1차 기질을 4개로, 
후천적 성격을 포함한 총 12가지 심리의 유형을 정리하
여 합성기질론을 설명하며 완성한 도구이다[13,15]. 기본
적인 구성이 되어있는 종이에 안내에 따라 그림을 그리
게 하고, 도형의 위치, 모양, 크기 등을 해석하여 성격과 
관심사를 파악하는데, 미술치료적인 관점과 기질론을 바
탕으로 심리를 진단하며, 몇 분 내에 분석이 가능하고 대
상자가 방어기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점이 있어 성격, 학
업, 진로 선택,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향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13]. 그림은 도형분석 상담 전문가가 분석하
였다. 

2.3.2 스트레스 대처 양식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묻는 설문도구는 정연우[14]가 
스트레스 대처 방법들을 포함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로 
총 42문항이며 적극적 대처, 긍정적 대처, 긴장 완화, 소
망적 사고, 자기 비난, 일탈 행동, 사회적 지지 등 7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서 1점을 ‘전혀 그
렇지 않다’, 5점을 ‘매우 그렇다’로 설정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그 영역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ａ 값은 0.84로 
측정되었다.

2.3.3 자아 정체성

자아정체성을 묻는 설문도구는 Erikson[16]이 제시한 
개념을 중심으로 조학래[4]가 28개 문항으로 수정한 것을 
바탕으로 오세정[3]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자신감, 미래계획, 자율성, 독특성, 사회성, 
자기수용, 가치, 사회적응력 등 8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서 1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을 ‘매
우 그렇다’로 설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ａ 값
은 0.75로 측정되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크기는 G-power 3.1을 사용
하여, Effect Size는 0.25, 유의수준 α는 0.05, 검정력 1-β
는 0.80, 그룹 수는 4로 설정하여 총180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나, 유효표본수는 총 507개로 충분한 검정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SPSS 18.0으로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실수와 백분율, 도형심리
유형별 자아정체성과 스트레스 대처, 도형심리유형과 학
년 집단 간 자아정체성과 스트레스 대처의 차이는 
ANOVA, Duncan으로 사후 검정, 스트레스 대처능력, 스
트레스 대처방법, 성격, 자아청체성의 수준의 집단 간 자
아정체성과 스트레스 대처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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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O(다혈질)는 60%, 
S(우울질)는 18.5%, □(점액질)은 10.8%, △(담즙질)은 
10.7%로 나타났다. 13세에서 16세의 나이 분포, 1학년이 
35.1%, 2학년이 25.6%, 3학년이 39.3%이며, 가족형태는 
부모와 형제가 85.4%, 조부모, 부모, 형제가 4.7%, 조부
모와 형제는 0.4%, 형제와 친척은 0.2%, 기타가 9.3%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2.1%, 그렇지 않다가 15.8%, 잘 모르겠다가 52.1%로 나
타났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다”의 경우가 
77.1%이며 방법은 운동 2.3%, 음악듣기 43.3%, 연주 
4.4%, 춤추기 5.2%, 이야기하기 13.6%, 영화보기 3.1%, 
만들기 1.0%, 혼자 있기 8.9%, 게임하기 3.1%, 기타 
14.9%, 방법이 “없다”가 22.9%였다. 자신의 성격이 내성
적은 40%, 외향적은 60%로 나타났다[Table 1].

3.2 도형 심리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및 

자아정체성 요인의 평균차이 분석

도형 심리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및 자아정체성 
요인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분석을 한 
결과, 스트레스 대처 점수는 O(다혈질)은 3.20±0.02, S(우
울질)는 3.26±0.04, □(점액질)은 3.24±0.05, △(담즙질)은 
3.29±0.05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 정체성 점수는 O(다혈
질)는 3.45±0.02, S(우울질)는 3.39±0.04, □(점액질)는 
3.42±0.05, △(담즙질)는 3.34±0.0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2].

3.3 도형심리 유형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

트레스 대처요인의 하위 항목별 평균차이 

분석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하위 항목과 도형심리 유형별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t-tset 분석을 한 
결과 “자기비난”에서 △(담즙질)가 3.00±0.09로 O(다혈
질)의 2.70±0.03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p=.025)나타났고, 
“일탈행동”에서도 △(담즙질)가 3.25±0.09로 S(우울질), 
□(점액질) 및 △(담즙질)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p=.017) 
나타나 △(담즙질)가 “자기비난”과 “일탈행동”을 스트레
스 대처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사회적지지”는 2학년 3.18 ±0.06이 1학년 2.96 ±0.05
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p=.038)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가 생기면 잘 대처하는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유
의하게 “적극적 대처(p<.001)”, “긍정적 대처(p<.001)”, 
“긴장완화(p<.001)”, “소망적 사고(p=.030)”, “사회적지지

(p=.0170)”등을 많이 사용하였고, “자기비난(p<.001)”과 
“일탈행동(p<.001)”등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스트레스
를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답한 경우 “적극적 대처
(p<.001)”, “긍정적 대처(p<.001)” 및 “긴장완화(p<.001)”
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고, “자기비난(p<.001)”과 “일
탈행동(p=.046)”을 유의하게 적게 사용하였다. 내성적 성
격에 비해 외향적 성격이 유의하게 “적극적 대처
(p<.001)”, “긍정적 대처(p=.005)”, “긴장완화(p=.002)” 및 
“사회적지지(p<.001)”를 많이 사용하였고, “자기비난
(p=.003)”을 낮게 사용하였다. 한편 자아 정체성 값이 높
은(3.5이상의 점수) 경우 낮은(3.0미만의 점수) 경우에 비
해 “적극적 대처(p<.001)”, “긍정적 대처(p<.001)”, “긴장
완화(p<.001)” 및 “사회적지지(p<.001)”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고, “자기비난(p<.001)”과 “일탈행동(p<.001)”을 
유의하게 적게 사용하였다[Table 3].

Variables N %

Graphic type

○ 304 60.0

S 94 18.5

□ 55 10.8

△ 54 10.7

Family

parents, brothers 433 85.4

grand parents, parents, 

brothers
24 4.7

grand parents, brothers 2 0.4

brothers, relation 1 0.2

etc. 47 9.3

Grade

1 178 35.1

2 130 25.6

3 199 39.3

Age

13 110 21.7

14 152 30.0

15 171 33.7

16 74 14.6

The result of 

stress management

good 163 32.1

bad 80 15.8

do not sure 264 52.1

The type of stress 

management

yes 391 77.1

no 116 22.9

Stress 

management 

solution

exercise 9 2.3

listening music 166 43.3

instrument performance 17 4.4

dancing 20 5.2

talking 52 13.6

watching a movie 12 3.1

making something 4 1.0

being alone 34 8.9

playing game 12 3.1

etc. 57 14.9

personality
introvert character 201 40.0

extrovert character 301 6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N=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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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aphic type

F P
○ S □ △

Ego Identity 3.45±0.02 3.39±0.04 3.42±0.05 3.34±0.05 1.350 0.257

Stress Management 3.20±0.02 3.26±0.04 3.24±0.05 3.29±0.05 0.992 0.396

* p<0.05, ** p<0.01

[Table 2] The Ego Identity & Stress Management according to Their Graphic types(N=507)

Variables Categories

Stress Management(M±SD)

active 

coping

positive

coping 

the 

relation of 

tensions

hopeful 

thinking

self-

reproach

deviant 

behavior

social 

support

Graphic 

types

○ 3.47±0.03 3.49±0.04 3.26±0.03 3.55±0.04 a2.70±0.03 a2.93±0.04 3.02±0.04

Ｓ 3.47±0.07 3.49±0.08 3.29±0.07 3.66±0.08 2.79±0.06 a2.96±0.06 3.18±0.07

□ 3.40±0.09 3.64±0.09 3.25±0.08 3.53±0.11 2.79±0.09 a2.93±0.09 3.12±0.09

△ 3.32±0.08 3.38±0.09 3.33±0.08 3.70±0.09 b3.00±0.09 b3.25±0.09 3.03±0.11

f(ANOVA) .980 1.096 .198 .895 3.141 3.426 1.167

p .402 .350 .898 .444 .025* .017* .322

Grade

1 3.49±0.05 3.47±0.05 3.27±0.05 3.55±0.06 2.81±0.05 2.98±0.05 a2.96±0.05

2 3.48±0.05 3.59±0.06 3.36±0.04 3.59±0.06 2.67±0.05 2.89±0.05 b3.18±0.06

3 3.39±0.04 3.46±0.05 3.22±0.04 3.62±0.05 2.77±0.04 3.01±0.04 3.08±0.05

f(ANOVA) 1.143 1.317 1.678 .374 1.578 1.277 3.282

p .320 .269 .188 .688 .207 .280 .038*

The result 

of stress 

management

good 3.73±0.48 3.88±0.05 3.52±0.04 3.68±0.05 2.43 0.04 2.66 0.04 3.15 0.05

bad 3.20±0.71 3.00±0.09 3.01±0.06 3.42 0.10 3.20 0.07 3.35 0.08 2.90 0.09

t(t-test) 6.200 8.353 6.368 2.200 -8.753 -7.435 2.397

p .000** .000** .000** .030** .000** .000** .017**

The type of 

stress 

management

yes 3.50±0.03 3.59±0.03 3.36±0.03 3.60±0.04 2.69±0.03 2.93±0.03 3.09±0.03

no 3.26±0.05 3.18±0.06 2.99±.005 3.52±0.07 3.01±0.06 3.08±0.06 2.97±0.07

t(t-test) 3.853 5.337 5.705 .930 -4.501 -2.000 1.387

p .000** .000** .000** .353 .000** .046* .166

Personality

introvert 3.30±0.04 3.38±0.05 3.17±0.04 3.52±0.05 2.87±0.04 2.93±0.04 2.89±0.05

extrovert 3.54±0.03 3.57±0.04 3.34±0.03 3.62±0.04 2.68±0.03 2.99±0.04 3.17±0.04

t(t-test) -4.198 -2.830 -3.058 -1.381 3.014 -0.880 -4.000

p .000** .005** .002** .168 .003** .379 .000**

Ego Identity

high 3.75±0.04 3.83±0.04 3.44±0.04 3.63±0.05 2.49±0.04 2.81±0.04 3.21±0.04

low 2.90±0.06 2.83±0.07 2.99±0.07 3.53±0.01 3.23±0.07 3.32±0.07 2.78±0.08

t(t-test) 10.113 10.487 5.103 .958 -8.323 -5.232 -5.232

p .000** .000** .000** .339 .000** .000** .000**

* p<0.05, ** p<0.01

[Table 3] Comparison of Variables associated with Stress Management (N=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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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Ego Identity(M±SD)

self-confide

nce
future plan autonomy uniqueness sociality

self 

acception
value

social 

adaptation 

ability

Graphic 

types

○
3.56

±0.03

3.30

±0.02

3.20

±0.03

3.87

±0.04

3.35

±0.04

b2.78

±0.04

3.28

±0.03

4.45

±0.03

Ｓ
3.62

±0.06

3.30

±0.05

3.21

±0.07

3.67

±0.08

3.24

±0.08

a2.54

±0.08

3.22

±0.06

4.37

±0.05

□
3.50

±0.09

3.45

±0.05

3.18

±0.09

3.78

±0.11

3.19

±0.10

2.72

±0.11

3.35

±0.09

4.27

±0.09

△
3.56

±0.010

3.25

±0.06

3.00

±0.09

3.70

±0.10

3.23

±0.10

a2.53

±0.11

3.22

±0.07

4.34

±0.08

f(ANOVA) .402 1.946 1.409 1.993 1.045 2.775 .584 1.991

p .752 .121 .239 .114 .372 .041* .626 .114

Grade

1
a3.47

±0.05

3.30

±0.03

3.18

±0.05

3.86

±0.06

3.28

±0.06

b2.88

±0.06

3.22

±0.05

4.36

±0.04

2
b3.67

±0.05

3.35

±0.04

3.22

±0.05

3.86

±0.06

3.40

±0.07

b2.75

±0.07

3.33

±0.05

4.47

±0.04

3
3.59

±0.04

3.30

±0.03

3.16

±0.04

3.72

±0.05

3.26

±0.05

a2.52

±0.05

3.27

±0.04

4.40

±0.04

f(ANOVA) 3.815 .458 .381 1.999 1.322 8.751 1.191 1.394

p .023* .633 .683 .137 .268 .000** .305 .249

The result of 

stress 

management

good
3.84

±0.04

3.36

±0.03

3.47

±0.04

4.03

±0.06

3.49

±0.06

3.08

±0.06

3.44

±0.04

4.59

±0.03

bad
3.35

±0.07

3.26

±0.05

2.80

±0.07

3.63

±0.10

3.01

±0.09

2.36

±0.09

3.13

±0.07

4.30

±0.07

t(t-test) 5.610 1.457 7.609 3.583 4.269 6.365 3.684 4.050

p .000** .147 .000** .000** .000** .000** .000** .001**

The type of 

stress 

management

yes
3.63

±0.03

3.36

±0.02

3.29

±0.03

3.86

±0.03

3.35

±0.04

2.76

±0.04

3.30

±0.03

4.46

±0.02

no
3.33

±0.05

3.16

±0.04

2.81

±0.06

3.61

±0.07

3.14

±0.07

2.51

±0.07

3.16

±0.05

4.21

±0.06

t(t-test) 4.390 3.904 6.886 3.043 2.340 2.807 2.124 4.272

p .000** .000** .000** .002** .020** .005** .034** .000**

Personality

introvert
3.32

±0.04

3.26

±0.03

2.96

±0.04

3.58

±0.05

2.85

±0.05

2.65

±0.05

3.21

±0.04

4.31

±0.04

extrovert
3.73

±0.03

3.34

±0.02

3.33

±0.03

3.95

±0.04

3.61

±0.04

2.74

±0.04

3.30

±0.03

4.47

±0.03

t(t-test) -7.172 -1.766 -6.002 -5.261 -11.096 -1.116 -1.631 -3.105

p .000** .078 .000** .000** .000** .265 .103 .002**

* p<0.05, ** p<0.01

[Table 4] Comparison of Variables associated with Ego Identity(N=507)

3.4 도형심리 유형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

아 정체성의 요인의 하위 항목별 평균차

이 분석

자아정체성 하위 항목과 도형 심리 유형별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t-test 분석을 한 결과 “자기수
용”에서 O(다혈질)가 2.78±0.04로 S(우울질) 2.54±0.08과 
△(담즙질) 2.53±0.11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041), 
“자신감”에서는 2학년 3.67±0.05이 1학년 3.47±0.05에 비
해 유의하게 높았고(p=.023), “자기수용”에서 3학년 
2.52±0.05에 비해 1,2학년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스
트레스 대처를 잘 한다는 경우에 “자신감”, “자율성”, “독

특성”, “사회성”, 자기수용“, ”가치“(p<.001)와 ”사회적 
적응력(p=.001)“ 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  ”있다“의 경우 ”없다“에 비해 모든 항목인 ”자신
감(p<.001)“, ”미래계획(p<.001)“, ”자율성(p<.001)“, ”독
특성(p=.002)“, ”사회성(p=.002)“, ”자기수용(p=.005)“, ”
가치(p=.034)“ 및 ”사회적 적응력(p<.001)“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외향적인 성격은 내성적인 성격에 비해 ”자신감
(p<.001)“, ”자율성(p<.001)“, ”독특성(p<.001)“, “사회성
(p<.001)“ 및 ”사회적 적응력(p=.002)“,에서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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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4.1 도형심리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양

식과 자아 정체성 

도형 심리 유형에서 파악하는 “기질”은 부모에게서 물
려받은 유전적 특성을 나타내며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
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인간의 기질은 4가지 기질 중에 하나로 표현 
될 수 있고 그 외 “성격”은 개선가능한 후천적 특성과 학
습을 통해 훈련할 수 있는 “성품”을 나타내는데[13, 16], 
본 연구의 여중생의 도형심리 유형에서는 O(다혈질)가 
60% 로 나타나 가장 많고 S(우울질) 18.5%, □(점액질) 
10.8%, △(담즙질) 10.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60-70%가 성격이 급하고 말이 앞서는 다혈질의 사
람으로 파악되고 있어[17] 한국의 대표적 기질이라 볼 수 
있고, 타 집단을 분석하더라도 비슷한 비율로 예측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O(다혈질)와 △(담즙질)의 기질을 외향적 성격이
라고 파악하는데[13], 본 연구에서 자신의 성격을 외향적
이라고 대답한 것은 60%로 두 기질의 합인 70.7%보다 
10%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타고난 
기질이 억압되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숨겨지거나, 
환경에 의해 드러나지 않은 상황들이 반영된 것으로 생
각된다.

가장 높은 비율인 O(다혈질)는 대인친화력이 있어 사
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언제
나 지금-여기에서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다. 환
경에 민감하며 사랑을 주고, 받기 원하는 사람으로 설명
된다. 이런 장점과 다르게, 대충 일을 하고 일관성이 부족
하며 작심삼일로 꾸준하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어[13, 15] 이런 방면을 코치하여 
상담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도형 심리 유형에 따른 자아 정체성의 하위 항목
별로 분석한 결과 O(다혈질)가 내향적이며 몸으로 부딪
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일 중심이며, 신중을 기하고 실
패 시 좌절하는 성향의S(우울질)와 매사에 주도하려는 성
향의 △(담즙질)에 비해 긍정적인 “자기 수용” 점수가 유
의하게 높은 것도 다혈질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도형 심리 유형 즉 선천적 기질의 4가지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 자아 정체성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미숙
[18]은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분

석해 4가지 성격기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아마도 사춘
기 중학생은 선천적인 1차적 기질이 내세워지기 보다는 
사회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후천적 기질이 발달하는 
때이며, 질풍노도의 심리적 상황이 반영되어 타고난 기질
의 반영이 가려진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도형 심리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하위 항목 7가지에 따른 세부 분석 결과(Table 3), △(담
즙질)가 O(다혈질), S(우울질), 안정을 추구하며 관계를 
중심하고 헌신적이지만 때론 냉정함이 내재되어 있는 □
(점액질)에 비해 “자기 비난”과 “일탈 행동”을 유의하게 
높게 사용해, 부정적 대처 사용 성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
다. 중학생은 능동적 대처양식의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결과[11]도 있으나, 본 논문의 결과는 특징적인 
기질의 성향이 우선되는 반영의 결과라 생각된다.  
△(담즙질)는 친구, 가족 등 모든 대인관계에서 동일한 

행동패턴을 보이고 자칫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4기질 
중 가장 높다. 과감하고 진취적이며, 이성적이고 미래지
향적인 반면 일을 우선시 하고 냉정하며 지나친 경쟁심, 
급한 성격, 타인의 감정을 배려 못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보완점이 있다[13, 15]. 이 기질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있어 “자기비난”과 “일탈 행동”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
여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며, △(담즙질)는 갈
등유발이 용이한데다 스트레스까지 취약한 경우로 판단
되어 미리 성향 파악을 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4.2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하위 항목과 일반

적 특성 변수와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하위 항목별로 일반적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를 잘 대처한다고 대답한 
경우, 자기만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 있다고 응답한 경
우, 개인의 성격이 “외향적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하위영역 7가지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있어 “자기비난”이나 “일탈행동”인 부정적 대처보다는 
“적극적 대처”, “긍정적 대처”, “긴장완화”, “소망적 사
고” 및 “사회적지지”등의 대처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풍호[19]는 MMTIC의 성격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대
처 방식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김영갑[20]은 A/B 유형 
중 A유형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유의하
게 높다고 했지만, 백송숙[21]은 내, 외향성 성격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점수, 방법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김수미[22]는 A/B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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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없어 선행연구 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스트레스는 외향적인 성격과 자신만의 스트레스 대
처 방법이 있는 경우에 긍정정인 대처 방법을 활용하고, 
비교적 개인의 의지에 따른 스트레스 조절 가능성을 두
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대처 양상은 높은 
자아정체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아정체성의 점수가 높은(3.5이상) 경우 낮은 경
우(3.0미만)에 비해 “적극적 대처”, “긍정적 대처”, “긴장
완화” 및 “사회적지지” 등의 긍정적 방법을 유의하게 높
게 사용하며 “자기비난”이나 “일탈행동”같은 부정적 대
처는 유의하게 낮은 사용을 나타냈다. 이는 스트레스 대
처가 자아정체성 확립과 정도에 따라 영향이 있고, 중학
생 시기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확립은 긍정적인 스트레
스 대처 방법 사용에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되어 자아정
체성 확립과 스트레스 대처 방법 정립은 개인의 균형적
인 발전을 위해서 모색해야 하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4.3 자아 정체성의 하위 항목과 일반적 특성 

변수와의 관계

자아 정체성의 하위 항목별로 일반적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대처를 잘한다고 대답한 경우와 
실제 방법이 있는 경우, 성격이 외향적인 경우 “자신감”, 
“자율성”, “독특성”, “사회성”, “자기수용”, “가치” 및 “사
회적 적응력”등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최영신[23]은 중학생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자아
정체성의 “자기수용”과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고, 자원봉사가 자아정체성을 증가시키는 다
른 연구[3,6,24]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이
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개인적 성취감과 연결된 것
으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 주
기적인 활동이나 인성개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생
각되며, 외향적인 성격은 자아정체성을 더 이상적으로 형
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학교에서 조사하여 전체를 대변하기 
어려운 제한점은 있으나, 도형 심리 유형 분석을 통한 첫 
시도는 의미 있다 하겠다. 또한 타고난 1차 기질은 사춘
기를 거치면서 가려져 있어 오히려 후천적 성격 형성이 
더 반영되는 시기 일 수 있고, 미개발된 성격도 존재할 
수 있어, 차후 후천적 성격을 반영한 심리 유형과의  관
계를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 할 듯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중생의 도형 심리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 자아 정체성을 알아보고자 시행한 조사연구
이다. 연구 대상은 대도시 B학교 여중생 507명이며, 도형 
심리 유형을 그림으로 그려 분석하고, 스트레스 대처 방
법과 자아 정체성을 조사하였다. O(다혈질)가 60%로 구
성, 자아정체성의 “자기수용”이 S(우울질)와 △(담즙질)
에 비해 유의하게 높고(p=.041), △(담즙질)는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자기비난”을 O(다혈질)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일탈행동”을 O(다혈질), S(우울질), □(점액질)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사용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를 잘 대
처하고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 외향적인 성격인 경
우에서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유의하게 많이 
활용하였고, 자아정체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
처 양식의 부정적인 방법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여중생의 도형 심리 유형의 기
질에 따라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차이가 일부 
있고, 자아정체성과 스트레스 대처 관계가 파악되어 중학
생 때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의 확립이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도형 심리 유형의 편리하고 용이한 분석을 활용하여 

인격 형성과 개선 가능한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 코칭을 
활용할 것, 후천적 성격을 반영한 심리 유형에 따른 추가 
분석,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 심리 변화가 많은 중
학생보다 성인이나 다양한 집단에서의 추후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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