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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 응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효과에 하여 살펴보

기 하여, 경기도 K시 K 학교에 다니는 학교부 응청소년 30명을 상으로 김지은(2005)의 학교생활

응척도로 사 검사 후 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20명의 상자를 선정하여 10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

로 무작  배치하 다. 실험집단에는 2014년 9월15일부터 2014년 12월 22일까지 사 ․사후검사를 포함한 

총 12회기의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 다. 집단 간 동질성을 알아보기 하여 맨 휘트니 U 검정

(Mann Whitney U test)을 실시하 으며, 이후 사 ․사후 차이를 알아보기 해 콕슨 부호 순  검정

(Wilcoxon’s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는 학교부 응청소년의 학

교생활 응력을 향상시켰으며 효과 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학교부적응 청소년∣학교생활적응∣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effects of the solution-focused group art therapy which was 

implemented for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The pre-test was conducted for 30 students 

who had difficulties to adapt school life in K middle school at K city, Gyeonggi province. 20 out 

of the 30 students were chosen to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and randomly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with 10 in each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a 12 session solution-focused group art therapy including pre- and post-tests. This study found 

that the solution-focused group art therapy program improved the school life adaptation 

competency of the participants. In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solution-focused 

group art therapy can be a good approach to help adolescents to improve their school life 

adapta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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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늘고 있다. 한 재학생 

에서도 학교에 잘 응하지 못하여 다양한 정신건강,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늘고 있다. 학교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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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며 교우, 이성, 선생님과의 

계, 가정 문제 등으로 학교에 다니기를 거부한다. 이

들의 행동은 무단결석, 학교 회피, 자퇴, 유 , 휴학 등

으로 연결되며, 원칙과 규율에 반 되는 행동에 한 

학교의 처벌은 부 응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더 악

화시켜 비행청소년으로 진 시키고 있다[1]. 이러한 학

교부 응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 응 행동특성이 학교

라는 생활 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의 욕구가 학

교 내 환경과의 계에서 수용 는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갈등과 부 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학교부

응이 청소년들의 학업 단 뿐 아니라 사회  비행, 

지속 이고 장기 인 정서장애의 형태로 이어지는 것

은 학교에서의 심각한 스트 스와 갈등을 합리 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2].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교육내용 

40.1%, 교육방법 33.6%, 교사 계 43.2%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체학생의 반이하로 나타났으며, 청

소년 10명  7명이 학교생활에서 스트 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3].  

학교부 응 상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 단계상 가장 

요한 시기에 학교교육의 결손과, 올바른 사회화 과정

을 습득할 수 없게 되므로 성인이 되어 사회 부 응을 

유발하여 부 응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을 

래한다. 학교 부 응의 방과 해결을 한 사회사업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먼 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수용하고 정 으로 받

아들여 자신의 삶을 주도 으로.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과 미래에 한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타인과의 친

성을 유지하도록 한다[4]. 한 이시기는 청소년들이 집

단 지향 으로 상호간에 향을 미치고, 상호 지지 인 

계를 형성해 가므로, 이시기의 인 계는 청소년의 

성격 형성  심리  자원으로 요한 역할을 한다. 

1990년  이후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어려움을 해

결하는 방법으로 상담, 미술, 음악, 화 등을 활용한 다

양한 근들이 이 지고 있다. Moon(1998)과 Riley 

(1999)는 부정 인 발달  측면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들에게 합한 치료방법으로 미술치료를 강조하 다. 

Moon(1998)은 미술치료는 청소년들의 자연언어(a 

natural language)로 정의하면서, 미술치료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 하고 탐색함으로 자신을 인식

할 수 있다고 하 다. 미술치료는 달라지고자 하는 청

소년의 강렬한 욕구를 작품을 통해 표 하도록 하고 자

신의 능력. 타인과의 계, 정  가치 을 안 하게 

실험할 수 있게 한다[5].

청소년을 상으로 한 상담, 치료 략은 상담자의 훈

련 배경과 선호에 따라 다양한 이론들에 근거하고 있지

만 부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문제에 을 맞추

는 근이다. Compton(2005)은 과거의 심리학이 내담

자의 문제에 집 하느라 사람들이 변화에 직면할 때 단

순한 응을 넘어 어떻게 발 을 이루어 가는지에 해

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 다[6]. 하지만 1960

년  이후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구성주의 철학이 심

리치료에 향을 미치게 되고 1990년 부터 정 심리

학이 두됨에 따라 문제해결을 한 내담자의 능력과 

잠재력 발견, 의 환, 치료자와 내담자의 상호 력

인 계 등이 치료의 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근으로 표 인 치료 모델이 해결 심모

델이다. 해결 심 근은 개인의 강 과 자원, 건강한 특

성  과거의 성공 인 경험을 발견하여 문제해결에 활

용하는 근방법으로 많은 심을 일으키고 있다. 개인 

 집단의 잠재 인 능력과 강 발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작은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러한 변화가 계

속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므로, 집단의 경

우 상호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진시켜 빠른 변화

를 가져오게 한다[7].   

2. 연구의 목적
청소년 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실과 환경에의 

응력이 길러지는 시기로, 자아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래의 거부나 따돌림을 경험하게 되면 정서발달에 

향을 받아 학교부 응을 래하게 되어, 자신의 생각

이나 욕구. 문제. 감정 등을 표출하는데 어려움을 가지

며, 이에 해 회피하거나 는 항하는 특징으로 

인 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에 해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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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학교부 응 청소년을 상으로 상담, 미술치료

에 한 유효성을 보고하 다[8-10].

집단미술치료는 청소년들의 복합 이고 역동 인 상

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나 역동을 심으로 

집단상담의 조형  그림을 통해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

고 자아성장을 진하여 부 응 행동을 완화시키는 데 

유용하다[11]. 

본 연구의 이론  기반이 되는 해결 심 근은 청소

년 시기의 발달  특성과 함께 미술치료의 정  측면

을 강화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해결 심 근은 내

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 을 기본으로 회복력을 지향하

며, 해결방안 구축하기(construct solution, build solu 

tion, solution building)와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 을 

두고 근한다[9]. 과거를 탐색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방

법이 아닌 성공 인 경험, 원하는 것, 강 에 을 두

고 진행하므로 해결책을 발견하고 구축하는 과정에서 

독립 으로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로그램은 내담자 심인 해

결 심  패러다임에 맞게 참여 학생들의 자발 인 참

여를 강조하 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제와 특정 미술재료를 비하지 않았다. 참여 

학생들은 각 회기별 목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정하고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자신만의 작

품을 표 한다. 기존의 미술치료 로그램은 내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 으로 구성된 로그램에 

맞춰 진행자의 지시 혹은 권유에 의해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미술치료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

로 으로 참여 학생들의 자발 인 참여와 선택에 의

해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 목

은 해결 심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 새롭게 재구성한 

본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이 과거 실패경험으로 낙인

감이 있는 학교부 응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응에 

정  효과를 미치는가를 검증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학

교부 응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응을 한 안  실천

방법임을 밝히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문제는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을 

통하여 학교부 응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이 향상되었

는가? 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부적응 청소년
학교 부 응은 여러 가지 부 응  행동 특성이 학

교생활이라는 생활 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의 계에서 수용, 는 충족되

지 못함으로 인하여 갈등과 부 한 행동을 보이는 것

이라 할 수 있다[12]. 즉, 개인이 학교  학 사회에서 

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부 합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

로 학교의 교육  가치, 규범 그리고 질서에 일치하는 

타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인 계와 사회  환경

에 한 개인의 행동 양식이 불균형 상태에 놓이는 것

을 말한다[13][14]. 

청소.년기를 시작하는 학생은. 심리 , 신체 으로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여 긴장과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내 인 갈등과 응 문제를 가지는 동시

에 외 으로도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여 학교생활에 

응 하지 못하는 문제를 래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생

활 부 응은 반사회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교육

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에 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청소년들이 

연 17% 이상으로 그  고 험군의 학생이 43만 7,000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보고하여 학교생활 부

응 문제의 심각성을 지 한 바 있다[15].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ㆍ ㆍ고등학교 학

교 생활은 학업성 과 입시, 진로결정에 한 불안, 그

리고 생리  발달과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 스를 유발

시켜 학교 퇴, 가출, 학습부진 등 학교 부 응의 원인

이 되고 있다. 입시 주의 교육은 학교에서 교사로부

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학습부진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

려움이 생길 때 일탈행동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

며,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능력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평가할 때,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무 심이나 

문제의 상이 되었다고 인지함으로써 학교 출석률이 

감소되고, 자퇴 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16].

한국청소년상담원[17]에서 우리나라 학생 719명과 

고등학생 781명을 상으로 실시한 학교부 응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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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견조사를 살펴보면 체학생의 45.9%가 학교에 

가기 싫은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가기 

싫은 경험이 없는 학생은 27.3%에 지나지 않았다. 즉 

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싫은 경험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학교가기 싫은 이유로는 공부가 싫어

서 (23.5%), 학교생활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서(22.6%) 

등이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 으며 그 외에도 학교폭력. 

선생님이 싫어서. 친구의 따돌림 과도한 숙제 등이 나

타났다. 

2. 학교생활적응
안 복은(1984)[18] 학교생활에 잘 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정 이기 때문에 

인 계가 원만하고 학업성 이 향상되며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향상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

발 에 도움이 된다고 하 다. 학교생활에 잘 응한다

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환경 인 요소들과 자신의 욕

구를 조화시켜 균형 있는 인격을 형성하고 합리 이고 

바람직한 행동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ierman[19]은 학교 응이란 학교라는 사회  집단

에 속한 청소년들이 그 집단의 목 을 효율 이고 능률

으로 달성하는 것뿐 만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이러한 

환경에서 상호작용에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 다. 

문은식[20]은 학교생활 응을 학생의 특성과 학교환

경의 다차원 인 성격  요구간의 교육  합성을 최

화하는데 필요한 학교 순응 혹은 응의 정도로 정의

를 내리고, 학교생활부 응은 학업동기, 학업성취, 학교 

참여 등에서의 부 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

다. 민 순[21]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 계나 학

교의 규범질서 등에 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여 정

상 인 학교생활을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학교

응이라고 정의하 다. 이 듯 학교 응에 한 정의는 

학생이 학교상황에서 학업 ·심리 · 사회  발달을 

해 능동 으로 참여하며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을 자신들의 요구에 합하게 변화시키거

나 바르게 받아들여 수용하고 조화로운 계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가 공통 이다. 학교생활 응의 하 요인

을 살펴보면 김용래, 허남진(2003)은 학교환경 응, 학

교 교사 응, 학교수업 응, 학교친구 응, 학교생활

응으로 구성하 으며, 김승미(1998)와 구자은[22]은 담

임교사와의 계, 교우 계, 학습활동, 규칙 수 계, 

학교 환경지각으로 구성하 다. 한, 유윤희[23]는 교

사 계, 교우 계, 학교수업으로 구성하 다.

학교생활 응에 한 정의들을 종합 으로 볼 때, 

학교생활 응은 학업 인 응 뿐 아니라 학교생활 속

에서 학생개인의 만족스런 상호작용 과정을 포함한다

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나 학업성취가 다

소 떨어진다 해도 심리 정서 , 사회 환경 으로 다양

한 학교생활 역에서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고 만족

스럽게 될 때 이를 통하여 학업 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치료와 미술치료가 결합된 것으

로 집단 활동과정에서 미술매체의 선택이나 색상의 선

택, 미술표 의 결정을 자신이 하고, 이를 통해 능동

이고 자율 인 태도를 갖게 되고[24], 창작활동에 한 

흥미를 높여주고 미술매체를 통해 집단구성원의 상호

작용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한다. 더욱이 집단미술치료

는 청소년들이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지나

치게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으며, 성

원들 간의 역동 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 

한 이해와 신뢰,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 한, 원만

한 인 계를 이끌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사회성 증진

에 효과 이다[25].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주

목하여 재에서 더 나아지기 해 노력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돕는 해결 심모델의 철학을 기반으로 구성

한 집단미술치료이다. 내담자가 원하는 해결책을 모색

하는 주요한 과정으로 잘 형성된 목표를 발 시키고, 

해결이 조 이라도 이 지고 있는 외상황에 기 하

여 미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을 둔다. 내담자가 

문제해결을 한 자원과 능력을 이미 갖고 있음을 기본

제로 목표설정, 외상황 탐색, 강  찾기, 해결책 구

축, 메시지 작성과 달을 핵심요소로 한다. 

기존의 청소년에 한 문제 심  근은 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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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족에게 도리어 낙인감을 다고 보았다. 해결 심

근은 내담자를 병리 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라

기보다 삶의 환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간주하

여 정  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26]. 이는 

실패경험이 있는 학교부 응청소년들에게 어떤 선입견

이나 낙인감을 주지 않고 있는 자신의 강 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27].

청소년과 련되어 보고된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에 한 국내연구로는 시설의 청소년을 상으

로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정  향을 

밝힌 김은혜[28]연구와 직업훈련생의 스트 스 처능

력과 문제해결 처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 한 남혜

숙[29]연구,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형태가 여고생의 몰

입과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향상에 정  향을 미

치었음을 보고한 최윤숙[30]의 연구와 해결 심 집단미

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스트 스 처능력과 자아존

감 향상에 정  향을 미친 유옥문[31]연구, 청소년

의 사회성 증진 향상을 보고한 이은[32]연구와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이 학교부 응청소년의 학교

생활 응(교사 계, 학교규칙, 학교수업향상)  스트

스에 정  향을 보고한 박혜숙[27]의 연구가 있

다. 이외 해결 심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학교부 응청소

년의 학교생활 응의 효과성을 보고한 선행연구에는 

해결 심 집단상담 로그램이 학교부 응 학생의 

정서조 과 사회 응력 향상  학교 응에 정  

향을 미치었음을 보고한 이지혜[33]의 연구, 학교부

응청소년의 학교생활 응력 향상을 보고한 신 숙[34], 

윤계순[35]의 연구와 해결 심상담이 학교부 응청소

년의 학교부 응과 따돌림, 문제해결에 효과 임을 보

고한 최선희[36]의 연구가 있다. 한 학교부 응아동

을 상으로 해결 심개입을 통한 학교생활 응력 향

상을 보고한 김미정[37]의 연구와 학교생활 응(학교교

사 계, 학교규칙, 학교수업 향상)에 해 보고한 이선

옥[38],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응(학교수업, 교사

계 향상)을 보고한 고애화[39]의 연구가 있다. 선행연

구 검토 결과 학교부 응 청소년을 상으로 한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에 한 연구는 박혜숙(2008)의 연구 

외에 없었다. 그러나 박혜숙의 연구와 그 외 선행연구

의  로그램 구성을 살펴보면 해결 심 근에서 강조

하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 ‘내담자의 거틀’에 을 

맞추어 내담자가 원하는 방법과 주제, 매체로 자유롭게 

작품을 표 하도록 시도한 미술치료는 없었다. 치료사

는 일반 인 방법에 의하여 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제

를 정한 후 주제에 따른 매체를 미리 선정한다. 간섭과 

자시를 싫어하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정해진 로그

램과 매체를 거부하며 원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해결 심 근은 내담자에게 어떠한 지시나 권유

를 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 로 자유롭게 진

행할 것을 바란다. 그러나 재까지 발표된 선행연구에

서는 이러한 해결 심의 이 간과되고 있었다. 이러

한 을 고려할 때 학교부 응청소년들을 상으로 해

결 심의 기본철학과 을 기반으로 한 해결 심 집

단미술치료의 로그램을 구안하고 용하는 것은 

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K시의 교육 신학교로 2012년 선

정되어 학생 자치, 학생 심의 창의  학교를 표방하

는 K 학교에서 진행하 다. K 학교의 요청으로 2013

년 11-12월 5명의 학교부 응청소년들과 5회기 비

로그램을 진행하며, 학교부 응청소년들을 한 미술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 다. 이후 K 학교의 재요청

으로 2014년 본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K

학교의 체학생 1(14세)- 3(16세) 상으로 학교생

활 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본 해

결 심 집단미술치료 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

년의 신청을 받았다. 사 검사에는 30명이 참여하 으

며, 그  최종 으로 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

년 20명을 선정하여 집단 10명과 통제집단 10명을 단순

무작  배치하 다. 실험집단에는 해결 심  집단미

술치료를 실시하 으며, 통제집단에는 해결 심 집단

미술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참여를 희망하 으나, 본 

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통제집단에 배치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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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은 2015년 실시되는 해결 심 집단미술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 다. 실험. 통제집단

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개인  특성

은 [표 1][표 2]와 같다.

집단
평균
나이

성별 연령 학년 가구
형태
(이혼별거)남 여 14 15 16 1 2 3

실험 15.10 0 10 3 3 4 3 2 5  3
통제 15.00 2 8 3 4 3 3 4 3  3
전체(10) 2 18 6 7 7 6 6 8  6

표 1. 실험. 통제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상
성별

 연
 령

       개인  특성

 A  여 14세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선택하였으며, 활발하고 명
랑하다. 
교사, 친구관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잇다. 성격
이 변화되고 자신감이 생기기를 희망하였 다.  

 B  여 14세
학교생활에 적극적이지 못하며 친구관계에 어려움
이 잇다.
소심한 성격이 고쳐지고 자신감이 생기기를 희망하
였다. 변화의 의지가 크고 적극적이다.

 C  여 14세
부모님 이혼 후 외할머니 댁에서 동생과 함께 지낸
다. 학교수업이나 학교활동에 관심이 없다 애니메
이션 그리는데 무척 소질이 있다. 착하고  마음이 
여리다.

 D  여 15세
진로를 찾고 싶어 한다. 착하고 마음이 여리며, 주
변을 많이 의식한다. 디자이너의 꿈이 있다. 부정감
이 크며 순응적이다. 

 E  여 15세
진로탐색에 관심이 많다. 밝고 명랑하다. 학교규칙
을 잘 지키지 않으며 학교생활에 적극 적이지 못하
다.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F  여 16세
자원하여 참여하였다. 자신을 알고 가능성을 발견
하기를 희망하였다. 반에서 1-2등이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크다. 친구관
계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G  여 16세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크
다. 배려심이 많다. 매우 소극적이며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 변화에 대한 의
지가 크다.

 H  여 16세
중2 때 왕따 경험이 심했으며, 친구관계 및 대인관
계의 어려움이 있다. 학교수업 및 활동 에 적극적이
지 못하다. 매우 소극적이다. 긍정적이기를 희망하
며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I  여 16세
무척 밝고 명랑하다. 주변을 잘 챙기며,  타인 을 잘 
도와준다. 자신감이 부족하며, 쉽게 포기 한다. 학
교규칙준수에 어려움이 있다. 진로에 관심이 크다. 

 J  여 16세  감정기복이 크다. 친구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며, 활발하다. 

표 2. 실험집단의 개인적 특성

  

무작  배치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을 하여, 각 집단의 학교 생활 응과 그 하 요인의 

사 수를 비모수검정의 맨 휘트니 U검정(Mann 

Whit ney U test)으로 비교하 다. 결과는 [표 3]에서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학교생활 응은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두 집단

이 동일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각 집단에서의 학교

생활 응정도를 보여주기 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함께 제시하 다.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
편차

평균
순

순
총합

Z

교사
관계

실험 10 2.82 0.56 10.95 109.50 -.34통제 10 2.78 0.53 10.05 100.50
교우
관계

실험 10 2.92 0.54 11.70 117.00 -.91통제 10 2.73 0.52 9.30 93.00
학교
수업

실험 10 2.64 0.28 13.35 133.50 -2.18*통제 10 2.12 0.61 7.65 76.50
학교
교칙
준수

실험 10 2.80 0.37 9.55 95.50
-.731통제 10 2.92 0.45 11.45 114.50

전체 실험 10 2.80 0.31 11.95 119.50 -1.105통제 10 2.65 0.30 9.05 90.50
*P < .05                    

표 3. 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Mann-Whitney U Test결과

2. 연구 설계 및 연구절차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 응청소

년의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을 하여 ‘무

작 할당 통제집단 사 사후 실험설계(randomized 

pre/ post test control-group designs)’를 사용하 다. 

연구 설계를 도식화하면 [표 4]와 같다.

  연구 상        사 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R           Ο1           X            O2
  통제집단 R           Ο3                        O4
R: 무작위배치집단
O1, O2: 사전검사
O3, O4: 사후검사
X : 실험처치(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X는 독립변인으로서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며, O는 종속변
인으로서 평가척도는 학교생활적응이다.

표 4. 실험설계

2.2 연구절차
본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는 2014년 9월15일부터 

2014년 12월22일까지 경기도 K시 K 학교의 미술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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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목 표 활  동  내  용   
사전 친밀감형성 . 오리엔테이션 . 사전검사

1단계
함께
하기
(협력
관계)

1회기
해결책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

.-자기소개

.-기대하는 나의 모습 찾기

.-기대하는 것을 위해 내가 해   볼 
수 있는 것 표현하기

-질문지작성1. 칭찬피드백, 과제
※모든 프로그램은 비지시적으로 자
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선택
하여 작업한다.

2회기
해결책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

-기대하는 그룹의 모습 찾기
-기대하는 것을 위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표현하기

-척도그래프 작성1. 그룹칭찬피드
백, 과제

     
2단계
목표
설정

 
3회기

잘 형성된   
목표 설정하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표 찾기
-기적이 일어난 예외상황 탐색

4회기
잘 형성된 

목표
발전시키기

-잘 형성된 목표의 구체화
-질문지작성2
.-칭찬피드백

표 6.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3단계
해결로  
이끌기

5회기 강점 발견  
-나의 강점. 그룹의 강점 발견 
-상호 피드백
-칭찬편지1 전달  

 
6회기 성공경험 

발견
-나의 성공경험 찾기
-성공을 가능하게 한 예외상황탐색
-척도그래프작성2 . 칭찬피드백

7회기  성공경험
의 확대

-예외-강점-성공경험 확대
-해결책 구축
-질문지 작성3 . 칭찬피드백

4단계성
공의 확대

 
8회기  목표유지

-목표유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기. 목표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 . 자원 찾기. 

-칭찬피드백  

9회기
해결책

구축을위한 
성공 .강점 

인정

-참여자가 원하는 변화된 행동 구축
-칭찬피드백

10회 목표점검
-개별. 그룹별 초기 기대했던 것의 
달성정도 파악

-척도그래프3. 칭찬편지2 전달

사 후 성공의측정
-프로그램 및 참여 학생 간 칭찬 피
드백

-질문지작성4 . 사후검사

서 1주 간격으로 1회기 90분씩 사 ․사후검사를 포함

하여 12회기 진행하 다.

 차 기 간

프로그램 사전 진행   2013년 11월 - 12월(5회기)
   연구대상자선정   2014년 8월27일 - 9월13일

 내용구성 및 슈퍼비젼   2014년 8월27일 - 9월20일
   사전검사 2014년 9월15일
프로그램실시   2014년 9월22일 - 12월8일
사후검사 2014년 12월22일
자료분석   2014년 12월23일 - 12월31일

표 5. 연구절차 

3.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로그램의 이론  배경은 de Shazer와 

Berg(1995)가 규정한 기 들인 목표설정, 질문기법(척

도, 기 , 처, 외, 계성), 외상황탐색, 강 과 해

결책 구축, 메시지 작성과 달, 과제주기를 핵심요소로 

하는 해결 심의 원리와[40][41] 해결 심 실천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되어진 선행연구[42][43]와 청소년을 

상으로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을 보고한 선

행연구[27-32]를 참고하 다. 이후 해결 심 문가의 5

회기 슈퍼비젼을 통해 로그램을 수정, 보완 재구성 

하 다. 

4. 변수 및 측정도구
4.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 응은, 학교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조

화로운 계를 유지하며 교사  친구들과의 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44]. 학교생활에 

잘 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하여 정 인 감정과 태

도를 가지게 되며, 교사  래친구들과 조화롭고 만

족스러운 인 계를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윤희

[23]학교생활 응을 선행연구에서의 신뢰성이 검증된 

문항을 심으로 연구목 에 맞게 수정. 보완. 재범주

한 김지은[44]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생활 응용 검사’는 교사와의 계, 교우와의 

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수 등의 4가지 하 역 총22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 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사와의 계: 교사와의 조화로운 계정도, 도움

을 청하려는 정도, 꾸 에 한 반응, 정  감정

의 표 의 성 여부

② 교우와의 계: 친구와의 원만한 계정도, 학  

생활의 극성 여부, 친구에 한 심여부

③ 학교수업: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새로

운 것에 한 호기심, 공부할 때의 어려움, 주어진 

과제의 해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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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교규칙: 학교생활 여러 장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가의 여

부질문지 형태는 Likert 척도에 따라 각 문항에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4)”4  

척도로 구성하여 1-4 으로 수가 높을수록 

응을 잘하고 낮을   수록 응을 잘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학교생활 응을 요인 분석하여 4개 하 역별로 신

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학교생활 응에 

한 체 인 신뢰도는 Cronbach's α=.837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학교 응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α

교사와의 관계 6 1,2,3,4,5,6 .845
교우와의 관계 6 7,8,9,10,11,12 .833

학교수업 5 13,14,15,16,17 .771
학교교칙 준수 5 18,19,20,21,22 .671

전체 22 .837

표 7.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신뢰도

5. 자료 분석
본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 응청소년의 학

교생활 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양 분

석을 실시하 다.

1) 무선 할당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검사 간 

비모수검정의 맨 휘트니 U검정(Mann Whitney U 

test)으로 동질성을 확인하 다. 맨 휘트니 U검정

(Mann Whitney U test)은 두 독립표본 평균에 

한 t검정의 가정을 만족하지 못할 때 안검정으

로 사용할 수 있다. 참여집단이 독립 인 두 집단

일 경우(동질성이 확인되기  각각의 집단)실시

하여 두 독립집단이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

되었는지를 검정하는데 용되며, 이 검정은 두 

집단의 수를 낮은 수로부터 등 를 정한 후에 

검정통계량 U를 산출하여 검정한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사후 측정시기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비모수 검정의 

콕슨 부호 순  검정(Wilcoxon’s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 다. 콕슨 부호 순  검정

(Wilcoxon’s signed ranks test)은 t검정의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의 안검정이 되며, 이 검정

은 두 종속표본의 집 경향의 차이를 검정하는 

차이다. 두 종속집단의 짝진 수의 차에 하여 

+와 –부호는 무시하고 차의  값이 작은 것부

터 큰 순으로 등 를 결정 후 각 부호의 값들을 합

한 결과를 비교하는 검정이다. 

   

                  

Ⅳ. 연구결과

1.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하

여 콕슨 부호 순  검정을 실시하여, 각 집단 내에서

의 사 과 사후 수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표 8]에 제

시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사 검사 평균과 사후검사

평균을 비교한 결과, 교우와의 계를 제외하고는 증가

하는 상을 보 다. 반면에 통제집단은 학교수업을 제

외하고는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었다. 

구분 집단

사 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교사
관계

실험 2.82 0.56 3.27 0.46 
통제 2.78 0.53 2.78 0.24 

교우 관계 실험 2.92 0.54 2.82 0.38 
통제 2.73 0.52 2.33 0.66 

학교
수업

실험 2.64 0.28 3.26 0.37 
통제 2.12 0.61 2.76 0.61 

학교
교칙

실험 2.80 0.37 3.26 0.37 
통제 2.92 0.45 2.76 0.61 

전체 실험 2.80 0.31 3.05 0.29 
통제 2.65 0.30 2.59 0.32 

 표 8. 실험·통제집단의 학교생활적응의 사전·사후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이러한 상을 통계 으로 검정하기 해서 콕슨 

부호 순  검정 실시결과를 [표 9]에 제시하 다. [표 9]

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사 과 사후의 학교생활 응의 

체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반면에 통제집단에는 학교생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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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수의 변화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분 집단

음의 순 양의 순 동률

Z평균
순

순 합
사례  
 수

평균순
순 합

사례  
 수
사례  
 수

교사
관계

실험 3.25 6.50 2 5.50 38.50 7 1 -1.90
통제 5.75 23.00 4 4.40 22.00 5 1 -.06

교우 
관계

실험 6.00 30.00 5 5.00 25.00 5 0 -.26
통제 5.25 31.50 6 4.50 13.50 3 1 -1.07

학교
수업

실험 .00 .00 0 5.00 45.00 9 1 -2.67**
통제 1.50 1.50 1 4.93 34.50 7 2 -2.31*

학교
교칙

실험 3.50 3.50 1 5.72 51.50 9 0 -2.48**
통제 6.25 25.00 4 2.75 11.00 4 2 -.986

전체 실험 .00 .00 0 5.50 55.00 10 0 -2.84**
통제 5.90 29.50 5 5.10 25.50 5 0 -.21

*P < .05 **P < .01 

표 9. 실험. 통제집단의 학교생활적응 사전·사후점수 비교: 
Wilcoxon Signed Ranks 

학교생활 응의 하 요인으로는 교사와의 계, 교

우와의 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수가 있으며, 집단에 

따른 각 하 요인 별 사 ․사후 수의 변화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와의 계를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의 사 검사

가 사후검사 보다 높은 학생(음의순 )은 2명 사후검사

가 사 검사 보다 높은 학생(양의순 )은 7명 동률 1명

으로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가 향상된 학생의 수가 

많았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제집단

은 사 검사가 사후검사 보다 높은 학생(음의순 )은 4

명 사후검사가 사 검사보다 높은 학생(양의순 )은 5

명 동률1명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우와의 계에서는 실험집단의 사 검사가 사후검

사 보다 높은 학생은 5명 사후검사가 사 검사보다 높

은 학생(양의순 )은 5명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제집단은 사 검사가 사후검사 보다 높은 학

생(음의순 )은 6명 사후검사가 사 검사보다 높은 학

생(양의순 )은 3명 동률 1명으로 감소양상을 보이었으

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교수업에서는 실험집단의 사 검사가 사후검사 보

다 높은 학생은 한명도 없었으며, 사후검사가 사 검사

보다 높은 학생(양의순 )은 9명 동률1명으로 매우 향

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학교수업(Z= -2.673)은 P<.01 

유의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통제집단도 사 검사가 사후검사 보다 높은 학생

(음의순 ) 1명 사후검사가 사 검사보다 높은 학생(양

의순 ) 7명 동률 2명의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며 학교

수업(Z= -2.313)은 P<.05 유의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칙에서는 실험집단의 사 검사가 사후검사 보

다 높은 학생은 1명이었으며, 사후검사가 사 검사보다 

높은 학생(양의순 )은 9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

수(Z= -2.482)는 P<.05 유의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사 검사

가 사후검사 보다 높은 학생(음의순 ) 4명 사후검사가 

사 검사보다 높은 학생(양의순 ) 4명 동률 2명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기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실험집단의 학교생활 응 하 요인별 평균

수를 살펴본 결과 교우와의 계를 제외한 모든 요인

들이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수업과 학교교칙 수 요인만 통

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 응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효과에 하여 검증

하고, 본 로그램을 통하여 학교부 응 청소년의 학교

생활 응이 향상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하여 김지은의 학교생

활 응척도(2005)를 사용하여 사 ․사후의 변화정도

를 확인하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알아

보기 하여 사 검사 간 맨 휘트니 U 검정(Mann 

Whitney U test)을 실시하 으며, 이후 사 ․사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한 콕슨 부호 순  검정

(Wilcoxon’s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 다. 

학교부 응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 향상에 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구성한 본 로그램은 모두 4단계로 사

․사후를 포함하여 12회기로 구성되었다. 1단계는 해

결책 구축을 해 참여 학생들의 력 계 만들기를 목

표로 하 으며, 2단계는 내담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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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가에 을 두고 외상황 탐색을 통하여 잘 

형성된 목표를 구축하도록 하 다. 3단계는 성공경험과 

강  발견을 통하여 새로운 나를 인식하고, 성공 인 

외상황을 확 발  시켜갈 수 있도록 하며, 4단계는 

잘 형성된 목표를 유지하고 정 으로 변화하는 행동 

구축에 을 두었다. 

각 단계의 목표에 따라 학생들은 스스로 주제와 방법

을 정하고 원하는 매체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느낌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미술작품으로 표 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술활동은 참여 학생들의 내면을 작품으로 

시각화 할 수 있었으며, 시각화 된 창의 인 작품을 통

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정서  안정감을 표출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은 구체 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 학

생들에게 학교생활 응에 유의미한 개입의 효과가 나

타났다. 그리고 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부

응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응을 하여 구성한 본 로

그램은 참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원하는 성공 인 변화를 통해 정 인 시각으로 학교

생활에 응토록 하 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참여 학생들의 강 과 성공의 경험을 인

식하도록 하 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목표의 구체화, 성

공의 확   목표달성의 마무리는 학생들의 자신감 향

상, 인 계의 변화  정  으로의 변화를 가

져왔다.     

기단계에서 선생님, 친구들과의 계, 학교생활의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한 불안감, 축되고 소심한 

성격 등의 어려움을 표 하며 우울해하 던 학생들의 

표정이 회기를 지나며 차 으로 밝아지고, 목표를 해

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타났다. 한 미래에 

하여도 구체 으로 표 하기 시작하 으며, 학교생활

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 다. 정 으로 변화하는 학

생들의 특성은 로그램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언

어와 태도 작품표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는 학교부 응청소년의 

학교생활 응 향상에 향을 미치었다. 이러한 결론은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학교생활 응 척도의 사 ․사

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로그램 실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하여 

맨 휘트니 U 검정(Mann Whitney U test)을 실시하

다. 학교수업을 제외한 세 가지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

하지 않게 나오므로 실험. 통제집단이 동일한 집단임을 

확인하 다. 학교수업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

은 연구 집단을 무선 배치하는 과정에서 상자배치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으로 단된다. 학교생활 응척도

를 사 과 사후에 실시하여 그에 한 결과를 비모수 

검정의 콕슨 부호 순  검정(Wilcoxon’s signed 

ranks test)으로 분석하 다. 실험집단의 사후검사평균

에서 교우와의 계를 제외하고 모든 요인이 증가하는 

상을 보이었으며, 학교수업과 학교교칙 요인에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집단은 학

교수업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었다. 실

험집단의 사 . 사후 학교생활 응 체 수는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으나, 통제집단의 학교생활 응 체

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는 학교부 응 청소년들에 한 보다 

효과 인 개입방법으로 해결 심 근을 용한 집단미

술치료 로그램을 해결 심 패러다임에 맞게 수정 보

완, 재구성하여 실시하므로 실천 장에서의 활용 가능

성 검토하 다. 기존 집단미술치료와 다른 방법으로 진

행된 본 미술치료는 참여 학생들 스스로 주제와 방법을 

정하고 자유롭게 매체를 선택하여 참여하므로 항을 

최 한 감소시키고, 변화 동기를 극 화 시킬 수 있었

다. 이는 집단미술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기

를 모색 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지

고 있다. 한계 과 효과 인 개입을 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 통제집단 각각 10개의 사례로 통계  

추론을 통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례와 깊이 있는 질  연구로  연구의 유의

미성을 검증하는 것이 합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의 상은 특정지역의 1개 학교 1-3

학년의 여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지역, 성, 연령, 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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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인구사회학  특성이 고려된 상자 선정이 필

요하다. 

셋째, 수업 후 진행되는 로그램 특성 상 개별 인 

상황에 따라 지속 인 꾸 한 참여가 어려웠다. 청소, 

과제, 동아리활동 등으로 몇 번의 결석이 있었다. 로

그램의 꾸 한 참여를 해 로그램 담당자   담임

교사와의 사  의와 연계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학교부 응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을 한 사회복지의 실천  안을 제시

하고자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응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역

을 확 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

험 활동이나 는 지역사회 활동 등에 주도 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련 문교사를 배치하고 학

생이 심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인성개발을 한 의무시간을 확  편성한다. 

둘째,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응하기 해서는 

교사  교우 계가 요하다. 교육입시제도로 단 되

기 쉬운 교사. 학생간의 의사소통증진을 한 로그램

을 개발하고 한 학생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등 

구체 인 로그램의 개발과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부 응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의 어려움

은 심리 정서 으로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생활 응의 하 요인인 교

사, 교우 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 뿐 아니라 진로결

정, 가정의 어려움(해체․분리가정), 빈곤가정일 경우 

경제  박탈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한 실천

 책마련이 필요하다. 담임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와의 연계를 통해 상자에 맞는 추후 서비스지원이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강구한다.  

연구결과 해결 심 집단미술치료는 학교부 응 청소

년들에게 정 인 향을 미치며 학교생활 응력을 

향상시키었다. 본 연구는 학교 장에서의 해결 심 집

단미술치료의 활용가능성을 타진하 다는데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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