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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group art therapy program

for

Adolescent self-growth. This group art therapy progr없n 、;vas developed based on
farnily systern theory within the context of adolescent small-group counseling. This
program designned to assist young people in becoming more sclf-differentiated， thus
enabling to move successfully through this developmental stage.
This program was consisted of 10 sessions series of exercises for facîlitating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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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그의 성정- 괴정윷 롱하여 각자가 수행해야 합 벌딸과·엽이 있으며 이릎 이해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따. 특히 청소떤기는 인간의 발딸 만계상 현격한 신체
적 변파와 심각한 심려 · 정서척 변화의 과정이 있으며 사펴적요로도 역할 변화에 따른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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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옳 겪는 시기이므로 이려한 발달 과정상의 아려움과 사회적 갈뚱을 겪는 이들 청
소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는 청소년의 보호와 지도에 있어서 매우 필

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무한펀 변화와 가놓생이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은 정계，

정별， 방염의 때상이 아닌 보호와 육생 그려고 지 도의 대상이어야 핸·다‘ 특히 현때
청소년 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윷 고려해 볼 때 그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해 개
별화된 적정 수준의 서버스콜 제공함으로서 건전한 성장과 발월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려의 청소년풀온 지적 교육에만 매딸려 ‘녀 자신’ 에 대하

여 학습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였다. 청소년플에게 기-장 중요한 딸딸과엽 풍 하나

눈 자신의 정체감 혹윤 주체성 확럽이다. 그렘 에 도 불구하고 당변 과체인 자기발견
파 자아확립에 대 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현재 무
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있오며 행똥하는지， 왜 그렇게 행 통 하는지， 그런 행동이 나
자선에게나 뎌른 사람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풍에 대해 매우 무지 하게

되고 만다. 이려한 JiI육적 환경 하에서 청소년플은 기성 세 대의 충고나 개입보다는
동료집란 속에서 C영향올 주고받논 것을 선호한다(홍봉션， 답u1애， 1994). 청소년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집딴의 역동성을 통하여 사회적 적응헥을 도와주는 칩단상
담 프로그램을 활용히는 것이 청소년에게는 유용하려라 본다. 특히 집한상람은 지도
자가 지지적 인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고

그

속에서의 또래집판 구성원뜰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떠1 매우 효과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집반상람
은 청소년의 인성발많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훨통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큰 집단상망이나 치료에서 집변·활봉을 도와주며， 집단원툴 간의 편안하고 차유로

운 의사소통을 몹기 위한 활통들이 도입되고 있다. 확히 미술활황융 통한 집딴 상담
에 미숲치료의 여러 가지 기법즐이 널려 활용펴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미술매체블 집
단에 이용한 집단미술치료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Rosen & MaYTO，
1995; 최선남， 전좀국， 1997; 최외션， 전01향， 1996， 김동연， 이성펙， 199η). 특히 청소녔

와 집단미술 촬똥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최외선 외， 1996)， 사회적응력(전미향， 최외
선， 1없8)， 치효의 효과성 겸증(최선남 외， 1997)에 대한 연구가 이루아졌다，
청소년의 상담활동윤 소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성장에 장얘기· 펴는 요언을 제거할

수 있도흑 돕고， 적극척으로는 청소년의 성장을 극때화 웰- 수 있도확 봅는 방향￡로
이루어져야 한다(야형득， 1982; Wagner， 1996)고 쭈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 행 의 연구
블은 청소년의 발딸과정에서는 가쪽이 톡히 중요한 기능을 담탕하고 있눈데도 불구
하고 청소년 집반상담이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애만 초접올 맞훈 경향이 많다.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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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인 성장에는 청소년이 속한 가족관계 또는 가쭉처l계내에서 의 역할과 워치에

대한 자각과 이해가 펼요하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똘로 하여끔 칩단미술활풍을 통해 원가좀 내에서 자신
의 정서 적 워치를 인식하고 자아의 분화정또를 탐색하여 청소년기의 발당단계콜 생
콩적 o로 성취하도폭 한다. 이룹 바탕으로 청소년윷로 하여금 자기이해외 효과적 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폼 돕기 위한 것이다·

11.

이롭적 배경

1. 청소년기의 특성
청소년은 아통기에서 성인기로 이통하는 중요한 과도기에 있오며， 여러 가지 변화
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성적으보 며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해지는 시71이며， 똥성간의

관계보다 이성간의 판계가 부각되고， 생훨-의 불균형과 역혈· 혼풍으로 정서적 변화가
생기논 등의 성장발당의 전환기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 위험을 잠정적 으로 인·고
있다(Diekelmann， 1976).

청소년기의 기-장 두뜨려진 심려적 뜩징흔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독립의 요꾸에 따른 ‘심려 적 이유기’의 현상이뎌 이 발달 단계논 청소년뜰의
삶에서 부모와 다른 중요한 사람에 제속적 인 의존의 욕구가 일어나면서 도 폭립의
욕구가 나다나고 이 풀간애 균형을 유지하고자 할 때 내적 갈등과 위기를 경함한다.
청소년기가 되띤 가족관계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세계효부터 팍립적 인 자아 청처1감

을 추구한다. 즘， 청소년들은 정신적 의좀 판계에 있던 부모로부터 이활하여 자기 자
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른 독렵펀 행통올 하려 하거나 자신반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온 다양헌· 역할을 시험해보면서 진정 자신이 누구인
지룹 찾거나 때로는 성인의 역할을 그대포 가져와서 차신올 시험해 보기도 한다.
현때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풀온 사회 문화적 획일화， 단편 적 인 지식의 주입， 끼
성세대의 가치관의 부재 통으로 인해 정처l감 형성에 짧은 홉란을 경험하고 있다. 그

려묘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발팔과업을 성꽁적 ￡로 성취하기 위 해서 는 청소년 자신
에 때한 이해와 수용이 펼요하며

가쪽내에서 의 자신의 정서 적 워치나 대인관계 유

형 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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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체계이혼과 청소년의 집단상담

체계란 서로 관계룹 맺고 상호작용하는 란워둡 또는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는

요소블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체계는 0-1떤 공통적인 속성을 지년 구생요소틀
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각 요소물은 상호작용을 풍하여 전체 측 하나의 체제를 이
룬다. 그런데 。l 전처l성(wholeness) 또는 통일성에서 7]인펀 것으로 한 처l계의 흑정

을 밝허가 위해서눈 각 부분툴 사야에 계속 진행와는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

려한 체계야론(system theo:ry)이 1950년때부터
미치고 가쪽과 개인의

발짤하면서 인간행풍 이해에} 영향을

체계적 관계성윷 야기하면서 기·족체계이폰(f없며ly system

theorv)이 발많하게 퇴었다.
가쪽체계의 접근방법은 한 개인이 속한 가족윷 하나의 체겨l로 보고， 깨얀은 가족
이라눈 전처l 체계의 한부분으로 가족구성원줍간의 상호 맥락 속에서 이해퇴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 개인의 모픈 행똥은 체제내의 모든 요소와 상호 영향옳 주고 받으

며， 요소을갚의 판껴1성에 의해 결정완다.(Becvar

& Becvar， 1992)‘

이러한 가쪽체제적 접근은 가쪽이란 범주에서 생활하탠 아홍의 상형·에서 성인려

상황으로 이통하논 파보기에 있는 청소년올와 행폼을 이해하논데 특히 도움이 펀다‘
청소년기에는 자아의식이 발달하고 자존심， 쪽랩심이 강해져면서 폭립의 욕구가 장

하게 나타냐지만， 부포와의 관계로부터 분려되지 봇하기 때붙에 내적 갈흥과 위기흘
경햄한다 특히 청소년기로의 아동은 극적얀 선체적 변화 사회적 적음에서의 급격

한 변화， 새롭게 나라나는 혼란된 기대룹 가져와샤 심각한 청서적 불안윤 겪는다

(Joanning， Quinn，

Thomas， &

M띠len， 1992).

이려한 정서적 불안은 자아의 분화과챙요로 설r썽판q(Bowen， 1976)‘ Bowen은 자
아분화와 가쭉정서체계블 중심으로 가쪽의 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변을 설명하
고

있다. 가족정서체계는 가쪽 구성원들이 여러 가;<1 환참한 정서적 자극똘을 서로

주고 받으며 형성되논 가족와 청샤적 환쩡 Ef:논 청서적 장이다. 01러한 가쪽의 청서
체제에서 생활하눈 가족성원율은 상호간의 정서적 거놓에 영향올 미친다. 한 가쪽
구성원의 정서적 기놓01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는 그의 사고， 감청， 행풍에 영향을 u]
치며， 0]것은 다룬 가족구성원뜰에게도 C영향을 u1친다. 륙허 가족성원 중 다른 사렴·

의 정서적 안녕에 지나치거l 책임을 느끼는 과기능적인 사랑은 그의 정서적 관심에
의좀하는 사람과 상호 영향올 미치면서 관계흘 유지해 나깐다.

이러한 가쪽의 정서

적 체계논 가족구성원의 자아분화에 영향올 미치논 중요한 배개체이다.

Bowen어1 의하띤 개인의 분화는 2가지 요인에 외해 영향윷 받논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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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논 그의 부모가 얼마나 그 률 의 출생 가좀으로부터

청서적 분려틀 성춰했

는가이며， 풀째로는 가쪽 안에샤의 개인이 차지하눈 위치와 부모， 형제， 자

배를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뎌. 자 아 기- 분화되지 못한 사람툴은
자신과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데 객판성이 결여되고， 주판적인 갚;성과 객판
적인 지각과챙을 구탤하지 못하고 융똥성이 없으며， 의존적이고 역기놓적인

행똥을 나다니� 71

쉽다. 그러나 자이·분화기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

외부세계블 객관적이고 정확하케 지각하고 봐인과의 관계에서도 정서적인
융합을 이푸지 않고 자주적이고 톡랩적으로 목표지향적인 삶을 앵위한다.
청소년흘이 그들외 원가쪽냐}에서 정서적인 위치흘 발견하고 집반냐}에서 상호 역

똥 속에서 그것올 이해하고 자신의 행폼윷 수용하는 것윤 매우 중요한 일이 다.
따라서 청소년틀이 집단에 참여하는 것윤 창력한 사회적 경험이벼， 성원들얘게 소
속갚을 경협하고 공홍의 문체를 나누면서 행통과 그 행통의 결과까- 다른 사랑에케
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자71-탕색과 그좋아 원하는 변호1.흘 추구하눈 동안에 지지

룰 열을 수 있다(Corey

&

Corey， 1997; Posthuma， 1996). 푹히 청소년기는 칩단지향

적인 경향야 았고 풍효플과 관심사를 이야기하고차 하며 그틀갚에 관심사를 나누능
데 상호 지지적이며， 생인영향보다 똥료에 의한 변화에 더 개방적이므로(Hagborg，
1991)， 칩딴상담은 청소년뜰에게 특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I-Iagborg， 1991).
한편， 청소년들이 갖는 청서적 과;성온 집반 대애서 다1 1:썽료하게 나라닌-다(Bowen，

1잃6). 예컨대 소집단에서 나파나는 청서적 불안온 성원들의 분화의 수춘을 반영하
며， 청소년블이 소집단얘 가져오는 불안아 더 커질수록 성원뜰간에 분화의 수출은

더 낮아진다(Kerr

& Bowen，

1988). 이려한 청서적 파;성의 형성이 원까쪽에서 이루

어지묘로 집단 내 상호 역풍 속에서 자신의 원가쪽내에서의 정서적인 위치를 발견

하고， 이해하 고 자신의 행똥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헌 일이다.

따라서 본 프로

그램은 체계이론윷 중심으로 한 집단미숲치료 프로그램 모형을 채발하얘 청소년의
차기성장을 돕고자 한다，

111_ 프로그램 모형
1. 표로그램의 대삼
이 집단 포델온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 가능하지만， 특히 청서적인 어려품을 갖고

있논 청소년 둡이 적당하다. 또한 교사나 부모， 학교 상탐자로 부터 의뢰된 청소년틀
로

발달적으로논 정상적인 학생이어야 한다.
“
서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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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을 위한 기본 과제
본 프로그램올 통하여 학습의 효과를 옆으려변 지도자는 사전에 준비해야할 몇
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수랩해야 한다.
1) 모임의 장소와 분위기

모임을 위한 장소의 위치， 크기， 분워기는 참여자의 수， 연령， 二Z려고 주된 활풍
의 생격에 따라 다를 수 있요냐 대체로 심려적인 안청감을 뚫 수 있도똑 아늑하고
산만히지 않으벼， 자유롭게 신체 활똥을 할 수 있는 공간야어야 한다.
2) 집단의 크치
집반의 크기논 8-10명 정도가 적합하다.

3) 집탄외 시간
90분 -100분 정도가 적당히·다.
4)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기본조건

(1) 자기투엽과 참여

창여자뜰 스스로가 칩만 내에서 자신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
만요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따랴서 효과적인 학습을 워해서는 참여자 개인이 심
선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칩판활똥에l 참 여해야 한다.

(2) 여기…지급 중십의 활통
경험 중십적인 학숨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지금， 나와 너， 나와

집탄갚에 일어나는 느낌， 생각， 행봉올 상호간에 관찰， 분석， 지척해 쭈면서 자신
의 정서분화 수준과 현채의 대인관계 유형옳 이해해야만 한다.

(3) 허용적인 분위기와 심려척 안정감
참여자들아 도덕적 판판의 위협없아 비교적 자유롭께 행똥할 수 였아야 하고
지도자를 포함한 모픈 참여자를 상호간에 신뢰첼 수 있는 분위기기· 형성， 발달
되어야 한다
3.

준비시 고려사항
프로그램에 틀아가긴 전에 1칸묘시 사전 집단의 목적， 학습방법， 참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오려앤혜이션을 해야한다. 지도자는 Bowen의 가쪽체계 이론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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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집반성원들에게 가쪽의 청서척 체계와 자아분화. 청

소년의 발딸 과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각 집단원은 가쪽체계에서의 자신
의 역황과 위치 빛 첩단니]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기이해약 차가수용， 냐아가 자기
노출에 힘쓸 것과

。l와 같은 목적 딸생 이 궁극에는 생산적인 삶펴〔 대인관계 발전，

자신의 정체감 형성에 필수적인 조건이 훤다·논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효과적

인 학숨을 워한 기본 조건을 상세하게 전딸한다. 그려고 집반월오로서 지켜할 비밀
유지， 집반참여와 활퇴에 때한 선택의 자유 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4.

프로그랩의 구성내용

본 프로그램은 1주 1회 모임 청도로 생각하여 8주분의 활풍자료로 구성퇴어 있다.
그려고 매주의 모입은 1회 %분에서 두사깐까지 형편에 따라 갖퇴 가놓한 한 90분
에서 100분 정도의 걸이로 하는 것이 적땅하다. 헥·좁의 진행은 w 쪽표의 제시，�
장의，@ 활통，@ 토의 및 평가의 순서를 거친다i

5. 프로그램의 실제
채1회

자기소개

진행과정
모「

캉

.fL
。

.R

집단·원 간의 이해 및 친밀감을 형성한다.
자신의 특정에 대해 야해한다.

의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대한 오려엔테이션
자기소개의 의미 및 방법

통

활

냐l

‘ 사전에 두꺼운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참여자의 수만콤 푼비한
다‘ 그려고 도화지의 윗 부분에 두 깨의 구명을 뚫고 긴 끈윷
묶어 각자의 목에 절 수 았도록 한다. 집 딴원풀에 게 도화지 와
크레파스를 냐·누어 훈 후 그 총0] 위에 자기 자신윷 잘 나라
낼 수 있는 글귀나 그렴 풍옳 �려게 한다- 이렇게 묘사된 그
립올 목에 걸고 모돈 통료플올 차례로 만나 인사하면서 그렴
에 대한 셜병과 아윷러 자기소개룹 하게 한다.

토의 및 평가

· 활똥 이전과 도중， 활풍 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하고
싶은 말을 한다.

푼

· 도화지， 크례파스， 끈

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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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원깐의 정서적 거려 이해
내

진행과정
.，Q..

---，

표

강

의

집단 내에서 집만원과의 정서적 거려옳 확인한다.
집단전체 콩간과 개인 심려적 공간의 차이를 인식한다.

활봉을 하고 난 후 Bowen와 자아분화의 똥웰화와 기}별화，
떼인관계에서의 성려적 꺼려감과 친빌감에 대한 경·의
집딴원틀 각자는 집단원 중에서 가까이 가고 싶용 사람을
생각하고

통

효l
'"

용

}

그

샤람에 대한 imge흘 그펌으로 그렀다. 그려

고 난 후 그 그험윷 자신이 가끼·아 하고 싶은 사람얘게
가지고 가서 앉는다. 가농한 한 침묵을 지카도록 한다.
지도자의 과정 질문 :
이 활풍을 하띤서 불편한 첩은?
마음 속에 무엇을 느꼈는가?

로으1 및 평 가

짤똥 이전과 도중， 활동 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준

로화지(혹은 A4용지l， 크리l파스， 딴

비

:

가족체계 얀식하기

친행과정

내

제 3회

물

용

.!2.

---，

표

가족과 집단에서 나봐나는 복잡한 의사소통 패련을 。l해
한다.

장

의

칩단생원간의 판껴l외· 가족체계의 유사성

。
γ
”
γ

효L
"'-

로의 및 평가
준

비

물

참가자플로 하여급 원으로 앉게 하에 실봐래로 펀 공을
던치고 싶온 한 집단원에게 펀지면 그 칩단원은 또 다른
집딴웬에거1 던진다‘
패스된 볼에 의해 각 집단 성원들이 서로 꼼짝하지 못하
케 의도적으로 거미쫓처럼 만든다.
‘ 지도자의 과정 질문 :
q의 읍직염은 전체에 어떤 영행:윷 P]치는카?
거미풀과 같이 얽혀 있는 것이 무엇올 의미하는 것 같은가?
봉사얘 접딴에 함께 묶여 있는 것과 묶여 있지 않는 껏
간에 무앗이 다른가?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가쪽과 연판해서 생각해 봉 수 있
다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활똥 이전파 도중， 활봉 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하고
싶은 딸을 한다
실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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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쪽관계 야해
냐}

진 행파정
.5!

「

표

장

의

fι
。

가쪽구성원에 때한 지각의 이해와 가족원의 현지}의 역할
파 워치를 이해 한다‘
원가쪽패의 위치 벚 엠할
삼연꾼가쪽

여려가치 동불그램이 그려져 있는 활풍지룹 나누어주고 가
쪽성원들의 이미치를 생각하고 그 이미지에 적절한 용불을
오려거니· 찢어서 붙히면서 풍물가족벽화룹 완성한다.
각 가족구성원파의 정서적 판계를 표시한다.

동

활

1 ..

각자 그려낸 풍불가족백화를 집만원에게 소깨한다.
지도자외과정질문:
나와 가장 관계가 밀접한 가쪽원은?
냐와 가정r 소원하거나 강풍이 심한 가족원은?
가족원 중에서 가창 애처롭고 도움을 주32 싶은 사땀은?
가장 무섭거나 두려운 가족원온?
생략횡 가쪽원이 였다면 누구인지， 왜 생략했는가?

토의 및 평가

준

비

불

활똥 이전파 도중， 활황 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도화지， 똥불그렴， 풀，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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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

초7171억 회상
용

내

진행과정

어련시젤에 정험했펀 감정이 오늘날 그릎의 행통에 아떤
프2..

영향을 미치는 가를 발깐하도록 한다.

표

--，

어련시절에 대한 지각에 대한 개방적 토폰윷 하도쪽 한다

강

아똥기 경험과 감정양식에 대한 캉의
눈올 낌·고 자신획 어련시철의 71억을 회상한다. 이려한 회상을
기억헬 수 있는 한 상세하게 한따. 특히 사겼둡은 6세 가까이
에 있눈 사건이아야 한다. 그려한 어린시젤의 기억을 회상해서
간단히 그험을 그려거나 연펄로 스케치하여도 좋다.
집단생원뜰:i!}J 사칸에 대해 상셰하제 느낌과 사건에 관
포
O

호l
'"

계된 사랑틀에 대해 소개한다.
}

치도자외 과정 질운 :
누가 거기에 있었는기?
어떻게 느끼는기-7
세 가지 사건흘에 유사성이 있는가?
초기 71억을 설벙헬· 때 자신얘 대해 어떤 강점이 있었는
지 확신하는가?

토의 및 평가

준

비

불

활동 이전과 도중， 활황 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또화지(A4용지)， 표레파스， 연펼， 지우개

u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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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양식이해

모「

τr
그I.

요
。

내

진행과 정

생활사건의 이해
칩탄의 용집성 및 개인 성장
과거 경험펴- 현재 자신펴와 관계

강

의

꾀거 가족성원과의 관계기- 현재 집딴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지흘 나누어 주고， 돼야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여정션을 그련다. 살아오면서 생활상의 여려 문제
냐 사건을 그 위에 그려거나 잡지의 사진올 찢아 붙이거
나 표시한다.

도O

훨-

} 지도자외 과정

집단에서

질문 :

여러분의 생활사건윷 이 야기 ‘쌀 부분은 무앗언

가?
집단에서 어떻게 지 지 받았는가?
미래룹 계획하는 데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자신의 자원
온 무엇이라고 생깎하는가?
토의 빛 평가

준

비

불

활통 이전과 도중， 활동 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전지， 싸인펜， 크레파스， 잡지， 풀， 가워

4
l
『
4
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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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7회 가족조각하기
용

내

진행파정
R

-，

표

가족간외 정 서 적 관계와 분화흘 직접 활홍힘·으로 야해하
도록 한다.

강

회

가족려 정서적 연캘과 자아불화와의 관계

칩단 지도자는 여려종류의 펀(굵은 끈， 가는 끈， 매듭야 매어
져 있는 끈， 튼튼하게 이루어진 끈， 약한 끈)을 집단어l 제시
하고 끈을 이용하여 가족을 만뜰도록 한다(가족의 구생을
위해 지도자와 집딴원흘이 서포 도와준다)， 가좁아 어느 정

훔

활

도로 긴빌하케 또는 노슨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거려는 어느
정도인지， 누구와 누구가 풍맹을 맺고 있는지를 끈윷 이용해
가족을 조각하면서 지깎하도볼 환다.
‘ 지도자의 과정 질문

편오로 연결해 놓은 가좀을 보았올 때， 느낌은?
이려한 가쪽으로부터 자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토의 및 평자

활풍 이전파 도중， 활동 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준

여러 풍휴의 끔

비

룹

η
ι
4
，
1

청소년 자아성장

칩딴미술치료 프로그램

깨발에 관한 연구

8회 사회적 판계에 대한 지각·

제

니}

진행과 정

모「

표

용

실제 생활에서 만냐는 사람플의 지각올 통해 나를 객 관적
으로 이해한다.

청 소년률의 시-고특정 - 자71 중심 성
타인들의 판정 이해휘 중요성

강

여러

가지

지l훨r용품을 이용해서

담이보는 나， 니}가보는

내 모습윷 면·둡어 본따. 방법은 칩만원 각자 빈 상자를
하나썩 선택하고， 상자의 겉면은 사회나 ‘타인이 보는 내

。
도

활

모습’을 반툴모， 상자의 속은 ‘내가 보는 니} 보숨’찰 만뜰
도혹 한다‘ } 지도자의 과정 질푼 :

주변 사램-들은 나-흘 어떻게 지각하는기-?
봐언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힐치하는까?
불일치 하다·면 녀의 어떤 모슐때문일까?
토의 및 평가
준

비

물

활풍 이전과 도중， 활동 푸， 자신의 노낌이나 생각，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재활용품(빈 상자. 요쿠르트 병， PET병， 설， 떤-추， 철사

통)， 풀， 본도

q
J
4
l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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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회 피드백 주고 받기

，.
그L

R

--，

용

진 행과정

내

집단원에 비쳐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블 알아보
는

기회흘 가지며 바람직한 피드백의 1쌍법을 학습한다

상호 펴도백 처l계 속에서 영향윷 주는 인간의 삶

장

펴드백 효과
퍼드백을 받고 싶은 사람은 칩단에서 조용히 손을 플면，
다-른 집만원은 집단 활황에서 느낀 느낌윷 그램오로 그
련다. 똘아가면서 그 사람얘게 자산이 생각하고 느낀바룹

도
{
〕

효L
a

이야기하고， 자신의 그램을 펴드백 발눈 집단원에게 훈다.
‘ 지도자외 과청

질문 :

I괴， …
c 냉1욕 날l.6
낀우?
"，-- .
L-L- �LI

용챙적인 것과 부정적 펴드벡이 왔을 때의 나띄 느낌은?
따인과 패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토펴 및 평가
준

비

불

활흉 이전파 도중， 활풍 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하고

싶은 말을 한따.
A4용지， 크려l파스

퍼
η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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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마무려
내

진행파 정

J;L
o

--，

=

ττ

지금까지의 학습경함을 토대로 자기자선올 정려해 본다.

강

의

상호관계성의 중요생
자신의 경햄 정려의 중요생

R

똥

활

집단활풍을 통해 자신에 대해 무엇윷 알았는지 어 떤 딴화
가 있었는지 자선을 볼아보:iL 자기의 상을 지점토로 표현
한다.
1. 집단의 종결에 집딴원간의 갑정을 공유한다 .
• 지도자외 과정 칠문 :
집딴활똥을 흉해 자신에 때해 무엇올 알았논가?
가쪽체계에서의 자신의 위치는 어뎌인가?

활똥 이 전과 도중， 활풍 후，
토의 몇 i챙기·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하고

싶은 딸을 한다.
각자 집단을 떠나는태서 오는 상실감이나 고마룹을 나눈

다
푼

비

물

·지접토

IV. 결

료쿄
‘-

최근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적요로 심각해지고， 흉포화 조폭화되야 가떤서， 사회

적 문제의 일환요로 청소년에 대한 교육파 분체 행풍에 대한 예방 표포그램이 개발
되고 있다. 그려나 거의가 재인의 문제행동에만 관싶을 두고 있어 본 연구는 기-족의
체계이론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의 자아성장 접딴미술치료 프로그램올 개발하여 청
소년치의 자기정체성과 자아의 성창을 도표하고자 히-였다.
본 프로그램은 총 10회로 구성꽤어 었으며，

그

내용은 자기소개， 가쪽원간의 ;성

서적 거리감 이해， 가족체계 인식하기， 가쪽관계 이해， 초기기억 회성

삶와 양식이

해f 가좀조각허-기， 사회적 판계에 대한 지각， 펴드백주고 받기， 마무려로 구성되어 있
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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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챙소년자아성장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R.형은 정상적 발황을 하고 있으나，
정서적요로 문제를 가지고 있늪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았으며， 청소년윷 때상￡로
상담 ‘ 치료하는 청소년 상땅설， 학교， 복지관， 사회란체 풍에서 설시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청소년 자아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워해 개발이전에 교육 때상자에게 교육내용얘 때한 요꾸도 조사와 프로그램 실시

후 평가연구가 향께 수행되어야 하논데 폰 교육프로그램은 치}겨101폼에 근거하여 모
형을 개발하였다‘ 그려프로 본 연구에서 저l시된 프로그램의 모형이 실제로 실험펴어
종탱되지 못했으므로 차후 설시되어

그

효율성 이 입증되어야 하며， 홍사에 보다 향

상훤 프로그램i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집딴

미술치료룹 활용한 청소년 자가성창 프로그램에 관한 종합적인 모형개말이 요구된
다. 그려나 본 연구·논 청소년 자기성창으로 워한 가쪽체계야콘올 바탕오로 한 기초

틀을 제꽁하는떼 그 의의흘 두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삶과 자기청체성윷 확립
하여 건전한 사회졸 구·현하논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j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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