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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 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A시에 위치한 두 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하는 저소득층 아동들 중 사회복지사의 추천과 부모 동의를 받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
로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에 아동을 각 6명씩 배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7월 21일부터
2014년 10월 13일까지 매 회기 60분씩, 주 1회, 총 12회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
측정을 위해 양윤란(2004)의 아동·청소년 또래관계기술 척도(PRS-AC) 및 학교생활화
(Kinetic School Drawing: KSD)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 프로그램 중의 3회기와 11회
기의 비언어적 협동화를 통하여 회기 중 또래관계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협동활
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척도에 나타난 또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학교생활화의 등장인물, 인물상의 행동과 내용, 상호작용
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비언어적 협동화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진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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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발전해나가는 과정은 매
우 중요하다. 사회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며 아동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
과 부모 역할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아동이 성장해나가면서 가족에서 또래집단
으로 사회적 범위가 확대되며, 또래집단과의 교우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경
험하고 습득해 나간다(정옥분, 2003).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지원과 양육을 받지 못할 경우
가 있다. 부모로부터 적절한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아동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와 아울러 우울이나 실패감 등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이현진,
이미옥, 2006),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가정에서 익혀야 하는 기본적인 상호작용
을 습득하지 못해 또래관계기술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또래관계기술의
부족은 아동으로 하여금 또래 집단 속에서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이로 인해 아동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
어 또래들과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아동이 성장했을 때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강윤정,
1999).
특히 학령기 아동들의 경우,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방과 후에는 학원,
방학 동안에는 여러 집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또래집단은 아동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박진재, 2001). 즉, 또래집단은 아동
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거부는 아동에게
학업문제, 문제행동, 정서적 결핍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며, 발달과 적
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ie, 1990: 박진재, 2001 재인용). 부족한 아동들
은 또래집단에 수용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지만(Mize & Ladd, 1990), 또래 협
동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또래관계에서의
평등성과 상호성이 증진된다(Damon & Phelps, 1989: 박진재, 2001 재인용). 또
한 또래관계는 동등성과 상호성에 의해, 협동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서 자율적으로 도덕성 발달을 돕는다(Piaget, 1965: 이은해, 1998 재인용). 협동을
통한 상호작용은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협동활동 속에
서 타인과 서로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결함으로써 협력, 공감, 주도성 등의 또래관계기술 배우고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적합한 또래관계기술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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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집단미술치료는 미술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활동 안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별 활동에서 가지지 못하
는 장점을 가진다(최선남, 김갑숙, 전종국, 2007). 집단원과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고 집단원들과 함께 공동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서미옥, 2003).
뿐만 아니라 협동활동은 아동이 집단원들과 공동으로 작품 활동을 함으로써 타
인의 미술활동을 인지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취해야 할 태도를 익히게 되며, 이
를 통해 자신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중요한 일원임을 지각하게 된다. 아동들
은 협동활동을 통해 공통된 흥미를 갖게 되며 서로의 다른 느낌이나 생각을 표
현하고 함께 의논하고 합의하는 협력 과정을 통해 또래와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또래관계 등 사회적 기술 증진에 효과적인 것이다(석미진, 김명
희, 공마리아, 2008; 전지연, 최은영, 2011). 그러므로 협동활동을 통한 집단미술
치료는 집단원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동활동 속에서 발생되는 상호
작용을 경험함으로써 개인미술치료나 집단미술치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
다(서미옥, 2003).
따라서 협동작업을 통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이 보다 효과적으
로 또래관계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협동활동 중심
의 집단미술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상진, 2010; 김효
은, 2008; 이경은, 2005; 이현진, 이미옥, 2006; 최신현, 2008). 이현진과 이미옥
(2006)은 또래관계 및 사회성에, 김상진(2010)과 이경은(2005)은 또래관계에 협동
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경
은(2005)은 사례연구로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회기별 관찰 및 분석으로 사후관
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이현진과 이미옥(2006), 김효은(2008), 그리고 김상
진(2010)은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프로그램 종결 후 추후 검사를 통
한 변화의 지속여부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정재원과 김갑숙(2011)은 회기별 관찰
및 분석으로 프로그램 종결 후 추후검사를 통한 변화의 지속여부를 검증하지 못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의 대상연령을 살펴보면 이경은(2005)은 3∼6학년, 이현
진과 이미옥(2006), 최신현(2008), 김상진(2010), 그리고 정재원과 김갑숙(2011)은
4∼6학년으로, 대상아동의 연령대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또래관계라고 하기보다
는 형,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단점을 보완하여 협동활동 중심 집
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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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관계기술척도 상에서 나타난 또래관계의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생활화 그림검사 상에서 나타난 또래관계의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회기과정에서 나타난 또래관계의 변화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A시에 위치한 두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4학
년 가운데 사회복지사가 또래관계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또래들과 다툼이 많거나
혹은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등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추천한 저소득
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은 S지역아동센터,
통제집단은 A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으로 배정하였다. 통제집단S지역아
동센터 6명, A지역아동센터 6명으로 구성하였는데,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
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실
험
집
단

대 성
또래관계 특성
상 별
· 평소 무표정 또는 화난 듯한 표정을 지음
A 여 · 종종 불만 섞인 어투로 투덜거리며 퉁명스럽게 말함.
· 또래들과의 단체 활동 시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이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음
B 여 ·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래에게 거친 언행을 보이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함
조용하지만,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또래를 따돌리거
C 여 · 평소에는
나 배제시키기 위해 이를 선동함
또래들과의 활동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불평을 하고, 활동에 비협조
D 여 · 평소
적인 모습을 보임
· 공격적인 단어와 성적인 말을 사용함. 다른 아이들의 별명과 생김새를 가지고
E 남 놀려 또래들과 다툼을 벌임. 이때 또래와의 다툼에서 따귀를 때리는 등 폭력적
인 행동을 보임
·
의견과 다르거나 반영되지 않으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 남 자신의
방해하는 행동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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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G
H
통 I
제
집 J
단
K
L

성
또래관계 특성
별
여 · 또래와 어울리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냄
여 · 또래들과 싸울 때 욕을 사용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함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또래들의 제안에 수동적
여 · 또래들과
인 모습을 보이며, 간혹 비협조적이기도 함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지나친 장난으로 말다툼이나 몸싸움을 유발
남 · 또래가
시킴
강하고 고집이 세서 또래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남 .
남 ·· 승부욕이
말이 많고 주의가 산만하여 또래들이 시끄럽다고 싫어함
남 · 강한 자기주장과 고집스러움으로 인해 또래들과 다툼이 자주 일어남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전에, 자기보고식 또래관계기술 척도(PRS-AC) 사전 점수를 통
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또래관계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 간의 동질성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영역
또래관계기술(전체)
주도성
협동/공감

실험집단(N=6)
평균순위(순위합)
6.25(37.50)
7.25(43.50)
6.17(37.00)

통제집단(N=6)
평균순위(순위합)
6.75(40.50)
5.75(34.50)
6.83(41.00)

U

p

16.50
13.50
16.00

.81
.47
.75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또래관계의 총점(U=16.50,
p>.05)과 하위요인인 주도성(U=13.50, p>.05), 협동/공감(U=16.00, p>.05)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 집단으로 나타났다.

2. 연구절차 및 설계
본 연구는 자료수집과 사전검사, 프로그램 실시, 사후검사, 추후검사, 자료처리
순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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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절차

절 차
문헌 및 자료 수집
프로그램 구성 및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사전검사
집단미술치료
사후검사
추후검사
자료처리 및 정리

기 간
2014년 03월 ~ 2014년 07월
2014년 06월 ∼ 2014년 07월
2014년 07월 14일
2014년 07월 21일∼ 2014년 10월 13일
2014년 10월 20일
2014년 11월 03일
2014년 11월 08일 ∼ 2014년 12월

본 연구에서는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들의 또
래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 사전·사
후·추후 설계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이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처치를 받는 동안, 통제집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대학생 학생의 자원봉사를 통한 학습지도가 이뤄졌다. 통제집단이 속한 지역아
동센터는 대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멘토 대 멘티 관계로 묶어 학습지
도 등을 하는 멘토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협동중
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후 검사(PRS-AC,
KSD)를 실시한 2주 후 추후 검사(PRS-AC)를 각각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1) 아동·청소년 또래관계기술 척도 (Peer Relational Skills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RS-AC)
아동·청소년 또래관계기술 척도는 양윤란(2004)이 제작한 것으로 주도성 19문
항, 협동·공감 15문항,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행동의 빈도를 묻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4∼1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
계기술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양윤란(200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40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도성과 협동/공감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 계수는 각각 .82, .77 으로 보고하였다. 각 하위 요인별 문
항 번호는 <표 4>와 같다.
<표 4>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요인별 문항
하위요인
주도성
협동 / 공감

문항번호
1, 2, 4, 5, 9, 12, 13, 15, 18, 19, 20, 21, 22, 24, 26, 29, 30, 32, 33
3, 6, 7, 8, 10, 11, 14, 16, 17, 23, 25, 27, 28, 3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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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수
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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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생활화 (Kinetic School Drawing: KSD)
학교생활화는 Knoff와 Prout(1988)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아동이 학교 내에서
그들과 관련되는 인물, 즉 자신을 포함한 친구와 교사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을 그리게 하여 친구,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는 투사기법
이다. 동적학교생활화는 학교 내에서의 친구, 교사와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
다(김동연, 최외선, 오미나, 1998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화는 또래관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그림검사 도구로 사
용하여 등장인물, 인물상의 행동과 내용,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았다.

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활용된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이경은(2005), 이
현진과 이미옥(2006), 최신현(2008), 김상진(2010), 정재원과 김갑숙(2011), 양선
(2012), 윤소라와 이근매(2013), 김도희(2014) 등의 선행연구의 프로그램을 참고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2인의 미술치료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았
다.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초기, 중기(협동), 종결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별 목표는 초기단계인 1∼3회기는 매체 탐색을 통한 긴장 이완과 흥미를 유
발시키고, 치료자와 집단원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때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함께 정하고 지키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치료자와 집단원간의 신뢰를 쌓아간다. 중기(협동)단계인 4∼9회기
는 매체를 통한 자기표현과 집단원간의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규칙을 지키며 협
동작업 속에서 수용과 지지를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상호작용, 협동심을 향
상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미술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의
사소통을 하도록 하여 자주성과 협동성을 함양할 수 있다. 종결단계인 10∼12회
기에서는 집단원들 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탐색하여 확대시키고, 집단원간의 긍
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음으로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의 상
호작용 기술 습득시키며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공동 작업을 통해 융
통성과 협동심을 향상시키는 단계이다. 회기 내 진행 과정은 <표 5>, 협동활동
중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표 6>과 같다.
<표 5> 프로그램 회기 내 진행과정
과정(소요시간: 분)
도입
(00∼10)

진행

· 인사 및 규칙 읽기
· 활동 소개 및 활동과 관련된 개념 안내
· 매체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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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요시간: 분)
활동
(10∼55)
마무리
(55∼60)

·
·
·
·

진행
미술활동
작품 나누기 및 집단원 간의 피드백
매체 정리
인사

<표 6>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단 회
계 기
1
초
기 2

·
·
·

3 ·
4 ·
5 ·

목표 및 기대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자신의 특성 재정립·친밀감
형성 및 타인이해
협동심·친밀감 형성 및 흥미
유발
집단원간의 친밀감 형성 및
상호 협동심 탐색
집단원간의 친밀감 형성 및
상호 협동심 함양
매체를 통한 친밀감 형성 및
집단원간의 협동심 함양

활동명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이름꾸미기)
집단 사포
협동화
(규칙 정하기)
비언어적
협동화
협동 난화
이야기
한지 협동
조형물
만들기
돌려
규칙을 지키며 타인에 대한 그림
그리기
배려와 관심으로 협동심을 함양 (자유화)

·
중 6
기
함양
7 ·· 협동심
적절한 자기표현 능력 향상
통한 흥미유발 및 타
8 · 매체를
인에 대한 배려, 협동심 함양
함양
9 ·· 협동심
적절한 자기표현 능력 향상
감정표출 및 대인관
10 · 긍정적인
계 증진
종 11 · 집단원간의 상호작용 향상 및
협동심 변화 탐색
결
· 집단원들의 공동 참여를 통한
12 융통성 및 상호작용 향상과
대인관계 증진

·
·
·
·
·
·
·

협동 벽화 ·
그리기 (언어)
클레이콘을 ·
이용한 협동
조형물 만들기
협동 자유 ·
만다라
·
칭찬 릴레이
비언어적 ·
협동화 ·
우리들의 ·
희망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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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방법
프로그램 목적에 대해 설명하기
자신의 이름을 꾸미고 도화지에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기
밑그림이 그려진 사포그림에 각자
색칠한 뒤 다시 조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든 후 이야기나누기
비언어적으로 함께 한 장의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린 후 제목을 짓고
이야기 나누기
자신이 원하는 색을 선택 후 자유
롭게 그린 선에서 그림을 찾아 이
야기 만들기
자유롭게 한지를 찢은 후 찢은 신
문지를 모아 집단원과 의논하여
조형물을 만든 후 이야기 나누기
각자 자신의 도화지에 주제를 정
하여 그림을 그린 후, 그림을 집
단원과 돌려 그린 다음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생각했던 주제와 차
이가 있는지 이야기 나누기
팀을 나누어 전지에 자유롭게 벽
화를 그린 후 제목을 짓고 이야기
나누기
집단원과 의논하여 주제를 정하여
함께 조형물을 만들고 이야기 나
누기
집단원간의 협의와 의사소통을 통
해 주제를 정한 뒤 자유롭게 꾸며
이야기 나누기
각각 도화지에 자신을 나타내는
애칭·그림을 그려 넣은 후 돌려가
며 긍정적 피드백 해주기
비언어로 협동하여 그림을 그린
후 제목을 짓고 이야기 나누기
종결 다루기
함께 나무를 만들고 희망메시지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격려 및
지지)을 써서 달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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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사례수가 6명으로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모집
단의 분포와 무관한 비모수 검정(nonparametric test)을 사용하였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또래관계기술 점수와 하위요인의 사전 점수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검정 중 맨 위트니 U검정(Man-Whitney
의 U)을 실시하였다.
둘째,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에 나
타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또래관계기술척도의 총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
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활용하여 각 집단에 대해 사전-사후, 사후-추후의 평균과 표준편
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시기에 따른 KSD의
등장인물, 인물상의 행동과 내용, 상호작용변화를 비교·제시하였다.
넷째, 회기별 또래관계의 행동변화는 또래관계기술척도의 주도성, 공감/협동
영역으로 나눠 사회복지사가 관찰기록 한 내용을 토대로 단계별 제시하였다. 또
한 3회기, 11회기에 실시한 비언어적 협동화에 나타난 변화를 비교 제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또래관계기술 척도에 나타난 변화
1) 또래관계기술의 변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보고식 또래관계기술 척도(PRS-AC)는 주도성, 협동·
공감의 2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기술이 긍
정적임을 의미한다(<표 7> 참조).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실험집단의
자기보고식 또래관계기술 척도(PRS-AC)에 대한 결과가 사전과 사후의 차이
(Z =-2.20,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또
래관계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후와 추후의 비교(Z =0.00, p>0.05)
에서는 변화가 없어 프로그램 종결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았던 통제집단 아동들은 사전과 사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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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Z =-1.00, p>0.05), 사후와 추후의 비교(Z =-1.82,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또래관계기술 변화

음의 순위
양의 순위
평균순위 n 평균순위 n
(순위합)
(순위합)
사 74.00(4.69)
사전-사후 0.00(.00) 0 3.50(21.00) 6
실험 전사
집단
99.50(6.83)
(N=6) 후추
사후-추후 3.75(7.50) 2 2.50(7.50) 3
99.50(7.09)
후
사 74.17(6.37)
사전-사후 2.50(2.50) 1 2.50(7.50) 3
통제 전사
집단
74.50(6.83)
(N=6) 후추
사후-추후 3.80(19.00) 5 2.00(2.00) 1
73.33(6.71)
후
영역

M(SD)

실험집단

동률
n

Z

0

-2.20*

1

0.00

2

-1.00

0

-1.82

*p<.05

2) 하위 영역별 또래관계기술의 변화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의 하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아동의 또래관계기술 하위요인에 대한 변화
영역
실
험
집
단
통
제
집
단

주도성
협동
/공감
주도성
협동
/공감

*p<.05

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사후
사후-추후

음의 순위
평균순위
(순위합)
.00(.00)
4.00(8.00)
.00(.00)
3.13(12.50)
3.67(11.00)
2.67(8.00)
3.00(9.00)
2.00(6.00)

n
0
2
0
4
3
3
3
3

양의 순위
표준순위
(순위합)
3.50(21.00)
2.33(7.00)
3.50(21.00)
4.25(8.50)
3.33(10.00)
2.00(2.00)
4.00(12.00)
4.00(4.00)

n
6
3
6
2
3
1
3
1

동률
n
0
1
0
0
0
2
0
2

Z
-2.21*
-.14
-2.21*
-.43
-.11
-1.13
-.32
-.37

<표 8>에서 보듯이, 실험집단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기술 척도에 대한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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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별 결과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도성, 협동/공감에서 사전-사후의 변
화를 보는 Z값(Z =-2.21,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추
후(Z =-0.14, p>0.05 / Z =-0.43, p>0.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아 치료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협동활동 집단미
술치료 프로그램이 실험집단 아동의 주도성, 협동/공감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
낸다. 한편, 통제집단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기술 척도에 대한 하위요인별 결과
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학교생활화(KSD)에 나타난 또래관계기술의 변화
학교생활화에 나타난 구체적인 결과는 <표 9>에서 <표 14>까지 제시하였다.
사전에는 혼자, 혹은 또래,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표현되었으나 사후 KSD
에서는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되었다.
<표 9> A아동의 KSD 변화
구분

사전

사후

등장인물 · A, 친구, 담임교사
· A와 친구는 공기놀이를 하고 있음
· 담임교사는 A와 친구를 향해 ‘빨리 와’
라고 부름
· A와 친구는 담임교사 말을 듣지 않고
행동
공기놀이를 계속함
·
· 담임교사는 “너네 뭐하니?”라며 화난표
내용
정을 짓고 있음
· A는 공기놀이에서 계속 이겨 기쁘고
“훗 이정도 기본이지ㅋㅋ”라고 말하고
친구는 “할 틈을 안 주네”라고 하며 속
상해 하고 있음
· A와 친구는 함께 놀이를 하고 있지만,
상호
담임교사와 친구는 서로 다른 부정적인
작용
감정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상호작용
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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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아동, 친구, 담임교사
A와 친구는 공기놀이를 하고 있음
A는 즐겁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음
친구는 “빨리 해”라고 말하며 자기차례
를 기다리고 있음
· 담임교사는 웃는 얼굴로 “애들아 점심
시간이다. 밥 가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 등장인물 모두 기분이 좋음
· A와 친구는 함께 놀이를 하고 있으며,
등장인물 모두 동일한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남으로 상호작용이 원활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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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
화

사전
사후
사전그림에서는 A와 친구는 함께 있지만 A 혼자서 즐겁게 놀이를 하고 있으며, 친
구는 속상해하고, 교사에 대해서는 화났다는 표현으로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함. 그러나 사후그림에서는 등장인물들의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나타남. 또한 사전
과 동일한 ‘공기놀이’를 그렸지만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통하여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음

<표 10> B아동의 KSD 변화
구분

사전

사후

등장인물 ·
·
·
행동
· ·
내용 ·
·
상호
작용
변화

B, 친구, 담임교사
· B, 친구들, 담임교사
장소: 학교 자신의 교실
B와 친구는 교과서를 놓고 와서 담임선 ·· 체육시간
B, 반 친구, 담임교사와 함께 축구하는
생님에게 혼나며 벌을 서고 있음
모습
B와 친구는 울고 있음
·
등장인물 모두 즐겁고 재미있어함
담임교사는 화가 나 있음
친구들을 그리다가 여러 차례 지웠으며,
한명의 친구만 그림
· 혼나는 그림과 울고 화나는 부정적인 ·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는 역동적인 모습
감정들이 나타남
과 긍정적인 감정들이 나타남
사전그림에서는 벌을 서고 있는 모습과 화가 난 교사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어, 교사
에 대한 긍정적인 상호관계는 보이지 않음. 사후그림에서는 교사에 대한 부정적 감정
이 아닌 여러 친구와 함께 원활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남. 이를 통해 교사, 또래
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11> C아동의 KSD 변화
구분

사전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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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장인물 ·
·
·
행동 ·
·
내용 ·
상호
작용
변화

사전
사후
C, 친구, 담임교사
· C, 담임교사, 반 친구들
담임교사는 수업(미술)을 하고 있음
· 체육시간
C와 친구는 뒷모습을 그림
담임교사, 친구들 모두 함게 축구하
C와 친구는 수업(미술)을 들으며 지루 · C,는 모습
해하고 있음
“남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C · 등장인물 모두 즐거워하고 있음
는 담임교사에 대한 생각을 친구에게
말하고 있음
친구들이 함께 축구하는 역
· 등장인물이 느끼는 감정(지루함)과 모습 · 담임교사와
동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감정들이 나타
(뒷모습, 인물의 위치)을 통해 상호작용 남으로 상호작용이
원활한 것으로 사료
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됨
사전그림에서는 교사가 상단에 그려져 있고 C와 친구를 하단에 뒷모습을 그림으로
써 담임교사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담임교사와 C와 친구 사이에는 부정적인 상호
작용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사후그림에서는 다수의 친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담임교사 및 또래와의 긍정적이며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
어나고 있음

<표 12> D아동의 KSD 변화
구분

사전

사후

등장인물 · D, 친구
행동
·
내용

·
·

상호
작용

·

·

· D, 친구, 담임교사
· 수업시간
단체사진을 찍는 모습
· 뒷모습의 D와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친구들을 그리기 귀찮다며 그리기 있음
를 거부
· 교탁에 포위되어 있는 담임교사
경직되어 있는 모습
· 등장하지 않은 다른 친구들도 함께 공
부하고 있음
· 그림에 나타난 특징(뒷모습, 포위, 정적
생략된 인물, 경직된 인물상을 통해 또 인 분위기)으로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생략된 담임교사
로 사료됨
등장과 내용(열심히 공부)을 통해 학교
생활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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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화

사전
사후
사전그림에서는 한 명의 친구만을 그렸으며 담임교사를 그리지 않음. 그러나 사후그
림에서는 담임교사가 등장하였으며 비록 D 자신과 친구 한 명을 뒷모습으로 그렸으나
수업중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설명을 통해 비록 상호작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학
교생활에 충실히 보내고 있음을 보여줌

<표 13> E아동의 KSD 변화
구분

사전

사후

등장인물 ·
·
·
행동 ·
·
내용 ·
·
상호
작용
변화

E, 친구, 담임교사
· E, 친구, 담임교사
수업시간
친구는 딱지치기를 하고 있음
뒷모습의 E, 친구는 옆모습으로 잠을 ·· E와
담임교사는
E와 친구의 모습을 보고 웃
자고 있음
고
있음
담임교사는 수업을 하고 있으며, 막대기 · 등장인물 모두 옆모습으로 표현됨
를 들고 있음.
담임교사는 “야, 00 일어나”라고 말함
E와 친구는 빨리 쉬는 시간이 오길 기
다림
· 서로 각자 다른 행동과 생각, 감정을 가 ·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하는 모습, 긍정적
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호작용이 원 인 감정변화를 통해 상호작용이 원활한
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것으로 사료됨
사전그림에서는 담임교사가 상단에 그려져 있으며 팔의 연장인 막대기를 들고 있어
담임교사에 대한 권위는 보이지만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보이지 않음. 사후그림에서는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과 담임교사가 웃으며 보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등
장인물들 간의 긍정적이고 원만한 상호작용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줌

<표14> F아동의 KSD 변화
구분

사전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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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장인물 ·
·
행동
·
내용 ··
상호
작용
변화

사전
사후
F, 친구 3명, 담임교사
· F, 친구, 담임교사
상단에 그려진 F, 담임교사, 친구 3명
등의 등장인물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 F와 친구, 담임교사 모두 함께 축구하
있음
는 모습
인물들에 코와 입이 생략
·
등장인물 모두 화가 나서 싸우고 있는 등장인물 모두 기분이 좋음
모습. 위험한 분위기
· 무기를 들고 있는 등장인물, 부정적인 · 등장인물 모두가 동일한 활동을 하며,
감정과 분위기를 통해 상호작용이 원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것을 통하여 상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호작용이 원활한 것으로 사료됨
사전그림에서는 위험한 분위기이며 무기를 들고 있다고 표현하여 또래관계 및 담임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사후그림에서는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그림과 담임교사와 친구들이 함께 축구를 하고 있다고 한 아동의 설
명을 통해 담임교사 및 또래관계가 좋아졌음을 보여준다.

3. 회기별 변화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회기 단계별 또래관계 변화는 <표 15>와 같다.
<표 15> 회기 단계별 또래관계 변화
영역

초기
- 치료자가 인사나누자고
제안하지 않으면 인사를 나
누지 않으며, 서로 인사하자
는 말에도 쑥스러워함
- 작품 활동 과정에서 집단
원들은 자신이 그리고 싶은
주 것만을 그려나감
도 - 작품완성 후 이야기나누
성 기에서 서로 잘못한 것만
이야기함
- 멀리 떨어진 매체를 자신
이 직접 가서 가져오거나
다른 아이가 건네주면 당연
한 듯이 받음

중기
- 회기가 시작되면 치료자에
게나 집단원끼리 자발적으로
인사함
- 집단원들이 함께 활동하면
서 서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
기 시작함
-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도 “의견이 받아들여지
지 않아 아쉽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져 좋다”등의 표현
이 나옴
-매체를 집어주거나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주는 것에
대해 서로 고맙다고 인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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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 집단활동 후, “다른 집단
원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칭
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다.”
라고 느낌 나누기에서 이야
기가 나눔
- 마지막 회기에서는 희망메
시지를 읽었을 때 집단원들
은 서로 돌아가면서 희망이
잘 이뤄질 것이라고 이야기
해줌
- 서로의 활동에 대해서 칭
찬을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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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
도
성

공
감
/
협
동

초기
- 활동 중 마음에 들지 않
는 부분에 대해서 말보다 밀
치거나 인상 쓰거나 혹은 주
먹을 쥐는 등의 행동을 보임
- F의 경우,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에게
말을 걸거나 트집을 잡음.
A의 경우는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않고 활동에도 치료
자가권해야지만참여함
- 집단원들이 자신이 원하
는 매체를 잡기위해 서로
밀치거나 빼앗으려고 하여
치료자가 중재함
- 다른 집단원들의 활동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함
- 상대가 양보하지 않은 행
동에 대해 “얘가 자리를 좀
비켜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등의 말로 상대의 기분을 상
하게 함

중기
- 작품 완성 후 느낌 나누
기에서 치료자의 지지격려
없이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솔직하게 이
야기함.
- 자신이 잘 그릴 줄 모르
는 형상을 그릴 때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
을함
- 다른 사람의 활동에 대
해 칭찬을 해줌
- 원하는 매체를 다른 집
단원이 쓰고 있으면 기다림
- 집단원이 다른 집단원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줌
- 집단원들이 각자 낸 의
견을 가능한 수용하여 작
품을 만들려고 노력함
- 작품 완성 후 다른 사람
이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함
- 다른 집단원의 그림에 필
요한 부분을 덧붙여 그려줌

종결

- 작품 활동에서 늦게 그
림을 그리는 친구를 위해
기다림
- 작품 활동 중 다른 집단
원이 그리기 좋도록 자리
를 비켜줌
- 친구가 그린 졸라맨에
다른 집단원이 얼굴표정을
그려 넣어주었음

또한 3회기와 11회기에 실시한 비언어적 협동화를 통해서 살펴본 또래관계 변
화는 <표 16> 및 <표 17>과 같다. 3회기의 비언어적 협동화에서는 집단원들이
자신의 그림에만 관심을 두고 그림을 그려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1회기 비언어적 협동화 활동에서는 연관성 있는 그림으로 색들
이 조화를 이루고, 자신만의 그림이 아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된 그림의 특징
이 나타났다. 이러한 그림 표현의 변화를 통해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
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비언어적 협동화 관찰내용
관 찰 항 목
연구대상별 선택
색상

3 회기
11 회기
· A(보라), B(파랑), C(주 · A(자주), B(연두), C(주황), D(분홍), E
황), D(노랑), E(초록), F (보라), F(파랑)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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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찰 항 목
1. 미술과제를 누가
처음 시작했으며, 그
사람이 처음 시작하
게 된 과정은?
2. 나머지 구성원들
은 어떤 순서로 과제
에 참여했는가?
3. 각 구성원들 가운
데 미술과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
은?
4. 다른 사람의 그림
위에 다시 그려 그
사람이 한 것을 “지
워버린” 사람은?
5. 어떤 형태의 상징
적 접촉이 이뤄졌으
며, 누가 이 상징적
인 접촉을 시도했는
가?

3 회기

11 회기

· F(빨강)와 E(초록)가 동시 · C(주황)가 해를 그림으로써 시작과 동시
에 시작
에 B(연두)가 도화지 하단에 선을 그림
· F(빨강), E(초록) ->D(노 · C(주황)->B(연두)->보라색->D(분
랑)- >C( 주황)- >B( 파 홍)->F(파랑)->A(자주)
랑)->A(보라)
· A(보라)는 뒤로 물러나 참
여하지 않다가 끝날 무렵
없음
도화지 하단에 조그맣게 3
개의 그림을 그림
· B(파랑)가 F(빨강) 그림
위에
· F(파랑)가 그린 로켓 그림 위에 E(보라)
· F(빨강)가 E(초록) 그림 가 로켓과 연기 그림을 그림
위에 그림
· F(파랑)가 그린 졸라맨 그림 위에 E(보
라)가 얼굴표정과 옷을 그리고 B(연두)
가 머리 위에 링을 그림
· B(연두)가 그린 하단 선에 E(보라), B
· D(노랑)가 눈을 그리고 E (연두), C(주황), A(자주) ,D(분홍) F(파
(초록)가 눈썹 표현함
랑) 집단원들이 함께 꽃을 그리며 채색
· C(주황)가 나무그림을 그 을 함
리고 E(초록)와 D(노랑) · E(보라)가 그린 집 그림에 F(파랑)가 문
나무그림 안에 채색
그림과 장식을 함
· E(보라)와 C(주황)가 함께 여러 마리의
나비를 도화지에 그림
· F(파랑)가 로켓 그림 위에 추가로 로켓
모양 그림

6. 집단 구성원들은
교대로 과제에 참여
했는가, 혹은 서로
B(연두), C(주황), D(분홍), E
서로 협력하여 과제 · 집단원들이 동일한 주제없 · A(자주),
(보라),
F(파랑)
에 참여했는가, 또는 이 각자 그리고 싶은 그림 · 집단원들은 자리이동이 원활이 이루어지
각 구성원들이 교대 을 그림
고, 동일한 주제의 그림을 그리려는 모
로 과제에 참여하면
습이 보임
서 한편으로 서로 협
력하여 과제를 수행
했는가?
· 처음 시작한 위치에서 벗어나 자리이동
7. 각 구성원들이 그 · 자신의 자리 위치 이동이 을 하며 그림
린 그림의 위치는?
적음
· F(파랑)와 A(자주)는 다른 집단원들에
비해 자리이동이 적었음
8. 눈짓이나 웃음 등 · 자신의 자리와 그림에 침 · B(연두)는 그리지 않고 있는(쉬고 있
의 정서적 반응이 있 범하여 인상을 쓰며 밀치 는) 집단원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으며
었는가?
는 행동을 보임
그리라는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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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찰 항 목

3 회기

11 회기
·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빠져있는 집단원
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C가 A에게, B가 F에게 자리양보)
9. 작업형태는 협동
· 그림에 필요한 색의 집단원에가 다가가
적, 개별적(독자적) · 개별적(독자적)이며 비협동 손짓, 입모양 등으로 도움요청
혹은 비협동적이었는 적이었음
(B, C, D, E, F 아동)
가?
·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공간에 다른
집단원이 있는 경우 어깨를 살짝 건드려
비켜달라고 표현함
(B, C, D, E, F 아동)

<표 17> 비언어적 협동화에 나타난 변화
회기

3회기

11회기

·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고 싶은 그림
을 그림
· 말을 하지마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리로 소곤거림
· 그리지 못한 집단원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그림만 그림
· 이야기 나누기에서 집단원의 그림에 부정
적인 표현을 함
· 함께 협력하여 활동하기보다는 혼자 활동함
협동보다 개별적으로 그림을 그렸고 전체
적인 어울림이 없음. 그리는 과정에서 부정
적인 표현과 방해하는 행동을 보임. 활동
후 집단원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가지는 불편
함, 완성된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왁자지껄 우리들 세상’이라는 제목을 지음

· 그리지 못하고 뒤로 빠져있는 집단원(보
라색)에게 자리 양보함
· 자리를 이동하며 그림을 그림
· 그림에 어울리는 색을 가진 집단원에게
가서 제스쳐 등을 통하여 부탁함
·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곳에 다른 집단원
이 있을 경우 기다리던지, 아니면 어깨를
살짝 건드려 비켜달라고 표현함

그림

내
용
및
활
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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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과정에서 집단원들끼리 배려하고 협
력하는 모습을 보임. 연관성 없는 그림(총)
과 집단원 그림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색과 그림은 조화를
이루며, 따뜻한 느낌임. 집단원들은 활동 후
완성된 작품이 마음에 든다고 ‘꿈동산의 천
사’라는 제목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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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
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실험/통제집단 각 6명의 아동을 대상으
로 총 12회기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
의 및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 변
화에 효과적이다.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한 실험집단의 또래관계기
술 평균값이 상승하였으며, 실험집단의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기술 척도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 유의미한 차이는 추후에서까지 지속되어 협동
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또래관계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
다. 이러한 결과는 이경은(2005)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협동 작업 중심 집
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또래관계 향상에 도움
이 되었다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현진과 이
미옥(2006), 최신현(2008), 김상진(2010), 그리고 윤소라와 이근매(2013) 등이 협
동작업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증진과 또래관계개선에 효
과적이었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나타낸다. 또한 정재원과 김갑숙(2011)이
한부모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협동중심의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
감소 및 또래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
다. 그리고 강희숙과 최세영(2012)이 집단미술치료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실시한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협동 작업 중심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면
서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며 함께 성취감을 통해 시설아동의 문제행동감소와 또
래관계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은 양선(2012)의 선행연구는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해주고 있다.
둘째,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생활화
(KSD)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사전 학교생활화(KSD)에서는 화가 나
있거나 공격적인 교사의 모습, 또래와의 상호작용보다는 갈등상황을 나타냈으나,
사후의 학교생활화(KSD)에서는 여러 친구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 모습이 나타
났으며, 그림에 교사와 친구를 등장시켜 안정된 또래관계와 원만한 학교생활 모
습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화는 학생의 일상적인 태도나 감정이 학교생활화에 투사되어 학교생
활에서 교사와 친구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전영숙, 김갑숙, 2004). 또한 가
정의 문화에 따라 학교생활화의 반응 특성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주재학,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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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종국(2011)의 연구 결과와 또래관계의 질에 따라 자기상의 경우 역동성 영
역에서 차이가 있다는 김지현(2010)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아동은 자신이 처
한 환경에 따라 학교생활화가 변화한다는 관점에서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회기내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석미진, 김명희와 공마리아(2008), 그리고 전지연
과 최은영(2011)의 연구결과에서 집단원들이 협동활동을 통해 서로 공동으로 작
품 활동을 함으로써 공통된 흥미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다른 느낌
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함께 의논하고 합의하는 협력 과정을 통해 또래와의 자연
스러운 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3회기와 11회기에
실시한 비언어적 협동화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3회
기에서는 집단원들이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나 이해없이 자신의 욕구만을 중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다. 또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활동을 방해하
는 집단원을 밀치거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할 경우 상을 찌푸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활동 후에 이야기나누기에서도 상대방의 역할에 대한 불만만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11회기의 경우, 집단원들은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그림을 그려 다른 집단원과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나갔다. 또한
다른 집단원들이 그림 그리기 쉽게 자신의 위치를 옮겨주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
었다. 전체적으로 색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었고, 활동 후 집단원들 모두 서로 표
현하고 싶은 것은 다 그렸으며 서로 활동에 칭찬해주었다.
또한 회기 초기에는 집단원들이 활동 과정에서 아동A는 무표정한 모습을 보
였으며, 아동E와 아동F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옆자리의 아동과 시끄럽게 이
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재료 선택에서 먼저 선택하기 위해
소란스러웠으며 아동B는 인상을 쓰고 주먹을 쥐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었다. 느
낌나누기에서도 “이상하다, 거꾸로다” 등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나 아쉬운 부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얘가 이렇게 망쳤어요” 등 다른 사람의 탓을 하였다.
중기에서부터 이러한 집단원들의 행동은 집단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서로 자신
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였으며 아동D는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도 “의견
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져 좋다” 등의 표현을 하였다.
또한 집단원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등 또래를 위한 배려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아동A는 아동F의 배려에, 아동 F는 집단원들의 배려
에 기분이 좋고 즐거웠으며, 아동C와 아동B, 아동E는 의견을 모아 집단원들과
함께 만드니 빠르고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종결단계에서는 작품 활동에서
늦게 그림을 그리는 친구를 위해 기다려주고 자리도 비켜주는 배려의 모습과 함
께 집단 활동 후, “다른 집단원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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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느낌 나누기에서 이야기를 하였다. 따라서 협동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개인이 아닌 또래집단과의 협동활동을 통하여
상대와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할 기회의 제공과 아울러 협동하여 계획하고 토론
하게 함으로써 집단원들이 서로 공감과 지지, 배려 등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관계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시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교 4학년 가운데 저소득
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A시의 한 지역에서만 표집하였으며 6명의 사례수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효과성을 모든 저소득층 아동에게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아동의 범위, 성비의 균형, 다양한 지역
등을 고려한 대상선정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치료적 개입이 아동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모의 상담과 교육 등을 병행한 치료프로그
램 계발을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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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Cooperative-activity-oriented Group Art
Therapy on the Peer Relation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Park, Chan Mi*

ㆍ Kong, Maria ㆍ Choi, Eun Yeong
**

***

This study desire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operative-activity-oriented
group art therapy on peer relational of low income children. Subjects of the
study are fourth year elementary school children law income families. Also
they are recommended, by a social worker, have their parents agreement.
They were divided into 6 children of an experimental group, and 6 children
of a control group. The study is composed of an early stage(first to third
session), a middle(cooperation) stage(fourth to ninth session), and a
termination stage(tenth to twelfth session) from July 21 2014 to October 13
2014, so total 12 times were conducted, once a week, 60 minutes a session.
Research tool of this study is Peer Relational Skills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PRS-AC) made by Yunran Yang(2004), and this tool was used
to compare pretest, post test and follow-up. Also Kinetic School
Drawing(KSD) was used to compare pre-inspection with post-inspection. I
observed changes that happen peer relational skills through nonverbal
cooperation of third session and eleventh session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operative-activity-oriented group art therapy
has a positive effect on drawing(drawing test of school life and nonverbal
cooperation), on peer relational skills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Key Word : Cooperative Activity,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Peer Relation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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