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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사회적 기술 향상과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 *
1)

정 현 희

동의대학교 보육․가정상담학과 교수

본 연구는 또래관계에 부적응을 보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아동의
사회적 기술 향상과 또래관계 개선을 이루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 4명이 대상이었다.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 진행기간은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였고, 주 1회 실시하였다. 50-60분씩 16회기가 실시되었다.
측정도구로는 Gresham과 Elliot의 사회적 기술 척도, Pettit, Dodge와 Brown의 또래관계 척도, 협동화, 교대로
그리기이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의 변화를 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는 초등학생의 사회적 기술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 진행과정, 사회적 기술 점수, 협동화에서 사회적 기술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기술 미술치료는 초등학생의 또래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 점수, 교대로 그리기
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주요어 : 초등학생,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 사회적 기술, 또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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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불안정을 느끼게 된다(Perry & Bussy,

Ⅰ. 서 론

1984). 유능성은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맺고, 유지하며, 또래관계 내에서 적합한 방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다(정계숙,
아동의 또래관계는 비슷한 나이의 아동들에

2002). 정경미(1992)는 유능성을 지닌 아동은

의해 형성되는 관계이다(이현진, 2006). 또래관계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대응하며, 잘

에서 아동은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갈등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협조성은 적극적으로

경험하기도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협조하고, 규칙이나 지시를 잘 지키는 능력으로,

된다(Hartup & Moore, 1990). 또한 아동은

또래의 제의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래의

사회적 관계, 타인조망수용, 사회적 관계의 규범

권리를 존중하기, 또래를 돕고, 또래로부터

도 배우게 된다(Perry & Bussy, 1984). Hartup

도움을 받기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Perry & Bussy,

(1983)은 적절히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도

1984). 본 연구에서의 또래관계는 비슷한 연령의

배운다고 했다.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고, 사회적

아동들 간의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이다.

지원도 받는다(장성순, 2006). 그러나 또래관계는

그리고 또래관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사교성,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Perry와

지도성, 안정성, 유능성, 협조성이다.

Bussy(1984)는 또래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그런데 또래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아동은 또래로부터 소외, 대립, 갈등, 배척 등을

아동들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받게 된다고 했다.

있다. 윤승이(2006)는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기

또래관계는 또래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위해서는 또래관계 기술이 필요한데, 또래관계

관계(Hartup, 1983)이다. 학자에 따라 구성 요인에

기술은 사회적 기술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Coie와

차이가 있으나, Pettit, Dodge와 Brown(1988)은

Kupersmidt(1983)도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아동은

또래관계는 사교성, 지도성, 안정성, 유능성,

또래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할지 모른다고

협조성이 포함된다고 했다. 사교성은 친구들과

했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아동은 실제로 또래

잘 어울리는 능력으로, 친구에게 우호적인 태도와

들에 의해 정서적으로 거부되거나(이주리, 1994;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정경미(1992)는 사교성은

Coie, Dodge & Coppotell, 1982; Dodge, Coie,

자기중심적 행동과 태도를 성숙한 형태로 변화

Brakke, 1982), 또래로부터 소외와 배척을 받는

시킨 행동으로,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Stewart & Evans, 1997)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하게 하며, 원만한 사회생활의 기초가 된다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아동은 부정적 또래관계

했다. 지도성은 또래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다.

로 인해 또래에 의한 학습의 기회가 제한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상황에서 생각

다시 사회적 기술 발달에 제약을 받게(금동숙,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안정성은 불안

2005) 된다. 반면에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 아동은

해하지 않고, 명랑하며, 자신감이 있는 상태이다.

또래에게 수용되고, 또래와의 갈등 상황을 적극적

Stewart와 Evans(1997)는 불안정성은 익숙한

으로 해결하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이고

상황에서 벗어나면 느끼게 되는 감정으로, 타인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

과의 사회관계를 원만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려는 노력을 한다(Hubbard & Newcomb, 1991).

특히 인간은 사회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결과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 아동은 또래를

있기 때문에 아동은 친밀한 또래상황을 벗어

통한 대인관계의 학습으로, 사회적 기술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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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기술의

기술의 향상으로 또래관계의 개선이 가능하다

향상은 또래관계 개선에 중요한 변인으로 볼

(금동숙, 2005).
사회적 기술의 구체적 행동으로 대인관계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은 심리치료에서 솔직한 감정의

관련 기술, 개인관련 기술, 협동기술이 언급된다.

표현이 강조되면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 개념으로,

즉 대인적응, 사회적 능력, 주도성, 사회참여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김연옥,

(심혜숙, 왕정희, 2001), 의사소통, 지지행동, 인사

2005). 자기표현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Phillips

하기, 참여하기, 협동(Odom & Asher, 1977),

(1985)는 자신의 권리, 요구, 만족, 의무를 타인

사회적 주도, 사회적 반응, 유지반응, 사회적

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거나,

문제해결 기술, 사회적 대화, 친사회적 기술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능력

(Odom, McConnell & McEvoy, 1992), 의사소통,

으로 정의했다. Walker와 McConnell(1988)은

자기표현, 타인고양, 자기주장(Rinn & Markle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1977), 또래수용기술, 대화기술, 자기주장(Walker

주도하는 능력, 타인의 지시에 따르면서 적절한

& McConnell, 1988) 등이 제시된다. 요약하면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능력으로 사회적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

기술을 보았다. 자기조절을 강조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금동숙(2005)은 아동기에

Goleman(1995)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상황

획득해야 할 요소로 자기표현, 자기통제, 협동을

에서 적절히 감정을 조절하기로, Lahey와 Kazdin

들었다.

(1989)은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하거나 가치가

자기표현은 자신을 표현하고, 주도적으로

있으면서, 상호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자신을

행동함을 의미한다.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지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협동을 강조한

않고, 자기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며 행동하는

입장에서, Gresham과

Elliot(1984)는 공동의

것(Wolpe, 1966)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목표를 위해 타인과 의미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않는 범위에서 솔직하게 직접 표현하는 행동

이루기, 서로 돕기, 협동하기, 사회적으로 수용

이다(김성회, 1982). Mann과 Murphy(1975)는

되지 않는 반응을 피하기로 사회적 기술을 정의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압하지 않고 표현하는

했다.

것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Gelman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의 다양한 각 입장을

McGinley(1978)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괄하고자 한다. 즉 사회적 기술을 다양한 대인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관계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기술로 보고자

자기표현은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한다. 따라서 한 개인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유능

(Alberty & Emmons, 2003).

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자기표현훈련은 상대방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

기술에 결함이 있는 것(윤승이, 2006)을 의미한다.

하면서 자신의 권리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각,

그리고 또래관계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 관계로

의견, 느낌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도와

긍정적 관계와 부정적 관계 모두를 포함하고

준다(김성회, 1982). 또한 자기표현훈련은 대인

있고, 아동의 또래관계는 대인관계의 한 측면

불안, 대인관계에서의 소외감 등의 문제를 지닌

이다(Perry & Bussy, 1984). 또래관계를 포함한

사람, 불쾌한 감정 및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대인관계에서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못하는 사람,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서는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애정이나 호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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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는데 효과적(이장호, 1986)이다.

성의 적절한 자기주장, 유능성의 적극적으로

자기통제는 개인이 자신의 욕구, 충동, 생각,

대응하기와 관계되며, 협조성의 또래권리 존중

행위를 관리, 통제하는 기술이다(이순규, 1994).

하기와도 관련된다고 보아진다. 자기통제의 적절한

자기통제는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

타협, 갈등상황의 적절한 통제는 또래관계인

하고, 적절히 타협하는 행동으로(한영주, 1999),

사교성의 자기중심적 행동 벗어나기, 긍정적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상호작용, 유능성의 효과적으로 관계 맺고 유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다

하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안정성의 불안해하지

(Kopp, 1982). Kendall과 Wilcox(1979)는 구체적

않기, 친밀한 관계 맺기와 관련될 수 있다. 협동의

으로 충동적이지 않고, 신중하기, 바람직한 행동에

공통된 목표달성, 함께 계획하기, 책임, 도움주고

참여하고, 금지된 행동이나 상황에 부적절한

받기, 규칙 정하기, 적극적 태도 등도 또래관계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기 등이 자기통제에

협조인 적극적 협조, 규칙 지키기, 돕고, 도움

포함된다고 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받기, 유능성의 적극성, 지도성의 새로운 상황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에서 문제 해결하기 등의 내용과 관련된다고

(이수진, 1994).

볼 수 있다.

협동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한편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이 사회적 기술

활동을 하는 집단지향적 활동이다(Ausubel, Novak

향상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제한점이

& Hanesian, 1978). 김영희(2004)는 협동은 공통된

제시되고 있다. Margalit(1994)은

목표에 대해 개인들이 관계를 이루며 나타내는

프로그램이 아동의 구체적인 역기능적 행동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황적 접근을 간과

진다고 했다. 협동이 동기화되기 위해서는 한

하고 있다고 했다. 즉 행동수정접근 훈련에서는

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계획하고 행하기, 함께

역기능적 행동을 긍정적 행동으로 변화하기,

이룬 결과물이 서로에게 보상이 되도록 하기,

사회인지접근에서는 행동결손의 개념에 기초한,

각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자료를 공유하며

문제해결단계 훈련하기로 구체적 행동을 다루고

사회적 기술

나누어 사용하기, 도움주기, 도움 구하기, 규칙을

있어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Kutnick & Manson,

정하기(김영희, 2004; Kagan, 1992; Olsen &

1998). 인지왜곡을 다루는 경우에는 아동들은

Kagan, 1992)가 필요하다. 오영욱(2003)은 협동을

언어이해 및 사용의 제한으로 인해 치료사 및

통한 상호작용은 서로에 대한 믿음, 적극적

집단원과의 관계형성, 참여를 위한 흥미유발,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 존경심을 가져

자발적인 동기부여에 어려움(박성희, 2007)을

온다고 했다.

갖는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에 집단

위와 같이 사회적 기술과 또래관계의 내용

미술치료를 접목한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도

에서도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아동은

있다.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는 주로 ADHD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므로(Coie & Kupersmidt,

아동(장혜경, 2007), 정신지체 아동(이수현, 2004)

1983), 또래관계 개선에 사회적 기술 향상이 필요

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구체적 행동 습득,

함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자기표현의 내용인

문제행동변화, 욕구표출, 자존감 등을 주로 다루고

적절한 자기표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있다. 그리고 구체적 행동을 다루는 경우에는

않고 표현하기는 또래관계인 사교성의 긍정적

맥락 내에서 아동의 자발적, 창조적 활동과정을

으로 상호작용하기, 친구와 잘 어울리기, 지도

충분히 다루지 못하게 된다(정계숙,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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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구체적

5

사회적 기술의 요소인 자기통제와 미술치료

행동변화를 위한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를

에서의 미술활동과의 관계를 보면, 개인은 미술

보완하여,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 적용될 수

작품을 통해 내면을 시각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있는 사회적 기술 집단 미술치료를 실시해 보고자

자신의 사고나 감정, 욕구, 등의 자기통제의 기회를

한다. 즉 사회적 기술에 대한 다양한 각 입장을

가질 수 있다(구정희, 2004). 또한 집단미술치료

포괄하여, 사회적 기술을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

에서 다른 사람의 시각적 표현을 보고, 다른

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그

사람의 감정, 경험, 사고를 이해할 수 있으며,

하위 변인으로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 적용될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될 수 있다(Cohen

수 있는 자아표현, 자기통제, 협동에 근거하여,

& Gainer, 1984).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을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를 구성하고자 한다.

공유하면서 타인조망이 발달될 수 있어, 타인을

그리하여 또래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대상

고려한 자아통제가 가능해진다. 미술활동이 자기

으로 사회적 기술향상과 이를 통해 또래관계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홍수현, 2006; 정현희,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

한정혜, 2001)도 있다.

사회적 기술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구성

사회적 기술의 요소인 협동과 미술치료에서의

요소인 자아표현, 자기통제, 협동에 따라 집단

미술활동과의 관계를 보면, 협동미술활동에서

미술치료를 접목할 수 있음은 미술치료에서의

아동은 협동이 요구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협동이

미술활동은 이미 맥락 내에서 사회적 기술의

증진될 수 있다. 상호작용을 통해 직․간접으로

요소인 자기표현, 자기통제, 협동과 자발적,

의사소통을 발달시킬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창조적 활동과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고, 친구의 반응을

먼저 사회적 기술의 요소인 자기표현과 미술치료

볼 수 있다. 또 함께 계획하여 공동의 작품을

에서의 미술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완성해 나감은 상호 협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미술활동은 본능적인 자기표현의 한 방법

할 수 있고, 협동기술도 배울 수 있다. 미술활동

이다(Lowenfeld & Brittain, 1987). 미술활동을

경험이 협동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밝힌 연구

통해 경험이나 감정을 표현함이 가능하기(Rubin,

(서미옥, 2002; 이현진, 2006)가 있다.

2001) 때문에, 아동처럼 언어적 표현 능력이 부족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 문제를

대상에게 유용한 자기표현의 방법이 된다. 또한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

아동은 성인에 비해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는

치료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사회적 기술

힘은 약하지만, 감정이나 무의식을 감추려는

집단미술치료로 사회적 기술 향상을 통해 또래

방어적 태도가 적기 때문에 미술활동에 감정이나

관계 개선을 이루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생각의 표현이 용이하다(한국미술치료학회, 1995).

연구 문제

더욱이 집단상담은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아표현에 대한 보상을
받아 자아표현이 더 용이하게 된다(김정희, 1981).

위와 같은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따라서 집단미술치료가 적절한 자기표현에 유용

기술 집단미술치료를 통하여 아동의 사회적 기술

하다. 실제로 미술치료가 자아표현에 효과가

향상과 또래관계개선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있다는 연구(김혜정, 2005; 박순옥, 2004; 정현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안경희, 1998)가 있다.

첫째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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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기술 측정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가?

사회적 기술의 측정은 진행과정, 사회적 기술

둘째,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질문지와 합동화를 사용하였다. 진행과정은 자기

또래관계를 개선시키는가?

표현, 자기통제, 협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적 기술 질문지는 Gresham과 Elliot(1990)의

Ⅱ. 연구 방법

교사용 사회적 기술평정척도(SSRS)이다. 이 척도는
자기표현, 자기통제, 협동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연구대상

있고, 각 요인은 10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
이다. 권세은(200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척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아동학 전공

중인 같은 학급의 아동 4명이다. 담임교사가

대학원생 4인중 3인 이상의 합의에 근거하였고,

추천한 자신의 반 아동들이다. 표 1과 같이 평소에

Cronbach α는 .93이었다.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타인을 배려
하지 못하는 아동이다.

협동화로 사회적 기술의 변화를 보았다. 협동
화의 제작과정에서 자기표현(적절한 자기표현,

대상아동은 중류가정의 아동들로 특이한

타인권리존중, 등), 자기통제(사고, 감정, 요구

가정적, 발달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담임

조절 및 타인의 사고, 감정, 요구 이해, 적절한

교사가 보고하였다. 학업 수행능력은 중간 정도

타협 등)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협동화가 되기

이다. 사회적 기술 미술치료 실시 전에 담임교사가

위해서는 협동(목표가 되는 결과물을 위해 함께

어머니와 아동에게 친구와 잘 지내는 프로그램

행하기, 개인의 역할하기, 자료를 공유하여 나누어

으로 소개하여 동의를 받았다.

사용하기, 서로 돕기, 규칙 따르기 등)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협동화를 통한 사회적 기술

측정도구

측정을 위해 자기표현, 자기통제, 협동이 가능
한가에 대한 안면타당도를 미술치료사 2인에게

본 장에서는 사회적 기술 향상과 또래관계
개선을 보기 위한 측정도구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검증받았다. 그리고 미술치료사 2인이 합의한
내용만을 평가내용으로 하였다.

표 1. 대상아동의 특성
집단원

또

래

관

계

A(남)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자아중심적이고, 고집이 센 편이다. 제멋대로이고, 화를 참지 못
한다.

B(남)

수업 시간에 아는 내용도 발표하지 않는다. 친구들의 행동이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눈치를
살피며, 소극적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위축을 보인다.

C(남)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이나 말을 한다. 다른 사람의 제안에 잘 따르지 않는다. 협동심이
부족하다.

D(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지 않는다. 친구의 물건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다른 아동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함께 하는 행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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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래관계 측정

1회 실시하였다. 회기 당 50～60분이 소요되었

또래관계 측정은 또래관계 질문지와 교대로 그리

으며, 총 16회기이었다. 방과 후 시간에 교실에서

기를 사용하였다. 또래관계 질문지는 마송희(1994)가

실시하였다.

번역한 Pettit, Dodge와 Brown(1988)의 또래관계
질문지로 교사척도이다. 이 척도는 사교성, 지도성,

2. 프로그램 구성 및 절차

안정성, 유능성, 협조성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는

있다. 각 요인은 5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이다.

Gresham와 Elliot(1990)의 사회적 기술 3요인을

사교성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친구에게

기초로 구성하였다. 자아표현, 자아통제, 협동에

우호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지도

효과를 보인 선행연구(고옥희, 2003; 이현진, 2006;

성은 친구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놀이

임명희, 최외선, 2003; 장태경, 2006; 장혜경,

상황에서 또래를 이끌고, 새로운 상황에서 생각

2007; 정현희, 한정혜, 2001)를 참고로 총 16회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안정성은 새로운

구성하였다.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명랑하며, 자신감이

본 연구에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치료

있는 것이다. 유능성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신

회기에 포함시켰다. 대상아동들은 같은 반 학생

있게 대응하며,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협조

으로, 초기 만남이나, 소개가 필요하지 않았다.

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친구의 제의에 적극

그리고 정규과목의 미술수업을 미술전담 교사로

적으로 반응하고 규칙과 차례를 잘 지키는 것

부터 받았고, 방과 후 예능계열 수업은 강사에

이다. 척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아동학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연구자와의 만남도

전공 대학원생 이상 4인중 3인 이상의 합의에

자연스러웠다. 따라서 특별한 소개나 신뢰감

근거하였고, Cronbach α는 .90이었다.

형성이 요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미 집단

교대로 그리기는 또래관계 기술이 반영될

구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에 협동화와

수 있다. 사교성(친구와 잘 어울려 활동하기,

교대로 그리기는 작업과정이나 작업 후의 과정,

우호적 태도 갖기 등), 지도성(또래 이끌기, 친구의

즉 시각적 감상이나 대화에 의해 치료의 양상을

생각이해하며 자기표현하기 등), 안정성(편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후의 회기는 이러한

하게 작업하기, 자신감 등)이 드러날 수 있다.

협동화나 교대로 그리기 결과에 따라 다르게

또 유능성(적극적이기, 자신있게 행동하기 등)과

진행된다. 그리하여 프로그램의 회기로 간주하

협조성(친구의 제안수용, 적극적으로 협조, 도움

였다. 또한 사후검사임에도 치료 회기에 포함

주고 받기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대로

시킨 것은 협동화와 교대로 그리기의 특성상

그리기에서 사교성, 지도성, 안정성, 유능성, 협조

진단검사와 더불어 치료의 효과를 내포하고

성의 측정이 가능한가에 대해 미술치료사 2인

있기 때문이다. 즉 이제까지 치료에서의 학습을

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리고 미술치료사

더 견고히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사후검사도

2인이 합의한 내용만을 평가내용으로 하였다.

치료회기에 포함시켰다.
프로그램 실시 일주일 전과 후에 본 연구대상
아동의 담임교사가 또래검사와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질문지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반 전체를 대상
1. 치료기간 및 장소

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협동화와 교대로 그리

집단미술치료는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기는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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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회기에 실시하였고,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단계는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14, 15회기에 하였다.

시행하였다. 종결 단계는 사회적 기술 향상의

프로그램은 크게 3단계로 되어있다. 초기 단
계는 집단 분위기 형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기

변화 확인과 종료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프로
그램은 표 2와 같다.

표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단 회
계 기

초
기
단
계

활동 내용

기대 목표

매

체

1 협동화

공동으로 작품 만들기

사회적 기술 진단,
집단구성

크레파스, 사인펜
1/2전지

2 교대로 그리기

그림을 돌려 그리기

또래관계진단, 집단구성

사인펜, 크레파스,
켄트지

3 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
자신을 다른 친구에게 소개

집단적응

연필, 사인펜,
켄트지

4 우리 가족

나와 가족을 소개하며, 상호작용
집단적응
하기

5 풍경구성법

공통의 과제에서 개인 간의 공통 자아표현: 공통점, 차이점 사인펜, 색지,
점, 차이점 알기
이해
크레파스
잡지, 도화지, 가위,
풀, 크레파스

7 동물그리기

좋아하는 동물을 그리면서 자기
자아표현: 상호인정
표현, 친구인정

크레파스, 칼라믹스,
켄트지, 신문지

8 얼굴표정

얼굴표정에서 다른 사람 감정,
자아통제: 타인조망
생각 유추

잡지, 도화지, 가위, 풀

9 놀이터 꾸미기

공동으로 놀이터를 꾸며보기

자아통제: 사고조절

켄트지, 크레파스

요구대로 교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상대방이
자아통제: 요구조절
그려주기
그려주기, 교대로 하기

사인펜, 크레파스,
켄트지

10

콜라주로 나를
광고하기

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켄트지

자신을 다른 친구에게 광고하기 자아표현: 상호지지

6

중
기
단
계

치료과제

11 교대로 그리기

시간제한으로 그림 돌려 그리기 협동: 협조, 의견 표현

사인펜, 크레파스,
켄트지

12 교대로 그리기

시간제한 없이 주제를 정하고
협동: 공동의 목표 완성
돌려 그리기

사인펜, 크레파스,
켄트지

13 협동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함께 꾸미기 협동: 계획실행

사인펜, 크레파스,
1/2전지

14 교대로 그리기
종
결
15 협동화
단
계
16 선물교환

교대로 그리기

또래관계 진단, 변화유지 사인펜, 켄트지

협동화를 그리기

사회적 기술 진단,
변화유지

크레파스, 사인펜
1/2 전지

선물을 만들어 교환하기

종결하기

B4켄트지, 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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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우려고 박박 그었다. A와 D의 그림에 침범이

자료 분석

나타났고, 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자기
본 프로그램의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적

중심 경향을 드러내었다. C, B가 경계선을 그

기술 집단미술치료의 진행과정에서 사회적 기술

었다. C와 B는 다른 사람의 그림에 관심이 없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 집단

었고, 친구가 자신의 영역에 못 오게 경계선을

미술치료를 수행하기 전과 후에 실시한 사회적

그었다. 그림 그리기가 끝난 후의 소감에서 모두

기술과 또래관계의 점수를 같은 반 아동들의

‘재미없다, 친구가 그림을 망쳐 놓았다.’ 등으로

평균점수와 비교하였다. 협동화와 교대로 그리

활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그림이 잘못된 것을

기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친구의 탓으로 돌려, 친구와 잘 어울리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3회기는 집단 형성과 자기소개를 목표로 하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진행과정

였다. 집단원이 먼저 자신을 표현하고, 표현된
1. 1~4회기(집단형성)

자신의 그림을

협동화를 그렸다. 마음에 드는 크레파스를

서로 친밀해지고, 집단원 간의 상호이해의 기회를

선택하여, 무엇을 그릴까를 이야기 한 후에 그림을

제공하고자 했다. 아동들은 현재 부정적 평가를

그리는 것이다. 그러나 표 5의 그림처럼 의견

받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부담없이 받아들이

교환없이 A가 먼저 종이 한 가운데에 분수대를

도록, ‘미래에 바라는 나의 모습’으로 미술활동

그렸다. 분수대에 어울리지 않게 C가 로켓을

과제를 정했고, 친구 앞에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리기 시작하였다. D는 집을 그렸다. B는 주저

시간을 가졌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도록 하여,

하다가 동물을 그렸다. 자기 그림이 분명하였고,

A는 빠른 속도로 그렸고, 그림을 그린 후

친구의 그림에는 관심이 없었다. 친구를 고려

교실을 돌아다녔다. 치료사가 돌아다니는 것을

하지 않는 자기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친구의

멈추게 하려는 목적으로 ‘무엇이 되고 싶지?’라는

개입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림이 엉키기

질문에 축구선수라는 글씨를 흘려 썼다. 그리고

시작하자 C가 그림에 낙서를 하였다. 그러자

A는 C와 D의 그림에 ‘저게 뭐야. 이상하네’

A가 검은 색으로 그림을 덮었다. 그림이 협동화가

라고 자기생각을, C와 D에 대한 고려없이 이야기

아니라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집단의 분위기가

하였다. B는 표현하기를 주저하였다. 치료사가

서먹해졌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리면 된다고 격려하자,

2회기는 또래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교대로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린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실시하였다. 앉은 순서대로 그리는

그렸다. 구석에 작게 그리고 A의 그림을 보면서,

것으로, 치료사가 ‘그만’ 하면, 옆 친구에게 그림을

컴퓨터 선생님이라고 썼다. C는 그림 1과 같이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표 5의 그림처럼 A가

과제와 관계없는, 지난 일요일 놀러가서 사진을

바람하며, 낙서처럼 그렸다. 치료사의 지시에

찍던 장면을 그렸다. 아동 모두 다른 친구가

따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

그림을 소개할 때 잘 듣지 않았다. D는 자동차를

D가 중심에 새를 그렸다. C는 고뿔소, B는 머뭇

그렸는데 창문을 많이 그렸다. 우주를 나는 자동

거리다가 사람을 그렸다. A가 D의 반응을 고려

차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아동들은 서로 관심을

하지 않고, 새에 점을 찍자, D가 A의 바람에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의 그림 설명에 귀를 기울

어울리지 않는 낙동강이라고 적었다. A가 글씨를

이지 않았고, 자신의 그림 설명도 대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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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7회기(자기표현: 자기표현, 상호인정)
5회기는 친구를 고려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적 차이와
공통점이 있음을 이해함이 필요하다고 여겨,
같은 항목에 표현과 설명이 다름을 경험하도록
그림 1. 나의 미래(소개, 집단형성)

풍경구성법을 활용하였다. 대충 그림을 빨리
그리던 A가 그림 3처럼 이번 회기에는 친구가

4회기는 집단원의 관심을 모아, 상호이해의

그리는 것을 쳐다보며, 친구와 보조를 맞추어

기회를 제공하고, 현재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가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B는 지난 회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통해 나를

까지 표현에 주저하였는데 이번 회기에는 즐거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A는 아빠, 엄마, 자신의

워하면서 그렸다. C와 D도 열심히 색칠하며,

얼굴을 대충 그렸다. 설명 시간에 ‘집은 재미가

주제에 잘 적응하였다. 아동들은 모두 같은 항목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재미없다’고 적었다. B는

표현이 다른 것을 재미있어 하였다. 설명시간에

나, 누나, 엄마, 아빠의 순서로 그림을 그렸고,

‘재미있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친구의 그림이

이목구비가 없다. 그림을 그린 후 나와 누나,

재미있다, 마음에 든다.’ 등의 표현으로, 친구에

엄마와 아빠 사이에 선을 그었다. 설명 시간에

대한 관심, 칭찬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서로의

아빠는 용돈을 주시고, 엄마는 음식을 해주셔서

표현을 인정하였다.

좋다고 했다. A가 수긍을 했다. 지난 회기에 A는
친구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관심을 보였다. C는 자동차를 타고 놀러 가는
것을 그렸다. 동생을 그렸다가 지워버렸다. A가
‘나는 동생이 없어 좋다’고 하며, C에게 동감을
표현하였다. 친구에 대한 배려없이 이야기하던
A가 친구의 생각이나 표현을 고려한, 자신을

그림 3. 풍경구성(표현이해)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D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가족을 그렸는데 뒷모습을 그렸다. 그림 2와

6회기는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같이 텔레비전이 중심이다. 우주전쟁을 보고

이 표현을 서로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있다고 했다. 친구들은 ‘컴퓨터 게임이 우주전

자신을 광고하는 주제로 콜라쥬를 하고, 완성

쟁보다 더 재미있다’고 했다. 아동들이 서로에게

후 다른 사람의 표현에서 나와 공통점을 찾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자아표현에 지지와 격려를 주고자
하였다. A가 그림 4의 ‘달리기를 잘 한다, 선물을
주고 싶다.’에 아동들이 모두 자신이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함께 웃었다. A는 자신의 표현에서,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B가 ‘친구와 요구
르트를 마시고 있다.’고 했다. C가 ‘아버지가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자 A와 B가

그림 2. 우리 가족(소개, 집단형성)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바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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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10회기(자기통제; 자기통제, 타인조망)

C의 표현에 A와 B는 적절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여, C를 위로해 주려고 했다. 또한 아버

8회기는 자기통제를 위해 먼저 타인조망의

지에 대한 이해도 보여주었다. D는 자신은 만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잡지에서 찾은 사람의

캐릭터를 잘 그린다고 하며, 아버지는 칭찬을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해주는데 엄마는 아니라고 했다. 다른 아동들도

A는 그림 6과 같이 ‘어떤 아이가 배가 고파요.

엄마가 더 야단친다고 했다. 아동들이 공통점에

엄마가 밥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B는 ‘아빠가

서로 공감을 나타냈다.

쉬고 싶어요.’, C는 ‘내가 대장이다.’, D도 ‘아기가
심심한데 누구하고 놀지?’ 라고 하였다. 아동들은
‘그래 맞다. 나도 그래’ 등의 반응으로 친구의
생각에 관심과 인정을 보였다.

그림 4. 나(표현지지, 격려)
7회기는 친구의 표현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만들고,
나의 경험을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모두 자신의

그림 6. 감정, 생각 읽기(타인조망)

작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감을 보여 주었다.
B는 곰돌이가 좋고, 자신이 곰돌이처럼 통통하다고
하였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표현을 하였다.
친구들이 곰돌이는 좋은 친구라고 했다. C는
토끼를 표현했고, D는 자신은 토끼가 싫지만,
토끼 좋아하는 친구가 많다고 하여, 친구를 인정
하였다. A는 동물을 만지는 것이 싫다고 하며,
신문지를 뭉쳐 토끼를 만들었다. D는 강아지가
좋은데 잘 안 된다고 하니까 A가 그림 5와 같이
칼라믹스로 만들기를 도와주었다. A는 친구에
대한 도움행동을 보여주었다. 아동들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이전보다 쉬워졌으며
친구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9회기는 타인을 배려하며, 자기의 생각을 통제
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꾸미기를 하였다. 그림 7과 같이 A가 남자
아이를 그리자, B가 ‘왜 그렸니?’ 하고 물었다.
‘축구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D가 ‘좋다’고 하였다.
B가 ‘나는 축구 못하는데’로 자신의 약점을
편하게 이야기하였다. C가 ‘놀이터에서 노는
것 그리자’에, A와 D가 좋다고 했다. A는 자신
과는 다른 친구의 의견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
었다. 그리하여 친구와 잘 어울림을 보여주
었다. B도 끄덕였다. D가 경계를 만들자 B가
울타리를 그렸다. 서로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며
표현하였다. 친구에게 맞춰 자신의 요구를 조절
하고, 친구의 의견을 존중함을 보여주었다.
그림을 잘 완성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제목은
맑은 아침이 나왔고, 모두 팻말을 그리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로의 의사를 타진하며 작업을

그림 5. 좋은 동물(서로 인정)

하였다.

- 455 -

12

미술치료연구 제15권 3호, 2008

그만하면 그림을 옆 친구에게 넘기는 것이다.
주로 먼저 작업을 시작하던 A가 이번에는 친구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림 9와 같이 C가 가운데
사람을 그렸다. D, A, B 순서로 그렸다. 모두
친구 그림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친구의 표현에
보완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의 크기가 서로

그림 7. 이야기하며 공동으로 꾸미기
(사고조절, 타인배려)

비슷했다. 제목 정하기에서 D가 놀이터라고 했고,
모두 동의하였다. 누구들인가?에 A가 ‘아빠’라고

10회기는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하자 그 뒤를 이어 ‘엄마, 누나, 나’가 나왔다.

작업으로 친구의 요구대로 그려주기를 하였다.

A의 아빠라는 지적에, 친구들이 모두 아빠에

그림 8에서 보듯이 어떤 형태를 어느 위치에,

어울리게 가족을 대었다. A가 집단에서 인정

어느 정도로 그리는가를 이야기하면 옆 사람이

받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아동들이 서로

그린 후에, 다음 사람에게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

협조가 잘 됨을 볼 수 있었다.

하고, 그 사람이 그려주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돌아가는 동안 자신의 생각
과는 전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아동들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약간 짜증을 보이기도
했으나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아동들은 친구가
그림 9. 교대로 그리기
(타인배려, 사고조절)

원하는 그림을 그리려는 자세를 보였고, 자신의
요구대로 되지 않아도 적절히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였다. 그리고 아동들은 자신의 요구를
친구가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친구에게 구체적
으로 잘 설명하였다.

12회기는 주제를 정하고 목표에 맞는 협동을
연습하고자 시간제한 없이 그림 돌려 그리기를
하였다. 이번에 A가 ‘무엇으로 그리지?’라고 친구들
에게 질문을 하여, 집단원을 이끌었다. C가 바다
속을 그리자고 했다. 모두 동의하여 이 주제로
정해졌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서로 앞의 친구
그림에 맞도록 그리려고 하였다. 그리고 앞 친구가
칠한 정도의 시간을 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8. 요구대로 그려주기
(타인이해, 요구조절)

주제에 맞도록 바다 속의 모습을 그려나갔다.

4. 11~13회기(협동: 공동 목표달성, 협조)
11회기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의 기회를 갖고자 말없이 교대로 그리기를
하였다. 결과를 고려하고, 친구의 표현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함을 목표로 하였다. 시간을 정해 치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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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기는 결과를 위해 계획하고, 역할을 맞고,

B에게 새를 그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B가 그렸다.

어떻게 실행하는가를 충분히 토론한 후에 협동

차례에 따라 꽃과 새를 그리거나, 꽃과 새의

화를 시작하였다. 그림 11에서 B가 뭘 그릴까를

색칠이 덜 된 부분을 색칠하였다. 편하게, 잘

묻자 C가 지난 회기와 같은 바다 속을 그렸으며

어울려 활동하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좋겠다고 하자 A와 D가 동의하였다. 그리고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서로 협조하였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를 이야기하였다. 물고기,

15회기는 사후검사로 협동화를 실시하였다.

게, 잠수부, 미역, 오징어, 문어, 등이 나왔다.

표 7의 그림처럼 서로 의논하여 꽃밭을 그렸다.

잠수부는 A가 C에게 그리라고 하였고, C도

B가 잠자리를 그리고, C가 구름을 그렸다. A는

좋다고 했다. B와 D는 물고기, A는 오징어, 문어

꽃을 그리다가 C의 구름에 색을 그렸다. C가

등을 그리기로 하였다.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데

말없이 웃음을 띠었다. D는 친구들이 무엇을

적극적이었다. 한 친구가 그리면 잠시 그림을

그리는지 보고 있다가 나무를 그렸다. 나무를

보다가 그리거나, ‘내가 그릴께’ 라는 말을 하였다.

색칠하다가 B의 그림에 색칠을 해 주었다. B가

C가 갈매기를 그리자고 해서 A가 그렸다. C가

새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C가 그렸고,

해를 그렸고, B가 등대도 있는데 하니까 C가

B도 그렸다. A가 여백을 칠하였다. 아동들은

‘네가 그려’하였다. B가 ‘나는 못 그려’ 하니까

자기의 표현에 대해 친구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C가 그렸다. 대화를 통해 의논을 하면서 그렸다.

행동을 조절하며, 협동의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완성된 그림에 만족을 보였고, C는 수영하러

친구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

가고 싶다고 하였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였다. 친구의 표현에 도움을 주었다.
16회기는 변화된 모습을 인지하고, 치료를

친구의 표현을 조화를 이끌려는 노력을 보였다.
열심히 협동화를 완성하였다.

정리하고자, 이제까지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선물로 합동데깔코마니를 하였다. 한 종이에
둘이 테깔코마니를 찍었다. 찍을 때 어디에 찍을
지를 의논하였다. 모두 즐겁게 활동을 하였다.

Ⅲ. 연구 결과

그림 11. 협동화(계획실행, 분담, 책임)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가 사회적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

5. 14~16회기(마무리하기)
14회기는 사후검사로 교대로 그리기를 하였다.
표 10의 그림처럼 D가 연필로 본을 뜨고 그리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사회적

자고 했고, 모두 동의하였다. A가 꽃을 그리자

기술에 변화를 가져왔는가는 진행과정에서의

B는 여기에 맞추어 새를 그렸다. 그리면서 꽃과

사회적 기술, 사회적 기술 검사, 협동화에서의

새는 친구라고 말하였다. C도 꽃을 그렸다. 아동

변화로 살펴보겠다.

들은 꽃과 새라는 주제를 염두에 둔 듯 그림을
교대로 그려나갔다. D는 C의 꽃에 색칠을 하

1. 진행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의 변화

였다. B가 C에게 꽃에 색칠을 부탁하고, C가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의 진행과정에서 사회적

색칠하였다. D는 새가 더 필요한데 잘 안 된다며,

기술 변화를 살펴보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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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진행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의 변화
회기

활동명

사회적 기술 변화

평

가

친구들 간에 서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친구들의 그림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과제
부적절한 사회적 기술
와 다른 그림을 그렸고, 다른 아동의 설명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였다.

3

나

6~7

나를 광고하기,
동물그리기

자신의 생각, 느낌의 표현이 이루어졌다. 친구의 표현에 지지와
격려를 보였다.
자신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친구를 인정하는 태도도 보여주었다.

9~10

놀이터꾸미기,
요구대로 그려
주기

친구의 생각을 물어보고, 친구의 내용에 맞도록 자신의 생각을 자아통제: 요구, 사고,
조절하면서 작품을 구성해 갔다. 자신의 요구와 다르게 표현되 감정의 조절, 친구에게
어도 약간 짜증을 보이다가, 순조롭게 작업을 진행하였다. 친구가 적절히 반응, 적절한
원하는 그림을 그리려는 노력을 보였다.
행동, 친구 배려

교대로 그리기,
11~13
협동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친구의 표현에 보완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협동: 결과를 위해 함께
친구의 의견을 존중함을 보였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의견 교환, 계획, 분담,
그림을 그리기 전에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그리는 동안에 의논을
상대 존중, 도와주기
하면서 작품을 완성하였다. 표현에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었다.

진행과정에서 각 아동은 사회적 기술의 변화를

자아표현: 욕구, 의견,
감정의 표현, 친구표현
인정하기, 상호 간에
표현지지하기

2. 사회적 기술 검사에서의 변화

보여 주었다. A는 초기에 자기행동을 통제하지

사회적 기술 향상을 보기 위해 사회적 기술

못하고 참견하며, 자신이 원하는 표현을 하였다.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의 사회적

4회기부터 친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7

기술 점수변화를 살펴보면 표 4에 제시한 바와

회기에 친구의 그림을 도와주고, 9회기에 의견을

같다.

제시하기도 하였다. B는 치료의 초기에는 표현에
표 4. 사회적 기술 변화

소극적이었고, 친구의 눈치를 많이 살피었다. 5
회기부터 자신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졌다.
9회기에 친구들에게 먼저 말도 걸었고, 13회기에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C는 친구에 관심이
없었고, 지시와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생각을

자기
표현

그냥 표현하였다. 그러나 6회기부터 변화를 보
였다. 적절한 자기표현,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보여주었다. 9회기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
통제

친구의 동의를 얻기도 하였다. D는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재미있다고 여기는 활동은
혼자서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7회기부터 친구와

협동

어울리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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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학급전체

사전

15

12

17

16

28±5.02

사후

25

24

26

28

29±5.57

변화량

+10

+12

+9

+12

사전

13

15

12

13

27±4.82

사후

27

24

26

24

27±5.14

변화량

+14

+9

+14

+11

사전

13

12

13

11

30±6.17

사후

26

27

25

26

29±5.98

변화량

+13

+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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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

15

의논하고 그림을 그렸다. 자신의 표현에 적극

치료 실시 후의 사회적 기술 점수가 실시 전의

적이면서, 친구와의 상호작용도 긍정적이었다.

사회적 기술 점수보다 증가하였다. 집단미술치료

친구의 표현을 보며 자신의 표현을 조절하였고,

실시 전에는 학급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었다. 친구가

으나, 실시 후에 평균 점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도와주거나 요구를 들어주면 고맙다는 표현을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가 사회적 기술 향상에

하였다. 이러한 협동화의 변화에서 사회적 기술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미술치료가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협동화에서의 변화
협동화에서의 사회적 기술 변화를 요약하면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가 또래관계

표 5와 같다. 초기 협동화에서 미리 의논을

개선에 미치는 효과

하라는 지시도 따르지 않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렸다. 친구의 그림에 관심을 기울이지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기 전과

않고 자신의 표현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림이

실시한 후의 또래관계 검사의 변화, 교대로 그리

엉망이 되었다. 후기 협동화에서는 먼저 주제를

기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표 5. 협동화의 변화
사

전

사

후

그림

내용

의논하고 그림을 그리자고 하였으나, 의논
없이 A가 먼저 그림을 시작하였다. A의 표현을
무시하고 C와 D는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렸다. B는 주저하다가 A, C, D와 다른 그림을
그렸다. 서로의 표현을 인정하지 않았다. 친구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림이 엉키
었다. 엉망이 된 그림을 서로 낙서하여 더 엉망
으로 만들고, 마지막은 검정색으로 덮어버렸다.
작품이 되지 못하였다. 적절한 자기통제도 이루
어지지 않았고, 협동이 전혀 없었다.

결과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을 보여주었다.
서로 의논하여 꽃밭을 그렸다. 친구의 표현을 보면서
꽃밭에 맞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였다. 자신의 표현에
적극적이면서, 표현이 잘 안 되면 도움을 청했고, 도와
주었다. 자신의 그림을 그리면서도 친구의 표현을
보면서, 여기에 자신의 표현을 맞추었다. 친구의 표현을
수용하고, 친구의 생각에 자신의 표현을 조절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친구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그림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어려운 표현에는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협동화가 잘 되었다.

평가

자기표현: 사전검사에서 의논하지 않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 적절한 자기표현을 하지 않
았다. 사후검사에서 친구의 반응을 보며 적절하게 자기의 표현을 하였다. 의견을 제시하고 친구가 동의
하면 그대로 표현을 계속하여, 친구를 배려한 자기표현을 하였다. 친구 그림에 웃음을 보여 친구에 대한
지지도 표현하였다.
자기통제: 사전검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 자기통제를 보이지 않았다. 사후검사에서는
친구의 반응, 친구의 표현을 고려하며 그림을 그려 자기통제를 보여주었다. 친구의견에 자신을 맞추고,
친구표현에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였다.
협동: 사전검사에서 계획없이 작품에 임하였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후검사에서는 계획하고 실행
하였다. 결과물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도움 청하고 도와줌이 이루어졌다. 조화를 이루며 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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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래관계 검사에서의 변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미술치료 실시

또래관계 검사에서의 변화는 표 6과 같다.

후의 또래관계 점수가 실시 전의 또래관계 점수
보다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

표 6. 또래관계 검사에서의 변화

사교성

지도성

안정성

유능성

협조성

사전
사후
변화량
사전
사후
변화량
사전
사후
변화량
사전
사후
변화량
사전
사후
변화량

A
7
14
+7
7
13
+6
7
13
+6
6
12
+6
6
12
+6

B
7
13
+6
5
11
+6
6
12
+6
5
12
+7
5
12
+7

C
8
13
+5
6
13
+7
8
13
+5
6
13
+7
7
13
+6

D
7
14
+7
7
12
+5
7
14
+7
7
13
+6
6
12
+6

치료가 또래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

학급전체
15±2.64
15±2.30

다고 할 수 있다.
2. 교대로 그리기에서의 변화

13±2.97
13±2.43

교대로 그리기에서의 또래관계 변화를 요약
하면 표 7과 같다. 초기에 아동들은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다. 자기 그림에만

14±2.57
14±2.01

관심이 있어 상호교류가 없었다. 후기에는 상호
작용이 나타났다. 친구의 표현을 이해하고, 친구의

13±2.54
14±2.98

그림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렸다. 무엇을 원한
다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였고, 친구가 이

13±3.11
13±2.55

요구에 응해 주어,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표 7. 교대로 그리기의 변화
사

전

사

후

그림

내용

교대로 그리기이므로 친구의 표현에 맞추어
그려야 하나, 친구의 그림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각자 서로 어울리지 않는 바람, 새,
고뿔소, 사람을 그렸다. 경계선을 그어 친구
와의 교류도 차단하였다. 경계가 분명하고
조화되지 않는 그림이다. 친구가 그림을 망쳤
다고 서로가 친구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하
였다.

잘 어울리는 그림을 위해 본을 뜨자는 의견제시에
모두 동의하고, 그림을 그렸다. 본에 맞추면서 앞의
친구의 그림에 관심을 갖고,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였다. 개입이 필요하면 친구의 그림에 색칠을 해
주었다. 서로 필요하다고 느끼면 원하는 항목을 그려달
라고 친구에게 부탁을 했고, 이에 응하였다. 편안하게
작업을 하였다. 꽃과 새라는 조화있는 그림이 이루어졌고,
아동들은 그림과 작업과정을 만족해했다.

평가

사교성: 사전검사에서 아동들은 친구의 그림에 관심이 없이 상호교류나, 우호적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친구 그림을 고려하지 않았다. 사후검사에서 친구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표현을 조절하여 친구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였다. 친구표현에 자신의 표현을 조정하여 자기중심 행동에서 벗어났다.
지도성: 사전검사에서 무조건 표현을 시도하였다. 사후검사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친구의
반응을 기다렸다. 이는 친구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했고, 친구가 이 의견에 따르는 효과를 가져와 자신의
의견이 작품에 나타나게 되었다. 작품을 잘 하기 위한 방법제시가 나타났다.
안정성: 사후검사에서 자신의 경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사후검사에서는 상호교류하며, 편안하게 작업을
하였다.
유능성: 사전검사에서 각자 자기의 표현을 멋대로 하였다. 사후검사에서는 친구의견과 표현을 수용
하였다.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였다.
협조성: 사전검사에서 친구의 그림에 관심이 없고, 친구의 그림 개입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는 친구에게 협조하였다. 친구와 비숫한 정도의 시간에 표현하였다. 친구의 표현에 동의를
보여, 존중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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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미술활동은 억눌려 왔던 감정표현을 촉진

Ⅳ. 논의 및 결론

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개인적인 자료의 노출이
본 연구는 또래관계에 부적응을 보이는 초등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연구(최선남, 전종국,

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적 기술의

1998),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자기표현 능력에

자아표현, 자기통제, 협동에 근거하고, 사회적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김미숙, 2002; 이수진,

맥락과 아동의 자발적, 창조적 활동이 가능한

1994)도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한다고 볼 수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를 구성하여, 사회적

있다.

기술 향상과 또래관계 개선을 이루고자 하였다.

자기통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 1회로 각 회기는 50~60분이며, 총 16회기를

나타났다. 미술작품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 사고,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욕구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음은 타인을 배려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하는 사회적 조망에 도움(신기은, 1998)을 주므로,

첫째, 본 연구의 아동들은 사회적 기술 집단

자기통제가 촉진될 수 있다고 본다. 친구의 생각과

미술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느낌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친구를

나타났다. 치료 초기에는 친구의 표현을 무시

고려하면서 작품을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이

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기표현을 하였다. 후기

과정이 자아통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에는 친구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이며, 자기

사료된다. 친구의 이야기나 설명을 듣는 과정이

표현을 하였다. 개인은 미술표현에서 자신의

친구의 사고, 감정, 관점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생각과 느낌, 경험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아통제에 도움이

(Cohen & Gainer, 1984). 따라서 자기이해에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신의 미술표현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적절한 자기표현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음도 자신의 객관화를 가능

이끌 수 있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미술활동 같은

(한국미술치료학회, 1995)하게 하므로, 자기

시각적 이미지에 의한 표현은 의식의 깊숙한

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부분을 자극하여 자기노출을 더 풍부하게 한다

결과는 미술활동이 자기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권기덕, 김동연, 최외선, 1993). 개인의 내면에서

연구(구정희, 2004)나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나오는 이미지의 표현은 표현할수록 이미지가

감정조절능력의 향상을 가져온 연구(정현희,

더욱 발달되며(Malchiodi, 2006), 내면에 간직된

한정혜, 2001), 미술활동이 아동의 자제력과 주의

인간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게 하는 효과가

집중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최외선, 박현미,

있음(임명희, 최외선, 2003)도 자아표현이 증가

이금숙, 1998)와 일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협동도 향상시켰다. 초기에는 협동화를 그릴

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미술작품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때 각자의 표현만을 하였으나, 후기에는 의논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하므로(Cohen &

하여 주제를 정하고, 그리는 과정에서 자기의

Gainer, 1984), 친구를 고려한 자기표현이 이루어

의견을 말하거나, 친구의 의견을 물어보며, 서로

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집단상담이 강한 정서적

도우면서 작업을 하였다. 표현된 미술작품은

표현을 격려하며(이형득, 1997), 미술을 매체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집단

주어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져온다(Cohen &

원은 서로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솔직한 자아

Gainer, 1984). 그리고 미술치료에서의 협동화는

표현이 촉진될 수 있다(허경화, 2002). 집단미술

다양한 형태의 협동경험을 하게하고, 이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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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관계의 개선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의

다른 활동에서 활용되는 것이 가능해 사회적
기술의 일반화가 가능하기(고옥희, 2003) 때문에

사교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친구와

미술활동을 통해 아동은 또래와 자신의 감정,

협력하여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협동심을 생기게

사고, 욕구를 이해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

한다는 연구(조소애, 1989)나 또래관계 및 사회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또래에 대한 이해와

성을 향상시킨 연구(이현진, 2006)와 일치된 결과로

공감이 증가하게 되어 또래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사료된다.

보일 수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사료

둘째, 본 연구의 아동들은 사회적 기술 집단

된다. 이는 집단미술치료가 또래관계의 하위

미술치료를 통해 또래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

변인인 우의에 효과를 보인 이현진(2006)의 연구와

났다. 아동들은 초기에는 모두 자기 그림에만

일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관심이 있었고, 친구 그림에 어울리는 그림을

지도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래에게

그린다는 고려가 없었다. 친구와는 교류를 하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에 대하여 또래의

않았고, 다른 아동이 자신의 그림에 덧칠을 하는

동의를 얻어 작품을 구성함을 보여 주었다. 이는

것을 불쾌해 하였다. 그러나 집단미술치료 과정

미술치료가 지닌 시각적 표현과 자신의 객관화

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자기표현에서

가능성으로 설명이 일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상대방을 이해하며, 교대로 그리기, 협동화 꾸미

즉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기의 활동을 통해 상대방에 긍정적인 관심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자신을 보거나, 보일 수

기울이게 되면서 또래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사료

있고, 이는 또래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거나 동의를

된다.

구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또한 미술활동에서 대인관계에 필요한 타인

자기조절, 자기표현이 포함된 미술치료 과정이

조망 능력과 자기조절력이 증진될 수 있었던

아동이 적절히 자기주장을 하는데 도움이 됨을

것도 또래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보여준 장혜경(2007)의 연구로도 설명을 할 수

주제를 의논하여 꾸미기, 역할 분담하여 완성

있다고 본다.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하기, 함께 작품 완성하기, 등의 경험은 타인에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자기표현과 자기조절을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배려를 자연스럽게 갖게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

하며(김영옥, 2001), 완성할 때까지 함께 노력하게

된다. 이는 집단미술치료가 자기표현, 자기인식,

되므로 인내와 끈기를 기르게 된다(김영희, 2004).

타인인식, 감정이입을 높혀 주어 대인불안을

또한 미술활동이 지도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감소시킨 홍수현(2006)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로

같은 사회적 기능과 타협, 위안, 조력, 증여, 공유와

볼 수 있다.
유능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같은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상호신뢰와 호의
적인 태도에 도움을 주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나타났다. 아동들이 적극적이고, 자신있게 미술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신기은, 1998; 이현진,

활동에 임하였으며, 작품을 잘 구성하려고 노력

2006; 장혜경, 2007)도 본 연구 결과를 설명할

하였다. 이는 미술치료가 지닌 성취감, 에너지

수 있다고 사료된다. 집단미술치료가 대인관계

부여, 자아존중감 부여(한국미술치료학회, 1995)

변화에 효과를 보인 연구(박성환, 2004), 사회성

로 설명을 일부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고옥희

증진을 가져 왔다는 연구(Green, Wehling &

(2003), 구정희(2004)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

Talsky, 1987)도 일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협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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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또래의 제의에

적인 효과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교대로 그리기에서 차례와

본 연구에서는 협동화와 교대로 그리기를 진단

시간을 지키고자 또래의 반응을 살피며 작품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아직 협동화와 교대로

활동을 하였다. 이는 협동미술활동이 협동에

그리기는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효과를 보인 연구(김영희, 2004; 이현진, 2006)와

분석을 위한 변인과 기준의 객관화와 타당화를

일치된 결과이다.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초등
학생에게 사회적 기술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사회적 기술 향상과 또래관계가 개선됨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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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ocial Skills Art Therap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Skills and Peer Relationships
Jeong, Hyeon-Hee
Dept. of Child Care & Family Counseling. Dong-eui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skills art therapy on children's social skills and
peer relationships for children in peer-malajustmen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th grade 4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Social skills art therapy had been conducted once a week from September through
December, 2006. There were 16 sessions and each session lasted 50-60 minutes. The instruments were
Gresham & Elliot's Inventory on social skills, Pettit, Dodge & Brown's Inventory on peer relationshipts, the
cooperative drawing & the alternating cooperative drawing. Also the changes of social skills during the
sessions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skills art therapy was
effective intervention in enhancing social skills. There were changes of social skills during the sessions. Also
there were changes in the inventory on social skills and cooperative drawing. Second, social skills art
therapys was effective intervention in improving the peer relationships. There were changes in the inventory
on peer relationships and alternating cooperative drawing.
Key Words : social skills art therapy, social skill, peer relationships. elementary schoo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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