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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시설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과 자기표현 증진을 위해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소재의 A시설에 입소
하여 있는 시설청소년 13명을 연구대상으로 7명은 실험집단으로 6명은 통제집
단으로 하여 실험집단에 자아정체감과 자기표현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를
총 12회기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전-사후에 시설청소년들에게 자아정체감검사와
투사검사인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 문장완성검사(SCT)를 실시하였
고,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의 시설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검사에서 전반적인 자아정체감이 유의
미하게 증가하여 효과가 나타났으며, 각 회기진행 관찰에 있어서 시설청소년들
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투사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의 시설청소년들은
사전보다 사후에 안정적이며 현실적응적인 자기표현들이 많았다. 심층면담에서
도 사전과 비교하여 사후에 자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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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였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집단미술치료는 시설청
소년들의 자아정체감과 자기표현 증진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주제어：집단미술치료, 시설청소년, 자아정체감, 자기표현

Ⅰ. 서론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여러 생활적응
방식을 익히고 가치관과 자신만의 사회적․정서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인해 기본적인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과거와는 달리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서도 양육 능력의 상실과 포기로 인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증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발달의 가장 기본의 되는 가정의 장을 박탈당한 아동과 청
소년은 정서적 경험의 한계와 제한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자기표현의
어려움을 나타날 수 있으며 점차 연령이 증가하여 청소년 시기가 되었을 때는 자
아정체감의 혼란을 가질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직면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은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내부와 외부에서의 물음에 대해 일관
성 있는 확고하고 통합된 느낌으로써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
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David, 2000). 그러나 자아정체감은 어느 한
발달시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 아동기에 시작하여 청소년기, 성인기까
지 지속적으로 발달해 간다. 즉 자아정체감은 성취되거나 불변하는 것도 아니며
사회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할 수 있다(정귀순,
2007). 그러나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일생동안 계속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우 중
요하고 일관성 있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발달
적 단계에 나타난다(박아청, 1999; Erikson, 1982). 이렇게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중
요한 청소년 시기에 시설청소년은 특수한 생활여건으로 내․외적 어려움을 가지
고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많은 비교연구에서는 시
설 아동과 청소년들이 내재적, 외현적, 사회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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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시설 아동의 불안정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편견으로
사회적응력이 떨어지고, 자신이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타인의 관심
이나 인정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또한 외부에서 받는 자기평가를 중요시하여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으며 부정적인 성격으로 긍정적 정체감이 결핍되어 낮은
존중감을 자주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김용근, 2000). 또한 시설청소년들은 부모가
없으며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생활하거나 보호받고 있지 못
하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일반아동에 비해 높은 소외감을 경험하기 쉽다
고 조사되었다(김은희, 2006).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
격성 간의 관계 연구에서는 시설청소년의 공격성이 더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를
더 낮게 지각하였다. 또한 같은 반 급우나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 추론,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긍정적
인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자아정체감이 부족하면 자아존중감
이 낮고, 우울과 고민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한다(Marcia, Waterman,
Matteson, Archer, & Orlofsky, 1993). 더 나아가 정체감 발달은 청소년의 건강과
안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성인이 된 시기에서의 건강과 안녕에도 기여한다(Austin,
1998; Austin & Crawford, 2001). 즉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융통적이
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며 내․외적으로 적절한 심리적 적응과 발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정문희, 1995; Cauley & Tyler, 1989; Schickedanz, Hasen, & Forsyth, 1990).
이와 같이 청소년시기에 있어서 자아정체감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설청소년
의 경우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내․외적 상황의 어려움은 부정
적 영향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시설청소년은 성인기 전 퇴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적절한 자아정체감의 부재와 부정적 경향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여러 적응
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시설청소년들의 내․외적 어려움은 자기표현과도 연관성이 깊다. 자기표
현은 넓은 의미로는 자신의 내면적인 생각이나 생활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으로 원활한 또래관계와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기표현이 필수적이다. 이
러한 자기표현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설청소
년들의 내․외적 어려움들은 이러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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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각을 철회하거나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와같이
자아정체감과 자기표현 모두 자신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
다. 그리고 생애에 걸쳐 자신이 누구인가를 긍정적으로 통합된 상태로 발달시켜
나아가고 자신을 사회적 관계속에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정체성과 적절한 자기표현 위해
특별 지도와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과거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의 비교연구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민자, 1992; 조현경, 1995; 김여환, 2000). 그리고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
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환경에서 칭찬과 인정 등의 평가를 받을수록 긍정적
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최신영, 2005). 그러나 이러한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특성 연구에서 더 한걸음 나아가 실제적으로 시설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연구에서는 점
차 시설청소년을 위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적용 연구가 실시되
고 있으나 아직도 미비한 편이다. 기존의 프로그램 적용 관련 연구에서는 시설청
소년에게 집단상담 프로그램, 퇴소준비교육 프로그램, 레저활동을 실시하고 자아
정체감의 증진 효과를 나타내는 소수의 연구가 있다(박진미, 2000; 강복정, 2001;
전영철, 2003). 또한 집단미술치료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 중에 시설청소년들에게
만다라 집단미술치료가 자기이해, 개인의 성장, 자기능력 등에 영향을 준다고 밝
힌 연구가 있다(박윤미, 2006).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자기표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시설청소년과 관련된 자기표현
에 관한 연구도 매우 미비하다.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표현 증진을 위한
소수의 연구에서는 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가 진행되어 시설아동의 자기표
현과 사회성이 향상되고, 문제행동이 감소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정인숙, 2004;
김정현, 2005). 그러나 시설청소년의 자기표현에 관련된 실제적인 프로그램 연구
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박용석, 1996) 등이 있으나 거의 전무한 실
정이다.
따라서 시설청소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더욱더 많이 실시하여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정체
감과 자기표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미술치료는 그 접근성과 효과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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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집단미술치료가 근래에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서 자기
표현, 자아존중감, 문제행동의 감소 등 다양한 부분에 효과성이 있다는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술치료에서는 매우 유동적인 매체와 기법으로 활동이
이루어져 자신에 대해 언어적 접근과 비언어적 접근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어 자
신에 대한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상담 시 언어적인 접근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이러한 점에서 미술치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Malchiodi, 1990). 또한 이러한 자기표현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기를 찾고 인식하
는 것에 도움을 받을 것이며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자아정체감을 높일 수 있다.
Wadeson(1980)은 미술활동이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과정중 비언어적 표현과
상징성으로 인해 진솔한 자기표현을 이끌어내기 용이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미술활동 속에서 언어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보다 명확한
자기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세계관을 재발견하여
자기실현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한국미술치료학회, 1995). 즉
미술치료에서는 느낌, 생각, 상상 같은 자신의 내면적 경험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발달시키고자 한다(Malchiodi, 2000). 이러한
미술치료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방어적이고 회피적이며 부정적
자아정체감이 높을 수 있는 시설청소년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은 또
래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활발해지는 시기로 또래들과 함께 진행되는 집단미술치
료로 통해 시설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 것으
로 예상된다. 집단미술치료의 실시방법은 집단구성원들의 특성, 집단의 크기, 치
료기간, 진행단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특별한 주제나 관심 있는 주제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정해진 미술활동을 제시하여 주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Rubin, 2001). 이와 같은 집단미술치료에 있어서 기존의 개입 프로그램에서는 연
구대상인 시설청소년의 수가 적고, 통제집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그 객관성이
다소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상 시설청소년의 수를 적절
한 집단크기로 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계획에 있어서도 한 분야에 편향되지 않고, 실
제 대상 시설청소년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예비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실제 프로그램 계획에서 보다 적합하도록 수정과 보완을 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
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의 비교를 위해 자아정체감검사, 투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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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 관찰 등을 실시하여 연구도구의 상호보완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보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상세하게 시설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과 자기표현의 변화를
살피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 청소년은 서울 소재의 A시설에서 본 프로그램 실시에 참여를 승낙하
고, 시설청소년들의 심리검사 실시 후 본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 13
명을 시설 담당교사가 선별하였다. 이후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각 집단에 중․
고등학년이 유사하게 분포되고 남․녀의 성비가 구성되게 실험집단 7명과 통제집
단 6명으로 하였다. 그러나 연구과정 중 실험집단의 1명이 여러차례 개인적 사정
으로 프로그램에 불참하여 제외되었다. 대상 청소년들의 주 호소문제는 임상심리
전문가의 사전 심리검사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표 1> 실험집단 청소년들의 특성
청소년 성별
A

남

학년

연령

주호소문제

중1

13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며, 사회성의 발달도 미흡한 편으로 규칙
준수가 어렵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음. 내․외적인 자기개발
여건이 되지 못해 인지, 학습적 면이 또래 연령에 비해 낮음.

B

남

중2

14

우울한 정서와 무기력감이 높고 외부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쉽
게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억제되어 있으며 대인관계 불편감도 있고 자존감이 많이 낮은
편임.

C

남

중2

13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외부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
지 못함. 정서적으로 불안정감이 있고 감정표현이 서툴고 좌절상
황에 쉽게 위축되고 외부 비판에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편임.

D

여

중3

14

내적인 정서적 자원이 약하고 애정과 관심의 강한 욕구도 적절
하게 표현하지 못함. 자존감이 낮고 감정적이 되기 쉬우며 기분
의 변화도 많고 대인관계 기술도 부족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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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청소년 성별
E

F

G

여

남

남

학년

연령

주호소문제

고등1

15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편으로 즉각
적 만족을 추구하고 감정표현이 직설적임. 이로 인해 사회적
적응과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편임.

16

낮은 자신감으로 문제상황에서 소극적인 모습과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어려움의 인내력도 낮고 대인관계에 있어 미숙
한 편으로 외부에 직접적 요구나 표현보다는 수동적 반응과
대응을 많은 편임.

16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해 보이며 생각보다 행동이 앞
서는 편임.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며 불만을 외부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며 이로 인해 내적 공격성 수준이
높아 보임.

고2

고2

<표 2> 통제집단 청소년들의 특성
청소년 성별

학년

연령

주호소문제

가

남

고2

16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지각하지 못해 적절한 대처능
력이 부족한 편임. 사회적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하
는 경향으로 또래 관계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따르는 편임.

나

남

고1

15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색하지 않고 혼자 견디어내려 하고 현재상
황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높아 쉽게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질
수 있고 내성적으로 깊은 이야기는 잘 하지 않고 억압하는 편임.

다

남

고2

17

억압된 분노와 충동적인 감정이 내재되어 있고 감정통제에 어려
움이 있는 편임. 감정을 억누르는 편이고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
해 간헐적인 감정의 폭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라

남

고1

15

자존감이 낮고 다소 위축된 모습이 많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
는데 어려움 보음. 인내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여 쉽게 좌절
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높고 자기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함.

마

남

중3

14

자신감이 낮아 문제상황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 쉬움. 애정
과 관심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하여 내적 불만족을 가지고 있음.
사회기술 부족으로 갈등상황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편임.

바

여

중1

12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가 많은 편이며 정서적 표현에 있어서
충동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임. 외부의 작은 질책에도
위축되거나 대응의 곤란을 보이고 상황파악도 느린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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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1) 자아정체감 측정도구
자아정체감 측정도구는 Dignan(1965)의 Ego-identity Scale를 서봉연(1975)이 번
안 제작한 자아 정체감 척도로서 8개의 하위 영역의 총 6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봉연의 연구에서 척도는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자기
수용, 자기주장, 자기 존재 의식, 대인 관계의 8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Likert방식의 4점 척도로 긍정적인 응답에 높은 점수를 주나 35개 문항은
역방향 채점을 한다. 이러한 자아정체감 측정도구는 본 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
에 실시되어 연구 대상인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객관적이고, 양적인 측면에
서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2) 동적 집, 나무, 사람(K-HTP) 그림투사검사
K-HTP는 그림투사 검사로서 집, 나무, 사람을 각각 그리는 HTP검사와 비교하
여 한 장의 종이에 집, 나무, 사람을 그리는 방법이다. HTP가 그려진 그림들의 행
동이나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없다는 단점에 Burns(1987)가 역동성을 부여해 발
전시킨 기법이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그림을 살펴봄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어 유용하다(한국미술치료학회, 1995). 본 연구에서는 그림투사검사에 있
어서 검사태도, 형식적 측면,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자기에 대한 인식과 표현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3) 문장완성검사(SCT)
문장완성검사(SCT)는 투사적 검사 중에서도 간편하면서도 매우 유용한 검사
중 하나이다. 검사의 종류에 따라 문항 수가 다르지만 실시에 있어서 미완성된 문
장들을 완성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Sacks의 문장완성검사를 기초
로 하였다(최정윤, 2005). 대상이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가족, 성, 자기 개념, 대인
관계라는 네 가지 영역의 50문항의 문장완성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아정체
감과 관련하여 대인관계 영역과, 자기개념 영역의 문항을 중심으로 사전․사후를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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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으로 집단미술치료 실시 사전․사후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20여개의 질문에 대해 자유형식으로 이
야기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심층면담의 반구조화된 질문은 아동학 전공 박사
1인과 석사 2인의 참여로 구성하여 프로그램 실시 일주일 전과 프로그램 실시 일
주일 후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전과 사후의 심층면담 내용에서 자기표현과 관
련하여 일반적으로 나타는 특성을 위주로 비교분석하였다.

5) 관찰
관찰은 질문지나 면접 등의 평가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상
황 속에서 여러 번 관찰된 행동에서 개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전남
련, 김재환, 이혜배, 2007). 본 연구에서는 매 회기 녹취기록 자료를 남겨 언어적
표현이나 상호작용에서의 상세한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매 회기 관찰일지 평
가를 통해 더욱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자기표현에 있어서 비언어적 변화와 함께 언어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를 더
욱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3. 연구 절차
1) 예비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본 연구에 앞서 예비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설청소년 4명을 대
상으로 8회기의 예비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였다. 예비 프로그램 실시는 실제 연
구 대상인 시설청소년들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본 연구에서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었다. 예비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시설입소 되어 있는 특수한 환경적 상황과 발달
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다소 반항적이고 회피적이며 자신들
만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청소년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참여 동기를 높이는 미
술매체와 기법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정감을 느끼고
지지적인 관계를 원하는 욕구와 퇴행의 욕구도 함께 보여 긴장감을 낮추고 편안
함을 느낄 수 있는 매체와 활동도 적절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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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언어로서도 표현할 수 있는 시기임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비언어적인 측면과 언어적 측면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을 구성하는 것도 요구되었다.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
예비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 실제 집단미술치료 프로
그램에서는 자기표현 증진과 자아정체감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안정성, 독특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올바르게 수용하며 대인관계 속의 긍정적인 자신인식과 목표지
향성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초기, 전환, 활동, 종결 단계로 구성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집단 구성원
들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집단구성원들이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서서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쉽게 활동에
참여하고 시작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전환단계에서는 청소
년 시기의 미술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미술매체 준비에 있어서 수준이 있고 다양한
재료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긴장을 이완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자신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한 단계로 계획하였다. 활동단계에서는 자기존재
의식을 고취하고 자신을 주장을 잘 펼칠 수 있으며 집단구성원간 원활하게 상호작
용을 하여 대인관계 증진을 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구성
원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작품 활동이 많이 계획되었다. 종결단계는 그동안의 활동
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 감정과 생각을 갖고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
향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의
기회와 함께 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여 자신 내부에서의 지지와 외부에서
의 타인들의 지지를 통해 자아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자 계획하였다.
<표 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1
2
3

단계

주제
내 소개 그림

<초기>
친밀감을 형성하며 긴장
공동 난화
을 감소시키고 흥미를 유
발하여 자기표현을 유도
나의 우드락 상징물

기대효과

준비물

-라포형성, 자신독특성
-자기주장 증진

도화지, 색채도구

-라포형성 및 긴장이완
-흥미유발

전지, 색채도구,
4절과 8절도화지

-긴장이완
-대인관계 증진

우드락, 본드, 아크릴
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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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회기
4
5
6

7

8
9
10
11
12

단계

주제

내 마음의 화산
<전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여 다양한 방법 나의 손 만들기
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상호작용을 유도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
<활동>
색소금 만다라
허용적이고 지지적인 환
경 속에서 대인관계를 높
이고 자신의 독특성을 표 상자속의 나
현하며 긍정적인 자기존
재에 대한 인식 증진
우리들의 정원
나의 휴지죽 상징물
<종결>
긍정적 자기 생각과 감
정을 갖고 발전적인 자 나의 등대 그리기
기 목표와 미래를 생각
나의 씨앗 그림
하게 함.
및 종결파티

기대효과

준비물

-감정표출
-자기수용

4절 도화지, 물감,
콘테, 색채도구

-자기존재 의식고취

석고붕대, 물, 로션,
물감, 물그릇

-대인역할기대 증진

잡지, 도화지, 풀,
가위, 색채도구

-안전성, 자기독특성 향상
-자기주장, 대인관계증진

소금, 파스텔, 전지,
도화지, 신문

-긍정적 자기존재의식 고취
-자기독특성 증진

상자, 본드, 장식재료,
색채도구

-대인관계 증진
-안정성 향상

찰흙, 신문지,
점토도구, 장식재료

-긍정적 자기존재의식 고취 - 휴지, 그릇, 본드, 물,
물감, 우드락
대인관계 증진
-목표지향성 증진
-자기주장 증진

도화지, 색채도구, 풀,
잡지책, 가위

-목표지향성 증진
-자아존중감 증진

씨앗, 도화지,
색채도구, 다과준비

3) 프로그램 실시 기간 및 장소
본 연구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매주 1회기에 90분씩, 12회기동안 시
설 프로그램실에서 실험집단에 실시되었다. 사전․사후 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같은 시기에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사후검사 이후에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적용 실험연구에 있어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통제집단에도 동등한 기회를 주고자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척도는 객관적인 양적 분석을 위하여 참여한 시설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 한 후 수집된 자료를 비모수적

144 아동과 권리 13(1)

통계방법인 맨휘트니(Mann-Whitney)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시설청소년들의 변화를 더 상세히 살펴보고, 통계적인 사전․사후 검사에
서 살펴보기 힘든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투사
검사인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 문장완성검사(SCT)를 사전․사후로
실시하였다. K-HTP는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하면서도 특히 자기에 대한 표현에
중심을 두어 살펴보았으며, SCT는 자아정체감과 관련하여 대인관계 속의 자기 인
식과 자아개념 측면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였다. 투사그림 검사는 신민섭(2002),
옥금자(2005)의 그림평가 방법을 참고 하여 형식적 측면, 내용적 측면, 검사태도
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셋째, 시설청소년들의 반구조화된 사전․사후 심층면담 내용 분석을 통해 시
설청소년의 사전과 사후에 있어서 자기에 대한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변화가 있
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어 고찰한 후 자기표현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를 살펴
보았다.
넷째, 위의 모든 자료를 통합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험집단에 대한 프로그램 실
시 전․후와 변화과정을 연구자와 보조진행자 2인이 관찰기록자료, 녹취자료를
남겨 매 회기마다 관찰 평가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집단미술치료 사전․사후 자아정체감 증진 변화
1) 자아정체감 척도 사전․사후 비교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전․후에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하여 비모수적 통계방법인 맨휘트니(Mann-Whitney)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프
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정체감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4>.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간 비
교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전반적인 자아정체감이 유의미하게 증가
하여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
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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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프로그램 실시 전 자아정체감의 집단간 비교
변

자아정체감

평균(표준편차)

수

Z

실험집단(N=7)

통제집단(N=6)

안정성

25.57( 4.16)

23.67( 3.88)

-.645

목표지향성

23.83( 3.43)

25.33( 2.25)

-.895

독특성

23.71( 2.43)

25.17( 3.66)

-.947

대인역할기대

22.57( 4.76)

22.00( 4.47)

-.072

자기수용

23.29( 2.14)

23.17( 3.37)

-.072

자기주장

24.43( 6.60)

23.17( 2.32)

-.862

자기존재의식

22.57( 4.31)

23.50( 1.76)

-.218

자아정체감 전체

165.00(22.05)

166.00(14.79)

-.644

<표 5>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정체감의 집단간 비교
변

자아정체감

평균(표준편차)

수

Z

실험집단(N=6)

통제집단(N=6)

안정성

27.67( 5.64)

24.16( 2.06)

-1.459

목표지향성

27.83( 4.07)

26.33( 3.50)

-.082

독특성

25.50( 1.76)

24.50( 3.20)

-.805

대인역할기대

23.00( 4.43)

19.00( 4.43)

-1.363

자기수용

25.00( 1.68)

23.83( 2.04)

-1.995

자기주장

26.33( 1.63)

23.17( 5.49)

-1.141

자기존재의식

21.67( 3.14)

19.00( 5.22)

-1.288

자아정체감 전체

177.00(15.03)

161.67(17.76)

-2.242*

*p<.05

2) 집단미술치료 사전․사후 문장완성검사 비교
자아정체감 척도 비교검사에서는 양적인 결과로서 보다 상세한 시설청소년들
의 또래관계 속 자신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보완
방법으로 문장완성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일부 문항에서 사전검사보다 사후
검사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변화를 보였다. 실험집단 청소년들의 문장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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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사전․사후에 자아정체감과 관련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인
식과 연관된 부분과 전반적인 자기개념과 관련된 부분의 제시 문장을 중심으로
변화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첫째, 시설청소년들은 대인관계 속의 자기 인식과 관련해서는 또래와의 관계와
어른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재감이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 보다 긍정적인 인식
의 변화가 보였다. 시설청소년들은 사후검사에 또래 사이에서는 자신을 꼭 필요
한 사람과 재미있는 사람으로 언급하였으며 자신의 존재감이 사전보다 높아진 대
답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 ).”이란 문항
에서 사전검사에는 ‘모른다’, ‘자기끼리 잘 논다’ 등의 대답을 하였던 것이 사후검
사에는 ‘나를 찾는다’, ‘나를 걱정해 준다’, ‘심심해서 나를 찾을 것이다’ 등의 대
답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청소년 C, E, F).
둘째, 자기개념과 관련해서는 사전검사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 없는 대
답과 모호한 표현, 또는 부정적 표현이 많았다. 반면에 사후검사에는 자신의 미래
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현실 가능한 직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설계를 하였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표현으로 변화하
였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나의 장래는 ( ).”이란 문항에 대해 사전검사에
서는 ‘걱정이다’,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던 것이 사
후에는 ‘검사가 되는 것이다’, ‘축구선수이다’, ‘피부미용사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청소년 B, C, E). 또한 “언젠가 나는 ( ).”이란 문항에 대해 사전검사에 ‘운이 없
다’라고 대답하던 것이 사후검사에는 ‘꿈을 이룬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내
가 믿고 있는 내 능력은 ( ).”이란 문항에 대해 사전검사에는 ‘내 능력은 없다’라
고 대답한 것이 사후검사에는 ‘내 능력은 많이 있다’라고 하여 보다 긍정적인 자
기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B, D).

2. 집단미술치료 사전․사후 자기표현 증진의 변화
1) 동적 집-나무-사람그림(K-HTP)검사 사전․사후 비교
실험집단 청소년들의 동적 집-나무-사람그림(K-HTP) 검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검사태도와 내용적 측면, 그리고 형식적 측면에서의 크기, 필압, 위
치, 왜곡 정도 등과 관련된 사전․사후 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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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림검사에 임하는 태도는 사전에 방어적이고 위축된 태도를 많이 보였
다. 그러나 사후에는 그림을 정성드려 그리고 자신의 최대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
였다. 또한 질문의 반응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많이 나타내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인식에 대해서도 중요시하며 보다 긍정적인 자기
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둘째, 그림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사전검사에 매우 빈약하고 부정적 측면의 이
야기 구성에서 사후검사에는 매우 긍정적 이야기를 표현하는 경향이 높았다. 즉
사전검사에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였으나 사후검
사에는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여 큰 저택을 사게 되거나, 사전검사 그림에서 불타
죽어버리는 나무가 사후검사에서는 건강하고 계속 엄청 크게 되는 나무로 이야기

사전

사후

<그림 1> 실험집단 아동C의 K-HTP 그림

사전

사후

<그림 2> 실험집단 아동F의 K-HTP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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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사전에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로 표현하면서 피곤하고 쉬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였다가 사후검사에는 구체적
으로 자신의 미래의 모습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말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고, 좋은
일을 하는 봉사를 하면서 살겠다는 표현도 하였다. 즉, 내용적 측면에서도 자기표
현이 사후검사에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높았다. 대표적인 그림의 예
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셋째, 그림의 형식적 측면에서 그림의 크기가 사전검사에서 대체적으로 작은편
이었으나 사후검사에는 커지거나 적절한 크기로 변화한 표현을 많이 보였다. 또
한 필압에 있어서도 사전검사에서는 약하고 힘이 없는 필압에서 사후검사에는 자
신감 있고 적절한 수준의 표현을 하였다. 이것은 사전검사에 자신감 없고 자기 효

사전

사후

<그림 3> 실험집단 아동B의 K-HTP 그림

사전

사후

<그림 4> 실험집단 아동D의 K-HTP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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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이 낮은 상태로 자기표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잘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사후
검사에는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진되어 이러한 변화를 보인 것
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형식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긴장감, 불안감, 위축감, 충동
성, 우울한 성향이 사후검사에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그림의 예는
<그림 3>, <그림 4>와 같다.

2) 집단미술치료 사전․사후 심층면담 비교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에서도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에 자신을 전과 비
교하여 더 안정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으며 자신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생각을 하
게 되었다는 보고를 많이 하였다. 특히 실험집단의 사후 심층면담에서는 시설청
소년들이 자신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 경
우도 있었다. 미술매체를 사용한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색다
른 경험이었으며, 언어적 매체보다도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이야기를 많
이 하였다. 또한 사전과 비교하여 사후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조
절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집단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영향
으로 집단에서의 여러 경험들과 서로에게 지지적인 관계형성에서 자존감이 높아
졌으며, 사회성도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사후 심층면담에서 자기인식
과 자기표현에 대한 변화를 보이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 조금씩 다른 사람한테 말을 꺼내요. 그리고 함께 참여
했던 친구들과 서로 같이 만들고 서로 칭찬 해주고 그러니까 좋았어요. 전과 달
라진 점은 내 의견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냥 미술치료 프로그
램 끝나고 나서부터요. 왠지 모르게 막 얘기를 꺼내요.”

(청소년 B, 사후)

“새롭게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나도 발표를 잘 하는구나 하는 거
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하고 난 뒤에는 새로운 어떤 모임에 들어갔을 때 예전에
는 처음에 말을 먼저 못 걸었는데요 이제는 걸어요.”

(청소년 C, 사후)

“제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전에는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행동이나 표정으로
는 거짓 표현을 했지만 미술치료 후에는 표정도 같이 지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
를 통해 나도 미술을 잘하고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
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전에는 얘기를 잘 못했는데 이제는 얘기를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예전엔 그런 곳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제는 다가가기도 해요.”
(청소년 D,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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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소심한 편이여서 표현을 많이 못했는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표현을 많
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색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좋은 감정이요. 제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나도 미술을 잘 할 수 있구나 하
는 점을 발견 한 거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모임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청소년 E, 사후)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 같았어요. 애들이
이렇게 진지한 적이 없었는데... 장난도 잘치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하고 난
후 달라진 점은... 커뮤니케이션 같아요. 서로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 F, 사후)
“이번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편안했어요. 내 감정을 말로 하지 않고 그림으로 표
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어요. 특별히 달라진 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
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화날 때는 예전에는 욕하고
때리고 그랬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정을 자제 할 수 있어요.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할 때는 속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예술을 잘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좋았어요.”

(청소년 G, 사후)

3) 회기별 자기표현 변화 분석
초기단계인 1~2회기에서 시설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것에 호기심
을 보이면서도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고 불만에 찬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장
난스럽게 서로를 놀리거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미술에 자신이 없
거나 잘 못 그린다는 반응도 있었고, 미술을 싫어한다는 청소년도 많이 있었다.
처음에는 무엇을 그릴지 매우 많이 고민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고, 몇 명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그림을 대충 그리고 난 후 계속 다른 사람들의 것을 살펴보기
도 하였다. 자신의 활동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타인의 표현과 평가에 매우 민감
한 반응들을 보였다. 또한 초기에서는 바로바로 연상된 일상적이고 우스운 이야
기만을 하였고 자기표현도 낮았다. 그리고 잠시라도 공동 작업을 할 때는 다른
집단구성원들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표현하고 갈등적인 상황도 나타났다. 그러나
미술활동을 크게 거부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았으며 새로운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하고, 여러 미술매체에 대해서는 높은 호기심을 지속적
으로 보였다.
전환단계인 3~6회기에서는 초기단계보다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적극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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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의 표현을 서서히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자신의 작품을 소중하게 다루는
경향도 높아졌다. 또한 다른 집단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도 지루해하
고 마지못해 듣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
하는 구성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작품에 대해 소개할 때
도 초기단계에서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던 것에서 변화하여 짧게라도 자신의 것
을 쑥스러워하면서 소개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소개를 듣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
면 질문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양한 미술재료에 대해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과
경험이 없는 구성원들은 서로의 다른 상황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
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다.
활동단계인 7~10회기에는 다양한 미술매체와 활동에 대해 점차 즐거움을 많이
표현하였고, 전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태도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미술 활동에 몰
입하여 높은 집중력으로 작품을 만들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열중하는 모습도
나타내었다. 그리고 활동내용에서도 자신의 가치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시각적인 미술표현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매우 중요한 존재로 나타내는 경향
이 높았다.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전 단계들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만들거나 표현
할 때 서로 교류를 많이 하지 않고, 힘든 작업에 대해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빈도
가 낮았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혼자하기 힘든 작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진행
자나 다른 집단구성원들에게 도움 요청도 하고,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이 되어 주
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이런 모습은 과거에 공동작업
에서 마지못해 참여하고 개별성만 높은 작품을 만들거나, 공동의 제목을 짓기도
힘들어 한 것과 상대적으로 많은 비교가 되었다. 그리고 활동 단계에서는 공동 활
동에서 마치 하나의 작품인 것과 같은 미술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공동의 제목도
서로 논의하여 잘 지어 내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다.
종결단계인 11~12회기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계획하였는데 시설청소년들은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
도 표현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표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동안
의 활동에 대해서도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하며 자신들의 작품에 대해
많은 애착을 보였다. 또한 서로에게 주는 피드백에서도 보다 지지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관찰로 미루어 보아 자기표현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기표현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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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기표현 증진을 위한 심리 치료적 개입
의 필요성에 따라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집단미술치료 실시 전과 후에 자아정체감 검사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
고, 사전․사후 투사검사인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 문장완성검사
(SCT)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또한 시설청소년의 사전․사후 심층면담을 통해 다
각적인 측면에서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기표현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
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 척도검사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자아정체감에서 유의미한
통계결과가 나와 실험집단에서 실시한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청소년들의 자아정체
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따뜻하고 애정적인 가정 속에서의
정서적 경험이 부족한 시설청소년들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과정에서 안
정감과 지지적인 정서 환경을 경험 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흥미롭고
다양한 미술재료가 제시되었고 각 회기 목표를 가지고 구조화된 프로그램 속에서
도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술치료에
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개인의 창조성의 힘이 작용하여 자신에 대해 다양한 방법
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자신의 내적 에너지를 인식하고 표현해 내는
기회가 제공되어 사후 자아정체감 척도 검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투사검사인 문장완성검사(SCT)에서 실험집단의 시설청소년들은 특히 자
아정체감과 관련된 자기 개념과 대인관계에서의 자기인식과 관련된 변화에 있어
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사전검사에는 자신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확신이 없으
며,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사후검사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인관계에서의 자기인식과 관련해서
는 사전검사에는 자신이 대인관계 속에 잘 참여하지 못하거나 긴장하고 두려워하
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가정의 울타리가 없는 시설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인
식에 있어서 가족의 지지나 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평가나
인식을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 그래서 또래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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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긍정적인 또래관계 인식 속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것
이다. 그런데 사전검사에서는 이러한 또래관계도 부정적으로 표현하던 것이 사후
검사에는 보다 적응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자신이 사회 속에서도 필
요하고 중요한 존재감이 있는 인물로 표현하였다.
셋째, 그림투사검사인 동적 집-나무-사람(K-HTP)에서 자신과 관련된 표현을 중
심으로 실험집단의 시설청소년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사전검사에는 그림을 그
리는 태도에서도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모습이 강했다. 그림의 내용표현도 자신과
관련된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불타서 죽고, 자신으로 상징되는 무기력한 인물들
을 나타내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형식적 측면에서도 필압이 매우 약하고 그림의
크기도 작은편이며 인물상이 많이 왜곡되어 나타났으며 그림 구성도 불안정한 형
태가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사후검사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태도가 변화하여 자
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자신이
발전적이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인물로 변하는 내용이 많았다. 형식적 측면에서
는 그림 크기가 사전과 비교하여 커지고 필압도 적절하게 변화했으며 그림의 구
성도 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높았다.
넷째, 자기표현과 관련된 사전․사후 심층면담 내용에서는 실험집단에서 본 프
로그램 참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뜻 깊었던 활동
이라고 보고하는 시설청소년이 많았다. 특히 다수의 실험집단 시설청소년이 미술
매체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해내고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집단미술활동에서
시설청소년들은 점차 변화된 모습에 대해 스스로 놀라워하였고 프로그램 이후 일
상생활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였다.
다섯째, 집단미술치료 매 회기의 관찰을 통해 시설청소년들의 자기인식과 자기
표현을 분석한 부분에서도 초기단계와 전환단계에서 주로 자기표현에 대해 회피
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많이 관찰되었다가 활동단계와 종결단계에서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
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지지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와 같이 실험집단 시설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 검사와 투사검사, 심층면담과
회기관찰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사전․사후의 비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또한 심층면담에서도 사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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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하여 자아정체감과 자기표현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시설보호라는 상
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과정적인 변인으로
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과 자기표현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즉, 시설에 보호된 청
소년시기는 특수한 생활환경 속의 과도기적인 발달적 단계로서 자아정체감 형성
이 매우 중요하고 일관성 있는 긍정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설청소
년들의 자아정체감의 과정적 특성으로 12회기의 진솔한 내면적 자기표현을 돕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보
다 잘 관측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자아정체감 검사에서 일부 하위변인의
변화가 아닌 전반적인 점수가 상승한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시설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이 긍정
적으로 수립되어 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기표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제
적인 개입 프로그램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실제적인 개입 프로
그램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의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 비교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수한 대상으로 많은
수의 시설청소년을 연구에 참여시키기 어려운 현실에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을 구성하여 그 비교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시설청소년마다 보다 상세하
고 깊이 있는 사전․사후 비교를 위하여 자아정체감검사, 투사검사, 심층면담, 관
찰 등의 다각적인 고찰을 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도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전에 각 대상 시설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여,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대상 청소년들을 맞추는 것이 아닌 진실로 대상 시설청소년들을 위한
개별성과 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에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의 대상청소년의 수가 적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다
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시설청소년의 일상적인 변화를 가장 잘 살펴
볼 수 있는 시설 보육교사의 사전․사후 보고가 첨가된다면 더욱 연구의 객관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정적 자아정체감과 자기표현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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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가질 수 있는 정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시설청소년이 적절한 방식으
로 자신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인 후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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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cognize whether Group Art Therapy is effective
to the self ego-identity and self-expression of the juveniles in care center who
represents distinctiveness for separation experience and protected raising from their
parents.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was implemented for a total of 12 times, one
times a week and 90 minutes per each session. For the measurement tools of the
study, Self Identity Test, Kinetic House-Tree-Person Test (K-HTP) and Sentence
Complete Test (SCT) were implemented on the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to
analyze the change made before and after. And, the interview with semi-structured
interview was implemented on the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to contemplate the
psychological changes before and after in various aspects. And after finishing art
therapy program each session, the recording was made to analyze the change in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The results of test prove that Group Art Therapy is
quite effective to ego-identity and self-expression of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Key wards：group art therapy,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ego-Identity,
self-Expression.
(접수：2008년 11월 30일, 채택：2009년 1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