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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미술치료가 시설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김 경 식*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일생동안 주위환경과 더불어 주 양육자를 비롯한 가족구성원과 자신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장해 간다. 그 중 최초
로 맺는 사회적 관계는 가정이다. 가정은 사회생활을 배우는 출발점이자 인간관
계가 형성되는 곳이며 성격 및 인격을 형성하는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다. Wicks와 Israel(2004)은 변화 가능성이 높은 아동
기에는 가정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평생에 걸쳐 그 영양이 미칠 수 있음을 주장
하며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에 잘 적응하
며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는 유아기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아는
부모의 양육을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신뢰를 형성한다(박인숙, 2006).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우리나라 가족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 중 두드러진 특징은 결손가정의 증가이다. 결손가정의 발생의 원
인이 예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이별이나 부모님의 사망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
근에는 이혼 및 별거, 미혼모의 증가, 부모 가출, 가정빈곤, 질병, 등의 문제로
결손 요인이 다양해 졌다(이진경, 2005). 통계청 통계자료(2004)의 이혼건수를 보
면 1990년에는 45,694건, 1997년에는 91,159건, 2003년에는 167,096건으로 증가하
여 이혼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004)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의 수와 수용인원이 1990년 223개소 20,147명에서
계속 감소 1997년 214개소 13,873명으로 감소하다가 1997년 IMF이후 다시 증가
하여 2003년 239개 17,432명으로 계속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90년대 말 경
제 불황과 대량실직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2년 7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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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출생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3년 493,471명 출생으로 출생률의 감소를 보이
고 있는 것에 비해 아동 양육 시설 수용인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족
의 해체로 시설에 수용되는 유․아동 수도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현경, 1995).
인간은 발달 초기의 경험과 환경이 인간의 성장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현정환(2005)의 보고와 같이 영․유아기의 안정적인 부모-자녀관계와 긍정적인
애착관계형성은 바람직하고 건강한 아동기와 성인기의 발달과업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시설유아의 대부분은 발달초기에 모자간의 안정된 애착
을 경험해 보기도 전에 부모와의 분리경험과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긍정적 대인
관계의 지장을 초래하며, 단체생활로 인해 자주성, 창의성 부족을 나타내기도 하
고 정신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를 보일 수 있다(유광수, 2001;
이성한, 1982). 또한 유아기 동안에 지적인 개념을 다루고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해내며 주도성과 자아개념도 발달된다. 이러한 시기에 가정이 아닌 시설은
집단생활, 양육자, 직원 등의 다양성 속에 서로를 맞추어 가며 생활해야하고 자
신의 욕구보다는 규칙이나 규율에 따라 포기하거나 양보하며 살아가도록 유도된
다. 이러한 시설의 요구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하며 개인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기 쉽게 되어 낮은 자존감을 나타낼 수 있다. 시설
유․아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다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특
성은 시설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다양한 신체적 문제와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노동익, 1998; 이서정, 2001; 공경희, 2002; 전규용, 2002; 김미
선, 2003; 박혜영, 2004). 일반아동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애착관계를 통해 위축되
거나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고 신체, 정신, 사회적 발달을 이루며 사회적 관계를
원만히 하는데 비해 시설아동은 부모와의 이러한 원만한 관계를 경험할 기회가
적거나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과 위축, 공격성, 신체 및 지적능력발달 부족
에 따른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난다(김선해, 2002; 노명숙, 2005). 특히 정서
적 발달에서는 시설아동들은 비행,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이 일반아동들 보다 많
이 나타나며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높은 소외감을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인지적 발달에서는 시설아동들은 사고가 부정적
이기 쉽고 이해력이 부족하며 학업에 의욕이 없어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성취동
기가 미약하였다.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서는 신뢰관계의 결핍으로 대인관계의
형성에 문제가 있으며 협동, 자기 주장성 및 자아통제에 있어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의 점수를 보이며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는 정서 조망능력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회적 능력에 많은 취약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김
혜림, 2006, 재인용). 또 다른 특성으로는 시설아동은 일반적으로 이중인격을 가
지는 경향이 많고 결단력이 약하고 독립심 배양에 소극적이며 물리적 욕구가 지
나치게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Bowlby, 1965). 이는 획일적인 규칙, 시설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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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알력, 자유롭고 변화가 허용된 일반 사회생활 유형과 상이한 생활의 강요 등
으로 인해 시설아동들의 자기개념 형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
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성과 타인은 물론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의 부재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긍정적 태도를 갖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의존심이 많아 스스로 문제해결하
기가 어렵다(Branden, 1995). 그러므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하는 대다수의 시
설아동들은 문제행동 및 사회부적응의 악순환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시설아동들에게 적절한 사회적인 관심과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
지받지 못하고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시설 아동과 유아들은 비행청소년이나
나아가서 성인 범죄자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경자,
1999). 인생전반의 성장과정에서 많은 것을 상실해 버린 시설의 유․아동들은 여
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매
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로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하고자 한다. 집단미술치료는 개인은 물론 집단원간의 상호
작용과 간접 경험 및 모델링, 지지와 배려 등을 통하여 시설유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통제해 나가는 연
습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
자기규율을 발달시키도록 하며 성공과 실패의 경험 모두에서 값진 교훈을 얻고,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Brook, 1985).
집단미술치료의 목적은 집단의 한 일원으로서 개인적인 체험이고 자기 통찰이
며 미술을 매체로 하여 생활문제 해결에 필요한 태도와 자기 관리 능력을 습득
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한국미술치료학회, 1994).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심리치료에 미술을 도입한 것으로써 여러 사람이 집단에
참여하게 되므로 개인치료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잠재적 치료 효과를 거
둘 수 있으며(최외선․전미향, 1996), 유아가 흥미를 지니는 다양한 매체와 미술
기법을 통해 내재된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의 감정을 비언어적인 미술매체와 행
위로 표현하여 언어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를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자기감
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기인식 및 자기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
고나 욕구의 이해를 위해 학교나 유아교육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Rubin, 1984). 그 외 여러 연구에서 유․아동에 대한 집단미술치료가 사회성의
증진, 자기존중감의 증진(Green, Wehing, & Talsky, 1987)과 대인관계, 현실검
증능력, 자기표현력, 자아상의 증진(Lund, Ormerod, & Geoge, 1986)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바 있다. 또한 양은주(2003)의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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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의 정서지능, 정서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을 보고하고 있으며, 심재순(2004)과 고옥경(2004)의 연구에서도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공격성과 비행행동 및 부적응 감소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Malchiodi(1998)는 미술적 표현이 수치심의 근원을 없애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수치심은 시설유아의 경우 일반 유아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부재나 자신들의 외형적인 모습(의복, 외모, 청결정도, 머릿니)
등으로 인해 일반유아들과는 상대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게하며 이는 자아존중감
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밖에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치료집단 시설아동의 자
아존중감이 통제집단 시설아동보다 총체적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
정적 자아존중감, 학교내 자아존중감 항목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음을 보고한
최은희(2006)의 보고와, 집단미술치료가 복지시설아동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효과에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총점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보고한 박인숙(2006)의 연구가 있다. 또한 이진경(2005)은 시설유아의 문제행
동에 관한 미술치료 사례연구에서 K-CBCL검사의 외현화문제와 내재화 문제 모
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미술치료 진행과정에
서도 자기표현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변하였으며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고 자
신감과 증진된 자아와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그 효과성은 여러 문헌을 통해서도 입증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매스컴에서도 거론된바
와 같이 아동학대 등을 일삼는 비 인륜적이고 물질에만 눈이 멀어 사회복지의
참뜻과는 무관한 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에 수용된 아동 특히 유아들
을 위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에서도 밝혔듯이 집
단미술치료를 통해 시설유아들의 통제되고 억눌렸던 자기감정을 발산하고 표현
하도록 도와주며 대인관계는 물론 사회성을 길러주는 등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통해 생애 초기의 아픔과 고통을 승화시켜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학교
나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과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 수용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지점토, 잡지책, 신문지, 석
고, 알지네이트(Alginate), 채색재료 등의 다양한 미술매체를 경험하게 하고 표현
하게 함으로 자기표현능력 향상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며, 집단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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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협력과 배려하는 것을 배움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시설유아들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점수 변화가 있는가?
둘째, 시설유아들의 그림검사 K-HTP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S시설에 수용된 유아 중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
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8명중 4명을 선정하였다. 4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어
린이집에서 전체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중지능향상 프로그램의 참여 과정 중에
자기표현이나 주장과 관계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과 매체를 다루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의 부정적 사고나 이해도 부족 등의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의 결핍이 나타
나고, 지시사항이나 또래관계의 거부나 공격성 등의 정서적 문제가 표출되어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데 기초가 되었으며, 총 8명중 연령대가 비슷한 유아 4인을 선정하
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유아들에 대한 기초 정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집단구성원의 기초정보 (나이: 6:5는 6세5개월을 의미함)

성
이름 나
이 별

출생력

S시설 위탁 경위

유아의 특성

밝은 편이나 가끔 우울해 함. 가
다 6:5 여 99.05.01일생 부모의 생활고로 03년 1 똑똑하고
끔 친부모와 만남.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솜
(부모 연락가) 월에 S시설 위탁
사고와 자기주장이나 의욕이 부족하다.
소극적이나 선생님을 잘 따르고
생활고로 03년 1 내성적이며
하 5:5 여 00.05.06일생 부모의
잘
웃는
편임.
가끔 친부모와 만남. 자신에
언니(다솜)와 함께 대한 신뢰가 부족해
나
(부모 연락가) 월에
우유부단하며 이해도나
S시설 위탁
학습수행능력이 부족한 편임.
모 영아원에서 03년 1월에 산만하고 엉뚱한 성격. 지능은 정상이나 과
행복 6 남 00.07.06일생
제수행이 원활하지 못함.
(무연고) S시설로 위탁
모 영아원에서 03년 1월에 선생님을 잘 따르고 밝은 편이며 내성적
가득 6 남 00.10.18일생
임.
(무연고) S시설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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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시설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난 후의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척도와 그림 검사로 동
적 집-나무-사람(Kinetic-House, Tree, Person: K-HTP) 그림 검사를 실시하였
다.
1)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SES)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으로서 개인의 자
아존중감, 즉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긍정적 자아존
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
도이다(이영자, 1995).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긍정적 문항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 ‘항
상그렇다’ 4점을 부여하며 부정적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따라서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영자(1995)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79이다.
2) 동적 집-나무-사람(Kinetic-House, Tree, Person: K-HTP) 그림 검사
본 검사는 HTP에 동적 차원을 가미시켜 형성한 것으로, 1987년 Burns는
HTP에 역동성을 보완하여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피검자의 자아상
과 환상세계, 환경과의 상호 반응을 보게 하고, 자기인식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
해할 수 있게 하였다(임순영, 2005; 옥금자, 2005).
나무 그림에 있어서, 나무는 유아의 기본적인 자아상을 나타내어 자신의 깊고
무의식적인 감정과 성숙도 그리고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특징들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그리는 사람의 개인적 변화 과정을 반영해준다. 인물화에서, 사람은 자
기 신체 이미지와 자아개념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느끼는 바를 파악하는데 용이
하며 나무와 상호 작용함으로써 그림 그리는 사람의 자신이나 자아기능을 더 많
이 반영해 줄 수 있다. 집은 유아의 자아상이 투사되어 아동의 성격이나 정서에
영향을 주었을 가정환경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며 개인 생활의 물리적 측면을 반
영한다. 특히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을 한 장의 그림에 역동성과 함께 파악할 수
있음과 그림의 전체적인 평가와 형식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유아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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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데 용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 나무, 그리고 인물과의 상호작용 및
상호관계는 그리는 사람에 의해서 표출되어지는 시각적 은유를 반영해 주며 언
어의 한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표현이 된다(김동연․공마리아․최외선, 2002).
K-HTP의 해석에 있어서 Maslow의 발달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간의 성장과
잠재력을 함께 고찰하고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각 그림들이 어떠한 역동적 관계
를 맺고 있고 어떠한 농축된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지를 최적으로 해석하기 위하
여 그림들 간에 나타나 있는 ‘밀착정도’, ‘스타일’, ‘상징’ 등의 해석과 개인력을
참조하고 수정된 Maslow의 발달적 접근 등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림을
통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화의 준거는 그림의 크기 특히 인물상과 나무의 크
기의 변화정도와, 화지의 위치에서 그림이 잘려진 부분 없이 안정된 구도를 나
타내고 있는지, 생략된 것은 없는지 등의 형식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포함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림의 상징이나 형식적인 분석 보다 그림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표현되는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비교적 소극적이고 자기 표현능력 등에서
위축되어 있는 유아들로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집단미술치
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고 집중시간이 짧은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로 흥미와 자기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김미영(2000)과 김미선(2003)의 자아존중감에 관계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과, ‘이근매와 최외선(2003)의 문헌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그동안 대상 유아들
을 6개월 정도 관찰한 후 흥미정도와 특성 등을 참고하여 미술치료 전문가의 도
움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1주일에 2회씩 각 회기
당 1시간～2시간씩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상담실에서 진행되었
다.
본 프로그램의 구성은 ‘워밍업 단계’, ‘표현화 단계’, ‘통합 및 융화 단계’, ‘신나
는 세상으로’의 4단계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사전․사후 검사를 제외한 총
16회기로 계획하였다. 워밍업 단계에서 친밀감 형성이나 흥미유발에 관한 내용
은 본 연구의 내담자들은 이미 어린이집에 재원한 지 6개월이 지난 뒤이므로 어
느 정도의 신뢰감은 형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전체원아를 대상으로 한 적응
및 다중지능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초기 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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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밍업 단계의 회기수를 최소화 하였다. 그리고 다중지능향상 프로그램은 자아
존중감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프로그램 과정 중에 나타난 자아존중감 부
족과 관계된 특성이 보여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기초가 되었으며 라포형성과
인지적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내용과 회기별 목표는 <표 2>와 같다.
<표 2>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단회
계기

주 제

4

꼴라쥬Ⅰ

5

꼴라쥬 Ⅱ

6

자유화

내 용

목

표

정보의 교류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이해 주의사항과
인다.
워
밍
원하거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별칭을 생각
업 2 별칭 짓기 게임 나의 새로운 이름 자신이
하고
그
생각을 그림과 말로 표현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은?
집단원간의 어색함을 소거한다.
단
계
종이죽 이것도 그림이네 지점토에 물을 섞어 반죽하여 종이위에 올려 마음대로
3 표현하기
요?
표현해 봄으로써 흥미유발과 친밀감을 형성한다.

표
현 7 신문지 찢어
화 종이죽 만들기
단 8
계

탈 만들기

9 탈 채색하기

내가 갖고 싶은 잡지책 등을 이용하여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찾아내어
것 꾸미기
자기를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내가 버리고 싶은 자신에게서나 주변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봄으로써
것 꾸미기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 시키고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자발성을 향상시킨다.
마음대로 그리기 긴장해소와
내면의 욕구를 분출하고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신나게 찢어보아 그동안의 억눌렸던 감정이나 불만 등을 신문지 찢는 작
요.
업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종이죽 만들기.
종이죽으로 탈 만 자신의 불만이나 아픔을 해소한 신문지로 탈을 만들어
들기
봄으로서 재통합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놓은 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채색하여 말리고
내 탈이 더 멋져 만들어
직접 자신의 탈을 쓰고 마음껏 놀이를 함으로써 집단원
요!
과의 협동심을 향상시키고 즐거움과 자신감을 심어준다.

우연의 기법인 데칼코마니 작업을 통하여 무엇으로 보이
무엇으로
보이나
10 데칼코마니 요?
는지 어떤 느낌인지 물어보고 미술에 대한 흥미와 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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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계속)

단회
계기

주 제

내 용

목

표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을 석고로 제작하여 그
통 11 석고 손 뜨기 내손은 내 친구 느낌과 나에게 있어서 손은 어떤 존재인지를 나눔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 수
합
있도록 도와준다.
및
그림을 통하여 자신의 장점이나 기대를 나타낼
나를 광고해 보아 잡지책이나
12
꼴라쥬
Ⅲ
수
있는
것들을
붙여 작업함으로써 자기표출과 자신의 장점
융
요.
을
이해함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화
집단원과 치료자가 협동하여 각자 자신의 얼굴을 석고를
단 13 석고 마스크 내 얼굴 예쁘죠? 이용하여 마스크를 제작함으로 협동심을 기르고 또 다른
계
자신의 모습에 대해 나눔으로 긍정적인 자기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신 14 새로운 나의 장점 찾기 자신의 장점을 찾음으로써 자신감과 희망을 주고 자신을 사
세상으로
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장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나
는
각자 자신의 신체상을 본 뜬 후 집단원들이 서로 선물을
15
꼴라쥬
Ⅳ
선물해
보아요.
해 주고 싶은 것을 꾸밈으로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세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준다.
상
으 16 전시회 축하해 주세요 지금까지 작업한 작품을 전시하여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
로
도록 한다.

4. 자료분석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과 같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점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SPSSWIN Version 12.0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하였다. 집
단원의 수가 4명으로 적기 때문에 비모수 검증인 Wilcoxon Ranks Sum 검증으
로 자료를 처리하였으며, 유의확률은 .10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 척도의 통계적 수치에서 나타나지 않는 심리적 변화에 대한
집단 미술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검사 K-HTP의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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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의 사전․사후
검사의 변화 분석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검사를 프로그램 실시 전 후에 실시
하여 그 변화를 비모수 검증인 Wilcoxon Ranks Sum test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집단미술치료 실시 전후의 집단원의 자아존중감 점수의 변화

시기

M (SD)

사전
사후

20.50(2.52)
26.75(2.36)

음의순의
양의 순의
동률
평균
빈도 순위 순위합 빈도 평균
순위 순위합
0 0.0 0.0 4 2.50 10.00 0

Z값
-1.841*

* p<.10

<표 3>과 같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Z=-1.841, p<.10). 즉 자아존중감은 사전점수(M=20.50)보다 사
후점수(M=26.75)가 평균 6.25점 증가하였으며, 집단원 4명 모두 점수가 증가하였
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시설유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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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검사 K-HTP의 사전․사후 변화 분석
시설유아의 K-HTP 검사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집단원들의 K-HTP 사전․사후 분석

집단
원

사

전

사

후

우측의 큰 나무, 중간의 집, 자신, 좌측의 친구 집,
우측의 작은 나무의 순으로 그렸으며, 자신의 집
에서 친구 집으로 놀러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였다. 나무를 가장 먼저 그림으로 생
활에너지와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영
하며, 뿌리가 없이 잘려져 있는 상태의 나무와 집 제일 먼저 자신을 그리고 동생을 그렸다. 사전
들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충동성이 있으나 그 검사에서 혼자 꽉 막힌 듯한 화면 배치와는
다 것을 억제하여 성격의 통합을 유지하고자하는 것 달리 동생과 놀러가는 모습을 답답하지 않게
같다. 나무의 열매는 다솜의 의존 욕구와 지속성 화면배치를 하였고 길을 그려 넣음으로 자신
이 결여된 특성을 반영하는 것 같다. 자신의 집 이 긍정적인 안정감을 찾았음을 시사한다. 그
솜 보다 친구의 집을 더 크고 묘사를 많이 한 것은 리고 집과 나무, 꽃과 해 순으로 그림을 그렸
“친구 집에 놀러갈 때가 좋아요.”라고 말함으로 시 으며, 문이 없던 집은 문을 그려 넣어 외부에
설생활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여유로워진 자신의 마
다. 문이 없는 집 그림에서 부모가 자신을 버림으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그림의 불안을 상
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과 타인과의 접촉을 꺼려하 징하는 구름이 꽃과 따뜻한 태양으로 바뀌어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굴뚝의 연기는 아 유아의 그림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복잡하
빠에 대한 그리움과 긴장이 시설 내에서의 갈등이 고 우울한 불안정상태에서 안정되고 따뜻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아빠에 대한 그 느껴지는 그림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자
리움을 여러 번 피력한 적이 있다. 인물화에 있어 신의 머리위의 장식으로 여전히 인정을 받으
서 머리카락을 특이하게 표현하고 꽃으로 장식한 려는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것으로 보아 인정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신이 시설에 오게 된 것이 자신의 잘
못도 한 몫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그에 따른
죄의식과 불만, 철회 경향을 팔의 생략으로 표현
한 듯하다.

- 111 -

예술심리치료연구(제5권 제2호, 2009)
<표 4> 집단원들의 K-HTP 사전․사후 분석 (계속)

집단
원

사

전

사

후

삼각형 모양의 여러 개의 집과 사람을 그리고 다
지웠는데 무서운 사람이라서 지운다고 한다. 이
는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자신의 성향을 나타낸 먼저 자신과 언니, 친구를 그렸다. 세 명이서 놀
하 것 같다. 이후 자신과 언니를 그렸는데 언니보다 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였으며, 언니
자신을 더 크게 그리고 먼저그린 것으로 보아 자 에게 의존심이 많았던 사전그림에 비해 의존성이
기중심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언니와 장 줄어든듯하며 인물자체의 크기가 크게 커져 소극
나 난감 놀이하고 있고 두 사람이 밀착된 것으로 보 적이고 위축되어있던 자신에서 자신감과 자아개
아 언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의존적임을 시 념이 확대된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집을
사한다. 다음은 언니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표현하였는데 위태롭게 보이던 집은 안정되고 문
그렸는데 1단계 회피형을 보인다. 기울어지고 하 도 그려져 있어 많이 개방적으로 바뀐 것을 알
부가 지붕보다 지나치게 작은 것으로 보아 안정 수 있었다. 이는 곧 자신감과도 관계가 있을 것
적이지 못하고 현실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창 이다. 사전그림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픈 나무를
문은 있지만 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외부와의 단 그렸었는데 지금은 건강하고 수관도 커진 안정된
절과 고립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오른쪽으로 나무로 표현하였다.
기울어져 불안한 상태의 나무는 외향적이고 활동
적이기 보다는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나무를 표
현하였다.

행

E 마트에 가고 있는 아빠(원장)와 집, 나무를 먼저 자신과 시설에 있는 누나와 함께 과자
그렸다. 화면에 비해 지나치게 작고 왼쪽의 위 사러가는 모습을 그렸고 그 다음은 집, 왼쪽의
복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환경에 부적 나무, 오른쪽의 나무를 그렸다. 작고 한쪽으로
응 적이며 열등감과 무능력감, 소심함 등을 나 치우쳐 졌던 사전 그림에 비해 화면 전체에
타내며, 불안감과 낮은 자신감을 나타낸다. 그 사물들을 배치함으로 편협하고 불안정한 모습
림에 대한 설명이 명확치 않고 일관성이 없어 이 많이 양호해 졌으며 그림에 대한 진술도
인지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집과 일관성이 있어졌다. 집 그림에서도 비교적 안
나무에 비해 큰 아빠의 그림으로 아빠에 대한 정되고 창문을 그려 넣음으로 환경에 대한 관
유아에 대한 의존성이 커 보이며 그 영향은 . 심을 나타낸다. 줄기의 밑 부분이 좁았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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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집단원들의 K-HTP 사전․사후 분석 (계속)

집단
원

사

전

사

후

부정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나무위에 비
정상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집은 불안하고 문
도 창문도 없는 집을 그려 대인관계가 원만하
지 못함과 고집이 센 편임을 시사하며, 환경에 그림에서 비교적 안정된 형태의 나무로 바뀌
행 대한 관심이 결여되고 개방적이지 못한 사고 어 자존감이 낮고 충동성이 높았던 사전에 비
의 경향을 나타낸다. 줄기의 하부로 갈수록 좁 해 많이 안정되고 자존감도 향상되었음을 알
아지는 나무는 통제하기 힘든 충동과 자아의 수 있다. 그리고 작고 흐린 수관이 크기도 커
복 약소를 나타내나 아직 자아가 성숙되지 못한 졌고 굵고 명확한 필압으로 바뀌어 자존감 향
유아임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리 상과 함께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고 작고 흐린 수관은 유아이기는 하나 인지능
력이 약간 떨어져 보이며, 유아 의존적인 성향
혹은 퇴행을 보인다

먼저 1단계 접근형으로 보이는 집을 그림으로
가 세상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와 가정의 손실을
나타내는 듯하며, 집과 나무가 화면의 아래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자신과 친구, 집, 나무 순
절단된 되어 불안정과 충동성이 있음을 시사한 으로 그렸다. 사전의 그림에 비해 전체적으로
득 다. 창과 문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 외부나 환경 안정된 구조를 보이며 친구와 축구를 하는 모
에 대한 관심도 있고 비교적 원활한 대인관계를 습에서 인물상의 크기가 커졌으며, 활달함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기를 그 대인관계 향상으로 오는 자심감이 생겼음을
리고 나무를 그렸다. 아기는 시설에 있는 아기라 알 수 있다. 집은 아래가 잘려지지 않은 안정
고 하지만 의존적이고 보호받고자하는 자신을 된 상태를 보이며 크기가 커진 나무줄기와 수
표현한 것 같다. 나무그림은 그렸다가 지우고 다 관으로 보아 자존감도 많이 향상되었음을 시
시 그렸다. 외소 해 보이는 줄기와 작은 수관은 사한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를 반영하며 의
존적인 경향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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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설유아에게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설유아들의 자
아존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미술매체를 사용하여 흥미와 집단간의
협력은 물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
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 문제에 따라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시설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척도(SES)를 사용하여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수준 p<.10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본 프로그
램이 시설유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에 따른 자기주장의 결여나 의욕의 부
재 그리고 자신의 외모나 자기 가치감의 부족에서 오는 자존감 저하를 프로그램
과정에서 석고나 알지네이트 등의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매체를 사용하
여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고 자신의 신체일부를 집단원이 서로 도와가며 본을 뜨
고 재탄생시키는 과정과 집단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자신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이 주효하였으며, 콜라주를 사용하여 자기
표현을 하는 연습과 지지를 통해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불만이나 아픔을 신문지 찢기 작업을 통하여 해소
하고 그것을 탈을 만들어 봄으로써 자신을 재통합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탈을 쓰고 롤플레잉을 통하여 즐겁게 자기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안정
감과 자기개념을 확장 시킬 수 있었다. 또한 신기하고 즐거운 매체들을 통해 궁
금증을 야기 시킴으로 다양한 질문과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도
록 하여 자기주장의 결여나 우유부단하고 의욕이 없었던 특성들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시설유아들의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유아들의 특성과 호기심에 맞는 적절한 매체사용과 어떤 것이든지 허용해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과 안정감 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
다.
시설 유․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찰
흙, 콜라주, 신체본뜨기, 가면 만들기 등을 사용한 김미선(2003)의 시설아동의 자
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사례에서 t-test를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척
도의 사전과 사후 검사 평균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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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4, 5세
시설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김혜림(2006)의 연구에서
정서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유아 자신에 대한 신뢰와 이해에 관한 자아존중감 향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미영(2000)은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우울
과 자기 존중감에 미치는 연구에서 우울아동과 같이 언어 표현이 어려운 아동에
게 있어 대화의 한 방법으로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비언어적 표현수단으로서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가 은연중에 구체화되며, 자기와의 만남을 통해 억압된 정
서를 해소하고 슬픔, 분노, 연민 등의 자기감정을 표현하고 개인의 무의식적 갈
등, 정신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으
로 선정된 시설유아들의 특성상 언어표현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가 적절하게
표출되지 못하는 등의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음과 실제 프로그램에서도 미술매
체의 다양한 제공과 더불어 기존에 잘 사용되지 않았던 알지네이트, 석고 등과
여러 가지 입체표현재료들의 제공이 본 연구에 참여한 시설유아들의 자발적인
자기표현과 집중도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집
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진경(2005), 박
인숙(2006), 최은희(2006)등의 연구결과에 부합된다. 이러한 집단미술치료가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
과가 있음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본다.
둘째, 자아존중감 척도의 통계적 수치에서 나타나지 않는 심리적 변화에 대한
집단 미술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검사 K-HTP의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사전 그림 검사보다 사후 그림검사에서 전체적
인 표현력이 향상되었음과 안정적인 구도와 필수 구성요소의 표현 등이 비교적
잘 나타났으며, 생략이나 절단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감소되어 집단미술치료 프
로그램의 효과가 정서적인 안정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집단미술치료를 시설아동에게 적용한 김혜림(2006)의 K-HTP 검사
결과와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문제에는 제외되었으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 과정
에서 유아들의 변화는 부록을 통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소심
하고 다른 집단원들의 눈치를 보는 등. 자기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프로
그램 중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내부의 문제나 욕구 등의 표현이 훨씬 자유로워
졌으며 종결단계로 갈수록 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등, 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집단원들끼리 서로 위로해 주고 진심어
린 선물도 해 주는 등 집단원들 간의 상호작용도 원활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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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기반으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의 사전․사후 검사결과 사전
검사의 점수보다 사후검사에서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와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을 실시한 후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집단 구성원들의 K-HTP의 사전․사후 검사를 분석한 결과 집단 사전
그림에서 보여준 안정되지 못한 화면배치, 안전하지 못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집
과 나무 등 집단원 대부분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우울증적인 성향과
소심함과 의존적인 성향이 나타나 낮은 자존감을 보였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그
림의 화면전체에 적절히 표현하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집과 크기가 커진 나무의
줄기와 수관에서 자존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집단 미술치료가
시설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론을 볼 때 집단 미술치료가 시설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
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설 아동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관
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입증된바 있지만, 시설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의사 표현이 명확치도 않고 유아의 특성상 집중시간이 15분도 채
되지 않는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흥미도와 집중도가 높은 미술 매체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연구목적에 맞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이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다
고 할 것이다.

2. 한계점
시설유아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
점과 이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 분석에서 연구의 대상이 집단임으로 연구결과의 통계상 유의미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적인 표본수가 도출되어야하지만 본
연구의 표본 수(유아 4명)가 작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비모수 검증인 Wilcoxon Ranks Sum test
로 처리하여 자료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
며, 유의확률을 .05 수준이 아닌 .10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 유아들의 구성에서 실험집단만 존재하여 프로그램의 효
율성을 입증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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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시설에 있는 유아들의 특성상 시설에서의
유아수가 적고 동질 집단을 구성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목적인 자아존중감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입증되었
지만 추후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지속성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기 연구 설계상에는 추후검증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시설측
의 비협조와 오해로 인해 프로그램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더 이상 연구자의
기관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으며 몇 달 뒤에는 연구에 참여한 인원의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실시할 수가 없었다.
넷째,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유아의 특성과 시설유아의 이론적 특성들이 좀 더
고찰되었다면 한층 더 나은 프로그램과 연구의 결과가 도출 되었을 것이라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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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 과정에서 유아의 변화
시설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 과정에서 나타
나는 유아들의 행동이나 정서의 변화과정을 ‘워밍업 단계’, ‘표현화 단계’, ‘통합 및 융화 단계’,
‘신나는 세상으로’의 4단계로 서술하였다.
1) 워밍업 단계(1회기～3회기)
워밍업 단계는 내담자들과 연구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로인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집단의 협동과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이다. 오리엔테이션과 사전검사를 위
한 1회기를 제외하면 두 회기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단원은 이미 본 연구자가 근무하
고 있는 어린이집에 재원한지 6개월여가 지나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집단원을 포함한 전체원아
를 대상으로 한 적응 및 다중지능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이미
어느 정도의 신뢰감이나 미술치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관계로 회기를 최소화하였다.
1회기의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검사에서는 본 집단프로그램의 대략의 설명을 하고 주의사항
등을 약속하였으며, 자아존중감 검사와 K-HTP를 실시하였다.
2회기 별칭 짓기 게임은 단순히 흥미를 끌거나 집단원들끼리 이름을 외우기 용이하도록 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의 유아임으로 자신의 이름 외에 자신을 특징할만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 표현력은 물론 자존감
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금은 산만한 듯 하였으나 즐겁게 별칭짓기를 하였으며
다솜(7세 여아), 하나(6세 여아), 행복(6세 남아), 가득(6세 남아)이로 별칭을 정하였다.
3회기는 ‘종이죽 표현하기’로 지점토에 물을 섞어가며 묽게 반죽하여 도화지에 마음대로 칠
하고 덩어리도 배치하는 등 흥미유발과 욕구를 표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1> 다솜

<그림2> 하나

<그림3> 행복

<그림4> 가득

가장먼저 ‘다솜’이가 반죽을 시작하고 ‘하나’는 머뭇거리더니 이내 언니인 다솜이를 따라 반
죽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은 가득이 그리고 행복이 순으로 반죽과 도화지에 표현하기를 시작했
다. ‘다솜’이는 흰색 도화지를 선택하고 나름대로 화면 배치에 신경을 쓰면서 덩어리도 올려놓
았다. 하나는 소심하고 남을 잘 따라하는 편이었으나 의외로 도화지에 대담하게 손으로 칠하
면서 표현하기 시작했다. 작업의 느낌의 물었을 때 다솜은 미끌해서 이상하지만 재미있어요.
하나는 재미있고 시원하다고 표현했다. 행복이는 다른 집단원과는 달리 덩어리를 한쪽으로 모
아서 배치하는 등 소극적이고 편협적인 성격을 나타냈다. 느낌을 물었을 때 시큰둥하게 재미
있다고 표현했으며, 손에 묻은 종이죽을 신경이 거슬리는 듯 자꾸만 손을 닦아내는 행동을 하
였다. 가득이는 펴 바르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찍어도 보고 작업 자체를 즐기는 편이었고 신기
해하고 재미있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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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화 단계(4회기～10회기)
표현화 단계에서는 집단원들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4회기에는 콜라주 작업을 하였는데, 잡지책에서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찾아 도화지에
붙이는 작업인 ‘내가 갖고 싶은 것 꾸미기’를 하였다.

<그림5> 다솜

<그림6> 하나

<그림7> 행복

<그림8> 가득

다솜이가 갖고 싶은 것을 표현한 콜라주는 피자, 요미얌 등의 음식물과, 크리스마스와 관계
된 선물들을 표현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별을 찾아 표현하였다. 힘이 없어 보인
다. 그러나 동생이 요구하는 것을 챙겨주는 등 배려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하나는 언니가
선택한 사진 등을 탐내고 부러워하며 계속 언니를 쳐다보며 따라하는 등의 의존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하나도 먹는 것을 표현하였으며 특이하게 천사옷을 나타내 자신이 천사를 좋아함
과 동시에 천사가 엄마와 아빠 있는 곳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여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행복이는 공상적이고 엉뚱한 자신의 성격을 말해주듯 ‘번호를 받아랏! 보물을 받
아랏!’이라는 글자를 먼저 붙여 보물을 받고 싶다고 하였으며 크리스마스트리와 여러 선물들
을 찾음으로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회기를 마치는 동안 산마하게 행동
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풀이나 가위를 빼앗는 등의 충동성을 나타내었다. 가득이는 가지고 싶
은 것으로 첫 번째 비디오카메라를 붙였고, 상을 받고 싶다고 상 표시가 된 그림을 찾았다.
그밖에 생일선물, 피자, 별 등을 찾아 갖고 싶은 것과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
을 표현하였다. 다솜이를 제외한, 콜라주 작업에서 나타난 세 명의 공통점은 시설에서 칭찬받
지 못하고 꾸중을 듣는 일이 많으며 선생님이나 그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원장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위축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5회기에는 ‘내가 버리고 싶은 것 꾸미기’로 콜라주 작업을 하였다.

<그림9> 다솜

<그림10> 하나

<그림11> 행복

<그림12> 가득

네 명 모두 버리고 싶은 것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지 선뜻 찾지 못했고 한참이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다솜이가 먼저 사진을 찾아 오려붙이기 시작하였다. 다솜이는 버리고 싶은 것
을 인형그림과 지갑 그리고 베이컨을 찾아 붙였는데 지갑에 넣을 돈이 없고 시설에서 자주해
주는 베이컨이 질린다는 등의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특이한 것은 나뭇
가지를 찾아 붙였는데 이유를 묻자 “외할머니 집에 나무가 많아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유인즉 어릴 때 (시설에 오기 전)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때를 회상하고 자기를 시설에 맡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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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였으며 동시에 그리움을 나타내었다. 하나의 작
업에서는 간장을 찾아 붙였는데 간장을 반찬으로 먹은 적이 있는데 짜서 싫다고 하였으며, 남
자 젖꼭지와 남자 바지 사진을 찾아 붙였다. 남자 젖꼭지는 “남자찌찌 싫어해요 징그러워요”
라고 말하고 눈치를 보다가 “엄마찌찌도 징그러워요” 라고 말하였으며 “남자 바지는 입어보니
불편해서요”라고 말했다. 성적으로 남자에 대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이상 말을
하지 않아 그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행복이는 버리고 싶은 것으로 쇠똥,
남자 얼굴(사실은 잘생긴 남자 얼굴), 여자 눈, 검은콩을 찾아 붙였으며, 이유는 단답형의 일
반적인 말로 답했다. 그리고 여자의 눈 부위만 찾아오려 붙임으로 어떤 인과 관계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되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지만 회피하였고 횡설수설하였다. 감시의 눈초리 같은
것이 느껴진다. 가득이는 만화그림과 식용유 사진을 찾았다. 만화책이 많아서 만화책을 버리
고 싶다고 하였으며, 식용유도 많아서 버리고 싶다고 하였다. 후원품으로 들어온 만화책과 식
용유를 보고 한 말이다. 이번회기에서 느낀 것은 네 명 모두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
었으며 반대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6회기는 마음대로 그리기를 하였다. 어떤 그림이든 상관이 없고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도록
배려하였다.

<그림13> 다솜

<그림14> 하나

<그림15> 행복

<그림16> 가득

다솜: 녹색의 산을 그리고 엄마와 자신을 그렸다. 평화와 희망 안정을 나타내는 녹색으로 산을
그려 무기력하고 편안한 안식처를 찾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분홍색의 엄마와 자신을 표
현함으로써 여성적이고 심리적인 행복에너지를 갈망하고 내성적이고 표현력이 약함을 나타낸다.
그림의 제목은 엄마가 애기랑 “산에 가서 놀아요” 라고 하였으며 “다솜이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
고 엄마랑 같이 안가도 괜찮아요. 아빠도 산에 안 갔어요”라는 말을 하여 엄마가 자신을 버림으
로 그에 대한 적개심이 묻어져 나오며, 아빠도 “산에 안갔어요”라는 말로 아빠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애기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애기를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엄마와 애기가 함께 가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다. 하나: 아빠와 하나가 놀고 있
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주로 에너지와 생명력의 상징인 빨강색과, 유아의존적이며 의존심과
강한 애정의 욕구를 상징하는 노랑색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외향적이고 호전적인 정열이나 활동
적이라기보다는 난잡한 필법에서 나타나듯이 시설에 맡겨진데서 오는 불만과 분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버린 엄마보다는 아빠와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함으로 아빠와의 애
착관계가 밀착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복: 작품제작 초기에는 엄마를 그린다고 하더
니 결국엔 밥을 먹고 있는 공룡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행복에게 있어서 엄마는 시설의 선생님인
데 엄마(시설의 선생님)로 인한 공포와 적대감을 나타내는 검정색을 가운데에 표현하였다. 주로
검정, 주황, 갈색으로 표현하였는데 주황색은 애정의 극도 결핍과 활력과 에너지에 대한 갈망이
느껴진다. 그리고 갈색은 허전한 마음과 시설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한 충동과 억제의 중간상태인
것과 극도의 애정부족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이 예민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가득: 번개
치고 있는 것을 표현하였다. 숫자를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보라색으로 둥글게 그리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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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고 그 사이로 갈색으로 무언가를 복잡하게 그려 넣었다. 보라색이 많이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아 감정의 혼란 상태를 말해주고 번개라는 이미지도 상통하는 것 같다. 그리고 고아로서의 자
신의 상처를 나타내는 것 같다. 갈색으로 복잡하게 그려진 것으로 보아 모성애의 결핍을 나타내
며 애정부족 상태와 행복이와 마찬가지로 시설 선생님과의 갈등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7회기에서는 신문지 찢어 종이죽 만들기를 하였다. 본 회기에서는 집단원의 분노와 불만,
스트레스 그리고 아픈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소극적이고 항상 자신이 없어하는 집단원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고자 신나게 신문지를 찢고 큰 소리도 질러 보게 하였다. 집단원들은
본 회기에서 너무나도 즐거워하였으며, 찢은 신문지로 종이죽을 만들었다. 모두 열심히 참여
하였으며 지금껏 집단원들을 본 중 제일 밝은 표정이었다.
8회기에는 7회기 때 만들어 놓은 종이죽으로 탈을 만들었으며 처음해 보는 것이라 힘들어
했지만 이내 잘 따라 주었고 다음시간에 탈을 완성해서 탈놀이를 하자고 하자 모두 즐거워하
며 기대를 속에서 회기를 진행하였으며, 많이 적극적이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다.
9회기에는 약속대로 각자의 탈에 채색을 하고 가면놀이를 하였다. 각자자신의 탈을 쓰고 춤
도 추고 큰소리로 웃고 떠들며 즐겁게 보냈으며, 서로 눈치만 보던 집단원들이 서로 말을 하
고 뒤질세라 더 큰소리로 웃고 소리치는 모습이 좋아보였다.

<그림17> 다솜

<그림18> 하나

<그림19> 행복

<그림20> 가득

10회기에는 ‘무엇으로 보이나요?’라는 제목으로 데칼코마니를 하였다. 우연으로 이루어진 작
품에 신기해하였으며 무엇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해 나누었다.

<그림21> 다솜(가위)

<그림22> 하나(사탕)

<그림23> 행복(거북이)

<그림24> 가득(달)

3) 통합 및 융화 단계(11회기～13회기)
통합 및 융화 단계는 ‘표현화 단계’에서의 자기표현과 욕구표출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극적
이고 의존적인 자신을 바라보고 재통합하는 기회를 가지며 집단원들은 물론 시설이나 어린이
집에서 나아가 사회에 융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11회기에는 석고를 이용한 손 뜨기를 하였다.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손의 외
형을 만들고 그 속에 석고를 부어 굳힌 다음 알지네이트 외형을 제거해 완성하는 것이다. 본
회기에서는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흥미와 자신감을 제공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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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손과 똑같은 석고 손을 보면서 나에게 있어 손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나눔으로서 과거
를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기이다.

<그림25> 다솜
<그림 26> 하나
<그림27> 행복
<그림 28> 가득
다솜: 또 다른 자신의 손을 보고 신기해했으며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손 같다고 하였
다.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걸까?” 라고 묻자 한참 생각한 후 “엄마요”라고 대답했다. “그래,
다솜인 엄마, 아빠가 계시지?” “근데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 못 봐서 슬프구나?” 다솜이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히다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잠시 안아준 뒤 “다솜아! 다솜인 그래도 가
끔씩 볼 수 있는 엄마랑 아빠가 계시잖아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해서 지금은 같이 살 수 없
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랑 같이 데려 가실거야 거지?” “엄마, 아빠가 오실 때 까지 다솜인 무
엇을 할 수 있을까?” “동생 잘 보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요. 그래야 엄마가 데릴러 온댔어
요?” “그래 다솜인 똑똑하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선생
님도 빨리 엄마 아빠랑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 힘내!” 조금은 안정을 찾은
듯했지만 마음이 아픈 시간이었다. 하나: 언니가 울자 따라서 울어 달래는데 애를 먹었다. 하
나는 석고 손을 보고 ‘예쁜 손’이라고 했으며, 예쁘게 언니 말 잘 듣고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도 참겠다고 말했다. “ 그래, 하나의 예쁜 손처럼 하나는 예쁘니까 언니 말 잘 듣고 예쁜 생
각 많이 해야 되 알았지” 라고 말하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행복: ‘미운 손’
이라고 했다. 왜냐고 묻자 “내손만 이상하게 나왔어요.” “안 예뻐요” 라고 투덜거렸다. “행복
이 손은 미운 손이 아니고 예쁜 손인데 손 뜰 때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계속 꼼지락 거려서
이렇게 나온거야!” “행복이 생각해봐! 교실에서 수업할 때 가만히 않아있지도 않고 장난만 치
고 장난꾸러기잖아 선생님이 물으면 대답도 잘 안하고 뭐 하자하면 하지도 않고 그지?” “그
렇게 하면 미운사람이 되는 거야 이손처럼. 그럼, 미운사람이 아니고 예쁜 사람이 되려면 어
떻게 해야 돼?” 라고 하자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요 라고 말한다. “그래 선생님 말도 잘 들
어야 되지만 선생님은 행복이가 힘없이 있는 것 보다 무엇이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도 할 줄
알고 선생님이 뭐 하자고 하면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거든? 행복인 어때?” 라고 하자 “예”
라고 힘없이 대답한다. 행복이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주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해주었다. 가득: 가득에게 어떤 손인 것 같냐고 묻자 “뭐 같은 거 잡는 손요”라고 한다.
어떤 걸 잡는 손이지 라고 묻자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득이 손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
각 나냐고 묻자 “엄마(시설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는 거요” 라고 말한다. 어떨 때 맞냐고 묻
자, “엄마 말 안 듣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요” 라고 말한다. 시설에 있는 선생님과 관계
가 좋지 않아 보였으나 다행히 선생님을 많이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우리가득이 착하
고 똑똑한데 왜 자꾸 혼내지? 선생님이 가서 혼내줘야겠다 우리가득이가 얼마나 말도 잘 듣
고 예쁜데…” 라고 하자 씩 웃어 보인다. 선생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격
려해주었다.
12회기는 자기 자신을 광고해보는 회기이다. 콜라주 작업으로 진행 하였으며 광고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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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인지를 몰라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뽐내고 싶은 것 등을 이야기한다고 이해
시켜주고 회기를 진행하였다.

<그림29> 다솜
<그림30> 하나
<그림31> 행복
<그림32> 가득
다솜: 좋아하는 것과 자랑꺼리를 같이 표현하였다 12월 2일에 엄마와 아빠를 만나기로 한
날이라고 자랑하였다. 그리고 엄마생일이라서 엄마에게 케잌을 선물해 주기 위해 동생 하나와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빠에게는 술을 선물할거라고 하면서 포도주와 화장품을
붙였다. 지금까지는 엄마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었었는데 엄마를 위해 생일선물도 준비하고
많이 좋아 졌지만 선물의 비중이 아빠에게 더 많은 것으로 미루어 아직도 아빠와의 관계가
더 좋음을 알 수 있었다. 다솜이가 자랑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해주었고 격려해 주었다. 자신
의 생각을 비교적 조리 있게 설명하고, 물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소극적이고 부끄러워
했던 모습이 많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 다솜이와 마찬가지로 엄마와 아빠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고 엄마의 생일선물로 케
이크를 표현하였다. 광고하는 것 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붙였다.
행복: 블록놀이 잘하는 자신을 자랑하였으며 시설에서 옷 정리 잘했다고 칭찬받은 것을 자
랑하였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놀이터 사진을 붙였다. 실제로 카프라 등
과 같은 블록 쌓기에 재능이 있는 편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칭찬해 주었고 시
설 선생님에게 칭찬받은 일에 대해 같이 기뻐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 주었다.
가득: 뭐든지 잘하는 최고가 되고 싶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사진을 붙였고, 잘 웃는
자신과 청소를 잘한다고 청소기를 붙였다. 그리고 갖고 싶은 것도 붙였는데 모자와 목도리를
갖고 싶다고 했다. 역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었다.
집단원들의 표현력이 많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었고 자기 자랑을 하는데 즐거워했다.
13회기에는 석고마스크 작업을 하였다. 집단원과 치료자가 협동하여 작자의 얼굴을 석고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제작함으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에 대해 나누고 긍정적인 자기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모두들 신기해하고 즐거워하였으며 석고가 얼굴에 묻을 때 조금은 겁을 내
기도 했지만 이내 재미있어 하였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얼굴이 잘 나왔다고 하면서 서로
칭찬해 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았다.

<그림33> 다솜
<그림34> 하나
<그림35> 행복
<그림36> 가득
4) 새로운 세상으로 단계(14회기～17회기)
마지막 단계인 ‘새로운 세상으로’의 단계는 자신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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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끼리 상대방을 배려하고 선물하는 작업을 통하여 서로 존중받고 있음을 알게 하고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고 격려
해 주는 단계이다.
14회기는 나의 장점 찾기를 통해 집단원 스스로가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찾음으로 자신감
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회기이다. 손가락 본뜨기를 하여 다섯 손가락에 맞게 자신의 장점을 5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였다. 다솜: 아빠, 엄마가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것, 한자 잘해서 검정시
험에 합격한 것, 동생 잘 돌보는 것, 독서 잘하는 것을 적었다. 하나: ‘예쁜 내 얼굴’, ‘착하다’,
‘엄마, 아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낸다.’를 적었다. 글씨를 아직 잘 몰라 치료자가 도와주었다.
행복: ‘달리기’, ‘자전거 잘 탄다.’ ‘블럭 쌓기’, ‘칭찬’, ‘친구랑 재미있게 논다’를 적었다. 역시 글
씨는 치료자가 도와주었다. 가득: ‘친구랑 사이좋게 지낸다’, ‘청소 잘 한다’, ‘선생님 말 잘 듣
는다’, ‘일찍 일어난다’, ‘축구 잘한다.’를 적었다. 모두들 각자의 장점에 대해 지지해주고 계속
적으로 장점을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15회기는 집단원들끼리 각자의 신체상을 본 뜬 후 서로 선물해 주고 싶은 것을 잡지책이나
글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신체상에 붙이거나 그리도록 하였다.
다솜: 케이크와 휴대폰, 인형, 치마, 귀걸이 반지, 책 등을 선물로 받았고 즐거워했다. 하나:
인형들, 돈, 신발, 시계, 책상이 있는 공부방, 상장 등을 선물로 받았으며, 부끄러워하며 즐거
워했다. 행복: 자전거, 모자, 권총, 빵, 피자, 음료수, 컴퓨터, 비디오카메라, 금메달 등을 선물
로 받았으며, 흡족해 했다. 가득: 목도리, 모자, 축구화, 축구공, 피자, 비디오카메라, 상장, 과
자, 피자 등을 선물로 받았으며, 역시 기뻐했다. 치료자가 준 선물은 다솜 에게는 가족들이 함
께 살 수 있는 예쁜 집을 선물했고, 하나에게는 예쁜 옷과 화장품을 선물했다. 그리고 행복
에게는 금으로 만든 상장을 그려서 선물했으며, 가득 에게는 원하는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는
선물 상자를 선물했다. 모두들 즐거워하는 회기였으며 진짜 선물을 받은 듯 기뻐했다.
16회기는 지금까지의 작품들을 어린이집 교실에 전시하여 모두에게 자랑하고 어린이집 친구
들과 선생님들 모두 집단원들에게 축하해 주었고 칭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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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the Infants Improvement of
Self-Esteem, Living in an Orphan Asylum
Kim, Kyung Sig*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and how much group art therapy can help
the orphans in an asylum develop their self-esteem.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four infants living in asylum 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 D.
This group art therapy was designed totally 16 times for 1～2 hours per
time from the 25th of October, 2005 through the 27th of December, 2005. To
evaluate the difference of participants' self-esteem by before and after group
art therapy, the Self-Esteem Scale (SES) was used to measure the
self-esteem of those participants and Kinetic-House, Tree, Person(K-HTP)
was also used to evaluate for their pictures.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WIN Version 12.0 and then it was
evaluated Wilcoxon Ranks Sum. The change of before and after of K-HTP
was stated to find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about psychological
changes which can't be found on a statistical chart of self-esteem.
The results were followings.
First, by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group art
therapy, the latter self-esteem of Infants in the orphan Asylum measured with
Self-Esteem Scale(SES) more increased 6.25points on an average score than the
fomer Group Art Therapy (Z=-1.841, p<.10). As the result by the latter group
art therapy the subjects' self-esteem were significantly improved.
Second, as a result of before and after of K-HTP, on the before pictures,
most of the group members showed low self-esteem by drawing unstable
angle , placement, risky houses and trees which indicate they intend to be
dependent and prudent. On the after pictures, they draw pictures properly on
all over the whole canvaes and improvements of their self esteem were
proved by stable houses and bigger stem and water pipe of the trees.
Therefore,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has an effect on improvement
of self esteem for orphan children.
Key words : Group Art Therapy, Infants in an Orphan Asylum,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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