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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설아동에게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감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에 미치
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은 A시 소재 B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 아동 중 담당교사가 학습능력이 떨어져 추천한 아동 12명을 실험집단 6
명과 통제집단 6명으로 무선 배치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사전·사후검사를 제외한 총
14회기를 주 1회 70분 동안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공감능력 척도, 사회적 자아개
념 척도, KHTP 그림검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모수 검정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사회적 자아개
념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집단미술치료가 동적 집-나무-사람
(K-HTP)그림검사의 양적 분석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그림검사는 사
전 그림검사와 비교하여 형태의 왜곡과 생략이 줄어들고 활동적이며 표정이 밝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공감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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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가정은 최초의 사회이며 최초의 학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환경으로 언급한 독일의 시
인 Goethe(1958)는 "자기 집에서 자기의 세계를 즐
길 줄 아는 어린이는 집 밖의 사회에서도 행복하
다"라고 하였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가
정은 중요한 환경요인인데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016)에 따르면 2016년도 요보호 총 아동 발생
수는 5,226건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이 높은 순
서로 살펴보면 미혼모 아동 856명, 학대 1.540명,
부모 이혼 906명 순서로 나타났다. 요보호아동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은 부모
가 없는 고아보다는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가
정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아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이렇듯 시설아동은 부모
의 이혼, 사망, 재혼, 별거, 질병 및 경제적인 이
유와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등으로 가족이 해체
되거나 기능을 다 하지 못해 가정 속에서 성장하
지 못하고 시설에서 생활 하고 있다.
시설아동이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역할을 수행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부모를 전격으로
대리하여 아동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한다
(Kadushin, 1980). 시설은 가정을 대신하는 양육의
장소로 아동의 생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시설에서 살고 있다는 열등감으로 인해 시설아동
은 자신을 타인에게 쉽게 노출하지 않으려는 특
성과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유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는 학교생활과 또래관
계에서 부적응과 이후의 대인관계에서도 다양한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대인
관계에서 사회 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공감능력인데 시설아동은 의사소통할 대상이 적
고 컴퓨터나 텔레비전, 게임기와 같은 도구의 사
용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기회가 더 줄고 있
다(박혜경, 2008). 또한 시설아동은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며 인식
하는 정서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거의 없고 공감
능력이 낮아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갖
는 경향이 있다(김춘경, 김기영, 2004).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공감능력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부터 탈피하여 타인의 입장
에서 이해하며 추론하게 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
를 형성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입장
에서 감정이나 생각을 수용하고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는 공감능력은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협
동성, 이타 행동 등과 같은 친사회적인 행동과 정
적상관을 가지며 공격적인 행동과는 부적인 상관
을 가진다(박혜경, 2008). 또한 공감능력은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 상황을 인지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Rogers, 1957). 공감능력
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교에서 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어 사회
적 유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전은정,
2009).

는 시설아동이 어머니와 오랜 시간
분리된 상태로 성장하기 때문에 ‘모성의 박탈’ 또
는 ‘모성의 상실’ 경험으로 인해 성장 후에 타인
과의 정서적 관계 맺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아들러의 신 프로이드 학파와 로저스의 자아 이
론, Lewin, Lippitt와 White(1939)의 소집단이론에서
인간의 성장발달과정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을 강
조하였다(허상환, 2003). 시설아동은 가정에서와
같이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운 결핍된 환경
에서 부모와 분리되어 생활하여 공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하며, 신뢰감을 형성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쉽지 않다고 본다(김태신,
2010). 시설에서의 집단생활과 규율화 등으로 아
동의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과 대인관계 형성, 타
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부적절하며 어렵다(이
경숙, 1997). 또한, 시설아동은 가정에서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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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며 조절하고 인식하는 정서적 경험의 기회
가 거의 없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과 다른
사람의 상황이 되어 생각하려는 공감능력이 낮고
자아개념이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적
자아개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김영숙, 1993). 일반아동보다 시설아동은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높아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어렵
게 한다고 볼 수 있다. Wolkind(1974)는 유년기를
시설에서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성장한 아
동과 동일한 기간을 일반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을
비교하였는데 일반가정의 아동은 18%가 사회부적
응을 보였고 시설아동은 34%가 사회부적응을 보
여 거의 두 배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안정
애착의 결여로 시설아동은 공감의 부재 환경-자
기대상 환경의 실패로 부적응 행동과 함께 자기
발달의 정지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
감능력이 결핍된 상태라고 본다(정은주, 정광석,
2010). 또한 안귀덕(1995)은 학교와 가정에서 또는
또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긍정적 자기개념이 형성되기 어렵다 하였으며, 김
양자(2011)는 시설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사회적 지
지기반이 약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어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는 공감능력이 높으면
사회적 자아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상호작
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상황에
잘 적응하며 중요한 타인들로부터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자신감을 갖고 안정된 자아개념을 지니게
된다(송인섭, 2013).
사회적 자아개념은 중요 타인인 부모, 교사, 또
래집단의 평가에서 형성된 지각으로 개인이 사회
적 상황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된 지각을
뜻하는데, 각 개인이 사회적 인간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김학준, 2013). 공감능

력과 함께 중요한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관념체제인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
으면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생활을 하며, 사회적
자아개념이 낮으면 대인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불
행한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한다(최희정, 2014). 시
설아동의 경우 안정적 양육 환경과 부모와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여
심리적 지지와 사회성이나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
향을 받아 낮은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환경
에 부적응하기 쉽다(서유경, 2002). 그래서 시설아
동에게 공감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의 향상이 필
요하며 의의가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개입을 통해 시설아동의 일
상생활보호와 아동의 마음에 상처가 심화되는 것
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및 심리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미술치료는 미술을 매개체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자아수용, 자아표현, 승화, 통
찰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심리문제를 해결하
며 자아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미술치료 경험은
출현하는 관계적 자아를 위해 필요한 마음 읽기
와 공감능력 모두의 통합에 기여한다(정현희,
2013). 특히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아동들은 각자
가 내재화된 이미지에 의해 느끼고 다른 아동과
의사소통하며 자기 탐색을 하고 협동작품을 하면
서 개인의 행동과 사회성을 결정하는데 의미가
있다(서로사, 전순영, 2015). 즉, 집단미술치료는
개별 미술활동과 협동 미술활동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공유하는 정서적
경험으로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하겠다. 그리고 미술은 비언어적 표현수단으로
서 정화의 기능을 하며, 자신에 대한 통찰의 기회
를 줄 수 있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도와주는데 효과가 있다(김동연, 이
성희, 1997). 시설아동은 집단미술치료 활동을 통
하여 자기통찰의 기회를 갖고 작품을 완성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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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과정에서 집단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 공감능력과 사
회적 자아개념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미술치료가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
는 박혜경(2008)은 아동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감정을 지각
하여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정은주와 정광석
(2010)은 집단미술치료가 작품 활동을 통한 의사
소통과 자기와 타인의 이해로 아동의 공감능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정명선(2009)은 청소
년의 주의집중 및 공감 향상을 위한 주제제시 형
식의 집단미술치료효과가 상대방에게 감정을 이
입하여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였
다. 또한 집단미술치료가 자아개념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전현선(2004)은 신체상 표현을 중
심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자아개념
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김혜림(2006)
은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가 4∼5세 시설아동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고, 김양자
(2011)는 시설아동에게 집단미술치료가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
시하여 공감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향상을 연구
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타인과 긍정
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대인관계 능력, 사회성, 이
타행동, 협동성 등과 같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위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시설아동에
게 집단미술치료가 공감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며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시 소재 B아동보호 시설에서 거주하는 초등
학교 고학년으로 학습능력이 낮은 방과후 교실
아동 중 담당교사의 추천으로 아동 12명을 실험
집단 6명, 통제집단 6명으로 무선 배치하였다.
실험집단은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감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려고 사전, 사후검사를 제외하고 총 14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연구실시를 위해 프로그
램은 연구자가 진행하였고 방과 후 담당교사가
보조 진행 및 행동관찰을 도왔다.
본 연구의 통제집단은 같은 B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구성하여 사
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들의 특성과 개별적인 정보는 연구자가 행동
관찰한 것과 방과 후 담당교사와 시설의 담당교
사에게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통제집단
은 실험집단 연구가 종결된 후 프로그램을 실시
하기로 하였다.
A

연구절차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아동보호
시설의 시설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배치
첫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공감 하여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진행은 대학원에서 미술치료를 전공하고 미술치
둘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사회 료사 자격을 갖춘 본 연구자가 하였으며, 미술치
- 574 -

정은아 ․ 신지현 /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표 1. 집단의 특성
집단 대상 성별 가족관계 및 부모연락
아동의 특성
특성
학년 입소년도
유무
조모, 부모,
⋅경쟁적이며 잘 어울리지 못하고 감정변화가 큼.
동생
.
⋅화가 나면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냄.
A
남 초3 부모이혼
o
⋅학습능력이 낮고 자신감이 부족함.
2012
⋅표현이 부정적이며 혼자서 활동하는 것을 더 좋아함.
부모,
⋅목소리가 작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눈치를 봄.
2명
B
여 초4 여동생
o
⋅소극적이며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고 회피함.
부모이혼
⋅위축되어 보이고 개별 활동을 편안해함.
2010
실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를 함.
부모
. 누나.
⋅말이 어눌하며 자기주장을 정확하게 하지 못함.
o
험 C 남 초4
2011
⋅속상할 때 눈물을 보이고 쉽게 포기함.
⋅말과 행동이 느리며 친한 친구만 어울리려고 함.
집
⋅수다스럽고 과장된 말과 행동을 함.
부모.
⋅감정조절이 어렵고 공격적이며 몸싸움을 자주함.
단 D 남 초4 부모이혼
o
⋅자기주장과 고집이 세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함.
2012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포기함.
놀리면 억눌린 감정을 울음으로 표출함.
남동생. o ⋅집단원이
E
남 초4 부모.2013
⋅눈치를 보며 부끄러워하고 자신감이 없음.
⋅집단원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소극적임 .
부모부재
⋅대화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집단원 에게 핀잔을 들음.
F
남 초5 아기 때
x
⋅집단에서 겉돌며 과장된 행동과 언행 불일치를 보임.
시설에 맡겨짐
⋅부모와 형제가 존재하지 않아 자기정체성이 낮음.
부모, 형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경쟁적임.
A
남 초3 부모이혼
o
⋅화가 나면 폭력적인 행동으로 교우관계 문제가 있음.
2010
⋅말수가 적으며 혼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함.
계부, 모, 누나
⋅불안감이 높고 예민하여 상처를 잘 받음.
B
남 초4 부모이혼
o
⋅친구들의 말과 행동에 눈치를 많이 보는 편임.
2011
⋅매사 소극적이며 자기주장을 하지 않음.
부모, 형,
⋅정서가 불안정하며 수줍음과 부끄러움이 많음.
동생
4명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방어하며 회피함.
C
남 초5 부모이혼
o
⋅대인관계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기표현
2015
을 정확하게 하지 못함.
통
조모, 부모,
⋅눈치가 빠르고 상황파악을 잘하여 모범적으로 보임.
제 D 남 초6
누나
o
⋅인정받지 못하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포기함.
부모이혼
⋅시설에서 생활하는 상황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음.
집
2013
부모, 형
⋅자기주장이 강하여 과격한 행동과 말을 함.
단 E 남 초6 부모이혼
o
⋅친구와 싸움이 잦고 자신이 주도 하려고함.
2010
⋅분노의 감정이 내재해 불평불만이 많음.
부모, 형
⋅자기중심적이며 협동심이 부족함.
F
남 초6 부모이혼
o
⋅소극적이며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음.
2008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이 미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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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전문가의 수퍼비전을 받으며 진행하였다. 두 집
단의 사전검사는 본 연구자가 검사의 목적 및 방
법에 관해 아동에게 설명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
다. 실험집단은 주 1회 70분씩 사전, 사후검사 외
에 총 14회기 집단미술치료를 진행하였으며 통제
집단은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사후검사는
실험집단의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사전검사와 동
일한 검사지와 방법으로 두 집단에 실시하였다.
회기별 연구절차는 표 2와 같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시설아동의 공감능력 및 사회적 자아개념에 미
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정여주(2009)의 미술
치료의 이해, 주리애(2003)의 미술치료 요리책, 최
외선, 김갑숙, 최선남, 이미옥(2007)의 미술치료 기
법, 박현주와 서명옥(2013)의 미술치료의 매체활용
법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참고하여 수련감독 미
술치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프로그램을 구성하
였다. 단계별 프로그램의 목표를 초기단계는 1-3
회기로 라포형성을 하고 자기탐색과 감정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중기단계는 4-8회기로 자기이해와
타인이해로 공감하기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 종
결단계는 9-14회기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자아개념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 2. 회기별 프로그램 연구절차
단계
활동 내용
한 주간 지낸 이야기를
도입 인사하기와
나눈다.
주제에 맞는 매체를 이용하여
활동 회기별
활동을 하고 작품에 주제를 붙인다.
작품설명과 활동 전후의 느낌을 나누
발표 고 집단원이 상호 긍정적 피드백을 나
눈다.

진행
시간
15분
40분
분

15

측정도구
공감능력 척도
공감능력 척도는 Davis(1980)의 IRI검사(조망 취
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와 Bryant(1982)의 공
감적 각성 검사를 박성희(1997)가 번안하고 김해
연(2009)이 초등학생으로 수정⋅보완한 공감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공감 20문
항(공감적 각성 15문항, 공감적 관심 5문항), 인지
적 공감 10문항(조망취하기 5문항, 상상하기 5문
항)으로 총 30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
에 대한 응답 방식을 1점(전혀 아니다), 2점(아니
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로 평소의 성향으로 반응하는 자기보고식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다고 해석된다. 박성
희(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4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개념 척도
사회적 자아개념 척도는 송인섭(1982)이 개발하
고 임재련(1987)이 요인 분석을 해서 재구성한 척
도를 활용하였다(이자혜, 2010). 총 문항은 18문항
이며 5점 Likert 방식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
식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
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아주 그렇다)로 평
소의 성향으로 반응하는 자기보고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다고 해석된다. 이
자혜(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78로 나타
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4로 나타났다.
동적 집-나무-사람) 검사
Burns(1987)가 개발한 K-HTP는 심리진단검사로
Buck(1948)이 창안한 HTP 그림검사에 동작성을
첨가시켜 만든 것으로 용지 한 장에 집, 나무, 움
직이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집(House)그림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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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과정 회기 제 목
목표
활동내용
⋅공감능력검사 ⋅사회적 자아개념검사
사전검사
⋅동적 집-나무-사람(K-HTP) 그림검사
소개하기
내 마음속 -감정이완 및 라포형성 ⋅프로그램
⋅난화로
이야기
구성하기
1
숨은그림 -자기소개
⋅작품설명과
활동
전후의 느낌 발표
찾기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한 주간 지낸 이야기 나누기
-자기탐색
매체 탐색 후 자기 얼굴 꾸미기
타인의 차이 ⋅아이클레이
초기 2 내 얼굴 -자기와
⋅작품설명과
활동 전후의 느낌 발표
점 인지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한 주간 지낸 이야기 나누기
-부정적 감정표현 및 ⋅화가 난 상황을 쓰고 물감불기로 분노감정
화가 날 해소하기
3
해소하기
때는 -자아탐색
⋅작품설명과 활동 전후의 느낌발표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한 주간 지낸 이야기 나누기
-긍정적 감정과 부정
만든 나의 감정과 친구에게 선물한
나의 생각 적 감정 알아보기 ⋅과자로
4
감정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너의 생각 -자기와 타인의 감정 ⋅작품설명과 활동
전후의 느낌 발표
인식과 이해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한 주간 지낸 이야기 나누기
-협동화를 통한 자기
⋅사포에 그려놓은 그림을 조각으로 나누어 색
따로 또 이해
5
칠하고 전체를 하나로 모아서 완성하기
같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작품설명과
활동 전후의 느낌 발표
자기표현하기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한 주간 지낸 이야기 나누기
-자기와 타인의 공통
좋아하는 것과 친구가 좋아하는 것 차
닮은 듯 점과 차이점 인식과 ⋅내가
6
이에
대해
알아보기(꼴라쥬)
다른 듯 수용
⋅작품설명과
활동 전후의 느낌 발표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자신과 타인의 욕구 ⋅한 주간 지낸 이야기 나누기
중기
충족시키는 ⋅동화책 ‘오른발 왼발’을 읽고 주인공의 입장
마음을 를방법함께
7
알아보기
에서 생각해보기
나누어요 -자신의 감정과 타인 ⋅작품설명과
활동 전후의 느낌 발표
의 감정 공감하기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한 주간 지낸 이야기 나누기
-타인의 의도와 느낌
⋅한 가지 색의 크레파스를 각자 선택하여 친
색으로 알기
8
구들과 그림을 돌려가며 그리기
대화 -집단원의 감정에 서 ⋅작품설명과
활동 전후의 느낌 발표
로 공감하기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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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척도지, A4,
연필, 지우개
도화지,
크레파스
아이클레이,
우드락
도화지, 색연필,
물감
다양한
모양의 과자,
초콜릿,
물엿
사포, 크레파스,
스카치테이프
도화지,
풀, 가위,
잡지책
우드락,
아이클레이,
편지지,
연필
켄트지,
크레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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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
함께Ⅰ

10

우리
함께Ⅱ

11

친구에게
주고 싶은
선물

12

함께
여행을
떠나요

13

나에게
주는 상장
나에게
쓰는 편지

14

희망
나무

종결

사후검사

⋅한 주간 지낸 이야기 나누기
⋅종이 박스로 집 형태 만들기
⋅석고붕대를 집 형태에 붙여 완성하기
⋅활동 전후의 느낌 발표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주간 지낸 이야기 나누기
자아상 ⋅한
⋅석고붕대로 완성된 집 형태에 유성매직과 클
레이를 활용하여 꾸미기
긍정적 ⋅활동
전후의 느낌 발표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한 주간 지낸 이야기 나누기
-공감과 배려로 좋은 ⋅팔찌를 만들어 고마운 친구에게 선물하기
친구관계 유지
⋅목걸이를 만들어 미안한 친구에게 선물하기
-성취로 자긍심 강화 ⋅작품설명과 활동 전후의 느낌 발표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한 주간 지낸 이야기 나누기
-타인배려와 존중하기 ⋅친구들과 의논하여 여행가고 싶은 곳을 협동
-공감과 배려로 사회
하여 그림완성하기
성 향상
⋅활동 전후의 느낌 발표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한 주간 지낸 이야기 나누기
⋅지난시간 동안 수고한 자신에게 상장 수여와
-긍정적 자아상 확립
편지 쓰기
-자신감증진으로 또래
⋅자신에게
수여하는 상장과 편지를 소개하고
관계 향상
활동 전후의 느낌 발표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한 주간 지낸 이야기 나누기
-긍정적 자아상 확립 ⋅나뭇잎에는 자신의 장점과 줄기에는 소망하
-공감을 통한 사회적
는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며 쓰기
자아개념 향상
⋅작품설명과 활동 전후의 느낌 발표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공감능력검사⋅사회적 자아개념검사
⋅동적 집-나무-사람(K-HTP) 그림검사
성취를 통한
확립
-협동을 통한
관계 형성
-성취를 통한
확립
-협동을 통한
관계형성
-

자아상
긍정적

에 대한 심상으로 아동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가
족, 가정생활, 가족관계, 가족구성원에 대해 가지
고 있는 표상과 생각, 여러 감정, 소망들이 투영
되어 나타난다. 집 그림은 일차적으로 ‘사람이 사
는 곳’으로 사람의 자아, 사람이 현실과 관계를
맺는 정도와 개인만의 내적 공상에 대해서도 여
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무(Tree)그림은

종이박스,
석고붕대,
유성매직,
아이클레이
종이박스,
석고붕대,
유성매직,
아이클레이
팔찌재료,
원목펜던트,
가죽 끈,
유성 사인펜
캔트지,
크레파스
상장도안,
편지지,
스티커, 색연필,
사인펜
검정도화지,
가위,
한지, 풀,
사인펜
척도지, A4,
연필,
지우개

자아에 대한 심상으로 환경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데 무의식적인 핵심감정이 드러나서 더 심층적인
수준에서의 내면감정이 투영되고 있다. 사람
(Person)그림은 타인과의 관계방식을 의미하는데
의식적인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표상, 자기개
념, 자기에 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투사되고 있다(신민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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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K-HTP 채점기준은 Burns(1987)가
K-HTP에서 중요하게 다룬 양식에 관한 요인을
정윤정(200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구성한 변인
중에 박가희(2015)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재구성한
양식을 사용하였다. 총 6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3개의 하위요인은 집 그림 양식(19문항), 사람
그림 양식(28문항), 나무그림 양식(16문항)으로 구
성된다. K-HTP 그림검사 채점기준의 하위요인 과
문항구성은 표 4와 같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
적으로 해석 된다.
K-HTP의 항목별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
여 미술치료 학위자 3명이 함께 채점을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12명의 그림검사 결과물을
표집 하여 평가자 3인이 각각 채점하고, 채점자간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일치도를 분석해보았다.
각 채점자간의 점수를 알아보려고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79∼.97(p<.01)으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KHTP 그림검사의 양적 방법론은 수치화 과정
에서 관계가 없는 데이터를 제외시켜 표준화된
방법을 따르므로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Carr, 1994; Walker, 2005). 또한 Johnson과
Onwuegbuzie(2004)는 양적 방법론이 연구의 결과를
쉽게 일반화 시킬 수 있고 검사자의 주관적 영향
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질적
표 4. K-HTP 채점기준의 하위요인 및 문항구성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집그림 필수구성, 선의 강약․세부묘사, 19
양식
균형, 조망․지우기
사람그림 필수구성, 선의 강약․세부묘사, 16
양식
균형, 조망․지우기
나무그림 필수구성, 선의 강약․세부묘사, 23
양식
균형, 조망․지우기
전체
63

방법론은 복잡한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어
예측 불가능한 현상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장점으로 꼽았다(임나영, 2013). 이는 연구
대상자에 대해 직접적인 관찰이 가능하고 실시하
기 간편하며 개인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특히 아동의 그림은 비방어적이고 아동자신의
태도나 감정, 소망, 관심 ,생각, 등을 보다 투명하
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신민섭, 2014).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
한 비모수검정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려고 맨-휘트니 검증
(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점수 비교를 위해 윌
콕슨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실
시하였다.

결 과
공감능력척도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에 대한 공감능력 척도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Z=-.645 ∼
-1.885, p>.05) 동질성이 확보되어 두 집단은 동일
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감능력 사전-사후 검
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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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결과
하위
영역
집단
N
평균순위 순위합
요인
실험
6
5.17
31.00
상상
하기
통제
6
7.83
47.00
인지적
공감
실험
6
4.58
27.50
조망
취하기
통제
6
8.42
50.50
실험
6
4.67
28.00
공감적
관심
통제
6
8.33
50.00
정서적
공감
실험
6
5.83
35.00
공감적
각성
통제
6
7.17
43.00

표 6과 같이 분석한 결과, 인지적 공감에서 상
상하기는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Z=-2.032, p<.05).
실험집단의 사후 상상하기에 대한 점수가 사전
상상하기에 대한 점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집단의 상상하기는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조망취하
기는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Z=-2.214, p<.05). 이는
실험집단의 사후 조망취하기 점수가 사전 조망취
하기에 대한 점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
제집단의 조망취하기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공감능력의 사전-사후 평균 및 표준편차
사전
영역 하위요
집단
N
인
M
6
13.17
상상 실험
6
17.33
인지적 하기 통제
공감 조망 실험
6
13.33
취하기 통제
6
15.17
6
13.67
공감적 실험
6
15.50
정서적 관심 통제
공감 공감적 실험
6
44.17
각성 통제
6
45.17

U

Z

p

10.00

-1.292

.196

6.50

-1.885

.059

7.00

-1.844

.065

14.00

-.645

.519

정서적 공감에서 공감적 관심은 실험집단의 사
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Z=-2.264, p<.05). 실험집단의 사후 공감적
관심에 대한 점수가 사전 공감적 관심에 대한 점
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집단의 공감적
관심은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공감적 각성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Z=-1.992, p<.05). 이는 실험집단의 사후
공감적 각성 점수가 사전 공감적 각성에 대한 점
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집단의 공감적
각성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사후

Z

p

-2.032*

.042

(3.15)

-.638

.524

(1.75)
(1.76)

-2.214
-1.000

*

.027
.317

17.83

(2.23)

-2.264*

.024

(1.52)
(6.31)

15.33
53.83

(1.51)
(6.79)

-.333
-1.992*

.739
.046

(4.22)

43.50

(4.81)

-1.633

.102

(SD)
(2.32)

M
16.67

(SD)
(3.01)

(5.16)

16.50

(1.97)
(1.72)

16.67
15.50

(1.5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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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자아개념척도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자아개념 척도변화
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
(Z=-1.212, p>.05) 동질성이 확보되어 두 집단은
동일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적 자아개념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윌콕슨 부
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과 같이 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아개념에
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변화를 보였다(Z=-2.226, p<.05). 이는 실
험집단의 사후 사회적 자아개념에 대한 점수가
사전 사회적 자아개념 점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통제집단의 사회적 자아개념에 대한 점수
는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결과
순위
구분 집단 N 평균
순위 합 U Z p
사회적 실험 6 5.25 31.50
-1.21
자아개념 통제 6 7.75 46.50 10.50 2 .240
표 8. 사회적 자아개념의 사전-사후 평균 및 표준
편차
사후 Z p
구분 집단 N 사전
사회
적
자아
개념

*

p<.05.

실
험
통
제

M

(SD)

M

(SD)

*

6 54.50 (8.62) 64.33 (12.39) -2.226 .026
6 60.17 (10.03) 59.67 (8.41) -.105 .917

동적 집-나무-사람(K-HTP)그림검사의 분석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하기 위
해 K-HTP의 사전검사 점수에 대해 맨-휘트니 검
증(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
사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질성이 확
보되어 두 집단은 동일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Z=-1.028 ∼ -1.783, p>.05).
사전-사후 척도 결과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K-HTP 검사의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과 같이 K-HTP 분석 결과, 집 그림은 실
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변화를 보였다(Z=-2.032, p<.05). 이는 실험집
단의 사후 K-HTP 집 그림에 대한 점수가 사전
K-HTP 집 그림에 대한 점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통제집단의 K-HTP 집 그림에 대한 점수
K-HTP

표 9. K-HTP사전검사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하위 집단 N 평균 순위 U Z p
요인
순위 합
6
5.50 33.00
집 실험
통제 6 7.50 45.00 12.00 -1.028 .304
6
4.75 28.50
나무 실험
통제 6 8.25 49.50 7.50 -1.747 .081
6
4.67 28.00
사람 실험
통제 6 8.33 50.00 7.00 -1.783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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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표 10. K-HTP의 사전-사후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 집단 N 사전 사후 Z p
요인
M (SD) M (SD)
6 10.83 (2.86) 14.17 (1.17) -2.032 .042
집 실험
통제 6 13.00 (2.19) 12.67 (1.51) -.184 .854
6 10.17 (1.17) 12.50 (1.52) -2.032 .042
나무 실험
통제 6 11.50 (1.22) 11.67 (1.97) -.213 .832
6 14.33 (7.76) 22.83 (1.72) -2.207 .027
사람 실험
통제 6 20.50 (2.59) 21.33 (3.39) -1.414 .157
6 35.33 (6.59) 49.50 (3.20) -2.207 .027
전체 실험
통제 6 45.00 (2.19) 45.66 (3.88) -.750 .453
*

*

*

*

*

p<.05.

는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나무그림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Z=-2.032,
p<.05). 이는 실험집단의 사후 K-HTP 나무그림에
대한 점수가 사전 K-HTP 나무그림에 대한 점수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집단의 K-HTP
나무그림에 대한 점수는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사람그림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Z=-2.207,
p<.05). 이는 실험집단의 사후 K-HTP 사람그림에
대한 점수가 사전 K-HTP 사람그림에 대한 점수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집단의 K-HTP
사람그림에 대한 점수는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K-HTP
평균점수는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Z=-2.207, p<.05).
이는 실험집단의 사후 K-HTP 평균점수가 사전
K-HTP 평균점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
집단의 K-HTP 평균점수는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공감능
력과 사회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방과후 교실 담당교사가 학
습능력이 떨어져 추천한 아동 12명을 실험집단 6
명, 통제집단 6명으로 무선 배치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 시설아동에게 집단미술치료가 공감능력
과 사회적 자아개념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통해 공감능력 분석결과 통제
집단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실
험집단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하위영역별
로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 중 상상하기(Z=-2.032,
p<.05), 조망취하기(Z=-2.214, p<.05)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정서적 공감 중 공감적 관심(Z=-2.264,
p<.05), 공감적 각성(Z=-1.992, p<.05)으로 실험집
단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공감능력 변화는 집단미술치료 과정 중
에 살펴볼 수 있었다. 초기단계에는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이 적고 공감능력 부족으로 대화의 의도
를 파악하지 못해 핀잔을 듣거나 의사소통 미숙
으로 관계 맺기가 서툴렀다. 활동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도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관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소한 다툼이 자주 있었다.
반면에 자기주장이 강한 아동은 공격적이며 폭력
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자기감정을 표현하는데 미
숙하고 어색해하였다. 그러나 집단미술치료 활동
을 하면서 자기와 타인의 차이점을 생각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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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기와 감정표현 주고받기를 하며 서로의 미
술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집단원의 말에 경
청하고 감정을 서로 공유하면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미술치료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
과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정은주와 정광석
(2010)의 결과와 청소년의 주의집중 및 공감 향상
을 위한 주제제시 형식의 집단미술치료 효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연구한 정명선(2010)과도
맥을 같이하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집단미술치료를 실시
한 신현주(2013)의 연구결과에서 공감능력의 인지
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 중에서 정서적 요인이 통
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만다라를 활용하여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아동들의 공감능력
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난 김종희(2012)의 연구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
다고 하겠다.
둘째,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사회적 자아
개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통해 사회적 자아개념
분석결과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
나지 않았는데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Z=-2.226,
p<.05). 이는 실험집단의 사후 사회적 자아개념에
대한 점수가 사전 사회적 자아개념에 대한 점수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아개념 변화를 집단미술치료
과정 중에 살펴볼 수 있었다. 초기단계에는 낮은
자아개념으로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와 집단원
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협동화 작업을 선호
하지 않았다. 집단원간의 미술활동에서 자기 의사
표현의 회피, 부정적인 언어 사용, 소극적인 작품
활동, 등 집단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집단미술치료 활동을 하면서 공동 주제로
협동을 통해 집단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초
기단계의 부정적인 언어 사용의 빈도가 감소하였
고, 집단원간에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서로 도와주
거나 격려 해주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집
단미술치료활동을 하면서 내면에 쌓여 있던 부정
적인 생각과 감정을 배출하여 원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지지로 사회적 자아개념 형
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전현선(2004)의 연구
에 12세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상표현을 중심
으로 한 집단미술치료는 시설아동의 자아개념향
상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혜림(2006)은 집단미술치료가 4∼5세 시설아동
의 자아개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며, 김양자(2011)는 집단미술치
료가 시설아동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셋째, 집단미술치료가 동적 집-나무-사람(K-HTP)
그림검사의 양적분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통해 K-HTP 분석 결과, 실험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집 그림(Z=-2.032, p<.05), 나무그림
(Z=-2.032, p<.05), 사람그림(Z=-2.207, p<.05)으로 사
전검사 그림에 대한 점수보다 사후그림검사의 점
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K-HTP 사전사후 그림변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통제집
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집
단에서 사전그림은 형태 왜곡과 생략이 있으며
회피적인 모습과 방어적인 모습이 보이고 필압이
약하며 그림의 크기가 작았다. 인물상의 행위는
지팡이나 총을 들고 싸우거나 얼굴이 무표정하며
경직되어 있거나 수동적으로 서 있는 모습이 많
았다. K-HTP 그림검사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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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사후그림은 형태 왜
곡과 생략이 적었으며 사전검사에 비해서 안정적
이고, 필압이 강해지며 선이 부드러워졌다. 그림
의 크기는 커지고 집, 나무, 사람 그림이 자세하
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인물상의 행위는 무기력하거나 싸우는 모습이 줄
어들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그렸고 인물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림검사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아
동은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였다. 선행연
구에서 살펴보면 박혜경(2008)은 아동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에서 HTP 사전 그림
검사에 비해 사후그림검사에서 아동의 그림형태
가 커지며,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의 그림이
유지되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임순영
(2005)은 협동미술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자아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K-HTP 그림검사에
나타난 시각적 상징을 통하여 자아개념 형성 변
화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바람직한 변화가 있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서
로사(2014)는 인간중심적 미술치료가 뇌성마비 성
인여성의 자아개념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서 K-HTP 사후그림검사 결과 강한 필압과 조절
되는 선들을 볼 수 있으며, 그림이 커지고 전반적
으로 따뜻한 느낌의 그림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
다. 이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아로 성장하였음
을 알 수 있으며, 자아개념향상에 효과를 보고하
고 있어 본 연구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시설아동에게 집단미술치료
가 공감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향상에 미치는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특정지역, 특정시설로
한계가 있고 표본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과 대상
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본 수를 늘려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대상 아동의 입소 배경이나 현재
부모와의 만남 여부 등 개인적인 배경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배
경 변인들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기간이 비교적 짧고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이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장기간 연
구에 따른 회기별 결과의 차이를 연구하여 효과
성과 추후 연구에 따른 지속성 여부를 평가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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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Empathy and Social
Self-Concept of Shelte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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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empathy and social self-concept of shelter
children. Subjects of this study are upper grade elementary students (4th~6th) living in B children shelter
located in A city, who take after school classes. Twelve students who have lower learning ability were
recommended by their teachers and randomly assigned 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each consisting of six
students.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was conducted over 14 sessions excluding the pre- and follow-up
sessions, and each session was done once a week, for 70 minutes. Measurements of empathy and social
self-concept, and kinetic house-tree-person (K-HTP) drawing tests were used as tools for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was done by non-parametric testing method using SPSS 21.0 program.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roup art therapy had positive effect in enhancing empathy of shelter children. Second, group art
therapy showed positive effect in enhancing social self-concept of shelter children Third, group art therapy had
positive effect on quantitative analysis of K-HTP drawing test. By these results, group art therapy for shelter
children had positive effects on improving their empathy and social self-concept.
key words: Group Art Therapy, Shelter Children, Empathy Ability, Social Self-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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