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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1)
나 성 곤2)

전 영 숙3)
대구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D시 C노인복지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지
원한 노인 16명 중에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에 참여 하기를 원하는 노인 8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
하였고, 나머지 노인 8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에게는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주1
회, 매회기 60분씩, 총10회기 동안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로는 자기표현 평정척도와
대인관계 변화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그림검사로 나무그림검사를 통해서 자기표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료 분
석은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분산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는 노인의 자기표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는 노인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아동․청소
년들에게 주로 적용되어왔던 자기격려 프로그램을 노인에게 적용하여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효과성을 검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 노인, 자기표현,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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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관계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한다(Choi &

Ahn, 1999). 그러므로 노년기의 효과적인 인간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자신의 권리나 욕구,
현대사회는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과학의 발

의견, 생각, 느낌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달로 인구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

바를 솔직히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

구의 수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증

하다. 이러한 능력을 자기표현이라고 한다. 이

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와 함께 최근 노인 문

러한 자기표현의 상승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제가 한층 부각 되고 있다. 통계청(Statistics

대인관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Korea, 2011) 보고에 따르면, 노인이 경험하는

된다.

가장 큰 어려움은 65~69세 노인은 경제적 어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움 43.1%, 건강문제 33.5%, 소외감과 고독감

적절한 자기표현은 매우 중요하나 노인에게 있

3.7%로 조사 되었고, 70~79세 노인은 건강문제

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노인들

41.2%, 경제적 어려움 39.7%, 소외감과 고독감

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3.3%로, 80세 이상 노인은 건강문제 47.2%, 경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며, 자신들의 문제와 어

제적 어려움 36.3%, 소외감과 고독감 7.1%로

려움을 타인에게 털어놓으며 객관적인 의견을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될수록 건강문제

듣고자 하는 자세가 매우 부족하다(Ryu, 2000).

와 소외감 및 외로움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

노년기는 신체적 노쇠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능

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력이 감퇴하고 인간관계의 폭도 좁아지며 직업

노인은 육체적․심리적 기능의 노화와 사회

생활의 청산과 함께 사회적 인간관계도 감소한

적 역할의 상실로 인해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운

다(Jin, 2009). 더구나 노인들은 배우자와 형제,

삶을 견디고 살아야만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매, 동료들의 죽음과 현대사회의 핵가족 양

노년기에는 내향성이 증가하여 자신의 내면세

상 속에서 점차 대인관계의 범위가 축소되기

계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니게 되며 주위환경과

때문에 이들에게 집단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

의 관계에서도 과거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

미를 갖는다 하겠다(Choi, S., 2007). 노인들은

내게 된다. 때문에 점점 더 자기표현이 저하된

대화결핍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그리고 황혼이혼, 배우자를 비롯하여 친척

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이나 친구가 사망하는 상실경험 등은 노인의

것 자체가 치료적 가치를 갖는다. 대인관계 기

대인관계에서의 위축감을 더욱 느끼게 만든다.

술은 자연스럽게 학습되기도 하지만 의식적인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경제구조와 가족

노력을 통해 개선되고 향상될 수 있으므로 노

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현대 노인들의

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위는 낮아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 상실을

면 노인들의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

겪게 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더욱 가중되고

다. 이러한 노인들의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문

있다. 이상의 이유들로 인한 노년기의 사회적

제는 대부분 숨어 있으므로 노인의 욕구와 필

관계의 축소는 결국 심리적으로 우울경향, 내

요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더불어, 노인의 심

향성 및 수동성, 경직성, 조심성, 의존성 등을

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

증가시켜 자기표현을 방해하게 되고 이는 대인

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자기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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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필

드러내는 방법임과 동시에 내면의 통찰을 자연

요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스럽게 이끌어 내는 장점이 있다. 미술치료 과

자기표현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현재 행동을 효과적으

많은 노력이 있어왔지만, 본 연구자는 ‘자기격

로 지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려’를 중점으로 하는 방법에 주목하였다. 격려

다. 또한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고 작품을 완성

란 삶에 대처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켜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적

특히 집단미술치료의 경우 개개인의 자기 표현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천으로서, 생활환경에서

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작품 발표를 통해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로의 삶과 아픔을 함께 공감 하면서 친밀한

환경적 상황에 대한 태도, 자기나 타인에 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대인관계 향상을 가져

지각, 행동, 자기 확신과 같이 통제 가능한 요

오는 효과가 있다. 집단미술치료가 소극적이고

소들의 이용을 최대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집단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노인들

말한다(Yu, 2002). 이러한 격려를 스스로에게

이 소속감과 친밀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솔

적용하는 것이 ‘자기격려’인데, Song(2010)은 자

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증가되고, 다른 노인

기격려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효

에 대한 관심과 지지, 격려는 보이는 등의 대

과가 있음을 밝혔고, Kim, S. H.(2016)는 자기

인관계가 향상되었다는 보고(Choi, H., 2001)가

격려가 중학생의 자기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친

있고, 이러한 기회를 여러 번 가짐으로써 수동

다는 연구결과를 내어놓았다. 즉, 자기격려를

성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다른 사

통해서 자신과 환경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의

람들과의 관계도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변화가 표현의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이

본 연구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자기격려 집단미

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개인과 환경의 변화

술치료 프로그램은 전 과정을 통해 격려가 일

로 인해 자기표현이 급속히 저하된 노인들에게

어나고, 이를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격

도 매우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하겠다. 또한

려하고, 나아가 타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나아

격려프로그램이 아동의 대인관계의 향상에 영

가게 하여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향상에 도

향을 미쳤으며(Kim, H., 2011), 고등학생의 대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 문제, 경제적

인관계에도 효과가 있었다(Park, S., 2010)는 연

문제, 소외감과 외로움 등의 심리적 문제로 위

구도 있다. 격려가 자신과 환경에 대한 긍정적

축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자기격려 집단미술치

인 지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료는 표현을 촉진하고 자연스러운 대인관계의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 인해 타인을 향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태도 즉,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

이상에서 보듯이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향상

져왔다는 것이다. 자기표현의 저하와 다양한

은 노인에게 매우 요구되어지는 요소이다. 따

환경적 변화로 인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라서 본 연구자는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

있는 노인들에게도 자기격려는 매우 필요한 방

인의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에 어떠한 효과를 미

법이라고 생각된다.

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동

본 연구자는 자기격려의 방법을 집단미술치

안의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주로 아

료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미

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격려 프로그램

술치료는 자신의 내면을 저항 없이 시각적으로

이 대부분이었고,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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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자기격려가

1) 자기표현평정척도

위축되고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노인에게 자기

본 연구에서는 Kim, P.(1998)의 자기표현

를 이해하고, 환경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타

평정척도를 사용하였으며, 20문항으로 구성

인과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되어 있다. 그 중 9문항은 말한 내용(content)

노인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

자체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소가 포함되

다. 이러한 시도는 자기격려를 적용하는 대상

어 있는지 평정하는 문항이고, 7문항은 음성

의 영역을 넓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

(paralinguistic)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소가

료의 새로운 방법적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나타나는 지를 평정한 문항이며, 나머지 4문항

될 것이다.

은 말할 때의 표정이나 손발의 움직임 등과 같
은 비언어적(non-verbal) 자기표현 요소를 평정

연구 문제

하는 문항이다. Lee, R.(2013)의 연구에서 밝힌
신뢰계수는 Cronbach's α=.93이다.

본 연구는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이 노인의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에 효과가 있는

2) 대인관계척도

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Schlein(1977)과 Guerney

(1977)가 제작한 27문항의 대인관계 변화 척도

1)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자기표
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Moon(1980)이
번안하고 25문항으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

2)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대인관
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하였다. 총 25문항의 긍정문으로 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은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
뢰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

Ⅱ. 연구방법

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eong(2015)의
연구에서 밝힌 신뢰계수는 Cronbach's α=.91

연구대상

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의 C노인복지센터

3) 나무그림 검사

소속 65세 이상의 재가 노인들 중 미술치료 프

나무그림검사는 Koch(1952)가 체계화한 투사

로그램에 지원한 노인 16명 중에서 연구 목적

검사로 한 장의 종이에 지시대로 나무를 그리

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에 참여 하기를 원하는

게 하여 나무의 형태와 공간 위치 등의 반응에

노인 8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였고, 나머지

기초하여 피험자의 내면적 심리상태를 파악하

노인 8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집단의

려는 검사법이다. 나무그림을 그려보게 한 다

동질성 검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음 나무그림을 그리는 순서와 완성하는데 걸리

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

는 시간을 기록한 후, 사후 질문하는 과정(PDI)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이 모두 동질 하

을 거친다. 검사결과의 처리는 전체적인 인상

였다.

을 보고, 개개의 확실한 인상을 본 후에 나무
의 크기와 나무의 종류, 모양, 위치, 나이, 가지

연구도구

의 모양 그리고 뿌리의 모양이나 열매나 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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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T-Test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EG) and the control group (CG)
before applying the self-encouragement group art therapy
Variable

Sub-domain

Group

N

M

SD

EG

8

3.44

.80

CG

8

3.65

.34

EG

8

3.73

1.24

CG

8

4.04

.36

EG

8

4.00

1.16

CG

8

3.97

.34

EG

8

3.66

.96

CG

8

3.85

.28

EG

8

3.75

1.04

CG

8

3.84

.57

EG

8

4.09

.55

CG

8

4.09

.38

EG

8

3.83

.53

CG

8

3.88

.31

EG

8

3.83

.64

CG

8

3.96

.45

EG

8

3.88

.64

CG

8

4.06

.50

EG

8

4.10

.57

CG

8

4.08

.18

EG

8

4.03

.59

CG

8

3.91

.33

EG

8

3.95

.54

CG

8

3.98

.22

Remarks

Voice
Self
expression
Non-verbal elements

Entire self-expression

Satisfaction

Communication

Trust

Familiarity
Personal
relations
Sensitiveness

Openness

Understand-ability

Entire personal relations

의 유무 등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자세한 부

t
-.676

-.667

.073

-.549

-.223

.000

-.191

-.450

-.655

.119

.525

-.122

해 자기표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을 전체와의 조화 속에 분석해 나간다(Choi,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J., 2010 재인용: 5). 본 연구에서는 Koch(1952)
가 제시한 나무의 구성요소로서의 뿌리, 줄기,
가지, 그리고 전체형태 평가를 기준으로 이에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의 핵

대한 형식적 변화와 내용적 변화의 분석을 통

심 개념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이론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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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 개인심리학 이론에 기반한 Kim,

노인의 경우 질문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회

M.(2005)의 격려 상담 프로그램 연구를 바탕으

복지사와 본 연구자가 직접 질문을 통하여 기

로 하였고, Dinkmeyer와 Losoncy(1996)의 격려

록하였다. 본 연구를 실시한 장소는 C복지관

기술 연구, Im(2012)의 격려 프로그램 등을 참

상담실이며 연구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고하여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

2015년 12월 15일까지이다. 실험집단에게는 매

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배경으로 자기격려 과정

주 화요일 오후 2시~3시까지 60분간 총 10회기

을 구체화 시켰으며 격려기술과정에 따른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에게는 아

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총 10회기로 구성되

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사전검사는 프로그

었다. 1단계(1회기)는 ‘도입’ 단계로 상담환경을

램 적용 일주일 전에 나무그림 검사, 자기표현

가꾸고 집단원간, 그리고 치료자와의 상담관계

평정척도 검사, 대인관계 척도 검사를 실험집

형성과 상호친밀감 형성을 목적으로 하려 하였

단과 통제집단에게 실시하였고, 사후검사는 프

다. 2단계(2~4회기)는 ‘자기 알아가기’ 단계로

로그램 실시 이후 본 연구에 참가한 실험집단

타인의 평가와 자기의 욕구 이해, 자기표현 능

과 통제집단 노인들 모두에게 사전검사와 동일

력 향상, 자기 스트레스 파악 및 해결 방안 마

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련, 긍정신념 인지, 자기 장점 이해 등을 통해

자료분석

스스로를 파악하시는 시간을 가지려 하였다. 3
단계(5~7회기)는 ‘자기 격려하기’ 단계로 부정
적인 자기감정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인 감정으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각 검사의

로 변화시켜 자신을 격려하며, 자기표현능력을

채점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화 한 후, 통계적

향상시켜 과거의 실패경험과 대처행동을 표현

분석은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

하게 하고, 이를 통한 자기격려의 새 힘을 얻

여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의 동질성 검증을 위

게 하려 하였다. 4단계(8~9회기)는 ‘타인 격려

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실험집단과

하기’ 단계로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격려하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의 변화를

도록 유도하여, 자기격려의 성과를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의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

또한 사전검사의 영향력을 배제한 사후검사 점

였다. 마지막 5단계(10회기)는 ‘종결’ 단계로 자

수를 통해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의 효과가 집

기격려와 타인격려의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능

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

력과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을 확인하고, 성취

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

감을 통한 새 힘을 얻게 하려 하였다. 그 프로

(ANCOVA)을 실시하였다. 질적인 분석은 자기

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T. 2와 같다.

격려 집단미술치료 단계별 활동과정에서의 자
기표현과 대인관계의 변화를 참여자의 행동 변
화와 미술활동에서 표현된 작품의 변화를 중심

연구 절차

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에 자기표현 평정척도와 대인관계 척도의 설
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직접 기록하였고 활동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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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9

킨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프
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격려 집단미술

1) 척도에서의 변화

치료가 노인의 비언어적 자기표현 요소 향상에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자기표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
램 실시 전과 실시 후의 노인의 자기표현 점수

2) 나무그림에서의 변화

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평균과 표준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자기표현

편차, 공변인에 의해 조정된 평균과 표준오차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에

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T. 3에 제시한 바와

나무그림검사를 사전, 사후 검사시기별로 실시

같다.

하였다. 여기서는 4명의 검사결과를 제시하고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후 노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표현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집단
간(실험, 통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

(1) 노인 A의 나무그림

펴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노인 A의 사전, 사후 나무그림 검사 결과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T. 4와

F. 1과 같다.

같다.

F.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노인 A는 사전그

T.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노인에게 자기격

림에서는 상단이 어지럽게 펼쳐져 표현되고 줄

려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결과 자기표현 하위

기가 연한 터치로 되어 있어 안정감이 부족해

영역 중에서 비언어적 요소(F=4.140, p<.05)만이

보이나, 사후그림에서는 줄기가 튼튼하고 안정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가지가 균형감을 보여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언어적 자

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후그림이 매우 안정적

기표현 요소에서 사전검사의 영향력을 배제시

이고 균형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압도

Table 3. The mean and the standard deviation (SD) of pre- and post-test points between groups
about old people's self-expression, and the mean and standard error (SE) adjusted by covariables
Variable

Remarks

Voice
Non-verbal
elements
Entire
self-expression

Group

Pre-test

Post-test

Adjustment

M

SD

M

SD

M

SE

EG

3.44

.80

3.74

.57

3.79

.13

CG

3.65

.34

3.79

.35

3.74

.13

EG

3.73

1.24

4.09

.74

4.14

.19

CG

4.04

.36

3.95

.41

3.90

.19

EG

4.00

1.16

4.44

.55

4.43

.16

CG

3.97

.34

3.97

.41

3.93

.16

EG

3.66

.96

4.00

.56

4.04

.13

CG

3.85

.28

3.88

.30

3.8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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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an analysis of covariance of self-expression depending on groups
Source of variance

SS

DOF

MS

F

Covariate

1.363

1

1.363

10.230**

Inter-group

.010

1

.010

.072

Within-group

1.732

13

.133

Sum

3.108

15

Covariate

1.257

1

1.257

4.303

Inter-group

.229

1

.229

.782

Within-group

3.799

13

.292

Sum

5.138

15

Covariate

.603

1

.603

2.934

Inter-group

.850

1

.850

4.140*

Within-group

2.671

13

.205

Sum

4.152

15

Covariate

1.030

1

1.030

7.520*

Inter-group

.146

1

.146

1.068

Within-group

1.780

13

.137

Sum

2.866

15

Remarks

Voice

Non-verbal
elements

Entire
self-expression

*

**

p<.05 p<.01

Pre

력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이다(Choi, J., 2010).

Post

그러나 프로그램 실시 가운데 처음의 소극적이
고 주춤한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공감하는 집단원들의
반응에 집단에 대한 애착과 적극성을 나타내
보였다. 뿌리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노인 A의
나무그림 표현의 변화는 이처럼 자기표현의 긍

Figure 1. Tree drawing of the elderly A

정적인 변화와 동반하여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뚜렷해졌으며 세부묘사가 더 풍성해졌음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면에 감추어진 뿌리는

(2) 노인 B의 나무그림

외부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면을 통해

노인 B의 사전, 사후 나무그림 검사 결과는

뿌리가 보이는 것처럼 그리는 것은 현실 집중

F. 2와 같다.

- 258 -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Pre

11

F. 3과 같다.

Post

F. 3에 제시된 것처럼, 노인 C는 사전검사에
서 나무그림의 형태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는
데, 사후검사에서는 나무의 형태가 구성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나무의 형태 구성이 완전해
졌을 뿐만 아니라 가지와 수관이 분명하게 달
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줄기가 짧고 수관이 큰
나무그림은 자신감과 야망을 가지고 정열적으

Figure 2. Tree drawing of the elderly B

로 사물에 몰두하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F. 2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인 B는 나뭇가지

가 조금 약해 보였던 노인 C는 프로그램 과정

가 사전그림에 비해 사후 그림이 두드러지게

에서 적극성이 증진되고, 팀원들과의 교제가

풍성해진 것을 알 수 있다. Koch(1952)에 의하

활성화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고 한다(Choi, J., 2010). 다른 노인들보다 인지

면, 나무그림의 세부묘사에서 나뭇가지는 환경
에서 만족을 구하고 타인과 교섭하며 무엇인가

(4) 노인 D의 나무그림

를 달성하고자 하는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피

노인 D의 사전, 사후 나무그림 검사 결과는

험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 가능성, 적

F. 4와 같다.

응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나타낸다고 한
다. 노인 B의 나뭇가지가 풍성해졌다는 것은

Pre

이러한 긍정적 능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

Post

는데, 실제로 프로그램 가운데 자신의 개인적
인 아픔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더 밝아졌고
다양한 자기표현과 미술표현에 적극적으로 변
화된 모습을 보였다.

(3) 노인 C의 나무그림
노인 C의 사전, 사후 나무그림 검사 결과는

Pre

Figure 4. Tree drawing of the elderly D

F. 4에서 노인 D는 사전그림에서는 나무그

Post

림이 종이 하단에 작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후그림에서는 그림의 크기
가 커지고 종이 중앙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지에 꽃이 달려져 이전 보
다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이 되었다. 하
단에는 아직까지는 빈약한 듯한 줄기를 큰 화
분이 받치고 있는 듯하다. 이를 통해 안정감과

Figure 3. Tree drawing of the elderly C

균형감이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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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구성이 안정적으로 바뀌었

향상되었음이 보인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진

으며 크기도 커지고 필압도 분명해졌다. 부정

행의 단계별 평가를 통해서 볼 때, 연구 대상

적인 상징으로 여겨지는 뿌리가 제거되고, 줄

자들의 자기표현이 향상되었음이 나타났다.

기가 분명해졌으며, 가지와 수관도 풍성하게
형성되어졌다. 안정감과 균형감을 더 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그러므로 나무그림 검사를 통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해서 볼 때,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은 노인의 자기표현 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

1) 척도에서의 변화

쳤다고 할 수 있다.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 단계별 변화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의 노인의 대인관

본 연구 대상 노인의 회기 진행과정에서 연

계 점수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평균

구자가 살펴본 자기표현에 대한 단계별 변화의

과 표준편차, 공변인에 의해 조정된 평균과 표
준오차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T. 5에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어색해하고 자기개방을 꺼려하는

바와 같다.

모습들이 강했으나, 2단계부터는 조금씩 자신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후 노인의

의 감정을 다루고, 자기를 표현해가는 것이 좋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아졌으며, 특별히 3회기에서부터 작품에 대한

집단 간(실험, 통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적극성이 두드러지고 완성된 작품에 애착을 표

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4회기에서는 웃음과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T.

미소가 많아지고, 집단원들에게 농담을 건내기

6과 같다.

시작했다. 3단계부터는 양적으로 그 표현이 많

T.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노인에게 자기격

아지고, 자신의 감정과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려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결과 대인관계능력

루어가는 시도를 해나갔으며, 이전 단계에서도

전체 및 모든 하위영역 중에서 대인관계 전체

간혹 집단원을 격려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

(F=5.787, p<.05)와 의사소통(F=4.354, p<.05), 민

나타났다. 6회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

감성(F=3.925, p<.05)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고, 이를 독백으로 처리하는 집단원들이 생겨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났다. 7회기에서는 작품과 자신이나 자신의 일

타났다. 즉 대인관계 전체뿐만 아니라 의사소

들을 동일시하며 투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자

통과 민감성에서 사전검사의 영향력을 배제시

기를 표현하는 정도가 4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킨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프

훨씬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8회기에서는

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표현이 보다 더 화려해지기 시작했고, 9회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격려 집단미술

서는 지시하지 않는 창의적 작업을 수행하기도

치료가 노인의 전반적인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

하였다. 5단계에 종결에 가서는 표정과 말이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민감성 향상

매우 밝아지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격려가 매

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 자연스러워졌음이 드러났다. 작품 자체의
세밀함이나 작업시의 꼼꼼한 표현들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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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mean and the standard deviation (SD) of pre- and post-test points between groups
about old people's personal relation abilities, and the mean and standard error (SE) adjusted by
covariables
Variable

Satisfaction

Communication

Trust

Familiarity

Sensitiveness

Openness

Understandability
Entire personal
relations

Pre-test

Group

Post-test

Adjustment

M

SD

M

SD

M

SE

EG

3.75

1.04

4.03

.62

4.05

.17

CG

3.84

.57

3.81

.40

3.80

.17

EG

4.09

.55

4.41

.50

4.41

.15

CG

4.09

.38

3.97

.41

3.97

.15

EG

3.83

.53

4.17

.47

4.18

.13

CG

3.88

.31

4.00

.36

3.99

.13

EG

3.83

.64

4.13

.50

4.15

.15

CG

3.96

.45

3.85

.45

3.83

.15

EG

3.88

.64

4.06

.78

4.16

.14

CG

4.06

.50

3.88

.64

3.78

.14

EG

4.10

.57

4.35

.46

4.34

.11

CG

4.08

.18

4.10

.26

4.11

.11

EG

4.03

.59

4.19

.72

4.14

.17

CG

3.91

.33

3.94

.35

3.98

.17

EG

3.95

.54

4.21

.41

4.22

.08

CG

3.98

.22

3.95

.18

3.94

.08

Table 6. Results of an analysis of covariance of each group's personal relation abilities
Source of variance

Satisfaction

Communication

SS

DOF

MS

F

Covariate

.847

1

.847

3.762

Inter-group

.242

1

.242

1.073

Within-group

2.927

13

.225

Sum

3.965

15

Covariate

.636

1

.636

3.617

Inter-group

.766

1

.766

4.354*

Within-group

2.286

13

.176

Sum

3.68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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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an analysis of covariance of each group's personal relation abilities
(continued)
Source of variance

Trust

Familiarity

Sensitiven-ess

Openness

Understandability

Entire personal
relations

SS

DOF

MS

F

Covariate

.787

1

.787

6.167

Inter-group

.143

1

.143

1.122

Within-group

1.658

13

.128

Sum

2.556

15

Covariate

.737

1

.737

3.929

Inter-group

.410

1

.410

2.185

Within-group

2.440

13

.188

Sum

3.470

15

Covariate

5.173

1

5.173

35.024

Inter-group

.580

1

.580

3.925

Within-group

1.920

13

.148

Sum

7.234

15

Covariate

.641

1

.641

6.230

Inter-group

.225

1

.225

2.185

Within-group

1.339

13

.103

Sum

2.230

15

Covariate

1.552

1

1.552

6.992

Inter-group

.104

1

.104

.467

Within-group

2.885

13

.222

Sum

4.688

15

Covariate

.730

1

.730

14.013

Inter-group

.302

1

.302

5.787

Within-group

.678

13

.052

Sum

1.680

15

*

*

***

*

*

*

**

*

*

**

p<.05 p<.01

2) 단계별 변화

***

p<.001

매우 정적으로 느껴졌었는데, 2단계부터 집단

본 연구 대상 노인의 회기 진행과정에서 연

원의 이야기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작은 소리

구자가 살펴본 대인관계에 대한 단계별 변화의

지만 칭찬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언어적 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는 모습이

1단계에서의 서먹함으로 프로그램의 진행이

보였다. 3단계에서는 집단원의 작품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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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하고 협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으

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불쾌

며, 서로의 작품에 대한 보완점의 지적을 전혀

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욕구, 의견,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났

생각, 느낌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다. 4단계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

상대방에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

우 자연스러워졌으며 심리적으로 기쁨과 후련

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Son, Y.(2011),

함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협동 작업이 매우

Jang(2012), Son, W.(2015), Park, J.(2015), Chae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5단계에서는 하나의

(2016) 등의 미술치료 연구에서 밝힌 대로 미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분위기가 자리 잡

치료 활동을 통해서 치매노인의 자기표현이 향

았으며 반응하고 격려하는 기술이 매우 향상되

상되었음이 보고되었고, Hong(2015)은 청각장

었다. 인사하는 것도 매우 깊은 유대감을 표현

애노인에게도 미술치료가 자기표현 향상에 효

하였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진행의 단계별 평

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

가를 통해서 볼 때, 연구 대상자들의 대인관계

로 한 것은 아니지만 격려 프로그램을 적용한

가 향상되었음이 나타났다.

연구들도 효과가 입증되었다. Song(2010)은 자
기격려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효

Ⅳ. 논의 및 결론

과가 있음을 밝혔고, Kim, S. H.(2016)는 자기
격려가 중학생의 자기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

다는 연구결과를 내어놓았다. Lee, S.(2015)는

인의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는

자기격려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격

그 대상이 노인이 아닌 결혼이주여성이고, 자

려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D

기표현에 대한 효과가 아닌 자기효능감의 효

시 C노인복지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노인

과를 연구하였으며, 이 부분에도 자기격려 미

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지원한 재가 노인 16명

술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을 선별하였다. 그 중 실험집단 8명과 통제집

Shin, S.(2007), Shin, K.(2009), Lee, B.(2015)는

단 8명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험집

아동에게 미술치료를 적용하였을 때 자기표현

단 8명의 노인에게는 주 1회 총 10회기 동안

과 자기효능감에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Lee, J.(2010)는 발표불안이 있는 청소년에게 집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자기표현과 자기효능감

첫째,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자기

의 향상을 검정하였으며, Yoon(2005)은 정신지
체장애인에게, Jeong(2014)은 정서문제가 있는

표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기표현평정척도의 하위영역 중에서

어머니에게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연구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

자기표현과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밝혀내었다.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뿐만 아니라 이상의 연구에서 모두 자기효능감

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격려를 적용한 집단미

과 자기표현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

술치료는 아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집단미술

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격려

치료를 실시한 Yoo(2002)와 Hwang(2010)의 연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표현의 향상, 집단미술치

구에서 비언어적 미술활동을 통한 자신의 욕구

료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표현의 향상을 확인할

와 감정의 표출 및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

수 있었다.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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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현에게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아직 찾아

자신의 감정, 과거의 사건, 인생 자체에 대한

보기 힘들었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자기격

자기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신의

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자기표현에 효과

감정과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루어가는 시도를

가 있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그 흐름을 같이

해나갔으며, 이 모습들을 바라보는 집단원 서

한다고 볼 수 있다.

로 간에 관심과 상호 격려의 의지가 나타나기

나무그림의 변화에서도 자기표현의 변화를

시작했다. 이러한 의지들은 자기를 더욱 자연

알아보는 4항목별(뿌리, 줄기, 가지, 전체의 조

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 4단

화와 안정) 변화를 종합해보면, 먼저 뿌리의 변

계에는 ‘타인 격려하기’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화는 노인A, B, D, F, G 등 이상 5명이 있다가

훨씬 표현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표현

사라짐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보였고, 둘

이 보다 더 풍부해지기 시작했고, 지시하지 않

째, 줄기의 변화는 노인A, C, D, E, F, G, H

는 창의적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5단계에

등이 원래 줄기가 정상적인 표현이 되었던 B를

종결에 가서는 표정과 말이 매우 밝아지고, 서

제외하고 모두 굵어지고 형태가 분명해지는 긍

로를 향한 관심과 격려가 매우 자연스러워졌음

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셋째, 가지는 8명 전원

이 드러났다. 작품 자체의 세밀함이나 작업 시

이 형태가 분명해지고 풍성해지는 변화를 나타

의 꼼꼼한 표현들이 매우 향상되었을 뿐만 아

내 보였다. 마지막으로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니라, 자기를 표현하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이고

측정하는 항목에서도 8명 전원이 조화로워지고

거침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안정적인 표현으로 변화하였다. 이상의 8명의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관

노인의 나무그림 변화가 모두 4항목 중 3항목

찰을 통해서도 노인의 자기표현에 효과가 있음

이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이는

이 드러났다. 특별히 언어적 부분에서도 웃기,

미술표현에서도 긍정적인 자기표현의 변화가

농담 건네기, 독백, 서로를 향한 격려와 칭찬,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무그림검

인사 나누기 등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이

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기격려 집단미술

관찰되었다. 이는 자기표현 평정척도와는 다른

치료 프로그램은 노인의 자기표현 능력의 향상

결과를 나타내 보이지만, 검사 문항에 대한 집

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력의 부족, 지나치게 세분화된 보기로 인한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의 단계별 활동 과정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정확한 결과가

에서도 자기표현의 변화가 나타났다. 초기에는

나왔음이 유추된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자

어색해하고 자기개방을 꺼려하는 모습들이 강

기표현의 변화를 알아보는 방법은 모두 각각

했으나, 2단계부터는 ‘자기 알아가기’ 프로그램

비언어적 부분, 미술표현의 부분, 언어적 부분

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나 스트레스, 그리고

에서 자기표현의 긍정적인 변화를 말해주고 있

장점 등을 재고찰하고, 이를 집단원들에게 표

다. 그러므로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는 노인의

현하기를 격려함으로써 조금씩 자신을 감정을

자기표현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다루어가고, 아울러 자기를 표현해가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으며, 특별히 3회기

둘째,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대인
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부터 작품에 대한 적극성이 두드러지고 완

대인관계척도를 통해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

성된 작품에 애착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3단

한 결과 대인관계능력 전체 및 모든 하위영역

계부터는 ‘자기 격려하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에서 대인관계 전체와 의사소통, 민감성이

- 264 -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1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은 자기표현에서의 이유와 유사하다고 할 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

있다. 우선은 노인의 특성으로 문항에 대한 집

과는 Shin, M.(2006)의 연구에서 노인들의 대인

중도가 쉽게 떨어지는 특징이 질문지검사에 그

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활동을 실시한 결

대로 영향을 미쳤으며, 5점법의 보기가 70세에

과, 미술활동 과정에서 처음 서먹했던 활동들

서 81세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매

이 후반으로 넘어 서면서 보다 자율적이고 활

우 까다로울 수 있는 것이어서 편의적으로 대

발하게 진행되었고, 집단 내 긍정적인 피드백

답한 노인이 많다는 것이다. 검사자가 이러한

활동은 자신감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

문항의 집중도에 신경을 써서 검사해야 하며,

해하는 경험을 통해 노인의 대인관계 증진에

항목에 대한 보기를 선택할 때에도 보다 세부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와,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적인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집단 간의 경험으

만 전체적인 대인관계가 향상되었다는 결과는

로 대인관계가 원만히 이루어 졌다고 보고한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고, 다른 하위척도 부분

Choi, H.(2001)의 연구와 유사하다. 또한 집

의 상승도 단계별 관찰에서 충분히 표현되고

단미술치료를 통해 각각 노인과 치매노인의

있어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대인관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의 변화를 연구한 Hwang

계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과 Yoo(2002)의 결과가 이 연구를 지지한

자기표현 집단미술치료 단계별 활동내용에

다. 또한 격려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향상에

서도 대인관계의 변화 차이를 보였다. 1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이 있었다. Kim,

서는 집단원 간에 교류나 대화가 거의 없고,

H.(2011)는 격려프로그램을 통해서 초등학생의

의도적으로 인도자에 집중하려는 모습들이 많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

이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마치고 나서도 미술

였으며, Kim, S.(2013)는 격려프로그램이 또한

치료사에게만 인사를 하고 집단원들 간의 인사

중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에도 효과가 있음을 발

는 거의 하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

표하였다. Cho(2012)와 Mun(2013)은 고등학생

나 2단계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가운

에게도 격려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이들의 대인

데에서 집단원들의 집중을 유도하였더니 그 때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였다.

부터 집단원의 반응을 의식하는 태도를 보였

비록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를 직접 노인의 대

고, 집단원의 반응을 조금씩 확인하기 시작하

인관계에 적용한 연구는 없었지만, 집단미술치

였다. 이후 언어적 접근뿐만 아니라, 손을 잡는

료가 대인관계에 향상에 기여하고, 자기격려

등의 신체적 접촉을 집단원들과 하기 시작하였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수

다. 3단계 이후부터는 모든 집단원들이 서로의

많은 연구들과 더불어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야기에

가 노인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말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대인관계척도의 7개의

지난 회기에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하위척도 중에서 의사소통과 민감성에서만 유

노인이 이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하였을

의미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회기별 관찰 과정

때, 모두들 칭찬하고 격려해주면서 이로 인해

에서는 나머지 5개의 척도인 만족감, 신뢰감,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 등이 분명히 관찰되었

다. 이 과정에서 미술치료사는 더욱 편하게 이

음에도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를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또한 집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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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작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단원간의 수용과 관계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서로 조화와 협력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격

프로그램이 마치고 나서도 인도자와 오랜 인사

려 프로그램이 다양한 연령층의 긍정적인 변화

를 나누고 헤어졌으며, 집단원들도 함께 이야

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지만, 노

기를 나누며 같이 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4단

인에게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었

계에서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었다

다. 또한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를 통해서 노

는 보고를 하는 집단원이 생겼고, 집단원들의

인의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효

작업의 어려움이나 생활에서의 아픔을 듣고 위

과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기 힘들었다. 하

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작업에서의 적극

지만 자기격려의 효과를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적인 협동과 개입이 보였으며 그 작업이 작품

확인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시도를 노인에게

의 질을 점점 더 높여갔다. 그리고 서로의 입

적용해봄으로써 자기격려가 아동, 청소년, 성인

에 먹을 것(푸드아트)을 넣어주는 모습이 자주

등의 다양한 연령층에게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보였다. 5단계는 전체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

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더욱이

를 함께 나누는 분위기가 익숙해졌으며, 작업

자기격려를 집단미술치료에 적용한 사례가 매

의 집중도도 좋아졌지만 타인의 이야기에 반응

우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연구

하고 격려하는 기술이 매우 좋아졌다. 프로그

자들에게 하나의 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램이 마쳐도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이야기로 인

다. 또한 앞으로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를 노

해 많은 시간을 앉아 있었으며, 치료자와의 인

인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도 도움

사도 매우 정겨워졌고 관계도 깊어졌음을 느꼈

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 이처럼 단계별 관찰에서도 자기격려 집단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미술치료는 노인의 대인관계에 효과가 있음이

째, 본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실험

증명되었다. 특히 대인관계 척도에서는 나타나

집단 수가 8명이므로 그 효과성을 일반화시키

지 않았던 만족감의 표현, 신뢰감의 표현, 친근

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노인

감의 표현, 개방성의 표현, 이해성의 표현들이

을 대상으로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

분명히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

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격려 집단미술치료는 노인의 대인관계 향상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에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

있어서 노인을 위한 연구도구가 ‘5점법 보기’를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

사용하여서 검사 시 노인의 집중도와 정확도가

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노인들의 검정을

는 노인의 자기표현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위한 보다 더 단순한 질문지검사가 요구되어졌

있다. 둘째,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는 노인의

으며, 아울러 투사그림검사와 회기별 단계별

대인관계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

관찰이 이러한 문진검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매

와 같은 결론은 척도를 통한 통계적 검증, 나

우 유용한 방법임이 증명되었다고 하겠다.

무그림을 통한 분석, 그리고 프로그램 회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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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elf-Encouragement Group Art Therapy on
Self-Expression and Personal Relations of Old Persons

Na Sung-gon

Jeon Young-sook
Daegu Cyber University

We studied the effect that self-encouragement group art therapy has on self-expression and personal
relationships. Study subjects were 16 volunteers aged 65 or above registered at C Welfare Center for the
Elderly located in D city. We divided subjects into two groups of eight people; one study subject group
and one controlled group. The study subject group comprised people who understood the study and its
purpose and the rest were controlled. Between September 2015 and December 2015, 10 group art therapy
sessions were completed. Sessions were conducted once a week for 60 minutes per session. We used the
self-expression assessment scale and relationship change scale and the tree drawing test as the drawing
test. We have used IBM SPSS Statistics 23.0 program for statistical analysis of covariance. We found that
self-encouragement group art therapy showed self-encouragement group art therapy meaningfully affected
participants’ self-expression and personal relationships. Both were positively affected. This study verifies the
self-encouragement program’s effect on elder people, whereas it had only applied to teenagers.
Key Words : Self encouragement, Group art therapy, Elder, Self expression, Person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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