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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
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D시 거주 지적장애 성
인들 가운데 본인과 보호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여 동의서를 제출한 지적장애 성인
24명을 실험집단, 대기통제집단에 12명씩 무선배치하여 2016년 1월 20일∼2월 26일까지 매
주 2회, 60분씩 총 12회기에 걸쳐 진행하였다. 연구도구는 강둘순(2005)이 일반청소년을 대
상으로 구성한 성적 자기 결정능력 척도를 김연주(2006)가 재구성한 척도를 경도 지적장애
성인에게 적합하게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지적장애 성
인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및 하위요인(성 자기인식 및 성적 권리, 성적 자기가치존중, 성적
자기표현, 성적 상대존중과 거부, 성적 행동)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
증진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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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인권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것
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다. 성은 인간 발
달의 주요영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간권리 중 하나이며, 개인의 성적 본질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종합적인 특성을 말한다(Dombrowski, Petric, & Strauss,
2000). 특히 20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성인기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성
숙이 이뤄지는 시기로 생물학적인 면에서 볼 때 생식이 가능한 것을 포함하여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했음을 의미한다(신명희 등, 2013). 지적 장애인의 성적
충동과 욕구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정상이고 성적 발달과 사회적인 성숙도 또
한 비장애인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다(Broxholm & Lindsay, 2003).
지적장애인의 경우, 성적인 관심이 지나치게 많거나 혹은 아예 성적인 욕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장애인의 사회적인 편견과 통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정진옥, 신현기, 2008). 이러한 견해들은 장애관련 전문가들이나 부모들
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성적 욕구에 대한 지식부족과 친밀한 관계
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의 성적 표현을 문제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McCabe, 1993). 이러한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 장애인들, 특히 지적
장애인은 성지식과 행동을 습득하고 친밀한 관계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회가
제한 될 수 있다(이상도, 2008). 이로 인해 많은 지적장애인은 성과 관련된 정보
를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는 음란한 서적, 동영상, 인터넷을 통해서 제
한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Kijak, 2011). 이러한 현실에서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라기보다는 이들의 성적
요구나 행동은 문제행동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Ballan, 2001). 그러나
지적장애인 또한 자신의 인지능력과 연령에 맞는 친밀한 관계를 선택하고 결정
하는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중재지원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
리 가운데 하나인 성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적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해 2014년 5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
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
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법제처, 2014). 이와 같이 지적장애인의 인권이 강조됨으로써 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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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결혼계획 등 ‘성’과 관련된 영역은 이제 지적장애인
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해경과 김해원(2009)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주제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이들의 가장 주 욕구가 이성 친구사귀기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
를 근거로 지적장애 성인 역시 이성교제가 주 욕구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지
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성교육 전문가
의 부재, 천편일률적인 성교육 내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은정, 2014).
따라서 지적장애인이 성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심리중재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심리중재 지원 프로그램은 이
들의 인지능력과 연령에 적합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성관계에 있어서 성과 관련
한 자기에 대한 인식과 성적 권리를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성적 가치를 존중하
는 바탕위에서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 타인의 감정 존중하기 등이 포함된 포괄
적인 성적 자기결정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특수교사
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지적장애인에게 있어서 성과 관련된 중요
문제점이 성폭력, 성건강, 성행동과 함께 성 자기결정의 부재로 나타나(김유리,
김정효, 2010)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Field와 Hoffman(1994)의 자기결정 모델은 자기결정력을 인지, 정서, 행동 요
소로 구성되며, 이를 자신에 대한 인식, 자신의 가치 존중, 계획, 실행,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의 다섯 가지 주요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
애인을 대상으로 자기결정모델을 적용한 프로그램관련 선행연구들(김수진, 2010;
김혜경, 2001; 류숙렬, 2002; 박성우, 김용욱, 2005; 이영미, 2005)에서도 지적장애
인들의 자기결정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Bosch(2010)는 지적장
애인의 경우, 지적 능력이나 의사소통의 질적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교
육이나 프로그램의 적용시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성(性)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Lownfield는 미술치료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내재된 감정을 발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이숙민, 최세민, 2015). 비언어적 형태의 미술표
현은 언어로는 접근할 수 없는 감정과 사고의 표출구가 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이 되어 자기인식을 확장하도록 돕는다(Malchiodi, 2000). 이와
같이 미술치료는 미술표현을 활용하여 언어적 표현이 취약한 지적장애인들에게
이들의 약점보단 장점에 근거하여 이들로 하여금 좌절을 덜 느끼게 만든다는 점
에서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다(최중옥,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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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미술치료는 개인미술치료에 비해 미술활동 집단구성원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이며 또래관계 기술향상에도
효과적이며(박찬미, 공마리아, 최은영, 2015), 미술재료의 공동 사용과 공동 작업
등 상대방의 작품을 보완하면서 관계 경험을 자연스럽게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
고 동시에 가르쳐 주는 기회로 작용한다(정대걸, 이상열, 2015). 또한 비슷한 욕
구를 가진 사람끼리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발적인 경험을 표현하고, 집단원 모
두 동시에 참여하여 개인적 정서와 집단 정서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다(유아름,
김갑숙, 2016). 이러한 미술치료를 성 관련 프로그램에 접목시킨 선행 연구들(강
명희, 이수연, 2010; 김승남, 2012; 김안젤라, 2010; 박민경, 2011; 정한경, 2015;
최종순, 2010)은 성의식, 성태도 개선과 성적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보
고하고 있다. 특히, 집단미술치료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외부의 억압에 의해 억제
된 성적 충동과 성적 판타지를 자연스럽게 이미지로 표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
을 것이며, 집단원들간의 관계를 통해 민감한 성적 주제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적장애 성인의 억제된 성적 소망과 욕구를 시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안젤라, 2010).
그러나 이러한 미술치료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관련 프로그램 중
미술치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선행연구들(강명희, 이수
연, 2010; 김승남, 2012; 김안젤라, 2010; 박민경, 2011; 정한경, 2015; 최종순,
2010)은 집단 내에서 성폭력의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방법만 강조할 뿐 건강한
성을 향유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적 자기
결정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지적장애 성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
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주변인들의 생각에만 의존했던 수동적 삶
에서 벗어나 건강한 성과 성적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책
임감 있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지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자기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
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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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반응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대상은 D시에 소재한 보호 작업장
및 특수학교 전공반에 소속된 지적장애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
라 선정하였다.
1) 담당교사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요청된 자
2)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평균(M= 2.68)이하인 자
3) 20살 이상의 읽고, 쓰기 및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독립적으로 대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
5)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자
위 기준에 따라 지적장애 성인 2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선
정 후 실험집단 12명, 대기통제집단 12명으로 무선 배치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특성

집단

실험집단
(n=12)

(N=24명)

성적자기
이름 연령 성별 장애
성 관련 행동 특성
등급 결정점수
A
20 여 3급
2.68 이성에게 관심을 많이 표현한다.
좋아하는 이성친구가 있으나 표
B
21 남 3급
2.61 혼자
현을 못하고 있다.
C
20 여 3급
2.71 성 관련 얘기에 부끄러워한다.
D
21 여 3급
2.36 이성에게 부끄러움이 많다
대한 관심이 높으나 다가가지
E
20 남 3급
2.75 이성에
못한다.
F
20 남 3급
2.89 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
G
24 여 2급
2.50 연애경험과 그로인한 상처가 있다.
H
24 남 2급
2.61 연애하고 싶어 한다.
I
29 여 1급
2.79 남자 친구가 있다.
J
29 남 3급
2.61 이성에게 집착한다.
K
23 남 3급
2.75 이성에게 자기 과시적인 말을 한다.
L
36 여 2급
2.64 연애경험과 그로 인한 우울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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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대기통제
집단
(n=12)

성적자기
이름 연령 성별 장애
성 관련 행동 특성
등급 결정점수
a
22 남 3급
2.50 연애경험이 많다.
b
32 여 3급
2.93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다.
c
46 남 3급
2.68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d
26 남 2급
2.39 연애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e
23 남 3급
2.64 이성에게 자기표현을 하지 못한다.
f
20 여 3급
2.64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다.
g
34 여 2급
2.54 주변 남자에게 관심을 보인다.
h
24 남 3급
2.96 성에 관심이 많다.
i
22 남 3급
2.64 부끄럼이 많고 표현력이 떨어진다.
j
21 남 3급
2.79 성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k
20 남 2급
2.54 사귀던 여자와 헤어져서 우울하다.
l
21 여 3급
2.93 좋아하는 남자를 귀찮게 한다.

실험집단과 대기통제집단간의 성적 자기결정의 동질성검사를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서 보듯이 실험집단과 대기통제집단
간에 p<.05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 2> 실험집단과 대기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구분
성적 자기결정(사전)

실험집단(n=12)
M
SD
2.66
.14

대기통제집단(n=12)
M
SD
2.68
.18

t

.356

p

.725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대상 선정, 사전검사, 실험, 사후검사, 추후검사 및 효과검증 및
최종 프로그램 완성의 총 5단계로 구성되었다. D시의 보호작업장 및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에 연구대상자의 모집 공고를 내어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Field
와 Hoffman(1994)의 자기결정 모델에 근거하여 총 12회기 구성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12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매주 2회씩, 60분 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실시 장소는 00보호작업장의 집단실과 특수학교 전공반 교실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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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졌으며, 미술치료사 한명이 관찰자로 참여하였다. 추후검사는 실험종료 후 한
달 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연구대상 선정
(2015.10~ 11)
↓
사전검사
(2015.11~12)
↓
실험
(2016.1~2)
↓
사후검사, 추후검사
(2016.2~3)
↓
효과 검증 및 프로그램 완성
(2016.3~ 2016. 4)

- 연구대상 선정 및 집단배치
- 성적 자기결정척도
-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 성적 자기결정척도
- 효과검증 및 본 프로그램 완성

<그림 1> 연구 절차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
램 개발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사전·사후 및 대기통제집단 설계
(Pretest-Post Control Group Design)를 채택하였다.

4. 연구도구
성적 자기결정능력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성적 자기결정 능력 척도는 강둘순(2005)이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성한 성적 자기 결정능력 척도를 바탕으로 김연주(2006)가 여고생을
대상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연구자가 경도 지적장애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한 예
비 문항조사 실시 후 다시 발달장애 전문가 3인의 타당도 검증을 거쳐 지적장애
성인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성적 자기결정
능력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표 3과 같이 Cronbach's α= .92 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인 하위요인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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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적 자기결정능력의 구성요소

하위 요인
성적 상대존중과 거부
성 자기인식 및 성적 권리
성적 행동
성적 자기가치존중
성적 자기표현
합계
* 역채점 문항임

문항번호
4,10,12,18,22,23,24,25,26,27,28
5*,7*,15*,16*,17*
8,9,11,13,14
19,20,21
1*,2*,3*,6*

문항수
11
5
5
3
4
28

요인별 신뢰도
.91
.82
.81
.72
.71
.92

5.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 사용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 연구자는 문헌조사를 바
탕으로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 면접조사를 실시하
여 이들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
의 전체 평균점수는 2.68로 낮게 나타났으며, 면접조사결과 지적장애 성인은 낮
은 자아존중감, 이성관계 형성의 어려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부재, 미래에 대
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의 부재 등으로 나타나 이를 프로그램의 목표로 하였
다. 또한 지적장애와 관련된 문헌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자기결정력 증진에 도움
이 된다는 선행연구들(김수진, 2010; 김혜경, 2001; 류숙렬, 2002; 박성우, 김용욱,
2005; 이영미, 2005)에서 밝혀진 Field와 Hoffman(1994)의 자기결정 모델을 바탕
으로 하여 성과 관련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미술치료 프로그램들(강명희, 이수연,
2010; 김승남, 2012; 김안젤라, 2010; 박민경, 2011; 정한경, 2015; 최종순, 2010)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구성된 프로그램은 수련감독 미술치료 전문가 3인의 타당
도 검증을 거쳤다.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요인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과 관
련된 요인인 성 자기인식 및 성적권리, 성적 자기가치 존중, 성적 자기표현, 성
적 상대존중과 거부, 성적 행동이며 마지막 회기는 다지기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사용한 미술치료기법은 먼저, 긴장감을 해소하고 라포형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별칭짓기를 실시하였고, 자기수용 및 인식 증진을 위해
신체본뜨기를 활용하였다. 특히 지적장애인에게 그리기보다 거부감이 적고, 표현
이 쉽고 감정전달이 용이한 콜라주를 활용하여 이들이 자신에 대한 감정을 탐색
하는 감정 표현 활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칼라점토를 활용한 소조기법을 통해 다
양한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성적 상대존중과 거부에서는 자기표현과 관
련하여 인형 만들기와 이를 활용한 역할극을 통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성적 상
대존중 및 거부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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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요소
성
자기
인식
및
성적
권리
성적
자기
가치
존중
성적
자기
표현
성적
상대
존중과
거부

회
기
1

목표

활동명

라포형성

별칭짓기

2 자신에 대한 인식 나 광고하기
권리 나의 성적
3 나의 성적
인식
매력은?
자기 가치 소중한 나
4 긍정적인식
대한 나의 이상형
5 이상형에
인식
내면의
나의
6 자신의
감정 인식
감정차트
마음을
7 자기 감정 표현 내고백해
따른 성적 나 지키기Ⅰ
8 상황에
자기결정
따른 성적 나 지키기Ⅱ
9 상황에
자기결정
장·단기 목표
결혼 Ⅰ
이해하기
성적 10
행동 11 장·단기 목표
결혼 Ⅱ
세우기
자기결정 희망나무
다지기 12 성적
능력 증진

활동내용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별칭을 정하고 자신을 소
개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
콜라주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고 긍
정적인 자아인식을 촉진한다.
천사점토로 자신을 상징하는 성적 매력을 이미지
화 시켜 표현한다.
자신의 신체상을 표현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에 스티커로 표현한다.
신체본뜨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상형에 대한
긍정적 심리 표출한다.
콜라주 활동을 통해 자신의 주요 감정을 표현하
고 심리적 감정을 인식한다.
아이클레이로 주고 싶은 선물을 상징적으로 표현
하고 편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다.
인형만들기를 통한 역할극으로 상황에 따른 적절
한 성적 자기결정 인식하기
인형만들기를 통한 역할극으로 상황에 따른 적절
한 성적 자기결정 인식하기
자신만의 계획 수첩만들기를 통해 행복한 결혼(장
기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단기목표들을 계획해보기
자신만의 계획 수첩만들기를 통해 행복한 결혼(장
기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단기목표들을 계획해보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희망나무 꾸미기를 통해 스
스로에게 응원메세지를 보내며 수료증을 전달한다.

6.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
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 및 검사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단순 주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집
단과 검사시기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내용분석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의 회기반응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 관련 주요 언어표현, 행동 반응을 회기별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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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 실시 후에
성적 자기결정 능력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회기별 반응을 살펴보았다. 각 평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성적 자기결정 능
력에 미치는 영향
1) 전체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전체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실험집단/대기통제집단) 및 검사시기별(사전/사후/추
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변인

시기
사전
사후
추후

성적 자기결정 능력
전체

실험집단(n=12)
M
SD
2.66
.14
3.71
.15
3.63
.11

대기통제집단(n=12)
M
SD
2.68
.18
2.68
.22
2.65
.15

<표 5>에서 보듯이 성적 자기결정력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실험집단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에서 많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기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사후검사 및 추후검사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전체 자기결정 능력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집단 및 시기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결과

구분
집단내
검사시기
집단*시기

SS

df

MS

F

1.31
1.22

1
1

1.31
1.22

190.32***
1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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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구분
오차
집단간
집단
오차

df

MS

F
126.88***

.15

22

.007

7.81
1.31

1
22

7.81
.060

p<.05, **p<.01, ***p<.001
<표 6>에서 보듯이,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검사시기(F =19
0.32, p<.001), 집단(F =126.88, p<.001), 검사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F =176.73, p
<.001) 효과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주 효과와 상호작용의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주효과 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

<표 7> 성적 자기결정 능력 프로그램의 단순 주 효과와 사후분석 결과

구분
집단@사전
집단@사후
집단@추후
시기@실험
시기@대기통제

SS
.003
6.33
5.68
8.18
.005

p<.05, **p<.01, ***p<.001

df
1
1
1
2
2

MS
.003
6.33
5.68
4.09
,003

F
.126
177.63***
295.61***
221.32***
.07

Scheffe
a<b=c

*

a=사전, b=사후, c=추후

<표 7>에서 보듯이, 성적 자기결정 전체에 대한 집단별 점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사후검사(F =177.63, p<.001)와 추후검사(F=295.6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실험집단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대기통제집
단에 비해 사후검사 및 추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 시기별 단순 주효과분석에서 실험집단(F =221.32, p<.001)은 검사시기
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Scheffe 분석결과, 실험집단은
사후점수 및 추후점수가 사전검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
험집단에 실시된 프로그램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의미한다.
2) 성적 자기결정 능력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하위요인에 대해 집단 및 검사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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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하위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사전검사
M
SD
2.66
.32
2.68
.39
2.83
.52
2.88
.57
2.58
.56
2.48
.45
2.55
.33
2.44
.43
2.65
.47
2.85
.46

하위요인
성적 상대존중과
거부
성 자기인식 및
성적권리
성적 행동

집단
실험집단
대기통제집단
실험집단
대기통제집단
실험집단
대기통제집단
실험집단
성적 자기가치존중 대기통제집단
실험집단
성적 자기표현 대기통제집단

사후검사
M
SD
3.55
.24
2.60
.44
4.10
.49
2.77
.47
3.60
.48
2.57
.32
3.44
.46
2.64
.52
3.96
.38
2.94
.28

추후검사
M
SD
3.51
.17
2.58
.37
3.90
.42
2.80
.45
3.57
.32
2.58
.31
3.47
.30
2.61
.46
3.79
.44
2.81
.32

<표 8>에서 보듯이 성적 자기결정력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실험집단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에
서 많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기통제집단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사전
검사, 사후검사 및 추후검사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하위요인에 대한 집단 및 검사시기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9>
와 같다.
<표 9> 성적 상대존중과 거부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결과

하위요인

성적
상대존중과
거부

성 자기인식
및 성적권리

구분
집단내
검사시기
집단*시기
오차
집단간
집단
오차
집단내
검사시기
집단*시기
오차
집단간
집단
오차

SS

df

MS

F

.79
.96
.35

1
1
22

.79
.96
.02

49.94***
60.71***

6.95
6.67

1
22

6.95
.30

22.91**

1.73
2.61
1.22

1
1
22

1.73
2.61
.06

31.27***
47.15***

11.36
13.04

1
22

11.36
.5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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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성적
행동

성적
자기가치존중

성적
자기표현

구분
집단내
검사시기
집단*시기
오차
집단간
집단
오차
집단내
검사시기
집단*시기
오차
집단간
집단
오차
집단내
검사시기
집단*시기
오차
집단간
집단
오차

SS

df

MS

F

1.24
.97
1.09

1
1
22

1.24
.97
.05

25.25***
19.59***

8.96
7.51

1
22

8.96
.34

26.22***

1.30
.48
1.80

1
1
22

1.30
.48
.08

15.90**
5.91*

5.93
7.53

1
22

5.93
.34

17.34***

1.30
.48
1.80

1
1
22

1.30
.48
.08

15.90**
5.91*

5.93
7.53

1
22

5.93
.34

17.34***

p<.05, **p<.01, ***p<.001
<표 9>에서 보듯이, 성적 상대존중과 거부는 검사시기(F =49.94, p<.001), 집단
(F =22.91, p<.001), 검사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F =60.71, p<.001) 효과에서 통계
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자기인식 및 성적 권리는 검사시기(F =
31.27, p<.001), 집단(F =19.17, p<.001), 검사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F =47.15, p
<.001) 효과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행동은 검사시
기(F =25.25, p<.001), 집단(F =26.22, p<.001), 검사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F =19.
59, p<.001) 효과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기가치
존중은 검사시기(F =15.90, p<.01), 집단(F =17.34, p<.001), 검사시기와 집단의 상
호작용(F =5.915, p<.05) 효과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적 자기표현은 검사시기(F =37.93, p<.001), 집단(F =21.74, p<.001), 검사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F =21.51, p<.001) 효과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

- 13 -

예술심리치료연구(제13권 제2호, 2017)
다음은 주 효과와 상호작용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주효
과 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상대존중과 거부 프로그램의 단순 주 효과와 사후분석 결과

하위요인
성적
상대존중과
거부
성 자기인식
및 성적권리

성적 행동

성적
자기가치존중
성적
자기표현

구분
집단@사전
집단@사후
집단@추후
시기@실험
시기@대기통제
집단@사전
집단@사후
집단@추후
시기@실험
시기@대기통제
집단@사전
집단@사후
집단@추후
시기@실험
시기@대기통제
집단@사전
집단@사후
집단@추후
시기@실험
시기@대기통제
집단@사전
집단@사후
집단@추후
시기@실험
시기@대기통제

p<.05, **p<.01, ***p<.001

SS

.003
5.38
5.30
6.13
.07
.02
10.67
7.26
11.13
.09
.06
6.41
5.80
8.00
.07
.02
3.89
4.45
7.35
.27
.26
6.25
6.33
12.25
.10

df
1
1
1
2
2
1
1
1
2
2
1
1
1
2
2
1
1
1
2
2
1
1
1
2
2

MS

.003
5.38
5.30
3.067
.04
.02
10.67
7.26
5.56
,04
.06
6.41
5.80
4.00
,03
.02
3.89
4.45
3.68
.13
.26
6.25
6.33
6.13
.05

F

.02
42.18***
63.68***
48.24***
.22
.05
46.32***
38.03***
24.20***
.17
.23
38.44***
58.46***
18.29***
.26
.12
16.20**
30.82***
26.90***
.60
1.21
55.14***
23.27***
32.93***
.37

Scheffe
a<b=c

a<b=c

a<b=c

a<b=c

a<b=c

*

a=사전, b=사후, c=추후

<표 10>에서 보듯이, 하위요인 집단별 점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에서 모든 하위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각
시기별 단순 주효과분석에서 실험집단은 검사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모든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Scheffe 분석결과, 실험집단은 사후점수 및
추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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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험집단에 실시된 프로그램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
전체와 5가지 하위요인(성 자기인식 및 성적 권리, 성적 자기가치존중, 성적 자
기표현, 성적 상대존중과 거부, 성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회기별 반응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 증진을 위한 미
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집단에 참여한 대상자의 언어표현, 행동 및 작품
표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초기단계: 성 자기인식 및 성적 권리(1∼3회기)
성 자기인식 및 성적 권리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성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1회기는 ‘자기소개’로 긴장감을
해소하고 집단원들의 친밀감을 가지고자 자신을 상징하는 별칭짓기로 자신을 소
개하였다. 처음에는 어색한 긴장감으로 얼굴표정이 굳어있거나, 간단한 질문에도
한참 생각한 후에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하거나, 목소리가 작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해소되고 웃는 얼굴로 마무리하였다. 집단원의 주요 반응을
살펴보면 공주님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저는 예뻐서 연예인 사
진을 붙였어요. 저도 공주님처럼 머리도 길게 기르고 싶고 치마도 입고 싶은데
(엄마가)못하게 하니까...”, 이쁜이는 “앞으로 공주님이라고 불러줄게.”, 바리스타
는 “공주님, 이름 예쁘네.”라고 칭찬하자 공주님은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미소를 지었다. 2회기는 ‘이성에게 나 광고하기’로 자신의 장점을 이성에
게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꼴라주작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잘 하는 것을 찾아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단원 주요 반응을 살펴보면 아나운서는(고개
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저는 운동을 잘하는데 야구를 제일 잘해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잘해서 여자친구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머리를 긁적이며) 부모
님 일도 도와드리고 방청소도 잘해요.”라고 얘기하자 백만장자는 “아나운서는 진
짜 야구를 잘해요. 체육시간에 야구하면 제일 잘 쳐요. 여자들이 멋있어하는거
같아요.”라고 칭찬해주었다. 3회기는 ‘나의 성적 매력은?’ 이란 주제로 집단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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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성,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자신의 성적 매력을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성적 권리를 가진 성인이지만 주변 환경으로 인해 마음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자
신의 성과 이성에 대한 관심들을 표현하였다. 집단원의 주요 반응을 살펴보면
백만장자는 “저는 여자들에게 눈웃음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기를
잘 돌보는 멋진 아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미래의 우리 아기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기술이 없어서...(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망했어요.”라며 자신없어하자
바리스타는 “잘 만들었는데...”라고 칭찬해주었다. 백만장자는 (바리스타를 바라
보며 환하게 웃으며)“ 진짜?, 고마워, 너밖에 없다.” 라며 이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였다. 초기단계(1∼3회기)에서는 성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해 생각
하고 표현하는 것에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회기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자
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관심을 보였다.

<그림 2> 1-3회기 참여자들의 주요작품

2) 중기단계: 성적 자기가치존중(4∼5회기)
성적 자기가치존중에서는 자신의 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성적 가치
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이성의 성적 가치 또한 존중할 수 있다. 4회기는 ‘소중
한 나’로 자신의 성을 비롯하여 타인의 성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성적 가치를 존중해야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자신의 신체상
을 표현한 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신체부분을 표시하고 각자 소중한 부분
을 선 택한 이유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 나누며 공감할 수 있었다. 집단
원 주요 반응을 살펴보면 여신은 “저는 가슴은 자라는 곳이니까 중요하고, 생식
기는 아기를 낳아야 할 부위니까 소중하고, 누가 엉덩이를 만지면 찜찜하고 느
끼해요. 다리를 만지면 기분이 싫구요. 짜증나요.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그랬거
든요.” 라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었다. 백만장자는 “성폭
력 신고해야지.”, 윤아는 “선생님한테 얘기해야지.”라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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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표현하였다. 이에 여신은 “그때는 짜증나도 그냥 참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싫다고, 하지마라고 칼거예요.”라며 당당한 목소리로 답하였다. 5회기는 ‘나의 이
상형’ 이란 주제로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형을 남, 여 신체본뜨기를 통해 표현하
는 활동을 하였다.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과 서로의 생
각과 선택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자신 없어 머뭇거리
는 참여자에게는 서로 해야 할 곳을 정해주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집단원의 주요 반응을 살펴보면 착한설계사는 “제 이상형은 마
음이 잘 맞고 착하고, 배려가 많고, 잘 웃긴 여자가 좋아요.”라고 이야기하자, 아
나운서는 “마음이 안맞으면 결혼해서 이혼해야돼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여
신은 “우리 부모님도 마음이 안맞아서 이혼했는데... 그럴꺼면 왜 결혼하고 자식
을 낳았는지 화가나요.”라며 속상한 감정을 드러내자 백만장자는 “자식을 낳았으
면 책임을 져야지.”, 바리스타는 “힘들었겠다.”라며 여신의 마음을 위로해주었다.
여신은 “저는 절대 이혼 안할거예요.”라며 자신의 상처로 인해 힘들었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중기단계(4∼5회기)에서는 좀 더 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
롭게 표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공동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
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의 성관련 생각들을 당당하게 표현하였고 다른 참여
자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3> 4-5회기 참여자들의 주요작품

3) 중기단계: 성적 자기표현(6∼7회기)
자신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의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
된다. 6회기는 ‘나의 감정차트’로 평소에 자신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들을 떠
올려보는 시간을 가진 후 주요 감정을 오려 붙이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알아가
는 시간을 가졌다. 집단원은 상대방의 발표에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과 다른 다
- 17 -

예술심리치료연구(제13권 제2호, 2017)
양한 감정들에 대해 격려하거나 같은 감정을 느낄 때는 공감하는 반응를 보였
다. 주로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고,
부정적인 감정들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
라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집단원 주요 반응을 살펴보면 착한 설계사
는 “저는 요즘은 여자친구가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
하니까, 요리도 만들어 주고 싶고, 노래도 불러주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자 공
주님은 “행복하게 잘 사겼으면 좋겠어요.”, 여신바리스타는 “부러워요.”라며 솔직
한 심정을 드러냈다. 7회기는 ‘내 마음을 고백해’로 이성에게 주고 싶은 선물과
편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성친구가 있어서 행복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미래의 이성친구에게 마
음을 전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에서 집단원들이 이성에 대한 관
심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단원 주요 반응을 살펴보면 여신바리
스타는 “나는 남자친구와 공원에 놀러갈 때 들고 갈려고, 김밥이랑 과일같은거
를 담아갈 수 있는 바구니, 그릇을 만들었어요. 나는 지금 남자친구가 생겨서 행
복해요.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너무 기쁩니다. 나는 처음으로 좋아하는 남자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라며 행복한 감정을 드러내자 이쁜이는 “여신 바리스타
가 좀 우울했었는데 요즘 남친 생기고 나서는 대개 잘 웃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
서 보기 좋아요.”, 탈렌트는 “헤어지지말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라며 축하해주
었다. 중기단계(6∼7회기)에는 자신들의 주 관심사인 이성친구에 대한 솔직한 마
음을 표현하면서 소극적이던 참여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품표현에 있어서도 부담감 없이 자신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림 4> 6-7회기 참여자들의 주요작품

4) 중기단계: 성적 상대존중과 거부(8∼9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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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상대존중과 거부는 성과 관련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
리와 그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8-9회기는 ‘나 지키기’란 주제
로 직접 만든 인형으로 다양한 성적 상황에 대처하는 역할극을 하였다. 성과 관
련한 자기결정 능력은 이성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이성에게 거절당했
을 때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매우 중요한 자기결정 능력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반면에 성추행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자신의 성을 건강
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집단원의 주요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황 1. 이성친구에게 내 마음 고백하기1
극본: 평소에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이성에게 용기를 내어 고백하고 상대방이
마음을 받아주는 장면 연출해보기
- 백만장자: (탁자위의 꽂힌 장미꽃을 들고 와서)“사실 나는 예전부터 너를 좋
아해, 너도 나를 좋아한다면(무릎을 꿇고 장미꽃을 내밀며)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겠니?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줘.”
- 바리스타: (웃는 얼굴로 장미꽃을 받으며)“그래, 나도 니가 좋아.”
- 백만장자: “그래, 내마음을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우리 이제부터 커플
이다. ”앞으로 내가 멋진 남자친구가 되줄게.”
- 바리스타: “그래, 나도 좋은 여자친구가 되도록 노력할게.”
중기단계(8∼9회기)에서는 역할극을 통해 좀 더 자신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성친구 사귀기와 관련된 역할극에서는 모두가 즐거
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5> 8-9회기 참여자들의 주요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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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결단계: 성적 행동(10∼12회기)
성적 행동은 자신의 성적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성적 권리 행사를 위해 목표를 설정한 후, 계획한데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0-11회기는 ‘결혼’이라는 장기목표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
할 단기목표들을 세워보는 활동을 통해 주변인의 생각이 아닌 스스로 목표를 세
우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하였다. 집단원들이 각자 자신
의 단기목표들을 계획한 수첩을 꾸며주고 각자 집단원들이 돌아가며 긍정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주었다. 자신의 계획에 대한 집단원들의 응원 메시지는 함
께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게 하는 힘이
되어주었다. 집단원 주요 반응을 살펴보면 아나운서는 “단기목표는 좋아하는 여
자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먼저
시내구경도 하고 영화도 보고 싶고요. 노래방도 갈거예요. 그리고 용돈을 모아서
백일기념으로 커플반지를 줄거예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 3년후에 결혼해야줘.”라
고 이야기하자 멋쟁이는 “잘되길 바랄게.”라며 진심으로 격려해주었다. 백만장자
는“저는 단기목표로 먼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용돈으로 운전면허책을 사서 공
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살돈을 만들기 위해 한달에 만오천씩 저축을 하겠
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기목표로 좋은 성격 다지기를 할 건데 항상 먼저 인
사하고 밝게 웃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남자가 되어서 예쁘고 착한 여자
랑 결혼할 겁니다.” 라고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하자 바리스타는 “운전면허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면허증 따길 바랄게! 파이팅!“이라고 격려해주었다. 12회기는 ‘희
망나무’로 집단원이 다함께 희망나무 꾸미기를 하였다. 열매에는 자신에게 보내
는 격려 메세지를 적어주었다. “집단원들은 너무 아쉽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얘기
하기가 부끄럽고 그랬는데, 이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등의 긍
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집단원 주요 반응을 살펴보면 이쁜이는 “처음에는 진짜
이거 하기 싫었어요. 예전에 해본적 있는데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한번만 참여해
보기로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거예요. 앞으로 또 해보고 싶어요. 이걸
하면서 제 몸을 좀 소중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함부
로 대하면 안되겠다는 생각도 했구요.”라고 이야기 하였고 나에게 보내는 메시
지에는 “이쁜이 선녀에게, 너는 마음씨가 참 이뻐, 아자, 아자, 파이팅! 남친이랑
행복하게 살자.”라며 자신의 희망사항을 적어주었다.
종결단계(10∼12회기)에서는 자신들의 꿈(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단기목표를 계획해보았다. 이를 통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희망나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을 칭찬, 격려함으로서 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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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성적 존재라는 것을 되새겨볼 수 있었다.

<그림 6> 10-12회기 참여자들의 주요작품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Field와 Hoffman(1994)의 자기결정 구성요소를 근거한 지적장애 성
인의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
정 능력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
램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대기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을 한 결과,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은 검사시기, 집단, 검사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위요인(성 자기인식 및 성적 권리, 성적 자기가치
존중, 성적 자기표현, 성적 상대존중과 거부, 성적행동)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ield와 Hoffman(1994)의 자기결정 모델
을 적용하여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김수진, 2010; 김혜
경, 2001; 류숙렬, 2002; 박성우, 김용욱, 2005; 안재석, 2005; 이영미, 2005)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비언어적 매체를 통한 자발적인 미술활동이 언어화하
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과 성적인 내용을 내담자가 자율적으로 표현하고, 자신
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게 하고 해소시켜준다는 보고한 기존 연구(Howard &
Jacob, 1969)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지적장애 성인의 개인의 발달과 연령에 접합해야 하고,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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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증진된다는 기존연구들(김안젤라, 2010; 박민경,
2011)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둘째,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성인의 회기별 반응
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집단구성원들은 자신의 성
과 관련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에 낯설어하고, 드러내기 힘들어하였다. 1회기의
‘자기소개’에서 ‘저도 공주님처럼 머리도 길게 기르고 싶고 치마도 입고 싶은데
(엄마가)못하게 하니까’에서처럼 지적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나 주변인에
의해 자신의 성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 이는 Rowe과 Savage(1987)의
연구에서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우려와 불편함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
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자신의 성 역할을 대면하고, 성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성에 대한 억압적 갈등을 느끼게 하는데 역할
을 한다는 김안젤라(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4회기의 ‘소중한 나’에서 ‘누
가 엉덩이를 만지면 찝찝하고 느끼해요. 다리를 만지면 기분이 싫구요.. 짜증나
요.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그랬거든요.’에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성과 관련한 불
편했던 기억을 신체 표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하였으며, 집단원들과의 이야
기 나누기를 통해 앞으로의 대처방법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이는 미술치료
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은 자신의 고통스럽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불안을
야기하는 두려운 이미지를 분리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Malchiodi(2006)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회기가 진행되면서 미술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현하
고, 이성교재에 대한 욕구와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은 솔직한 마음
을 드러냈다. 이는 미술매체를 통한 작업과정은 긴장을 풀게 하고, 말로 옮기기
어려운 억압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여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을 가시화하는 치
료적 힘이 있다고 한 Rubin(1987)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었으나 중기단계 이후에 성과 관련하여 자기표현이 다양해졌으며, 자
신이 표현한 작품에 대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력도 향상되었고, 상호간의 피드
백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
은 낮은 자존감과 위축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일에 미숙
하고, 또래 집단에서 거부를 당하기도 하는 지적장애인은 미술치료를 통해 자신
의 감정과 욕구를 경험하고 표현하며 상대의 감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이근매(200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뿐만 아니라 치료에서 작품의
완성은 스스로의 자존감 및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미술적 표현이
수치심이나 열등감의 근원을 없애는 좋은 매체(김미진, 이근매, 2015)로 보고 있
어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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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지적장애 성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
한 욕구를 조사하여 성과 관련한 의사소통이나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이러한 점이 기존의 성과 관련된 교육에서 배제되
었던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 부분이 본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됨에 따라 본 프
로그램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도 지적장애인
은 본인이 흥미있는 일에는 상당히 높은 주의집중력을 보인다(황경은, 2007: 백
양희, 김현정, 2014, 재인용)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지적장애 성인
을 대상으로 남녀 혼성팀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성과 관련한 성적 자기결정에
있어서, 직접 이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 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
었으며,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관심을 보인 이성관계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역할극 등에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선행연구(신명희 등,
2013; Broxholme & Linsay, 2003)에서 지적장애인의 성적 발달은 개인차가 있
기는 하지만 비장애인의 발달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적장애 성인
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성숙이 완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지적장애인
도 대개는 성적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다
른 비장애인처럼 친밀감, 신체적 접촉, 애정을 갈망하며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선행연구(최은영, 공마리아, 박지순, 2012; Kemptom & Kahn,
1991)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구성한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 결정능력 증진을 위해 활
용될 수 있는 적합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
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교육에서 벗어나 지적장애인에게 유용한 미술
치료를 접목함으로써 대상자로 하여금 흥미 및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
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도 참가자로 하여금
회기 내에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미술기법과 매체가 활용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두 집단 사전-사후-추후설계로서 양적으로 부족한 사례를 가
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이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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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실하게 검증하게 위해서는 충분한 사례의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개
발된 프로그램을 일회성이 아닌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 지적장애 성인이 건강한 성을 향유하고 책임감 있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
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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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Choi, Jong-Sun* ․ Choi, Eun-Yeong** ․ Kong, Maria***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what effect a sexual self-determination
group art therapy program has on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bility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wenty fou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D City who consented(or whose guardians consented)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of 12 and the
control group of 12.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a total of 12 sessions
from January 20, 2016 to February 26, 2016 with two sessions performed per
week and with each session taking 60 minutes. The research tool was, the
scal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for the general youth prepared by Kang
Dul-Soon(2005), which was then properly amended by Kim Yeon-Ju to be
applied to the adults having light intellectual disabilities. Repeated measure
ANOVA was employ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Sexual self-determination group art therapy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all the sub-factors(sexual self-awareness and
sexual rights, sexual self-respect, sexual self-expression, respect and refusal
of sexual partner, and sexual behavior) for the adults having intellectual
disabilities.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group art
therapy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bility for adults having intellectual disabilities.
Key Words : Intellectual Disabilities, Sexual Self-determination, Group Art Therapy Program

* Doct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Daegu University
** Professor of Dept. of Rehabilitation & Psychology, Daegu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of Dept. of Rehabilitation & Psychology, Daegu University, gyenju@hanmail.net
-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