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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화 참여자들의 협력적 상호작용 경험 연구:
6인조 협력적 그림검사(S-CDT)를 중심으로
박 주 령1)
경희대학교

본 연구는 6인조 협력적 그림검사를 활용하여 공동화 참여자들의 협력적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6인조 협력적 그림검사(Park, 2008)는 피검자의 협력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집단기반 투사
적 그림검사이다. 총 18명의 참여자는 6인조로 공동화에 참여한 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경험에 관해 토론하였다. 본 연구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주제와 12개의 범주로 공동화 참여자들의 경험이 나타
났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구체적으로 공동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호혜적 이타성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또한 함께 그리는 과정에서 타인을 의식하면서도 소통을 위한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세 집단이 그린 그림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 사이의 협력적 상호
작용이 그림에서 공동구역의 구조물 다양성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공동화를 학교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공동화, 6인조 협력적 그림검사, S-CDT, 질적 연구, 협력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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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 있다(Kwiatkowska, 1978; Landarten, 1981).

Wadeson(1987)도 공동화 기법을 집단구성원들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기능 수준을

의 리더쉽의 패턴, 협력, 경쟁, 세력권을 관찰

파악하기 위해 대부분의 투사적 그림검사는 개

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한다(Wadeson,

인기반으로 실시된다. 하지만 두 사람 이상의

1987 재인용:156).

집단에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하지만 가족미술평가법(Kwiatkowska, 1975)

서는 집단으로 투사적 그림검사가 실시되기도

의 가족합동난화를 시작으로 집단기반 투사적

한다. 집단기반 그림검사는 Kwiatkowska(1975)

그림검사가 활용되고 있으나 개인기반 투사적

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역기능적 관계를 파악

그림검사와 비교하여 연구 논문 수가 현저하게

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한정적이다. Choi와 Lee(2014)는 20년간 국내

현재까지 공동으로 그림을 그리는 대표적

투사 그림검사 연구의 139편을 분석하였는데

집단기반 투사적 그림검사로 Kwiatkowska

모두가 개인기반 투사적 그림검사를 활용한 것

(1978)의

Wadeson(1972,

이다. 이처럼 개인기반 투사적 그림검사는 국

1987)의 부부미술평가법, Landgarten(1981)의

내에서 활발히 연구되었지만 집단기반 투사적

가족미술평가법, 합동가족휴일그림(Orton, 1996),

그림검사의 연구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뿐만

Snir(2006)의 합동커플그림 등이 소개되었다.

아니라 기존 집단기반 그림검사 방법은 가족

이 그림검사들은 모두 집단 구성원이 한 장의

이나 커플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의 그림에

종이에 함께 그림을 그려나가는 공동화 기법을

나타난 비언어적인 소통방식(예: Landarten,

사용한다.

1981; Wadeson, 1972)에 한정되어 일반적인 집

가족미술평가법,

이러한 공동화 기법은 집단원들이 함께 그
림을 그리게 하여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단구성원들의 관계나 협동화 참여자들 간의 언
어적인 상호작용에까지 확장되지 못했다.

발생하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색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기반 그림

을 가능하게 한다. 가족 혹은 구성원들이 함께

검사인 6인조 협력적 그림검사(Six-member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들의 참여 수준과 상호

Collaborative Drawing Test: S-CDT)를 활용하

작용 수준을 명확하게 미술치료사들이 관찰할

여 공동화 참여자들의 협력적 상호작용 경험을

수 있다(Landgarten, 1987 재인용:14). 다시 말

질적 인터뷰를 통해 언어적 상호작용을 검토하

해 미술치료사나 임상가는 이러한 집단기반 그

는 것이다. 6인조 협력적 그림검사(Park, 2008)

림검사를 통해 내담자들의 대인관계의 패턴을

는 3단계로 구성된 주어진 절차에 따라 6명의

이해하고자 하였고 그림으로 발현되는 상호작

구성원이 한 장의 종이에 함께 그림을 그리는

용에 관심을 가졌다(Snir & Hazut, 2012).

데, 이 검사는 구성원들의 협력적 성향에 대한

Snir와 Wiseman(2013)은 합동커플그림검사를

측정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Park, 2016). 이 검

활용하여 다정한 커플과 관계가 소원한 커플을

사는 공동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구성원에게 언

구별할 수 있고, 그들의 상호작용 방식이 서로

어 소통을 허용하고 가족이 아닌 일반적인 집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상담에서 집단

단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기존의 집단기

기반 그림검사를 통해 상담 초기에 발견이

반 그림검사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구성

어려운 가족의 역동적 정보를 빠른 시간에

원들 간의 언어소통 허용은 구성원들 간의 활

끌어내어 상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

발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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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서 6인조 협력적 그림검사가 가지는 이런 특징
은 공동화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협력적 상호작
용을 탐색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공동화의 하나인 6인
조 협력적 그림검사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총 18명은 현재 서울 소재

이 무엇인가이다. 이 연구문제를 검토하기

K 대학교의 학부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이다.

위해 3개 팀에 대해 그림검사를 실시한 후, 각

연구참여자들은 K 대학교의 5개 강좌를 통해

팀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에 대한 소개를 받고 그림검사 및 포커스

를 하였다. 이 인터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룹 인터뷰에 자발적으로 참가신청서를 작성

참여자들의 다양한 협력적 상호작용 경험을 도

한 학생들이다. 연구 시작에 앞서 연구자는 참

출하였다. 또한 이 인터뷰 결과가 각 팀의 그

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그림 촬영 허가, 저작권

림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도 검토하였다.

양도권, 녹취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자는 참여자
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참여자의 의사에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participants
Group

A

B

C

Participant ID

Gender

Age

1

Female

23

Food & nutrition

Bachelor

2

Female

27

Art education

Master

3

Female

24

Mathematics education

Master

4

Female

21

Food & nutrition

Bachelor

5

Female

22

Dance

Bachelor

6

Female

23

Art education

Master

7

Female

25

Art education

Master

8

Female

28

Physics education

Master

9

Female

31

Art education

Master

10

Female

25

Art education

Master

11

Female

25

Biology education

Master

12

Female

27

Art education

Master

13

Female

21

Culinary management

Bachelor

14

Female

26

Art education

Master

15

Female

25

Music education

Master

16

Female

27

Art education

Master

17

Female

23

Food & nutrition

Bachelor

18

Female

25

Music education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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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연구 참여 포기에 대한 권리도 있다는 점

로 한 장의 전지(78.5cm x 109cm/ B1 size)에

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주요 인적 사

공동체를 완성한다(Park, 2008). 이 그림검사는

항들을 살펴보면, 모두 여성이며, 나이는 만 21

45분 동안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피검

세부터 31세까지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자 그림의 형식적 요소를 활용하여 협력적 성

약 24세이다. 5명의 학부과정 학생과 13명의

향을 측정한다. Park(2016)은 6인조 협력적그

석사과정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집단은

림검사(S-CDT)를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

모두 석사과정이며, 나머지 A집단과 C집단은

인 협력그림요소척도(I-CASE)와 집단 협력그

학위과정이 섞여 있다.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림요소척도(G-CASE)를 개발하여 타당화하였

은 Table 1과 같다.

다(Park, 201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CDT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피검자들의 협력적 성향

자료수집 절차

을 채점하지 않고 참가자들의 경험을 탐색하
고자 주력하였다. S-CDT의 구체적인 진행방법

본 연구는 2015년 3월에 연구에 대한 참가신

과 지시어는 다음과 같다.

청서를 접수받고 2015년 4월과 6월 사이에 자

1단계: 자기영역 그리기(준비단계) 지시어:

료수집을 완료하였다.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연

“이 검사는 3단계를 거쳐 6명이 함께 공동체를

구참여자를 대상으로 6명이 모두 참석이 가능

그려서 완성하는 검사입니다. 1단계는 여러분

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총 18명

이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 나무,

의 참여자는 6명씩 연구참여자가 선호하는 날

사람을 15분간 그려 자기영역을 그리는 단계입

짜와 시간으로 배정이 되었고 K 대학교 강의

니다. 사람을 그릴 때는 막대기 형태의 사람이

실에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강의를 통해

아닌 온전한 사람의 형태로 그리고, 그 사람이

서로 아는 연구참여자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무엇인가 하는 모습으로 그려 주십시오.”

참여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 진행에 앞서

2단계: 공동영역 그리기(활동단계) 지시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의 간략한 인사로 자기

“2단계는 6명이 함께 공동체를 그려서 완성하

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는 단계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25분간 공동영

연구 진행의 목적을 소개하고 서면동의서를

역에 그림을 추가로 그려 주십시오.”

마친 후 6인조 협력적 그림검사를 하였으며 그

3단계: 이름 정하기(마무리 단계) 지시어: “3

뒤를 이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단계는 6명 모두가 협력해서 공동체 이름을 정

그룹 인터뷰 시간은 각 집단마다 60~90분가량

하는 단계입니다. 공동체의 이름이 결정되면

소요되었다.

마을 입구에 이름을 그려 주십시오.”

6인조 협력적 그림검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본 연구는 공동화를 그린 참여자들이 경험

본 연구는 공동화를 그린 참여자들이 경험

하는 협력적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해 6인조

하는 협력적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해 공동화

협력적 그림검사(S-CDT)를 활용하여 참가자들

를 마친 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6인조 협력적 그림검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총 18명의 참여자가 6명

(S-CDT)는 구조화된 검사 도구로 6명이 공동으

씩 팀을 이루어 공동화를 그렸는데 그림을 그

- 1174 -

공동화 참여자들의 협력적 상호작용 경험 연구: 6인조 협력적 그림검사(S-CDT)를 중심으로

5

리는 경험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그

토하여 합의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확증성

림을 그린 테이블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

(confirmability)를 확보하기 위해 미술치료전문

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실시되었다.

가에게 모든 원자료들과 그것을 해석한 결과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진행

보여준 후 조언을 얻어 해석 결과에서 연구자

을 맡은 연구자는 인터뷰의 목적이 1) 공동화

의 편향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전이가

를 그리면서 경험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

능성(transferability)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에

고, 2) 그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경험

참여하지 않고 상담과 미술전공이 아닌 교육학

이 협력적 상호작용과 관련 있는지를 파악하기

과 박사과정 1인에게 본 연구 결과물을 보여주

위함임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이고 솔직한 경험

고 내용 요약 절차와 의미 있는 재범주화 결과

을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녹취에 대한

인지 검증하게 하였으며 이를 확보 받았다.

비밀보장과 연구참여자가 원한다면 인터뷰를

Ⅲ. 연구결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의 질문지는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하였다. 이
인터뷰에서는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사용

본 연구는 공동화를 그린 참여자들이 경험

하였는데,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그림 활동

하는 협력적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그 경험을

을 마친 뒤 소감은 어떠한가요? 그리는 과정에

분석하였다. 공동화를 그린 참여자들을 집단으

서의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그리는 과정에서

로 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이 신경이 쓰였나요? 협력적으로 그림을

참가자들의 경험을 개방 코딩한 결과 4개의 주

그리면서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마무리로 더

제와 12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주제는 1) 호혜적
이타성을 통한 긍정적 정서, 2) 타인에 대한 의

자료분석

식, 3) 소통을 위한 다양한 상호작용, 4) 공동체
의식이다. 각 범주의 하위범주를 뒷받침하기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Morrow(2005)가
제시한 자료분석 절차를 따랐다. 이 절차는 1)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생생한 인터뷰 내용을 기
술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료화 2) 개별 타당성 확인작업 3) 개방코딩

4) 맥락적 근거 도출 5) 지속적 비교 6) 전문가

그룹 인터뷰에서 도출된 주제

합의의 순서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
의 타당성(credibility)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

1) 호혜적 이타성을 통한 긍정적 정서

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첫 번째 범주는 협력의 즐거움이다. 연구참

한 지 며칠 후,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별

여자들은 그리는 활동 자체에서 재미를 느꼈으

적인 전화 면담을 통해 요약한 인터뷰 내용

며 협력적으로 그리거나 색칠하면서 즐거움을

을 보고하여 확인작업을 하는 타당성 인터뷰

나타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S-CDT의 2

(validation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신뢰성

단계인 공동영역 그리기(활동하기)에서 경험한

(dependability)의 검증을 위해 학교상담 교수

내용을 보고하였다.

1명, 상담전공 박사 1명, 미술치료사 1명의 자
문단을 구성하여 분석과정과 절차에 대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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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그냥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협력해

14께서 도와주셔서 멋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 하라고 하시니깐 이제는 어떻게 바뀔지

여기 물결부분은 13이 추가해서 그려줬어요.

모르고 그려보니까 되게 재미있고, 전혀 생

그래서 보고 아 디테일해졌다 라는 생각에

각지도 못한 모양이 나와서 너무 재미있는

13이 도와줘서 참 좋았어요. (C집단, 참여자

것 같아요. 일단 생각지도 못했던 게 나와서

18)

그거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C집단, 참
여자16)

대화를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되었어요. 혼
자 마을 이름을 지으라고 했으면 못 지었을
텐데 함께 이름을 지으니깐 수월하게 지을

처음에 각자 자기 것을 하다가 호수가 만

수 있어서 좋았어요. (C집단, 참여자14)

들어지니깐 자기 것을 관두고 다 같이 색칠
을 해서 좋았어요. (B집단, 참여자8)

세 번째 범주는 협력의 만족감이다. 연구참
길 그릴 때 다 같이 활동할 때가 되게 재

여자들은 협력적으로 마을을 완성하는 과업에
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그림이 더 풍부해

미있었어요. (C집단, 참여자18)

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큰 종이 위에 그
저는 그리는 동안 너무 즐거웠고 협력적
으로 하니깐 와~ 하고 신나게 그렸던 것 같

려진 마을이 협력적으로 완성되는 부분에 뿌듯
함을 나타냈다.

아요. (C집단, 참여자17)
같이 옆에서 그려주시고 하니까 이게 무
두 번째 범주는 협력의 고마움이다. 연구참

슨 하나의 작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은 협력적으로 활동하면서 서로에게 도

사람의 그림들이 제 그림을 더 풍부하게 해

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고마움을 표

주고,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고, 하나로

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2단계(공동영역 그리

융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만

기)에서 타인의 영역에 그림을 추가해 주기도

족스러운 것 같아요. (C집단, 참여자13)

하고 서로 색칠을 해 주기도 하였다.
전 호수가 만족스러워요. 공동으로 그리니
냇물을 되게 어두운 것 표현하고 싶었는

깐 마음도 편하고 만족스러워요. (중략) 서로

데 14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되게 잘 그려

도움을 주고받으니 뿌듯했어요. (B집단, 참여

진 것 같아요. 제가 도와주세요 했거든요(웃

자7)

음). 혼자였으면 다 색칠하지 못했다는 당황
스러움이 있었을텐데 다 한마음으로 도와주

저는 제가 이렇게 길을 그리면서 저는 손

셨어요. (중략) 저는 제 앞에 부분을 다 칠하

이 여기는 안 닿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지 못했는데 나중에 다른 분들이 막 도와주

했었죠. 제가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닿는데

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막 이러시면서 색칠

여기까지만 그리면 이 길이 안 이어지잖아

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C집단, 참여자17)

요. 근데 다른 분이 이어서 그 길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니깐 너무 뿌듯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못 그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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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에 대한 의식

고 많이 작아졌네요. (웃음) 사실 전체 그림

첫 번째 범주는 그림 역량에 대한 염려이다.

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크기

연구참여자들은 실력과 관계없이 자신 그림의

를 크게 그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역량에 대한 염려를 나타냈다. 그림을 잘 못

요. (A집단, 참여자2)

그리는 참여자는 표현을 잘하지 못할까 봐 염
려하고 미술전공자인 참여자들은 자신이 더 잘

저는 사실 2께서 어디부터 시작하나를 좀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신경 쓰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시는 것을

있었다.

보고 아 여기까지 내가 그리면 되겠다고 생
각을 했어요. (A집단, 참여자1)

저 초반에...아! 그림에 진짜 소질이 없는
데 어떡하나 하다가 뭐 다른 사람들이 잘 그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 거는 뭐 그렇다고

리실 텐데 괜찮겠지 하면서 하긴 했는데 처

치고. 근데 어디까지 그려야 하나 싶어서 이

음에 좀 부담스러웠다가 나중에 선생님들이

렇게 눈치를 봤어요. 근데 14님께서 여기 3

랑 뭐 소통도 하고 함께 그리고 그래서 그런

층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것도 재미있었죠. (C집단, 참여자18)

이렇게 그려도 되겠다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중략) 중간을 좀 비워야 하나 싶어서 살짝
저도, 저는 혼자 그릴 때는 조금 부담스러

눈치를 봤는데 14님께서 거기까지 그리시니

웠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 그리긴 그렸는데

깐 저도 안심하고 이렇게 나무를 그렸어요.

같이 그리니까 약간 이끌려가는 면도 있고,

(C집단, 참여자17)

거기서 제 생각도 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중략) 제 전공이 미술인데 이런

저는 제가 이렇게 길을 그리면서 저는 손

거 하면 항상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

이 여기는 안 닿는데 혹시 제가 여기를 색칠

기도 했어요. (C집단, 참여자14)

해도 될까 내 구역을 넘었는데 내가 여길 색
칠해도 되나 이런 거? 그리고 혹시 내가 색

두 번째 범주는 타인과 조화에 대한 염려이

칠을 해서 마음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드

다. 연구참여자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자

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C집단,

기 그림의 크기를 결정하는 부분과 색칠을 어

참여자13)

떻게 하나 염려했던 경험을 나타냈다. 혼자 지
나치게 크게 그리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까

3) 소통을 위한 다양한 상호작용

봐 작게 그린 참여자도 있었으며 상대방이 어

첫 번째 범주는 의견제시이다. 연구참여자들

디까지 그리는지를 보고 본인의 공간을 설정하

은 공동영역을 그리는 활동단계에서 서로 이야

는 참여자도 나타났다.

기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단계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그릴 것인지 어

저는 크기를 좀 많이 줄였어요. 남들과 같
이 그리는 거니깐, 혼자 커지면 안 될 것 같

떻게 공동영역을 채워나갈지 의견을 제시하면
서 의사소통을 하였다.

아서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크
기를 작게 그리려고 하니깐 지붕도 작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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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왜 이렇게 딱딱하지 이런 생각을

집단, 참여자17)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2단계 하라고 하실
때 다른 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그러니깐 참

세 번째 범주는 경청과 반응이다. 연구참여

좋았어요. 대화가 잘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자들은 활동단계에서 한 집단구성원이 이야기

한 것 같아요. (C집단, 참여자18)

하면 잘 듣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였다. 이러한 경청과 반응

그때그때 마다 자기들의 생각을 내시고,

은 집단구성원들이 의견을 더 많이 제시하게

이렇게 할까요? 그랬을 때 해 보고 이런 거

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끄는 것으로 나

더 낫나?라고 다른 분들도 의견을 냈어요.

타났다.

그래서 골고루 모든 사람의 의견들이 나왔
던 거 같아요 (중략) 아, 진짜 호수가 있으면

다들 좋은 쪽으로 의견을 내주시니깐 아

딱이다! 라고 저도 이야기했죠. 그냥 마치

좋아요 하면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누

진짜 우리 다함께 마을에서 사는 것처럼 막

가 의견을 내어 주시면 그때마다 우리는 잘

이야기 하고, 저 호수에 물고기 그리자 라고

듣고 반응한 것 같아요. (B집단, 참여자11)

하구요. (B집단, 참여자8)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잘 진행된
두 번째 범주는 의견수용이다. 연구참여자들

거 같아요. 의견을 누군가가 제시할 때마다

은 집단구성원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모든 구성원이 귀를 기울였어요. 또 어떤 의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단구성원이 의견을

견이 나오면 모두 우와~ 좋다고 다 동의했

내면 나머지 구성원은 수용하면서 의사소통을

던 것 같아요. (B집단, 참여자8)

하여 활동단계를 진행하였다.
저도 저희 팀의 이런 반응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말했을 때 아, 그

면 의견을 계속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

가 의견을 냈을 때 긍정의 반응을 해 주시니

이 누군가가 의견을 내면 다들 좋아요, 좋아

깐 또 다르게 더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르게

요 그러시면 수용해 주셨어요. (A집단, 참여

생각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4)

(B집단, 참여자9)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어떤

네 번째 범주는 소통의 부재이다. 이러한 불

생각했을 때 밖으로 잘 꺼내주시는 분도 있

통은 A집단에서만 나타났다. A집단의 참여자

잖아요. 그런 분들도 진짜 기여도에 도움을

들은 필요한 소통이 없었을 때 적극적으로 자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누가 의견을 냈을 때

신 의견을 피력하는 것과 같은 행동보다는 그

그 것을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

는 분들도 기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어, A집단의 5번 참여자는 2단계에서 다른 구

(중략) 저 같은 경우 다른 분들께서 아무 비

성원과 협의 없이 마을회관의 간판에 <행복동

판 없이 다 수용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회관>이라고 썼다. 이것은 5번 참여자가 3

여기서 제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C

단계에서 구성원들의 협의 통해 지어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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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이름을 먼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다.

정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A집단, 참여

하지만 그 행위에 A집단의 다른 참여자들은

자6)

긍정이나 부정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했
다.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 A집단 구성원들에게

저는 5가 행복동 마을회관이라고 적고 계

이 상황을 물어보니 A집단의 연구참여자 각자

실 때 보고 있었는데 행복동이라고 하셔셔

는 그 상황에 대해 불만이든 만족이든 나름의

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렇

평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 지어졌지만, 이 단어가 좋아서 괜찮았어

각자 평가는 있었지만 구성원들 간에 이것에

요. (A집단, 참여자4)

대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공동체 의식
사실 이름짓기 하기 전에 제가 마을회관

첫 번째 범주는 친밀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에 이름을 행복동 마을회관이라고 지어 버

강의시간을 통해 서로 알고 있는 참여자도 있

렸어요. 마을 이름을 정하라 하셨을 때 어떡

지만 낯선 참여자들도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하지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름을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과정

지어 볼까요? 이랬는데 다들 의견이 없으셔

에서 서로 친밀해짐을 경험하였다. 서먹한 사

서 그냥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A집단, 참

이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색칠하면서 가까워짐

여자5)

을 나타내었다.

제가 마을회관을 그렸어요. 마을회관 위에

제가 다른 분들을 잘 몰라 서먹서먹한 사

간판을 그렸는데, 그 안의 내용을 비워 두었

이인데 그림 그리는 동안만큼은 원래 알고

어요. 제가 거꾸로 그림을 그려서 글씨까지

있었던 사이인 마냥 조금 마음이 맞는 게 신

거꾸로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5에게 마

기했어요. (C집단, 참여자13)

을회관이라고 써 달라고 했죠. 근데 간판이
너무 긴 거예요. 근데 5가 행복동 마을회관

저희 그냥 뭐 잘 모르는데 되게 막 친하

이라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잘 그리고 있더라고요(웃음). (C집단, 참

게 어...왜 그냥 쓰지? 좀 같이 하지 뭐 그런

여자17)

생각을 했었어요. 기분이 나빴던 것은 아니
고요. 그때 생각은 좀 독단적이지 않나? 뭐

물길로 그렸다면 뭔가 나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죠(웃음). (A집단, 참여자2)

싫었는데 호수로 함께 그리니깐 좋았죠. 이
거 색칠하면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사실 전 제 것을 하느라 몰랐었는데, 교수

(B집단, 참여자8)

님께서 마을 이름을 지으세요 하셨잖아요.
그때까지도 지어진 줄 몰랐는데 지어졌기에
그런가 보다 했죠. (A집단, 참여자1)

두 번째 범주는 우리 의식(we-ness)이다. 연
구참여자들은 2단계(공동영역 그리기)에서 함께
협력적으로 마을에 그려질 이미지에 대해 논의

저도 마을을 이름 정하라고 하셨을 때 처

를 하고 공동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가 됨

음 봤어요. 다들 의견이 없으셔서 아 이름이

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울타리를 그리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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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역을 구축하였던 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협

세우니깐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아이디어로

력적으로 공동영역을 함께 그리고 난 뒤에 우

풍부해져서 더 살기 편한 마을인 것 같아요.

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포커스 그룹 인

근데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을 의견을 받아서

터뷰에서 울타리를 열고 싶다고 하였다.

하니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다 보니깐
재미있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A집단,

호수로 합일점을 찾았을 때 기분이 엄청

참여자5)

좋았어요.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 뭔가 6명이
진짜 똑같이 확 뭉쳤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화목해 보이는 거 같아요. 이런 마을에 이

지붕도 색이 똑같다는 것을 공동그림을 그

런 게 다 있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리다가 발견했어요. 공동으로 그리니깐 뭔가

요. (A집단, 참여자4)

모르게 어울리는 거. 조화롭다는 느낌이 들
었어요. (B집단, 참여자8)

도로를 통해서 우리 집과 다른 집을 연결
시킬 라인을 만들어서 우리 산책을 하면서

자기 영역을 그릴 때는 자기 것을 하느라

돌아다니자고 제안을 했어요. (중략) 호수를

고 함께한다는 느낌은 적었어요. 다 같이 함

그릴 때 “저녁에 만나서 같이 산책하자” 이

께 색칠을 하니까 “우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그렸는데 진짜 이런

재미가 있었어요. (중략) 저는 처음에 개인

마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B집

울타리를 그려서 안정감이 들었는데, 다 같

단, 참여자9)

이 그리니깐 이제는 제 그림이 너무 답답한

그림분석

거예요. 울타리를 열어 드리고 싶네요. (B집
단, 참여자10)

Morrow(1992)가 참가자의 인터뷰, 그림, 글
혼자 그릴 때와는 다르게 호수를 색칠하

쓰기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생생한 질적 연구

면서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합

를 수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도 각 집단에서

쳐서 같이 하는 느낌. 하나가 된 것 같았어

그려진 그림을 분석하여 협력적 상호작용에 대

요. (B집단, 참여자12)

해 탐색하였다.

A집단(행복동 마을)을 살펴보면 마을회관,
세 번째 범주는 살고 싶은 마을에 대한 선망

학교, 작은 호수, 상가와 음식점들이 집단구성

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영역에 무엇을 그릴

원 개인영역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으나 건물의

지 집단구성원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살고 싶

방향성은 일정하지 않다. 일관성이 없으며 집

은 마을에 대해 상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단구성원 각자 자기영역을 중심으로 건물을 그

집단의 참여자들은 살기 편한 마을이 되어 살

리다가 빈 곳을 찾아 추가로 그리게 되어 건물

고 싶다는 표현을 하였고, B집단의 구성원들은

사이에 불규칙한 크기로 그려진 형태이다. 이

다 같이 산책을 꿈꾸기도 하였다.

렇게 그려진 건물들은 좁고 구불구불한 길로
연결되어 있으며 A집단 구성원들 각자의 자기

그냥 저는 마을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골

영역 집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적인 느낌을 생각했었는데, 여러 오락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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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 Group A. Happy village
앙에 커다란 호수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공

가로지르고 있는 도로와 냇물은 동일한 색으로

동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호수 주변은 산

고루 색칠되어 있다. 도로를 색칠한 선의 방향

책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호수 안에는 유람

성과 필압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C집단도

선이 띄어져 있고 다양한 색깔의 물고기와 호

집단원 모두가 동일한 색을 가지고 도로와 냇

수에 비친 구름이 화폭에 나타났다. 호수 전체

물의 색칠에 동참한 것으로 판단된다.

와 산책로는 동일한 색으로 고루 색칠되어 있

세 집단의 S-CDT로 도출된 그림을 종합적으

다. 호수를 색칠한 선의 방향이 다양한 것으로

로 살펴보면 B집단은 가장 커다란 공동영역의

비추어보아 B집단 구성원이 모두 각자 앉은 자

구조물이 사방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려져

리에서 동일한 색으로 호수를 함께 색칠한 것

있다. 반면 A집단은 공동영역의 공간이 상대

을 알 수 있다. B집단 구성원의 자기영역의 집

적으로 적었으며 색칠이 되지 않은 공동영역

들은 개별적으로 형태가 다양하며 집 앞에는

건물들이 보였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건물들과

길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나 모든 구성

유희시설들이 그려져 있다. C집단은 A집단과

원의 집들이 호수와 겹쳐져 있어 호수의 산책

B집단의 중간정도 크기의 공동영역이 나타났으

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며 고루 색칠되어 있고 모든 개인영역과 공동

C집단(하트 비트)을 살펴보면 공동영역에서

영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

커다란 도로가 C집단원들의 개인영역과 연결

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되어 있으며 큰 도로를 중심으로 길게 냇물이

B집단과 C집단에서는 소통을 위한 상호작용이

흐르고 있다. 또한 마을의 정자와 바이킹 놀이

원활하였는데 그에 따라 공동영역에 B집단은

시설이 도로 위에 그려져 있다. C집단 전체를

호수, C집단은 도로와 냇물로 크게 그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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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2. Group B. Lake town

F. 3. Group C. Heart 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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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A집단은 다른

집단구성원들은 만족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집단보다 공동영역의 공간이 적고 공동영역에

(Deutsch, 2003). 또한 Wadeson(1980)은 한 장

크기가 다른 건물들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의 종이에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그려나가는

있다. 따라서 집단에서 경험한 협력적 상호작

공동화 기법은 참여자들에게 고립감을 해소

용이 활발하거나 그렇지 못한 집단에 따라서

하게 하고 집단구성원들 간의 친밀감을 높인

그려진 공동영역의 구조물 크기와 내용이 달라

다고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Wadeson(1980)이 언급한 공동화 기법이 가지
는 특징을 경험하면서 호혜적 이타성을 통해

Ⅳ. 논의 및 결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체험
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동화를 그린 참여자들의 협력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동화를 그리

적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해 6인조 협력적 그

면서 자기 그림 역량에 대해 염려하거나 타인

림검사(S-CDT)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경험

과 조화를 이루려고 크기, 공간, 색칠에 대한

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 18명은 6명씩 팀

염려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타인에

을 이루어 세 개의 집단으로 공동화의 하나

대한 의식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인 S-CDT를 실시하고 그 경험이 어떠하였는지

그림검사의 경우 흰색 전지(78.5cm x 109cm)의

를 그룹의 형태로 토론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

용지를 사용하므로 그 종이의 긴 면에 3명씩

여자들은 공동화의 참여 경험을 통해 ‘호혜적

나란히 앉게 되며 참여자들의 거리 간격은 매

이타성을 통한 긍정적 정서’ 에 대해 경험하였

우 가깝다. 그로 인해 참여자들이 1단계(자기영

고 함께 그리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의식’에

역 그리기)를 수행할 때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

도 불구하고 ‘소통을 위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자들의 그림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통해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게 되었다. 본 연

가까운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연구참여자

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살펴보

들은 자기영역 설정에 대해 염려하거나 타인의

면 다음과 같다.

그림과의 색이 자신의 색과 얼마나 조화로운지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동으로 그림

등을 염려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공동화를 그

을 그리는 활동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서로 도

릴 때 타인과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

움을 주고받으며 감사함과 만족감을 경험했다.

어 함께 공동으로 그리는 부분에서 조화롭고자

이러한 경험은 성공적인 협력에서 발생하는 호

하는 배려로 해석될 수 있다.

혜적 이타성을 경험하여 즐거움, 감사함, 만족

본 연구 결과에서 그림의 실력과는 무관하

감의 긍정적 정서로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

게 자신의 그림 역량에 대한 염려를 경험하

다. Deutsch(2003)는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모두 협력적으로

구성원들이 서로 도와주는 호혜적 이타성이 협

주어진 공동화 그리기 과업을 완수하였다.

력을 증진하게 시키는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

Zajonc(1965)에 따르면 단순한 일을 타인과 함

협력활동에서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께 수행하게 되면 사회적 촉진 현상이 발생하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긍정적으로

여 과제를 더욱 빠르게 완수할 수 있다고 한

기여하는 호혜적 이타성을 발휘하면 협력적 상

다. 반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타인과 공동으

호작용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과업이 완수되고

로 수행하게 되면 사회적 억제 현상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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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은 참여자가 과제를 중도 포기하거나

(McNeilly, 2006; Rosal, 2016). 이러한 선행연구

수행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고 한다(Zajonc,

들과 본 연구의 결과는 타인과 함께 동시에 그

1965). Kim과 Lee(1997)는 결손가정 아동을 위

림을 그리면서 나타나는 타인에 대한 의식이

한 집단미술치료 회기 중에 공동화를 실시하였

공동과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Zajonc(1965)의 연

다. 이 회기에서 타인에게 양보하지 않고 각자

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의 영역을 지나치게 크게 표시하거나 타인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동으로 그림

의 영역으로 침범하여 상대방의 그림을 엉망으

을 그리면서 의견제시, 의견수용, 경청과 반응,

로 만든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Kim & Lee,

단절된 소통 등 소통을 위한 다양한 상호작용

1997). 이처럼 함께 그림을 그릴 때 피검자들이

을 경험하였다. 6명이 모인 연구참여자들의 협

타인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 그들의 불안도가

력적 성향에 따라서 참여자의 의견이 원활하게

높아질 수 있다. Park과 Lee(2016)는 신경증이

제시되거나 수용한 집단이 있었다. 그리고 집

높은 피검자들은 혼자 그림을 그릴 때보다 집

단구성원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반응한 집단이

단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있지만 3단계 이름정하기 단계에서 소통이 단

다른 성격유형의 피검자보다 그림에 대한 세부

절된 집단(예: A집단)도 있었다. Deutsch(2003)

묘사와 환경묘사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보

는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경증이 높은 사람

효과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는 원

들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므로 함께 모여

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집단 내에서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공간 안에서 지나치게 타인을 많이 의식하게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

되고 그에 따라 그들의 불안도가 높아지기 때

다. 그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의 의견을 수용

문에 세부 묘사력이 떨어진다고 한다(Park &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Deutsch, 2003).

Lee, 2016).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B집단과 C집단에

그렇지만 여러 명이 모두 함께 그림을 그리

서는 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이 이뤄졌다고

는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의식에 부정적인 요

할 수 있으며 A집단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각

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집단의 상호작용에 따라 호수, 도로 등 공동영

살펴보면 중도에 포기한 참여자도 없고 타인의

역으로 그려진 그림도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을 망치거나 팀의 과제 완수를 어렵게 만

각 집단의 소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인

드는 참여자도 없었다. 그 이유는 연구참여자

터뷰를 통한 근거로 살펴보았다. B집단의 경우

들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타인과

2단계(공동영역 그리기)에서 무엇을 그릴지 연

협력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기

구참여자들이 논의한 점이 나타났다. 각자 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을을 위해 무엇을 건설할지 논의하던 중 호수

Rosal(2016)은 집단의 형태로 그림을 완성하

를 만들자는 의견을 모두 수용하면서 호수를

는 과정에서 집단구성원의 리더쉽 유형과 그들

만들고 호수 위에 배를 띄우고 호수 주변에 산

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창작과정에서

책로를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집단은

짧은 시간이지만 집단구성원 간의 힘의 원리가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큰 구조물을 하나로 협

드러나기도 하고 관찰을 통해 집단구성원끼리

력해서 색칠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던 경험

서로 모방하기도 하는 과정은 필연적이라 한다

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C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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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색했던 1단계에서 분위기에서 벗어나 2단

하면서 우리라는 느낌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계에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과 의견을 수용

하였다고 토론하였다. 그들은 그리는 과정에서

하는 사람들 모두 협력의 기여도가 높았다는

친해지는 느낌이 들었으며, 활동 후에는 이런

토론이 진행되었다. 의사소통이 원활했던 B집

마을이 있다면 살고 싶다는 그들의 정서를 공

단과 C집단과는 달리 A집단은 3단계 이름 정

유하였다. 이러한 공동체 경험은 협력 행동에

하기에서 단절된 소통이 나타났다. 3단계의 지

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Yazici(2005)는 협

시어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자 5번이

력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참여자

다른 구성원들과 논의 없이 <행복동 마을회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조화가

관>이라고 간판에 적었고 이후 집단구성원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필수요

마무리단계로 협의해서 마을 이름을 정하라는

건이 갖춰지면 참여자들은 함께 과업을 수행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A집단의

했다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참여자 과업

구성원들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소통을 단

에 대한 성취감과 관련 있다(Yazici, 2005). 이

절하고 더 이상 서로 언급하지 않는 행동을 나

처럼 공동화는 피검자들이 함께하는 과정을 통

타내었다. Tjosvold와 Chia(1989)는 집단구성원

해 우리라는 느낌과 함께 친밀감을 경험하여

이 협력적인 과업을 이행할 때 갈등은 필연적

협력성을 증진하게 시킬 수 있는 기법으로 활

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갈등을 부정적인 요소

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집단구성원이 연대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요약하

있다면 그들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적

자면 공동화를 그린 참여자들은 다양한 협력적

상호작용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며 갈등이 극복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되어 응집력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호혜적 이타성을

는 달리 A집단은 갈등이 닥쳤을 때 집단원 누

통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였고, 활동 초반의

구도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였

타인에 대한 의식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위한

고 더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이 마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적인 과업을 수행

리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Tjosvold와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협력활동을 완수하면서

Chia(1989)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경험한 공동체의 체험에 관해 토론하였다. 다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

시 말하면 공동화를 통해 피검자들이 어떤 방

진다고 하였는데 A집단에서는 해결하려는 의

식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을 수행하는지를 탐색

지보다는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하였고 협력적 과업 완수를 통해 공동체 의식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B와 C집단에서는

을 함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효과적인 소통으로 성공적인 협력이 이뤄진 반

본 연구의 통한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제언

면 A집단에서는 효과적인 소통을 이행하지 못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참여자의 대상이 서울

했다고 할 수 있다.

소재의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중

넷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우리 의식

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대상의 범주를 넓혀 그

(we-ness), 구성원 간의 친밀감, 살고 싶은 마

들은 어떻게 경험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

을에 대한 선망을 경험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겠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동화 기법은 참여

체험했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공동화를 통해

자들에게 호혜적 이타성의 경험과 소통을 통한

처음 만난 구성원들이라 할지라도 과업을 수행

공동체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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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

New York: Schocken Books.

니라 본 연구에서 공동화의 기법으로 활용한

Kwiatkowska, H.(1978). Family therapy and

S-CDT는 45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현장의

evaluation through art. Springfield, IL:

교사가 학급 단위로 실시가 용이하다. 2016년

Thomas.

3월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으로 시행됨

Landgarten, H.(1981). Clinical art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에 따라 교과중심의 교육 이외에 인성 및 창의
교육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

Landgarten, H.(1987). Family art psychotherapy: a
clinical guide and casebook. New York:

들의 협력성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
동체 의식 함양을 높이는 공동화 기법의 활용
방안을 밝힌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
다.

Brunner/Mazel.
McNeilly, G.(2006). Group analytic art therapy.
London: Jessica Kingsley Press.
Morrow, S. L.(1992). Voices: Constructions of
survival and coping by women survi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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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about Participants’ Experiences of Collaborative
Interactions: Six-member Collaborative Drawing Test(S-CDT)

Park Joo-ryung
Kyung 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ollaborative drawing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collaborative interactions with others by using the Six-member Collaborative Drawing Test (S-CDT)
developed by Park(2008). The drawing test is a group-based projective drawing test that examined the
collaborative tendency of participants. For this research, a total 18 students from a university in Seoul
voluntarily participated in focus group interviews after completing each session of the S-CDT.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were presented under four themes with 12 categori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participants were found to experience ‘positive emotions from reciprocal altruism’ and
‘the consciousness of community’ by engaging in ‘various types of communications’ with other members,
though they also experienced some discomfort when they were aware that ‘their drawing was watched by
other people.’ The analyses of drawings of the three groups indicated that collaborative interactions among
members influence the variety and types of constructions in the communal area of the drawing. Based upon
the findings, this study shows how collaborative drawing could be used in schools.
Key Words : Collaborative drawing, Six-member Collaborative Drawing Test, S-CDT, Qualitative research,
Collaborative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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