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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내적통제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부산시에 위치한 D지역아동센터 11명으로 실험집단 5명, 통제집단 6명으로 무선배치하였다. 연구기간은
2008년 6월 4일부터 2008년 7월 25일까지 주 2회, 100분씩 모두 15회기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로는 내적
통제성 척도, 대인관계 척도, K-HTP, KSD 그림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내적 통제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으며, K-HTP 그림검사에서도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반응들이 나타나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내적
통제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
단의 대인관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그 중 만족감과 이해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KSD 그림검사에서도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대인
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
치료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판단이 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비슷한 상황의 내담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주요어 :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내적통제성,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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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이 될 수 있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며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를 바탕으로 한 최근 우리나라 상담관련
21C는 ‘풍요 속의 빈곤’으로 대변되는 물질

연구를 보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상의 어려움을

만능주의 사회이다. 모든 가치가 부에 의해 측정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는 현대사회는 부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된다는 연구 결과(우현주, 2006; 김양진, 2004)

자로 구분되는 양극화 증상이 두드러진다. 이

들이 있다. 그 중에서 통제성 이론을 들 수 있

러한 현상은 부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는데, Rotter(1966)가 주장한 통제성이란 인간의

물질적 심리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행동 특성에 관하여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소

이유를 외부 환경에서 찾게 만든다. 특히 지역

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적통제 소재와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이용자의

외적통제 소재로 구별한다.

․

68.5%가 수급권이거나 저소득층 아동(지역아동

Rotter가 말하는 내적통제성이란 자신에게

정보센터, 2008)이라는 조사결과가 말해주듯이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대부분 빈곤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않고 본인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음으로써 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빈곤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안전한 보

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호와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여 신체적 발달

연령의 증가에 따른 내외통제성의 변화를 살

저하는 물론 소극적 태도, 긴장, 불안감 등과

펴본 이훈구(1980)는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같은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들은

성장하는 시기에는 내적통제성이 증가하지만 중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 모든 상황들을

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내적

환경 탓으로 돌리며, 서명수(2008)가 언급했듯이

통제성의 증가가 매우 적다고 보고하였다. 따

또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공격성

라서 환경에 의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

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하는 아동들에게 내적통제성 향상을 위한 프로

표현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학교현장에서

그램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폭력과 왕따, 은따와 같은 집단

이들의 내적통제성 향상은 곧 긍정적인 삶을

괴롭힘이며,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아동들은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거나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김미경, 2006).

형성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

환경에 의해 부정적이고 원만하지 못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같은

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미숙하며, 자신을 탐
색하는 작업 또한 미숙할 수밖에 없다.

빈곤아동들에게 그들의 선택에 의해 환경을 스

미술치료는 그림의 개입으로 표현을 쉽게 해

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William Glasser의 현실

주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요법은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이론이라

더불어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할 수 있다.

때 그 속에서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자신을 지나

Glasser (1985)는 누구든지 선택이론과 현실

요법을 이해함으로써 의식이 있는 한 책임 있는

치게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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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상담과 미술치료를 결합한 집단미술치

2006; 김양진, 2004)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료는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

나타났다. 하지만 현실요법의 핵심인 내적통제

상으로 하며 미술활동을 통해 자기표출에 대한

성과 선택이론에 기초한 내부 심리학의 영향을

긴장, 불안을 완화시켜주어 상호작용을 쉽게

받는 대인관계를 함께 연구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유발시키고 자기통찰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실정이다.

되고 있다(조정자, 2006).

또한 2000년도 이후 연구되기 시작한 현실요

그리고 아동의 집단미술치료는 다양한 매체를

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의 경우 연구대상이

통해 자기감정의 조절은 물론 객관적인 자기탐

성인(조정자, 2006; 이은주, 2005)이거나 청소년

색과 수용이 가능하고, 타인에 대한 인식과 이

(김순자, 2006; 임현미, 2006; 박혜경, 2005)을

해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아동대상 연구(김경화,

기의 대인관계가 또래집단에서 주로 형성된다는

2007; 김영신, 2005)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점을 감안하면 집단미술치료는 관계 형성에 필

본 연구는 선택이론을 바탕으로 한 현실요법의

요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특성을 집단미술치료와 접목시켜 아동을 대상

책임을 강조하는 현실요법과 자기표출에서

으로 실시하여 내적통제성과 대인관계에 효과가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집단미술치료와의

있는지 검증해 보고 그 효과성에 대해 논하고자

결합은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아동들에게

한다.

효과적인 상담기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학교 현장

현실요법의 제한점이라고 비판 받는 느낌 표현,

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 청소년을

과거의 경험에 대한 표현이 요구될 때, 미술치료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가 되리라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면의 정서가 표출되

기대한다.

․

도록 하여 집단과정에서 역동이 일어날 수 있

․

연구 문제

으며, 이는 과거 미래보다 현재를 중요시 하는
현실요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자신의 현재 행동을
지각할 수 있는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다. 즉
Glasser의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

램을 통하여 아동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로인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또래관계에서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
하여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긍정
적인 성인기의 대인관계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요법은 국내에서 1990년 이후 김인자에

본 연구는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내적통제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내적
통제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대인
관계(만족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의해 소개되고 교육되면서 현실요법을 적용한

용어 정의

연구들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현실요법을 실시한 선행연구를 보면 내적

1.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통제성(한혜림, 2006; 박재환, 2005)과 학교적응력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는 과거보다 현재를

(정연남, 2007; 조영화, 2006), 대인관계(우현주,

중요시하고, 자기욕구충족을 위한 행동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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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성을 찾도록 하는 현실요법의 장점과 자기표현이

․

위협적이지 않아 긴장 불안을 완화시켜주어
상호작용이 쉽게 이루어지고 자기통찰이 보다

연구대상

용이한 집단미술치료의 장점을 절충한 심리치료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위치한 D지역아동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요법에서 Wubbolding

센터 아동 중 생활교사에 의해 상담 의뢰가 된

(1998)의 행동 변화를 위한 상담과정(W-D-E-P)

초등학교 4, 5, 6학년 13명이 우선적으로 선정

에서 상담환경가꾸기(R)가 추가되어 확장된 R-

되었다. 그 중 사전검사 시 무성의하게 대답한

W-D-E-P 상담과정과 집단미술치료를 접목하여

한 명을 제외한 12명이 선택되었다.
의뢰된 아동들은 모두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를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총 15회기로 구성된 과정을

밝혀 6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선 배치

말한다.

하였으나, 집단과정 중 실험집단에서 2회 이상
결석하는 집단구성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회

2. 내적통제성

내적통제성이란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한

수 있고 행동의 결과나 사건을 자신의 노력이나

실험집단 5명, 통제집단 6명으로 최종 집단을

행동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책임도 개인에게 있다는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내적통제성은 Nowicki와 Strickland

․

측정 도구

(1973)가 제작하고 김이천(1987)이 수정 제작

한 아동용 내적통제성 척도의 점수와 내적통제

1. 내적통제성 척도

성에 의한 집, 나무, 사람과의 관계, 아동의 그림
설명, 행동변화에 준한 K-HTP 분석의 결과로
정의한다.

내적통제성을 측정하기 위해 Nowicki와 Strickland(1973)가 제작한 [아동용 Internal-External
Scale : I-E Scale]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행동과학

연구소에서 제작한 학생용 내적통제척도를 다시
3. 대인관계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는 Guerney(1977)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문선모(1980)가 번안

한 척도에 의거하여 만족감, 친근감, 개방성, 이
해성으로 측정된 점수와 KSD 결과로 정의한다.
KSD 결과는 대인관계 하위척도인 만족감, 친

김이천(1987)이 긍정적 문장과 부정적 문장을 혼

․

용하여 2단계 척도(예, 아니오)로 수정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 산출은 내적통제이면
1점, 외적통제이면 0점을 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이 높다.

근감, 개방성, 이해성에 준한 분석이다. 즉 만족

2. 대인관계 척도

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친근감은 인물상의 거

대인관계 측정을 위하여 Guerney(1977)의 Rela-

리, 개방성은 그림에 대한 아동의 설명이나 느낌,

tionship Change Scale을 문선모(1980)가 번안한

이해성은 인물상의 표정으로, 대인관계 척도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대인관계와 관

하위척도 내용에 근거하여 정의하며, 타인과의

련한 선행연구와 현실요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작용이란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총 7가지 하위영역 중 만족감, 친근감, 개방성,

한정한다.

이해성 영역에서만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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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동들의 일반적 특성
이름 성별
남
(초 4)

양부모
가정

3남
중 둘째

선생님과 부모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로 마음의 상처가 있다. 많이
까불고 장난 끼가 심하고 욕을 많이 하며, 산만한 편이다.

B

여
(초 4)

조손
가정

1남 2녀
중 장녀

친부모가 있으나 이혼 후 친부는 재혼하고, 친모는 어떻게 된지 모른다.
친부모는 이혼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혼가정의 보편적인 상처가
있고, 통통한 외모로 인해 놀림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그로 인해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C

여
(초 5)

한부모
가정

1남 1녀
중 막내

공황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정
보는 없다. 내성적이고 거의 말이 없으며, 또래관계를 잘 못한다.

재혼
가정

1남 2녀
중 장녀

여동생과 배다른 남동생이 있다. 친부모는 돈 문제로 이혼을 했고, 친
부가 친모와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다. 새엄마를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며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있다. 적극적이기는 하나, 뜻대로 안되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집
단

여
D
(초 6)

E

여
(초 6)

양부모
가족

2녀
중 장녀

자존감 상실로 또래들과의 관계 형성이 안되며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
하여 공동체 생활도 원만하지 못하다. 심성은 좋은 편이나 뚱뚱한 외
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으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a

여
(초 4)

재혼
가정

1남 2녀
중 둘째

D아동의 여동생으로 언니 말을 잘 따르나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
만하지 못하다. 그로인해 a아동의 언니가 동생에게 간섭을 많이 한다.

b

여
(초 4)

양부모
가족

2녀
중 막내

E아동의 여동생으로 어머니의 무관심으로 인해 언니와 밀착이 많이
되어 있다. 하지만 언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래관계에서도 마음
대로 되지 않으면 공격적인 모습을 자주 보인다.

c

남
(초 5)

양부모
가정

2남
중 장남

일반적인 저소득 가정에 속한 c아동은 집에서보다 아동센터에서 더 산
만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산만한 행동으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d

여
(초 6)

한부모
가정

외동

또래아동들보다 어리광이 심한 d아동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불안을
어머니의 관심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다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e

여
(초 6)

양부모
가정

1남 1녀
중 막내

손톱을 물어 뜯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또래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

f

남
(초 6)

양부모
가정

1남 1녀
중 장남

어머니가 있으나 우울이 심한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 또한 지방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거의 방임되고 있는 f아동은
아동센터의 모든 아동들에게 언어적 행동적 공격성을 보인다.

통
제
집

아동의 문제와 특성

A

실
험

가족형태 형제관계

단

․

Ÿ 외현화 문제: 공격적인 언어적 ž 행동적 문제와 관련(A, D, b, c, d, f아동)
주 호소문제 Ÿ 내재화 문제: 낮은 자존감과 심리적 위축 문제와 관련(B, C, E, a, e아동)
Ÿ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A, B, C, D, E, a, b, c, d, e, f아동)

3. K-HTP 검사

림검사로 Burns(1979) 박사가 기존의 HTP 그림

K-HTP(동작성 집-나무-사람: Kinetic-House-

검사에 동작성을 가미시켜 새롭게 펴낸 심리검사

Tree-Person) 그림검사는 투사적 방법에 의한 그

이다. K-HTP 그림검사는 A4용지를 내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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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가로)으로 제시한 다음 “이 종이 위에 집,

에서 상담을 의뢰한 아동들을 실험집단 5명,

나무,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전체

통제집단 6명으로 무선 배치하고, 2008년 6월

모습을 그리세요. 사람을 그릴 때는 만화나 혹은

4일 ~ 2008월 7월 25일까지, 주 2회 100분씩 모두

막대기와 같은 모습을 그리지 말고 전체 모습을

15회기로 실시하였다.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그려주세요.” 라고 지시한다. 내담자가 그림을

위하여 상담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관찰기록자

그리는 동안 내담자의 행동 관찰 및 검사 시의

1명이 참가하여 아동의 모든 행동들을 상세히

태도를 평가하게 된다(김동연, 공마리아, 최외선,

기록하였으며, 사전검사는 회기 시작 1주일 전,

2002).

사후검사는 프로그램이 종결되는 시점에 실시
하였다.

4. KSD 검사
KSD(학교생활화)그림검사는 Knoff와 Prout

2.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1988)에 의해 개발된 투사도구로서 아동이 학교

및 절차

내에서 그들과 관계되는 인물 즉 자신과 친구와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현실요법 집단

교사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하여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내적통제성과 대

친구,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

인관계를 향상시킴으로써 아동들이 그들의 환

정하는 투사기법이다. 내담자의 일상적인 태도나

경에 좌절하지 않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감정이 학교생활화에 투사되어 학교생활에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그

교사와 친구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들에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ubbolding(1998)

대한 비시각적이고 비의식적인 생각들을 이끌어

박사의 상담절차(WDEP)에 상담환경가꾸기(R)를

내어 상호관계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

추가하여 다양한 선행연구와 자료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고, 현실

연구 절차

요법 슈퍼바이저이자 수련감독 미술치료전문가

․

1인의 감수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각 단계별
1. 연구 절차 및 실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목표 및 진행방법과

본 연구는 부산시에 위치한 D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구성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 및 진행방법
단 계

회기

목

표

친밀감
형성

1
회기

집단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앞으로 진행될 상담 회기동안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첫 회기라 현실요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바람
탐색

2~4
회기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탐색 해
보는 바람(want)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해 타인들은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지각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배운다.

행동
탐색

5~8
회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행동(doing)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각자의 느낌이나 생각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모든 행동은 자신의 선택
이었음을 깨닫고, 내적통제성을 기르는 연습을 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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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법

1. 초기관계
형성
(10분)
2. 현실요법
교육 및
복습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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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자기
평가

계획
세우기

회기

목

7

표

진행방법

9 ~ 12
회기

바람 및 행동탐색에서 집단구성원들이 지각한 각자의 바람과 행동을 통해
진정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평가(evaluation)해봄으로써
내적통제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비효율적 행동에 대한 탐색과 타인의 행동
평가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의 기회를
갖는다.

13 ~ 15
회기

지금까지의 모든 단계를 마무리하는 계획(plan)단계로써, 자신의 욕구와
행동,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직접 실천
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힘을 가진다.

3. 본 작업
(30분)
4. 주변정리
및 휴식
(15분)
5. 소감
나누기
(30분)

표 3.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내용
회기

주 제

사전 검사
친밀감
형성
(R)

바람
탐색
(W)

행동
탐색
(D)

자기
평가
(E)

․

활동 목 표

․

기대효과

매 체

현실요법이해
라포 형성

크레파스, A4용지
12색 네임펜
현실요법 교육 자료

내적통제성 대인관계 척도 검사, K-HTP KSD 그림 검사

1

오리엔테이션
둘이서 같이 그리기

집단구성원 간의 신뢰감형성

2

문을 열면 보이는
세상은?

자신의 바람 탐색

3

손본뜨기, 만약 투명
인간이 된다면....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실현가능한 바람 탐색

4

아름다운 나(협동화)

진정한 자아 지각

대인관계 형성

5

가장 힘들었을 때....

감정에 따른 신호행동을 생각해
보고,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본다.

6

기울어진 내 마음

좋은(질적) 세계와 현실세계와의
차이탐색,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

내 마음의 운전사!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탐색

두꺼운 마분지, 물통,
욕구충족을
물, 밀가루, 수채물감,
위한 자신의
아크릴 판
행동이
선택이었다는 칼라믹스, 포스트잇,
12색 네임펜
것을 자각
내적통제성
아이클레이,
향상
자동차 모양 틀

8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협동화)

변화할 수 있는 자신에게 용기를
타인이해
준다.
대인관계 향상

9

현재까지의 내 모습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평가
하고 좋은 행동은 지속하기

10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11

버리고 싶은
내 모습

나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
이해

색도화지, 잡지, 풀
꾸미기 재료, 가위
도화지, 12색
네임펜, 파스텔
찰흙, 기차가
그려진 마분지

나무그림, 12색
네임펜, 풀,
포스트 잇

도화지, 잡지, 가위,
객관적인
꾸미기 재료, 풀
자신의 행동에
상자, 잡지, 풀, 가위,
진정한 내 모습 찾기
대한 탐색을
꾸미기 재료
통해
버리고 싶은 행동이나 습관을 매
내적통제성
지점토, 신문지,
체를 통해 버림으로써 더 나은
향상
찰흙칼
자신의 모습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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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자기
평가
(E)

주 제
12

13

계획
세우기
(P)

14

15

활동 목 표

기대효과

매 체

나에게 쓰는 편지

자신의 행동을 평가해보고, 좋은
행동은 지속할 수 있는 용기 넣어
주기

타인에게
용기 주기

여러 종류의 편지지,
편지봉투, 반짝이펜,
12색 네임펜

10년 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밝은 미래를 위한 계획 수립

나는 할 수 있어요!

상장 주고 받기
소감문 작성

․ ․ ․

수첩, 잡지, 12색
간 즉 구
네임펜
, 꾸미기 재료
진을 통한 계획
자신의 할 수 있는 것을 탐색해 수립을 통해
A4용지, 파스텔,
내적통제성
보고, 자신의 바람과 연결하여
12색 네임펜
향상
계획하기
여러 색상 A4용지,
타인칭찬
스터커, 12색 유성펜
대인관계 향상
접착제, 평가지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인정
전체 프로그램의 소감문 적기

․

․

내적통제성 대인관계 척도 검사, K-HTP KSD 그림 검사

사후검사

동의 행동변화, 질문지의 문항 내용에 근거하여

자료처리

분석하였다.
통계적 분석에 필요한 자료 처리는 SPSS 14.0을

Ⅲ. 연구결과

활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
집단 간, 집단 내 사후 검증에 대해선 표본의
수가 적어 비모수적 통계인 Mann-Whitney U와

집단 간 동질성 검증

Wilcoxon Rank Sum test로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은 그림에 의한 진단검사와 개인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

사전-사후점수를 활용하였다. 진단검사인 K-HTP,

하기 위하여 사전검사 결과에 대해 Mann-Whitney

KSD 그림검사에 대한 분석과 개인별 사전-사후

U 검정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점수 변화 분석은 그림에 대한 해석 준거와 아

같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결과
척 도

통제집단(N=6)

U

M

SD

M

SD

14.6

3.78

14.0

1.79

8.500(0.25a)

만족감

12.6

1.82

14.6

1.37

6.000(0.13 )

친근감

9.4

1.52

11.2

1.72

6.000(0.13a)

개방성

14.4

2.19

14.5

3.21

15.000(1.00a)

이해성

12.2

1.10

13.2

2.93

13.000(0.80 )

내적 통제성

대
인
관
계

실험집단(N=5)

a

a

p>.05

a. 동률에 대해 수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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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

9

1. 내적통제성 척도에 의한 결과

단의 내적통제성 점수와 대인관계 하위영역인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내적통제

만족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 점수에서 유의

성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적통제성

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p>.05), 실험

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집단 내 사전-사후 변화에

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대해 Wilcoxon Rank Sum test로 프로그램 효
과성을 검증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내적통제성에
미치는 효과

․

표 5. 내적통제성에 대한 실험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결과
사전

사후

M(SD)

M(SD)

사례수

평균
순위

순위합

사례수

평균
순위

순위합

실험(N=5)

14.6(3.78)

18.0(2.55)

0

.00

.00

5

3.00

15.00

0

통제(N=6)

14.0(1.79)

14.5(1.64)

0

.00

.00

3

2.00

6.00

3

집 단

음의 순위

양의 순위

z(p)

동률

a*
-2.014 (0.04)
a
-1.732 (0.08)
*p<.05

a.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b.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2. 개인별 내적통제성 점수 변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내적통
제성이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후 통계

내적통제성 점수 변화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z=-2.014, p<.05)가 나타

분석을 위하여, 개인별 내적통제성 점수 변화를

났다. 즉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내적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통제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개인별 내적통제성 사전-사후점수 변화
실험집단

통제집단

A

B

C

D

E

a

b

c

d

e

f

사 전

15

8

17

16

17

15

14

15

13

16

11

사 후

21

14

18

19

18

15

15

16

13

16

12

변 화

+6

+6

+1

+3

+1

0

+1

+1

0

0

+1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은 사후점

3. K-HTP 그림검사에 의한 결과

수가 1~6점 상승한 반면 통제집단은 변화가 없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실험집단 아동의

거나 1점정도 상승하는데 그쳤다. 특히 실험집

내적통제성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단의 A아동과 B아동의 점수가 다른 아동들에

하여 심리적 역동을 알 수 있는 투사검사인 K-

비해 많이 상승(A=6점, B=6점)한 것으로 나타

HTP의 사전-사후 그림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

났다.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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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대한 분석은 HTP(Buck, 1948)와 K-HTP

(내적통제인가, 외적통제인가)를 중심으로 그림과

(Burns, 1979)에 근거한 해석을 기준으로 하여,

아동의 행동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으며, 개인별

Rotter(1966)와 Glasser(1985)가 말하는 통제소재

그림에 대한 해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아동별 K-HTP 사전-사후 그림 변화
구분

사전

사 후

A아동의
K-HTP

그린순서

집 - 나무 - 사람

집 - 나무 - 사람

집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 집의 크기는 작은 편이며, 사전에 비해 집의 크기가 커졌으며, 지붕의 덧
지붕은 덧칠이 되어 있고, 문은 격자모양.
칠도 약해졌고 문에 있던 격자모양도 사라졌다.

나무

나무의 줄기가 수관에 비해 크고, 나무줄기의 속이 사과나무를 그렸으며, 여전히 수관에 비해 나
다 보이게 그렸다.
무줄기가 크다.

사람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하는 사람과 술병을 들고 사람의 크기는 작아졌으나, 내담자와 동일한
있는 사람을 그렸다.
연령의 아동이 사과를 먹는 모습을 그렸다.

아동의
그림설명

지금 집은 어질러져 있다. 나무를 보니까, 느낌이
사과열매를 먹고 있다. 나무는 10년 정도 되었
어색하다. 사람은 자살하고 있다. 사람은 매일
는데, 건강하다.. 남자애는 11살. 기분이 좋다.
술을 먹고 아내를 때린다.

통제소재

자살하는 사람그림처럼 상황에 대한 극단적 선 사전그림처럼 극단적이고 비효율적 선택이 감
택과 모든 상황에 대해 남 탓을 많이 하는 외부 소.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동을
통제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
통제하려는 내부통제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

전체적인
평가

사전에는 자살하는 사람과 술을 먹는 사람을 그리고 지붕에 음영을 주어 덧칠을 했으며, 문을
창살모양으로 그려 가정이나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표현했다. 또한 상담초기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담진행 과정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인지한 후, 타인을 탓하는 행동이 감소하고, 사후그림도 사전보다 안정적으로 변했다.

B아동의
K-HTP

그린순서
집
나무

집 - 나무 - 사람

집 - 사람 - 나무

집의 1/3은 나무에 의해 가려져 있고, 문패와 벨이 집의 내부 구조를 그렸다. 거실과 식당을 그린
있다. 지붕에는 연한 사선을 그렸다.
내부 모습이다.
집 마당에 심어진 어린 나무를 그렸다. 거실
유리창에 비치는 형태로 나무를 그렸다.

대나무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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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람

사전

11

사 후
외출해서 들어오는 엄마의 모습과 그런 엄마를
반갑게 맞이하는 5살짜리 여자아이를 그렸다.

바가지로 물을 퍼는 모습을 그렸다.

아동의
그림설명

유리에 나무가 비치고, 사람은 움직인다. 5살
집은 옛날 집이다. 나무를 보니까, 침착해진다. 딸과 4살짜리 여동생은 자고 있고, 식구는 4명
사람은 바가지에 물을 퍼로 간다.
이다. 나무는 1살인데, 건강하고 성장해 좋은
향기를 품어낸다.

통제소재

뚱뚱한 외모 때문에 친구들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비효율적 사고와 그림에서 집을 나무에 가려지게
그리고, 희망이 없다는 외부통제적인 모습을 보
였다.

전체적인
평가

사전그림에서는 나무에 가려진 집을 그리고 지붕에 약하게 사선을 그려 넣어 집에 대한 공상을
통제하는 힘이 약해 보이며, 나무그림에서는 대나무를 그리는 등 자신이 무언가 책임을 지고, 꿋
꿋해야한다는 인상을 많이 준다. 또한 상담초기에는 열악한 자신의 환경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표현을 했다. 사후그림은 아동이 부모님과 헤어진 시기인 5살의 모습을 그리고, 집도 화려한 내
부의 모습을 그려 오히려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림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인 시선과 상담
후반에 보여준 B아동의 환경 극복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에서 긍정적 예후를 가늠해 본다.

따뜻한 가정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림에서는 오
히려 퇴행(비효율적 사고). 외모에 대해 덜 밀감
하고, 살을 빼기 위해 계획을 세워 자신을 통제
하려는 의지인 내부통제적인 모습을 보였다.

C아동의
K-HTP

그린순서

집 - 나무 -사람

집 - 나무 - 사람

집

두 채의 아파트를 그렸다.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는 종이를 가로로 세워 오른쪽에 집을 그렸다. 문에
집 모양으로 그려진 마트를 그렸다.
연필로 덧그렸으며, 전체적으로 필압이 강하다.

나무

아파트 옆에 뿌리가 보이는 나무를 그렸으며 수 종이의 왼쪽에 나무를 그렸으며, 나무의 1/3정
관은 종이를 넘어간다. 종이의 왼쪽 아래에 나무를 도는 종이에 잘려져서 그렸다. 나무뿌리는 그
하나 더 그렸으며, 가지의 끝은 뾰쪽하다.
리지 않았으며, 수관은 덧칠을 해 음영을 넣었다.

사람

옆모습의 여자아이를 그렸고, 아파트 방향을 보고 한쪽 손이 머리를 만지는 여자아이를 그렸다.
있으며, 한쪽 팔을 들고 있다.
긴 머리를 연필로 색칠을 했다.

아동의
그림설명

‘한 소녀가 난 언제 나무보다 키가 클까?’ 생각.
지금 아파트에 나무가 있어서 아이가 놀고 신기 나무는 20년 정도. 건강해서 잘 자란다. 집은
해하는 모습
옆집인데, 그다지 화목하지 않지만, 세월이 지
나면 화목해질 것이다. 식구는 3명

통제소재

그림에서 아파트 윗부분과 나무의 수관이 종이를 나무를 왼쪽에 그려 과거에 집착하는 듯하나,
벗어나는 등 통제력이 약함을 알 수 있다(내부통 오른쪽의 집으로 선을 이어 자신을 통제하려는
제가 약함).
내부통제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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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적인
평가

사전

사 후

여러 채의 아파트가 등장하면 집에 대한 불안을 표현한다는 해석 기준이 있는데, C아동의 경우
공황장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가정에서 안정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또한 사전
그림에서 용지를 벗어나게 그린 집과 나무에서 약한 통제력을 알 수 있으며, 행동에서도 말을
하지 않거나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였다. 하지만, 사후그림에서는 필
압이 강해지고 연필을 덧칠해서 그려 불안을 표현하는 듯하나, 나무와 집의 연결에서 자신을 통
제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C아동은 자신감을 갖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노력이 강한
필압으로 대치되면서 상담후반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조금씩 보였다.

D아동의
K-HTP

그린순서

집 - 나무 - 사람

집 - 나무 - 사람

집

창문이 두 개, 문이 하나인 평범한 모양의 집을 집 그림이 종이의 오른쪽에 위치해 조금 잘린
그렸다.
모양으로 그렸다.

나무

종이를 가로로 세워 전체그림에 비해 큰 나무를
여러 그루의 나무를 그렸다. 나무 아래 지면선 그렸다. 종이 아래를 지면선으로 하고, 나무줄
이나 뿌리 모양이 없고, 나무에 작은 새를 그렸다. 기가 작은 반면 수관은 크게 그렸으며, 종이를
벗어나 전체그림이 조금 잘린 듯 그렸다.

사람

손가락으로 동물을 가리키며 얘기하는 모습을 내담자와 비슷한 연령의 여자아이가 나무 아래
그렸다.
앉아 인형을 갖고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 있다.

아동의
그림설명

집 분위기는 화목하고, 식구는 5명이다. 나무는
집은 깨끗하다. 나무를 보니 기분이 좋다. 사람은 50년 정도. 늙었지만 건강하다. 나무 밑에 앉아서
동물들과 얘기를 한다.
쉬고 있는 여자아이는 11살로 성공한다. 현재
느낌은 조용하고, 마음이 차분해진다.

통제소재

그림에서 동물에게 손가락질 하는 화난 표정의
사람과 많은 나무를 그렸고, 본인의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비효율적인
행동을 많이 하였다(내부통제력이 약함).

전체적인
평가

사전그림에 비해 사후그림이 더 빈약해 보이나, 사전그림에서는 동물과 얘기하는 사람의 표정과
손짓이 무언가 공격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사후그림은 내담자와 같은 연령의 여자아이를 그리
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차분해졌다. 실제 상담에서도 초반에는 적극적이 모습을, 중반에는 공격
적인 모습을, 후반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화가
나는 상황에서 상담초반과 달리 본인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E아동의
K-H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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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에서 비효율적 행동보다 본인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고, 공격성이 감소하면서 차분히
책을 보는 모습으로 대치되어 자신에 대한 내
적통제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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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사 후

집 - 나무 - 사람

그린순서

13

집 - 나무 - 사람

집

집은 왼쪽 아래로 치우쳐 있으며, 전체적으로 사전과 비슷하게 그려졌으나, 집의 크기가 사전
작게 그려졌다.
보다 커졌다.

나무

나무의 크기가 사전보다 훨씬 커졌으며, 수관이
오른쪽 아래에 그려졌으며, 나무의 줄기에 옹이가
종이를 벗어났다. 나무줄기에 있는 옹이가 없어
그려져 있다. 나무 크기에 비해 수관이 작다.
지고, 지면선이 생겼다.

사람

줄넘기를 하는 사람을 그려 포위를 하고 있다. 가만히 서 있는 아이를 그렸다. 사전에 있는 포
사람의 얼굴에서 코가 생략되었다.
위가 사라졌다.

아동의
그림설명

분위기는 우중충하고 나무는 10년, 아이는 10살,
집은 작고, 나무는 늙었다. 사람은 줄넘기를 하고 식구는 4명이다. 아이는 엄마를 마중 가고 있다.
있다.
부모님의 사이는 좋지 않지만, 세월이 가면 사
이가 좋아져 화목해진다.

통제소재

화가 나면 말을 더듬고, 상대를 때리고, 그림에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말을 하고, 사
서도 사람을 줄넘기로 포위하듯 그려 자신에 람에 대한 포위와 나무의 옹이가 사라져 내적
대한 통제력이 약함을 알 수 있다.
통제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평가

HTP 해석에서 나무의 옹이는 아동이 그림을 정식으로 배웠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한다. E
아동의 경우는 사전에 그렸던 나무의 옹이가 사후그림에서는 사라지고, 나무의 크기도 더 커져
마음의 상처가 완화되고, 비합리적인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전에 나타났던 사
람에 대한 포위가 사라져 자신에 대한 통제력과 자신감이 향상된 듯하다. 상담과정에서도 말을
더듬고 옆에 앉은 집단구성원을 때리는 등의 사전 행동들이 상담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본인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성취욕을 보이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대인관계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인관계 척도 검

미치는 효과

사를 실시하여 집단 내 사전-사후 변화에 대해
Wilcoxon Rank Sum test로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1. 대인관계 척도에 의한 결과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대인관계에

․

표 8. 대인관계에 대한 실험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결과
하위
영역

만족감

친근감

사전

사후

M(SD)

M(SD)

사례수

평균
순위

실험
(N=5)

12.6(1.82)

13.8(1.79)

0

.00

.00

통제
(N=6)

14.6(1.37)

13.7(2.07)

3

2.67

실험
(N=5)

9.4(1.52)

10.6(1.52)

0

통제
(N=6)

11.2(1.72)

10.5(1.05)

3

집단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Z(p)

15.00

0

a*
-2.121 (0.03)

2.00

2.00

2

-1.134b(0.26)

2

1.50

3.00

3

-1.414a (0.16)

2

2.00

4.00

1

b
-0.962 (0.34)

평균
순위

순위합

5

3.00

8.00

1

.00

.00

3.67

11.00

순위합 사례수

- 823 -

14

미술치료연구 제17권 제4호(통권 49호), 2010

하위
영역

개방성

이해성

사전

사후

음의 순위

M(SD)

M(SD)

사례수

평균
순위

실험
(N=5)

14.4(2.61)

16.6(4.10)

1

2.50

2.50

4

3.13

12.50

0

-1.355a (0.18)

통제
(N=6)

14.5(3.21)

15.3(3.72)

0

.00

.00

4

2.50

10.00

2

a
-1.890 (0.06)

실험
(N=5)

12.2(1.10)

14.0(1.41)

0

.00

.00

5

3.00

15.00

0

a*
-2.070 (0.04)

통제
(N=6)

13.2(2.93)

13.0(2.00)

1

2.00

2.00

1

1.00

1.00

4

-0.447b (0.66)

집단

양의 순위
순위합 사례수

평균
순위

동
순위합 률

Z(p)

a.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b.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c.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p<.05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제집단에서는 개

(만족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별로 변화를 살

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방성에서 사후점수가 사전보다 0.8점 상승한
것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사후점수가 감소

표 9에 나타난 대인관계 하위영역별 점수를

하였다. 하지만 실험집단에서는 만족감 1.2점,

살펴보면, 만족감 영역에서 실험집단은 참여아동

친근감 1.2점, 개방성 2.2점, 이해성 1.8점이 상

모두 사후점수가 1~2점 상승한 반면, 통제집단은

승하였다. 이와 같이 실험집단의 대인관계에

f아동을 제외하고는 점수의 변화가 없거나 하락

대한 모든 하위영역의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근감 영역에서는

보였으나, 집단 간 차이비교에서는 만족감(Z=

실험집단의 경우 점수의 변화가 없거나 상승하

-2.121, p<.05)과 이해성(Z=-2.070, p<.05)만이 통

였으나, 통제집단의 경우 집단구성원 50%의 사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현실요법 집단

후점수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방성

미술치료가 아동의 만족감과 이해성 영역에 효

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E아동을 제외한 아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들의 사후점수가 상승하였으며, 통제집단의
경우도 변화가 없거나 상승하였으며, 이해성

2. 개인별 대인관계 점수 변화

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의 사후점수가 대부분 상

대인관계 점수 변화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분

승한 반면 통제집단은 변화가 없거나 약간의

석을 위하여, 개인별 대인관계 점수를 하위영역

상승이나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표 9. 대인관계 하위영역에 대한 개인별 사전-사후점수 변화
하위
영역
만
족
감

실 험 집단
구 분

통 제집 단

A

B

C

D

E

a

b

c

d

e

f

사 전

12

11

15

14

11

17

15

15

14

13

14

사 후

14

12

16

15

12

16

14

10

14

13

15

변 화

+2

+1

+1

+1

+1

-1

-1

-5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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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친
근
감

개
방
성

이
해
성

구 분

실 험 집단

15

통 제집 단

A

B

C

D

E

a

b

c

d

e

f

사 전

9

9

9

12

8

14

10

12

11

11

9

사 후

9

9

12

12

11

11

9

10

11

12

10

변 화

0

0

+3

0

+3

-3

-1

-2

0

+1

+1

사 전

14

11

17

15

15

19

11

11

17

15

14

사 후

15

13

21

21

13

21

11

12

18

15

15

변 화

+1

+2

+4

+6

-2

-2

0

+1

+1

0

+1

사 전

12

11

12

12

14

19

11

12

12

12

13

사 후

13

12

15

15

15

17

12

12

12

12

13

변 화

+1

+1

+3

+3

+1

-2

+1

0

0

0

0

2. KSD 그림검사에 의한 결과

대인관계 하위영역(친근감, 만족감, 개방성, 이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실험집단 아동의 대

해성)에 준한 그림의 변화, 프로그램 진행과정

인관계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 아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에

KSD 그림검사를 통해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대한 개인별 해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KSD에 대한 해석은 아동의 그림에 대한 설명과

표 10. KSD 사전-사후 그림 변화
구 분

사 전

사후

A아동의
KSD

그림설명

선생님한테 잔소리를 듣는 모습. 짜증난다.

학교에서 친해지고 싶은 친구랑 얘기하는 모습

만족감

야단치는 선생님과 또래와의 거리에서 타인에
또래와의 거리에서 타인에 대한 만족감 향상
대한 낮은 만족감

친근감

선생님과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타인에 또래와 얘기를 나누는 그림을 통해 타인에 대한
대한 낮은 친근감
친근감 향상

개방성

타인에 대한 부정적 느낌으로 인한 비개방적

이해성

우울한 A아동의 표정과 야단맞는 A아동을 웃으 서로 웃는 얼굴로 마주보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
면서 쳐다보는 친구의 모습에서 낮은 이해성
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성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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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적인
평가

사 전

사후

사전그림에는 선생님께 야단맞는 A아동과 그 모습을 웃으면서 지켜보는 친구의 모습을 그렸고,
상담과정에서는 선생님과 친구에게 오해받은 이야기를 많이 해 학교생활과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사후그림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의 크기는 줄어들었으나, 친해지고 싶은 친구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을 그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상담 초기에 보였던 집단
구성원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가 상담중반 이후 많이 감소하였다. 또한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상담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B아동의
KSD

아동의
그림설명

음악실에서 혼자 리코더를 부는 모습. 쓸쓸한 친구랑 수다 떨면서 점심시간에 빨리 와서 친구랑
느낌이 든다.
논다. 수다 떨어서 재미있다.

만족감

음악실에 혼자 쓸쓸히 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 친구와 재미있게 얘기 나누는 모습을 그려 또래
듯이 타인과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상호작용이 나타나 타인에 대한 만족도 향상

친근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에서 타인에 대한 친근감이 또래친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타인에 대한
나타나지 않았다.
친근감 향상

개방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개방성 얘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
정도는 없다.
하는 개방성 향상

이해성

혼자 눈을 감고 있는 표정으로 타인의 느낌을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표정에서
이해하는 정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신과 타인의 느낌을 이해하는 정도가 향상

전체적인
평가

통통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고 자신감이 떨어져 심리적으로 위축된 B아동은 사전검사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쓸쓸한 느낌을 표현했다. 사후그림에서는 밝은 표정으로 친구와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표현해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상담초반 자신을 ‘단단한
나무껍질’이라 표현할 만큼 개인적인 이야기나 고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힘들어했
지만 상담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본인을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B아동은 이런
과정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향상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C아동의
KSD

아동의
그림설명

교실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 모습. 다른 사람들은 자습시간에 책을 읽고, 바닥에서 살구를 하고
다 놀러갔는데, 몇몇 사람들은 독서 중
있다.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만족감

혼자 서 있는 본인과 각자 책상에 앉은 반 친구들, 공기놀이를 하는 모습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남.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없다(낮은 만족감).
이는 타인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됨을 의미

친근감

그림에 등장하는 3명 모두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사전 그림 보다 책 읽는 친구들과 공기놀이 하는
타인에 대한 친근감이 낮다.
친구들의 거리가 가까워 친근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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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전

17

사후

개방성

그림의 상황과는 다르게 C아동은 그림을 보고 그림의 설명이 긍정적이고, 잘했다는 스스로의
왠지 재미있어 보인다고 표현을 했다.
격려에서 타인에 대한 표현력이 나아졌다.

이해성

옆모습의 C아동은 웃고 있으나, 뒷모습의 반 친 웃는 C아동과 한숨 쉬는 상대아동의 표정에서
구의 표정을 알 수 없다.
타인에 대한 이해성은 그리 향상되지 않았다.

전체적인
평가

사전그림에서는 각자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본인은 웃으면서 그냥 서 있는 모습을 그려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상담 과정에서도 왕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
하지 못함을 보여주었지만, 사후그림에서는 친구와 공기놀이를 하는 모습을 그려 또래 상호작용이
나타났고, 인물상의 거리도 좁혀졌다. 또한 사후그림에서 C아동이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적어
친구와 어울리는 자신의 모습에 용기를 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된다.

D아동의
KSD

아동의
그림설명

친구랑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정말 기분 나 책 보고 있는 것. 조용하다. 그림 속의 나는 기분이
쁘다.
좋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없으나, 자신에 대한 만족
감은 향상되었다.

만족감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있으나, 만족감이 낮다.

친근감

그림에 나타난 두 사람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그림에서 D아동 외 타인이 존재하지 않아 친근
친근감이 높다.
감이 감소했다.

개방성

기분 나쁜 대화를 통해 타인에 대해 부정적

이해성

그려진 D아동의 얼굴표정이 밝으므로, 자신에
서로 인상을 쓰고 싸우는 듯한 표정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는 향상되었으나, 타인에 대한 이해도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정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인
평가

사전그림에서 D아동이 기분 나쁘다고 표현한 만큼 사람의 표정도 싸우는 듯한 표정이었으나, 사후
그림은 차분해진 느낌이다. 첫 회기부터 상담자가 관심을 주지 않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거나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상담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적인 행동
들이 조금씩 감소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후그림에 차분히 책을 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상담과정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B아동을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모습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와 친
근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개방성도 없다.

E아동의
KSD

아동의
그림설명
만족감

독서 중...
혼자 있으니 외로운 것 같다.

도서실에서 책 읽기. 여기에 있는 많은 책들을
읽어야겠다.

그림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만족감은 그림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만족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

- 827 -

18

미술치료연구 제17권 제4호(통권 49호), 2010

구 분

사전

사 후

친근감

1명의 인물만 그려져, 인물상의 거리는 없고, 친근 1명의 인물만 그려져, 인물상의 거리는 없고, 친근
감도 없다.
감도 없다.

개방성

자신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표현했으나, 개방성은 본인의 의지만 존재하고, 타인에 대한 개방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해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이해성도 나타나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이해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않았다.

사전, 사후 그림에서 또래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없으나 사전그림보다 사후그림이 더 풍성해졌다.
이 부분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나타난 E아동의 성취욕구를 채우기 위해 책을 읽을 거라는 계획을
전체적인 세웠는데, 그 계획을 그림으로 표현한 듯하다. 상담이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힘들어하는 집단구성
평가
원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는 등 타인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
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담과정에서의 E아동의 행동변화를 함께 고려해보면 자신에 대한 개방성
보다 타인을 이해하는 성향이 더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과가 있었다는 최순옥(2007), 한혜림(2006)의 연구

․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고등학생을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심적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내적통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제성과 자존감이 향상되고 스트레스에 효율적

돌리고 자신들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해 또래

으로 대처하며 사회적 회피와 불안이 감소했다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2006)의 연구와 시설에 생활하는 지체부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에 적합한 실용

자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

적이고 구체적인 이론과 방법을 학습하고, 현

하여 외적통제성을 낮추고, 내적통제성을 향상시

실에 직면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합리적이고 효

켰다는 이수현(200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율적으로 충족시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동들의 내적통제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

프로그램을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에서 더 나은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에 대한 통계적 결과와

의미하는데,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모든 행

아동 개인별 사전-사후점수 변화, K-HTP, KSD

동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그림검사의 변화,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보

선택이론과 책임의 원리를 아동들이 잘 이해하고

였던 내담자의 행동적 변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

깨닫는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 개인별 내적통제성 점수 변화에서도

첫째, 아동을 대상으로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전체 아동의 내적통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내적통제성을 향상시

제성 점수 향상에 도움을 주었는데 특히 공격적

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고 산만한 A아동과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이러한 결과는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B아동의 점수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에게 적용하여 내적통제성 향상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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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한 외모로 인해 자신감이 결여된 B아동에 대한

적으로 위축되어 또래관계가 힘들었던 C아동의

집단구성원들의 공감과 지지, 그들의 사고에

경우,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 영역에서 다른 아

대한 다른 각도의 이야기들이 이들에게 사고전

동들에 비해 사후점수가 높게 상승하였고 공격

환의 기회를 주면서 내적통제성을 기를 수 있는

성이 강했던 D아동은 개방성과 이해성 영역에서

기회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아동들에 비해 사후점수가 높게 상승해,

K-HTP 그림검사와 상담 진행 과정에서도 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친근감과

여아동들의 내적통제성 향상을 엿볼 수 있었다.

개방성 영역에서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을

전반적으로 공격적이고 회피 방어적인 사전그

알 수 있다. 반면 내성적이고 외모 콤플렉스가

림과 달리 사후그림은 공격성이 감소하고 자신

많았던 E아동은 개방성 영역에서 사후점수가

이나 환경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다.

하락하였는데 이는 내성적이고 많이 위축되어

특히 A아동의 경우 눈물을 흘리며 목을 메고

있으며, 발달적으로 사춘기적 시점에 있는 아동

자살하려는 아동과 그 옆에서 술병을 들고 있는

이라 자신을 개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어른을 묘사함으로써 환경에 대해 수동적인 모

것으로 사료된다.

․

습을 보였던 사전그림이 사후에서는 더 커진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

나무그림과 기분 좋은 본인 또래의 남자아이를

으로 현실요법을 적용하여 대인관계 모든 하위

그려 힘든 상황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짐으

영역에 효과가 있었다는 우현주(2006)의 연구결

로써 내적통제성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과와 만족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에 효과가

또한 프로그램의 각 단계(바람, 행동, 평가,

있었다는 정혜진(2006)의 연구, 만족감과 친근

계획)를 지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적

감에 효과가 있었다는 김양진(2004)의 연구, 집

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친근감, 의사소통에 효

계획하고, 현재 자신의 선택에 의해 그들의 삶이

과가 있었다는 박성환(2004)의 연구, 만족감, 신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전체 집단

뢰감, 민감성, 개방성에 효과가 있었다는 석송민

구성원들의 모습에서 이들이 선택이론을 잘 이해

(2004)의 연구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하였으며 그로 인해 내적통제성도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이러한 차이는 본 연
구의 대상 아동이 빈곤층 아동이라는 점에서 그

이상과 같이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는 외현화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문제나 내재화 문제와 같은 주 호소증상에 상

않지만 사전보다 조금씩 상승한 사후 점수와 타

관없이 아동이 그들의 환경을 통제하고 행동에

인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이해적인 모습을

대한 효율적 선택을 통해 책임감 있는 삶을 이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끌어 가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KSD 그림검사에 의한 변화와 상담과정 중

둘째, 아동을 대상으로 현실요법 집단미술치

참여아동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또

료를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 하위영역 중 만족

래와의 상호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부정

감과 이해성 영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적이었던 사전그림과 달리 사후그림에서는 긍

으며, 아동 개인별 사전-사후점수를 비교해보면

정적 상호작용으로 대치되어 나타나 아동들의

E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의 사후점수가

대인관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상

모든 하위영역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담에 참여한 아동 중 공격적 성향이 강한 D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왕따 경험이 있고 심리

동과 심리적 위축이 심한 E아동은 힘든 집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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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하는 모습을

시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내적통제성과

보였는데, 참여아동의 이러한 행동은 본 프로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었으며, 행동의 변화

그램이 내재화 문제를 가지면서 대인관계가 원만

에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지 못한 아동 뿐 아니라 외현화 문제를 가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이 긍정적인 삶을

아동에게도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개인별 사전-사후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

수 변화에서 개방성 영역의 사후점수가 하락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따른 한계점을 바탕

E아동의 경우 사전그림에 비해 사후그림이 풍

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성해지기는 했으나 또래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첫째, 본 연구의 대상아동의 수가 적어 결과를

나타나지 않아 통계적 결과와 그림검사에 의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결과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의 사정으로 인해 대상아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구성 시 단계별 마지막 회기(4회기, 8회기, 12

동의 추후검사를 실시하지 못해 프로그램이 지속
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회기, 15회기)는 집단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 작업을

셋째,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교사 교육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통해 아동들은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타인

넷째,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위해선 자기

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

보고식 검사와 타인 보고식 검사를 병행하는

는데, 초기 협동화 작업에서 다소 갈등이 있었던

것이 바람직하겠다.

모습들이 협동화 작업이 진행될수록 타인의 의
견을 받아들이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협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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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Group Art Treatment Using Reality Therapy
on the Internal Contro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hildren

Kim, Jin-Joo

Ko, Jeung-Ja

Dong-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group art treatment using reality therapy on the
internal contro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hildren. The 11 children of D-Community Child Center
in Busan were sampled for the study, and placed 5 in experimental group and 6 in control group by
random. Experimental group were given the program of group art treatment using reality therapy from
Jun. 4. 2008 to July. 25. 2008, having total 15 sessions with 2 sessions a week, each lasting 100 minutes.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ere the Internal Control Scal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and K-HTP, KSD drawing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group art treatment using
reality therapy was significant influence on internal control of experimental group, and there was a
positive effect to enhance internal control of children that were shown to respond an efficient choice in
tested drawing K-HTP. Second, group art treatment using reality therapy was influ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experimental group generally, expecially the satisfaction and the comprehension of them
were significant influence. And there were positive effects to enha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hildren
that were shown to interaction with others positively in tested drawing KSD. In conclusion group art
treatment using reality therapy is a program to positive effect on children who are in difficult situation
and to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client who are in similar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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