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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아개념과 교우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
적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교우관계 경험은
이후 개인의 행복과 성격형성,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미술 및 도덕교과를 재구
성하여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구안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경기도 소재 S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중 자아개념 수준이 비슷한 14명을 선정한 후 각 7명씩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에 배치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15회기의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개념과 교
우관계에서의 향상을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K-HTP, KSD에서도 실험집단이 전체적인 그림의 특징, 상호작
용수준, 협력수준, 얼굴표정 면에서 사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구안한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자아개념과 교우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 지역과 학
년을 확대․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주요어 초등학교 고학년 자아개념 교우관계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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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의 인간관계가 가족중
심에서 또래중심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는 시기
이다. 이 시기에 아동은 인지적․정서적․사회
적 측면에서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여 자기를
형성하고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인지와 정서를
자기 인성의 한 부분으로 형성하게 된다(강진
령, 연문희, 2005).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존중을 비롯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
시켜야 할 중요한 때이기도 하다(이지현, 2007).
특히, 신체적, 지적, 사회적 폭이 넓어지는 시
기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은 학급활동과 또
래관계를 통하여 사회생활 영역이 확대되고 사
회성 발달을 이루게 된다(김은희, 2003).
그러나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정
서적으로 결핍된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학업
에 대한 부담감과 열등감, 맞벌이 부부의 증가
로 인한 충분한 지지와 정서적 교감의 부족,
부정적인 대중매체의 영향 등으로 인해 열등감
을 느끼고 있거나, 낮은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
는 학생들이 학급 내에 많은 편이며 이들은 교
우관계에 있어서도 종종 어려움을 나타낸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신을 유능하
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
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각 개인의 내면에 강
력한 힘으로 작용하면서(이경화, 고진영, 2011)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동․청소년기
동안의 교우관계 경험은 이후의 성격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우관계가 불만
족스럽고 비효과적일 경우에는 심리적 갈등과
욕구좌절 상태에 빠져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자아개념 수준이
또래 집단과의 교우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

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 긍정적
인 자아개념과 교우관계가 향상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 향상과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미술치료다.
최근 아동의 문제행동 교정 및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예방하려는 미술치료적 접근이 진
행되고 있는데(Read, 1958/2007), 치료적 접근
을 통한 미술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상
을 발전시켜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박
진희, 2012). 특히,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상담에
미술을 도입한 것으로 언어적 표현력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도
구가 될 수 있고(Malchiodi, 1998), 아동들의 정
신세계 이해는 물론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것
을 표현할 수 있는 분출구로서 치료의 의의가
높다(김동연, 최외선, 1993).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적용되
고 있으나 언어적 표현위주의 상담활동이 대부
분이다(김선아, 2012). 그런데 한국미술치료학회
(2004)에 의하면, 긍정적인 또래관계 기술을 배
우는데 집단미술치료가 유용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집단미술치료는 구성원들의 자아체계와 정
서적인 특성을 강화시키며, 협동 작업은 공동
체의식을 갖게 하고 내면의 어려움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새로운 효과를 얻게 한
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은 학
생들로 하여금 그림을 매개로 내면에 있는 감
정을 자유롭게 표출시키는 동시에 자기인식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기통찰 및 자발성을 향상
시키고 사회참여 능력을 높여준다(김순자, 김갑
숙, 2006). 따라서 자신이 만든 작품과 집단원
들에 의해 긍정적 평가를 받는 등 또래집단에
게 인정받고 존중 받을 수 있는 집단미술치료

- 926 -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아개념과 교우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개념과 교우관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
성하여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과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고 교우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김희정, 2008; 나흥숙, 2006; 박배
향, 2004), 교우관계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이지현, 2007; 장옥선, 2010;
장효정, 2010; 정경은, 2009; 최현정, 2012). 그
러나 아직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 분석을 통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은 매
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현장
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아개념
및 교우관계 관련 교과의 재구성을 통한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함으로써 자
아개념이 낮고 교우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초등
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미술 및 도덕 교과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자아개념 향상 및 교우
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구
안하고, 둘째, 구안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자아개념이 낮고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아개
념과 교우관계 향상을 위하여 미술 및 도덕 교
과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집단미술치료프
로그램을 구안한 후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진
행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

3

교 고학년 학생의 자아개념과 교우관계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
교 고학년 학생의 그림검사(K-HTP, KSD)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

자아개념과 집단미술치료
1) 자아개념
정원식, 이상로, 이성진(2000)은 자기가 자신
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
는가가 곧 자아개념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어디
까지나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내용이라고
정의했다. 이렇듯 자아개념은 ‘개인으로서의 자
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전제로 하는 총체
적 자아 영상이라 할 수 있는데, 자아개념과
동의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아, 자아지식, 자아
정체, 자아이해, 자아상, 자아존중감, 현상적 자
아 등이다. 자아개념에는 크게 두 개의 개념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자신감 혹은 자아효능감이며 또 하나
는 자아존중감이다(이영옥, 2006).
Maurice E. Wagner는 그의 저서 『The
Sensation of Being Somebody』에서 자아개념
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소속감 및 친밀
감, 가치감, 자신감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영옥,
2006). 소속감 및 친밀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
나 그룹에 의해서 요청되고, 용납되어진다는
인식과 아울러 다른 사람이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즐기고 좋아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가치
감은 자신이 유익하고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
끼는 것으로서 타인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태도
로 대하거나 우리의 행동에 대해 만족한 사인
을 보낼 때 확인된다. 자신감은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일들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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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와 소망을 토대로 느끼는 감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광범위한 자아개념의 요소 중 위의 3
가지 요소 즉, 소속감 및 친밀감, 가치감, 자신
감으로 정하여 연구를 실행하였다.
자아개념과 집단미술치료
학생들은 집단미술치료활동을 통하여 감정
을 정화시키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반영하며 성
취감을 느끼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사회에서
용납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미술활동을 통하
여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즐거움,
성취감, 만족감, 자신감은 학생의 긍정적인 자
아개념 형성을 도와주며 이것들은 학생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전순영, 2012).
또한, 집단미술치료는 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도 기여한다. 다양한 미술치료활동을 통해 타
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다리며 협동하는 경
험, 재료를 나누어 쓰고 작업규칙을 지키면서
정리 정돈하는 경험 등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타인과의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해결하며, 자아인식을 통해 자아
개념이 발달하고 나누는 경험과 협동심을 통하
여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게 된다(전순영, 2012).
박배향(2004)은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
시한 후 일반적 자아, 학업적 자아, 사회적 자
아, 정서적 자아, 자아개념 전체 등 모든 영역
이 향상되었고, 추수검사에서도 그 효과가 지
속되었음을 밝혔다. 자아개념이 낮은 초등학교
고학년 7명을 대상으로 15회기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김희정(2008)의 연구에서도 프로그램의
실시 후 자아개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구안
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자아개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교우관계와 집단미술치료
1) 교우관계
교우관계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집단에서
개인 간에 맺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교
우관계는 이후의 성격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ullivan, 1953). 교우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사회적 고립을 가져오며,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켜 사회적 부적응을 야기시키고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형성시킨
다(김은숙, 2000).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하는 학
생은 불행하고 소외되며 낮은 자아개념을 지니
는 동시에 무단결석, 학교이탈 등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Olden & Asher,
1977). 따라서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돕고 그 이후의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들이 가진 교우관계 문제를 확인하고 그것을
상담으로 풀어가거나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교우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내포
하고 있어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교우관계를 정의하는 개념이 다양
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Berndt(1982)는 외적
특성의 묘사, 심리적 태도, 놀이와 연합, 친사
회적 행동, 공격성, 친밀감과 신뢰, 충성된 지
지 및 신의의 8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다(이지현,
2007). Mannarino(1980)는 다른 사람을 향한 애
정표현, 상호존중, 상호의존성, 자발성, 친밀감
등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적 관계가 정신병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주장하
는 신프로이드학파, 특히 Sullivan의 이론을 근
거로 교우관계 형성 요소 중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
관여라는 8가지 척도로 교우관계를 검사하여
연구를 실행하였다.

- 928 -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아개념과 교우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교우관계와 집단미술치료
미술활동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집단미술치료활동에서는 학생들 간에 관심사나
감정들을 터놓고 미술 작품이라는 도구를 통해
큰 거부감 없이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소
속감과 동료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친구들과 집단 속에서 재료, 도구,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교대하고 양보하는 단체의 생활을 배
우고 경험하면서 개인의 자제력 및 협동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능력을 길러가게 된
다(장옥선, 2010).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교우관계 향상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현, 2007; 이현림,
박인숙, 2002; 장옥선, 2010; 장효정, 2010; 정경
은, 2009; 최현정, 2012). 이에 본 연구에서 구
안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우관
계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Ⅲ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S시에 위치한 S초
등학교 5, 6학년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 7명과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 7명을 선정하였다. 아동․청소년 교
우관계검사(KIPR)와 자아개념검사(SCI)를 사전
에 실시한 후, 그 중 자아개념 결과가 비교적
낮게 나온 40명의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
송하여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희망자
를 받아 선정하였다. 총 7명의 학생이 프로그
램 참여를 희망하여 실험집단에 배치하였다.
실험집단 학생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5학년
학생들임을 감안하여 통제집단은 동질성 확보
를 위해 5학년 학급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5

가정통신문 발송 대상이었던 자아개념 수준이
비슷한 학생 7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전체

남자

성별

여자

전체

4

3

7

4

3

7

8

6

14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양적분석을 위해 아동․청소
년 교우관계검사(KIPR), 자아개념검사(SCI)를
사용하였고, 질적분석을 위해 집-나무-사람 그
림검사(K-HTP), 학교생활화 그림검사(KSD)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결과를 비
교하였다.
아동․청소년 교우관계검사(KIPR)
아동․청소년용 교우관계 문제검사는 아
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
지 교우관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들
이 경험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우관계 문제를
밝히기 위한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8가지 척도,
6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 척도는 지배통
제(C1), 자기중심성(C2), 냉담(C3), 사회적 억
제(C4), 비주장성(C5), 과순응성(C6), 자기희생
(C7), 과관여(C8)로 각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친구나 또래관계에서의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
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0점부터 3점까지
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교우관계에 겪는 어려움이
덜하고 건강하다고 판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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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나타
낸다. 교우관계 문제검사의 문항, 척도의 설명,
구성방식과 과정은 김영환 등(2002)의 대인관계
문제검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인관계 문제
검사는 Sullivan의 이론을 근거로 개발되었으며
교우관계에서 부적응 및 여러 가지 문제를 보
이는 아동․청소년을 이해하고 상담하는데 효
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교우
관계검사 원척도 Cronbach(1951)의 내적 합치
도는 .68~.94의 범위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3~.80 범위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8로 나타났다.
자아개념검사(SCI)
학생들의 자아개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본 검사지는 8가지 영역 64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개념인
‘언어’, ‘수학’, ‘일반 교과목’ 척도는 제외하고
비학문적 개념인 5가지 척도 40문항만을 검사
하였다. 하위 척도는 신체적 능력, 신체적 외
모, 친구 관계, 부모 관계, 일반 자아로 각각 8
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 평
소에 생각하거나 느낀 것과 가장 일치하는 정
도를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아주 그렇다’의 1점부터
5점까지 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결
과에 따라 자아개념이 높음, 중간, 낮음으로 판
정된다.
자아개념검사(Self-Concept Inventory: SCI)
는 자아개념의 위계적 구조모형(Marsh &
Shavelson, 1985)을 기초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측정 가능하도록 개발된 검사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이경화, 고진영(2011)이 2006년도에 개발
한 『초등학생용 자아개념검사』를 사용하였고,
전체 신뢰도는 .84이다. 본 연구에서 교과 관련
자아개념을 삭제한 40문항일 때의 Cronbach’s
2)

는 .948로 나타났다.

α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
1948년 정신분석가 Buck에 의해 개발된 본
검사는 학생의 성격, 성숙, 발달, 융통성 등의
통합 정도와 현실에 주어지는 문제해결 능력,
환경과의 상호작용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집(House), 나무(Tree), 사람(Person)의 세 가지
주제가 어린 학생들에게도 매우 친숙하고 쉽게
그려질 수 있으며 무의식의 활동과 연상작용을
활성화하는 상징성이 풍부한 소재로서 집은 가
정생활, 나무는 무의식수준, 사람은 학생 자신
혹은 이상적인 자기에 대한 지각을 반영한다.
그림을 그린 후에는 그림과 관련된 다양한 질
문(PDI: Post Drawing Inquiry)을 실시한다.
전체적 평가는 그림의 전체적인 인상을 중
시하고,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가, 구조는 잘 되
어 있는가, 이상한 곳은 없는가에 주목하며 어
떤 모양의 사람을 그렸는가를 반영하여 평가한
다. 즉, 학생의 적응수준, 성숙도, 전체상의 혼
란정도, 자기와 외계에 대한 인지방법 등을 알
아보는 것이다. 형식적 분석은 어떻게 그렸는
가를 분석하여 그림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린
순서, 종이 위의 위치, 크기, 필압, 선의 농담,
불연속적인 선의 성질, 그림의 대칭성, 운동,
음영, 투명성, 생략, 왜곡, 강화, 지우기 등을
분석한다. 내용 분석에서는 과제에 있어서 이
상한 점, 형식 분석의 사인 등을 참고로 하여
그림 가운데에 강조되어 있는 부분을 다루며
특수한 대상의 존재 유무 등을 고찰한다.
3)

학교생활화 그림검사(KSD)
Knoff와 Prout(1985)가 개발한 투사적인 방
법으로 학생이 학교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학교적응
과 또래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투사기법이라 할 수 있다. 학급 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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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치나 역할, 적응상태, 학교 선생님과의 관
계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학생 자신을 포함하여 선생님과 한 명 이상
의 친구가 학교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림
을 그려보라고 요청하며, 용지의 방향은 학생
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시간제한은 하
지 않아도 되지만, 대략 30분 정도 소요된다.
그림을 그린 후 그림을 그린 순서와 그림 속
의 인물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기록한다. 그림을
보고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학교에서 자신의 위
치와 또래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연구 기간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이며, 대상자 선정, 사전검사, 프로그램 실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게는 주1회
씩 회기 당 60-80분, 총 15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자와 해당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방과 후에 실시하였다. 각 회기마다 실
험집단 학생들의 작품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
고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 행동변화를 기록하였
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및 느낌나누기와 참여
소감도 임상일지에 작성하였다. 더불어 학생들
의 동의하에 작품사진과 활동사진을 찍었다.
장소는 S초등학교 사회복지실에서 실시하여 다
른 학생들의 방해가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
행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은 본 연구자가 실시
하였다. 본 연구자는 한국미술치료학회 정회원
으로 임상미술치료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임상경험을 지니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학년 초 5학년 115명, 6학년
118명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교
우관계검사(KIPR)와 자아개념검사(SCI)를 실시

7

한 후, 그 중 자아개념 결과가 비교적 낮게 나
온 40명의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희망자를 받아
선정하였다. 총 7명의 학생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여 실험집단에 배치하였다. 실험집단 학
생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5학년 학생들임을
감안하여 통제집단은 동질성 확보를 위해 5학
년 학급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통신문
발송 대상이었던 자아개념 수준이 비슷한 학생
27명 중 7명을 선정하였다.
통제집단은 학년 초 사전검사, 7월말 사후검
사로 아동․청소년 교우관계검사(KIPR)와 자아
개념검사(SCI)를 실시하였고, 실험집단은 양적
검사와 함께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 학
교생활화 그림검사(KSD)를 실시하여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비모수 검정을 위
해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학년 미술 및 도덕교과 교
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
램 구안 및 적용
2013년 12월 31일 수정 고시한 2013년 경기
도교육과정(경기도교육청, 2014) ‘도덕과’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깊은 이해 및 도덕
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형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공동선 구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지닐 수 있도
록 내용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미술과’에서는
미적 표현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체험과
감상을 통한 문화적 소양능력 향상을 위한 내
용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5, 6학년 교육과정 분
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자아개념 및 교
우관계 향상을 위한 도덕과의 학습주제와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술과의
학습주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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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별 단원목표와 학습주제가 미술치료프
로그램 활동으로 재구성하기에 적합한지 판단
하여 영역별로 골고루 편성하였다. 즉, 자아개
념의 요소 중 소속감, 친밀감, 가치감, 자신감
향상과 관련되었거나 교우관계 향상과 관련된
단원목표와 학습주제를 선정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이 Lowenfeld의 아동 미술 발달단계로 살
펴보았을 때 또래집단기와 의사실기에 해당이
되므로 그들에게 친숙하고 사용하기에 좋은 미
술매체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김소영, 2007).
또한, 심리적 특성상 공격성과 위축의 행동특
성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종이의 크기를 조절하
여 제시하였다(이근매, 2008). 프로그램에 사용
된 기법들도 매체를 통해 주어진 과제를 수행
하는 만다라, 협동화, 자유화, 과제화, 콜라주,
단계

목적

자기소개
오리엔 및
테이션 프로그램
안내

소조활동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자아개념 향상 및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프
로그램을 구안하기 위해「미술치료연구-한국미
술치료학회」학술지, 「창의적 사회적 기술 향
상을 위한 미술치료 열두 달 프로그램」(최외
선 등, 2011), 「현장적용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
그램과 진행」(유미, 2010), 「미술치료로 아이
들에게 한걸음 다가서기」(황유경, 2005), 「사
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프로그램」(김
선현, 2011) 등을 참고하였으며, 한국미술치료
학회 미술치료전문가 2인과 교육심리학 박사 1
인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고, 본 연구에 대한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15회기 동안 프로그램을 실행
하였다.

표 2.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내용

회기 프로그램
1

활동 내용
w 프로그램 소개, 집단
에서 지켜야 할 규칙
오리엔테이션 안내
및 별칭 명함 w 자신이 좋아하거나
만들기, KSD,
잘하는 것으로 별
K-HTP
칭 이름 꾸며서 자
기 소개하기
w 사전검사 실시

기대효과
w

이완의 상태를
경험하고, 가
w 스티커를 활용하여
자신감
쉽게 자신의 생각을 치감과
높임
표현하는 활동
w 창의력과 상상
력을 높임
w 여러 개로 조각난 형
태를 보고 연상되는 w 소속감, 친밀
난화그림을 그린 후
감, 자존감과
합쳐보는 집단협동화
성취감 향상
작업
w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존중
까지의 성장과정을 w 가치감과
감
향상
, 타인
수묵그림으로 나타내 의 가치 배려
보기
w

매체 중심
활동으로
초기 적응 및
친밀감
형성

2

만다라➊- 자유
만다라 탠그램

3

집단난화작업사포그림

4

삶․선-민화
그리기

프로그램 이해
증진, 래포형
성 및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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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매체
서약서, 가
위, 이름표,
딱풀, 채색
도구, 다양
한 화지, 지
우개, 4B연
필
만다라양식
지, 다양한
색깔의 스
티커
용지(사포),
크레파스,
파스텔, 투
명테이프
민화 문양
견본, 먹지,
나무판 또
는 골판지,
한국화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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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적

회기 프로그램
5

소조점토
활동

w

w
6

돌려그리기
➊-자유화
w

7

자아개념
및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중기 프로그램
(감정
다루기,
현재의 나,
관계 속의
나 등)
시행

나만의
색깔

w

w

8

만다라➋조각피자
만다라

w

w
9

퍼즐조합
작업
w

10

나비가면
만들기
w

11

힘이 되는
친구, 힘들게
하는 친구

활동 내용
어린 시절을 회상하
며 즐거웠던 일, 인
상적이었던 것들을
소조활동으로 표현해
보기
말을 주고받지 않은
가운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주어진
시간동안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협동작
품 만들기
다양한 상황에 따른
자신의 색깔을 찾아서
붙이거나 채색하기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다양한 색상
의 색종이로 오려붙
이기
만다라 모양으로 이
루어진 커다란 지점
토피자를 여러 조각
으로 자르기
각자에게 주어진 조
각을 다양한 오브제
로 꾸민 후 하나의
피자로 완성해 보기
무작위로 주어진 자
신의 조각그림에 각
자의 느낌대로 채색
작업한 후, 하나의
퍼즐작품으로 맞춰보
기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일상에서
위장된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를 나비
가면의 바깥쪽에 다
양하게 표현하기
내가 의지하고 힘이
되는 친구, 나를 힘
들게 하는 친구와 관
련된 이미지와 글자,
색깔 등을 잡지나 신
문지에서 찾아 콜라
주로 만들어 보기
- 933 -

기대효과
w 소속감 및 친
밀감 형성, 근
육이완 및 긴
장 감소로 유
연성 증가
w 자유로운 내면
표출, 집단원
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향상,
상호 배려하는
마음
w

색깔에 대한
자신의 감정
찾기, 자아존
중감 향상, 자
아인식 향상

자연스럽게 정
서 순화, 촉각
활성화 및 자
신감과 소속감
증진
w 감정 이완 및
정서적 안정감
부여
w 소속감, 친밀
감, 자존감과
성취감 향상
w 집단에서의 자
기표현, 협동
심 향상
w 자신의 다른
내적 갈등 해
소, 자신의 내
면과 외면에
대한 이해
w

w

9

계속 1)

(

미술 매체
찰흙, 색고
무 찰흙, 비
닐종이, 점
토조형도구,
털실, 단추
절지, 4B연
필, 채색도
구, 테이프
4

색깔활동지,
120칼라 미
니색종이,
가위, 딱풀,
채색도구,
잡지책
지점토, 찰
흙, 색고무
찰흙, 비닐
종이, 점토
조형도구세
트
절지, 조
각 그림 1
세트, 원본
1장, 4B연
필 또는 채
색도구
나비가면
틀, 아크릴
물감 또는
수채 물감
세트, 한지,
딱풀
16

친구관계에서
의 부정적인 신문, 잡지,
요소들에 대 딱풀, 가위,
한 자기 탐 8절지, 채색
색으로 사회 도구
성 향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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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적

회기 프로그램
12

13

희망 찾기
및
새로운
나의
종결 변화한
모습
확인과
마무리
활동

14

15

사후 변화
검사 여부 탐색

활동 내용
기대효과
w 자신의 손에 대한 느
w 자신과 타인의
낌 나누기
장점에 대한
w 손의 모양을 정한 후,
인식을 통해
석고 손
서로의
짝꿍이
조각
자존감, 친밀
뜨기
난 석고붕대를 여러 감 향상
겹으로 붙여서 말린 w 손에 대한 소
후 채색하기
중함 알기
w 미래에 갖고 싶은 것,
되었으면 하는 모습 w 자기감정과 의
떠올리며 잡지, 사표현, 긍정
콜라주-나의 등을
신문
등에서 자신의 적 미래상, 자
미래
미래 모습과 관련된 존감 및 사회
그림을 상상하고 오 성 향상
려붙이기
w 서로 의사소통하는
내면
가운데 주어진 주제 w 자유로운
표출
, 자기감
에 대해 생각한 후 정과 의사표
돌려그리기
한 명씩 돌아가면서 현, 협동심, 인
➋-평화
정해진 시간동안 자 내심, 배려심
유롭게 표현하여 협 배양
동작품 만들기
w 자신의 소망을 담아
w 자아개념 향상
희망의
다양한 자연물로 희 및 미래 방향
나라로
망나무를 표현하는 설정을 통한
활동
자신감 키우기
w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에 대해 그려봄
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친구, 교사와의 상
SCI, KIPR,
호관계를 파악하는 활동
KSD, K-HTP
w 집, 나무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
람과 가족 그리기

Ⅳ 연구 결과
.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자아개념과 교
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검사
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평균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
아 두 집단은 동질적 집단으로 볼 수 있었다.

계속 2)

(

미술 매체
비닐깔개,
석고붕대,
가위, 접시,
미지근한
물, 채색도
구, 바셀린
크림
4절 또는 8
절, 잡지책,
신문지, 가
위, 딱풀,
채색 도구,
한지색종이
연필, 색
연필이나
사인펜, 크
레파스, 1/2
전지, 투명
테이프
8절지, 수채
도구, 팔레
트, 면봉, 자
연물, 글루
건
4B

SCI,

KIPR

사전검사지,
A4용지, 4B
연필, 지우
개

그러나 전체 표본의 수가 적어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없어 비모수적 검정을 다시
실시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독립 2-표본
비모수 검정은 Mann-Whitney U Test로 두 개
의 표본이 동일한 확률분포를 갖는 모집단들로
부터 추출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정한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전검사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결
과를 살펴보면, 자아개념에 대한 사전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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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전검사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N=14)
Variables

자아개념
교우관계

집단
실험
통제
실험
통제

N

평균순위

순위합

7

6.93

48.50

7

8.07

56.50

7

9.86

69.00

7

5.14

36.00

U

p

20.50

.620

8.00

.038*

*

p<.05

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개념 수준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우관계에서는 유의수준 5%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U=8.00, p<.05). 즉, 실험집단 학생들이 통제집
단 학생들보다 교우관계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얻어진
사후 자아개념과 교우관계검사에서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프
로그램 시작 전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학생들
로 하여금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다시 같은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
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사후검사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결
과에서는 자아개념과 교우관계 모두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α=0.05로 하였을 때 p<.05이
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자아개념 점수가 높고, 교우관계 점
수는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실험집단 학생들
이 자아개념과 교우관계에서의 향상이 있었다.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사전, 사후
검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비모수검정
인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는 표 5와 같다.
프로그램이 각 변인의 사후점수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에서는 자아개
념 Z=-2.028,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 실시집단에서 자
아개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고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집
단에서는 자아개념이 향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교우관계는 ‘~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
를 알아보는 검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
움을 나타낸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

표 4. 사후검사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N=14)
Variables

자아개념
교우관계

집단
실험
통제
실험
통제

N

평균순위

순위합

7

10.29

72.00

7

4.71

33.00

7

5.14

36.00

7

9.86

69.0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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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p

5.00

.011*

8.00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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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전-사후 변화량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N=14)
집단
실험
통제
실험
통제

Variables

자아개념
교우관계

N

사전검사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차

7

2.85

.284

3.43

7

2.94

.351

7

1.13

7

0.98

Z

p

.686

-2.028

.043*

2.43

.704

-1.521

.128

.357

0.81

.165

-.845

.398

.420

1.53

.364

-2.366

.018

*

*

p<.05

학생

구분

표 6. 실험집단 학생의 사전, 사후 K-HTP 비교
사전

사후

그림
김**1
변화

가정환경과 자아성장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밭(면학을 의미)에 물을 대주는 모습
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능력이 엿보임. 텃밭에 싹이 보이고 물을 대는 호수가 연결
되어져 있어 성장의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함. 집 그림의 크기는 변함없으나 나무와
사람의 크기가 사후에 훨씬 커진 것으로 보아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에 대한
열망이 자라난 것으로 보임.

그림
홍**
변화

백**

사전에는 자로 그림을 그리고 덧칠되어 있는 선에서 강한 긴장과 강박이 엿보이나
사후에는 집의 창문이 생겨 환경과의 접촉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으로 보임. 탈을
쓴 사람모습과 달리 사후에는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그림으로써 세상
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함. 나무의 크기가 많이 커졌으며 열매의 수도 증가함은 자신
의 성장, 즉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난 것으로 보임. 사전에는 다양한 모양의
구름, 목줄 등 우울과 내부적 공격성이 강하나, 사후에는 없어져 다소 완화됨.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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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심**

13

인물이 나무 위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던 사전과는 달리 동생과 함께 나무 위를 기
어오르는 모습과 온전한 신체상을 나타낸 모습에서 보다 자유로움이 느껴짐. 집과
나무의 규칙적인 무늬에서 보여준 강박과 완벽성향이 사후에서는 많이 약해진 것으
로 보임. 자기성장의 나무와 상호작용하는 소통의 모습을 통해 자기성장의 발전성이
보임.

그림
변화

사후에는 집, 나무, 사람의 크기가 다소 커졌으며 덧칠이 없어져 필압이 안정적으로
보임. 나무그림에서 줄기가 없는 것은 변함없으나 나무의 크기와 열매가 그려진 부
분에서 성장의지와 에너지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임.

그림
유**1
변화

집, 나무, 사람의 상호작용 부재, 인물의 눈 표현에서 현실 회피, 미성숙함은 변함이
없음. 사전에는 덧칠되고 음영이 많이 보여 긴장과 갈등이 엿보이고 그림의 공간배
치가 부적절하였으나 사후에는 인물화에서 친구가 등장하고 크기가 비교적 커진 것
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이 생김. 사후에는 나무의 크기는 커졌지만 수관이 지나
치게 크고 나뭇잎의 일부가 잘려있으며 필압이 희미하여 자기성장에 대해서는 위축
되어 보임.

그림
김**2
변화

유**2

덧칠과 여러 번의 지우기를 통해 긴장과 강박증이 심했던 사전과 달리 사후에는 망
설이지 않고 한 번에 그려진 스트로크에서 자신감이 엿보임. 사후에는 나무의 크기
가 좀 더 커졌고, 열매를 따려는 사람의 모습이 진취적이고 성장의지를 보여줌. 사
전에 집주변의 울타리가 사후에는 없어짐으로써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자신감과 기
대감이 엿보임. 내적인 공격성을 지녔던 사전과 달리 사후의 인물 표정이 밝고 긍정
적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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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학생

구분

사전에 비해 사후그림에서 전체적으로 집, 나무, 사람의 크기가 커졌으나 필압이 진
해져 긴장감이 느껴짐. 집, 나무, 사람의 그림이 대부분 잘려있는 것으로 보아 불안,
긴장, 충동성이 엿보임. 사전에 비해 사후 나무의 크기가 커졌고, 열매가 많이 달려
있어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아 보임.

표 7. 실험집단 학생의 사전, 사후 KSD 비교
사전

사후

그림
김**1
변화

인물들의 모습이 팔과 다리가 붙어있어 다소 경직되고 긴장된 모습의 사전 그림과
는 달리 사후에는 매우 활동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고, 수평적 위치의 긴장에서 원모
양의 구도 관계들이 매우 원만해 보임. 사전과 사후 모두 경쟁이라는 주제이지만
딱딱하고 긴장감이 엿보이는 사전 그림의 분위기와는 달리 사후 그림은 움직임성
이 두드러지고,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주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줌.

그림
홍**
변화

사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선생님이 사후 그림에는 등장함으로써 자신의 관심영역
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줌. 야외에서 한 명의 친구와 배드민턴을 치던 사전과 달리
사후에는 여러 명의 친구들 인물상과 보다 활동적인 전체그림으로 볼 때 사전에 비
해 학교생활이 원만해진 것으로 보임.

그림
백**
변화

다소 엄하고 경직된 수업시간 모습의 사전 그림과 달리 사후에는 활동인물들의 움
직임성이 활발하고 자유로움이 느껴져 친구와의 학교생활이 비교적 원만해 보이고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임. 전체적으로 그림들의 크기가 켜졌으며, 특히 인물들
의 뒷모습을 그렸던 사전과 달리 사후에는 정면의 온전한 신체상으로 표현했고, 자
신을 비롯한 인물들의 크기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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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심**
변화

유**1

사전과 사후 그림 모두 그림이 위쪽에 치우쳐서 불안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으나 위
쪽에 치우치고 비스듬하게 기울어졌던 사전과 달리 사후에는 인물들이 중심에 그려
져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임. 선생님과 자신의 모습을 제외하여 친구들의 뒷모습
이 그려졌던 사전과 달리 사후에는 온전한 신체상을 가진 친구의 모습과 상호작용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많이 향상되어 보임.

그림
변화

선생님, 친구와 나란하게 배치되어 경직되고 긴장된 사전 그림과는 달리 사후에는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움직임성이 활발하며 인물들의 표정이 자연스럽
고 학교생활의 적응력이 상승한 것으로 보임.

그림
김**2
변화

똑같은 교실에서의 자유로운 상황을 그린 그림이지만, 사전 그림에서는 친구들의 전
신상과 얼굴표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후에서는 한 명의 친구를 선명하게
잘 나타냄. 친구들의 무리 속에 함께 있기 보다는 선생님과 밀착되어 분리되지 못한
사전 그림과는 달리 사후에는 적절하게 선생님과 분리가 되어 있고 친구들과 상호
작용하는 모습이 보임.

그림
유**2
변화

사전 그림에서는 선생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가운데에 배치하고 친구들을 뒷
모습으로 표현하여 적절한 관계형성이 되지 못했으나 사후에는 가장 가운데에 자신
을 배치하였음. 친구들의 온전한 신체상이 나타나고 뒷모습으로 표현된 선생님과의
관계보다는 여러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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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통제집단 교우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실험집단의 평
균점수가 더 높게 나와 교우관계에서 어려움
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프
로그램을 실시한 후 검사한 사후 교우관계 점
수에서는 실험집단보다 통제집단의 점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 통제집단 학생들이 실험집
단 학생들보다 교우관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의 실시
가 실험집단의 점수를 낮추는 반면, 통제집단
학생들은 학기가 진행될수록 교우관계에서의
점수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자아개념은 물론 교우
관계에서도 향상을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고 할 수 있다.

집 나무 사람 그림검사
결과
표 6에 의하면, 유**1과 유**2 학생은 사전과
사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김**1, 홍
**, 백**, 심**, 김**2 학생은 그림의 위치, 크기,
활동성, 상호작용 면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K-HTP)

학교생활화 그림검사
결과
표 7에 의하면, 실험집단 학생 7명 모두가
선생님과 친구들 간의 상호작용수준, 협력수준,
얼굴표정, 그림의 전체적인 특성 면에서 사전
에 비해 사후 그림검사 결과가 향상되었다.
(KS D)

Ⅴ 논의 및 제언
.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아개
념과 교우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프로
그램을 구안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교우관계의 경험은 이후 개인
의 행복과 성격형성,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
하기 때문에 이의 향상을 위해서 초등학교 고
학년 미술 및 도덕교과를 재구성하여 집단미술
치료프로그램을 구안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미술 및 도덕 교과의
내용을 분석하여 자아개념과 교우관계를 중심
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자아개념 및 교
우관계의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교과시간 내 또는 미술과 도덕 교
과의 주제통합으로 이루어지도록 15회기 프로
그램으로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고, 이러한 활용의 용이성은 초등학생들의 자
아개념과 교우관계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부분에 큰 의
의를 두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안한 집단미술치료프로
그램은 초등학생들의 자아개념과 교우관계 향
상에 효과가 있었다. 자아개념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집단이라 할 수
있었으나,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 학생들의 자
아개념 수준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 학생들이 통제집단 학생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 학생들의 점수가 통제집
단 학생들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다. 이는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에 자
아개념과 교우관계가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자아개념과
교우관계의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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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의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
구들(김희정, 2008; 나흥숙, 2006; 박배향, 2004)
과 교우관계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들
(손정미, 최선남, 2008; 이지현, 2007; 장옥선,
2010; 장효정, 2010; 정경은, 2009; 최현정,
2012)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사전-사후 변화량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집단 학
생들은 자아개념의 평균점수가 낮아진 반면,
실험집단 학생들은 자아개념이 사전에 비해 평
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교우관계에서 있
어서도 실험집단 학생들은 평균점수가 낮아져
향상을 보인 반면, 통제집단 학생들은 사전에
비해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교우관
계의 어려움이 사전검사 때보다 더 커진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이 낮은 학생들은 초등
학교 고학년 시기에 학기가 진행될수록 교우관
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빈번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가 자아개념
이 비교적 낮은 학생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아
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의 교우관
계에서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전
에 통제집단보다 교우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개념과 교우관계의 향상
을 가져올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
안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아개념과 교우관
계의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차후 통제
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시행하
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유의미한 결과는 질적분석에서도 나타났다.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 결과 실험집단
7명 중 5명이 그림의 위치, 크기, 활동성, 상호
작용 면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 향상된 것으

17

로 나타났고, 학교생활화 그림검사(KSD) 결과
실험집단 학생 모두 선생님과 친구들 간의 상
호작용수준, 협력수준, 얼굴표정, 그림의 전체
적인 특성 면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검사를 위해 사용된 투사적인 그림검
사(K-HTP, KSD)는 거부감이나 긴장을 주지 않
고 실시하며 심리검사 배터리 구성에서 중요하
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 결과처럼 실
험집단의 사전, 사후 그림이 확연하게 달라져
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
으나, 아직 객관적인 신뢰도를 만족시킬 수 있
는 진단규준의 미흡함을 배제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또한, 본 연구는 20~30명이 한 학급인 초등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해 구안된 프로그램
이다. 그러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적용 과정
에서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집단
규모에 따른 역동성의 차이로 또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자아개
념과 교우관계에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본 연구에서 구안된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하
여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특히,
정규 수업시간 이외 방과 후에도 미술치료사
가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아개
념과 교우관계의 향상을 돕는데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구안된 집단미술치
료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자아
개념과 교우관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고려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 지역과 학년을 확대․적용하
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연
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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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for improving the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concepts and peer relationships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that program.
Positive self-concept format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the upper elementary school are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thereafter, they affect one’s happiness, personality formation, and sociality development. Accordingly, a
program was developed through reconstruction of art and moral subjects in an upper elementary school. And
Then, it was applied to participants and examined its effectiveness was measured. Participants were 14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They included 7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7 in
the controlled group. The program was conducted with performed to the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improved self-concepts and peer relationships in the experimental
group. Second, K-HTP and KSD evaluation showed that the overall picture's features, level of interaction, level
of cooperation, and facial expressions of the people in the participants’ drawing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se results lead us to the conclusion that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concepts and peer relationships. It seems
important for future research to test the generalizability of the findings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elf-concept, Peer relationship, Group art therap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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