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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예술심리치료를 병행한 집단프로그램이 장애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연구 프로그램은 놀이활동과 언어 및 인지활
동 그리고 예술심리치료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성 기술을 습득하고
자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대상아동은 장애로 인해 집단에 적응이 되지 않는 남아 2명이며, 주 3회씩 실
시하여 총 37회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아동 2명은 대인관계, 놀이, 집단에의 적
응 면에서 사회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술심리치료를 병행한 집단프로
그램은 장애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핵심어> 예술심리치료, 집단프로그램, 장애유아, 사회성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사회속에서 타인들과 원만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때, 이를 바탕으
로 올바른 사회화 과정을 이루며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인간의 일
생중에서 유아기는 중요한 시기이며 역동적이며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결정
적인 시기이다. 이 시기에 유아는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해 간다.
유아는 협동이 요구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인지 및 언어적 발달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유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을 직접,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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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발달시킨다. 또한 유아 자신과 자기 주위의 세계에 대한 유아의 생각
과 느낌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회적 성장을 이루도
록 도와준다(Hopper & Defrain, 1980). 그러나 발달과정에 장애가 있는 유아는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
장애유아는 일반유아보다 일반적으로 사회성 기술이 결여되어 있는데 아동의
발달수준, 운동능력결함, 감각결함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로인한 부족한 사
회적 기술 때문에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서 곤란을 겪으며, 놀이친
구로 또래들에 의해 선택될 가능성이 적다(Strain, 1981). 따라서 장애유아는 사
회적 기술결함으로 또래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이 어려우며 문제행동과 열등한 학
업수행을 야기하게 된다. Vincent는 유치원 적응기술 체크리스트(Kindergarten
Survival Skills Checklist)에서는 독립적 과제 수행기술, 집단참여 기술, 교실 규
칙 준수, 교실에서의 적절한 행동수행, 자조기술, 지시따르기, 사회적/놀이기술,
기능적 의사소통 기술 등을 유치원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로 정하고 있으나 장애
유아들의 이러한 기술을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훈련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습
득하기가 어렵다(이기옥, 2005, 재인용). 장애유아는 새로이 변화된 환경에서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한 기능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독립생활
기술, 집단활동에 대한 참여, 다양한 지시에 대한 적절한 반응, 다양한 교실 내
물건의사용 등이 기술습득을 통해 보다 기능적인 대처가 가능해 질 수 있고, 따
라서 이러한 기술들은 통합 이전의 특수교육 환경에서 학습되어질 필요가 있다
(Sarah, Barbara & Mark, 1990).
그리하여 적절한 연령이 되었는데도 장애가 원인이 되어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의 적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단적응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특별히 고
안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교육 환경에서 일반
교사는 장애유아를 잘 다루어 주기 어려우며, 장애전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라
하더라도 학생 수와 교사 수가 맞지 않아서 효과적인 학습을 하고 규칙을 준수
시키기가 어렵다.
또한 지금까지 장애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키는 집단프로그램은 놀이활
동을 통한 연구(강병은, 1999, 정은영, 2000), 게임훈련이나 레크리에이션 및 신
체활동을 통한 연구(최진영, 2000, 이복희, 2001), 접촉 및 애착훈련을 통한 연구
(강혜련, 1999), 집단놀이치료를 통한 연구(손희찬, 2000, 이은정, 2003)등이 있으
며, 다. 또한 자폐성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관련하여 음악치료를 한 연구(정혜영,
2003, 김선희, 2001)와 그 외에도 다수의 미술치료를 통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
다. 이상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심리치료적인 측면과 사회성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측면이 양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8 -

예술심리치료를 병행한 집단프로그램이 장애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김소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심리치료적, 교육적인 측면과 유아들의
활동중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치료를 병행한 집단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장
애유아들의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는 장
애유아들을 현장에서 접하는 치료사나 교사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장애유아들의 대인관계와 놀이 그리고 집단에의 적응을 중심으로
한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술치료를 병행한 집단프로그램
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치료를 병행한 집단프로그램이 장애유아의 사회성(대인관계, 놀이, 집
단에의 적응)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예술치료를 병행한 집단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유아의 사회
성 행동의 변화를 알아본다.

3. 용어의 정의
1) 예술심리치료
예술심리치료란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창
의성을 발휘하는 창착활동을 통한 심리치료로서 창작행위가 주는 치유성, 저항
심 저하를 통한 치료관계 성립, 심리역동 구조의 재정비를 도와준다(김양순,
2003).
본 연구에서의 예술심리치료란 미술, 음악, 동작을 모두 활용하여 장애유아가
시각, 청각, 촉각, 운동감각 등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기법을 말한다.
2) 집단프로그램
본 연구에서의 집단 프로그램은 집단내에서 규칙을 따르기가 어렵고 또래에
게 관심이 없으며 놀이에 활용되는 놀이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유아들을 대
상으로 개별적인 욕구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놀이활동 영역, 인지․언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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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영역, 예술심리치료 활동 영역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아동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에서의 적응이 어려
운 장애유아로 예술치료를 병행한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5명의 아동 중에서 프
로그램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2 명의 아동을 선정하였다.
1) 대상 A
대상아동 A는 4세 2개월 된 남아이며, 교사인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그리
고 누나 둘과 살고 있다. 정상분만으로 태어났으며 신체발달을 정상적이었으나
의미있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옹알이 수준의 의미없는 소리만을 낼 뿐아니라 화가
날 때는 더 큰 소리로 징징거리는 수준이었다. 부모와 형제간에는 자기가 필요
한 상황에서만 크레인 반응을 보였으며 다른 어른이나 또래에게는 무관심하였
다. 모방력이 매우 떨어지며 과도하게 뛰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
며 이상한 손 동작을 하며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에 화를 잘 낸다. B아동
은 일반유치원의 장애아동반에 다니고 있으나 집단 규칙을 따르거나 교사의 지
시를 수행하기 어려운 등 집단적응이 어려운 아동이었다.
2) 대상 B
대상아동 B는 2세 7개월 된 남아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사이다. 정상분만
으로 태어났으며 신체발달은 정상적이었으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또한 2세가 지나도 의미있는 말을 하지 못하였으며 무의미한 음으
로 소리만 내는 정도이며 낯선 곳, 낯선 자극 등을 매우 싫어하였다. 일상생활
기능이 매우 의존적이며 어른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자극에 반응을 하지만 또래
아이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어머니와는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였다. 새로
운 환경에서는 적응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는 것으로 일관하여 아파트에 있는 놀
이방에서의 몇 시간 놀이도 적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움직이는 것, 먹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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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싫어하며 행동 속도가 매우 느리고 타인에게 기대거나 움직이기 보다 바닥에
누워있는 행동이 많았다.

2. 연구기간 및 장소
본 연구는 2006년 1월 11일부터 2006년 4월 1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매주 3회씩 실시하여 총 37회기를 진행하였다. 한 회기는 휴식 및 간식시간까지
포함되어 2시간 45분씩 진행되었다. 연구 장소는 D시에 있는 H연구소 내의 놀
이치료실에서 실시되었다.

3. 측정도구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아가 예술치료를 병행한 집단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사회
성발달이 향상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사회성 발달의 향상을 측정하기 위하
여 E-CLAC를 사용하여 사전과 사후로 평가하였다. E-CLAC에서는 대인관계,
놀이, 집단에의 적응 3가지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회기 진행
과정 중에 보조자와 관찰자가 대상아동의 행동을 관찰하여 사회성의 변화를 기
록하였다.

4. 연구 프로그램 및 절차
본 연구의 집단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와 이근매, 최외
선(2003)의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고안하였으며, 이는

장애아동 치료교육 분

야에서 10년 이상 임상활동을 해 온 예술심리치료 전문가 2인에게 지도를 받아
서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하여 본 집단프로그램은 놀이활동 영
역, 인지･언어활동 영역, 예술치료 영역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었다.
먼저 놀이활동 영역은 동작모방 및 운동발달 향상과 구성원간의 상호작용능
력 향상을 목적으로 과제를 구성하였으며, 둘째 인지･언어활동 영역은 언어이해
및 인지능력 향상과 발어촉진을 목적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셋째, 예술치료 영
역은 미술활동, 음악활동, 동작을 통해 대상아동들이 청각, 시각, 촉각, 운동감각
등을 수용하여 반응함으로써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을 유발을 목적으로 과제를 구
성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 <표 2>,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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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놀이 활동 영역 집단프로그램
주과제

배정
시간

자유놀이

10분

착석 후
출석 및
인사
동작모방
학습

상호작용
놀이

운동

활동내용

기대효과

◦ 놀이치료실 내에서 자유놀이
◦ 치료사가 유도하는 놀이참여

◦ 놀이감을 이용한
자발적인 놀이유도
◦ 구성원간의 관심유도

◦ 착석지속
◦ 호명에 손들고 나오기
◦ 스티커 붙인 후 집단원에게 인사하기

◦ 규칙이해
◦ 집단구성원 인식
◦ 사회성 촉진

10분

◦
◦
◦
◦

◦ 동작모방능력 향상
◦ 신체부위 인식
◦ 집단활동 적응

7분

◦ 공놀이(1-8회)
◦ 줄놀이(9-15회)
◦ 고리끼우기(16-22회) ◦오재미담기(23-30회)
◦ 블록쌓기(31-73회)

10분

◦ 발자국 따라걷기, 적목 건너기, 트램폴린 10
번뛰기, 유니바 건너기, 평균대 걷기, 시소10
번 같이 타기, 풍선을바구니에 담기, 감각
색원반 밟고 지나가기, 훌라후프 통과하기
등 4～5개의 방법으로 구성된 순환운동

3분

신체부위를 모방하여 지적하기
큰동작을 모방하기
탬버린치며 신체부위 지적하기
노래에 맞추어서 유희하기

◦
◦
◦
◦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짝짓기 놀이 인식
지시따르기
규칙이해

◦
◦
◦
◦

규칙이해
운동발달 촉진
순서기다리기
타 아동행동 관찰

<표 2> 언어･인지활동 영역 집단프로그램
주과제

배정
시간

퍼즐학습

10분

◦ 제시된 퍼즐 끼우기
◦ 다양한 퍼즐 끼우기

◦ 인지능력 향상
◦ 지시따르기

대응학습

10분

◦ 스티커붙이기(1-8회)
◦ 빠진 그림 찾아 붙이기( 9-26회)
◦ 자석퍼즐 동일한 사물에
붙이기(27-37)

◦ 주의집중의 지속
◦ 형태인식

인지학습

10분

◦ 색, 도형 밑그림에 붙이기

◦ 색과 형 복합 인지력
향상

◦ 연구자가 보여 준 동일한 사물을
1M 정도 떨어진 책상위에서
찾아오기(1-30회)
◦ 연구자가 언어로 지시하는 사물을
1M 정도 떨어진 책상위에서
찾아오기(31-37회)

◦ 지시따르기
◦ 기억 지속력 향상
◦ 청각반응력 향상

지시
따르기

10분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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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예술치료 영역 집단프로그램
주과제

배정
시간

음악에
맞추어
춤추기

10분

◦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자유롭게 움직이기
◦ 노래내용에 맞추어 움직이기
◦ 음악에 맞추어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 청각자극수용
◦ 리듬에 반응하기
◦ 타인모방력 촉진

10분

◦ 천으로 된 터널지나오기(1-8회)
◦ 색습자지 놀이 후 찢어 날리기( 9-12회)
◦ 손바닥모양 장갑을 끼고 전지에 손바닥
찍기(12-26)
◦ 면도크림과 물감 섞기 놀이(27-37회)

◦ 촉지각력 향상
◦ 시각자극에 반응하기
◦ 촉감에 반응하기

동작 및
감각활동

점토놀이

10분

그리기
활동

10분

작별인사

5분

활동내용

기대효과

◦ 모양틀에 찍기(1-9회)
◦ 길게, 둥글게 등 기초활동 모방(10-26회)
◦ 모방하여 간단한 사물 만들기와 밑그림에
기초활동하여 붙이기(27-37회)

◦
◦
◦
◦

소근육운동 능력향상
모방활동 촉진
성취감 느끼기
상호작용촉진

◦ 그리기매체를 바꾸어 가며 자유롭게/같이
그리기(크레파스:1-9회,파스넷:10-12회,매직:
13-15회, 싸인펜:16-18회, 파스텔:19-23회)
◦ 종이매체를 바꾸어가며 자유롭게/같이
그리기(사포:24-28회,쿠킹호일:29-33회,
OHP:34 -37회)

◦
◦
◦
◦

매체특성을 수용하기
자율성증진
청각반응력 향상
상호작용촉진

◦ 집단원들과 돌아가며 작별인사
◦ 연구자와 집단원과의 작별인사
◦ 어머니 상봉

◦ 규칙이해
◦ 상호작용촉진

본 연구 프로그램의 실시절차는 장애아동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목
적을 달성하고자 대상아동이 숙지할 때 까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졌
다. 처음에 제시했던 활동이 반복학습을 통해서 잘 수행되면 같은 목적을 가지
고 활동을 조금씩 변형하여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해 나갔다. 또한 집단으로 프
로그램이 진행되더라도 대상아동의 수준이 모두 다르므로 각 아동의 개별 수행
수준을 정해놓고 계획대로 지시해 나갔다. 위의 프로그램 내용에서 회기가 표시
되지 않는 과제는 과제의 난이도를 쉬운 단계에서 점차 어렵고 복잡한 단계로
조절하여 실시되었다.
또한 집단원들이 회기 진행과정 중에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다른 구성원들
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부적절한
행동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소거법을 사용하고 상반되는 행동을 강화하며 진행해
나갔다. 강화물을 대상아동들이 좋아하는 퍼즐이나 장난감, 칭찬 등을 개별 강화
물로 사용하였으며, 집단 전체 강화물은 비눗방울, 간질이기, 머리 쓰다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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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다.
연구자외의 3명의 보조자에게 보조할 대상아동을 미리 정해주었으며, 각 아동
의 과제별 보조수준을 회기마다 사전에 숙지시켰다.

Ⅲ. 연구결과
1. E-CLAC을 통한 사회성 발달의 변화
1) 대상 A의 변화
대상아동 A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에는 다른 아이들과의 대인관
계와 집단에의 적응, 놀이종류가 2, 형제자매와 다른 어른들과의 대인관계, 어른
들 및 아이들과의 놀이가 3, 부모와의 대인관계가 4단계였다. 그러나 사후에는
다른 어른들과 다른 아이들과의 대인관계, 집단에의 적응, 어른들과 아이들과의
놀이가 3, 놀이종류가 4,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대인관계가 5단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와의 대인관계, 형제자매와의 대인관계, 다른아이들과의 대인관계,
집단에의 적응이 1단계 향상되었으며, 놀이종류는 2단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2) 대상아동 B의 변화
대상아동 B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에는 형제자매와 다른 아이들
과의 대인관계, 집단에의 적응, 아이들과의 놀이가 1, 부모와 다른 어른들과의
대인관계, 어른들과의 놀이와 놀이종류가 3단계 이었다. 그러나 사후에는 집단에
의 적응과 형제자매와의 대인관계가 3, 다른 어른들과 아이들과의 대인관계, 어
른들과 아이들과의 놀이, 놀이종류가 4단계, 부모와의 대인관계가 5단계로 나타
났다.
따라서 다른 어른들과의 대인관계, 어른들과의 놀이, 놀이종류가 1단계, 부모
와 형제자매와의 대인관계, 집단에의 적응이 2단계, 다른 아이들과의 대인관계,
아이들과의 놀이가 3단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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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기별 진행과정에서의 사회성 행동의 변화
1) 대상 A의 변화
대상아동의 회기별 진행과정에서 연구자, 보조자, 관찰자에 의해 일치된 사회
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대상아동 A는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외에 전혀
관심이 없고 과제제시에도 반응이 보이지 않고 무표정하였으나 치료 후반부에는
다른 친구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놀이에도 관심을 가지는 변화를 보여
주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대상 A의 회기별 진행과정에서의 변화
사전

사후(행동반응 시작 회기)

◦ 어른이 안아주어야 울음을
그친다

◦ 조금 울다가도 관심있는 것에 흥미를 가지면 금새 울음을
그친다(5회)

◦ 새로운 환경이나 자극에
울먹거린다

◦ 새로운 사람이나 과제를 제시해도 울지 않는다(7회)

◦ 무표정하고 시선이 허공을
향한다.

◦ 좋아하는 자극이 제시되는 소리내어 웃고 과제가 바뀌는
것에 집중한다(11회)

◦ 놀이실 내의 사물을 활용하여
놀지 못한다.

◦ 자유놀이, 쉬는시간에 놀이실 내의 사물을 다양하게
관심을 가진다(12회)

◦ 지시에 따르기가 되지 않는다

◦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한다(17회)

◦ 사물에 관심을 약간 보이나
놀이로 활용하지 못한다

◦ 공이나 줄 등 학습했던 사물을 제대로 활용한다(21회)

◦ 놀이실 내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옆친구를 보고 웃으면 웃고 울면 운다(15회)
◦ 간식시간, 쉬는시간에 대상B을 따라다니며 옷을 당기거나
몸을 만지며 좋아한다(32회)

2) 대상 B의 변화
대상아동 B의 회기별 진행과정에서 연구자, 보조자, 관찰자에 의해 일치된 사
회성 변화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며 계속
울기만 하고 어른에게 안기기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점차 노래소리에 울음을
그치기도 하고 울음소리가 줄어들면서 과제를 수행해 나갔다. 또한 다른 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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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놀이나 수행방법에도 거부하지 않고 지시에 따르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대상 B의 회기별 진행과정에서의 변화
사전

사후(행동반응 시작 회기)

◦ 입실하면서부터 계속 운다.

◦ 2교시 쯤 부터는 계속 울지않는다(10회기)

◦ 음악소리에만 집중하고
반응한다.

◦ 새로운 퍼즐이나 과제에도 거부하지 않고 관심를 가진다(9회)

◦ 과제를 지시하면 몸을
경직시키면서 거부한다.

◦ 스스로 퍼즐을 쳐다보고 맞추거나 장난감을 돌리며 웃는다(7회)
◦ 호명하자 스스로 걸어나간다(18회)

◦ 연구자, 보조자들만 졸졸
따라다니가만 한다.

◦ 혼자 서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며 연구자와
트램폴린을 같이 뛴다(15회)
◦ 혼자서도 활동적으로 왔다갔다 한다(34회)

◦ 연구자와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12회)
◦ 놀이실 내의 다른 사람에게
◦ 다른 친구가 울자 귀를 친다(14회)
사회적 관심을 보이지
◦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뿌리치지 않는다(17회)
않는다.
◦ 옆 친구가 탬버린을 주지 않자 자신이 주려고 친구의 팔을
민다(28회)
◦ 다른 친구의 노래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본다(30회)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아에게 예술치료를 병행한 집단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실
시한 결과, 대상아동 2명의 사회성에 관련된 대인관계, 놀이, 집단에의 적응 면
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예술치료를 병행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부모, 형제자매, 다른 어른들, 다른 아이들과의 대인관계 영역과 놀이종류, 아이
들, 어른들과의 놀이 영역, 집단에의 적응 영역에서 사회성이 향상되었다. 특히
대상 A는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대인관계, 놀이종류, 집단에의 적응에서 매우 향
상되었으며, 대상 B는 측정하고자 했던 모든 영역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였다.
둘째, 위와 같은 변화는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회기 중에도 동일하게 나타
났다. 대상아동 둘 다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거부감이 현저하
게 줄었으며, 놀이감을 이용하거나 과제를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등 자율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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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따르는 것이 매우 향상되었다. 또한 타인에게 관심이 없거나 자신의 요
구에 근거하여 관계하는 행동에서 다른 어른이나 아이들에게도 관심를 가지고
접촉을 시도하고 행동을 모방하는 사회성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예술치료를 병행한 집단프로그램은 장애유아의 사
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수가
적어서 모든 장애유아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장애유아의 개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한다면 현장에서 크게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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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Group Program along with Arts
Psychotherapy on the Social Development of
Disabled Preschoolers.
Kim, So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oup program
along with arts psychotherapy that effect the social development of disabled
preschoolers.
The goal of this study was composed of three section included play,
cognition-language

and

arts

psychotherapy.

Two

disabled

preschoolers

participated in this case study. this group program was carried out their 2
hour 45 minites per time, third a week. This program comprised of 37
sessions group program along with arts psychotherapy was administered to
group

for 3

month,

beginning

of January,

2006.

The

instruments

of

measurement were the E-CLAC and rating of children's therapist, supporter,
observ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 subjects were improned with the social development included
relationship with the person, section of play and adaptation of a group.
Second, the subjects were improned with the social development in group
program similarity.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group

program

along

with arts

psychotherapy is effective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person, section of play
and adaptation of a group of disabled preschoolers.
Key Words: Arts Psychotherapy, Group Program, Disabled Preschoolers,
Soc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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