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이 개인적인 학교생활을 하며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과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기발전을위해그들의환경을변화시키는학

교환경과개인사이에서의역동적인상호작용능력을말

한다[1]. 따라서학생들이학교에서겪게되는사회적관

계 및 인간관계는 학교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의 주

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학생들이학교생활에대한적응이성공적으로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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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여고생의자아존중감및학교생활적응에미치는영향력을파악하는데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충남 S시에 소재하는 S여자고등학교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양적 및 질적

통합적방법을통하여분석하였다. 주요연구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은여고생들의자아

존중감향상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은여고생들의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데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통합적분석결과자아존중감이양적분석시에만유의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학교생활적응은 질적 분석 시에만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고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집단미술치료,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여고생, 통합적 연구방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high school girls. For this purpose, a group art therapy program was performed for 6 
students of S girls' high school in S city in Chungcheongnamdo and the effects were analyzed by integrated metho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roup art therapy programs were found to positively affect the self-esteem 
of high school girls. Second, it showed a positive effect on school life adaptation of high school girls. However, 
there were some cases in which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self-esteem only by quantitative analysis and a 
change in school life adaptation only by qualitative analysis. Finally, based on this study, the policy measures to 
improve lowered self-esteem and low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high school girls were discussed.

Key Words : Group art therapy, Self-esteem, Adaptation to School life, high school girls, Integrated re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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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경우그들은건전한인성형성과미래의직업적성공,

사회적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응이 실패적인

경우 그들은 학교 생활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2], 나아가 사회부적응

문제로까지 이어진다[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

아개념, 학업성취, 자아탄력성, 사회적 고립감으로 밝혀

졌다[4-6]. 이중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

졌는데김석기[6]에 의하면자존감이높은청소년일수록

모든 활동에 활동적이었고 의사표현에 적극성을 보이고

또래와도협동적이며, 창조적활동에서두각을나타내어

학교생활에적응을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 반면, 자

아존중감이 낮고 학교생활적응에 실패한 청소년들은 그

원인을 자신의 내적 원인으로 귀인시켜 자기 비하적 경

향을보이는것으로보고되었다[7]. 따라서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학교생활에서의 대인 관계 및

사회 적응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그

들의감정을조절할수있고자기수용및이해를가능하

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할 것이다[7]. 미

술은 언어적 수단과는 다르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생각과감정이구체적으로표현되고다양한세부

적 심리의 상징적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개인의 독

자적 심리 이해가 가능하며 내면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인지하는 동시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7].

한편, 집단미술치료란미술치료를집단에적용하며집

단상담에 미술을 도입한 것을 말한다[8]. 즉, 구성원들이

그림을통하여감정을진솔하게표현하고갈등을재경험

하는 동시에 자기를 인식 및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기통

찰과 사회 참여도 향상, 인간관계 개선이 이루는 과정이

다[9]. 이러한집단미술치료효과는학교생활과사회생활

등 주로 대인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0].

국내의 집단미술치료관련연구동향을살펴보면 2010

년 이후 급격히 이루어졌는데, 기존에 이루어진 집단미

술치료와관련된선행연구를살펴보면양적연구로박재

연[11], 정주경[12], 백경희[13] 등의 연구가 있으며 질적

연구인 경우 권희정[14], 송대근[15] 등이 있으며 양적,

질적 방법을모두통합한연구로손은미[16], 심언희[17],

전정화[18] 등의연구가있다. 이러한연구들은미술치료

프로그램의영향력을파악하는연구가대다수였다. 하지

만연구대상이대부분노인과성인및특수한심리적문

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었으며 여학생, 특히 여고생을 대

상으로한연구는몇편이루어지지않았다. 특히,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본 연구와 같이

양적, 질적방법을같이쓰는통합연구방식으로이루어

지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10회기의 집

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미치는영향력을파악하고자하는데연구의목적

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를

첫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 연구대상의 자아

존중감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 연구대상의 학교생활적응 변화는 어떠한가?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고생들이 그들의 자아존

중감및학교생활적응을향상시키기위한정책적방안을

제시하는 데 함의가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

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청남

도 S시 소재의 여자 고등학교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

램을홍보한뒤참여가능한여고생의신청을받아 8명을

선정하였다. 주 2회 60분씩총 10회기를집단미술치료프

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고생 중 2

명이프로그램 3번째회기에국외여행과가족간호로인

해 중도 탈락하였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 분석은 6

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이 2명, 2학년이 2

명, 3학년이 2명이었고, 이들의거주지는모두 S시였으며

재학 중인 학교도 S고등학교로 모두 동일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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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이 개발하고김희화[22]가 보완및수정한척도를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49개의 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학업 자아 10문항, 친구 자아 9문항, 가정 자아 6

문항, 신체외모 자아 7문항, 성격 자아 6문항, 신체능력

자아 6문항, 교사관계 자아 5문항 총 7개의 하위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

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형 척도로서,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학업 자아 .832, 친구 자아

.817, 가정 자아.733, 신체외모 자아 .729, 성격 자아 .879,

신체능력자아 .822, 교사관계자아 .818 전체는 .927로 나

타났다.

2.2.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도는 김정환[23]의 학교 관련 태도 척도

와 이상필[24]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바탕으로 이영선

[25]이 개발한 학교생활적응척도를본 연구자가 연구목

적과 대상에 맞게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개의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교사-학생관계 8문항,

교우관계 8문항, 학교수업 관계 8문항, 학교환경 8문항,

학교행사참여 8문항으로총 5개 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

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학교생활

적응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교사-학생관계 .738, 교우관계 .721, 학교

수업관계 .638, 학교환경 .799, 학교행사참여 .782 전체는

.828로 나타났다.

2.2.3 분석방법
본 연구는양적, 질적 방법을 같이쓰는 통합 연구방

법을 적용하였다. 양적분석 방법으로는 학생 개인별로

빈도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질적분석 도구로는 집-나무-

사람그림검사(HTP)을활용하여사전, 사후그림을비교

하여 분석하였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는 일종의

실험연구로서실험전, 후의정량적분석을통하여그프

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지만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변화일 경우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만 가능

하다. 따라서 미술치료의 효과는 통합적 분석방법이 매

우 유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통하여 보다 세심한

해석이 가능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19,20].

2.3 프로그램의 구성
본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은여고생들의자아존중감

과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총 10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기별 주제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각 회기는 주 2회기, 각 회기마다 활동설명 10분과 활동

시간 40분, 마무리 10분으로 구성하였으며 회기의 마지

막에 본 연구자와 집단원들이 이야기를 나눈 뒤 소감문

을 작성하였다.

Table 1. Program summary by session
Session Subject
1 Opening one’s mind
2 Exploring the soil
3 The time I like and the time I dislike
4 When I'm happy and when I'm angry
5 Self that I see myself and self that the others see me

6
Self that I want to throw away and self that I want to
keep

7 Drawing self’s whole body
8 Creating a house I want to live in
9 My past, present, future (10 years)
10 Activity evaluation

1회기 주제는 ‘마음을 열어요’로 거부감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콜라주를 사용하였으며, 잡지, 비즈, 풀, 사인

펜 등을 사용하였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진이나 그림

을 4절지에마음대로 붙이도록 지시하였고, 작품이완성

되면 제목을 붙였다. 2회기는 ‘흙에 대한 탐색’이 주제였

다. 부드러운 청자토를 사용해 흙을 다루면서 부드러움

을 느끼고 정서이완 작용을 통해 무의식을 탐색하여 감

정 발산과 조절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었다. 3회기는

‘내가 좋아하는 시간과 내가 싫어하는 시간’이 주제였다.

4절지와사인펜, 크레파스등을사용하였고긍정, 부정적

감정을이해하는동시에수용하면서자신의욕구를탐색

하였다. 4회기주제는 ‘내가기쁠때와내가화났을때’다.

4절지에 4B연필, 사인펜, 크레파스를이용하여억압된감

정을마음껏표현하고부정적감정을발산할수있도록

돕는활동이었다. 5회기는 ‘내가보는나와남이보는나’

가주제였으며현재의나와관계속의나를자각하고정

립해볼수있도록돕는활동이었으며, 2절지, 4B연필, 사

인펜, 크레파스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6회기 주제는 ‘버

리고 싶은 나, 간직하고 싶은 나’였다. 4절지와, 4B연필,

사인펜,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긍정적 요소

와 부정적 요소를 탐색하고 자동적 사고와 감정의 연관

성을 이해하는 활동이었다. 7회기는 ‘전신상 그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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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와 4B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도록하였으며자신이자각하고있는내면의심리

적상황을파악하고긍정적인자아성찰을할수있는활

동이었다. 8회기 주제는 협동 작품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만들기’를주제로집단원들과협동하는활동이었으며

청자토, 물을 가지고 집단원들과 살고 싶은 집에 대하여

상의하고협동작품을만들면서자신을표현하는동시에

타인을 배려하여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활동이었다. 9회

기주제는 ‘나의과거, 현재, 미래(10년)의모습그리기’였

다. 2절지와 4B연필, 사인펜,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자신

의 과거와 현재를 탐색하고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설

계하면서자존감을향상시키는활동이었다. 10회기는마

지막회기로 ‘활동평가’를 하였다. 그동안 활동한 프로그

램을다시되돌아보고스스로평가하면서집단원들과좋

았던부분과아쉬웠던부분을이야기하면서각자의결심

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종결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실험집단 여고

생의 개별 변화의 양적분석
실험집단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도의

변화를각개인별로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과학교생활

적응모두하위요인별로사전점수와사후점수의비교

를 통해 변화 정도를 상세히 살펴본 결과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먼저자아존중감을살펴보면전체 6명중학업자아는

4명이 향상되었으나 2명은 저하되었고, 친구 자아는 6명

모두향상되었다. 또한, 가정자아는 4명이향상되었고 2

명은 변화가 없었고 신체외모 자아는 2명이 향상, 4명이

저하되었다. 신체능력 자아는 3명이 향상되었고 1명이

저하, 그리고 2명은변화가없었고끝으로교사관계자아

는 3명이 향상, 3명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면 교사-학생 관계일 경

우 5명이향상, 1명이변화가없었고, 교우 관계는 3명이

향상, 1명이 저하, 2명이 변화가 없었다. 또한, 학교수업

관계는 4명이향상, 2명이저하되었고, 학교환경관계는

3명이 향상, 1명이 저하, 2명은 그대로였다. 끝으로 학교

행사관계는 5명이향상, 1명이저하된것으로나타났다.

3.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HTP 분석을 
통한 질적분석
실험집단 여고생의 HTP 분석을 사전과 사후로 나누

어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Fig. 2에 제시하였다.

A여고생인 경우 양적분석에서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

활적응도 대부분 하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

나질적분석결과를살펴보면소극적, 의존적, 안정성, 지

적 정서에서 능동적, 고독감, 불확실감, 회피적인 태도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향상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A-1-pre는생각이많음과집착적인면이있음을

보여주며오른쪽에치우쳐져환경의영향에민감함을보

여주고있다. 소극적, 방어적경향이있고내면의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A-1-post를 보면, 능동적, 주체적으

로 변화하였다. 강박적인 표현이 엿보이나 낮은 계단에

서 주변과의 접근성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A-2-pre를보면, 상호작용의욕구를나타내고있으며새

둥지와 그네는 의존적인 성격을 암시한다. 많은 열매는

높은 사랑과 관심의 욕구를 보여준다. A-2-post를 보면,

구순적 욕구와 고독한 느낌을 주고 있다. 현재의 심리적

불안을 예상하게 하며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은 자아의

통제력의약화와우울감을반영하고있다. A-3-pre를보

면, 긴머리와구두로여성성을강조하고있으며웃고있

는 표정과 손가락이 표현된 손은 안정된 정서와 적극성

을나타내고있다. 일상복을입고있으며약간벌려진팔

은자연스럽다. A-3-post를보면, 필압은낮고스케치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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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post scores of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by participants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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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test post test pre test post test

A A-1-pre A-1-post A-2-pre A-2-post

A—3-pre A-3-post A-4-pre A-4-post

B B-1-pre B-1-post B-2-pre B-2-post

B-3-pre B-3-post B-4-pre B-4-post

C

C-1-pre C-1-post C-2-pre C-2-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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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pre C-3-post C-4-pre C-4-post

D
D-1-pre D-1-post D-2-pre D-2-post

D-3-pre D-3-post D-4-pre D-4-post

E E-1-pre E-1-post E-2-pre E-2-post

E-3-pre E-3-post E-4-pre E-4-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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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선으로그려져불안, 불확실감을준다. 아래로쳐진듯

굳게 다문 입으로 우울한 표정이며 손가락이 생략되어

환경에 대하여 수동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으로 A-4-pre 에서는 미소를 띠고 있는 밝은 표정의 남

학생을그렸다. 단정한옷깃과 옆구리에낀책으로충동

에대한통제와지적인욕구를나타내며시계와지갑등

의 장신구와 덧칠하여진 다리는 남성적인매력에 관심이

있음을나타내고있다. A-4-post 에서는크기는작은편

이며공을발앞에두어운동성을나타내려하였으나자

세는경직되어있다. 옆으로선모습으로검사에대한회

피를 추측할 수 있다. B여고생인 경우 양적분석에서 자

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도 대부분 영역에서 전반적으

로향상되었고질적분석결과도타인인식, 방어적태도,

억압적정서에서적극성, 우울성저하, 역동적정서로변

화되었음이확인되었다. 충동적이고에너지가넘침을알

수 있다.

B-1-pre를 보면 그림 속의 모든 사물에 이름을 써넣

어 타인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으려하는 것을 파악할

수있으며집주위를숲과연못으로둘러싸방어와안전

감을추구하는것을볼수있다. B-1-post에서는사물의

이름을명명하지않음으로타인의시선을의식하는경향

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이 간결하고 정리되었으

며 집을 둘러싼 나무 울타리가 견고하여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함을 볼 수 있다. B-2-pre는 유아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예상된다. 신체적 욕구의 지배가 많은

편이며구름과돌이있으나화지의상단에 ‘나무’라고적

어타인의시선을의식하고있다. B-2-post는구름의개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돌과 꽃이 생략되었다. 우울성

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둥근 언덕과 같은 지면이

편평한 땅으로 표현되어 보다 심리적 성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B-3-pre는 자기 방어적 요소가 있으며

인간관계에대한경계심과확립되지않은자기개념을가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의가 산만한 것으로 보이며 사

랑받고싶은욕구가나타났다. B-3-post를보면손에든

꽃과 사탕이 사라졌으며 그림의 제목이 쓰여지지 않아

심리적성숙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크게웃고있는

입과움직이는다리로역동적인심리적에너지가활발함

이보여진다. B-4-pre는양식적이고만화적으로표현되

었다. 넓게벌린다리는안정감에대한욕구를나타내고,

양쪽으로벌린팔은억압된상태에서정서적도움을필

요로하고있음을엿볼수있다. B-4-post는공격성을상

징하는 공이 사라졌으며 좀 더 자연스러운 자세로 표현

되었다. 눈썹을 짙게 그림으로써 남성성이 미약하게 표

현이 되었고 걸어가는 다리로 그려져 심리적 에너지가

느껴진다.

C여고생인 경우 양적분석에서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

활적응도 대부분 하위 영역에서 향상되었고 질적분석을

살펴보면 의존성, 불안감, 내향적인 정서에서 프로그램

F
F-1-pre F-1-post F-2-pre F-2-post

F-3-pre F-3-post F-4-pre F-4-post

Fig. 2. Pre-post test of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by participants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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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후개방성, 안정감, 자신감등긍정적인정서로변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1-pre를 보면 커다란 창문

과 문 앞에 꽃길을 연결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소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왼쪽 상단에 해를 그려 모에게의 의존

성을암시하며격자무의의창문은퇴행적경향을보여준

다. C-1-post는 화지의 세로 방향으로 그려졌고 창문에

커튼이 그려져 가정에서의 아름다움에의 관심이나 수줍

음을나타내기도한다. 큰창문과창문보다높은문은개

방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C-2-pre는 도움을 받을

지지세력이 없어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려 하고 성격의

통합을유지하고자노력하고있음을알수있다. 많은열

매가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2-post는나무가전체적으로작아졌으나지면에

기저선이 그려져 안정감을 획득하였음을 나타내고 환경

과의상호작용에보다적극적으로대처함함을나타낸다.

C-3-pre를보면눈을작은점으로표현한것은내향적이

며 위축된 경향을 나타낸다. 기울어진 자세는 피검자의

불안정한 느낌을 반영하고 있으나 선을 덧붙여 다리의

길이가 길게 그려진 것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

볼수있다. C-3-post 눈에눈썹이그려졌고머리카락의

표현이사전그림보다부드럽고자연스러워졌다. 다리의

길이는 여전히 조금 다르나 어깨와 상체는 기울어지지

않았다. 외부를 보는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대처능력과

안정감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C-4-pre를 보면 눈이

작은점으로표현되었고전체적으로어린아동으로보여

지는 남자를 그렸다. 통통한 입술은 의존적 경향과 정서

적 관계에서 받기를 원하는 편임을 의미한다. 아동으로

그린 것은 정서적 나이가 어림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C-4-post는 눈이 작은 점으로 표현되었고 입술은 단선

으로활모양으로그려졌으며머리카락이칠없이단순하

게 표현되었다. 외부를 의식하는 정도가 낮아졌으며 정

서적 나이가 좀 더 성숙해졌음을 알 수 있다.

D여고생인 경우 양적분석에서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

활적응도 대부분의 하위 영역에서 향상되었으나 질적분

석 결과는 프로그램 시행 전 불안감, 혼란, 무능력감, 경

직성등의부정적정서에서시행후불편감, 공격성, 스트

레스, 회피적태도를보이는등여전히부정적정서를양

적, 질적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D-1-pre를 보면

덧칠 하여진 선은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정

에 대한 양가감정이나 어려움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창문에그려진진하고넓은창살과울타리는방어적으로

느껴지며 집 옆에 가까이 붙은 나무는 가정에의 의존을

나타낸다. 집의 위치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선의

속도는 빠르고 필압은 진한 편이다. 창문이 없어 자신을

드러내는것에불편감을가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D-1-post는 집의 위치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선

의속도는빠르고필압은진한편이다. 창문이없어자신

을드러내는것에불편감을가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

다. D-2-pre를보면나무의줄기를여러겹의선으로덧

칠하여 불안한 심리와 자아의 경계가 약한 것을 보여주

고 있고 지나치게 크고 어지러운 선으로 채워진 수관은

공상이 많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을 예

측하게 한다. D-2-post는 수관에 채워졌던 어지러운 선

대신 열매가 그려졌다. 현실감이 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지 끝이 뾰족하게 그려져 공격성이 표현

되었으며 줄기의 옹이가 눈에 띄게 강조되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있음을나타내고있다. D-3-pre를보면불안

한 선에서 자신감의 결여와 불안감이 느껴지고 얼굴과

연결된 목은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 뒤

로감쳐진손은환경에소극적으로대처하거나무능력감

을의미한다. D-3-post 선이간결해지고진해진것은현

실감과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나 눈이 표현되지

않아 외계에 대한 경계와 회피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

다. D-4-pre는 자세가 경직되었고 남성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표정은 힘없고 슬퍼 보이며 손은 둥글

게 그려졌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기주장이 약하며 회

피적이다. D-4-post를 보면 크기는 작으나 정면으로 그

려졌다. 선은 간결하고 빠른 속도로 그려졌으나 선이 주

의깊게연결되지는않았다. 남자의눈과코도역시표현

되지 않았다.

E여고생인경우양적분석에서자아존중감인경우 1개

의 하위 영역에서만 향상되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고 학교생활적응도는 대부분의 하위 영역에서 전반적

으로향상되었다. 한편, 질적분석을살펴보면내향성, 불

안감, 충동성, 곤란감에서프로그램시행후적극성, 자아

통제력향상, 회피성향감소, 통제욕구증가등의정서로

전반적으로 긍정적 심리가 향상되었음이 확인된다.

E-1-pre는기와지붕이있으며아래층에는창문이없고 2

층에테라스가있는창문이있다. 굳건히닫힌듯보이는

큰 문이 있고 집 옆에 차고가 있다. 자기만의 공상을 즐

기며 외부와의 소통에는 소극적이다. E-1-post의 사후

그림에서는정면으로그려져있고보다빠르고좀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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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선으로 그려져 있다. 문 앞에 돌길이 있고 꽃도 그

려져 있다. 창문에 틀이 강조되고 그림자로 칠해져 있으

나외부와의소통에적극적인태도가엿보인다. E-2-pre

를보면넓은밑둥은본능적욕구의지배가강한것을상

징하고작은수관과팔모양의가지는퇴행적심리를보

여준다. 끊어진 그네 줄과 드러난 뿌리는 불안을 나타내

고있다. E-2-post는나무의줄기에그려진선은성적인

느낌을 주며 뿌리가 강조되어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

줄기의 굵기가 보통의 수준으로 자아통제력이 향상되었

으며 늘어난 가지의 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보다 원활

해졌음을의미하고있다. E-3-pre를보면여자가측면으

로 그려졌으며 성적인 특징이 강조되었다. 여성성이 강

조되었다. 손이사람전체크기에비해작은편이며한쪽

손만이 그려져 있다. 환경에 접촉하려는 욕구와 충동을

통제하려는욕구가공존하고있음을의미한다. E-3-post

는 여자가 정면으로 그려졌고 여전히 한쪽 손만이 그려

져 있는데 손 크기는 사전에 비하여 커졌다. 회피성향이

다소 감소되었고 사회적응에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E-4-pre를보면 남자가 측면으로 그려졌으며 손은주머

니에 넣은 것으로 그려졌다. 여성상에 비하여 크게 그려

졌다. 주머니에손을넣고있는것은타인과의접촉에대

한 곤란을 나타낸다. E-4-post는 욕구와 충동을 통제하

려는욕구가공존하고있음을의미한다. 손을여러회고

쳐서그린것은손으로행하는행동에대한갈등을상징

할수있으며신체에사용된여러개의선은신체에대하

여부적절감이있음을암시한다. 끝으로 F여고생을살펴

보면 양적분석에서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도 하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데 질적분석인 경우 비

소통, 자기중심성, 사고의경직성에서프로그램시행후

충동의 조절, 적응, 성숙감의 정서를 나타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F-1-pre를 보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퇴행적이고 이층

벽으로연결된계단은타인과의소통이직접적이지않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F-1-post는 의인화된 표

현이 대부분 사라졌으며 굴뚝에 연기가 그려졌다. 충동

이 조절되고 있으며 심리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2-pre는 뿌리가 강조되어 있으며 수관이

단순한원으로그려졌다. 자기중심적이고사회적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예상된다. 강조된 뿌리에서 불

안이 느껴진다. F-2-post를 보면 현실감과 적응력이 상

승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불안도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가지의끝이뾰족하여공격성이예상되며새둥지는따뜻

한가정에의소망을의미한다. F-3-pre는어려보이는소

녀를 그렸다. 코가 생략되었고 어깨에 메는 가방을 그렸

고 세로로 강조된 단추가 있다. 유아적이며 자기중심성

을 나타내며 <여자>라고 제목을 붙여 타인을 의식하고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F-3-post를 보

면 사전 그림에 비하여 키가 커지고 어깨가 강조되었으

며나이가든여자를그렸다. 장식적인핸드백을메고있

으며 코가 그려져 있다. 심리적으로 성숙하였으며 여성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F-4-pre는 정면을 향하여

서 있으며 상의에 줄무늬가 그려져 활동적으로 보이며

좌우대칭이 강조되어 사고의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다.

귀가 없고 신발이 표현되지 않았다. F-4-post는 여자에

비하여 남자의 어깨가 직선으로 강조되어 권위와 힘을

부여하고있으며한쪽다리를들고있어좀더자연스러

운 자세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면자아존중감및학교생활적응

은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시행후전반적으로높아졌다

고 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연구에서는 S시의여고생을대상으로하여집단미

술치료프로그램을실시하였고이를통하여여고생의자

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6명을

대상으로하여총 10회기의프로그램을진행하였고연구

결과 해석은 사전-사후 양적 및 질적분석, 즉 통합적 접

근 방식을 시도하였다. 통합적 방식이란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중요성과 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각 접근 방식의 장점은 최대화시키되 단점은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매

우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여고생들의 자아존중

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근래

에 이루어진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데[7,26,27], 이

는 미술 체험자체의효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론, 집단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함으로서 대인간의 상호작용 경험

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으로해석이가능하다. 따라서집단미술치료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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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미술치료와집단치료의상승작용으로그효과성이

매우높다는데함의가있다. 한편, 집단미술치료프로그

램은 집단 활동을 통하여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

게될때자신의소중함을느끼는동시에자신이존중받

는 다는 느낌을 갖게 하여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9].

둘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여고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

과는대부분의선행연구들과일치하는데[12,28], 본 프로

그램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겠

다. 즉, 참여한학생들은다른학생들에대하여격려와지

지를 표하고 활발한 토론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

다[30]. 이를 통하여 상호 피드백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다시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게된다[31]. 이러한태도

가학교라는체계라는큰틀속에적용되면또래및교사

관계, 학교규칙, 수업 등에적극적인적응이가능하며궁

극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것임이 분명하다[31].

하지만 연구대상 및 연구결과 중 일부는 서로 일치하

지않는결과를보였다. 즉,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시행

후 연구대상 중 일부는 자아존중감이 낮아졌다. 또한 양

적분석과질적분석이일치하지않는경우도있었다. 이

는 양적분석과질적분석이상보적관계가있음을암시

하는것으로정량적으로개선된결과를보였으나심리적

인개선은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음을의미할수도

있으며, 반면정성분석에서심리적개선이확인되었으나

정량분석에서객관적인수치변화가이루어지지않았다

면 이는 연구결과로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실시하는모든

프로그램 연구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동시에 이루

어져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학교에서관심과배려가

필요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차후

연구에서는 홍보를 통한 지원자 선정보다는 자아존중감

과학교생활적응이저하된학생들만을대상으로하는연

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 본연구에서사용된양

적및질적분석연구결과중일부가서로일치하지않았

다. 이는 각 분석 방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

으로 풀이되는데 양적 및 질적 분석결과에서 차이를 보

이는경우명확한해석방법에관한논의가필요하다. 끝

으로 본 연구 대상 및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

대상은 충남 S시의 S여고 일부 여고생에 한정하였고 프

로그램도 단 10회에 불과하여 장기적인 효과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차후에는 지역적으로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프로그램을 보정 및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충

분한 시간을 통한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

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및학교생활적응에대한미술치료프로그램효과를밝혀

내었으며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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