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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Long-Term Hospitalization for Elderly Patients

                                    Kang, Sun Young

                                    Advisor : Prof. Jeong, Eun Hee

                                    Department of Art Therap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tries to examine how effective the group art therapy can be 

on the staying long in hospital for recuperation elderly's depression and 

self-esteem. The subjects(a total of 5 with two male and three female) 

are selected from the elderly or people of old age who are hospital for 

recuperation at M-nursing home in Mu-an province, and who marked 

over 14 sut-off score on KGDS(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and scored less than 28 average on self-esteem test. The art 

therapy program is composed of all 18 sessions, 1 times a week, during 

the period of June through October of 2008. Research tools adopted for 

the study are a measure of depression and measure of self-esteem, both 

of which are observed on the elderly's behavior and attitude, and both of 

which are twice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art therapy program. For 

data analysis the paired t-test is sued, while the recordings over the 

elderly's behavior and attitude as to depression and self-esteem during 

the whole program are also analyzed.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First, the group art therapy turns out effective in alleviating depression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As for the observational measurement of 

behavior and attitude on their depression level, t-test gives the 

average-depression score of 10.6 before the program while exhibits the 



average of 5.2 after the program. It means that a statistical significance 

exists for the reductive effect of the group art therapy on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s depression.

 Second, the group art therapy proved to be effective in alleviating 

self-esteem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As for the observational 

measurement of behavior and attitude on their self-esteem level, t-test 

gives the average self-esteem score of 27.6 before the program while 

exhibits the average of 26.2 after the program. It means that a statistical 

significance exists for the reductive effect of the group art therapy on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s self-esteem.

 Third, the group art therapy has shown the positive effect on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s behavior and attitude. After analyzing their 

behavior and attitude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it can be claimed that 

the group art therapy not only provides the elderly with an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each other, so as to gice them a emotional support; but 

also supplies various media of art-making, through which the elderly gain 

the sense of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that obviously raise their 

self-esteem but reduc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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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사회는 의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됨에 따

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는 한 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UN에서 규정하는 국가별 인구고령화 정

도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1) 국

가의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

령화 사회’(aging society), 14%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가 넘

으면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인구는 

1955년 3.3%에서 2007년 9.9%로 3배나 늘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2007년 1.26명으로 줄어들

고, 반대로 기대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06년 79.2세로 증가함에 따라 연

구구조의 고령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 보건복지부(2007)

에서도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3%로 고령 사회’(aged society)가 되며,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8%가 되는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현대사회는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측면을 

내포한 복잡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노인부양이 가족 내

적인 부양(전통적인 노인부양)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진

행됨에 따라 사회적인 부양인 시설보호 노인부양으로 이동함으로써 가족 내 문

제가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3) 신체적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흘러

갈수록 신체기능의 저하, 기능장애, 병리적 변화 등으로 각종 노인성 질환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심리적측면에서 보면 노년기에 겪게 되는 신체적 노화와 만성

1) UN. 2008

2) 통계청, 2008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출처 http://www.nso.go.kr

3) 장미림,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노인의 우울감과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보건대학대학

원:200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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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질병이 노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모든 일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

게하는 문제가 있다.4)

  본 연구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의해 발생되는 노인문제 중에서도 장기간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들의 정신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다.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은 사회에서 격리된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불안과 우울 등의 정서와 성격의 변화가 발생한다.5) 이러한 정

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룹미술치료는 여러 사람과 함께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신을 표출하는 기회를 제

공하여 노인환자의 우울감 감소와 자존감을 키우는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이 될 

수 있다. 

  미술치료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 자신에 대한 인식과 갈등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환자들의 정서를 안정화시키는 대표적인 치료방법이다. 즉, 그림을 통

해 마음 깊은 곳에 갇혀 있는 내적 욕구와 심리적 상황을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통해 직접 표출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어 자신이 처

한 상황들을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부

여 하게 된다. 이러한 미술치료를 집단으로 진행하게 되면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감정 표현이 서투른 노인환자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

주어 서로간의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키고, 독립심을 향상시키며 긍정적인 자존

감을 촉진시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된다.6) 

  국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 연구로는 집단미술치료가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서 주체성을 지니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7)를 기점으로 엄습해

오는 죽음에 대한 불안 해소 방안으로 활용한 연구,8) 회상을 주제로 한 집단미

술치료가 자존감과 자아통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9) 시설노인의 우

4) 이미경,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전문병원 주간보호 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 대학

원, 2007) p,1

5) 김은정, 「노인여가의 인지 효능도 향상 프로그램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대 대학원, 

1998) p,1

6) Kraus, 1977; 이연희, 2003. 재인용.

7) 김동연, 류정자(2001).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미술치료학회, vol. 

8 no. 1, pp. 103-126.

8) 김순환, 김갑숙(2002). 죽음불안해소를 위한 노인집단 미술치료 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 vol. 9, no. 

1, pp. 99-122.

9) 김안젤라(2004). 회상을 주제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vol. 24, pp. 1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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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감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집단미술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10) 한지를 

매체로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자존감과 생활만족도에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

구11) 등이 있다. 국외에서도 국내의 연구논문들과 비슷하게 노인의 불안과 우울

을 감소시키는데 미술치료가 효과적이라 하였으며,12) Kramer(1994)와 

Gallagher(1995)의 연구에서도 미술치료가 노인의 남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긍정적이고 슬픔과 걱정거리를 줄여주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13) 

  위의 논문들은 집단미술치료가 노인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표된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치매

와 같은 인지기능장애를 지닌 노인환자들 주로 다루고 있어 정상인지를 지닌 노

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선별검사를 

통해 정상인지를 지닌 장기간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

램을 실시하여 집단미술치료가 우울감과 자존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

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과거의 갈등이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자

신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교류를 경험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들의 우울감 및 자존감에 미치는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첫째, 집단 미술치료가 노인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들의 우울감 감소      

    에 효과가 있는가?

                                                            

10) 장미림, (2006). 앞의 논문.

11) 전기흥, 이유라, 고숙경(2007). 한지를 매체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전문요양시설 노인의 자아존중감

과 생활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예논총, vol. 10, no. 2, pp. 317-335.

12) Disabato. B, A, W. (1995). Art Therapy and Reminiscence : A three dimensional life review 

totem with an elder adult female. Master abstracts international 33(5). 1412-1422.  
13) 장미림(2006), 앞의 논문,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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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집단 미술치료가 노인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들의 자존감 향상      

    에 효과가 있는가?

                              

  셋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개인별 그림에서의 우울감 및     

     자존감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가?

3. 연구가설

  위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  하

였다.

  가설 1.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이 노인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들의 우    

        울감을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2.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이 노인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들의 자    

        존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개인별 그림의 우울감 및      

       자존감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4. 용어정리

 1) 우울(depression)

  우울은 인간의 정서적인 기분 변화로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무가치감

을 나타내는 정서 장애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heick와 Yesavage가 1986

년에 개발한 노인 우울 척도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조맹제 외(1990)가 표준화한 

노인 우울 척도로 측정하여 얻은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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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존감(self-esteem)

 Rosenberg(1973)는 자존감(self-esteem)을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존감은 집단미술치료에서 보여

지는 집단구성원간의 상호작용과 작품의 완성도를 나타내는 것과 Rosenberg가 

1973년에 개발한 것을 전병재(1974)가 한국어로 번안한 자존감척도로 측정하여 

얻은 점수를 말한다. 자존감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3) 노인요양병원 장기입원 노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

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14)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

자는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또는 임종을 앞둔 노인 환

자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장기입원 노인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갖춘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노인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6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14) 장미림, (2006). 앞의 논문,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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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심리적 특성

 일반적으로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성격특성의 변화와 지적 능력의 변화로 살펴 

볼 수가 있다. 한 개인의 성격특성은 전생애를 통하여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

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역할과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성격형태를 얻게 되어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연령단계에 따라 전

혀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 직업, 경제적 여건, 건강 수준, 거주지,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각자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갖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소년기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에 통하여 개인의 성격특성 형성에 커다란 몫을 하게 된다.15)

 노인의 성격특성을 살펴보면, 우울감과 고독감의 증가,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

가, 성역할지각의 변화, 조심성과 경직성의 증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증

가,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의 증가, 의존성의 증가 등 7가지 있다.16) 김응일

(1994)은 노인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첫째 조기 정년퇴직과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기능저하가 부적절해짐에 따라 첫째 조기 정년퇴직과 현대사회에서 노인

의 기능저하가 부적절해짐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여 심리상태의 불안정 현상이 생기며, 둘째로 나이가 들면서 가족이나 사

회가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항상 고독함을 느끼게 되어 자

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셋째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며, 넷째로 대화 

상대가 없어짐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하며, 다섯째로 오래 살려

는 욕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17) Simmons(1998)는 노인의 심리적 특징으로서 

가능한 오래 살고 싶은 욕구, 힘든 일로부터 해방되고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보호

받고자 하는 욕구, 집단활동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욕구,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인 소유물, 권리, 권위, 위신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죽음을 

15) 윤 진. (1985). 성인ㆍ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p. 33.

16) 윤 진. (1985). 앞의 책. p. 35.

17) 김응일. (1994). 노인들의 스포츠활동 참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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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엄과 편안으로 맞고자하는 욕구 등이 있다고 했다.18) 또한 윤진(1985)은 노인

에게는 안정욕구, 승인욕구, 지식욕구, 애정욕구, 생존욕구 등이 있다고 말했

다.19) 그러나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조기 정년제 등으로 노인의 고독감, 소외감, 

역할상실 등의 문제점을 더욱 가증시키고 있는 형편이다.20)

 이처럼 노년기의 성격특성에 따른 심리적 변인으로는 주로 낮은 자존감, 낮은 

사회적지지, 실패경험에 대한 부정적 귀인, 스트레스에 대한 비효율적인 대처방

식, 내적 통제성, 가족의 지지, 생활만족도,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이 연

구되어 왔으며, 이들 모든 요인이 노년의 우울에 어느 정도의 상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1) 우울은 노인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로서22)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보다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고독감은 불안과 우울의 주요소로 작용하며, 신체

적·정신적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인의 우울 발생은 나이와 연관된 

심리 사회적 요소들이 기여하기 때문에 노인의 보다 건강한 노화의 적응을 위해

서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23)

 1) 노인의 우울증

 노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의 하나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적 개입을 

하지 못하면 건강이 약화, 일상생활의 능력의 저하 등을 초래한다. 노년기는 신

체 기능의 약화, 직업에서의 은퇴와 사회적 역할 상실, 가족 내에서의 지위와 역

할 상실,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 등으로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노년기 우

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예후가 나쁘고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며, 삶의 질을 저하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 우울의 가장 큰 

요인이 노화에 따른 신체적 상태가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 Simons, C. W., Birkimer, J. C.(1998). An Explaration of Factars Prediction the Effect of 

Aerobic Conditiong on Mood Stat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2, 110-130.
19) 윤 진.(1985). 앞의 책. p. 27.

20) 현승권. (2000). 노년기 여성의 신체활동이 건강관련 심리적 속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p. 2.

21) 박경민. (1994).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노년기 우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p. 5.

22) Goff & Jenike, 1986; Zeiss & Lewinsohn, 1986.

23) Jones & Peters, 1992; 권윤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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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울을 경험한 노인들이 위장병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4)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약 15% 정도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고,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서 우울증상의 빈도가 높다. 특히 여성 노인 

우울증 환자들은 신체질환, 자기 역할의 불만족, 결혼관계 유지 문제 등과 관련

된 우울장애가 많고,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병이 우울증과 더 

관련이 깊다. 또한, 요양원, 병원 등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노인들 가

운데 우울이 많다.

 노인들에게서는 흔히 의존성이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의존성의 증가는 절망

감, 무기력 자기 통제력 저하, 자존감과 자기 가치의 저하 등을 일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우울증이 된다. 불

행히도 노인의 우울증은 쉽게 간과되어 치료가 되지 않기도 한다. 노인의 우울증

이 치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때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25)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용돈이 

많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26) 또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더 낮은 우울상태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병하(1999)는 여자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중소도시 거주자일수록 우울정도가 심하였고, 자녀,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

이 적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하다고 밝히고 있다.27) 또 이종범, 정성덕(1985)의 

연구 결과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낮은 우울 상태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이 있는 노인이 무직인 노인보다 우울이 더 낮으며 특

히 비 취업 상태인 은퇴는 은퇴한 후의 기간에 따라서도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노인에서 볼 수 있는 우울 증상은 정동 변화, 인지 변화, 행동 변화, 신체 증상 

등을 들 수 있다. 노인에서는 슬픔, 죄책감,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집착, 허무감, 

무력감 등 우울에 따른 정서적 증상뿐만 아니고 식욕감퇴와 체중감소, 수면장애, 

24) Birren & Schaie, 1990; 조희경. (2008). 노인전문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성질환자의 우울감소 및 

일상생활 능력에 대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5

25) 장미림. (2006). 앞의 논문, p. 7.

26) 신효식, 서병숙. (1992).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가 노부모의 심리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 한

국노년학, 12(2), 99-108.

27) 김병하. (1999). 유배우 노인의 우울정도와 관련 요인분석. 경산대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8) 이종범 정성덕. (1985). 노인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4(3), pp,4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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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연, 변비 등 시체적인 증상도 동반한다. 노인에서 우울의 

신호가 될 수 있는 인지변화는 개인의 기억력 저하, 신뢰 불능, 편집증, 초조, 과

거에의 집착, 죽음에 대한 생각을 포함한다. 우울한 노인은 일상활동을 완수하기 

어려움, 식욕변화, 수면양상의 변화, 과거에 친했던 사람이나 과심의 철회와 같

은 행동 변화를 보인다.29)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은 신체적 호소가 많고 자살위

험성이 높으며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울 대상자는 위축된 행동과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데,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

해 고립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반면 의존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양가반

응을 보이기도 하므로 치료자는 조용하며, 따뜻하게 그리고 수용적인 자세를 취

해야 한다. 우울증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치료, 전기 경련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

관계 치료, 집단 치료 등이 있다.30)

 약물치료는 대상자의 증세를 경감시키지만 대상자의 장애를 유발시키는 정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항우울제는 우울증 대상자의 정서를 향상시키기 

위해 투여된다. 대상자의 활동 정도를 증가시키고, 입맛을 좋게 하고, 수면양상

을 개선시킨다. 또한 정서를 고양시키고 자기비난을 감소시킨다. 항우울제는 치

료적 효과와 더불어 일시적 부작용을 일으킨다. 경한 부작용은 구강건조, 어지러

움, 비강울혈 등이고, 심각한 부작용은 변비, 요 정체, 떨림, 심장수축의 지연 등

이다. 이러한 약물 부작용의 위험성은 대사가 느린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전기 경련치료는 1937년에 Ugo Cerletti와 Lucio Bini에 의해 처음 사용된 방

법으로 뇌의 한쪽 또는 양쪽에 70~150 volt의 전압에 0.1~1초 동안의 자극을 

주는 것이다. 이는 심한 우울증, 특히 자주 재발하고 약물에 내성이 있는 대상자

에게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전기 경련치료는 기억손상 및 심한 혼돈 등의 후유증

을 일으킨다.31)

 인지적 행동치료는 개인적 신념과 태도를 개성시키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노인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나

는 바보야’, ‘나는 늙고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늙기는 늙었나 봐,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라고 평가한다. 우울증상이 있는 노인들은 상황을 최악의 상태

로 결론짓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요소들에 

29) 이경순, 하양숙 외. (2000). 정신건강 간호학. 서울: 현문사. p, 14.

30) 이경순, 하양숙 외. (2000). 정신건강 간호학. 서울: 현문사. p. 17.

31) 이경순, 하양숙 외. (2000). 앞의 책,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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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두지 않는다. 인지적 행동치료는 노인들 스스로 자신의 현실이며 미래라

고 생각해 버리는 이러한 비관적인 생각을 중지시키거나 수정하게 해서 우울증

을 유발하는 개인적인 신념과 태도를 보다 건강하고 현실적으로 바꾸게 한다. 

 대인관계 치료는 현재의 대인관계 장애가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현재의 우울증

을 악화, 고착시킨다고 보고 대인관계를 호전시켜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

이다. 우울증 노인들은 노는 것을 잊어 버렸다고 할 정도로 수동적 행동을 보이

는데 자신감의 회복이나 왜곡된 사고의 교정, 사회성 기술 등을 향상 시켜야 한

다. 방안으로는 노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요가나 명상하기, 예술작품 감상하

기, 하루 물 8컵 이상 마시기, 노래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등이 있다.32)

 집단 치료는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거나 

죄의식을 공유하여 감소시킬 수도 있으며, 현실감을 갖게 할 수도 있어 많은 면

에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행동 양식을 점차 포기하게 되

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유형을 학습할 수 있다.33)

 2) 노인의 자존감

 인간은 노년기에 들어감에 따라 감각적, 인지적 상실, 가족과 친구의 상실, 가

정의 상실, 소득과 직업의 상실, 건강의 상실 등으로 고통을 받는데, 이러한 상

실감은 자아개념의 각 구성요소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며, 이러한 상실로 인해 자

존감이 저하되고 자존감의 상실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한 나머지 살아갈 욕

망을 잃게 만드는 것으로, 역할의 상실도 그 원인이 된다.34)

 Krause(1987)에 따르면 노인의 자존감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신뢰, 사랑, 돌

봄, 가치감 보장이 제공될 때 강화된다고 하였고, Dowd(1975)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힘의 약화로 환경에 대한 조절능력이 불가능해지고 그 결과 자존

감이 저하된다고 하였다.35) Lin and Hunter(1979)는 자존감이 높은 노인은 환

경에 대한 통제력이 높으면 좀 더 젊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36) 또한 

32) Blommfield, H. H., & Williams, P. M.(1998). How to Heal Depression. Academy Book.

33) 장미림. (2006). 앞의 논문, pp. 7-10.

34) 오미나. (2002).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 죽음불안 및 우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35) Dowd, J. J.(1975).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0, pp. 

584-596.

36) Lin, M. W., and Hunter, K.(1979). Preception of Age in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hgy, 30(4), pp. 4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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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자신과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고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개

인은 타인의 행동에 비추어진 자아를 보게 된다. 따라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

이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면 자기 스스로도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고 그

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가치를 인정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37)

 자아개념은 전 생애에 걸쳐서 계속 발달하며, 노화와 관련된 생리적 변화와 삶

의 과도기적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노년기의 자아개념은 비교적 안정적

이지만, 자존감은 노년기에 수반하는 역할 변화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과거의 

성공적인 성취가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게한다.38) 개인의 자존감은 행동을 결정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모든 일에 적

극적이며 성취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39)

 노년기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 상태별로 홍주우(1999)의 연구에

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의 자존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독신, 별거 

중, 사별, 이혼 순이다.40) 교육 수준별로는 박현숙(1995)의 연구결과 학력이 높

을수록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41) 여가활동에서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노

인의 자존감이 취미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노인의 자존감보다 높다고 

Parent(1984)는 보고 하였다.42)

 건강은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자신을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노

인은 장래에 대해 낙관적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고, 병에 걸려 있을 경우 자존

감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43) 또한 Robin(1968)은 질병은 

일상생활에 큰 위협을 주는 사건으로서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 자기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자존감의 상실을 초래한다고 하였다.44) 이렇듯 노인이게 있어 자

37) 박현숙. (1994). 집단인지요법이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고독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38) Matteson, M. A., McConnell, E. S., & Linton, A. D.(1997). Gerontological Nursing.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pp. 4-69.

39) 전병재. (1972). 자아개념 이론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 29. pp. 103-118.

40) 홍주우. (1999).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 박현숙. (1994). 앞의 논문, p. 40.

42) Parent, C. J. (1984). Are Physical Activity, Self-Esteem, Depression Related?.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0(9), pp. 8-10.

43) 김은주. (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결속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44) Robin, R.(1968). Body Image and Self-Esteem. Nursing Outlook, 16(6), pp. 45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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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감의 저하는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2. 노인 집단미술치료

 1)시설노인

 (1) 노인시설

 시설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에서 생활함으로써 부양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를 말한다. 노인 복지 시설에는 크게 시설보호와 재가 보호 두 가지로 나뉘

다. 시설보호는 노인 주거보호시설과 노인 의료보호시설로 나뉘고 재가 보호는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시설보호 중에서 

노인의료보호시설중 하나인 노인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여기서 노인의료

보호시설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45)

 노인의료보호시설은 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요양시설,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으로 나뉘어진다.

 ① 무료 요양원

 무료 요양원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기타 일

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자는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

요로 하는 노인이다.

 ② 실비 요양원

 실비 요양원은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자는 실비보호대

상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③ 유료 요양원

 유료 요양원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

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을 말하며 입소대상자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노

45) 장미림, (2006). 앞의 논문,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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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다.

 ④ 무료 노인전문요양원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자는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중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다.

 ⑤ 유료 노인전문요양원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중증 노

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⑥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자

는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또는 임종을 앞둔 노인 환자

이다.46)

  (2) 시설노인의 특성

 노인의 정서적 변화는 신체 외적 상화에 대한 반응으로 불안, 격노, 슬픔, 기쁨, 

놀라움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경계하게 되

기도 하며 불안감의 증폭은 우울한 감정과 고독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문제해결

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해동이 옳지 않거나 이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익숙해 있는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이를 여전히 계속하는 행동의 경

향을 나타내며, 조심성도 증가하게 된다. 또 흥미범위도 축소되고, 모든 일에 의

욕과 결정이 줄게 되며, 고독감과 쓸쓸함을 갖게 된다.47)

 이렇듯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와는 다른 감정들을 더 가지게 되는데, 시설노

인들은 주거지의 변화로 인해 그들이 가지는 감정의 변화는 더 커지게 된다. 특

히 <시설 생활 증후군(syndrome of facility residence)>이라는 용어에서 수동

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되는 우울의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상

46) 장미림. (2006). 앞의 논문, pp. 12-13. 

47) 윤진, 1985; 유경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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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지능, 언어 신진대사, 수면, 식욕 등의 장애를 초래하

게 된다.

 주거지의 이동은 친숙한 생활의 근거지를 떠남으로써,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인 

애착을 단절 시키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은 사

망률의 증가, 건강 악화, 의기소침, 우울 등의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의 거주지 이전에 대한 반응은 주로 혼동, 불안, 우울, 

외로움, 불면, 위축, 의존성, 상실감, 피로, 안절부절 등으로 나타났고 심하면 자

살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48) 하지만 시설에 기거하는 것이 노인에게 부

정적인 정서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모여 동병상련

의 아픔을 함께하며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9)

  (3) 노인 집단미술치료

 미술활동은 인간의 심상을 시각화해 놓은 것이며, 인간의 심상은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노인들은 자신의 갈등, 욕구, 생각 등을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미술활동을 함으로써 노인 자신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드러내 주며,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게 해 준다. 

심상이 시각화된다는 미술의 특수성에 의해 노인의 정신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미술활동은 소근육, 대근육, 시지각 활동 등을 필요로 한다. 그리기, 칠하기, 만

들기, 붙이기, 오리기 등의 미술활동은 재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다양한 

미술매체는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심리적인 표현을 하게 한다. 노년기의 창

조적 활동과 관련된 미술치료는 노인 자신의 삶 전체를 회고하고 미래의 삶을 

총합할 수 있는 정체성 발견이라는 의미에서, 노인뿐만 아니라 노년기를 준비하

는 사람에게도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역할을 한다. 

 건강한 노인에게는 창조성과 더불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사

회적 문제를 예방하며, 질환이나 심리적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는 치료적 관점에

서 미술치료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노인 개인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기

48) 김순이. (2002). 시설 거주 노인의 생활양식 분석-요양원 거주 노인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22(2), 

pp. 61-74.

49) 장미림. (2006). 앞의 논문,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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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들을 고려하여 미술치료의 목적과 방법을 설정해야 하며, 병이나 장애로 인한 

심리적, 심리사회적 후속현상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인치료

의 일반적 목적은 다른 연령의 미술치료와는 달리 노인들에게 그들이 살아온 삶

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을 극복하고 삶을 

마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노인미술치료는 치료대상과 방향,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크게 네 종류로 분류 할 수 있다50)

 ① 정서영역

  가. 문제표현을 비언어적으로 할 수 있고 억제된 감정 표현으로 카타르시      

  스를 경험한다.

  나. 심리적 안정을 통해 긴장을 이완하고 자신감의 인식과 자기수용력을       

  함양한다.

  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② 인지영역

  가. 회상을 통한 기억력을 자극하고 활성화하여 자기인식과 고찰의 기회를     

   갖는다.

  나. 미술매체사용 및 활용을 통한 현실감각을 유지한다.

  다. 창의력을 활성화하며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능력을 향상한       

  다. 

  라. 갈등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며, 집중력이 향상된다.

 ③ 감각 및 운동 영역

  가. 오감 자극에 대한 반응이 향상되고, 협응력이 높아진다.

  나. 대근육과 소근육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다. 재료에 대한 통제력이 증가한다.

  라. 손의 근육작용을 발전시키고 언어 능력을 개선한다.

  마. 손상된 뇌의 문제점을 회복하는 재활적 관점을 향상시킨다.

 ④ 심리사회 영역

  가. 집단생활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개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경험을 나눌 기회를 갖는다.

50) 조희경, 2008; 정여주, 2003, 2005; Ganb & Linde, 2004; Menzen, 2004; Eetzold, 1985; 

Schoeneberg, 2002; Weiss, 1984; Weng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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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상생활에 적응하며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의 통합성을     

   함양한다.

 따라서 노인미술치료는 창의적이고 자기실현적이며 장애로 인한 감각기능과 감

각운동의 장려, 심리사회적 적응과 같은 재활의 목적도 있다.51) 또한, 노인미술

치료의 접근은 미술활동을 통해 미술치료가 심리치료로서의 활용을 내포하고 있

으며, 독특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집단미술치료는 내담자가 집단 활동을 통하여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자연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내담자들에게는 언어 이

외에 미술이라는 매체로 의사소통을 하게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

도록 해준다.52)

  얄롬(Yalom)이 언급한 집단치료의 치유인자 중 노인 우울증상에 유용한 것은 

첫째, 사회 서비스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기존의 정보를 제공하

는 것. 둘째, 재사회화와 재동기화를 일으켜 노년기의 고독과 격리에 대응하게 

하고 의미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의 강화. 셋째, 노화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일어나는 자존심의 고양. 넷째, 

자기연민, 죄책감, 실패의 느낌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얻어지는 감정정

화. 다섯째 불안을 감소시키고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 설명하고 있

다.53)

 집단치료에 미술을 도입한 집단미술치료의 장점은 자발적으로 많은 경험을 표

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없이 먼저 미술 재료에 그들의 감정을 표

현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 표출이 위협적으로 느껴져 집단을 회피하는 사람들

에게 유용하다. 또 작품 자체가 집단과 개인에게 상징적으로 의미를 줄 수 있어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자기표현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집단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 개인적 경험과 집단적 경험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신체적, 정서

51) 정여주. (2003).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52) 장미림. (2006). 앞의 논문, p. 15.

53) Yalom, Irvin D.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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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언어표현이 힘든 노인들에게 집단미술치료는 자기표현 및 

감정표출의 도구가 될 수 있다.54)

 미술치료의 기법과 재료의 사용은 대표적으로 노인의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관점에 부합되는 것이며, 또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인지 기능의 저하와 감각운

동의 장애들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노인미술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의 피할 수 없는 주제인 죽음에 대해 능동적으로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미술치료는 노인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을 개발하는 예술적, 창의적인 

것으로 노년기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미술활동을 통하여 노인에

게 삶의 건강한 측면을 끌어낼 수도 있다. 또한 미술치료는 노년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병의 감소 및 회복과 병으로 인한 심리적 부란감과 두려움 및 

우울감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미술치료는 바로 삶의 황혼기에 

만나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이며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한 도전이다.55)

54) 장미림. (2006). 앞의 논문, p. 16.

55) 정여주. (2003).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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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남 M군에 위치한 공립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들로서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가운데, 한국판 간이정신진

단검사(MMSE-K)에서 정상 인지상태로 간주하는 24점 이상에 속하는 총 10명

의 노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을 실험집단 5명, 통제집단 5명으로 무선배치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특징을 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남녀 비율은 

남성 2명 여성3명으로 같았고, 학력은 무학이 가장 많았으며, 중졸, 고졸 순이었

다. 종교는 기독교 5명, 무교 4명, 불교 1명으로 기독교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

는 없음이 8명으로 대부분 사망한 경우가 많았고, 입원사유로는 뇌졸증으로 인

한 휴유증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표 Ⅲ-1>에 제

시하였다. 

<표 Ⅲ-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성명 나이 성별 교육정도 종교 배우자 자녀수 증상 MMSE-K

실

험

집

단

A 70 여 무학 기독교 유 3남4녀 뇌졸증 25

B 74 남 고졸 기독교 무 2남1녀 뇌졸증 26

C 76 여 무학 무 무 1남4녀 뇌졸증 25

D 67 여 무학 불교 무 2남3녀 뇌졸증 24

E 71 남 중졸 기독교 무 3남 뇌졸증 24

비

교

집

단

F 72 여 무학 무 무 5녀 뇌졸증 25

G 70 여 3년교육 무 유 2남3녀
당뇨, 

관절염
25

H 76 여 무학 무 무 2남4녀 뇌졸증 24

I 75 남 중졸 기독교 무 3남3녀 뇌졸증 26

J 69 남 무학 기독교 무 2남5녀 뇌졸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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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설계

 본 프로그램의 실험설계는 사전ㆍ사후 설계로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

을 대상으로 집단미술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험집단 노인들은 집단미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통제집단 노인들은 치료적 개입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미

술활동을 실시하였다.

     O1,O3 : 사전검사

     O2,O4 : 사후검사

     X1 :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3. 측정도구

 1) 인지적 기능 척도 : Mini-Menter Sate Exanmination(MMSE-K)

 노인들의 인지기능 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인지적 기능척도로서 미국의 

Folstein이 개발한 Mini-Menter Sate Exammination(MMSE)을 박종한, 권영철

(1989)이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한국판 간이정신진단 검사

지(MMSE-K)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기능 척도 검사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

다. 

 12문항으로 이루어진 본 도구는 시간 지남력 5점, 장소 지남력 5점, 기억 등록 

3점, 주의력 및 계산 5점, 기억회상 3점, 언어기능 7점, 이해판단 2점 등 총 30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능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

다. 인지장애의 평가기준은 24점 이상은 정상, 18~23점은 경증 인지장애, 17점 

이하는 중증 인지장애로 간주된다. 본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77 이

었다.

 2) 우울 척도 : 노인 우울 척도 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

 우울 척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Sheikh와 Yesavage가 1986년에 개발한 노인우

실 험 집 단 O1 X1 O2

통 제 집 단 O3 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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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척도(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조맹제 등(1999)이 표준화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 검사지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총 15문항의 자기보고식으로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0~15점의 점수범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상태가 심하다고 보고 있다. 

본 척도는 다양한 노인집단에서 우울 증상 측정 도구로서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널리 입증되어(김창윤, 2001), 노인들의 우울 측정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

다. 평가기준은 대개 5점 미만이면 정상, 5~9점이면 우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보며, 10점 이상이면 거의 우울증으로 진단한다. 본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한

국어판 연구에서 Cronbach = .84 이었다.

 3) 자존감 척도 : Self-Esteem Scale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는 Rosenberg가 1973년에 개발한 것을 전병

재(1974)가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이용한 것이다. 자존감 척도 검사지는 <부

록 3>에 제시하였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 =.85였으며, 긍정적 문항이 5문항, 부정적 문항

이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 수준의 Likert

식 척도로 되어 있고,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 신뢰도는 Cronbach =.71이었다.

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은 노인의 성격과 발달특성을 고려하

여 구성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주제와 구성요소는 <표 Ⅲ-2>와 같다.

 초기 단계(1-3회기)는 노인들이 미술매체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참여자간

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단계로서 별칭짓기와 목걸이를 만들어 선물하기, 데

칼코마니 작업을 통해 친숙한 매체의 경험을 가지게 하고 미술매체와 집단원간

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탐색 단계(4-8회기)는 생활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탐색해보기 위해서 감정꼴라

쥬, 나의 아픈곳은, 나의 얼굴표정 그리기, 복주머니 그리기, 즐거웠던 일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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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회 
기

주  제 내  용
시  
간

초기 단계

친밀감 형성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 안내

초기 그림검사 ‧ KHTP 초기검사

1 별칭 짓기
‧ 별칭 정하기

‧ 자기소개하기
60분

2 함께 만들어요!
‧ 신뢰감 형성

‧ 사탕으로 목걸이 만들어 서로 걸어주기
60분

3 데칼코마니
‧ 물감의 번짐으로 우연하게 표현된 것에서 숨은 그 

 림을 찾음으로서 감정과 사고 탐색하기
60분

탐색 단계

부정적 

감정과

사고의 

탐색과

대안방법 

탐색

4 감정 꼴라쥬

‧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자동 사고 탐색, 대안법 찾기

‧ 여러 가지 상황의 사전을 오려 붙여서 부정적인 사

고와 감정 경험하기

60분

5 나의 아픈 곳은?

‧ 자신의 아픈 곳을 찾아 색으로 표현하기

‧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경험하기

‧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 탐색 하기

‧ 대안법 찾기

60분

6
나의 얼굴표정 

그리기 ①

‧ 생활 속의 감정을 나의 얼굴로 표현하여 현재와 

 과거,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살펴보기
60분

하는 작업활동 등으로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사고와 감정을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여 집단원들간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과 환경에 대한 사고

와 감정의 이해를 도와 심리적 안정을 가질수 있도록 하며, 사고와 감정에 대한 

대안적 방법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실행단계(9-13회기)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감각기관을 

이용한 만들기와 칭찬해 주세요, 꽃밭 만들기, 나의 얼굴표정 그리기, 나를 꾸미

기 등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을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집단원간의 지지와 수용, 상호작용을 통한 이해와 수용성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의 재경험을 갖게하여 무력감과 상실감

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종결단계(14-18회기)는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시키

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와 타인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안

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지속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Ⅲ-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내용



- 22 -

7 복 주머니 
‧ 자신과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 탐색하기

‧ 복주머니에 소중한 추억을 담아본다.
60분

8 즐거웠던 일①

‧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감정을 탐색하기와 재경

험하기

‧ 최근에 있었던 가장 즐거웠던 일이나 행복했던 일을 

생각하여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그때의 사고와 감정

을 재경험 해보기

60분

중기 그림 검사 ‧ KHTP 중기검사

실행 단계

인지 재경험

9 나의 살던 고향
‧ 어린 시절 가장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그때의 사고와 감정을 재경험 해보기
60분

10
칭찬 해 주세요

사탕 메달 만들기

‧ 칭찬받을 만했던 일을 떠올리며 사탕으로 메달을 만

들어 스스로에게 상을 준다.

‧ 긍정적인 사고 경험하기

60분

11 꽃밭 만들기
‧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감정을 탐색하기와 재경

험하기
60분

12
나의 얼굴표정 

그리기 ②
‧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 경험하기 60분

13 나를 꾸미기
‧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지속하기

‧ 전신상의 자신의 모습을 그린 후 꾸며보기
60분

종결 단계

교정된 인지 

지속하기

나의 타인에 

대한 사고와 

감정 

지속하기

14 아름다운 나의 손

‧ 손 본뜨기와 자신의 장점과 서로의 좋은점을 칭찬하

기

‧ 손을 통한 자신의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 형성

60분

15 즐거웠던 일 ② ‧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지속하기 60분

16 조각그림으로 

협동작품 만들기

‧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지속하기

‧ 사포 위의 각 그림을 색칠한 후 조각그림을 순서에 

맞춰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기

60분

17 소망나무 만들기

‧ 손바닥을 대고 모양을 본뜬 후 예쁘게 채색하고 가

운데에 소망을 적고 오려낸다

‧ 오려낸 손바닥모양을 준비된 나무 위에 붙여 울창한 

나무를 만든다

‧ 긍정적 인지 지속하기

60분

18 작품 전시회

‧ 프로그램을 종결하면서 작품 전시하기

‧ 자신들의 작품을 통하여 긍정적인 사고로 인한 자존

감 향상과 만족감 형성

60분

종결 그림 검사 ‧ KHP 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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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절차

 본 연구는 집단 미술치료가 시설노인의 우울 및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2008년 6월 9일부터 2008년 6월 13일까지 실시

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판 간이정신진단 검사(MMSE-K)를 이용하여 정상 범주

안의 노인을 선별하였다. 그 이후 사전검사의 척도를 측정하기위해 노인우울검사

(SGDS)와 자존감 검사(SES)를 실시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총 18회기로 2008년 6월 18일부터 2008년 10월 

15일까지 주 1회씩, 한 회기에 60분간, 노인요양병원 내 사회복지사실에서 집중

력이 있고 한가한 시간대인 오전 10시에 실시하였다.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명과 물리치료사 1명의 보조교사가 함께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와 

보조 진행자가 Program 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인들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

를 관찰하였고, 초기, 중기, 후기에 그림검사인 KHTP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정서

적인 변화를 알아보았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는 2008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노인우울검사(SGDS)와 자존감검사(SES)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6.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사전, 사후 검사에 대해 실험집단과 대조집단간 차이가 존재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수적 접근방법과 비모수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모수적 

접근방법에서는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에 두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이용하고(독립표본 t검정), 비모수적 접근방법에서는 순위합을 이용한다

(Mann-Whitney 검정). 정규성을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Kolmogorov-Smironov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우울감 검사결과는 정규성

을 따르지 않았으나(P=0.002), 자존감 검사결과는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P=0.200). 그래서 우울감 검사에 대해서는 비모수분석인 Mann-Whitney와 

Wilcoxon검정을 이용하였고, 자존감 검사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4.0이 활용되었다. 노인들의 행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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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 분석는 치료과정 60분을 매회기 캠코더로 녹화하여 질적으로 비교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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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1) 우울에 대한 집단별 변화

 본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가 장기입원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우

울감 검사결과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우울감 분석에

서는 실험집단과 대조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순위합을 이용한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고, 문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Wilcoxon 

검정을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검사 점수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1>와 같다.

<표 Ⅳ-1> 우울의 집단별 사전-사후 검사 비교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Z 유의확률

사전실험
실험집단 5 10.6 1.34

0.454 0.690
대조집단 5 10.2 1.10

사후실험
실험집단 5 5.2 1.30

2.652 0.008
대조집단 5 8.8 1.48

 <표 Ⅳ-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 검정을 실

시한 결과 Z값 0.454이고 유의확률이 0.690으로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실험집단에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대조집단에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후, 우울감 변화를 확

인해본 결과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Z=2.652, P=0.008). 다시 말하면 집단미술치료를 받은 실험집단이 그렇지 않은 

대조집단에 비해 우울감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Ⅳ-1>에서는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과 후의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우울 수준 변

화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미술치료가 우울 수준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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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집단별 사전ㆍ 우울 수준 변화

 2) 각 대상자별 우울수준의 사전‧사후 변화량

 집단미술치료가 노인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개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2>와 같다

<표 Ⅳ-2> 개인별 우울 수준의 초기·후기의 점수 비교(n=5)

A B C D E 평균

사전 12 12 9 10 10 10.6

사후 5 6 3 6 6 5.2

변화량 7 6 6 4 4 5.4

 <표 Ⅳ-2>에 의하면, 시설 노인들의 우울수준은 15점 만점에 초기평균점수 

10.6점에서 후기평균점수 5.2점으로 평균점수 5.4점점이 감소하였으며, 집단원 

모두가 최저 4점에서 최고 7점까지 우울점수가 감소하였다. 

 개인별로 살펴보면, 집단원 A가 12점에서 5점으로 제일 많이 감소하였고, B가 

12점에서 6점, C가 9점에서 3점, D와 E가 10점에서 6점 순으로 우울 점수가 

감소하였다.

 3) 검사지 문항별 우울수준의 사전‧사후 변화량

 집단미술치료가 노인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사지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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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문항별 우울수준 사전-사후 검사 비교 

                                                                (n=5)

구  분 평균 표준편차 Z 유의확률

문항1
사전 1 0.00

2.000 0.046
사후 0.2 0.45

문항2
사전 0.8 0.45

1.732 0.083
사후 0.2 0.45

문항3
사전 0.6 0.55

1.000 0.317
사후 0.4 0.55

문항4
사전 1 0.00

1.414 0.157
사후 0.6 0.55

문항5
사전 0.8 0.45

1.000 0.317
사후 0.6 0.55

문항6
사전 0.4 0.55

1.414 0.157
사후 0.0 0.00

문항7
사전 0.8 0.45

1.732 0.083
사후 0.2 0.45

문항8
사전 0.2 0.45

1.000 0.317
사후 0.0 0.00

문항9
사전 0.2 0.45

0.000 1.000
사후 0.2 0.45

문항10
사전 0.4 0.55

0.000 1.00
사후 0.4 0.55

문항11
사전 1.0 0.00

1.732 0.083
사후 0.4 0.55

문항12
사전 1.0 0.00

1.414 0.157
사후 0.6 0.55

문항13
사전 0.8 0.45

0.000 1.000
사후 0.8 0.45

문항14
사전 0.6 0.55

1.732 0.083
사후 0.0 0.00

문항15
사전 1 0.00

1.414 0.157
사후 0.6 0.55

 유의수준 0.05로 분석을 실시하면 유의미한 문항이 문항1에 한정되므로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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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유의수준 0.1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0.1로 Wilcox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문항1, 문항2, 문항 7, 문항 11, 문항 14에서 우울 수준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집단미술치료가 우울감의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효과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전과 사후의 변화가 없는 문항인 문항 

9, 10, 13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미술치료는 기력과 기억력에는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2.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의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1) 자존감에 대한 집단별 변화

 본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가 장기입원 노인의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자

존감 검사결과는 정규성을 만족하므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설문항목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검사 점수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자존감의 집단별 사전-사후 검사 비교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사전실험
실험집단 5 2.76 0.34

0.700 0.504
대조집단 5 2.62 0.29

사후실험
실험집단 5 3.36 0.24

2.812 0.023
대조집단 5 2.84 0.34

 <표 Ⅳ-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 검정을 실

시한 결과 t값 0.700이고 유의확률이 0.504으로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실험집단에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대조집단에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후, 자존감 변화를 확

인해본 결과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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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812, p=0.023). 다시 말하면 집단미술치료를 받은 실험집단이 그렇지 않은 

대조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Ⅳ-2>에서는 집단미

술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과 후의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자존감 수준 변

화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미술치료가 자존감 수준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가 장기입원 노인의 자존감을 증가 시킨다는 것이 입증되

었으므로 가설2은 수용되었다.

<그림 Ⅳ-2> 집단별 사전ㆍ사후 자존감 수준 변화

 2) 각 대상자별 우울수준의 사전‧사후 변화량

 집단미술치료가 노인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의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개인별

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5>와 같다.

<표 Ⅳ-5> 개인별 자존감 수준의 초기·후기의 점수 비교 (n=5)

A B C D E 평균

사전 25 23 29 31 30 27.6

사후 32 31 33 37 35 33.6

변화량 7 8 4 6 5 6

 <표 Ⅳ-5>에 의하면, 시설 노인들의 자존감 수준은 50점 만점에 초기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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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점에서 후기평균점수 33.6점으로 평균점수 6점이 증가하였으며, 집단원 모

두가 최저 4점에서 최고 7점까지 자존감점수가 증가하였다. 

 개인별로 살펴보면, 집단원 B가 23점에서 31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A

가 25점에서 32점으로, D가 31점에서 37점으로, E가 30점에서 35점으로 C가 

29점에서 33점 순으로 자존감 점수가 증가하였다.

 3) 검사지 문항별 자존감 수준의 사전‧사후 변화량

 집단미술치료가 노인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의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사지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6>과 같다.

<표 Ⅳ-6> 문항별 자존감 수준 사전-사후 검사 비교

                                                               (n=5)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문항1
사전 3.2 0.84

1.633 0.178
사후 3.6 0.55

문항2
사전 3.0 0.71

2.449 0.070
사후 3.6 0.55

문항3
사전 2.6 0.55

4.000 0.016
사후 3.4 0.55

문항4
사전 2.2 0.84

- 0.001
사후 3.2 0.84

문항5
사전 2.0 0.71

2.449 0.070
사후 2.6 0.55

문항6
사전 3.0 1.22

1.500 0.208
사후 3.6 0.55

문항7
사전 2.8 0.45

4.000 0.016
사후 3.6 0.55

문항8
사전 3.2 0.45

-1.633 0.178
사후 2.8 0.84

문항9
사전 2.4 0.55

2.138 0.099
사후 3.2 0.84

문항10
사전 3.2 0.84

4.000 0.016
사후 4.0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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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K-HTP 사전검사 K-HTP 중간검사 K-HTP 사후검사

A 

 

<그림 Ⅳ-3>
A의 K-HTP 사전그림

 중앙에 집을 그리고 목과 몸
통의 절반만 있는 사람을 표현
하였다. 좌측 상단과 우픅하단
에 가지가 선으로 표현되어 있
는 나무를 그렸다. 그림의 하
단에 손주의 이름을 적었고, 
집 그림에 마루와 방이라고 적
었다.

<그림 Ⅳ-4> 
A의 K-HTP 중기그림

화면의 절반이 넘는 크기로 중
앙에 집을 그렸다. 집은 구획
으로 나눠서 글씨를 써 넣었
다. 집 안에 다리가 없는 사람 
두명을 그렸으며 손가락이 선
으로 강조되었다. 집의 하단에
는 손녀의 이름을 적었다. 좌
측 상단에는 열매가 열리는 나
무를 그렸다.

<그림 Ⅳ-5>
A의 K-HTP 사후그림

좌측 상단에 집을 그렸고, 집
과 분리되어 춤을 추고있는 자
신의 모습을 그렸다. 우측에는 
나무가 있으며 큰 열매가 맺었
다고 하였다.

 유의수준 0.05로 Wilcox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문항3, 문항4, 문항 7, 문항 

10에서 자존감 수준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집단미술치료가 실패감

은 낮아지고 자기효능감과 만족도는 높아져 자존감 향상에 효과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전보다 사후의 점수가 낮은 문항인 문항 8에서 알 수 있

듯이, 집단미술치료는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의 변화

1) 개인별 그림의 변화 (K-HTP)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인 우울감과 자존감

에 대한 변화를 중심으로 본 프로그램의 진행단계에 따라 초기, 중기, 종결 단계

별로 분석하였다. 단계별로 연구자가 관찰한 내용을 관찰하여 분석할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표 Ⅳ-7>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에 따른 K-HTP 사전‧중간‧사후 개인별 그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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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K-HTP 사전검사 K-HTP 중간검사 K-HTP 사후검사

B <그림 Ⅳ-6>
B의 K-HTP 사전그림

 전반적으로 필압이 약하며, 중
앙에 큰 테두리를 그려 집을 표
현하였다. 테두리 안쪽의 좌측
에는 팔이 없는 사람을 그렸고, 
우측에는 줄기가 두껍고 가지와 
잎사귀가 거의 없는 나무를 그
렸다.

<그림 Ⅳ-7>
B의 K-HTP 중기그림

 가운데 지붕과 기둥과 지면선
으로 된 집을 그렸고 집의 좌우
로 수관이 수직으로 긴 나무를 
그렸다. 우측 집과 나무 사이에 
사람을 그렸으나, 형태가 명확
하지는 않다.

<그림 Ⅳ-8>
B의 K-HTP 사후그림

 좌측 상단에 집을 그렸으며, 
문과 손잡이를 표현했다. 우측
상단에는 비교적 줄기와 수관이 
구분되고 수관이 풍성한 나무를 
그렸다. 집과 나무 사이에 사람
을 그렸으며, 눈과 코와 입이 
표현되었고, 몸과 팔과 다리가 
구분이 되도록 그렸다.

C

<그림 Ⅳ-9>
C의 K-HTP 사전그림

 전반적으로 필압이 강하였으
며, 짧고 겹쳐지는 터치로 표현
하였다. 사람은 옆얼굴로 부분
부분 음영을 넣었으나 외곽선은 
뚜렷하지 않으며, 한손에는 선
풍기를 그렸다. 인물 좌측에는 
기둥과 지붕만 있는 집을 인물
의 1/3크기로 그렸고, 인물의 
우측에는 인물보다 더 길고 꽃
처럼 생긴, 뿌리가 투시되어 보
이는 솔나무를 그렸다. 나무 옆
에는 날고 있는 새를 그렸으나 
새의 날개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고 각 요소들의 하단에는 
그림자가 표현되었다. 가장 마
지막에 각 요소들을 감싸는 테
두리를 짧은 터치고 정성들여 
그렸다.

<그림 Ⅳ-10>
C의 K-HTP 중기그림

 중앙 하단에 표현되었고, 집을 
가장 먼저 그렸다. 기둥과 지붕
으로 이뤄진 집에는 문과 창문
이 표현되었고, 지붕에 음영을 
넣는데 시간을 절반이상 소요되
었다. 집 밑으로는 그림자를 그
렸다. 지붕 밑에 집으로 들어가
는 사람을 표현했고 손과 발이 
선으로 뾰족하게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무라고 말하며 해
바라기를 그렸다. 뿌리가 꽃보
다 컸으며 잎사귀들이 위를 향
하였고, 인물보다 2배정도 큰 
크기로 표현되었다.

<그림 Ⅳ-11>
C의 K-HTP 사후그림

 집을 가장 먼저 그렸고, 집은 
기둥과 지붕과 문과 창문, 지면
이 모두 표현되었다. 옆모습이
기는 했으나 비교적 각 요소들
이 들어간 사람의 형태를 표현
하였고, 춤을 추고있다고 하였
다. 화면의 좌측에는 나무를 그
렸는데, 벽에 그려진 나무 그림
을 보고 따라 그렸다고 하였다. 
우측에는 해바라기가 그려졌는
데, 비교적 터치가 전 회기보다 
안정되고 길게 표현되어진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림의 각 요소
들이 조화를 이루며 전반적으로 
안정된 느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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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K-HTP 사전검사 K-HTP 중간검사 K-HTP 사후검사

D

<그림 Ⅳ-12>
D의 K-HTP 사전그림

 중앙에 직 사각형을 그리고 구
획을 표시하더니 집이라고 하였
고, 집 내부의 상부는 손자들이
라며 눈과 코만 있으며 귀가 강
조된 사람의 얼굴을 그렸다. 하
부에는 각 칸마다 꽃잎과 줄기
를 그렸고 의미없는 글씨를 써 
넣었다. 마지막으로 그림의 하
단에 선으로된 줄기와 잎사귀로 
표현된 나무를 그렸다.

<그림 Ⅳ-13>
D의 K-HTP 중기그림

 가장먼저 지붕을 그렸고, 지붕
을 여러 가지 무늬로 장식하였
다. 기둥를 그렸으며 지붕밑에
는 벽돌을 그렸다. 안에 손주 3
명이 있다며  사람을 표현하였
으나 인물의 각 요소들이 단순
화되어 표현되었다. 지붕아래로 
좌우로 나무를 그렸는데, 줄기
의 두께가 표현되었다. 오른쪽 
하단에는 아들부부가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렸으나, 
인물상의 표현이 명확하지는 않
게 그렸다.

<그림 Ⅳ-14>
D의 K-HTP 사후그림

 그림의 좌측상단에 지붕을 먼
저 그렸고, 기둥과 벽돌로 쌓은 
지면을 그렸고 창문이 추가되었
다. 인물상은 집 외부로 모두 
나와있으며 머리와 팔, 다리, 몸
통이 단순화되었지만 식별가능
하게 표현되었다. 좌우로 나무
를 3그루 그렸으며 가장 큰 나
무는 뿌리를 표현하였고 수관과 
줄기가 중기보다 두껍고 풍성해
졌다.

E

<그림 Ⅳ-15>
E의 K-HTP 사전그림

 집을 먼저 그렸으며, 집의 지
면선을 벽돌로 표현했다. 집 옆
에는 사람 귀는 없지만 각 요소
들이 표현되게 그렸으나 경직되
게 그렸다. 일렬로 집과 사람과 
나무를 그렸으며 나무는 뿌리는 
지면선에 가려있으며 가지와 수
관이 선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었
다.

<그림 Ⅳ-16>
E의 K-HTP 중기그림

 좌측에 집을 그렸으며, 사전그
림과 양식은 같으나 지붕에 기
와무늬가 들어가고 명패와 초인
종과 연기가 표현되었다. 사람
은 두명을 그렸으며 손에는 연
과 연실을 들 들고 있는 모습이
고, 각 인물은 E와 손자라고 했
다. 나무는 우측에 비교적 먼 
느낌으로 그렸으며, 두꺼운 줄
기에 가지와 수관을 단순하게 
그렸다.

<그림 Ⅳ-17>
E의 K-HTP 사후그림

 중앙 상단에 집을 먼저 그리
고, 명패를 그렸다. 집 밑으로는 
마당에서 공부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으며 단순하지만 
눈, 코, 입, 귀를 그렸고, 한손
에는 책을 한손에는 연필을 그
렸다. 나무는 중기그림보다 인
물에 가깝게 표현되었고, 크고 
안정된 느낌이었다. 마당은 꽃
과 풀을 그렸으며, 전체 요소들
이 사전과 중기그림보다 조화를 
이룬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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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별 집단미술치료 진행과정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연구 대상자의 우울감과 자존감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프로그램의 진행단계에 따라 네 과정의 단계로 개인별 관찰하여 분

석하였다.

[집단원 A]

  (1) 초기단계 1-3회기 

 집단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기위해 별칭을 정하기로 했다. 과일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름으로 정할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과일 이름을 불러주었다. 

잠시 고민을 하시더니 A가 “아무도 안한께 내가 먼저 할라요. 나는 사과할께요. 

선생님”하였다. 다른 집단원들은 어색한 듯 미소만 짓자 A가“선생님이 과일 고

르라고 하요. 그냥 얼른 과일 이름하나씩 말하쇼”라며 집단원들을 다그쳤다. 그 

다음회기에 지난 시간에 정한 별칭을 기억하냐고 물어보았더니 “몰라. 기억안나

제. 여지껏 기억하간디~”라고 말했다. 다시한번 별칭을 불러주자“응~ 그러네. 

맞네. 인자 기억나네”라고 말하며 웃었다. 미리 만들어간 사탕으로 만든 목걸이

를 보여주고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준 뒤, 어르신들 앞에 사탕을 주었더니 A가

“이거 먹음서 해도 되요?”라고 하였고, 사탕은 충분히 있으니 하나씩 먹으면서 

해도 된다고하자 사탕을 먹으면서 “맛난것도 먹고 좋네”라며 웃었다. 보조진행자

의 도움으로 사탕목걸이를 완성한 후 옆 사람에게 걸어주자고하자 “아이고~”라

고 하시며 손사레를 쳤다. 완성한 사탕목걸이를 이리저리 보더니“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구만~”하면서 계속 만지작 거렸지만 옆사람에게 걸어주는 것은 쑥스럽

다며 그냥 가져가겠다고 하였다. 데칼코마니를 할 때는 설명을 듣고 나신 후 “난 

이런거 못해~ 학교를 안 다녀서 이런 것은 안해봤어. 난 못해”라고 하였지만 물

감을 짜고 종이를 접어 표현된 작품을 보더니 “무슨 작품같네~ 나비 같기도하고 

하하”라고 하며 좋아하였다. 다른 집단원들과 소통은 안하였지만 회기가 지날수

록 적극적인 참여를 관찰할 수 있었다.

  (2) 탐색단계 4-8회기

 감정 꼴라쥬를 할 때 풀칠하는 것이 힘들다며 투덜댔지만 꼼꼼하게 풀칠하여 

붙였고, 뭘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라는대로 하니까 멋있게 무엇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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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나의 아픈 곳을 표현할 때는 아무것도 안하고 

사람이 그려진 도화지를 쳐다보기에 어르신께서 아프신 곳이 어디신지 짚어보시

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서럽게 눈물을 흘리셨다. A를 안아

드리자 “내가 억울해. 억울해 죽겄어. 평생을 농사만 짓고 일만허고 고생만했는

디, 인자 아퍼갖고 걷지도 못해. 이런거 아무소용없어”라고 하였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미술치료도 열심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굳었던 근육도 풀어지

고 기분도 훨씬 좋아지실테니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희망을 갖도록 하자

고 말씀드렸다. A는“그래, 내가 아침마다 발 끝에 힘을주고 백번씩 움직일라고 

그래. 지금은 조금씩 움직인당께. 한번 보라고”하며 발을 조금씩 움직여 보여주

었다. 그러더니 크레파스를 들고 조금 망설이더니 도화지에 그려진 사람의 발 부

위에 색을 칠하였다. “진짜로 좋아질까? 내가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그란

디”라고 말하며 다시 얼굴이 붉어지더니 눈물을 흘렸다. 조금씩 좋아지셨으니 오

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지실거라고 하였더니 눈물을 닦으시며 “좋아진당께 해야

제. 가만있자. 내가 머리도 무겁고 어깨도 쑤시고, 가슴도 답답하제”라며 인체상

의 여기저기에 크레파스로 색을 칠하였다. 7회기에서는 “선생님, 반갑습니다.”라

며 박수를 치면서 맞아주었고 “여기다가 그리라고? 아무거나 다 해도 되요?”라

고 물어보면서 복주머니를 채워넣었다. 활동이 끝나자 앞에 앉은 집단원에게 그

림을 들어서 보여주었으며,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아따, 선생님 저 양반 

것은 아주 작품이네요. 아주 멋있네.”라고 칭찬을 하였다. 즐거웠던 일을 표현하

는 활동에서는 손자들이 집에 놀러왔던 일과 이쁜 꽃을 보았던 일들을 회상하며 

표현하였다. 초기단계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집단원과도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형성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3) 실행단계 9-13회기

 어린시절 가장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에서는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한참을 그냥 있더니 다른 집단원들이 고향이 어디

냐고 서로 묻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색연필을 잡고 산을 그리면서 “나는 

여기가 고향인디, 저기 OO산 있제? 거기를 맨날 나무할라고 올라다녔어. 나무를 

한짐지고 오믄 어깨가 빠져불라고 하지. 우리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다 고생하

고 살았지. 좋은 것은 기억도 안나. 그냥 고생했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쁘게하고 이런 것은 못해봤지. 못배웠응께”라고 말했다.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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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 그림을 보면서 “아이고, 잘 그리네. 이쁘네. 이쪽도 이쁘고 저쪽도 이쁘고, 

다 잘하네”라며 칭찬을 하셨다. 칭찬해 주세요 활동에서는 색종이로 메달을 만들

어서 목에 걸으면서 “나 상탔다”라고 활짝 웃으시면서 박수를 치셨다. 꽃밭 만들

기 활동에는 “해바라기인줄은 알겄는디. 다 잊어불었제. 뭔 색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 다 잊어불어서. 여기 뭔 색으로 칠해야 되요?”라고 물었다. 보통은 노

란색으로 하는데 어르신이 좋아하는 색으로 칠하셔도 된다고 했더니 빨간색 크

레파스로 색을 칠하였다. 그러면서 옆에 앉은 어르신께도 “좋아하는색 아무색이

나 칠하믄 된다요. 저기 이쁜 색 많구만. 막 칠해부쇼. 막 칠해”라고 말하며 웃

었다. 나의 얼굴표정 그리기 활동에서는 얼굴이 그려진 도화지를 보면서 “눈동자

가 허해갖고 무섭게 생겼어. 눈동자가 까매야 이쁘지”라고 하며 눈동자를 먼저 

색을 칠하였고, “입술은 빨개야 이쁘지”라고 하며 입술을 세심하게 색을 칠하셨

다. 치료자가 그림을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예뻐보이는데 이 모습이 몇 살 때 

모습인 것 같냐고 물었더니 “열일곱, 열여덟”이라고 대답했다. 나를 꾸미기 활동

에서는 작품을 제일 먼저 끝냈기에 작품을 들어 다른 집단원들에게 보여주었더

니 쑥스러운듯 웃으면서 박수를 치셨고, 다른 집단원들이 박수를 쳐 주며 잘 그

렸고 이쁘다고 칭찬해주자 두 손을 모으며“고맙습니다. 허허”라고 웃으시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셨다. 

  (4) 종결 단계 14-18회기

 아름다운 나의 손을 표현하는 활동에서는 도화지에 본을 뜬 자신의 손을 보면

서 “안 이쁘다. 저 양반은 손이 크고 잘생겼구만. 이뻐. 나는 일만 한 손이라 마

디가 굵고 못생겼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집단원들이 색연필을 자꾸 가져가자 화

를 내기도 하면서 자신의 작업에 대한 의욕과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작

업에 열중하면서 큰 소리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협동작품 활동에서

는 사포에 크레파스로 그리는 일에 흥미를 보이며 “이렇게 해? 이쁜가?”라고 하

셨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등 충고를하면서 계속 이야

기를 하셨다. 소망나무를 만드는 활동에서는 14회기에 했던 손 모양을 오린 후 

손바닥에 소망을 적어 넣자고 하자 “손이 너무 작아서 다 못쓸 것 같은디”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적으셨다. 손모양을 다 모아서 나무에 붙이자 “내 손이 젤

로 잘했다”며 큰소리로 말씀하시며 좋아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

무가 멋있다고 칭찬하셨고 자신의 손 모양을 보면서 성취감과 만족감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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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집단원 B]

  (1) 초기단계 1-3회기

 과일로 별칭을 정하는 시간에는 “나는 과일 별로 안좋아해.”라는 말만 반복하다

가 귀찮은 듯 “이가 안좋아서 잘 안먹는데, 딸기는 먹어”라고 말했다. 자기 소개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의 소개에는 반응이 없다가 차례가 돌아오자 젊었을 때 배

를 탔다고 하시며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고 하였고, 지금은 뇌졸중으로 한쪽 몸이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사탕 목걸이를 만드는 작업에서는 

불편한 한쪽 손으로 사탕을 고정시키고 다른 손으로 사탕을 연결하며 작업에 집

중하였고, 만든 사탕이 짧아 왕관처럼 머리에 씌워드리자 쑥스러운 듯 웃었다. 

초기단계에서 B는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였으나 그 외에는 말이 없었고, 다른 

집단원과 상호작용 없이 묵묵히 작업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 탐색단계 4-8회기 

 감정 꼴라쥬 작업을 할 때 물리치료를 받고 오느라 늦게 도착한 B에게 D가 빨

리 오지 왜 늦느냐고 타박하자 B는 작은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하며 민망한 듯 웃

었다. 작은 사진만을 골라 종이에 붙였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이쁘다고 말했다. 

나의 아픈 곳을 표현할때는 크레파스로 인체의 다리부분을 파란색으로 색칠하였

다. 다리만 아프시냐고 물었더니 “다 아프지. 그런데 다리가 아픈 것이 제일 힘

들어”라고 하시며 잠시 침묵하였고, “팔도 힘이 없어. 팔은 아파도 불편한거 없

어. 다리가 아프니까 아무데도 못가.”라며 다리를 만지셨다. 집단원 A가 울면서 

아픈곳을 하소연하는 것을 지켜보더니 “다 아파서 여기 있지. 다들 가슴아프지”

라며 작은 소리로 말하였다. 즐거웠던 일을 표현할때는 배를 그리시더니 젊었을 

때 배를 타고 안가본곳이 없었다고 하였다. 주로 일본에 있었다기에 일본어를 하

실줄 아느냐고 물었더니 간단한 인사말과 생활용어를 일본어로 말씀하셨다. 집단

원 D가 일본말도 하고 멋있다고 칭찬하자 쑥쓰러운 듯 웃으시면서 단어 몇 개를 

더 말하였다.

 초기에는 다른 집단원들에게 관심이 없었으나 탐색단계에서는 다른 집단원들의 

말과 행동에 반응을 하였고,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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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행단계 9-13회기

 고향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자 집단원들은 시골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이야기

를 하였고, B는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자신은 소도시에서 살았고, 공부도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했다. 어릴적부터 배에 관심이 많았고 다른 나라에도 가보고 싶

었다고 하면서 또다시 배를 그리셨다. 집단원 A가 “이 할아버지는 맨날 배만 그

리네”라고 핀잔을 주었는데도 웃으면서 배를 색칠하였다. 꽃밭만들기 작업에서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마비된 한쪽 손 때문에 풀칠이 힘들다고해서 사회복지사가 

옆에서 꽃잎에 풀을 발라주었다. 꽃잎을 한 장씩 받을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하였

고, 다른 집단원들이 작업이 다 끝나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4) 종결 단계 14-18회기

 손을 본뜨는 작업을 하면서 한쪽손에 힘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셨고 치료사가 

손모양 본을 떠주자 눈을 마주치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집단원 A가 손이 크고 

잘생겼다고 칭찬을 하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라며 웃었다. 집단원 E도 B가 

잘생기고 손도 고생하나도 안한 손 같다면서 젊었을때 인물이 참 좋았겠다라고 

말하자 “고생했지. 배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도 했어요. 그래도 재미있게 

살았어요. 재미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혼자서 더 고생했지.”라고 말했다. 즐거

웠던 일을 표현할때는 또다시 배를 그리면서 몸이 좋아지면 또 배를 타고 싶다

고 하였다. E의 아들이 치과의사라는 말을 듣더니 몸이 좋아지면 그 병원에서 

이를 치료하고 싶다면서 병원위치를 물으면서 관심을 표현하였고 집단원들과 상

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각그림을 그릴때는 사포에 그림을 그리니까 힘

을 안들이고도 색칠이 멋있게 된다면서 즐겁게 작업을 하였다. 조각그림을 모아 

한장의 그림으로 보여주자 “멋있네. 멋있어요”라며 웃었다. 소망나무 작업을 하

면서 다른 집단원들에게 뭘 적었느냐고 묻기도 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집단원 C]

  (1) 초기단계 1-3회기

 과일로 별칭을 정하는 시간에는 C어르신께서는 “나는 잘 몰라요”라고 수줍은 

듯 말하시더니 “그럼 나는 무화과... 아니, 참외...”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

다. 참외를 좋아하시나보다고 했더니 “요새 참외가 맛나. 오늘도 먹었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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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하셨다. 

 사탕 목걸이를 만드시면서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힘들다면서 치료사에게 대신 

해달라고 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라고하자 “나는 이런건 잘 못하는데...”라

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지만 사탕을 손에서 놓지는 않았다. 치료사가 도움을 주

어서 사탕목걸이를 완성하자 “이뻐요”라고 말하면서 옆사람에게 목걸이를 걸어

주자고 했더니 “선생님한테 줄께요”라며 치료사의 목에 사탕을 걸어주었다. 수줍

음이 많아보였고, 다른 집단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2) 탐색단계 4-8회기

 나의 아픈곳을 표현하는 시간에 설명을 듣자마자 색연필로 인체상의 이곳저곳

을 색을 칠하였다. 아픈곳이 이렇게 많냐고 물었더니 고개만 끄덕였다. 나의 얼

굴표정을 그리기 회기에서도 설명을 듣자마자 가장먼저 색연필을 손에 들었고 

작은 터치로 점을 찍듯이 채색을 하였다. 다른 집단원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

고 고개를 숙이고 세심하게 채색을 하였다. 그림에 대해서 물어보는 말에만 단답

형을 대답을 하였다. 7회기에서도 오려서 붙이는 것보다는 채색하는것이 더 좋

다면서 색연필로 나무와 꽃을 그려넣었다. 채색하는 중에는 다른 집단원이나 치

료사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리기에만 집중하였다. 

 회기가 진행되어 갈수록 그리는 활동에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른 집단

원들과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되지않았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

  (3) 실행단계 9-13회기

 고향을 떠올리면서 표현을 해보자고 하자 도화지의 한가운데에 색연필로 나무

와 꽃과 사람을 그려넣었다.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하자 “그냥...”이라고만 

대답하고 색연필을 정리하였다. 다른 집단원들이 그림을 너무 잘그렸다고 칭찬하

자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쑥쓰러워하였다. 칭찬해 주세요 회기에서는 색종이로 

메달을 만들어서 목에 걸면서 스스로를 칭찬해보자고 하자 “칭찬할게 뭐가 있어

야지”라고 말하면서 메달만 만지작 거렸다. A가 “잘 만들네”라고 하였고 E도 

“그림도 잘 그리고, 만들기도 잘하고, 소질이 있구만”이라고 칭찬하자 쑥쓰러운

듯 웃으면서 “그리고 만들고 이런거 잘해서 칭찬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

하였다. 다른 분들도 칭찬해달라고 하자 “다들 칭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나의 얼굴표정 그리기와 나를 꾸미기 회기에서는 곱게 화장하고 잘 차려

입은 모습의 자신을 그리면서 “곱게 꾸미니까 멋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만족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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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였다. 

 그림을 통해 집단원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감을 조금씩 얻어가는 것 같았

다.

  (4) 종결 단계 14-18회기

 14회기에서 손 본뜨기 작업을 할 때  손이 못나서 부끄럽다며 손을 등 뒤로 감

추었다. 치료사가 손을 잡고 문지르며 손이 참 따뜻하다고 하자 처음에는 자꾸만 

손을 빼려하더니 “젊은 사람이 왜 이리 손이 차요?”라며 손을 잡아주었다. 열심

히 사느라고 고생한손은 아름다운 손이라고 하였더니 “아이고 선생님이 이쁘게 

본께 그라지. 부끄러워요. 부끄러요”하셨지만 손을 감추지는 않았다. 본 뜬 손을 

이쁘게 꾸며보자고 하였더니 색연필과 스티커로 꾸미고는 “손이 호강하네”라며 

웃으셨다. 16회기 조각그림을 채색하는 회기에서는 채색을 가장 빨리 채색하였

기에 한 장이 남는데 더 해보겠냐고했더니 할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집단

원 A가 “그림도 잘 그리구만. 색칠도 빨리하네.”라고하자 “내가 일등”이라면서 

농담을 하였다. 다른 집단원들도 웃으면서 C가 일등이라며 칭찬해주었다. 소망나

무 만들기에서는 손바닥모양을 나무에 붙이면서 잎사귀가 부족해보인다면서 또 

그려서 붙이고 싶다고했다. 작품을 하나씩 완성해가면서 성취감을 얻는 모습이 

보였고 초기의 경직된 모습에서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었다.

[집단원 D]

  (1) 초기단계 1-3회기

 과일로 별칭을 정하는 시간에 D어르신께서는 “난 잘 몰라”라는 말만 계속 되풀

이 하시더니 A어르신께서 “그냥 아무거나 하쇼. 수박같은거 하든가”라고 말씀하

시자 “그래. 나는 수박”이라고 하셨다. 치료사가 여름에는 수박이 제일 맛있는 

것 같다고하자 “그렇지. 수박이 달지. 그런데 아프니까 입맛이 없어. 아무것도 

먹고싶은 것이 없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 소개를 해 보자고 하자 “아이

고~ 이런거 난 잘 몰라.”라고 하더니 다른 집단원들이 박수를 쳐주자 얼굴을 붉

히며 “내 이름은 OOO입니다.”하고 인사를 하였다. 3회기에는 설명을 듣고는 

“학교를 안다녀서 이런거 배워보지도 안했어. 아무것도 몰라”라고는 하셨지만 물

감을 짜보더니 흥미를 갖고 “선생,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라고 

물으시며 작업에 열중하였다. 내성적인 성격에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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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 탐색단계 4-8회기

 4회기에는 꼴라쥬를 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해본다며 흥미를 보였다. “그냥 붙

이기만 하면돼? 이렇게?”라며 하나씩 붙일 때마다 물어보면서 작업을 하였다. 5

회기에서는 불편하거나 아픈 곳을 표현해보라고하자 머뭇거리면서 색연필만 들

고 있다가 다른 집단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작업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것을 

그대로 보고 그리지 말고 본인이 불편한 부분을 표현해 보라고 하자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이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라며 손가락도 마디마디가 쑤셔서 색칠하기

도 힘들다고 하였다. 손을 주물러드렸더니 시원하다면서 치료사의 팔을 토닥이면

서 고맙다고 하였다. 다른 집단원들이 아픈곳을 말하면서 하소연을 하자 작은 소

리로 “젊었을 때 다들 고생하고 나이든께 하나씩 고장이 나니까 아무 쓸모없어

졌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6회기에 얼굴표정을 그려보자고 하자 웃는 얼굴이 

이쁘다며 웃는 얼굴만을 그렸다. “웃을일은 많이 없제. 사는 것이 힘들고 맨날 

일을 하니까. 그냥 그래도 웃는 얼굴이 좋지. 웃고 싶응께. 선생도 웃으니까 이

쁜 사람이야”라며 미소를 지었다. 

  (3) 실행단계 9-13회기

9회기에는 고향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집단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향이 어디

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물으며 관심을 보였다. D의 차례가 오자 “나는 그냥 여

기서 쭉 살았어. 시집도 이쪽으로 왔고”라며 얘깃거리가 없다고 하였다. 치료사

가 어릴적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고생만했지. 배우지도 못하고, 못 배

우니까 고생했지. 옛날에는 배운사람이 얼마 없었어. 다 어려웠응께”라며 입을 

다물고 그림만 그렸다. 손에 힘이 없다며 조금 그리더니 쉬겠다고해서 그러시라

고 했더니 B의 그림을 계속 쳐다보며 “손에 힘도 없는 양반이 열심히 하시네. 

나도 마져 할까?”라며 다시 색연필을 잡고 작업을 하였다. 13회기에서는 치료사

가 완성된 작품을 보며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어딜 가고 싶냐고 물었다. “병원에

서 나가게 되면 놀러도 가고, 재미난것도 구경하러 다니고... 갈데야 많지”라며 

웃었다. 다른 집단원들의 그림을 보더니 “나도 여기다가 이쁘게 색칠을 해야겄

네”라며 다른 그림을 보고 따라서 그려넣기도 하고 채색도 하였다.

 실행단계에서는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많이 의식을 하였고, 다

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은 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보이기도 하였다.



- 42 -

  (4) 종결 단계 14-18회기

 16회기에서 조각그림을 받을 때 쉬운 걸로 달라고 치료사에게 부탁을 하기에 

채색할부분이 가장 적은 조각을 드리겠다고했더니 고맙다고 하였다. 항상 물어보

고 채색을 하였는데, 이번 회기에서는 채색할 부분을 묻고는 스스로 색을 골라서 

채색을 완성하였다. 조각을 모아서 한 작품으로 만들어 보여주자 박수를 치더니 

“내 것이 어디있드라? 저기 있네. 저기. 아따~ 멋있네”라며 좋아하셨다. 17회에

서는 가위질을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였고, 눈이 안보여서 잘 못하겠다고 하면서

도 조심스럽게 손 모양을 오려내었다.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자 “다 똑같지. 자식

들, 손주들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믄 됐지. 나도 여기 나가서 놀러댕기고 

그러믄 좋지”라고 말하였다. 글씨는 잘 못쓰겠다며 도움을 청하였고 보조진행자

가 적어주자 “글씨를 이쁘게 잘쓰네. 고마워. 고마워”라고 말하며 손을 잡았다. 

 초기단계의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졌다.

[집단원 E]

  (1) 초기단계 1-3회기

 과일로 별칭을 정하는 시간에 E는 과일이름을 다시 한번만 불러달라고 하였고 

다시 불러주자 “나는 포도 할께요. 포도가 달고 맛있으니까”라고 말하였다. 자기

소개를 해보자고 하자 “나는 OOO입니다. 나는 OO에서 살다가 몸이 안좋아서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하였다. 사탕목걸이를 만드는 시간에는 사탕을 드

시더니 “사탕이 아주 맛있습니다. 선생님도 드세요”라고 하였고 옆에 사람한테도 

하나 먹어보라고 권하였다. 활동이 끝나고 사탕목걸이를 옆사람에게 걸어주자고

하자 자신의 목에 걸고는 “그냥 자기가 걸어요. 뭐할라고 그런걸 한답니까”라며 

쑥쓰러워하였다. 데칼코마니 활동에서는 흥미를 보이시고 다양한 색의 물감을 사

용하셨다. 작품을 보면서 “아이고 멋지네. 멋있습니다.”라고 반복하고 말씀하시

며 즐거워하셨다. 집단원과의 관계형성은 미약하지만 활동에 흥미를 보였다.

  (2) 탐색단계 4-8회기

 감정 꼴라쥬 활동에는 손에 힘이 없다며 가만히 계시다가 옆 사람이 붙이는 것

을 보더니 앞에 있는 여자사진을 가져다 붙였다. “이쁘네, 색시가 이쁘네요”라고 

하시며 붙여진 사진을 만지작 거리셨다. 누가 생각나냐고 했더니 “우리 부인이 

생각납니다. 아주 고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작업에 열중했다. 5회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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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픈곳을 표현할때는 “안 아픈데가 없지요. 아프니까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

며 색연필로 인체상의 전체를 색칠하셨다. 7회기에서는 복주머니에 소중한 것을 

담아보자고 했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여자 얼굴을 그려넣었다. 누구냐고 물었더

니 이름을 말하더니 제작년에 돌아가신 아내라며 병명과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금술이 아주 좋았던 것 같다고 하자 “네, 아

주 좋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다시 만나야지요”라고 했

다. 

 회기에 주제에 대해 항상 심사숙고해서 표현을 하였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였지

만 다른 집단원들에게는 묻는 말에만 답할 뿐 관심이 없어보였다.

  (3) 실행단계 9-13회기

 9회기에 고향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자랐고, 소도시에서 자라서 

큰 고생은 안했다고 답했다. 다른 집단원들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입을 다물고 가

만히 경청을 하다가 B가 자신과 집이 가깝다면서 학교는 어딜 나왔냐고 물었다. 

9회기 이후로 B의 작품을 자주 쳐다보았고, 가끔씩 질문을 하거나 B가 하는말에 

대답을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4) 종결 단계 14-18회기

 14회기에 B의 손을 보면서 칭찬을 하였고, 한참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손을 본

뜨고 채색을 하였다. 치료자가 B의 손도 잘생겼다고 칭찬하자 “제 손은 평범합

니다. 남자답지도 않고 별로 재주도 없는 손입니다”라고 말하며 아들얘기를 하였

다.“저는 재주가 없지만 아들은 저를 안닮고 아내를 닮아서 섬세하고 영리합니

다. 지금 OO시에서 치과를 하고 있어요”라고 하자 B가 위치를 물어보며 치과진

료를 받아야하는데 거기서 하고 싶다고 하였고, E는 아들에게 말해 두겠다며 꼭 

가보라고 하였다. 평소에는 무표정하였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족얘기

를 할때는 평소보다 말을 길게하며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15회기에 즐거웠

던 일을 표현해보자고 했더니 젊은 시절 아내와 여행다녔던 일이 기억난다며 웃

었고, 자식들이 바르게 잘 자라주어서 늘 뿌듯했다고 하였다. 다른 집단원들이 

복 받았다며 부럽다고 하자 “그렇지요. 복 받고 잘 살았지요. 그렇네요”라며 답

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경직된 말투와 표정으로 일관하던 E가 회기가 진행될수록 표

정이 부드러워졌고, 집단원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 44 -

집단원 우   울 자 존 감

A

초

기

몸이 아픈것에 대해 억울함을 나타

냈으며, 쉽게 짜증을 내거나 울음을 

터트렸다.

해보지 않은 미술작업에 대해 어색

해하며 작업 참여도가 낮았다. 

후

기

짜증을 내는 빈도가 줄었고, 연구자

에게 먼저 질문을 하기도 했다.

칭찬을 받으면 웃어보였고, 다른 집

단원들에게 격려를 하기도 했다.

B

초

기

한쪽 팔이 불편해서 미술매체를 잘 

못다루겠다며 작업 참여도가 낮았

으며,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잘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다

른 집단원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후

기

연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적극

적으로 참여했고, 초기보다 말수가 

늘었으며 즐거워했다.

칭찬을 받으면 웃으며 기분이 좋다

고 했다.

C

초

기

구부정하게 앉아서 표정없이 작업

에만 몰두했고, 물어보는 말에 단답

형으로 대답했다.

칭찬을 받는것을 어색해했다.

후

기

물어보는 말에 길게 대답했으며, 멀

리 떨어져 매체에도 관심을 보이며 

적극 활용했다.

칭찬을 받으면 웃었고, 다른 집단원

들에게도 칭찬을 해주었다.

D

초

기

피곤하다며 작업을 빨리 끝내고 쉬

려고 했다.

잘 못한다며 부끄러워했고, 다른 집

단원이 칭찬받을때 박수도 잘 치지 

않았다.

후

기

회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으

며, 회기 중간에 노래를 흥얼거리기

도 하였다.

다른 집단원들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들었으며, 질문도 하고, 격려도 하

는 등 자기의견을 많이 표현하였다.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 집단원의 행동 및 태도 변화

 집단 미술치료 초기와 후기의 집단원의 우울과 자존감에 대한 행동과 태도변화

는 <표 Ⅳ-8>과 같다.

<표 Ⅳ-8> 집단원의 우울감과 자존감에 대한 행동과 태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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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초

기

경직된 표정으로 일관했고, 묻는 말

에만 딱딱하게 대답했다.

다른 집단원들에게 무관심했으며, 

칭찬을 받아도 형식적인 인사만 했

다.

후

기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으며, 초반

에는 하지 않았던 가족얘기를 많이 

하며 자랑스러워했다.

회기 참여시 먼저 인사를 했고, 한

쪽 팔이 불편한 B에게 매체를 가져

다 주는 등 관심을 갖었으며, 칭찬

을 받으면 고맙다고 인사하며, 박수

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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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라남도 M군에 위치한 공립노인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65세 이상

의 노인 5명을 대상으로 18회기의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노인병원에 장기입

원한 노인들의 우울감과 자존감에 미치는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

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가 노인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들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우울 척도 (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바탕으로 하여 우울척

도를 만들어 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해 평정한 결과, 0점에서 15점의 점수 

범위에서 사전 평균 10.6점에서 집단 미술치료 실시 후에는 평균 5.2점으로 5.4

점이 감소하여 집단원 모두 우울수준이 감소하였다.

 이연희(2003)의 연구에서 요양시설 여성노인 5명을 대상으로 주 1회씩 24회기

의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우울이 감소했다는 연구와 우순애(2002)의 연구

에서는 65세 이상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노인 12명을 대상으로 주 1회씩 

19회기의 집단 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우울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

하며, 만성질환노인환자에게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우울 증상을 

감소시켰다는 조회영(2004)의 연구 결과와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학습된 무기

력 및 우울정서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류정자(2000)의 연구결

과와 미술치료가 시설노인의 우울감 감소와 자존감향상을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는 장미림(2006)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우울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집단원 모두 무기력하고 무감동에서 반응과 즐

거움을 표현하고 집단원간에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작품 활동도 적극적으로 변화

하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연구결과는 집단미술치료가 노인병원에서 별다른 자극없이 

무기력하게 일상생활을 해오던 노인들에게 미술매체에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

록 하여 자신만의 작품 완성을 경험하게 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며 수용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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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의 재경험을 하게되어 무력감과 상실감이 줄어들어 우울

감이 감소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특히 노인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의 상호관심도가 크게 향상된 것은 매회기 마

다 서로 신체접촉하기, 게임하기 등으로 시작하였으며, 프로그램에서 옆사람에게 

선물하기와 협동작품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다

른 집단원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다.

 둘째, 집단미술치료가 노인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들의 자존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고안하고 전병재(1974)가 국문으

로 번안한 도구를 바탕으로 만든 자존감 척도를 집단미술치료 초기와 후기에 평

정한 결과, 50점 만점으로 사전점수의 평균은 27.6점이었으나 집단 미술치료 실

시 후 평균 33.6점으로 6점이 향상되어 집단원 모두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매회기 마다 작품을 전시하고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기에 전 작품을 

전시한 것은 장기입원노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냈다는 강한 성취감과 자존

감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이는 이창화(2002)의 연구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정으로 작품전시회를 가진 경우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다

른 이들에게 자신들이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전

시의 효과성으로 자존감, 우울감, 무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경미(2004)의 연

구 결과와도 같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초기 단계에서 별칭을 지어 자기소개를 

하고, 사탕 목걸이를 만들어 서로에게 걸어주는 작업을 통해 집단원간의 신뢰감

을 형성하였다. 매 회기마다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게 한 다음, 자신

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여 집단원들간의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인 대안을 모색

하게 하였고,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성취감을 경험하고 집단원간의 지지와 

수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재경험하게 하였다. 종결단계에서 공

동작품을 만들고 전시회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시키

고 타인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모든 프로그램 과정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실행단계에서 자기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과 집단원으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자신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대인관계에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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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존감을 향

상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집단미술치료가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노인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들의 

개인별 그림에서 우울감 및 자존감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단계와 중간단계, 종결단계에서 KHTP 그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초기에는 

약한 필압에 위축된 인물상들이 나타났으나 종결단계로 갈수록 필압이 강해지고 

인물상에 중심으로 와있고 그림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등 그림의 전체적인 

인상이 안정감을 느끼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집단미술치료는 노인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에게 상호작용의 기회

를 제공하여 정서적지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매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재경험하고, 주제와 매체의 반복적

인 사용으로 쉽게 미술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어 자존감이 

향상되고 우울수준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료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한 우울수준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미술치료가 우울과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는데,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 하는데는 무리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 전반적인 노인의료보호시설에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보다 일반

성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들의 우울감소와 자존감향상에 효과적인 미술

매체와 미술기법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통합치료적인 의료시스템

과 체계적인 활동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간병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대한 교육들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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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년 월 일 요일 계절 0 1 2 3 4 5

2. 당신의 주소 도 군 면 동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0 1 2 3 4

3.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0 1

4. 물건 이름 세 가지 (예: 나무, 모자, 자동차) 0 1 2 3

5. 3~5분 후 위의 이름들을 회상 (나무, 모자, 자동차) 0 1 2 3

6. 100－7=  －7=  －7=  －7=  －7= 0 1 2 3 4 5

7. 물건 이름 맞추기 (연필,시계) 0 1 2

8. 오른 손으로 종이를 집어서 절반으로 접어서 무릎 위에 놓기 0 1 2 3

9. 5각형 두 개를 겹쳐 그리기 0 1

10. “간장 공장 공장장”을 따라하기 0 1

11. 옷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 0 1

12.
길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주인에게 되돌 려 줄 수 있습니까?
0 1

-부록 1-

간이정신진단검사 (MMSE-K)

 지금부터 집중력과 기억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의 질문이 쉬운 것이니 성심껏 대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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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   용 예 아니오

1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2 요즘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7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9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현재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12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13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14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부록 2-

노인 우울 척도

◉ 현재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에 답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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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쉽게 갖는다.

4 나는 대부분의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부록 3-

자존감 척도

◉ 현재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에 답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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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회기별 작품>

<그림 Ⅳ-18> A의 별칭짓기

<그림 Ⅳ-19> B의 사탕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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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0> C의 데칼코마니

<그림 Ⅳ-21> D의 감정꼴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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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 E의 나의 아픈 곳은?

<그림 Ⅳ-24> A의 나의 얼굴 그리기



- 60 -

<그림 Ⅳ-25> B의 복주머니

<그림 Ⅳ-26> C의 즐거웠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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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7> D 나의 살던 고향

<그림 Ⅳ-28> E 칭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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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9> A 꽃밭 만들기

<그림 Ⅳ-30> D 나의 얼굴표정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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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1> E 나를 꾸미기

<그림 Ⅳ-32> B 아름다운 나의 손



- 64 -

<그림 Ⅳ-33> C 즐거웠던 일

<그림 Ⅳ-34> 협동작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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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5> 소망나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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