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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제1  연 구 의 필 요 성

노인문제가 노인 본인이나 가정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 으로 공감 를 얻으면서 최근 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하 다. 

통계청(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1.2%, 

2006년 9.5%를 기록하 고 2010년 11.0%, 2018년 14.3%, 2026년 20.8%로 증가할 것으

로 망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는 노인에 해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의존

 존재라는 편견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노인들을 보살펴야 하는 개인 , 사회  부담

을 가지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노년기로 어들면 신체 인 노화와 기능의 

감퇴로 인해 더 이상 자발 으로 생산 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노

인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생산성과 더불어 더 이상 경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노인의 경우와는 달리 반

로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화의 속한 진행에 따라 우리의 통 인 역할은 차로 약

화됨으로써 노인부양도 가족 내의 문제에서 이제는 시설 심으로 문제 처 방안이 

차 변화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가정에서 시설로 내몰린 노인들은 재가 노인에 비해 

신체 ·심리  능력의 하와 더불어 시설 입소라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주는 연속성의 

단 로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된다. 노화 상과 함께 다가오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에 

입소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제한된 공간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사회  상호작용이 차 

어들고 소외감, 그리움, 무력감,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의료  측면에서는 노년기에 흔히 볼 수 있고, 만성질환으로 지워지는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 을 래하게 되는데1) 그  

하나가 골 도 감소에 의한 골다공증이다. 골다공증은 노인들의 신체 , 심리 , 사회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트 스의 원인이 되며 이는 일상생활에 

처와 응을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노인은 자신의 고

1) 조 승·이상직·이기철·장응찬·권태동·이수천, <골다공증 방·치료를 한 운동  약물투여의 요성>, 운동

양학회지 2001, 제 5권, 2호, pp33～55,참조.



충이나 통증을 타인에게 표 하기 보다는 스스로 참고 인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교  통과 그 향을 많이 받아 매사에 참는 것이 미

덕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

리거나 심지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과 반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한 후 돌아서서 그

게 행동한 자신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과 함께 타인을 고려하는 자기표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2) 그러나 부분 노인의 경우 언어 으로든 행동 으로든 자기

표 을 함에 있어 두려움이 있으며 스스로 타인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표 을 

망설이게 하는 한 요인이다. 이러한 자기표 은 자발성과도 한 련성이 있다.

국어 사 에서 자발성은 남의 교시나 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내부의 원인

과 힘에 따라 사고나 행 가 이루어지는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타인의 향이 

아닌 자기 자신의 내부의 힘에 의해 생성되므로 자발성에 의해 자기표 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페스탈로 (Pestalozzi)는 ‘나의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과 내가 해

야 할 모든 것이 모두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서 자발성을 생명의 본질과 창조 활

동의 근원 그리고 모든 사고나 행동의 원동력으로 생각하는데 그 철학  기반을 두었

다. 이처럼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인간 내부에서부터 모든 방면으로 자라나려고 하는 자

발성에 의해 성장하며 이것이 외부 인 환경의 향을 받아서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

다.3) 그러나 노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며, 자

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털어놓거나 객 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세도 매우 낮다. 특

히 재의 노인세 는 다른 세 에 비해 교육 수 이 낮으며, 우리 사회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자녀와 가족원을 해 모든 것을 희생한 세 이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교육 

수 과 심리상태로는 자신들이 경험하는 심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조하

며,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털어놓거나 객 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세도 매우 부

족하여 자발 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기 을 통해 의뢰하고 로나 격려,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 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노인의 욕구와 필요에 한 심리

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해 집단미술치료는 잔존하고 있는 기억들을 유도하고, 실감을 제공하며, 

2) 김 근, <노인의 자기표 능력과 우울간의 계연구>. 한양 학교, 행정 학원 석사학  청구 논문, (1998), 

p.2.

3) 권순근, <특수교육  집단미술치료가 자폐성장애학생의 자발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원 학교, 보건환경

학원 석사 학  청구 논문, (2004), pp.14-15. 참조.



그림을 통한 화로 언어력을 유지시키고, 표 활동을 통해 드러내기 어려운 갈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 심, 인정, 사랑에 한 욕구, 사회  에 한 욕구 등을 상

호간 교류를 통해서 통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기표 을 통해 신체에 지를 미술활동 

과정에 쏟을 수 있고 그들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표 하는데 서투른 노인에게는 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집단미술치료는 치료기법의 용에 따라서 혹은 어떤 특성의 상자인가

에 따라서 매체를 달리 용할 수도 있다. 매체의 특성  가장 요한 것은 부드러운 

매체일수록 감정을 진시키고 단단한 매체일수록 감정을 통제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종이매체 에서도 딱딱한 하드보드지 보다 부드러운 한지가 진의 효과를 불러일으

킨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한지는 토와 더불어 자연친화 인 매체의 하나로 

자발성이나 자기표 력이 결여되어 있는 노인들에게는 보다 친근한 매체로 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무력감으로 

인해 활동의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으나 쉽게 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지의 이용은 하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 여생을 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과거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고 만졌던 한지 매체를 사용한 미술치료 로그램을 통해 극 이고 정

인 정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노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신체 ·정신 으로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지를 이용하여 골다공증 노인을 상으로 하여 한지를 이

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골다공증 노인의 자발성  자기표 에 어떤 향을 주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제2  연 구 의 문제

본 연구는 한지를 이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시설에 생활하는 골다공증 노인의 자발

성  자기표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에 따른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골다공증 노인의 자발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2.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골다공증 노인의 자기표 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제3  용어 의 정 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지( Hanji)

한지는 주로 닥나무 껍질에서 뽑아낸 인피섬유를 원료로 하여 통 인 방법으로 사

람의 손으로 직  뜬 수록지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한지는 손으로 직  제작된 통 한지뿐만 아니라 어린이

들이 쉽게 문방구에서 구할 수 있는 색한지와 화선지, 태지, 창호지, 색한지에서부터 

한지를 변형한 재료(원형 한지 캔버스) 색운용지를 포함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통 인 느낌을 살려 제작된 종이  한지죽과 같이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변형된 것도 

포함된다.

2.  골다공증( Osteoporosis)

골다공증은 표 인 사질환의 하나로 골량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골 조직 미세구

조의 괴로 인하여 쉽게 골 이 생기는 신 질환이다. 골다공증은 크게 폐경과 노화

에 의한 일차성 골다공증, 약물복용이나 각종 내분비 질환에 의해 생기는 이차성 골다

공증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골다공증이란 일차성 골다공증  노화 상으로 인해 자연 으로 발

생한 노인성질환으로 정의한다.

3 .  자발성( Spontaneity)

자발성이란 인간 내부에서부터 모든 방면으로 자라나려는 능력, 충동 는 가능성을 

말한다.4)

본 연구에서는 자발성이란 타인과의 시도, 주도 인 역할, 활동에 임하는 태도

4) 권순근, <특수교육  집단미술치료가 자폐성장애학생의 자발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원 학교, 보건환경

학원 석사학  청구 논문, (2004), p.15. 



의 극성으로 정의한다.

4 .  자기표 ( Self-Expression)

자기표 이란 상 방의 인권을 존 하고 자기의 권리를 옹호하며 자신의 정 이

거나 부정 인 생각, 느낌, 의견 등을 솔직하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5)

본 연구에서 자기표 은 미술활동 후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 감정을 타인에게 

분명하게 의사 달하는 것을 뜻한다.

5.  노인집단미술치료( Elderly Group Art-Therapy)

집단미술치료는 노인으로 하여  미술활동과 토론 활동을 통하여 신체 ·정서  에

지를 쏟게 함으로써 노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욕구를 표 하게 하게 함이다.6)

본 연구에서 노인집단미술치료는 골다공증 노인을 상으로 한지매체를 통해 심리

치료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5) 김은정, 〈결손가정 청소년의 자기표 을 한 노래 만들기 활동 연구〉, 이화여자 학교 교육 학원 석사 

학  청구 논문, (2007), p.11.

6) 정명선,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 구 학교 재활

과학 학원 석사 학  청구 논문, (2003), p. 28. 



제Ⅱ장 이론  배경

제1  골다공증 노인의 심리사회  특 성

인간 삶의 과정은 역동 인 변화의 연속이며, 이러한 변화를 발달이라고 지칭한다. 

발달은 유기체(organism)의 생물학  발달에만 국한되지 않고 심리  발달과 사회  

발달까지를 포 하며, 상승  발달과 퇴행  발달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인간발달 

에서 퇴행  발달을 노화(aging)라고 한다.7)

특히 1980년  반까지 노년학 연구에서는 노화의 부정  측면 즉, 생물학  노화, 

심리  무기력, 질병과 장애, 사회  의존성 등에 고집스럽게 집착하 다. 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건강하고 경제 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지  수 이 높고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의 정  측면 즉, 성공  노화에 

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따라서 노화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생물학 , 심리 , 사회  측면에서 나

타나는 진 이고 정상 인 발달과정 상의 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 

생물학  노화는 외 으로 진행되어 직  찰이 가능한 신체구조의 변화와 내 으

로 진행되는 신체  기능의 변화로 나 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생물학  노화의 신체 

구조  변화는 신체  이동능력이나 일상생활능력의 약화 등과 같이 신체에 부정  

향을 미치며, 질병에 한 항능력이 하되는 결과를 래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신체조직 구성성분  지방분은 증가하는 반면 고형분과 수분은 어드는 신체조직

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속의 칼슘분이 고갈되어 의 질량이 감소하고 골

도가 낮아짐으로써, 골 을 당하기 쉽고 골다공증에 걸리게 된다. 골다공증 기에는 

부분 증상이 없으나 골질량이 심하게 감소한 경우 경미한 외상에 의해서도 쉽게 골

이 발생하며, 골  부 에 심한 통증이나 변형이 나타나게 된다. 노인의 경우에는 고

(엉치 ) 골 , 척추 골 , 골반 골 , 상환골(팔꿈치에서 어깨사이를 잇는 ) 

골 , 경골(무릎과 발목을 잇는  의 하나) 골 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골다공증 노인들은 신체  심리 으로 축되어 있어 

7) 권 돈, 〈노인 학 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04. Vol. 24. No 1.1～19, 참조.



일상생활에서 생활스트 스를 겪게 되며 무기력해진다. 더군다나 자신이 다치거나 손

상을 입게 되면 어느 구도 자신을 돌보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자발 으로 행동

하고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움츠러들며, 타인에 의존하여 자신을 맡기

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통증을 호소함에 있어서도 구체 으로 아  부 를 설

명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표 을 하여 단순한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

도 허다하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 으로 지속되면 골다공증 노인은 신

체 인 활동이나 정신 인 축, 자신감이 결여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골다공증 노인

에게 자신의 고통, 두려움,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쁨을 나 고 감정을 표 할 수 

있도록 도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표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향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발 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주

체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제2  골다공증 노인의 자발성  자기표

니캇(Winnicott)8)은 자발성에 해 자아발달 과정에서 아동기에 안정되고 한 

환경이 제공 되어지면 자발 인 욕구와 이미지와 몸짓의 근원인 '참자기'(생의 최  

단계에서 자발  몸짓과 개인의 창조 인 생각이 출 하는 자기)가 성취되고 성장해 

나간다고 하 고9) 몬테소리(Montessori)는 인간이 가진 특성을 신의 속성에 비교하면

서 '아동의 자발  욕구' 자체가 신의 자연 질서에 의해서 발달된다고 하 다. 즉, 인

간에게 본능 으로 잠재해 있는 것이 발달단계에 따라서 자연 으로 힘을 발휘하게 된

다는 것이다10). 이와 더불어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면 인간은 활동을 통해 학습하려

는 욕구가 자연 으로 일어나 스스로 자발  활동에 의해 학습하게 된다고 하 다. 

리베르멘(Lieeberman)11)은 자발성의 역에 있어 여러 방향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심리  성향이나 경향의 측면에서 ‘신체  자발성’, ‘사회  자발성’, ‘인지  자발성’과 

함께 자발 인 행동의 표 으로써 ‘즐거움의 표 ’ 4가지 역으로 용어를 정의하 다. 

8) Winnicott, 소아과 의사이며 정신분석가, 병원에서 40년간 2만명이 넘는 유아, 부모, 조부모를 면담한 결과 자

기이론 체계 발 시킴

9) 이정훈, 〈창의 이고 흥겨운 집단조형활동. 서울: 다음세 〉2000, pp10～15, 참조.  

권순근, <특수교육  집단미술치료가 자폐성장애학생의 자발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원 학교, 보건환경

학원 석사 학  청구 논문, (2004), p.14. 

11) 이은경,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에 한 연구>, 동덕여자 학교 학원 석사 학  청구 논문,  

(2002), pp10～22, 참조.



첫째, 신체  자발성은 활동  신체 각 부분의 응 정도와 유연성, 민첩성 등 운동기

능 활동의 정도에 기 를 두고 있다. 둘째, 사회  자발성은 자기가 속한 집단과의 

력성, 활동에서의 주도성, 나 기, 다른 사람과의 정도 등 '다른 사람에 한 반응

과 주도권'에 한 것이다. 셋째 인지  자발성은 개인 활동시에 상상력을 발휘하는 

정도 즉 '다른 성격의 역할이나 독특한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혹은 '특이한 것

을 사용하는가?'에 련된 것으로써 인지  자발성에서 요한 것은 '탐색  행동과 

활동 간의 변화'이다. 넷째, 즐거움의 표 은 활동  기쁨이나 즐거움, 열성, 성취에 

한 만족감, 미소, 독백, 과시 등의 표  정도이다. 즐거움의 표 은 정서와 련된 사

항으로 친숙함과 신기함과 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발성이란 인간 내부에서부터 모든 방면으로 자라나

려는 능력, 충동 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인간 내부에서부터 

모든 방면으로 자라나려고 하는 자발성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며 이것이 외부 인 환

경의 향을 받아서 인격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12) 이러한 가능성을 해 최선의 노

력과 행동을 하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 하며 타인의 권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도 자신의 권리를 실 할 수 있는 행 가 바로 자기표 이다. 그러므로 자기표 의 정

도에 따라 자발  욕구 만족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자발성과 자기표 은 매우 한 

연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표 이란 개념은 월피(Wolpe)13)가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갈등

을 히 표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 고 로버트 A. 이먼스(Alberty & Emmons)14)

는 “자기표 을 자신이 최선의 이익을 해서 행동하고,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편안하게 표 하며, 타인의 권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실 할 수 있게 하는 행 ” 라고 하 다. 애들러(Adler)15)는 자기표 을 “자신의 생각

이나 감정을 확신을 가지고 다양하게 달하는 능력”이라 정의하 다.

이와 같은 여러 정의를 종합하여 볼 때, 자기표 이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 

심사 등에 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한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의 욕구, 

감정, 느낌, 생각, 요구를 솔직하게 표 하고, 타인의 경험과 심사에 하여 가지는 

12)권순근, <특수교육  집단미술치료가 자폐성장애학생의 자발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원 학교, 보건환경

학원 석사 학  청구 논문, (2004), p.15.  

13) 한용희, <집단음악치료가 정신지체 청소녕의 자기표 에 미치는 향>, 원 학교 동서보완의학 학원 석

사 학  청구 논문, (2006), p. 19.

14) Alberty & Emmons, (1978), 재인용.

15) Adler, (1979), 재인용.



자신의 감정  반응을 있는 그 로 표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6)이처럼 자

기표 은 자신에 한 정보를 타인에게 달하는 수단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진시

키는 필수 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기표 이 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억압될 경

우 신체화 증상에서부터 심리  손상으로 인한 스트 스를 동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표 에 한 연구보고를 하 는데 그 

에서 김은정17)은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사회생활

의 부 응 인 행동의 원인  하나로 말하며, 자기표 의 부 성이 원활한 의사소

통의 장애를 가져오게 되어 인 계의 축  스트 스와 불안을 동반하게 된다는 

보고를 통해 자기표 의 요성을 강조하 다.

주라드(Jourard)18) 역시 건강한 삶을 해 주는 필수 조건으로 자기표 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자기표 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심리 으로 억압을 받게 되고, 사

회 , 심리 인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신체 질환과 생리 인 면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그 결과 소화기 , 폐, 근육, 순환계, 골  등이 상할 뿐만 아니라 신체 항력

까지 약해지게 되며 심지어는 노화작용까지 진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이 듯 자신

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달하는 한 자기표 은 매우 요하나 결코 노인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노인의 미술 활동에서 자기표 은 시 의 교육  향 받으므로 로웬필드(Lowenfeld)19)

의 미술표  발달 단계에서도 벗어나 지각이나 상징화 능력, 인지 능력이 하되어 있

다. 따라서 표 능력, 개성과 창의성, 상상력, 정서  표 들이 부족하므로 자기표 을 

통하여 미술치료가 노인의 발달을 도모 할 수 있는 역을 7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  성장은 환경에 한 인식의 성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인 그림의 표

에서 어떻게 그렸느냐가 지 성장의 척도가 된다. 둘째, 정서  성장은 자기 작품에 어

느 정도까지 얼마만큼의 강도로 동일화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  성장은 

동심과 사회  책임감이 있는 작품에 자신과 타인과의 경험에 한 동일화된 감정이 

나타나 있다. 넷째 지각  성장은 표  방법에 있어서 운동감각  경험, 시각  경험 

등과 형태, 색채 환경에 한 감각  인상까지도 첨가하여 그린다. 이에 반해 지각  

16) 한용희, <집단음악치료가 정신지체 청소년의 자기표 에 미치는 향>,  원 학교, 술치료학과 석사 학

 청구 논문,( 2007), p.15. 

17) 김은정, <결손가정 청소년의 자기표 을 한 노래 만들기 활동 연구>, 이화여자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청구 논문, (2007), p.6. 

Jourard,  Self-disclosure and other-cathexis. Jou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9), pp.300～

305,참조.

19)Lowenfeld. 리테인, <인간을 한 미술교육, 서울교육 학원 미술교육 연구회, 서울 미진사>, (2002), 참조.



경험이 부족하면 선이나 붓의 사용에도 자신 없는 느낌을 다.  시각  상도 빈

약하고 찰력이 거의 는  없는 상태를 그리고 있으며 각이나 기타의 감각과 

연 된 경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신체  성장은 시각을 통합하거나 운동 감

각을 통합하는 능력이며, 자기가 고 싶은 선을 그으려고 신체를 작용시키며 기법을 

익 나간다. 여섯째 미  성장은 사고, 지각, 감정 등이 련된 모든 경험을 체 으

로 통합하는 감수성의 발달 그 자체로 나타난다. 이 체 통합은 사상과 감정을 공간, 

선, 색 등으로 조화 있게 표 한 하나의 통일체로 볼 수 있다. 일곱째, 창조  성장이

다. 창조  성장은 연령  성장과 평행하지 않는다. 어떠한 형식의 창조라 할지라도 일

정한 정도의 정서  자유로움은 꼭 필요하다.

체  성장을 반 하는 미술표 은 비언어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언어로는 근

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의 표출구가 된다. 결과 으로 미술치료에서 미술활동의 이러

한 가치는 무의식과 표출되지 않는 사고와 감정을 표 하는 자기표 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20) 

제3  한지를 이용한 노인의 집단미술치료

한지는 주로 닥나무 껍질에서 뽑아낸 인피섬유를 원료로 하여 통 인 방법으로 사

람의 손으로 직  뜬 수록지이다. 수록양지는 면이나 면린터 같은 단섬유들을 가지고 

손으로 뜬 종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종이인 ‘韓紙(한지) 는 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주변국가에 까지 

리 알려졌으며, 우리 통 생활양식에서 한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한 부분으로 그 

쓰임은 통생활 곳곳에 남겨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통 인 표 재료로서 한국인의 

정서가 담겨 있고, 매우 과학 인 종이라 할 수 있다. 한지의 제조법은 그 유래를 정확

히 알 수는 없으나 최 의 종이는 서기 2세기경 국에서 발명되었으며 서기 105년에 

한 나라의 채륜이 삼나무 섬유질로 최 의 종이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후 우

리나라에 종이 제조법이 해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존하는 우리나라 한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 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일본 법

륭사의 당벽화를 제작한 고구려 승려 담징이 일본에 종이 제조법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1913년에 낙랑고분 채 총(B.C 108~A.D 313)에서 옻칠이 잘 된 목  속

20) 조여정, <집단미술치료가 시설거주노인의 자기표 에 미치는 향>, 원 학교, 보완 체의학과 석사 학  

청구 논문, (2005), pp.24-25, 참조.



에 보존 상태가 양호한 명주 옷, 털방석 조각과 함께 종이뭉치가 출토되었는데 섬유의 

상태로 보아 닥종이가 물에 뭉쳐진 것이었다는 평양 상공 회의소(1944)의 보고와, 1966

년에 석가탑에서 출토된 우리나라의 최고의 오랜 종이이자 세계 최고의 목 인쇄물인 

무구정 다라니경은 수명이 1300여년을 넘긴 것으로 최소한 석가탑 건립 당시(715)에 

경주에서 만들어진 닥종이임을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 종이 제조기술은 4세기 이 에 

이미 개발된 것으로 추정된다.21) 이 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지는 우리 고유

의 통종이로서 질 으로 우수하여 양지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김경숙22)은 우수한 조형재료인 한지는 한국인의 정서가 짙게 배여 있는 재료로 다

른 재료에 비해 손쉽게 자를 수 있고 찢기, 구멍 내기, 태우기, 뭉치기, 구부리기, 기, 

구기기, 말기, 꼬기, 주무르기, 덧붙이기, 어 자국내기 , 물감 바르기, 물감 번지기 등

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여러 번 겹쳐 붙 을 때에는 강도가 강해서 어떤 물질도 

잘 붙으며 착력과 선명도가 뛰어나고 수성재료, 유성재료 등 어떤 재료도 독특한 효

과를 낸다고 하 다. 이와 같이 김경숙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지 특유의 

유연하면서도 강한 두 가지 상반된 성질은 매체가 가지는 두가지 특성인 진과 통제

의 양면성을 가장 잘 충족하며, 매체의 친숙도와 유동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도 특히 

노인의 정서와 자기표 , 통합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에게 있어서 미술치료, 

이 에 미술활동의 부담은 미술표 의 거부, 자기표 의 방어, 자아의 창의  능력, 탐

색에의 제한을 가져 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과거의 생활방식 사고 등 문화  정

체성을 가진 정서가 짙게 배인 한지는 노인이 쉽게 배우고 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미

술치료 인 면에서 회기 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해서는 한지만한 

융통성이 있는 재료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정명숙23)은 ‘한지 활용을 통한 표  능력 신장에 한 연구’에서 한지를 활용한 다

양한 표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미  안목의 육성과 조형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진성수24)는 미술활동은 심리  상태를 표 하는 수단으로서 언어표

보다 자유로우며 그림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표  과정에서 억 려온 정서 인 벽을 

제거할 수도 있으며 창의 인 작업을 통해 자신을 실 할 수도 있다고 하 다. 김경

숙25)은 등학교 아동을 상으로 한지활용을 통한 표 연구로서 다양한 표  활동의 

21) 이승철, (1993), 재인용.

22) 김경숙, <한지활용을 통한 표 연구>, 한국교원 학교 학원 석사 학  청구 논문, (1996), p.12.

23) 정명숙, <한지 활용을 통한 표 능력 신장에 한 연구>, 공주교육 학교 교육 학원 석사 학  청구 논문, 

(2005), p.29.

24) 진성수, <王夫之의 陽明學 批判에 한 연구>, 陽明學, Vol.- No.5, (2001), p.55.



기회를 으로써 아동의 표 력과 흥미도의 신장으로 자발 인 참여효과를 보았다고 

하 다. 한 지근석은26) 종이 작업을 사용한 미술교육의 상향성에 한 연구에서 한

지가 아동들에게 표 기법의 확장과 흥미유발에 매우 효과 이며 표 에 자신이 없는 

아동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게 할 수 있었다고 하 으며 안선희27)는 등학교에서 한지

를 이용한 다양한 표 으로 어린이들에게 폭넓은 미술경험의 제공과 통미술 교육에 

한 교육  가치도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  입장에서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인 한

지공 를 학생들의 미술수업시간에 용하기 한 연구들이 부분이지만, 미술치료

인 입장에서 한지를 이용한 선행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한 성인이나 노인을 상

으로 하는 선행연구도 미비하다. 

따라서 골다공증 노인의 자발성과 자기표 의 연 성에 착안하여 노인문제를 해결

하기  집단미술치료에 한국  세계 이 담긴 한지매체의 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

하며 그 어느 연령  보다 노인에게 친숙한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노인이 아닌 아동을 상으로 하 으나 공통 으로 자발성과 자기표 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를 토 로 하여 골다공증 노인에게 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25) 김경숙, <한지활용을 통한 표 연구>, 한국교원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청구 논문, (1996), p.24.

26) 지근석(1999),재인용.

27) 안선희, <국민학교에서 한지작업을 통한 통미술지도>, 韓國敎員大學校 교육 학원 석사학  청구논문, 

(1992). P. 18.



제Ⅲ장 연 구  방법

제1  연 구 상  

1.  연 구 상 의 선정  기

본 연구 상자는 나주시에 소재한 N요양원에 거주하는 100여명 노인 에서 입소

당시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노인 51명을 1차 선별하 다. 1차 선별한 상자 에서 N

요양원의 생활복지사와 간호과장의 보고에 따라 의사표 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표  하기를 꺼려하는 노인에게 자기표 평가척도를 실시하여 60  이하로 자기표 이 

낮다고 단된 노인 30명을 2차 선별하 다. 2차 선별된 노인 에서 다음의 기 에 

부합하는 노인 12명을 선정하여 자발성 체크리스트를 실시하고 각각 6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 어 분류하 다. 그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

둘째, 인지 문제가 없으며 미술활동(그리기, 만들기, 채색하기 등)에 거부감이 

없는 노인

셋째, 60분 정도 진행될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노인

넷째,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동의한 노인

실험집단에게 집단미술치료를 실행하는 동안 통제집단에는 라시보 효과를 주기 

해 노래 부르기와 체조를 실시했다.

2.  연 구 상 의 일반  특 성

본 연구 상 12인의 노인들에 한 기본  특성자료는 N요양원 사회복지사의 기 

면  자료와 물리치료사, 간호사, 담당 로그램교사의 찰지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기

술하 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 <표 2＞와 같

다.



연

번
상 자

나

이

성

별

학

력

결혼

상 태
가족 계   특 이사항

정 서

지원

1 A 89 여
퇴

재혼

(사별)

3남3녀, 평소 타인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고

집스러우며 자신의 주장이 철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맞추어  때까지 고

집을 피우며 이야기함. 화 시에 타인들에

게 주로 지시  언어(네가~해, 그 게 하면 

안 돼 등)를 사용함

유

2 B 81 여 무학
혼

(사별)

1남4녀, 말이 없으며 타인과 함께 있을 때에

도 주로 듣기만 하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음. 

타인에게 거 을 하거나 싫다는 말을 못함.

유

3 C 80 여 졸
혼

(사별)

3남1녀, 주로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자

기표 을  하지 않음. 타인과 어울리지 못

하고 혼자서 있음. 타인과 계하길 힘들어함.

유

4 D 77 여
퇴

혼

(사별)

3남1녀, 목소리가 크고 싸움하듯이 이야기를 해

서 주변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듦. 타인이 질문을 

하거나 말을 시킬 경우에만 이야기함. 먼  이

야기를 하거나 타인에게 말을 건네지 않음.

유

5 E 76 여 무학
재혼

(사별)

1남, 싫다는 표 을  못하고 자신이 불

편해도 “괜찮다, 좋다”라고만 표 함. 물건에 

한 집착이 강해서 타인의 물건이라도 마음

에 들면 감추어두고 돌려주지 않음.

유

6 F 70 남
퇴

혼

(가출)

1녀(사망),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

고, 화시에도 충 얼버무리듯 이야기하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 해서 “모지랭이, 정신 

나간 사람” 같은 부정 인 표 을 많이 사용

함

유

＜표 1＞실험집단 연구 상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에게 부양가족들의 면회의 유․무를 확인하여 정서 지원의 유․무를 표시함.



연

번
상 자

나

이

성

별

학

력

결혼

상 태
가족 계   특 이사항

정 서

지원

1 G 87 여
퇴

재혼

(사별)

3남1녀, 평소 고집스러우며 자신의 주장이 

철되지 않으면 워서 일어나지 않으며 자

신에게 맞추어  때까지 고집을 피우며 식

사를 하지 않는 일이 빈번함. 

유

2 H 71 여 무학
혼

(사별)

2남2녀, 목소리가 크고 싸움하듯이 이야기를 해

서 주변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듦.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음. 

유

3 I 88 여 졸
혼

(사별)

4녀, 주로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자기

표 을  하지 않음. 타인이 질문을 하거나 

말을 시킬 경우에만 이야기함.

유

4 J 79 여
퇴

혼

(사별)

3남1녀, 목소리가 크며 평상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불편하면 큰소리로 타인을 지함.  

주변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듦. 

유

5 K 75 여 무학
혼

(사별)

3남, 얼굴을 마주치면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하며 말은 잘 하지 않고 미소로 응답을 한

다. 표 을  못하고 자신이 불편해도 바

라만 보고 있음..

유

6 L 83 남
퇴

혼

(사별)

3남1녀, 큰소리로 화를 하며 타인이 자신과 

부딪히면 지팡일 바로 공격하기도 한다. 타인

과의 계에서는 친한 사람이 없다. 

유

<표 2＞통제집단 연구 상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에게 부양가족들의 면회의 유․무를 확인하여 정서 지원의 유․무를 표시함.

제2  연 구  설 계

본 연구는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골다공증 노인의 자발성  자기표 에 

어떤 향을 주는가를 규명하기 해 집단간 변인과 집단내 변인이 함께 사용된 이요

인 설계를 사용하 다. 독립변인  집단간 변인은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집단(2, 실험

집단/통제집단)이며, 집단내 변인은 검사 시기(2, 사 /사후)이다. 집단과 검사 시기는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A B C D E F G H I J K L

자발성 사 12 10 12 10 11 12 10 12 10 11 10 10

자기

표

말한

내용
사 31 23 29 25 25 26 31 25 26 29 25 20

음성 사 27 18 24 23 23 17 27 25 18 24 23 25

신체

표
사 16 10 12 12 10 10 16 14 10 12 12 12

체 사 74 51 65 60 58 53 74 64 54 65 60 57

집단간 변인으로 골다공증 노인의 자발성 체크리스트와 자기표 평정척도 수는 종속

측정치로 사용하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정 기 인 자발성 체크리스트와 자기

표  평정척도의 사  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표 3>과 같다.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발성과 자기표  사 수

제3  연 구  차

1.  치료기간   장소

본 연구는 사 ·사후검사를 제외한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을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7월 15일까지 매주 1회씩 총 16회기로 1회기에 60분씩 실시하 다. 치료 장소

는 나주시내의 N 요양원 내에 있는 집단 로그램실로 내부 구성은 집단미술치료가 가

능한 크기며 집단 로그램실 내에 세면실 2개에 각각 화장실이 딸려있어 노인들이 활

동하기에 불편함이 없음이 확인되어서 실시하 다. 

2.  집단미술치료 로그 램 의 구 성  차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먼  본 연구 상 모두가 미술활동을 궁

해 하며 호기심을 갖는 노인으로 구성되었다는 , 미술활동이 내면의 욕구를 표출시



켜 정서안정에 도움을 다는 , 집단 역동이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에 도움을 다는 

을 고려하 다. 아울러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의 내용이 정 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된 선행연구의 정명선28)의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과 김동연․최 주29)의 만다라 미술치료가 시설수용 뇌졸  노인

의 우울과 자기표 에 미치는 효과, 박상희30)의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과 자기표 에 미치는 효과를 참조하 으며, 구성원간의 의사소통방법

을 통해 자기표 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회기를 구조 으로 구성하 다.

로그램은 크게 3단계로 구성하 으며 기단계는 상호 신뢰감 형성을 해 개인

과 집단활동으로 진행을 하 다. 개인 활동은 미술에 한 부담감을 이기 해 간단

한 미술활동으로 진행하며, 집단 활동은 흥미유발과 집단응집력 형성을 목 으로 하

다. 실행단계는 각 참여자의 추억을 회상하여 정 인 감정을 유발시켜 보다 안 하

고 자연스럽게 자발 으로 자기표 을 함으로써 심리  안정과 평안함을 경험하도록 

하고 한 집단 내에서 참여자들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목표

로 하 다. 종결단계는 정리하는 단계로 재와 미래에 한 정  정체감으로 자발

으로 자기표 을 하여 참여자와 상호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목표로 하 다.

실시 차는 주제에 따른 미술활동 완료 후 자신의 느낌을 표 하고 주  참여자들

이 돌아가면서 피드백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 다. 연구자는 작품내용에 한 정 인 

피드백을 통하여 연구 상이 자신의 느낌을 잘 표 할 수 있도록 구하 다. 표 된 

내용에 한 것보다 표 하는 행 에 해 정 으로 피드백을 하 으며 활동에 어려

움을 느낄 경우에는 모델링을 제시하는 등 가능한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표 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 다.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의 회기별 구체 인 내용은 ＜표 4＞과 같다.

28) 정명선,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 구 학교 재활

과학 학원 석사학  청구 논문, (2003), p.60.

29) 김동연․최 주, <만다라 미술치료가 시설수용 뇌졸  노인의 우울과 자기표 에 미치는 효과>, 구 학교 

재활과학 학원 석사 학  청구 논문, (2002.), pp.22-23.

30) 박상희,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과 자기표 에 미치는 효과>, 구 학교 

재활과학 학원 석사학  청구 논문, (2005),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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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로그램 명 활동내용 매체

기

단

계

사 검사 : 자발성 행동 찰 체크리스트, 자기표  평정척도

1 Orientation

미술치료 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후 컵에 잘게 잘라놓은 한지색종

이 가루를 뿌려 환 한다.

한지색종이, 가 , 종이컵

2
이름짓기,

이름표만들기

불리고 싶은 애칭을 지어 이름표를 만들어 

착용한다.

가 , 색한지, 색싸인펜 

등, 꾸미기의 다양한 재료

3
(집단)

야채 도장 기

여러 가지 야채를 선택하여 야채에 물감을 

발라 돌려가며 는다.

창호지, 야채, 물감, 

트, 붓, 물통

4
내 마음은 무슨 색깔

일까요?

창호지에 비를 크 스로 나타낸 후 물감

을 이용하여 마음의 색깔을 나타낸다.

창호지, 물감, 트, 붓, 

물통

5
(집단) 모자이크

(바다 속 꾸미기)

바다에 사는 물고기 그림에 한지를 찢어 

붙이기

한지색종이, 풀, 물고기그

림

6 면 으로 그림 탈색
어두운 색 한지에 면 으로 락스를 묻  

그림을 표 해본다.

진한 색 한지, 탈색제(락

스), 면 , 그릇

실

행

단

계

7 나무 꾸미기
나무에 해 이야기 한 후 나뭇가지에 한지

색종이를 이용해 나무를 표 해본다.

나뭇가지, 한지색종이, 풀, 

잎맥틀

8
추억속으로

(창호지 바르기)

창틀에 창호지를 이용하여 붙이고, 건조된 

꽃을 이용, 꾸미며 떠오르는 추억을 회상

해본다.

모형 창틀, 창호지, 압화, 

풀

9
BOF

(Body Outline Forms)

신체상이 그려진 종이에 어디가 아 지 표

한 후 통증의 느낌과 해결책 나타내기

BOF 종이, 도화지, 연필, 

한지색종이, 가 , 풀

10
부정  감정 표

(가면 만들기)

가면의 얼굴에 기막힌 심정을 반쪽에 지

의 심정을 나머지 반쪽에 한지를 이용하여 

붙인다.

가면틀, 풀, 색한지

11 내 마음의 장소
자신의 마음과 소망을 담을 수 있는 장소 

표 하기
도화지, 색한지, 풀, 가

종

결

단

계

12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에 해 이야기를 나 고 

그 사람을 연상하여 신체상에 한지를 이용

해 꾸며본다.

신체상 그림, 한지, 풀, 

가 , 도화지

13 나의 나무는
나무에 해 이야기를 나  후 나의 나무

에 해 표 해 본다.

도화지, 나무, 그림, 낙엽, 

풀

14 내마음의 풍경
나의 마음을 한지죽을 이용해 만들어 자기

의 마음을 느끼고 표 해본다.
도화지, 한지죽

15 나에게 보내는 선물
상자에 선물을 쓰고 한지 색종이로 만들어 

완성 후 표 해본다.
상자, 색한지, 풀, 가

16
지 의 나와 앞으로

의 나, 우리 모두는

지  느끼는 나의 생각, 감정과 미래의 자

기에 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여러 무늬

로 만들어 표 해본다.

도화지, 색한지, 한지색종

이, 풀, 가

사후검사 : 자발성 수행 찰 체크리스트, 자기표  평정척도

<표 4>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의 회기별 내용



3 .  찰 기록

연구 상 노인들이 집단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동들을 정확하게 찰하

기 해서 500시간 이상 미술치료 련 연수를 받고 수차례의 집단미술치료경험이 있는 

찰자 1명과 보조자 2명이 함께 진행하 다. 로그램 실행 과 실행 후에 연구자와 

보조자, 찰자의 평가회의를 통해 신뢰도 100%에 달하는 찰결과를 기록하 다.

제4  연 구  도구

자발성 수행 찰 체크리스트는 선행연구에서 노인들을 상으로 하는 자발성 척도

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기존에 자발성과 련한 유사 척도를 참조

하여 척도를 구성하고 이에 자발성에 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노인 복지시설 

원장 1명, 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3명, 노인 복지 공교수 1명으로부터 

자발성 문항으로 한지에 한 검토를 받은 후 최종 10문항으로 구성하여 액면타당

도(face validity)를 검증하 다. 자발성의 내용은 타인과의 시도, 활동 의 주도

인 역할, 활동에 임하는 극 인 태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1  = 언어·행동  

개입 시 활동’, 2  = '언어  개입 시 활동’, 3  =‘자발 으로 활동’의 3  척도이다. 

수 범 는 10 에서 30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자발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사  자발성 수행 찰체크리스트를 찰 수화하여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Cronbach's 

= .852로 나타났으며, 사후 자발성 수행 찰체크리스트를 찰 실시 후 수화 하여 

신뢰도는 Cronbach's = .863으로 나타나 자발성 척도는 비교  신뢰도가 높은 척도

임을 알 수 있었다.

2.  자기표  평 정 척 도 검 사

라코스와 슈 더( Rakos와 Schroeder)31)의 주장행동 척도를 우리의 문화  배경에 

맞게 개발한 변창진, 김성회32)의 자기표  평정척도로 이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구성

31) Rakos와 Schroeder, (1979). 재인용

32) 김성회, 〈高等學生들을 象으로 한 主張訓鍊의 效果〉. 慶北大學校 교육 학원석사 학  청구 논문, 

(1982), pp.29～34. 참조.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기표 을 바람직하게 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말한 

내용(content)자체에 어느 정도 자기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평정하는 문항이 9

개, 말할 때의 음성(paralinguistic)에 어느 정도 자기표  요소가 나타나는지를 평정한 

문항이 7개, 말할 때의 표정이나 손발의 움직임 등과 같이 신체언어(non-verbal)에 어

느 정도 자기표  요소가 반 되어 있는가를 평정하는 문항이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라코스와 슈 더(Rakos와 Schroeder)의 자기표  평정척도는 체크리스트를 5

단계 척도법으로  Raw-Date에 하여 Reverse 처리 후 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수가 

높으면 자기표  정도가 높은 것이다. 항상 자기표 을 할 수 있으면 5 으로 하고, 자

기표 을 하는 빈도에 따라 4 , 3 , 2 , 1 을 주어 평가 기 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표  평정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사  신뢰도  하 변

인인 말한 내용의 자기표  신뢰도는 Cronbach's =.831, 음성의 자기표  신뢰도는 

Cronbach's =.821, 신체표  자기표 의 신뢰도는 Cronbach's =.810으로 나타났으며, 

사  체 자기표  신뢰도는 Cronbach's =.82으로 나타났다. 사후 신뢰도  하 변

인인 말한 내용의 자기표  신뢰도는 Cronbach's =.21, 음성의 자기표  신뢰도는 

Cronbach's =.890, 신체표  자기표 의 신뢰도는 Cronbach's =.8520으로 나타났으

며, 사후 체 자기표  신뢰도는 Cronbach's =.84으로 나타나 사  사후 모두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자기표 평정척도의 하 요인별 문항번호를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자기표 평정척도 하 요인별 문항번호

하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말한 내용 1,2,3,4,5,6,7,8,9 9

음성 10,11,12,13,14,15,16 7

신체표 17,18,19,20 4



제5  자료처 리

본 연구의 결과를 알아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처리를 실시하 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자발성의 총  변화를 그리고 t-test를 통해 사 ·사

후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자기표 의 총 별 변화를, 그리고 t-test를 통해 하

항목별 사 ·사후 변화를 살펴보았다.

셋째, 매 회기별 진행에 따른 변화를 신뢰도 100%에 달하는 자발성과 자기표 에 

한 부분의 진 도를 질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제Ⅳ장 연 구 결과

한지를 이용한 골다공증 노인의 집단미술치료가 자발성  자기표 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고자 하 다. 노인의 자발성과 자기표 에 변화에 진행 내용과 사 ․사후검

사 결과 비교에 따르면 6인의 노인이 자발성  자기표 이 향상되었다.

제1  검 사도구 에 의한 사  사후  변 화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골다공증 노인의 자발성  자기표 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하여 통제집단 사 ㆍ사후 검사설계33)을 통하여 로그램을 진행하고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사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사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마지

막으로 사  사후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의 변화를 알아 으로써 로그램의 효과

성을 검증하 다.

1.  자발성

1) 자발성 동 질 성 검 증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종속변인인 자발성의 경우 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자발성 사 검사에 한 실험․통제집단간 동질성 검사

구 분 N 평 균( M ) 표 편 차( SD ) t p

자발성

실험집단 6
11.1667

10.5000

.98319

.83666
1.265 .235

통제집단 6

* p〈.05, **p〈.01, ***p〈.001

33) 이창희 외, <사회복지조사론, 서울: 창지사>, (2007). p. 207.



구 분 N 평 균( M ) 표 편 차( SD ) t p

자발성
실험집단 6 28.1667

12.1667

1.72240

1.16905
18.827*** .000

통제집단 6

* p〈.05, **p〈.01, ***p〈.001

구 분 N 평 균( M ) 표 편차( SD) t p

자발성
사 6 10.5000

12.1667

.83666

1.16905
-1.753 .142

사후 6

자기표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발성의 두 집단 간의 변화 즉 실험집단(m=11.17, 

sd=.983)과 통제집단(m=10.5, sd=.836)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이 1.265

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235 나타나(p〉.05), 두 집단간에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발성의 경우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집단 사 사후실험설계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자발성 사후  실 험 집단과 통 제집단의 변 화

다음으로 사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발성 수의 변화를 t 검증을 통하여 알아

본 결과 아래〈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자발성 사후검사에 한 실험․통제 집단 변화 검증

 

사 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변화가 없는 동질성 집단이었으나 실험 결과 사후 실

험 집단(m=28.17, sd=1.72)과 통제집단(m=12.7, sd=1.17)간에 통계 으로 매우 유의미한 변

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값을 보면 18.827 , 유의미수 인 p값의 경우 .000로 

나타나(p〈.001) 두 집단 간에 매우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자발성 통제집단 사 ㆍ사후 변화

다음으로 한지를 이용한 집단 미술치료 로그램이 골다공증 노인의 자발성에 어떠

한 양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각각 집단의 사  사후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통제집단 자발성 사  사후 변화 검증

  * p〈.05, **p〈.01, ***p〈.001



구 분 N 평 균( M ) 표 편 차( SD ) t p

자발성

사 6
11.1667

28.1667

.98319

1.72240
-46.556*** .000

사후 6

다음 그림을 보면 통제집단의 경우는 자발성의 수의 변화가 없음을 한 에 볼 수 있다.

<그림 1> 통제집단 자발성 사 ․사후 비교

통제집단의 사  자발성(m=10.50, sd=.84)과 사후 자발성(m=12.17, sd=1.17)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t값이 -1.753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142로 나타나(p〉.05), 사  사후 자발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2)실험집단 자발성 사  사후 변화

실험집단의 자발성 사  사후 변화 검증을 알아본 결과 아래 〈표 9〉와 같이 나타

났다. 실험집단의 사  자발성(m=11.17, sd=.98)과 사후 자발성(m=28.17, sd=1.72)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값이 -46.556 으로 나타났고, p값

이 .000으로 나타나(p〈.001),  실험집단의 자발성은 사  사후 통계 으로 매우 유의미

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실험집단 자발성 사  사후 변화 검증

  * p〈.05, **p〈.01, ***p〈.001



실험집단의 경우는 자발성의 수의 폭이 높아져 로그램의 효과성을 한 에 볼 수 있다.

<그림 2> 실험집단 자발성 사 ․사후 비교

2.  자기표  

1)  자기표  동 질 성 검 증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이 골다공증 노인의 자기표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먼  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여 본 결과 아래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표 10〉자기표  사  검사에 한 실험·통제집단 동질성 검사

구 분 N 평 균( M ) 표 편차(SD) t p

말한내용
실험집단 6 26.5000

26.0000

2.94958

3.79473
.255 .804

통제집단 6

 음성
실험집단 6 22.0000

23.6667

3.79473

3.07679
-.836 .423

통제집단 6

신체표
실험집단 6 11.6667

12.6667

2.33809

2.06559
-.785 .451

통제집단 6

자기표  

총

실험집단 6 60.1667

62.3333

8.49510

7.06163
-.480 .641

통제집단 6

자기표 은 말한내용, 음성, 신체표  자기표 의 세 하 역으로 나 어 알아보았

다. 먼  말한 내용의 자기표 의 경우 실험집단(m=26.5, sd=2.94)과 통제집단(m=26.0, 

sd=3.79)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이 .255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

이 .804로 나타나(p〉.05), 두 집단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하 변인인 음성의 경우 실험집단(m=22.00, sd=3.79)과 통제집단(m=23.66, 

sd=3.07)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이 -.836으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

값이 .423으로 나타나(p〉.05), 두 집단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표 의 세 번째 하 변인인 신체표  자기표 의 경우 실험집단(m=11.66, sd=2.34)

과 통제집단(m=12.66, sd=2.07)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이 -.785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451로 나타나(p〉.05), 두 집단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체 자기표 의 총 의 경우를 알아본 결과 실험집단(m=60.17, sd=8.50)

과 통제집단(m=62.33, sd=7.06)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이 -.480로 나타

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641로 나타나(p〉.05), 두 집단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실험을 하기 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자기표 의 경향은 동질한

경우임을 알 수 있고 실험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자기표  실 험 집단과 통 제집단의 사후  변 화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골다공증 노인의 자발성  자기표 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한 통제집단 사  사후 검사설계의 경우 동질성검사를 통하여 동질성을 

확보한 후, 사후 비교를 통하여 그 변화를 검증할 때 로그램의 효과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자기표 의 수의 변화를 t 검증을 통하

여 알아본 결과 아래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1〉자기표  사후 검사에 한 실험·통제집단 변화 검증

구 분 N 평 균( M ) 표 편차(SD) t p

말한내용
실험집단 6 34.1667

26.8333

4.53505

5.56477
2.502* .031

통제집단 6

음성
실험집단 6 29.1667

22.3333

3.76386

2.73252
3.599** .005

통제집단 6

신체표
실험집단 6 16.0000

12.6667

2.19089

1.75119
2.911* .016

통제집단 6

자기표  

총

실험집단 6 79.3333

61.8333

9.24482

5.49242
3.986** .003

통제집단 6



먼  첫 번째 자기표  하 변인인 말한 내용의 경우 사후 실험집단(m=34.16, 

sd=4.54)과 사후 통제집단(m=26.83, sd=5.57)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값이 2.502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031로 나타나(p〈.05), 두 

집단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하 변인인 음성의 경우 사후 실험집단(m=29.17, sd=3.76)과 사후 통제집단

(m=22.33, sd=2.73)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값이 3.599

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005 나타나(p〈.01), 두 집단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

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하 변인인 신체표  자기표 의 경우 사후 실험집단(m=16.00, sd=2.19)과 

사후 통제집단(m=12.67, sd=1.75)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t값이 2.911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016으로 나타나(p〈.05), 두 집단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체 자기표 의 총 의 경우를 알아본 결과 실험집단(m=79.33, sd=9.24)

과 통제집단(m=61.83, sd=5.49)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이 3.986으로 나

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003 나타나(p〈.01),  체자기표 의 총 의 경우도 두 

집단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  자기표  통 제집단 실 험 집단 사 ㆍ 사후  변 화

다음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이 사  사후 자기표 과 자발성에 어떠한 변화 보

이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이다. 각각 집단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동질성 검증을 통한 

검증과 함께 단일집단의 변화 검증을 통한 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1) 통제집단 사 ㆍ사후 변화

한지를 이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골다공증 노인의 자기표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하여 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표 12>와 같다.

먼  통제집단의 첫 번째 자기표  하 변인인 말한 내용의 경우 사  말한 내용 자

기표 (m=26.00, sd=3.79)과 사후 말한 내용 자기표 (m=26.83, sd=5.57)간에 통계 으

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t값이 -.667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534로 나타나(p〉.05),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하 변인인 음성의 경우 사  음성 자기표 (m=23.67, sd=3.08)과 사후 음성 자

기표 (m=22.33, sd=2.73)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t값



이 .964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379로 나타나(p〉.05), 두 집단간에 통계 으

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하 변인인 신체표  자기표 의 경우 사  신체표  자기표 (m=12.67, 

sd=2.06)과 사후 신체표  자기표 (m=12.67, sd=1.75)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

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t값이 .000으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1.000으로 나타

나(p〉.05),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제집단의 체 자기표 의 총 의 경우를 알아본 결과 사  체 자기표

집단(m=62.33, sd=7.06)과 사후 통제집단 체자기표 (m=61.83, sd=5.49)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이 .142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892로 나타나(p〈.05), 통제집

단의 체자기표 의 총  사  사후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2〉자기표  통제집단 사  사후 변화 검증

구 분 N 평 균( M ) 표 편차(SD) t p

말한 내용
사 6 26.0000

26.8333

3.79473

5.56477 
-.667 .534

사후 6

음성
사 6 23.6667

22.3333

3.07679

2.73252
.964 .379

사후 6

신체표
사 6 12.6667

12.6667

2.06559

1.75119
.000 1.000

사후 6

자기표  총
사 6 62.3333

61.8333

7.06163

5.49242
.142 .892

사후 6

그림은 사 ․사후 통제집단의 변화의 추이를 꺽은 선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62.33

12.66

23.6626

61.83

12.66
26.83 22.33

0
10
20
30
40
50
60
70

26 23.66 12.66 62.33
26.83 22.33 12.66 61.83

<그림 3> 자기표  통제집단 사 ․사후 수 변화



(2) 실험집단 사 ㆍ사후 변화

다음으로 실험집단의 사  사후 자기표 의 정도가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를 알아

보기 하여 사  사후 실험집단의 자기표 을 t검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아래 <표 

13>와 같다.

〈표 13 〉자기표  실험집단 사  사후 변화 검증

구 분 N 평 균( M ) 표 편차(SD) t p

말한 내용
사 6 26.5000

34.1667

2.94958

4.53505
-7.502 .001

사후 6

음성
사 6 22.0000

29.1667

3.79473

3.76386
-17.855 .000

사후 6

신체표
사 6 11.6667

16.0000

2.33809

2.19089
-13.000 .000

사후 6

자기표  총
사 6 60.1667

79.3333

8.49510

9.24482
-29.305 .000

사후 6

그림은 사 ․사후 실험집단의 변화의 추이를 꺽은 선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자기표  실험집단 사 ․사후 수 변화

먼  실험집단의 첫 번째 자기표  하 변인인 말한 내용의 경우 사  말한 내용 자기표

(m=26.50, sd=2.95)과 사후 말한 내용 자기표 (m=34.17, sd=4.54)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

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값이 -7.502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001로 나타



나(p〈.01),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매우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하 변인인 음성의 경우 사  음성 자기표 (m=22.00, sd=3.79)과 사후 음성 자

기표 (m=29.17, sd=3.76)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값

이 -17.855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000으로 나타나(p〈.001), 두 집단 간에 통

계 으로 매우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하 변인인 신체표  자기표 의 경우 사  신체표  자기표 (m=11.67, 

sd=2.34)과 사후 신체표  자기표 (m=16.00, sd=2.19)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t값이 -13.00으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000으로 나타나(p

〈.001), 이 변인도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매우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의 체 자기표 의 총 의 경우를 알아본 결과 사  체 자기

표 (m=60.17, sd=8.50)과 사후 실험 집단 체자기표 (m=79.33, sd=9.24)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이 -29.31로 나타났고 유의미수 인 p값이 .000으로 나타나

(p〈.001), 실험집단의 체자기표 의 사  사후  수가 매우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제2  회 기별  진행 에 의한 변 화

본 연구에서는 노인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의 진행과정을 기단계, 실행단계, 종결

단계로 나 어 회기를 선택 으로 분석하 다. 

1.  기단계  ( 1∼6회 기)

로그램 기단계에서는 상호 신뢰감 형성을 해 개인과 집단 활동으로 진행을 

하 다. 개인 활동은 미술에 한 부담감을 이기 해 간단한 미술 활동으로, 집단 

활동은 흥미유발과 집단응집력 형성을 목 으로 하 다.

1회기 : 미술 로그램 진행 안내 자기소개

참여자들과 앞으로의 진행에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한 후 자기소개 하기 에 만

남을 축하하기 한 색종이 가루를 만들어 종이컵에 담기로 했다. 색종이를 잘라서 종

이컵에 담자는 말에 A노인이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연구자가 당한 크기

로 자르는 것을 시연을 해보이자 노인들이 자르기 시작했다. A노인이 가장 먼  시작



해서 A노인이 가장 먼  끝이 났고, 그 다음으로는 다들 비슷하게 끝을 냈는데 B노인

은 시작할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을 다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모

든 사람이 끝이 났을 때에도 혼자서 계속 색종이를 자르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자기소개 과정에서 쑥스러운 듯 서로 치만 보며 주 하자 A가 먼  

시작하겠다며 나이, 이름, 고향 순으로 발표를 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아무도 소

개를 하지 않아서 연구자가  사람으로 돌아가도록 라운딩을 시켰다. 발표 시에도 A

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연구자가 나이, 이름, 고향을 질문해야만 이야기를 했다.  

자발 으로 자기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명 한 명 소개가 끝날 때마다 다 함께 

“만남을 환 합니다.”하며 색종이 가루를 뿌리기로 했는데, 참여자들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연구자가 환 한다고 말하면 색종이 가루를 뿌려주고 박수만 쳐주었다. 

2회기 : 이름짓기, 이름표 만들기

불리고 싶은 애칭을 정하고 애칭 꾸며주기로 하 다. A노인이 애칭이 무엇인지 질

문해서 에 불리워졌던 별명이나 불리고 싶은 이름이나 호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

하자 발표 시 먼  A노인이 자신은 사찰에서 종교생활을 했었다며 별칭을 ‘불효사’라 

하 고 다른 노인들은 1회기 때처럼 치만 보고 있기에 호를 사용해도 좋다고 하자 

B노인이 월호 , C는 능주 , D는 김씨, E는 다도  F는 술보라고 하 다. F는 은 

시  술을 많이 마셔 후회한다며 자신의 애칭을 ‘술보’라 하 다. 덧붙여 애칭을 정하

고 나니 과거가 떠오른다며 애칭을 자꾸 불러주면 반성을 하게 된다 하 다. B는 자신

이 살던 곳이니까 ‘월호 ’, C와 E는 친정집이 능주와 다도여서 ‘능주 ’과 ‘다도 ’, D

는 할 것이 없어서 김씨라 했다고 하 다.

A노인-불회사 B노인-월호 C노인-능주

D노인-김씨 E노인-다도 F노인-술보

<그림 5> 별칭짓고 꾸미기



3회기 : (집단) 야채 도장 기

집단으로 야채 도장 기를 실시하 다. A노인은 야채 향기를 맡아 보고, B노인은 

야채를 쳐다보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지 찰하고, C, D, E노인은 물감은 어디에 

묻히는지 질문을 하 으며 F는 오이를 선택했다. 진행자가 방법을 가르쳐주자 C, D, 

E, F노인이 물감을 묻  기 시작하자 B노인이 유심히 찰하다가 자신은 가장 큰 

잎을 선택해서 물감을 묻  창호지의 앙에 었다. F노인이 창호지에 작품을 보고 

“이 게 하는 것도 재미있소.”라고 하자 참여자들은 웃었다. A노인은 태어나 처음 해 

보는 일이라며 옛날에 학교에 와서 못 해 본 것을 지  공부하는 것 같다며 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자 B노인이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맞장구를 쳤다. E노

인은 자신이 었던 야채 모양을 찾고서는 그럴듯하게 좋다고 표 하 다.

<그림 6> 야채 도장 기

4회기 내 마음은 무슨 색깔일까요?

창호지에 내 마음의 모양을 그리고 그것을 색으로 표 해 보도록 하 다. A노인은 

은 시 이 온 것 같다며 수양버들, 새, 잔디, 숭아꽃을 그리고 노란색으로 바탕색

을 칠하 다. B노인과 D노인은 못 그리겠다며 그려달라고 하 으나 연구자가 무엇을 

그리고 싶은 지 묻자 해를 그리고 싶다고 하여 동그라미를 먼  그려보도록 하 다. B

노인이 동그라미 세 개를 그려보고는 스스로 해를 그리고 록색으로 색을 칠하 다. 

D노인은 B노인의 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따라하 다. C, E, F노인은 B, D노인에

게 그림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 다. C노인은 구름, 달, 별, 먹구

름을 그리고 비를 많이 그렸다. 구름이 둥둥  떠 있고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별과 달



이 있다고 말하며 E노인은 별, 나무, 해와 그 에 큰 바 를 그렸고 F노인은 별과 바

람을 그렸는데 바람을 그리면서 마음이 푹 터져버릴 거 같다며 혼자 산책하다 보면 그

럴 때가 있다고 하 다. 바탕을 노랑으로 색칠한 후 과거에 술 먹었던 것이 모두 없어

진 것 같고, 색을 칠하니 환한 기분이 들어 좋다고 하 다.

A노인- 은 시 B노인-해 C노인-구름, 달, 먹구름, 비

D노인-해 E노인-별,나무,해, 큰바 F노인-별과 바람

<그림 7> 내 마음은 무슨 색깔일까요

5회기 : (집단) 모자이크-바다 속 꾸미기

집단 활동으로 바다 속에는 어떤 종류가 살고 있는 지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  후 

물고기, 조개, 미역, 다시마 모양 그림에 한지를 찢어 붙여 모자이크 작업으로 작품을 

꾸몄다. 찢어 붙이는 작업과정에서 화는 거의 없었다. A노인은 작품을 가장 먼  완

성하여 “물고기 같으요.”라고 말했다. B노인은  사람들을 두리번거리다 작품을 시작

하 고, C노인은 “잘 되었는가 보시오.”라고 하며 작품을 보여주자 A, D, F노인이 “야 

좋소.”라고 말하며 웃었다. D노인은 연구자에게 색종이를 어느 정도 찢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F 노인은 한지를 잘게 잘라 풀을 먼  바르고 그 에 색종이를 잘라서 붙이

며 말없이 집 해서 활동하자 A노인이 F노인에게 곱게 되었다며 칭찬해주었다. 작품



이 완성 된 후 모두들 멋있다며 즐거워하자 A와 F노인이 박수를 치면서 좋다고 말하

니 다른 참여자들도 따라서 모두 박수를 치며 좋은 작품이 되었다고 하 다.

그림 8  (집단) 바닷속 꾸미기

6회기 : 면 으로 그림 탈색 

면 에 락스를 묻  색한지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탈색에서 오는 변화를 통해 흥

미를 유발시켰다. A노인은 이상하게 되어 버렸다며 요양원에 동료가 친척이 면회를 

왔는데 부산에서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는 얘기에 자신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이 찾아 왔으면 좋겠다 했다. 그림에 암자와 소나무 에서 달밤에 기도를 드리는 

자신을 그렸다며 구름 속에 달이 자신을 비추니 얼마나 외로운지 쓸쓸하게 보인다며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라고 하 다. B노인은 F노인의 산 그림을 보며 무엇을 그

려야 할지 고민을 하며 참여자들의 을 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달과 집이라며 자신

이 살았던 집을 그렸다. C노인은 A노인의 이상하게 되어버렸다는 말에 맞장구를 치며 

“빨강색이 노란색으로 변해 버렸소.” 라며 탈색된 것이 신기한 듯 말했다. 자신과 록

빛의 해, 자신이 살던 집, 집 앞의 수로를 그렸다. D노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기억이 

안 나네.”라고 하며 두리번거리다가 생각 없이 그렸다고 하며 자신이 살던 집과 동백

나무를 그렸다. E노인은 묵묵히 있다가 자신이 살던 집과 좋아했던 꽃나무라고 하며 

꽃을 그렸다. F노인은 산, 바 , 집, 새, 소나무,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 하며 이상하

게 지리산으로 상상하며 그 게 그려졌다고 하 으며 밖에 나들이를 하고 싶다고 하

다. 완성 후 A노인의 향인지 다들 과거 자신의 살던 집, 고향을 완성하 으며 어린 

시 을 떠올리기도 하며 쓸쓸한 듯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A노인-암자 B노인-살던 집 C노인-살던 집

D노인-살던 집 E노인-살던 집 꽃나무 F노인-지리산

<그림 9> 면 으로 그림 탈색

2.  실 행 단계 ( 7∼11회 기)

실행단계로 참여자의 추억을 회상하여 잠재된 기억과 억압된 감정들을 안 하고 자

연스럽게 자발 으로 자기표  하여 심리  안정과 평안함을 경험하도록 하고 한 집

단 내에서 참여자들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목표로 하 다. 

7회기 : 나무 꾸미기

노인들이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뭇잎 모양틀을 비하여 노인들이 직  

나뭇잎을 잘라서 만들도록 했다. 모양 틀을 이용해 가 질을 하는데 쁘게 되지 않는

다고 하자 F노인이 가 질을 도와주었다. B노인은 이 어둡다며 가 질을 느리게 하

고 있으니 E노인이 자발 으로 도와주겠다며 함께 만들었다. C노인은 손이 빨라서 단

풍잎을 몇 개 자르다가 D노인을 도와 잎맥을 만들어주었다. 한지색종이에 모양 틀을 

이용해 나뭇잎을 오린 후 나뭇가지에 잎을 붙이고 참여자의 작품을 모두 모아 비한 

항아리에 꽂았다. 완성된 나무를 보고 A노인이 뻐서 자신의 방에다 갖다 놓으면 좋

겠다고 하 고 B노인도 보기 좋다고 하자 F노인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나무가 더 



보기가 좋다고 하 다. C노인은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많이 꽂으면 더 멋있겠다며 아쉬

워하자 D, E노인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만들면 되지.”라고 말해 다함께 큰 소리로 

웃었다. 처음으로 F, E, D 노인이 자발 으로 주변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으며, 도움

을 통해 서로 자연스럽게 동하기 시작했다.

<그림 10> 나무 꾸미기: 가을 나무

8회기 : 추억 속으로 - 창호지 바르기

창틀에 창호지를 직  붙여 본 이 있는지 물어 보자 노인들이 에는 부분 자

신의 집 창틀은 자신들이 꾸몄다며 모두 해 보았다고 했다. 비해 둔 모형창틀을 나

어주자 A노인은 에 문손잡이에 코스모스를 붙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B, 

C, D 노인도 나무 잎이나 호랑이 가시나무 잎 같은 것을 붙이기도 한다며 말했고, 

F노인은 에 어머니와 함께 창틀을 꾸미며 코스모스를 붙 다는 등  기억이 

떠오르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 며 활동을 시작했다. 노래가 끝나자 옛날 자신이 결혼

할 때가 생각난다며 자신이 꽃잎을 수를 잘 놓았다고 했다. 결혼 후 첫 남편의 경제  

무능력이 싫어서 헤어지고, 지 의 남편(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더 힘든 생활을 했다

며 남편에게는 미안함과 후회스러움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E노인

도 친정어머니가 생각이 난다며, 자신이 20살에 결혼 해 아들 하나를 낳고 이혼 수 자

식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긴 채 서울 가서 돈 벌다가 결국 병으로 하반신 불구가 되어 

고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 신에 아들을 계속해서 키워  

친정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 내외가 결혼 후 자신을 찾지 않는 것

을 원망하며, 그것이 다 자신이 못 배운 탓이라고 했다. 다들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조용하자 A노인이 다들 사연이 많다며 여기서 서로 따뜻하게 기 며 즐겁게 살자고 



했다. 다들 그러자고 했으나 회기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었다.

A노인 B노인 C노인

D노인 E노인 F노인

<그림 11> 추억 속으로-창호지 바르기

9회기 : BOF(Body Outline Forms)

신체상이 그려진 그림을 제시하며 신체 인 통증이 느껴지는 부 를 스티커로 붙여

서 고통의 정도를 표 하고 참여자들과 고통에 한 느낌을 공유하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해결책을 서로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가장 통증이 심한 곳은 빨간 스티커, 다음으로 통증

이 심한 곳은 란스티커, 가장 은 통증에는 보라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다. C노인은 그림

이  차렷하는 자세 같다고 하여 서로들 웃자 A, B, D, E, F노인이 돌아가며 반복해서 차렷

하는 사람 같다, 운동하는 학생 같다, 얏～ 하는 학생 같다, 차렷하는 학생, 순사 같다고 한

마디씩 하여 분 기가 한결 더 자연스러워졌다. 완성 후 골다공증으로 통증이 심할 땐 어

디가 가장 아 지, 통증의 느낌은 어떠한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 했다.

A노인은 허리와 무릎에 보라색스티커를 붙이고 양쪽 어깨에 빨간색의 심한 통증 지

각 스티커를 신체상에 붙 다. B노인은 무릎과 양쪽 어깨에 심한 통증 지각 스티커를 

붙 고, C노인은 아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아 서 잠이 깨 버리면 두 다리가 

땅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며 양 무릎과 허리에 심한 통증지각 스티커를 붙



다. D노인은 왼쪽 다리 허리가 아 면 병원에 입원 했다가 좀 괜찮으면 이곳에 오고 

그 다며 통증지각 스티커를 다리와 허리에 붙 다. E노인은 허리가 아  때면 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아무도 찾아  사람도 없고 해서 내 몸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

며... 그럴 때는 죽고 싶다고 하 다. F노인은 쑤시고 아 면 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온 몸이 힘이 쭉 빠지고 우울해 지는데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 에 동료들

과 아 다고 하소연하고 서로들 격려를 하고 나면 좀 낫다고 하며 무릎에 통증 지각 

스티커를 붙 다. 부분 무릎에 가장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죽음과 련하여 이야기 

하 다. F노인이 요양원에 와서 마음속에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내 이야기

를 하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고 하 다. 참여자 모두 동감

을 하며 이런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 다. 한 서로 아픔을 이야기하고 

하소연 할 수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허 함이 덜 느껴진다고 하 다.

A노인 B노인 C노인

D노인 E노인 F노인

<그림 12> BOF(Body Outline Forms)

10회기 : 부정  감정 표 (가면 만들기)

종이죽으로 가면 만들기를 통해 가면의 반쪽에는 과거에 가장 억울했거나, 화가 났

었던 부정 인 감정을, 다른 반쪽에는 지 의 감정을 색으로 표 하도록 했다. 가면을 

만드는 동안 노인들은 몰입하여 활동을 했다.

완성 후 A노인은 두 번째 남편이 본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여 데

리고 갔는데, 한방에서 다함께 자고 생활했을 때를 생각하면 기가차고 무도 화가 나

서 억울했다며 청색으로 표 을 하 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며 지 의 

심정을 주황색으로 나타냈다. B노인은 남편의 술과 의처증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가장 

화가 난다며 빨강색으로 칠했고 지 의 심정은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 없어서 오히려 



시원하다며 청색으로 표 하 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C노인도 남편이 알코올 독

으로 자신과 자식을 때리며 가정폭력이 있었던 때가 가장 끔 하다며 남색으로 표 하

고 지 의 심정은 감이 죽고 자식들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식이 나를 괴롭

힌 남편만 못하다며 여 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빨강색으로 색칠하 다. D노인은 남편

이 외도하여 두 집 살림을 하다가 어느 날 병이 들어 집으로 돌아와 잘못했다며 살려 

했을 때가 가장 억울했다고 빨간색을 칠했고, 지 은 홀가분하다며 청색으로 칠했다. 

E노인은 여러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자신은 그런 고생은 안하고 살았다며 

자식도 친정 엄마가 키워 주었으며 결혼만 자신이 시켰고 재혼하여 남편이 죽고 나서 

지  여기 와 있는 것이니 오히려 엄마와 두 번째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살색을 

색칠했다.  지 의 심정은 자신의 몸이 아 서 힘들다며 남색으로 색칠하 다. F노

인은 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잘 살아야 한다는 유언과는 달리 그 게 살

지 못했다며 남색으로 부정 인 마음을, 요즘 마음이 편안하다며 지 의 심정을 록

색으로 나타내었다. 

부분 남편의 외도나 폭력에도 자기표 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압한 체 살아왔

던 모습을 부정 인 감정으로 표 함으로써, 서로가 비슷한 경험을 한 것에 해서 놀

라워하며, 그로인해 더욱 더 서로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 다. 에는 지 의 

상황에 해서 억울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지 은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  수 있는 동

료가 있어서 더 좋다고 했다.

A노인 B노인 C노인)

D노인 E노인 F노인

<그림 13> 부정  감정 표



11회기 : 내 마음의 장소

11회기에서는 내 몸과 마음이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장소를 표 해 보기로 했다. 

A노인은 요즘 다시 인생 공부를 하고 있다며 지  사람들과 편안하게 활동하고 이

야기 할 수 있는 요양원이 가장 편하다고 했다. 다른 노인들도 A노인처럼 요양원이 

가장 편안하다고 했으며, D노인만 자식이 있어 야 소용없다며 자색, 며느리 치 보

지 않아도 되는 요양원이 가장 편안하다고 했다. 

노인들은 죽음에 한 비와 내 몸이 가장 편하게 있고 싶은 장소를 요양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A노인-요양원 생활 B노인- 쉬는 모습 C노인-방

D노인-편한곳 E노인-자신 F노인-달팽이집

<그림 14> 내 마음의 장소

3 .  종 결단계 ( 12∼16회 기)

종결단계는 정리하는 단계로 재와 미래에 한 정  감정과 생각을 자발  수

행에 따른 자기표 을 하여 작품 활동을 통하여 참여자와의 상호 이해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목표로 하 다.

12회기 :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연상 후 비해 둔 신체상에 한지를 이용하여 꾸며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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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노인이 먼  자신을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  마을통장이 가장 보고 싶다고 했

다. B노인은 자신을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가장 보고 싶다고 표 하 으며, B

노인은 자신을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가장 보고 싶다고 했다. C노인은 둘째 아

들이 제일보고 싶은데 가서 보고 오면 마음만 더 아  것 같아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

다며 표 하 다. D노인은 늦둥이라서 그런지 늘 애틋하다며 늦게 낳은 막내아들이 보

고 싶다고 하 다. A, E노인은 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며 이제는 후회도 없다고 말했

다. 노인들은 보고 싶은 사람을 통해서 원망이나 억울함이 아닌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표 함으로써 타인에 한 감정이 변화되었음을 보여 다. 

A노인-자신 B노인-남편 C노인-둘째아들

D노인-막내아들 E노인-자신 F노인-마을 지인

<그림 15> 보고 싶은 사람

13회기 : 나의 나무는

나의 나무를 꾸미는 활동으로 계 이 주는 느낌과 감정을 나 고 자신의 나무에 

해 감정을 표  하도록 진행을 하 다. 계 이 주는 느낌과 기 감을 이야기 한 후 작

품 활동에 임했다. 발표는 B, E, D, C, A, F 순으로 하 다. 작품 활동에 들어가자 C

노인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인 것 같으면서도 재미가 있다고 하자 다른 노인들도 

웃으며 우리가 학생이 된 기분이라고 했다. 나무를 꾸미는데 모두들 단풍나무과 은행

잎을 선택하며 란 잎보다는 단풍잎이 마음에 든다고 하 다. A, F노인은 가을이라 

오곡 만발하고 풍성해서 좋다는 표 을 하 으며 작품 발표 과정에서 풍성함과 풍성함 



속에 자신들도 늙어 간다고 하 으며, B노인은 열심히 작품에 열 하며 가장 먼  작

품을 완성하고서 은행잎을 풍성하게 붙 더니 든든하게 보여 좋다고 했다. 다른 참여

자 F, C노인은 잘 되었다고 표 하 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C노

인은 작품을 끝내고 ‘가을이라 가을바람’ 노래를 부르며 다함께 산책을 하자고 제안하

니 모두들 흔쾌히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D노인은 마음속으로만 산책을 가고 싶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게 작품에 가득 담아 나무를 꾸며 보니 이야기할 용기가 생겼다며 내 

마음도 단풍이 들었다고 표 하 다. E노인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만져 보고 내 

손으로 나무를 꾸며 보니 흐뭇하고 마음의 에 지로 삼아서 앞으로도 생활 속에 힘든 

일들을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 다. 

A노인-풍성함 B노인-은행나무 C노인-가을바람

D노인-내마음속의 단풍 E노인-에 지 F노인-풍성함

<그림 16> 나의 나무는

14회기 : 내 마음의 풍경

앞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정 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심리 인 안정을 해 한

지 죽과 황토를 이용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음의 모습들을 자유롭게 표

하도록 했다. 노인들은 종이죽에 황토를 섞으니 부드러우면서 고향에 온 듯 편안하

다며 두 손으로 으며 계속해서 만져보았다. 한참을 만지며 돌다가 손가락으로 그림

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완성 후 A와 F노인은 요양원이라며 요양원 뒤쪽의 황토 방 가족쉼터를 그렸고, B, 

C노인은 자신이 살던 집과 나무를 그렸으며 D노인은 자신의 은행나무를 그리고서 내가 

살았던 흔 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 다. 그리고  E노인은 친정집이라고 했다. 



A노인-요양원 B노인-자신의 집 C노인-자신의 집

D노인- 흔 이 있는 곳 E노인-친정집 F노인-요양원 황토방

림 17> 내 마음의 풍경 

15회기 : 나에게 보내는 선물

지 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받고 싶은 선물을 편지지에 써서 선물상자에 담아 자

신에게 선물하기로 했다.

A노인은 자신의 과거에 해서 늘 억울하단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른 참여자들과 

이야기도 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잘 산 것 같다고 했

다. 한 어린 시 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이 한이었는데 요양원에서 미술치료 로

그램을 통해 그 때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것을 보상받았다며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

고 했다. B노인은 미술활동을 통해 잘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작품을 완성하

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과 남편의 폭력으로 힘들었지만 남편의 임종까지 지켜본 자신

이 견스럽다며 ‘칭찬’을 선물했다. C노인은 남편을 원망만하고 미워하며 살았는데 미

술치료 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잘 못 했던 일도 떠 올려 보고 많은 생각이 교차 되

었다며 지 처럼 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자식들에게 걱정을 안 시키면 좋겠다며 ‘건

강’을 선물했다. D, E도 ‘건강’을 선물했다. F노인은 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자신이 살아

오면서 어머니가 자신을 가장 사랑해  분이라는 것을 미술치료 로그램을 통해 많이 

생각했다고 하 다. 어머니의 유언처럼 잘 살고 있다고 말 드리고 싶다며,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를 자신에게 선물했다.



A노인-학교 B노인-칭찬 C노인-건강

D노인-건강 E노인-건강 F노인- 편지

<그림 18> 나에게 보내는 선물

16회기 : 지 의 나와 앞으로의 나,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지 조각들을 가 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반달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른 후 

조각들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을 찾아 새롭게 살아 나가보자는 의미로 ‘지

의 나’, ‘앞으로의 나’, ‘우리 모두’라는 주제로 세장의 카드 꾸미기를 실시했다. A노인

은 ‘지 의 나’는 밤에 요양원에 워 조각달을 쳐다보고 있지만 ‘앞으로의 나’는 비슷

한 외로움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며 살아 갈 것이라 했고, 

‘우리 모두’에서는 다 함께 요양원에서 만난 것도 인연이므로 형제처럼 재미있게 지내

고 싶다는 바램을 표 했다. B노인은 그날 아들이 다녀갔는데 마음이 복잡하다며 ‘지

의 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표 했다고 하자, A와 D노인이 아들은 아직 으니 잘 

헤쳐 나갈 것이라고 지지를 해 주었다. B노인은 그 말을 들으니 자신도 용기가 생긴다

며 ‘앞으로의 나’는 건강하게 살 것이고 ‘우리 모두’는 요양원에서 모두 다 건강하게 살

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C노인의 ‘지 의 나’에서 자식들을 걱정하는 자신을 표 했고, 

‘앞으로의 나’에서 참여자들에게 함께여서 감사하다는 마음의 뜻에서 항상 행복할 것이

라는 뜻의 하트를 표 했으며 ‘우리 모두’에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산책도 하며 차도 

마시는 행복한 모습을 표 했다. D노인은 ‘지 의 나’를 병들어 있는 자신을 표 했고, 

‘앞으로의 나’는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서도 다들 건강했으

면 좋겠다며 건강을 표 했다. E노인은 ‘지 의 나’는 요양원 안에서만 계 의 변화를 

느끼는 자신의 모습이지만 ‘앞으로의 나’는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산책하는 자신의 모

습을 ‘우리 모두’에서는 다함께 정자로 나들이를 가는 모습을 표 했다. F노인은 ‘지



의 나’에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앞으로의 나’에서는 참여자  자신

이 가장 건강한 것 같다며 타인을 도와주는 자신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서는 서로 도

우며 행복한 모습을 표 했다. 마지막 회기에서 노인들 모두 재의 자신의 삶을 만족

해하며 정 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A노인-요양원 B노인-자신 C노인-자연에 순응

D노인-건강 E노인-산책 F노인-도우며 살자

<그림 19> 지 의 나, 앞으로의 나, 우리 모두는

 

제3  회 기별  진행 에 따 른  개 인별  자발성과 자기표 의 변 화

1.  자발성의 개 인별  변 화

로그램 진행단계인 기, 실행기, 종결기에 따라 자발성의 변화 타인과의 시

도, 주도 인 역할, 활동에 임하는 태도의 극성 요인을 심으로 자기표 을 각 개인

별로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상
자발성 

요인
기(1∼6) 실행기(7∼11) 종결기(12∼16)

노인 

A

타인과의 

시도

참여자와 어울리지 못

하고 혼자서 작품을 함. 

매회기마다 과제를 시

작하기 에 연구자에

게만 질문을 통해 

시도, 그러나 참여자들

에게는 질문을 하거나 

심을 보이지 않음.

작품을 완성하는데 자신

의 의도 로 되지 않는

다며 연구자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에게도 도움

을 요청하기 시작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

기도 하고 다른 참여

자들이 힘들어 할 때 

스스로 도와주기도하

는 등 동하는 모습

이 나타남.

주도 인 

역할

활동 시에 서로 치 보

고 있으며 항상 먼  시

작하여 분 기를 이끄는 

주도 인 모습을 보임. 

그러나 다른 참여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을 길게 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

기들을 함으로써 다른 

참여자들을 고려하지 않

고 자신의 이야기만을 

길게 하거나 상황에 맞

지 않는 이야기들을 함

으로써 다른 참여자의 

발표를 지연시키는 경향

이 있음.

먼  자기 과거사를 이

야기함으로써 다른 참여

자들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다른 참여자들의 이야

기에 먼  정 인 

피드백을 함으로써 모

든 사람들이 다 자연

스럽게 자신의 목소리

를 낼 수 있도록 함.

활동에 

임하는 

태도

연구자의 설명을 제

로 듣지 않고 활동하여 

잘 되지 않으면 포기.

의도하는 데로 잘 되지 

않을 경우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완성하

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

음.

연구자의 설명을 끝까

지 듣고, 스스로 완성

해 보려고 노력하며 

주변 사람과 동하여 

포기하지 않고 완성

함.

노인 

B

타인과의 

시도

치를 많이 살피며  주

변을 경계하듯 쳐다보

며 상호작용이  이

루어지지 않음.

가 질을 하는데 참여 

노인의 도움이 있는 회

기 후 참여자들과 화 

계기가 마련됨. 종이죽을 

떡이라 지칭하며 농담을 

하기도 하는 모습 자주 

보임.

자원 사자에게도 스

스럼없이 자신이 활동

하는데 힘들었음을 얘

기를 하고 재미있다는  

표 을 자주함.

<표 14> 회기별 진행에 의한 각 노인별 자발성 변화 



주도 인 

역할

가만히 앉아서 다른 참

여자들 하는 것을 한참 

보고 있다가 언어  

구에 따라 조 씩 움직

여 다른 참여자들 활동

을 멈추게 하는 주도

인 모습으로 이끔.

찰흙 매체를 주물럭거리

며 농담을 하기도 하

으며 무엇을 할 것 인지 

먼  묻기도 함

표정이 밝아졌으며 참

여자들 앞에 큰 소리 

내어 웃음으로 즐거움

을 표 함. 자신의 작

품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함.

활동에 

임하는 

태도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지 못함

다른 참여자들의 작품을 

두리번거리다 작품을 시

작하기도 하다가 실행기 

후반부터 작품에 몰두하

며 집

다른 참여자들 작품 

시작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함께 시작함. 자

신의 작품을 마음에 

들어하며 극 으로 

임함.

노인

C

타인과의 

시도

자유로운 행동이 고 가

만히 있거나 화가 거의 

없으며 언어  구에 따

라 기계 으로 움직임.

참여자에게 도움을 조

씩 주기도 하며, 호칭을 

부르며 조심스럽게 다가

감. 매체 설명을 질문하

고, 참여자에게 설명을 하

기도 함

조용하면서도 다른 참

여자들과 상호작용하며 

활동을 모방하기도 하

고 참여자들과 함께  

동하는 모습이 나타

남.

주도 인 

역할

표정이나 움직임이 경

직되어 있어 언어  축

구에 따라 기계 으로 

작업함.

새장 속에 갇힌 새 노래

를 부르기도 하고 13회

기에 산책 가자 요청.

표정이 밝아지고 머뭇

거리지 않고 분 기를  

변화 시키며 웃는 모

습 보임.

활동에 

임하는 

태도

주어진 방법 로만 작

업함.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활동을 하기도 함.

다른 참여자에게 작품

하는 방법을 일러 주

기도 함.

노인 

D

타인과의 

시도

가만히 있거나 다른 참

여자들 작업을 지켜보며 

바로 쳐다보아 타 참

여자를 무색하게 함.

다른 참여자의 작품과정

에서 묻기도 하는 등 다

른 참여자의 행동에 반응

함으로 바로 쳐다보았

던 것을 타 참여자에게 

이해시킴.

 집단속에서 다른 참

여자와 자신의 존재와 

계를 집단속으로 나

아가는 모습 보임.

주도 인 

역할

참여자들의 활동에 

망하는 자세, 주시하며 

쳐다보는 태도로 참여

자들을 주도함.

평상시의 화에도 목소

리가 커서 다른 참여자

들과 소속하여 함께 이

야기 함에서 주목을 이

끌음.

참여자들의 작품을 

정 으로 피드백을 하

는 과정에서 큰소리로 

“좋소”하는 지지에 참

여자들에게 밝은 분

기 조성



활동에 

임하는 태도

주변을 살피고 자신은 

못한다며 부정 으로 

거부

언어  구로 지지를 

하며 진행하여 기보다 

편안하게 작업을 하 으

며 참여자들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작업에 

집 하는 모습 보임. 

그림에서 활동의 범

가 넓어졌으며 재료 

사용 등 스스로 이루

어졌다.

노인 

E

타 인 과 의 

시도

말이 없고 경직된 자세

를 유지하고 을 쳐다

보지 않으며 참여.

타 참여자의 얼거림을 

듣고 조용히 도와 다며 

근하여 상호작용이 이

루어짐.

체 참여자들을 두루 

살피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

다고 제의하는 모습 

보임

주도 인 

역할

없는 듯 작업에 몰두해

서 두리번거리는 참여

자들에게 모델링 상

이 됨 

참여자들과 함께 작품 

활동에서 의논하는 모습

에서 도움이 필요한 참

여자에게 주동 인 모습

을 다가감

혼자가 아닌 체 참여

자들과 나서지 않는 듯 

하나 도우미 역할로 인

식 됨.

활동에 임하

는 태도

혼자서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주제와 어 나는 

모습 보임

도우미 활동으로 참여자

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에서 자신의 작품 완성

하여 주제와 가까워짐

자신의 작품, 참여자

의 작품의 내용 주제

를 같이 이해하며 활

동 함.

노인 

F

타인과의 

시도

. 화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 자리를 이탈하기

도 하 으며 신 함이 없

이 화 함.

참여자들을 도와주며 자

신이 참여자들  제일 

신체 으로 건강 하다고 

느끼고 도움을 제공

자리를 이탈하지도 않

고 참여자들을 스스로 

도와주며 자신의 얘기

를 참여자들과 진진하

게 나눔

주도 인 

역할

계속 인 언어 인 

구에 따라 작업을 하며 

조 하고 “다 했어요”

라고 말함으로 분 기

를 주도 으로 이끔.

자신의 작품에 진지하게 

꾸 으로 내용도 알차서 

참여자들에게 감동을 주

어 극  지지가 있었

음

내가 아닌 참여자 

체의 내용으로 작품을 

이끌어 ‘우리 모두’라

는 주제에 걸맞게 이

끌어 감.

활동에 

임하는 태도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

에서 하는 태도 보

임

자리를 이탈하는 횟수가 

어들면서 작품에 진지

함 더해 짐

작품에 의미를 부여함



상 단계 자기표

노인 

A

기

(1∼6)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은 시 에 해서 무엇이

든지 잘 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을 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표

실행

(7∼11)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며 자신의 감정을 노래로 표 하기도 함. 활동 

에 자신의 과거를 자연스럽게 개방함. 

종결

(12∼16)

과거의 자신의 삶을 후회하기도 하 으나 최선을 다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정 으로 살고 싶다며 언어 으로 표 을 명확하게 

함.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정 인 피드백을 하는 등 자신의 생각을 

언어 으로 표 함.

노인 

B

기

(1∼6)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 할 때

에는 모호하게 말해 다른 참여자들이 이해하지 못함.

실행

(7∼11)

타인의 질문에 조 씩 답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개방하기 시

작

종결

(12∼16)

타인의 질문에 자신의 의사를 잘 표 하고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도 완

하게 개방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잘 표 함.

노인 

C

기

(1∼6)

묵묵히 앉아서 작품 활동에만 집 하며 작품 발표순서가 돌아오면 힘

없이 표 .

실행

(7∼11)

작품 속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 표 하며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음을 개

방하며 가슴이 하게 아 옴을 표 .

종결

(12∼16)

자녀 고민 때문에 참여자들이 C노인건강 염려를 하는 모습에서 참여

자들에게 고마움 표 하고 정 으로 수용.

노인 

D

기

(1∼6)

미술 활동 거부를 하 으며 다른 참여자들을 바른 자세로 주시하고 

망하여 참여자들을 불편하게 함.

2.  자기표 의 개 인별  변 화

로그램 진행단계인 기, 실행기, 종결기에 따라 자기표  변화를 각 개인별로 정

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회기별 진행에 의한 각 노인별 자기표  변화



실행

(7∼11)

8회기 창호지 바르기 작품에서 자신이 살던 집, 살아왔던 이야기를 작품 활

동에서 발표하며 자기 이야기를 개방함.

종결

(12∼16)

비록 자신의 과거 이야기가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었다며 자기 자신에게 

상장을 주는 마음으로 자기감정을 언어로 표 함.

노인 

E

기

(1∼6)
참여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자신은 묵묵히 작품 완성에만 열 함.

실행

(7∼11)

가족이 없어 외로움을 참여자들에게 토로하며 앞으로 자신이 참여자들

과 소속하여 잘 지내고 싶다고 작품 발표시 언어 으로 자기표  함.

종결

(12∼16)

자신은 구를 해 헌신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후회는 없는 삶이라

고 작품 소개를 하며 정  수용을 함

노인 

F

기

(1∼6)
밖으로 이탈을 기에 자주하여 작품 표 에 집 하지 못함.

실행

(7∼11)

참여자들과 작품 활동을 도와주며 같이 상호작용하다 보니 15회기에서 

자신의 통증 지각 작품 발표 등으로 참여자들에게 진지하게 토로함.

종결

(12∼16)

15회기 나에게 보내는 선물 작품 발표 시 이곳이 자신에게는 건강을 찾아 

 곳이며 참여자들에게 모두 이곳에서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다며 큰 기

와집 그림으로 우리 모두 함께 라는 의미로 가족으로 표  함.



제Ⅴ장 논의

본 연구는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이 골다공증 노인의 자발성  자

기표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 로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몇 가지 논의 을 제시하고자 한다.

집단미술치료의 자발성 수행 능력  자기표 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골다공증 노인의 자발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한 결과 집단미술치료 실시 후 자발성 수행 찰 체크리스트 변화에 있어서 

정 인 변화가 있었다. 

기단계에 참여자들에게 미술활동 로그램 참여에 한 개인 인 부담을 여 주

기 해 흥미 주의 활동 심으로 진행한 것이 동기유발이 되어졌으며, 한지가 주는 

부드러운 느낌이 골다공증 노인들의 거부를 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실행단계에서는 

추억을 회상하여 잠재된 기억과 억압된 감정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하여 

미술치료 과정에서 미술활동과 더불어 추억을 회상하는 화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

문에 자신들에게 요했던 사건이나 경험을 드러내며 갈등했던 그 시 의 얘기들을 참

여자 모두 ‘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재 할 수 있었다. 한 골다공증의 통증에 

한 문제들을 자발 으로 표 하며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소속감을 통해 오히려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구나 경험할 수 있다

는 정 인 모습을 보 다. 기, 실행단계를 지나 종결단계에서는 이미 응집력과 서

로간의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서로가 수용되어짐을 알고 자발 으로 참여하고 타인

에게 하며 주도 인 역할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골다공증 노인의 자기표 의 모든 역에 정

인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한 내용이 가장 높은 변화를 보 고, 다음으로 음성, 신체표 의 순으로 변

화 하 다. 기의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행단계

로 넘어가며 차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개방하게 되면서 자기만의 문제가 아

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공감 수용되어짐을 느끼면서 자발성의 향

상이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자신감의 형성이 집단내에서 개인의 목소



리를 높일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고 할 것이다. 신체표 에서 은 변화가 있었던 것

은 노인들의 신체  특성상 골다공증의 통증으로 인해 거동의 불편함이 신체  을 

진시키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되어 진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를 한

지를 이용한 골다공증 노인에게 자발성  자기표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와 같이 노인 미술치료 로그램 장에서 다양한 문 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는 

시 에서 본 로그램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들에게 익숙한 

한지를 이용한 집단 미술치료 로그램의 활성화가 노인에게 정서  활기와 심리  안

정감과 신체  문제를 보완해  수 있는 방향에도 을 맞추어 다양한 주제와 기법

을 개발하여 향후 노인의 자발성  자기표 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 된다.



제Ⅵ장 결론  제언

먼 ,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에 생활하는 골다공증 노인에게 실시하 을 때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이 골다공증 노인의 자발성  자기표 이 향상 된 것으로 나타

났다. 한 각 회기별 진행에 따라 골다공증 노인의 자발성  자기표 의 개선에 집

단미술치료가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미술치료의 자기표   자발성 수행능력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골다공증 노인의 자발성 향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집단미술치료가 과거 경험과 련된 매체를 지시할 때 반응 

빈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골다공증 노인의 자기표 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집단미술치료가 자기표 의 하 요인  자기표 의 말한 내용, 음

성, 신체언어 등 모든 요인에서 사 ․사후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 다. 

이는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이 골다공증노인의 자발성을 증진시키는

데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골다공증 노인의 독립

성과 자주 인 일상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련된 향후 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골다공증 노인 6명을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한지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 로

그램을 실시하여 얻은 결론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일반화를 

해서는 동일 주제에 한 보다 더 많은 상을 토 로 한 집단의 반복 연구와 조

군을 둔 실험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노인의 특성은 세 와 교육정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그 시 의 노인 상에게 

하고 효과 인 집단미술치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을 상으로 한 표 화된 검사도구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노인 상자 특성에 맞는 표 화된 평가도구의 개발이 계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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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항목

자발성 정도에 따른 경우

언어 ·행동  

개입 시에 수행

언어  개입 

시에 수행

자발 으로 

수행

사 사후 사 사후 사 사후

1. 다른 상자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다.

2. 다른 상자들과 동하여 미  

   술활동을 한다.

3. 본인이 희망하는 매체를 선택한다.

4. 미술활동 후 스스로 발표한다.

5. 미술활동에 집 한다.

6. 다른 상자들에게 먼  칭찬  

   을 한다.

7. 작품활동 하는 것을 어려워하  

   는 상자에게 스스로 도와   

   다.

8. 활동 도  감정을 표 한다. 

(  : 기쁨, 슬픔, 화남, 미움 등)

9. 새로운 활동에도 쉽게 응한다.

10. 연구자나 보조자의 도움 없이

도 미술활동을 한다.

소계

합계

＜ 부록 1＞  

자발성 수행  찰  체 크 리스 트

                                            회기:     날짜:   ct 이름:



＜ 부록 2＞

자기표  평 정 척 도

 

구

분

번

호
문        항

거의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가끔

그 다

자주

그 다

항상

그 다

1～2

정도

3～4

정도

5～6

정도

7～8

정도

9～10

정도

말

한

내

용

1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다.

2
나는 화의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의

사를 이야기 한다.

3 나는 화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

4 나는 사과를 많이 한다.

5 나는 의가 바르지 못하다

6
나는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부득이한 이

유를 내세워 변명한다.

7
나는 잘 아는 사이에서는 상 방의 감정

을 고려하지 않는다.

8
나는 잘 아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해 설명하지 않는다.

9
나는 잘 아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입장만 

고려한다.

음

성

10
나는 얼거리는 것은 아니나 상 가 알

아듣기 어려울 만큼 약하게 말한다.

11 나는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다.

12 나는 말이 입안에서만 얼거린다.

13 나는 억양이 어색하다

14
나는 “ -”, “음-”등 말이 간에 끊어

진다

15 나는 말하기 에 주 주  한다.

16
나는 말하기 이나 말하는 도 에 서두

른다.

신

체

표

17 나는 말할 때 상 를 바로 보지 못한다.

18
나는 웃거나 찡그리는 등 얼굴 표정이 

진지하지 못한다.

19
나는 손을 비비거나 발을 굴리는 등 얼굴 

표정이 진지하지 못하다

20 나는 몸이 어딘가 굳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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