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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andala art therapy using a fabric media 
on the self-expression of upper grade elementary 

students.

Kim mi-young

Advisor: Prof. Ph. D. Lee, Jin-uk

Department of Art Psychological Therapy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Mandala art therapy using

a fabric media on the self-expression of elementary upper grades students.

Hence,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how does Mandala art therapy using fabric media affect both ex-ante and

ex-post actions of self-expression of upper grade elementary students?

Second, how does Mandala art therapy using fabric media affect both ex-ante

and ex-post actions of K-HTP of upper grade students?

Third, how does Mandala art therapy using fabric media affect each session of

actions of self-expression of upper grade elementary students?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were 7 children of both gender who have problem

with self-expression requested by the person in charge of Gwangju G district

child-care center.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17 session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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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to December of 2017, once a week, and 50 minutes per session. Control

group without treatment was also consisted with 7 children of both gender.

Following are summarization of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First, the experiment group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Mandala art therapy

using fabric media has improved their self-expressive acts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econd, the experiment group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Mandala art therapy

using fabric media has improved their K-HTP as well.

Third, the experiment group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Mandala art therapy

using fabric media has improve their self-expressive acts in the beginning of

Mandala art therapy sessions, the children had difficult time paying attention and

were passive and defensive with their self-expressing acts. However, as sessions

continue, children positively expressed themselves, paid attention to the activities,

and sympathized to other people’s work of art. Also children become attached to

their work of art and confident of self-expressing and forming positive feedbacks

for the future to pursue happiness while in self-development.

Therefore, we conclude that Mandala art therapy using fiber media has positively

affected self-expression of upper-grade elementary students.

Key words: Self expression, Mandala, Mandala art therapy, Textile media,

Elementary school upper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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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이러한 사회에서는 창의적이며 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간형이 필요한 시기이다. 가정에서는 핵가족화와 가족의 해

체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1, 2인 가족의 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

다. 가족의 형태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미혼모, 맞벌이 부

모, 재혼 가정,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적절한 보살핌과 교육을 제공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동들의 심리적인 불안과 갈등의

상황은 기본 인격 형성과 또래 관계와 대인관계에 필요한 의사소통 등의 사회성 발달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교육을 사회에서 성공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부모들의 왜곡된 교육관, 성

적 위주의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기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열풍과 또래들과

의 경쟁으로 아동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요즈음 초등학교 고학년은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이 때 드러나는 충동적, 조급

함, 흥분, 주의산만, 대인 불안, 무기력 등의 정서적 변화가 심리적 갈등문제로 표출될

우려가 있어 아동들에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에릭슨(Erickson)의 발달단계 중 초등학교 시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로 이때

에 자아가 성장하는 결정적 단계로 보고 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인지적, 사회적인

기술을 익히게 되며 이 시기에 아동은 근면성을 얻게 되어 자아를 발전시키게 되는 것

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배움의 과정에서 위축감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

인 감정을 갖게 되어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존재를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열등감을 갖게 되는 아동

들은 집단 안에서 위축되어 자신감이 없으며, 자기의 감정표현과 의견 및 욕구를 직접

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관계나 문제 해결 상황에 접근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소용되는 사회적 기술을 갖추지 못하는 경

우가 있다. 또한 아동들의 생활 속에서 오는 불안감, 스트레스, 또래관계로 인한 갈등

으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어 이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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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오는 불안감, 타인에 의해 생성되는 부정적 시선은 위축감, 방어적, 공격적인

자기표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동들은 관계에

대한 갈등과 분노가 폭력으로 나타나 집단속의 한 아동을 괴롭히거나 따돌림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자기표현 능력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건이다. 특히 발달기에 있는 아동

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달과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중요한 기술이다. 상대

방과 서로 소통의 조화를 이룬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인 관계와 의사소통의 핵심이 바로 자기표현인 것

이다.

아동의 자기표현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 등을 잘 표현 할 수 있게 되므로 자기 성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기이해, 자기

수용, 자기개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올바른 자기표현이 이루어질 때 아동

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심리적

으로도 건강하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사회, 가정 속에서 소외된 아동은 자기표현이 줄어들어 자아존중감도 낮아지고 또래

관계 속에서도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왕따 등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발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높아진 자기표현 능력은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신에 대

한 긍정적인 가치를 갖게 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 이러한

공감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은 아동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고 대인관계에서 오게 되는

갈등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일상에서도 발생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을 더 깊게 이해 할 수 있게 되는 자기수용과 더불

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어 타인에 대한 수용의 폭이 넓어져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될 것 이라고 한다. 자기표현 능력이 높아지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상호이해와 교감이 쉬워지며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

면 일상에서나 학교생활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는 미술이 아동들의 내면을 창의적으로 쉽게 표현 할 수 있으며 판단을 받

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또 다른 또래들과 작품 활동을 같이 수행함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쌓여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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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은 언어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아동들에게 자기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

도록 하며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자각할 수 있게 하여 수용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와

드슨(Wadeson, 1980) 또한 미술은 아동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

러내는 것을 돕고 언어로 부딪히는 감정의 위기를 완화 시킬 수 있으며 카타르시스 효

과를 가지는 것과 함께 감정교류의 조정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동들에게 있어 미술의 가치는 아동들의 성장을 도우면서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증진시켜 주며 아동 각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질과 능력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제공하면서 아동들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 스스로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타인의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매

개체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미술의 영역에서 만다라는 상징 표현으로 보다 근원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고, 내담자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 받기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제안되며(Brooke, 1996), 자기 탐색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 이해의 목적으로 치료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빈 공간으로 주어질 때 보다는 한가운데 원이 있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시작하게 되며, 연상이 바탕으로 표현되는 상징은 추상화된 사고의 감정을 탐색 할 수

있게 하면서 정신적 역동이나 구조를 효과적으로 파악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유주

제로 즉흥적으로 그리는 만다라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동요, 흥분, 불안 등의 감정

들이 보다 편안하고 자유롭게 형태와 색 등의 다양한 상징 표현으로 나타나 자신이 겪

고 있는 문제와 대면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면의 과정을 거쳐서 삶을 균형을 찾아 나

가며, 나아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정여주, 2005).

매체로써 섬유소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재질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쉽게 자르고, 구기고, 접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 변형이 가능하므로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도 표현 되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심리적 투사에 용이하기에

미술치료 매체에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섬유매체가 가지는 부드러움은 내담자에게 정

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 매체의 활용 방법을 연구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정서를 다채

롭게 표현 할 수도 있다(윤지현, 2015).

섬유매체를 활용한 미술 치료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성, 정서지능, 자

아정체감의 효과를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들은 다소 있으나(박치홍, 2009; 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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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정미경, 2013; 임선숙, 2014;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을 위한 섬유매체를 활

용한 만다라 미술 치료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내담자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미술에 대한 흥미도를 고려하여

그리기에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을 덜어주고, 일상에서 쉽게 보고 찾을 수 있는 익숙하

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진 섬유매체를 만다라 미술치료에 활용하여 회기별 프로그램으

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고 더불어 자기 이

해와 자기표현을 향상시킴으로 내재된 자원(resources)을 찾고 긍정적 자기표현에 도

움을 주고자 한다. 더 나아가 친구 관계를 원만하게 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및 방법

이에 본 연구는 섬유매체를 활용하며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

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 사전 ·

사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K-HTP

사전 · 사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회기별 활동에

나타난 자기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의 방법은 로코스와 슈뢰더(1979)의 자기주장 행동척도를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재구성한 변창진과 김성희(1980)의 자기표현 척도지와 K-HTP그리기, 회

기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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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만다라

만다라는 고대 인도 범어에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 불교 위 밀교에서는 만다라

의 어원을 만다(Manda)와 라(Ia),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만다라’는 중심 또는

본질이며 ‘라’는 소유 혹은 성취를 의미하는 접미사로 쓰여, 만다라는 중심과 본질을

얻는 것, 마음 속에 참됨을 갖추고 있거나 본질을 원만히 한다고 정의 할 수 있다(김

용환, 1998: 홍윤식, 1996).

나. 섬유매체

섬유는 물질적인 재료의 개념으로서 ‘식물, 동물, 광물 등에서 얻어진 것으로 줄기를

형성하는 구조를 지닌 모든 물질’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섬유는 직물이나, 편성물을

만드는데 충분한 강도와 유연성을 가지며 실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포함력을 갖고 있

는 긴 선상의 물질이다(안영무, 1994).

다. 자기표현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하며 자신의 감정, 사고, 등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행동으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타인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

스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것이다(Alverti &

Emmons, 1978; 이은영, 2004 재인용). Rokos와 Schroeder(1980) 자기표현의 하위요인

으로는 내용적 요소, 음성적인 요소, 비언어적인 요소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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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섬유매체

1) 섬유매체의 특성

섬유는 물질적인 재료의 개념으로써 ‘식물, 동물, 광물 등에서 얻어진 것으로 줄기를

형성하는 구조를 지닌 모든 물질’로 정의한다. 영어의 ‘Fabric’은 구조하다(Build), 조합

하다(Fabricate)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Fabricare’에서 유래된 말이다. Frbricare는 섬

유의 재료적인 측면보다는 섬유재료를 사용하여 섬유 조직을 만드는 구조적 결합을 나

타낸다(정미경, 2013).

인간의 삶에 가장 가까운 재료 중의 하나인 섬유는 선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

에 의해 연구되어 지고 사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 의복과 머물

러 살아가는 주거를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인류의 제2의 피부인 의복은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신체를 보호할 목

적으로 짐승의 가죽이나 털, 식물의 잎이나 줄기 등을 이용한 것이 섬유 사용의 시초

이다(곽서연 외, 2003). 이렇게 고대로부터 인류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하게 사용되어 지

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섬유매체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변화되고 오래 흘러

오는 시간 동안 인간의 삶 속에 익숙한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섬유매체의 대표적인 것은 ‘천’을 들 수 있다. 천은 다른 재료들과는 달리 자르고, 구

기고 접는 등의 유연성이 있으며 완성된 이후에는 깨지거나 가루의 날림도 없다. 다양

하게 변화될 수 있는 재질과 무한한 색상, 가벼운 무게 등은 평면에서 입체까지 제작

가능한 용이성도 있다.

섬유는 다른 재료에 비해 무게가 가벼우며 공간에서의 부피나 크기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한 특징으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좀 더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것

이 가능하다.

섬유 특성은 도화지가 구김에 민감하고 점토나 찰흙이 가루가 날리는 것과 달리 구

기거나 접는 등의 유연성을 갖고 있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유연함은 작업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한다. 직물

이 갖는 유연함과 포근함 같은 감촉은 활동하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주면서 직물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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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하면서 촉감을 느끼게 하고 바느질을 통해 대상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해준다.

그것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바라보며 느끼게 하는 일체감의 비슷한 경

험인 것이다.

또한 섬유매체는 단절과 연결, 조화라는 관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느다란 섬

유는 직조 과정을 통해서 직물로 변환되고 이때 서로 다른 섬유가 연결되고 조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개성 있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 삶의 모습과 닮아있다. 여러 개의 얇은 실들은 서로 매듭짓고 엮는 과정을 통해

서 더욱 단단해진다. 이것은 가느다란 실처럼 위태로운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심리적

으로 버틸 수 있는 든든한 끈이 되어 주는 것으로 관계를 단단하게 해주는 의미를 담

고 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오재은,

2014).

아울러 제작 시 수정과 보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에 포함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부드러움과 유연성을 대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섬유는 세탁을 통하

여 마찰이 일어나거나 강한 물리적 힘에 의해 더욱더 부드러운 재질로 변화 될 수 있

으므로 그 어떤 재료 보다 제한이 없는 무한한 힘을 가진 재료이다.

2) 섬유매체의 활용사례

현재 미술치료의 발전으로 치료매체는 기존의 기본적인 매체를 넘어서 좀 더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다. 흔히 사용되는 섬유 매체는 광목, 펠트, 부직포, 실, 같은 순수 섬

유매체와 손수건, 티셔츠, 장갑 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

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맞는 기법으로는 바느질, 펠트 압축, 염색, 염색용

크레파스, 염색종이 등으로 이것을 이용해 각각 소재에 맞는 감촉을 느끼며 창의적인

활동을 이끌어 감으로 내면에 대한 방어를 줄이고 좀 더 탐색에 용이함을 느낄 수 있

다.

섬유매체가 치료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섬유소재의 기법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 두 번째는 섬유소재의 기법과 함

께 생활용품 섬유를 활용한 경우, 세 번째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프로그램에 한두

가지로 섬유소재의 기법과 생활용품 섬유를 활용한 경우이다(백지민, 박재연, 2012).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섬유활용 경우인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섬유소재의 기법과

생활용품 섬유를 활용하여 만다라 미술치료를 프로그램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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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유매체의 치료효과

섬유매체는 유연성과 가변성의 특징이 있다. 섬유의 부드러운 특성으로 자유로운 형

태 변형과 가벼운 움직임은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율동성을 불러일으키고 신

체적 활동성을 높이며 삶의 즐거운 리듬과 연결될 수 있다(오재은, 2014). 섬유의 유연

성은 미술치료 초반에 방어가 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내담자들을 적극적인 태도

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감정의 이완을 이끌어 잊고 있었던 감정과 마주하게 도

와준다(유주희, 2017). 섬유매체는 탄력성이 뛰어나서 외부의 힘에 모양이 변형되어도

섬유 자체가 망가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능력이 뛰어나서 창의적인 작품 표현이 가

능하다(오재은, 2014). 완성된 창조물은 개인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내

면의 갈등과 상실을 다루는데 대체된 대상물로의 역할을 한다(유기재, 2014).

섬유매체는 재료가 가진 친숙함에서 오는 따뜻함은 물론 평면 작품만이 아닌 입체

작품을 한다는 면에서 여러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완성 시 성취감을 높여주며 실용성까지 갖추어 유용한 소재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대의 가부장적 제도에서 섬유를 활용한 작업은 미적 감흥과 꿈을 표현할 수 있는 유

일한 존재로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치유적인 활동이었다고 하였다(임선

숙, 2014).

섬유매체를 활용한 미술 치료프로그램은 많지 않는데, 방요순과 김희영(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섬유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공예 활동 프로그램은 창조적 활동을 통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여 치매 노인들의 인지를 향

상시켰으며 우울감을 경감 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수공예 활동의 대표적인 섬유매체를 이용한 미술치료는 미술 활동에서 오는 결과물

에 수반되는 치료적 효과는 물론 작품의 보관성과 지속성으로 내담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김현숙, 2009), 자신이 제작한 작품을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 할 수 있고 또

다른 입체물로서 장식성이 추가되며 항상 볼 수 있는 전시의 효과도 뛰어나다.

이는 단순히 시각적 행위에서 벗어나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으며 자아

정체성 및 자아 존중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매체의 여러 효

과에도 불구하고 섬유매체를 활용한 미술 치료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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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다라

1) 만다라의 개념

만다라(Mandala)는 고대인도 범어(산스크리트)에서 비롯된다. 인도 문헌에 의하면

만다라는 서책의 장(章), 국토(國土)의 구획 등을 의미하는데 쓰였으며(홍윤식, 1996),

주로 상징주의 철학과 신비주의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불교의 밀교적 언어로 사용되었

다.

밀교에서는 만다라의 어원을 보면 만다(manda)와 라(la)로 나누어 설명 하는데, 만다

는 중심 또는 본질을 의미하는 접두어이고 접미사(Ia)는 소유 또는 성취를 의미한다.

즉 만다라의 정의는 중심과 본질을 얻는 것, 마음속에 참됨을 갖추고 있거나 본질을

원만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홍윤식, 1996 : 김용환, 1998).

이는 만다라의 명상을 통하여 중심과 본질을 얻는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데, 이를

가시적 만다라와 비가시적 만다라로 구분하고 있다. 가시적 만다라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불화이며, 대표적으로 티베트 불교의 회화와 건축 양식에 표현되어 명상의 도

구가 된다. 가시적 만다라의 구조는 중심과 원주로 이루어진 완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

으며 정방형으로도 형상화한다. 이러한 형상은 중심과 원주에 의해 안과 밖, 바로 성역

과 속세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가시적 만다라란 중생이 영성체험을

통하여 얻은 깨달음이 경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비가시적 만다라는 관상과 자성만다라로서 인간의 마음이나 신체를 소우주로 생각하

는 내적 만다라이다.

가시적 만다라는 불교회화와 건축양식뿐 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한

예로 천주교의 고딕 성당에 있는 원화창이 만다라 형상이다. 그러한 형상은 종교적 명

상의 도구가 된다. 그러나 가시적 만다라는 종교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연과 모든

창조의 역사에서 가장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우주의 근원적 형상이다. 이러한 근원적

형상의 만다라는 신과 인간, 생명의 창조와 우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

으로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내면화되어 비가시적으로 항상 존재하게 된다. 서로 분

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가시적 만다라와 비가시적 만다라의 총체적의 미를 세 가지 영

역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다라는 개인적 삶의 영역, 즉 소우주 영역을 나타낸다(Schmeisser. 1997: 6).

만다라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중심에 와 있으며, 동시에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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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라만상의 존재와 서로 연결되어 성스러운 우주에 속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개인적

인 삶의 영역으로 만다라를 심층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 심리학자는 융

(C,G.Jung)1)으로 그에 따르면 만다라는 원형적 통일체(archetypische Gansheit)를 상징

한다(Jung: 1962). 원형적 통일체가 의미하는 것은 만다라가 고대의 여러 문화에서 항

상 다양한 형상으로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것들이 현대인들의 꿈이나 무의식을 그린

그림을 통하여서 원형적 상징 언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만다라는 우주적 영역을 나타낸다. 만다라는 소우주 영역뿐만 아니라, “무한공

간과 시간을 포괄하는 영원성의 상징”(석도열, 2000)인 대우주 영역을 나타낸다. 대우

주 영역으로서의 만다라는 바로 자연의 신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우주 질서와 조화의 신비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마음의 고향을 찾고

자 하는데, 만다라를 수행하는 사람은 만다라에서 우주의 질서와 본질을 깨닫게 되며

자신의 생명과 우주의 관계를 터득하게 된다.

셋째, 만다라는 신적인 영역을 나타낸다. 만다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신성이며 초

월적인 현실을 추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다라는 내면의 관조에 명

상을 투영하고 내면의 경험을 체험하도록 지도한다.

만다라의 기본 형태는 원으로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과 주변 환경 어디에서나 존재

하고 있다. 태양, 보름달, 꽃, 나무 나이테, 거미줄, 새집, 달팽이, 조개, 소라고둥, 과일

과 과일의 단면들, 물레방아, 시계, 팽이, 바퀴, 교회의 색 유리 창, 소용돌이, 동심원,

사람과 동물들의 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만다라 형상은 수 없이 많다.

이처럼 만다라의 형상은 근본적인 인간세계를 감싸고 있는 삼라만상의 원리에 의해

창조 된 것이며, 우주의 흐름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의 규칙적인 변화와 질

서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체험하고 살아온 인간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러한 체험을

만다라 형태로 표현해 왔었다. 만다라는 우주현상과 인간의 삶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면서 인간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원형으로서 다양한 종족의 문화에서도 흔적을 남

기고 있다. 가장 가깝게 관찰 할 수 있는 예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된 나이의 어

린이들은 원의 형태를 가장 많이 그린다.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원으로 사

1) 융은 스위스의 심리학자, 정신 의학자. 바젤 대학과 취리히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1906년에
서 1913년까지 프로이트와 함께 연구 활동을 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유아 성욕론과 본능적 충
동의 강조, 그리고 정신 내용을 개인적 경험에만 한정시킨 것 등에 대해 반대하고,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는 독자적인 학설을 내세워 분석심리학을 창시한다. <원형과 무의
식>, <인격과 전이>. 김선희 (2016. 11. 29).마음공간심리연구소.
http://blog.naver.c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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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얼굴과 꽃과 태양 등을 표현한다.

인간의 원형으로 자리 잡은 만다라 형태는 상징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의미의 만다라는 이집트의 신화,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남

태평양 등의 전통문화에서 우주를 상징하고 창조 신화를 표현하고 있다. 원으로 표시

한 12개의 동물 자리, 원으로 표현한 사계절, 태양과 달과 별의 원형적 운행, 멕시코의

원형 태양석인 아즈텍 달력, 크레타의 미로, 스톤헨지나 동굴 벽화의 그림 등이 대표적

만다라 상징 형상이다. 이처럼 만다라의 원형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인간들의 모

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며, 인간들의 무의식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으며 집단 무의식에서도 존재한다.

둘째, 명상적 의미에서 기도와 명상을 위해서 원의 형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티베트의 만다라 불화, 중국과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태극 형태, 그리스도교 미술

의 성화에 표현되는 예수와 성인의 후광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나스카 인디언들은 그

들이 숭상하는 초월적 존재인 위대한 분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만다라 형상으로 나

타낸다(Jung, 1982). 동양의 불교와 서양의 중세 신비주의자들에게 만다라는 주로 명상

과 내적조화의 깨달음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만다라를 보며 명상에 잠기거나 만다

라를 그림으로써 내적 고요와 집중력을 얻게 되어 내면의 심상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진리를 터득하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셋째, 종교적 의미에서는 만다라 도상에 나타난 색과 형태를 통하여 깨달음의 길을

추구한다. 불교의 승려들은 만다라를 통한 수행에서 만다라를 그릴 동안이나 그리고

난 후에, 이러한 상징성에 마음을 모아서 자기 안에 깊이 침잠하여 명상에 잠긴다. 즉

자신의 현재 상황을 나타낸 색과 형태를 통하여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주적 표상인 만

다라와 일체가 되는 것이다. 서양의 예로는 힐데가르트폰 빙에(Hodegard von Bingen.

1098～1179)는 깊은 종교적 명상수행에 이르렀을 때 신비적 계시로서 만다라 형상을

보았는데 그녀의 이러한 신비체험이 만다라 그림으로 재현되었다. 힐데가르트가 명상

중에 본 만다라 형태의 비전(Vision)들은 후세의 수도자들에게 명상을 위한 중요한 자

료가 되고 있다. 또한 고딕건축을 대표하는 파리의 노틀담 성당이나 독일 쾰른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원형 창도 천주교인들의 종교적 명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치유적 의미에서는 나바호 인디언들은 모래 만다라를 통하여 상처와 병을 치

유한다. 병을 치유하는 의사 겸 무당은 색 모래를 사용하여 환자의 몸에 만다라를 그

리거나 신성한 땅이라고 지정된 곳에 색 모래로 만다라 모양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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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화권에서는 가옥과 마을도 만다라 형태로 지으며, 이러한 만다라가 주는 상

징을 자연과 우주와 그들이 살고 있는 가옥과 마을에 하나로 연결하려 한다. 만다라가

종교에 의해, 창조신화의 전례, 자연과의 합일, 자기발견을 위한 영성체험, 혹은 치유

등의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려진다 하더라도 인간은 만다라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연과 우주와의 합일을 체험하게 된다. 만다라에 대한 이러한 의식으로 우리는 자신

의 존재와 인성을 더 잘 알게 되며 나아가 우주의 원리와 조화를 깨달을 수 있다.2)

고고학자 투치 지우세페(Tucci Giuseppe)는 만다라를 의식 분해와 의식 재통합의 상

징의 표상으로 보면서, 만다라의 그림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의식 전환이 가능하다

고 하였다(박윤미, 2014).

현대에서 들어서는 심층심리학자인 융은 20세기 초 서구문화에서 최초로 만다라가

지니는 우주적·영적 의미를 발견하였으며 만다라가 인간 정신에 주는 의미를 탐구한

결과로 인간의 근원적인 사고세계를 열어 준다는 연구를 남겼다. 융에 의해 만다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만다라를 불교 미술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만다라는 우리

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전체 우주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

으로 인식시켜 주었으며 만다라를 처음으로 심리치료 분야에 적용하게 되었다

융은 만다라를 통합적인 정신의 중심인 자기와 연관시키고 인간이 자기실현의 성취

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심리적으로 치유하려는 동기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하

였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 따르면 만다라의 표현 활동은 내적인 자아를 완성해 가는

과정임과 동시에 자아를 표현하는 활동이며 나를 표현하는 것이 만다라에서 추구하는

개성적인 표현과 심상을 표출한 것과도 연관된다고 한다.

만다라에서 제시되는 기본적 원형은 만다라 형태가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감으로

화면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작업을 쉽게 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만다라를 의식적으로 그리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표현에 몰입하는 순간 무의식의 내면이 그림으로 표출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무의식의 경험으로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만다라의 다양한 형태

는 여러 가지 색의 사용을 유도하면서 즐겨 사용하지 않았던 색도 무의식적으로 사용

하게 되는 체험을 가져오고 동시에 몰입으로 연결시켜준다.

마리아 아르구우엘수(Miriam Arguelles)는 도상학의 입장에서 만다라를 시각적 과정

의 예술 형식으로 형상적인 특징과 조화의 시각적 법칙에 대한 고려로 본다. 즉 형상

2) 정여주. 만다라와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2006), pp.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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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징은 눈으로 포착되는 시각과정을 수반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

고,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보아 인간 지혜의 눈을 열 수 있다고 한

다.

수잔 핀처(Susan Fincher, 1991)는 만다라를 치료와 교육적인 의미에서 접근하며

배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게 되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우

리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을 아무 기교 없이 누구라도 그려 낼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겔로그(Kellogg)는 아이들이 그린 만다라가 몇 천 년 전의 인류가 그린 그림

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이들 그림과 고대 인류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

성을 통하여 만다라가 인간 내면에 잠재된 근본적인 요소임을 주장한다(허혜은, 2006).

정여주(2005)는 효과적으로 만다라를 표현하기 위한 준비 예식으로 명상적 분위기

조성, 호흡과 이완 연습, 시각화 연습, 상상여행, 자연산책 등을 시도하여 내적, 외적,

시간적, 공간적 상태를 조성함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다라는 인간을 깊은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 스스로 자아의 완성에 도달 하도

록 도우며, 결국에는 정신의 안정과 평화를 얻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만다라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거나 만다

라를 그리는 영성 체험을 통해서 자아를 찾고 내적 풍요로움을 맛보며 건강하고 조화

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아 성장을 위한 영성3) 체험뿐 만 아니라 교육

현장, 치료적 영역 및 창의적 작업에서도 만다라의 의미와 역할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2) 만다라와 미술치료

만다라가 치유적으로 사용된 것은 나바호(Navajo) 인디언들이 모래 만다라를 통해

상처와 병을 치유하면서부터 유래되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 겸 무당은 색 모래를 이

용하여 환자의 몸에 만다라를 그리거나, 신성한 땅이라고 지정된 곳에 색 모래로 만다

라를 그렸다.

현대에서 융은 자신이 직접 만다라를 그리는 자기체험을 통하여 만다라가 주는 치료

적 의미를 정착시켰다. 융은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의 교수이며 정신과 의사였으며

당시 정신 분석학의 권위자였던 프로이드(S. Freud)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다. 그러나

융은 프로이드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어 결별 하게 되었고, 그 후 개인적으로 심

3) 명사는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을 의미함. 국어사전. https://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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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신적 위기에 처해 사회적인 만남도 기피하며 은둔생활에 빠져 들어 이러한 상태

에서 매일 자신의 내적 상황을 나타내는 형태의 그림을 그렸다. 무의식적으로 항상 원

의 형태를 그리면서 점차 원이 자신의 무의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뿐

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가 만다라를 처음으로 그리기

시작한 시기는 1916년이며, 몇 년이 지난 1918～1919년에야 자신의 만다라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였다. 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전형적인 만다라 문양에 색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그리는 자유로운 만다라 형태도 정신의 치유와 일체감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융은 동양의 종교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

고 만다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서양인들도 무의식적으로 만다라 그림이 그려지

며, 특히 불행하거나 내적 평형을 잃은 상황에서의 만다라 형상이 꿈이나 그림으로 나

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만다라를 그리는 형상은 인간에게 내적

기쁨, 내적 질서, 생명의 의미를 되찾아주게 된다.

융에 의하면 만다라를 그리는 것은 인간 내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능동적 상상’

이며 이러한 상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능동적 상상에 의한 그림이란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심상을 자신의 의식으로 끌어내어 표현 한 것이다. 만다라는 모든 인간에게

각인된 원형으로서 통일체의 상징이며 정신적 성장을 위한 과정에서 꿈이나 그림의 형

태로 즉흥적, 무의식적으로 나타낸다. 즉 만다라는 무의식에 있는 내용을 의식화하고

내적 갈등과 삶의 위기에 처한 인간에게 자기 치유력과 내적질서와 조화를 발견하게

되어 자신의 무의식과 의식간의 균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융학파의 미술치료 시사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 병리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의 무의식의 각성이나 의식의 확장에 기여하는 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만다라에 나타난 상징성을 통해서 억압된 무의식을 끌어올리고 장면에 나타난 신화

적이고 환상적인 요소를 집단 무의식과 결부시켜 봄으로써 정신 병리학 측면이 아닌

누구에게나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날 수 있는 틀로써 생각했다는 점이다(전영옥, 2002).

즉 정신의 깊숙한 곳에는 집단 무의식과 그 구성요소인 원형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만다

라에서의 형태, 색상,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성과 인간이 지니고 있는 원형 이해로 개

성화 과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의식의 바다는 예측 할 수 없고 그 깊이 또

한 알 수 없으므로 인간이 바다를 가로질러 앞으로 나아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를 안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따

라서 만다라를 통한 분석가와 제작자는 성찰을 통해서 무의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내기 위해 만다라 미술 활동으로 의식에 통합시킬 때 자기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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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신은 개성화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다라는 그리는 사람의 내적 상태를 분명하게 알려 주기 때문에 그림에 나타나는

형태, 색, 숫자의 상징성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원은 인간들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만다라

를 그리기 위해서 만다라의 기본문양을 즉흥적으로 선택했을 때 그 만다라의 형태는

선택한 사람의 정신적,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일정기간

동안 어떤 형태를 선호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적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다라를 그린 후에 만다라에 나타난 형태가 각각 어떠한 의미를 지

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내적 상태를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정여주, 2001).

또한 만다라를 표현함에 있어 색채 감각은 가장 원시적인 감각으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며 따라서 인간의 인식이나 감성까지를 관찰이나 묘사의 대상인 자연과 사물의

외관을 통하여 관능에 도취에 탐닉하여 더욱 깊은 것을 구하려 하게 한다. 즉 만다라

의 색채는 시각적으로만 감득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기관에 관계하여 전달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홍윤식, 2010). 또한 만다라에 조화로운 색상들이 나타난

것은 내면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화 혹은 치유가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

하고 있어 만다라에 나타나는 색상은 그리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직관들을 그

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핀처Fincher, 1991). 이렇게 만다라에 나타나는 색깔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무의식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만다라에서 색의 의미는 색의 사용에 따라서 창의적인 힘, 치유의 힘,

자기 발전, 자기 탐색, 자기이해, 자기수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만다라를 통한 미술 활동의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

란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자기(Self)는 언제나 “나”를 넘어선다. 무의

식은 무궁무진하고 깊어서 아무리 무의식을 의식화 한다고 하여도 무의식을 다 알 수

는 없다. 이 때문에 융은 ‘자기를 아는 것은 완전해 지는 것이 아닌 온전해지는 것’이

라고 표현하였다. 표면적으로 만다라는 외면적 도형에 불과하나 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마음의 전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프란츠(Franz)는 원을 자기(Self)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심근진, 2007). 원은 각각 다면적인 마음의 전체성을 나타내고 있

으며, 거기에는 인간과 자연 전체와의 관계까지도 포함 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생명의

궁극적인 전체성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만다라는 우리의 외부 현실을 재 파악하는데

필요한 무의식 속에 있는 힘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통로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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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만다라의 장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이 보고할 수 있

다. 첫째, 원이 가운데에 있으므로 빈 공간 일 때 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시작

할 수 있다. 원은 어디에서 보든지 균형이 잡혀 있으며 통일감, 균형감, 원만함을 주고

있다. 둘째, 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유형 자료가 남기 때문에 객관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가 없는 표현을 자각 하므로 자신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넷째, 보관이 가능하고 필요한 시기가 되면 작품을 다시한번 재검

토하여 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이때 새로운 통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 다른 인간들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

다. 그래서 참여와 경쟁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미술치료 집단

에서의 만다라 미술치료는 작품 활동이 쉽고 의식의 검열을 적게 받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행동 양식이 빠르게 의식되어 집단의 진행 과정을 촉진 시킬 수 있다. 또한 상징

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신의 표출이 덜 위협적으로 느껴져 더욱 정신적 안정

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술 치료 집단에서는 개인이 표현을 하였든, 그렇지 않

든 모든 표현은 무시될 수 없기에 가장 소극적인 구성원 일지라도 자신을 드러내게 되

어 모든 구성원이 집단의 초점이 된다(와드슨Wadeson, 2008). 이 때문에 표현적인 매

개수단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이해 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는 그들과 정신적 접촉을

할 수 있다. 또한 만다라는 시각적인 형식을 지닌 예술로 만다라를 제작하는 과정은

인간의 심미안을 뜨게 하는 경험을 하게하고 미술 치료의 의의에 입각하여 만다라의

초월형 형식에서 드러나는 미술 가치를 미술치료는 물론 미술 교육에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최효숙, 2012).

만다라는 인간 삶의 중심과 본질을 찾고 자연과 우주와의 합일을 찾으려는 명상과

영성생활 나아가 심리 · 정신치료를 위한 미술치료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만다라는 명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면속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밝혀주고 균

형을 이루게 하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어떤 연령에도 필요하다. 만다라를 미술 치료에 적용하는 중요한 목적은

만다라를 통하여 자신을 통합하고 삶의 본질 속에서 자신의 중심에 이르게 하는 생활

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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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다라 미술 치료 효과

만다라는 ‘내면의 화해와 전체성을 지향하는 안전한 피난처’로 내면의 충동을 명상적

인 것으로 바꾸고 조용하게 정신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나아갈 길을 보게 한다는 점에

서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만다라는 우리의 외부현실을 재 파악

하게 하는데 필요한 우리 무의식속에 있는 힘을 끌어내는데 도움을 주어 자기 발견을

가져다 줄 확실한 통로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수용하며 자기소외를 극

복하고, 자신의 영감과 창의성에 관심을 갖게 되며 갈등상황을 더 쉽게 극복 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의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다(정여주, 2001).

만다라를 그리는 동안 갈등이 의식세계로 솟아오르게 되는 것은 내면의 긴장이 완화

되는 것이다. 또한 일원상 속에 그림을 그릴 때 안정감을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일

원상이 우리의 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상징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것은 우리의 신체와 심리적인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선을 그리는 것과 같으므로 일원

상 속에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료적이라고 볼 수 있다(김진숙 역, 2004).

슬레 갤리스(Slegelis)는 원 안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마음의 안정과 효과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실험을 하기 위해 원형과 사각형의 내부에 그린 무수한 선의 각도를

추정하고 그 차이를 비교해서 각은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좌절감과 분노의 표현으로

해석되었다. 곡선 표현은 흔히 긴장의 이완 상태로 본다는 가설에 근거를 두고 연구한

결과, 원의 내부에 그린 각들이 사각형 내부에 그린 것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은 원안

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마음의 안정과 긴장이완의 효과를 준다는 융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고 추론하였다.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는 만다라를 제작함으로써 내면세계의 갈등

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러한 갈등을 바깥 세계로 투사하여 객관화 시킨다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일원상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자기발견과 화합의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적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소지연, 2007).

정여주(2001)에 따라 만다라의 치료적 효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정신과 육체가 건

강해지고, 둘째, 자신의 중심을 발견하고 자신의 힘을 얻으며 셋째, 주변의 현실을 새

롭게 받아들이게 되며 넷째, 자기 자신과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체와 일체가 되며 다

섯째, 자기 자신을 수용하여 자기 소외를 극복하게 되고 여섯째, 자신의 영감과 창의성

에 관심을 갖게 되며 일곱째, 갈등상황을 더 쉽게 극복하게 되며 여덟째, 고요하고 침

착해지며 아홉째,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만다라 미술 치료는 인간심신의 전체성,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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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반에 효용의 역할을 하지만, 육체의 병도 정신적인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

므로 만다라는 모든 증세에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사람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조정 할

수 있으며 만다라를 그리는 사람에게 힘과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볼 때 만다라는 명상과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치료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진다. 또한 자기 속에 있는 잠재능력에 대한 자

신의 힘을 얻어 주변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자신감을 찾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갈등상황에서 보다 쉽게

자기를 표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그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기쁨을 얻어

삶의 중심을 찾게 될 것이다.

3. 자기표현

1) 자기표현의 개념

자기표현(self-expression)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설명

되어 왔다. 왈토(Walton, 1975)는 자기표현이란 확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자신의 생각

이나 감정을 폭넓게 전달하는 능력이며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란 단지 한 가지 능력

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행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원소영, 2012). 울페(Wolpe, 1985)는 자기표현이란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며 주장적(Assertive)라는 단어를 사

용하였고 대인적 반응성을 억제 하는 것은 불안의 작용이며 비주장적 사람은 그가 말

해야 할 바를 알고 있지만 충분히 표현 하지 못한다고 지적 하였다. 라사리스(Lasaris,

1996)는 자기표현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능력과 호의를 요구하는 능력 그리고 긍정적,

부정적 느낌을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분류 하였으며, 울페(Wolpe)와 사자로스

(Sazarus, 1996)는 자기표현은 사회적으로 수용 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느낌의 표현

이며 분노, 초조, 괴로움 뿐 아니라 긍정적 표현으로써의 애정이나 즐거움, 사랑도 포

함 된다고 하였다(박숙영, 2003). 아들러(Adler, 1984)는 자기표현이란 확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폭넓게 전달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고, 코비

(Cozby, 1973)는 ‘언어’라는 세부적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기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언어

로 전달하는 자신에 관한 정보라고 설명하며 자기표현에 비언어적인 행동까지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권민정, 2007).



- 19 -

선행연구자들에 따르면 자기표현에 불안이 없이 자기의 의사 및 감정을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 때 자기에 관련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를 표현하는 능력, 표현의 대상, 그리고 표현 내용 등에 있어서 유연성과 다양성이 있

어야 한다고 하였다(이장호, 1992).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생각이나 감정. 느

낌 등을 원하는 표현 방식 즉, 언어적 표현 또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나타

내는 정도를 자기표현으로 정의 하였다(문소영, 2007). 또한 자기표현을 상대방의 권리

나 느낌을 자신의 권리, 욕구, 의견, 느낌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정서적으로

정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지속시키는 장면에 따라 학습된

행동이라고 하였다(최윤희, 1993).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요

구를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기표현이라고 하였으며

(김호숙, 2005), 한 개인이 대인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자신의 경

험이나 느낌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나타

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이지연, 2010).

알베르티와 에몬스(Alverti, Emmons)에 의하면 비자기표현적인 사람과 비교하여 자

기표현적인 사람은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자기표현을 할 때 당당하게 하면서 동시에

성취감을 얻게 되며, 상대방 역시 자신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서로의 목적 달성을 위

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표현적인 행동은 상호간

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Alverti와 Emmons, 1978; 김정현, 2005 재인용).

그러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 하지 못할 때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이

고 소외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알베르티(Alverti)와 에몬스(Emmons)가 이를

소극적 행동, 자기 표현적 행동, 공격적 행동으로 비교하여 자기표현이 적절하게 이루

어질 경우는 자신에게 좋은 감정과 확신이 생기지만 소극적이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자

기표현을 할 경우 자신에 대해 실망하거나 뒤늦은 후회, 분노, 복수심이 생긴다고 하였

다. 이는 자신의 억제된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부적절한 정서와

감정을 바꾸거나 비합리적인 사고를 없애고 생산적인 태도를 갖추도록 영향을 주는 것

이라 할 수 있겠다(이성현, 1997). 자기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

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인선화(2006)에 의하면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

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지닌 생각, 감정, 취지, 특성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매

사에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긴장이 되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거나 표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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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함으로 오는 침묵이 적개심이나 교만심으로 오해 받기도 한다(장옥선, 2010).

따라서 자신의 욕구를 인지하고 자기의 감정, 느낌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의사소통을 통한 자기이해와 공감대 형성은 물론 긍정적인 자기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표현이 적극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

는 것이다.

2) 아동의 자기표현

아동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즉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

방이 전제되어야 자신의 느낌, 감정, 생각, 등을 잘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자기

표현은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과 적절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심리적

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필수 조건이다(하선경, 2006).

아동기는 가정 중심에서 학교, 학원 등의 좀 더 넓은 사회로 생활의 중심이 옮겨지

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가정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학교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화

의 폭이 넓어져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가 중요시된다. 특히 자신의 생

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들에게 상대방과 원활한 대화를 나

눌 수 있도록 돕고 또래들로 부터 수용적이 되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

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미래의 과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로써 충전된다고 한다(권

민정, 2008).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계속 침해당한 채로

생활하게 된다(이규학, 1996).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

견·생각과 반대되는 경우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쑥 화를 냄으로써 급우

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된다(김호숙, 2005). 학습활동이나 학교 환경 및 학교

행사에서도 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김미숙, 2006). 그

리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도 친해지기가 어려워 군중 속에서조차

고독감에 휩싸이기 쉬우며(한현숙, 2003), 의사전달의 실패와 함께 인간관계에서도 서

로 어색해지는 경우가 일어나게 된다(김숙현, 2008).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학령기 아

동에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왕따, 집단따돌림, 외톨이 같은 사회 부적응을 경험 할

수 있어 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기표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이정

원, 2011)하였다.

이렇게 자기표현은 자신의 느낌, 감정, 생각, 내면의 욕구들이 표현되고 타인에게 수

용되어져 자신의 적극적 의사표현이 지지와 공감대가 형성 될 때 이것은 또래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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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소통에서 오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일에서도 탁월함과 성취

감을 경험하며 갈등 해소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까지 경험 할 수 있다.

최윤희(1993), 김호숙(2005), 하명숙(2007)은 초등학생 시기에 대인관계에서 자기표현

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자기 표현력 신장을 위해 자기표현 훈련 프로그램

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 장유정(2008)은 초등학생의 자기표현 향상은 친

구 관계의 질의 척도에서 정서적 안정,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친밀감, 신뢰감의 향상,

배려하는 마음을 향상시켜 만족스러운 친구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송준승(2000), 이규민(2006)은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 아동의 자기표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자기성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한다

고 하였다. 또한 고경숙(2008)은 자기표현과 자기수용, 타인수용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기표현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기수용과 타인수용 형상에 대한 연구를 하여 긍

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표현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치

료적 접근도 시도 되었는데, 이순옥(2010)은 영상매체를 활용한 논술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초등학생의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연구하였고, 손민정(2007)은 역할놀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금둘(2010)은 역할극 프로그램을 통해, 이재천(2005)은 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훈련 프로그램, 문소영(2007)은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초등학

생의 자기표현 향상의 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아동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또래

관계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자기표현은 아동의 자기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자기수용과 타인의 수용을 바탕으

로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아동기의 자기표현은 아동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2 -

Ⅲ. 연구방법

제 1절 연구대상선정 기준과 특성

1. 연구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G시에 위치한 B구 지역아동 센터를 다니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표현 평정척도가 45이하인 아동으로 한 부모 가정으로서 경제 활동 상황

이 어렵거나, 맞벌이 부부로서 돌봄의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에

서도 위축된 행동을 보이며 자기표현에 소극적인 아동과 과잉행동으로 또래 관계에서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아동 중 부모가 동의한 남아 5학년 3명, 6학년 1명, 여

아 5학년 3명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연구대상 아동의 특성

아
동
연령
성별

가족형태 특성

A
12세
여

- 한 부모가정
- 어머니 양육
- 유복녀
- 3녀 중 3째

· 고집이 세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매사에 부정적
· 또래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음
· 언어적 표현이 거칠고, 교정으로 인하여 발음이 부정확함
· 어머니와 언니들이 기가세고 욕을 잘하며 아버지 연금으로 생
활함

B
12세
남

- 다문화재혼
가정
- 아빠 50대 후반
- 엄마 베트남 30대
- 이복형 2명에 3째

· 아빠는 재혼, 엄마 베트남인으로 자식에 대한 애정이 많음
· 훈육 시 아빠가 효자손으로 매를 때림
· 고집이 세고 위축 되어 있으며, 자신감과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음
· 핸드폰 게임을 좋아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음

C
12세
여

- 맞벌이부부
- 엄마는 가게
- 아빠는 일반직장
- 1녀

· 잘난 척이 심해서 아이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음
· 남을 무시함
· 자기 고집이 세고 남을 배려할 줄 모름
· 과도한 자기표현 있음

D 12세
여

- 이혼가정
- 어머니 양육
- 1남1녀 중 2째

·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많음
· 또래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위축되고 자신감 결핍
· 자신에 대해 부정적 시각 있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함

E
12세
남

- 별거가정
- 어머니랑 동거
- 기초생활 수급자
- 3형제 중 1째

· 엄마가 아프고 히스테리를 갖고 아이를 대함
· 평상시는 온순하지만 공격성과 폭력적 성향이 있음
· 사춘기 시작
· 자식에 대해 기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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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절차

1. 실험장소 및 기간

연구 장소는 광주광역시 B구에 속한 M동에서 N공부방 내 미술치료실에서 실시하였

고 연구 기간은 2017년 9월 8일부터 12월 29까지 매주 금요일 1회에 매회기 당 50분간

17회기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사후검사는 N공부방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제 3절 연구의 측정도구

1. 자기표현 척도지

자기표현을 평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로코스와 슈뢰더(1979)의 자기주장 행동척

도를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재구성한 변창진과 김성희(1980) 자기표현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9문항은 말한 내용(content) 자체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고, 7문항은 음성(paralinguistic)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소가 나타나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며, 나머지 4문항은 말할 때의

표정이나 손발의 움직임 등과 같은 비언어적 자기표현을 평정하는 문항으로 3개의 하

위척도도 구성되어 있다.

F
12세
남

- 맞벌이부부
- 기초생활수급자
- 2남 중 2째

· 신체적으로 뚱뚱해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음
·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며 위축되어 있음
· 또래 아이들과 소통의 어려움이 있음
· 신체적 콤플렉스가 심함

G
13세
남

- 맞벌이 부부
- 어머니아르바이트,
아버지 직장인
- 2남1녀 중 2째

· 자신감이 없음
· 매사에 의욕이 없음
· 형제 중 중간이라 스트레스가 많음
· 형을 많이 좋아함
· 동생 돌봄에 대한 반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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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현의 정도에 따라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하는 리커트 척도로 전체 점수 범위는

20～100점이다. 이 검사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점

수가 낮을수록 자기표현을 잘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표-2> 자기표현 척도 하위요인

2. K-HTP 그림검사(Kinetic House Tree Person Test): 동적 집, 나무, 사  
  람검사

사람들은 19세기 말부터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용하였다.

Goodenough(1926)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규준이 되는 인물화의 발달 과정을 연

구하여 그림과 지능의 발달 관계를 규정하였고, Harris(1963)가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최외선, 백양희, 1997)는 아동의 그림에 대한 임상적 해석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후에

Kochover(1968)가 발달에 따른 점수화 체제와 인물화의 분석을 연구하여 폭넓게 사용하게

되었다(Machover. 1949: Koppitz, 1968: 김말숙, 2002, 재인용).

K-HTP검사(Kinetic House-Tree-Person)는 투사 검사로서 HTP가 각각의 종이에

집, 나무, 사람을 그림으로써 그려진 그림들의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없다는

이유로 Burns(1987)역동성을 부여해 발전시킨 기법이다.

HTP에 역동성을 도입시킨 K-HTP는 그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을 가져 왔다(김동연, 2002). 집, 나무, 사람이 반영하는 것은 집이 개인 생활

의 물리적 측면으로 자아 성장 에너지를 반영하며 나무는 그리는 사람의 개인적 변화

를 가정으로 자아 성장 에너지를 반영하고, 사람은 나무와 상호작용함으로서 그림 그

리는 사람의 자신이나 자아기능인 자아상을 반영한다. 그림검사에는 A4용지, 4B연필,

지우개만 사용하며 검사지 이외의 단서나 제한은 두지 않고 피검자의 의사대로 자유롭

게 그리게 한다.

K-HTP 의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종이 위에 집, 나무,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내용적 자기표현요소 1, 2, 3, 4, 5, 6, 7, 8, 9 9 .744

음성적 자기표현요소 10, 11, 12, 13, 14, 15, 16 7 .909

비언어적 자기표현요소 17, 18, 19, 20 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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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의 전체 모습을 그리시오. 사람의 전체 모습을 그릴 때 만화나 혹은 막대기

와 같은 모양의 사람은 그리지 마시오.”로 진행한다.

제 4절 미술 치료프로그램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매주 1회, 17회기, 각 회기별 50분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매 회기를 도입, 명상, 활동, 활동경험 내용 나누기 순으

로 진행되었다.

도입 부분에서는 연구자가 주제를 제시해 그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이

론적 설명을 제시하였고 명상은 약 5분간 잔잔한 명상 피아노 음악을 듣고 주제에 관

련한 연상을 실시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재료를 바라보며 활동 시에는 주제에 관련된

것을 실시하도록 했다. 모든 수업이 끝나면 자신이 만든 작품이나 그린 그림을 보고

느낌과 설명을 약술하고 서로가 느낀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피드백을 나누기도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은 초기단계, 중기단계, 말기단계의 진행과정의 총 3단계로 나

누어져 있으며 단계별 목표는 〈표-3〉과 같다.

〈표-3〉 만다라미술 치료프로그램

단
계
회
기 주 제 내 용 자 료 치료 목표

초

기

단

계

1

자기표현
평정척도검사
／K-HTP
그리기

· 자기표현 평점 척도 검사
· K-HTP(집-나무-사람을
그리기

A4용지,
연필,
지우개

·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이해
· 친밀감 형성
· 자기표현하기

2
실공
만다라

· 풍선을 불어서 묶은 후 실을
본드에 묻히고 풍선에 돌려서
붙이기

풍선,
여러 색실,
본드, 바가지

· 긴장완화
· 심상파악

3
에코백에
만다라 그리기

· 에코백에 원을 그리고 난 후
만다라 프린터 용지에 있는
것 참고하여 나의 마음
표현하기

에코백,
텍스타일 펜,
연필

· 친밀감 형성
· 자기감정인식



- 26 -

4
장갑 우리
가족 만다라

· 장갑에 솜을 넣고 얼굴
부분에 묶으며 우리 가족
얼굴, 특징 표현하기

면장갑,
고무줄,
매직펜, 손

· 가족의 감정,
경험표출, 가족이해,
수용, 개방.

중
기
단
계

5 만다라 협동화

· 2조로 나누어 10호짜리
캔버스위에 원을 그리고 난후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기
· 제목 정하기

10F캔버스,
연필, 지우개,
아크릴물감,
붓

· 친밀감 형성
· 타인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 형성
· 집단 내
응집력향상

6 홀치기염색
· 광목천 여러 곳에 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어 준 후 염색하기

광목천, 염료,
실, 고무줄

· 긴장이완과
표현력 증진
· 자기표현

7
광목필통에
만다라 그리기

· 광목으로 된 작은 필통에
자신이 가장 관심이 있고
원하는 것 표현하기

A4용지,
연필,
광목필통,
염색물감

· 표현력 증진
· 자기감정 표현
인식하기

8
만다라
컵 받침대

· 여러 색의 뿅뿅이를 바늘에
꿰어 5, 8, 15개 순으로
엮어서 만다라를 완성하기

뽕뽕이, 실,
바늘

· 자기의 내면 탐색
· 긍정적 자기 인식

9
만다라
드림캐처

· 공예 철사를 이어
종이테이프로 연결시킨 후
리본을 감고 실을 교차 시킨
후 원을 만들고 깃털을
이용하여 꾸며주기

공예철사,
리본,
종이테이프,
깃털, 장식품,
글루건

· 자기인식
· 내면의 감정이해
· 표현력증진

10 스트링만다라
· 나무판 위에 원을 그리고 난
후 못을 박아 실로 엮어서
나만의 만다라 완성하기

나무판, 못,
실, 망치

· 긴장완화,
· 부정적 감정표현
표출
· 문제의 보편성
인식 및 표출하기
· 표출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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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꽃 만다라
(내
마음가는대로)

· 나무로 엮어진 원 위 에 실을
반대로 교차시킨 후 나만의
선을 만든 후 그 위에 꽃으로
데코레이션하기

원형나무가지,
실,
여러 가지 꽃,
공예 철사,

· 내면의 감정 표출
· 표출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 나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 파악하기

12

만다라 핸드폰
장식 펠트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

· 공예 철사를 10cm정도 자른
후 종이 테이프로 고정 시킨
후 니들 실을 감고 난 후
실로 고정 시킨 후 장식하기

니들 실,
종이테이프,
장식

· 우울, 부정적
인지감소

말
기
단
계

13 니스 만들기

· 옷걸이를 원으로 만든 후
초록 니스를 감아서 고정
시킨 후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리본을 만들어 표현하기

옷걸이,
초록니스,
트리장식품,
리본

· 자신의 존엄성
인식
· 자신의 욕구인지
· 우울감소

14
나만의
만다라(자기
상징 만다라)

· 종이 쟁반에 실, 리본,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나만의 만다라를 표현

종이 쟁반,
실, 리본,
매직

· 우울 및 부정적인
인지 감소
· 자기표현증진

15
나의 꿈
만다라 액자

· 하드로드지 위에 원을 그려
자른 후 접착식 팰트를
이용하여 나의 꿈을 표현

하드보드지,
가위 , 펠트,
액자 연필,
지우개

· 자기욕구나 미래에
대한 탐색
· 긍정적 미래 관

16
나의 만다라
전등

· 1회기 실공에 전구를 꽂아
전등으로 완성하기

실공, 전구
· 자기표현 증진
· 자신 자원 찾기
· 긍정적 미래 관

17

자기표현
평점검사/
K-HTP
사후검사

· 자기표현 평점척도 검사/
K-HTP 사후 검사를 한다.

질문지,
A4용지

· 집-나무-사람
그림검사를 통해
현재 내담자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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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자료 분석

본 연구 에서는 만다라 미술 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SPSS Statistics 2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만다라미술치

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학

생들의 자기표현 평정 척도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를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K-HTP 그림 검사를 사전 · 사후를 비교 분석 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 한 명의 보조자가 참석하여 내담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 내

담자의 작품표현과 작품사진을 토대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 29 -

Ⅳ.연구결과

제 1 절 자기표현 사전·사후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자기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자기표현 척도의 사전

점수와 사후점수를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SPSS Staristics

23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요인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각 하위요

인에 대한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hronbach'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1.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 변화분석

본 연구에 연구문제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고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자기표

현척도를 실시하고 사전 · 사후 점수를 비교분석하였다.

<표-4 > 실험 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비교

* : p < 0.05

<표-4 >에서 보듯이 t 값은 ±1.96 보다 작고, p 값은 0.05보다 작다. 따라서 실험 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내용
통제집단 7 3.5556 .58090

-.685 .050*

실험집단 7 3.7460 .45231

음성
통제집단 7 3.7959 .65909

.440 .045*

실험집단 7 3.5714 1.17803

비언어적
통제집단 7 4.1786 .59010

1.407 .018*

실험집단 7 3.5357 1.05503

전체
통제집단 7 3.7643 .52418

.343 .037*

실험집단 7 3.6429 .7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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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집단의 비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실험 후의 자기표현능력 하위요인(내용적 요소, 음성적 요소, 신체적 요소)의 대응표

본 T-검정의 결과는 다음<표-5 >와 같다.

<표-5> 실험집단의 자기표현의 사전 · 사후 T-검정 결과

 * : p < 0.05 , ** : p < 0.01

위 <표-5 >에서 보듯이 자기표현력 전체와 개별 하위요소들의 평균 점수가 증가했

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요소들의 t 값이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5보다 작다. 미

술 심리치료 전과 후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국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자기 표현력이 매우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평균 N 표준편차 t 값 p 값

내용
사전검사 3.7460 7 .45231

-4.010 .007**
사후검사 4.1746 7 .41004

음성
사전검사 3.5714 7 1.17803

-2.568 .042*
사후검사 4.3673 7 .89160

비언
어적

사전검사 3.5357 7 1.05503
-2.624 .039*

사후검사 4.3929 7 .81467

전체
사전검사 3.6429 7 .77536

-2.874 .028*
사후검사 4.2357 7 .7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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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통제집단의 실험 후 자기표현력 T-검정 결과

<표-6>통제집단은 실험 전 ·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7> 실험 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비교

* : p < 0.05

<표-7 >에서 보듯이 t 값은 ±1.96 보다 작고, p 값은 0.05보다 작다. 따라서 실험 후

의 두 집단의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내용
통제집단 7 3.5873 .60761

-1.450 .017*

실험집단 7 4.1746 .41004

음성
통제집단 7 4.0612 .52720

-.556 .050*

실험집단 7 4.3673 .89160

비언어적
통제집단 7 4.1786 .60749

-.558 .050*

실험집단 7 4.3929 .81467

전체
통제집단 7 3.8714 .45722

-.994 .034*

실험집단 7 4.2357 .73864

평균 N 표준편차 t값 P값

내용
사전 3.5556 7 .58090

-.679 .522
사후 3.5873 7 .60761

음성
사전 3.7959 7 .65909

-.2635 .039
사후 4.0612 7 .52720

비언어적
사전 4.1786 7 .59010

.000 1.000
사후 4.1786 7 .60749

전체
사전 3.7643 7 .52418

-.1.564 .169
사후 3.8714 7 .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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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하위영력 자기표현력 차이검증

*: p < 0.05 , ** : p < 0.01

<표-8 >는 자기표현능력 검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자기표현능력

검사의 차이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내용적 요소’에서 통제집단

3.5556, 실험집단 3.74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적

요소’는 통제집단 3.7959, 실험집단 3.57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언어적 요소’는 통제집단 4.1786, 실험집단 3.535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 간에 자기표현능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

다.

사후검사를 살펴보면, ‘내용적 요소’는 실험집단은 4.1746로 높아지고, 통제집단은

3.5873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집단의 자기표현능력은 향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t=-4.010, p<0.05). '음성적 요소‘는 실험집단이 4.3673으로 점수가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통제집단도 4.0612로 올랐으나, 실험집단의 점수가 더욱 큰 폭

하위

영역
집단 n

사전 사후
t값 p값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차

내용

통제집단 7 3.5556 .58090 3.5873 .60761 -.679 .522

실험집단 7 3.7460 .45231 4.1746 .41004 -4.010 .007**

t값 -.685 -1.450

음성

통제집단 7 3.7959 .65909 4.0612 .52720 -2.635 .039*

실험집단 7 3.5714
1.1780
3

4.3673 .89160 -2.568 .042*

t값 .440 -.556

비언

어적

통제집단 7 4.1786 .59010 4.1786 .60749 .000 1.000

실험집단 7 3.5357
1.0550
3

4.3929 .81467 -2.624 .039*

t값 1.407 -.558

전체

통제집단 7 3.7643 .52418 3.8714 .45722 -1.564 .169

실험집단 7 3.6429 .77536 4.2357 .73864 -2.874 .028*

t값 .343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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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술치료는 자기표현능력의 ’음성적 요소‘를 향상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t=2.563, p<.042). '비언어적 요소’는 실험집단이 4.3929로 올랐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술치료는 실험집단의 ‘비언어적 요소’를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t=-2.624, p<.039). 전체를 보면, 실험집단은 4.2357, 통제집단은 3.8714로 본 연

구 후 실험집단의 점수가 사전검사보다 높아지고, 통제집단의 점수는 거의 변화가 없

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다.

2. K-HTP의 사전 · 사후 변화분석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K-HTP 그리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전 K-HTP 에서는 나무를 도끼로 찍거나 그리기를 거부 하는 등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 되어 있었으나 사후에는 그 내용이 많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생활을

즐기거나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나무도 더 커

지면서 굵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자기 성장과 표현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상세 내용은 아동별 K-HTP 사전 · 사후 분석 변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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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가. A 아동의 K-HTP 사전 · 사후 분석 변화

구 분 사전 사후

작 품

그림순서 집-나무- 사람 순으로 그림 집-나무- 사람 순으로 그림

형식분석

·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불이 나서 물
탱크에 연결된 선으로 불을 끄고 있
다고 하였다.

· 본인은 집 밖에 있으며 도끼로 과일
을 따먹고 있다고 하였다.

· 집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고 집 옆
에는 강아지가 그것을 지켜보며 웃고
있다고 하였다.

· 그리고 사철 푸른 소나무를 그렸으며
그 밑에는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우
물을 그렸다.

내용분석

· 왼쪽에 있는 집을 통해 심리적인 따
뜻함이 결여 되어 있고 가족 간의 갈
등이나 정서적 혼란이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

· 자신의 왼손을 검게 칠하고 도끼로
나무를 찍고 있는 것은 공격적인 심
리가 있고 타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공격적 분노가
내재 되어 있는 심리를 나타낸다.

· 여러 인물들의 표현을 통하여 친구들
과 상호 작용하고 대인 관계가 향상
된 것을 볼 수 있다. 소나무로 표현
한 것은 성장에 대한 욕구를 보인다.
· 집에 창문을 그린 경우는 개방성과
환경의 접촉에 대한 욕구를 표현 한
것이며 문에 손잡이가 커진 것은 사
회적인 접촉과 대인관계의 향상된 모
습을 나타낸다.

전체분석

· 초기에는 집의 모습이 위험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표현 되고 인물 또한 도끼를
가지고 있으며 오른손을 검게 음영을 드리워 가렸지만, 사후에는 집이 중심으
로 이동하고 여러 인물들의 활동 하는 모습을 통해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엿
보이고 사회적인 접촉과 대인 관계가 향상된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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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나. B 아동의 K-HTP 사전 · 사후 분석 변화

구 분 사 전 사 후

작 품

그림순서 집-나무- 사람 순으로 그림 집-나무- 사람 순으로 그림

형식분석

·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며 집은 여러
격자무늬와 벽돌로 지붕을 감싸고 있
다.
· 집 밖에 나무가 있으며 집 위에는 폭
탄을 실은 전투기가 날고 있다고 한
다. 지붕위에 레이더는 전투기를 맞
추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자신은 그네를 타고 있으며 헬멧과
갑옷을 입고 있다고 하였다.

· 자신의 엄마와 아빠가 서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집을 그렸다고 하였으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서로 살고 있어서
좋다는 말을 하였다.
· 혼자 살지 않고 서로 웃고 있는 가족
의 모습을 그렸으며 지붕 위에 사람
은 자신을 그렸다고 하였으며 지붕
위에서 미래를 꿈꾸며 하늘을 바라보
고 있다고 하였다.

내용분석

· 가정이 원만하지 못함을 폭탄과 레이
더로 표현을 하였다. 왼쪽 나무 또한
상흔과 원형으로 인해 상처와 자기표
현과 성장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
다.
· 하늘에 있는 구름은 자신의 심리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하늘 위의 폭
탄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신
을 보호할 장비를 갖고 자 함은 보호
받고자 하는 마음과 불안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 행복하게 함께 웃는 가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가정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바라면서 자신의 입을 크게
그리며 웃고 있다고 표현 하였다.
· 사전에 비해 자기를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긍정적인
자아 성장의 모습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 지붕 위의 자리 잡은 자기 모습에 자
기를 표현하는 것은 가정에서 인정받
고자 하는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를 보인다. 하늘을 쳐다보
는 것은 미래를 향한 긍정적 마음을
드러내는 듯하다.

전체분석

· 사전에는 과거에 성장하지 못한 인물을 나무에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 묘
사하고 집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나무의 옹이는 심리적 갈등
으로 인해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 사후에는 집이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오른쪽 미래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표현 되어 있고 여러 인물들의 형태도 커진 것으로 보아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소통 향상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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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다. C 아동의 K-HTP 사전 · 사후 분석 변화

구 분 사 전 사 후

작 품

그림순서 사람- 나무 –집안 순으로 그림 나무-사람- 집안 순으로 그림

형식분석

· 집을 그리기가 싫어서 집안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였다. 집안에는 스튜디어스

가 살고 있는데 혼자 살고 있으며 나
무도 집안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

라고 하였다.

· 집안의 풍경을 그렸는데 가족들이 함

께 있으며 아빠는 TV를 보고 있고 엄

마는 음식을 장만하고 있으며 동생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며 본인은

엄마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내용분석

· 사람을 가장 먼저 그렸는데 세상에 대

한 소속감을 통제 하는 것과 관련된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 자신보다는 타인을 그렸는데 이 사람

에 대한 동경이나 강박증이 있는 듯하

다.

· 그리고 나무를 표현하면서 화분에 심

겨진 나무를 그렸는데 자기 성장에 있
어 필요한 자양분을 원하는 것 같다.

· 사전에 비하여 혼자가 아닌 가족들이

함께 있지만 각자가 다른 일로 바쁜

것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본인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

의 엄마의 관심을 바라면서 엄마와의
대화나 친밀감을 원하고 있다.

· 이로써 가정에 대한 따스함이나 사랑

을 원하고 있지만 부족함을 느끼면서

가족 구성원간의 사랑과 관심을 바라

고 있는 듯하다.

전체분석

· 사전에는 인물을 가장 크게 그렸는데 인물의 음영과 감추어진 왼손을 통해 전체

적인 분위기로 외로움을 볼 수 있으며 주된 관심사는 TV이며 휴식을 취하고 싶

어 하는 모습으로 소파가 보인다.

· 사후에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원활한 소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 그러나 자연스럽게 가족이 등장하고 화면 구성 속에서 외로움 보다는 가족 구성
원간의 일상을 볼 수 있으며 가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표

현하고 있으므로 자기표현의 향상과 나무를 통해서는 자기 성장의 욕구가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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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라. D 아동의 K-HTP 사전 · 사후 분석 변화

구 분 사 전 사 후

작 품

그림순서 집-나무-사람 순으로 그림 집-나무-사람 순으로 그림

형식분석

· 자신과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2층집
이며 2층에는 오빠가 살고 있다고 하
였다. 그리고 집 밖에 나무가 있으며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나무는 살아
있으며 사람은 자신을 그렸다고 하였
다.

· 자신과 가족이 살고 있는 2층집을 그
렸으며 엄마와 자기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 나무는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
였다. 그리고 엄마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내용분석

· 집을 먼저 그리므로 가족과 사회에 대
한 소속감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물들의 모습이 작게 표현됨으로 소
심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2층의
인물이나 커튼은 우울과 불안의 심리
가 나타나고 있다.
· 그리고 나무와 나이테를 통해 과거의
상처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의 에너지와 성장에 대한 욕구가 많
은 것을 알 수 있다. 마당의 꽃을 통
해 불안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현관문에 손잡이가 없음은 대인 관계
에 폐쇄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듯하
다.

· 집을 먼저 그렸으며 자상스런 가정의
배려의 대한 욕구가 보인다. 엄마를 그
려도 되냐고 묻고 난후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그렸는데 엄마에 대해 걱정하는
깊은 생각을 알 수 있다.
· 하늘에 있는 태양 그림을 보면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 한 듯하며 나무의
뿌리 까지 그린 것은 튼튼하게 성장하
고 싶어 하는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를
표현 한 것이다.
· 사전에 비해 문고리가 표현 된 것은
사회와 타인에 대해서 상호 작용을 하
고자 하는 자기표현의 모습을 볼 수 있
다.

전체분석

· 사전에는 집을 가장 크게 그리므로 가정에 대한 욕구가 크며 창문 커튼 음영과
난간은 인물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드러나 보인다. 그리고 오른쪽 작은 인물을
통해 위축되어진 자신의 모습과 소심한 성격을 표현 하고 있으며 나무의 나이테
를 통하여 과거의 상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후에는 인물들의 모습이 커지고 커진 창문과 문의 손잡이를 통해 자기인식의
변화와 자기표현 향상이 보이며, 대인 관계의 상호작용 욕구가 표현 된 것으로
보이며 집도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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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마. E 아동의 K-HTP 사전 · 사후 분석 변화

구 분 사 전 사 후

작 품

그림순서 집-나무-사람 집-나무-사람

형식분석

·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며 자신과
엄마 아빠는 함께 TV를 보고 있다고
하였다. 나머지 가족은 잠을 자고 쉬
고 있다고 하였다.

· 자신과 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며 가족
이 맛있게 무엇을 먹고 있다고 하였
다.
· 나무는 집안에서 키우고 있으며 자신
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다고 하였다.

내용분석

· 가족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
다. 별을 많이 그린 것은 무언가에 대
한 박탈감이 내재 되어 있다.
· 창문에 사다리를 걸쳐 표현 한 것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집 안에 전등을 표현 한 것은 가족에
대한 따뜻함이나 사랑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전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특히 부
모에게 소속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
구가 있으며 가정에 대한 그리움과 사
랑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무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성장
욕구가 적당하게 잘 나타나 있다.
·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은 타인
과의 상호작용과 긍정적 자기표현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분석

· 사전에는 전체적으로 생각과 욕구가 많이 쌓여 있으며 적절하게 해소 되지 못한
갈등이 보이기도 하고 인물들의 음영을 통해 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보이며
오른쪽의 인물들을 통해서는 경계의 의미와 휴식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 창문에 걸쳐진 사다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보이고 있으며 집안의 전등
과 하단에 보이는 TV 위에 보여진 꽃은 무의식속에 가족의 화목과 사랑을 바라
고 있는 듯하다.
· 사후에는 인물들의 모습이 커짐을 통해 자기표현의 향상과 집의 구조도 중앙으
로 이동됨으로 소속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전에 보이지 않던 나무도 크게 보이므로 자아성장의 모습을 보인다. 사전과
마찬가지로 하단 오른쪽 인물들을 통해 미래의 가족의 화목을 바라는 욕구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 39 -

<표-14 >바. F 아동의 K-HTP 사전 · 사후 분석 변화

구 분 사 전 사 후

작 품

그림순서 집-나무-사람 집-나무- 사람

형식분석

· 자신과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그렸다.
나무는 집에서 떨어져 있지만 멀리 떨
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본인을 그렸는데 나무에 도끼질을 하
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 본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였다.

· 자신과 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며 자신
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 나무는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으며
집에서 돌봐 줄 수 있도록 집과 가까
이 있다고 하였다.

내용분석

· 집과 벽에 세로로 선명한 선들을 그
리므로 자신의 자아의 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지붕이 찌그러지고 있는 것은 억압당
하고 있는 자기 불안의 통제력을 의
미한다.
· 하늘로 뻗은 나뭇가지와 인물의 손에
들고 있는 도끼를 통해서도 환경에
대한 분노와 공격적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모습 표현에서 눈을 감
고 있는 것과 발의 생략은 현실과 미
래에 대한 회피가 보인다.

· 집의 모습을 그렸으며 사회와 타인에
대한 소통의 욕구가 많음을 창문에
표현 되어 있다. 사전에 비해 집 가까
이 나무가 표현 되어 있음은 자신과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사전에 비해 매우 큰 나무는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높아지고 있으
며 자신 스스로 성장의 욕구가 높아
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그리고 왼쪽 태양은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드러나고 있으며 타인데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분석

· 사전에는 집을 먼저 그렸는데 집을 탑을 쌓듯이 표현하고 벽에 대한 선명한
가로선과 2층의 세로선을 통해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나무는 하늘을 향해 뻗어있지만 뾰족하고 날카로우며 인물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분노와 공격성이 보인다.
· 그리고 생략된 발과 눈을 통해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과 회피하고자 하는 내
면을 보이고 있다. 사후에는 나무가 가운데로 옮겨져 있으며 인물은 더 커지고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 되어있으며 집도 오른쪽에 있지만 사전
보다는 덜 폐쇄적이고 손잡이를 통해 소통의 공간을 보이고 있다.
· 커진 인물의 눈을 통해 자기표현의 욕구가 향상되어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높
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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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사. G 아동의 K-HTP 사전 · 사후 분석 변화

구 분 사 전 사 후

작 품

그림순서 집-나무-사람 집-나무-사람

형식분석

·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며 나무는
집밖에서 자라고 있으며 튼튼한 나무
이고 자신은 작은 나무에 물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무에 물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 집 앞 마당에서 온가족이 축구를 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네를 타고 있으며 그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지켜보고 있는
것도 엄청 재미있다고 표현하였다.

내용분석

·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자신을 안전하
게 지켜주는 성역이 필요함을 나타내
고 있다.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필요
로 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에너
지와 성장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의 우울적 성향으로 소극적이고 내성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자신의 집을 나선형으로 나열한 것을
통해 공상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
며 창조적이고 즐거운 장소를 갖고자
하는 표현이다.
· 사전에 비해 나무와 가족이 한 공간에
표현됨을 통해 외롭고 사랑에 대한 욕
구가 적극적이다. 가족에 대한 표현으
로 자기 표현력이 향상되고 강화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전체분석

· 사전에는 집이 중심을 가장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인물의 모습은 지나치게
작고 손과 발의 모습이 생략 되어 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에 대한 소속감과 가
족과 사회에 대한 인정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인물을 통해서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약간의 우울
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나무의 수간이 연약하게 뻗어나감을 통해 자기의 관심분
야가 좁고 에너지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 사후에는 집이 정 방향으로 펼쳐져 있어 개방적 사고가 보이면서 여러 인물들이
강한 필선 표현을 통해 자유스러우며 적극적인 변화가 보인다. 그리고 지평선을
통해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가 뚜렷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 인물은 문
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 미래지향적이며 공상적인 면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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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회기별 분석

<표-16>1회기 자기표현 평정척도 검사지 / K-HTP 그리기 검사

작 품 친밀감형성 ∙자기표현

진 행
과 정

∙주제 설명 후 명상을 하고 자기표현 평정 척도와 K-HTP검사를 통해 아동의 심리
상태와 자기표현의 검사를 진행하였다.

아 동 작 품 자 기 표 현 내 용

A

· 명상을 처음 할 때 실눈을 뜨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등 집
중하지 못하였다. 자기표현척도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에도 장난을
치고 그림 검사 시에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아동들이
그림을 보면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였다.

B

· 명상을 실눈을 뜨고 의자에 착석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
습을 보였다. 그리고 옆 친구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등 책상으로
올라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옆 사람의 그림을 자주 보고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였다.

C · 그림을 그릴 때 계속 지우개를 사용하였고 처음에는 인물을 가운
데 그렸는데 다시 지웠다. 그리고 계속 옆 사람에게 말을 시키고
눈치를 보면서 그림을 그렸다.

D

· 가장 먼저 반겨주면서 인사를 하였다. 활동 시에는 연구자의 말에
적극 경청하면서도 말꼬리를 잡고 장난을 치는 보였다. 그리고 그
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가장 늦게 그
림을 제출 하였다. 그리고 계속 다른 아동들의 눈치를 보았다.

E
· 다른 아동들과 계속 장난을 치거나 말을 건네는 등의 모습으로 집
중하지 못하였고 다른 아동들을 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활
동 시 가장 빨리 완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F
· 플랭크 운동을 하고 와서 너무 힘이 든다고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
고 계속 떠들었다. 그림을 가장 먼저 완성 후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였으며 옆 친구의 그림을 간섭하는 모습을 보였다.

G

· 명상을 할 때 가장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말이 없이 그
리기 활동에 임하였고 집을 그릴 때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였고 의
기소침 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어보는 말에 작게 말하고 발음이
약간 어눌하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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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2회기/ 실공 만다라

목 표 ∙긴장완화 ∙심상파악

진 행
과 정

∙주제 설명 후 명상을 하고 엄마의 배 속에 있는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풍선을 불
어 적당한 크기가 됐을 때 묶는다. 자기를 나타내는 색실을 고르고 본드에 묻혀서
풍선위에 붙인다. 완성 후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느낌 점을 발표 한다.

아 동 작품 자기표현내용

A
· 풍선 색깔을 초록을 골랐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가 되고 난
후 끝을 묶고 난 후 연한 분홍색 실을 골라 풍선에 감기 시작
했다. 초기에는 손에 묻히는 것이 싫다고 얼굴을 찌푸렸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자 집중하였다

B
·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풍선도 잘 불지
못한다고 계속 투덜거리며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였다. 계속
본드의 감촉이 싫다고 손을 계속 씻었다.

C

· 오늘의 주제를 계속 질문 하였고 재료를 주니 실을 가지고 계
속 장난을 치며 놀다가 다른 집 단원과 말다툼과 작게 욕을
하였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본드가
빨리 말라 손을 계속 씻으면서 활동을 진행 하였다.

D

· 학원 시간 때문에 늦었다고 뛰어서 들어 왔다. 풍선을 잘 불
지 못하겠다고 불평을 하였고 다른 아이들의 활동 과정을 지
켜본 후 활동에 들어갔다. 활동 시 손놀림과 진행 속도가 느
리고 다른 아동들이 완성 시에도 개의치 않고 활동을 하는 모
습을 보였다.

E

· 색실을 고르는 것도 가장 빨리 고르고 풍선을 부는 것도 가장
빠르게 진행 하였다. 실을 본드에 묻히는 것은 싫고 어렵다고
하였지만 재미는 있다고 하였다. 활동 시 이것으로 무엇을 만
들 거냐고 계속 질문을 하였다.

F

· 학원 때문에 늦어서 밥을 먹지 못했다고 센터식당에서 밥을
먹고 들어왔다. 실을 감는 과정에서 실패를 한 후 한참 못하
겠다고 가만히 앉아 있었고 연구자가 도움을 주니 자신이 해
보겠다고 하였다.

G

· 노란색 풍선을 불고 난 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였고 회색
실을 먼저 감고 난후 빨강색 실을 감았다. 활동 시 몇 번 실
이 풀어져서 다시 감기를 반복하였다. 어렵다고 얼굴을 찌푸
리고 불평을 하였지만 연구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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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3회기/에코백 만다라

목 표 ∙친밀감 형성 ∙자기감정 인식하기

진 행

과 정

∙주제 설명과 명상 후 만다라가 그려진 프린트 물을 참고하여 에코백에 나

의 마음을 표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한다.

아 동 작 품 자 기 표 현 내 용

A

· 빨간색을 과감하게 원으로 그리고 2중 라인을 그렸다. 그 후
중심에 빨간 태양을 그렸고, 주변에 빛을 비치는 모습과 파
장 선을 표현을 하였으며 중간 중간에 시간을 표시하듯이 그
림을 나타내었다. 태양을 표현하였지만 잘 모르겠다고 말하
였다.

B

· 수업시간 내내 우물거리면서 혼잣말과 장난을 치고 집중을
하지 못하였다. 가운데는 여러 이상학적 기호나 선, 점을 찍
으면서 표현하였고 자신이 그린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 하지
못하였다.

C

· 프린터 물에서 꽃의 문양이 가장 맘에 든다고 꽃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중심에 노란색과 주황의 이중의 꽃을 표현하였
으며 자신이 표현한 것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
다.

D

· 라인을 하늘색 염색 펜으로 그리고 중심에는 노란색으로 색
칠 후 주위에 커다란 꽃과 하트 모양으로 채워가기 시작하였
다. 틀리는 것에 두려움을 표현하였지만 집중하면서 완성해
나갔다.

E

· 집단원 중에 가장 먼저 펜을 들고 동그라미 라인과 중심에
십자 형태, 별, 태양 모습으로 채워 갔다. 그 주변에는 반원
형이 중심을 에워싸고 있다. 언뜻 보면 태양 같기도 하지만
공격적인 태도가 보이고 있다. 표현의 의미를 그냥 그렸다고
발표 하였다.

F

· 주황색으로 라인을 그리고 중심에는 노랑별과 여러 색으로
끄적거리고 점을 찍기도 하면서 표현하였다. 형태가 점점 사
라지자 맘에 들지 않아 망했다고 불평을 하였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그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
며 소심한 면을 보이면서 표현을 하였다.

G

· 중심은 파랑색과 노란색으로 이중 원을 그리고 그 주변은 꽃
수술을 표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주황색 꽃을 꼼꼼히 색
칠하고 태양으로 빨강색을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조용하면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가장 먼저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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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4회기/ 장갑우리가족 만다라

목 표 ∙가족의 감정 인식과 이해하기 ∙자기경험 표출하기

진 행
과 정

∙주제 설명 후 명상을 하고 면장갑 손목 부분을 자르고 솜을 손가락 사이사이에 집
어넣고, 3/1정도 부분을 일회용 고무줄로 묶는다. 그리고 잘라 두었던 손목 부분으
로 감싸고 완성한다. 펜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가족의 특징을 그려 준다. 완성 후
자신의 작품 설명과 느낌을 발표 한다

아 동 작 품 자 기 표 현 내 용

A

· 자신의 가족 중 엄마가 가장 친하고 그리고 두 언니를 그렸는데
언니들은 자기에게 맨날 심부름을 시킨다고 하면서 입을 과장하
게 표현하였으며 가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활동
시 펜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B

· 솜을 가지고 계속 장난을 쳤으며 너무 부드러워서 좋다고 말하였
다. 수업 진행시 솜을 넣는데 어렵다고 투덜거리면서 일회용 고
무줄을 묶을 때도 도와 달라고 하였고 점차적으로 활동에 집중하
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아이들과 구별되게 입을 잘라진 부직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C

· 솜을 만지작거리면서 장난을 치고 구름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솜을 넣는데도 가장 적극적으로 하였고 색을 칠하고 싶어 하였다.
자신의 모습은 주황색 엄마는 보라색, 아빠는 파랑색, 동생은 연
두색이라고 하였다.

D

· 활동 시 가장 늦게 참여하였다. 솜을 만지면서 불어 보기도 하고
에어 솜을 보고 콩 같은 느낌이라고 하였다. 목에 모두 리본을
달아 주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족은 함께 지금 노래를 부르
고 있다고 하였다.

E
· 활동 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다른 아이들이 떠들어도 자신
의 것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 자신의 가족은 빨간색 세트를 입고 있다고 하였다.

F

· 솜을 만지작거리면서 계속 어떻게 하냐고 물어 보았다. 솜을 넣는
데도 어렵다고 도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특징을 그린 후 생각보다 잘 되었다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G
· 솜을 가지고 놀면서 부드럽고 재미있다고 하였다.
· 활동 시 솜을 연필을 사용하여 집어넣었고, 자신의 가족을 표현하
였는데 자신은 가장 어리고 엄마와 아빠 사이에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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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5회기/만다라 협동화

목 표 ∙집단내의 응집력 향상 ∙타인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태도 형성

진 행
과 정

∙주제 설명 후 명상을 하고 두 조로 나누어 협동화를 광목 캔버스 10호에 자유롭
게 스케치 한 후 염색물감과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목을
팀별로 정하였다.· ·

아 동 작 품 자 기 표 현 내 용

A

·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였으며 팀
원들에게 자신의 자리에 들어 와서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하였다. 그
리고 외계인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활동시간에는 집중하였고 처음 에
는 노란색을 칠하다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초록으로 덧칠하였다

B

· 노란색으로 로케트를 그리기 시작하였으며 자신의 자리에서만 그림
을 그리고 색칠 하였으며 로켓트를 색칠한 후 맘에 들지 않는다면서
노란색으로 덧칠하여 그림을 없애버렸다. 자신의 그림에 자신이 없고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C
· B조에서 가장먼저 빨간색 매직으로 구름 스케치를 시작하였고 라이
언을 그렸다. 황토색으로 색을 칠하다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서 살색
으로 하트를 다시 살생으로 반복해서 덧칠했다.

D
· 초록색으로 무언가를 들고 있는 곰돌이와 태양, 꽃그림, 잔디를 표현
하였으며 다른 조원들에 비해 자신의 그림에만 집중하여 색칠하고
자신의 그림에 덧칠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였다.

E

· 스케치를 하지 않고 노란색 물감을 바로 사용 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 하였다. 다른 아동들의 작품에 색을 덧칠하여 다른 아동들에게
항의를 받았지만 개의치 않아하는 모습을 보이며 계속 장난을 치면
서 다시 색을 칠하였다.

F

· 무엇을 그려야할지 모르겠다고 멍하니 있으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매
직으로 점을 찍거나 여러 선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다시 하늘색
으로 스케치 부분을 없애 버렸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흰색으로 가
로선으로 덧칠 하였다.

G

· B조에서 다른 아동들의 그림을 관찰하다가 나중에 노란색 매직을 들
어서 그림을 그렸고 수업시간 내내 웃으면서 다른 아동들의 그림에
무언가를 덧붙여 그림을 그렸고 초록색으로 덧칠을 하였다. 주로 다
른 아동들의 그림을 지켜보며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덧붙여 그
림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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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6회기/홀치기염색

목 표 ∙긴장이완 ∙자기감정 표현 인식하기

진 행
과 정

∙주제 설명 후 명상을 하고 광목천에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홀치기염색을
하였다. 완성 후 자기의 느낌을 발표 하였다.

아 동 작 품 자 기 표 현 내 용

A

· 여러 군데 나누어 묶는 활동을 하였고 남색 염색 염료를 이용하여
염색 하였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보고 나팔꽃 같고 흰 부분이 남는
것을 신기 해 했다. 가운데 부분을 감싸주고 있는 것들이 자신과 함
께 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 진다고 하였다

B

· 처음에는 고무줄을 묶는 것이 어렵다고 계속 투덜거렸고 도와 달라
고 하였다. 자리를 자주 이탈하고 아동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관찰하
였다. 완성작을 보고는 신기해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랑하기
도 하였다.

C

· 다른 아동들이 고무줄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묵묵히 자신의 것을 작
업하였고 고무줄을 탑처럼 쌓으면서 작업을 하였다. 완성작을 보고
매우 흡족해 하며 나중에 다시 해보고 싶다고 하였고 다른 재료들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보이고 궁금한 점을 계속 물어 보였다.

D

· 학원 때문에 늦었다고 죄송해하면서 활동에 참여하였고 다른 아동들
의 작업을 관찰하면서 작업에 집중하였고 염색 시 자신이 해보고 싶
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완성작을 보고는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궁금해 하며 신기해했다.

E

· 명상 시 눈을 뜨고 장난을 치고 작업 중에는 모양을 내는 고무줄 작
업에 집중하였고 작업에 대한 호기심에 계속 궁금한 점을 물어 보곤
했다. 완성작을 보고는 감탄하면서 빛이 비치는 것 같다고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 보았다.

F

· 설명을 할 때 계속 잘 모르겠다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였고 활동
시 다른 아동들의 작업을 보고 하였지만 염색 후 자신의 작품이 보
석 같다고 다른 아동들에게 자랑하면서 만족해했다. 그리고 다른 아
동들의 작품도 감상하면서 멋지다고 칭찬하였다.

G

· 예전에 학교에서 홀치기염색을 해봤다고 다른 아동들에게 적극적으
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참여를 이끌어 가기도 하
였다. 자신의 완성작의 감상으로는 숲속이나 연못 같기도 하고 어디
론가 여행을 떠나는 우주선을 타고 가는 느낌이라고 만족해하는 모
습을 보였다.



- 47 -

<표-22>7회기 / 광목천 필통에 만다라 그리기

목 표 ∙표현력 증진 ∙자기표현

진 행
과 정

∙주제 설명 후 명상을 하고 광목천 면 필통에 자신이 현재 가장 관심이 있고 원
하는 것을 A4용지에 스케치 한 후 면 필통에 미니 만다라를 그리고 난 후 페브
릭펜으로 표현 하도록 하였다.

아 동 작 품 자 기 표 현 내 용

A

·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은 연두색으로 표현 하였다고 하였다.
· 관심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소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B

· 특별한 것이 생각이 없다고 꼭 그림을 그려야 하냐고 몇 번이고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 그리고 짜증을 부리기도 하였지만 염색물감을 주자 집중하는 모
습을 보였고 완성된 작품에는 만족한다고 하였다.

C

· 자신은 요즘 방탄소년단이 너무 좋다고 하였다. 연구자에게 방탄
소년단 노래를 아냐고 물어보기도 하였고 노래를 불러 주기도 하
였다. 노래를 계속 흥얼거려 다른 집단원 들까지 노래를 부르고
집중이 되지 않아 주의를 주자 잘 따라 주었다.

D

· 무엇을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며 연구자에게 계속 질문을 하
였다. 그리고 싶은 것과 관심 있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 하라고
하였지만 가장 늦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고 완성 시에도 가장
늦게 완성하였다.

E
· A4용지에 스케치할 때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신 없어 하였지
만 페브릭 물감을 주자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
· 오늘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도 활동은 하겠다고 하였
고 막상 활동 시에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완성 후
필통으로 쓸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G
·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여행을 가고 싶어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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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8회기/ 만다라 컵 받침대

목 표 ∙자기의 내면 탐색 ∙긍정적 자기 인식

진 행
과 정

∙주제설명후명상을하고여러가지색의뿅뿅이를바늘에꿰어 1, 5, 8, 15순으로엮어
서만다라를완성한다. 완성후자신의첫번째색의느낌을발표하였다.

아 동 작 품 자 기 표 현 내 용

A

· 가장 적극적으로 재료를 준비하고 작업 활동에 임하였다. 바늘을 잡고 연
두색을시작해서작업에집중하였다.
· 이것을무슨용도로사용할수있는지물어보았고언제가져갈수있는
지궁금해했다. 가운데연두색은꽃의수술이며빨간색은꽃을표현하였
고연두색과초록은건강한숲이라고표현하였다.

B
· 자신은파란색을좋아하고한다고하였다. 주황은에너지를의미하고검정
은 어둠의 밤이지만 그 주변은 색들이 감싸주고 보호하고있다고 표현 하
였다. 초기보다작업에적극적으로임하였고집중하는모습을보였다.

C

· 오늘 생일 파티가 있어서 좀 빨리 가도 되는지 먼저 허락을 구했지만 작
업활동시에는뿅뿅이가부드럽고좋다고놀기도하면서적극적으로참여
하였다. 노란 비타민을 꽃이 감싸고 있으며 분홍색이 화사하게 감싸고 있
다고하였다.

D

· 다른아동들에비해가장말수가적고대화나소통이잘이루어지지않지
만 작업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항상 마지막까지 작업을 하였다.
본 회시에서는 그냥 색들이 예뻐서 그것을 맞춰 꿰맸다고 하였다. 자신의
작품이너무예쁘고맘에든다고하였다.

E
· 색을어떻게골라야하는지질문을해서자신이원하는색을 1, 5, 8, 15개
순으로 고르라고 하였다. 작업 활동 시 가장 먼저 완성 하였고 자신은 숲
속의성에살고있는집같다고자신의작품을설명하고표현하였다.

F
· 시작 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동들의 눈치를 보고 망설이고 있었으며 자기
는실을바늘에꿰지못한다고도와달라고하였지만중반에는집중하는모
습을보였고지금자신이입고있는태권도도복과색이같다고하였다.

G

· 초록색을 시작으로 주황색을 꿰고 중간에 흰색을 표현 하였는데 꽃이 살
려면물이필요해서라고대답하였다. 바늘을사용하여마무리작업을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였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 자신이
완성하겠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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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9회기/드림캐처

목 표 ∙자기인식 ∙내면의 다양한 감정이해 ∙표현력증진

진 행
과 정

∙주제 설명 후 명상을 하고 공예철사를 이어 종이테이프를 붙여 원으로 연결시
키고 양면테이프를 감아 리본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그리고 실을 교차시켜 자신
이 원하는 만다라의 형태를 만들고 아래 부분에는 깃털과 원하는 장식품을 이
용하여 마음껏 꾸미도록 하였고 완성 후 소원을 발표를 하였다.

아 동 작 품 자 기 표 현 내 용

A
· 여러 색의 리본이 있었지만 금색이 좋다고 하였다. 연한 연두색이
좋다고 하면서 색의 감정을 발표하라고 하니 편안함이라고 하였으
며 드림 캐처의 소원은 행복이라고 하였다.

B

· 센터에서 밥을 먹고 오느라 5분 정도 늦게 들어 왔다. 연구자의 설
명을 듣고 난후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였고 별을 해도 되냐고 질
문을 하였다. 노란색의 감정은 에너지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학원
때문에 피곤하며 드림 캐처의 소원은 별처럼 빛나는 것 이라고 하
였다.

C

· 엷은 분홍색 실을 감고 난 후 구 안에 계속 여러 모양의 형태를
만들다가 풀기를 반복 하였다. 자신의 색은 사랑이며 드림 캐처의
소원도 사랑이라고 말하였다. 조금 피곤하다고 하면서 오늘은 소극
적으로 활동에 임하였지만 완성 후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D

· 활짝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반겨 주었다. 활동 시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갈색 실로 테두리를 감고 분홍색의 별의 형
태를 만들었다. 다른 아동들의 작품을 살피고 가장 늦게 완성을 하
고 정리를 도와주었다.

E
· 초록 실을 만다라 원형 테두리에 감고 거미줄 형태로 연두색 실을
감았다. 다른 아동들의 형태를 계속 관찰하였고 여러 모양을 반복
하다가 형태를 만들었다

F
· 다른 아동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작품 활동 시 초기 보
다는 적극성을 띄면서 임하였고 새의 깃털을 연상하면서 작품을
하고 싶다고 표현하였고 보라색은 꿈을 연상시킨다고 하였다.

G
· 거미줄 모양으로 만다라의 문양을 완성하였고 금색의 의미는 돈이
라고 하였다. 자신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핸드폰을 사고 싶
다고 하면서 연구자의 핸드폰에 관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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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10회기/스트링 만다라

목 표 ∙부정적 감정 표현표출 ∙표출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자기존엄성인식

진 행
과 정

∙일주일동안생활나누기를하고주제설명후명상을하였다. 버려진나무판위에원을그
리고 망치를 이용하여 못을 박았다. 그리고 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엮어가면·
서나만의스트링만다라를만들고표현을발표하도록하였다.

아 동 작 품 자 기 표 현 내 용

A

· 언니가 둘이 있는데 자신에게만 심부름을 시키고 화가 나면 욕
을 하고 친구들에게서도 받는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 하겠다고
하였다. 못을 박는 동안 웃고 떠들고 자기가 흘린 눈물을 파랑
으로 표현하여 마음껏 실을 감아 올렸다.

B

· 계속 실을 풀고 감기를 반복하면서 복잡한 형태의 만다라를 교
차시키기도 하였지만 다시 실을 풀고 오각형 형태의 만다라를
완성 시켰다. 못을 박는 망치소리가 재미있고 다른 아동들과 노
래를 맞추듯 박자를 맞추기도 하면서 완성 하였다.

C

· 친구들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놀고 싶은데 학원
에 가야 하는 부담을 못을 박아 풀겠다고 하였다. 활동 시 노래
를 부르고 웃으면서 활동을 임하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만다라
를 시도하고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다고 하였다.

D

·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물어 보고 다른 아동의 모습 을 보고
난 후 가장 늦게 시작 하였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 있어서
확실하게 얘기 할 수 없지만 못을 박고 그 소리가 너무 좋다고
도 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최고 인 것 같다고
하였다.

E

· 원형에 라인을 잡고 못을 계속 박으며 재미있다고 좋아하는 모
습을 보였다. 여러 가지 색실을 덮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을 보였고 완성된 작품에 대해서는 가져가고 싶다는 애착을 보
였다.

F

· 못을 박는 것을 처음에는 어려워하고 너무 세게 박는 등 실수를
하였지만 못을 박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다른 아동들과 박자를
맞추면서 작업을 즐기기 시작 했다. 그리고 자신이 살을 빼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오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다
고 표현하였다.

G

· 친구가 자기를 놀려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는데 그 마음을 생
각하며 못을 박으니 기분이 좋아 졌다며 작업하는 것을 즐거워
하였다. 그리고 밝은 색 실보다는 오늘 기분을 나타내는 색을
고르고 싶다고 표현하였고 이 작업을 다음 시간에도 하고 싶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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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11회기/꽃 만다라(내 마음 가는대로)

목 표 ∙ 내면의 감정 표현표출 ∙표출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진 행
과 정

∙주제 설명 후 명상을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 감정을 원
형 나무틀에 실을 감으면서 교차 시키고 표출 하도록 하며 표출을 통하여 부정
적 감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긍정적인 의미로 꽃으로 감싸
주며 긍정적 자기표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 동 작품 자기표현내용

A

· 자유롭게 해도 되는지 물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니 실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였고 실을 마음껏 나무틀에서 교차시켰다. 자신의
완성된 작품을 보고 잘 어울리며 예쁘다고 좋아하며 언제 가져 갈
수 있는 지 물어 보았다.

B

· 실을 실뜨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아동들 보다 늦게 시작 하
였다. 그리고 실을 감고 난후 가운데에 회색 양모 털실을 넣고 그
위에 꽃을 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파란별 속에 꽃이 피어 있는 것
같다고 표현 하였다.

C
·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색실을 골라 다른 아동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지만 양보를 하지 않았다. 작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면
서 자신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D

· 오늘 기분에 대해 묻자 오늘은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보고 예쁜지 물어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이 다른 아동들보다
가장 예쁘고 잘한 것 같다고 웃으면서 이야기 하였다. 이 수업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꽃과 만들기가 있어 너무 재미있다고 하였다.

E

·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고 계속 물어보아서 조금 기다려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더니 빨리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작업 시 자
신은 빨간색이 좋다고 하면서 나무틀 위에 계속 교차시키면서 작업
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F

· 자신은 꽃을 별로 좋아 하지는 않는데 이번 꽃은 너무 예쁜 것 같다
고 하면서 자신은 특별한 손재주가 없는데도 완성이 되면 결과물이
좋게 보인다고 바로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하였다. 완성된 작품을
보고 아주 흡족해 하면서 잘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G

· 오늘 주제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실을 가지고 꾸미는 동안에 집중하지만 다른 아동들에 작품에도 관
심을 보였다. 그리고 옆 아동과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여 통제 하
니 바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완성된 작품에 만족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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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12회기/미니핸드폰 장식 팰트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

목 표 ∙나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파악하기 ∙우울, 부정적 인지 감소

진 행
과 정

∙주제 설명 후 명상을 하고 공예철사를 10cm 정도 자른 후 종이 테이프로 감싼
후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양모 털실을 감아 붙이도록 한다. 그리고 얇은 금색 줄
을 감아 올려 핸드폰 장식품을 완성한다. 그리고 작품 완성 후 주제에 대한 자
기표현을 하도록 하였다.

아 동 작품 자기표현내용

A

· 양모털실을 보고 얼굴에 대보기도 하면서 장난을 쳤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 인지 물어보니 한참 있다가 가족 이라고 대답했다. 가족
중에서도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지 물어보니 엄마라고 대답하였
다.

B
· 저녁을 먹고 조금 늦게 들어와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계속 물어
보았다. 옆에 있는 아동과 계속 장난을 치다가 통제를 하였지만 작업
활동 시에는집중하면서 엄마에게 선물을주겠다고 하였다.

C
· 조금 있으면 엄마의 생신인데 엄마에게 선물을 하겠다고 하면서 집중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빨리 완성을 하고 나서 다른 아동들의 작
품을 구경하고도와주고 싶은 마음을표현하기도 하였다.

D
·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엄마인데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고생하
시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아빠와 떨어져 사는데 아빠가 보고
싶다고 살짝귓속말로 이야기를 하였다.

E

· 양모털실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얼굴에 대고 수염을 만드는 등 털
실을 가지고 놀기도 하였고 선생님에게 자기를 봐 보라고 웃기도 하
였다. 작업 활동 시에는 점차 안정을 찾고 집중하였고 형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표현하였다.

F

· 다른 아동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작품을 조금 늦게 시작하였지만 지속
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작업에 집중하며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완성된 작품을 보고 좋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빠에게 선물을 주
겠다고 표현하였다.

G

· 말이 없고 물어보는 질문에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지만 작업 활
동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빠른 수행을 보이기도 한다. 가장 소중한 사
람인 형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은 형을 무척 좋아한다
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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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13회기/ 니스 만들기

목 표 ∙자신의 존엄성인식 ∙자신의 욕구 인지

진 행
과 정

∙명상 후 주위에서 버려진 옷걸이를 원으로 변형시킨 후 크리스마스 장식모루를 글루건
으로 붙인다. 그 후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리본을 만들어 표현한다. 버려진 옷걸이가 리
스처럼 변하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의 존엄성과 욕구를 인식하고 완성 후 느낌을 발표
하였다.

아 동 작 품 자 기 표 현 내 용

A

· 옷걸이를 동그랗게 만들기를 설명하였더니 조금 어렵다고 불평
을 하였지만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었더니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고 글루건을 사용해 장식모루를 붙이고 난 후 리본과 여러
장식품을 꾸미는데 집중하고 만족 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B

·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못하겠다고 하였지만 다른 아동
들의 모습을 보고 집중하면서 글루건 사용하는 것이 참 재미있
다고 의외의 모습을 보였다. 여러 장식품을 붙이고 난 후 가게
에서 산 것 같은 모습이라고 좋다고 표현 하였다.

C

· 옷걸이를 원으로 만드는데 가장 빨리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리
본과 장식품에 대한 욕심을 보여 친구들과 나눠 써야 한다고 하
니 수긍을 하고 난 후 남은 것을 써도 되냐고 질문을 해서 남은
것은 써도 된다고 하니 정말 예쁜 리스가 될 것 같다고 하였다.

D

· 태권도 도장에서 조금 늦게 끝났다고 달려 와서 늦지 않아 다행
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 크리스마스 리스라고 하니 만들어서 꼭 집에 가져가 장식을 하
고 싶다고 했지만 우선 센터 안에 장식 하자고 하니 좋다고 수
긍하여 주었다.

E

· 옷걸이가지고 어떻게 리스를 만드는지 궁금해 하였지만 완성된
작품을 보고 집에 가서 자기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재료를 어디
서 구입 했는지 궁금해 했다. 작업 활동 시 적극적으로 참여 했
고 스스로 글루건으로 작업을 완성하였다.

F

· 가장 늦게 완성 하였지만 자신이 끝까지 글루건으로 모루를 붙
이고 리본을 만들고 장식을 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다. 초기에
는 무조건 도와 달라고 하였지만 점차적으로 스스로 하려고 노
력하고 작품에 기분 좋아 하는 모습을 보였다.

G

· 말이 없이 가장 열심히 하면서 작업 중에도 옆 친구를 도와주려
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스로 글루건으로 모루를 붙이
고 리본을 만들고 장식품을 만들어 완성된 작품을 보고 만족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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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9 >14회기/나만의 만다라 (자기 상징 만다라)

목 표 ∙우울 및 부정적인 인지 감소 ∙자기표현 증진

진 행
과 정

∙명상을 한 후 여러 색깔의 종이 쟁반에 실, 리본, 장식품, 등을 사용하여 자기를
상징하는 입체 만다라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제목을 정한 후 발표로 자기표현을
하였다.

아 동 작 품 자 기 표 현 내 용

A
· 제목은 “창문”이다. 창문에 비치는 크리스마스 풍경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제목의 이유를 물으니 창문같이 생겨서
라고 대답 하였다

B

· 제목은 “평화로운 인간”이다. 세상에서 시끄럽고 나쁜 일이 많이
있지만 자신의 작품에서는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 인간의 모
습을 표현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항상 주저하는 모습보다는 적
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았다

C

· 제목은 “행복한 크리스마스”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를 보냈던 기억을 되살리고 올해에도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면
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표현 한
것이라고 하였다.

D

· 제목은 “리본 안 이별 그리고 다시 리본”이다. 표현에 맞는 제목
을 붙여보라고 하였더니 시를 썼다. 리본 안에 아름답고도 아름
다운별, 그리고 다시 예쁜 리본이 있다네... 리본은 참으로 아름
답다!! 세월호를 생각하면서 시를 지었다고 하였다.

E

· 제목은 “리본 다리”이다.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리본을 여러 개
붙여서 다리가 된 것 같아서 “리본 다리”로 제목을 정하였다고
하였다. 그 속에 동그란 색으로 이어진 것들은 무엇이냐고 하였
더니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내면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대한 욕구가 표현된 것처럼 보인다.

F

· 제목은 “파티”이다. 주제에 대해 머뭇거리면서 어렵다고 하였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하라고 하였더니 양모
실을 말아 붙여 놓았다. 제목을 파티라고 정하였다고 하여 잘하
였다고 칭찬하였더니 정말이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선생님에
게 인정받고 관심 받으려는 태도가 보인다.

G

· 제목은 “줄 속에 리본”이다. 여러 인생의 줄이 있는데 그 속 에
리본은 가운데 중심을 잡아 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리본의
색은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표현 하였다. 주황색이 열
정이나 에너지를 담고 있는 듯 조용한 가운데서도 열정을 담고
있는 자신의 표현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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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0 >15회기/ 나의 꿈 만다라액자

목 표 ∙자기욕구나 미래에 대한 탐색 ∙긍정적 미래 관

진 행
과 정

∙명상 후 자신의 꿈을 하드보드지 원판 위에 접착식 펠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꿈
을 표현 하게함으로써 아동들이 스스로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자기 욕구를
탐색하게 하고 꿈과 희망에 대한 긍정적 미래 관을 심어주고 나아가 자신의 꿈
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을 찾고 표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동 작 품 자 기 표 현 내 용

A

· 자신의 꿈은 동물 사육사이며 이유는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접착 펠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꿈을 펠트지에 그리고
잘라 붙이고 난 후 액자에 넣어 주었더니 만족해하며 꿈이 이루
어 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B

· 자신의 꿈은 포크레인 기사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제에 대
해 가장 적극적으로 집중하면서 임하였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완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액자는
다음에 해주겠다고 하였더니 꼭 오늘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작
품에 애착을 보이기도 하였다.

C
· 자신의 꿈은 인테리어 디자인이며 아름다운 집을 많이 짓고 사
람들이 멋진 집에서 살게 해 주고 싶다고 하였다. 지금은 자신
이 집을 고쳐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대답하였다.

D

· 자신의 꿈은 발레리나이지만 지금은 발레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하였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표현한 사람은 잘한 것 같다고 만
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E

· 자신의 꿈은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자신은
게임을 아주 잘하지만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게이머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미래에 대한 진로
를 파악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F

· 자신의 꿈은 과학자라고 하였다. 과학자가 되어서 나쁜 바이러스
를 없애고 여러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운동을 하
지 않으면서도 살이 빠지는 비법을 개발하겠다고 하였으며, 살
을 빼기 위해 하는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야기 하였다.

G
· 자신의 꿈은 자동차를 만들고 디자인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멋지고 좋은 자동차
를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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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16회기/ 나의 만다라 전등

목 표 ∙자기욕구나 미래에 대한 탐색 ∙자신안의 자원 찾기 ∙긍정적 미래 관

진 행
과 정

∙명상 후 미리 준비되어 있는 하드보드지 받침판에 한지를 붙이고 1회기에 놓은
실공에 전구를 꽂아 전등으로 완성하였다. 본회기를 통하여 자신의 참모습과 소
중한 존재의 가치를 알고 내재되어있는 내면의 자원을 찾아 자기를 표현하고 자
신감을 갖고 자신의 느낌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아 동 작품 자기표현내용

A

· 하드보드지 받침대에 한지를 붙이는 작업을 할 때 옆에 있는 다
른 아동들의 것을 함께 잡아주고 도와주면서 완성 하는 것을 보
았다. 자신의 완성된 만다라 등을 보면서 감탄하였고 뒤에 비치
는 여러 이미지를 보면서 너무 신기해하며 좋아 하는 모습을
보였다.

B

· 오늘 작업은 무엇을 할 것 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며 계속 질문
을 하였다. 활동 시 하드보드지 받침대에 한지를 붙이는 작업도
다른 아동들과 함께 도와주면서 완성하였고 등을 완성한 후에
아주 만족해하며 언제 가져갈 수 있는 궁금해 했다.

C

· 받침판을 완성 한 후에 등을 붙이는 작업을 할 때에도 차례를
지켜주고 다른 아동들의 작품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
고 자신의 등이 완성 될 때 미치는 벽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면
서 불을 꺼서 보고 싶다고 하면서 불을 끄기도 하였다.

D

· 하드보드지 받침 판위에 한지를 붙일 때도 집중을 하면서 다른
아동들과 소통하면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것을 보았다. 자신
의 등을 완성 할 때까지 차례를 지키며 기다려 주고 완성된 등
을 보고 너무 좋아 하는 모습을 보였다.

E

· 하드보드지 받침대에 한지를 붙이는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시
작하고 다른 아동의 도움 없이 완성하였다. 자신의 등에 실공을
붙이는 작업도 글루건을 사용하여 스스로 완성하는 모습을 보였
다

F

· 자신의 공이 노란색이라 빛이 잘 비칠 수 있는 지에 대해 걱정
하는 모습을 보였고 완성된 등을 보고는 너무 좋아했다. 다른
아동들의 작품이 완성되어 벽에 비치는 형태를 궁금해 하며, 그
리고 이것을 언제 가져 갈 수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G

· 학원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하였지만 자신의 등을 완성 하는데
다른 아동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중하고 스스로 실공을 한지
받침대에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벽에 가져가서 자신의 실공
의 문양을 궁금해 하면서 등을 켜는 등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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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17회기/자기표현평정 점사/ K-HTP 그림검사

목 표 ∙내담자의 정서 상태 파악

진 행
과 정

∙명상을 하고 난 후 자기표현평정 점사/ K-HTP 그림검사를 통해 현재 내담자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종결한다.

아 동 작 품 자 기 표 현 내 용

A

· 명상과 활동 시에도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검사에도 임하는 모습
을 보였다. 집을 가장 먼저 상단에 그리고 인물들의 모습이 많
아 진 것을 통해 대인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머리의 음영을 통해 약간의 불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B

· 활동 시 지시 수행에 잘 따라와 주었다. 집을 가장 먼저 그렸는
데 약간 기울어진 모습을 통해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
지만 초기보다는 인물이 많아지고 활동적으로 변화되었지만 무
의식에는 공상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

C

·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자기표현 척도지도 혼자서 풀어내
고 그리기에도 흥미를 보이면서 집중하였다. 자신의 작품에 관
심을 보이고 있으나 인물표현에 등을 보이므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족이 표현됨으로 소통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D
· 명상에도 잘 참여하고 안정적인 활동 태도를 보이고 지시 수행
에도 잘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가 줄어
들었음을 볼 수 있다.

E
· 명상 시 집중하면서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필
선도 강하여지고 자기주장과 표현에 대해 타인을 배려하려는 모
습이 보이고 있다.

F

· 명상 활동에 눈을 감고 집중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검사
시 활동에도 의존적인 것 보다는 자신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였
으며 필선이 강하여지고 자기개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G

· 작업 활동에 몰입하고 수행 능력이 빨랐다. 자신의 작업 작품에
애착을 보이고 있으며 필선이 강하여지고 인물들의 모습도 커지
고 여러 인물의 등장을 통해 대인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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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프로그램 회기과정에서 나타난 아동 관찰 분석

아
동

초기
(1회기～4회기)

중기
(5회기～12회기)

말기
(13회기～17회기)

A

∙혼잣말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장난을 치면서
산만한 행동을 보임
∙짜증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고집을 부리는
행동을 보임
∙집단원들에게 공격적이고
부정적으로 행동을 보임

∙활동에 집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임
∙간헐적으로 장난과 산만한
행동을 보이기도 함
∙상황 속에서 주제에 맞게
표현하려고 함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주의집중하면서
자기 몰입이 증가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고
타인과 조절하려고
노력함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 감소

B

∙착석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행동을 보임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활동수행 시 다른 아동들의
것을 모방하려함
∙쉽게 좌절하고 어려운
것에는 위축되는 행동을
이고 짜증을 부림

∙초기보다는 활동에
집중하면서 적극성을 보임
∙간헐적으로 돌아다니는
행동을 보임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완성
하려는 경향을 보임

∙활동 시 주의집중을
하면서 지시 수행에 잘
따르려고 함
∙자기표현이 많아지고
집단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려배려하려는
태도를 보임
∙새로운 활동에 대해
흥미를 보이고 적극적
자세로 대처하려함

C

∙다른 아동들에게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동을 함
∙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면서
자기주장만을 펴려고 함
∙감정의 기복이 있고
짜증을 보이기도 함

∙집단원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임
∙표정이 밝아지고 활동 시
적절한 자기표현을 하려고
함
∙자기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보임

∙적극적인 자기표현이
이루어지고 자기
감정조절이 이루어짐
∙표정이 밝아지고 다른
아동들과 원만하게 지냄
∙집단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임

D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활동 시 자신감 없는
행동을 보임
∙말꼬리를 계속 잡고
늘어지면서 자기에게
부정적 언어사용
∙대화 시 깜작 깜짝 놀라는
행동을 보임

∙활동에 집중을 하는 듯
하지만 자신감이 없고
선생님에게 인정받으려 함
∙긴장하는 모습이 줄어들고
적극적인 행동이 보이지만
우울한 모습 보임
∙활동에 대한 호기심과
다양한 응용력을 보이고
수행능력이 좋음

∙안정적인 활동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작업에
몰입함
∙심리적 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 줄어
듬
∙자기주장이 펼쳐지고
자기표현이 좋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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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집단원들을 치거나 때리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보임
∙집단원들과 장난을 치거나
산만한 활동을 보이기도 함
∙활동 중에 성급하게 하려는
경향과 적당히 하려는
경향을 보임

∙과격한 행동이 줄어들고
표정이 밝아짐
∙작품 활동에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상황에서 적절한 자기
조절을 함

∙타인의 대한 배려가
많아지고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가 보임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지시상황에 잘 따름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
대처능력이 보임

F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거나
자신이 없어함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보임
∙소극적이며 위축된 행동을
보임

∙말이 많아지고 다른
집단원의 작품에 관심이
많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함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확인
받으려함

∙의존적인 것이 줄어들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
∙타인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줄어들고 자기표현이
많아짐
∙안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작업에 몰입함

G

∙연필을 반복적으로
돌리면서 산만한 행동을
보임
∙표정의 변화가 없고 타인의
눈치를 봄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음

∙산만한 행동이 줄고
집중하는 태도를 보임
∙표정이 밝아지고
자기표현이 좋아짐
∙집단원들과의 적절한
소통이 보여 짐

∙안정적인 활동태도와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작업 활동에 몰입하며
작품에 대한 애착이 높음
∙집단원들과 소통하고
적절한 자기표현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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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의 방법으로 미술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표현 척도 검사의 사전 · 사후

검사와 K-HTP 사전 · 사후를 통해 연구 결과를 알아보고, 연구자가 직접 아동들에게

회기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회기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 사전 · 사

후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자기 표현능력이 사전에는 평균

3.6429, 사후에는 4.2357로 모든 요소들의 t값이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5보다

작게 나타났다. 미술 심리치료 전과 후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결국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자기표현능력이 매우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둘째,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K-HTP를 실시한 결과 사전에는 나무는 작게 그려져 있고 도

끼로 찍는 모습, 집도 불안정하게 그려지고 집 위에 구름이 그려져 있었다. 인물도 대

부분 혼자 있고 머리에 음영이 그려 있으며 손과 발을 숨기거나 생략되는 등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후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사라지면서 집도 안정

적이며 나무도 크게 그려지며 집과 가까이 있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인물도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자신의 생활을 즐기고 또래와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등의

사회성의 변화가 보이며 자기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표현 욕구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선행연구는 없으나, 김계열

(2010)의 만다라 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만다

라가 표현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덜어 주면서 쉽게 자기 표현활동을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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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의 향상과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구체적인 주제표현, 적절한 화면 구성, 감정에

따른 색채표현을 가져 왔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그 외 민정하(2012) 만다라 미술

활동이 초등학생 고학년의 아동의 정서 안정에 미치는 효과로써 초등학생 고학년의 정

신건강, 대인관계, 학교 적응과 또래 관계에 크게 기여 한 것으로 밝혀 본 연구자의 섬

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실험집단 아동들은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 프로

그램 초기에는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여 산만한 행동을 하였다. 활동에 대해서도 소극

적이며 자신감 없는 위축된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또래 아동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자

신에 관한 표현을 어려워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회기가 진행 될수록 부드러운 섬유매체를 통하여 공격적인 성향을 유화시켜 주어 대인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을 줄여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을 드러내기도 하며 자신감 있

게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활동 시에도 주의 집중하여 타인의 작품에도 관심을 갖

고 칭찬해 주며 서로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 자기 이해와 자기표현을 향상시

킴으로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자원을 찾아 일상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문제

에 대한 해결 능력을 높여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완성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착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는 자기 계발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신과 가정

에서 그리고 또래 관계에서 오는 대인관계 있어서도 긍정적인 관계가 향상되어 자기표

현능력에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표현능력이 높아지면 자기성장의 기본인 자신의 참모습을 알며 자신에 대한 깊

은 성찰과 탐색을 통해 올바른 자아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수용

할 줄 알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기개방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존중

하면서 타인까지 존중 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자아상의 형성으로 인해 또래 관계에 도

움을 주며 이는 개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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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은 특정 지역의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가운데 저소득층 아동의 남녀 혼성 집단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각 7명으로 진

행되었기 때문에 초등학생 고학년의 모든 아동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내의 열악한 시설로 인해 방해 요소들이 많아 집중프로그램으

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좀 더 독립된 공간에서의 연구를 할 필요를 느꼈으며 이

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기표현의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 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되

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자기표현 연구는 활발하지만 일반아동의 연구는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더욱이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에 나타나는 위축, 방어, 무기력, 공격적 특성을 섬유라

는 소재의 부드럽고 따뜻한 질감을 통해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표현하기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져 연구에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연구결과 실시된 설문지가 아동들이 답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고 정확하게

반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표현의 다양한 측정 도구를 활용한다면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

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 속에서 창의적이며 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

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써 활용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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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섬유매체를활용한만다라미술치료가

초등학교고학년의자기표현에미치는영향

본 연구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에게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자기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 사전 · 사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K-HTP 사전 · 사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회기별 활동에 나타

난 자기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시 G 지역아동센터의 담당자가 의뢰한 또래 관계에서 자기표

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 여가 혼합된 7명의 아동으로 2017년 09월부터 12월 까지

주 1회, 회기 당 50분, 자기표현 척도검사와 K-HTP를 사전 · 사후 검사를 포함하여

회기별 활동 총 17회기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통제 집단 아동도 남, 여가 혼합된 7명

의 아동으로 이들에게는 어떤 처치도 가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그렇지 않았던 통제

집단에 비해 자기표현 척도를 사전 · 사후로 비교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

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K-HTP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K-HTP를 사전 · 사후로 비교 분석한 결과 K-HT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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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회기 별 프로그램에서 초기에는 주의집중하지 못하여 산

만한 태도를 보이고 활동에 대해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소심한 태도와 방어적 태

도를 보였고 위축된 행동을 보였었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점차 자신을 긍정적으로 드

러내고 자기를 수용하면서 활동에도 집중하여 빠져들고 타인의 작품에 공감하는 모습

을 통해 타인에 대한 수용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완성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애

착을 가짐으로 자기표현에 자신감을 갖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자기

계발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를 통해 섬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자기표현, 만다라, 만다라미술치료, 섬유매체, 초등학교 고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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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부록 2> 미술 작품 및 정보사용 동의서

<부록 3> 자기표현척도 검사지

<부록 4>집단 미술 치료 회기별 작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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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구 참여 동의서

본 연구자는 조선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디자인과 미술 심리치료 전공자이며 <섬

유매체를 활용한 만다라 미술 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 1회 총 17회기를 실시하고, 회기 당 소요 시간은 50분으로 이루어집니

다.

◎상담 일시: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

◎상담 시간: 오후 5시 20분 ∼ 6시 30분

본 미술치료의 모든 활동내용은 녹음 기록되며, 작품은 사진으로 보관되면서 본

연구에 인용 및 활용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이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연구에 대한 본인의 참여는 자발적인 것이며, 미술치료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 ○ 월 ○ 일

참여자: (서명)

연구자: 김 미 영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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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미술 작품 및 정보사용 동의서

본인은 미술치료 활동 기간 동안에 제작되어진 작품의 사진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

사진들과 관련되어진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경우의 따라서는 미술치료 시간에 비디오 촬영과 녹음이 포함될 수도 있으며, 그

런 경우에 치료사가 사전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할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작품이 사용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제한합니다.

∙치료 팀과의 치료계획 논의 및 자문 활동, 수퍼비전 목적

∙논문 및 강의, 학회 발표 등의 교육적 목적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및 교육목적

∙출판

이 모든 경우에 본인의 이름 및 개인적 인적 사항은 충분히 보호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의 사항이 변화 되거나 철회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17년 ○ 월 ○ 일

참여자 : (서명)

연구자 : 김 미 영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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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자기표현 척도검사지

구

분

번

호
문항

거의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2

정도

3-4

정도

5-6

정도

7-8

정도

9-10

정도

내

용

1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 경우가 많다.          

2 나는 대화가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나의 생각을 말한다.          

3 나는 내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          

4 나는 남에게 사과를 많이 한다.          

5 내가 말하는 태도는 예의 바르지 못하다.          

6
내 생각과 다르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그렇다고 우길 때

가 있다.
         

7
나는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말 할 때는 별로 조심하지

않고 말한다.
         

8
나는 상대방이 친한 사람이면 나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

지 않는다.
         

9
나는 상대방이 친한 사람이면 나의 생각을 끝가지 내세

운다.
         

음

성

10
나는 중얼거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작은 소리로 말할 때가 있다.
         

11 나는 용감하게 딱 잘라서 말하지 못한다.          

12 나는 말이 입안에서 중얼 거리며 맴돈다.          

13 나는 말의 높낮이가 어색할 때가 있다.          

14 나는 “예-”“음-”등의 말이 많아 중간에서 잘 끊어진다.          

15 나는 말하기 전에 주저주저하고 망설인다.          

16 나는 말하기 전이나 중간에 서두른다.          

비

언

어

적

17 나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한다.          

18
나는 말을 할 때 웃거나 찡그리는 등 표정이 바르지 못

할 때가 있다.
         

19 나는 말하는 도중 손을 비비거나 발을 움직일 때가 있다.          

20 나는 말할 때 몸이 굳어져서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문제 및 방법
	3. 용어의 정의

	Ⅱ. 이론적 배경
	1. 섬유매체
	2. 만다라
	3. 자기표현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절차
	3. 연구의 측정 도구
	4. 미술치료프로그램
	5. 자료 분석

	Ⅳ. 연구 결과
	1. 자기표현 사전  사후 결과분석
	2. K-HTP 사전  사후 변화분석
	3. 프로그램 회기별 분석

	Ⅴ.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부록


<startpage>12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및 방법 4
 3. 용어의 정의 5
Ⅱ. 이론적 배경 5
 1. 섬유매체 6
 2. 만다라 9
 3. 자기표현 18
Ⅲ. 연구방법 22
 1. 연구 대상 22
 2. 연구 절차 23
 3. 연구의 측정 도구 23
 4. 미술치료프로그램 25
 5. 자료 분석 28
Ⅳ. 연구 결과 29
 1. 자기표현 사전  사후 결과분석 29
 2. K-HTP 사전  사후 변화분석 33
 3. 프로그램 회기별 분석 41
Ⅴ. 논의 및 제언 60
참고문헌 63
국문초록 66
부록 68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