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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만들기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미혼모의 애착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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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형 만들기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미혼모의 애착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미혼모 지원센터에 입소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미혼모 7명이었으며, 프로그램은
2014년 1월 한 달 간 주 2~3회씩 12회기를 진행하였다. 측정 도구는 성인애착유형검사(ECR)와 우울검사(BDI)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Wilcoxen부호 순위검증을 하였으며, 회기별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한 후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형 만들기를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미혼모에게 미치는 효과
에서 첫째, 애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용분석에서는 활동을 통하여 아기
에 대한 생각과 기대감, 부모님과 집단원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 소통과 배려가 이루어져 애착이 다소 안정적
으로 변화되었다고 보여 진다. 둘째, 우울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며, 내용분석에서도 미혼모들
은 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작품을 완성하면서 오는 성취감과
자신의 장점 발견을 통하여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형 만들기는 미술치료과정에서
좋은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주요어 시설 미혼모 애착 우울 인형 만들기 집단미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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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독신 및 만혼,
혼전 임신, 이혼율의 증가는 다양한 가족 형태
를 발생시켰다(변인정, 오종은, 2013). 또한 성
가치관의 변화, 성정체감의 미확립, 충동적 성
관계 등으로 미혼모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미
혼모는 과거에는 빈곤한 환경이나 낮은 교육수
준, 낮은 지능, 특정한 가족요인 등에 의해 발
생되었다면(배미영, 2000) 근래에 와서는 점차
개인의 연령, 사회적 배경, 성장 환경, 때로는
우발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발생되는
복합적 현상임이 밝혀지고 있다(김혜영 등,
2009).

최근에는 미혼모가 갓 출산한 아기를 양육
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두고 가거나 함부로 방치해서 귀중한 생명까지
도 잃게 하는 안타깝고 심각한 영아유기문제가
매스컴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
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미혼모 관련 기관
을 통한 미혼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미혼모 시
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는 1991년 1,029명(10개
소), 2000년 1,273명(8개소), 2005년 2,123명(14
개소), 2008년 2,358명(48개소)으로 시설 수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김혜영 등, 2009).
개인은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하
는 방식을 배우며 안정된 애착은 대인관계시
안전기지의 역할을 해 주어 자신감을 갖고 타
인을 대할 수 있게 하지만(Sroufe, 1997; 신노
라, 안창일, 2004 재인용: 951) 점차 증가되는
청소년 미혼모들은 대체로 어렸을 때부터 어머
니 양육환경의 부재나 가족 내의 양육자에 의
한 학대 환경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비양육적인 가정에서의 심리적인 지지체계
의 부재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족에게 의지하
지 못하는 마음을 가정 밖으로 내몰리게 하고
동년배들과 무리지어 가출을 하게 되고, 가출
상황에서 함께 어울리기 위하여 성을 허락하고
미혼모가 되는 실정이다(원종아, 김갑숙, 2013).
미혼모들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겪
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인 요인이 임
신부터 출산이후 입양과 자녀양육 결정과정 동
안 저해요인이 되어 상호복합적인 문제들을 발
생시킨다(이명희, 2007). 신체적인 어려움으로는
우리나라 임산부의 평균 산전 진찰 횟수가
12.3회인 반면에 미혼모들의 평균 산전 진찰
회수는 3.3회이고 임신성 고혈압이나 빈혈, 협
골반으로 인한 난산 등이 흔하며(주성홍, 2005)
유산 및 조산으로 태아 및 신생아에게도 합병
증이 발생하는(박문일, 1998) 경우가 많다.
또한 미혼모들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 정
서적 혼란도 많이 겪게 되는데(김윤희, 2008;
류정수, 2003; 박혜경, 2013; 배미영, 2000; 배영
미, 2001) 아이 장래에 대한 걱정, 미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냉대, 미혼부와의 미해결
된 관계와 갈등, 원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인
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을 느낀다(고숙경,
2002). 또한 출산을 한 뒤 입양을 보내야 한다
는 죄책감과 미래의 걱정 등의 복합적 요인으
로 슬픔과 상실감, 죄의식 등을 잘 극복하지
못할 경우 미혼모는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윤희, 2008). 미혼모들이
자신의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감
정을 느끼고 앞으로의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담개입이 필요(노승미,
2002)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단절되고 자녀 양
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미혼모들의 정서적인 지지와 심리적 안정을 지
원하기 위해 상담이나 멘토링이 활용(김희주,
권종희, 최형숙, 2012)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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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시설 11개소에 입소한 미혼모 238명을
대상으로 한 미혼모 현황 및 욕구 조사 결과에
서 미혼모들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마음의
혼란(35.6%), 경제적인 문제(23.5%), 가족과의
관계(15.2%)를 제시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
해 경제적 지원(28.0%), 분만 지원(25.0%), 상
담(23.7%) 등을 지원받기 원했다(여성가족부,
2005). 이런 내용들로 볼 때 심리 정서적 혼란
으로 힘들어하는 미혼모들을 안정시키고 시설
퇴소 후에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적
응하며 그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기 위해서는 미혼모들을 위한 심리지원 프
로그램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 미혼모의 현황 및 지원 방안, 복지 정책
을 제시하는 연구(권은진, 2010; 김은희, 2009;
박성희, 2002; 송광수, 2012), 미혼모들의 스트
레스, 우울 등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고숙
경, 2002; 김만지, 2000; 박혜경, 2014; 배영미,
2001),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경험 및 삶에 관
한 질적 연구(김효현, 2014; 노승미, 2002; 류정
수, 2003; 박숙희, 2001; 이명희, 2007; 최경화,
2006)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
해 미혼모들의 심리적 특성이나 삶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으나, 미혼모 자신이 직접 프로그
램에 참여하여 심리적인 어려움과 혼란스러움
을 해소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
도록 도움을 주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하
였다. 그리하여 최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들
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
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 활동을 통해 자기 상실
이나 혼돈을 통합시켜 주고 창조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김혜숙, 김동연, 2005) 미술
치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미술은 감정이나 사
고가 표상되어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로 남기

3

고, 인간의 내면적인 언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미술치
료로 접근 할 때 심리치료의 효율성을 더욱 높
일 수 있다(이명주, 2012). 더욱이 집단미술치료
는 유사한 문제를 가진 개개인이 모이므로 집
단구성원들 사이에 동일시가 이루어지게 되
어 개인이 열등감, 소외감으로 위축되는 경향
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각
도로 보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류정수, 2003).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관련 선행
연구는 미혼모의 정서 안정, 우울과 불안, 스트
레스 감소(김윤희, 2008; 김혜숙, 김동연, 2005;
도혜정, 2009; 문진아, 2012; 변인정, 오종은,
2013; 유오임, 2011; 윤미랑, 2013), 미혼모의 자
기효능감 증진(김도연, 2010; 김미희, 2012; 김
옥진, 2008; 이은림, 이근매, 2005)을 위한 연구
들이 있다. 연구결과 집단미술치료는 미혼모들
의 정서안정과 우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
모들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
램에 인형 만들기 작업을 접목하여 시설 미혼
모들의 정서적 안정과 애착의 재경험을 통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
였다.
인형은 사람의 생김새를 본떠서 만들었다
하여 사람‘人’, 형상‘形’자를 써서 ‘인형’이라 하
는데 인형의 기원은 인류역사와 같이 출발하여
발생 장소도 인간이 존재한 곳이라면 어디든
있었다(민들레, 2011). 인형은 인간의 필요에 의
해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물건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인간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 온 존재
로서 인간의 속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인형의 존재 자체가 우수한 심리적 기
제로 활용될 수 있다. 인형치료는 언어적 치료
의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고, 인형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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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인
내담자에게 친근감을 제공하고, 방어기제를 효
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치료적
은유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최광현,
2013). 또한 바느질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체
중 미술 표현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정영인, 2008). 루이스부르주아는
바느질 작업을 봉합과 치유의 상징으로 보았
다. 부드럽고 따뜻한 천 조각들을 바느질하여
제작하는 섬유조각 작품들을 화해와 회복, 상
처의 치유로 상징하였고 상처를 손으로 직접
어루만지듯 한 바느질을 통해 내면의 억제되었
던 감정들을 승화시키고 인간관계의 다양한 모
습들을 감동적으로 표현해 냈다(최혜원, 2011).
Oroyan(1997)은 인형 만들기의 힘은 인형을
만드는 작업이 사람을 만드는 작업과 유사하다
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인형을 만
드는 동안 자신들이 재창조(re-creation)되는 경
험을 한다고 하였다. 이런 상호작용과 역할에
덧붙여 인형 만들기는 자기를 깊게 성찰해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독일 인형극 테라피의 창시
자인 바바라슈엘(Barbara Scheel)교수는 ‘인형은
닫힌 마음을 열어 주는 따뜻한 손이고 인간의
감정을 대변하며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 준다.’
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인형이 어린 시절 아이
의 마음을 채워 주던 대체모(중간 매개체)의 기
능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적 상처를 효과
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춘천인형극제 일일신문,
2009)는 것이다.
인형 만들기 미술치료에 대한 선행 연구에
서 Black(Wadeson, 2000)은 성적으로 학대된
여성들과 인형을 만들고 활용하여 고통으로
부터 자기위안으로 변해가는 치료적 과정을
시도하였고 Mclntyre는 언니의 사망으로 상
실감에 빠진 여고생과 언니 인형 만들기를
실시하여 슬픔에서 벗어나고 자기에 대한 긍
정감을 갖게 했다(Feen-Calligan, Mclntyre, &

또한 행동 장애를 가진
12살 여학생과 인형 만들기를 한 결과 공격성
이 완화되고 관계 회복이 되었다(Munro-Smith,
Sands-Goldstein, 2009).

1996).

국내에서는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중 일
부 실시한 인형 만들기가 우울 정서를 완화시
키고(심미선, 2013),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
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 결과 유아
와 어머니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하고 애착을 증진시키며(노남숙, 2010), 인
형 만들기를 한 후 아동간의 친밀감과 협동심,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수업에 대한 적
극성 및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윤지
현, 이경선, 이지혜, 2003)가 있다. 또한 우울과
자살 생각 고위험군 여고생을 대상으로 인형
만들기를 실시한 연구(권봉희, 김갑숙, 2014)결
과 우울 및 자살 생각이 감소되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인형 만들기는 조용히 집중하여 반
복하는 바느질 작업을 통해 자기 대화가 일어
나며 인간을 닮은 인형의 친근한 특성 때문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므로 미혼모들의 힘든 마음에 위로를 주는
적절한 미술치료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 활동으로 시설 미혼모들
이 인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섬유 매체의 부드
러운 촉감을 느끼고 인형을 통해 어린 시절의
애착을 재 경험함으로 안정된 애착 형성을 형
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
는 인형 만들기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미술치
료를 통해 정서적 이완과 우울 및 마음의 혼란
을 감소시키며 애착의 재 경험, 동질 집단에서
의 자기표현 및 격려하기 등을 통해 시설 미혼
모들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돕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형 만들기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미혼모의 애착 형성에 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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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형 만들기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미혼모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D시의 미혼모 지원센터(○○
원)에 거주하는 미혼모로, 전체 입소한 미혼모
들을 대상으로 인형 만들기 중심의 집단미술치
료를 소개하고 꾸준하게 참가하기를 원하는 미
혼모 1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
혼모의 여러 특성 상 회기 진행 중 2명은 출
산, 1명은 장기 결석으로 3명은 제외하고 최종
7명이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였다. 7명 중
3명은 이미 출산을 하여 양육 중이고, 다른 4
명은 출산 예정자들로 평균 연령은 19.5세 정
도다. 학력은 대체로 고졸이며 직업은 학생 또
는 무직이다. 출산 여부, 유산 경험, 출산 경험,
과거 병력 등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대상자들의 발달사 및 가족력 표 2를 보면
많은 경우 부모 이혼, 부 사망, 장애인 및 다문
화 가족 구성원 등으로 어릴 때부터 힘들고 어
려운 형편에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F, D,
G는 부모 이혼으로 인한 상처와 현재 가족 관
계소원, C와 E는 교통사고로 부가 사망한 아픔
이름 연령
A

21

B

20

C

20

D

18

E

19

F

20

G

20

학력
고 자퇴
대학 휴학
고 졸업
고 재학
중 졸업
대학 재학
고 졸업

속에서 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형
편, A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와 소통하지 못
하는 관계, B는 장애를 가진 두 동생과 함께
하는 가족 상황 등으로 애착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가족들로부터 관심과 지지가
부족한 역기능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
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혼모가 되어 자존감이
낮고 아이의 양육 또는 입양 선택, 미래의 두
려움 때문에 감정 조절이 어려웠다.

연구 절차
연구 시작 전에 대상자들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의 목적, 방법을 설명하고, 개인 사생
활의 보호를 위해 익명을 사용하며, 연구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한다
는 약속을 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
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도에 포기를 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알리고 집단의 규칙 지키기, 회기
과정의 녹음과 작품 사진 촬영에 대해 허락을
받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이루어졌으며
2014년 1월 한 달간 주 2~3회씩 실시하였다.
실시 기간이 짧은 이유는 미혼모의 특성상 건
강 상태를 고려하고 출산이 임박한 대상자가
많아 단기 집중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프

표 1. 대상자들의 인적 사항

직업
무직
학생
무직
학생
무직
학생
무직

5

출산 여부
출산
임신 31주
출산
임신 36주
임신 27주
임신 34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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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경험 출산경험
1회
1회
1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질병 유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비염, 사시
없음
없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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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들의 가족 배경

이름
A

부모 슬하 2녀 중 둘째

B

부모 슬하 2남 2녀 중 장녀

C

부 사망
남 1녀 중 둘째

1

D

부모 이혼,
편부 슬하 1남 1녀 중 장녀

E

부 사망, 2남 1녀 중 막내

F
G

가족관계 및 발달사
부는 건설 현장 일용직이고 모는 주부이며 언니는 무직, 경제 사
정이 어렵고 임신 사실은 엄마, 언니만 앎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거주, 염색체이상으로 2명
의 남동생이 지체장애를 가짐
부는 교통사고로 사망, 모친은 중이염이 심해 청력이 좋지 않으
나 장애등급은 받지 않음. 오빠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함
부모 이혼 후 조부모와 부, 큰집 식구들과 함께 거주, 가족구성
원은 7명으로 대가족이며 주부역할을 하는 큰엄마는 결혼 이주
여성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부가 교통사고로 사망 후 모가 3남매를 키우고 있음. 자신은 4년
전 집을 나와 직장 및 쉼터 등에서 생활함. 어릴 적부터 오빠들
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험 있음
부모 이혼 후 아버지와 연락 두절상태이고 모친은 재혼한 후 내
담자와 함께 생활 중
부모 이혼 후 부 슬하에서 성장하였으나 부로부터의 학대가 심
해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하였고 관계가 소원함

부모 이혼,
남 2녀 중 둘째
부모 이혼,
3녀 중 장녀

1

로그램은 미혼모 센터○○원의 조용한 학습실
에서 실시하였으며 한 회기는 1시간 30분~2시
간 정도 소요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은 영국 에
머슨 대학에서 2000년~2002년까지 인형 코스를
공부하고 현재 미술치료학과 박사 과정 재학
중인 본 연구자가 실시했고 미술치료 박사 과
정 재학 중인 보조 진행자 1명이 같이 참여하
였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애착과 우울 사
전 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검
사를 실시하였으며 회기별 내용을 녹음하여 전
사한 후 주제별로 분류, 유사 내용을 범주화하
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
1) 성인애착유형검사(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ECR)

본 연구에서는

Brennan, Clark

와

Shaver

가 개발하고 황경옥(2001)이 번안하여
오진아(2007), 조주원(2013)이 사용한 성인 애
착유형검사(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EC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회피와 불안의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총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 애착으로 해석
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0이
다(조주원, 2013).
(1998)

2)

우울 척도(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67)이 개발하고 이영호(1993)가 번안한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1개 문항
으로 각 문항마다 우울 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
술하는 4문장 중 내담자의 경험에 가까운 한
문장을 선택하며 0점~3점의 범위로 합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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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0~9점 이하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은
가벼운 우울상태, 16~23점은 중한 우울상태,
24~63점은 심한 우울 상태를 나타낸다. 본 척
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2로 보고되었다
(김영아, 2006).

프 인형은 부드러운 섬유, 폭신한 솜 등 천연
재료들을 주로 사용하고 눈과 입을 점찍듯이
작게 수를 놓거나 표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형을 보는 대상자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기
위한 것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형들과의 큰
차이점이다. 즉 내담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자
유롭게 인형의 표정을 상상함으로써 상호 작용
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 치유적인 장면을 촉
진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설 미혼모라는 동질 집단으로 프로
그램 중심 내용은 내재된 감정을 타인에게 표
현하기, 경험나누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기
등으로 구성하여 집단원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 및 애착 관계에 안정과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단계별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1-4회)는 애착 경험 - 라포 형성 및 상
담 목표 설정, 기본 바느질 익히고 아기 인형
만들기, 아기가 된 나를 만나 감정 표현하기
및 안정 애착 경험하기
2단계(5-10회)는 자기 돌봄의 시간 - 행복과

프로그램 구성 배경 및 프로그램 내용
인형 만들기가 섬유 매체의 포근함, 바느질
을 통한 정서적 이완 및 성취감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여 우울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는 선행 연구(권봉희, 김갑숙, 2014: 심미선,
2013)를 참고로 인형을 통해 어린 시절의 애착
을 재 경험하고 안정된 애착 형성에 도움(노남
숙, 2010)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
여 사용하였다(표 3). 본 사례에서 사용한 인형
만들기는 헝겊과 솜을 이용하여 손바느질로 하
는 발도로프 인형 만들기 기법으로 12회기 동
안 갓난아기인형, 걱정인형, 꼬마인형, 수호천
사 인형 모두 4개의 인형을 만들었다. 발도로
단계 회기

초
기
애
착
경
험

주제

1

라포형성

2

갓난아기
인형(1/3)
- 몸통

3

갓난아기
인형(2/3)
- 옷

4

갓난아기
인형(3/3)
- 이불

7

표 3. 본 프로그램 구성

활동 내용
라포 형성 및 이름표 만들기
- 프로그램 및 자기 소개하기
- 상담 목표 정하기
- 기본 바느질로 이름표 만들기
경험나누기 및 갓난아기인형 몸통 만들기
-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경험나누기
- 인형의 의미 및 만드는 법 알기
- 아기인형 몸통 만들기
갓난아기인형 완성 및 어린 나 만나기
- 아기인형 옷 만들어 입히고, 느낌 나누기
- 나의 어린 시절 회상하고 아기로 돌아가 기
- 기억에 남는 사람에게 편지 쓰고 나누기
아기인형 이불 만들기 및 어린 나 위로하기
- 아기인형 이불 만들기, 장점 나누기
- 이불 덮어 주며 어린 시절의 나를 위로하기
- 아기인형에게 사랑의 메시지 전달하기
‘

’

‘

- 991 -

’

기대 효과
․친밀감 형성 및
목표 설정
․기본 바느질법
익히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기
․생명의 존중감
갖기
․어린 시절의 나
만나기
․내재화된 감정
표현하기
․어린 시절의 나
위로하기
․집중 및 정서적
안정감 갖기

준비물
바느질 용구,
펠트 등
바느질 용구,
천, 솜,
펠트 등
바느질 용구,
천, 솜,
편지지 등
바느질 용구,
천, 솜,
색지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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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5

6

중
기
자
기
돌
봄
의
시
간

7

8

9

10

말
기
마
무
리

11

12

주제
활동 내용
돌려 그리기 및 걱정인형 몸통 만들기
걱정인형 그림
- 집단원간 그림을 돌려 그리고 소감 나누기
(1/3)
-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작업하기
- 몸통
- 걱정인형 몸통 만들기
동화 듣기 및 걱정인형 옷 만들기
걱정인형 걱정인형
- 동화를 듣고 각자의 걱정 이야기하기
(2/3)
- 상호작용하며 옆 사람의 인형 만들기
-옷
- 속 옷, 겉 옷, 장식품 등을 만들어 붙이기
완성하기 및 격려하기
걱정인형 걱정인형
- 머리카락 달기 및 인형 마무리하기
(3/3)
- 자신의 인형을 돌려받고 느낌 나누기
- 완성
-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 카드 만들어 주기
힘이 되었던 말을 나누고 꼬마인형 머리 만
꼬마인형 들기
(1/3)
- 힘이 되었던 말, 상처가 되었던 말 나누기
- 머리
- 꼬마인형 머리 만드는 법 알기
- 바느질에 집중하며 인형 머리 만들기
기쁨과 슬픔 나누기 및 꼬마인형 몸통 만들
꼬마인형 기
(2/3)
- 기쁨과 슬픔에 대한 경험나누기
- 몸통
- 꼬마인형 몸통 만들기
- 꼬마인형 손 만들고 몸통과 연결하기
사람 찾기 및 꼬마인형 완성하기
꼬마인형 소중한
- 나의 소중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3/3)
- 꼬마인형 모자 만들어 붙이고 완성하기
- 완성
- 완성된 인형을 보고 느낌 나누기
나의 소원 찾기 및 수호천사 인형 만들기
이루고 싶은 소원 말하기
수호천사 -- 나의
수호천사
의미, 만드는 법 알기
인형(1/1) - 수호천사 인형의
인형을 만들고 희망 가지기
작품전시회 및 마무리하기
마무리 - 작품전시회 및 전체 활동 소감나누기
- 작별 인사 및 친교의 시간 갖기

슬픔의 경험 나누기, 소중한 사람 찾기, 꼬마
인형 만들기, 걱정인형 만들기를 통해 집단원
과 소통하고 애착 증진 및 우울 감소시키기
3단계(11-12회)는 마무리 - 나의 소원 찾기
및 수호천사 인형을 만들며 희망을 가지고 작
품전시회를 통해 상담 회기를 돌아보며 변화된

기대 효과
․타인 배려 및
수용하기
․집중하며 안정
감 갖기
․걱정 나누기 및
스트레스 해소
하기
․긍정적 자아상
갖기
․만족감과 성취
감 느끼기
․집단원간 공감
능력 향상
․자기 치유의 시
간 갖기

계속)

(

준비물
색지, 색연필,
바느질 용구,
천, 솜,
펠트 등
동화책, 바느질
용구, 솜,
펠트 등
바느질 용구,
솜, 펠트, 카드
재료 등
바느질 용구,
천, 솜, 색지,
필기도구 등

․자신의 감정 나 바느질 용구,
누기를 통해 정 천, 솜,
서 안정
펠트 등
․대인 관계 탐색 바느질 용구,
및 관계 향상시 천, 솜,
키기
․성취감 느끼기 펠트 등
․소원 찾기로 미 바느질 용구,
래에 대한 희망 천, 솜,
과 자신감 갖기 펠트 등
․전시회를 통해 인형 작품
소감나누기
작품,
․친교의 시간 갖 미술
설문지
등
기

긍정적인 내 모습 살펴보기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을 위해 성인애착
유형검사(ECR)와 우울검사(BDI)를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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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en부호 순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
용 분석을 위해서 1회기에서 12회기까지 대상
자들의 회기별 녹음 자료를 전사하고 반복적으
로 읽은 후 유사한 내용을 비교 대조하면서 범
주로 묶는 작업을 하였다. 내용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술치료 수련 감독가에
게 수퍼비전을 받으며 범주화한 내용을 계속
수정 보완하였다.

Ⅲ 연구 결과
.

양적 분석 결과
1) 인형 만들기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시
설 미혼모의 애착에 미치는 효과
인형 만들기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미혼모의 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애착척도검사를 실시
하여 그 변화를 Wilcoxen 부호순위검증을 실시
한 결과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인형 만들기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시
설 미혼모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인형 만들기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미혼모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우울척도검사를 실시
하여 그 변화를 Wilcoxen 부호순위검증으로 분
석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2.032,
p<.05). 즉 사전점수(M=16.71)보다 사후점수
(M=9.14)가 감소하였으며, 7명중 2명은 변화가
없었으나 5명의 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은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회기 중 표현된 내용과 종
료 시 제출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 내용
은 회기 시작 전과 마칠 때의 마음의 변화, 가
장 도움이 되었던 회기 내용에 답하기와 자유
소감이었다. 특히 자유 소감에서 회기 진행 동

표 4. 시설 미혼모의 애착에 대한 사전 사후 차이검증
사전

사후

M(SD)

M(SD)

2.94(.87)

3.04(.55)

음의 순위
양의 순위
사후-추후
사후-추후
동률
사례 수 평균순위 순위 합 사례 수 평균순위 순위 합
4

3.00

12.00

3

5.33

16.00

0

Z
-.339

표 5. 시설 미혼모의 우울에 대한 사전 사후 차이검증
사전

사후

M(SD)

M(SD)

16.71(12.81)

9.14(5.93)

음의 순위
양의 순위
사후-추후
사후-추후
동률
사례 수 평균순위 순위 합 사례 수 평균순위 순위 합
5

3.00

15.00

0

0

0

2

Z
-2.032*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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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범주
1)

아기에 대한 생각과 기대감

2)

관계, 소통을 이룸

3)

감사와 고마움

4)

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기대

5)

성취감

6)

장점 발견

7)

심리적 안정

애착 형성

우울감 감소

표 6. 내용분석 결과

안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많아지고 다
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졌다는 내용은 애착의
하위 요소 중 회피 영역, 마음이 편해진 것은
애착의 하위 요소 중 불안 영역의 감소를 보여
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프로
그램 회기의 내용을 녹음한 후 전사하고 반복
적으로 읽으면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유사
한 내용을 비교 대조하면서 범주로 묶는 작업
을 하였다. 그 결과 2가지 주제와 7가지 범주,

하위 범주
아기에 대한 애정이 증가함
집중도 되고 태교에도 좋음
아기에게 인형을 보여주고 싶음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기대함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
집단원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됨
자신의 걱정을 터놓고 공개함
소통과 배려가 이루어짐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함
진심을 알아주는 집단원에게 감사함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받음
초기에 흥미와 관심이 많음
완성품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됨
집중과 재미로 즐거움을 느낌
동심으로 돌아가는 즐거운 추억
좋은 추억으로 평생 간직하고픔
자신의 능력과 재능 발견
작품 완성에 대한 뿌듯함
칭찬을 통한 존재감 느끼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로 변화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느낌
힘과 용기를 새롭게 가짐

개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결과는 표 6
에 제시하였다.
22

애착형성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기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를 가
지게 되었으며, 집단원들 간에 서로 대화를 나
누면서 소통하고 지지를 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

- 994 -

1)

인형 만들기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미혼모의 애착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지게 되었다.
(1)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참여자B)

범주 1. 아기에 대한 생각과 기대감

(3)

“사실 임신하고 나서 처음에는 딱히 아기
에게 애정이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
서 인형을 만들고 아기를 생각해 보니 애정
이 많이 생긴 것 같고 마치니까 아쉽고... 처
음엔 그냥 아이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지금
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다
고 생각이 바뀌었어요.”(참여자F)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
는데 모두 나의 진심을 헤아려줘서 고마워
요.”(참여자C)

집중도 할 수 있었고 태교에도 좋았
고...”(참여자C)
나중에 아기가 크면 내가 만든 거라고
인형을 보여주고 싶어요.”(참여자A)

“서로 용기를 주는 말을 적다가 보니까
나도 자동으로 용기가 생겨서 고마워요.”(참
여자G)

“

“인형을 쳐다보고 있으면 음... 태어날 아
기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요.”(참여자G)

만든 인형을 쳐다보고 있으면 태어날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요. 태어날
애기가 어떡하든 잘 살고 건강하면 좋겠다
고...”(참여자D)
“

범주 3. 감사와 고마움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주
셔서 감사합니다. 제 존재가 엄마아빠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참
여자A)

“

(2)

11

우울감 감소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과 참여
의 즐거움, 작품 완성에 대해 성취감과 만족감
을 느껴 마음이 밝아졌다. 또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집단원들과 나누는 활동을 통해 긍정
적인 태도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다.

범주 2. 관계, 소통을 이룸

2)

(1)

범주 4. 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기대
인형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참여

“

“프로그램하면서 다양한 것도 만들고 다
른 사람이랑 많이 친해지고...”(참여자C)

혼자만 끙끙 앓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
는 것보다 털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편
했어요.”(참여자E)
“

그냥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인형을 만들면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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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F)

재밌었고 담에 만들 인형 기대 되요. 빨
리 완성한 거 보고 싶어요.”(참여자A)
“

“바느질을 해서 집중력도 기를 수 있었고
요, 시간 되게 빨리 가는 것 같고 만드는 거
재밌었어요.”(참여자D)

인형 만들기는 옛날 동심으로 돌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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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고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만든 인형
들은 평생 동안 간직할 것이에요.”(참여자C)
(2)

범주 5. 성취감

이거 너무 예뻤는데 만들어서 기뻤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즐겁게 만들어서 뿌듯하고 꼭 애기한테 주
고 싶어요.”(참여자F)
“

제가 직접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고 뿌듯
하고 인형 만드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참여자D)
“

(3)

범주 6. 장점 발견

칭찬을 하고 들음으로써 으쓱하고 나라
는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참여자B)
“

장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몰랐던
장점을 알게 되었어요. 나에 대해 부정적이
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요.”(참여자G)
“

(4)

범주 7. 심리적 안정

내 속마음을 털어서 편안함을 가졌고 진
심어린 말을 들으니 힘과 용기가 생겼어
요.”(참여자C)
“

바느질을 하는 동안 걱정거리를 내려놓
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조금이나마 기분을 풀 수 있었던 시간이었
어요.”(참여자A)
“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프로그램 실시 후
참여자들의 아기에 대한 애정,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며 집단원간의 소통과 배려
속에서 애착이 안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보
여 진다. 또한 활동 참여의 즐거움, 작품 완성
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 자신의 장점을 발견
하고 집단원들과 나누는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
우울이 감소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

본 연구는 시설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바느
질로 인형 만들기 중심의 집단미술치료를 실시
한 후 우울 감소 및 애착 안정성에 어떤 영향
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인형 만들기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미
술치료는 양적분석 결과 시설 미혼모들의 애착
안정성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윤미랑(2013)의 연구에서 시설 미혼모를 대
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모-태아
애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미혼
모들의 출산 임박으로 인한 불안감, 양육과 입
양의 결정 문제,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점 등 이들이 처한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결
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형
성되어 온 불안정애착이 단기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안정적
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내용 분석에서는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인형을 만드는 작업을 통
해 아기에 대한 애정, 기대감이 이전보다 많이
생겼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태교가 이루어
지고, 집단원과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며 대인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의 관
심과 지지가 부족한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참

- 996 -

인형 만들기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미혼모의 애착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여자들은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매체를
사용하여 인형 만들기를 하면서 결핍된 사랑을
채우고 마음에 안정과 위로를 받았으며, 아기
인형을 만들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어린 시
절의 애착을 재 경험하고 자기 치유 및 아기에
대해 더 많은 애착과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으
로 생각된다. 노남숙(2010)은 애착문제가 있는
유아가족을 대상으로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유아와 어
머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관계 형성, 애착을
증진시켜 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
들의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서윤
과 최선남(2014)의 연구에서 인형 만들기는 아
니지만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섬유 매체를
사용하여 불안정 애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애
착을 재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기술이 향
상되었고, 임세영(2004)은 아동의 우울 감소를
위해 양모를 이용한 곰 인형을 만들었는데 촉
감에서 부드럽고 편안함을 느끼고 완성되어지
는 모습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자신이
만들어 낸 대상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었다고
했다. 또한 Stace(2014)는 성적 학대와 가족 내
폭력에 의하여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로 진단 된 여성의 미술치료 사례 연구에서
6개의 치료적인 인형 만들기를 실시하여 내담
자의 자아 수용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정체
성, 통합됨을 느끼게 하였다. 특히 할머니 인
형을 묘사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애착
(Bowlby, 1969), 안전(Feen-Calligan et al.,
2009), 사랑을 재경험 할 수 있었다. 위의 연구
결과들은 인형 만들기가 안정 애착 형성, 우울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내용
분석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둘째, 인형 만들기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미
술치료가 시설 미혼모들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분석 결과 전체적
으로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 결과에서 우울

13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E, F는 사전 사후 검
사에서 우울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
고, 나머지 5명은 사후 우울 점수가 감소, 한
단계씩 우울 상태가 완화되었다.
우울과 관련된 내용 분석 결과에서도 활동
에 대한 기대감, 참여의 즐거움, 작품 완성에
대한 성취감, 집단 활동을 통한 장점 발견, 바
느질을 하는 동안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우울
감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참여자들
은 인형을 완성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 바느질에 집중함으로써
걱정이나 불안을 잊을 수 있어서 마음 상태가
편안해 졌다고 하였다.
이는 바느질을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장애
아동 어머니의 우울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 본 심미선(2013)의 연구, 인형 만들
기가 여고생의 우울 및 자살 생각 감소에 효과
적이었다는 권봉희, 김갑숙(2014)의 연구 결과
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바느질이 미술 표현의
수단뿐만 아니라 자아 치유의 매개체로 즐거운
기억이든 아프고 힘든 기억이든, 기억을 반복
적으로 재생, 재인식하게 되는 과정에서 바느
질의 치유 역할(정영인, 2008)을 찾아볼 수 있
다는 내용도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단미술치료 활동들은 개인의 내재된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동일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고 협동 작품
만들기, 칭찬하고 격려하기 등으로 집단원들과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 및 애착 관계에 안정과
도움이 되었다. 이는 집단미술치료가 미혼모의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우울과 불안 심리에
서 벗어나 현재 상황을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효과적(김혜숙, 김동연 2005; 도혜정, 2009;
류정수, 2003)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은 맥
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의 상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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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돕고 사회적 편견에 대해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심리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힘든 경험을 털어놓는 것만으로
도 속이 후련하거나 치유가 되는 느낌이라고
한 임해영과 이혁구(2013)의 연구처럼 본 연구
의 집단미술치료 참여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
해 내재된 감정을 표현하고 격려와 지지를 받
음으로 보다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스
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성찰하고 정리하는 기회
가 될 수 있었다.
인형 만들기를 실시하는 과정 또는 실시 후
의 변화나 치료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거의
없어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
한 새로운 미술치료 기법으로 인형 만들기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시도한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선
행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서 양적인 통계검증으로 분석하는 데 그쳤으
나, 본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과 함께 내용 분
석을 실시함으로써 양적인 분석의 한계점을 보
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시설 미혼모 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일집
단 사전-사후설계 연구이므로 그 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는 대상자를 확대시키고,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뿐만 아니라 효과의 지속성까
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출산을 한 미혼모와 임신을 한 상태의 미혼모
가 혼합된 집단으로 운영되었는데, 두 집단 간
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연구
에서는 출산 미혼모와 임신상태의 미혼모를 따
로 집단을 구성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바느질 작업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능
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

로 좀 더 간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반제품
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제시한 인형
모형을 활용하여 만들기를 하였으나 추후 연구
에서는 창작 인형 만들기와 만든 인형을 활용
한 심리극 등을 활용한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형 만들기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내적 변화나 치
유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거의 없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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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examine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using doll making on
affection and depression in unmarried mothers in facilities. Seven unmarried women, who cohabitate
in an unmarried-mother support cent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rogram was carried out for
12 sessions, two to three times a week, in 2014. In addition,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ECR)
and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were used for measurement.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Wilcoxen signed-rank test. The contents of each session were recorded and processed, and
subsequently analyzed.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 there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attachment. However, the content analysis found somewhat stable changes in attachment for
babies, gratitude and appreciation about parents and group members, communication, and
consideration. Additionally, the sense of depress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Further,
in the content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unmarried women were found to be psychologically
stabilized after they participated in activities with pleasure and expectation, and they were found to
overcome the sense of depression through achieving satisfaction and figuring out their merits from
completing these activities. Accordingly, doll making can be employed as an effective media for art
therapy.

Key Words : Unmarried mother in facilities, Affection, Depression, Doll making, Group ar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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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회기별 진행과정
:

회기 라포 형성 및 이름표 만들기
첫 회기는 인사를 나누고 인형 만들기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바느질을 해
본 경험과 자기소개를 하고 각자 원하는 색깔
의 천과 색실로 다양하게 이름표를 만들었다.
첫 회기의 소감은 재미있고, 집중이 되며, 완성
될 인형이 무척 기대된다고 했다. 하지만 G는
“지난 번 다른 시설에 있을 때 바느질을 많이
해서 안했으면 했는데 이왕 이런 기회가 생겼
으니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다. C
는 “태교에도 좋았고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고 앞으로 다양한 인형도 많이 만들고 다른 사
람이랑 친해지고 서로의 감정이 모두 편해지는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어요.”라고 바라는 점도
이야기했다.
첫 회기라 조용하고 조금 서먹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다소 조심하는 듯한 표정들이었지만
바느질을 할 때는 집중하여 열심히 참여하였다.
1) 1

<

>

그림 1. 이름표 만들기
회기 경험나누기 및 갓난아기인형 몸
통 만들기
2회기는 지난 시간에 만든 이름표의 특징과
연관시켜 자기소개를 하고 인형을 가지고 놀았
던 경험나누기, 갓난아기인형의 몸통 만들기를
하였다. A는 “아기의 태명이 연두라서 연두색
천을 썼고 수를 놓을 때는 노랑색이 바탕과 제
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라고
2) 2

<

>

19

했다. F는 “유치원 때 아빠가 인형 뽑기를 많
이 해주어서 집에 창고 째로 인형이 있어 언니
랑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빨강색 주머니 달린
인형이 가장 기억에 남고 솜이 많이 들어있었
어요.”라고 했다.
첫 회기에 서먹했던 분위기가 인형을 가지
고 놀았던 경험나누기를 하니 웃음소리도 들렸
고 각자 행복했던 어린 시절 회상으로 모두 즐
거운 시간이 되었다.

그림 2. 몸통 만들기
회기 갓난아기인형 완성 및 어린 나
만나기
3회기는 갓난아기인형의 옷을 만들어 입히
고 완성한 후 느낌나누기를 했다. D는 “인형을
쳐다보고 있으면 곧 태어날 아기가 어떻게 생
겼을지 궁금해요. 옷 색깔이 분홍색인데 다른
색깔로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라고 했다. 만든
아기인형이 자신이라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
떠오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읽고 싶은 사
람은 읽도록 했는데, 대부분 엄마, 가족(1명은
언니에게)에게 편지를 썼다. 특히 A, C는 부모
님께 쓴 편지를 읽으며 많이 울었다.
1, 2회기보다 집단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마
음을 열어 솔직한 모습으로 참여하였다. 가족
을 그리워하며 우는 내담자들이 있었고 또한 E
는 가족의 부재로 편지의 첫 줄은 아버지에게
로 시작하였으나 줄을 그어 지워 버리고는 “적
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여 불행한 가족사에 대
한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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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겠다는 책임감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회기 그림 돌려 그리기 및 걱정인형
몸통 만들기
5회기는 집단 작업을 하기 위해 다른 집단원
의 마음을 읽어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는
활동으로 4명씩 그룹을 지어 그림을 돌려 그리
고 느낌 나누기를 하였다. 이어서 공동 작업으
로 걱정인형을 만들었다. 첫째 사람은 몸통, 두
번째 사람은 속 옷, 세 번째 사람은 겉 옷, 마
지막 사람은 머리카락 달기를 하는데 이번 회
기는 몸통 만들기까지 했다. E는 “그림은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남이 필요한 것을 생각
해서 그려 주니까 그런 점이 괜찮았고, 인형도
아무래도 내 것이 아니다 보니 더 신경 써서
만들게 되었어요.”라고 했다.
그림 돌려 그리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무엇
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여 그려줌으로써 서로 배
려하고 협동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인형
만들기 역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자신의 인형
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 주는 활동
을 통해 작업의 흥미를 높이고 상대방을 배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였다.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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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갓난아기인형 완성
회기 갓난아기인형 이불 만들고 어린
나 위로하기 장점 찾기
4회기에는 집단원을 더 이해하고 자신을 표
현하는 활동으로 장점들을 적고 발표하였다.
외모보다는 성격적인 부분에서 장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솔직하고 착하다, 끈기가 있다, 이해
를 잘한다, 참을성이 있다’ 등의 내용이었다.
그 다음은 바느질로 지난 시간에 만든 갓난
아기 인형의 이불을 만들어 포근하게 감싸 주
면서 어린 시절의 나를 위로하는 활동을 했다.
C는 아기를 돌볼 봉사자가 없어 아기를 데리
고 참여했다(보조 진행자가 아기를 돌봄). “아
기를 여기 데려올 때는 이게 뭐지? 하는 기분
이었는데 막상 데리고 오니까 아! 사랑을 받는
구나! 하고 느꼈고 다 만들고 나니 뿌듯하고
잘 했다는 기분이 들어요.”라고 C가 말했다.
어린 시절 힘들었던 가족 관계였지만 내담
자들을 지탱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힘이
바로 착하고 끈기 있는 장점들이었다는 생각
이 들었다. C는 아기를 데리고 와서라도 집단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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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걱정인형 몸통 만들기
회기 걱정인형 동화 듣기 및 걱정인
형 옷 만들기
6회기는 걱정인형 동화를 듣고 집단원들의
걱정은 무엇인지 나누었다. F는 “아기가 건강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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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장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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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올지 3월에 다시 학교에 돌아갈 수 있
을지 걱정이고 살이 많이 쪘는데 뺄 수 있을
까? 또 여기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준 것
은 없는 지 걱정이에요.” A는 “저도 공동생활
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닌지? 꿈을
바꾸어야 하는지,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잘 될지, 가족과 단절될까봐 걱정이에요.”라고
했다. 그 외 다른 내담자들은 입양과 양육 중
에서 고민 하고 있는 것, 아기의 친부가 잘 대
해 줄 지, 가족과 화해 문제 등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다른 사람의 걱정인형 옷을 만들어 주
었다. 완성된 인형을 돌려받은 B는 “다른 사람
의 인형 옷을 만들 때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
어요. 별로 힘들지는 않았고요 방금 받은 인형
은 되게 이쁘고 꼼꼼하게 잘 해 준 것 같아
요.”하면서 만족하였다.
걱정을 개방함으로 인해 감정 해소를 느끼고
다른 집단원들도 자신과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
음을 알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인형 옷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었는데 모두 신경 써서
작업에 참여하였고 만족해하는 시간이었다.

21

선택이라도 너의 생각이라면 옳은 결정이 될
거야.’ 등이었다. 이어서 지난 회기에서 작업하
던 걱정인형의 머리카락을 붙여 완성하고 인형
들의 주인을 찾아주었다. 평소 별로 말이 없는
B는 이번 활동에서 E의 인형 옷을 무척 열심
히 만들었고 만든 과정에 대해 “내가 분홍색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 돋보일 것 같았고 머
리띠도 분홍색 자투리 천을 주워서 세트로 만
들었어요.”하며 자신감 있게 의견을 말했다.
내담자들은 다른 집단원들이 적어준 격려의
메시지를 보고 매우 만족해하며 큰 힘을 얻었
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인형을 만든 것에 대
해 신선한 느낌을 받았으며 자신이 만든 것보
다 훨씬 더 예쁘게 되었다는 만족감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림 7. 걱정인형 완성
회기 힘이 되는 말 나누기 및 꼬마
인형 머리 만들기
8회기에는 살아오면서 힘이 되었던 말과 상
처가 되었던 말을 생각하고 나누기를 했다. 힘
이 되었던 말은 ‘잘 할 수 있어, 고마워, 사랑
해, 너라면 할 수 있어, 믿는다, 귀엽다, 예쁘
다’ 등이고 힘들었던 말은 ‘너 때문이야, 니가
뭔데?, 꺼져!, 안돼!, (니가)그럼 그렇지!, 필요
없어, 멍청해 보인다.’ 등이었다. 대체로 이런
말들은 친구들과 가족에게 들었다고 했다. 상
처를 주는 말보다 힘을 주는 말을 한사람씩에
게 다 같이 소리 내어 말해 주고 새로운 꼬마
인형의 머리 만들기를 하였다. 인형 만들기 소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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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걱정인형 옷 만들기
회기 걱정인형 완성하기 및 격려하기
7회기를 시작할 때 6회기에 적은 걱정들에
대해 집단원들이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적어
주었는데 그 내용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
니 천천히 잘 생각하세요. 기도해 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세요, 어떠한
7)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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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서 F는 “처음에 여러 인형 보여줄 때 이거
진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손 만들 때
솜이 맘대로 안 들어가고 해서 좀 어려웠어요.
근데 좀 만들고 나니까 어느 정도 사람 형태가
되어서 보람 있었던 거 같아요.”라고 했다.
힘이 되는 말은 대체로 자신을 인정해 주고
격려하는 말이었고 힘들었던 말은 반대로 인
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말이었다. 어릴 때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
처가 되는 말들을 더 많이 들었을 것이고 지
금 또한 미혼모가 되어 긍정적인 말보다는 주
변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들을
것에 대해 안타깝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때, 애 아빠와 연락이 끊겼을 때, 부모님이 임
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무조건 입양 보
내야만 하는 걸 알았을 때, 기뻤던 일은 여기
처음 와서 애기 진료 받을 때 괜찮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애 아빠와 연락돼서 아기 낳을 때까
지 만이라도 잘 해 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친
구들이 임신 사실을 알고 위로도 해 주고 맛있
는 것도 사 주고 그리고 첨으로 알바 했을
때...”라고 했다.
이번 회기는 솔직하게 자신들의 슬픔을 표
현하여 미혼모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전해져 치
료자도 무척 마음이 아팠고 임신이 슬프고도
기쁜 이중 감정을 지니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또한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고 방
어적이던 E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개방
한 점이 큰 변화였다.

그림 8. 인형 머리 만들기
회기 기쁨과 슬픔 나누기 및 꼬마인
형 몸통 만들기
9회기는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을 집단원에
게 표현하고 위로를 받는 활동을 한 후 꼬마
인형 몸통 만들기를 하였다. E는 “기뻤던 건
가족들과 여행 한 것, 자전거 혼자 탔을 때, 육
상대회서 상 받은 것... 친구 만날 때 이고 슬
플 때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엄마
가 술 먹고 아빠 산소에 간 것, 다른 가족들이
사이 좋아 보일 때, 지금 서러운데 이제 가족
들 못 볼 때(울먹임), 임신해서 막막할 때...”라
고 했다. D는 “슬펐던 일은 임신 사실을 알았
을 때, 그리고 애 아빠가 임신 사실을 부정할
9)

9

그림 9. 꼬마인형 몸통 만들기
및 기쁨과 슬픔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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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소중한 사람 찾기 및 꼬마인
형 완성하기
10회기를 시작할 때 축복송 노래를 부르며
자신과 아기에게 축복해 주는 마음을 가졌다.
조용히 집중하여 바느질을 하면서 나에게 소중
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8회기
까지 거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던 E는 9회
기부터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많은 이야기
를 했다. E는 “엄마 집에서 나온 지 4, 5년 되
는데 가끔 전화하면 모질게 대하긴 하지만 재
혼도 안하고 13년간 3남매 혼자 다 키우고(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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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나한테 내쫓고 모진 소리해도 가족이니까
보고 싶어요.” F는 “소중한 사람은 가족, 그리
고 지금까지 제 옆에 같이 있어 주는 친구 2
명, 대학 같은 과 친구 3명이고 인형 만든 소
감은 이 인형 너무 예뻐서 만들고 싶었는데 만
들어서 기쁘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렇게 어
렵지는 않고 즐겁게 만들었어요. 뿌듯하고 꼭
아기 낳으면 주고 싶어요.”라고 했다.
대부분 내담자들이 소중한 사람을 가족과
(태어날)아기라고 말했는데 현실상 지금 함께
하지 못하는 아픔이 전해졌고 그래도 이들은
가족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리워하였다. 슬프
고 아픈 감정을 마음으로만 품을 것이 아니라
안전한 집단 속에서 마음껏 표현하는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고 손수 만든 인형의
귀엽고 포근함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됨을 느
낄 수 있었다.

그림 10. 꼬마인형 완성하기
회기 나의 소원 찾기 및 수호천사
인형 만들기
11회기는 각자 소원을 찾고 지켜주는 수호천
사 인형을 만들었다. 집단원들이 바라는 소원
을 적고 나누었는데 D는 “아기가 건강하게 자
라면 좋겠고 나의 소심한 성격 바꾸기,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고 B는 바리스타 자격
증 따는 것, F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과 3월에 학교로 다시 가는 것, C는 본가에 가
고, 아기 아빠와 잘 되었으면 하는 것, E는 경제
적인 문제 해결, 가정 화목을 원했다. 이때까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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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바느질을 하느라 힘이 많이 들어 보여서 마지막
인형인 수호천사는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많이 해서 반제품으로
제공했더니 내담자들이 손쉽게 인형을 완성하여
좋아했다. 직접 만든 수호천사 인형은 늘 옆에
서 내담자들을 지키고 힘을 줄 것이므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 좋겠다고 격려를 하였다.

그림 11. 수호천사 인형
회기 작품전시회 및 마무리하기
12회기는 이때까지 만든 인형을 모아서 개인
바구니에 넣고 감상 및 소감을 나누었는데 인
형 만들기 경험을 위해 만든 질문지를 보며 정
리를 했다. 활동에서 도움이 된 것, 인형을 만
들기 전과 만들고 난 후 달라진 점, 전체 과정
중 가장 좋았던 것은?, 집단원간의 관계 변화,
인형 종류 중에 마음에 드는 순서 등을 자유롭
게 적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 회기를 돌아볼 때 대체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활동에 만족해하였고 마음이 편안해지
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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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작품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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