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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동적가족화 연구
*

김진경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애착유형을 조사하고 애착유형에 따른
동적가족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서울시, 경기도와 경상북도에 위치한 유아
교육기관 만 5세 유아 60명과 그 유아의 담임교사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애착유형은 담임교사가 측정한 애착 Q-set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유아의 동적가족화
는 유아와 일대일로 면접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애착유형에 따
른 동적가족화을 살펴본 결과, 인물의 특징, 활동내용, 그림양식 변인에서 안정애착
아보다 불안정애착아의 부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물의 특징 변인 중 불
안정 애착아가 회전과 가족구성원의 생략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활
동내용 변인 중 불안정애착아는 자기그림을 원거리에 배치시키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활동수준이 낮게 지각하며, 가족간 상호작용과 자신과 다른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배제시키는 경향이 높았다. 넷째, 상징 변인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다섯째, 불안정애착아의 그림에서 가장자리에 그리거나 포위하기 양식
이 더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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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아는 출생 시 양육자의 사회적 반응에 선별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신경학적 구
조를 지니고 태어난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울고 미소 짓는 행동을 하지만 신경학적 구
조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고 적절한 반응을 형성한다(Cassidy, 1999). 이 과정
에서 영아는 주 양육자에 대한 안정감과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애착이란 Bowlby(1969)가 영
아와 어머니 간 유대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영아가 어떤 특정인과 접
촉하고 가까이 있으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정서적 유대이다. Bowlby(1973)가 제시
한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란 영아가 생후 첫 1년 동안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양육자의 가용성과 반응성을 기초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설적인 정신구조를 조직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실행모델은 출생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변
화, 발달한다. 관계에 대한 내적인 표상은 경험에 따라 수정되고 적용되는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관계에 대한 더 일반적인 실행모델이 발달된다. 즉 애착 형성 이후에, 영유아가
접하는 대인관계의 질에 따라서 기존의 내적실행모델이 고착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다
는 것이다(Bretherton, 1992; Main & Soloman, 1990). 변화하는 환경과 경험이 애착에 영향을 준
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Howes & Hamilton, 1992), 영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애착연구가 유
아기 이후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아기 애착 측정도구인 ‘낯선 상황 실험’이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애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영아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Ainsworth 등
이 고안한 낯선 상황 상황은 구조화된 관찰 상황으로 장난감이 있는 실험실에서 영아가 어
머니와의 격리 및 재결합, 낯선 이의 출현에 대해 보여지는 행동들을 측정하여 영아의 애착
이 세 가지 주요 애착유형(A, B, C) 중의 하나로 분류되는 것이다. 낯선 상황 실험을 이용한
애착의 측정은 애착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왔지만, 애착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타당한 방법인
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어 왔다. 최근에는 연구자들이 낯선 상황 실험 연구를 거듭하
면서 A, B, C, 체계만으로 애착을 분류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Main & Soloman,
1990). 특히 양육환경이 미국과는 다른 문화권에서 낯선 상황 실험으로 영아의 애착을 평가
하는 것이 정당한가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Miyake, Chen, & Campos, 1985). 실제 여러 나
라에서 낯선 상황 실험을 사용하여 애착을 연구한 결과(박응임, 박성연, 1994; Grossmann,
Grossmann, Spangler, Suess, & Unzer, 1985), 애착유형의 분포는 문화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 연구자들(Miyake et al., 1985)은 낯선 상황 실험과 유형 분류는 일본 영아들
의 애착 안정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어머니들
이 영아를 항상 가까이에 두고 양육하기 때문에 영아가 낯선 상황 실험에서 느끼는 스트레
스의 강도는 너무 강해서 불안-저항 애착유형은 C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고, C유형
의 영아 중에는 유사-C유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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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낯선 상황 실험은 애착의 측정이 실험실에서 이뤄짐으로써, 가정이라는 자연스런 맥
락에서의 연구가 간과되어 애착의 범위를 오히려 좁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Bretherton,
1992). 즉 낯선 상황 실험은 안전-기반 행동의 제한된 측면만을 설명하기 때문에, 애착이론
에서 말하는 영아의 전반적인 애착행동의 질을 측정하는 데에는 회의적이라는 것이다(Seifer
& Schiller, 1995). 또한 낯선 상황 실험은 12~24개월 된 영아를 대상으로 고안된 절차로서 이
시기를 벗어난 유아기 또는 아동기 등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이다. 또한 어머니-영아
관계의 질적인 유형만을 연구함으로써, 초기 애착이 영유아 발달의 다른 측면과 어떻게 관
계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제한했다는 비판도 있다(Water & Deane, 1985). 애착연구에 있어 양
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비교해 볼 때, 흔히 질적 분석은 과거 경험의 동질성을 규명하는 것
을 강조하는데 비해, 양적 분석은 개인차를 측정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리하다고 한다
(Seifer & Schiller, 1995). 과거 경험의 동질성을 규명하는 것을 강조한 질적 분석과 예언 타당
도를 얻을 수 있는 양적 분석의 이점을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연속선상에서 개인차를 측
정하는 동시에 개인의 유형을 나누는데 사용되는 것이 애착 Q-set(Attachment Q-set: AQS)으
로, Water와 Deane(1985)이 고안하였다.
애착 Q-set는 다중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Bowlby(1969)의 애착이론에 근거한
내적실행모델을 행동으로 기술한 애착·탐색균형, 양육자가 달래주는 데에 대한 유아의 반응,
감정, 사회적 상호작용, 대인지각, 대물지각, 의존성, 인내력 등 8가지 영역의 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각 항목은 영·유아 애착의 전 영역에 걸친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애착 Q-set는 이전의 애착평가 방법들이 가졌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으며 점
차 많은 연구들에서 이용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송지윤, 1996; 이정희, 1994;
Pederson, Moran, Sitko, Campbell, Ghesquire, & Action, 1990). 또한 낯선 상황실험의 애착유
형 분류와 가정에서의 관찰에 기초한 애착 Q-set에서의 측정 결과 간에 상호연관성이 발
견됨으로써, 애착 Q-set의 구인 타당도가 검증되었다(Blesky & Rovine, 1991; Bosso, Corter,
& Abramovitch, 1990; Howes & Hamilton, 1992; Pederson et al., 1990). 최근에는 애착 Q-set를
이용하여 실험 상황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애착안정성을 연구하였으며(나종혜, 1994;
Beisky & Rovine, 1990),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까지 확대되고 있고(Cassidy, 1999),
애착대상 또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보육교사로 다양화되고 있다(나종혜, 1994; Howes
& Hamilton, 1992). 결국, 애착 Q-set은 단일지표에서 다중지표로, 실험상황과 더불어 자연스
런 상황에서도 애착이 측정될 수 있고 애착연구 대상의 연령이 다양화될 수 있는 방법이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유아의 내면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그림
을 통하여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아의 그림은
유아 자신이 인식한 세계를 그리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투사하므로 언어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보다 저항감 없이 무의식적으로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가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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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가족환경의 결합상태나 심리적 갈등 및 억압상태, 가족구성원에 대한 태도나 감정 등
을 표현된다(권기덕, 김동연, 최외선, 1997; 신민섭, 2003). 따라서 가족 내에서 느끼는 정서적
갈등이나 부적응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그린 가족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최근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현장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이나 가족
의 역동성을 파악하는데 동적가족화가 긴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동적가족화(KFD: Kinetic
Family Drawing)란 가족그림에 인물상의 행위나 동작을 첨가한 일종의 투사화로, 가족내의 역
동성을 탐색하는 데 용이하다(양홍익, 1984; 박혜련, 1992; 유혜정, 1998; 이영석, 1994; 장영
숙, 1998; 최선남, 1995; Myers, 1978). 가족에 대한 정서적 이해가 투사되지만 자신이 안고 있
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는 거의 투사되지 않는 가족화에 비해 동적가족화는
가족화보다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서난경, 2004; 이강이, 성미영, 이순형, 2002;
Burns & Kaufman, 1972). 동적가족화의 객관적 채점법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은 Myers(1978)
에 의해 입증되었으며, 국내외 선행연구들(양익홍, 1984; 유혜정, 1998; 최명주, 2000; Grossmann
et al., 1985; Kaplan & Main, 1985; Madigan, Ladd, & Goldber, 2003)은 동적가족화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힘의 분포, 친밀감 및 단절감과 같은 가족 내 역동성을 엿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아의 동적가족화는 애착표상이 나타나는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Kaplan & Main, 1985), 동적가족화를 이용하여 애착유형에 따른 유아의 내
면세계에 대한 정보를 심도 있게 제공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애착유형에 따라 동적가족화에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
적가족화를 이용하여 안정애착 유아와 불안정애착 유아간의 가족지각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
이 가족과 어떠한 형태로 상호작용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안정애착아와 불안정애착
아에 대한 가족에 대한 지각을 파악하며, 불안정애착아를 위한 중재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또한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착관계 뿐
아니라 가족관계를 총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동적가족화를 통해 유아
의 가족에 대한 심상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동적가족화에 표출되는 가족 지각 특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가족 지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동적가족화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유용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동적가족화(인물의 특징, 활동내용, 상징, 그림 양식)는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동적가족화 중 하위변인은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인물의 특징’의 각 하위항목은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활동내용’의 각 하위항목은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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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3. ‘상징’의 각 하위항목은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4. ‘그림양식’의 각 하위항목은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 기관은 서울시,
경기도와 경상북도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3곳이었다. 각 유아교육기관의 만 5세
유아 총 60명과 담임교사 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만 5세 유아 60명의 연령분포는 만 56
개월～만 72개월이며, 평균연령은 만 66개월이었다.
2. 연구 도구 및 연구 절차
1) 애착 측정 검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애착 측정 도구로 Nimetz(1992)의 교사용 애착 Q-set을 사용하였다.
애착 Q-set 방법은 유아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신뢰할 만한 도구라고 인정받
는 도구이다. 애착 Q-set의 신뢰도를 보면 2명의 관찰자간 일치도가 .75-.95였으며, 관찰자와
어머니간의 일치도는 .59-.95였고(Water & Deane, 1985), 애착안정성의 측정도구로써 애착
Q-set는 Ainsworth의 낯선 상황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타당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Waters &
Deane, 1985). 교사용 애착 Q-set는 Water와 Deane(1985)이 애착 Q-set 90문항 중 유아교육기관
에서 애착을 측정하는데 부적절한 문항, 즉 밤에 잠을 재우려고 할 때 자주 울거나 싫다고
저항하는 일, 다른 양육자에게 맡기고 나가면 우는 일 등의 9문항을 제외한 81문항으로 재
구성된 것이다. 교사가 유아의 행동에 관한 문항이 적힌 81장의 카드를 읽고 유아의 행동과
비슷한 정도와 다른 정도에 따라 가장 비슷한 것, 중간인 것, 가장 다른 것 등 3묶음으로 나
누도록 한다. 각 묶음을 다시 셋으로 나눠 최종적으로 9묶음이 되며, 각 묶음당 9장씩 놓이
게 된다. 가장 유사하다고 분류된 카드에는 9점, 가장 상이하다고 분류된 카드에 1점을 주는
식으로 분류된 81장의 카드에 각각 1점부터 9점까지 점수를 준다.
유아에 대한 점수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안정성 준거 점수와의 상관을 구하여 상관점수
가 높을수록 애착안정성이 높다고 본다(Waters & Deane, 1985). 애착 Q-set는 각 문화에 따른
차이가 있음에도 여러 문화에서 애착 안정성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다고 수용되지만, 선호
되는 유아의 행동은 각 문화권의 양육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Seifer, & Schiller, 1995).
따라서 애착 Q-set를 통해 애착 안정성을 측정할 때, 애착 안정성의 준거점수는 각 문화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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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준거점수를 세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해 분류된 한국판 준거점수를 이용하여(이영․박경자․나유미, 1997), 준거점수와 연구대상
유아의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애착안정성을 산출하였다. 참고로 Waters와 Dean(1985)에
의해 보고된 미국 준거점수와 국내 준거점수간의 상관은 .895(p<.001)이다. 이와 같이 산출된
애착안정성 점수에 대해서, 선행연구들(송지윤, 1996; 이진숙, 2001; Goldwyn, Stanley, Smith, &
Green, 2000)의 유형별 분포를 참조하여, 상위 2/3에 속하는 유아를 안정애착을 형성한 집단
으로, 하위 1/3에 속하는 유아를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60명 중 상위 2/3에 해당되는 35명은 안정애착아로, 하위 1/3에 해당되는 25명은 불안정
애착아로 분류하였다.
2) 동적가족화 검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가족관계 지각을 살펴보기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
여 조사대상 유아에게 동적가족화를 실시하였다. 조사하기 이전에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3
명을 대상으로 검사절차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검사의 실시는 유아교육기관의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작성 가족화 검사지(A4)와 연필, 지우개를
제공한 후 가족원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유아에게 요청하였다(“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텐데,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족을 모두가 아무 일이든지 무엇을 하는 그림을
그리세요. 무슨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때 종이는 가로로 제시되어야 하며, 만화그림이
나 가만히 있는 사람 그림을 그리지 않도록 덧붙여서 설명하였다. 검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
는 질문들 예를 들어 “가족들 누구를 먼저 그려야 하는가?” “종이의 어디에 그림을 그리는
가?” 등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검사 실시자는 “네가 하고 싶은 데로 해라”로 공통된 대답만
을 하고 유도적인 말은 피하였다. 시간제한은 없고 유아가 그림을 그리는데 걸린 시간을 측
정하여 용지의 상단에 기록하였다. 유아가 그림을 다 그리면 가족성원이 그려진 순서와 가
족 중 빠진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가족 이외에 그려진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용지의 여백에 적어두었다.
채점기준은 Burns와 Kaufman(1972)의 이론적 가설에 바탕으로 두어 Myers(1978)의 채점기
준과 양익홍(1984)의 채점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인물상의 특징, 활동내용, 상징, 그림양식
의 4가지 범주에 따른 총 26개 변인을 채점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으면 0점
(적응), 해당사항이 있으면 1점(부적응)으로 처리하였다. 채점절차는 연구자와 아동학 박사
1명이 채점지침을 충분히 익힌 후 채점하였고 채점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평정자
간 논의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였다. 전체 그림 중 20명의 그림을 무선 표집하여 채점한
결과를 상관계수로 측정하였는데, 각 항목의 평가자 간의 신뢰도는 .925로 비교적 높은 신
뢰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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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평가항목과 해석
범주

평가

해석수준

1. 지움

양반감정 및 갈등을 감추려는 강박적 욕구

2. 팔의 뻗침

환경을 지배하려는 욕구

3. 기본적인 신체부위의 생략

갈등이나 불안 반영

4. 회전

특정 인물이나 사물에 대한 거부, 배척

인물

5. 음영이나 사선

특정 인물, 사물에 대한 몰두, 불안억제, 고착

특징

6. 등을 보인 인물상

특정 인물과의 갈등

7. 회피

갈등, 저항, 경직된 분위기

8. 가족구성원의 생략

배척감, 부정, 고립, 심리적 거부감

9. 인물들의 상대적 높이 오류

지배, 힘에 대한 추구 및 부적절함

활동
내용

10. 연령순서에 불일치하게 배치

부적절감

11. 자기그림의 원거리배치

고립이나 배척, 수용, 지지 등 정서적 거리

12. 장애물

방어, 경계

13. 아버지의 비활동성

부정적 아버지상

14. 어머니의 비활동성

부정적 어머니상

15. 자신의 비활동성

자기존중감 결여

16. 위험상황

긴장, 정서적 불안

17. 가족내 상호작용 배제

가족내 불안, 분열

18. 자기와 다른 구성원들 간의 상
호작용 배제
19. 가족간 힘의 장 1
(공과 같은 던질 수 있는 물체)
20. 가족간 힘의 장 2
(태양, 전등, TV 등 열, 빛을 내는
상징

물체)
21. 가족간 힘의 장 3
(총, 칼, 불 등 위험한 물체)

괴리감, 배척감

경쟁, 질투, 공격성
애정 결핍에서 오는 애정이나 양육의 욕구,
증오심

분노, 적개심, 거부

22. 가족간 힘의 장 4

우울하거나 억울한 감정을 내포한 사랑받고

(꽃나무 그림이나 꽃나무에 물주기)

싶은 애정욕구와 의존성

23. 구획화

고립, 소외

그림

24. 가장자리에 그림

저항, 방어

양식

25. 밑줄긋기

가족내 갈등, 불안, 위기감

26. 포위하기

고립, 위험한 인물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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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for Window 1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의 해결
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유아들의 애착안정성 점수와 기
준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유아의 애착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
른 동적가족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동적가족화 각 변인의 하위항목별로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애착유형에 따른 동적가족화
애착유형에 따른 동적가족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4개의 변인 인물의 특징, 활동내용, 상징,
그림양식 각각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별로 항목들 점수를 모두 합산
했을 때, 점수범위는 인물의 특징은 0-10점, 활동내용 변인은 0-8점, 상징과 그림양식은 각각
0-4점이다. 먼저 인물의 특징 변인에서 안정애착아의 평균 점수는 3.31점, 불안정애착아의 평
균점수는 4.16점으로 불안정애착아의 부적응 점수가 약 0.85점 정도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활동내용 변인에서도 안정애착아의 평균은 2.89점, 불안정애착아의 평균은 4.24점으
로 불안정애착아가 1.35점 더 높았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상징
변인에서는 안정애착아는 .51점, 불안정애착아는 .40점으로 오히려 안정애착아의 점수가 .09
점 높았으며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림양식 변인에
서는 안정애착아는 .86점, 불안정애착아는 1.36점으로 두 집단 간에 0.5점의 점수 차이를 보
이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안정애착아와 불안정애착아, 두 집단 간에 동적가족화를 비교

<표 2> 애착유형에 따른 동적가족화
안정애착(35)

불안정애착(25)

M(SD)

M(SD)

인물의 특징

3.31(1.55)

4.16(1.67)

-2.01*

활동내용

2.89(2.19)

4.24(1.85)

-2.51

상징

.51(.61)

.40(.58)

.73

그림 양식

.86(.85)

1.36(1.25)

-1.86

t

*

p<.05,

**

p<.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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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4개의 변인 중 인물의 특징, 활동내용, 그림양식에서 불안정애착아 집단의 부적응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애착유형에 따른 동적가족화의 하위변인
1) 애착유형에 따른 동적가족화의 ‘인물의 특징’
동적가족화의 인물의 특징은 가족 각각의 인물상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한다. 먼저 ‘회전’
2

항목에 대한 값이 유의미했는데(χ (1)=6.86 p<.01), 회전의 비율이 안정애착아에 비해 불안정
애착아가 약 27% 높게 나타났다. 즉 불안정애착아는 가족관계 안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갈
등 및 저항을 보이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 다음으로 ‘가족구성원의 생략’ 항목이 통계적으로
2

유의미하였는데(χ (1)=6.61, p<.01), 불안정애착아는 가족구성원 중에 한 명 이상을 생략하는
비율이 48%로 안정애착아의 17.1%보다 거의 2.5배가량 높음을 알 수 있다.
2) 애착유형에 따른 동적가족화의 ‘활동내용’
안정애착아와 불안정애착아, 두 집단 간에 활동내용의 하위항목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자기그림의 원거리 배치’, ‘아버지의 비활동성’, ‘어머니의 비활동성’, ‘가족전체의 상호
작용 배제’, ‘자기와 다른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배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자기그림의 원거리 배치’에서 안정애착아의 14.3%, 불안정애착아의 40%가
자기그림을 원거리에 배치시켰다(χ2(1)=5.14, p<.05). 이는 불안정애착아들이 가족 내에서 자
신이 고립되고 소외당한다고 지각함을 반영한다. ‘아버지의 비활동성’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2

보였는데(χ (1)=7.14, p<.01), 불안정애착아의 80%가 아버지의 비활동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안정애착아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았다. 이 항목은 가족 내 중심인물인 아버지 그림에 활동
성을 부여했는가를 보는 것으로 부정적인 아버지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비활
2

동성’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χ (1)=4.58, p<.05), 불안정애착아의 68%가 어머니가 잠
을 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어머니상을 생략하는 등 부정적인 어머니상 묘사한 반면
에 안정애착아는 40%정도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비활동성을 의미하는데, 또한 ‘가족전체의
2

상호작용 배제’에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χ (1)=6.61, p<.01), 불안정애
착아의 92%가 가족전체의 상호작용이 없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불안정애착아들이 가족 내
불안과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신과 다른 구성원들과의
2

상호작용 배제’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χ (1)=6.80, p<.01), 불안정애착아의 84%가 자
신이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안정애착아보다 불안정
애착아가 자신이 가족관계에서 배척당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의 비활동성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안정애착아의 경우, 자신의 활동내용으로 ‘함께 놀러간다’가 25.7%로 가장 많았으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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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애착유형에 따른 ‘인물의 특징’하위 항목의 차이 검증
하위 항목

지움

팔의 뻗침

기본적인
신체부위의 생략

회전

음영이나 사선

등을 보인
인물상

회피

가족구성원의
생략

인물들의 상대적
높이 오류

연령순서에
불일치하게 배치
**

p<.01

구분

안정애착 N(%)

불안정 애착 N(%)

χ2(df=1)

유

5(14.3)

2(8.0)

.56

무

30(85.7)

23(92.0)

계

35(100)

25(100)

유

9(25.7)

8(32.0)

무

26(74.3)

17(68.0)

계

35(100)

25(100)

유

23(65.7)

19(76.0)

무

12(34.3)

6(24.0)

계

35(100)

25(100)

유

3(8.6)

9(36.0)

무

32(91.4)

16(64.0)

계

35(100)

25(100)

유

0(0)

1(4.0)

무

35(100)

24(96.0)

계

35(100)

25(100)

유

0(0)

1(4.0)

무

35(100)

24(96.0)

계

35(100)

25(100)

유

19(54.3)

18(72.0)

무

16(45.7)

7(28.)

계

35(100)

25(100)

유

6(17.1)

12(48.0)

무

29(82.9)

13(52.0)

계

35(100)

25(100)

유

26(74.3)

20(80.0)

무

9(25.7)

5(20.0)

계

35(100)

25(100)

유

25(71.4)

19(76.0)

무

10(28.6)

6(24.0)

계

35(100)

25(100)

.28

.74

**

6.86

1.42

1.42

1.94

**

6.61

.2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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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애착유형에 따른 ‘활동내용’ 하위 항목의 차이 검증
하위 항목
자기그림의
원거리 배치

장애물

아버지의 비활동성

어머니의 비활동성

자신의 비활동성

위험상황

가족전체의
상호작용 배제

자기와 다른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배제
*

p<.05,

**

구분

안정애착 N(%)

불안정애착 N(%)

χ2(df=1)

유

5(14.3)

10(40.0)

5.14

무

30(85.7)

15(60.0)

계

35(100)

25(100)

유

4(11.4)

6(24.0)

무

31(88.4)

19(76.0)

계

35(100)

25(100)

유

16(45.7)

20(80.0)

무

19(54.3)

5(20.0)

계

35(100)

25(100)

유

14(40.0)

17(68.0)

무

21(60.0)

8(32.0)

계

35(100)

25(100)

유

17(48.6)

15(60.0)

무

18(51.4)

10(40.0)

계

35(100)

25(100)

유

0(0)

1(4.0)

무

35(100)

24(96.0)

계

35(100)

25(100)

유

22(62.9)

23(92.0)

무

13(37.1)

2(8.0)

계

35(100)

25(100)

유

18(51.4)

21(84.0)

무

17(48.6)

4(16.0)

계

35(100)

25(100)

*

1.66

**

7.14

*

4.58

.77

1.42

**

6.61

**

6.80

p<.01

부를 한다’, ‘컴퓨터를 한다’, TV나 신문을 본다’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활동내용으로는
‘함께 놀러간다’, ‘회사일을 한다’, ‘컴퓨터를 한다’, ‘TV나 신문을 본다’ ‘자고 있다’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활동내용으로는 ‘함께 놀러간다’, ‘집안일을 한다’, ‘TV나 신문을 본다’,
‘회사일을 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안정애착아의 경우, 자신의 활동내용으로 ‘공부
를 한다’가 28%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를 한다’가 16%로 나타났고, ‘함께 놀러간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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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안정애착아와 불안정애착아의 활동내용
안정애착 N(%)

불안정애착 N(%)

행위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

회사일을한다

0

5(14.3)

2(5.7)

0

10(40)

3(12)

공부를한다

5(14.3)

0

0

7(28)

0

0

컴퓨터를한다

4(11.4)

5(14.3)

0

4(16)

6(24)

1(4)

TV 및 신문을 본다

3(8.6)

4(11.4)

4(11.4)

2(8)

7(28)

3(12)

자고있다

0

1(2.9)

0

0

4(16)

2(8)

0

0

6(17.1)

0

0

11(44)

9(25.7)

9(25.7)

9(25.7)

1(4)

1(4)

1(4)

집안일을 한다
(빨래, 청소, 요리, 설겆이)
함께 놀러간다
(소풍, 운동 등)

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였다. 아버지의 활동내용으로는 ‘회사일을 한다’가 40%로 거
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컴퓨터를 한다’와 TV나 신문을 본다’도 각각 24%, 28%로 비교적 높
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활동내용은 ‘집안일을 한다’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함께 놀러간다’
는 4%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애착아보다 안정애착아들이 가족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3) 애착유형에 따른 동적가족화의 ‘상징’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의미하는 상징변인 하위 항목에 대해서는 두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4) 애착유형에 따른 동적가족화의 ‘그림양식’
그림양식은 그림과제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명확한 혹은 교묘하게 표현되는 다른
인물상의 접근, 거리를 나타낸다. 그림양식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2

2

가장자리 항목(χ (1)=6.72, p<.01)과 포위하기 항목(χ (1)=5.14,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가장자리 항목에 대해 불안정 애착아의 52%가, 안정애착아의 20%가 가장자리에 그림
을 그렸다. 가장자리에 그린다는 것은 저항과 방어를 암시하는데(양익홍, 1984), 불안정애착
아가 가족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무언가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한 포위하기 항목에서 불안정애착아의 40%가, 안정애착아의 14.3%가 그림에 둘러싸는 표현
이 나타났는데, 이는 불안정애착아가 가족 내에서 위험한 인물을 제거하거나 자신을 고립시
키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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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애착유형에 따른 ‘상징’하위 항목의 차이 검증
하위 항목
공과 같이
던질 수 있는 물체

열이나 빛을
내는 물체

위험 물체

꽃나무

구분

안정애착 N(%)

불안정 애착 N(%)

χ2(df=1)

유

2(5.7)

4(16.0)

1.71

무

33(94.3)

21(84.0)

계

35(100)

25(100)

유

12(34.3)

5(20.0)

무

23(65.7)

20(80.0)

계

35(100)

25(100)

유

1(2.9)

0(0)

무

34(97.1)

25(100)

계

35(100)

25(100)

유

3(8.6)

1(4.0)

무

32(91.4)

24(96.0)

계

35(100)

25(100)

구분

안정애착 N(%)

불안정 애착 N(%)

χ2(df=1)

유

8(22.9)

8(32.0)

.62

무

27(77.1)

17(68.0)

계

35(100)

25(100)

유

7(20.0)

13(52.0)

무

28(80.0)

12(48.0)

계

35(100)

25(100)

유

10(28.6)

5(20.0)

무

25(71.4)

20(80.0)

계

35(100)

25(100)

유

5(14.3)

10(40.0)

무

30(85.7)

15(60.0)

계

35(100)

25(100)

1.47

.73

.49

<표 7> 애착유형에 따른 ‘그림양식’ 차이 검증
하위 항목

구획화

가장자리

밑줄긋기

포위하기

*

p<.05,

**

p<.01

**

6.72

.57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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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애착 유형에 따른 동적가족화 반응특성 분석을 통하여 유아가
그린 동적가족화에 애착 유형을 반영하는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먼저, 애착유
형에 따른 동적가족화를 살펴본 결과, 인물의 특징, 활동내용, 그림양식 변인에서 안정애착
아보다 불안정애착아의 부적응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회피성 아동의 그림은 서로 떨어
져있고, 팔이 자주 없었고, 가족구성원들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저항형 아동들은 매우 크거
나 작은 형상을 그렸고, 자주 신체 부분들을 상처받거나, 내면을 강조해서 그리는 경향이 있
었다는 Kaplan과 Main(1985)의 연구, 가족활동의 상세한 표현, 그림에서 형상의 개별성, 표현
의 부족 등에서 안정애착 여부에 따라 그림이 구별되었다는 Grossmann 등(1985)의 연구와 맥
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동적가족화의 하위변인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내린 결
론이다. 첫째, ‘인물의 특징’ 변인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유아의 감정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회전’과 ‘가족구성원의 생략’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회전은
특정 인물 혹은 사물에 대한 거부와 배척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안정애착아가 특정인물을 비
스듬히 그리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생략은 유아가 생략된 개인과의 양가감정
또는 갈등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고. 생략된 구성원과 동일 장면에 두기 어려울 정도의 공
격, 불안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권기덕 외, 1997). 불안정애착
아들이 가족성원 중 특정 대상을 더 많이 생략했으며 여기에는 아빠와 엄마를 비롯해서 자
신을 생략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부모를 그리지 않는 경우는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관
계 실패로 인하여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정서적
부적응 집단의 아동이 가족그림을 그릴 때 가족구성원을 생략하는 비율이 높다는 Myers
(1978)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거부적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의 자녀가 인물상
의 특징에서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신영희(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신체부분의 생략은 종종 신체부위의 기능의 거부와 그 부분에 집착된 불안 또는 죄
의식을, 신체 부분의 과장은 그 부분의 기능에 대한 집착을 의미할 때 나타난다(Burns &
Kaufman, 1972). 불안정 애착 아동의 경우는 전체 인물상의 형상을 간략하게 그리거나, 얼굴
형체만 그리는 등 더 많은 신체부위를 생략하여 그리는 경향이 경우가 많았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신체 기준은 눈, 코, 입, 팔, 다리, 손, 발이
였는데, 두 유형 모두 코를 생략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에 기인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인물상의 크기는 각 인물상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드러나는 부분의 길이를 나타
내는 것으로 가족구성원 중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의 크기를 나타낸다. 인물상의
크기가 클 때는 그 인물상에 대한 권위성이나 존경을 표하는 것이며 작을 때는 경멸이나 무
시의 의미가 있다(Bossert, & Martinson, 1993). 가족구성원의 실제 키를 반영할 수도 있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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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 가족구성원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감정과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Bing(1970)은 인물상
의 크기가 가족 위계질서 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위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애착과 안정애착아, 두 집단 모두 엄마와 자신을 크게 그리는 경향이 있
었다. 엄마를 아빠보다 더 중심적인 인물로 지각하고 가정 내에서 더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자신을 다른 인물에 비해 더
크게 그리거나, 자신을 중앙에 그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현재 힘이 없는
자신의 처지와는 반대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 유아의 욕구를 반영하며 자기중심적
인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를 가장 크게 그렸다는 이영석(1994)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며, 권력에 대한 지각이 인물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Deren(1975)의
연구, 최외선와 이숙정(1996)의 연구 등과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둘째, 불안정애착아가 느끼는 부정적인 가족 지각 특성은 활동내용 변인에서 더욱 분명하
게 나타났는데, 자기그림을 원거리에 배치시키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
족간 상호작용과 자신과 다른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배제시키는 경향이 높았다. 먼저 ‘자기
그림의 원거리 배치’는 자기상과 다른 인물상 간의 거리를 보기 위한 변인으로, 가정 내에서
의 고립, 배척/수용, 지지 등과 관련되어 있다. 불안정애착아들이 자신을 다른 가족구성원들
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배치시켜서 그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불안정애착아들이 가
족 내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립과 소외감, 배척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 결과
는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애착아들은 불안정애착아들보다 어머니와 더 가깝게 그리는 것
으로 나타난 연구(Kaplan & Main, 1985)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가족을 그리는 동적가족화에서 표현된 각 인물의 활동수준은
여러 가지 임상적 의미를 제공해준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활동성’은 가족 내 중심인
물인 아버지상과 어머니상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나타내준다. 본 연구에서 불안정애착아
의 그림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고 있거나,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거나, 화지의 귀퉁이에
대충 그리거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략하는 등 가족의 핵심 구성원인 아버지상과 어머니상
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암시하였다. 예전에 애착의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를 넘어
서, 아버지의 영향력도 어머니만큼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며, 아
버지상과 어머니상 모두 애착유형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우
울아동들이 동적가족화에서 어머니 활동수준을 낮게 그렸다는 최선남(1995)의 연구와, 취업
모의 유아가 어머니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그로 인한 양육의 미숙을 초래하여 자녀와의 애
착형성에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게 되므로 동적가족화에 가족구성원들을 좀 더 비활동적으로
그린다는 신유정(200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불안정애착아의 그림에서 ‘가족상호작용 배제’와 ‘자신과 다른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배제’가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다. 가족 상호작용 배제는 여러 인물들 간에 같이 활동하거나
노는 등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변인으로, 가족 내 상호작용과 응집력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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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등을 나타내준다. 또한 자기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배제도 자기상과 다른
인물상들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변인으로, 유아가 가족 내에서 느끼는 괴리감, 배
척감 등을 의미한다. 불안정애착아의 그림에는 안정애착아의 그림에 비해 가족 내 어떤 인
물들 사이에도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및 행동 측면에
장애가 있는 유아가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결핍과 같은 반응을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연구들(박혜련, 1992; 양익홍, 1984)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인 에너지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상징의 하위 항목에서는
두 집단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정애착아의 그림에서 사랑, 애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전깃불, 램프, TV, 해 등 열을 내는 사물이 많이 나타난 이숙재와 이
봉선(2003)의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열을 내는 사물은 엄마가 요리를
하거나 가족이 함께 TV를 보는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을 표현하는 정도의 의미였기
때문에 애정결핍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넷째, 그림양식은 가족성원 및 사물의 위치를 용지 안에서 어떻게 구성하였는가를 의미하
는데, 가족의 고립이나 불안감, 회피감정이 무의식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불안정애착아의
그림에서 가장자리에 그림을 그리거나 둘러싸는 포위하기 그림형태가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
다. ‘가장자리에 그리는 것’은 상당히 저항적, 방어적이며, 문제의 핵심에서 좀 회피하려는
경향을 반영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대한 강한 저항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포위하
기’는 원이나 사각형 등으로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지를 보는 변인으로, 고립감 혹은 위험적
인물의 제거 욕구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위협적인 개인을 분리하거나 치우고 싶은 욕구
로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개방적인 태도를 갖지 못할 때, 가족원 혹은 자기 자
신을 닫아버리는 형식이다. 두 인물을 함께 포위할 때 둘 사이를 밀접하게 동일시하는 경향
이 있으며, 주로 책상, 그네, 줄넘기, 자동차 등으로 특정 인물을 둘러싼 것을 말한다. 본 연
구에서는 불안정애착아가 자신이나 아버지를 포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가족 내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욕구와 어떤 특정 인물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저항형 유아들은 겹쳐 그리거나, 포위된 형상의 사용에 의하여 다른 그룹과 구별되는 것
으로 나타난 연구(Madigan et al., 2003)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가족 지각특성을 평가하고
접근하는데 있어 그림을 이용한 투사적 접근법이 유용함을 제시해주었다. 이는 유아의 안정
애착표상과 가족화를 통한 유형 분류가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Bossert &
Martinson, 1993), 임상장면에서의 높은 활용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의
애착과 관련된 내적실행모델을 참조하여 효과적으로 지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해주는 도구로 동적가족화가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이
담당 유아의 적응 정도라든가 문제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 진단하기 위해 동적가족
화를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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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유아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그림을 이용한 투사적 접근은, 유아의 심리진
단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경험이 부족한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비교적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유아가 부모와 어떤 형태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가족 내에서 가족의 역동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정서적 특징과 심리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적가족화는 유아의 애착과 가족관계에 대한 표상을 예
측하고 초기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이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점은 개
별 아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있어 투사적 기법 한가지만을 사용해서 단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로, 반드시 다른 도구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
에서는 불안정 애착유형을 저항과 회피로 구분하여 동적가족화의 반응 특성을 좀 더 세분화
해서 연구한다면 더욱 풍성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유아의 무의식적인 내면과 가족간의
역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적 방법인 사례연구를 통해 풍부한 임상적 경험을 첨부시킬 필
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만 5세 유아 60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수
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되며, 연구 대상의 표집에 있어 다양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의 내용은 아동의 인지 수준과 관련되므로, 척
도의 적용에 있어 연령별 아동들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
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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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inetic Family Drawing
by pre-schooler's attachment type

Jin-Kyung Kim

This study evaluated Kinetic Family Drawing according to pre-schooler's attachment type. The
attachment classification of 60 preschoolers of 5 years of age was evaluated by attachment
Q-set(Nimetz,

1992),

and preschooler's

family

drawings

were analyzed by Kinetic

Family

Drawing(Burns & Kaufman, 1972).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chi square and independent
t-test analysis with SPSS Win 13.0 program. First, insecurely attached preschoolers had higher scores
than the securely attached in traits of characteristics, content of action, and style of drawing. Second,
in the traits of characteristics item, the insecurely attached preschoolers more rotated certain person
and more frequently omitted some family member. Third, in the content of action item, the
insecurely attached preschoolers arranged him/her father from the center, perceived lower activity level
of their father and mother, and showed less interactions between family members. Finally, in style of
drawing item, the insecurely attached preschoolers tend to draw pictures on the edge or encircled
patte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