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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어머니를 위한
부모-자녀 관계치료 10-세션 모델의 효과
김 양 순1)

이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9명의 어머니와 폭력을 목격한 그 자녀들에게
CPRT 10세션 모델을 5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적용하여 훈련한 효과에 대하여 조사하려는데 목적
이 있다. 훈련 효과에 대한 아동의 행동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CBCL, PPAS, PSI 사전-사후 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공감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MEACI 검사를 실시하였다. 부
모의 태도변화는 부모가 실시하는 특별 놀이 세션을 시작하기 전과 세션이 끝나고 난 뒤 t -검증
과 ANOVA 반복측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에게 CPRT 10세션 5주 동안 집중적 개입을 한
결과 CBCL 검사 전체 행동문제 중 외현적/내재적 행동문제, 공격적 행동, 불안/우울한 감정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부모의 공감능력을 검사하는 MEACI에서도 CPRT 훈련은 전
체적인 공감 능력, 수용적 의사소통,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아동의 놀이에 참여하는 능력에서 유
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쉼터에 거주하는 부모-자녀를 대상을 실시
한 환경적 제한 때문에 통제집단을 선정하지 못하고 실험집단만으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 한계
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의 CPRT 훈련 개입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어머
니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과정을 목격하므로 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아동들 모두
에게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CPRT, 부모-자녀 놀이치료, 가정폭력 목격자, 외현적/내재적 행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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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r, Guo, Slovak, & Frierson 1998), 가정에서 폭

Ⅰ. 서 론

력 장면을 목격한 아동들이 자라서 미래에 폭력
한국에서도 매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고통

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에서도 높은 상관관계

받고 있는 아동과 부모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Handal, Gliner,

으며 이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아

& Cross, 1991: Singer, st. al., 1998; Smith &

지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아내학대가 전체

Landreth, 2003).

의 78.8%, 남편학대 2.7%, 아동학대 0.4%, 노인

Kot, Landreth와 Giordano(1998)는 보호 쉼터에

학대 1.9%로서 해마다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

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에

타났다(2008, 11. 02. 브레이크 뉴스). 아동들은

대한 개별적인 놀이치료를 한 결과 통제집단과

직접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

비교하여 아동의 자기-개념이 의미 있게 증진되

부분은 어머니가 당하고 있는 가정 폭력을 목격

었고 행동 문제도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Tyndall-

한 증인들로서 이 과정에서의 충격만으로도 아

Lind, Landreth와 Giordano(2001)는 보호 쉼터에서

동들에게는 또 다른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야기

생활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의 형제

하게 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상처가

자매에 대한 집단 놀이치료를 한 결과 통제집단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

과 비교하여 아동들의 자기-개념이 의미 있게

레스 장애)증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어머니와 아

증진되었고 행동 문제도 줄어들었으며, 불안/우

동들은 가정에서 나와 임시 보호쉼터에서 생활

울 증상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이 감소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쉼터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보고 하였다.
CPRT(Child Parent Relationship Therapy: 부모-자

과정에서도 부적응 상태를 보이게 된다.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의 행동에 대한 연

녀 관계치료)라는 용어는 부모-자녀 놀이치료

구 결과에서 보면 정서적, 행동적으로 건강한

(Filial Therapy)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기능 수행의 어려움, 인지적 기능과 태도에서의

(Landreth & Bratton, 2006; 김양순 2008). 부모-자

어려움, 가족관계 /가족체계 내에서 역동성의 문

녀 놀이치료는 1962년 적응에 문제를 가진 3-10

제, 그리고 이와 연관된 문제들로 인하여 가정

세까지의 아동들을 위하여 Guerney(1964)가 고안

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의 장기적인 발달과정에서

한 새로운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현재

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일반 아동들과 비교하였

정신건강 영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한 분

을 때 더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야다. 부모-자녀 놀이치료는 5-8명의 소그룹 부

하였다. 또한 성인들의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

모들에게 아동 중심 놀이치료의 기본의 원칙과

동들은 그들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데 인지적

기술을 놀이치료 전문가에게서 훈련과 교육을

으로 정당화하려는 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

받는 프로그램으로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기 자

타났다(Edleson, 1999; Fantuzzo, DePaolo, Martino,

녀들에게 보통 6-18개월 동안 특별 놀이치료를

Anderson, & Sutton, 1991). 이들은 학교생활과 사

실시하는 것이다.

회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인지적 수준을 보

Guerney에 의하여 시작된 부모-자녀 놀이치료

였으며 더 높은 PTSD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

는 지난 40여 년 동안 크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타났다(Rossman, 1998). 또한 현실 속에서 세대간

1990년 대 이후 미국 노스 텍사스 대학교 놀이

의 폭력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더 높고(Singer,

치료 센터 소장이면서 교수인 Landreth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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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션 부모-자녀 관계치료라는 이름으로 알려

도 있다( Bratton, Ray, Jones & Rhine, 2005;

지면서 10세션 모델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연구

Baggerly & Landreth 2001; Robinson, 2003; Landreth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10세션 모

& Bratton, 2006; 김양순 2008). Kidron(2004)은 이

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부모

스라엘에 살고 있는 27명의 이스라엘인 부모들

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과 4세에서 11세까지의 자녀들에게 적용하였으

있는 아동의 부모(Boll, 1973), 일반 부모(Glass,

며, 다른 1명의 부모와 아동에게는 국제전화를

1987; Guerney, 1976), 위탁가정/입양 가정 부모

이용하여 이 모델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을 한

(Ginsberg, 1989), 한 부모(Bratton & Landreth,

효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독일의 15명의 어머

1995), 정서적 부적응 아동을 둔 부모(Clark,

니와 자녀들(Grskovic, J. & A., Goetez, H. 2008),

1996), 북미 원주민 부모(Glover & Landreth, 2000),

자마이카의 한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사례 연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모(Harris & Landreth,

(Edwards, N. A., Ladner, J., White, JoA. 2007) 결

1997; Landreth & Lobaugh, 1998), 중국 이민자 부

과에서도 모두 부모-자녀 관계치료는 긍정적인

모(Chau & Landreth, 1997; Yuen, 1997; Yuen,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Landreth, & Baggerly, 2002), 시골과 도시에 사는

Smith와 Landreth(2003)의 사전-사후 비교집단

부모, 학습장애 아동을 둔 부모(Kale & Landreth,

연구에서 가정폭력 예방시설에서 폭력의 목격자

1999), 만성적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부모

라고 생각되는 아동들과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

(Glazer-Waldman, Zimmerman, Landreth, & Norton,

들에게 부모-자녀 놀이치료를 집중적으로 적용

1992; VanFleet, 1994; Tew, Landreth, Joiner & Solt,

하므로서 그 효과를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보

2002), 가정폭력 목격 아동 (Smith & Landreth,

호시설이라는 환경 편의를 위하여 12세션을 2-3

2003),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 부

주 기간으로 단축하여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모(Lee & Landreth, 2003), 그리고 유아원 교사들

모델을 적용시켰다. 부모-자녀 놀이치료를 훈련

(Smith & Landreth, 2004)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받은 집단의 11명의 어머니들은 4세에서 10세까

서도 성공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

지의 아동들의 행동문제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

근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된 아동의 부

게 감소하였으며, 아동들의 자아개념 또한 치료

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Ginsberg, Barry G.

훈련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의 가정폭력 목격 아

2002; Smith & Landreth, 2003) 결과에서도 매우

동들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하

긍정적 효과와 반응을 보여 주목하고 있다.

였다고 보고 하였다. 더욱이 부모-자녀 놀이치

Ferrell(2003)은 집중적인 4주 형식의 부모-자녀

료 훈련을 받은 어머니는 부모로서의 수용능력

관계치료(CPRT)와 전통적인 10세션 부모-자녀

(PPAS)과 자녀들과의 공감적 상호작용(MEACI)

놀이치료 모델을 비교하고 그리고 수정된 훈련

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하였으며 아

과정을 본래 형식에 조절하여 적용하는 제안을

동의 행동문제(CBCL)는 의미 있게 감소하였음

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은 10 세션 모델을 압축

을 보여주었다(훈련받은 평가자들의 보고에서).

하고 환경을 조절하기 위하여 실시하였고(Harris

Smith와 Landreth는 짝지어진 모집단과 환경에서

& Landreth, 1997; Smith & Landreth, 2003; Jang,

앞에서 보여준 초기 2개의 연구결과와 비교함으

2000; Kidron, 2004). 참가자들의 발달단계에 따

로써 이 모델의 효과를 더 깊이 조사하였다(Kot,

른 욕구를 조절하기 위하여 모델을 적용한 연구

Landreth, & Giordano, 1998; Tyndall-Lind, Landr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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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ordano, 2001). 그들은 보호시설에서 가정폭

구성원들이 그 방에 앉아서 관찰할 수도 있다.

력 목격 아동들에게 부모-자녀 놀이치료를 집중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

적으로 적용하여 치료를 받지 않는 비교집단을

은 거의 1회성에 한한 것이므로 부모들이 직접

측정하고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그 효과는 전문

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나

적인 놀이치료자가 개인이나 또는 집단 놀이치

부모-자녀 관계치료 프로그램은 10주 동안 일주

료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결론

일에 2-3시간 정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직접

을 내렸다.

체험하고 10주 중에서 7주 동안은 부모들 자신

장미경(1998)이 연구에서 일반 가정 부모들을

이 직접 가정에서 아동과 함께 특별놀이를 하므

대상으로 부모-자녀 놀이치료 결과를 발표하였

로서 배운 것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으며, 김양순(2003)은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에

를 갖게 된다.

게 가정에서 원하지 않게 희생양이 될 수밖에

부모-자녀 관계치료의 특성은 전문적인 놀이

없는 장애아동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10 주간 부

치료자가 10주 동안 각각의 단계마다 부모들에

모-자녀 놀이치료 모델을 이용하여 부모-자녀

게 직접 피드백과 수퍼비젼을 해 줄 수 있으며,

관계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현실에서 적용해 볼

주채영(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와 심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 놀이시간 30분 동안 부

리사회적 적응이 향상되었고. 백지은(2007)의 불

모는 아동에게 네 가지 치료적인 메시지 즉 나

리불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불안의

는 여기에 있어, 나는 듣고 있어, 나는 너를 이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해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내용을 비언어적인

CPRT 훈련 접근 방법은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하게 된다. 아동의 놀이

높여주므로서 부모가 변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행동을 보면서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 치료자가

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적절한 반응을

하듯이 반영해주고, 감정을 공감해주고, 필요한

보여주면서 더 자신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통제

경우 제한 설정을 통하여 아동에게 선택권과 책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된다. CPRT 훈련의 결정적

임감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부모들은 집단이 주

인 요소는 구조화 되어있다는 것과 수퍼비젼을

는 협조적이며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많은 것을

받는 경험이다. CPRT 훈련은 매우 구조적 접근

배울 수 있으며,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

을 이용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이 기

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아동과 새로운 관계를

술을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이 기술을 적절하게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모들로 하여금 아

이용하는 법을 추측으로는 할 수가 없다. 부모

동을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들은 그들이 가정에서 실시하는 특별 놀이시간

주고 변화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며, 부모들에게

에 비디오 녹화를 해야 하고 부모들이 녹화한

통찰력을 키워 주며 부모들에게 직접적인 경험

비디오는 훈련 세션에서 관찰하거나 또는 부모

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 수 있는 즐거

들이 직접 자기 자녀들을 훈련 장소에 데리고

움을 준다.

와서 특별 놀이시간을 함으로서 집단 구성원들

부모-자녀 관계치료 훈련을 받으므로 서 부모

이 양방향 거울을 통하여 관찰할 수도 있다. 이

들 자신도 치유 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경험

런 선택이 가능하지 않다면 부모들이 훈련 받는

을 통하여 아동과 부모가 함께 성장하게 된다.

곳에서 특별 놀이시간을 할 수도 있으며, 집단

부모-자녀 관계치료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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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 우리 사회는 좀 더 건강해질 것이며, 정

Ⅱ. 연구방법

부는 정신건강에 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며, 전문적인 치료자들은 도움이 절실

1. 연구대상

하게 필요한 아동들을 위하여 시간을 절약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Guerney.1964; Kraft &

10세션 부모-자녀 관계 치료 프로그램을 쉼터

Landreth, 2001, Sue & Landreth, 2006, 김양순,

에서는 거주하는 어머니와 아동을 5주 동안 집

2008).

중적으로 1주일에 2번, 1회에 2시간 30분 간 10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에 대한 개별적인

명의 부모들에게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기본적인

놀이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

기술을 훈련하고 3세션 이후부터 부모들은 가정

은 상황에서 이를 목격한 아동들과 그 어머니를

에서 30분 동안 자신이 집중 할 1명의 아동과

대상으로 한 부모-자녀 관계치료를 실시하는 것

특별 놀이시간 총 7세션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도 매우 적절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

세션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비디오 녹화 하였

문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 쉼터에서 단

다. 그리고 10명 부모들 중 1명은 개인 사정으

기간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와 그 아동들을 대상

로 쉼터를 퇴소하여 프로그램 참여하지 못하였

으로 부모-자녀 관계치료 과정을 통하여 상처를

기 때문에 결과에서는 제외하였다. 2세 대상 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힘을 기

동 2명은 CBCL이 2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실

르며 아동과 어머니 사이 관계 증진을 통하여

시하므로 검사에서 제외하였다. 총 9명의 어머

함께 변화하고 성장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는

니와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 제시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가정

하였다.

폭력 피해 여성 보호 쉼터에 거주하는 한정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통제집단을 선
<표 1> 참여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하지 못하고 실험집단만을 선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
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대상

모

모

모

대상아동

연령

학력

직업

성별 연령 출생순위

연구문제 1. 부모-자녀관계 치료 프로그램 참

A

32

대졸

수의사

남

4

1

여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공감능력(MEACI)을 증

B

33

대졸

주부

남

5

1

C

37

대졸

여

6

1

D

40

대졸

주부

남

2

1

E

31

고졸

주부

여

2

1

F

28

대졸

주부

남

4

1

G

38

고졸

자영업

남

7

3

연구문제 4. 부모-자녀관계 치료 프로그램 참

H

29

고졸

주부

남

8

1

여가 아동의 행동척도(CBCL) 점수를 감소시킬

I

46

중졸

자영업

여

6

3

진시킬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자녀관계 치료 프로그램 참
여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수용능력(PPAS)을 증
진시킬 수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자녀관계 치료 프로그램 참
여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PSI)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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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 1998)를 이용하여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2. 검사도구

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양육스트레스지표에
대한 Cronbach α값은 .85이었다.

1) 성인-아동 공감적 상호작용(MEACI)
부모의 공감적 행동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인아동 공감적 상호작용(Empathy in Adult-Child

4) 아동행동평가척도(CBCL)

Interaction: MEACI, Stover, Guerney, & O'Connell,

아동의

행동문제

대하여

측정하기

위해

1971, 장미경, 1998.)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아동 행동

는 연구자가 부모-아동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

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토대로

하여 기록하는 것으로서 수용하기를 위한 의사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1)가 타당도

소통; 아동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 참여

를 검증한 K-CBCL의 아동용을 사용하였다. 이

하는 것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 척도로 나뉘

이 도구는 성인-아동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부모

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척도 중에

가 얼마나 공감적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조

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높은 위축, 우울/불안,

사한 것이다. 채점은 특별놀이시간에 촬영한 30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의 하위영역만을 분

분짜리 비디오테이프를 5분 간격으로 6회로 나

석하였다.

누어 부모행동의 3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기 위
하여 5점 양극척도를 사용 평가하였다. 평가는

3. 자료분석

주 치료자인 연구자와 대학원에서 아동심리 전
공으로 놀이치료 및 부모-자녀 놀이치료 보조경

모든 검사 도구는 CPRT 훈련의 효과를 검증

험이 있는 2명의 평정자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하였으며, t-검증

30분간의 특별 놀이세션을 관찰하면서 토의를

과 ANOVA 반복측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비

거쳐 평가하는 훈련을 3회 실시한 후 평정자들

디오 녹화 사전 검사는 가정폭력 피해 쉼터라

이 독립적으로 놀이센션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는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었으며,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정자간의

CPRT 훈련에서 MEACI 분석은 부모가 실시한

일치정도는 r= .95, p <.001이다.

특별 놀이시간 총 7세션을 분석하였다. 부모가
기록하는 형식인 CBCL, PPAS, PSI는 CPRT 프로

2) 부모수용척도(PPAS)

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사전-사후 검사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수용능력(Porter Parental

실시하였다.

Acceptance Scale, PPAS: Porter, 1954)를 이용하여
장미경(1998) 번안한 것을 사용 부모수용척도를

4. 연구 기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부모수용척도에 대한
Cronbach α값은 .82이었다

이 연구를 위하여 Landreth와 Bratton(2006)의
10주 동안, 1 세션에 2시간의 10세션 CPRT 모델

3)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지표(PSI)

훈련을 5주 동안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2회씩 1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지표(Parenting Stress

세션에 2시간 30분씩 2007년 12월 7일부터 2008

Index, PSI, Abidin, 1983; Chau & Landreth, 1997,

년 1월 9일까지 4명의 부모들에게 그리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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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4일부터 2009년 1월 8일 까지 6명의 부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아동들에게 공감하

모들에게 실시하였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뒤

고 있음을 전달하는 능력이 CPRT 훈련을 통하

두 그룹 9명의 부모들 모두 5주 동안 CPRT 모

여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위 요인으

델 훈련을 마친 뒤 5주 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

로서 아동을 수용하기 위한 의사소통에서는 p

였다. 부모들은 훈련 3세션 이후부터 가정에서

<.001로 매우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

자신이 선택한 1명의 아동과 30분 동안 특별 놀

들이 CPRT 훈련을 통하여 아동을 수용하기 위

이시간 총 7세션을 실시하였으며 이과정은 결과

한 의사소통을 더 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비디오 녹화하였다.

이다. 아동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

CPRT 참가자들을 5주 동안 집중적으로 2 그

하는 것은 p <.001로 매우 유의미 하게 나타났

룹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다. 부모가 아동들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훈련의 도움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모와

는 것은 p <.001로 매우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

아동들이 쉼터에 머물 수 있는 인원수와 기간이

났다. 부모들이 CPRT 훈련과정에서 7 세션의 특

한정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별 놀이시간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사이의 상호
작용이 매우 긍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Ⅲ. 결과 해석

<표 2>에서 보면 PPAS에 대한 ANOVA 분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공감능력(MEACI)은 성인-

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수용능력은 전체 점수

아동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얼마나 공감적

에서 F(1, 9) =.08로 나타났다. PPAS 네 가지 하

행동을 보이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검사 후

위 요인 중에서 아동의 감정과 표현 권리에 대

전체적인 공감 점수는 모든 하위 요인과 총 점

한 존중은 F(1, 9) =.12, 아동의 독특한 기질에

에서 낮은 점수가 높은 수준의 긍정적 행동을

대한 인식은 F(1, 9) =.76, 자율과 독립에서는

보여준다.

F(1, 9) =.62, 무조건 적인 사랑은 F (1, 9)=.02로

<표 1>에서 보여주었듯이 MEACI에 대한 반

나타났다. 부모들이 5주 동안 집중적인 CPRT 훈

복측정을 이용한 ANOVA 분석에서 전체적인 공

련을 받음으로서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는 아니

감능력은 p <.001로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

지만 전반적으로 아동을 더 많이 수용하게 되었

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긍정적 행동을 보여주고

음을 보여주었다.

<표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공감능력(MEACI)

MEACI

(N=9)

1 세션

7세션

SS

df

F

1.44

24.86

6

5.28

4.89

1.45

56.82

6

6.66

2.52

5.11

1.76

75.56

6

4.41

7.15

15.17

4.47

342.21

6

7.73

M

SD

M

SD

수용적 의사소통

8.56

2.64

5.17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9.44

2.92

개입

8.11

공감 총점

25.33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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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수용능력(PPAS)

(N=9)

사전

PPAS

사후

SS

df

F

3.89

.89

1

.12

26.00

3.54

2.00

1

.76

2.74

26.89

4.94

12.50

1

.62

28.22

4.30

28.00

3.28

.22

1

.02

110.78

7.08

110.00

11.30

2.72

1

.08

M

SD

M

SD

아동의 감정과 표현권리에 대한 존중

28.67

4.30

29.11

아동의 독특한 기질에 대한 인식

25.33

4.44

자율과 독립

28.56

무조건 사랑
전체

<표 3> 양육스트레스척도(PSI)

PSI

(N=9)

사전

사후

SS

df

F

19.38

174.22

1

1.06

89.56

18.30

144.50

1

.83

197.44

36.53

636.06

1

1.06

M

SD

M

SD

부모영역

114.11

17.32

107.00

아동영역

95.22

19.00

전체

209.33

33.24

<표 4> 아동의 행동평가척도(CBCL)

CBCL

(N=7)

사전

사후

SS

df

F

4.28

114.29

1

5.09

50.86

2.69

2.57

1

.30

5.32

50.57

1.51

87.50

1

6.73

53.71

4.79

50.57

1.51

34.57

1

2.29

사고의 문제

51.86

4.91

52.86

5.18

3.50

1

.11

주의집중 문제

51.71

2.98

50.29

.76

7.14

1

1.96

비행

55.00

7.37

51.29

2.33

48.28

1

3.19

공격성

56.29

6.47

51.14

2.27

92.57

1

7.78

내재화

55.43

5.13

50.71

1.89

77.79

1

6.51

외현화

56.43

6.83

51.00

2.24

103.14

1

7.56

총 행동문제

54.29

4.69

50.29

.76

56.00

1

6.46

M

SD

M

SD

위축

58.00

7.53

52.29

신체증상

51.71

2.93

우울/불안

55.57

사회적 미성숙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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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보면 PSI에 대한 ANOVA 분석에

Ⅳ. 논의 및 결론

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사전-사후검사에서
부모영역 F =1.06, 아동 영역에서는 F =83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 쉼터

나타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사

에서 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와 그 아동들

후 점수에서는 감소하였음 보여 주었다.

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치료 과정을 통하여

<표 4>에서 보면 아동의 CBCL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ANOVA 분석 결과 사전-사후 검사에서 뚜렷한

힘을 기르며 아동과 어머니 사이 관계 증진을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 행동문제에서 p <.05, 로

통하여 함께 변화하고 성장 할 수 있게 도움을

나타나 아동의 전체적인 행동문제가 감소하였음

주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을 알 수 있었다. 하위 요인으로서 외현화 된

Landreth와 Bratton(2006)의 CPRT 10세션을 5주

행동 문제는 p <.05, 내재화 된 행동문제 p

동안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2회, 1세션에 2시간

<.05, 공격적인 행동은 p <.05 수준에서 아동의

30분씩 훈련하였다.

공격성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의 불

부모들은 부모-자녀관계 치료 프로그램에 참

안/우울 증상은 p <.05, 수준에서 의미 있게 감

여하여 훈련을 받기 시작한 2세션에서 부터 자

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하위요인들 즉

신의 자녀들에 대한 시각과 그들을 대하는 태도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위집중문제, 비

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행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사후 모임을 갖게 된 자리에서 쉼터의 소장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훈련에 참여하였던 부모들은 새로 입소한 부

아동들이 보여주었던 행동문제는 부모들이 5주

모와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를 가

동안 집중적인 CPRT 훈련을 받으면서 아동들과

르쳐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전하였다. 쉼터

하루에 30분씩 특별 놀이시간을 하게 되면서 부

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부모와 아동사이에서 자

모-자녀 사이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높아져서 의

연스러운 제한설정이 이루어지면서 부모들의 언

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어 행동,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아동들은

그리고 그 변화는 사후검사를 통하여서 지속되

좀 더 행동이 좋아졌으며, 다른 구성원들과도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더 친절한 태도를 보여

이러한 결과들은 앞에서 지적하였던 선행연구

주었다.

들(Kot, Landreth, & Giordano, 1998; Kilpatrick &

연구문제 중 하나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공감

William, 1998; Tyndall-Lind, Landreth, &Giordano,

능력(MEACI) 증진 검사에서는 성인-아동사이의

2001; Smith & Landreth, 2003; Kidron, 2004;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아동에 대하여 얼마나 공

Landreth & Bratton, 2006; Grskovic & Goetze,

감적 행동을 보이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사

2008)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부모-자녀

전-사후 검사 결과는 전체적인 공감 점수에서

관계 치료 프로그램을 5주 동안 집중적인 CPRT

모든 하위 요인과 총점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주

훈련을 받으므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

므로서 높은 수준의 긍정적 행동을 보여주었다.

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아동들에게 공감하고 있음을 전달
하는 능력이 높아졌으며, 아동을 수용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더 잘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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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된다.

아동들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아동의 행동척도(CBCL)는 사전-사후 검사에서

나타났다. 이는 7세션의 특별 놀이시간을 통하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 행동문제와 외현

여 부모와 자녀사이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화 된 행동 문제와 공격적인 행동은 통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본 연구는 가정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

폭력 피해 여성 쉼터라는 환경적요인으로 인하

들은 훨씬 공격적인 행동 수준이 증가하며 자신

여 통제집단을 선택할 수 없었다. 프로그램 실

들의 행동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

시 전에 MEACI 사전검사를 위한 비디오 촬영을

당화 한다(Kilpatrick & William, 1998; Rossman,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외부인이 카메라를 들

1998). CPRT 10세션 훈련과정을 거친 부모의 아

고 출입할 수 없었으므로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동들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에서 아동이

서 부모들이 실시한 특별 놀이세션 총 7세션을

훨씬 덜 공격적이며, 갈등이 줄어들고, 덜 적대

분석하였다. 따라서 MEACI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적이며, 다른 사람을 때리고 상처주거나 다른

와 타당도가 부족하므로 향후 후속 연구들에서

사람의 물건을 부수려는 공격적인 행동을 덜 보

는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자료들이

이고, 거짓말 과 속임수를 쓰는 행동도 감소하

축적되어 연구 결과에 대한 제 검토를 할 필요

였다. 또한 외현화 된 행동 문제에서 아동이 지

가 있다.

니고 있는 분노와 불신, 불안으로 인한 어머니

부모의 자녀에 대한 수용능력(PPAS)도 유의미

와의 애착관계 어려움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

하게 증가하였는데 부모들은 CPRT 10세션 훈련

대 일의 특별 놀이시간을 통하여 보여주는 어머

과정을 통하여 이동을 수용하는 능력이 높아졌

니의 따뜻하고 지지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

음을 보여 주었다. 가정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하

여주므로 서 아동이 양육자와 자기 자신에 대하

여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아동을 거

여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부하였던 부모들은 CPRT 10세션 훈련과정을 거

수 있다. 부모 자신들도 아동들과의 관계에서

치면서 아동을 수용하는 능력이 부모들 스스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친밀해졌음을 느끼고 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사후 모임에

으며 아동의 행동 또한 전체적으로 좋아졌고 정

서도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서적으로도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

(PSI)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다.

주지 않았으나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내재화 된 행동문제에서도 의미 있게 감소하

있었다. 쉼터라는 공동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

였음을 알 수 있는데 수줍고 위축되거나, 신체

스와 부모들 자신이 학대로 인하여 받은 고통과

적 증상을 불평하거나, 불안/우울 증상을 보이는

갈등,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

것도 의미 있게 감소하였는데 슬퍼하고 외로워

간의 훈련이 충분한 수용능력 증진과 스트레스

하거나, 신경질적이고 죄책감과 두려움, 무력감,

해소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쉼터라

절망감을 호소하는 일이 훨씬 감소한 것을 나

는 공동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모들 자

타났다. 이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이 청

신이 학대로 인하여 받은 고통과 갈등, 분노가

소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어서 불안과 우울증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의 훈련이 충

이 나타날 확률이 일반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분한 스트레스 해소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

Kilpatrick와 William(199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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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기도 하다. 부모-자녀 관계치료 과정을

대적으로 부족한 제주도라는 환경에서 부모-자

통하여 아동들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행동문

녀 관계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들을 아동

제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

을 위한 치료의 동반자로 활용하는 일은 매우

이며 그 변화는 사후 검사를 통하여 지속되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보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는 의미 있는 결과는 가정폭력으로 상처받고

외국 연구 논문들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고통스러운 피해 여성들과 그 폭력을 목격할 수

이용하여 가정폭력 피해 부모와 아동들을 대상

밖에 없었던 또 다른 희생자인 아동들에게 부모

으로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아동 개인과

-자녀 관계치료 프로그램은 실제로 한정된 시간

형제자매를 위한 놀이치료를 함께 비교 분석하

내에 위기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참여

료적 개입방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동의와 제한된 시간 때문에 부모-자녀관계 만
연구하였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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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iveness of CPRT 10 - Session Model for the
Mothers and Children Witnesses of Domestic Violence
2)

Yang Soo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PRT 10session model on 5 weeks
intensive training of 9 Mothers and Children witnesses of domestic violence shelter. The paired t-test
and one-way ANOVA repeated measure were performed for the CBCL, PPAS, PSI pre-post test for the
children's behavioral change, and on the MEACI for the comparison of mothers' attitude to their
children's change between the pre-post play sessions. Among the CBCL Total Behavior Problems, the
Externalizing /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e Aggressive Behavior, the Anxious/Depressed Feelings
subscale changed significantly after the CPRT intervention. The MEACI Total Empathy, Communication
of Acceptance, Allowing the Child Self Direction, Involvement which also shows the mothers attitude to
their children changed significantly during the CPRT training. This study has a limitation of the
sampling which has only an experimental group because subjects reside at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
Despite the limitation, this study covers the first CPRT for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 residence and
demonstrates the effectiveness of intensive CPRT training as a treatment of children witness and the
mothers of domestic violence.

Key words : CPRT, filial therapy, witnesses of domestic violence, Externalizing /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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