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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탈트 예술치료가
ADHD 성향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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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게슈탈트 예술치료가 ADHD 성향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지역에 위치한 2개의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중 교사가 평정
한 한국판 ADHD 평정척도인 K-ARS에서 80th, 90th 백분위 절단점수 이상을 받은 아동으로
진단전의 일반학급 아동 중에서 선발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치료집단 12명, 통제집단 7명
씩을 대상으로 매회기 90분씩 주2회 5주간 총 10회기로 교내 방과 후 교실에서 진행되었고,
자가 보고로 대인관계 검사, 관찰자 보고로 K-CBCL의 문제 행동 검사와 또래 수용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에 대
한 교사평정에 의하면, 아동들은 문제행동이 감소하고 또래 수용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
며 그 효과가 추후까지 지속되었다. 자가 평정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대인관계
영역에서 통제집단과 비교해 사전-사후검사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전추후 검사에서는 대인관계영역에서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게슈
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ADHD성향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또래 수용도와 대인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논의와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게슈탈트 예술치료, ADHD, 아동,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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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적인 공격으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주

협동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ADHD 아

요행동 증상으로 나타내는 정신장애로(APA,

동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성인

2013) 초등학교의 교육현장에서 흔하게 접하

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힘든 과정을 겪게 된

게 되는 문제 아동들이다. ADHD 아동들은 주

다. 특히 교사와의 관계에서 ADHD 아동들은

의가 산만해서 학업이나 주의지속을 요하는

고의로 규칙을 위반하고 교사의 말을 듣지 않

과제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 사회기술

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간혹 사고

의 사용이 빈번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이어서

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자주 꾸중을 듣거

적절한 또래관계 형성에 어렵게 된다(조수철,

나 벌을 서기도 한다. 가까운 부모와의 관계

1990). ADHD 아동들은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에서도 아동의 문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하고 조직화된 생활을 하는 학교생활이 시작

특히 성장하면서는 학습문제나 행동통제의 문

되면서부터 문제행동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제가 동반되며, 심지어는 반항적인 행동을 하

또래의 학업이나 놀이를 방해하고 상황에

여서 부모-자녀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맞지 않게 불쑥 대화에 끼어들어 부정적 평

(서민정 외, 2003). ADHD 아동의 부정적인 대

가를 받기 쉽다. 학령기 ADHD 아동들 중

인관계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이나

40%-70%가 반항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드러

사회에서 부적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직장을

내고(Barkley, 1990), 8세-12세경에 품행장애로

자주 옮기거나 이사를 자주하며 알코올 및 약

발전되며(Barkley, Fisher, Edelbrock, 1990) 치료

물사용, 성격이나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를

에 의뢰된 ADHD 아동들 가운데 15%-25%는

더 많이 보고한다(Barkley, 1990).

성인기에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받는다

ADHD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나 미세한 뇌

(Biederman, 1991; 임자성, 2011 재인용)고 보고

손상 등의 생물학적 요인과 부모의 성격이나

되었고, 국내 ADHD아동의 발달을 추적한 연

양육방식과 같은 심리 사회적인 요인이 복합

구에서도 20%-60%의 ADHD아동이 청소년기

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에 반사회적 행동을 하며, 약1/3이상이 고등학

(권석만, 2013). 또한 ADHD 유병률은 세계적

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으로 약5%라고 알려져 있고, 국민건강보험 관

못하는 등 전반적인 부적응 문제를 보이고 있

리공단(2015)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

다(김은정, 온싱글, 2003).

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국내 ADHD 환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상호작용

자수가 지난 2009년 5만1천명에서 2013년 5만

하고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8천명으로 약 6천2백명(12.06%)이 증가했고

데 ADHD 아동들의 대인관계 양상은 충동적

2009-2013년까지 최근 5년간 10대 ADHD 환자

이고, 무례하고, 지나치고, 무질서하고, 공격

는 연평균 4.24%씩 증가해 전체의 65.9%를 차

적이고, 격렬하고, 감정적인 특징(Whalen &

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ADHD 아동

Henker, 1992)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아동

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적인 개입은 아동의

에 비해 싸움을 걸고 또래를 괴롭히고 놀리는

발달과 성장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성숙한 행동이 많으며, 산만한 행동과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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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아동을 위한 치료법으로 가장 널리

정영숙․김정규 / 게슈탈트 예술치료가 ADHD 성향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사용되어온 방법은 약물치료이고, 약물치료의

이해하고(김정규, 1995), ‘지금-여기’의 알아차

효과는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입

림과 접촉을 통하여 미해결과제를 완성하고,

증되었다. 그런데 약물치료가 주의력 결핍이

스스로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나 과잉행동, 충동성과 비순응적이고 공격적

치료방법에 있어서도 음악, 미술, 문학, 동작,

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인

연극, 인형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보다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특성이 감소한다고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접

해서 또래의 수용도나 인기도가 증가되는 것

근하여 정서적 안정과 통찰을 촉진시킬 수 있

은 아니다(Whalen, 1989). 따라서 이를 보완하

다. 특히 ADHD아동들은 상담 시에 자신의 문

기위해 인지행동치료, 부모교육 및 훈련, 사회

제를 언어화시켜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술훈련 등의 치료법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실

게슈탈트 예술치료는 언어위주의 상담보다는

시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방법들이 나

여러 가지 예술적인 기법들을 통합적으로 활

름대로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제

용함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치료가 대부분 행

문제행동이나 부적 정서들이 쉽게 드러나고

동수정 기법들이고 주로 외현적인 증상들을

표현될 수 있다.

다루고 있기에, 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내

ADHD 아동들을 위한 게슈탈트 치료프로

적인 힘을 기르지는 못한다(Oaklander, 2006).

그램들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고하나

최근연구에서는 ADHD 아동들의 감정과 이를

(2010)는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정서지능으로

이 ADHD 성향 아동들의 자기조절능력인 자

보고(이화영, 서경희, 2013) 정서지능 향상이

아 존중감, 자기통제력, 대인관계에 효과가 있

또래관계 개선과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임자

다고 보고했고, 황은희(2009)는 부모 병합프로

성, 2011)는 연구보고가 있다.

그램으로 ADHD 아동들의 문제행동감소와 자

게슈탈트 예술치료는 ADHD 아동의 부정적

아 존중감 향상을, 이정민(2016)은 가족놀이치

인 내적 정서인 심리적인 미해결과제를 직접

료로 ADHD아동 가족의 상호 관계성 향상과

적으로 다루어주고, 지금-여기에서 자신이 하

부적정서가 감소되었다. 또한 Oaklander(2006)

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좀 더

는 게슈탈트 예술치료가 ADHD아동의 문제행

온전히 체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Oaklander에

동을 감소시키고 내적 통제력이 향상되었다고

의해 입증된 게슈탈트 예술치료는 아동 작업

했고 Grauman(2006)은 게슈탈트 놀이치료로

시 매우 유용한 도구이며(Geldard & Geldard,

ADHD를 가진 남아프리카 아동들의 주의력향

2002) 감정과 행동 등을 창조적인 활동을 통

상, 대인관계 향상, 긍정적 자기와의 접촉, 부

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드러나도록 한다.

모와 교사들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이 증가하였

게슈탈트치료는 신체와 감각, 감정, 욕구,

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ADHD 아동들에게

사고, 그리고 행동 등을 서로 분리된 현상이

게슈탈트 치료적 개입을 한 연구는 다양하지

아닌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보고, 개체와

못하고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상황

환경을 포함하는 전체장의 한 부분으로 봄으

에서 ADHD 성향아동을 위한 게슈탈트 치료

로써 개체의 행동을 전체 장의 맥락 속에서

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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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ADHD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적

한 아동 19명을 선발하여 치료집단12명, 통제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이 생활하는

집단 7명을 선별하였다.

데 있어서 학교가 대인관계 형성의 중요한 장

본 연구에서 ADHD성향아동은 임상장면에

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병원에서 진단

서 ADHD라고 진단받지 않은 상태, 즉, 현재

받은 임상집단이 아닌 실제 학교에서 ADHD

학교생활에서 ADHD 핵심증상으로 문제가 보

성향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고하는

고되는 진단전의 일반학급 아동을 말한다.

아동들에게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

치료집단은 2개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진행되었고 주 2회 90분씩 5주간 총 10회기에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걸쳐서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
였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본 연구자와 심리학

첫째,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이

전공 석사생 1명을 보조리더로 하였고 연구자

후 ADHD성향 아동의 주의집중, 외현화 문제

와 보조 리더는 게슈탈트 예술치료를 개인 및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험이 다수 있다.

둘째,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이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 실시 후 사전검사와 동

후 ADHD성향 아동의 또래 수용도가 증가할

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사

것이다.

후검사 3주후에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효과의

셋째,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이

지속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후 ADHD성향 아동의 또래관계가 향상 될 것
이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이 끝난 뒤 본 프로그
램을 실시하였다.

넷째,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추후
평가에서도 그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게슈탈트 예술치료는

방 법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게슈탈트 심리치료이
론을 적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연구대상

또래 수용도와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적합
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김정규(1996)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2곳에 재

의 ‘게슈탈트 심리치료’와 Oaklander(2006)의

학 중인 1-2학년 아동으로 DSM-IV 진단기준의

‘Windows to Our Children’ 등을 참고로 하였다.

핵심 증상에 따라 담임교사가 학교생활에서

프로그램 도입부에서는 ADHD성향 아동의

평소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증상을 유의하

활동적인 행동을 차단보다는 안전한 공간을

게 보인다고 추천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여해주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수

추천받은 아동들에 대해 교사용 ADHD 평정

용해 줌으로써 내부의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척도(K-ARS)를 실시하여 80th, 90th 백분위 절

하였다. 또한 활동을 통해서 몰입을 하도록

단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 중 부모가 동의

하였고 활동자체가 놀이위주 흥미위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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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 후엔 서로 대화

에 대한 의견과 느낌에 대하여 공감해주고 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집단원

응을 해주어 점차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

의 작품에 대한 관심과 칭찬 등을 하고 타인

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

표 1.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내용
회기

단계별목표
프로그램 소개

1

2

신뢰감형성

초

놀이를 통한 관계형성

기

상호작용 촉진

집단역동 탐색

3

주의집중
긍정적자기상
자존감 향상

4

타인수용
충동성조절
타인수용

5

상호작용 촉진

6

중
기

에너지발산
협동의 즐거움
상호작용 촉진
상호협력
타인수용

7

상호작용 촉진
접촉과 알아차림
주의집중

8

상호작용 촉진
대안 행동 찾기
수용과 성장

9
후
기
10

상호작용 촉진
성취감고취
내적지지

활동내용

•프로그램 소개 및 규칙정하기
•자기 소개하기-퀴즈놀이
•전체 소감 나누기
•지금-여기 알아차림
•사진기법: 모델놀이
•전체 소감 나누기
•지금-여기 알아차림
•미술기법: 콜라주
•전체 소감 나누기
•지금-여기 알아차림
•문학기법: 나의 자랑
•전체 소감 나누기
•지금-여기 알아차림
•풍선놀이, 공놀이 대화
•전체 소감 나누기
•지금-여기 알아차림
•미술기법: 종이 찰흙 만들기
•전체 소감 나누기
•지금-여기 알아차림
•미술기법: 색종이로 상자꾸미기
•전체 소감 나누기
•지금-여기 알아차림
•미술기법: 찰흙작업
•전체 소감 나누기
•지금-여기 알아차림
•연극기법: 역할극
•전체 소감 나누기
•지금-여기 알아차림
•지난 작업되돌아보기
•전체 소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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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명찰, 매직펜, 필기도구,
자기소개판

폴라로이드사진기,
사진 걸어 놓을 도구
개인상자, CD플레이어,
잡지, 색종이, 풀,
가위, 등 꾸밈 도구
CD플레이어, 도화지,
크레파스, 싸인펜

풍선, 공

롤휴지, 종이풀, 그릇,
색소 또는 물감,
바닥에 깔 신문지
CD플레이어, 색종이,
가위, 풀,
6각형모양의 큰상자
CD플레이어, 찰흙,
찰흙판, 두꺼운 도화지,

CD플레이어,
칠판

엽서, 상장,
선물,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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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표현하게 되고, 자기 및 타인의 생각과

은 자세를 취해보고, 모델이 직접 친구들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수용하도록 하여 대인관계

자세를 고쳐주도록 하였다. 이때 사진을 찍기

를 보다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위해서 차례로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였고,

것에 목표를 두었다.

이는 과잉 행동적이거나 충동적인 아동들의

전체 프로그램 구성은 표 1과 같다.

문제행동을 억제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
서다. 또한 자신이 취한 모습을 다른 친구에

∼

초기단계(1 3회기)는 집단 상담의 방향이
설정되고 집단 구성원들이 상담의 의미를 찾

게 가르쳐주고 수정해줌으로써 상호접촉과 자
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는 단계로 집단원간의 접촉은 피상적인 수준

3회기는 콜라주 기법으로 상자를 하나씩 주

에 머무르고 실제적인 감정적 접촉은 없는 단

고 자유롭게 꾸며보도록 하였다. 가만히 자리

계이다(Yalom, 1985). 따라서 이 단계는 집단원

에 앉아있기조차 어려웠던 아동들이 집중하여

개개인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가벼운 놀이를

꾸미기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 서로에 대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 응집력을

한 작품 칭찬을 통해 타인 수용과 상호작용이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일어나도록 하였다.

1회기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집단의 규칙

∼

을 아동들과 함께 정하고 자기 소개판을 만들

중기단계(4 8회기)는 집단 구성원간의 갈

어 각자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소개

등과 지배, 저항이 일어나는 시기이며, 이러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발표자가 고르게 하여

저항과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집단 응집

퀴즈를 내게 하고 집단 원들이 알아맞히는 게

력이 형성된다(Yalom, 1985). 지금-여기서의 관

임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아

계적 대화를 통해 미해결과제들을 알아차리고

동들이 집단에 참여하고 다른 아동이 말하는

접촉하게 한다. 이를 위해 개인작업과정을 나

것을 주의 깊게 듣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누고 점차로 집단 전체대화를 통해 피드백을

자신이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힌 친구에게 스

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을 다루고 해결해

티커를 붙여줌으로써 상호 친밀감을 느낄 수

가는 상호작용 과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였

있도록 하였다.

다. 또한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을 통해 발산

자기소개가 끝나고 간식으로 과자를 먹으면

하고 해소하도록 도왔다.

서 눈을 가리고 촉각과 미각을 가지고 과자이

4회기는 나의 자랑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

름 알아맞히기를 창의적이고 즉흥적으로 하였

로 써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종이를

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차례 기다리기와 감

말아서 거기에 대고 힘차게 외쳐보도록 함으

각을 이용해 알아차림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로써 즐거움과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를 형성하

있었다.

도록 돕고 자기개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

2회기는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이용했다. 자

다.

신의 모습을 예쁘게 찍어줄 친구를 정하게 하

5회기는 풍선을 이용하여 함께 놀이를 하

고 자세를 취하여 사진을 찍게 한다. 사진을

고, 친구에게 관심 받고 관심을 보여주는 체

찍은 후 걸어두고 다른 친구들이 모델과 똑같

험을 하기위한 공놀이 대화를 실시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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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의도한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고 함께하는 상호작

그러나 풍선을 가지고 즉흥적인 놀이 아이디

용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경험을 하도록 하였

어들이 아동들에게서 나오게 되었다. 골대를

다.

만들어 놓고 경계선을 그어 그 경계선에 서서

8회기는 집단을 두 팀으로 나누어 찰흙작업

풍선 집어넣기 게임을 하였으며, 심판관을 정

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였다. 찰흙을 통해

하여 골을 넣은 횟수를 칠판에 기록하도록 하

현재의 감정과 욕구를 탐색하게 하고 표현하

였다.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집단원들이 알아

게 한다. 찰흙작업은 작품에 드러난 자신의

채고 다시 하게끔 했으며, 리더의 개입 없이

욕구와 접촉할 수 있고 작품과의 대화나 작품

도 골을 넣은 사람은 맨 뒤로 가서 자기 차례

부분간의 대화를 통해서 내면의 양면성을 이

를 기다려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

끌어 낼 수가 있다. 찰흙과 다양한 방식으로

다. 풍선을 넣기 위해 규칙을 지키고, 차례를

접촉함으로써 집단역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

기다리고, 골인을 위해 집중해서 신중하게 던

록 하였다.

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심판관

∼

이 되어 봄으로써 타인의 행동을 주의 깊게

후기단계(9 10회기)는

집단의

응집력이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이 풍선을 함께

강하게 형성됨으로써 집단에 대한 신뢰와 집

불고 잘 불지 못한 아동들은 잘 부는 친구가

단의 지지를 바탕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사기

방법을 가르쳐주는 등 친밀한 관계형성이 일

가 진작되고 자기공개가 확대되는 시기이다

어나도록 도왔다.

(Yalom, 1985). 집단원들이 학습한 것을 통합하

6회기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휴지를 풀고
놀도록 하였다. 평소 행동통제를 많이 받은

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아이들에게 휴지를 교실바닥에 맘껏 풀어 헤

9회기는 화가 나는 상황이나 무시당할 때와

치고 놀도록 허용해주고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같은 갈등상황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들

하였다. 풀었던 휴지들을 다시 모아 그릇에

이 좋아하는지, 사랑받는 행동 등을 서로 나

담고 풀과 함께 섞어보고, 색깔물감을 풀어서

눠본 후 한 가지 상황을 정하여 역할극을 하

섞어보고 서로의 손에 묻은 다양한 색깔들에

였다. 연극기법은 참여자들과 관객들의 흥미

관심이 가도록 하였다. 마지막엔 모두 모아

를 불러일으키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나의 큰 공을 만들었다. 이로써 자기와 타

해줌으로써 그자체로서 좋은 집단작업이 된다.

인을 온전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즐거운

역할극을 통하여 대인관계 갈등상황을 분명하

놀이 경험이 되도록 하였다.

게 자각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역할

7회기는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 색종이 접기
를 하였다. 이때 말소리가 아닌 신체동작이나

극을 통해 대안행동을 찾고 지금까지 학습하
고 접촉한 것들을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얼굴표정을 통해서만 대화를 하는 놀이 규칙

10회기는 지난 작업을 되돌아보고 가장 인

을 제안하여 하였고, 각자가 만든 것들을 이

상 깊었던 작업이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다.

용해 팀을 나눠 6각형 상자를 꾸미고 다시 통

코리더가 준비해온 아동 각자에게 쓴 예쁜 엽

합설치작업을 하였다. 비언어적인 대화로 인

서를 아동에게 직접 읽어주고 상장수여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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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 마송희(2001)가 번안하고 김자경(1997)의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여 내적인 힘을 다질 수

연구에서 Social Status Rating Scale 중에서 한

있도록 하였다.

문장을 첨가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평가도구

대인관계 척도
ADHD 평정척도(Korean ADHD Rating Scale:

Morganett(1994)이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

K-ARS): 교사용

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

Dupaul(1998)이 개발한 ARS는 DSM-IV의

한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

ADHD진단 기준에 맞게 선정되었고 4점 척도

사에 대한 응답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문항

로 되어있다. K-ARS는 소유경 외 4인(2002)이

내용이 대상자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를 하고 김영신 외5인

라서 1점에서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고

(2003)이 규준연구를 하였다. K-ARS의 규준점

부정문항은 반대로 채점한다. 곽경련(2001)의

수는 부주의, 과잉행동-충동성, 총합점수가 성

연구에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값

별과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다. 2점 이상의 점

이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점수를 합

수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산한 총점을 사용하였다.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ADHD 성향
아동 선별을 위해 미국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료 분석

Dupaul(1998)의 방식에 따라 80th, 90th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사전-사후

아동행동조사표(Korean-Child Behavior

검사를 실시 비교하는 사전-사후 검사 통제집
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design)의 방법을

Checklist: K-CBCL)
아동의 사회적 적응 및 정서, 문제행동을

사용하고 실험집단에 한해서 추후 검사를 실

교사나 부모가 3점 척도로 평가한 것으로

시하였다.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기위해 실

Achenbach 와 Edelbrock(1983)가 제작한 것을 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에 대해 독립표

경자, 이혜련, 홍강의(1990)가 번역하여 표준화

본 t-test를 실시하였고, 집단 프로그램 처치효

하였다. K-CBCL은 사회능력척도와 문제행동

과를 보기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추후

증후군 척도로 나뉘어져있고 본 연구에서는

검사는 3주후에 실시되었으며 효과의 지속성

K-CBCL의 총 문제행동척도 점수를 사용하였

검증을 위해 사전-추후 차이검증(paired t-test)

다.

을 실시하였다.

또래 수용도 척도
Pettit 등(1998)이 교사평정용으로 고안한 5
문항 질문지로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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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검증

보면(표 4 참조) 교사평정에서 주의집중 문제
(t=3.366, p=.006)와 외현화(t=4.062, p=.002)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치료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고,
부모평정에서는 모두 유의미 하지 않았다.

사의 집단 간 평균차이를 t검증으로 비교한
결과, 모든 척도에서 치료집단과 통제집단 간

ADHD성향 아동의 또래 수용도 변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05). 이

사전-사후 차이검증결과, 교사가 평정한

는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속한 아동들이 모

또래 수용도는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든 변인에 있어 동질하다고 볼 수 있다.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t=-3.510, p=.005).
반면 부모가 평정한 또래 수용도는 실험집단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t=-1.393, p=.191)에서 점수의 향상은 있었지
만 유의미하지 않았고, 통제집단(t=.750, p=

ADHD아동의 문제행동의 변화

.482)의 점수는 오히려 감소되었다.

사전-사후 차이검증 결과(표 3 참조), 교사
가 평정한 CBCL의 총 문제행동은 실험집단

ADHD성향 아동의 대인관계의 변화

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사전-사후 차이검증결과, 아동이 평정한 대

(t=4.427, p=.001). 반면 부모가 평정한 CBCL

인관계가 실험집단(t=-1.915, p=.082) 점수가

의 총 문제행동은 실험집단(t=.000, p=1.000)에

향상되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

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총 문제

다. 그러나 추후검사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되

행동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차이검증 결과를

었다.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의 동질성 비교
교사용 CBCL
총 문제 행동
교사용
또래 수용도
부모용 CBCL
총 문제 행동
부모용
또래 수용도
아동용
대인 관계

실험집단(n=12)

통제집단(n=7)

M(SD)

M(SD)

57.58(6.156)

63.28(9.945)

-1.555

19.33(3.025)

20.71(2.927)

-.971

53.66(7.010)

55.28(6.074)

-.508

24.75(2.490)

25.28(3.352)

-.399

34.91(4.621)

36.00(3.316)

-.54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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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검증
사전검사

사후검사

M(SD)

M(SD)

t

교사용 CBCL

실험

57.58(6.156)

50.58(1.505)

4.427**

총 문제 행동

통제

63.28(9.945)

60.85(9.788)

2.279

교사용

실험

19.33(3.025)

21.58(3.287)

-3.510**

또래 수용도

통제

20.7143(2.927)

19.14(2.734)

2.420

부모용 CBCL

실험

53.66(7.010)

53.66(6.527)

.000

총 문제 행동

통제

55.28(6.074)

55.57(10.014)

-.128

부모용

실험

24.75(2.490)

25.50(1.977)

-1.393

또래 수용도

통제

25.28(3.352)

24.85(3.532)

.750

아동용

실험

34.91(4.621)

36.66(4.658)

-1.915

대인 관계

통제

36.00(3.316)

36.28(3.545)

-.188

*p<.05, **p<.01

표 4. 총 문제행동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차이검증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교사용
K-CBCL

주의집중 문제

내재화

외현화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부모용
K-CBCL

주의집중 문제
내재화

외현화

사전검사

사후검사

M(SD)

M(SD)

t

실험

54.58(5.728)

51.83(4.130)

1.749

통제

58.00(10.148)

58.85(11.538)

-.475

실험

54.41(7.440)

50.58(2.020)

2.015

통제

56.14(8.687)

53.00(5.507)

.788

실험

56.75(7.978)

53.08(5.401)

3.366**

통제

62.57(7.955)

61.71(7.407)

2.121

실험

52.66(4.978)

50.00(0.000)

1.855

통제

51.42(2.992)

51.71(2.984)

-.341

실험

59.91(7.051)

52.91(3.287)

4.062**

통제

69.14(13.221)

68.00(14.153)

2.248

실험

53.16(5.749)

51.00(2.486)

1.401

통제

56.42(9.761)

53.85(7.312)

1.669

실험

53.66(6.443)

52.66(6.358)

.679

통제

53.28(4.111)

55.28(8.179)

-.795

실험

53.91(5.384)

52.66(7.190)

.669

통제

56.85(9.281)

56.14(9.616)

.633

실험

53.58(5.759)

54.00(5.704)

-.341

통제

52.00(3.055)

53.71(8.118)

-.812

실험

54.25(5.561)

54.00(6.480)

.182

통제

57.14(5.398)

57.28(10.382)

-.047

*p<.05, **p<.01

- 34 -

정영숙․김정규 / 게슈탈트 예술치료가 ADHD 성향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검증

결과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교사용 CBCL의 총 문제행동은 사
전-사후(t=4.427, p=.001)검증에서 유의한 차이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의 지속

가 사전-추후검증(t=3.250, p=.008)에서도 지속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 구성원만을

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

대상으로 3주후에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집단의 교사용 CBCL의 총 문제행동의 하위척

표 5. 효과의 지속성 검증
교사용 CBCL
총 문제행동
교사용
또래 수용도
부모용 CBCL
총 문제행동
부모용
또래수용도
아동용
대인관계

사전

추후

M(SD)

M(SD)

57.58(6.156)

t

p

53.25(4.180)

3.250**

.008

19.33(3.025)

21.08(2.937)

-2.782*

.018

53.66(7.010)

52.75(6.369)

.513

.618

24.75(2.490)

25.00(3.045)

-.309

.763

34.91(4.621)

37.83(3.737)

-2.330*

.040

*p<.05, **p<.01

표 6. 총 문제행동 하위요인 효과의 지속성 검증

교사용
CBCL

부모용
CBCL

사전검사

추후검사

M(SD)

M(SD)

사회적 미성숙

54.58(5.728)

51.33(1.969)

2.120

사고의 문제

54.41(7.440)

52.33(3.446)

1.122

주의집중 문제

56.75(7.978)

53.75(4.594)

2.273*

내재화

52.66(4.978)

50.41(1.443)

1.864

외현화

59.91(7.051)

54.91(5.991)

2.837*

사회적 미성숙

53.16(5.749)

52.25(5.495)

.739

사고의 문제

53.66(6.443)

51.25(2.927)

1.796

주의집중 문제

53.91(5.384)

53.41(6.570)

.358

내재화

53.58(5.759)

52.25(6.297)

1.071

외현화

54.25(5.561)

54.50(6.302)

-.143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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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주의집중문제(t=2.273, p=.044)와 외현화

화나 추세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에 부모평정

(t=2.837, p=.016)도 유의미하게 관찰되어 추후

에서는 아무런 차이나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

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이 5주라는 짧은

교사용 또래 수용도는 사전-사후검증에서

기간 동안 사회적인 관계들을 관찰하고 지각

유의미한 차이가 사전-추후검증(t=-2.782, p=

하기엔 교실상황보다 가정 상황에서 많은 제

.018)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

한점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사회기

타났다.

술훈련을 받은 ADHD아동들의 사회적 기술에

아동용 대인관계는 사전-사후검증(t=-1.915,

대하여 부모와 교사가 다른 견해를 가진 것으

p=.082)에서 증가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

로 나타난 한은선(1999)의 연구와 일치한다.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전-추후 검

송수미와 김재환(2002)의 연구에서도 ADHD의

증(t=-2.330, p=.040)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핵심증상과 관련된 주의집중, 공격성, 외현화

였다.

문제 척도에서 부모와 교사의 평가가 불일치

위의 결과를 통해볼 때 교사가 평정한 아동

하는 결과가 나왔다. 서구에서 수행된 ADHD

의 문제행동과 또래 수용도가 프로그램이 끝

아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평가 일치도에 대

난 후에도 효과적으로 지속됨이 검증되었고,

한 연구에서도 부모와 교사간의 평가 일치도

아동의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대인관계는 사전

는 비교적 낮거나 중간정도의 상관을 보고하

-사후검증에서 평균적으로 증가는 하였지만

고 있고(Edelbrock, Costello, Dulcan, Calabro,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이 사전-추

Kala, 1986; Loeber, Green, Lahey, & Stouthamer-

후검증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Loeber, 1989), 이혜정(2004)의 연구에 의하면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ADHD성향 아

ADHD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교사의 평

동의 문제행동과 대인관계에 지속적인 치료효

정이 부모보다 더 객관적으로 평가 되었다.

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한 아동들은 교사 평정에서 문제행동이 유의
미하게 감소하였다. 문제행동의 하위척도를

논 의

검증해본 결과,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
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며 가만히 앉아있지

본 연구는 ADHD성향이 있는 아동을 대상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는

으로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등 주의집중력의 문제와 이에 따른 행동상의

ADHD성향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또

문제를 평가하는 주의집중문제 척도에서 유의

래 수용도와 대인관계능력을 향상 시키는지를

하게 감소되었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격적인 행동, 싸움, 비행 등 외현화 되고 과소

같다.

통제된 행동을 평가하는 외현화 문제척도에서

첫째,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유의미하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

한 아동들에 대하여 교사와 부모간의 평정이

후 평가 에서도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게슈탈

일치하지 않았다. 교사평정에서 긍정적인 변

트 예술치료가 ADHD 성향 아동의 일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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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개선에 효과가 있고 지속됨이 증명되었

본 연구에서는 ADHD 성향 아동들이 사소한

다. 이는 ADHD 아동들에게 게슈탈트 예술

자극에도 쉽게 주의가 팔리고 혼란되기 때문

치료를 실시하여 문제행동의 감소와 내적 통

에 활동을 통해 몰입의 기회를 주고, 자신의

제력 향상을 보고한 Oaklander(1978)와 황은희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여

(200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좀 더 자신을 알아차리는 작업에 노력을 기울

셋째,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였다. 또한 아동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아

한 아동들은 교사 평정에서 또래 수용도가 유

동이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게슈탈트 집단프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였으며, 매체를 통하여

그램 실시 후 ADHD성향 아동의 자기조절 하

자신을 표현하고 대화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위 능력인 대인관계가 향상되었다는 고하나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평소에 칭찬보다는

(2010)의 연구와 일치하고, 사회기술 훈련 후

어른들에게 혼나고 또래로부터의 거부나 부정

ADHD 아동의 또래 수용도가 향상되었다는

적 피드백을 많이 받는 ADHD성향 아동들에

최예식(200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게 매회기마다 자신에게 혹은 집단원들에게

넷째,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칭찬점수를 매겨 보도록 하여서 아동들 내면

한 아동들은 자가 평정에 있어서 통제집단 아

에 간직된 좋은 자질을 보게 하고 발현되도록

동들에 비해 대인관계가 향상되었지만 유의미

격려하며 긍정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였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전-추후 검사에서 유

다. 따라서 게슈탈트 집단에서 아동은 자신이

의미하게 증가되어 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알아차릴

음이 증명되었다. 이는 게슈탈트 예술치료 후

수 있고,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피험자들의 자신을 보는 관점이나 대인관계적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평소에 하

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지 못했던 행동과 감정표현을 집단원을 상대

한 Bryan(198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로 새로운 행동을 실험해 볼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치료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

이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도록 하는 것이

하여 게슈탈트 예술치료 종결 3주후 실시한

중요하며, 자신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 듣

검사에서 아동이 보고한 대인관계와 교사가

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호교류가 활발해

보고한 문제행동과 또래 수용도에 있어서 유

진다(Oaklander,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

의미한 변화를 보여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

표자가 말한 것을 퀴즈형식으로 알아맞히기

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게임을 한다거나 말한 내용을 기억하면 보상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게슈탈트 예술치료가

을 주는 식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

ADHD 성향 아동들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

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ADHD성향

고 또래 수용도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아동들은 본 연구에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기 위한 안전한 장소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들은 자신이 살아남기

할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집단에서 나타나

위해 애쓰는 행동들이고 아동들은 자신의 이

는 평소에 자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알

야기를 잘 들어주고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

아차리고 그러한 행동패턴을 변화시키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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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게 되고 미해결과제를 해결하도록 도움

대인관계를 겪는 실제 현장인 학교장면에서

을 받았다. 이를 통해 문제행동 감소와 대인

담임교사를 정보원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병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였는데

원에서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이 아닌, 일반

이러한 점들이 치료효과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학교상황에서 ADHD 성향으로 인해 잦은 주

사료된다.

의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

추후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제언할 점은 다음과 같

방하는 데에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수행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겠다.

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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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Gestalt Art Therapy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of Children with ADHD Disposition

Young Sook Jeong

Jung Kyu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gestalt art therapy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of children with ADHD disposition.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recruited
from the 1st, 2nd grade school children of two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e subjects were screened
by teachers using Korean ADHD Rating Scale. The total 19 children with more then 80th, 90th percent
cut-off scores reported by their teachers were included for this program. They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group(N=12) and control group(N=7). The sessions were provided twice a week for five
weeks, each session lasting for 90 minutes.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for their self-report and K-CBCL problem behavior scale, peer acceptance scale for their
teachers and parent report.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compared group, Gestalt art therapy
group children wa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ir problem behaviors and improve peer acceptance
in their teachers report. Gestalt art therapy group children showed improvemen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ir self-report after the program ended but it's not statistically siginificant. However, 3
weeks follow-up tes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a Gestalt art
therapy program that can be applied to reduce problem behaviors and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eer acceptance in children with ADHD-disposition. Based on the review, findings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ccordingly.
Key words : Gestalt Art Therapy, ADHD, Childr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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