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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애착수준 평가도구로서의
모자화의 활용가능성1)
기 정 희2)
계명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애착수준에 따른 모자화의 반응특성을 검토하여 모자화를 청소년의 애착수준을 평가하
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ㆍ경북 지역의 중ㆍ고등학교 1~2
학년생 435명(남 225, 여 210명)이다. 연구도구는 또래애착척도와 모자화이다. 모자화의 해석지표는 13개로 설정
하였고, 자료분석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애착수준에 따라 유의차가 있
는 지표는 어머니상에서 신체형태와 얼굴형태 및 얼굴표정, 아이상에서 신체부위생략, 모자상에서 크기비교와
신체접촉 및 손뻗침이다.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은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소년보다 어머니상에서는 신체형태
에서 전체, 얼굴형태에서 전체, 얼굴표정애서 미소를 그리는 비율이 높았고, 아이상에서는 신체부위를 생략하지
않고 그리는 비율이 높았으며, 모자상에서는 크기비교에서는 어머니상을 아이상보다 크게 그리고, 신체접촉에서
는 상호접촉, 손뻗침에서는 상호 손뻗침으로 그리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모자화는 어
머니상의 신체형태와 얼굴형태 및 얼굴표정, 아이상의 신체부위생략, 모자상의 크기비교와 신체접촉 및 손뻗침
의 변인들로 청소년의 애착수준을 평가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청소년, 애착, 평가도구, 모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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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 자신이 주위로부터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안정된 정서를 갖도록 도와줄 뿐
만 아니라 자아개념의 발달을 도와주기도 한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ukowski & Hoza, 1989). 청소년이 또래와의
현재 한국사회에는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로움

구타 등의 가정폭력을 비롯하여, 무차별적인

을 느낄 수 있고, 또래에게서 거부당할 경우에

사회폭력과 청소년들을 자살로 이끄는 학교폭

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

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는 비약적

게 된다. 또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

으로 성장하였으나 폭력이 난무하며 행복지수

해서는 그것을 완화해 줄 적절한 사회적 지지

는 급격하게 추락한 한국사회의 현상은 우리의

원을 찾지 못하여,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미래를 어둡게 한다. 한국사회는 도시화, 대중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된다(Parker & Asher,

사회화, 핵가족화되는 과정에서 가정․사회․

1993). 이는 또래에 대한 애착수준이 위험요소

교육적 문제들을 초래하였다. 특히 지나친 경

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

쟁을 요구하는 입시위주교육은 교육정상화실

는 것(권지은, 2002)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

패, 사교육대두, 조기유학 등의 결과를 초래하

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수준을 확인할 필요

였고, 그 결과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는 심각

가 있다.

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의한

애착은 유아가 친밀한 사람과 맺는 정서적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과 2013년 경산 고교

유대관계이다(Bowlby, 1983). 유아는 주양육자

생 자살,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은

인 부모와 최초의 인간관계를 맺으며, 애착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

유아가 어머니와 타인을 구별하고, 어머니라는

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키는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심리기제이다. 애착은 최초에는 주로 모자관계

문제가 왕따와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한 대인관

에서 일상의 구체적인 주고받기를 통하여 발달

계문제이다(홍진이, 한기백, 2015). 대인관계는

하지만, 결국에는 성장과 함께 어머니라는 테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인간이

두리를 벗어난 특정한 인물과의 사이에서 구축

겪는 심리적 장애의 대부분이 여기서 유발된다

되는 정서적 유대가 된다(久保, 1998). 청소년기

(Horowitz, 1996).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

에는 부모뿐 아니라 또래를 주요 애착대상으로

체적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발달의 전환기

여기며 애착을 형성한다(Freeman & Brown,

로 혼란의 시기이자 위험요인에 대해 특별히

2000).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민감한 취약성이 높은 시기이다(Scheithauer,

정서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정체감과 자아개념

Niebank, & Petermann, 2000). 또한 청소년기

및 자아존중감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

는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고 또래애착이 좌절된 경우에는 새로운 친구와

성장해온 아동기보다 많은 시간을 또래와 함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

보내게 되어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

다(이수하, 2005). 또래관계문제는 안정애착이

기이다.

잠재된 내적자원을 끌어올림으로써 극복할 수

청소년에게서 또래관계는 성숙한 사회인이

있기 때문이다(조주원, 2013). 이 구체적 개입을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 애착수준을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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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조주원, 기정희, 최외선, 2016). 모자화의

있는 투사적 그림검사이다.
투사적 그림검사 중에서 애착수준을 평가하

지시어는 “어머니와 아이를 그려주세요”이고,

는데 사용된 것으로는 새둥지화와 동적가족화

이 지시어는 두 사람을 그려 양자의 관계양상

및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그림 등을 들 수

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말하자면 모자화

있다(기정희, 2017). 그러나 이 검사들은 다수의

는 자신의 체험과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청소

이미지나 인물을 그리게 하여 가족 내의 역동

년의 경우에는 또래와의 관계를 통한 체험의

을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현실의 대인관

양자에 대한 메시지의 전달을 파악할 수 있게

계를 파악하게 하는 자신과 주 양육자의 관계

하는 것이다. 요컨대 모자화는 최초로 양자관

라는 애착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계에 주목하는 그림검사로서, 자신과 타인의

(이정임, 정재원, 2013). 반면, 모자화는 어머니

관계를 시각화하는데 기여했으며, 특히 대상관

와 아이를 그리게 함으로써 가족 내의 역동보

계이론의 기본개념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투사

다 양자관계에 주목하는 최초의 투사적 그림검

적 그림검사이다(Leibowitz, 1999).

사로서, 애착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유효한 도
구로 간주되었다(馬場, 2005a).

모자화는 투사적 그림검사로서 미술치료장
면에서 진단도구로 사용․연구되고 있고, 비교

모자화(Mother-and-Child Drawings)는 1989

적 최근에 일본과 한국에서 모자화 연구가 활

년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Gillespie에 의해 그림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기정희, 2017). 일본과 한

을 매개하여 자기와 타인의 관계양상을 이해

국에서의 모자화 연구동향을 개관하기 전에 개

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모자화의 이론적 배

발자인 Gillespie의 모자화 연구를 간략하게 살

경은 대상관계이론, 대인관계이론, 자아심리

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Gillespie는 1994년의

학, 자기심리학이며, 특히 대상관계이론이다

저서 The Projective Use of Mother and Child

(Gillespie, 1994a).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사람의

Drawings에서 모자화의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

마음속에는 삼차원적인 내적세계가 존재한다.

였다. 즉 Gillespie는 발달과정과 성별에 따라

여기서 자기와 대상이 교류하고 있고, 이 내적

모자화의 표현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세계의 자기와 대상의 관계가 투사되어, 현실

추측하며, 6세부터 71세에 이르는 네 집단의

에서의 대인관계가 형성된다. 대상관계이론은

피검자를 대상으로 모자화를 수집하여 발달단

이러한 자기와 대상이 사는 내적세계라는 이론

계별 그림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Gillespie가 여

적 모델이다(松木, 1996). 모자화에서는 그러한

기서 제시한 가설은 모자화에는 발달과정과 성

이론에 근거하여 어머니상과 아이상이 내적세

별에 따라 상이한 표현이 나타나며, 어머니상

계의 자기와 대상을 표상하고, 어머니상과 아

은 성숙한 자아를 나타내고 아이상은 내면아이

이상의 교류가 자기와 대상의 교류를 상징하는

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것으로 보고 있다(馬場, 2003).

일본에서의 모자화 연구는 2001년 松下와

모자화에 그려진 어머니상과 아이상에는 피

石川가 Gillespie(1994a)의 저서를 번역ㆍ소개

검자의 대상관계가 투사되고, 투사된 어머니상

(Gillespie, 1994b/2001)한 이래, 현재 19편의 연

과 아이상의 교류에서는 현실의 대인관계를 이

구(http://ci.nii.ac.jp 검색; 2018.2.28)가 행해졌

해할 수 있다(馬場, 2005a). 이런 입장에서 모자

으며, 그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

화는 자신을 투사하는 인물화나 가족구성원을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모자화의 기초적

그려 가족 내의 역동을 드러내는 가족화와 다

연구(馬場, 2003; 早川, 2006 등)이다.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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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상의 형태, 표정, 신체접촉, 눈맞춤 등 모

삼, 최외선, 2013) 등이 다루어졌다. 여기서 알

자화의 해석가설과 어머니상과 아이상에 나타

수 있듯이, 국내연구에서 모자화의 연구대상은

난 세 가지 표현의 모자상이 도출되었다. 둘째,

대부분이 대학생을 포함하는 성인에게 집중되

모자화의 발전적인 연구(馬場, 2015; 南里, 谷,

어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2006; 櫻井, 和田, 河野, 2014; 櫻井, 和田, 河野,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청소년의 대

横田, 2015; 松下, 石川, 1999; 塩崎, 2004; 鈴木,

인관계문제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의 애착수준

2005 등)이다. 여기서는 임산부, 알콜중독자, 정

을 평가할 수 있는 모자화의 해석기준에 대한

신장애자집단, 조현병 환자들의 모자화 특징이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출되었고, 모자화를 모성의식에 관한 질문지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

검사와 성인애착척도 및 양육태도에 관한 질문

년에게 모자화와 또래애착척도를 실시하고, 모

지 검사 등과 비교검토하였으며, 발달적 관점

자화의 반응특성과 또래애착척도를 검토하여,

에서 모자화에서의 신체접촉의 문제를 다루었

모자화를 청소년의 애착수준을 평가할 수 있

다. 셋째, 모자화의 임상적 연구(馬場, 2008; 馬

는 진단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場, 2009)이다. 여기서는 심리치료과정에서 모

자 한다.

자화를 실시하여 모자화의 변화를 검토하였고,

연구문제

모자화에 동적요소를 가미한 동적 모자화를
연구하여 동적모자화의 장점과 의미를 제시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자화와

였다.
한국에서의 모자화 연구는 2012년 이근매와

또래애착척도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애착수준

최외선이 馬場(2005a)의 저작을 번역ㆍ소개(馬

에 따른 모자화의 반응특성을 검토함으로써,

場, 2005b/2012)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청소년의 애착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도구

러나 한국에서의 모자화 연구는 제한된 연구대

로서의 모자화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

상과 타당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

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

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기정희, 2017). 말하

하였다.
청소년의 애착수준에 따른 모자화 반응특성

자면 연구대상은 대부분이 성인(김지영, 민하
영, 2010; 최진숙, 이근매 2015; 최진숙, 이근매,

의 차이는 어떠한가?

2014 등)이며, 연구문제는 주로 모자화의 반응

Ⅱ. 연구방법

특성과 애착유형이나 대인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 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자화의 반응특성과

연구대상

우울(조주원, 2013), 애착(조주원 등, 2016; 최진
숙, 이근매, 2014), 자아탄력성(정영인, 2015)과
의 관계, 청소년의 정서행동 수준과 자기효능

본 연구대상은 대구․경북 지역 중ㆍ고등학

감과 모자화 반응특성과의 관계(강효련, 정영

교 1~2학년생 435명(남 225명, 여 210명)이다.

인, 2017; 정세진, 김상인, 2015), 아동의 모자화

대상표집은 대구․경북 지역의 4개교에서 한

비교(장서빈, 이근매, 2014)와 아동의 애착수준

학년에 두 학급씩 표집하였다. 모자화와 또래

과 모자화의 반응특성의 관계(기정희, 2017), 유

애착척도는 2017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담임

아의 정서행동과 모자화 반응특성의 관계(조병

교사의 도움으로 미술치료사가 실시하였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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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학급단위로 실시하였고, 시간은 약 40분

여기에 근거하여 83점 이상은 애착안정성이

정도 소요되었다. 원래는 480명의 청소년을 대

높은 청소년으로, 82점 이하는 애착안정성이

상으로 또래애착척도와 모자화를 실시하였으

낮은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이 척도의 신

나, 분석자료로는 또래애착척도에서의 불성실

뢰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에서의

한 응답과 채점이 불가능한 모자화를 그린 45

Cronbach’s α는 .92였고, 기정희(2017)에서의

명의 질문지와 그림을 제외한 435명의 질문지

Cronbach’s α는 .7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와 그림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2) 모자화
모자화는 앞서 언급했듯이 투사적 그림검

1) 또래애착척도

사로서 1989년 Gillespie가 개발한 것이다.

또래애착척도는 옥정(1998)이 Armsden과

Gillespie는 모자화에 그려진 어머니상과 아이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

상에는 그리는 사람의 대상관계가 투사된다고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가정하였다(Gillespie, 1994a). 이런 가정에 따라

IPPA)를 번안한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모자화에 투사된 어머니상과 아이상의 교류에

and

version:

서는 현실의 대인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馬場,

IPPA-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뢰감, 의사

2005a). 모자화는 그림을 진단을 위한 수단으로

소통의 질, 소외감의 세 가지 하위척도와 총

사용하는 전통적 입장과 달리, 개인을 중심으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감은 애착관계

로 하여 자기와 타자의 관계양상이라는 의미에

에서의 존경과 상호이해, 의사소통은 언어적

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사고방식에 가까운 것이

의사소통의 질과 정도, 소외감은 분노의 감정

다. 대상관계이론에서, 내면화된 모자관계는 표

과 대인관계에서의 소외감이다(Armsden &

상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모자 이외의

Greenberg, 1987). 신뢰감과 의사소통은 친구들

관계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

이 자신의 요구와 욕구를 잘 이해하고 존중해

주되었다(Gillespie, 1994a). 말하자면 인물화는

Peer

부모와

또래

Attachment-Revised

주고, 정서적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며, 친

한 사람을 그리게 하여 자기상을 보고, 가족화

구들의 그러한 반응과 염려가 자신에게 도움이

는 가족구성원을 그리게 하여 가족 내의 역동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소외감은

을 보는 반면에, 모자화는 두 명의 인물을 그

안정적이지 못한 관계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느

리게 함으로써 인물화와 가족화의 중간에 위치

끼는 분노와 정서적 거리를 측정한다. 문항형

하여 양자관계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

식은 5점 리커트 척도, 즉 ‘전혀 아니다’(1점),

런 만큼 모자화는 피검자의 애착수준을 평가하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가끔 그

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기정희,

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로 되어 있다.

2017). 모자화의 준비물은 A4용지, 2B연필, 지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며, 총점의 범위는

우개이다. 모자화의 실시방법은 피검자에게 2B

25~125점이다. 그리고 점수는 높을수록 애착안

연필과 A4용지를 세로로 건네준 후, “어머니와

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총점의

아이의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지시하는 것이

범위는 51~103점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입니다”라고 대답하

기술통계분석에 의해 평균점(82.85점)을 구하고,

는데, 이것은 그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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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모자화에 표현되어 있는 관계의 양상

기 위함이다.
모자화의 평가지표는 기정희(2017)의 평가지

(mode)에 초점을 맞추고, 모자화에서의 상징은

표를 활용한다. 기정희(2017)의 평가지표는 모

모자화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필수적이다. 모자

자화에 대한 Gillespie(1994a)의 연구결과와 馬

화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상징은 어머니상과

場(2005a)의 모자화 해석가설을 참고로 설정한

아이상의 관계와 결합의 양상, 혹은 결합의 결

것이다. Gillespie(1994a)에 따르면 모자화 해석

여에 대한 강조와 관련된 것으로, 미소, 눈맞

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즉 모자화 해

춤, 신체접촉, 손뻗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것

표 1. 모자화의 평가지표
모자화

지표

신체형태

얼굴형태
어머니상
얼굴표정

신체부위
생략

신체형태

얼굴형태
아이상
얼굴표정

신체부위
생략

구분

점수

전체

1

부분

2

그리지 않음

3

전체

1

부분

2

그리지 않음

3

미소

1

미소없음

2

공백/ 뒷모습

3

없음

1

1

2

2이상

3

전체

1

부분

2

그리지 않음

3

전체

1

부분

2

그리지 않음

3

미소

1

미소없음

2

공백/ 뒷모습

3

없음

1

1

2

2이상

3

모자화

지표

크기

크기비교

모자상

눈맞춤

신체접촉

손뻗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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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수

큼

1

보통

2

작음

3

어머니>아이

1

어머니≦아이

2

비교불가능

3

상호

1

한쪽

2

없음

3

상호

1

한쪽

2

없음

3

상호

1

한쪽

2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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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들은 관계의 긍정적 측면을 묘사한 것으로 긍
정적인 의사소통의 표상이다. 그리고 모자상의
크기는 어머니상과 아이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것으로, 이를 통하여 피검자의 대상관계를 추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검사를 실시하였

측할 수 있다. 馬場(2005a)는, Gillespie의 견해

다. 모자화와 또래애착척도는 2017년 9월부터

를 수용하여, 모자화의 신체접촉과 눈맞춤을

10월에 걸쳐, 담임교사의 협조 하에 미술치료

피검자의 마음의 교류, 즉 피검자가 체험한 타

사가 실시하였다. 검사를 실시하기 전, 피검자

인과의 관계양상에 대한 표상으로 보고, 어머

들에게 질문지 검사에 응답할 때는 문항을 빠

니상, 아이상,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성의 관점

뜨리지 말고, 모자화를 그릴 때는 옆자리에 앉

에서, 모자상의 종류, 아이상의 수, 형태, 크기,

은 사람의 그림을 보고 그리지 않도록 주의사

얼굴표정, 신체접촉, 눈맞춤이라는 7개의 모자

항을 설명하였고, 검사는 학급단위의 집단으로

화 지표를 설정하였다(기정희, 2017). 그리고

실시하였다. 검사의 순서는 검사의 소요시간을

기정희(2017)는 Gillespie(1994a)의 견해와 馬場

고려하여 또래애착척도를 먼저 실시한 후 모자

(2005a)의 분석기준을 참조하고, 특히 관계라는

화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모자화의 평

측면에 주목하며 14개의 모자화 지표를 설정하

가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였다.

고, 그 결과 모자화실시가 또래애착척도실시에

본 연구에서는 기정희(2017)의 14개의 평가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확인하

지표 중 모자상의 종류를 제외하고 13개의 지

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자화 실시

표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1개의 평가지표(모자

후의 질문지검사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예방하

상의 종류)를 제외한 이유는 기정희(2017)의 연

는 차원에서 질문지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모

구결과와 모자화에 대한 예비조사의 내용을 분

자화를 실시하였다.

석한 결과, 모자상의 종류는 모두 인간으로 표

자료분석

현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13개
평가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
상 지표는 신체형태, 얼굴형태, 얼굴표정, 신체

자료분석에서는 SPSS PC 20.0 프로그램을

부위생략의 4개, 아이상 지표는 신체형태, 얼굴

사용하였다. 첫째로, 또래애착척도의 신뢰도를

형태, 얼굴표정, 신체부위생략의 4개, 모자상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애착척도 문항의 신뢰도

지표는 모자상의 크기, 모자의 크기비교, 눈맞

를 구하였고, 모자화의 채점기준에 대한 신뢰

춤, 신체접촉, 손뻗침의 5개를 설정하였으며,

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자간 일치도를 구하였

13개 평가지표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다. 둘째로, 청소년의 애착수준에 따른 모자화

모자화 그림의 평가는 본 연구자와 미술치

의 반응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료사이며 미술치료전공 박사 1명이 함께 수행

위하여 모자화 평가지표들에 대하여 교차분석

하였다. 전체 표집 중 무작위로 뽑은 50점의

을 실시하였다.

그림을 평가자 2명이 각자 채점한 후, Cohen의

Kappa 지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간 일

Ⅲ. 연구결과

치도는 .814~1.000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애착수준에 따른

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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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화의 반응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

(X2=36.358,

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p<.001), 손뻗침(X2=19.410, p<.001)으로 나타났

의 애착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

다(표 2).

2

는 변인은 어머니상에서, 신체형태(X =5.786,
2

p<.001),

신체접촉(X2=21.235,

어머니상에서, 신체형태에서는 애착안정성이

p<.05), 얼굴형태(X =23.282, p<.001), 얼굴표정

높은 청소년은 70.9%가 신체형태를 전체로 표

(X2=47.578, p<.001), 아이상에서 신체부위생략

현하였고, 29.1%가 신체형태를 부분으로 표현

(X2=12.075,

한 반면,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소년은 59.9%가

p<.01),

모자상에서

크기비교

표 2. 교차분석의 결과
모자화

지표

신체형태

얼굴형태
어머니상
얼굴표정

신체부위생략

신체형태

얼굴형태
아이상
얼굴표정

신체부위생략

N: 435

높은 청소년
(n=203)

구분

낮은 청소년
(n=232)

Number

%

Number

%

전체

144

70.9

139

59.9

부분

59

29.1

93

40.1

그리지 않음

0

0.0

0

0.0

전체

193

95.1

184

79.3

부분

10

4.9

48

20.7

그리지 않음

0

0.0

0

0.0

미소

174

85.7

128

55.2

미소없음

24

11.8

86

37.1

공백/ 뒷모습

5

2.5

18

7.8

없음

140

69.0

140

60.3

1

23

11.3

24

10.3

2이상

40

19.7

68

29.3

전체

142

70.0

153

65.9

부분

61

30.0

79

34.1

그리지 않음

0

0.0

0

0.0

전체

147

72.4

161

69.4

부분

56

27.6

71

30.6

그리지 않음

0

11.8

0

0.0

미소

143

70.4

162

69.8

미소없음

36

17.7

49

21.1

공백/ 뒷모습

24

11.8

21

9.1

없음

144

70.9

135

58.2

1

20

9.9

18

7.8

2이상

39

19.2

79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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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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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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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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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차분석의 결과
모자화

지표

크기

크기비교

모자상

눈맞춤

신체접촉

손뻗침

N: 435 (계속)

높은 청소년
(n=203)

구분

낮은 청소년
(n=232)

Number

%

Number

%

큼

141

69.5

146

62.9

보통

44

21.7

65

28.0

작음

18

8.9

21

9.1

어머니>아이

171

84.2

137

59.1

어머니≦아이

14

6.9

61

26.3

비교불가능

18

8.9

34

14.7

상호

40

19.7

39

16.8

한쪽

40

19.7

46

19.8

없음

123

60.6

147

63.4

상호

131

64.5

109

47.0

한쪽

19

9.4

13

5.6

없음

53

26.1

110

47.4

상호

65

32.0

56

24.1

한쪽

59

29.1

38

16.4

없음

79

38.9

137

59.5

통계값

2.441

***

36.358

.634

***

21.235

***

19.410

*p <.05, **p <.01, ***p <.001

신체형태를 전체로 표현하였고, 40.1%가 신체

미소 있는 얼굴, 11.8%가 미소 없는 얼굴, 2.5%

형태를 부분으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나, 애착

가 공백이나 뒷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타난 반

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이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

면,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소년은 55.2%가 미소

소년보다 신체형태를 전체로 표현하는 비율이

있는 얼굴, 37.1%가 미소 없는 얼굴, 7.8%가 공

더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얼굴형태에서는

백이나 뒷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타나, 미소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은 95.1%가 얼굴을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이 애착안정성이 낮

전체 형태로 표현하였고, 4.9%가 얼굴을 부분

은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으로 표현한 반면,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소년

있다.

은 79.3%가 얼굴을 전체 형태로 표현하였고,

아이상에서, 신체부위생략은 애착안정성이

20.7%가 얼굴을 부분으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

높은 청소년의 그림에서는 70.9%가 생략 없음,

나,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이 애착안정성이

9.9%가 신체부위 중 한 개 생략, 19.2%가 둘

낮은 청소년보다 얼굴을 전체 형태를 표현하는

이상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애착안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굴표정

정성이 낮은 청소년의 그림에서는 58.2%가 생

에서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은 85.7%가

략없음, 7.8%가 신체부위 중 한 개 생략,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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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둘 이상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애착안정성이

하여 신체부위생략은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소

낮은 청소년의 그림에서 이 비율은 더 높은 것

년의 그림에서 생략없음의 비율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임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모자상에서, 크기비교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의 그림에서는 84.2%가 어머니상을 아이
상보다 크게 그렸고, 6.9%가 어머니상과 아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애착수준에 따른 모자

상이 같거나 아이상을 어머니상보다 크게 그렸

화의 반응특성을 검토하여, 청소년의 애착수준

으며, 8.9%가 비교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을 평가하는 진단도구로서의 모자화의 활용가

반면에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소년의 그림에서

능성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중ㆍ고

는 59.1%가 어머니상을 아이상보다 크게 그렸

등학교 1~2학년생 435명이며, 연구도구는 또래

고, 26.3%가 어머니상과 아이상이 같거나 아이

애착척도와 모자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

상을 어머니상보다 크게 그렸으며, 14.7%가 비

착척도의 총점을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평균

교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자상의 크

점(82.85점)을 구하였고, 여기에 근거하여 83점

기비교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의 그림에

이상은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으로, 82점

서 어머니상이 아이상보다 더 크게 그리는 비

이하는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소년으로 구분하

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접촉은 애

였다. 모자화의 분석지표는 어머니상 지표 4개,

착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의 그림에서는 64.5%가

아이상 지표 4개, 모자상 지표 5개로 총 13개

어머니와 아이가 상호접촉, 9.4%가 한쪽 접촉,

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청소년의 애착수준에

26.1%가 접촉 없음으로 나타났고, 애착안정성

따른 모자화 반응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낮은 청소년의 그림에서는 47.0%가 상호접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른 논의는

촉, 5.6%가 한쪽 접촉, 47.4%가 접촉 없음으로

다음과 같다.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신체접촉은 애착안정성이

청소년의 애착수준에 따른 모자화의 반응특

높은 청소년의 그림이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소

성에서는, 어머니상에서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년의 그림보다 상호접촉의 비율이 더 높은 것

청소년이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소년보다 신체

임을 알 수 있다. 손뻗침은 애착안정성이 높은

형태에서 전체, 얼굴형태에서 전체, 얼굴표정에

청소년의 그림에서는 32.0%가 어머니와 아이의

서 미소를 그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상호 손뻗침, 29.1%가 한쪽의 손뻗침, 38.9%가

다. 아이상에서는 신체부위생략에서 애착안정

손뻗침 없음으로 나타났다. 애착안정성이 낮은

성이 높은 청소년이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소년

청소년의 그림에서는 24.1%가 상호 손뻗침,

보다 신체부위를 생략하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16.4%가 한쪽 손뻗침, 59.5%가 손뻗침 없음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상에서는

로 나타났다. 결국 손뻗침은 애착안정성이 높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이 애착안정성이 낮

은 청소년의 그림이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소년

은 청소년보다 크기비교에서는 어머니상을 아

의 그림보다 상호 손뻗침의 비율이 더 높은 것

이상보다 크게 그리고, 신체접촉과 손뻗침에서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손뻗침의 경우, 애착

는 상호 손뻗침의 그림을 그리는 비율이 높은

인정성이 높은 청소년과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의 그림에서 손뻗침 없음의 비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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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이 애착안정

을 구체적으로 그린 경우에는 외부와의 접촉이

성이 낮은 청소년보다 신체전체를 그리는 비율

원만하지만, 이목구비 없이 공백의 얼굴을 그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린 경우에는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결과는 애착불안정 집단보다 애착안정 집단에

있음을 주장한 김양숙과 김갑숙(2005)의 연구결

서 전신상을 그리는 비율이 높았다는 전다솜

과, 비기독교인의 아이상 얼굴표현에서 생략이

(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애착양식과 모

없는 것은 자유로운 감정표현 상태로 긍정적인

자의 이미지를 검토하여 애착 안정형보다 불안

심리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하며, 심리적 안정

정형과 회피형 집단에서 신체의 부분적 표현

감은 이목구비를 모두 그린 집단에서 가장 높

의 비율이 높았다는 松下와 岡林(2009)의 연

게 나타났다는 정영인(2016)의 연구결과, 생략

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없는 얼굴을 그린 집단이 가족 건강성이 높다

Sugarman(1979)와 정영인(2016)의 연구결과와

고 보고한 이미옥(2012)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도 일치한다. Sugarman(1979)에서는 경계선 성

맥락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의

격장애 환자가 로르샤흐검사에서 사람의 형태

애착과 모자화의 반응특성을 검토하여, 얼굴

에 부분적으로 반응한 것은 내적대상관계가 부

전체를 표현한 경우가 2-3개 표현한 경우보다

분대상이라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추론하였다.

애착-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주원 등,

정영인(2016)에서는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보다

2016)는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기

반신상을 더 많이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정희(2017)가 지적하듯이 모자화에 대한 향후

은 비기독교인의 내적세계가 부분적으로 존재

연구에서는 이 상이한 결과들을 분석하는 메타

하는 부분대상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고려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어머니에게서

셋째, 얼굴표정에서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어머니가 부분적으

소년이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소년보다 미소를

로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결과

더 많이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피검자가 그린 신체형태에

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이 애착안정성이 낮

는 피검자의 대인관계 내지 대상관계가 반영되

은 아동보다 미소를 더 많이 그리는 것으로 나

어 있다. 안정적인 대인관계는 자신과 타인에

타났다는 기정희(2017)의 연구결과, 애착안정집

대한 높은 신뢰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신

단이 애착불안정 집단보다 미소를 그리는 비율

체형태의 전신상은 전체대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 더 높았다는 전다솜(2014)의 연구결과, 우호

(기정희, 2017). 요컨대 신체형태는 대상과의 관

적 표정의 집단이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

계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임을 추측할

타났다는 강효련과 정영인(2017)의 연구결과,

수 있다.

어머니상의 얼굴표정이 우호적인 즉 웃는 얼굴

둘째, 얼굴형태에서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

일 경우,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좋다는 정영

소년이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소년보다 얼굴전

인(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 결과

체를 더 많이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는 어머니상이 뒷모습이어서 표정을 알 수 없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이

는 경우가 우호적인 경우보다 애착-회피가 높

애착안정성이 낮은 아동보다 얼굴전체를 더 많

게 나타났다는 조주원 등(2016)의 연구결과나

이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정희(2017)의

얼굴을 공백으로 표현한 것을 외부세계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 이러한 결과는 얼굴

두려움의 반영으로 보는 김양숙과 김갑숙(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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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해도 같은 맥락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

서 다른 신체부위는 생략하고 얼굴만 그린 사

구의 결과는 미소를 그린 것은 타인에 대한 신

람은 어머니에게서의 안정된 양육체험이 결핍

뢰와 긍정적 태도의 의미이며, 뒷모습의 인물

되어 타인에 대하여 공감적 태도를 취하기 어

상을 그린 것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감추려는

렵다는 馬場(2005a)의 견해와도 같은 맥락으로

경향과 도피적인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馬

볼 수 있다.

場(2005a)의 연구결과나 미소가 없는 얼굴을 그

마지막으로, 모자상의 경우이다. 첫째, 크기

린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표면적으로 처리하고

비교에서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이 애착

타인을 경계하며 틀어박히는 경향이 있으며,

안정성이 낮은 청소년보다 어머니상을 아이상

공백의 얼굴을 그린 경우에는 타자와 적절한

보다 크게 그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고 경계심과 도피경향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

강한 것을 나타낸다는 高橋(2013)의 연구결과와

이 애착안정성이 낮은 아동보다 어머니상을 아

도 같은 맥락이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이상보다 크게 그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얼굴표정은 피검자가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인

타났다는 기정희(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지하여 접촉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더구나

또한 이 결과는 성인의 애착양식과 모자화를

얼굴표정에서 미소는 사회와 접촉하는 최초의

비교하여, 애착안정성이 높은 집단이 애착안정

지표로서 대인관계에서 매우 기본적이고 보편

성이 낮은 집단보다 어머니상을 아이상보다 크

적인 상징이라는 Gillespie(1994a)의 견해를 지

게 그리며, 두 인물상의 크기가 불균형하게 그

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려진 모자화는 대상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

다음으로, 아이상의 신체부위생략에서는, 애

한다는 馬場(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착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이 애착안정성이 낮은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내적 대상관계는

청소년보다 신체부위를 생략하지 않고 그리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모자 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체화에서 분화로 발전하는데, 그것이 모자화에

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의 그림보다 애착안

서는 모자상의 모습이나 크기가 유사한 것으로

정성이 낮은 아동의 그림에서 신체부위를 생략

부터 상이한 것으로 변화, 특히 어머니가 크고

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기정희(2017)

아이가 작은 모자상으로 변화한다는 Gillespie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신체부위를 생략한

(1994a)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요컨대 모

모자화의 그림을 불안정 애착형으로 간주하는

자화에서 그림의 크기는 개인이 인간관계에서

이정임과 정재원(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가지는 심리학적 크기의 지표이다. 다시 말해

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안정형

어머니상을 아이상보다 크게 그리는 것은 발달

보다 애착불안정형에서 다른 신체부위는 생략

에서 건강한 자기개념의 지표(Gillespie, 1994a)

하고 얼굴만 그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관계에 문제가 있

다는 宮本, 佐藤와 北本(2001)의 연구결과와도

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일치하며, 가족건강성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

둘째, 신체접촉에서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

은 집단을 구분하여, 가족건강성 점수가 낮은

소년의 그림이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소년의 그

집단에서 머리만 그려진 경우가 출현한다는 이

림보다 상호접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미옥(2012)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안정애착집단이 불안정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모자화에

애착 집단보다 신체접촉 그림이 더 많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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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솜(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

사소통의 표상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 이 경우

의 결과는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

대한 거부감이 커서 신체접촉을 꺼리는 것으로

다. 손을 어떤 방향으로 뻗친다는 것은 일종의

표현하고, 신체접촉이 없는 것은 초기 모자관

반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Gillespie, 1994a).

계에서 정적인 관계를 체험하지 못했음을 추측

말하자면 손뻗침은 기본적으로는 긍정적 의사

할 수 있다는 馬場(200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

소통의 표상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락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접촉은 긍정적 의사

것이다. 친밀함으로 향하는 움직임은 긍정적이

소통의 표상으로 간주(Gillespie, 1994a)되는 만

고 애정으로 가득 차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

큼, 모자상의 신체접촉은 피검자의 마음에 모

우 파괴적이고 적대적이며 거리를 두고 싶다는

자상을 신뢰하는 기분, 나아가 자신에게 피해

욕구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피검자의 기본적인 신
뢰감이 표현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이상과 같은 논의에 근거한 본 연구의 결론
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말해 모자상의 신체접촉은 양자 간에 친밀함이

먼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애착수준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두 인물상이

따른 모자화의 반응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또

떨어져 있는 것은 실제생활에서도 의사소통이

래애착척도와 모자화의 반응특성에 대하여 교

나 상호작용에서 심리적인 거리가 있음을 의미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상에서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자상의 각각이 개인의

신체형태, 얼굴형태, 얼굴표정, 아이상에서의

내적대상이라고 할 경우, 두 개의 상이 신체접

신체부위생략, 모자상에서의 크기비교, 신체접

촉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은 내적대상이 결합되

촉, 손뻗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어 전체대상으로 정리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이다(馬場, 2003).

대상으로 또래애착척도와 모자화를 실시하여,

셋째, 손뻗침에서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소

청소년의 애착수준에 따른 모자화의 반응특성

년의 그림이 애착안정성이 낮은 청소년의 그림

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청소년의 애착수준 평

보다 상호 손뻗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가도구로서의 모자화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

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

다. 그런 만큼 본 연구는 모자화 연구에 기초

상관계척도와 모자화를 실시하여, 서로 손을

적 자료를 제공하고, 이와 아울러 모자화 연구

잡고 있는 모자상을 그린 대학생이 그렇지 않

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은 대학생보다 대인관계에서의 적응성이 높은

바로 여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상호라는 관계성이 기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본적으로는 적응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는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三崎(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연구대상을 대구․경북 지역의 일부 청소년에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모자상의 손뻗

제한한 만큼,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침은 신체접촉에서와 마찬가지로 관계의 긍정

가 있다. 그런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적인 측면과 긍정적 의사소통의 표상으로 간주

을 보다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으로 확대할 필

된다는 Gillespie(1994a)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주제로

이다. 그러나 Gillespie(1994a)는 손뻗침의 표현

모자화를 다룬 연구들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상

이 반드시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의

이한 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 문제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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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5), 885-902.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그런 만큼 향후
모자화 연구에서는 모자화 연구에 나타난 상이

장서빈, 이근매(2014). 한부모가정 아동과 양부모

한 결과들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행해

가정 아동의 모자화. 예술심리치료연구,

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투사적

10(1), 197-213.

그림검사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

전다솜(2014). 청소년의 애착정도에 따른 모자화

는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향후에

(Mother and Child Drawings)반응특성 연

는 모자화의 경우에도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
구방법을 결합시켜, 모자화에 대한 더 깊이 있

구. 석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정세진, 김상인(2015). 청소년의 정서행동 수준에
따른 모자화 반응특성 연구. 예술심리치료

는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연구, 11(2), 205-229.
정영인(2009). 초등학생의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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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ility of Using Mother-and-Child Drawings
as an Attachment Level Assessment Tool for Adolescents

Ki Jung-hee
Keimyung University

This paper addresses the possibility of using Mother-and-Child Drawings as an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adolescent attachment levels. Participants included 435 (225 male, 210 female) first and
second year student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Measurement tools included the IPPA-R and
Mother-and-Child Drawings. This study established 13 interpretation criteria an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cross tabulation. Results indicated that seven indice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case of the mother figure, whole body, whole face, and smiles in the face were more prevalent in the
drawings by high secure attachment adolescents. In the case of the child figure, high secure attachment
adolescents were more likely to draw images with all of the body parts. In the case of both the mother
and child figures, high secure attachment adolescents drew images that featured a larger mother than child
in size comparison, and displayed mutual physical contact in physical contact, and depicted mutual reaching
out in the reaching out between mother and child. Thus, the evidence suggests Mother-and-Child Drawings
appears to be an effective tool in assessing adolescents' attachment level.
Key Words : Adolescent, Attachment, Assessment tool, Mother-and-Child Drawings

- 2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