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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이 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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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긍정심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장
애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 7명의 실험집단과 7명의 대기자 통제집단과 사전, 사후, 추수 검사
결과를 비교하고, 실험집단 어머니의 동적가족화와 기타 반응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하였
다. 분석결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 척도 점수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추수검사에서도 그 효과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동
적가족화 분석에서는 사전 그림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갈등과 고립상황, 강박적이고 방어적인
투사 등이 나타났으나 사후 그림에서는 어머니와 아동 모두 이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그림 상
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긍정심리를 적용한 집단미술치
료 프로그램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적 효능감의 향상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의 변화에도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긍정심리학-희망, 집단미술치료, 장애아동어머니, 자아존중감, 양육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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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들어서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자녀에게 특수한 장애가 발생하면
가족에게는 커다란 위기가 온다. 즉 자녀의
특정한 장애에 대하여 부모는 충격과 당혹감
에 휩싸인다. 이 충격 속에서 장애에 대한 부
정과 분노, 우울감, 죄의식의 감정을 겪으면서
결국 떠안아야 할 문제로 수용하게 되는데,
이에 심각한 스트레스와 좌절 그리고 위기를
겪게 된다. 또한 생활하면서 갈등과 부적응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받도록 도와야 한다(김
영숙, 윤여홍(2008). Maes(1978)는 특수아동들과
부모, 교사들은 정상아동의 부모, 교사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으
며, 셀리그만(Seligman, 1985)은 부모들이 겪게
될 육체적, 심리적, 재정적 부담에서 오는 스
트레스와 형제, 자매들의 심리적 문제, 부모역
할문제, 주변반응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신
건강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장애아 부모의 심리적 환
경으로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불안을 완화하고 스트레스와 좌절을 극복하여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명당 장애 출현
율은 2000년 3.1%에서 2005년 4.6%로 증가 하
였으며, 이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178만 명에
이르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6; 홍미옥, 2009에서 재인용). 현대
의학의 발달과 건강관리 사업의 향상에도 불
구하고 장애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
부분의 장애아동들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돌보아지고 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습득하여 스스로 장
애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수행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2008)에서는 장애아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책으로 ‘장애아 휴식 돌보미’ 사업
과 전국 시. 도에서 ‘가족역량 증진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바우처, 각 시.
도 바우처 등을 통하여 아동발달 지원 사업을
통한 아동 및 부모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필요와
요구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부족함을
어필하고 있다. 온종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장애아동의 양육은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심각
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한편으로는 장애아동부모의 심리적 문제의 심
각성을 깨닫고 심리치료를 통해 장애아동 양
육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
고 있다.
장애아동어머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스트
레스, 자아존중감, 성격특성, 장애실태, 적응정
도, 대인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
하여 연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치료프로
그램으로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원
예치료 등 집단상담 형태의 연구들이 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
스 정도와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
면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완화해줄 ‘충격 흡수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변보기, 전은석, 2006).
통합적 독서치료 프로그램 실시한 김수희
(2006)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사
회적,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의 감소를 가져
왔으나 경제적, 교육적 스트레스는 차이가 없
으며, 불안과 우울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었으
나 자존감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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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장애아동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연구에서 부
모역할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도. 중복 장애
아동 어머니의 자기존중감이 향상되었고, 애
정적 양육태도와 긍정적 양육태도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거부적 양육태도와 양육
스트레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박순옥, 2008). 장애아동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와 대처행동분석을 통해 본 결과 정혜란
(2006)은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어머니의 대처
행동 수준은 낮아져서 스트레스에 대한 올바
른 대처행동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가나(2009)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아 어머니의 자
기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도예활
동을 통한 집단상담(박정희, 2009)이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에 유의
미한 향상을 가져왔음을 볼 수 있었다.
장애아동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의 연구효과를
살펴보면, Singer(1980; 신민경, 2006에서 재인
용)는 미술작업에서 창의적인 과정이 자기 인
식과 개인적 성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갈
등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
였으며, 이런 관점에서 미술활동과 미술적 표
현은 수치심의 근원을 없애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김화정, 2002). 집단미술활동은 과
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보게 되
므로 높은 자아 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집단 미술활동은 작품의 미적 가치에 대한 평
가보다 개인의 상상력과 독특한 개성을 중요
하게 생각한다(이가나, 2009). 작품을 만들고
감상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작
품이 집단원들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거나 소중히 다루어지는 것을 보고 마치 자
신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자

는 Seligman(김인자 역, 2009)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긍정적 사고에서 나오
는 것’으로 긍정심리학의 효과와 가능성에 초
점을 두고 이를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측면에서 치료 효과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감, 희망, 신뢰감, 낙관성, 영성과 같은 긍
정적 측면을 촉진하여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
적 효과를 볼 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방향으로 이끌고자
인간의 긍정적인 감정에 중심을 두고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최근에 긍정심리치료의
임상적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실험연구들이 급
증하고 있는데 다양한 임상실험 결과 Seligman
과 그의 동료들(2006; 김진영, 고영건, 2009에
서 재인용)은 긍정심리치료는 우울증상을 경
감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1년 뒤
추수 검사 실시에서도 지속됨을 검증하였다.
국내연구의 예를 들면 김진영과 고영건(2009)
은 우울증의 치료에서도 우울증상을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기보다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강
점 및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에서도 긍정심
리학 접근은 증상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심리치료와 구분된다고 강조한다. 권석만(2000)
에 의하면 인간은 인간의 부정적 측면을 부인
하지 않으며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고 개선하
는 노력의 소중함을 부정하지 않고, 다만 행
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욕구가 더
보편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이다. 증상이 없음
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
순한 증상의 제거 혹은 문제 해결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적 성숙과 자아실현을 포함한 긍정
적인 방향으로 인간은 더 확장 되어져야 한다
(용홍출, 2007). 이에 치료적인 개입의 성공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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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우울, 불안, 공포,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
적인 정서를 제거하는데 있기 보다는 기쁨,
행복감, 긍정적 정서, 희망감를 느낄 수 있도
록 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와 같은 긍정심리학과 관련된 집단상담
연구들은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유아,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백영정(2008)은 초등학
생들을 위한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희망적사고와 자신감 향상을 보고하
였고, 서지현(2007)연구에서는 편마비 환자의
우울감소와 자아 존중감의 향상과 심리적 자
신감 회복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백순복(2010)은 긍정 심리적 집단상담을 고등
학생들에게 실시하여 긍정심리의 영역에 속하
는 자아 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력,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성을 확인하였고, 또한 조명숙
(2009)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과거 쓰
기에 관한 연구를 하여 단계적인 자아존중감
향상성의 효과를 검증 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중에 장애아동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긍정심리학
을 적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개입한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심리치료 접근 방법
중 미술치료의 특성을 적용하였다. 미술치료
는 내담자의 저항을 줄이고 쉽게 자신을 노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의 한계가 없이 다양하게 접
근할 수 있는 용이성을 지닌 치료적 방법으로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외선, 김갑숙, 최선남, 이미옥, 2006). ‘미술
을 매개로 내담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미술작품이나
그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 및 창작 후 작품과

정을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문제의 진
단과 치료적 개입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내담자에게 흥미와 자유스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치료자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효과
를 가지고 있다(최선남, 2001). 이러한 미술치
료와 긍정심리적 집단상담의 효과성을 적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동질집단을 대상으로 집
중과정을 실시하고, 개인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과 양육효능감의 변화와 가족요인으로 KFD를
통한 변화를 초래해 긍정적정서의 희망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머니가 감정을
충분히 표출함으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미술치료의 장점, 즉 미술
매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에 대한 부
담과 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내담자들에게 자
신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이끌어 내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지나치게 의식
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억압된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을 그리는 형
상화 과정, 그림을 그리는 수반되는 상상과정
및 상징화과정과 대화과정, 해석과정, 그린 후
대화를 통해서 집단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만남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 집중
과정을 실시함으로 동일과제를 수행하는 집단
의 특성과 집단의 효과를 이용하였다. 장시간
함께 지속되는 집단과정에서 구성원 각자가
다른 집단원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서로
의 관계를 이해하고, 모험적인 대인관계에 대
한 반응양식을 효과적으로 배우게 하는 특성
을 이용하여 집단을 실시하였다(이장호, 김정
희 1995). 특히 본 연구에서는 Seligman(김인자
역, 2009)의 긍정심리학을 적용한 미술치료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경험한 장애아동 자
녀를 둔 어머니들이 삶의 희망까지 도록할 것
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술적 행위를 통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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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 향상을 가져
오며,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긍정적 자아상과
자녀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긍정심리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장애아동 어머
니들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녀의 돌봄
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여 자아존중감과 양
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
고자 한다. 가설1. 긍정심리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대기자 통제집단 보다 자
아 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긍정심리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
은 대기자 통제집단 보다 양육 효능감이 유의
미하게 높아질 것이다. 가설3. 긍정심리 집단
미술치료에 참여한 장애아동어머니의 동적가
족화 분석에서 효과와 관련된 의미 있는 내용
이 발견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경기도 oo시
에 소재한 G아동발달 지원센터에 내방한 장
애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이다. 이들은 부
모교육의 일환으로 어머니 자아성장 프로그램
으로 안내 되었고, 내용은 긍정심리학을 적용
한 집단미술치료로서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긍정적 자아를 발견, 활성화하여 자녀양육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으로 홍보하였고, 자발적인 참가동의를 구했
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분들을
모집하여, 사전모임을 통해 본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동의한 14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각각 실험집단 7명, 대기자통제집단 7명으로
나뉘어졌으며, 대기자통제집단 7명은 연구가
끝난 후에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
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은 장애아동을 양
육하는 어머니들로써, 아동의 성별은 남녀통
합해서 5세에서 12세의 발달장애, 정신지체,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의 장애이며, 아동이 센
터에서 치료교육을 받은 기간은 1년에서 5년
이상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30~40대이며, 학
력은 고졸과 대졸로서 전업주부 13인과 자영
업 1인이고, 모두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머니들이다.
프로그램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은 집단미술치료책(최선남, 김갑숙, 전종국,
2007)에서 참고하고 선행논문 (백순복, 2010;
박순옥, 2008; 조명숙, 2009)을 참고로 하여 장
애아동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와 긍정적 희망
감을 표현하도록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회기별 주제에 따라 모두 10
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기 90분 동안 주1
회 이루어진다. 회기를 시작할 때 마음열기
활동을 투입하여 지난 회기를 상기하고 프로
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10
회기의 짧은 만남으로의 변화를 좀 더 촉진하
기 위하여 희망관련 일기쓰기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일기장을 제공했다. 각 회기는
들어가기(마음열기), 활동하기, 느낌나누기로
구성되어 있다. 1회~ 2회 긍정적 자아 불러오
기, 3회~ 5회기는 현재 긍정적 정서 키우기로
자신과 타인칭찬에 대해 실시하고, 6회~8회기
는 미래 긍정적 정서를 통해 긍정적 자존감을
증진하도록 도우며, 9~10회는 긍정적 정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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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로, 각 회기마다 주제를 정해줌으로서 목 도움을 받았다.
적을 강조하여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작품
전시회와 느낌 나누기를 하였다.
프로그램 실시과정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과 양
프로그램 구안 절차
육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구
긍정심리학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 안, 실시하였다.
램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개발되었다.
둘째, 장소는 G아동발달지원센터 oo지점 강
1단계: 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어려움에
의실에서 실시하였다.
대한 이론적 고찰
셋째, 사전모임을 실시하고(3월3일) 초기단
2단계: 긍정심리학과 희망이론에 대한 고찰
계 (3월5일~3월12일), 중기 단계(3월19일~ 4월
및 평가
2일), 중중기 단계(4월9일~4월23일), 종결기(4
3단계: 선행 미술치료 이론과 프로그램의
월30일~5월7일) 및 마무리단계로 구성되며, 4
고찰 및 평가
주후(6월4일)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4단계: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프로그램의 실시방법은 집단작업으로 이루
위해 전문가와 예비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 어졌는데,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각각
였다. G아동발달 센터미술치료 박사 1인과 지 그룹으로 다른 장소에서 검사를 시실 하였다.
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구안을 완성 실험집단만 미술매체를 제공하여 미술작업을
하였으며, 각 항목별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현 완성한 후에 자신의 작업에 대해 각자 설명할
장 적용성 및 개선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Naumberg의 주장으로
적용 시 개선점과 주의 사항으로 논의된 점은 심리치료 과정 중에 그림을 매체로서 이용하
다음과 같다.
는 방법으로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의 치료적
첫째, 위축과 우울감이 들지 않도록 프로그 관계형성과 전이와 역전이의 해결, 자유연상,
램을 실시하는 동안 즐겁게 실시해야 할 것, 자발적 그림표현과 해석, 그림의 상징성을 중
둘째,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쉽 시한다. 이러한 방법은 내적욕망을 직접적으
고 편안하게 실시 할 것, 셋째, 프로그램에 급 로 표현하고 방어기능을 약화시켜 치료적 과
급해 하지 않고 천천히 느끼면서 할 수 있도 정을 촉진한다. 또한 Kramer의 방법으로 미술
록 도울 것, 넷째, 매 회기마다 희망일기쓰기 작업으로 인해 자신의 파괴적, 반사회적 에너
확인과 목표에 대한 강조와 느낀 점을 이야기 지를 분출함으로써 작업과정 속에서 갈등을
할 것 등을 조언 받았다.
해결하고 통합한다는 방법이다(최선남, 김갑숙,
5단계: 논의한 예비 프로그램에 대해 점검
전종국, 2007). 제작할 때 발휘되는 창조적 작
및 수정 보완을 하여 마지막으로 지도교수의 업능력이 특정한 심리적 과정을 끌어내는 창
지도를 받아 최종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과정 그 자체에서 치유적 힘이 발생한다고
완성하였다.
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미술심리치
6단계: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료를 중시하고 긍정심리학적 희망감을 중심으
보조 지도자로 미술치료사 1급 소지자 한명의 로 집단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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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진행되는 공간에는 연피, 색연필, 크
레파스, 물감, 점토, 찰흙, 잡지책, 도화지, 전
지, 가위, 풀, 색종이, 자연물 등을 세팅하여
집단원 들이 매 회기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단지도자가 먼저 해석을 해
주기보다는 내담자 스스로가 그림에 대한 의
미를 탐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
였다. 본 프로그램은 총4단계 10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별로 도입과 활동, 종결
의 과정에서 느낌나누기로 진행하였다. 주제
에 대한 진행과정 중에 집단원 들의 기록문에
대한 내용을 관찰기록 하였으며 집단 원들에
게 프로그램 시작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마치고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4주
후 추수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부록
에 기록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실험처치를 위한
‘긍정심리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효과검증을
위한 자아존중감 질문지와 양육효능감 질문지
등 이다. 그리고 질적 분석을 위해 동적 가족
화 검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을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이다. 척도는
5개의 긍정적 문항(1, 2, 4, 6, 7)과 5개의 부정
적 문항(3, 5, 8, 9, 10), 총 10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답하게
되어있고,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계산하였다.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 분포할 수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Rosenberg(1965)의 개발당시 신뢰도
는 Cronbach's ⍺=.92 였고, 전병재(1974)가 노
인을 대상으로 측정했을 때는 신뢰도는
Cronbach's ⍺=.62로 보고되었다.
Scale”

양육효능감척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
한 척도는 Floyd, Gilliom, 그리고 Costigan (1998)
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안지영
(2001)이 번안, 수정한 것이다. 이 척도는 원래
학령기 자녀용으로 개발된 것이나, 우리나라
문화와 유아기 연령에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
여 수정한 것이다. 척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양육 자신감 요인(8문항)과
부모역할에서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양육
어려움 요인(7문항)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문항 중 양육어려움 요인 8개(3,
5, 7, 8, 9, 10, 14, 15)는 역 채점 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3점)’, 그리

표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문항 및 신뢰도(*: 역산처리 문항)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양육 자신감
8
1, 2, 4, 6, 9, 11, 12, 13
양육 어려움
7
*3, *5, *7, *8, *10, *14, *15
전 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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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매우 그렇다(4점)’로 평가되는 Likert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Cronbach's ⍺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동적 가족화 분석(KFD)
동적 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KFD)는
가족화(Drawing A Family)에 움직임을 첨가한
일종의 투사법이다. Burns와 Kaufman(최외선,
정현저. 2004에서 재인용)에 의해 발전된 방법
으로 개인을 통해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에 더욱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주제통각
검사와 유사한 점이 많고, 일반적인 가족화가
가지는 상동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
서 연령순이나 사회적 지위 순으로 그리는 가
족화의 단점을 보완하여 가족구성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투사하게 하는 것이다. KFD
의 해석에는 인물상의 행위와 그림의 양식,
상징, 그림의 역동성 등으로 크게 나누어 해
석하고 인물화 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물
상의 특징과 임상적 의미를 추가하고 있다.
인물상의 행위, 그림의 양식, 상징이나 감정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그림
의 역동성, 인물화 성격검사 등을 투사적 방
법과 질문에 의한 피드백으로 해석한다.

변인에 대한 실험집단-대기자 통제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사를 위해서는 독립표본 t 검
증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대기자 통제집단
의 사전-사후-추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
험집단과 대기자 통제집단 각각에 대한 대응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통계치
장애아동 어머니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대기자 통제집단에 참여한 어머
니들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 수준이 프로
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에 동질성 여부를 살펴
보기 위해 두 집단이 종속변수의 사전점수 상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Levene의 동분산성 검
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이 모든 종속변인에서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어머니 집단 간 사전-사후-추수
변화 비교
자료처리 방법
실험집단과 대기자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아존 양육효능감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인 양육자
중감 검사 와 양육효능감 검사를 실시하고 수 신감, 양육어려움의 사전-사후-추수 평균 및
집된 자료를 기초로 SPSS WIN Ver. 15.0을 사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합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기 위 장애아동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향상효과
해서 측정시점 각각에 있어서 변인들 각각의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자아존중감 점수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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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애아동 어머니 집단 간 동질성 사전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실험집단 대기통제집단 Levene의 동분산성
(n=7)
(n=7)
검증
사전 자아존중감
사전 양육효능감
사전 양육자신감
사전 양육어려움

값

p

t

M(SD)

M(SD)

F

p

32.57(5.88)

30.86(5.58)

.118

.737

-.559

.586

30.86(9.42)

33.29(6.10)

.973

.343

.572

.578

17.71(5.62)

17.86(3.02)

1.570

.234

.059

.954

21.86(4.10)

19.57(3.60)

.087

.774

-1.109

.289

표 3. 장애아동 어머니 집단 간 사전-사후-추수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집단(n = 7)
대기자통제집단(n = 7)
사전
사후
추수
사전
사후
추수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양육자신감
양육어려움

M(SD)

M(SD)

M(SD)

M(SD)

M(SD)

M(SD)

32.57(5.88)

41.29(2.98)

41.14(6.15)

30.86(5.58)

30.57(5.50)

32.86(4.98)

30.86(9.42)

45.29(5.53)

45.43(8.85)

33.29(6.10)

32.57(4.65)

33.14(5.40)

17.71(5.62)

25.00(1.91)

25.29(3.90)

17.86(3.02)

17.86(2.41)

17.86(3.18)

21.86(4.10)

14.71(3.95)

14.86(5.93)

19.57(3.60)

20.29(2.81)

19.71(2.69)

의 사전-사후, 사전-추수 자아 존중감 점수간
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1과 같다.
분석 결과, 우선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점수
의 경우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지만(t=-4.339, p<.01), 대기자 통제집
단은 사전과 사후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이전에 비해 프로그램 이후에 자아존중감 수
준이 증가하였지만, 대기자 통제집단은 변화

표 4. 측정 시기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
구분
사전(1) - 사후(2)
사전(1) - 추수(2)

집단
실험집단
대기자통제집단
실험집단
대기자통제집단

변인 1

변인 2

t

M

SD

M

SD

32.57

5.88

41.29

2.98

-4.339**

30.86

5.58

30.57

5.50

.548

32.57

5.88

41.14

6.15

-6.145***

30.86

5.58

32.86

4.98

-3.240*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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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장애아동어머니 집단 간 자아존중감 변화

가 없었다. 다음으로 사전-추수 자아존중감 점
수비교에서 실험집단(t=-6.145, p<.001)은 프로
그램 효과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
편 대기자 통제집단(t=-3.240, p<.05) 역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사전에 비해
자아존중감 향상이 나타났다. 이는 대기기간
중에도 자녀들이 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대
기자 통제집단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
성이 크다.

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
수 양육효능감 점수간의 대응표본 t검증을 실
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그림 2와 같다.
분석 결과, 우선 사전-사후 양육효능감 점수
의 경우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지만(t=-5.532, p<.01), 대기자 통제집
단은 사전과 사후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이전에 비해 프로그램 이후에 양육효능감 수
준이 증가하였지만, 대기자 통제집단은 변화
장애아동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향상효과 가 없었다. 다음으로 사전-추수 양육효능감 점
전체 양육효능감 점수의 변화. 프로그램 수비교에서 실험집단(t=-4.514, p<.01)은 프로
실시에 따라 실험집단과 대기자 통제집단의 그램 효과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전체 양육효능감 점수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이전에 비해 프로
표 5. 측정 시기에 따른 전체 양육효능감 점수 비교
구분
사전(1) - 사후(2)
사전(1) - 추수(2)

집단
실험집단
대기자통제집단
실험집단
대기자통제집단

변인 1

변인 2

t

M

SD

M

SD

30.86

9.42

45.29

5.53

-5.532**

33.29

6.10

32.57

4.65

.645

30.86

9.42

45.43

8.85

-4.514**

33.29

6.10

33.14

5.40

.12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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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장애아동어머니 집단 간 양육효능감 총점 변화

그램 이후에 양육효능감 수준이 증가하였지만, 에 따라 실험집단과 대기자 통제집단의 전체
대기자 통제집단은 변화가 없었다.
양육자신감 점수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수 양육
양육자신감 점수의 변화. 프로그램 실시 자신감 점수간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
표 6 . 측정 시기에 따른 양육 자신감 비교
구분
사전(1) - 사후(2)
사전(1) - 추수(2)

집단
실험집단
대기자통제집단
실험집단
대기자통제집단

변인 1

변인 2

t

M

SD

M

SD

17.71

5.62

25.00

1.91

-4.119**

17.86

3.02

17.86

2.41

.000

17.71

5.62

25.29

3.90

-4.151**

17.86

3.02

17.86

3.18

.000

**p<.01.

그림 3. 장애아동어머니 집단 간 양육자신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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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는 표 6과 그림 3과 같다.
분석 결과, 우선 사전-사후 양육자신감 점수
의 경우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지만(t=-4.119, p<.01), 대기자 통제집
단은 사전과 사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이전에 비해 프로그램 이후에 양육자신감 수
준이 증가하였지만, 대기자 통제집단은 변화
가 없었다.
다음으로 사전-추수 양육자신감 점수비교에
서 실험집단(t=-4.514, p<.01)은 프로그램 효과
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실험집단
의 경우 프로그램 이전에 비해 프로그램 이후
에 양육자신감 수준이 증가 하였지만, 대기자

통제집단은 변화가 없었다.
양육 어려움 점수의 변화 프로그램 실시
에 따라 실험집단과 대기자 통제집단의 전체
양육 어려움 점수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각 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수 양
육 어려움 점수간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그림 4와 같다.
분석 결과, 우선 사전-사후 양육어려움 점수
의 경우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지만(t=6.912, p<.001), 대기자 통제
집단은 사전과 사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
램 이전에 비해 프로그램 이후에 양육어려움

표 7. 측정 시기에 따른 양육어려움 비교
구분
사전(1) - 사후(2)
사전(1) - 추수(2)

집단
실험집단
대기자통제집단
실험집단
대기자통제집단

변인 1

변인 2

t

M

SD

M

SD

21.86

4.10

14.71

3.95

6.912***

19.57

3.60

20.29

2.81

-1.109

21.86

4.10

14.86

5.93

4.010**

19.57

3.60

19.71

2.69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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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장애아동어머니 집단 간 양육어려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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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증가 하였지만, 대기자 통제집단은 변
화가 없었다.
다음으로 사전-추수 양육어려움 점수비교에
서 실험집단(t=4.010, p<.01)은 프로그램효과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이전에 비해 프로그램 이후에
양육 어려움 수준이 증가하였지만, 대기자 통
제집단은 변화가 없었다.

별칭: 초가집 KFD

사전

어머니의 KFD 분석 결과
긍정심리학 집단 미술치료에 참여한 실험집
단의 KFD(동적가족화) 작품에서 의미 있는 내
용을 분석 정리하였다. 사전에는 주로 상호관
계가 불안과 강박적이고 방어적인 부분이 많
은 등 다소 위축이 심한 부분을 볼 수 있었다.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로서의 어려움을 표현하
고 있었고 때로는 아동에 대해서 회피가 투사
되었으며, 내적 통제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후 그림에서는 관계형성의 원만함을
보이고, 장애아동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
며, 비개방적인 가족체제에서 개방적인 가족
체제로의 변화가 나타났고 불안이 약화되었다.
방어적인 부분에서 포용적이며 수용적인 부분
을 볼 수 있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하
는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며, 반응에서도 매우
희망적인 말을 표현했다. 새롭게 자신감을 갖
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와
다른 자녀들의 양육 태도에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냈으나 이제는 자신감을 발휘해
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가족관계에서 상호관계적이고 사회적으로 자
신감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 증가
하였다. 초가집님은 그림 5로 표현되었다.

사후

추수

그림 5. 사전, 사후, 추수 KFD 그림

KFD의 개인차이
인물, 양식, 역동성과 반응의 변화를 보았으
며 그중에 역동성에 변화의 개인차를 기록한
다.
초가집: 사전에는 가족이 각각 자신의 위치
에서 격리되고 고립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가
족전체의 불안과 대화 소통이 안 되고 있음이
강하게 보임. 사후에는 역동적이며 남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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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충동적 사고가 많으며, 선의 굵기로 보아
강박적 사고로 자기통제에 대한 불안이 잠재
되어 있음. 그러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점
은 가족에 대한 수용적 태도임. 추수에는 여
유롭고 행복한 식사시간이라고 하며 가족에게
강한 자신을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 화목을 추
구함.
웃음이: 사전에는 가족이 각각 자신의 위치
에서 격리되고 고립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가
족전체의 불안과 대화 소통이 안 되고 있음이
강하게 보임. 사후에는 역동적이며 남편에 대
한 충동적 사고가 많으며, 선의 굵기로 보아
강박적 사고로 자기통제에 대한 불안을 보임.
가족이 충동성인 분위기임. 추수에는 공을 차
는 모습에서 가족의 역동성이 느껴지며, 음식
과 함께 즐거움과 자녀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으로 관계함.
사랑이: 사전에는 방어적이며 의사소통이
명령식이었으나. 사후에는 역동적이며 가족을
리더의 힘을 발휘하여 끌고 가는 모습임. 추
수에는 즐거운 소풍을 가서 다함께 음식을 나
누며 화목함을 표현함.
희망이: 사전에는 방어적이며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으로 방어적이고 공격적 태
도로 상대방의 공격에도 무방비 상태임. 사후
에는 아이의 기를 살려주고 모두가 화목함을
보임. 자신감과 양육효능감이 강하게 피력됨.
아직도 어떤 두려움이 잠재해 있으나 그것을
이겨나갈 힘의 역동이 필요함. 추수에는 함께
공놀이하는 모습을 표현함.
행복이: 사전에는 타인과의 방어적이며 의
사소통이 다소 강박성이 보이며, 소극적인 태
도가 보임. 사후에는 좀 더 선이 진해 지면서
자신감이 향상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됨
이 보임. 추후에는 보호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음.
용기: 사전에는 무기력하나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바램을 보임. 사후
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다소 해소되었으나 희
망적인 역동을 보임. 무기력함에서 완전히 벗
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함.
기쁨이: 사전 그림 없음. 사후에는 좀 더 선
이 진해 지면서 자신감이 향상되고 장애를 가
진 아이를 수용적으로 자연스럽게 케어하며
함께 노력하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임. 추수에
는 가족과 활동성 있는 생활을 보여주고 있음.
어머니의 기록문에 대한 질적 분석
실험집단 과정 중 집단원들은 각 회기별 활
동 내용을 중심으로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
하였다. 소감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
련된 표현들을 발췌하여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의 소망일기 내용정리
웃음이님: 매일 긴 일기를 썼다. 주로 일상
생활에서 아이들과 식사하며 웃었다. 남편을
우스운 말을 해서 웃겨 주었다. 아이들이 다
투는 일을 보면서 아이가 다 컷 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남편에게 아이들 식사와 샤워를
맡겨서 웃겼다. 아이를 데리고 버스 타는 법
을 가르치며 즐거웠다. 매일 숙제라고 생각하
고 쓰던 일기를 안 쓰고 자면 깨워서 숙제 안
하느냐는 말에 둘이 웃어버리기도 하였다. 앞
으로 희망을 일기로 써보도록 선생님이 권했
다. 나는 남편이 담배를 끈을 것이라고 정하
고 매일 쓰리고 했다. 아이가 집에 와서 학습
지를 하는 것을 보고 웃었다. 아주 작은 일상
생활을 기록하면서 많이 웃고 즐거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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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끔 아이들을 혼내줄 때도 많은데 이렇
게 일기를 써가며 웃었더니 아이들이 엄마가
너무 예쁘다고 했다.
초가집님: 아침에 아이들을 잘 챙겨 줄 수
있어서 기뻤다. 아이들이 건강해서 고마고 기
쁘다. 오늘도 교육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 작
은 아이가 일일캠프 참가해서 좋았고, 큰아이
가 학교에 잘 가줘서 기뻤다. 예쁘게 화장을
하니 기뻤다. 어머니 자아성장 미술치료 가게
해줘서 설레이며 기뻤다. 강의를 듣고 소중한
나를 깨닫게 되어 기뻤다. TV 아침마당 강의
를 듣고 보니 이 프로그램과 비슷해서 기뻤다.
소중한 시간에 대해 감사하고, 스스로 당당한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
들어가는 것에 감사한다.
사랑님: 아이가 시험을 잘 봐줘서 고맙고
행복하다. 아이들 선생님께 칭찬을 들어서 행
복하다. 치료를 받으며 남편에게 솔직한 표현
을 해서 남편이 달라져서 너무 기쁘다. 남편
이 문자메시지로 영원히 떨어지지 말고 열심
히 살자고 해서 감사했다. 이번 주에 아들이
학교에서 말썽 안 피워서 행복하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대견하고 감사하다. 엄
마가 좋아졌다는 아이 말에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오늘은 화장을 하고나왔다. 당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읽은 책은 다른 사람
들이 빌려달라고 해서 기뻤다. 책을 많이 읽
는다고 칭찬을 받았다. 많이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
기쁨님: 내가 외국인 이라는 것을 선생님께
말했다. 아주 기쁘게 맞아줘서 감사했다. 아이
들이 스스로 밥을 챙겨 먹어서 좋았다. 아침
에 일찍 일어나서 기쁘다. 컴퓨터 조금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서 좋았다. 애들
이 “엄마 이뻐” 라고 했다. 치료실 가는 길을

막내에게 가르쳤다. 하나하나 배워가는 아이
가 대견하다. 기분이 좋다 등 일기를 일본어
로 썼으며 거의 일기처럼 기록했다.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하자 서툰 한국말로 해석해 주
었다. 자녀 4명과 남편까지 모두 다섯 식구
이야기이다.
희망이님: 아이에게 매일 진다. 그래도 아이
가 건강해서 좋다. 남편과 대화를 할 수 있어
서 좋았다. 집단 미술치료 참석하는 것에 남
편이 좋아해 줘서 감사했다. 친한 이웃집언니
를 알게 된 것이 감사하다.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니 희망이 생겼다. 아이와 함께 다니려
면 버스는 이제 힘들어서 차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용기가 생겼다.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에
접수해서 기쁘다. 떨어 질까봐 두렵다고 하자
미술치료사 선생님이 “붙으면 어떻하지? 붙을
까봐...”등을 알려줘서 걱정을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곧 있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것
이다. 내가 사회에 적극적이 되자 남편이 변
하는 것 같다. 아이를 보살피는 일이 힘에 겹
다. 아이가 너무 힘이 세졌다. 상담을 할 수
있어서 힘이 난다.
행복이님: 아침에 좀더 빨리 학교에 가게
노력할 것이다. 내일은 컴퓨터를 배우러 늦지
않게 갈 것이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애기
해 줄 것이며, 아빠에게 수고 홧팅! 문자를 넣
을 것이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갈비를 먹었다.
앞으로 시부모님께 더 절하도록 노력할 것이
다. 나는 행복하다. 사랑한다. 남편이 건강해
서 감사한다. 아이가 바지에 실례를 하지 않
도록 미리 준비해야 겠다.
용기님: 다 같이 지방으로 가족여행을 가서
추수검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전화로 설문지
검사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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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어머니들의 소망일기장의 내용
을 요약 하면 어머니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아
이들이 건강하고 잘 지내고 남편에 대한 건강
과 가장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들에서 감동 받
고 즐거움을 찾고, 희망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을 위해 일기장을 일주일간 기록하
지 않은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그동안 일기
를 쓸 때에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덜 냈었는데
안 쓰는 동안 짜증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라
고 했다. 다른 어머니들도 함께 공감하며 “쓸
때는 몰랐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라며 희망 일기장에 대한 소감을 표현하였다.

두려움에 맛서는 희망이’: 우리 oo이가 치
료를 잘해서 문제행동도 없어지고 건강하게
되었다. 멋진 음악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사랑과 행복’: 우리 사랑하는 아들 oo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주위의 인기가 많으며, 좋은 사업가가 되어
있으며 결혼도해서 독립해서 행복하게 살아가
고 있다.
‘지혜로운 용기’: 대학교수가 된 우리 큰아
들은 이번에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온단다.
온순하고 순수해서 너무 마음에 든다. 이번에
연구소에서 한달간 연구에 몰두한 작은아들은
연구에 성공해서 대통령 표창장을 받는다. 너
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들을 만나니 너무
나 기쁘다. 귀여운 우리 막내딸 심리치료사가
되어서 자기가 겪었던 힘든 시절을 다른 아이
들에게 현명하게 이겨 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잘 이겨 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된것
같다. 오늘저녁은 즐거운 저녁식사가 될 것
같다.
전체: “나는 이와 같은 소망을 이루기 위하
여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부지런하고
친절하며 아이의 장점을 찾아주고, 많은 칭찬
과 포옹해 주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를 다함께 큰소리로 말함.
이상과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게도 어머니들의 희망적 포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비록 장애가 있지만 자녀들이
전문적 기능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

참여자자신이 선택한 강점과 희망항아리
에 넣은 소망내용
다음 내용은 프로그램 실시 후 수집한 것으
로 참가자들의 자녀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두려움에 맛서는’ 웃음이: 우리 oo이가 열
심히 가르쳐 준대로 치료도 잘 받고, 노력해
서 인테리어 사장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자기 통제력이 있는’ 초가집: oo이는 대학
교를 졸업해서 관공서에서 사회복지사 보조
역할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상하고 건강한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리며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할 것이다.
‘유모어 감각이 있는’ 사랑이: 우리 oo이는
중학교부터는 수업을 잘 들어가서 자기가 좋
아하는 과학자가 되어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
들어 세계에서 인정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살 것이다.
참여자 자신에게 보내는 칭찬편지 내용
‘대인관계가 좋은 기쁨이’: oo이는 잘 자라
다음은 프로그램 실시 후 수집한 것으로 참
서 일본으로 가서 대화도 잘하고 사람들과 관 가자 자신들에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계도 잘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어 남을 도와주 내용으로 편지형식으로 썼다.
는 사람이 될 것이다.
oo아 안녕! 그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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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를 건강하고 예쁘게 기워낸 너는 대단
해... 힘들었던 시간들 지혜롭게 보내고 가정
도 편안하게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 너의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건강
잘 유지하고 밝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oo이
파이팅!!! ps,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oo은 본
인을 의미함. 이하 같음)
- 정말 예뻤던 ooo! 지금은 거울을 보았을
때 그다지 예쁘진 안더라. 너 예전엔 참 매력
있고 씩씩했었잖아... 다시 시작해봐. 지금 부
터도 늦지 않았어. 봐! 그럼 남편도 언젠가 너
의 옆에서 똑같이 가고 있을 거야. 널 사랑하
고 몸 아프지 말고, 너의 몸 잘 챙겼으면 해.
행복하게 살고 항상 웃고... 늘 감사하고 자신
감 있게 밝게 살아 알았지? ps, ooo아! 예쁘고
건강한 딸이 있어서 부럽다. 행복하게 살아!
- 안녕 oo야! 항상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쁘고 사랑스럽다. 항상 시작할 땐
걱정이 한 가득이지만 막상 닥치면 척척 해결
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다. 항상 남을
배려해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자랑스
럽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oo이가되길 바란다. 비록 예쁘게 생기지는 않
았지만 사랑스럽다. 앞으로도 모든 일을 헤쳐
나가는 oo이가 되길 바란다.. ps, oo 야! 밝은모
습 아름답다~~~~
- oo 아! 참 열심히 살아왔다. 힘든날이 많
이 있었지만 잘 참아 줘서 고마워. 며칠전에
남편과 심하게 싸웠지만 니가 잘 참아줘서 남
편에게 ‘니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을 들었잖
아? 잘 참고 견딜 수 있어. 니가 더 사랑스럽
다.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참고 열심히 살아
가자. 파이팅!!!
- ooo씨! ^^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네
아들이 아무리 힘겨워도 잘 참아 줘서 고마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지만 잘 참았잖아?
앞으로도 면허증도 따고 더 잘 아들을 키울수
있을 꺼야. 남편도 내가 하면 도와 줄 꺼야.
이제부터 달라질 거거든. 새로운 맘으로 시작
하자. 잘 될꺼야.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아!
이상과 같이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칭찬
에 인색해 왔던 자신들을 느꼈었다고 하며 큰
소리로 읽었다. 쑥스러워하며 읽어 내려가는
동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목이 막혀
오기도 했다. 점점 회기가 진행되면서 어머니
들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두려워하거나 짜증
섞인 말이 없어지고, 희망적이고 아이들이 잘
했던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
들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긍정심리미술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가설
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
중감 및 양육효능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
였고, 이러한 변화는 추수검사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단, 대기자통제집단인 경우 사후검사
시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추수검사 시 자아존
중감이 향상되는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
이 대기자로서 과정 중에 자녀들이 지속적으
로 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추정으로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동적가족화 그림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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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면, 사전 검사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갈
등과 고립상황이 투사되어 나타났다. 또는 가
족체계에 대한 역동성이 타인들과의 괴리감으
로 구획을 나누거나 포위선을 이용하여 강박
적이고 방어적인 투사를 하였으나, 사후그림
에서는 가족이 함께 생산적인 움직임을 보이
는 모습과 장애아동이 고립에서 벗어남을 투
사하였으며, 추수 그림에서도 운동, 소풍, 식
사, 놀이동산 등의 그림들로서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는 심리를 투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과 해석 및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특정 지역의 장애아동
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표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
머니들의 개인차나 가정환경, 심리적 환경 등
의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
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통제
된 실험조건하에 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긍정심리 중 희망을
주제로 실시했으나 앞으로 행복이나 낙관성,
사랑 등 다양한 긍정적 정서를 활용한 프로그
램을 효과성 면에서 좀 더 개선해야할 필요성
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 도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였으며, KFD 역시
어머니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나타난 변화가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이
루어졌는지, 타인의 관찰에서도 나타나는지,
폭넓은 관찰과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동료, 아동
치료 담당 선생님의 관찰보고 형식도 병행 되
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사도구의 활용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긍정심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자아존중
감과 양육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가설 검증을 통하여 얻은 결
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대
상으로 10회기를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긍정적인 자아
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슬픔이나 어려
움 보다는 즐겁고 좋았던 일등을 기억해 내려
는 노력이 있었고, 희망노트를 통해 직접 기
록하고 집단원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이 도움
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편과 자녀
에 대해 긍정적인 점을 발견하는 프로그램 내
용이 칭찬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의 장
점을 찾으려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 심리적으
로 긍정적인 가족 내 역동을 가져왔을 것이다.
장애를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장애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자신이 눈을 가리고 장애체험을 해
보기는 처음이라고 했던 점으로 보아서 아동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희망
항아리와 나무를 통해 희망적 소통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술치료는 긍정적인 자아
를 찾아보고 논하면서 자신의 장점이나 능력
을 부각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식해 자아존중
감 향상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자가 장
애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자신에 대한
존재감과 존중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을 구안한 목적과 일치한다.
둘째, 긍정심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양육
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새로
운 자아상을 경험함으로 해서 자신감 회복에

- 140 -

이미자․이규미 / 긍정심리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도움이 된 결과일 것이다. 장애아동의 양육자
로서 지도자로부터 이해 받고 같은 입장에 있
는 부모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경험을
주고받음으로 위로받은 경험이 양육의 어려움
을 가볍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긍정심리학
을 적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주제인 긍정
적 정서를 키움으로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융통성 있으며 일관된 양육태도를 보이고, 자
녀의 신호를 잘 이해하고 칭찬하고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 내는 작업을 통해,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태도로 아동을 도
왔을 것이다. 따라서 희망적, 반응적, 비처벌
적,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가능성 있는
자녀로 모니터링 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냈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동적가족화를 분석한 결과 장애아동
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
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음이 나타났다. 이
는 가설 1, 가설 2의 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
가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녀의 자아존중감도
함께 상승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
은 그림의 인물상에서 자녀를 격리시켰던 부
분이 사후와 추수에는 함께 참여하는 모습으
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개방된 사고가 자녀가 활동하도록
격려하는 지원체계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가
족전체에 역동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
정된다.
넷째, 프로그램 중 수집된 기록문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장애아동 어머
니들의 심리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즉, 가
족을 떠나서 자신의 행복을 생각할 엄두를 내
지 못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아이와의 생활
속에서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

하고 압박해 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듯 자신
을 합리화하며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
해 했다. 자신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모습으로 화장품 한번 바르는 것을 자신
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져주는 가족
에게 감사하고 기뻐한다. 자신의 변화가 남편
과 자녀의 변화를 위한 동인이 됨을 인식하면
서 더욱 자신감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결과들
은 정혜란(2007)이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일반
아동 어머니들에 비해 사회로 부터의 고립감,
불안정한 심리상태,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우
울을 호소하며 불안한 양육스트레스를 더 받
고 있다는 주장과 황소영(2007)이 어머니의 긍
정적인 측면과 배우자의 지지체계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감과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
시켜 양육효능감에 아주 중요한 변인이 된다
고 한 것을 지지해주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미술치료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었
다. 즉 미술치료 기법에서의 투사적 표현을
통해 자유롭게 매회기마다 감정표현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자신감 회복 뿐 아니라 자기이해
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
과는 통계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중요한 변
화이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긍정심리 집단미술치
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머니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좀 더 폭넓게 아버지나 아동들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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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ositive-Psychological Group Art Therapy on
Handicapped Children Mother's Self-Esteem and Nurturing-Efficacy

Mi-ja Lee

Kyu-Me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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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any influence to improve self-esteem and
nurturing-efficacy for mothers who nurture handicapped children by using Positive-psychological Group Art
Therapy program.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to the experimental group who nurture handicapped
children and another control group. This test was implemented to compare the outcomes of beforehand
and after the fact and to analyze about Kinetic Family Drawing and various reactions in qualitative way
from the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 the record of self-esteem and nurturing-efficacy criterion of

ㅇ to beforehand. The analysis of general feature from

mothers was a bit enhanced after the fact compare

Kinetic Family Drawing showed the situation that children and mothers try to be out of the beforehand
situation which had conflict, isolation, compulsive and defensive projection. These improvement bring
happiness and corporation of family, and lead them to have hopeful attitude toward their children's future.
This program is suitable for education or consultation which help people to have hope of life. Moreover,
Group Art Therapy program which applied Positive-Psychological such as hope is being expected to
contribute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nurturing-efficacy.
Key words : Positive-Psychology (hope), Group Art Therapy, handicapped children mothers, self-esteem, nurturing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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