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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아동의 치료놀이 사례연구

다카이 미와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의 남아를 대상으로 집단 치료놀이와 개별 치료놀이를
적용한 사례이다. 아동의 치료놀이 세션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치료실에서의 모
습을 분석하였다. 총8회에 걸쳐 실시한 집단 치료놀이 세션 동안 아동은 점차
집단 치료놀이 협동 치료자였던 연구자에게 전이가 되어 연구자와 일대일로 개
별 치료놀이세션을 실시하게 되었다. 집단 치료놀이에서의 협동 치료자가 개별
치료자가 되어 치료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공격성을 표출시켰고 그로 인해
상호작용과 긍정적 정서가 증가되어 내담 초기의 주호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자 관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갖고
아동의 문제해결과 발달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주제어 : 치료놀이,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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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변화로 인한 부모의 이혼, 별거 또는 각종 사고등과 같은 사유의 증가로 한
부모 가정 및 부모 부재 가정이 늘고 있으며 이는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편부, 편모, 부모 부재 가정의 아동은 인지적, 사회적 발달장애를 보이거나 주의가 산만하
고 인내심이 결여된 충동적인 아동이 되기 쉬우며, 이러한 지속적인 부적응 행동은 나아가
정서적 문제 및 비행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송양숙(2001)은 한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
일반가정 자녀보다 자아개념에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정원식(1974)은 일반
적으로 가정의 심리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보다 유아의 행동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심리적 요인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부모는 가정에서 아동의 교육
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누구보다도 크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는 아동이 상당한 연령에 도달하기 까지 모범이 되어 그들의 태도
와 가치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아동 성장과정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이 간의 애착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해서는 널리 알
려져 있다. Levy & Orlans(1998)는 수복(修復)적 애착요법으로써의 3가지 초점을 소개하였는
데, 하나는 내적 심리 역동을 포함한 애착장애를 가진 아이를 깊게 이해하는 것, 또 하나는
양육경험을 통한 개선 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 마지막은 아이와의 정서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자와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돕고 애착대상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를 처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내적 워킹 모델은
일상의 반복적인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형성된다고 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당연한 일 속에서
전개된다. 즉, 인간관계와 자아의 형성에 기여한다(쿠보타, 1995). 이것은 애착에 문제가 있
는 아동의 치료에 있어서 이 연구와 같이 유치원 생활과 연결하여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 생활 속에서의 애착 관계의 개선과 재형성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치료놀이는 부모-자녀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인간발달을 대인관계 이론에 기초하여 다루
고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초기 애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으로 보
고 관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루게 된다. 즉 인간행동에 있어 1차적으로 동기
를 부여하는 것은 관계를 향한 욕구이며, 이것의 충족과 회복을 돕는 것이 바로 치료놀이
이다.
인간의 초기경험, 즉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초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모델로 개발된 치
료놀이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다양하고 조화로운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성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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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료놀이는 아동의 문제를 단기간에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며, 치료를
통해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는 접근이다. 그리고 치
료놀이는 ‘여기-지금’의 구체적인 경험과 신체적인 접촉을 중요시하는 강하고 활동적인 방
법이다. 즐겁고, 공감적인 치료자의 반응은 아동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아동이 자
기를 가치 있게 느끼도록 해준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인간의 초기 경험 그
리고 애착이론에 기반을 두고, 건강한 부모 자녀관계를 모델로 치료자가 주도적으로 아동
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절해가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즐겁게 상호작용을 하
는 치료놀이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치료놀이 활동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경험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눈과 타인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 하는 것이 하나의 목
표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부모 가정의 정의
최근 한국은 이혼율이 높은 나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그중에도 결혼 5년 미만의 이
혼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혼 후, 그동안 아이를 맡은 한 부모가 어머니인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친권자가 아버지인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틱 장애, 자폐성향, 우울증, 자해 행위 등 비사회적인 부
적절한 행동 양식을 나타내 요즘 아동심리치료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정은 아버지나 어머니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
행하는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의는 이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하나의 통합된 정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
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면 한 부모 가정이라는 단어는 의례 결손가정이라는 단어로 치부되
는 경우가 많은데, 결손가정이란 부모가 모두 없거나 어느 한쪽이 없는 가정을 뜻하며 그
것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형태적 결손가정 또 하나는 기능성 결손가정이
다. 기능적 결손가정은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성이 사회진출 증가와
해외취업을 비롯한 직업에 따른 아버지와의 별거 등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모와 자녀
와의 접촉시간이 줄고 부부간의 갈등도 심화되어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 형태적 결손가정
은 배우자가 질병, 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였거나 이혼,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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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훈육과 모호에 차질이 일어나게 된 경우로 편모가정, 편부가정, 조부모가정, 청소
년가장가정, 계부 계모가정 등을 가리킨다. 종합적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의를 보자면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한부모와
그 부모의 보호를 요하는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지칭함으로써,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있지 않는 부모는 혼자 사는 것으로 보아 가족이나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
가 내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의 대상아동의 가정은 형태적 결손가정에 속하는데 여기에
서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기로 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이혼 증가로 인하여 1970년대부터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가
정에서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심층연구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이혼이 아이
들에 주는 정신적, 신체적 영향과 이혼 후의 적절치 못한 양육 환경의 제공은 일시적인 문
제가 아닌 심각한 장기적 문제로 발전하는 것으로 증명 되었다. 그 이후, 미국에서는 부모
의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법적인 제도를 포함하여 다각
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

2. 1차 애착 대상의 중요성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심리적 자아 또는 자기를 발달시켜
나가게 되며, 이 때 어머니의 태도와 감정은 강력한 요인이 된다. 말러(Mahler.1968)는 심리
적 자기를 발달시키는 ‘심리적 탄생’을 분이-개별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영아는 생후 3개
월까지 자신을 어머니의 일부분으로 지각하며, 그 이후 분리 개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신
체적인 분리부터 점차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분 짓게 되는 경계 개념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심리적인 ‘탄생’이라는 것이다. 영아가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는 양육자
(부모)와의 관계이다. 양육자가 제공하는 환경은 아동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놀이 중에서도 부모와 아동 간의 신체놀이는 생후 몇 개
월 후 부터 시작되어 1〜4세에 가장 절정에 달했다가 점차 감소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회화의 기능이 있다(Carson, Burks, & Parke, 1993; MacDonald & 1987; MacDonald & Parke,
1984). 양육자와 아동의 신체적 접촉을 통한 놀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긍정적
인 결과를 나타낸다. 놀이를 통하여 나오는 각 상황에 적합한 얼굴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전달하고 그것을 부호화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는 능력을 키운다. Cooley
(1902)는 타인이 자신을 지각하는 방법으로 그 자신을 지각한다는 거울자아(the looking-glass
self)개념을 소개했다. 이는 사회적 자아로서, 자아개념은 타인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상이 타인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 만큼 아동에게 인생의 초기에 보
여주는 양육자의 반응이 자신을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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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의 과정인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이 결핍되면, 아동기가 되
어도 공생적 관계로 퇴행하거나 신체적 자아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게 된다(Mahler, 1970).
아이의 1차 애착 대상이 누군가를 알지 못한 경우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신체적인 외상은 보기 쉬운데다가 회복도 빠르다. 하지만 1차 애착 대상에
결핍을 통해 받은 심리적인 상처는 쉽게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심리적인 회복은 전문가의
도움과 그에 따른 시간을 요한다.

3.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중요성
1차 애착 대상은 꼭 어머니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애착의 중요성을 언급 하였
듯이, 양육자가 아이와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제공 했는지 불안정적인 관계를
제공 했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애착이론의 아버지인 J. Bowlby의 아들 R. Bowlby는 아버지
양육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애착연구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였다. 하
나는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이며, 또 하나는 성인 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이
다. 성인 애착 면접에서는 성인이 어렸을 때의 경험을 아이에게 반영 하는 것이다. 성인 애
착 면접에서 중요한 첫 질문은 ‘누가 양육자로서 키웠는가?’이다. 아주 쉬운 질문이지만 대
답은 그렇지 않다. 나는 누구인가 알아내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 양육자가 생물학적 엄
마가 아닌 할머니, 언니, 시설에서 자라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
하다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1차 애착 대상을 판단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
일까, 또는 아이로 하여금 어떤 경험들이 1차 애착 대상을 결정 하도록 하는 것 일까 라는
것들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민감성 있게 바로 아이에게 반응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아이가 울며, 바로 반응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먹여주고
달래주고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1차 애착 대상으로 찾게 된다. 이러한 양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그 역할을 맡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중요한 것
은 누가 아이와 함께 활발하게 놀아 주는 것인가 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이
가 울지 않아도 와서 즐겁게 놀아줄 사람을 아이는 1차 애착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기쁘고 사회적이고 장난을 재미있게 하는 상호작용(joyful, social, playful, interaction) 을 갖
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도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 보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것이다.
실제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배행연,
2004; 임정란, 2002 등)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유아의 인지 발달, 성취동기,
사회적 능력발달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은 모-자 관계 뿐 만이 아니라 점점 부-자의 관계로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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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회구조상 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하는 시간은 많지 않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어려워하는 아버지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4. 치료놀이
치료놀이(Theraplay)는 1960년 후반 임상심리학자인 Jernberg(1969)박사에 의해, 시카고에서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해 발전되었으며, 그 이후 유치원과 보육원에서 특별 교육 프로그램
으로 실시되어 아동의 정신건강과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애착과 관련된 문제를 ‘여기-지
금’ 현재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치료기법을 통해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치료 목표는 애
착, 신뢰감, 자존감 그리고 즐거운 개입을 증진시키는 것이다(Jernberg & Booth, 1999).
치료놀이를 설명할 때 Jernberg(1993)는 놀이와 유대를 촉진시키는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의뢰된 아동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며, 치료놀이에서 애착과 애착증진이 라는
특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능이라고 말한다.
전통적인 놀이치료와는 대조적으로, 치료놀이는 어린이가 장난감, 소도구 등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각적이지 못한(무의식중인) 행동을 하도록 접근을 한다. 치료놀이 치료자
는 현재의 상호작용에 과거의 경험들은 연관시키지 않으며, 또 어린이가 이해나 판단을 하
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 반응이나 마음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치료놀이 안
에는 어린이 치료의 Axline 모델과 같이 비지시적인 응답이나 반응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현재의 관계를 강조하고 중요시 한다(Golden, 1983).
치료놀이는 부모-자녀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인간발달을 대인관계 이론에 기초하여 다루
고 있다. 특히 자아심리학이론(Kohut, 1971), 대상관계이론(Winnicott, 1965), 애착이론(Bowlby,
1969, Ainsworth; Karen, 1994, Stern, 1995)에 기초하여 관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루게 된다. 성격발달은 본질적으로 대인관계이며,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초기 애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다. 즉 인간행동에 있어 1차적으로 동기를 부여
하는 것은 관계를 향한 욕구이며, 이것의 충족과 회복을 돕는 것이 바로 치료놀이이다.
Jernberg는 정상적 부모들이 그들의 아기와 함께 노는 장면을 관찰하던 중 따뜻함과 즐거
움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는 관찰된 내용들을 4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했다.
구조, 도전, 개입, 양육 이 4가지 차원은 매 치료놀이 세션마다 활용되어야 하는 활동의 기
초범주이다(Munns, 2000).
1) 구조(Structure)
아동의 일상생활은 규칙적인 수유, 수면과 같은 질서와 리듬으로 되어 있다. 아동이 안전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같은 성인의 애정과 일관된 규제 하에 위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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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만져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즉, 아동의 세계는 부모에 의해 시간과 공
간이 제한됨으로 아동은 이 안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예측 할 수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성영혜, 2000). 또한 조금 더 자란 아동은 이와 같은 구조의 경험을
통해 그 자신의 욕구를 건설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협상해야하는지에 대해 배
우게 된다. 아동의 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구조화 결과,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
정감을 누리고, 자기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동은 아동답게 성
장함으로써 성인이 되었을 때 역할 수행을 잘 해낼 수 있게 된다. 치료놀이에서는 놀이의
형식은 갖추지만 그에 반하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처벌은 가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의 자
존심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수용적으로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 역설적, 도전적 기법을
쓸 수도 있다. 구조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감, 자아통제감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내ㆍ외적
무질서를 극복하게 한다.
2) 도전(Challenge)
부모-자녀관계에서 아동들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긴장이 생기는 경험들을 극복하며 유
능함을 느끼기 위해 많은 기회들을 갖는다. 예를 들어 양육자는 자신의 무릎 위에서 영아
를 걷게 하고, 높이 안아 올려 줄 수 있다. 양육자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에서 도전할 만한
측면들을 다룰 때, 아동은 도전을 배우고, 수용하고, 스스로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킨다.
치료놀이에서 치료자는 아동이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전을 가르친다. 이
도전에서의 성공은 아동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얻게 하며 즐거운 상호작용 속에서 건전한
정신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Jernberg, 1979). 치료놀이에서 제공되는 도전적인 활동들은 아동의 완성감을 고무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도전들은 성인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놀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예를 들어, 치료자는 방석을 쌓아, 아동이 방석 위에서 점프하여 균형
을 잡을 수 있도록 도전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그런 활동들을 통해 아동은 유능감, 확신감,
충족감을 경험하게 된다.
3) 개입(Engagement)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즐거운 개입의 연속이다. 영아는 바라보고, 웃고, 종알거리면서
개입되어 자기를 열망하는 신호들을 보낸다. 부모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영아가 상호작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감하게 다양한 변화를 준다. 까꿍놀이와 같은 전통적인 놀이는
영아가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최적의 각성수준을 유지하게 돕는다. 활동들은 예상치
않았던 즐거운 자극이 된다. 결과적으로 영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즐거워하고 친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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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누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은 즐겁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
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된다(Jernberg & Booth, 1999).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아동이 즐거움과 놀라움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개입 활동을
통해 아동은 그 자신과 타인 및 다른 세계와 접하며 탐색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아동은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예상
치 않았던 기대를 통해 세상을 안전하고 살만한 곳이라는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는 아동이 건강한 자기 인식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초기 활동이다.
4) 양육(Nurture)
양육은 모든 아이에게 필수적인 요소로써 엄마가 어린 아동을 안아주고, 흔들어주고, 얼
굴을 비비기도 하고, 먹이고, 눈 맞춤을 하는 등의 행동은 엄마와 아동의 애착 형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아동은 안전감, 안도감,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다친 상처를 보살펴주는 활동을 하면서 아동은 자신이 보호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다. 이러한 기본 욕구의 충족은 아동의 긴장을 이완시키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준다.
5) 즐거움(Playfulness)
치료놀이 활동은 아동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모든 활동이 재미있고 즐거워야 하며, 아
동과 함께 하는 활동들은 아동이 흥미를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치료놀이는 구조, 도전, 개입, 양육, 즐거움의 다섯 원리에 기반을 둔 성인주도
의 즐겁고 상호호혜적인 활동을 통해 아동에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안전한 제한설정과 아
동이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와 한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행복
감을 제공한다(윤미원, 2006).

Ⅲ. 내담아동의 특징
1. 내담아동의 인적 사항 및 가족 관계
만 5세 9개월의 남자아이의 첫 인상은 비교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였고 어두
운 표정을 질 때도 있었지만 어른들에게 인사도 잘 하고 말투도 적절하게 잘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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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웃기 시작하면서 말이 많아졌고 아이답지 않은 말투와
자세가 나오기 시작 하였으며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공격적인 말들을 태연하게 웃으면서 하
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가족상황은 이혼으로 인하여,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친할머니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많이 돌봐주신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
머니는 방문 교사 일을 한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시간이 없다는 말로 자녀의 양육활동에
소홀하고 심지어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어머니는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대학교에
편입하였고 졸업을 하고나서 학술지 방문 교사의 직업을 갖게 되어 거의 아이를 돌보지 못
하였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아이가 생후 9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놀이방에 맡겨졌다고 하였
다.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은 부모가 이혼을 한 후,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
으며 불행히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거의 못 하고 있다. 언어적 표현으로는 ‘우리 엄마는
아주 예쁘다,’ ‘우리 엄마는 똑똑하다’ 등의 자랑스러운 엄마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가 있었으며 ‘엄마 보고싶다’라는 말을 유치원에서 자주하였다고 한다.

2. 내담자 아동의 문제
유치원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은 고집이 세고 자주 울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인지 학습 면에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고 하였다. 자신이 하고 싶
은 것을 하지 못하면 울고 때리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과 언어 표현, 산만한 행동 등을 보
였던 이유로 할머니가 많이 걱정하신 상태에서 상담센터로 오게 되었다. 친구들을 때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자주 하였으며 집단 활동을 어려워하며 혼
자 큰소리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습, 아예 활동을 포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활동이나 그
림 그리기에서도 산만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너무 심하게 흥분하여 친
구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교사가 주의를 주면 혼자서 중얼거리고 웃으며 손장난을 하고 코
를 파서 먹고 손톱을 물어뜯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또래관계 형성
이 되지 않았으며 친구들이 피하는 모습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의 생활은 입학하기 전에 놀이방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어려움
은 없었으나, 기본생활습관, 식습관이 거의 잡혀있지 않았다. 교사의 말에 따르면 바르게
앉을 줄도 몰랐다고 하며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인지적 능력은 3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겨우 1학기가 지나자, 자기 이름을 쓰기 시작하며 활동에 조금씩 관
심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친구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보였으며,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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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면 가끔 교사에게도 욕을 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한다. 혼자 의자에 앉으라고 하면 손
톱을 물어뜯거나 혼잣말을 하고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교실에서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
면 아주 어린 아이의 수준이었다고 한다. 블록 놀이만 좋아하며 다른 교구들에 거의 관심
이 없었고 방법을 알려줘도 잘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Ⅳ.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첫 치료놀이 세션은 집단 치료놀이 프로그램으로 10월부터 상담센터에서 치료놀이 전문
치료자 주도 하에 내담자 아동과 같은 반 친구들 만 5, 6세 유아(남아 7명, 여아 2명)를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자는 집단치료놀이에는 협동치료자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12
월 총 9회로 집단치료를 마치고 내담아동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며, 협동치료자와의
라포 형성이 잘되고 아동이 치료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개별 치료놀이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개별 치료놀이는 집단 치료놀이와는 달리 1대
1로 치료놀이 세션을 실시하였다. 집단ㆍ개별 치료놀이 과정에서의 행동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회기를 비디오로 녹화하고, 치료놀이 전문가에게 슈퍼비전을 받으며 분석을 하
였다.
1. 상담 목표와 치료자의 전략
먼저 실시된 집단 치료놀이의 구성원들은 공격성, 위축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세우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큰 목표로써는 사회성을 높이
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내담아동의 집단치료놀이에서의 목표는 친구들과의 상황 속에서
행동조절을 하는 것이었고, 개별 치료에서는 양육적인 활동을 통하여 치료자와의 애착재형
성경험을 하는 것이 목표이었다. 내담 아동의 문제 행동들을 일으키게 된 하나의 근원이
애착대상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애착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료놀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Ⅴ. 집단치료에서의 내용
이 집단의 특성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아이,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 간질치료를 받고 있
는 아이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한 아이가 내담아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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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 치료놀이 초기단계
초기단계에서는 특히 단순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유아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으며
알아가도록 하는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치료놀이 활동을 좋아하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동들이 서로를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치료자는 각 아동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지금’의 관점으로 이 집단
의 특성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접촉을 꺼려하는 아이들에게는 적극적으
로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 집단구성원들은 치료실에 와서 활동하
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간식 먹여주기 활동에 많은 흥미를 보였다. 세션이 몇 회기가 지나
자 활동을 활발하게 할 만큼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집단 구성원들 중 몇 명은 잡단과
잘 융화가 되지 못한 이유로 놀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내담 아동의 모습은 마음대로 안됐을 때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시끄럽게 소리를 내
는 모습을 보였다. 지시에 따르지 못하고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산만한 모습을 보였으며,
바닥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기 싫다는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집단 활동 중에 활동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쉬운 활동에도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눈 맞춤도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하였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같이 하기를 어려워하였다.
1) 초기의 활동의 예
⑴ 인사 나누기 / 상처 돌보기
원으로 앉아 다 같이 손을 잡아 ‘안녕’ 인사 노래를 함께 부른다. 상처 돌보기는 치료자
가 한명씩 아이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의 몸을 부드럽게 접촉하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혹시 작도라도 상처가 있으면 민감한 반응
을 보여주며 ‘빨리 나아’라고 말 하면서 위로해준다.
⑵ 안녕쿠션 전달하기
‘안녕 OO야’ 하며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맞추며 쿠션을 전달한다.
⑶ 율동
‘양배추를 심자’의 율동을 손을 잡고 일어나서 즐긴다. <예)처음에는 손가락, 이번에는
주먹, 마지막엔 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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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콩주머니 전달하기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간격을 두고 콩주머니 2개를 돌린다. 콩주머니가 오면 옆 사람
에게 노래속도에 맞춰서 전달한다. 노래가 끝나면 콩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일어
나서 가운데에서 안아주고 자리를 바꾼다.
⑸ 먹여주기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 한명씩 치료자가 들어가 손을 닦아준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먹여주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치료자가 먹여준다. 치료 진행
에 따라 친구끼리 서로 손 닦아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한다.
⑹ 마무리 인사
첫 만남 인사와 같은 ‘안녕’노래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고 한다. 치료실을 나갈 때 주
도치료자와 협동치료자가 문 앞에서 아이들 한명씩 안아주고 보낸다.

2. 집단 치료놀이 중기단계
중기단계에서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활동들로 구성되었
다. 즉, 도전 활동의 목표는 부정적 요구의 표출 및 성취감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가치감을
증진 시키는 것이며, 구조 활동의 목표는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는 효과와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개입과 양육의 경험으로 점차 아동 스스로 자신이 누구
인지에 대해 알게 되고 세상의 경계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돌봄의 포근함과 정서적 풍족
함을 경험 시켜주므로 아동은 자신이 가치 있으며, 사랑 받는 존재이고 세상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집단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이들이 치료실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표현, 눈 맞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그와 동시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집중을 못하거나 너무 흥분해서 활동을 정지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다. 이러한
집단의 역동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 눈앞에서 활동의 마무리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
도록 보여주는 등, 모든 면에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마음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
내담 아동의 모습은 집단속에서 일어나는 놀이에 대한 재미를 알고 있는 듯 했으며, 웃
음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상처 돌보기 활동에서 자신의 몸의 상처가 없어서 이름

- 46 -

다카이 미와 / 한부모 아동의 치료놀이 사례연구

표의 핀으로 상처를 일부러 내려고 하여 치료자에게 보살핌을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
다. 또래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은 잘 안되었지만 치료자와의 접촉과 상호작용은 점차 많아
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초기부터 계속 실시된 ‘안녕 친구야’ 라는 활동을 많이 좋아
하였으며, 친구가 부드럽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쿠션을 전달해주는 것을 즐기는 모습
을 계속 보였다. 너무 좋아서 계속 쿠션을 꼭 안고 바로 건네주지 못하였고 미소를 지으며
‘OO 선생님 안녕’ 하며 작은 목소리로 쑥스러운 듯 쿠션을 연구자에게 건네주었다. 한번은
친구과 얘기를 하느라 연구자에게 인사할 차례를 놓치고 다른 친구가 연구자에게 쿠션을
건네자 ‘내가 OO선생님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하며 아주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언어적인 표현이나 눈빛, 접촉을 통해 이 아이가 연구자를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하
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활동을 하다가 마
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화를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때리는 것으로 표출을 하는 등
부정적인 모습도 보였다. 그 후 몇 번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
도 있었다. 치료자는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놀 마음의 준비가 안됐구나. 마음의 준비가 될
때 까지 거기 앉아있어. 준비가 되면 선생님한테 말하고 들어와.’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초
기에는 그 지시를 수용하지 못한 채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세션
에 있어서의 기다림에 대한 이해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내담 아동을 포함한
몇 번 나가게 된 아이에게는 세션이 끝나고 나서 치료실에서 치료자와 협동치료자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치료자: ‘오늘은 OO과 같이 놀 수가 없어서 선생님도 OO선생님도 마음이 아팠어.’
(치료자가 아이를 안거나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함.)
치료자: ‘몸은 하기 싫다고 하는데 마음은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아동: ‘네’
치료자: ‘그럼 마음과 몸 둘 중 어느 것이 진짜야?’
아동: ‘마음’
치료자: ‘선생님은 마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마음과 몸을 함께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겠어.
선생님은 너랑 같이 놀기 싫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네 몸이 싫다고 하
는 것을 읽었어. 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몸과 마음은 누구 것 일까?

똑똑

하고 소중한 OO꺼야. 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 만날 때 꼭 재미있게 같이 놀자고 이야기하며 치료자와 협동치료자가 안아주고
나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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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기 활동의 예
⑴ 포도 씨 뱉기
신문지 등을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의 종이를 치료실 바닥에 깔아준다. 치료자도 아동도
한쪽에 한 줄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앉는다. 포도를 컵에 담아 아동에게 준 후, 치료자가
시범을 보여준다. ‘하나, 둘, 셋, 풋’ ‘그럼 하나씩 들어봐.’ 아동들은 포도씨를 발라내어 멀
리 또는 종이 안에 뱉는다.
⑵ puff 의자에 않기
집단의 구성원 수만큼의 의자를 바깥쪽에서 앉을 수 있도록 동그랗게 놓는다. 몇 개의
의자 위에 파우더가 묻은 puff를 올려놓는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의자 밖으로 돌아가 치료
자가 ‘얼음’이라고 하면 가까운 의자에 않는다. 다시 노래가 시작되고 활동을 반복한다. 이
놀이에서는 승부의 개념은 배제한 채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활동이 다 끝나면 서로 파우
더가 묻은 부위를 찾아보고 부드럽게 털어준다.
⑶ 발로 풍선 전달하기
풍선 하나를 가지고 큰 원으로 앉아 한명씩 풍선을 두발로 끼고 주도치료자의 ‘시작’이
란 지시로 발을 이용하여 오른 쪽으로 전달한다. 손가락으로 팔꿈치 등 몸의 부위를 다르
게 할 수도 있다. 이 활동은 일어나서 하는 활동보다 집중이 되고 천천히 해야 하기 때문
에 흥분을 갈아 앉힐 수 있는 조절능력이 필요하다.

3. 집단 치료놀이 종결 단계
종결단계에서는 아동들이 집단의 종결을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종결 세션에 대해서는 치료자가 종결 2주전부터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일주일전에는 지금까지 한 놀이 중에 좋아했던 놀이에 대해 물어보고 아이들과 같이 2,3개
의 놀이를 정하고 마지막 세션에는 그 놀이를 실시하였다.
집단 전체적으로는 아동들의 자세가 편안해지면서 몇 명의 아동들에게서는 저항 하려는
언어적인표현과 행동들을 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흥분하기 쉽고 말은 많지만 놀이를 충분
히 즐김으로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은 많아졌다. 집단속 상처 돌보기 시간에 친구의
상처를 보고 보호를 해주고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를 열심히 찾으려하는 모습들을 보였으
며 또한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하고 받으려고 열심히 활동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종결파
티 케이크를 치료자가 준비하는데 종결에 대해 수용하지 못한 여아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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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는 시끄러워서 가기 싫어요. 케이크도 먹고 싶지 않아요.’라는 등의 표현으로 계속 종
결에 대한 마음준비가 되지 않는 것을 보였다. 또한 파티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
이는 등 각 아동들에 따라 종결에 대한 반응들이 달랐다.
내담아동은 활동 중에 바로 누워버리고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조금씩 저항
의 모습이 나타남과 동시에 집단속에서의 놀이의 재미를 느끼면 웃음이 멈추고 순서를 기
다리고 잘 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종결 파티 세션에서는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케이크 위에 있던 인형을 가져가겠다고 애기 목소리를 내며 연구자에게 어리광을
부렸다.
집단치료놀이에서의 치료자의 역할은 아이들을 흥분시키지 않도록 목소리의 높낮음 조절
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천천히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야 아이들이 충분히 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고 치료 상황에서는 치료놀이의 약속인 아무
도 다치지 않기, 치료자의 말을 잘 듣기, 다 같이 즐기기에 신중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 그
리고 언제나 활동을 통제(정지) 할 수 있어야하고,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놀이의 변경시
점에 대한 상황판단을 잘 해야 하였다.

4. 개별 치료놀이 초기단계
집단 치료놀이 종결 후 바로 1주일에 1회로 개별 치료놀이가 시작되었다. 내담 아이는
집단 치료와는 달리 특별히 혼자 치료실에 오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더 많은 웃음과 함께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특히 상처 돌보기 활동에서는 집단 속에서
집중적으로 받지 못했던 돌봄을 쑥스러워하면서도 여기저기 상처가 많으니 봐달라고 요구
하며 치료자와 눈 맞춤도 하면서 양육을 받고 싶어 하였다. 그는 집단 치료놀이 실시부터
쿠션 전달하기 활동을 아주 좋아하여 개별로도 실시를 하였는데 쿠션을 세게 안고 뽀뽀를
하고 나서 치료자에게 던지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 좋은 감정과 함께 몇 번 한 다음 치료
자 얼굴에 쿠션을 세게 던지는 등 치료자와 함께 있는 것을 얼굴과 몸으로 좋은 표현을 하
고 있었지만 저항하려는 양가감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치료놀이는 의례 치료자가
주도를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치료자가 주도를 하는 것
처럼 보였지만, 치료자에게 웃어 주고 맞춰주며 점차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아동은 밝게 웃으며 치료에 임했지만 그 웃음이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
온다는 느낌은 가지기 힘들었다. 이점에 있어서는 치료놀이 슈퍼바이저에게도 지적을 받았
으며. 놀이를 통해서 공격적인 언어표현과 행동을 점차 표출하였다. 그것을 풍선치기, 신문
지 찢기, 솜 공 싸움 활동들을 통해서 해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자기 조절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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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양육 활동을 계속 진행하였다. 초
기에는 이러한 경험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한 모습을 보였으나 치료놀이에서의 놀이에 대
한 기대감, 치료자를 따라하면 재미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따라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세션이 끝난 후, 유치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치료실에 더 있고 싶어
서 떠나지 못하고 치료실 밖에서 치료자에게 자신을 찾아달라고 숨바꼭질 하려 하고 자신
을 찾아달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 유치원으로 가야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치료자에게 뽀뽀
를 하며 기분 좋게 유치원으로 돌아간 모습도 보였다.

5. 개별 치료놀이 중기단계
이제 활동에 대해 익숙해져서 양육을 받는 어색함이 살아지며 편안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놀이에 집중할 때는 초기에 나타난 헛웃음이 안 나오고 얼굴 표정도 진지하게 놀
이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이 단계에서는 놀이를 통한 성취감을 맛 볼 수 있도록 활동계
획을 세웠다. 하지만 아직도 흥분하기 쉬운 상태여서 자기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어려워
하였는데 이 부분의 보완을 위해 치료자와 함께 ‘신문지 찢기’, ‘어름 땡’ 놀이 등으로 조절
을 해보니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안되면 소리를 치르거나 하는 등의 행동이 통제가 되어 이
제는 스스로 활동 중에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 할 정도로 여유를 가진 모습을
보였다.
중기단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좋은 계기가 될 사건이 있었다. 세션의 첫 부분에
서 양말을 벗겨주는데 발톱이 길고 깨끗하지 않아, 치료자에게 보여주기 고민하는 날이 있
었다. 할머니가 돌봐주신 다음날에는 목욕도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
하여 아버지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항상 바쁘고 자신을 위해서 다 해주
시는 아버지가 자신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가 싫은 것처럼 보였다. 치료자가
‘누가 손톱, 발톱을 깎아주시니?’ 하고 물어봤더니 바로 ‘내가 해요. 우리 아빠는 나를 잘
돌봐줘요.’라고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였다. 머리도 길어지면 미용실에 가서 자르
는 것처럼 손톱도 어른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귀찮게 하는 일은 아니다 라고
기분 나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의 몸의 대한 긍정적인 신체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손과 발 도장 찢기 놀이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몸의 대해서 소중
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활동에서 저항이 보이거나 공격성이 나타나도 마무리 활
동에서는 따뜻한 양육활동으로 매번 끝을 맺었다. 앉은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치료자 발위
에 발을 놓고 같이 걸어가 안아주고 인사하기를 매 회기마다 실시했다. 안아줄 때, 아이를
살짝 안아주고 토닥 거려주는 힘, 나의 발 위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을 때, 아이는 치료자와
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 힘 조절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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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 치료놀이 종결 단계
아이의 생일이 종결 시기에 있어서 양육활동 중에 과자를 손가락에 끼고 양초처럼 만들
고 노래를 부르며 촛불을 끄는 것으로 축하 파티를 해주었는데 아주 좋아하였고 기분 좋게
치료자에게 과자를 받아먹는 등의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치원의 일종 때문에 종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종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다. 지금까지 좋아했던 놀이를 아이에게
물어보고 마지막 회기에 세 가지 놀이를 같이 해주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밀가루 놀이였고
이 놀이를 하다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중기단계에서는 치료자에게 주는 것을 싫
어하고 자기 것만 가져가서 노는 모습을 보였는데 같이 협조 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가 있었다. 그 동안 웃음은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집중하면서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치료자와의 헤어짐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도 이제 혼자 씩씩하게 교실로 올라가는
등 다른 시간에 만나도 잘 인사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으로 보였다.

Ⅵ. 논의 및 결론
이 사례연구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안전적인 애착을 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인내심 있는 긴 시간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 필요가 있다. 집단치료놀이에서는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실에서와 달리 친구들이 자신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불러주고,
자신 스스로도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집단속에서 느꼈던 치료자와
의 좋은 관계는 개별 치료놀이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애착관계 재형성, 감정조절, 자신감향
상 등을 놀이를 통하여 경험 할 수 있게 하였다. 치료실에서의 변해가는 모습은 일상생활
에서도 볼 수 있었으며, 유치원교사와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
로는 추후 상담도 연령에 맞는 형태로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치
료기간과 조건에 한계가 있어서 불가능하였지만 앞으로의 치료놀이 세션에는 아버지와 할
머니를 초대하여 같이 놀이에 참여도하고 상담을 할 수가 있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실에서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학교 등 외부
기관에서의 관계조절도 중요하다. 마수자와(2001)는 시설에서의 심리치료에 대해 개별심리
치료에서의 일어나는 아동의 모습의 의미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시야를 넓히고 그 의미를
명확화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지적하였으며 일상생활이라는 현실장면을 토대로 개별심리
치료를 설정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생활 속에서의 정보는 개별 심리치료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며 심리치료의 현장과 유치원 시설과 같은 일상생활 현장에서의 정보
교환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주위사람들에게 아동의 상태를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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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통하여 외적 적응을 돕고 대응 방법을 검토해 나가면서 아동을 도울 환경을 형성
하는 것이 아동의 사회와 타인의 신뢰관계를 돕고 애착 형성에 지지가 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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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raplay for Single Parent Child
Miwa TAKA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the boy, who lives with single parent. Because of the divorce, he
lives with just a father. Through the group Theraplay and individual Theraplay, I tried to make a
chance to change his overactive behavior and out of control and also tried to make good attachment
through the play.
Theraplay is developed based on the proceeding researches that the experiences of early attachment
of children affected their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such as emotional regulation, behavioral
control, and social relationship. Also,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nature- oriented program
focusing on natural “here and now” play since it can be applied as the educate activity through
physical play based on fun and various activities. In another aspect, Theraplay can help all the
children grow health in safe and protective environment including those who are under danger and
difficulties, which are caused by changes of social structure and family structure and can harm their
growth, and those who show problematic personality.
Group Theraplay sessions are organised with 9 sessions. It was 30min once a week. Participants of
Group Therapy are 5- 6 years old children (7 boys and 2 girls) include the client boy. Therapist of
the group sessions was Theraplay Therapist. The researcher participated as a co-therapist. At the first
step of the goal of session was learning how to make good relationship with therapist and friends.
He couldn't make a good relationship with his classmates, but after the group therapy, he felt the
warmth of mother from me. And also he noticed how much he is worth himself and take pleasure
to giving something for others. After the group Theraplay, individual sessions were started with me.
It made him trust relationship and it shows attack characteristic with character and it is caused by
with him and interaction and affirmative emotion increased and it solved the initial problem which
the child is having. Also the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gets better and it gives a big help in
problem solving of the child.
Key words : Theraplay,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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