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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
1)

황 정 향

대구아동청소년상담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술치료가 한부모가족의 K아동(남 10세)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또래관계
증진을 위해 미술치료로 그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도구로는 양적분석 척도검사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검사를 실시하고 질적분석 투사검사로 K아동에게 HTP검사, KSD(학교생활화)검사를 실시했다. 연구
기간은 주 1회, 총 17회기 실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를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둘째, 미술치료를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의 또래관계의 원만함이 증진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미술치료가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또래관계의 원만함이 증진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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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 및 별거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추세를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통계청,
인간은 어머니의 태내에 자리를 잡는 순간

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한부모

부터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는 889만 가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족(가정)은 한 사회를

(7.8%)였고 1995년에는 960만 가구(8.6%)였고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한 개인의

2000년에는 1,124만 가구(9.4%)였다가 2005년

성장에 가장 핵심적 영향력을 미치는 기본 환경

에는 1370만 가구(11.5%)로 지속적으로 증가

으로 정의될 수 있다 . 즉 , 전통적인 가정의

하는 추세에 있다. 이 중 부자가정은 287,000

형태는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가구, 모자가정이 1,083,000가구이고 모자가정이

낳고 양육하여 자녀가 성인으로 자라는 동안

더 많으며 한부모가족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족을 통해 사회생활을 배우고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모자가정은

형태였다(조미희, 1999). 그러나 현대 사회가

경제적, 심리적, 자녀양육 및 심리적 부담을 호소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가지는 시대로 변화함에

하고 있어 모자가정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

따라 가정 내의 갈등 요인과 기능, 가정의 형태,

하다고 여겨 대상자에게 심리치료적 접근을

구조적 변화 등이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와는

시도하고 있다(김영아, 이미옥, 2007). 그런 맥락

많이 변화되었다. 특히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에서 본 연구자는 한부모가족세대의 심리적

별거 ,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한부모와

정서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미술치료적 접근법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활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태어남의 선택을 개인이 할 수 없듯이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개념 지워져 있는 건강한 가족 관계

부( )가 부재중인 한부모가족의 아동으로 다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음은 아동의 선택이 아닌

한부모세대가족아동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의

부모의 특성에 의해 자녀에게 결정되어지는

부재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며 동일시

부분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양육의 주체가

대상과 사회적 지지자를 상실하고 가정 내 양쪽

부모 이외의 타인이 되는 경우와 한부모가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해 자아존중감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이 원활치

낮으며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못해 부모, 자녀 각각에게 오는 부작용이 드러

한부모세대의 문제 중 한 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나고 있다(유옥현, 이근매, 2006).

있는 경우다.

父

최근 우리나라도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결과들과 늘어나고

가족 구성원도 다양한 형태로 가고 있으며 가정

있는 한부모가족을 감안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란 환경적 조건도 급변하는 실정이다. 그런

연구자들의 연구내용 중에는 한부모가족을 양쪽

가정환경과 가족구성원들의 구조와 조건들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과 비교하여 무엇인가

성장하는 동안 서로에게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

부족하고 비정상적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편견과

적인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인식이 한부모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구조의 변화로

미친다(박수현, 전순영, 2004)고 했는데 이러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핵가족 및 단독세대수가

결과들을 살펴보더라도 한부모가족세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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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여 건강한 가정을 형성

가족에서 모의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불안이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적 접근으로 미술치료의

자녀의 자아존중감이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다는 것을 모상담을 병행하며 아동의 문제행동에

노력의 일환인 기존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

접근하였다.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아동이 초등

장미화(2004)는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정서에

학생이므로 미술매체를 활용했을 때 자신의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구차순(2002)은

감정을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고 모에게도

한부모가족 자녀가 반사회적 행동 등의 문제

적정시기에 적절한 매체활용이 상담 시 심리적

행동을 경험하며 사회적 경험 감소로 대인관계에

접근이 용이 하여 미술치료프로그램으로 한부모

문제가 생기고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족세대 아동의 자아존중감향상과 또래관계

보고하고 있다. 한윤경(2006)은 한부모가족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했기에 미술치료프로

아동에게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는 요인

그램을 실시하였다.

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심리적 접근의 필요성을 느껴 미술치료로써

연구의 목적

접근하여 효과를 입증하였고, 유옥현과 장창수
(2006)는 부-자가정 자녀의 문제 행동 개선을

이혼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어머니의 낮은

위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미성숙

자아존중감과 생활에서 오는 불안감이 자녀

및 주의집중에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하였다.

양육 시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영향을

모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의 상관관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아동은

연구에서도 정은주, 최외선(2006)은 미술치료

한부모세대로 지내면서 심리정서적 위축으로

로써 아동의 또래관계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자아존중감이 낮고 모의 경제적, 환경적 특성

이런 연구에서 보듯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심리적

에서 아동 양육 시의 어려움도 있어 그것이

접근법으로 미술치료가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아동에게 적절한 양육환경과 태도를 하지 못한

있다 . 본 연구자도 한부모가족 모자의 호소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문제 개선을 위해 미술치료적 접근을 하고자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불안감을 감소시켜

하였다.

자녀양육 태도에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이 외에도 표경희(2006), 양선미(2005), 박나영

아동에게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2005), 홍윤아(2005)는 모자가정세대아동들의

하고 또래 관계를 원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축정도나 또래관계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들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

전순영(2004), 김은영(2003), 김태은(2003) 등이

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 연구 목적을 설정

모자가정아동의 또래관계향상을 위한 심리

하였다.

치료적 연구로 접근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첫째, 미술치료를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의

모자세대의 문제점을 아동에게 초점을 두어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정서적인 측면의 접근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

많고 주 양육자인 모의 양육태도나 낮은 자아
둘째, 미술치료를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의

존중감으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가 아동에게 전가
된다는 논문이 별로 없어 본 연구자는 한부모

또래관계를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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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 인식하면서 각 개인의 내면에 지니게

용어의 정의

되는 강력한 힘으로써, 외적인 성공이나 실패
1. 한부모가족

보다는 내면적인 정신적 세계에 자아존중감의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 구조의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형태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평가이자 자아에 대한

다양한 가족구조 중의 한 형태이다. 한부모가족

긍정적, 부정적 태도로써 자기 자신을 수용하거나

(single-parent family)이란 부모 중 한쪽의 사망,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고 현존하는 자신을 가치

이혼, 유기, 별거 등으로 인하여 한 부모와 자녀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개인으로 긍정적으로

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Aronson & Metter, 1968).

배우자의 사망이 주 이유였으나 최근에는 이혼,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별거,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 한쪽과

에서 개인이 자신을 가치로운 존재, 자신을 존경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한원경,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2006 재인용:51-52). 또 한부모가족을 편부모

것으로 한부모가족내에서 그 구성원으로 자신의

가족, 결손가족 등으로 불려졌으며 한부모가족도

존재와 정서가 연관이 되어 개인적인 가치에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그 의미를 두고 있다.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조홍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 2001). 2007년

3. 또래관계

모부자가족복지법에서 그 명칭이 한부모가족

또래관계란 비슷한 나이의 아동들에 의해

복지법으로 새로이 개정되어 본 연구에서도

형성된 집단으로 또래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을

편부모나 한부모가정이란 용어가 아닌 한부모

통해 형성되는 관계이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가족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현외성, 2008).

후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는 아동들의 생활에

본 연구에서의 한부모가족은 모자세대로 살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동기 또래관계의

가면서 아동과 어머니가 느끼는 심리정서적

특징은 또래 집단과 어울림으로써 또래와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과 연계된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신에 대하여

또래관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지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집단에 대하여
소속감을 가지고 그 소속감은 친구관계에서의

2. 자아존중감

인정이 되고 있음으로도 나타난다. 그래서 일반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기본욕구이며, 정상적

적으로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 집단 쪽에 더 동조

이고 건전한 발달에 필수적이며, 생존을 위한

하는 것이 아동 후기 또래 관계의 특징이다

결정적인 가치이며,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를

(김경희, 1999). 특히 아동기의 또래관계는 성장

원만히 유지시키며, 건전한 성격 발달의 기반이

후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되고 성취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인간의 궁극적인

능력과 연관되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아동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사회성은 또래관계 속에서 발달하게 된다(이현진,

필수적 요건이다(이은주, 최외선, 2005). 즉, 자아

이미옥, 2006).

존중감이란 자기에 대한 정서를 유발 , 지속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란 집단에 대한 소속

시키며 자아개념과 연관된 개인적인 가치라고

감과 또래와의 상호작용과의 연관성을 가진 것을

할 수 있다. 자신 스스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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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5

연구 방법
1) K아동

연구 대상

상담 전 K아동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제사한 검사 결과는 표 1과 같다.

1. 내담자의 인적 사항

표 1. K아동의 정신과 치료 검사 결과(2006.12.5) K-WISC 검사
언어성IQ

상식

공통성

산수

어휘

이해

숫자

97

12

9

10

9

8

6

동작성IQ

빠진곳

기호

차례

토막

모양

동형

77

10

7

6

6

5

언어성IQ

독작성IQ

97

77

10

전체지능IQ

백분위(%)

86

17.5

언어이해IQ

정보처리효율성IQ

주의집중IQ

지각조직IQ

평균

97

91

88

78

경계선 수준

만10세 남아로 학교에서 또래관계가 원만
하지 않아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

이해력 , 표현력도 “보통수준 ”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2개월 정도)도 받은 적이 있으며 약간의 ADHD
(2) 평가(2007. 01. 4)

성향과 알레르기가 있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건강한 편이 아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K아동은 “보통 하 수준(전체 IQ=86)의 지적

가정 내 긴장감이나 현재 모와 둘이 살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및 학습에 의해

것으로 인한 불안정감과 원만하지 않는 또래관계

습득된 지식수준에 비해 지각적 조직화 능력이나

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많이 낮은 상태이다.

주의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사회기술이

(1) K-WISC 검사결과로는 언어성 지능

지수 97점, 동작성 지능지수 77점, 전체 지능지수

부족하여 또래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는 상태이다.

86점으로 “보통 하 수준(Low Average level)"

현재 과잉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일상

이다. 백분위 17.5%로 100명 중 82위로 오차

생활에서 부주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범위를 고려할 때 지능지수가 속하는 범위는

여겨진다.

～

79 94이다.

또한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불안정한 상태가

언어이해(IQ=97), 정보처리 효율성(IQ=91)으로

지속되어져 오고 가정이나 또래관계에서 K아동은

“보통수준”이고 주의집중(IQ=88)로 “보통 하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수준”, 지각조직(IQ=78)은 “경계선 수준”으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기능수준이다.

결론적으로 K아동의 주의력 결핍측면에 대한

교육이나 학습을 통한 후에는 언어성 수준이

약간의 약물치료와 함께 내면의 정서적 어려움에

“우수수준”, 추상적 사고능력, 수 개념, 언어

대한 치료개입과 실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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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줄 수 있는 사회기술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본 연구자에게 의뢰

보인다. 아울러 모나 교사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

되었다.

자아존중감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 도구
위의 사항은 상담 전의 K아동의 전체상황
이다. 현재 병원치료는 마쳤으며 주의력결핍은

1. 자아존중감 검사

완화된 것으로 판명되어졌으나 아직 또래관계나

자 아 존중 감 을 측 정하 기 위해 Rosenberg

자아존중감이 낮은 면을 보이고 있어 병원에서

(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1974)가 번역한

미술치료를 권유해서 본 연구자와 만나게 되었다.

것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현사생, 2002).
Rosenberg척도는 긍정적인 5문항(1,2,4,6,7)과

2) 어머니

부정적인 5문항(3,5,8,9,10)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 전 사내에 함께 근무한 임시직 남성과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서 긍정적인 문항에

만나 두 달 여 만에 결혼했는데 남편의 거짓말

대한 응답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보통

(학력과 가족관계) 및 경제적 무능력, 불성실로

이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

인한 결혼생활의 어려움과 폭력으로 이혼을 하여

4점까지의 4점 척도이고 부정적인 문항에 대한

현재 모자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빚이 많이

응답은 채점할 때 역산으로 처리했다 . 점수

있으며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심한 일을 할 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없는 34세 여성이다. 친정 부모님은 평범했으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일관성

가부장적 형태를 강하게 고집하는 아버지의

정도(Cronbach a 계수)는 .84이다(현사생, 2002).

모습에 남자의 모습은 저런 것인가 하고 생각
했으며 참고 사는 어머니의 모습을 안쓰럽게

2. 집-나무-사람그림검사(House-Tree-Person

여기면서도 자신도 그렇게 견디었으나 남편의

: HTP)

심해지는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혼

Buck(1948)은 단일 과제의 그림검사보다는

하면서 자녀는 본인이 키우기로 양육권을 가져올

집-나무-사람을 그리게 하는 것이 내담자의 성격

뿐 위자료는 없었다. 오히려 남편이 아내의 이름

이해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발달적,

으로 주어진 빚만을 떠안게 되었고 자녀 또한

투사적 측면에서 연구했다. 집-나무-사람검사는

건강하지 않는 등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개별검사로서 실시하고 그림을 완성한 후에 여러

가지고 있어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태이다.

가지 질문을 행하여 내담자의 지적인 면과 정서
및 사회적인 성숙도를 밝히는 일이 가능하다.
집-나무-사람검사에서 집 그림은 내담자가 성장

의뢰 사유

하여 온 가정상황을 나타내며 자신의 가정생활과
00재활상담센터에 근무하는 Y사회복지사는

가족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그것에 대해 어떤

현 상담센터에서 방과 후 수업을 받고 있는 K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용이

아동에게 관심이 갖고 있었는데 모의 방문 상담

하다. 또한 나무그림은 기본적인 자기상을 나타

에서 병원에서 아동에게 미술치료를 권유받았

내는 것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상태에 대해

다는 말과 모의 자신감 없어 하는 모습과 불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며

감을 알게 되어 모와 K아동을 위해 심리 상담을

정신적 성숙도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인물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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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현실상이나 이상상을 나타내며 자기에게

7

활용하였다.

있어 의미 있는 사람, 인간 일반을 어떻게 인지
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김동연 , 공마리아 ,

4. 미술치료프로그램

최외선, 2002).

미술치료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는 유옥

본 연구에서 HTP로 또래관계의 진단은 집단에

현과 이근매(2006), 정은주와 최외선(2006), 한

대한 소속감부분을 들수 있는데 K아동이 한부모

윤경(2006)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 목적에

가족으로 일반적인 가족구성원과의 다름에 대한

맞추어 재구조화 하였다. 본 연구자가 내담자

현재 가족구성원에 대한 소속과 정서적인 면을

들에게 매 회기 당 주제를 정하여 필요한 매체

파악할 수 있고 또래관계에서 상호작용부분으로

를 활용하고 사전검사, 초기단계, 중기 단계,

접근했을 때 어머니와의 상호작용부분에 대한

종결 단계, 사후검사로 실시하였다.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여서 HTP로 또래
관계를 진단하고자 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주 1회, 회기 당 50분, 총 17회기
로 실시했다. 모자협동프로그램이지만 주제의
성격상 개별로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K아동에

3. 학교생활화그림검사(Kinetic School Drawing
: KSD)

대해서 상담 후 모와 10분~20분 정도 상담을
실시하였다.

KSD는 Knoff & Prout(1988)가 개발한 투사

치료절차는 모와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적인 방법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관계에 대한

에서 진행했으며 각 주제에 대해 자유로이 자

지각을 측정하는 미술치료 기법이다. KSD는

신의 주관적 입장을 표현하도록 하고 객관적

한 장의 백지에 학교의 친구와 선생님을 포함

입장에서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다.

해서 학교생활을 볼 수 있으며 내담자의 학급 내

K아동 인적사항에서 나타난 약간의 ADHD

사회적 위치나 역할, 적응상태를 파악하는데

성향은 9개월전의 상황이였으며, 현재는 ADHD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도 학교생활화검사(KSD)로

성향이 없는 상태여서 모자가 함께 호소하는

K아동이 학교 내에서 친구관계의 빈도, 정도,

또래관계 문제와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치, 역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위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KSD로 K아동의 또래관계를 진단하는 도구로

표 2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과정
단계 회기
사전
검사
초기
단계
(내담자
탐색
및
라포
형성)

목 적

K아동치료효과

미술치료기법

사전검사 1

자아존중감 검사

사전 척도 검사

사전검사 2

HTP, KSD

사전 투사 검사

1
자유화1(자유로이 실시) 라포형성

2
3

긴장이완 및 라포
형성과 흥미유발 칼라믹스
치료 상황 적응
자유화 2(콜라주)

모의 치료효과
자아존중감,
불안검사
KHTP

현재 생활전반에
관한 이야기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과 치료자와의 아동의 생활과 관한
교류원활함 기대
이야기
동기부여 확대를 위해 자신의 탐색을
아동학교생활나누기
위한 자연스런 상황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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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목 적

K아동치료효과

미술치료기법

모의 치료효과

4

K아동 : 자기감정
축구경기장 놀이
표현

또래관계놀이에서 자신의 감정표현
방식 탐색

5

자아인식 1

9분할통합법

자신에 대한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며
자기탐색
자존감에 관한 부분 얘기나누기

6

자아인식 2

K아동 : 가면 만들기

드러내져 있는 모습과 실제 속마음을 알아 자신내부의 깊은
보고 얘기나누기(또래관계에서의 속 마음) 의식 일깨워 보기

7

모의 훈육에 대한
모자상호작용
아동의 반응

모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불안감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으로
변화 모색하고 아동은 모에 대한 존중과 모자합동
순종으로 현재생활에 대한 지지로 모에게
힘이 되어주기

8

자신들의 장단점 손가락위에 장단점
알기
표현하기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 다른 이의
장단점을 고려 적절히 또래관계 시 적
입장이 되어서 생각
용 시키는 방법모색 탐색과 학습하기
해 보며 활용방안
모색(자긍심 고조)

엄마와 함께 하기 엄마와 함께 하는 프로
(가족공동화)
그램(모자 공동 참여)

모자세대의 지나친 밀착에 대한 확인
모자공동참여
으로 적절한 관계 유지하기

10

친인척관계
(지지체계확인)

어항가족화

모자세대로 살아가는 동안 친정과 친구
관계 인식정도 살펴보기(자립심고조와 모의 지지체계탐색
모자상호이 무엇보다 중요함 각성시키기)

11

자신의 미래상

색종이접기(K아동의
작품에 대한 탐색)

양육태도의 변화
K아동이 지닌 미래상으로 희망에 대한
탐색과 아동의 변화
접근(친구관계에 대한 것도 포함)
된 모습 탐색

12

나에게 주고 싶은
갖고 싶은 것 들
것들

자신을 위한 선물로 앞으로 더 적극적, 아동의 희망사항
긍정적 생활을 위해 스스로에게 선물 증정 탐색

13

서로에게 주고
싶은 것

K아동이 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들의 탐색과 모에 대한 사랑방식과 주고 모자합동
싶은 선물에 대한 이유 등에 대해 나누기

14

K아동 : 또래관계
친구와 게임하기
탐색

빗속의 그림으로
또래관계가 원만해 지고 있음의 확인과 현재상황과 자신
모습 집중 탐색으로
강화 및 지지
방향설정하기

15

지지체계확인과
지지체계확인
자신의 능력 확인

자기능력 확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증대됨.

16

모자감정교류

자유로운 합동화

모자의 생활그림을 통한 감정교류에 자유
모자합동
로움을 경험해 보기
(밀착과 분리가 자유로워 짐)

17

주문제의 변화
상황 파악

자아존종감, 또래관계,
불안에대해 얘기나누기

주호소문제의 변화점에 대해 얘기나누기와 불안과 자존감에
상담 후 변화 된 자기 정서 탐색하기
대한 이야기

사후
검사

사후검사 1

자아존중감

사후 척도검사

자아존중감,
불안검사

사후검사 2

KTP, KSD

사후 투사검사

KHTP

추후
만남

치료 후의 변화
유지탐색

그 동안의 생활모습
이야기

치료 후 변화된 모습들의 유지와 현
모자 공동참여
자신의 감정에 대한 확인하기

9중기
단계
(욕구
표현
및
감정
표출)

종결
단계

9

모에게 주고 싶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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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생각과 자신이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료 분석

생각한다’는 문항과 ‘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

같다’에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 처리를 실시
2) 모의 자아존중감 변화

하였다. 상담의 진행과정 결과는 프로그램 진행

K아동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의 자아

중 간략한 메모나 끝난 직 후 기록하였다.
첫째, 미술치료가 K아동의 자아존중감향상과

존중감과 불안이 K아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또래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있는 부분이라 모의 자아존중감과 불안에 대한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척도검사와 투사검사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긍정적인 문항의 변화는 총 5문항 중 2문항에

차이를 비교하였다.
둘째, 각 회기별 미술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변화를 보였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과

변화되고 있는 흐름을 관찰 기술하고 질적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 ’에서 긍정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화가 있었다.
부정적인 문항의 변화는 5문항 모두 변화

Ⅲ

.

되었다 . ‘어떤 일에 대해 잘 할 수 있을 것

연구결과

같다’는 느낌과 ‘자랑할 게 별로 없다’는 것과
‘자신을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문항과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의 변화와 ‘자신이 좋지

양적 분석

않다는 사람이다 ’ 는 생각에 현저한 변화를
1. 미술치료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1) K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변화

보였다.
표 5.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사전

K아동은 긍정적인 문항에서는 ‘자신이 가치

긍정적 문항 부정적 문항

있다고 여긴다’와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에 변화

사후 비교
총점

사전

8

8

16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점’과,

사후

15

20

35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에

변화량

+7

+12

+19

점수가 가장 높게 변화 되었고 ‘좋은 성격과

각각 한 단계씩 변화를 보였다. 부정적인 문항
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문항과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와 ‘자신이 쓸모

2. 모의 불안검사 변화

모는 불안검사에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
표 4. K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사전
긍정적 문항 부정적 문항

사후 비교
총점

사전

12

11

23

사후

15

18

33

변화량

+3

+7

+10

특정 부분(현기증, 질식증상, 두려움과 숨쉬기의
곤란함, 소화불량, 얼굴 붉어짐)에서 두 단계씩
긍정적으로 향상된 변화를 보였으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안절부절 하지 못한다는 변화
되지 못했다. 나머지는 모두 한 단계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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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도 찾을 수 있었다 . 이런 결과를 얻기

표 6. 어머니의 불안 사전, 사후 검사비교

위해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안

사전점수

사후점수

자기인식에 대한 긍정적 사고방식 주입과 또래

변화점수

관계에서 소속감을 가지면서 유연하게 대처
총점

70

44

할 수 있도록 게임이나 축구놀이, 장단점 등의

-26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생기고
또래관계기술 등도 학습할 수 있었음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미술치료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1. HTP 검사에 의한 또래관계 변화
HTP의 심리진단(김동연, 공마리아, 최외선

사진 앨범

2002)의 그림검사 해석과 상담 내용들을 참조

-

하였다. 본 연구에서 HTP로 또래관계의 진단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부분을 들 수 있는데 K
아동이 한부모가족으로 일반적인 가족구성원

그림 1. 사전 집 그림

과의 다름에 대한 현재 가족구성원에 대한
소속과 정서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고 또래
관계에서 상호작용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어머니
와의 상호작용부분에 대한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여서 HTP로 또래관계를 진단하고자 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1) 집 그림

그림 2. 사후 집 그림

사전검사에서 단층집으로 A4용지 윗 부분에
붙여 그렸다. 집이 용지 윗 부분에 붕 떠 있는

2) 나무그림검사

듯한 표현에 대해 친구 집보다 높다라는 말을
했다(실제는 반지하에 거주). K아동의 의식에

사전 나무그림은 나무의 줄기가 양쪽으로

현 상황에 대한 불만족을 친구의 집보다 높은

지시하는 듯 뻗어져 있고 옹이나 뿌리까지 표현

곳에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 모에게서 그

하고 양 줄기를 총으로 지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반응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

든다면서 딱딱하게 보여 진다며 맘에 들어 하지

사후그림에선 A4용지 전면 중앙에 크게

않아 했다. 사후그림에선 왼편의 X는 잘못 그렸

빌라형 주택으로 그리고 사전에 나타난 위치가

다며 지우지는 않고 옆에 다시 그리겠다며 둥근

한 곳에 집중한 것에 비하면 안정감이 있어

모양의 나무수관을 표현하면서 물을 잘 받아

졌고 거짓으로까지 나타내고 싶었던 집의 개념

먹어서 잘 자라고 있다고 말해 주어 훨씬 부드

에서 벗어나 분명한 층을 제시하고 자신의

럽고 안정 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을

높아진 자신감이나 자아존중감을 집의 형태

표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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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한 가족 안에 그
구성원들이 함께였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초기에 남성상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지만 또래관계에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라든가 삼촌 , 외할아버지 , 그리고
아빠에 대한 감정적인 교류와 관계된 얘기들로써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감소됨으로써 사람에

그림 3. 사전 나무 그림

대한 이미지를 사후 그림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림 4. 사후 그림
그림 5. 사전 사람 그림

3) 사람그림검사

반대의 성을 먼저 그렸으며 여자아이의 손과
팔 모양, 한쪽 다리를 칼 모양처럼 그렸다가
‘칼 같다 ’라며 다시 지우고 그렸고 남성상은

예전에 살던 곳의 지도모형을 그리면서 남자상
그리기를 거부했다. 모의 보고에 의하면 아버
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하고 현재
그림 6. 사후 사람 그림

남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남자상에 대한 거부의 표현으로
지도모형을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사후 사람

2. KSD에 의한 또래관계변화

그림에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모습 안에

사전 KSD에서는 친구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남자와 여자를 함께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랑

그렸는데 자신의 모습을 현저하게 작게 그렸으며

마크를 표현해 놓음으로써 사람그림을 다 그렸

각자 노는 모습으로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다고 했다. 각각의 인물을 그리지 않고 한 곳에

알 수 있게 했고 더 그리고 싶다하여 좋다고

다 그리고 싶어 했다.

했더니 학교 전체 건물과 햇님이 안경을 쓰고

남자와 여자를 다 한 곳에 있는데 더 그리고자

있는 모습을 그려 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과 학교

하지 않아 편한대로 두었고 사전 검사와 비교 시

자체에 대한 긍정감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의식변화를 한 장에 그리는

사후 KSD에선 학교 전체 건물그림과 아이들이

것으로 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차 안에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과 운동장에서 반 친구

사람이 들어가 포위되어 있는 듯 한 인상은

들과 노는 모습을 그려 프로그램과정에서의 또래

엄마와 자신, 또는 부의 존재(남성상)를 인정

관계의 변화된 모습을 여실히 알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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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모자 모두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
지를 갖고 있어 초기 신뢰단계는 자유화를
주제로 하여 매체활용을 칼라믹스나 꼴라쥬로
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7. 사전 KSD

2. 중기단계 (4~14회기)

초기 단계에서의 성공적인 만남에 이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였다. 4회기
에선 K 아동은 좀 더 적극적인 또래관계를
원하고 있음을 축구놀이로 표현하면서 자신은
공 줍기만 하고 있는데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이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뛰어보는 간접적인
활동을 하게 해 봄으로써 실제로 후에 친구들과

그림 8. 사후 KSD

한번 해 봐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심어 주게
되었다. 모에게는 현재까지 아동양육형태 등을
살펴보았다. 5회기에는 K아동에게는 모에 대한

단계별 미술치료 진행과정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9분할통합법으로 모에
1. 초기단계 (1~3회기)

대한 감정을 표현하였고 모에게는 자신을 탐색

초기 단계를 실시하기 전에 내담자가 호소한

하는 방법으로 9분할통합법을 실시해 자신의

주 문제점에 적절한 검사로 척도검사와 투사

모습을 객관적, 주관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검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초기 단계는 내담자와

기회를 제공하였다.
6회기에선 K아동 자신에 대해 더 깊은 통할을

치료자와의 라포형성과 미술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위해 가면 상자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자신이

1회기에는 K아동과 치료자의 라포형성을 위해

드러내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편안함 가운데 자유로이 상담 시간을 가졌다.

속마음과 실제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것은

첫 만남이라 어색함을 줄이고자 2회기에 다양한

또래관계 시의 자기 조절을 얼마나 잘 적응해

매체가 있음도 보여주면서 K아동에게 칼라

가며 표현해 나갈 수 있는 가를 배우는 장이

믹스로 치료자와 함께 작업을 하며 활발한 교류

되었다. 이런 배움을 통해 또래관계를 어떻게

시간을 가졌다. 3회기에선 많이 친숙해 졌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훈련작업이

서로 느낄 수 있어서 가위, 풀, 어린이 잡지를

되었다. 모는 5회기 때 9분할통합법으로 자신을

가져다가 콜라주로서 자기에 대한 얘기들을

탐색한 뒤 그 감정이 많이 와 닿았다고 했다.

나누는 자연스런 상황을 마련하였다.

그와 연장해서 5회기가 과거의 자기 탐색이였

사전척도 검사와 투사검사에서 상담을 통해
기대하고 싶은 부분이라든가 욕구에 대해서

다면 6회기엔 현재 자신의 모습을 탐색하기 위한
9분할통합법을 한 번 더 실시하였다.

나누기를 하면서 초기단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

7회기에서는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친구가

특히 사전 투사검사에서 현재의 모습들에 관해서

보는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또래관계가

편한 마음으로 탐색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누기가

원만하지 못해 왕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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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자신의 모습과 친구가 보는 자신의 모습,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또래 지지가 없음을

또 보여 주고 싶은 모습과 보여주기 싫은 모습

표현해 자신이 어떻게 친구를 대하는가 등에

등에 관한 나누기로 자신의 분명한 모습을 알아

대한 얘기들로 지지를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보고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대한 얘기도 나누었다. 모는 인척이 주는 지지

한편 친구관계에서 위축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

상황에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

에서 낮아지는 자아존중감을 발견되어서 사고의

으며 그것으로의 분리 과정에 자신들만의 독립

전환으로 자아존중감을 회복시켜 주었다. 모는 5,

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나누기를 하였다.

6회기의 자기탐색을 바탕으로 양육태도에 미치는

11회기에선 지금까지의 상담에서 다져진

자신의 모습과 모자관계의 연결고리에 관해 탐색

생각의 변화에 편성하여 자신의 미래상을 표현해

하였다. KHTP에서 K아동이 부담으로 다가와

보도록 하였는데 K아동은 색종이 접기로 하겠다

있어 약간의 죄책감이 있기는 했으나 혼자

하면서 비행기, 물고기 등으로 활기차게 움직

양육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랬던거 같다고 하며

이는 형상들을 나열하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자신이 모자세대이며 자녀양육에 자신의 힘을

그 나열된 형상들에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더 키워야 그런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덜 수

하며 현재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있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얼굴에 웃음을 보였다. 이런 창작 표현은 또래

다음 8회기에서는 K아동은 7회기와 연결 해

관계 측면에선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성장시켜야

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상담 후에 모와의

할 부분과 고쳐야 할 부분들에 대해 나누기를

상담에서도 K아동이 활달해졌음과 친구들을

하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로 단점

집으로 데리고 오는 등의 기분 좋은 일들이

(급식 때 남기지 않고 많이 먹는것)이 아닌 것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회기에서 모에게는 아동의

같은데도 K아동은 그런 부분에 대해 자신이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아동의 작품

없어 했다. 이유는 친구들이 놀려서 단점으로

들도 살펴보고 친구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지적하고 있어 낮은 자신감이 그렇게 만들지

대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었다.

않았나 생각하여 생각의 변화를 모색 해 보았고

12회기에선 받고 싶은 선물과 주고 싶은

장점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지로 격려 해 주었다.

선물로 보물주머니 만들기를 했었는데 주고 싶은

모에게도 성격의 장단점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는 대상을 어머니와 친하고 싶은 친구를 정해서

보는 것과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새로이

하였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

지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받고 싶다는 것에는 자신의

9회기에선 어머니와 함께 공동 작업으로 가족

욕구를 분명히 말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모자

공동화로 모자관계에서 서로가 지나친 밀착으로

모두에게 주어졌다. 이 회기에서 남에게 줄 수도

인해 좋은 감정과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있다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해 기뻐했다.

거기에 대한 탐색으로 적절한 관심이 더 좋은

13회기에선 서로에게 주고 싶은 선물로 서로를

결과도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생각하는 마음을 탐색해 보는 관점에 좀 더 절대

10회기에선 친인척 관계에서 모자 주변의 가족

적인 것에서 주는 부담감을 완화하고 편안함을

관계가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었다. 14회기

부에 대한 생각이나 주변 인척이 전혀 없었음을

에서 K 아동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이하는

그대로 나타났고 친구들이 학교에서 자기를 도와

모습을 게임상의 놀이로 표현하면서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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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더 이상 밀려 나 있는 위치가 아닌 함께

작업을 하였다. 회기에 간간이 치료자의 적절한

공유하는 놀이를 하고 있음으로 나타내면서

자기 노출에 모 자신에게 감정에 변화를 일으키

학교에서 또래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져 가고

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얘기 했는데 이는

있음을 나타내었다. 모가 이날 많이 힘들어 했다.

아마 모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고 공감해 주는

그래서 현재 자신의 모습 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K

목적을 가지고 모에게는 빗속의 그림으로 어려운

아동은 엄마와 함께 이런 작업을 시간을 정해

지금의 상황이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두고 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역할에 대해, 그리고 헤쳐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하였다. 그 동안의 일상에선 엄마와 이런 정해

확인하여 스스로 지금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진 작업을 두고 얘기 할 수 있는 일이 한 번도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없었다고 말하며 이제 고학년이 되어 가고
있음과 엄마에 대해 자신이 해 주어야 할 것이

3. 종결단계(15~17회기)

생긴 것 같다는 말을 하며 의젓한 모습을 보여

종결시점에선 그 동안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눈에 잔잔한 눈물이 고이게 했고 무엇

변화 된 자신들의 능력 확인 등을 살펴보고자

보다도 모는 자신이 좀 더 자신 있어 졌다는

하였다. 15회기에선 자신의 향상 된 심리적 기저

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런 것들이 불안한 마음도

확인과 지지체계의 확인을 통해 다양한 방면

많이 가시게 한 거 같다고 하여 자신의 사고

으로서의 활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변화를 말해 주었다. 한편 치료자 또한 이들

모는 K아동이 자신에게 힘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모자를 만난 시간이 유용한 시간이었음에 감사

확인되어졌고 K아동은 모와의 밀착에서 좀 더

함을 느낄 수 있는 회기가 되었다.

객관적인 사랑으로 전환이 가능해졌고 무엇

다음 회기엔 사후 척도검사로 모에게는 자아

보다도 친구들과의 관계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

존중감 검사와 불안검사를 실시하고 K 아동

있음을 보여 또래관계에서의 지지체계를 함께

에게는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고 사후투사

지내는 모습들과 게임을 공유하는 모습들에서

검사로 모에게는 KHTP검사를 실시하고 K아동은

확인 할 수 있었다.

HTP검사와 KSD검사를 실시하였다.

16회기에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 동안의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 된 자신들의 모습을

4. 추후 만남

스스로 보게 하였다. 초기에 서로 눈치를 살펴

상담이 끝난 후 45일 쯤 뒤에 모자를 다시

가면서 합동 작업을 하던 것과는 달리 화기

만났다. 모는 그 동안의 상담이 혼자 아들을

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간섭에 대해서도 자유

키우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롭게 표현을 하면서 작업에 임하였다. 이런 모습

해 주었고 상담을 통해 자신감이 생긴 것이 자아

들은 이제껏 모자관계가 지나친 밀착에서 서로

존감 향상과 불안감 감소로 연결되어 결국

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던 관계가 자유로워

자녀를 대하는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고 편해져 밀착이 부담이 아닌 편안함으로

긍정적인 힘이 생겼음을 확실하게 가졌다고 했다.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회기가 되었다.

K아동은 학교생활이 원활해졌음을 친구와 놀던

17회기에선 매체를 활용하지 않고 간단한

것으로 얘기해 주면서 재확인 시켜 주었고

다과와 차로 모자와 치료자가 마무리 작업을

어머니와의 관계도 편해졌음을 활발하게 웃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 나누기로 마무리

얘기 하는 모습으로 표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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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어머니의 문자 인사가 간간이

15

에서 나누고자 한다.

왔었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

첫째, 미술치료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자아

통화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무엇보다 K아동이

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잘 지내고 있음과 자신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

살펴보기 위해 척도검사에서 K아동의 자아

열심히 하고 있어 힘들어도 생활이 윤택해진

존중감은 긍정적 문항은 12점에서 15점으로 증가

듯하다고 하며 그 때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하고 부정적인 문항도 11점에서 18점으로 증가

지금의 모습이 어땠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변화되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모는 자아

간다며 치료자를 만나 상담을 할 수 있었음에

존중감에서 긍정적인 문항은 8점에서 15점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하였다.

향상되었고 부정적인 문항은 8점에서 20점으로
향상되었다. K아동은 모와 비교할 때 아직 어린

Ⅴ

.

아동이고 타인과의 관계나 자신에 대해 경험이

논의 및 결론

부족한 면 등을 감안하면 모보다 자아존중감
자체가 높은 것이여서 변화 여부도 모보다는

본 연구는 이혼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구성원

덜 한 것으로 사려 될 수 있겠다. 위 결과에서

중 K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또래관계 증진을

주의 깊게 살펴 볼 부분은 모의 부정적인 자아

위해 미술치료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상담에

존중감이 더 많이 변화 되어 부정적인 생각이

실제 적용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화되어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어머니는 자신의 이혼

능력이 생긴 점 일 것이다.

으로 인해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본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한부모가족 아동의

의문과 자아존중감이 많이 결여 되어있음을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김지현(2004)의

인지하고 있었고 또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이혼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에 관한 불안이

집단미술치료 효과의 연구 결과와 한윤경(2006)의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지 못하게 하지 않는가

연구에서 미술치료프로그램으로 한부모가족

하는 점에도 관심을 두어 K아동과 함께 상담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참여를 구하였다.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유옥현과

현대 사회에서의 가정과 가족 구조의 모습은

이근매(2006)의 어머니 상담을 병행한 미술치료가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혼으로 인해 자신의 모습이

모자가정아동의 정서, 행동문제개선에 미치는

위축되어야 한다는 자명한 결과는 없는 것이다.

효과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 정은주와 최외선

비록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본인의

(200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

의지나 주변의 도움 등으로 건강한 가정과

태도의 변화가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가족관계를 형성해 나 갈 수 있음을 알게 하는

미친다는 연구에서도 보듯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 결과에

향상은 자녀양육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움이

나타난 주요 내용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된다는 것을 밑받침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먼저 아동을 중심으로 미술치료가 진행되었고

둘째, 미술치료로 K아동의 원만한 또래관계에

모에게는 참여 정도와 회기가 끝난 후의 짧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 매체를

시간내에서 상담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활용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통해 또래관계가

모에 관하여는 전 후 비교상황들에 대해 결론

원활하게 증진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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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검사에서 학교나 친구관계의 만남 빈도수와

인원수의 증가와 친구 집 왕래 등의 모습으로

이와 같은 연구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또래관계가 원만해 진 모습들로 알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는 이혼으로 한부모가족 중 한

K아동의 또래관계가 향상되었음은 이현진과

모자를 대상으로 17회기라는 한정 된 회기로

이미옥(2006), 석효정과 이미옥(2006), 정선영

진행하였으므로 좀 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1998)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또래관계향상의

하다고 생각한다.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음으로 알 수 있겠다.

둘째, 복지사회가 많이 발전 해 연구대상자와

K 아동의 상담 중 모의 불안감소를 위해

같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이 높아가고 있음은 사실

얘기를 나누었다. 모의 불안감 감소에 영향을

이지만 실제 생활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eck(1976)의 불안

보다 더 감안하여 자녀양육과 가사부담 및 정서

검사를 통해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심리적인 문제 등에 경제적 지원이나 전문인의

사전검사에선 총점수가 70점 이었으나 사후

상담이 더 증감 되는 실제적인 정책이 이뤄

검사에선 44점으로 많이 감소하여 불안감이

졌으면 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모의 불안감
감소는 아동양육과 생활태도에 자신감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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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Art Therapy Improvement of

the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from S ingle-parent Family's Child

Hwang, Jeong-Hyang
Daegu Child & Yourth Counseling Center (Family Art Therapy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n art therapy program on the self-esteem of a boy
from single-parent family and his peer relationship.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a 10-year-old boy called K.
A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several instruments. Jeon Byeon-jae(1974)'s Korean version
of Rosenberg(1965)'s inventory was utilized to assess their self-esteem. As for projection test, HTP and KSD
test was applied to the child took tests All the tests were implement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to compare the result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rt therapy provided in this
study served to improve the self-esteem of the child from the single-parent family. Second, the art therapy
contributed to boosting the peer relationship of the child from the single-parent fami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family art therapy program had an effect on bolstering the self-esteem of the child
from the single-parent family, furthering his peer relationship.
Key Words : Single-Parent Family, Self-Esteem, Peer Relationship, Ar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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