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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치료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수준과 희망이
부모상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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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 내담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대상관계, 희망 수준이 부모상담 만
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놀이치료와 부모상담이 병
행되는 내담아동 어머니 총 104명으로 대상관계 수준, 희망, 부모상담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희망이 부모상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희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상담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놀이치료과정(초기, 중기, 말기)에 따른 부
모상담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치료과정에 따라 부모상담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
며, 특히 초기에서 중기로 변화할 때 가장 부모상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놀이치료 부모상담시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희망수준이 부모상담 만족도를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놀이치료
시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부모상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효율적인 놀이치료 부모상담에 대
한 논의를 하였다.
주제어: 놀이치료 부모상담, 대상관계, 희망, 부모상담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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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는 내담아동 어머니 변인, 상담자 변인, 그
리고 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치료

놀이치료는 아동이 놀이를 통하여 자신의

적 동맹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경험이나 정서 상태, 복잡하고 다양한 사고

주선영(2000)은 아동상담 시 부모가 함께

등을 표현함으로서 정서적 부적응이나 발달

상담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부모와 상담자

상의 문제를 돕는 아동 심리치료의 한 방법

와의 편안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이다. 최근 이러한 놀이치료의 효과성과 치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박현주

료적 가치가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면서 그

(2002)는 놀이치료가 아동이 가진 경험과 감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정을 표현하여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놀이치료는 성인상담과 달리 아동을 상담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일수

실로 의뢰하고 종결하는 과정이 부모에 의

록 상담효과, 상담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

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담과정에서 내

다고 하였다. 오경미(2004)는 놀이치료에서

담아동과 상담자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

상담자의 공감능력이 부모상담 만족을 높이

소이긴 하나 성인상담과는 달리 내담자와

는 중요한 상담자 내적특성 요인임을 검증

상담자라는 둘만의 관계뿐 아니라, 부모의

하였으나 이에 반해 부모상담 만족을 높이

참여가 상담의 치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

는 부모의 내적특성 변인 연구는 이루어지

다. 더욱이 아동문제로 내방하긴 했으나, 주

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희정(2003)은

요 내담자는 아동이 아니라 부모인 경우가

놀이치료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많아 부모의 양육태도의 변화와 심리적 갈

(아동, 부모, 놀이치료사)을 연구한 결과, 부

등의 해소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도

모관련 변인 중에서도 치료적 동맹이 가장

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왜 화가 나고 무

놀이치료 종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엇 때문에 짜증이 나는지 등의 자기이해가

놀이치료에서 부모와의 협력적 관계가 잘

매우 중요하다. 이에 부모상담은 부모 자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종종 부모에 의해 일

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호

방적인 종결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조기

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가 자

종결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상담

신에 대한 이해와 아동을 대하는 태도가 변

과정에 대해 치료적인 효과가 부족하거나

화하면 아동의 치료과정은 훨씬 효과적일

상담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

것이다(신숙재, 이영미, 한정원, 2000). 따라

타났다(Robbins & Patton, 1985). 또한 조기종

서 효과적인 아동상담을 위해서 상담자는

결 된 내담자들은 상담 만족도가 낮을 뿐만

부모를 또 하나의 중요한 내담자로 보고 정

아니라 상담자에 대해 낮은 신뢰감을 보였

서적 적응과 좌절, 인내수준 등의 심리적

다(Kokotovic & Tracey, 1987; Mcneil, May, &

특성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Lee, 1987).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놀이치료 분

이처럼 부모에 의한 조기종결은 부모와

야에서도 실제적인 부모상담의 현황과 상담

상담자간의 신뢰와 치료적 관계에서 어려움

자 평가, 부모상담의 성과를 예언할 수 있

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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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료의 조기종결을 막고 부모를 놀이치료

누어지는데, 첫째는 상담성과를 예언하는 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성공적인 상담

요한 변인으로서 치료적 동맹과 상담만족과

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모상담 시, 상담자

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이고, 둘째는 치료

가 아동의 부모, 즉 아동을 상담실로 데리

적 동맹 자체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고 오는 어머니와 얼마나 치료적 동맹관계

연구이다. 우선, 상담성과 연구와 관련된 기존

를 잘 맺느냐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의 연구들을 보면, 치료적 동맹과 상담성과

상담 분야에서 이러한 치료적 동맹에 관한

측정치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Horowitz, Mamar, Wiss, Dewitt, & Rosonbaum,

치료적 동맹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1984: Horvath & Greenberg, 1989). 지금까지

성공적인 치료적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요인

상담의 중요 요인으로 생각되어온 상담자의

들 중의 하나로, 내담자가 어릴 때 부모와

공감, 매력도, 신뢰성과 전문성이 상담성과

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좋은 측면이 상담자

를 설명하는 정도보다 치료적 동맹에 의한

에 대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두 사

설명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두

람이 신뢰감을 형성하여 협력하는 관계를

번째, 치료적 동맹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말한다. Zetel(1956)은 치료적 동맹을 상담자

연구결과, 세 가지 요인 즉, 상담자의 개인

와 내담자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로 정의하

적 특성과 내담자의 상담 전 특성, 그리고

였다. Bordin(1979)은 치료적 동맹을 ‘상담의

상담자의 기술적 행위가 치료적 동맹 자체에

목표와 과제에 대한 동의 그리고 정서적 유

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언인자라고 제언되었

대감에 기초를 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다(Kivlighan, 1990; Moras & Strupp, 1982). 이

협력관계’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이 상호 관

세 가지 요인 중 본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계의 질이 치료적 동맹의 효율성에 있어서

있는 내담자의 특성과 치료적 동맹간의 관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그러나 치료적 동

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사회적 관계를

맹 자체가 치료적이라기 보다는 치료적 동

맺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내담자는 좋은 치료

맹이 내담자가 치료를 충실히 받아들이고

적 동맹을 형성하지 못하며(Moras & Strupp,

따르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치료적 동

1982),

맹은 특정 상담전략을 증진시키고 상호작용

Tracey, 1990), 스트레스 생활사건이 많은 내

을 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담자(Luborsky et al., 1983), 동기가 적은 내

러한 치료적 동맹의 개념이 성공적으로 측

담자(Marmar, 1989)는 치료적 동맹을 잘 형

정되면 상담성과를 예언하고 상담과정에 대

성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Horvath &

대상관계의 질이 좋지 않은 내담자(Piper,

Greenberg, 1989). 또한 상담을 시작하면서

Azim & Joyce, 1991; 김순진, 1998)나 심리적

약한 동맹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를

상태 중 방어적인 내담자(Gaston, Marmar,

탐색하는 것은 내담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

Thompson & Gallagher, 1988; 신희천, 1995)도

료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치료적 동맹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치료적 동맹에 관한 연구는 두 부류로 나

가족관계가

나타났다.

나쁘거나(Kokotovic

&

60 敎育心理硏究(第 20 卷, 第 1 號)

Zetzel(1956)은 치료적 동맹에 영향을 미치

록 어머니가 지각한 치료적 동맹이 유의미

는 내담자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상관계가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

훌륭히 기능하는 내담자들은 충분히 좋은

러한 대상관계 수준의 정도는 상담과정이나

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Gaston

상담성과와 관련하여 상담자 변인이나 상담

등(1988)의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대인관계

기술보다 상담과정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기능의 질이 치료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Moras와 Strupp(1982)

또한, 최근의 긍정심리학의 주요 주제인

도 상담 전 변수로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

희망도 내담자와의 상담성과나 상담 만족도

이 좋을수록 치료적 동맹의 질이 좋다고 하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보인다.

였다.

희망의 개념은 Snyder(1996)등에 의해 체계적

이렇듯 상담 성과나 상담만족도와 관련하

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그동안 불안, 우울,

여 상담자 변인외에 중요한 내담자 변인으

무기력, 스트레스, 좌절, 분노, 콤플렉스 등

로는 내담자의 관계 형성 변인 특히 최근에

부정적인 심리현상에 대해서만 주목해 왔던

관계변인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담

기존 관점에 비해 개인의 긍정적 강점 및

자의 대상관계 수준이 내담자의 상담과정과

심리 특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시사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고 하겠

받을 수 있다. 대상관계란 자아기능의 한 측

다. 여기서 ‘희망’이란 ‘목표를 설정하여 그

면으로 개인이 외부세계 사람들과 관계를 맺

것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능력과

는 기본 방식을 결정하는 심리내적 구조를

바람’을 말한다. Snyder(1994)는 희망수준이

의미한다. 또한 대상관계는 개인이 환경 안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는 성

에서 심리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나 사물을 향

공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

해 지니고 있는 개인의 행동과 태도(Compton,

성을 많이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1995)로 정의될 수 있다.

유지한다고 말한다. 반면, 희망수준이 낮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대상관계란, 내

사람은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

담자가 다른 인간을 신뢰하고 의미 있는 관

지 않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을 언급할 때 사용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부정적인 정서 상

된다(김기석, 1978). 즉, 대상관계 수준이 높

태를 유지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희망은 학

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친밀한 반

업수행, 건강, 심리적 적응 등 삶의 다양한

응을 보이며 깊이 있게 사귈 수 있는 사람

분야에서 효과를 창출한다고 나타났다(Snyder

을 말하며 대상관계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낮

& Hoza, 1997).

선 인물이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희망수준은 자신

며 다른 사람에 대해 간격을 두고 대하거나

의 심리적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변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이다(노

하려고 하는 내담자의 노력과 관련지어 생

이경, 2000). 최선미(2003)는 초기 상담에서

각해볼 수 있다. 만약 내담자의 희망수준이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이 높을수

높다면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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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기울이고 변화가능하다고 믿을 것이

II. 연구방법

며 희망수준이 낮은 내담자는 자신의 어려
움을 통찰하거나 변화하려는 시도가 약하고

1. 연구대상

변화의 가능성과 기대수준이 낮을 수가 있
겠다.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아동이 놀이치료

이와 같은 연구들로 살펴볼 때 놀이치료

를 받고 있으며 부모상담이 함께 병행되는

에서 상담의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담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

는 부모와 치료자의 치료적 관계 형성이 중

구대상의 표집은 서울 및 경기지역의 전문

요한 요인이며, 치료적 관계와 상담 만족도

아동상담소, 병원 내 상담실, 복지관 내 상

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변인에 대

담소, 대학 부설 상담실 등에서 종사하는

한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놀이치료자 50명과 그들의 내담아동 어머니

진다.

150명을 표집 하여, 놀이치료자와 내담아동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상담의 효과성을

어머니 모두에게 각각 총 150부를 배포하였

높이기 위해 내담아동 어머니의 변인으로

다. 이들 중 상담자-내담아동 어머니 104쌍

대상관계와 희망이 부모상담 만족에 어떠한

의 총 104부가 회수되었으며, 모두 본 분석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상담과정(초기,

자료에 사용하였다.

중기, 말기)에 따른 부모상담 만족도 변화과
정을 살펴보고, 상담자의 대상관계수준과

2. 측정도구

희망수준이 부모상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가. 분리-개별화 척도
내담아동 어머니와 놀이치료자의 대상관
계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리-개별화 척
도(SIS: Separation-Individuation)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이 척도는 Green과 Millon(1986)이 제작한 청

수준에 따라 부모상담 만족도에 차이가 있

소년용 분리-개별화척도(SITA)로 김인경(1993)

는가?

이 번안한 것을, 박경순(1998)이 이들 중 일

연구문제 2. 내담아동 어머니의 희망수준
에 따라 부모상담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상담과정에 따라 부모상담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연구문제 4.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희망수준 그리고 상담과정은 부모상
담 만족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부문항을 삭제하면서 성인용으로 만든 검사
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래 총 56문항 중 최
선미(2003)가 일반인이 아닌 내담아동 어머
니를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고 얻은 28개의 문항
을 분석 자료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로 ‘매우 그
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채
점된다. 개별화 문항은 역점수로 처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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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모두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되어있다.

대상관계 수준이 낮은 것, 즉 분리-개별화의

상담만족 질문지는 2개의 하위요인인 상담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만족과 상담비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족도

대상관계 수준이 높은 것이다.

총점은 두 개의 하위요인 점수를 합한 값을

이 척도의 하위문항 구성은 거부기대, 불

말한다. 여기서 상담만족이란 지금 현재 진

안과 두려움의 결과로 자기 안으로 몰입하

행 중인 부모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거나 의존욕구를 부정하는 내용들과 관련된

이며, 상담비교란 부모상담을 받기 전과 지

문항들로 이루어진 ‘개별화’의 요인 1, 대상

금의 상태를 비교하여 얻은 만족도를 말한

에게 삼켜질 것의 두려움과 같은 결속불안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놀이치료 부

과 대상과 공생관계로 남아있고 싶은 분리

모 상담에 적용하기 위하여 내담자를 어머

불안, 공생관계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된 ‘공

니, 상담자를 놀이치료사로 지정하고, 문항

생관계’의 요인 2로 구분된다(최선미, 2003).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분리-개별화 척도에 관한 신뢰도분석 결
과는 개별화 Cronbach's α =.84, 공생관계
Cronbach's α =.74, 전체

에서 사용한 상담만족 질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다.

C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나. 희망척도

3. 절차
본 조사는 2005년 4월 18일부터 5월 13

Snyder와 Sympson(1996)은 상태희망척도를

일까지 총 25일 동안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개발하였는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배부 및 회수는 서울에 있는 기관의 경우

며 이 중 통로사고 요인이 3문항, 주도적

각 기관의 놀이치료자들의 동의를 구한 뒤

사고 요인이 3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내담아동 어머니

에서는 김택호(2004)가 사용한 희망척도를

에게 배부를 하고, 연구자가 놀이치료자에

사용하였다. 이 희망척도는 일반적인 자신

게 2차 회수를 하는 간접조사방법을 사용

의 생각을 질문한 것으로 이 희망척도의

하였다. 또한 일부 기관은 동봉한 반송용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으로 나타났

봉투를 회수하는 우송조사 방법을 실시하

다.

였다.

다. 상담만족도 질문지

4. 자료처리 분석

본 연구의 상담만족도는 상담효과를 측정
하는 한 방법으로서 상담을 통해 얻은 것이

상담자와 내담아동 어머니로부터 측정한

있는가 하는 만족과 변화에 대한 기대, 변

변인들의 상관도를 알아보고, 내담아동 어

화의 정도를 평가하는 차원으로서 정의하였

머니가 갖는 대상관계 수준, 희망수준, 부모

다. 이에 상담만족 질문지는 정남운(1998)이

상담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변인인 대상관계 수준, 희망 수준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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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위 30%, 하위 30%로 상․하 집단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별 평균 및

나누어 종속변인인 부모상담 만족도(하위요

표준편차를 구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인-상담비교, 상담만족)와의 차이를 t검증,

<표 1>와 같다.

일원 또는 다원 변량분석 하였다.

<표 1>에 의하면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
상관계 수준에 따라 내담아동 어머니가 지
각한 부모상담의 상담만족, 상담비교, 만족

III. 연구결과 및 해석

도 총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는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이 부

1.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수준에 따른

모상담 만족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말하며 즉,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

부모상담 만족도

준이 높을수록 부모상담에 대해 만족한 성
어머니의 대상관계수준에 따른 부모상담

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내담아동어머니 대상관계수준에 따른 부모상담 만족도
변인
상담만족

상담비교

만족도 총점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상

36(30%)

24.6

2.4

하

32(30%)

22.6

2.8

상

36(30%)

23.7

3.6

하

32(30%)

21.3

3.4

상

36(30%)

48.3

5.6

하

32(30%)

43.8

5.2

t
3.12**

2.85**

3.37**

*p< .05, **p< .01
상: 대상관계 수준이 높은 집단, 하: 대상관계 수준이 낮은 집단

<표 2> 내담아동어머니 희망수준에 따른 부모상담 만족도
변인
상담만족

상담비교
만족도 총점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상

33(30%)

24.0

3.6

하

49(30%)

22.2

3.2

상

33(30%)

23.3

4.2

하

49(30%)

21.2

3.7

상

33(30%)

47.4

7.5

하

49(30%)

43.5

6.0

*p< .05, **p< .01
상: 희망 수준이 높은 집단, 하: 희망 수준이 낮은 집단

t
2.38*

2.41*
2.61*

64 敎育心理硏究(第 20 卷, 第 1 號)

2. 내담아동 어머니의 희망수준에 따른 부모
상담 만족도

한 부모상담 만족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량분
석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상담과정 구

내담아동 어머니의 희망수준에 따른 부모

분은 각각의 상담자가 설문지에 응답한 내

상담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별 평

용에 근거하여 1-12회 이하를 “초기”, 13-50

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t-검증을 실시한

회 이하를 “중기”, 51회 이상을 “말기”로 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하였다.

<표 2>에 의하면 내담아동 어머니의 희

<표 3>에 의하면, 놀이치료 상담과정에

망 수준에 따라 내담아동 어머니가 지각한

따라 내담아동 어머니가 지각한 상담만족,

부모상담의 상담만족, 상담비교, 만족도 총

만족도 총점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내

며 특히 초기의 부모상담 만족도의 변화가

담아동 어머니의 희망 수준이 부모상담 만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과

족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말하며 즉,

정이 초기에서 중기, 말기로 흘러감에 따라

내담아동 어머니의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상담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저-고-고 의

부모상담에 대해 만족한 성과를 보인다는

형태를 띠고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것을 알 수 있다
4.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희망
3. 상담과정(초기, 중기, 말기)에 따른 부모

수준 상담과정에 따른 부모상담 만족도

상담 만족도
앞서 분석한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
상담과정에 따라 내담아동 어머니가 지각

타나는 지를 보기 위하여 먼저 대상관계(2)*

<표 3> 상담과정에 따른 내담아동 어머니의 부모상담 만족도
변인

상담만족

상담비교

만족도 총점

상담과정

N

평균

표준편차

초기

27

21.4

6.4

중기

63

23.7

2.9

말기

14

23.7

2.5

초기

27

20.9

3.6

중기

63

22.7

3.8

말기

14

22.2

3.7

초기

27

42.3

7.2

중기

63

46.5

6.0

말기

14

45.9

5.7

*p< .05, **p< .01
1) 초기 2) 중기 3) 말기

F

LSD

5.48**

1)＞2),3)

2.21

1)＞2),3)

4.1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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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관계수준과 희망수준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대상관계 수준

희망수준

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상담만족

14(30%)

25.1

2.8

상담비교

14(30%)

25.4

3.2

만족도 총점

14(30%)

50.5

1.5

상담만족

12(30%)

24.0

2.0

상담비교

12(30%)

21.8

4.4

만족도 총점

12(30%)

45.8

1.6

상담만족

8(30%)

23.8

2.6

상담비교

8(30%)

21.3

2.5

만족도 총점

8(30%)

45.0

2.0

상담만족

18(30%)

32.2

3.0

상담비교

18(30%)

21.4

3.7

만족도 총점

18(30%)

43.6

1.3

상
상
하

상
하
하

<표 5>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수준과 희망수준에 따른 부모상담 만족도
변인

만족도

자승합

자유도

평균

F

상담만족

28.64

1

28.64

4.03*

상담비교

61.46

1

61.46

4.76*

만족도 총점

174.02

1

174.02

5.66*

상담만족

20.15

1

20.15

2.83

상담비교

37.37

1

37.37

2.90

만족도 총점

112.39

1

112.39

3.65

대상관계 수준

상담만족

.62

1

.62

.09

×

상담비교

43.46

1

43.46

3.37*

희망 수준

만족도 총점

33.69

1

33.69

1.10

대상관계 수준

희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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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수준(2)의 집단에 따라 만족도의 평균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기초하여 2원 변량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상담
만족도 중 상담비교에 대상관계와 희망수준
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상담비
교에서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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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5

24
부모상담 후
상담만족도
23

22

희망수준낮음
희망수준높음

21
낮은대상관계수준

높은대상관계수준

어머니의 대상관계수준

[그림 1] 내담아동 어머니의 희망수준과 대상관계 수준에 따른 부모 상담비교의 만족도

하여 평균 표에 기초하여 도식하면 [그림 1]

수록 치료과정 초기에 부모상담 만족이 희

과 같다.

망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그림 1]에서 보면 대상관계가 낮은 집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료과정에서 부모

의 경우 희망수준에 따른 상담비교의 만족

상담 만족도의 변화량을 볼 때, 초기에서

도가 차이가 없는데 비하여 대상관계가 높

말기로 갈수록 희망수준이 낮은 어머니가

은 집단의 경우에는 희망수준이 높을수록

희망수준이 높은 어머니보다 부모상담 만족

상담비교의 만족도가 높았다.

도가 유의미한 차이로 높아진다는 것을 알

또한 만족도에서 희망수준과 상담과정에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희망이라는 개념이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희망수

상담성과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으므

준(2)* 상담과정(3)에 따른 평균과 편차를

로, 상담 초기 희망이 크면 그만큼 변화의

<표 6>에 제시하였다.

기대수준이 크므로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표 6>에 기초하여 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7> 과 같다.

문제해결과 관련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
고 자신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기가 어렵

<표 7>에서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상담

고, 오히려 희망수준이 낮은 집단은 상담초

비교와 만족도총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기에 기대치가 적어 상담이 진행될수록 문

타나지 않았지만 상담만족에서는 차이가 나

제해결 변화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추측

타났다. 이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할 수 있겠다.

여 도식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의하면, 어머니 희망수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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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희망수준과 상담과정에 따른 부모상담 만족도 평균 및 표준편차
희망수준

상담과정

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상담만족

13

23.9

3.18

상담비교

13

23.4

2.77

만족도 총점

13

47.3

7.17

상담만족

39

24.1

2.41

상담비교

39

23.6

3.59

만족도 총점

39

47.7

8.28

상담만족

6

23.5

2.88

상담비교

6

22.5

4.64

만족도 총점

6

46.0

5.72

상담만족

10

19.2

3.84

상담비교

10

19.0

3.63

만족도 총점

10

38.2

4.95

상담만족

19

23.3

3.81

상담비교

19

21.9

4.76

만족도 총점

19

25.2

4.99

상담만족

4

24.0

2.31

상담비교

4

22.0

4.08

만족도 총점

4

46.0

7.21

초기

상

중기

말기

초기

하

중기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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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상담과정과 희망수준에 따른 부모상담 만족도
변인

자승합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상담만족

76.88

2

38.44

3.94*

상담비교

38.10

2

19.05

1.26

만족도 총점

219.57

2

109.78

2.72

상담만족

53.89

1

53.89

5.52*

상담비교

46.12

1

46.12

3.05

만족도 총점

199.71

1

199.71

4.95*

상담만족

64.43

2

32.22

3.30*

어머니 희망

상담비교

47.78

2

23.89

1.58

수준

만족도 총점

213.92

2

106.96

2.65

상담과정

어머니
희망수준
상담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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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敎育心理硏究(第 20 卷, 第 1 號)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치료과정에 따라
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더불어 상담자
의 대상관계와 희망수준, 만족도의 관계도
검증하여 부모상담 효과를 최대로 하는데
지침이 되고자 한다.
첫째,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수준에
따른 내담아동 어머니가 지각한 부모상담
만족도에서는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상담에 더 큰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내담아
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림 2] 상담과정과 희망수준에 따른 부모상담 만족도

상담자와 자신이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존
재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음을 의

Ⅳ. 논 의

미하며, 이런 내담아동 어머니의 경우 상담
자의 개입을 믿고 따를 수 있으며, 상담자

아동상담에서 부모와 상담자와 협력적인

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전반적으로 상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것은 아동상담의 주

담의 성과를 만족스럽게 이끌어 나가는 경

된 치료적 요인 중의 하나이다. 부모는 아

향이 있을 것이다. 더불어 놀이치료에서 이

동에게 있어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루어지는 부모상담 역시 개별 성인상담과

타인이며 상담의 종결과 지속여부까지도 결

마찬가지로, 내담아동 어머니와 상담자가

정하기 때문이다.

함께 새로운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하

놀이치료 시 이루어지는 부모상담은 이러

나의 치료적 과정이며 어머니의 대상관계는

한 이유로 매우 중요하며, 상담자는 또 하

부모상담의 만족도를 예언할 수 있는 변인

나의 숨은 내담자로서 부모를 인식하고, 그

임을 보여준다.

들이 호소하는 심리내적 문제까지도 주의

둘째, 내담아동 어머니의 희망수준에 따

깊게 듣고,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아

른 내담아동 어머니가 지각한 부모상담 만

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족도에서는 내담아동 어머니의 희망수준이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모상담시 상담자

높을수록 부모상담 에 더 큰 만족을 보이는

는 부모와 긴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치료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희망수준이 높다

적 동맹을 잘 형성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상담에 대한 기대 및 심리내적인 특성을 이

기대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런 희망

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높은 내담아동 어머니 일수록 상담자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에서의 부

협력하여 자신의 행동변화와 아동의 문제해

모상담 만족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심리적

결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상담의

특성인 대상관계와 희망이 부모상담 만족에

성과를 만족스럽게 이끌어 나가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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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희망수준에 따른 내담아동 어머니가 지각한

이를 좀 더 연구하기 위해, 상담과정(초

부모상담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

기, 중기, 말기)에 따라 희망수준에 따른 부

상관계 수준과 희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상

모상담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초기에 희망

담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희망 수준이 낮은 어

희망수준보다는 대상관계수준이 부모상담

머니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상담에 대한 전

만족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는 대상관계수준과 희망수준이 부모상담

러나 상담만족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의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희망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중기로 진행되면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서 상담만족도가 낮아지는데 반해 희망수준

이러한 단서를 상담 초기에 상담자가 미리

이 낮은 어머니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

파악한다면 내담자의 기대수준에 근거하여

다. 이것은 희망이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상담자 역할과 치료계획을 준비할 수 있고,

동기와 기대수준을 높여 문제해결과 상담성

대상관계수준에 따라 치료적 동맹을 잘 발

과를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

달시키기 위한 상담자의 2차적인 노력을 통

하지만, 희망이 유연하게 발휘되지 못하고

해 상담성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

계속해서 높은 기대만 가지고 있다면 오히

는 것이다.

려 상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첫째, 놀이치료에서 부모상담의 중요성을

셋째, 상담과정(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강조하고 상담성과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내담아동 어머니가 지각한 부모상담 만족도

부모변인을 연구하여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상담 초기(1-12회

좀 더 이해하고 상담만족을 높일 수 있는

이하)와 중기(13-50회 이하)사이에 상담만족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는 부모상담에서 부

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모와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고 조기종결

다. 또 중기에서 가장 높고 말기에는 약간

의 가능성을 줄이고 상담전략을 세우는데

낮아지는 저-고-고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

지침이 될 것이다.

는 놀이치료에서 병행되고 있는 부모상담에

둘째, 상담과정(초기, 중기, 말기)에 따른

서도 초기에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난

부모상담 만족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부모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특

상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계

히 상담초기에 상담자가 부모의 심리적 특

기가 되었다.

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협력적인 치료적

셋째, 내담아동 어머니의 희망이라는 긍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

정적인 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상담접근에

사한다. 더불어 시간에 따라 부모상담 만족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

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을 파악함으로서 부

다.

모상담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게 되었다.
넷째,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수준과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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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연구대
상을 표집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례수
를 상위, 하위로 나누고 변인별로 나누다
보니 각 집단 간의 대상수가 적어지는 한계
가 있었다. 특히 상담자의 대상자 수가 매
우 적어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차
후에는 좀 더 많은 내담자와 상담자를 연구
에 포함시키고 상담자의 사례수를 좀 더 많
이 확보하여 이를 검증해 볼 후속연구가 이
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 부모상담
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가 없어
성인상담 용 상담만족도 질문지를 사용하였
는데, 이는 일반 성인상담과는 다르게 진행
되는 부모상담의 만족도를 측정하기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차후 놀이치료 시 부모상담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 개발이 이
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상담과정(초기, 중기, 말기)을 같은
내담자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서로 다
른 내담자를 비교한 것이며, 상담과정외의
다른 가외변수(특히 개인 특성변인)가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한계점
이 있으므로 추후 몇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
펴보는 질적 연구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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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Object Relation and Hope of Clients'
Mother on Her Satisfaction in Parent Counseling

Hee-Kyung Lee․Hae-Sun Kim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whether the parent counseling satisfaction of mother whose
child participates in play therapy depends on her level of object relation and hope. For this purpose
we measured level of object relations, hope, and parent counseling satisfaction of 104 clients' mother.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provide evidence for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level of
mothers' object relation and hope are highly related of their satisfaction in parent counseling: the
mother whose object relation is more stable and demonstrated higher level hope revealed more
satisfaction in parent counseling. Second, the progress in play therapy is quite related to the level of
parent counseling satisfaction. That is, the mother's satisfaction in parent counseling increased as
their children's therapy progressed, especially during the transition between initial and middle stag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the level of object relation and hope of client's mother
may be critical factors that is related to parent counseling satisfaction and thus to the effectiveness
of play therapy.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regarding effective parent
counseling of play therapy and implications for the further studies were suggested.

Key words: object relation, hope, parent counseling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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