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심리치료연구 제12권 제1호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2016. Vol. 12, No. 1, 1-25.

CPRT 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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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PRT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A시에 위치한 G연구소에 아동이 빈번하게 복통 혹은 두통을 호소하며 매일
모의 직장으로 5∼6회 이상 전화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내원한 어머니와 자녀 한 쌍을 대
상으로 하였다. CPRT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부모-자녀 미술치료,
비디오 슈퍼비전, 피드백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 측정도구는 부모양육태도의 변화를 보기 위
해 부모양육태도 검사지 및 부모자기보고를 사용하였고, 아동문제행동 변화를 보기위해 빈
도 관찰 방법을 사용하여 기초선, 중재, 유지의 AB단일설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CPRT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부모양육태도(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
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전화행동, 신체증상호소)에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CPRT기반 부모-자녀미술치료는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 변화와 아동의 문제행동 개
선에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CPRT를 미술치료프로그램에 접목하여 현장 적용에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CPRT기반 부모-자녀미술치료, 아동문제행동, 부모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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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가족의 구조는 소가족을 넘어 핵가족으로 변화됨에 따라, 과거
부모세대가 확대된 가족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던 부모역할과
양육기술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부모가 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
터 받아온 자녀 양육방식을 부모가 된 후에 자신의 자녀양육에 무의식적으로 적
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
로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
지 못한 경우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생겨나(Taylor, Bagby, & Parker, 1991),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양육에 온 힘을 기울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의 관계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안명현, 2012). 또한 이정희 등(2014)은 부모자녀관
계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부족한 경우 아동의 부적응적 행동이 더 많이 보고되
며, 발달적 과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
해 VanFleet(1994)는 오늘날 부모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기쁘게 참여해야 하고
더욱 자녀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찾아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외국 프로그램을 단순히 번역하여 적용한 경우가
많고, 정보제공, 교육적 요소가 주를 이루는 언어적 강의 전달이 주를 이루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치료적 접근으로서 다양한 표현
매체를 매개로 부모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노
남숙, 2008; 서소희, 최외선, 2008; 정계숙, 이은하, 2008). 그 가운데 CPRT(Child
-Parent Relationship Training: 이하 CPRT)는 부모-자녀관계 증진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더욱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방법으로 부모를 치료대행자로서
의 부모역할을 배우게 하면 전문적인 치료사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Guerne
y, 1964). Landreth(2002), Landreth와 Bratton(2008)는 Guerney(1964)가 8∼10개
월 동안 장기간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10회기로 구성된 CPRT로 개편하
였다. CPRT는 현재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키는 효
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김광웅, 유미숙, 유재령, 2006; 김양순, 2003; 백
지은, 2007; 이은하, 정계숙, 2006; Solis, Mayers, & Varjas, 2004). CPRT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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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부모훈련 프로그램과 달리 직접강의, 비디오 슈퍼비전, 시범, 관찰, 역할연
습, 그리고 부모집단과 전문치료자의 지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피드백과 슈퍼비
전을 제공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CPRT를 기반으로 한 부모-자녀 미술치료는 미술매체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독특한 내면세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동의 내면을 보다 정확
히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적 진단과 치료의 자료로서 가치를 보여준다(Kramer,
1998; Proulx, 2003). 미술활동은 그 자체가 창의적 표현활동과정이므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상징의 형
태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어서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자기표현에 유용하다
(Proulx, 2003).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부모-자녀미술치료에서 부모는
미술매체의 사용을 통해 긴장이완과 함께 퇴행을 통해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
하며 자녀의 감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녀는 부모와의 상
호작용을 통해 부모의 지지와 수용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
(Proulx, 2003). CPRT에 근거한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대개
Proulx(2003)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기초로 부모 훈련을 통해 부모
가 치료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로는 이희숙(2012)은
부모교육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부모의 정서적 공감능력
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고 하였으며, 정남주(2010)는 미술
치료와 CPRT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어머니와 자녀 관계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와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치료대행자로서의 어
머니의 역할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프로그램 과정 중에 배운
상담기법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이
있는 치료적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안명현(2012)은 CPRT와 미술치료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부적응 행동 감소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다.

2. 연구문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CPRT 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
램이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CPRT 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CPRT 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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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A시 G심리연구소에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내원한 부모들
중 약물치료,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의 중재 경험이 없으며 본 연구목적에 동의
한 어머니와 그 자녀이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

어머니의 경우, 1남 2녀 중 장녀로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그로 인한 아버지의
알콜 중독과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 친정아버지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는 예뻐했지만 공부를 못하는 자녀에겐 ‘돌머리, 밥만 축낸
다’는 식의 인격적인 모욕을 주셨다고 하였다. 남편은 대학교 2학년 때 과 후배
로 친정아버지와 다른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결혼하게 되었고 슬
하에 2남을 두고 있다. 내담자는 아동의 요구에 짜증스럽게 반응하며, 어머니가
보기에 버릇없는 행동이나 정리정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여 아이들에게 화를
자주 내며, 아동의 성적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등 그 외 아동의 욕구에는 무관심
한 편이다. 자신의 거부적, 통제적, 성취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변화와 아동의 전
화행동, 신체증상 호소의 문제행동 감소의 필요를 느껴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
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특성

구분
연령
원가족 형제순위
최종학력
경제수준
양육태도
문제행동
대처방법

어머니
만37세
1남 2녀 중 장녀
대졸
중
영역
어머니의 자기보고
양육태도 점수
수용-거부 § 아동의 요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18
§ 버릇없다고 생각하는 행동
자율-통제 § 정리정돈에 매우 집착하고 아이들과 주변
25
환경의 청결에 민감
한다는 생각
성취압력 §§ 성공해야
51
아이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집착이 있다.
§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냄
§ 비언어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거부적으로 표현
(눈살 찌푸리기, 한숨 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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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아동은 2남 중 장남이며, 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는 동생(8)과 자주 다투기는
하지만, 그 외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
가 직장에 출근했을 때나 집에 손님이 오시는 경우, 어머니가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하루에 5-6통 이상 전화를 하였다. 또한 두
통이나 복통 호소도 매일 5-6회 정도 호소한다.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아동의 특징

구분
연령
성별
형제순위
문제행동

대상아동
만 10세
남
2남 중 장남
전화행동, 신체증상호소(두통, 복통)

3) 연구자가 파악한 부모-자녀 문제

연구대상 어머니는 어린 시절 자신이 경험했던 친정아버지의 거부적, 통제적,
성취압력적인 양육태도처럼 어머니 자신도 똑같이 자녀에게 거부적,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육태도로 인해 아동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어머니에게 신체적인 증상호소를 하거나 혹은 어머니가 직장에 근
무 중이거나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떼를 쓰
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동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등 보다 수용적,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여준다면 아동의 문제행동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장소
부모교육은 A시 G연구소 강의실에서 부모교육, 비디오 슈퍼비전, 피드백 과정
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모-자녀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실시하며
이를 비디오 촬영을 통해 관찰하였다. 부모교육 강의실은 5평 정도의 넓이에 컴
퓨터, 빔 프로젝트, 스크린, 책상 그리고 다양한 미술재료로 구비되어 있다. 부모
-자녀미술치료 프로그램은 2.5평정도 넓이의 아동방에서 실시되었다. 아동의 방
은 책상, 컴퓨터, 침대가 놓여 있으며 부모-자녀미술치료 실시할 때는 방 중앙에
야외용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탁자, 의자를 두고 탁자 위에 필요한 미술매체를
놓아두었다. 또한 부모-자녀미술치료 과정을 소형 캠코더를 설치하여 녹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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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때 소형 캠코더는 아동이 의식하지 않도록 책상 위에 설치하였다.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비디오 녹화 및 관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진행 전에 부모와 아동의 동의를 얻었다. 또한 치료사는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
로그램 실시 전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안내를 하였고 프로그램
실시 중에는 재가 방문하지 않았다.

3. 연구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
(1) 부모양육태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기정(1984)의 부
모양육태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 검사지는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각각 11문항씩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의 반응범위는 Likert 5점 척도(항상 그렇다 5점, 자주 그렇다 4, 보통이
다 3, 가끔 그렇다 2, 전혀 아니다 1)로 이뤄져있다. 하위별 요인은 <표 3>과 같
다. <표 4>에서 부모양육태도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가 0.50 이상으로 신
뢰할 만한 수준이다.
<표 3> 부모양육태도검사 하위요인

양육태도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

문항번호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2, 5, 6, 8, 11, 14*, 17, 23, 26*, 29, 32
3, 9, 12, 15, 18, 20, 21, 24, 27, 30, 33

문항수
11
11
11

*역채점 문항임
<표 4> 부모양육태도검사 신뢰도

구분
양육태도

문항수
11
11
11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

(2) 가정 내 부모양육태도 변화(부모보고)

α

0.76
0.77
0.81

부모양육태도 검사지에서 하위 요인별 문항 중 어머니가 호소 문제를 중심으
로 회기별 관찰을 위한 항목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른 조작적 정의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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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부모양육태도 관찰의 조작적 정의

칭찬
수용-거부
대답
간섭
자율-통제
복종
학업성취압력
성취압력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불안

어머니 보고 하위요인
나는 자녀가 잘한 일이 있어도 칭찬하지 않는다.
나는 자녀가 무엇을 물어보면 귀찮아도 대답을 잘해 준다.
나는 자녀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
고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나는 자녀의 공부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나는 자녀의 공부에 대해 걱정이 많다.

2) 아동의 문제행동 관찰
(1) 전화행동

어머니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동의 방과 후부터 어
머니의 귀가까지 걸려온 수신 통화 목록을 통해 기록하여 통화 내용 중 두통,
복통에 대한 신체 증상호소를 제외한 전화 빈도로 전화행동을 모의 전화보고를
통해 연구자가 모의 전화 수신 내용을 통해 매일 기록하였다.
(2) 신체증상호소 행동

어머니가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기록된 아동의 신
체증상호소의 내용 중 복통, 두통 호소 행동을 학교 등교 전 시간과 방과 후 어
머니에게 전화해 온 내용 중의 신체증상호소 횟수 그리고 어머니가 퇴근 후 아
동이 잠들기까지의 시간 동안 호소한 신체증상호소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전화보
고를 통해 연구자가 매일 기록하였다.

4. 연구 설계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CPRT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이고 종속변인
은 아동의 문제행동이다. 아동의 문제행동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설계는
AB 단일설계를 사용하였고, 실험은 기초선, 중재, 유지로 진행하였다. 이 설계법
은 개입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단일설
계의 핵심 기능인 모니터링과 평가 기능을 모두 수행 할 수 있다(김용석, 손동
균, 2008). 본 연구에서 대상자 선정기간은 2015년 4월1일부터 4월5일까지, 기초
선 및 중재 기간은 2015년 4월 6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이뤄졌으며 유지기
간은 2015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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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별 문제행동의 관찰
(1) 기초선

대상 아동의 문제행동 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전화행동, 신체증상호소는 어머
니가 근무하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2일 동안 어머니의 전화보고를 통해 연
구자가 기록하였다.
(2) 중재

중재 단계에서 대상 아동의 행동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전화행동, 신체증상호
소는 어머니가 근무하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4일 동안 어머니의 전화보고를
통해 연구자가 기록하였다.
(3) 유지

실험처치의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처치가 종결 된 끝난 뒤 2주
후 6일을 기초선 수집단계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5. 프로그램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화와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하여 Landreth
(2002), Landreth와 Bratton(2008)의 CPRT를 기반으로 Proulx(2003)의 부모-자
녀관계미술치료프로그램을 참조하여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
다.
먼저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는 첫째, 아동의 초기에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부
모-자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성격에 결정적인 결함을 일으키고, 부적응적 행동
과 문제행동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부모를 참여시켜 부모-자녀관계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서귀남, 전
종국, 2003; Hembree-Kigin & McNeil, 1995). 부모-자녀관계 증진과 강화를 위
해서는 부모를 치료대행자로서의 부모역할을 배우게 되면 전문적인 치료사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Guerney, 1964; Landreth, 1991). 둘째, 어머니를 치료대행
자로서의 역할 및 훈련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변화로 발생된 문제행동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Landreth & Bratton, 2008). 셋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
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미술치료프로그램이 효과적이
고(Proulx & Minde, 1995),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속에서 부모와 아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감정을 다양한 미술매체를
활용한 미술작품을 통해서 부모-자녀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작품 속에 투영할
수 있다(정남주, 2010).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미술치료에서 미술매체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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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사소통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미술활동
은 신뢰와 예측가능의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안정적 애착형성에 도움을 준
다는 이점이 있다(Proulx, 2003). 즉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종이에 물
감을 바르거나 낙서하는 것은 공생단계이며, 표현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만 같
이 있는 단계에서 상징적인 미술작업으로 뽑힌다(Proulx, 2003). 따라서 부모자
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풀리지
않는 갈등을 치료하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부모
-자녀가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모성적 돌봄을 제공함으
로써,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Proulx, 2003).
본 프로그램은 Landreth와 Bratton(2008)의 CPRT 10회기 프로그램과 Proulx
(2003)의 부모-자녀관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 CPRT
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가정 내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
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주제별로 주 1회, 60분, 5주에 걸쳐
간단한 이론식 강의, 미술치료의 소개와 역할연습, 비디오 슈퍼비전, 피드백 과
정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CPRT 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부모교육

단계
§
§
ü

1

ü
ü
§

§

2

ü
ü

오리엔테이션
부모교육
부모-자녀 미술
치료 안내
훈련목표,
반 영 적 경청
주중 미술치료에
대한 소개와 연습
피드백
부모교육
해야 할 것과 하
지 말아야 할 것
제한설정에 대한
기술교육

CPRT 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가정 내 부모자녀미술치료(주 2회, 1회 당 30분)
회 주제
활동목표
활동내용
기
아동이 번갈아 가며
엄마랑 Ÿ 어머니-자녀의 Ÿ 어머니와
재미있고
자유스럽게 풍선
나랑
1 색 비누방울
협동능력
불기.
색을 섞어 색 비누방
그림 그리기 Ÿ 반영적 경청 Ÿ 다양한
울 그림그리기.
Ÿ 아동이 주도적으로 밀가루
밀가루 Ÿ 어머니-자녀의 점토 만들기.
2 점토로 만든 협동능력
Ÿ 다양한 형태의 색 밀가루 빵
나의 빵 Ÿ 반영적 경청
을 틀에 찍어 보고 다양한
형태의 빵을 만들기.
Ÿ 제한설정
Ÿ 행동추적
Ÿ 붕대를 잘라 손 본을 아름답
3 예쁜손나의
반응 훈련
게 꾸며 주기.
Ÿ 공감적 경청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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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단계
ü

2

ü
Ÿ
§
ü
ü

3

ü

§
§
§
ü

4

ü
ü
§

Ÿ
ü
ü

5

ü
§
§

공감적 경청 및
양육관계 기술
교육
주중 미술치료에
대한 소개와 연습.
1-2회기 비디오
슈퍼비전
부모교육
촉진적 반응 상
담기술 교육
선택권 주기 기
술교육
주중 미술치료
에 대한 소개와
연습.
피드백
3, 4회 비디오
슈퍼비전
부모교육
자기존중감 형성
반응기술
격려하기 대 칭
찬하기 기술교육
주중 미술치료에
대한 소개와 연습.
5, 6회 비디오
슈퍼비전
부모교육
일반화 기술교육
주중 미술치료에
대한 소개와 연습.
복습
피드백
7, 8회 비디오
슈퍼비전

CPRT 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가정 내 부모자녀미술치료(주 2회, 1회 당 30분)
회 주제
활동목표
활동내용
기
쿠키 아이싱
4 만들기
(따라
그리기)
5

엄마랑
나의
신문지로
만든 새

Ÿ
Ÿ
Ÿ

Ÿ
Ÿ

뽁뽁이
6 판화를
그려봐요.

Ÿ

천연염색
7
물
들여봐요!

Ÿ

한지로
엄마
8 만든
드레스
제작
나의 소망
인형
만들기
엄마랑
나의
10 미술작품
앨범
만들기
9

Ÿ

Ÿ

Ÿ
Ÿ

Ÿ
Ÿ

Ÿ
Ÿ

제한설정
행동추적
반응 훈련
공감적 경청
훈련
촉진적 반응
기술 훈련
선택권 주기
상담기술 훈련
촉진적 반응
기술 훈련
선택권 주기
상담기술 훈련
자기존중감
형성 반응 훈련
격려해 주기
대 칭찬하기
자기존중감
형성 반응 훈련
격려해 주기
대 칭찬하기

Ÿ
Ÿ

Ÿ
Ÿ
Ÿ

Ÿ
Ÿ

슈가 파우더로 아이싱을
만들기.
만든 색 아이싱으로 쿠키에
아동은 그리고 부모는 따라
그리기.
신문지 찢기.
아동이 찟고 엄마는 따라가기.
찢은 신문지로 새 가족 만들기.
뽁뽁이 터트리기 시합.
남은 뽁뽁이를 판화 제작하기.

Ÿ

천연의 야채즙을 내어
매염제를 섞어 천염색 하기

Ÿ

색한지로 엄마 드레스 제작
하기

일반화 훈련
및 경험
전 회기 복습

Ÿ

소망을 담은 인형제작하기

일반화 훈련
및 경험
전 회기 복습

Ÿ

전회기를 통해 만들어진 추
억을 담아 책 만들기

본 연구의 가정 내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Proulx(2003)의 ‘Str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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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Ties through Parent-child dyad art therapy(PCDAT)’ 부모-자녀 미
술치료 프로그램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Proulx(2003) 미술치료 중 4가지 기법,
색칠하기, 그리기, 조형, 만들기로 구성하였고, 일정한 시간, 친숙한 공간, 일상생
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매체와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기 기법의 미술치료 회기는 비누방울로 그리기, 쿠키 아이싱(따라그리기)
구성하였다. 그리기 활동을 통하여 시작을 상징하는 물의 사용으로 새로운 부모
-자녀 관계의 시작을 경험하고 아동의 주도에 부모가 따라가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부모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담 없는 매체로 아동의 흥
미유발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색칠하기 기법의 미술치료 회기로 ‘뽁뽁이 판화’와
‘천연염색 물들여 봐요’로 구성하였으며, 아동주도에 부모가 따라가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색의 선택과 형태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였다. 조형기법의 미술치료 회
기로는 ‘석고붕대 조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석고붕대의 의미가 ‘상처회복’의 매체
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활동은 부모-자녀 관계의 상처치유, 재결합을 상
징하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만들기 기법의 미술치료회기로는 ‘한지로 만
든 엄마 드레스’, ‘엄마랑 나랑 신문지로 만든 새’, ‘엄마와 나의 소망인형 만들
기’, ‘엄마와 나의 미술작품 앨범 만들기’로 구성하였으며, ‘한지로 만든 엄마 드
레스’는 아동의 주도하에 진행하도록 구성해 아동의 선택과 결정에 격려하기를
통해 자존감 형성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고, ‘엄마와 나의 소망인형 만들기’를 통
해 서로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결에 대한
의미로 ‘엄마와 나의 미술작품 앨범 만들기’ 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긍정적
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전 회기를 회상하고 다양한 상황에 자신을 스스로 조절
하고 문제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부모-자녀가 되고자 하는 희망을 꿈꿀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6. 자료 처리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 변화를 살피기 위해 양육태도 검사지를 이용해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사전, 사후, 유지의 점수를 표와 막대그래프로 나타냈으며,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화는 회기 내 가정 내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을 동영상 촬영하여 그 자료를 부모교육 시 비디오 슈퍼비전을 통해 확인하고,
양육태도 변화를 위한 교육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부모 교육시간에 가정에서
양육태도 변화를 부모보고를 통해 치료사가 기록하였다.
둘째, 아동의 전화행동 및 신체증상호소 행동의 변화는 치료사와 부모의 관찰
- 11 -

예술심리치료연구(제12권 제1호, 2016)
에 따라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로 나눠 행동에 대한 빈도를 꺾은선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이때, 아동행동관찰의 자료의 분석은 목표행동의 발생빈도를 매일
기록하여 3일 평균 빈도를 측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모의 양육태도
1) 부모양육태도검사

CPRT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양육태도 사전, 사후, 유지의 양적변화 수치는 <표 7>,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7> 부모양육태도

하위영역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

사전 점수
18
25
51

사후 점수
28
37
37

유지 점수
23
32
34

양육태도변화

60
50
40
30
20
10
0

사전
사후
유지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

<그림 1> 양육태도 변화

<표 7>에서 보듯이 부모양육태도 가운데 수용-거부는 사전 18점에서 사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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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10점 증가하였으며 유지 23점으로 나타나 수용적 태도가 유지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자율-통제는 사전 25점에서 사후 37점으로 12점 증가하였고 유
지 32점으로 사후보다 5점 감소했으나 자율적 태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또한 성취압력은 사전 51점에서 사후 37점으로 14점 감소하였고 유지 34점
으로 추가적인 감소를 보였다
2) 부모양육태도 회기 내 변화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부모양육태도 회기 내 변화

단계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변화
아 동: “아이 왜 난 안되지‘
어머니: ’왜 그래?‘ (무뚝뚝하게)
아 동: ’난 안 되잖아‘
어머니: (세게 불지 말고 조심스럽게 살살 불라고 지시한다)

초기

아 동: (눈에 비눗방울이 들어가서 눈을 부비고 있는데)
어머니: ‘조심하지! 눈에 들어가면 어쩌려구 그래’? (눈을 닦아 주었다).
아 동: (엄마가 불었던 스트로우를 주자) ‘더러운데’ ....(엄마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 (표정이 변하며 별 말은 없었지만) 버릇없다 정말.

어머니: 쫙∼∼쫙쫙 기분 좋다!(신문을 세게 찢음)
아 동: 엄마 나도 이렇게 쫙쫙 엄마보다 더 많이 찢어 볼게요.
중기 (서로 더 세게 찢기를 시도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아동: 하하하하(부모와 아동이 동시에 웃기 시작 함)
어머니: 찢어진 신문지가 우리 아들 손에 거치니 멋진 새가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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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변화

중기

어머니: 인형 머리에 무엇을 적어 넣었니?
아 동: 엄마 이름이랑 사랑해라고 쓰고 옆에 하트도 그렸어요.
어머니: 엄마를 만들려고 하는 구나.
아 동: 엄마는 무엇을 적어서 넣었어요?
후기 어머니: 우리 아들 이름이랑 하트를 그리고 우리 아들 아프지 말라고 적어 넣었지.
아 동: (웃는다) 히, 엄마 정말 예쁘게 만들어 줄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예뻐요.
어머니: 예쁜 건 좀 하하, 그건 아니잖아.
아 동: 왜요(울먹), 울 엄마 예쁜데... 머리를 길러서 더 예쁘게 차리고 다니세요!
어머니: 엄마가 머리를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구나! (미소)

<표 8>에서 부모양육태도 단계별 변화 초기에는 아동이 안 된다고 불평 했을
때 ‘왜 그래’ 무뚝뚝한 태도로 아동의 욕구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아동이
어머니가 사용했던 스트로우를 건네자 ‘더러운데’ 라는 반응에 ‘버릇없다’고 눈을
흘기며 통제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기에는 부모-자녀가 함께 미술활동을 즐기며
동시에 웃기 시작했으며, 아동의 신문지 새를 격려하는 양육태도의 변화를 보였
다. 또한 후기 단계에서는 아동의 행동에 관심을 두는 행동 이상으로 서로의 감
정을 수용하고 아동에게 모든 주도권을 허용하는 자율적 태도로 변화하였다.
3) 가정 내 부모양육태도 변화(부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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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육태도 검사(김기정, 1984)의 하위 요인별 문항 중 어머니가 힘들다고
보고한 문항을 중심으로 사전, 사후, 유지 단계로 양육태도의 변화를 부모의 보
고를 통해 분석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가정 내 부모양육태도 변화(부모보고)

시기

수용-거부
칭찬/대답
나는 자녀가 잘한 일이 있
어도 칭찬하지 않는다.
아 동: 엄마 저 비눗방울
잘 불죠?
어머니: 조용히 하고 비눗방
울을 불어야지
아 동: 와 엄마 잘 부네요.
어머니: 알았어, 좀 그만해
(웃음)

사전
나는 자녀가 무엇을 물어 보면
귀찮아도 대답을 해 준다.
아 동: 엄마, 잘 안 불어져요.
어머니: 차분히 해봐 안 된
다고만 하지 말고
어머니: 이것으로 해봐
아 동: (고개를 흔든다)
어머니: 왜?
아 동: 침 뭍어서요.
어머니: 별나기는.....

간섭-복종

과잉-비과잉
학업성취압력/
간섭/복종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불안
나는 자녀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오직 자녀의 공부밖에
까지도 ‘이렇게 해라’, ‘저렇 모른다.
게 해라‘ 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어머니: 매트 밖을 벗어나지 어머니: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않게 불어봐, 나가지
영어나 다른 기초학
않게 불라니까, 청소
력이 문제가 있다고
는 누가할래? 에구 참
하시네요. 정말 살기
아 동: 엄마 살살 불어서
싫네요.
그런지 안 나와요. 어머니: 남 보기에 그럴듯한
어머니: 낮게 도화지 위에만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하렴
좋겠어요.
어머니: 내 남동생은 나랑
내 여동생이 사는
것을 무시해요.
어머니: 번듯한 전문직이 아
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는 나처럼 살지
말아야죠. 그래서 공
부는 무엇보다 중요
해요.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나는 자녀의 공부에 대해
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걱정이 많다.
어머니: 우리 아이든 다른 집 어머니: 내 여동생이 나보고
아이든 부모나 어른
엄마 맞냐고 하네요.
에게 버릇없는 것은 어머니: 여동생이 저보고 아
참을 수 없어요.
이들 잘 가르치려고
연구자: 어머님 한 주 동안 무
돈도 버는데 애들 성
슨 일이 있었나요?
적이 이게 뭐냐고.
어머니: 우리 아이가 외할머 어머니: 여동생은 집을 팔아서
니가 예뻐한다고 외
도 아이 어학연수부터
할머니 말씀을 가지
각종 사교육 많이 하
고 말장난을 쳤어요.
는 엄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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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수용-거부

간섭-복종

칭찬/대답

간섭/복종
어머니: 우리 아이가 외할머
니가 예뻐한다고 외
할머니 말씀을 가지
고 말장난을 쳤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또
버럭 소릴 질렀어요.
아이들은 울고...
연구자: 아이들이 할머니가
친근해서 그랬을 수
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예전
에 예절에 벗어나면
불호령을 치셨어요.
나는 자녀가 할 수 있는 일
까지도 ‘이렇게 해라’, 저렇
게 해라‘ 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어머니: 인형에 실을 감을
때 느슨하게 감으면
인형 몸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아 동: 물렁해져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감아야
할까?
아 동: 꽉 조여서 감을래요.

사전

나는 자녀가 잘한 일이 있
어도 칭찬하지 않는다.
어머니: 엄마 인형보다 네가
만든 인형이 정말
단단하고 예쁘구나!
아 동: 엄마 인형도 멋져요
(웃음)
어머니: 엄마한테 A가 인형
선물하는 거야?
사후 아 동: 엄마 목에 꼭 걸고
다니세요. 저라고 생
각하시고요.
어머니: 우리 아들이 만들어
준 우리 아들 분신
엄마가 항상 가방에
달고 다닐게, 정말
자랑스럽다.

과잉-비과잉
학업성취압력/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불안
어머니: 여동생은 집을 팔아
서도 아이 어학연수
부터 각종 사교육
많이 하는 엄마예요.
난 근데 무엇을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직 자녀의 공부밖에
모른다.
어머니: 이 부분은 잘 고쳐
지지 않네요. 아이
들에 대한 성공의
집착과 기대!
어머니: 아이들에게 매 시간
공부에 대한 압력을
넣었는데 이번 주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
한 대화를 많이 했
어요. 큰아이는 그
림을 그리고 싶고,
둘째는 소방관이 되
고 싶어 하네요.
어머니: 저녁 자기 전까지
해 놓는다는 약속
잊지 않았지? 우리
A를 믿는다.

자녀가 무엇을 물어 보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나는 자녀의 공부에 대해
사후 나는
면 귀찮아도 대답을 해 준다. 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걱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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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수용-거부

칭찬/대답
아 동: 엄마 제 작품 사진
으로 책을 만드는
거죠?
어머니: 이 앞의 재료로 네
가 결정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된단다.
아 동: 여기에 구슬로 장식
을 해도 되나요?
사후 어머니: 그건 네가 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
능해

간섭-복종
간섭/복종
아 동: 엄마 이 녀석이(동
생) 내 것은 나눠
먹었는데 자기 것은
안줘요.
어머니: 네가 동생이 자기
것은 아끼고 형 것
은 자기 것처럼 먹
어서 속상했겠다.
어머니: 동생이 얄밉게 행동
할 때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
아 동: 이제 저도 안 나눠
줄 거예요.
어머니: 네가 많이 속상했
구나

나는 자녀가 잘한 일이 있 나는 자녀가 할 수 있는 일
어도 칭찬하지 않는다.
까지도 ‘이렇게 해라’, 저렇
게 해라‘ 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아 동: 엄마! 저 반장됐어요. 어머니: A야 목욕은 꼼꼼히
어머니: 우리 아들이 반장이
한거니?
되었구나 ,축하해! 아 동: 비누칠 구석구석 했
제가 반장하겠
어요.
유지 아 동: 엄마,
다고 손을 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A가 혼
어머니: 반장을 하겠다고 생
자서도 잘하는구나.
각하고 용기 있게 아 동: 제가 비누 남을까봐
손을 들었구나1 용
세 번이나 헹궜어요.
기가 대단하다. 멋
진 우리 아들 파이
팅이야.
나는 자녀가 무엇을 물어 보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귀찮아도 대답을 해 준다. 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유지 면
아 동: 엄마! 아빠 시험이 어머니: A야 동생 좀 데리
언제예요?
고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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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비과잉
학업성취압력/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불안
어머니: 성공을 위해 공부하
기보다 학생의 본분
은 면학이니 아이에
게 매 시간 잔소리
를 거두고 아이에게
제한 된 설정과 함
께 아이에게 시간의
선택권을 주었어요.
어머니: 엄마의 말을 믿어야
하나 머리를 갸우뚱
하더군요.
어머니: 아무리 바빠도 그
과제는 아이의 몫이
니 마음을 비우려
노력 중이예요.
어머니: 한 번은 잊었고 두
번째 부터는 지키려
노력하더군요.
나는 오직 자녀의 공부밖에
모른다.
아 동: 엄마! 저 공무원 될
래요.
어머니: A야 엄마는 우리
아들이 무엇이 되더
라도 사랑하는 마음
은 변하지 않아, 네
가 좋아하는 일이라
면 무엇이든지 환영
이야. 엄마는 너희들
이 하고 싶은 일하
면 행복하길 빈단다.
나는 자녀의 공부에 대해
걱정이 많다.
어머니: A야 학교 숙제는
다 한 거니?

예술심리치료연구(제12권 제1호, 2016)
수용-거부

시기

간섭-복종

칭찬/대답
간섭/복종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이 아 동: 엄마 저 지금 친구
야! 궁금하니?
가 놀러 온다고 해
아 동: 그냥요! 아빠가 잘
서 기다려야 해요.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그렇구나! 동생 데
아빠는 시험에 붙으면
리러 갔다가 친구들
유지
어디서 근무하나요?
못 만날 수 있겠구
어머니: 너희들이랑 함께 계
나. 알았어! 엄마가
시려고 가까운 곳에
데리고 올게
지원하셨단다.

과잉-비과잉
학업성취압력/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불안
아 동: 엄마 지금 게임 두
번만 하고 할게요!
어머니: 저녁 자기 전까지
해 놓는다는 약속
잊지 않았지? 우리
A를 믿는다.

2. 아동의 문제행동
1) 전화행동

CPRT기반 부모-자녀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그림 2>을 보면 초기 기초선에서 1일 평균 5.84회
전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기간 24일 동안 처음 평균 5.7회에서 중재 마
지막 날까지의 3일 평균 횟수는 평균 2.44회로 감소했으며, 중재 종료 후 유지
기간 6일 동안의 전화행동 횟수를 3일 평균 2회, 평균 1회로 꾸준한 감소 횟수
를 유지하였다.
<표 10> 전화행동 변화

전화행동
기초선
중재
유지
횟수 5.33 6.33 6 5.7 5.7 4.4 3.3 2.67 2.33 2.33 2.33 2.44 2 1
기초선
전
화
행
동

중재

<그림 2> 전화행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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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증상호소의 변화

CPRT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가 아동의 신체증상호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1>, <그림 3>을 보면 기초선에서 1일 평균 5.25회, 중재가
시작된 24일 동안 매일 측정한 자료를 3일 평균, 첫3일 평균 횟수는 5.3회, 12일
평균횟수 5.33회, 18일 평균횟수 4회, 마지막 3일 평균은 2.67회로 감소하였다.
중재가 끝나고 2주 후 6일 동안 매일 횟수를 측정해 3일 평균으로 기록한 첫 3
일 평균은 2회, 마지막 2회로 감소 횟수를 유지하였다.
<표 11> 신체증상호소

신체
기초선
증상
정도 5.33 5.33 4.66
신
체
증
상
호
소

5.7 5.3 5

기초선

중재
5 5.33 5
중재

4

유지
3 2.67 2 2
유지

<그림 3> 신체증상호소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CPRT 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문제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미술치료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
의 문제행동 즉, 잦은 전화 걸기는 기초선 측정에서 평균 5-6회이던 행동이 중
재기간에서 2-3회로 변화 되었으며, 복통 및 두통 등 신체증상 호소는 기초선
측정에서 평균 5-6회로 호소하였으나 중재기간 2-3회로 변화 했고, 유지기에서
전화 걸기는 1-2회, 신체증상호소는 2회로 감소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부모치료프로그램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김양순,
2003; 백지은, 2007; 오가영, 2006; 장미경, 1998; Smith & Landreth, 2003; S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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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yers, & Varias, 2004)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변화가 아동의 신체증
상호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신행호, 1995; 차지량,
2007)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또한 이러한 행동변화는 어머니가 자녀와
일대일 미술치료시간을 가지면서 아동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영해 주고 경청해 주며, 공감해 주면서
지지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 미술치료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
의 수용능력과 자율적인 태도는 증가하고 성취압력적인 태도는 감소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종료 후 부모양육태도의 변화 상태는 유지되
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즉 수용적 태도, 자율적 태도, 비성취적인 태도의
개입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미술치료프로그램이 부
모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킨다는 연구결과(김소영, 김미진, 2006; 김순복, 2008; 김
효숙, 최외선, 2007; 이은진, 이상복, 2006; Winnicott, 1971)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부모양육태도의 변화는 부모교육과 미술치료프로그램에서 반영적 경청,
제한설정, 공감적 경청, 촉진적 반응, 선택권 주기, 자기 존중감 형성 반응, 격려
해 주기 대 칭찬하기 등의 기법과 기술을 배우고 역할연습을 통해 익힌 결과이
며, 또한 가정 내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비디오 슈퍼비전과 피드
백 과정을 통해 부모가 지속적인 치료적 기술을 습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가 갖는 의미와 제한점을 논의한 후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미술치료 연구는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으나,
본 프로그램과 같이 부모자녀관계에 기초한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활
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많은 프로그
램들이 개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과 어머니에게 국
한 시켰다. 그러나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과업으로 당면한 아동후기, 청
소년기도 건강한 성인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
는 대상 연령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단일사례이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프로그램이 종결 된 후,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추후 연구나 지속적인 방
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추후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부
모-자녀관계의 문제가 다시 재발 될 위험이 커져, 이후에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측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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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호자에 의한 측정 및 연구자에 의한 내용 분석 등 다각적 측정을 시도하여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아동과 부모가 연구
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연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사회적 바람직성
을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2주 후, 부모 보고를
실시하였으나, 이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의 제거 또는 환경으로의 적응을 온전히
평가했다고는 할 수 없다. 때문에 A-B 단일체계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개
입철회 후의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단일체계 프로그램이나
사후관리의 방법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A-B 단일체계 설계에서 나아간 A-B-A,
A-B-A-B 등의 실험단일체계 설계 또는 A-B1-B2-B3의 강도변경설계, A-B-C,
A-B-A-C, A-B-A-C-A 등의 연속개입설계 등이 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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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CPRT-based Parent-child Art
Therapy on a Child’s Program Behaviors
Yu, Go-Un* ․ Choi, Eun-Yeong** ․ Kong, Mar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child art
therapy using CPRT(Child-parent relationship therapy) on child problem
behaviors. The subject for this study was a pair of mother and her child who
visited ‘G’ counseling center located in ‘A’ city, South Korea. They visited the
counseling center to improve the child’s problem behaviors. It was one of the
child’s problem behaviors that he phoned his mother during her work more
than five to six times a day to complain headache and stomachache. The
CPRT-based parent-child art therapy used in this study consists of four steps
including parent education, parent-child art therapy in the home, supervision
using recorded videotapes, and feedback. The changes in parent rearing
attitudes were analyzed by the questionnaire on the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parent’s self report. And the changes in child problem behaviors were
analyzed by ‘AB’ single system design, recording frequency of target
behaviors, which is composed of baseline, intervention and maintenance. This
study showed that CPRT-based parent-child art therapy had positive effect on
parental rearing attitudes(acceptance/rejection, autonomy/control, and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nd also it improved child’s problem behaviors
(addictive phone use, complaints of physical symptoms). Therefore CPRTbased parent-child art therapy may be effective for improving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child behaviors.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 that
parent-child art therapy combined by CPRT may be applied in the field of art
therapy for improving child's problem behaviors.
Key words : CPRT, Parent-child Art Therapy, Child Problem Behavior, Parental Rearing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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