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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enhanc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wo groups. that is. Parental
Group Art Therapy and Control Group. 28 subjects were mothers who
had been one or m ore children. They were randomly assigned in each
group.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14 persons and was held twice
a week for 2 hours for period of 4 weeks. Pre-and Post- tests were
given to two groups.
Enhancem ent of relation parents and children was measured by
Horner' s Filial Problem Checklist.
The results were as follow.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ther' s perception of children' s problem.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decrease than control group in the childre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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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풀

인간발달 과정에 있어셔 부모 빛 형제와의 관 계 또는 다른 대인관계가 인간의 정
신건강과 정선 병리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가족체계내에서 발달하고

성장하는 약동약 행동은 부모 빛 형제간의 관계에 의해 영향올 받는다 예컨대 자녀
의 장얘 증상은 져족체계의 불균형이나 불안정을 반영하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나
아가 가족의 심 리 적 이상과 고통을 경감 하고 가족의 안정과 균 형을 유지하려는 노
력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Haley . 1972， Satir， 1967).
어련 시절 부모와 자녀간의 관 계로부터 파생된 아동기에 나타냐는 많은 문제들은 비
교적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며친다(Robins & Rutter. 1990). 따라서 u1래 성인의
정신건강。l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볼때， 정서적 또는 행동적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 뿐
만아니라 모든아동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한노력야 필요하다고볼수 있다
자녀와 부모관 계보다 지적 및 정서 적 발달에 원초적이면서 중요한 대인관 계는 없
다는 가설 하에 부모와의 정서 적 유대관 계의 결여 ， 손실 혹은 부 재가 아동에 u]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져 행해지고 있다CJacobson. Fasman & Dimascio. 1975)
예컨대，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관계에 이상이 있거나 부모가 어배이 역할을 채대
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자녀는 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가족 전체가
경험 하고 있는 심 리 적 불안정과 불균형에 영향을 받아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거나
정서 적인 장애를 가져온다
부모 자녀 관계애 서 부모란 자녀애게 있어서 최초로 갖는 사회적 관계의 대상이
며. o�풍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샤회적 경험을 확장하고 발달시킨다- 따라서 자녀
의 정서적 특성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이 부모 져신의 성격， 태도， 행동양식 동에
포함되어 있다.
최근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성격유형과 정신장애 아동의 진단 잔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었다(선민섭 ， 오경자， 홍강의 . 1992)， 부모-자녀 간의 관 계가 바
랍직하면 자녀의 정서적 성장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부모-자녀 간의 관
계가 좋지 않을 경우 즉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할수록， 부모와의 접촉이 적을
수록.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무시할수록， 그리고 부모가 덜 헌신적일수록 아동의 문
제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이와같이 중요한 아동기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 계 뿐만 아니라 아동의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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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 발달과 성인으로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틀로 하여금 부
모 자녀관계에 대한 문제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Landreth(1991)는 정신
건장 전문가들아 가진 기술을 미래 성 인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철 수 있는 가장 좋
은 방법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훈련을 통 해 아동양육 방법을 가르쳐
야 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 부모를 치료 대행자로 훈련시키면 가족치료에서 나타나는 참여에 대한 저항
문제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가족을 심리 치료 장면으로 이끌 수 있다. 따라서 부모훈
련을 통해 아동들에게 효과 적 이고 효율적 인 심리 서비 스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자녀 관
계를 비 롯한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들도 장애아동들에게 집중되었을 뿐 가
족관계의 증진이나 가족문제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 인 개입 프로그램의 적 용이나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 며， 예방차원에서 부모 자녀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집단 프로그랩은 거의 없다.
최근 집단상담이나 치료 분야에서는 집단상담 활동을 도와주며 ， 집단원들간의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활동들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미술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는 집단구성원들의 복합적 이고 역통적 인 상호작용 과 정에서 나
타나는 사건이냐 역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집단상담에 조형활동을 통 해서 개인의
갈풍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표현과 승화 작용을 통 해서 자아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미술치료가 결합된 것이다.
집단미술치료는 미술매체를 통해 내연의 감정 및 언어적 표현을 쉽게 해 주고， 내
재된 긴장이나 불안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집단원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의식
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준다. 미술활동을
통 한 집단상담에는 미술치료의 여러가지 기법들이 널리 활용되고 있 다
이러한 경향이 증가되는 이유는 미술치료가 그림이나 조소， 디자인 기 법 등과 같
은 미술활동을 통해서 심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랍들의 심리 를 치료하는데 유
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김동연.1990).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미술매체를 집단
에 이용한 집단미술치료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집단 미술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Rosen & Mayro. 1995; 최외선， 전미향. 1996.김동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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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 이성희. 1997: 최선남， 전종국. 1997)
그러나 집단미술치료가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에서의 문제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상호 의사소통 을 애개하는 많은
수단이 있지만 미술활동은 자연스럽게 부모와 아동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본 연구에서는 집단며술치료를 통 해 부모의 자기이해와 아동양육 행동을 이해하
고， 며술작업을 통해 아동과 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부모-자녀관계 증진의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n. 이롬적 빼결
1

부모-자녀관계와 문체행동
모든 가족체계는 애정에 의해 결합된 부부와 혈연에 의해 결합된 부모-자녀의 관

계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부부 및 부모-자녀는 가족의 주요하위체계로 이들은 가족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또한 상호기능을 갖는다(이기숙. 1985)

이러한

부부 상호간의 관계， 부모-자녀 간의 관계 ， 또한 형 제간의 상호관계는 순환적 언과
성을 지니면서 자녀의 성격발닿 및 병 리 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체계가 기
능적인 경우는 가족성원들이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
의 견해와

다른

가족성원들의 견해에 기본척인 존중감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다른

사랍을 만날 때 매우 친화적인 태도를 보 인다.

즉 그들은 대인관계에서 서로 llfl려하고 개방적이고 공감적인 신뢰에 찬 의사 거래
를 한다- 반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의 반응들을 보연 대인단계에 서 방어적이고， 대
얀관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상호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1 거랴감 을 느끼거나 적대
적이다- 또한 고립감을 느끼고. 서로 수동적이며 무력하고 억제된 자세로 반응한다
체계론적 관점에서 개인의 역기능적 행위나 문 재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아 속해 있는 가족 구조 내의 인간관계적 역동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 다
Beavers와 Voeller(1983)는 가족의사소통을 연구한 결과 ， 매우 역기능적 인 가
족익 경우 빈약한 권력구조， 불분명한 언어구사 협상기술의 부족， 우울하고 냉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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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이중의 헤세지 전달 및 수신자의 말을 잘못 인지하는 동의 역가능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Saul(이근후， 박영숙， 문 홍세. 1988 재인용)에 의하면
6셰 이전의 배척， 박탈1 과잉보호， 유흑1 죄의식， 수치감 등을 불러 일으키는 부모
의 잘봇된 육아방식이 건강한 아동의 성격형성을 방해한다고 보았 다 Sulivan(홍
숙기 . 1990 재인용) 도 어 머니， 아버 지 ， 기타 중요한 타인들이 내놓고 또는 미묘하
게 보이는 반웅들이 아동의 자가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의사소통의 주체는 부모와 자녀이지만 의사소통
양식이나 관계의 주도권은 부모어l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활이나 기 능이 좀 더 바량직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
되어 야 하고 특혀 부모-자녀 관 채에서 아동의 행동 지 각에 대한 부모의 관점이 중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모잭되어야 한다‘

2. 집단미술치료
며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Bulletin of Art therapYJ의 창간호에 Ulman
의 논문에서 표현되었다. Ulman에 의하면 미술치료는 교육 ， 재활， 정신치료 동 다
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영 역에서 활용되 고 았던 간에 공통된 의
미는 시각 예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연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톱기 위한 시도
라고 하였 다. 치료자와 환자간 관계에서 미술은 상호간에 전달되는 상정적 의 사소
통 중 하나야 다
Numburg 풍의 일부 학자들은 미술을 통 해 정신 분석적 치 료 를 하였 고 ，
Kramer는 예술을 창조하는 행위야 말로 마음이 병든 사람을 재통합하고， 환실과
공상. 의식과 무의식을 융합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았 다
미술치료는 결국 이머지 표출과청에 있어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 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 기 법올 반복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언어적 이미지와 시각적 여미
지를 통해 지금까 지 상실， 왜곡， 방어， 억제되어 있는 내적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자기 상， 자션의 세계관 올 채발견하여 자기 통일화， 자거실헌을 꾀하게 된 다. 미술
치료의 궁극적 목적운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랍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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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작품 (작업)을 통해서 심리 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다.
이러한 미술치료의 특성을 집단심리치료에 적용한 것이 집단미술치료이며 ， 여 기
에서 그림은 내면서l 계에 간직된 인간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파 동시에 언어
로서 서 로 부딪치는 감정을 완화시켜며， 카타르시스 효과를 가지 는 것과 함께 감정
교류의 조정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집단 미술치료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의 개 인적 체험

이며 치료자와 내당자， 내답자와 내담자 상호간의 교류 가운데서 져기통찰을 이끌
어내고.

나아가

자신의 이미지 를 시각화한다는 회화의 특수성에 의해 환자의 정신

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岩井. 1983)
집단미술치료에서 는 집단원들로 하여금 그렴을 매체로 내변에 있는 감정을 자유
롭게 표출하는 동시에 갈동을 재경험하고， 자기 인식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기통

찰 및 자발성을 향상샤커고， 사회 창여 능력을 높이며 ， 보 다 생산적인 인간관 계를
유지 하게 하는 동 일련의 대 인관계 기술 습득과정이다(김동연 외. 1997). 뿐만아
니라 집단미술치료는 과 거에 억눌러 왔던 감정표현을 촉친시키는테 미술활동이 도
움이 되며 미술활동을 통한 개인적인 자료의 노출과 자기이해가 집단에서 높게 냐

타날 수가 있다(최선남 외. 1997).
아울러 집단 미술치료는 개인이 성장하고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 어 독특
한 기 회를 제공하므로 개인의 문제 행동에 따라 교정 목적으로， 역기능적인 잠재적
위험에 대한 예방책으로 혹은 개 인과 집단의 자아실현. 자긍심 향상 퉁의 질적 향상

과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집단 사회사업의 최근 경향은 치료적

관

계보다는 오히려 조정적인 관 계로서i 그리 고 다른 환경과의 만남에 았 어서 개인을
톱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집단 미술치료는 여러 셔랍이 집단에 참여하게 되므로 하나의

대안관계가

형생되

어 개 인치료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잠재적 치료효과를 거줄 수가 있다 집
단과정에서 집단지 도자는 집단의 성원을 격려하고 도와줌으로써 희망올 가지게 할
수가 았으며 ‘ 또 집단의 성원들도 모두가 자기와 꼭 같은 것을 경험활 수가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집단에게는 안정감 이 생겨고 활발한 분 위기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취학 야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
나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를 개발

-130 -

집단미술치료가 부모-자녀 판계 중진에 미치는 효과

하고， 이 프로그램이

부모와 야동의 관계에서 아동 의 문제행동 개선에

미치는 효과

를 검중하고자한다.
ll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어린이집에 육아교육을 맡기고 있는 5-6세 야동의 어머니 30명이
였다. 이들운 K시 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랩의 효과와 방법， 기간 퉁
을 셜명하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프로그랩 참여를 자원한 사람들이다.
2. 실힘설계
실험집단

01

통제집단

03

。103
0204
x

:

X

02
04

자녀의 문재행동목록사전검사
자뎌의 문제행동목록사후검사
프로그램 실시

3 측정도구
부모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랩이

부모-자녀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자녀 관계에서 일어냐는 자다의 문제행동 목록(F‘ilial Problem
Checklist : FPC) ’ 실시하였다. 여 목록은 부모 자녀관계 훈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 Pensylvania 주립대학애 있는 개인 및 가족 자문센터(Individual
and Family Consultation Center)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이다(Guerne y，
1992). 이 자기 보고식 도구는 1087�지의 문제상황올 다루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한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가족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상황에 대해 1. 2， 3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되어 었다 1 번이라고 응답하면 그
러한 문쩨상황。l 아동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라고 할 수 없고， 2번이라고 웅답
하면 그 상황이 자녀에게 조금 문제가 된 다는 의미이며， 3번이라고 웅답하면 심각
한 상태라는의미이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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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절차

1) 집단구성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집
‘ 단미술치료 프로그램’소개하여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신청을 받고. 30명의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이
들 30명을 대상으로 훈련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5명씩 무선배치하였다
훈련집단에 참여 하지 못한 어머니들에게는 본 연구가 끝난 후 프로 그램을 실시해
줄 것을 약속하고 실험기간 동안 대기하도록 했다. 총 8회의 집단미술치료 프 로그
램에서 1명이 1회기만 참여 하고 나머지 회기에는 참여하지 않아 제외하고 훈련집
단의 최종 인원은 14명이였고

통제집단에서도 1명이 사후검사에 응답하지 않아

14명으로 하였다
프로 그램의 실시는 미술치료사에 의해 1998년 3월과 4월에 걸쳐 총 8회로. 1회
기에 2시간씩 총 16시간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원들은 프로그
램을 실시하기 1주일 전에 자녀의 문제행동목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8회
기의 프로그램 완료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자는 미취학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총 8회 실시하였으며， 전체의 과정
진행은 최선남 전종국(1997)이 실시한 내용을 참고로 프로그랩을 계획하여 진행
하였다. 초기과정에는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중기에는 자기 노출
과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하기 ， 후기에는 마무리 과 정으로 상호이해와 수용에
을 두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회기별 프로그랩 내용은 표1과 같다

관심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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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집단미술치료의 회기별 프로그램
회기

미 술 활 동 과제
오리 엔테이션

1회

및
자기소개

2회

동물가족벽화

내

용

• 집단미술치료에 대한 소개

와 집단참겨시 유의점 재시
• 인생의

과거·현재·미래

원 상호간발표
• 동물 그립을 이용해서 자신
의 가족 을 소개한다
대해

포로

대

효

과

• 참여자의 집단행동 규범 을

이해하고 집단원들 간의 상호

모토를 그라고 집단 신뢰감 형성을돕는다.

·자신의 과 거1 현채， 마래 에
3회

기

꼴라쥬 작품활동

• 집단원들 간의 친밀감을

• 참여�}들이 자신의

첼

모습을

다시한번 돌아켜 보고 집단원

을 간의 신회와 1해흉
시킨다• 자녀와 함께 작품 활동을 하

증

진시킨다

• 부모-자녀 관계 ， 나。

는 시간을 주고 자녀로 하여 는 아동이 인지한 가족을 부

4회

자녀의 작품소개

금 가족화를 그랴게 하여 그 모가 인식하 므로 인해 자녀와
작품을 부모가가져와 서 집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활동을 하도록한다.
•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문
제

5회

• 사적인 샤실을 남에게 내어

u1해결된 과제

를 그링으로 그리 거나， 만들 보이는행동을 통하여 내 연의

그리 기

게 한 후에 그 문제를 집단훤 자유와 창만남의 경험을 하게

(흑은 만들기)

6회

한다

삶의 의미찾기

1된다.

에게노출하기

•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상

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 집단을 마치면서 집단원에

• 이때까지 의 학습경험을 토

대로 자기 자신을정리 한다.
• 집단활동을 통해 자선의

변

게 눈을 감고 생각나는 사 람 화를 기때 하고 접단원 상호간
주고싶은
7회

을 떠올라고， 그사 람에게 주 의 감사 와 결속을 갖는다.

선물딴들기와

고 싶은 선물을 만들게 했다.

과정n용무리

작품 소개 후 서로 격려의 말
과 껴안는 활동을 통해 마무
리 하기

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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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처리
집단미술치료 훈련프로그랭이 부모-자녀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기 위
해 부모-자녀 관 계에서 자녀의 문제행동 목록의 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2(집단
실험과 통제)

x

2(검사시기 : 사전겁서와 사후검사) 반복측 정식 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여 기 에서 집단은 피혐자간 변인(between -subject variable)으로 하고 검
사사기 는 피험자내 변 인(within-subj ect variable)으로 하였다

N. 뿔

과

본 연구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부모-자녀 판 계 증진에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훈련을 실시한 설험집단과 훈련을 실서하지 않는 통제집단간에 “부모
자녀 관계의 자녀 문제행통 목록”사전 및 사후검사 득점의 평균과 표준연차를 산출
하고. 이틀간의 차이를 통계 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부모-자 녀관 계의 자녀 문제행동

독롬 득점을 종속변 인요로 하고 2(집단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x

2(겹샤시기: 사

전검사와 사후검사) 반복측 정식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 집단 및 검사시기별 부모 자녀 관계의 자녀 문제행동 목록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집단 및 검사시기별 부모-자녀 관계의 자녀 문제행동 목록 득점의 평균 및 표준편차

사 전 검

f

사|사

후 검 샤

실험(n=14)

I 41.00(14.80) I 34.43(14.08)

통체(n = 14)

I 39.86(15.42) I 40.2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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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관계의 자녀 문제행동 목록 척도 득점에서 집단 및 검사시기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집단 및 검사시기별 부모-자녀 관계의 자녀 문제행동에 대한 변량분석

변량원
피험자간
집단(A)

자유도

전체자승화

평균자승화

F값

유의도

0.18

0.6727

1

77.785

77.785

26

11081.571

4 26. 214

1

1 3 2.071

1 3 2.071

22.83

0.0001

1

171.500

171.500

29.64

0.0001

오차

26

150.428

5.785

전체

55

1161 3. 357

오차

피험자내
시기(B)
AxB

〈표 3)에셔

검사시기(FO.26l= 22.83， p<.OOl)와 집단과 검
사시기의 상호작용효과(FO.26l=29.64， p(.001)가 통계척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 파 의 성질을 개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그래프 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재시된

바와 같이 .

覆실험집단
훌통제집단

짧

사후

사전
〈그림 1) 집단

X

검사시기의 상호작용효과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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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검사에서는 실헝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애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34.4 3응로서 통제집단의 평균 40. 29
보다 낮았다 즉 실험집단의 사후검사에서 부모-자녀 관 계의 자녀 둔제행동이 감소
했다.

Y. 불의 및 져|행
본 연구는 미취학 야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자녀 관 계 개선을 위한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 실시하고 부모-자녀 관 계의 아동 문제행동의 변화어l 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실시 후에 실험집단의 부모-자녀관 계의 아동 문제행동 지각에 긍 정적

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다타났다 이랴한 결과 는 아통중심 놀이치료를 아용한
부모-자녀관 계 증진을 연구한 결과(장미경. 1998).Thomas Gordon의 P.E.T를
이용한 부모역할 훈련의 실시 결과 살험집단 부모의 불안점수의
양육태도의 변화에 있어 민주， 자율적 태도로의

변화률 나타낸

변화와

참여자의

연구 결과 (오서l덕

1995)와 유사하게 나타녔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아 본 연구의 결과

가 제셔하고 있는 것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에서 부모가 집단활동을
통 하여 가족내의 부모 자녀 관 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동이나 자산의 모습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통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을 통해 아동의 행동을 문
제행동여라 지각하는 정도가 감소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 계 의 자녀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나의 지각만을
다루었고， 여동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마술치료가 실제 아

동의 문제행동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밝허지 못했다. 또한 집단미술치료가 아홍
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의 변화와 야동의 문제행동의 감소간의 관 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 과 정에 의해 야옹의 문
제행동이 실제 감소하는지 i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변화가 아동 의 실제 문제
행동의 감소률 이끌어내는지를 검증해야할 펼요성야 있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집단미술치료가 가족전체의
변화와 관 계 증친에 효과 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
는 집단미술치료냐， 전가족을 위한 가족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이루
어져할 필요성。l 었다
돼

집단미술치료가 부모-자녀 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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