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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 istoexploretheeffectofMotherand child Art
therapy on the change of parenting stress through the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Disorderchildandhismother.
TheresearchwasconductedduringtheperiodbetweenMay2007andSeptember

2007,whichincludedarttherapyof18sessionsintotal,90minutes,onceaweek.
Theparticipantsinthisstudywerea9year-old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childandhismotheranda10year-old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childandhismother.
Questionnaireswereusedtoinvestigatethechangeoftheparentingstressbefore

andafterthemotherandchildArttherapywascarriedout.
Firstofall,interactionsbetweenAttentionDeficitHyperactivityDisorderchild

andhismotherineachsessionwereanalysedtorevealtheeffectofMotherand
childArttherapy.Thenparentingstressderivedfrom theirinteractionsaswellas



thepointchangeofquestionnaireswereexamined.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First,theinteractionsbetweentheAttentionDeficitHyperactivityDisorderchild

andhismothershowedapositivechangethroughMotherandchildArttherapy.
Second,motherA's score ofthe questionnaires decreased from 249 to 177

suggesting a 28% reduction in parenting stress and motherB's score ofthe
questionnairesdecreasedfrom 279to177suggestinga36.5% reductioninparenting
stress.
In conclusion,MotherandchildArttherapy forthechangeoftheparenting

stressofanAttentionDeficitHyperactivityDisorderchild'smotherbroughtthe
positiveimprovementtothedecreaseintheparentingstressof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Disorderchildren's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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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부모들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들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부모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개인적 스트레스,결혼 관계 스트레스,양육 스트레스,사회
적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는 부모자신의 특성과 환경 그리고
부모역할이나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지각,그리고 아동의 특성이나 기질이 영향을
줄 것이며 이러한 특성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한
다.1)

가족은 하나의 체계이므로 자녀의 존재는 부모에게 심리적,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며,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그러나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
담과 가사노동의 증가는 부모 중 특히 어머니로 하여금 개인 생활을 가질 만한 여유를
주지 않고,정체감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한다.2)

이렇듯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성격이나 가치지향과 기본정서 등은 모-자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어머니와 자녀의 기질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어머니는 자녀의 느낌이
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양육 스트레스를 받
게 된다.3)

인간발달 과정에 있어서 부모 및 형제와의 관계 또는 다른 대인관계가 인간의 정신
건강과 정신 병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가족체계 내에서 발달하고 성장하는
아동의 행동은 부모 및 형제간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윌리엄(William,1985)은 아동의 만성적인 장애는 부모에게 대처반응을 요구하는 스

1) 박혜미,<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4),p.4.재인용
2) 최신덕,《결혼과 가족》,(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88),pp.125∼126.
3) 송성자,《가족과 가족치료》,(서울:학지사,1995),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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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요인이 되며,그 스트레스는 아동의 나이,장애 수준,연관되는 의료목적에 따
라 다양할 수 있고,장애가족과 부모들이 정상아 가족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다고 한다.또한 장애아동 출생에 따른 심리적,신체적 고통은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더 심하여 우울증상과 가정문제를 보인다고 한다.4)

아동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중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는 다른 장애
와는 달리 뚜렷한 신체적인 장애는 보이지는 않지만 부주의,과잉활동,그리고 충동성
등의 행동문제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의
부모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부모로서의 적절한 역할수행의 어려움,무
기력감,부부갈등,낮은 자존감,가족의 역기능,사회적 고립감,우울감 등을 호소한
다.5)또한 오펜하이머(OppenheimerFranz,1986)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의 공
격성 정도가 심할수록 부모가 더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했고,존슨턴
(DenisWiliam Johnstonn,1983)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들이 정상 아
동의 어머니들에 비해서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스트레스의 원인은 아이들의 특
성,특히 어머니를 귀찮게 하거나 아동이 산만하다고 느끼는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6)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에 대한 정의와 발생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치료법도
약물치료,행동수정,인지적 행동수정,부모교육 등과 같이 다양하다.파이어스톤
(Firestone,1986)에 의하면 아동의 약물치료효과로 충동통제 능력이 향상되었고,과다
활동과 공격성 등이 감소되었으며,부정적인 형태의 또래상호작용 개입도 줄어 또래관
계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쳤으며,모-자 상호작용이 개선되었다고 한다.그러나 여타
의 치료방법에서와 같이 약물치료에도 문제점들이 있는데 바클리(SamuelE.Barkley,

4) 김동연,권기덕,<장애아 가족의 가족 스트레스 연구>,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1,(1995),
pp.299∼322.재인용.

5) 김동연,천성문,최보금,<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자기 지각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정서 ·학습 장애 논총,제 2권 3호,(1994),pp.33～57.

6) 유윤정,<주의력결핍 과잉행동아와 외면성 증후 병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아의 심리사회적 변인 비교 연
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6),pp.8∼9.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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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에 의하면 약물은 아동의 자아개념,사회적 적응,학업적 결함,혹은 아동기 반사
회적 행동들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켜주지는 못하며 아동증상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인
식 변화와 모-자 상호작용의 질적인 개선이나 어머니의 스트레스 감소,양육태도 변화
와 같은 측면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했다.7)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가진 기술에서 미래 성인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
장 좋은 방법은 부모에게 훈련을 통해 올바른 양육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며 부
모를 치료 대행자로 훈련시키면 가족치료에서 나타나는 참여에 대한 저항 문제를 줄이
고 자연스럽게 가족을 심리치료 장면으로 이끌 수 있으므로 부모훈련을 통해 아동과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 라고 했다.8)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성격유형과 정신장애 아동의 진단 간에 유의
한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고,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약물·
부모훈련 병합치료와 부모교육·인지적 행동수정 병합 프로그램 등의 연구의 효과가 보
고된 바 있다.9)10)11)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인지적 행동수정 프로그램을 아동치료와 부모교육에
각각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어머니에게 함께 미술작업을 하며 직접·간접
적으로 소통하게 하는 모-자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최근 상담이나 치료 분야에서는 내담자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
정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나 역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담에 미술활동을 결합시켜 개
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해서 자아성장을 촉진하도록

7) 위의책.pp.8∼9.재인용.
8) 박성연,<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제 39권 1호,(1989),p.151.
9) 신민섭,오경자,홍강의,<주의력결핍 과잉활동장애 아동에서 약물 단독 치료와 부모훈련 병합치료의 효과
비교>,소아청소년정신의학,제 6권 (1995).pp.65∼73.

10) 김세실,안동현,이양희,<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에 대한 약물-부모훈련 병합훈련 효과>,신경정신
의학,제 37권,4호,(1998),pp.683∼697.

11) 이재경,<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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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다.또한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감정 및 언어적 표현을 쉽게 해주고,내재된 긴
장이나 불안을 완화시켜 줄뿐만 아니라 내담자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분
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되어 약물치료 중인 10세 남

자아동의 어머니와 9세 남자아동의 어머니에게 각각 모-자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아동
과 어머니의 관계를 적응적이고 긍정으로 이끌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더불어 이 연구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과 그 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111)))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장애아동과 그에 따른 사회 지
원적 복지정책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장애아동의 가족 내 출현은 한 가정의 불행사
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떠안게 됨으로서 여러 가지 스트
레스를 받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생활하지만 장

애아동의 부모,특히 직접적인 양육자인 어머니는 장애아동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스
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장애아동의 문제를 더 이상 장애아동 한 개인의 문제 또는 장애아동을 포함하

는 가족성원의 문제만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국가가 그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많이 보고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화 된 것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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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동의 부모를 위한 교육,상담,치료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
어 실행되고 있지만,이러한 부모교육이 대체로 복지관,병원,일부 사설 교육기관이나 학
교 등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부모회,부모면담,부모참관,가정통신,아동상담과 같은 단
편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12)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장애아동 성
장과 발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성교육 정도의 장애아동 프로그램 위주로 짜여 있어
서 부모의 욕구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부에서는 장애아동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장애

아동 어머니의 심리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이러한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
다.13)미술치료는 미술매체를 도구로 하여 대상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현재
미술치료의 영역은 다양하여 질병을 가진 환자 뿐 아니라 자아발견,정서적 지지,스트
레스 감소 등 일반인을 돕는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14)미술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
는 안전한 도구이기에 예민하고 폐쇄적일 수 있는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자신의 내면감
정을 표현하고,정서적 지지와 수용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한다.또한 이러한 과정에
서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을 높여 잠재적 긴장이나 우울한 정서를 완화시킴으로써 스
트레스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의 어머니의 스트레스 감소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모-자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과 함께 직접 시간을 가짐으로서 서로에 대

해 몰랐던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발견하고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
이는 과정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

12) 이상복,<행동장애유와 학부모의 집단훈련 프로그램 개발>,성곡 논총,(1994),p.450.
13) 김기령,<집단미술치료가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p.13.

14) 김재은,《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서울:교육과학사,1992),pp.48∼49
15) 정지은,<주의력결핍 과잉행동아와 외면성 증후 병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아간의 심리사회적 변인 비교
연구>,(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0)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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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 문문문제제제

첫째,모-자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모-자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인

한 행동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33)))용용용어어어 정정정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모-자 미술치료가 주의력겹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주제에 사용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1)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는 부주의

(inattention), 충동성(impulsivity), 과잉행동(hyperactivity)을 주요 증상으로 하며,이
러한 특징들이 동등한 발달수준의 아동들에 비해 더 빈번하고,더 심하며,더 지속적으
로 나타나는 학령기 발달장애이다.16)

본 연구에서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령기 아동으로
소아정신과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고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아동을

16) AmericanPsychiatricAssociation,Diagnositicandstatisticalmanualof mentaldisorders(4thed.),
Washington,DC:Author,(1994),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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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모의 부적당한 반응을 말하며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특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가
에 따라서 스트레스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비딘(AbidinR.R,1983)의 관점에서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지

(ParentingStressIndex:PSI)82문항으로 측정된 양육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자녀의
행동특성 (과다활동8문항,부모강화5문항,감정3문항,수용5문항,적응10문항,요구6문
항),어머니 특성(유능감 8문항,애착6문항,억압5문항,우울감4문항,배우자 관계5문항,
사회적 고립5문항,건강5문항),생활 스트레스(7문항)로 정의하였다.17)

(3)모-자 상호작용
모-자 관계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가에 따라 자녀가 영향을

받는 것이며,모-자 특성들이 상호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모-자 상호작용은 직접
적인 상호작용과 간접적인 상호작용으로 나뉠 수 있으며,직접적인 상호작용은 모-자 상호
간에 언어나 행동으로 서로에게 직접 표현하는 요구,질의,응답,반응행동 등을 말하며,간
접적인 상호작용은 모-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서로에게 직접 표현되지 않는 각자의
언어적·행동적 반응을 말한다.그러나 일상행동에서는 이러한 직접,간접적인 상호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보지 않고 전체를 모-자 상호작용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매 회기마다 어머니와 아동이 따로 또는 함께 미술작업을 하며,직

접·간접적으로 소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7) Abidin,R.R,ParentinStressIndex-Manual2nded.),Charlottersville,V.A.:PediatricPsychologyPress.
(1983),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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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주주주의의의력력력결결결핍핍핍 과과과잉잉잉행행행동동동장장장애애애

111)))주주주의의의력력력결결결핍핍핍 과과과잉잉잉행행행동동동장장장애애애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특특특성성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Disorder)는 주의산만·과
잉행동·충동성을 위주로 하면서 초기 아동기에 발병하고(7세 이전)만성 경과를 밟으
며 여러 기능 영역(가정,학교,사회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매우 중요한 질병이다.18)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부주의, 충동성, 과잉행동을 주요 증상으로 하며,이러
한 특징들이 동등한 발달수준의 아동들에 비해 더 빈번하고,더 심하며,더 지속적으로
나타난다.19)

부주의는 주의집중이 어렵고 방심하지 않고 긴장하여 있을 수 없는 상태이며 집중대
상의 선택,초점 맞추기,집중의 지속 또는 집중의 분배 등에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아동은 자신이 흥미 있는 일에는 자동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지만,자신이 덜 즐기는 과제를 완성하거나 혹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도록
요구될 때 다른 또래 아동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학습문제의 주된 원
인이 된다.20)

충동성은 상황이나 행동 결과에 대한 파악 없이 과제에 대해 부적절하게 빠르게 반
응하고,참을성이 없으며,일관되지 못하며,규칙준수가 어려운 증상을 말한다.
아동들은 자신의 즉각적인 반응들을 억제할 수 없거나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18)  김세실,안동현,이양희,<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에 대한 약물-부모훈련 병합훈련 효과>,신경정신
의학,제 37권,4호,(1998),p.78.

19) AmericanPsychiatricAssociation,Diagnositicandstatisticalmanualof mentaldisorders(4thed.).
Washington,DC:Author,(1994),pp.56∼57.

20) Barkley,R.A,Attention-deficit/hyperactivitydisorder.Child psychopathology.NewYork;Guilford
Press.(1996).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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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21).
과잉행동은 높은 활동 수준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시간이나 상황적 맥락에 부적절

하게 운동반응이 증가하고 안절부절 하며 쉴 새 없이 팔다리를 움직이고,웃고,이상한
소리와 말을 끊임없이 하고,잠자고 있을 때조차도 다른 아동들보다 더 많은 운동행위
를 한다.그러나 목표 지향적이지 않아 끝내는 일은 별로 없다.22)이러한 특성들 때문
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들은 교사나 친구들 어머니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기
가 어렵고 그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도 증가한다.따라서 초기부터 문제에 대
한 의식이 필요하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다.

222)))주주주의의의력력력결결결핍핍핍 과과과잉잉잉행행행동동동장장장애애애의의의 원원원인인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어떤 한가지의 요인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
문이다.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인 생물학적 요인,심리사회적 요인,아동의 기질
과 부모와의 상호 작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생물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에는 유전과 뇌손상으로 나눌 수 있다.유전적 요인에 대한 근거는 쌍

둥이나 형제자매,양자에 대한 연구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283쌍의 쌍둥이 연구에서
일란성 쌍둥이의 51%,이란성 쌍둥이의 33%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전이 가장 많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뇌손상은 뇌의 전두엽에서 혈류와 신진대사가 감소되어 현명치 못한 행동을 억제하

21) Malone,M.A.,& Swsnson,C,Parentalperceptionsofchildbehaviorproblems,parentingself-esteem,
andmothers'reportedstressinyoungerandolderhyperactiveandnormalchildren,(1993),p.456.

22) 이상복,<행동장애유와 학부모의 집단훈련 프로그램 개발>,성곡 논총,(1994).p.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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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제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못하여 과잉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반인의 뇌와 비교해 보면 운동근육과 주의 체계의 자기조절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
을 단층촬영에서 알 수 있었다.2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미세한 뇌기능 장애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나 뇌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
어 진다.24)

(2)심리사회적 환경요인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부모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고 자란 아동들보다는 사회·경제적

인 수준이 낮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험적 요인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동
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으로 보아 부모와 가족의
요인,임신 등 심리 사회적 요인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신이나 출산 때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합병증을 겪으면서 낳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걸리는 확률이 더 많다고 보고한다.이러한 연구
는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문제나 합병증이 태아의 정상적인 뇌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고,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다른 원인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25)

(3)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상호작용성 요인
아동의 선천적 기질은 생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성격특성으로 에너지의

강도나 고집스러움,과잉행동,높은 반응 강도,부주의,부정적 기분,낮은 적응력 등은
후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23) 이정희,<장애아동의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의 구조모형>,(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0),p.11.재인용
24) 김정민,<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비교연구>,성지재활연구.제 3권,(1998),pp.13∼35.
25) 신민섭,오경자,홍강의,<주의력결핍 과잉활동장애 아동에서 약물 단독 치료와 부모훈련 병합치료의 효과
비교>,소아청소년정신의학,제 6권,(1995),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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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아동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개선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다.부모가 인내심이 적고 쉽게 화를 낸다면 아동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고 더욱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이처럼 부모와의 사이
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은 학교에서도 교사의 지시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규칙
을 지키지 못하는 부정적인 행동들로 나타난다.26)

아동의 선천적인 기질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가정과 교육기관의 환경을 변화시켜줌
으로써 아이들의 행실을 바로잡고 아이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27)

333)))주주주의의의력력력결결결핍핍핍 과과과잉잉잉행행행동동동장장장애애애의의의 유유유병병병율율율과과과 성성성차차차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DSM-Ⅳ)에 따르면 주의력결
핍 과잉행동장애의 발생빈도는 미국 초등학교 학생에서 2∼20%라는 보고가 있으며,
대개 초등학교 저 학년생 에서는 약 3∼5%로 본다.
엄격하게 추정해도 미국의 2백만 명 이상의 학령기 아동이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이것은 미국 내 모든 교실에서 적어도 한두 명의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아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영국에서의 발생 빈도는 미국보다 다소 낮은
1%정도로 보고된 바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초등학
교 교실에서 1∼3명 정도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라고 보면 된다.
이 장애의 성비는 3:1내지 5:1로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에게서 더 많이 나타

났다.특히 남자아이 중에서도 첫째 아이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왜 같은
가족 내에서도 여자아이들 보다 남자아이들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걸릴 위험

26) 신현균,김진숙,<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비교연구>,성지 재활연구,제 3권, (2000),
pp.13∼35.

27) 이재경,<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p.1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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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높은지는 분명하지 않다.그러나 유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남자와 여자 양자의
유전자에 의해 유전되는 특성이 단지 남자아이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경우와 양육방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자 아이들에게는 얌전하고 차분하게 행동할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과

잉행동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어려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어 그런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비해 남자 아이들은 씩씩하고 용감하게 키우는 것이 좋다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과잉행동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또한 남자
아동의 더 공격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문제행동을 동반하여 클리닉을 방문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28)

444)))주주주의의의력력력결결결핍핍핍 과과과잉잉잉행행행동동동장장장애애애의의의 진진진단단단기기기준준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기준은 DSM-Ⅳ29)가 제시한 주의력결핍 증후군에서
6가지가 해당될 때는 주의력결핍 우세형으로 진단되고,과잉행동 -충동성 증후군에서
6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는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이 되며,복합형의 진단은 두 가
지 증후군에서 6가지 이상 해당 될 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진단을 받는다.또
한 7세 이전에 발병해야 하고 적어도 6개월 동안 증상이 나타나야 하며,발달 수준에
따라 준거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달 수준과 맞지 않게 나타나야
하며,적어도 두 상황(학교,가정)에서 관찰되어져야 한다.30)

미국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 DSM-Ⅳ에 의한 진단기준을 제시하면 <표 Ⅲ.1>와
같다.

28) 신현균,김진숙,<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비교연구>,성지재활연구,제 4권,(2000),pp.
13∼35.

29)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
30) 정명숙,김은진,<주의력결핍 아동의 가족미술치료 사례 연구>,미술치료 연구,제 7권,2호,(2000),pp.2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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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ⅢⅢⅢ...111>>>주주주의의의력력력결결결핍핍핍 과과과잉잉잉행행행동동동장장장애애애 진진진단단단기기기준준준
AAA...(((111)))또또또는는는 (((222)))가가가운운운데데데 111가가가지지지:::
(1)주의력 결핍에 관한 다음 증상 가운데 6가지 (또는 그 이상)증상이 6개월 동안 부적응
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지속된다.

주주주의의의력력력 결결결핍핍핍
⒜ 흔히 세부적인 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작업,또는 다른 활동

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 흔히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
⒞ 흔히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흔히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학업,잡일,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반항

적 행동이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님).
⒠ 흔히 과업과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한다.
⒡ 흔히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학업 또는 숙제 같은)에 참여하기를 피하

고,싫어하고,저항한다.
⒢ 흔히 활동하거나 숙제하는 필요한 물건들(예:장난감,학습 과제,연필,책,또는 도구)을

잃어버린다.
⒣ 흔히 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
⒤ 흔히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

(2)과잉행동 -충동에 관한 다음 증상 가운데 6가지 또는 그 이상이 6개월 동안 부적응 적
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지속된다.

과과과잉잉잉행행행동동동
⒜ 흔히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꼼지락거린다.
⒝ 흔히 앉아 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
⒞ 흔히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청소년 또는 성인에서는 주

관적인 좌불안석으로 제한될 수 있다).
⒟ 흔히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 흔히 “끊임없이 활동”한다.
⒡ 흔히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을 한다.

충충충동동동성성성
⒢ 흔히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 흔히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 흔히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예:대화나 게임에 참견한다).

B.장해를 일으키는 과잉행동 -충동 또는 주의력 결핍 증상이 7세 이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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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주주주의의의력력력결결결핍핍핍 과과과잉잉잉행행행동동동장장장애애애의의의 치치치료료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방법에는 약물치료,행동치료,개별화된 학습지도,사
회 기술훈련,인지치료 등이 있다.약물치료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신경생물학
적 원인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 아동의 60∼70%정도
가 학령기동안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3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의 약물치료 효과는 이미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
었는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의 주의력과 충동통제능력이 향상되고 과잉행동과
공격성 특히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부정적인 또래간의 상호작용
개입이 감소되어서 또래관계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쳤으며 모-자 상호작용이 개선되
었다.32)

위와 같은 연구결과가 있지만 약물치료는 낮아진 자아개념이나 사회적응과 학업적 결
함 등 다양한 형태의 반사회적 행동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하며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아동의 모-자 상호작용의 질적인 개선이나 어머니의 스트레스 감소 혹은 양
육태도와 같은 측면들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약물치료
이외에 다양한 치료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행동치료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
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부모나 교사를 매개자로 하여 중재를 실시하는 직·간접적인 방

31) Barkley,R.A,Theuseofpsychopharmacologytostudyinfluencesin parent-childinteractions.Journal
ofAbnormalChildPsychology.9,(1991),pp.303∼310.

32) 신민섭,오경자,홍강의,<주의력결핍 과잉활동장애 아동에서 약물 단독 치료와 부모훈련 병합치료의 효과
비교>,소아청소년정신의학,제 6권,(1995),pp.65～73.

C.증상으로 인한 장애가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면에서 존재한다.(예:학교,가정에서)
D.사회적,학업적,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
E.증상이 전반적 발달장애,정신분열증,또는 기타 정신증적 장애 중에만 발생하지 않으
며,다른 정신장애(예:기분장애,불안장애,해리성 장애,또는 인격 장애)에 의해 잘 설
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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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실시된다.33)그러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이 상황에 따라 반응에 차이
가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겪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따라
서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가 아동행동에 직접 강화의 원리를 사용하여 일관적이며 지속
적이고 즉각적인 수반관계(contingency)를 습득하게 하는 부모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
게 되었다.34)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부모교육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핵심증상들과 비행·
공격성을 비롯한 이차적인 증상들을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켜주었으며,무엇보
다도 아동의 가정 내 비 순종 행동을 현저하게 개선시켜 부모와의 갈등을 가소시키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었다.35)또한 여러 가지 치료방법은 그 나름대로의
치료적 가치가 있으므로 적절한 병행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36)

222...양양양육육육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한 가정에서의 자녀의 출생은 부모에게 흥분과 기쁨을 가져다주지만 장애아동의 출
현은 부모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그에 따른 부가적인 어려움을 가져다준
다.장애아동의 출현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장애아동의 가정에 특수하고 지속적인 어
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부여한다.37)

장애아 어머니는 장애자녀의 욕구와 다른 자녀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책
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으며 이로 인해 무력감을 경험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33) Satterfield,V.ConjiontFamilyTherapy.PaloAlto.:ScienceandBehaviorBooks.(1988).pp.59～60.
34) Barkley,R.A,Attention-deficit/hyperactivitydisorder.Childpsychopathology.New York;Guilford
Press.(1996),p.268.

35) 최신덕,《결혼과 가족》,(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88),p.165.
36) 류문화,<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p.8.

37) Friedrich,F.A&Greenberge,C.A ConjiontFamilyTherapy.PaloAlto.:ScienceandBehaviorBooks,
(1983),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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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장애아동의 존재가 부모의 좌절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
라,장애아동을 계속적으로 보살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을 더 느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일수록 취약성이 커서 역할에 대한 위기를 맞을 우려가 크다.38)

김동연에 의하면 장애아 부모의 걱정은 부모 역할과 관련된다고 하였다.예컨대,아
버지는 재정적인 지원,가족예산,아동이 기술을 배우고 직업을 가지는 기회,그리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부딪치게 될 갖가지 문제들(이성교제,결혼,대인관계)에
대해 많이 걱정한다.한편 어머니는 장애자녀가 가족 구성원에게 가져다주는 정서적인
긴장,자녀를 돌보는데 걸리는 시간,다른 가족 구성원,특히 남편의 욕구뿐만 아니라
자녀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능력에 대해 더욱 걱정하며 부모의 두려움은 일
반아 가정에서보다 장애아 가정에서 별거나 이혼이 더욱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긴다
고 하였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일반아동의 부모에 비해 2∼3배 수준 이상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

고 있으며,장애아동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치료,교육,직업 훈련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사회로부터의 고립감,죄
책감,아동에 대한 거부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자기 존중감의 저하,우울
등을 호소한다.39)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육체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부담,친구들로
부터의 고립,부모의 수면시간 부족,아동의 행동에 대한 문제,가정 일을 돌보는 시간
의 부족 등을 예로 들면서 장애아동의 출현을 계기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40)부모는 장애아동의 부족한 능력이나 외모로 인한 거부와 분노,
그리고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며,장애아동 출현 후 자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높다.41)

38) 배광웅,<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비교연구>,성지재활연구,제 3권,(1995),pp.13～15
39) 김동연,<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자아긍정감과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언어치료연구 제 5권,pp.15～17
40) Mori,PlayTherapy:TheArtoftheRelationship.Muncie,IN:AcceleratedDevelopmentpress,(1983),
p.59

41) Waibren,H.S,ArtPsychotherapy.NewYork:JohnWileyandSons,(1980),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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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대부분은 자녀가 그렇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죄책감을 갖게 된다.
이때 선천적인 것은 물론,후천적인 경우에도 자신의 관심 부족 때문에 자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게 된다.또한 자녀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피해
버리거나 다른 기관에 맡겨버리고 일부러 무관심하게 지내는 경향도 발생한다.심하게
괴로워하며,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않으려는 폐쇄성도 나타나게 된다.왜냐하
면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화제의 대부분의 주제가 자녀인데 비하여 장애아 어머니
자신은 장애자녀에 관해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할 수 없는 까닭에서이다.뿐만 아니라
정상적이거나 재능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괴로워진다.42)

장애 아동 출현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감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전통적
으로 아동양육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을 맡은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고 하였고 장애아동의 아버지들에 비해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이
더 많은 우울과 가정불화를 지각하게 된다.이런 현상들은 어머니들의 양육과 관련된
생활 뿐 아니라 부부로서의 생활에서도 장애아동으로 인해 영향을 더 받게 된다.또한
장애아동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와 욕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무관심하게 된
다고 한다.남편과의 관계는 부모의 양육활동에 영향을 주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
다.그리고 순환적으로 다시 아동발달은 부모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43)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서,직장을 가진 어머니보다는 직장을 가지
지 않은 어머니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특히 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스
트레스,우울감 등을 유발시키고,잠재적으로는 부모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요인이 아
동의 문제행동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44)이에 대해 아비딘(Abidin,R.R,1983)은
자녀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을 자녀의 행동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정도,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해 느끼는 지각정도와 일반적인 생활사건에서 오는 생활스트레스 등 세 영역

42) 가족스트레스 연구회,《엄마의 스트레스》,(서울 :창지사,1994),p.156.
43) Bristol,M.M,Familiesofdevelopmentallydisabledchildren: HealthyadaptationandtheDouble
ABCX model.PaperpresentedattheFamilySystemsandHealthPre-ConferenceWorkshop.National
CouncilonFamilyRelations,SanFrancisco,California,(1984),pp.256∼257.

44) 안동현 ·김세실 ·한은선 (2004).《주의력결핍 장애아동의 사회기술훈련》,(서울 :학지사),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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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았다.45)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아비딘의 관점에서 부모 양육스트레스검사
(PSI-ParentingStrssIndex)에서 측정된 아동특성(과다활동,부모강화,감정,수용,적
응,요구),어머니특성(유능감,애착,억압,우울감,배우자 관계,사회적 고립),생활 스
트레스로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 부모가 장애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느끼
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한다.또한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생물학
적 입장과 심리학적 입장을 통합하여 심신의 적응을 구하는 것에서 야기되는 심신반응
과 부적응을 적응상태로 이끌어 주는 미술치료의 장점을 통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
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333...주주주의의의력력력결결결핍핍핍 과과과잉잉잉행행행동동동장장장애애애아아아동동동과과과 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현대에 접어들면서,부모-자녀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관계이며,상호적인 강화 그리고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양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강조하였다.46)

아동의 행동은 개인적인 기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며,특히 어머니의 행동은 아동의 반응에 대한 자극의 역할을 하고 아동의 행동은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서 선행조건으로 작용한다.그리고 어머니와 아동의 반응은 후속
반응에 의해서 변화한다.그러므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에 대한 접근에서 아
동이나 어머니의 일방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는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야 한다.47)

지난 십 수 년 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이 부모와 상호작용 하는 방식과

45) Abidin,R.R.,ParentinStressIndex-Manual2nded.),Charlottersville,V.A.: PediatricPsychology
Press.(1983),p.26.

46) 오영희,엄정애,《부모와 자녀》,(서울:동현출판사,1997),p.131.
47) 고려원,<부모훈련을 통한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아의 치료효과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3),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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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부모가 반응하는 방식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한 최초의 연구 에서는 이 아동
들이 정상 아동에 비해 과제수행 기간에 어머니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시도하고,어머
니에게 말을 많이 하고,과제를 완료하는데 요청이나 요구가 많이 한다는 것이 밝혀졌
다.또한,이들의 어머니도 정상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자녀에게 부정적이며,제안이나,
인정,자녀의 충동 통제를 위한 야단치기,지시 등을 더 많이 한다고 했다.48)이후 계
속된 연구들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의 어머니는 정상아동의 어머니들에 비
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에 덜 반응하고,높은 통제를 하
고,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칭찬을 훨씬 적게 하고,자녀와 갈등을 일으키며 서로
협동적인 작업을 잘 하지 않고,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작업할 때 시간이 지날
수록 물리적으로 더 뒤로 물러나는 행동,자녀의 요청에 대한 반응과 행동변화를 기다
리는 인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정상 아동에 비해 질문이 많고,과제로

부터 자주 벗어나고,위축행동,부모에게 좀 더 비순응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49)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에게 중추신경각성제로 치료한 후 이들의 과잉행동이
나 주의력이 호전되면 상호작용 문제가 줄어든다는 결과들을 통
해 어머니의 부정적 반응이 아동의 문제에 따른 반응이라는 결과를 얻었다.50)

바클리 (Barkley.R.A,1990)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은 타고나 성향,기질
로 또래나 권위의 대상이 되는 어른과 심각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이
러한 문제에 대하여 부모들이 더 통제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할 가능성이 많고 이것

48) 문장원,<과잉행동아동의 부모에 대한 상담 및 훈련.정서학습장애아 연구>,제 13권 1호,(1997),pp.51∼
70.재인용

49) 윤정자,김영희,<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범주화와 가족환경 특성>,대한가정학회지,제 36권 8호,
(1998).pp.123∼140.

50) Landreth,G.PlayTherapy:TheArtoftheRelationship.Muncie,IN:AcceleratedDevelopmentpress,
(1991),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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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시 아동의 문제와 혼합되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고 본다.즉 부모의 양육태
도와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나 문제에 대한 부모의 대처방식이 아동의 증상과 그 증상
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정서적 측면에서의 발달상의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고
부모들은 심한 좌절감,아동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의 감소를 보고하며 양육에 대한 자
신감의 결여,우울증,친척들과의 접촉빈도 감소,사회적인 고립,부부갈등,가족의 역
기능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심각한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즉,적응적인 심리적,사회
적 기능성은 아동의 특성 그 자체나 부모의 특성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하는 것이
라 아니라 아동과 부모의 특성이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일치되고 조화를 이루면 지
원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가장 적응적인 행동 및 인지 발달을 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조화롭고 불일치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겪게 될
뿐 만 아니라 그에 따른 발달결과를 나타낼 것이다.51)

이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적 관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장애 아동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동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부모가
아동 장애로 인해 받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지고,아동의 치료와 장애의 심
각화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부모를 참여시켜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모-자 미술치
료 프로그램을 통해 억압된 마음의 표출과 감정의 해소를 경험하고 아동과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변화시키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44...모모모---자자자 미미미술술술치치치료료료

자를(Zarle.A.C,1997)에 의하면 적절한 자기 표출이 정신 건강과 인간관계의 형
성과 발전,개인의 성장,소외감의 해소 및 적응력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바람직한 생활을 위해서 자기 표출을 할 수 있도

51) 김동연 ,권기덕,<장애아 가족의 가족 스트레스 연구>,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제 1권
,(1995),pp.29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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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훈련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52)와데슨(Wsedson.
H.S)은 미술작업이란 이미지 표출과정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서
장점이 있다고 한다.그러므로 미술활동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언어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에서 지금까지 상실,왜곡,방어 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자
기상,자기 자신의 세계관을 재발견하여 자기 동일화,자기실현을 꾀하게 된다고 하였
다.53)

위니캇(Winnicott.P.W,1971)도 미술 작업의 기능이 고통과 긴장을 표현하는 것이
라고 하였는데 미술 작업과 본인의 창조성은 긴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자아의 힘을 만
드는 방법이다.미술은 인간 존재와 관계가 있다.54)인간은 그 자신의 세계와 그 주위
사람 속에 있는 존재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가끔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미
술에서 우리는 가끔 지나치게 부담을 안고 있거나,그 자신의 세계와 그 세계의 스트
레스에서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난다.그런 사람에게 미술작업은 심리적인 스트레
스를 해소시켜주는 활동이 될 수 있다.
내담자는 치료자에 의해 의도적인 지각과 미술활동을 지도 받으면서 자신의 작품을

봄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다시 말해 내담자들은 자신의 미술
표현을 보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고 미술표현과 관찰자로 바뀐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 사이에 새로운 대화가 일어난다.내담자들은 미술 작품에 나
타나 있는 형식적인 요소와 그들의 상호작용의 현상들을 보다 분명하게 지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이와 같이 미술은 비언어적인 표현 수단으로서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
가 자신도 모르게 구체화되는 동시에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를 남긴다.
미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으로서 부모,자녀의 과거나 현재 상황에 관

계되는 생각과 감정 또는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따라서 관찰하기

52) Zarle,a,A.C&Boyd,F.A,Vicissitudesoffollow-upstudies:Differentialeffectsofparenttrainingand
stimulantmedicationwithhyperactives.Am JournalofOrthopsychiatry,(1997),pp.184～194.

53) Wadeson,H.S,ArtPsychotherapy.NewYork:JohnWileyandSons,(1980),p.122.
54) Winnicott,P.W,PlayingandReality.NewYork:BasicBooks,(1971),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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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다.특히 부모 자녀 관계에
서는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표현
후에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데,미술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며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분
노,적대감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화의 기능을 하며,자신을 극도로 방어하고 있을
때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게 해 줌으로서 개인의 무의식적인 갈등,정신 역동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이렇게 미술활동은 방어나 통제를 줄이고 상징적인 이미지에 의해 감
정이나 사고를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55)

가족에 의해 표현된 미술작품은 가족 간의 이해를 돕고,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모-자 미술치료와 같은 가족 단위의 작업은 기초적인 치료방법
이 될 수 있으며,가족의 상호작용을 구조화시켜 주기도 한다.56) 모리스(Morris.M.
A,1991)는 미술치료를 가족 간의 역동적 심리관계가 일차적으로 강조되는 가족집단체
계에 까지 응용시켰으며,국내에서도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가족 미술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57)품행장애 아동의 가족미술 치료사례에서는 언어적인
상담에서 가져올 수 있는 철회행동이나 방어 등이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한 치료과정에
서 시각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욱 방어가 적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또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보다는 미술이라는 매
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 용이하였고,아동의 작품을 통하여 부모가 느끼는 아동에
대한 이해가 더욱 빨랐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연구하였다.58)야뇨증 아동과 어
머니에게 개인치료와 모-자 미술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치료초기에는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시선을 맞추지 않고 질문과는 상관없는 말을 많이 하던 아동이 치료 후에
는 야뇨증 문제가 해결되었고,집중의 시간이 길어지고,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
어 모-자 미술치료의 효과를 입증하였다.59)

55) 권기덕,김동연,최외선,《가족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서울 :특수연구,1993),p.140.
56) 최신덕,《결혼과 가족》,(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88),pp.248∼249.
57) Morris,M.A, Parentalperceptionsofchildbehaviorproblems,parentingself-esteem,andmothers'
reportedstressinyoungerand olderhyperactiveandnormalchildren,(1991),p.48.

58) 최외선,최선남,<품행장애 아동의 가족미술치료 사례연구>,미술치료연구,제 5권 2호,(1998),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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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의의의 분분분석석석

가족미술치료 측면에서의 선행연구로서 헤일리(Haley,1972)와 사티어(Satir,1967)는
가족 내에서의 아동의 증상은 가족체계의 불균형이나 불안정을 반영하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족의 심리적 이상과 고통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려
는 노력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6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의 가족미술치료사례에서는 언어적인 상담에서 가져올
수 있는 철회행동이나 방어 등이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한 치료과정에서는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방어가 적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또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보다는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
하여 표현하는 것이 용이하였고,아동의 작품을 통하여 부모가 느끼는 아동에 대한 이
해가 더욱 빨랐다는 것을 연구결과 밝혔다.61)

김세실 외 (1998)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아동의 문제
행동에서 약물 단독 치료 군에 비해 약물-부모훈련 병합 치료 군에서 월등히 좋은 결
과를 얻었으며 이 효과는 6개월 후의 추후 조사에서도 대부분 유지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아동과 그 어머니에게 모-자 미술치료 프로
그램을 함께 실시하여 장기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하고자 하였다.62)

유뇨증 및 위축증 아동과 어머니에게 개인치료와 모-자 합동치료를 병행하여 실시
한 결과 치료초기에는 주의집중시간이 짧고 시선을 맞추지 않고 질문과는 상관없는 말
을 많이 하던 아동이 치료 후에는 유뇨증 문제가 해결되었고,집중의 시간이 길어지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모-자 미술치료의 효과를 입증하였다.63)모-자 난화상

59) 최외선,<유뇨증 및 위축증 아동의 가족미술치료 사례 연구>,미술치료 연구.제 7권 2호,2000.pp.29∼38
60) 이경희,<주의력결핍 과잉행동아와 외면성 증후 병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아간의 심리사회적 변인 비교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2),p.16.재인용

61) 최외선,최선남,<품행장애 아동의 가족미술치료 사례연구>,미술치료연구.제 5권 2호,(1998),pp.63∼77.
62) 김세실,안동현,이양희,<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에 대한 약물-부모훈련 병합훈련 효과>,신경정신
의학,제 36권,3호,(1997),pp.59～76

63) 최외선,채민아,<유뇨증 및위축증 아동의가족미술치료사례 연구>,미술치료연구 제7권 2호,(2000),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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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이야기법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에서 아동은 어머니에게 날카롭고 복잡한 난화를 그려줌으로써 긴장을 방출하고
어머니에 대한 분노,미움,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은유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
로 감정을 해결하여 아동은 걱정,두려움,죄책감을 줄일 수 있었고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 작업한 내용들은 가족들과 여행 갔던 일,하고 싶은 일들,일상생활 사건,아동과
어머니 사이의 긍정적인 경험과 갈등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개인의 행동,감정문제와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드러냄을 통해 상호작용이 긍
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밝혔다.64)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이 가족 내에 있을 때 부모는 애착을 가지고
관계를 하려 하나 자녀의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증
가된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된 아동과 그 어머
니에게 각자의 감정과 기대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모-자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이
를 통해 모-자 미술치료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표표ⅡⅡⅡ...222>>>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동동동향향향

연구자
(년도) 연구 내용 및 출처 연구 결과 측정도구

최외선
최선남
(1998)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
애아동의 가족미술치료
사례 -미술치료연구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한 치료과정에서
철회행동이나 방어가 적었고,감정표현
이 용이했고 작품을 통하여 부모가 느끼
는아동에대한이해가더욱빨랐다.

·모-자 1쌍
·K-CBCL65)
·부모양육태도
검사

·KFD66)

최외선
채민아
(2000)

유뇨증 및 위축증 아동과
어머니에게 개인치료와
모자 합동치료를 병행한
사례 -미술치료연구

치료초기 문제행동의 감소와 유뇨증
문제가 해결되었고 아동과 어머니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모자 미
술치료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모-자 1쌍
·HTP67)
·KFD

64) 이묘주,<모-자 난화상호 이야기법 미술치료가 ADHD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대구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2003),p.17～95

65) ChildBehaviorChecklist: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66) KineticFamilyDrawing:동적 가족화
67) House-Tree-Person:집-나무-사람 그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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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현
(2002)

모-자 미술치료가 소아암
환아의 공포와 어머니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 -대
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소아암 환아와 어머니에게 모-자
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모-자 미술
치료가 소아암 환아의 공포 감소와
어머니의 불안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모-자 1쌍
·HTP
·얼굴표정공포척도
·상태특성불안척도

박현경
(200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장애아동어머니의 스트레
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
험집단 11명,통제집단 11명으로
구성하여 집단 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이 스트레스 반응점
수와 부정적 기분점수가 감소했다.

·집단(어머니)
·스트레스반응
척도

·부정적 기분
척도

이묘주
(2003)

모자 난화상호 이야기법 미
술치료가 ADHD아동과 어
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대구대학교대학원

모자 미술치료가 일상생활의 사
건,아동과 어머니의 부정적인 감정
과 갈등이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드러냄을 통해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모-자 1쌍
·가족체계진단
·PSCD68)

정유희
(2004)

집단 미술치료가 모-자
상호작용과 모의 자녀
양육 행동변화에 미치
는 효과 - 원광대학교
보건환경 대학원

아동과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
각각6명을 대상으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두 집단에게 실시한 결
과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아동
어머니 그룹에게는 온정,수용,양육
행동을 향상시켰고,청소년 어머니
그룹에게는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저하 시켰다.

·집단(어머니)
·모자상호작용
척도

·어머니양육
행동척도

이은진
(2005)

자아성장 집단미술치료가 발
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 및 모-자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자아성장 집단미술치료가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모-자 상호작용
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고 양육스
트레스가 감소되었다.

·집단(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척도
·모자상호작용
척도
·동적가족화

68) Parent-Selff-Circle-Drawing:동그라미 중심 부모-자기 묘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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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자
(2005)

적극적 APT집단프로그
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의 관계및 모-자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연구결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
모교육을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실제
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부모자녀 간의 인간관계를 긍정적으
로 변화시킬 수 있었고 바람직한 양
육태도를 증진 시킬 수 있었다.

·집단(어머니)
·양육태도검사
·부모자녀인간
관계검사

·모자상호작용
검사

김진희
(2006)

동기강화 부모행동훈련이
ADHD 아동과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
교 대학원

ADHD아동을 위한 부모교육 훈련
에서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임상적
정보 제공과 양육기술만 교육하는 부
모행동훈련보다 부모의 양육행동 변
화에 대한 동기강화 훈련을 포함 했
을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
레스에 보다 효과적 이었다.

·집단(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척도

·양육효능감
척도

·K-CBCL

김승미
(2006)

놀이중심의 인간관계 개
선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
아가정 비장애형제의 모-
자 의사소통에 관한 사례
연구 -대구대학교 재활
과학대학원

연구결과 모-자 의사소통과 모-자
상호작용의 변화는 기초 선에 비해 처
치 후와 유지 기간에 하위영역들이 긍
정적으로 상승되어 바람직하게 변화
하였고,모-자 의사소통 표현행동은
회기 내에서 서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표현하는 행동이 증가하였다.

·장애아동의
형제-모

·K-CBCL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

·부모아동상호
작용놀이평가

윤지영
(2006)

분리불안 행동에 대한 점
토활동 중심의 모-자 미
술치료 사례연구 -대구
대학교 재활과학 대학원

분리불안을 보이는 5세 아동과 어
머니를 대상으로 점토활동 중심의 모
-자 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아동의
분리불안 행동을 감소시키고 어머니
의 분리 불안 행동을 감소시켰다.

·모-자1쌍
·아동의 분리
불안척도

·아동의 분리
불안검사

·어머니의분리
불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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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모-자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OO소아정신과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되어
약물치료 중인 10세 남자아동의 어머니와 9세 남자아동의 어머니이다.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 장애 아동과 함께 OO소아정신과에 오는 어머니 중 아비딘(Abidin.R.R)69)의
PSI(ParentingStressIndex)양육스트레스 척도 검사 결과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어머니와 면담을 통해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아동과 어머니 두 그룹을 선정하였다.

111)))AAA아아아동동동과과과 어어어머머머니니니

<<<표표표 ⅢⅢⅢ...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AAA 아아아동동동과과과 어어어머머머니니니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정정정보보보

69) Abidin,R.R,ParentinStressIndex-Manual2nded.),Charlottersville,V.A.:PediatricPsychologyPress.
(1990).p.86.

대상 A 아동 (남,만10세 ) A 어머니 (만 38세 )

의뢰사유

.어머니에게 투정이 심하고 고
집이 셈

.틱(고개 돌리기,눈 깜박임)

.친구들과의 잦은 마찰

.아동의 투정,고집을 통제하기 힘듦

.아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어머니가 아동의 과잉행동에 대해
화가 나서 야단을 쳤을 때 아동의
과잉 행동을 감당하지 못함.

아동의
발달력

A아동은 11세의 남아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다.아동은 정상
분만 되었고 11개월 때 어깨뼈가 골절되었고 그 뒤 손목과(4세)견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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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BBB아아아동동동과과과 어어어머머머니니니

<<<표표표 ⅢⅢⅢ...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BBB아아아동동동과과과 어어어머머머니니니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정정정보보보

(10세)골절이 있었다.4세 때 간질 중첩증으로 2년간 약을 복용했고 완
치되었다고 한다.현재는 야뇨증을 보이며 소아정신과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되어 약을 복용하고 있다.현재 아동은 약물 복용
후 부주의,충동성,과잉행동은 조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이러한 행동
문제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연구대상의 양육스트레스는 PSI검사 결과 248점으로 높은 수준의 양
육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idin,1983:PSI-ParentingStressIndex).

주양육자 어머니

가족관계 ·아버지 (40,회사원) ·어머니 (38,가정주부)
·아 동 (남,만10세,초4) ·동 생 (남,만7세,초1)

사회·경제적
지위 중상류층

모-자
특 성

첫 면담에서 아동은 미술실을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물건을 만졌다.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을 계속 살피며 하지 말라는 표현을 했다.아동
은 어머니가 통제하고 제지하는 말을 할 때 표정을 찌푸리며 고개를 심
하게 돌리는 행동을 하였다.

대상 B아동 (남,만9세 ) B어머니 (만 35세 )

의뢰사유
.심한 학습부진을 보임
.말을 더듬고 늘 불안한
.태도를 보임

아동의 장애로 인해 치료,교육으로
정신적,경제적,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남편과 갈등이 심하다.



- 29 -

.틱(눈 깜빡임)

.가족들과의 잦은 마찰

아동의
발달력

아동은 정상 분만 되었고 성장기간 동안 특별한 병력은 없었다.아동
의 양육은 생후 100일까지는 생모가 맡았으나 이후 4세 까지는 할머니
에게 맡겨졌다.
4세 이후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어머니의 가게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

으며,초등학교 입학 후는 하교 후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등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입학 후 쉬는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거나 의자에 착

석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또래와 잦은 마찰이 생김.숙제와 같은 과제
를 혼자 하는데 어려워하여 어머니가 도와줌
소아정신과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을 받은 후 약물치료

를 시작했다.현재 아동은 약물 복용 후 부주의,충동성,과잉행동은 조
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이러한 행동문제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와 가족
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연구대상의 양육스트레스는 PSI검사 결과 279점으로 높은 수준의 양
육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idin,1983:PSI-ParentingStressIndex).

주양육자 어머니

가족관계 ·아버지 (38,자영업) ·어머니 (35,자영업)
·아 동 (남,만9세,초3) ·동 생 (여,만 6세,유치원)

사회·경제적
지위 중산층

모-자
특 성

첫 면담에서 아동은 어머니를 때리고 눈치를 보는 행동과 공격적인
언어가 반복되었고,어머니는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주로 ‘하지
마’‘않되’와 같은 지시와 개입이 자주 있었으며 명령이나 금지와 같은
형태의 표현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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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절절절차차차

111)))치치치료료료기기기간간간 및및및 장장장소소소
본 연구의 대상아동과 어머니에게 모-자 미술치료를 광주광역시 L미술치료 센터

미술치료실에서 2007년 5월 22일부터 2007년 9월18일 까지 주 1회 90분씩 총 18회기를
실시하였다.
치료실은 독립된 공간이며 적당한 채광이 있고 오디오 시설이 구비 되어있고 여러

가지 미술매체가 진열되어 있다.어머니와 아동이 활동할 수 있는 넓은 책상과 의자
가 놓여있고 벽면에 그림을 전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22)))치치치료료료실실실시시시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독립변인은 모-자 미술치료이며,종속변인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

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이다.
연구자가 선택한 연구도구 PSI(ParentingStressIndex-양육스트레스 척도)평가지로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모-자 미술치료를 18회기 실시한 뒤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333)))관관관찰찰찰과과과 기기기록록록방방방법법법
매 회기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과 어머니의 미술활동과 개인별 그림분석을

하고,양육스트레스 변화를 연구자가 관찰 기록한 내용 및 녹음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질적 분석을 하였다.
어머니에게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통하여 사전 ·사후의 점수의 변화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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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111)))부부부모모모용용용 양양양육육육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평평평가가가지지지(((PPPSSSIII---PPPaaarrreeennntttiiinnngggSSStttrrreeessssssIIInnndddeeexxx)))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스트레스정도를 파악하는 부모용 질문지는 아비딘(Abidin,
1983)이 개발하고 박혜미(1996)가 번안 수정한 양육스트레스 척도(PSI-ParentingStress
Index)를 사용하였다. PSI신뢰도는 Cronbach⍺지수가 .91로,아동특성 .87,부모특성
.80,생활스트레스 .85이다.70)

질문지는 5점 척도로써 75개의 문항과 ○,×의 6개 문항에 자유응답 문항 1개 항목
을 첨가하여 총 8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각 문항에 매우 그렇다 에 5점,전혀 그
렇지 않다 에 1점을 주었으며,생활스트레스 하위변수는 해당항목이 있을 때만 1점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해석은 질문지의 하위영역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세 부분의 하위영역별 점

수를 계산하고 하위영역의 점수를 총합해서 총점을 산출한다.PSI질문지의 임상적 해
석에 따르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긍
정문 형태로 진술된 문항은 역 채점 한다.역 채점 문항은 4,37,40,64,67,70,75번
문항이다.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 구성요소는 <표 Ⅲ.3>와 같다.

<<<표표표 ⅢⅢⅢ...333>>>양양양육육육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척척척도도도

70) 박혜미,<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4),1996.p.8.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아동특성

과다활동성 1-8 8
부모강화 9-13 5
감정 14-16 3
수용성 17-21 5
적응성 22-30,7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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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지는 Likert식의 5단계 평정척도이며,‘매우그렇다’는 5점,‘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22)))모모모---자자자 미미미술술술치치치료료료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모-자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MedicalArtTherapy with Children」(Malchiodi,
1998)와 「CounsellingChildrenaPracticalIntroduction」(Kathryn,G.＆ David,G.,
1997)및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과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 하였다.그리고 미술치료전공 책
임교수 1인 및 미술치료전문가 2인,소아과 전문의 1인의 검증을 받아 프로그램의 타
당도를 높이기 위한 자문을 받았다.71)7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과 어머니의 모자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준비기,탐색기,
적응기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4>와 같다.

71) Malchioi. A,《MedicalArtTherapywithChildren》,(NewYork:Macmillan,1998),PP.15∼150
72) Kathryn,G.＆ David,G,《CounsellingChildrenaPracticalIntroduction》,(New York:Macmillan,
1997),PP.39∼80.

요구성 31-34,71,72 6

어머니특성

유능성 35-41,73 8
애착 42-46,74 6
억압성 47-51 5
우울감 52-55 4

배우자관계 56-60 5
사회적 고립 61-65 5
건강 66-69,75 5

생활스트레스 76-8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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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ⅢⅢⅢ...444>>>모모모---자자자 미미미술술술치치치료료료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단계 회기 활동목표 주제 활동내용 재료

준
비
기

사전검사 양육스트레스 질문지

양육스트레스
질문지
A4용지,4연필,
지우개

1

친밀감
형성

흥미유발
긴장완화

비언어적
협동화

종이에 말없이 작업해
본다.

종이,크레용,수성펜,
유성펜,파스텔,물감
등

2 언어적 협동화 이야기를 나누며 종이에
함께 작업해 본다.

종이,크레용,수성펜,
유성펜,파스텔,물감
등

3 찰흙 찰흙을 이용하여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찰흙,찰흙판,찰흙용
구,분무기

4 핑거페인팅 풀에 물감을 섞어
종이에 이야기 한다.

도배풀,물감,그릇,스
틱

탐
색
기

5

불안감해
소

자기표현
력증진
상대방에
대한 인식

찰흙 찱흙을이용하여떠오른것
을 형상화 시켜본다.

찰흙,찰흙판,찰흙용
구,분무기

6 자유화
원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감정표출을
해본다.

각종종이,크레용,수
성펜,유성펜,파스텔,
물감,각종공예재료
등

7 콜라주1
잡지를 이용하여 나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
붙여본다.

잡지,종이,가위,풀

8 콜라주2
잡지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찾아 붙인다.

잡지,종이,가위,풀

9

상호작용
자기수용
타인이해

골판지 조형
골판지를 이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본다.

골판지,글루건,테이
프,가위,공예재료

10 사포위에
그리기

사포 위에
크레파스나 파스텔로
오늘기분에 대해
표현해본다.

사포,크레파스,색연
필

11 신체본뜨기 아동의 실제 크기만한 전지2장,매직,파스



- 34 -

전지 위에 누운 아동의
형태를 그린 후 엄마와
함께 꾸며 본다.

넷,크레용,물감,파스
텔 등

12 만들기
나의 바람을 원하는
매채를 이용하여
표현해본다.

각종종이,크레용,수
성펜,유성펜,파스텔,
물감,각종공예재료
등

적
응
기

13

긍정적
관계형성
정서적
안정

상자꾸미기 원하는 형태의 상자를
선택하여 함께 꾸며본다.

여러형태의상자,가
위,풀,색지,글루건,
공예재료등

14 석고작업
찰흙 판에 원하는 신체
부위를 하나씩 찍은 뒤
석고를 부어 완성해본다.

찰흙,찰흙판,긁개,석
고가루,대야,물통,스
틱 등

15 조각맞추기
협동작업

하트모양을 조각을 내어
각각 작업하고 연결하여
완성해 본다.

하트모양종이,풀,가
위,색연필,싸인펜,크
레용,색종이 등

16 선물주고받기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마음의 선물을 만들거나
꾸며본다.

색지,색종이,풀,가위
,색연필,싸인펜,크레
용,공예재료 등

17 상호수용
및
이해

비언어적
협동화

같은 종이에 말없이
함께 작업해 본다.

종이,크레용,수성펜,
유성펜,파스텔,물감
등

18 언어적 협동화
이야기를 나누며 같은
종이에 함께 작업해 본
다.

종이,크레용,수성펜,
유성펜,파스텔,물감
등

정리
및
평가

전시회

달라진 자신의 모습과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에
대한 유지와 앞으로의
자녀양육과 마음가짐에
대해 나눈다.

모든 작품

사후검사 양육스트레스 질문지
양육스트레스
질문지,A4용지,
4Ｂ연필,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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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 처처처리리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과 어머니에게 모-자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나타난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처리를 하였다.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양육스트레스 하위영역 (아동특
성,어머니 특성,생활스트레스)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변화를 사전·사후로 비교
하기 위해 하위영역별 점수와 변화율을 분석하였고,각각의 개별문항에 따른 점수
변화를 살펴본다.

2) 모-자 미술치료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
구로서 미술치료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관찰,기록하고
질적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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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양양양육육육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변변변화화화율율율

111)))아아아동동동 특특특성성성 영영영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변변변화화화

(1)하위 영역별 변화
아동 특성영역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에 대해 측정한 사전·사후 점수를 제

시하고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율(%)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1>와 같다.

<<<표표표 ⅣⅣⅣ...111>>> AAA 아아아동동동특특특성성성 하하하위위위영영영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점점점수수수와와와 변변변화화화율율율

<표 Ⅳ.1>에서 보면 아동 특성 하위영역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은 사전 125에서 사
후88점으로 37점 감소되었다.변화율(%)은 스트레스 감소를 영역별 최고점에 대비한
변화율로서 아동 특성하위영역의 양육 스트레스 평균 변화율은 27.9%이다.영역별 최
고 감소율은 39%로 과다활동성 영역이며,최소 감소율은 11.76%로 부모강화 영역이
다.

양육 스트레스영역 문항번호 사전 사후 변화율(%)
과다활동성 1-8 28 17 39
부모강화 9-13 17 15 11.76
감정 14-16 13 11 15.38
수용성 17-21 19 12 36.84
적응성 22-30,70 29 21 27.58
요구성 31-34,71,72 19 12 36.84

총점 125 88 평균변화율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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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ⅣⅣⅣ...222>>> BBB아아아동동동특특특성성성 하하하위위위영영영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점점점수수수와와와 변변변화화화율율율

양육 스트레스영역 문항번호 사전 사후 변화율(%)
과다활동성 1-8 27 18 22.5
부모강화 9-13 20 15 25
감정 14-16 10 5 33
수용성 17-21 20 10 40
적응성 22-30,70 39 24 30
요구성 31-34,71,72 21 12 30
총점 137 84 평균변화율

30.14(%)

<표 Ⅳ.2>에서 보면 아동 특성 하위영역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은 사전 137점에서
사후84점으로 53점 감소되었다.변화율(%)은 스트레스 감소를 영역별 최고점에 대비한
변화율로서 아동 특성영역의 양육 스트레스 평균 변화율은 30.14%이다.영역별 최고
감소율은 40%로 수용성 영역이며,최소 감소율은 22.5%로 과다 활동성 영역이다.

(2)문항별 변화
아동특성영역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하위영역을 문항별로 살펴보면<표 Ⅳ.3>과 같다.

<<<표표표 ⅣⅣⅣ...333>>> AAA 아아아동동동특특특성성성 영영영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문문문항항항별별별 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변변변화화화

하위
영역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1)

거의

그렇지

않다

(2)

확실치

않다

(3)

대부분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과
다
활
동
성

1 우리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끝까지 들어주어야 한다. ● ○

2 우리 아이는 너무 활동적 이서 나를 지치게 한다. ● ○

3 우리 아이는 주위가 잘 정돈되어 있지않고 산만하다. ◉
4 우리 아이는 장난감을 보통 10분 이상 가지고 논다. ○ ●

5 우리 아이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즐겨 논다. ● ○

6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 ○

7 우리아이는목욕하거나옷을입을때많이움직이고반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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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성에 따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변화를 문항별로 살펴본 <표 Ⅳ.3>에 나타
난 결과에 따르면 양육 스트레스가 대부분 그렇다(4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2점)로
스트레스가 감소된 문항은 아동특성 영역 중 과다활동성 영역에서 1번 문항,우리 아
이가 원하는 것은 끝까지 들어주어야 한다.2번 문항,우리 아이는 너무 활동적이어서
나를 지치게 한다.4번문항,우리 아이는 장난감을 보통 10분 이상 가지고 논다.8번문
항,몰입하던 활동이나 원하던 물건에서 쉽게 이탈한다.와 수용성 영역의 18번 문항,
어떤 때 우리아이는 어렸을 때의 행동을 한다.21번 문항,우리아이는 부딪히거나 접촉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6개 문항이며 확실치 않다(3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감소된 문항은 부모강화 영역의 9번문항,우리 아이로 인해 내가 좋은 느낌을 갖거나
흐뭇하게 한 적이 거의 없다.1개 문항이다.
아동특성 영역 중 변화가 가장 적은 영역은 부모강화 영역으로 10번 문항,대게 나

8 몰입하던 활동이나 원하던 물건에서 쉽게 이탈한다. ● ○

부
모
강
화

9 우리 아이로 인해 내가 좋은 느낌을 갖거나 흐뭇하
게 한 적이 거의 없다. ● ○

10 대개 나는 우리 아이가 나를 좋아하며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다고 생각한다. ◉

11 우리 아이는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
12 우리 아이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러한 노

력들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
13 우리 아이는 나와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

감
정

14 우리 아이는 보통 아이들보다 많이 울고 짜증낸다. ● ○

15 우리 아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대개 울거나 짜증내
면서 일어난다. ◉

16 우리 아이는 매우 감정적이고 쉽게 화낸다. ● ○

수
용
성

17 우리 아이에 행동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나
는 매우 화가 난다. ● ○

18 어떤 때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의 행동을 한다. ● ○

19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뭐든지 빨리 배우지
못한다. ● ○

20 우리 아이는 어떤 때 나를 무척 괴롭히는 일을 한다. ● ○

21 우리 아이는 부딪히거나 접촉하는 것을 싫어한다. ● ○

사전  ○ 사후  ● 변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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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 아이가 나를 좋아하며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11번 문항,우
리 아이는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12번 문항,우리 아이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러한 노력들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13번 문항,우리 아이는 나
와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등의 문항들은 변화되지 않았다.

<<<표표표 ⅣⅣⅣ...444>>> BBB아아아동동동특특특성성성 영영영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문문문항항항별별별 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변변변화화화

하위
영역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1)

거의

그렇지

않다

(2)

확실치

않다

(3)

대부분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과
다
활
동
성

1 우리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끝까지 들어주어야
한다. ◉

2 우리 아이는 너무 활동적이서 나를 지치게 한다. ● ○

3 우리 아이는 주위가 잘 정돈되어 있지않고 산만하다. ◉
4 우리 아이는 장난감을 보통 10분 이상 가지고 논다. ◉
5 우리 아이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즐겨 논다. ◉
6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 ○

7 우리 아이는 목욕하거나 옷을 입을 때 많이 움직이
고 반항한다. ● ○

8 몰입하던 활동이나 원하던 물건에서 쉽게 이탈한다. ● ○

부
모
강
화

9 우리 아이로 인해 내가 좋은 느낌을 갖거나 흐뭇하
게 한 적이 거의 없다. ● ○

10 대개 나는 우리 아이가 나를 좋아하며 나와 가까이
있기을 원하다고 생각한다. ◉

11 우리 아이는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
12 우리 아이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러한 노

력들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 ○

13 우리 아이는 나와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

감
정

14 우리 아이는 보통 아이들보다 많이 울고 짜증낸다. ● ○

15 우리 아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대개 울거나 짜증내
면서 일어난다. ◉

16 우리 아이는 매우 감정적이고 쉽게 화낸다, ● ○

수
용
성

17 우리 아이에 행동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나
는 매우 화가 난다. ● ○

18 어떤 때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의 행동을 한다. ● ○

19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뭐든지 빨리 배우지 못한다. ● ○

20 우리 아이는 어떤 때 나를 무척 괴롭히는 일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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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성에 따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변화를 문항별로 살펴본 <표 Ⅳ.4>에 나타
난 결과에 따르면 양육 스트레스가 매우 그렇다(5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2점)로 스
트레스가 감소된 문항은 아동특성 영역 중 감정영역에서 14번 문항,우리 아이는 보통
아이들 보다 많이 울고 짜증낸다.와 적응성 영역의 26번 문항,소리나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아차린다는 문항과 요구성 영역의 33번 문항,우리아이는 항상 나에게 매
달려 있다 와 34번 문항 우리 아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4개 문항이며
대부분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감소된 문항은 과다활동성 영역의 6

21 우리 아이는 부딪히거나 접촉하는 것을 싫어한다.

적
응
성

22 우리아이는 가정 주변의 변화나 일과의 변화에 적응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 ○

23 우리아이는 자신이 싫어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강
하게 저항한다. ● ○

24 우리아이의 성격이나 행동 때문에 누구에게 아이를
맡기기는 어렵다. ● ○

25 우리아이는 작은 일에 쉽게 화낸다. ● ○

26 소리나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아차린다(자다가
깨거나 잘 놀라는 것). ● ○

27 우리아이를 재우거나 먹이는 일이 매우 어렵다. ◉
28 우리아이는 새로운 장난감이 생겼을 때 그것과 친숙

해지기 전까지는 피한다. ● ○

29 우리아이가 새로운 물건을 사용하는 데엔 오랜 시간
이 걸린다. ◉

30 낯선 사람과 잘 친해지지 못한다. ◉
70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것을 시키거나 저지하는 것

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 ●

요
구
성

31 우리아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건강상의 문제가 많다. ◉
32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것이 더

까다롭다고 생각한다. ◉
33 우리아이는 항상 나에게 매달려 있다. ● ○

34 우리아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 ● ○

71
어머님을 괴롭히는 자녀의 행동에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그러한 행동이 몇 개나 있는지 다음
예를 참고하여 세어 보십시오.

● ○

72 우리아이가 울대 적어도 ( )분 걸린다. ● ○

사전  ○ 사후  ● 변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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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문항,우리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와 부모강화 영역의 9번 문항,우리 아이로 인해
내가 좋은 느낌을 갖거나 흐뭇해 한 적이 거의 없다는 2개 문항들이다.아동특성 영역
중 변화가 가장 적은 영역은 과다활동성 영역으로 1번 문항,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끝까지 들어주어야만 한다,3번 문항,우리 아이는 주위가 잘 정돈되어 있지 않
고 산만하다,4번 문항,우리아이는 장난감을 보통 10분 이상 가지고 논다,5번 문항,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등의 문항들은 변화되지 않았다.

222)))어어어머머머니니니 특특특성성성 영영영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변변변화화화

(1)하위 영역별 변화
어머니 특성영역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에 대해 측정한 사전·사후 점수를

제시하고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율(%)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표표표 ⅣⅣⅣ...555>>> AAA 어어어머머머니니니특특특성성성 하하하위위위영영영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점점점수수수와와와 변변변화화화율율율

<표 Ⅳ.5>에서 보면 어머니 특성 하위영역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은 사전 123에서
사후 88점으로 35점 감소되었다.변화율(%)은 스트레스 감소를 영역별 최고점에 대비
한 변화율로서 어머니 특성 영역의 양육 스트레스 평균 변화율은 28.39%이다 최고 감

양육스트레스 영역 문항번호 사전 사후 변화율(%)
유능성 35-41,73 26 18 30.76
애착 42-46,74 17 11 35.29
억압성 47-51 22 13 40.90
우울감 52-55 15 10 33.33

배우자관계 56-60 20 20 0
사회적 고립 61-65 10 8 20
건강 66-69,75 13 8 38.46

총점 123 88 평균 변화율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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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율은 40.90%로 억압성영역이며,최소 감소율은 0%로 배우자 관계 영역이다.

<<<표표표 ⅣⅣⅣ...666>>>BBB어어어머머머니니니특특특성성성 하하하위위위영영영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점점점수수수와와와 변변변화화화율율율

<표 Ⅳ.6>에서 보면 어머니 특성 하위영역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은 사전 139에서
사후90점으로 49점 감소되었다.변화율(%)은 스트레스 감소를 영역별 최고점에 대비한
변화율로서 어머니 특성 영역의 양육 스트레스 평균 변화율은 26.3%이다 최고 감소율
은 33%로 애착영역이며,최소 감소율은 8%로 배우자 관계 영역이다.

(2)문항별 변화
어머니 특성 영역의 양육 스트레스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표 Ⅳ.7>와 같다.

<<<표표표 ⅣⅣⅣ...777>>> AAA 어어어머머머니니니 특특특성성성영영영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문문문항항항별별별 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변변변화화화

양육스트레스 영역 문항번호 사전 사후 변화율(%)
유능성 35-41,73 25 18 17.5
애착 42-46,74 22 12 33
억압성 47-51 20 14 24
우울감 52-55 13 8 25

배우자관계 56-60 20 18 8
사회적 고립 61-65 19 10 36
건강 66-69,75 20 10 40
총점 139 90 평균 변화율

26.3(%)

하위
영역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1)

거의

그렇지

않다

(2)

확실치

않다

(3)

대부분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유
능
성

35 우리아이에게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 ○

36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일이
다. ● ○

37 우리 아이를 돌볼 때 나는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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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다. ● ○

39 나는 보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즐겁다. ● ○

40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저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 ○

41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아이를 내가 생가한것보다 잘
다룰 수 없었고 도움이 필요했다. ◉

73 어머니의 학력은? ◉

애
착

42 무모가 그들의 자녀와 가깝고 따뜻한 느낌을 갖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 ○

43 우리 아이에게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나
에게는 어렵다. ● ○

44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
고 생각했었다. ● ○

45 우리 아이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엄마인 나를 필요로 한
다. ● ○

46 나는 자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
74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 ○

억
압
성

47 나의 시간은 대부분 아이들을 위해 소비된다. ● ○

48 대게 나의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은 포기한다. ● ○

49 부모로서 아이에 대해 나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 ○

50 나는 종종 우리 아이의 요구가 나를 억압한다고 느낀다. ● ○

51 우리 아이를 가진 이후로 많은 새로운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없었다. ● ○

우
울
감

52 내가 부모로서의 나를 생각할 때 나쁜 부모라는 생각이 든다 ● ○

53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할 때 매번 나는 그것이 내 잘못이라
고 느낀다. ● ○

54 나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나를 괴롭혔었으며 그리 평탄하지
못했다. ● ○

55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이 들고 후회가 된다. ● ○

배
우
자
관
계

56 아이를 가진 후 남편은 내가 기대한 만큼 아이에게 헌신하지
않았다. ◉

57 아이를 가진 후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졌다. ◉
58 아이를 가진 이후로 남편과 많은 트러블이 생겼다. ◉
59 아이를 가진 이후로 시댁식구나 친척들과 관계된 문제들이

많아졌다. ◉
60 아이를 가진 이후로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었다. ◉

사
회
적
고
립

61 나는 친구가 없고 홀로라는 느낌이 든다. ● ○
62 많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잘 즐기지 못하는 편이다. ● ○

63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흥미가 없다. ◉
64 우리 아이를 돌보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도움이나 충

고를 해줄 많은 사람들이 있다. ◉
65 우리 아이를 가진 이후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들

을 사귄다는 것이 어려워 졌다. ◉
건
강

66 지난 6달 동안 나는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아팠고 두통이 잦
았다. ◉

67 신체적으로 나는 대게 좋은 편이다. ◉
68 아이를 가진 이후로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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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특성에 따른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를 문항별로 살펴본 <표 Ⅳ.7>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양육 스트레스가 매우 그렇다(5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로 감소한 문항은 어머니 특성 영역 중 억압성영역의 48번 문항,대게 나의 아이를 위
해 나 자신은 포기한다.는 1개이며 대부분 그렇다(4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2점)로
감소한 문항은 유능성 영역의 36번 문항,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려운 일이다,37번 문항,우리 아이를 돌볼 때 나는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39번 문항,나는 보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즐겁다,40번문항,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시
키거나 저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와 억압성 영역의 50번 문항,나는 종종 우리 아이
의 요구가 나를 억압한다고 느낀다.51번 문항,우리 아이를 가진 이후로 많은 새로운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없었다.와 우울감 영역의 53번 문항,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할
때 매번 나는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느낀다.모두 7개 이다.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변하지 않는 문항은 유능성 영역의 41번문항,73번문항과 애착

영역 46번문항,사회적 고립영역 63번문항,64번 문항,65번 문항,건강영역 66번문항,
67번문항,75번문항 이다.특히 배우자 영역은 모두 변화되지 않았다.

<<<표표표 ⅣⅣⅣ...888>>> BBB어어어머머머니니니 특특특성성성영영영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문문문항항항별별별 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변변변화화화

69 옛날처럼 즐겁지가 않다. ● ○

75 우리아이를 가진 이후의 건강상태는? ◉
사전  ○ 사후  ● 변화없음  ◉

하위
영역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1)

거의

그렇지

않다

(2)

확실치

않다

(3)

대부분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유
능
성

35 우리아이에게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 ○

36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
37 우리 아이를 돌볼 때 나는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 ●

38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다. ◉
39 나는 보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즐겁다. ◉
40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저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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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아이를 내가 생가한것보다 잘
다룰 수 없었고 도움이 필요했다. ● ○

73 어머니의 학력은? ◉

애
착

42 무모가 그들의 자녀와 가깝고 따뜻한 느낌을 갖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 ○

43 우리 아이에게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나
에게는 어렵다. ● ○

44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 ○

45 우리 아이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엄마인 나를 필요로 한다. ● ○

46 나는 자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
74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 ○

억
압
성

47 나의 시간은 대부분 아이들을 위해 소비된다. ● ○

48 대게 나의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은 포기한다. ● ○

49 부모로서 아이에 대해 나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
50 나는 종종 우리 아이의 요구가 나를 억압한다고 느낀다. ● ○

51 우리 아이를 가진 이후로 많은 새로운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없었다. ◉

우
울
감

52 내가 부모로서의 나를 생각할 때 나쁜 부모라는 생각이 든다. ● ○

53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할 때 매번 나는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느낀다. ◉

54 나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나를 괴롭혔었으며 그리 평탄하지
못했다. ● ○

55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이 들고 후회가 된다. ● ○

배
우
자
관
계

56 아이를 가진 후 남편은 내가 기대한 만큼 아이에게 헌신하지
않았다. ● ○

57 아이를 가진 후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졌다. ◉
58 아이를 가진 이후로 남편과 많은 트러블이 생겼다. ◉
59 아이를 가진 이후로 시댁식구나 친척들과 관계된 문제들이

많아졌다. ◉
60 아이를 가진 이후로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었다. ◉

사
회
적
고
립

61 나는 친구가 없고 홀로라는 느낌이 든다. ● ○

62 많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잘 즐기지 못하는 편이다. ● ○

63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흥미가 없다. ● ○

64 우리 아이를 돌보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도움이나 충
고를 해줄 많은 사람들이 있다. ○ ●

65 우리 아이를 가진 이후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는 것이 어려워 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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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특성에 따른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를 문항별로 살펴본 <표 Ⅳ.8>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양육 스트레스가 매우 그렇다(5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2점)로 감소한 문항
은 어머니 특성 영역 중 애착영역의 45번 문항,우리 아이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엄마인
나를 필요로 한다는 문항이며 양육 스트레스 점수가 전혀 변하지 않은 문항은 유능성 영역의
36번 문항,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38번 문항,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다,39번 문항,나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즐겁다와 억압성 영역의 49번 문항,부모로서 아이에 대해 나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와
51번 문항,우리 아이를 가진 이후로 많은 새로운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없었다.이며 우울감
영역의 53번 문항,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할 때 매번 나는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느낀다와 배
우자 관계 영역의 57번 문항,아이를 가진 후 남편과 많은 트러블이 생겼다,59번 문항,아이
를 가진 이후로 시댁식구나 친척들과 관계된 문제들이 많아졌다.60번 문항,아이를 가진 이
후로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었다 등이고 특히 배우자 영역은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333)))생생생활활활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영영영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변변변화화화

생활스트레스하위영역에측정된어머니의양육스트레스사전·사후점수는 <표 Ⅳ.9>와같다.

<<<표표표 ⅣⅣⅣ...999>>>AAA 생생생활활활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영영영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점점점수수수변변변화화화
하위영역 번호 문항 사전 사후
생
활

76 임신 × ×
77 다른 가족과 함께 살게 됨 × ×

건
강

66 지난 6달 동안 나는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아팠고 두통이 잦았다. ● ○

67 신체적으로 나는 대게 좋은 편이다. ○ ●

68 아이를 가진 이후로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하다. ● ○

69 옛날처럼 즐겁지가 않다. ● ○

75 우리아이를 가진 이후의 건강상태는? ○ ●

사전  ○ 사후  ● 변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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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에서 생활 스트레스 변인의 점수는 사전 1점,사후 1점으로 변화가 없었
다.위에서 살펴본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를 점수변화에서 볼 때 아동 특성 영역점수는
사전 125점에서 사후 88점으로 감소하였고,어머니 특성영격은 사전 123점에서 사후
88점으로 감소하였으며,생활 스트레스 영역은 사전,사후의 변화가 없었다.따라서 질
문지 총점은 사전 249점에서 사후 177점으로 감소하였다.하위 영역별로 변화율을 살
펴보면 아동특성 영역에서 최대감소율을 보인 영역은 수용성 영역이 40% 감소되어 가
장 큰 변화가 있었고,과다 활동성 영역은 22.5%가 감소하여 최소 감소율을 나타내었
다.어머니 특성영역에서 최대감소율을 보인 영역은 애착 영역이 33%씩 감소되어 가
장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고,배우자 관계 영역은 8%로 가장 적게 감소되었으며,생활
스트레스 영역은 변화가 없었다.따라서 모-자 미술치료에 의해 A어머니의 양육 스트
레스는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표표 ⅣⅣⅣ...111000>>> BBB생생생활활활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영영영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점점점수수수변변변화화화

<표 Ⅳ.10>에서 생활 스트레스 변인의 점수는 사전 3점,사후 3점으로 변화가 없었
다.위에서 살펴본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를 점수변화에서 볼 때 아동 특성 영역점수는

스
트
레
스

78 빚이 증가함 × ×
79 새로운 직업으로 옮김 × ×
80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죽음 × ×
81 시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음 ○ ○
82 수입이 줄어듦 × ×

있다 ○ 없다 ×  

하위영역 번호 문항 사전 사후
생
활
스
트
레
스

76 임신 × ×
77 다른 가족과 함께 살게 됨 × ×
78 빚이 증가함 ○ ○
79 새로운 직업으로 옮김 × ×
80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죽음 × ×
81 시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음 ○ ○
82 수입이 줄어듦 ○ ○

있다 ○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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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137점에서 사후 84점으로 감소하였고,어머니 특성영격은 사전 139점에서 사후
90점으로 감소하였으며,생활 스트레스 영역은 사전,사후의 변화가 없었다.따라서 질
문지 총점은 사전 279점에서 사후 177점으로 감소하였다.하위 영역별로 변화율을 살
펴보면 아동특성 영역에서 최대감소율을 보인 영역은 수용성 영역이 40% 감소되어 가
장 큰 변화가 있었고,과다 활동성 영역은 22.5%가 감소하여 최소 감소율을 나타내었
다.어머니 특성영역에서 최대감소율을 보인 영역은 애착 영역이 33%씩 감소되어 가
장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고,배우자 관계 영역은 8%로 가장 적게 감소되었으며,생활
스트레스 영역은 변화가 없었다.따라서 모-자 미술치료에 의해 B어머니의 양육 스트
레스는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22...회회회기기기별별별 미미미술술술치치치료료료 활활활동동동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양양양육육육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변변변화화화

모-자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기별 진행내용과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의 행동특성 및
변화를 서술하고,표현된 그림내용과 각각의 설명을 특징적으로 분석하여 행동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제제 111회회회기기기 :::비비비언언언어어어적적적 협협협동동동화화화
(1)A아동과 어머니
A아동과 어머니에게 비언어적 협동화를 제의하자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에 난감

해 하였다.아동이 먼저 크레파스를 집었고 어머니는 그냥 앉아 있었다.아동이 작업을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동의 모습을 보고만 있었다.그러던 중 어머니도 크레파스
를 집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동이 어머니의 손을 밀었다.어머니는 약간 당황해
하면서 멈칫 거렸다.조금 후 아동이 어머니에게 해도 좋다는 사인을 보냈고 어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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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서야 작업을 시작했다.아동은 바다를 그렸고 꼼꼼하게 색칠하였다 구름을 일렬로
나란히 그렸고 어머니는 중간에 산을 그렸다.어머니는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동은 어머니가 방해된다는 몸동작을 보여줬다.어머니는 아동이 그림을 그리
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고 아동의 눈치를 살피면서 못마땅한 표
정을 지었다.다른 사람의 작업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만 각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아동과 어머니의 평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작업
형태에서 보여 졌으며 어머니는 아동의 고집과 지나친 꼼꼼함에 지친듯해 보였고 아동
의 양육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2)B아동과 어머니
B아동과 어머니에게 비언어적 협동화를 제의하자 아동은 크레파스를 고르면서 “난

그림 잘 못 그리는데요?우리 엄마도 잘 못 그리는 데요”라고 자신과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였다.그러나 말과는 달리 그림은 주저함이 없이 단숨에 그렸다.
모-자는 치료자가 서로 말을 하지 말고 그리라고 반복해서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머니는 아들에게 지시와 간섭을 계속 하였고 그럴 때마다 아동은 불평을 하며 어머니
를 때리고 눈치 보는 행동을 하였다.그리고 아동은 회기동안 치료자와 눈 맞춤이 전
혀 되지 않았고,회기중간에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왔으며,몸을 상 하 좌로 계속 움직였
으며 연구자의 질문에 말을 심하게 더듬으며 대답하였다. 아동은 전쟁놀이를 그려 심
리적 위축감과 억압을 분출하는 공격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보여 지며 어머니는 막
대 그림의 두 사람이 산에 둘러싸여 있고 그 옆에 튜브 하나를 그렸는데 이는 아들의
치료과제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치료에 대한 희망이라고 생각되었다.작업 태도에서
볼 때 어머니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림내용에서도 아들에 대한 양육이 힘겨운 듯 소
극적이고 퇴행욕구가 느껴졌다.제목 정하기에서 아동은 제목을 적지 못하고 연결되지
않는 낱글자를 늘여놓는 등의 심한 학습부진이 보였고 제목에 대한 모-자간의 의견교
환이 전혀 없었다.두 사람이 한 장의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도 각자의 주제로 각자
의 영역에 그린 것은 모-자간에 상호작용이 없고 어머니가 아들의 양육에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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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상태이며 어머니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제제 222회회회기기기 :::언언언어어어적적적 협협협동동동화화화
(1)A아동과 어머니
어머니와 아동에게 함께 협동화를 그리게 하였다.이번에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도

좋다는 말에 서로 마주보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엄마가 먼저 뭘 그릴 거냐고 아
동에게 물었다.아동은 잠깐 생각해 보더니 바다를 그릴 거라고 했다.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 했고 어머니는 듣고 있었다.아동이 먼저 작업을 시작했고 어머니
는 나는 뭘 하면 좋겠니?라고 아동에게 물었다.아동이 어머니가 칠 할 부분을 정해
줬고 어머니는 그 부분만을 채색했다.아동은 종이의 전체를 모두 사용하면서 분주히
움직였고 어머니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아동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어떤 표현도
시도 하지 않았다.제목을 붙이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아동에게 먼저 물었고 아동이
정한 제목으로 따라갔다.어머니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도 있지만 자기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아동의 기분에 따라 어
머니의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보였고 아동의 돌출행동을 보일 때나 지나치게
때를 쓸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아이와의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
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클 것으로 보여 진다.
(2)B아동과 어머니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협동화를 그리게 하였는데 아동은 적극적으로 그리기 시작하

였으나 어머니는 아동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아동은 크레파스를 집고 적극
적으로 그려나가면서 엄마에게 명령 투로 그리라고 지시했다.아동이 15분 정도 그리
다가 다 그렸다고 하면서 크레파스를 놓으니 어머니가 도화지의 자기 쪽 귀퉁이에 해
와 별을 그려 넣었다.아동이 어머니가 그린 별 위에 덧칠하고 별을 향해 폭탄을 그려
넣자 당황하면서 다소 서운한 기색을 드러냈다.아동은 계속해서 더 그릴 것이 있다면
서 폭탄과 핵무기 등을 그리고 어머니가 그린 해에도 덧칠을 하였다.연구자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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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지어보라고 하자 아동은 전투놀이라고 하며 지시적으로 엄마가 지으라고 이야
기하면서 다른 나라와 싸우는 것이고 더 그릴 것이 있다며 엄마가 그린 해에 폭탄을
그려 넣었다.이어 핵무기 등 폭탄을 그려 넣고 모두 폭파하고 지하에 있는 사람들만
무사하다고 설명했다.그에 대해 부모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그림 그리는 동안 가족
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은 부족했고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다소 방관적으
로 지켜보며 아이의 산만한 모습을 몇 차례 지적하는 등 아이에게 불만을 드러내 보였
다.어머니는 아이에게 관대하고 아이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나 아이의 지시,명령
조의 말투,엄마를 치고 때리는 등의 태도에서는 화를 냈다.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아
이의 요구를 받아주는 경우와 화를 내는 경우가 일관적이지 않는 듯했다. 이런 어머
니의 양육태도에 아동은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들이 생겨나 부모에게는 양육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보여
졌다.

제제제 333회회회기기기 :::찰찰찰흙흙흙
(1)A아동과 어머니
찰흙을 제시하고 마음껏 두드려도 보고 주무르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어머니가 먼저 아동에게 해보라고 했다.아동이 찰흙을 길게 늘어뜨리고 뱀 같
다고 하자 어머니가 정말 뱀 같다면서 호응해 주었다.어머니도 찰흙을 길게 늘어뜨
리고 뱀 친구라고 했다.그런 후 아동은 무언가를 만들더니 탱크라고 했다.어머니는
잘 했다고 칭찬을 해 주었다.어머니는 아동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할 기회가 잘 없는데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다고 했다.어머니와 아동 모두 한 회기가
더 진행 될수록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어머니와 아동 모두
지난 회기 보다는 긴장이 많이 완화된 듯 보였다.
(2)B아동과 어머니
연구자가 지난 회기에 당부한 칭찬하기 실행 여부를 물으니 어머니는 하루에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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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씩 칭찬하려고 노력했더니 아동에게 고함을 지르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었고 아동에
게는 존댓말 하는 것을 칭찬하였다고 했다.연구자는 미술치료 활동 중에서 아동에게
칭찬거리를 찾아 칭찬하라고 부탁하고 주제를 주지 않고 자유롭게 소조활동을 하였다.
활동 중에 어머니가 아동에게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물어보니 아동은 “엄마 마음대
로 아무거나 만들어라”라고 엄마의 물음에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자신의 활동에만 열중
하였다.아동은 찰흙이 손에 묻는 것이 싫다고 불평하면서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만들었고 어머니는 집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동을 칭찬하려고 노력하였다.어머
니는 자신이 만든 접시에 아동의 작품을 올려놓자고 제의했으나 아동은 이를 거부하고
과일을 함께 만들어 올려놓자고 제의했으나 모두 거부했다.어머니가 접시에 무었을
올려놓으면 좋을까하고 물어보자 사과가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동은 사과를 만들
지 않았다.아동이 연구자가 만드는 작품을 보고 “엄마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였으나
어머니는 “왜 엄마가 하냐”“네가 해야지”하면서 아동의 부탁을 거절하는 등 모-자가
서로 의견 교환의 어려움을 보였다.활동 중에 아동이 어머니가 만들어놓은 작품을 더
필요하다며 어머니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가지려고 하자 치료자는 어머니에게 무조건
적인 허용이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아님을 인식시키자 어머니는 안 된다고 했고 아동은
“집에서 보자”“과외 안 간다”는 등 협박 투의 말을 했다.이어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찰흙 작품을 세워보려는 아동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도움을 주고자하는 과정에서 아동
과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않은 채 어머니의 의지대로 해버리자 아동은 매우 화를 내
면서 어머니를 원망했고 이후 계속 공격적인 감정이었던 아동은 활동을 종료한 후에
정리 정돈에도 응하지 않자 연구자는 어머니와 함께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관심을 주
지 않고 손을 씻으러 나갔다.잠시 혼자 앉아있던 아동은 따라 나와 손을 씻은 후에는
기분이 호전된 듯 정돈에 임하고 연구자에게 스스로 큰소리로 “고맙습니다”하고 인사
하여 소조활동에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지는 못했으나 활동과정에서 양육태도를 변화시
키려는 어머니의 노력과 연구자의 관심이 아동에게 전해진 것으로 느껴져 어머니와 연
구자에게 희망을 주었다.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활동하면서 어머니는 아동의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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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며 칭찬하기와 동시에 아동 스스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선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여 연구자의 지시와 요구에 혼란을 느끼며 당황해하는 것 같
다.어머니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다가도 아동에게 과정 없이
거부하면서 지시적으로 행동하는 등의 태도가 보였다.이번 미술활동에서 보여지 듯
아동자신이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데도 미리 쉽게 빨리 해줘버리는 것으로 도움을 준다
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과잉양육은 결국 아동의 좌절감과 공격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
져왔다.본 회기에서의 아동과 어머니의 활동에서 보여 지는 장면은 가정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장면일 것이라 생각이 되므로 어머니에게 아동에 대한 양육 모델링과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았다.본 회기활동의 마지막에서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이 계속 이어질 때
연구자는 아동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아동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다짐을 하고 난
후 어머니와 함께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무시하는 듯 각자의 일을 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아동은 더 이상 저항이나 고집을 부리지 않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아동
을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을 가정에서 적용시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제제제444회회회기기기 :::핑핑핑거거거페페페인인인팅팅팅
(1)A아동과 어머니
이번 회기에서는 밀가루 풀에 물감을 섞어 자유롭게 작업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먼

저 빈 그릇을 여러 개를 책상 위에 두고 밀가루 풀을 각각 덜어서 원하는 색의 물감을
섞는 작업을 했다.아동은 보라색 파랑색 초록색을 골라서 섞었고 어머니는 빨간색 노
란색 분홍색을 골라서 섞었다.다 섞고 난 후 그릇을 가운데 모아서 놓고 종이에 작업
을 시작했다.먼저 아동이 물감을 섞었을 때 쓴 나무젓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엄
마가 손에 묻혀도 된다면서 시범을 보였다.손바닥을 종이에 찍는 모습을 보고 아동도
따라서 손에 묻혀 찍어보았다.여기저기 계속 찍다보니 형태가 모두 사라지고 그 위에
여러 가지 풀들을 모두 섞었다.형태도 색깔도 사라졌지만 아동과 어머니는 풀 작업을
함께 하는 동안 어머니 아동이 아닌 친구와 함께한 듯 한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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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아동과 어머니
아동은 미술실로 들어와서 책상 위에 놓인 밀가루 풀과 그릇들을 보고 궁금한지 오

늘은 뭐예요?라고 물었다.그래서 밀가루 풀에 물감을 섞어서 그림을 그릴 거라고 말
해 주었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어머니와 아동에게 그릇에 밀가루 풀을 담고 각각 원
하는 색을 짜서 섞어보게 했다.아동이 먼저 엄마 나 노란색 하면서 노란색 물감을 골
라 밀가루 풀에 짜서 섞었다.어머니는 빨간색을 골라서 빨간색 풀을 만들었다.그리고
보라색 초록색 갈색 파란색 풀을 더 만들고 종이위에 작업을 했다.처음에 어머니는
손에 묻히지 않으려고 나무젓가락으로만 하다가 아동이 손에 발라서 찍는 것을 보고
어머니도 손에 묻혀 작업을 했다.아동은 팔을 신나게 휘두르며 여러 가지 색을 혼합
했다.회오리바람이 분다면서 마구 동그라미를 세차게 돌리는 모양을 했다.손을 씻고
와서 반짝이 가루를 뿌렸다.

제제제555회회회기기기 :::찰찰찰흙흙흙
(1)A아동과 어머니
아동은 얼마 전에 함께 살았던 강아지가 다른 집으로 보내졌는데 그 강아지가 너무

나 보고 싶다고 그 강아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찰흙을 반죽하고 정성스럽게
강아지 얼굴을 만들었다.만들면서 똑같이 만들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했다.그래도
끝까지 만들었고 대충 만들어서 좀 이상하게 되어 버렸다는 말을 했다.물감을 달라고
해서 채색을 했다.어머니는 그릇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가족들이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게 그릇을 만들었다.늘 가족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2)B아동과 어머니
이번 회기에서 아동은 눈사람을 만들다가 부시고 소고기 한 근이라면서 네모난 덩어

리를 만들어 어머니가 만든 접시에 자신의 작품을 얹어 놓았다.어머니의 작업과 자신
의 작업을 합쳐 어머니가 흡족함을 표현하자 아동은 컴퓨터를 사달라고 조르면서 평소
행동대로 보상을 요구하였다. 아동은 다음시간에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 하면서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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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대해 적극성을 보였다.어머니는 아동이 작업초기에는 따로 만들자고 해 서운
했으나 아동이 자신의 작품을 어머니의 접시에 올려놓자 흡족해했다.어머니의 양육태
도에서 아동의 컴퓨터 요구에 글자를 다 알면 사준다는 조건과 보상의 태도를 보여 부
모교육이 아직 미흡함을 보였다.하루 한 가지씩 칭찬하기 과제에 대해서 어머니는 향
상되어 칭찬하였고 칭찬할 때의 어머니 기분도 좋다고 하며 연구자에게 아동이 미술치
료시간을 좋아한다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회기 중에 연구자가 아동의 생각과 말
을 공감하며 경청할 때 아동과 연구자의 눈맞춤이 자주 가능했으므로 이런 연구자의
자세를 어머니에게 모델링이 되도록 회기 중간 중간에 어머니를 상기 시켰으며 일상생
활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경청과 공감적 태도가 아동의 위축감 완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했다.

제제제666회회회기기기 :::자자자유유유화화화
(3)A아동과 어머니
자유롭게 그려보라는 말에 아동이 먼저 큰 종이를 꺼내들었다.바다를 그리고 색 모

래를 뿌리며 재미있어했다.그 다음으로 햇님을 그리고 햇님에게서 나오는 빛들이라며
노란색으로 해를 표현했다.그 옆으로 구름을 표현하고 달님을 그렸다.중간에 활 쏘는
사람을 그리고 건너편에 활 맞는 사람을 그렸다.그 사람을 괴물이라고 지칭하고 그
괴물에게 5발의 활을 쐈다.그리고 그 활은 모두 명중 되었다고 했다.마지막에 네잎
클로버를 오려서 활 쏘는 사람이 들고 있는 활을 가렸다.화살이 있나 없나 모르게 하
기 위해서라고 했다.어머니는 처음에 망설이다가 색지를 골랐다.색지를 보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크레파스를 들고 동그라미를 그렸다.동그라미를 여기저기 그리다가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하여 동그라미 원을 그렸다.그림을 잘못 그린다는 말을 자주 했고
손으로 작품을 가리는 행동을 보였다.어머니는 표현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 했다.
(4)B아동과 어머니
아동은 준비된 파스텔,유성매직 등의 미술재료를 보자 어머니 에게 도화지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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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고 능동적으로 자유화를 그리기 시작하였고 그림을 설명할 때 표정이 밝았으며 연
구자와 눈 맞춤이 자주 있었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파스텔이 다른 색에 번지지 않도
록 조심하며 그림에 집중하였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는 등 행동에서 긍정적 변
화가 보였다.어머니는 아동의 그림을 주로 보고 있었고 자신은 간단하게 해바라기 한
송이만을 그리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표현을 하였으나 아들에 대한 지시적 태도는 조
금은 줄어들었다.아동의 그림은 색감에서 밝고 화사한 느낌을 주고 내용에서 구름,코
뿔소,사람,잠수함 등 부자연스러운 점은 있으나 서로 싸우는 공격적인 표현이 없어졌
다.아동은 잠수함이 마음에 든다면서 “기분이 조금 좋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해바라
기 꽃 그림은 내용에서 조금 허전하여 소극적으로 느껴지나 자신과 아들에 대한 긍정
적인 희망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었다.

제제제777회회회기기기 :::콜콜콜라라라주주주111
(1)A아동과 어머니
잡지를 준비하여 나라고 생각되는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붙여보라고 했다.아동

은 잡지를 이러 저리 살피더니 남자 모델 사진을 큼지막하게 잘라 붙였다.그리고 남
자 연예인 사진을 계속 골랐다.웃는 모습과 멋져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사진을
고르고 있다며 사진 속 남자 모델이 자기 사진인 것처럼 붙이고 좋아했다.어머니는
중앙에 냉장고를 붙이고 음식을 가득 채웠다.자신이 냉장고 같다고 말하면서 늘 누군
가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자신이 가득 찬 냉장고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2)B아동과 어머니
잡지를 준비하여 나라고 생각되는 마음에 드는 사진을 잘라 붙이는 작업을 실시하였

다.아동은 아무사진이나 손에 잡히는 것을 한 장씩 통째로 오려 붙였는데 사진의 내
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했고 풀칠하고 붙이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사진을 붙이
는데 매우 신중하고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아동은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해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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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하는데요 하며 계속 거부하면서 자기 그림을 자르고 붙이는 행위에는 상당한 집
중력을 보였다.어머니는 아동과 함께 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도와달라고 아
동에게 요청했으나 아동의 거부로 자신의 작업을 따로 진행했고 연구자는 어머니에게
아동에게 비 지시적 칭찬을 하루에 한번 씩 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제제888기기기 :::콜콜콜라라라주주주222
(1)A아동과 어머니
잡지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오려서 꾸며보게 했

다.어머니는 아동이 좋아하는 강아지와 근사한 모델사진 그리고 아동의 건강을 염려
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라서 붙였다.중앙에는 스마일 마스코트를 붙이고 아동이
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밝은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고 했다.아
동은 요즘 들어 엄마가 이사하면서 부쩍 관심을 갖고 있는 인테리어와 가구 리폼에 대
한 사진들을 골라 붙였다.엄마가 사고 싶어 하는 것들을 사주고 싶다고 했다.엄마는
아동의 작품에서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한 것을 보고 아동이 엄마의 고민
들을 세심하게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보였다.그리고 아동 앞에서
지나친 근심과 걱정스러운 표현을 삼가 해야겠다고 말했다.
(2)B아동과 어머니
연구자가 잘 지냈냐며 인사하자 아동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웠다고 했다. 어머니

는 아동이 글자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리에 간판글자 읽기에 관심이 많다고 아
동의 학습부진이 다소 해소되어 기뻐하였다.아동은 연구자가 어머니와 지난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 자꾸 끼어들고 싶어 했으나 치료자가 아동에게 조금만 기다려 주겠
니?라고 부탁하자 대답을 하고 기다리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아동에게 어머니와
비슷한 느낌의 사진이 있으면 오려서 붙이라고 하자 매우 열중하며 고양이를 찾아 붙
였다.오리는데 동물의 형태를 세밀하게 오리려고 노력하다가 오리는 것이 힘들자 화
를 내면서 “실패작인데요”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오리기가 세밀하게 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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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작”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짜증을 냈는데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다소 강박적으
로 정확하게 해 내려는 모습을 보이며 그것에 부합되지 못할 때는 짜증을 내면서 이내
포기해버리는 듯 했다.이러한 과정에서 흥미와 집중력이 떨어져 대충 해버리는 모습
을 보였다.아동이 보여주는 어떤 과제에서의 지속성의 결여는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어떤 행위에 대한 실패로 인해 타인들의 과도한 비
난과 부정적인 언어,또는 체벌 등의 좌절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학습되어버린 아동은
자신의 작은 실패도 용납할 수 없고 이내 포기해 버리는 듯하다.

제제제999회회회기기기 :::골골골판판판지지지 조조조형형형
(1)A아동과 어머니
아동은 골판지를 이용해서 사람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종이를 마는 방법 몇 가지

기법들을 아동과 어머니에게 설명해 주었다.아동은 배운 대로 열심히 얼굴을 만들고
몸통을 만들고 팔 다리를 만들고 세우려고 노력했다.잘 세워지지 않아서 답답해했지
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세워졌다.아동은 자신의 작품이 세워진 후 기뻐하며 모자도 씌
우고 손에 창과 방패를 만들어 붙였다.어머니가 지금 겨우 세웠는데 창과 방패를 만
들어 붙이면 안 세워질 것 같다며 걱정을 했으나 아동은 창과 방패를 꼭 붙여야 한다
면서 작업을 계속했다.그런 아동을 보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이 들었지만 어떤 제지는 하지 않았다.아동이 창과 방패를 만들어 붙이고 다시 어머
니와 함께 세우기에 성공했다.아동은 기뻐하였고 어머니도 칭찬해 주었다.어머니는
꽃을 만들고 싶다고 골판지를 말아서 꽃모양으로 연결했다.줄기부분이 튼튼하지 않다
며 아쉽다고 했다.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직접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느껴진
다고 했다.
(2)B아동과 어머니
아동은 치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재료를 살피고 두리번거리더니 풍선을 집어 들고 물

풍선 놀이를 하고 싶다고 했다.도입활동으로 물 풍선을 만들어 던지기 놀이를 5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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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 후 수업이 끝나면 다시 하기로 했다.어머니는 아동의 돌발행동에 난처함을 보
였다.책상위에 준비된 골판지를 보고 아동이 물고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아동
과 어머니는 함께 물고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띠 골판지를 마는게 잘 안 되는 아동에
게 어머니는 이렇게 해보라면서 수월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완성된 물고기를 골판
지위에 붙이면서 바다 속 풍경 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제제제111000회회회기기기 :::사사사포포포위위위에에에 그그그리리리기기기
(1)A아동과 어머니
아동은 사포에 그림은 한 번도 그려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신기해했다.크레파스를

선택하면서 허리케인이 있는 풍경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금색과 은색을 꺼내 들고 집
과 나무가 있는 풍경을 집중하여 그렸다.멋지게 되어서 좋다고 만족해하면서 금색과
은색이 어우러진 풍경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해 내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끊임없이 말하고 표현하는 모습이 왠지 싫지 않고 좋게
느껴졌다 그리고 설명 없이는 잘 알 수가 없는 아이의 그림은 조금 난처한 느낌이 들
었다고 했다.
(2)B아동과 어머니
평소에 작업해 보지 못했던 사포를 보면서 아동은 호기심을 보였다.아동이 그림을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꾸며보고 싶다고 했다.아동은 왼쪽에 먼저 나무를 그리고 태극
기를 그렸다.태극기에 발이 달려서 걸어 다닌다고 했다.도화지에만 그림을 그리다가
사포에 그림을 그리니까 재미있다고 했다.어머니는 바탕을 꾸미면서 새와 꽃을 그려
넣고 색칠하였다.

제제제111111회회회기기기 :::신신신체체체본본본뜨뜨뜨기기기
(1)A아동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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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아이의 몸을 커다란 도화지 두 장에 눕히고 그리는 동
안 우리 아들이 참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멋지게 꾸며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고 했다.작업 후 어머니는 파랑색의 바지가 시원한 느낌을 주며 피곤한
내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는 듯했고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꾸며서 인지 금방이라
도 걸어 다닐 듯 한 착각이 들었다고 했다.중간에 아동이 어머니에게 엄마가 틀릴까
봐서 못 믿겠다고 했었는데 다시 믿어주고 함께 작업을 마쳐서 기분이 좋았고 아이의
실제 크기의 모습을 완성하면서 아이가 멋지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기쁘고 즐
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아동은 어머니가 테두리를 그릴 때 너무 간지러웠고 옷에
매직이 묻을 까봐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엄마가 틀릴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엄마가 잘
해주어 천만다행이라고 표현했다.제목을 나의 모습이라고 지었다.
(2)B아동과 어머니
모-자 협동과제로 신체 본뜨기를 준비하여 아동의 신체를 어머니가 본뜨고 채색은

아동이 주도가 되어 작업하도록 지시했다.아동은 자신의 키보다 큰 용지를 보자 호기
심을 보이며 신발을 벗고 천장을 보고 정면으로 누웠고 채색을 시작하면서 “엄마도 그
려라”면서 어머니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자신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어머니도
“멋있다”“잘 그려줄게”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작업하였다.신체 본을 뜨고 채색과정에서
아동은 먼저 허리선을 그려 넣고 얼굴에 웃는 모습으로 눈,코,입을 그려 넣었다.그
리고 가슴에 젖꼭지를 나타내듯 점을 그리고 배꼽을 그렸을 때 연구자가 “무었이냐”고
묻자 단추하고 벨트라고 이야기하며 그 위를 덧칠했다.어머니가 머리카락과 더 그려
넣을 것을 지적하자 그림의 이마에 주름살을 그려 넣고 귀와 옷,얼굴에 있는 주름이
라고 자신과 어머니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어머니는 채색하는 과정에서 아동에
게 지시가 많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아동이 의복을 칠하지 않자 안타까워하며 실재 아
동의 상의 와 비슷한 책을 만들어 칠했다.어머니가 상의를 칠하자 아동은 짙은 갈색
으로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을 칠하고 하의의 개념 없이 같은 색으로 칠해 올라가며 “무
슨 옷이 이런데”하면서 의복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물감을 이것저것 짜고 섞는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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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보였고 혼합한 색으로 배 부분에 아무렇게나 덧칠하고 다 했다고 하였다.작업이
끝났으며 이름을 적으라는 말에 자기 이름은 물론이고 엄마이름도 적을 수 있다고 하
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 글자가 잘 되지 않으니까 낙심한 표정을 지었
다.마지막으로 팔레트에 남아있던 물감에 손을 대어 보려고 하다가 제지하자 종이에
물감을 방울방울 부어 보았다.치료자의 칭찬과제 질문에 어머니가 머뭇거려 치료자가
“양육과정에서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꾸짖음 열 번
이면 한번만이라도 칭찬을 하고 꾸지람 속에서도 칭찬할만한 행동을 찾아보라”는 말에
어머니는 “아동이 요즘에 학교 안 간다는 말은 안하고 스스로 행동한다”고 칭찬을 하
였다.아동은 어머니가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와 지나치게 지시적일 때
에는 눈을 흘기고 협박하는 말투 등 공격성을 보이다가도 칭찬이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과잉행동이 감소되고 다소곳한 몸짓과 기분 좋은 표정이 역력하였다.그리고
작업초기에는 매우 흥미를 보이다가 물감을 칠하는 과정에서 과제 양이 많다고 생각해
서인지 할 것이 많다고 불평을 했다.의복의 표현이 다소 결여된 듯 보이는 점은 사회
성의 결여라고도 볼 수 있겠다.사회적 협동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아동은
본 뜨기(누워있고 본을 뜨는 단계)를 통해 이제까지의 어머니와의 활동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협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그러나 물감 섞기에서 어머니의 지시가 많
아지고 과제가 길어지자 이전처럼 각자의 활동이 되어버렸다.아동은 다른 사람과 협
력해서 활동하는 것의 동기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았다.어머니의 행동양식에서 오는
문제나 아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고정되어 버린 패턴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
만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문제를 가지는 아동의 장애 특성상 이번 회기처럼 두 사람이
함께 해야 이룰 수 있는 활동 등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협동 작업이 고려되어야겠
다.
제제제111222회회회기기기 :::만만만들들들기기기
(1)A아동과 어머니
연구자가 미리 준비해 놓은 보따리를 열어서 그 속에 있는 폐품을 이용하여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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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동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다.어머니와 아동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
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가면서 작품을 완성시키
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아동은 보따리를
열어보고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다면서 오늘은 찰흙으로 피자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어머니도 찰흙을 만지고 싶다고 해서 연구자는 찰흙이 만들기에
속하기 때문에 찰흙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 보게 했다.아동은 기뻐하면서 찰흙
을 반죽했다.기뻐하는 아동을 보면서 어머니는 웃음을 보이면서 이번엔 더 잘 만들어
보겠다며 작업을 시작했다.아동은 피자를 만들어서 은박 호일접시에 놓고 오븐에 굽
는 흉내를 내었다.피자가 맛있게 구워졌다면서 엄마에게 먹어보라고 했다.엄마는 너
무 맛있다고 표현해 주었고 고맙단 말을 잊지 않았다.어머니는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그릇을 채색하고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담고 싶은게 많다면서 여기에 담아보고 싶다
고 했다.
(2)B아동과 어머니
연구자가 미리 준비해 놓은 보따리를 열어서 그 속에 있는 폐품을 이용하여 어머니

와 아동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다.어머니와 아동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
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가면서 작품을 완성시키
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보따리를 보고 아동과 어머니는 몹시 궁금해 했다.아동이 보따리를 풀었고 속에 담
겨진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아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없다
면서 실망감을 표시했다.어머니는 이걸로 무얼 만들어야 할 지 난감함을 표현했다.어
머니가 먼저 종이 위에 수수깡을 놓았다 아동이 주변에 지우개를 세우고 공원이라고
했다.어머니와 아동은 집 앞에 있는 공원을 표현했고 함께 이걸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아이의 독창적인 생각들이 놀라웠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뭐든 잘 못할
것 이라는 불안감이 해소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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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333회회회기기기 :::상상상자자자꾸꾸꾸미미미기기기
(1)A아동과 어머니
여러 가지 상자를 앞에 놓고 무얼 만들어 볼지에 아동이 고민을 많이 했다.작업을

시작하기 전 어머니는 아동과 함께 상자를 꾸며 본다는 게 좋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근
사한 상자를 꾸며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아동은 상자를 열면 공이 튀어나오는 깜
짝 상자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상자 표면을 화려하게 해야 한다고 반짝거리는
색종이로 꼼꼼하게 붙이는 작업을 했다.어머니도 아동을 도와 열심히 붙이고 꾸몄다.
작업 후 어머니는 아동과 함께 작업하는 동안 아동이 공이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 마
음은 잘 알겠으나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아동이
들어주지 않아서 답답하긴 했지만 조금 있다가 엄마의 의견에 수긍해주고 따라줘서 고
마웠다고 G했다.아동은 용수철에 연결된 공이 상자를 열면 튀어나와 선물을 받은 사
람이 깜짝 놀라게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봤다고 했다.공이 튀어나오는 부
분이 어려웠는데 엄마가 도와줘서 좋았다고 했다.
(2)B아동과 어머니
아동과 어머니는 동생에게 줄 선물상자를 만들기로 했다.어머니는 동생을 챙기는

아동에게 칭찬을 해주었고 아동은 웃음을 보였다.아동은 색종이를 자르고 어머니가
상자에 색종이를 붙였다.상자를 함께 꾸미면서 어머니는 동생에 대해서 질문했고 아
동은 평소에 동생에 대한 불만들을 이야기 했다.어머니는 아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
어주었고 아동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고 동생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
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해주었다.아동은 평소에 초기에 보이던 난폭함이나 거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 동생에게도 잘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제제제111444회회회기기기 :::석석석고고고작작작업업업
(1)A아동과 어머니
찰흙의 물컹물컹함이 재미있었고 작업하는 동안 엄마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찰흙에 손을 찍고 석고를 부으면서 재미있다고 말했다.석고가 바로 굳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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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빨리 굳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반복했다.엄마와 함께해서 더 재밌었다고 했다.
찰흙을 만지면서 부드러운 촉감이 너무 좋았고 아이와 함께 손을 찍을 때는 벌써 아이
의 손이 이만큼 컸구나 하는 대견함이 느껴졌다고 했고 석고가 굳기를 기다리면서 아
이와 함께 찍은 이 작업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흐뭇
하다고 했다.

(2)B아동과 어머니
어머니에게서 아동의 긍정적인 부분을 상기시키고 어머니의 칭찬을 통해 아동의 자

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머니-아동 손 본뜨기 석고작업을 실시하였다.모-자가
찰흙에 서로의 손을 본떠준 뒤 그 위에 석고를 부었다.아동은 갑자기 지난 시간 실시
했던 신체 본뜨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궁금해 했다.찰흙판위에 어머니의 손을
본뜨기 위해 손을 누르며 손이 아프냐고 물어 연구자가 아동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
에 반응하자 웃음을 보였다.어머니도 아동의 손을 누르면서 아들의 기분을 물어 보았
다.연구자는 치료 중간 중간에 어머니에게 치료시간을 위해 먼 거리에서 온 것을 격
려하였고 어머니는 치료자의 격려에 아동의 긍정적 변화를 떠올리며 요즘은 아동이 친
구 사귀기가 전보다 조금 낳아진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작업을 마친 아동이 발을 책
상에 올려놓자 어머니가 말로 타이르다가 행동이 반복되자 발을 살짝 야단쳤다.그러
자 아동은 어머니에 대해 불평을 시작했고 치료자는 아동의 불평에 대해 아동의 행동
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연구자 앞에서 꾸지
람을 듣게 되어 무안해진 아동의 마음을 공감해주니 아동은 “예”라고 수긍하며 불평을
멈추었다.

제제제111555회회회기기기 :::조조조각각각 맞맞맞추추추기기기
(1)A아동과 어머니
미리 준비된 조각들이 펼쳐진 것을 보고 처음에 아동은 뭘 하려고 할까?마지막엔

뭘 할까?생각이 들었다고 한다.한 장 한 장 빈틈없이 채색을 하고 꾸몄으며 작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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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이 연결되어 완성된 하트를 보고 ‘대왕하트’라고 제목을 지었다.잘 만들어서 기쁘
다고 했으며 엄마에게도 잘 만들었다고 말했다.어머니는 작업 전 조각난 종이를 반
고르고 나서 처음에 무엇을 표현해야 할 지 고민이 되었고 예쁘게 꾸미고 싶었다고 했
다.작업 후 무슨 조각인지 몰랐는데 커다란 하트가 완성되니 혼자 였을 때 보다 함께
모여진 그림이 더 예뻐 보여서 기분이 좋다고 했다.작품 제목은 ‘사랑해’라고 지었고
아이의 거침없이 꾸미며 행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다.
(2)B아동과 어머니
여러 모양으로 조각난 종이를 보고 아동이 이건 뭐지?하면서 호기심을 보였다.어

머니와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원하는 모양을 하나씩 먼저 고르게 한 뒤 꾸미게 했다.
중간 중간 아동은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자신의 조각에 열중했다.어머니는
조각에 아이를 위한 마음들을 담았고 앞으로 아이의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해
야 겠다고 했다.함께 작업을 하는 동안 아이에 대해 내가 너무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
이었다고 했다.아동은 조각이 연결되어 하트모양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신기해했고
엄마와 함께 만들어서 즐거웠다고 했다.

제제제111666회회회기기기 :::선선선물물물주주주고고고받받받기기기
(1)A아동과 어머니
아동은 파란색 색지위에 별모양 끈을 이용하여 엄마라고 붙였다.그리고 안쪽에 하

트 모양과 LOVE라는 글자를 하나하나 정성들여 붙이고 그 사이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마지막에 읽어 주었다.어머니는 보라색 색지를 골라 색종
이로 표지를 꾸미고 안쪽에 집적 입술에 립스틱을 발라 여러 차례 입술모양을 찍었다.
아동이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카드를 꾸미고 있는 아동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다고 했다.자신의 카드보다 아들의 카드를 보고 더 예쁘게
만들어 주지 못한 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자신의 편지를 아이에게 읽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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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아동은 쑥스러운 듯 딴청을 피웠다.
(2)B아동과 어머니
아동과 어머니가 서로를 수용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에게 주고 싶

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주고 밭기로 했다.아동은 기저 선을 그리며 선을 그려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다.기저선 위에는 어머니의 가게를 정성껏 그리고 가게 앞에 꽃
화분을 그리고 어머니와 자신은 가게 밖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다.제목을 우리
집이라고 적고 자기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을 함께 적었다.어머니의 작업시간이 길어지
자 도화지 오른쪽에 칸을 나누어 공룡을 그려 오렸는데 공룡의 크기가 작아 오리기가
어려워 잘려진 부분은 상처를 치료하듯이 스카치테이프와 풀로 붙여 완성했다.아동이
공룡 만들기에 열의를 보여 치료자는 공룡을 아동의 상징적 자신이라고 생각되어 아동
에게 공룡을 집에 가지고 가고 싶은지 묻고 아동이 수긍하자 작은 상자를 주어 공룡을
잘 보관하라고 했다.어머니는 병원에 오면서 오늘은 뭘 그릴까 생각하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코스모스를 그렸다.아들에게 줄 선물로는 사
랑과 믿음,소망을 적었다.아동이 어머니의 그림에 자기 이름이 없으니 적어달라고 요
청하자 아들과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아동은 작업을 마치고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고
대화 중에 눈 맞춤이 증가하였다.어머니는 아들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으면서 아동의
어린 시절과 요즘의 아동의 변화를 이야기했고 자신과 남편의 문제도 스스럼없이 이야
기했다.회기 시작 전에 작업할 내용을 생각하고 준비하려는데 회기가 종료되어 프로
그램의 회기가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동뿐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도 회기가 더 필
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제제제111777회회회기기기 :::비비비언언언어어어적적적 협협협동동동화화화
(1)A아동과 어머니
먼저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고 어머니는 못하게 했던 아동이 어머니도 편하게

공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종이를 어머니에게로 조금 밀었으며 어머니도 평소 소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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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서 밝은 표정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하늘에서 물길이 열려 물이 내려오
는 모습이고 많은 빛들이 주위에 있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모습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해를 아동의 눈치를 살피며 그냥 하지 않았던 초기 모
습과는 달리 망설이지 않고 여기 저기 과감하게 표현했다.작업이 끝나고 엄마가 그린
해가 어떻냐고 아동에게 물어보고 아동은 예쁘다고 말했다.아동과 어머니는 서로 잘
한 점을 칭찬해 주었다.
(2)B아동과 어머니
아동과 어머니 모두 적극적이며 밝아졌으며 마주보며 웃는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초반에는 어머니가 아동의 그림주제에 맞추어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해주고 후반에
는 아동이 어머니의 그림주제에 맞추어 반응자로서 역할을 하는 등 역할 교환이 자유
로웠다.제목 선정 시 어머니의 제안을 찬성하며 아동이 제목(바다 속 환상여행)을 적
었다.종이에 그림이 꽉 차게 표현 했으며 주제에 일치하는 그림 표현과 아동과 어머
니와의 접촉이 많고 조화로웠다.아동과 어머니 모두 활력이 넘쳤고 사랑과 관련된 상
징(사랑표)이 나타났다.

제제제111888회회회기기기 :::언언언어어어적적적 협협협동동동화화화
(1)A아동과 어머니
늘 기다리기만 했던 어머니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아동에게 열의를 보여주었다.

아동도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지 않고 엄마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태도를 보였다.서
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번씩 교대로 번갈아 가며 색칠을 하기도
하고 함께 색칠을 하기도 하였다.늘 해를 귀퉁이만 그리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아
동에게 다 그려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자 아동은 알겠다며 동그란 해를 표현했다.
주제에 맞추어 어울리게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
(2)B아동과 어머니
아동과 어머니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마주보며 웃는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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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타났다.서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아동,어머니 모두 적절하
게 주도자,반응자 역할을 하며 협동 작업을 해나갔다.아동의 이야기를 토대로 어머니
가 제목을 제안하고 아동이 찬성하며 직접 적었다.조화를 이루고 화면이 꽉 찬 역동
적인 그림을 완성했고 의논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회기별 미술치료 활동을 관찰자와 함께 관찰하여 양육 스트레스의 행동 변화를 아동
특성과 어머니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면<표 Ⅳ.11>,<표 Ⅳ.12>과 같다.

<<<표표표 ⅣⅣⅣ...111111>>>미미미술술술치치치료료료 회회회기기기별별별 활활활동동동에에에 나나나타타타난난난 AAA 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양양양육육육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변변변화화화

회기 아동특성에 의한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 특성에 의한 양육 스트레스

1회기

작업 중에 보여지는 아동의 과잉행동
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아동의 능력
과 어머니가 바라는 아동의 능력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런 아동의
능력을 어머니가 수용해야 하는데서
오는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림 표현에서 살펴보면 아동은 아래
쪽,어머니는 위쪽에 자신의 영역을 정
하여 그림을 그리는 등 상호작용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는 연구자의 비언어적 협동화라
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아동에게 계속
해서 부정적 간섭과 지시를 하였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는 사회적 관계
에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어려
움을 느낄 수 있으매,아동에게는 과잉
애착을 형성하며 양육에 어려움이 있
을 것으로 보여졌다.

2회기
아동은 연구자와 눈맞춤이 되지 않
고,회기 중간에 자리를 이탈하고,몸
을 상하좌우로 계속 움직였다.

아동에게는 방관적이고 자신의 표출에
는 소극적이던 태도를 보였다.

3회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산만하게
움직이거나 짜증내는 행동을 보였다.

아동이 산만한 행동을 할 때 마다 얼굴을
찡그리거나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4회기
이전 회기까지는 활동 시작 전이나 중간
에 자리를 이동하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
정서적 불안을 표현하였는데 이 회기부터

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비언어적 긍정
적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동을
긍정적 시각에서 보기위한 노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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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몸을 자주 움직이는 행동이 소거되어
미술치료 활동에 적응하는 모습이었다. 는 것으로 보여졌다.

5회기
능동적으로 미술활동에 참여하는 모습
에서 아동이 미술치료라는 상황에 능
동적으로 적응해가고 있음이 보였다.

아동이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답하고 자신의 양육태도에서 변화되어
야 할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실행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6회기
아동의 그림표현과 행동에서 공격성
을 느낄 수 있었고,어머니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동에 대한 지시적이고 간섭적이 태
도가 줄었고 아동이 작업하는 것을 지
켜보며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서 긍정적인 애착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7회기 자신의 요구를 어머니가 들어줄 때까
지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 했다.

아동을 긍정적 시작에서 양육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
머니로서의 양육능력에 자신감을 얻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8회기

아동은 자신의 작품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작업할 때의 표정이 밝아졌고
공격적인 표현이 줄었고 아동의 감정
에서 위축,침울 등의 부정적 반응이
감소되었다.

자기 현시적 태도는 남아 있으나 자신
에 대해 통찰하고자하는 욕구가 생겼
으며 아들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표현
되었다

9회기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였다.

미술 활동 전에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등의 모습에서 자아 통
찰과 표출이 가능해졌다.

10회기 작업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양보를 해
주었다.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아동에게 긍정
적 관심과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1회기 어머니가 도와주려고 하면 싫어했고
틀릴까봐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아동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 모습
을 보여줬고 아동의 부적응과 과잉행
동에 대해서는 불만보다는 칭찬과 긍
정적 피드백을 하는 등 어머니 역할
수행에 유능성을 보이고 있었다.

12회기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 거의
없었으나 어머니 그림에 대한 관심과
궁금한 것을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태

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잘 돌볼
수 있다는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
니 자신의 능력에 대한 유능성을 회복



- 70 -

<표 Ⅳ.11>을 종합해보면 아동 특성에서 아동의 불안,위축감이 감소하였고,어머니
에게 작업을 권하는 등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문제도 미소하게나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

도와 애정 표현이 나타났다. 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13회기

어머니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앉는 등 어머니에게 자신이
잘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행동을 보였다.

아동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때
까지 상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해주는 모습
을 보이며 아동을 대하는 태도가 유연해
짐으로써 양육에 대한 변화를 보임.

14회기

부탁이나 감사,인사 등에서 공손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아동의 감정상의
부적응과 강렬한 요구,반항,공격적
행동 등이 감소되었다.

아동의 생각들을 대부분 수용해 주고칭
찬을 하면서 아동을 긍정적 시작에서 양
육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양육능력에 자신감을
얻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15회기

협동작업에서 어머니에게 작업을 권
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미술 활동 전에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등의 모습에서 자아 통찰과 표출
이 가능해졌고 그로 이해 정서적 우울과,
아동의 양육에서 오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억압이 다소 해소되고 있음이 보여졌다.

16회기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는 태도가 증가
하였으며 과다활동성도 감소되었다.

행동,이야기를 통해 아동이 표현한 현
재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수용
하는 태도를 보여줬으며 회기 전체에
걸쳐 언어적,비언어적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해주는 모습이 보여졌다.

17회기

어머니의 그림과 이야기에 관심을 보
이고 아동 자신의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 평소에 표현하지 않았던 사랑한
다는 말을 했다.

아동과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하고 아동을
작업하는 동안 편안하게 해주려는 행동과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졌다.아동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

18회기

작업이 끝나고 자기 그림 뒤에 엄마 사랑
해요 라고 적고 어머니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써넣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어머니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적
응관계로 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행동이
치료 전반에 나타났고 아동의 이야기
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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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알 수 있다.어머니 특성에서는 어머니가 작업에 적극성을 보임으로 하여 양
육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 자신의 유능성을 회복하기 시작했고,아동에게 적절한 보
상과 지지를 하려고 노력했으며,불필요한 지시와 간섭이 사라지고 긍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졌고,사회적 고립감이 다소 해소되는 면을 보였으며,아동에 대한 수용성이 향
상되었고,자아 통찰과 표출이 가능해져 양육에 대한 억압이 해소됨으로 인해 모-자
미술치료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표표 ⅣⅣⅣ...111222>>>미미미술술술치치치료료료 회회회기기기별별별 활활활동동동에에에 나나나타타타난난난 BBB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양양양육육육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변변변화화화

회기 아동특성에 의한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 특성에 의한 양육 스트레스

1회기

아동은 연구자와 눈 맞춤이 전혀 되지
않고,회기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왔으
며,몸을 상하좌우로 계속 움직였으며,
연구자의 질문에 말을 심하게 더듬으
며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이러한 아
동의 태도는 새로운 치료환경에 적응
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위축과 불안의
표현이며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지 못
하고 산만한 태도는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를 유발시킨다고 생각되었다.

어머니는 연구자의 비언어적 협동화라
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아동에게 계속
해서 부정적 간섭과 지시를 하였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는 사회적 관계
에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어려
움을 느낄 수 있으매,아동에게는 과잉
애착을 형성하며 양육에 어려움이 있
을 것으로 보여 졌다.

2회기

그림 표현에서 전회기와 같이 아동은
어두운색크레파스만을 사용하였고 전
쟁을 주제로 그렸으며 부모의 그림을
폭파시키는 표현을 한 점은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반응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동과의 의견 교환이 전혀 이루어지
지 않는 점은 양육 유능성에 따른 어
머니 역할 수행에 있어 아동 발달 또
는 장애에 대한 실제적 지식이 부족하
고 장애 아동을 다루는데 미숙하여 스
트레스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3회기

어머니와 연구자의 대화중에 말참견
과 간섭이 심하고 어머니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평하며,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박과 눈을
흘기는 등 강한 요구와 반항 등의 행

아동의 행동에 대해 어머니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다가
도 아동에게 과정에 대한 설명없이 지
시적으로 행동하는 태도가 보였다.어머
니의 과잉양육은 아동의 좌절감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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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은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가중시
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4회기

아동의 그림에서 주제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변하지 않았으나 어두운색으
로 일관되던 표현이 다양한 색채사용
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그렸으며 화면 중앙에 집과 큰 나무
를 그린 것은 아동의 부정적 감정이
정화되고 있으며 자신감이 생기는 과
정이라고 생각되었다

어머니는 아동에 대해 칭찬과 불만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불확
실한 태도는 반복되는 아동의 거부와
불평에 어머니 자신이 위축되어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저 지켜보면서 수
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것 같았다.

5회기

어머니를 치고 때리는 행동은 다소
줄어들었고,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할 때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면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아동의 활동을 지켜보기만 하는 등 아
동에게는 방관적이고 자신의 표출에는
소극적이던 태도였으나 이번 회기에는
찰흙으로 아들에게 먹일 음식을 만드는
활동으로 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잘
돌볼 수 있다는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 자신의 능력에 대한 유능성을 회
복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6회기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눈맞춤이 잦아
지는 등 위축과 불안이 줄어들고,적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어머니의 스
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었다.

아동에게 과잉 애착과 부적절한 양육태
도를 보였으나 연구자의 태도를 모델링
하고,자신의 양육태도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실행하
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7회기

아동은 잡지 콜라주 작업에서 매우
신중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다.사진
내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했
고 오리거나 풀칠하여 붙이는 작업을
차분하게 진행하였다.

아동에 대한 지시적이고 간섭적이 태
도가 사라지고 아동이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며,수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서 긍정적인 애착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8회기

어머니의 과잉양육태도로 인한 좌절
감과,억압으로 인한 공격성을 보여
주었으나 어머니를 때리는 행동은 소
거되었다.

칭찬하기 과제를 통해서는 아동을 긍
정적 시작에서 양육하려고 노력하였으
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양육능력에 자신감을 얻는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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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었다

9회기 칭찬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아동의 물질적 보상요구에 어머니는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는 태도를 보여
양육태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10회기

미술 활동을 마치는 시간이 되자 능
동적인 자세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여
어머니와 연구자,관찰자를 기쁘게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에서 아동이 미
술치료에 긍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고 생각되었다.

간혹 과잉애착을 보여 아동의 공격성
을 재유발 시키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1회기

연구자와 어머니의 대화에 자주 끼어 들
고 싶어 했지만 잠시 기다려달라는 연구
자의 제안에 반항 없이 따르며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임으로
서 아동의 지나친 관심과 강한 요구,반
항 등이 감소되었다고 생각되었다.

어머니의 가족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었음으로 인해 가족관계에 대한
통찰과 감정의 정화가 기대되었다.

12회기

이전 회기에는 어머니와의 협동 작업이
다소 힘들었으나,이번 회기에는 어머
니가 만든 접시에 자신이 만든 소고기
한근을 올려놓았다.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아동의 이
해와 아울러 어머니와의 긍정적 상호작
용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아동이 학습에 관심을 보이며,학습부
진이 점차 해소되었다고 있다면서 기
뻐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행동이 어머
니가 바라는,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이상적인 모습에 점자 부합
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
어 아동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
다고 생각되었다.

13회기

협동 작업에서 어머니에게 작업을 권
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모-자 상호작용에서 아동은 어머니와
의 협동 작업을 하면서 어머니는 노력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14회기

몸 움직임이 감소하고 자리를 완전히
이탈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아동의 산
만한 행동이 줄어들었고,주어진 과
제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다.

치료에 대한 감사와 만족감의 표현을
함으로써 어머니 자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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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를 종합해보면 아동 특성에서 아동의 불안,위축감이 감소하고,어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격적 행동이나 말투가 감소하는 등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
으로 변화되었으며,이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고 생각한다.어머
니 특성에서는 어머니가 초기에 소극적인 작업에 적극성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커지고 어머니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아동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지
를 하려고 노력했으며,아동에게 지나친 간섭과 지시적 말투가 감소하고 긍정적 상호

15회기

아동은 자신의 그림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의 표정이 밝
아졌고 공격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아동의 감정에서 위축,침울
등의 부정적 반응이 감소되었다.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아동에게 긍정
적 관심과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16회기

어머니에게 주고 싶은 선물로 어머니의
가게를 정성껏 그렸는데 가게 앞에는
꽃 화분이 있었고,가게 간판 등이 자세
하게 그려졌고,자신과 어머니를 가게
밖에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아동의 부적응과 문제행동에 대해서
불만보다는 칭찬과 긍정적 피드백을
하는 등 어머니 역할 수행에 유능성을
보이고 있었다.

17회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면에서 어머니의 그
림에 자기 이름을 적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 그림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써넣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어머니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적응관계로 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미술 활동 전에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등의 모습에서 자아 통
찰과 표출이 가능해졌고 그로 이해 정
서적 우울과,아동의 양육에서 오는 어
머니 역할에 대한 억압이 다소 해소되
고 있음이 보여 졌다.

18회기

치료자와의 관계에서도 눈 맞춤의 문제
는 상당히 호전되었고 부탁이나 감사,
인사 등에서 공손한 태도가 지속되어
아동의 감정상의 부적응과 강렬한 요구,
반항,공격적 행동 등이 감소되었고 주
변의 환경에 적응하는 태도가 증가하였
으며 과다활동성도 감소되었다.

연구자와 관찰자에게 회기마다 감사의
인사를 하였고 앞으로 계속 미술치료
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점으로 보아
어머니의 사회적 고립이 다소 해소되
었으며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위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수용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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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가능해졌고,사회적 고립감이 다소 해소되는 면을 보였으며,아동에 대한 이해
와 수용성이 향상되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어머니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출함으
로써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억압이 해소됨으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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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자녀에 대
한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
로 모-자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모-자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부모-자녀 관계를 방해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주며 부
모-자녀 문제가 아동의 증상을 악화시키고,이차 증상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그러
므로 아동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문제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부모를 참여시켜
부모-자녀가 함께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중점을 둔 치료적 접근이 부

족한 현 시점에서 모-자 미술치료는 두 사람이 서로 작업해 가는 과정에서 주의력결
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의 문제와 어머니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자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선행연구「MedicalArtTherapy
withChildren」(Malchiodi,1998)와 「CounsellingChildrenaPracticalIntroduction」
(Kathryn,G.＆ David,G.,1997)및 여러 선행연구(1998;한영경,1998;장정연,2000;
한국미술치료 학회,2001)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구성한 후 실시하였
다.연구 문제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모-자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A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질문지 총점은 사전 249점에서 사후 177점으로 감소하였다.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아동 특성 영역점수는 사전 125점에서 사후 88점으로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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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고,어머니 특성영격은 사전 123점에서 사후 88점으로 28.39%감소하였으며,
생활 스트레스 영역은 사전,사후의 변화가 없었다.하위 영역별로 변화율을 살펴보면
아동특성 영역에서 최대감소율을 보인 영역은 수용성 영역이 40% 감소되어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과다 활동성 영역은 22.5%가 감소하여 최소 감소율을 나타내었다.어
머니 특성영역에서 최대감소율을 보인 영역은 애착 영역이 33%씩 감소되어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고,배우자 관계 영역은 8%로 가장 적게 감소되었으며,생활 스트레스
영역은 1점으로 변화가 없었다.
B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질문지 총점은 사전 279점에서 사후 177점으로 감소하였다.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아동 특성 영역점수는 사전 137점에서 사후 84점으로 30.14%
감소하였고,어머니 특성영격은 사전 139점에서 사후 90점으로 26.3%감소하였으며,생
활 스트레스 영역은 3점으로 사전,사후의 변화가 없었다.하위 영역별로 변화율을 살
펴보면 아동특성 영역에서 최대감소율을 보인 영역은 수용성 영역이 40% 감소되어 가
장 큰 변화가 있었고,과다 활동성 영역은 22.5%가 감소하여 최소 감소율을 나타내었
다.어머니 특성영역에서 최대감소율을 보인 영역은 애착 영역이 33%씩 감소되어 가
장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고,배우자 관계 영역은 8%로 가장 적게 감소되었으며,생활
스트레스 영역은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사전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아

동을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Holroyd와 Mcathur(1976)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Bristol(1984)연구의 장애아를 돌봄에 따르는 시간소요와 과중
한 역할책임으로 가족,친지,이웃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심리적 갈등이 유발되는 부정
적인 경향이 있다는 연구와 일치되었으며,장애아동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한혜연(1986)연구와도 유사하며,
배광웅 외(1986)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
고 그때마다 좌절감이 생기기 때문에 장애아의 어머니는 정상아의 어머니 보다 더 많
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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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중재로 본 연구에서는 모-자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
켰는데 영역별로는 아동특성 영역 B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화에서 수용성 영역의 감
소율이 40%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이러한 결과는 박해미(1994)의 연구에서 아
동 특성영역 6개 변인 중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수용성 영
역이라는 결과와 일치하여 양육 스트레스 감소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박해미(1994)의 연구에서는 부모특성 영역 중 배우자 관계 영역이 양육 스트
레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영역 스트
레스 사전 점수는 매우 높았으나 사후 감소율에서 A어머니는 감소되지 않았고,B어머
니는 8%의 최소 감소율을 보여 자녀 양육행동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좀 더 긴밀한
협력 체제를 이루어야 하며 아버지가 아동의 양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생활 스트레스 영역의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사전 사후 변화가 A어머니,B어머니 모
두 없었다.생활 스트레스 점수를 양육 스트레스 전체 점수에 포함시켜 결과에 반영하
였으나 점수의 의의를 찾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은 박혜미(1994)의 연구에서 자유응답
문항과 생활 스트레스 영역은 양육 스트레스 전체에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결과와 고성
혜(1994)의 연구에서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자녀수,자녀의 성별과 연령,어머니의 연령,교육수준,취업 유무 및
직종에 따라 차별화 되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회 경제적 지
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나 양육 스트레스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
와 유사하다.김윤정(1996)의 자폐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미술활동 중
심 집단 상담의 효과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의 연구결과와 모-자 미술치
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회기별 활동 분석에서 아동은 문제 행동의 변화를 보였으며,어머니는 아동에

대한 재인식과 아동과의 적절한 소통으로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였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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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가족 한 개인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
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고 한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는 가족 구성원과의 소통
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가족치료를 통해서 아동의 부적응 행동 및 증
상이 감소되면 현실에의 적응행동이 증진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상호작용 및
상호거래를 변화시켜 보다 기능적이고 건강한 가족체계를 형성하게 된다.이를 뒷받침
해주는 선행연구로서 이묘주(2003)는 모-자 난화상호 이야기법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은 어머니에게 날카
롭고 복잡한 난화를 그려줌으로써 긴장을 방출하고 어머니에 대한 분노,미움,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은유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해결하여 아동은 걱정,
두려움,죄책감을 줄일 수 있었고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 작업한 내용들은 가족들과 여
행 갔던 일,하고 싶은 일들,일상생활 사건,아동과 어머니 사이의 긍정적인 경험과
갈등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개인의 행동,감정문제와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드러냄을 통해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밝혔다.
최외선,채민아(2000)의 유뇨증 및 위축증 아동과 어머니에게 개인치료와 모-자 합동
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연구에서도 그 결과 치료초기에는 주의집중시간이 짧고 시선
을 맞추지 않고 질문과는 상관없는 말을 많이 하던 아동이 치료 후에는 유뇨증 문제가
해결되었고,집중의 시간이 길어지고,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모-자 미술치료
의 효과를 입증하였다.따라서 본 연구는 모-자 미술치료를 통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고,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 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자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동은 초기에 공격성과 불안감이 후기에 가족에 대한 수용과 적응으로 변화되었으며
특히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생긴 것으로 해석되었다.어머니는 초기에 표출한 소극
적이고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만이 후기에 다소 해소 된 듯했고,양육에 대한 자
신감과 어머니 자신의 존중감이 향상된 것을 해석되었다.
B아동은 학습문제를 동반하고 있었는데 김미경 외(1996)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과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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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아동들보다 학습문제를 동반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들은 발달적 인지과정
상의 결합들이 더 전반적이고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실제 학교에서의 학업 수행도 뒤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약물치료 외에 이들에 대한 다양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했다.또한 이재경(1999)의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의 주 증상을 감소
시키는데 부모교육 및 인지적 행동수정 병합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아동과
부모 병합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김세실 외 (1998)의 연구
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아동의 문제 행동에서 약물 단독 치료
군에 비해 약물-부모훈련 병합 치료 군에서 월등히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 효과는
6개월 후의 추후 조사에서도 대부분 유지 되었다고 하였다.이에 본 연구도 약물을 복
용하고 있는 아동과 그 어머니에게 모-자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여 장기
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하고자 하였다.아동들은 미술활동을 통해 장애와 생활 부적응으
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나 불쾌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서 억압된 정서가 안정되고 어머니
와의 소통이 원활해 졌다고 생각한다.또한 미술활동 후 산만한 행동이 감소되었고 집
중하는 시간이 길어져 활동 중에 자리 이탈이나 엉뚱한 질문들이 감소하였다.타인과
의 대화에서도 공손한 언행을 사용하였다.김희경(1998)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둘
중 어느 한쪽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것은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상호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아동이 지
닌 장애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모-자 미술치료를 통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의 어머니
가 자녀의 장애를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출과 과 지각을 그림을 통해 확인해
봄으로서 아동에게 가지게 되는 부정적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아동에게 적절
한 양육방법으로 소통하게 됨으로 인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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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의 목적은 모-자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자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변화를 고찰하였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만 10세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과 그 어머니,만 9세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18회기로 구성된 모-자 미술치
료 프로그램을 2007년 5월 22일부터∼ 2007년 9월 18일까지 주1회 90분씩 실시하였다.
모-자 미술치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미술치료의 회기별 활동을 분석하여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의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를
살펴보았으며,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질문지의 사전·사후 점수 변화와 변화율을 살펴
보았다.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모-자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는 감소하였다.모-자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나타난 A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사전 249점에서 사후 177점으로 28.9% 감소하였고 B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사전
279점에서 사후 177점으로 36.5% 감소하였다.
A 어머니의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아동 특성 영역점수는 사전 125점에서 사후 88

점으로 감소하였고,어머니 특성영격은 사전 123점에서 사후 88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생활 스트레스 영역은 사전 1점,사후 1점으로 변화가 없었다.
B어머니의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아동 특성 영역점수는 사전 137점에서 사후 84

점으로 감소하였고,어머니 특성영격은 사전 139점에서 사후 90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생활 스트레스 영역은 사전 3점,사후 3점으로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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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모-자 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회기별 진행에 따라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모-자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과 어머니

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교
환함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모-자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비록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으나 회기
진행과정동안 연구자의 관찰과 기록,녹음내용 분석만으로 질적 분석을 했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자세히 관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앞으로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후
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2명과 어머니 2명으로
각각 연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또한 본
연구의 연구자 자신이 직접 치료에 개입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의도성과 주관적 해석
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본 연구를 일반화 하고 객관화 할 수 있는 후속연구
가 계속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표준화된 검사지가 없어 번안 수

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장애아 가족기능을 측정하고 이해하기 위한 좀 더 명확하고
간단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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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가족기능과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가족 전체에게 실시해 볼 필요가 있
다.장애 아동과 어머니뿐만 아니라 장애아의 형제자매들에게도 실시하여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비교연구는 장애아동 가정의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가족구성원간
의 원만한 가족관계형성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본 연구에서는 모-자가 작업한 작품을 중심으로 어머니 스스로 탐색과 연구자

의 피드백을 통해 어머니와 아동간의 소통을 통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고 하였
으나 작품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부모상담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모-자 미술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효과적인 양육스트레스 대처방
식과 모-자 간의 소통하는 방법을 원활히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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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회기별 그림
                                     A A A A 아동과 아동과 아동과 아동과 어머니어머니어머니어머니

                                              

<그림Ⅳ.1> 1회기  비언어적 협동화 (공동)    <그림Ⅳ.2> 2회기 언어적 협동화 (공동)

      <그림Ⅳ.3> 3회기 찰흙 (공동)          <그림Ⅳ.4> 4회기 핑거페인팅 (공동)

      <그림Ⅳ.5> 5회기 찰흙 (아동)             <그림Ⅳ.6> 5회기 찰흙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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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Ⅳ.7> 6회기 자유화 (아동)            <그림Ⅳ.8> 6회기 자유화 (어머니)    

          

<그림Ⅳ.9> 7회기 콜라주1 (아동)            <그림Ⅳ.10> 7회기 콜라주1 (어머니)  

    

<그림Ⅳ.11> 8회기 콜라주2 (아동)          <그림Ⅳ.12> 8회기 콜라주2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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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Ⅳ.13> 9회기 골판지 조형 (아동)      <그림Ⅳ.14> 9회기 골판지조형(어머니)

                                               

  <그림Ⅳ.15> 10회기 사포위에그리기(아동)    <그림Ⅳ.16> 10회기 사포위에그리기(어머니) 

   <그림Ⅳ.17> 11회기 신체본뜨기 (공동)           <그림Ⅳ.18> 12회기 만들기(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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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Ⅳ.19>  12회기 만들기 (어머니)       <그림Ⅳ.20> 13회기 상자꾸미기 (공동) 

                                                   

    

<그림Ⅳ.21> 14회기 석고작업 (공동)        <그림Ⅳ.22> 15회기 조각맞추기 (공동)  

                                                     

<그림Ⅳ.23> 16회기 선물주고받기(아동)        <그림Ⅳ.24> 16회기 선물주고 받기(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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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5> 17회기비언어적협동화(공동)      <그림Ⅳ.26> 18회기 언어적 협동화(공동)

                                                                                                                                            B B B B 아동과 아동과 아동과 아동과 어머니어머니어머니어머니

  <그림Ⅳ.7> 1회기비언어적 협동화(공동)     <그림Ⅳ.28> 2회기 언어적 협동화 (공동)

   

       <그림Ⅳ.29> 3회기 찰흙 (공동)           <그림Ⅳ.30> 4회기 핑거페인팅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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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1> 5회기 찰흙 (아동)             <그림Ⅳ.32> 5회기 찰흙 (어머니) 

        <그림Ⅳ.33> 6회기 자유화(아동)          <그림Ⅳ.34> 6회기 자유화(어머니)

      <그림 Ⅳ.35> 7회기 콜라주1 (아동)       <그림 Ⅳ.36> 7회기콜라주1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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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Ⅳ.37> 8회기 콜라주2 (아동)       <그림Ⅳ.38> 8회기 꼴라주2 (어머니)   

                                 

     <그림Ⅳ.39> 9회기 골판지조형(공동)     <그림Ⅳ.40> 10회기 사포에 그리기(공동)

   <그림Ⅳ.41> 11회기 신체본뜨기 (공동)        <그림Ⅳ.42> 12회기 만들기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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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3> 13회기 상자꾸미기 (공동)       <그림Ⅳ.44> 14회기 석고작업 (공동)

                                    

                                 

   <그림Ⅳ.45> 15회기 조각맞추기 (공동)        <그림Ⅳ.46> 16회기 선물주고받기(아동)

<그림Ⅳ.47> 16회기 선물주고받기(어머니)        <그림Ⅳ.48> 17회기 비언어적협동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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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Ⅳ.49> 18회기 언어적 협동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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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양육스트레스 질문지

 * 각 항목에 보기와 같이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아동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이다.아동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V 표
하여주시고,꼭 맞는 답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답에 V 표 하여주십시오.
처음에 생각하신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거의 확실치 대부분 매우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않다 그렇다 그렇다

  1.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I--------I--------I--------I--------I
끝까지 들어주어야만 한다. 1 2 3 4 5

2.우리 아이는 너무 활동적이어서 나 I--------I--------I--------I--------I
를 지치게 한다. 1 2 3 4 5

전혀 거의 확실치 대부분 매우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않다 그렇다 그렇다

  예 : 나는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을     I-------I-------I-------I-------I
좋아한다. 1 2 3 4 5

(만일,영화관에 거의 가지 않으면
2번에 V 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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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아이는 주위가 잘 정돈되어 있 I--------I--------I--------I--------I
지 않고 산만하다. 1 2 3 4 5

4.우리 아이는 장난감을 보통 10분 I--------I--------I--------I--------I
이상가지고 논다. 1 2 3 4 5

5.우리 아이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I--------I--------I--------I--------I
곳에서 즐겨 논다. 1 2 3 4 5

6.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I--------I--------I--------I--------I
1 2 3 4 5

                                          

 7.우리 아이는 목욕하거나 옷을 입을 I--------I--------I--------I--------I
때 많이 움직이고 반항한다. 1 2 3 4 5

8.몰입하던 활동이나 원하던 물건에서 I--------I--------I--------I--------I
쉽게 이탈한다. 1 2 3 4 5

9.우리 아이로 인해 내가 좋은 느낌을 I--------I--------I--------I--------I
갖거나 흐뭇해한 적이 거의 없다. 1 2 3 4 5

10.대개 나는 우리 아이가 나를 좋아하며 I--------I--------I--------I--------I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1.우리 아이는 나를 보고 잘 웃지 I--------I--------I--------I--------I
않는다. 1 2 3 4 5

12.우리 아이를 위해 나가 무엇인가 I--------I--------I--------I--------I
를 할 때 그러한 노력들이 그리 1 2 3 4 5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13.우리 아이는 나와 노는 것을 굉장 I--------I--------I--------I--------I
히 좋아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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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우리 아이는 보통아이들보다 많이 I--------I--------I--------I--------I
울고 짜증낸다. 1 2 3 4 5

15.우리 아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대 I--------I--------I--------I--------I
개 울거나 짜증내면서 일어난다. 1 2 3 4 5

16.우리 아이는 매우 감정적이고 쉽 I--------I--------I--------I--------I
게 화낸다. 1 2 3 4 5

17.우리아이의 행동이 내가 기대하는 I--------I--------I--------I--------I
것과 다를 때 나는 매우 화가 난다. 1 2 3 4 5

18.어떤 때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의 I--------I--------I--------I--------I
행동을 한다. 1 2 3 4 5

19.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뭐든 I--------I--------I--------I--------I
지 빨리 배우지 못한다. 1 2 3 4 5

20.우리 아이는 어떤 때 나를 무척 괴 I--------I--------I--------I--------I
롭 히는 일을 한다. 1 2 3 4 5

21.우리 아이는 부딪히거나 접촉하는 I--------I--------I--------I--------I
것을 싫어한다. 1 2 3 4 5

22.우리 아이는 가정 주변의 변화나 I--------I--------I--------I--------I
일과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많은 1 2 3 4 5
어려움을 보인다.

23.우리 아이는 자신이 싫어하는 어떤 일에 I--------I--------I--------I--------I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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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우리 아이의 성격이나 행동 때문에 I--------I--------I--------I--------I
누구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어렵다.1 2 3 4 5

25.우리 아이는 작은 일에 쉽게 화낸 I--------I--------I--------I--------I
다. 1 2 3 4 5

26.소리나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아 I--------I--------I--------I--------I
차린다.(자다가 깨거나 잘 놀라는 것) 1 2 3 4 5

27.우리 아이를 재우거나 먹이는 일이 I--------I--------I--------I--------I
매우 어렵다. 1 2 3 4 5

28.우리 아이는 새로운 장남감이 생겼을 때 I--------I--------I--------I--------I
그것과 친숙해지기 전까지는 피한다. 1 2 3 4 5

29.우리 아이가 새로운 물건을 사용하 I--------I--------I--------I--------I
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 1 2 3 4 5

30.낯선 사람과 잘 친해지지 못한다. I--------I--------I--------I--------I
1 2 3 4 5

31.우리 아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I--------I--------I--------I--------I
건강상의 문제가 많다. 1 2 3 4 5

32.대부분의 아이들 보다 우리 아이를 I--------I--------I--------I--------I
돌보는 것이 더 까다롭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3.우리 아이는 항상 나에게 매달려 있다. I--------I--------I--------I--------I
1 2 3 4 5

34.우리 아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I--------I--------I--------I--------I
너무 많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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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어머니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이다.어머니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
과 일치하는 곳에 V 표 하여주시고,꼭 맞는 답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답에 V 표 하
여 주십시오.

처음에 생각하신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거의 확실치 대부분 매우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않다 그렇다 그렇다

35.우리 아이이게 정멀로 좋은 부모가 I--------I--------I--------I--------I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1 2 3 4 5

36.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 I--------I--------I--------I--------I
했던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1 2 3 4 5

37.우리 아이를 돌볼 때 나는 유능한 I--------I--------I--------I--------I
부모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8.나는 다를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I--------I--------I--------I--------I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다. 1 2 3 4 5

39.나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I--------I--------I--------I--------I
즐겁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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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I--------I--------I--------I--------I
저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1 2 3 4 5

41.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아이 I--------I--------I--------I--------I
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다룰 1 2 3 4 5
수 없었고 도움이 필요했다.

42.부모가 그들의 자녀와 가깝고 따 I--------I--------I--------I--------I
뜻한 느낌을 갖는 데는 오랜시간이 1 2 3 4 5
걸린다.

43.우리 아이에게 더 친근하고 따뜻 I--------I--------I--------I--------I
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는 1 2 3 4 5
어렵다.

44.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돌봐 I--------I--------I--------I--------I
주는 것은 매우 여려운 일이라고 1 2 3 4 5
생각 했었다.

45.우리 아이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I--------I--------I--------I--------I
도 엄마인 나를 필요로 한다. 1 2 3 4 5

46.나는 자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 I--------I--------I--------I--------I
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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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나의 시간은 대부분 아이들을 위해 I--------I--------I--------I--------I
소비된다. 1 2 3 4 5

48.대개 나의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은 I--------I--------I--------I--------I
포기 한다. 1 2 3 4 5

49.부모로서 아이에 대해 나는 많은 I--------I--------I--------I--------I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50.나는 종종 우리 아이의 요구가 나를 I--------I--------I--------I--------I
억압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51.우리 아이를 가진 이후로 많은 새로 I--------I--------I--------I--------I
운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없었다. 1 2 3 4 5

52.내가 부모로서의 나를 생각할 때 나 I--------I--------I--------I--------I
쁜 보모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53.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할 때 매번 I--------I--------I--------I--------I
나는 그것이 내 잘 못이라고 느낀다.1 2 3 4 5

54.나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나를 괴롭 I--------I--------I--------I--------I
혔으며 그리 평탄하지 못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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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아이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이 I--------I--------I--------I--------I
들고 후회가 된다. 1 2 3 4 5

56.아이를 가진 후 남편은 내가 기대한 I--------I--------I--------I--------I
만큼 아이에게 헌신하지 않았다. 1 2 3 4 5

57.아이를 가진 후 남편과 함께 하는 I--------I--------I--------I--------I
시간이 적어졌다. 1 2 3 4 5

58.아이를 가진 이후로 남편과 많은 I--------I--------I--------I--------I
트러블이 생겼다. 1 2 3 4 5

59.아이를 가진 이루로 시댁식구나 친척 I--------I--------I--------I--------I
들과 관계된 문제들이 많아졌다. 1 2 3 4 5

60.아이를 가진 이후로 생활비가 훨씬 I--------I--------I--------I--------I
많이 들었다. 1 2 3 4 5

61.나는 친구가 없고 홀로라는 느낌이 I--------I--------I--------I--------I
든다. 1 2 3 4 5

62.많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잘 즐기지 I--------I--------I--------I--------I
못하는 편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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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는 사람들과 관계에 흥미가 없다. I--------I--------I--------I--------I
1 2 3 4 5

64.우리 아이를 돌보는데 문제가 생겼 I--------I--------I--------I--------I
을 때 나에게 도움이나 충고를 해 1 2 3 4 5
줄 사람들이 있다.

65.우리 아이를 가진 이후로 친구들을 I--------I--------I--------I--------I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 1 2 3 4 5
는 것이 어려워졌다.

66.지난 6달 동안 나는 보통 때보다 I--------I--------I--------I--------I
더 많이 아팠고 두통이 잦았다. 1 2 3 4 5

67.신체적으로 나는 대개 좋은 편이다. I--------I--------I--------I--------I
1 2 3 4 5

68.아이를 가진 이후로 잠자는 시간도 I--------I--------I--------I--------I
불규칙하다. 1 2 3 4 5

69.옛날처럼 즐겁지가 않다. I--------I--------I--------I--------I
1 2 3 4 5



- 107 -

*다음에는 해당번호에 O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것을 시키거나 저지하는 것이 ( )라고 생각한다.

I-------------I------------I------------I------------I
(1) (2) (3) (4) (5)

매우 어렵다 조금 어렵다 보통 조금 쉽다 매우 쉽다

71.어미님을 괴롭히는 자녀의 행동에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그러한 행동
이 몇 개나 있는지 다음 예를 참고하여 세어보십시오.

(예)빈둥거리는 것,말을 안 듣는 것,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우는 것,방해하는 것,
싸우는 것,낑낑거리는 것,조르는 것,거짓말 하는 것,말투가 거친 것,늦게 자
는 것 등

(1)1-3개
(2)4-5개
(3)6-8개
(4)8-9개
(5)10개 이상

72.우리아이가 울 때 적어도 ( )분 걸린다.
(1)2분내
(2)2분에서 5분 사이
(3)5분에서 10분 사이
(4)10분에서 15분 사이
(5)1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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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어머님의 학력은?
(1)중졸 이하
(2)고졸
(3)2년제 대학졸
(4)4년제 대학졸
(5)대학원 이상

74.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I-------------I-------------I-------------I-------------I
(1) (2) (3) (4) (5)

매우 쉽게 쉽게 조금 매우 전혀
이해할수 이해할수 어렵다 어렵다. 이해할수
있다. 있다. 없다.

75.우리아이를 가진 이후로
(1)나는 몸이 상당히 아파왔다.
(2)몸이 좋지 못했다.
(3)건강상의 어던 변화는 없었다.
(4)건강해졌다.
(5)상당히 건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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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어머님의 주위에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이 있는 문항에는 ( )에 O표 하여 주십시오.

76.임신 ( )
77.다른 가족과 함께 살게 됨 ( )
78.빚이 증가함 ( )
79.새로운 직업으로 옮김 ( )
80.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죽음 ( )
81.시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음 ( )
82.수입이 줄어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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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질질질문문문지지지의의의 하하하위위위변변변인인인별별별 설설설명명명

Abidin(1983)의PSI:ParentingStressIndex아동 특성과 어머니 특성의 각 하위변
인과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가가...아아아동동동특특특성성성

(1)과다활동성(HyperctivityDistractibility):아동의 과민 행동이나 산만한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활동 수준이 매우 높으며 주어진 과제에서 요구되어지는 만
큼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주의 분산이 되는 특성을 말한다.어머니는 이에 대한 계속
적인 관리와 지도의 필요성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
(2)감정(Mood):아동의 감정적인 성향을 알아보는 척도로 여기에 속한 문항들은

주로 지나치게 우는 아동,위축 및 침울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이러한 아동의
부정적인 반응은 어머니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화를 내게 한다.
(3)적응성(Adaptability):아동이 주위 환경의 변화나 상황적인 전환에 대해서 얼마

나 잘 대처하여 조절해 가는 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행
동의 완강함,행동 변화의 어려움,거부 행동이나 행동 기피이다.아동이 그들이 하고
있던 것을 포기하기를 거부 하거나 특정한 상황적인 요구에 대해 수동적인 기피나 토
라짐으로 일관할 때 어머니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
(4)요구성(Demandingness):아동이 보다 직접적으로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느끼

게 하는 특성으로 지나친 관심이나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강렬한 요구,반항 및 공격
적인 행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어머니는 이러한 아동의 행동에 대처할 때,대항하거
나 아동을 억압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상의 아동의 기질적인 측면과 관련된 4가지 척도는 아동 자신의 행동적 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다음의 2가지 척도는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을 어떻게 지각하
고 이를 통하여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어머니의 인성과 자아 개념
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적 변인이다.
(5)부모강화(ChildReinforcestheParent):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머

니가 얼마만큼 만족을 경험하며 애정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가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
다.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은 부모-자녀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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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며,이러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 아동의 특성은 어머니로 하여금 적절한 양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동기화 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이에 해당되는 문항
들은 부정적으로 부모강화를 시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6)수용성(Acceptabillity):현재 아동의 행동이 어머니가 바라던 아동의 이상적인

모습에 얼마만큼 부합하는 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아동의 행동적 특성에 해당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이에 해당하는 문항 역시 바람
직하지 못한 아동의 행동적 특성에 대해 서술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낮
음을 의미한다.

나나나...어어어머머머니니니 특특특성성성

어머니 특성은 어머니의 성격 및 정신병리 영역과 상황변인 영역의 2가지로 나뉜다.

어어어머머머니니니 성성성격격격 및및및 정정정신신신병병병리리리 영영영역역역

(1)유능성(ParentalSenseofCompetence):어머니 역할의 수행에 있어서 얼마만큼
자신이 적절하다고 느끼며 그것에 대해 만족 하는가 를 나타내는 척도로서,어머니가
아이의 요구를 이해하거나 충족시켜 주는 것에 유능하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한다.아
동 발달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동을 다루는데 미숙한 어머니들이 이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애착(ParentalAttachment):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얼마나 개입되어 있

는가 또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기화 되어 있는가의 수준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척도로서,앞의 두 척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우울감(Depression):어머니가 느끼는 우울감으로 인해 어머니가 아동에게 정서

적 및 신체적으로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된 정도와 이로 인한 죄책감을 파
악할 수 있는 척도로서,어머니의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에너지를 평가한다.어머니의
우울감을 양육의 맥락 안에서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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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상황황황 변변변인인인 영영영역역역

(4)배우자 관계(Relationshipwithspouse):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있어
서 얼마만큼 배우자가 정서적 및 신체적인 도움을 주는 가의 정동와 함께 아동 양육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부 관계의 갈등 여부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척도로서 배우
자와의 관계를 아동 양육의 맥락 안에서 개념화하고 있다.
(5)사회적 고립(SocialIsolation):어머니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가 그

리고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위에서의 지지정도는 얼마나 되는가 등을
측정한다.
(6)건강(ParentalHealth):어머니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현재 신체적인 건강 정도

를 평가하며,어머니의 현재 건강 상태가 아동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7)억압성(RestrictionsofRole):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어머니 자

신의 개인적인 자유나 다른 역할의 가능성에 대한 영향정도를 측정한다.

다다다...생생생활활활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LLLiiifffeeeSSStttrrreeessssss)))

어머니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성 밖에서 발생하는 일상 생활 에서의
생활 스트레스 사건을 몇몇 항목으로 만들어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생활 스트레
스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서 선택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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