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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통합예술치료의 효과성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Integrated Art Therapy 
to Improve the Self-Esteem 

of the Children wh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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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통합예술치료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성을 검증해 보

는 것이며, 효과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양적연구로는 비모수 통계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Self-esteem)의 차이

검증을 하였다. 질적연구로는 동적가족화, 문장완성검사, 프로그램 보고서, 피드백 일지, 연구자와 보조치료사의 관찰

일지를 이용하여 내면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내 I시에 소재한 I초등학생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가정적 자아존중감·학교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예술치료는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구체적 인식을 증진시켜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

교적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또래관계와 대인 관계 개선을 위해 통합예술치료를 향후 학교나 기관에서 실시한다면 사회적 비용절감과 거리감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아동, 가정폭력, 자아존중감, 통합예술치료, 또래관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grated art therapy on the self-esteem of 
children wh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n effect, we used the 
nonparametric statistic as a quantitative study to verify the difference of self-esteem. In qualitative research, I 
used the dynamic familyization, sentence completion test, program report, feedback journal, and observation log 
from researcher and assistant therapist so as to get the deep understanding of their inner world.  This study 
conducted a trauma test for 49 children in grades 4-6 from  one elementary school in a city of Jeollabukdo 
Province.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otal self–esteem including their social life. family life, 
and school life after the program was implemented. Also, integrated art therapy promoted general perception and 
specific perception of self, which affected total self - esteem, social self - esteem, family self - esteem, and 
school self–esteem. So, it improves the self-esteem of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In order 
to improve peer relation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f integrated art therapy is carried out in schools or 
institutions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social cost and distance.

Key words :  Child, Domestic Violence, Self-esteem, Integrated Art Therapy, Pee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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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

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므로 개인의

가정사로 치부되어 정당성이 쉽게 인정되어 왔으며. 대

체로, 여성과 아동이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직접적, 간접적 학대에 노출

된 아동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정서 및 행동적응에 문

제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비행,공격성 등의 행

동적 적응과 불안,우울,철회 등의 정서적 적응이 어렵다

[1]. 또한 옷차림, 유행어와 같은 또래문화에 잘 적응하

지 못하고 말더듬, 목소리 이상, 과민반응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개별

심리상담은 비용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처치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이 많다.

따라서 학대를경험한 아동의 성장과발달을 위해 대

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연구자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통합예술치료가

필요하도 본다. 통합예술치료는 집단상담을 통하여 이

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평

안한 상태의 관계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기본적인 신뢰형성과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 도움을

주고 학교, 가정에서의 적응력을 높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기관, 방과 후 학교에서의 문제

행동에 대해 예방적 치료로서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고

상담 장면에서의 치료적 전략과 개입의 기초자료로 제

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동적가족화를 이용하여 아동의 환경적 특성을 파

악하고자아존중감과관련된주요요인을규명하고자한다.

둘째, 문장완성검사를 이용하여 아동의 인지적 특성

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주요요인을 규명하고

자 한다.

셋째, 통합예술치료(미술, 음악, 놀이)가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과 삶

에 대한 통제능력을 향상시켜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 한다.

II. 본 문

1. 아동기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폭력을 지칭

하는 말로 폭력의 범위에는 부부폭력, 부모폭력, 자녀폭

력, 형제 폭력을 통한 신체, 언어, 정서, 성적인 방임과

유기, 학대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유형

중 아동기의 가정폭력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폭력을 경험한아동의 심리 및사회적 적응의 문

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스스로가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고, 자기비하감

(self-blame), 소심함,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 학

대에 대해 내재화된 문제는 정상적인 사회화, 정보화 처

리과정을 방해하여 인지적, 정서적인 발달을 방해하게

된다. 이렇게 아동기에 학대, 방임, 부모나 주변사람들에

게 치욕스러운 모욕을당하는 등의 경험은 외상 후 스트

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이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란 장애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뒤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을

말한다.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

는 것으로 대부분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심한 고통을 받

고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압도한다. 환자는 그

런 외상이 지나갔어도 계속하여 그 당시의 충격적인 기

억이 떠올라 활동이나 장소를 피하게 된다. 신경이 날카

로워지거나 집중을 하지 못한다. 수면에도 문제가 생겨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거나 상실할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2].

프레드릭(Fredrick)는 학대, 폭력, 방임이 아동의 인

격형성기에 일어난 경우 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의 위험을 77%까

지 증가시킨다. 또한 성인과는 다소 다른 특징으로 나타

난다. 두려움, 자기회의, 불신, 위로할 수 없는 슬픔, 놀

란 감정 상태를 놀이 속에서 뿐 아니라 또래집단이나 학

교활동에 대한 회피, 과도한 몰입, 죄책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기 쉽고 우울증, 자살생각, 마약과 알코올 이용 등

과 같은 위험에 빠지게 만든다. 또한 학대경험과 특정

유전적 특성들이 상호작용하게 되면 학대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공격적인 폭력을 보이는데 외부를 향해

서 반항적, 도전적, 짜증을 내고 충동적, 공격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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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내부를 향해서는 무기력, 우울, 자멸적으로 느끼면

서 포기하고 고립 또는 부동(inactivity)의 태도로 위축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3].

폭력을 보고 자란 아동은 성인이 되면 약 25-30% 정

도가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데, 특

히 가정을 형성했을 때,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용

했던 폭력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똑같이 사용할 가능성

이 높다[4]. 이러한 폭력은 다른 사회체계나 세대 간에

횡적으로, 종적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

2)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의 영향

아동기 가정폭력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아동

기 이후의 인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

인기에 외상을 경험한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5]. 아동

기에 오랫동안반복되는 외상 사건들은 성인이 된 후 무

력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왜곡된 인지 대처능력을 발달

시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일반적으로 떨어

지는 경향이 있으며, 문제를 회피하고 부정적인 반응양

식을 사용함으로써 낮은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

학대당한 아동은 인지적인 기능이 떨어지고 집중력

이 저하되어 학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

향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경험

이 학업성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4][6]도 보

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2. 자아존중감(Self-esteem)

가족 중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자아존중감은 성공적인 행위결정에 중요한 요소로써

[7]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8], 부모들에 의한 신체적·정

서적 학대, 성적인 학대, 신체적·정서적 방임의 정도와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낮은 경

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부터 점점 낮아지다가 고등학교 시기에 정상적으로 회

복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아존중감 발달의 양상을

살펴보면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하여 중학교 시기에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데, 이상적인 자아가 높아지면서 타인에게 비취지는 자

신의 모습을 의식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에게 보다 비판

적이고 엄격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정서적 불안정 상태

를 경험하면서 적응과 발달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

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동안 억압되어 왔던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돌출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

이기도 하다[9].

3. 통합예술치료(Integrated Art Therapy)

통합예술치료는‘치료(cure)’에‘예술(art)’이라는 활동

을 접목시켜 일반인들이 더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하는 상담의 한 분야로 인간의고통과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상황이나 갈등 등을 예술경험을 통하여해결한

다. 그러나 문제의증상에만초점을 두는 것은아니다. 통

합적 예술치료의 목적은 다양한 예술 치료적 접근방식과

매체를 차별적이고 특별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육체적-정

신적-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총체성에 근거한 심리치료의

관점을 지니고 있다[10].

통합예술치료는 개인의 고유한 정신을 탐구하는 도

구로 예술 작업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정서적·

인지적 문제점이나 장애를 진단하고, 내면세계의 표출

을 통해 증상을 제거 또는 경감되도록 유도하여 예방,

치료, 재활 각각의 자가 치료능력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색과 형태를 이용한 미술과, 정서적 감정표현을 이용한

음악 그리고 본능적이거나 억압되어 있는 욕구 표출을

돕는 놀이를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치료활동은그 자체로 여러가지 문제 성

향을 치료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나 전문가적인 안목에

서 보다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선택적인 활용만이 더 효

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예술치료

는 기존의 언어 중심의 심리치료에서 의사소통에 어려

움이 있었던 클라이언트와 언어적 표현보다는 비언어적

표현이 더 많은 유아나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심리치료

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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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실험집단 대상자는 전라북도내 I시에 소

재한 I초등학교 4∼6학년 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제

가 되는 대상을 가리기 위해 아동기트라우마 검증을 실

시하여 수치가 5∼10 사이인 아동 20명을 선별하여 무

선 배치하였다.

2.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통합예술치료가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2016

년 5월에 1차 사전조사를 실행하고 2016년 6월에 2차에

걸친 참고자료 수집 및 사전조사를 실행하였다. 사전 자

료수집 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실험집단 대상자

들에게 12회기 통합예술치료를 2016년 7월에서 8월까지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6시 30분∼7시 30분까지 1회기

약 60분 동안 I기관 교실에서 진행하였다.

사후조사는 2016년 8월 29일에 실시되었고 평가 이

후 교사에게 아동의행동변화 및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피

드백을 제공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양적연구로 사전·사후 동일

하게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모수 차이검증을 하였다. 질

적연구로는 동적가족화, 문장완성검사, 프로그램 보고

서, 피드백 일지, 연구자와 보조치료사의 관찰일지를 이

용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의 내면적 과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3. 자료수집도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Coopersmith와 Pope, McChale & Craighead 등의 연구

에 기초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1]이 수정하여 연구 개발

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전영신[12]이 좀 더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체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6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

을 측정하는 9문항,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9문

항, 학교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영신[12]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9,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23이다.

4. 프로그램 내용

자아존중감향상을위해실시한통합예술치료는아동

기 가정폭력에 관한 선행연구의 프로그램과 분노 및 공

격성감소를위한분노조절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프로

그램 등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는 <표 Ⅲ-1>과 같이 정리

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양적연구를 통해

비모수 분석인 맨휘트니 검정을 통해 동질성을 검증하

고 윌콕슨의 순위합 검정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케이스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양적분석으로는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증하고

질적분석을 통해 양적분석을 보완하였다.

질적연구로는 아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단계별로 치료적 요인을 찾아내고 내용분석을

하였다.

첫째,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예술

활동과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향상

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사전 동적가족화에서 나타난 그림과 사후 동적

가족화에서 나타난 그림을 비교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향

상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사전 문장완성검사와 사후 문장완성검사를 비

교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향상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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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목표 프로그램 내용

탐색

단계

1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정서를 파

악하며, 집단원들과 라포를 형성한

다.

미술 이름, 꿈, 상징 꾸미기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2 음악 내마음속 풍금 감정연주

3 놀이 장점을 팔아요 장점경매

인식

단계

4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개성을 존

중하여 집단원과 소통하며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기이해력을

증진시킨다.

미술 감정화분 만들기 색깔소금

5 놀이 함께라서 좋아 신문지놀이

6 음악 ‘shut up ’ 가사개사하기

수용

단계

7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고 문제해결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여 감정교환,

지지, 격려를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미술 우리는 상담사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8 놀이 표현하는 것이 아름답다 풍선 터뜨리기

9 미술 소중한 나 석고붕대

긍정

강화

10 자신과 집단의 변화를 인식하고 긍

정적인 이해와 확신을 통해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 텔레비젼에 내가 나왔으면 주인공 인터뷰하기

11 미술 추억 만들기 T셔츠 꾸미기

12 놀이 고맙다 친구야
다과 및

선물교환

구

분

하위

영역
집단

사전 사후
음의

순위

양의

순의

ZM

(SD

)

M

(SD

)

N
평균

순위

순위

합
N

평균

순위

순위

합

표 3-1. 통합예술치료 회기별 목표

Table 3-1. Goal of Integrated Art Therapy Session

IⅤ. 연구 결과

통합예술치료 실시 전과 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모수검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

시하였다.

실험집단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 변화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실시 후 총체적 자아존중감(Z=-1.68, P〈.05)

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일반적 인식, 구체적 능력을 바라보는

인식,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아존중감(Z=-1.23, P〈.05)이 유의하게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감정을 표

현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긍정적 피드백이 또래

관계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적 자아존중감(Z=-2.51, P〈.05)이 유의하게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가족안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부모-자녀, 형제-자

매간의 애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적 자아존중감

이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적 자아존중감(Z=-2.53, P〈.05)이 유의하게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상호작용

이 증진되고 이해력이 향상됨으로써 교사와 교우관계,

학업과의 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적 자아존중

감이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통합예술치료는 <표 Ⅳ-1>.과 같이 아동

의자아존중감향상에정적인영향을미침을알수있다.

표 IV-1. 통합예술치료 회기별 목표

Table IV-1. Integrated Art Therapy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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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

존

중

감

총

체

적

실험

집단

2.27

(.34)

3.25

(.27)
3 4.00 24.00 8 4.00 14.50

-1.6

8*

통제

집단

2.07

(.51)

2.23

(.49)
4 3.63 14.50 4 5.38 21.00 -.27

사

회

적

실험

집단

2.36

(.42)

3.29

(.30)
2 4.25 8.50 7 3.90 19.50

-1.2

3*

통제

집단

2.05

(.23)

1.98

(.33)
4 3.00 12.00 5 3.60 18.00

-1.1

6

가

정

적

실험

집단

2.00

(.47)

3.25

(.24)
2 3.67 11.00 5 5.00 10.00

-2.5

1*

통제

집단

2.13

(.43)

2.08

(.30)
3 3.75 7.50 4 3.25 6.50 -.26

학

교

적

실험

집단

2.26

(.38)

3.27

(.18)
3 4.33 26.00 5 4.50 13.50

-2.5

3*

통제

집단

2.15

(.28)

2.09

(.35)
4 3.63 14.50 3 4.10 20.50 -.35

*P〈.05

2. 질적 분석

위와 같은 양적분석으로는 자아존중감 향상의 내용

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때문에 질적분석

으로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치료회기

별 내용과 참여아동의 관찰기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는 치료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의

관찰일지와 프로그램일지, 피드백일지 등 관찰기록물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아동의 자

아존중감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총체적 자아존중감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 탐색단계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

며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던 아동이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부정적 감정을 적극적으로 풀어

내면서 다른 아동들에 비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인 아동은 A, C, E, H이

다.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아동의 경우 첫 시간부터 웃음이 없고 작은 목소리

로 반응하며, 자신을 표현하는데 소극적이고 때때로 긴

장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2주차에도 계속 되

었다. 동적가족화에서 사전검사는 자신의 모습을 검정

색을 많이 사용하고 팔을 가늘게 그린 뒤 감춘 것으로

보아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표

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은 통합예술치료에 계속 참여하면서 표

정이 밝아지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신문지

를 신나게 찢고 구기고 던지고 발로밟기를 하면서 자신

의 감정을 표현하며 큰소리로 이야기 하였다. 석고깁스

가 자신을 감싸주는 것 같아 따뜻하다고 표현하였으며,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편견을 갖고 놀렸던 것에 대한 미

안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장애가 없는 자신은 정말 행복

한 사람이라며 가족 안에서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해

나갔다. 또한, 표현이 서툴던 아동이 활동 후 피드백을

하면서 의견을 이야기 하고 감정에 솔직해 졌으며, 웃음

이 많아지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등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말끝을 흐리지 않

으며 감정표현이 증가하였다.

동적가족화의 사후검사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노랑과

파랑색, 녹색을 사용하고 밝게 웃는 모습을 그렸다. 이

는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총제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C아동의 경우 1주차에는 뛰어다니고 연필을 굴리며

도화지를 집어던지면서 과도한 행동을 하였다. 산만한

모습은 초기에 계속 되었다. ‘상징 꾸미기’에서는 연필을

정신없이 그어댔고 감정연주를 할 때 악기를 마구 두들

기며 다른 친구를 방해하였고 피드백을 하는 동안에는

딴 짓을 하였다. 동적가족화의 사전검사에서는 조손가

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그려 넣음으로써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족에 대한 결핍된 애정

이 드러나 있다. 이런 사실로 판단할 때, 아동은 탐색단

계에서는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아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은 통합예술치료에 계속 참여하면서 산

만한 행동이줄어들고꼼꼼한모습을보여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종료 후 청소까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석고붕대’ 시간에는 화가

나고그늘진자신의상처가다사라졌으면좋겠다며열심

히공부하면부모님이돌아오실거라며희망을가지는시

간이 되었다. 자아가 안정되어 감을 알 수 있다.

11회기에는 T셔츠에 “나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겁이

나지만 잘 할 수 있다”며 ‘I Can do it’ 이라고 쓰고 거꾸

로나온 B의 티셔츠를보면서 광고도 거꾸로 쓴게 많다

며 B를 격려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어 통합예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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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C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E아동은 동적가족화에서 혼자서 게임하는 뒷모습을

그렸다. 탐색단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싫어

하였고 공상을 즐기며 때때로 무반응을 보였다. ‘이름꾸

미기’에서 자신의 이름이 싫다며 거부하였고, 자신은 신

의 아들이라는 말을 자주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장난

을 쳤다. 악기를 가지고 감정을 표현할 때 소리가 좋다

며 하프를 골랐으나 연주를 할 때에는 연주하지 않았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식단계부터는 다소 여유가 있고 밝은 모습

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갔다. 늘 혼자

집에 있다며 가족에대한이야기 하여 아동의 심리적 문

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놀이를 통

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며 감사하다는 표현

을 하였다.

긍정강화 단계에서는 자신은 눈과 입이 작아서 맘에

들지 않았는데 조금 크게 그리니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앞으로 멋진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외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났으며, 이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

으로 바뀌면서 자아개념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동적가족화의 사후검사에서는 가족이 TV를 함께 보

고 있는 모습을 그렸고 자신은 밝은 노랑 상의에 파랑

하의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이는 자

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총제

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장완성검사에서도 나의 좋은 점과 관련된 문

장에서 사전검사는 ‘싸움을 잘 한다’고 자신을 부정적으

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권투를 잘한다’라고 명

시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이 향상된것으로 볼 수있다. 나를 가장슬프게 하는것

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얼굴’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신의 외모

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신체에 대한 인식이 긍정

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H아동의 경우 걱정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키가 작은 것’이라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만 사후검사는 ‘별로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신에 대

한 일반적인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때

때로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짜증난다’고 부정

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즐겁다’고 명시하

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통합예술치료는 아동들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가설 1-1의 통

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

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설명력을 높여준다.

2)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또래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근

거한다. 탐색단계에서 집단원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느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하는 것을 꺼리며 회피

반응을 보였던 아동이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눈을 마주

치며 대화를 이어가고 서먹함이 감소하면서 다른 아동

들에 비해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촉진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아동은 B, C, F, G, J이다.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아동의 경우 첫 시간부터 집단원들에게 명령을 하

며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호작용의 질이 낮았다. 이

름, 상징 꾸미기를 할 때 여러 번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

하면서 내면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드러냈다. 또한 피드

백을 할 때 다른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딴 짓을

하면서 부정적이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관계형

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는 상담사’ 시간에

아빠가 엄마와 자신을 버릴까봐 걱정된다는 고민을 이

야기하면서 친구들의 격려와 지지에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던 아동이 눈을 마주쳤다. 다른 친구들의 고민을 들

으면서 공감을 하고 미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G아동은 첫 시간에 정서적 표현이 거의 없고 낯을

가렸다. 미소가 없었고 눈을 이리저리 굴리는 것으로 보

아 불안감이 보였으며 잘 토라졌다. 동적가족화의 사전

검사에서는 아빠의 얼굴을 그리지 않고 형체를 검정색

으로 칠하였으며엄마의 얼굴 역시 그리지 않은 채 빨간

색과 검정색을 사용하여 낙서하듯이 그렸다. 또한 자신

을 현저하게 적게 그려 열등감, 무능력감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아동은 통합예술치료를 하면서 불안한 모습

이 사라졌고 낯을 가리지 않으면서 상호작용의 질이 높

아졌다. ‘색깔소금’ 작업을 하면서 하얀색이 자기가 원하

는 대로 변해 간다며 여러 가지 색으로 표현하였고 재미

있다며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문지 찢기’ 놀이에서

가로로 길게 찢고 싶다며 의사를 표현하였고, 스트레스

가 다 해소되는 것 같다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또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다른 집단원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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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때때로 미소와 웃음을 보이며 상호작용이 증가하였

다. 잘 토라지던 아동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을 풀어내

고 공감하면서 다른 집단원들과 사이가 좋아졌고 적응

력이 향상되었다. 동적가족화의 사후검사에서는 엄마를

노란색과 주황색을 사용하여 자신과 포옹하고 있는 모

습을 그렸다.

J아동은 동적가족화의 사전검사에서 엄마, 아빠와 손

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렸고 아빠에비해엄마의 모습을

더 크게 그렸다. 엄마의 모습에서 콧구멍을 강조하였는

데 이것은 엄마에 대한 분노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목젓이 보이도록 그렸는데 이것은 소리를 지르는

엄마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자아가 약해 보였다. 그림

을 그릴 때 그리다 지우며 다시 그리기를반복하여 다른

아이들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악기는 오카리나를

선택했으나 I가 토라져 있자 양보하고 자신은 남아있는

트라이앵글을 선택하였다. 감정화분 만들기에서는 파스

텔을 노란색을 선택하여 갈고 있었으나 다른 집단원이

노란색 필요하다고 하니 양보를 하였다. 신문지 찢기 놀

이를 할 때에 얌전히 간격을 맞추어 찢었고, 소극적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수용단계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상담사’ 시간에 어려서 옷을 벗기

고 때렸던 엄마의 모습이자꾸떠올라 화가 나며 소리를

지르는 엄마가 짜증난다며 감정을 드러냈다. 집단원들

의 힘들었겠다는 피드백에 살짝 미소를 보였고 I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지만

‘소중한 나’ 시간에는 석고붕대에 엄마의 웃는 모습을

그리면서 안정적인 애착관계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다음단계로의 안전한 치료과정의 기반이 다져졌음

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서로 칭

찬해 주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았다고 하며 표현능력이

증가하였다.

문장완성검사에서 B아동의 경우 친구와 관련된 문장

에서 사전검사는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친구

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으나 사후검

사는 ‘친구가 많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래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성 또래

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놀린다’라고 하여 부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재미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또래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외딴 곳에서 혼자 살게 된다면과 관

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강아지와 살고 싶다’고 하였

으나 사후검사는 ‘친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상이 동물

에서 친구로 바뀐 것으로 보아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C아동의 경우 친구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에서

는 ‘별로 없다’고 명시하였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래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

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과 관련된 문장

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자신을 불쌍하게 본다’고 인식하

고 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본다’고 인

식하고 있다. 타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자신감

이 증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 또래와 관련된 문

장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재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예쁘다’고 명시함으로써

또래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장점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에서

는 ‘잘 논다’고 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사이좋게 논

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래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증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아동의 경우 여성 또래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

사에서는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였으나 사후 검사에서

는 ‘서로 챙겨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 또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또래

와관련된문장에서사전검사에서는 ‘짜증난다’고하였으

나사후검사에서는 ‘납자답다’고명시하고있다. 남성또

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통합예술치료는 아동들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가설 1-2의 통

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

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설명력을 높여준다.

3) 가정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평

가에 근거한다. 탐색단계에서 가족관계를 감추고 양가

감정과 반항적인 모습으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합리화

했던 아동이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가족 안에서의 상호

작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른 아동들에 비해 부모

의 인정과 사랑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의미있는 변화를

보인 아동은 B, C, F, G, J이다.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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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아동의경우첫시간부터얌전하였지만표정이어두

웠고 “나이런것못하는데” 라며작은소리로이야기하

였다. 동적가족화에서사전검사는누나를제일크게그림

으로써심리적압박감을표현했고아빠를빨강, 검정색으

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두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은 인식단계부터 표정이 밝아지고 긍정

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신문지 위에서 오래버티기’

를 할 때 아이들에게 대장역할을 하며 자신감을 드러냈

고, ‘석고붕대’ 시간에 깁스를 한 불편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작업을 해 주다보니 몸이 불편한 사람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체의 소중함을 깨닫는시간이었

다고 하였다.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불안하다고 했던 아

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자신과 같이

상처받은 친구들이 있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며

요즈음은 잠을 잘 자는 편이라고 하였다. 11회기에서는

활동하면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며 앞

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T셔츠에

Family를 썼다. 투사를 하던 아동이 긍정적인 말과 함께

미소가 증가하였다. 동적가족화의 사후검사에서는 가족

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는 가족에 대한 인

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졌

다고 할 수 있다.

I아동의 경우 동적가족화의 사전검사에서는 엄마의

모습에서 J아동과 마찬가지로 콧구멍을 강조하였다. 엄

마에 대한 분노가 표현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은 프로그램 활동시 탐색단계, 인식단계에서

혼자서 수행하는 과제만 집중하고 비협조적이었다. ‘이

름, 상징꾸미기’를할때노란색반짝이풀을다른집단원

이쓰려하자짜증을내며혼자서독차지하였고, ‘내마음

속의풍금’ 시간에는 J가오카리나를선택하자자기가선

택하려고했다며짜증을냈다. J가 양보를했으나악기를

받은뒤연주에는참여하지않고계속토라져있었다. ‘장

점경매’를할때한집단원의장점이유머를잘한다고나

오자 입을 삐죽거리며 째려보았다. ‘shut up’을 개사하라

며 하트 모양의 종이를 나누어 주자 종이가 찌그러졌다

며 바꾸어 달라고 하여 새 것으로 바꾸어 주었지만 작업

은 하지 않고 J만 바라보며 무반응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수용단계부터는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

여 주었다. 풍선을 엉덩이로 눌러 터뜨리며 활짝 웃었고

자신의 팀이 이겨야 된다며 배구놀이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다. 9회기에서는 석고붕대를 통해 신체의 소중함

을 알게 되었다며 사람들이 장애인을 이상한 눈으로 쳐

다보면 혼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친구들의 마음

에 상처가 많은 것을 이제야 알았다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서로 간에

인간으로 받아들여짐의 경험을 가지게 된 것이다. 동적

가족화의사후검사에서는가족이서로손을잡고산책하

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가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D아동은 1주차에 쓸데없는 질문이 많았으며 큰 소리

를 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집단원과 다투고

분위기를 흐리는 모습은 탐색단계와 인식단계에서 계속

되었다. “이런 걸 왜 해요”라며 짜증을 냈고, 장점경매를

할 때 10,000원짜리를 5개 정도 만들라고 하였으나 100

만원권 돈을 5장 만들자 집단원들의 불평이 나왔고 거

친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신문지 찢

기 놀이를 할 때에는 먼지가 난다고 소리를 질렀으며,

‘가사 개사하기’ 시간에도 다른 집단원을 참견하면서 돌

아다녔다. 동적가족화의 사전검사에서는 가족이 각각

반대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옆모습을 그렸다. 가족 간

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이 낮고 가정적 자아존중감

이 낮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수용단계부터는 자신의 감정을 점점 표현하

고 자신감을 갖는 모습으로 변화해 갔다. 다른 집단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웃음을 짓고 맞장구를 쳤고, 동생보

다 못하다는 소리에 늘 상처를 받았으며 자신의 마음에

반창고를 붙였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였다. 8회기에서

는 동생을 주겠다고 풍선을더 달라며 동생을 챙기는 변

화를 보였다. 아동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가

정적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적

가족화의 사후검사에서는 가족이 서로 마주보고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문장완성검사에서 I아동의 경우 걱정과 관련된 문장

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죽는 것’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우리가족’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신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모습

에서 가족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에

서는 ‘아빠’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가족’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좋아하는 대상이 한 사람에서 포

괄적인 가족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딴 곳에서

살 때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친구와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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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고 하고 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가족’이라고 명시

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애착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J아동의 경우 내가 좀 어렸다면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엄마에게 맞았던 기억 때문에 싫다’고 명시

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엄마와 잘 지낼 것’이라고 명

시하고 있다. 과거 속의 엄마와도 긍정적 애착관계를 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관련된 문

장에서 사전검사는 ‘아빠’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검

사는 ‘부모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엄마와의 관계형성

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관

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엄마’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엄마와의 애착관계

가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통합예술치료는 아동들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가설 1-3의 통

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가정적 자아존중

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설명력을 높여준다.

4) 학교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학생 신분으로서의 자신에 대

한 평가에 근거한다. 탐색단계에서 정서상태가 불안하

고 학교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진 아동이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집단원들과의 응집력이 강화되고 다른 아동들에

비해 교우관계에 변화를 보이면서 적응력이 향상되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인 아동은 B, D, H, F이다. 변화과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검사에서 H아동은 집중하지 못하였다. 문장완성

검사에서는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동

적가족화에서는 아빠의 뒷모습을 크게 그리고 빨강으로

칠한 뒤 파랑을 덧칠했으며 또다시 검정색을 덧칠하였

다.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 있다. 또한 엄마를 측면으

로 그린 것으로 보아 반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고

자신과 엄마는 아래쪽에 조그맣게 그려 심한 위축감이

엿보이며 불안감, 두려움이 드러나 있다. 1회기에는 턱

을 괴고 앉아 먼 곳을 응시하거나 다른 집단원들이 작업

을 하는 모습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기를 거듭할수록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즐

거워하는 모습으로 변해 갔다. ‘내 마음 속 풍금’ 시간에

는 하피의 소리가 아름답다며 행복한 소리라고 표현하

였다. 장점 경매에서 자신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였고

I는 노래를 잘 한다며 다른 집단원의 장점을 칭찬하였

다. 인식단계에서는 신문지를 북북 찢으니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며 감정표현이 증가하였다. ‘우리는 상담

사’ 시간에 아빠가 화났을 때 엄마와 같이 맞는 적이 있

다며 매번 맞기만 하는 엄마가 바보같아서 싫다고 하였

다. 또한 불면증이 있어 수면제를 먹은 적도 있다고 이

야기를 하였다. 집단원들 중 나도 아빠에게 맞은 적이

있다며 많이 힘들었지? 라며 공감을 해 주자 눈물을 보

이다가 미소를 보였다.

긍정강화단계에서는 끝까지 잘 해본 것이 많지 않았

는데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으며친구들을 이해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자신과 같은 친구들이 있

어 이해하고 친해 질 수 있었다며 프로그램을 너무 재미

있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선생님께감사하다고 표현 하

였다.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H아동은 공감과 타인에 대

한 이해력이 증가 하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변화된 모

습을 보여주었다.

문장완성검사에서 B아동의 경우 교사와 관련된 문장

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자신에게 잘 해 준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교사가 달리기를 잘 한다’고 칭

찬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D아동의 경

우 교사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답을 적지 않았

으나 사후검사는 ‘관심이 많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교사

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F

아동의 경우 공부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짜증

난다’고 명시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괜찮다’고 명시

하고 있다. 학교와 관련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

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통합예술치료는 아동들의 학교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가설 1-4의 통

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학교적 자아존중

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설명력을 높여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미술, 음악, 놀이로 구

성된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격려와 지지 속에서 부정적 정서 및 행동표현이

감소하였다. 가족, 또래관계에 대한 지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통합예술치료는 아동의 자아존

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또래관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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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예술치료가 가정폭력을 경험

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

고, 이를 통해 방과 후 학교나 기관에서 아동들의 정신

사회적 발달을 고려한 일차적 예방 프로그램으로의 적

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양적연구로는 비

모수 분석인 맨휘트니 검정을 통해 동질성을 검증하고

윌콕슨의 순위합 검정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로는 아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단계별로 치료적 요인을 찾

아내고 내용분석을 하였다.

양적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예술치료 실시 전과 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비모수검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

시하였다. <표 Ⅳ-1>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실험집

단 아동의 자아존중감 비교 변화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실시 후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

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졌으며, 특히 사회적 자아존중감

이 좀 더 높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통

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질적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예술치료의 단계별 과정을 통해 아동의 자아존

중감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웃음이 없고 작은 목소리로

반응하며, 자신을 표현하는데 소극적이고 말끝을 흐려

산만함과 불안함으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아동

이 미술을 통해 내면적 욕구를파악하고 놀이를 통해 스

트레스를 해소하며, 음악을 통해 정서가 안정되면서 눈

마주침과 미소, 웃음이 증가하고 친밀감이 형성되어 문

제행동이 감소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을 보아 통합

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동적가족화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사전검사에서는 여러 번 그리고 지우기를 반

복하면서 엄마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콧구멍을 강조

하고 누나를 크게 그림으로써 심리적 압박감을 표현하

며, 아빠를 빨강, 검정색으로 표현하여 두려움을 나타냈

지만 사후검사에서는 노랑, 주황, 파랑, 녹색 등 밝은 색

을 사용하여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포옹하고 있는

모습, 산책하는 모습, 자신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

린것으로보아통합예술치료는가정폭력을겪은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문장완성검사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남성 또래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놀

린다’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후검사

에서는 ‘재미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래관계에 대한 인

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아 통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관

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엄마’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엄마와의 애착관계

가 증진된 것으로 보아 통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

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통합예술치료는 향후 학교

나 기관에서 문제 아동이나 부적응 아동, 요주의 아동을

특정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따로

분리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면서, 집단상담을 통해 비용

적인 부담을 줄이고 위화감을 피한다면 일차적 예방치

료로서의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취약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전영신[12], 오금조와 유영

달[13], 김인숙[14], 정남주와 이영환[15], 최성희[16], 김

효은[17], 정여주[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본 연구는

사회적·가정적 자아존중감이 기존의 연구보다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김미정[19]의 연구에 의하면 ‘공격·반항성’ 감소를 위

한 음악프로그램은 만2세에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하였는데, ‘우울이나 공격성’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

한 통합예술치료는 정서의 표현이 다양하여 자신의 문

제를 치유하고 경감시킬 수 있는 초등학교 4∼6학년에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제언

본 연구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통합예술치료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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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지

만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지방의 중소도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통합예술치료가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효과를 예술치료 전체의 효과로 평

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통합예술치료만을 가지고 모든 가정폭력 경

험 아동의 문제경감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이 제언한다.

첫째,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보건

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통합예술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는 취약한 아동의 정신적·사회

적 보건에 관여하는 전문인력, 사회복지사, 상담교사에

게 통합예술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방

과후 학교나 아동복지기관에서 아동의 정신사회적 발달

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유용하게 적용시킬 수 있

는 공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12회기 단기 프로그램은 부분적인 변화를 보

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한 정서

및 행동영역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프로

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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