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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장기 자녀의 정신적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태도와 관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가
좋을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독서치료의
효과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행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부모-자녀 대상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1차 및 2차로 나누어 총 25회에 걸쳐 수행하면서 매 과정을 상세히 관찰하고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ABSTRACT
The attitudes and interests of parents toward having better inter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will have the greatest positive impact on the mental health of a growing chi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icit how to effectively use bibliotherapy to promote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Based on action research methods, and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e parent-child bibliotherapy target program was divided into two “lanes”
and a total of 25 iterations were performed or observed for every process in detail and with
different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bibliotherapy helps improve parent-child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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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녀 상호작용을 증진 혹은 촉진시킬 수 있는가
를 확인하고, 실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상에 태어나 적응과 동시에 성장 및 성숙
을 해야 하는 인간은 여러 대상과 상호작용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한다. 이 과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독서치

한 측면들을 습득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

료 효과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이 연구는, 다

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음의 과정을 걸쳐 실행하였다.

생물체의 의식과 정신 측면을 연구의 중심에

첫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주제로 다룬

두고 있는 심리학에서는 ‘대상관계이론(Object

선행연구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해서, 부모-자녀

Relation Theory)’이나 ‘애착이론(Attachment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독서의 역할을 살펴보

Theory)’ 등을 통해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역설

았다. 고찰을 통해 검증된 내용은 독서치료 프

하고 있다. 이 이론들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작용에 의미를 두는데, 이유는 한 사람이 세상에

둘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독서치료 프로그

태어나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는 부모이기 때

램을 개발하고 1차 및 2차에 걸쳐 독서치료 프

문이다. 만약 부모-자녀가 기본적 신뢰감과 안

로그램을 실행하며, 그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긍정적인 상호작

수집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용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긍정적

셋째, 연구는 양적 및 질적인 방법 모두를 혼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건

합하여 실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양적인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측면의 검사 도구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

최근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교폭

도(Parent-Child Interaction: PCI)’를 사용했

력이나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폭행 등

으며, 결과 분석은 SPSS/Window 20.0 프로그

의 원인도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족에서부터

램에서 사전검사의 평균득점과 사후검사의 평균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득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표본 t검증을 실시해 처리하였다. 질적인 측면

독서치료 역시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까

의 검사 도구는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Parent-

지 진행된 많은 독서치료 관련 사례연구는 대

Self-Centered-Drawing: PSCD)’와 ‘각 세션

상자가 개인 혹은 동질의 집단으로 개인과 개

별 참여자의 활동지와 소감문’, ‘치료사 및 보조

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은 없다. 특히 독서치

치료사의 평가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1차 연구

료를 통해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증진을 입증

에 이어 2차 연구 또한 1차 연구 때 활용한 심리

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측정도구들을 활용해 사후 검증 후 분석을 실시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독서치료가 부모-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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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낸 연구도
있다(박경숙 2008).

2.1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독서치료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독서치료를 한다면, 누
구보다도 아이의 특성 -내성적인지 혹은 외향

독서는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책을 매개로

적인지, 이기적이거나 산만하지 않은지- 등을

독서행위가 이루어지면 독자는 저자 및 등장인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자료를 선정하는데 유리하

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스스로를 통찰할 수 있게

부모와 자녀가 책을 매개로 서로를 더 잘 이해

돕는다.

하게 되고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행해지는 책 읽어주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는 결국 부모와 자녀

활동 역시, 책을 읽어주는 부모와 듣는 아이 사

모두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이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과정이

와줄 수 있다(하제 2006).

다. 특히 가정에서의 책 읽어주기는 보통 부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독서를 통한 활

자녀 간에 일대일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동은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변화

기 때문에, 아이의 능력에 맞는 상호작용이 가능

시킬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다. 더불어 일방적으로 책을 읽어주는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적정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다.

2.2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중요성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는 자녀의 성장 발달

어머니들에게 책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모든 인간

화식 읽기에 기반 한 책읽기 상호작용의 질적 방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고, 생물적

법에 대한 훈련을 시도한 뒤, 참여 어머니들에게

관계인 동시에 복잡한 심리․사회적 관계이다

책과 강의안을 배부해 집으로 가져가서 유아와

(마은숙 2000). 이러한 부모-자녀관계는 인간

상호작용을 하게 했더니, 어머니와 자녀의 책읽

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

기 프로그램은 자녀의 언어발달은 물론, 어머니-

인으로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안

자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정한 심리상태와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

결과가 있다(윤혜경 1999).

녀의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또한 부모에게 자녀와의 독서활동을 위한 독
서지도교육을 한 후 학부모 독서지도 프로그램

것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자녀의 성장과 발
달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 부모 효능감과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연구와 관

을 연구했더니, 독서활동이 부모-자녀 간 대화

련하여 Belsky 등은 부모-자녀에 관한 많은 연

의 통로가 되어 자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은

구논문을 분석한 후 부모가 자녀의 능력, 발달

것은 물론, 부모 스스로의 효능감과 양육태도를

단계, 발달과업, 정서, 기질에 민감하게 반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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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절한 자극과 지원을 할 경우 자녀의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적 발달이 순조롭게 이루

3.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어진다고 결론지었다(Belsky et al. 2007).
특히,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에 관한 문헌들
은 성공적인 양자 관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

3.1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근거

인으로 상호호혜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서치료는 상당부분에서 일반 집단상담에서

(Adams 2006). 이러한 상호호혜성은 어머니

의 원리와 과정을 따른다. 일반 집단상담과 독

와 자녀에게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

서치료의 큰 차이점이라면 독서치료에서는 참

는 근거가 되며, 양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

여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정 자료를 읽

분이기도 하다(Osofsky 2000). 그런데 어머니

으며 치료적 정보를 읽고,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연구에 있어서 특히 주목

기회를 갖는다. 그런 경험에 의해 독서치료에

해야 하는 점은,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이루

참여했던 참여자들은 일반 집단상담에서보다

어지는 유대관계는 개인이 혼자서 형성하는 것

더 큰 치료 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며, 치료가 끝

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

난 뒤에도 자가 치료를 위한 독서를 실천하게

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뿐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라 아동의 행동, 즉 양자 측면을 함께 관찰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해야 한다는 점이다(전은희 2008).

필요하며, 효과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이와 같이 초기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을 측
정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실

하기 위해서는 적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질

Doll과 Doll(1997)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계

문지나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가 대부분이었

획할 때 다음의 9가지 단계의 질문을 고려할 것

다. 질문지를 통해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방법

을 주장하였다.

은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신뢰도
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의 특성과 관계의
질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녀,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 양자 간의 측면을 모두 직
접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Dumas
1989).

①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인가?
② 참여자들을 위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는 무
엇인가?
③ 계획하고 수행하고 관찰 조언하기 위해서
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한가?
④ 치료자가 한 명 이상이라면 프로그램을 성
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⑤ 어떤 유형의 매체를 선택해야 하는가?
⑥ 선정된 매체들을 참여자에게 잘 이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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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야 한다.

⑦ 참여자가 주제에 의해, 또는 주제가 불러

③ 참여자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치

일으키는 문제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거

료서는 문제에 적절해야 하나 필수적으

나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로 문제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있도록 누가 참여자의 반응을 관찰 조언

④ 참여자의 독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할 책임을 져야 하는가? 참여자에게 더

⑤ 참여자의 감정적 나이가 고려되어야 하고

확장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다

지적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면 누가 대안적 치료 프로그램을 제시할

⑥ 개인이나 일반인 모두에게 독서 취향이 있

책임을 지는가? 더 확장된 치료는 어디서

고 선택을 위한 지침이 있음을 고려해야

해야 할 것인가?

한다.

⑧ 심각한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참여자

⑦ 참여자가 같은 감정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가 있다면 임상적 독서치료와 같은 포괄

치료서는 좋은 선택이다. 이러한 원리는

적 프로그램 안에서 독서치료를 확장할

‘동일원칙(isoprinciple)’이라고 불리는데,

사람은 누구인가? 참여자가 선정된 독서

이것은 음악치료의 기술에서 왔으며 일반

치료를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키도록 증

적으로 시 치료에서 잘 사용된다.

진시킬 수 있는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사

⑧ 만약 치료서가 유용하지 않다면 시청각 교

람은 누구인가? 그 계획은 어떻게 관찰하

재의 사용이 치료에 고려되어야 한다.

고 조언할 것인가? 참여자와 함께 계획을
교정하고 재검토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
게 할 것인가?
⑨ 프로그램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3.2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구성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여

을 수행했다.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다양한 개별 집단을

3.2.1 참여 대상 선정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

이 연구의 참여 대상자는 초등학교 1․2학

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년에 재학 중인 자녀와 부모 중 한 사람으로,

Parkdeck & Parkdeck(1998)은 독서치료 프

서로 간 상호작용 증진이 필요함에 따라 자발

로그램에서 선정되는 자료의 사용 원리를 다음과

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이들이다. <표 1>은 이

같이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된 부모-자녀에 대한 인

① 치료사가 잘 아는 치료서로 사용해야 한다.

구통계학적 특성이다. 부모는 모두 엄마들로만

② 치료서의 길이를 인식해야 하며 이질적인

구성되었으나, 자녀는 여아가 9명에 남아가 12

상황이나 항목을 가진 복잡한 것은 피해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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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그룹

대상

부모

1
(의왕시
N도서관)

자녀

부모

2
(군포시
O초등교)

자녀

부모

3
(안양시
B초등교)

자녀

기호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유무

교육 참여 경험

가족 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남
남
남
남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남
남
남
남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남
남
남
남

43
39
40
39
46
39
41
8
8
8
7
8
9
9
42
41
41
40
40
32
35
8
9
9
8
8
9
9
38
36
36
38
40
37
42
8
9
9
8
8
9
9

대졸
대학원졸
대학원졸
대졸
고졸
대학원졸
초대졸
초1
초1
초1
초1
초2
초2
초2
대졸
대졸
대졸
고졸
대졸
대졸
대졸
초1
초2
초2
초1
초1
초2
초2
대졸
대졸
대졸
초대졸
고졸
대졸
초대졸
초1
초2
초2
초1
초1
초2
초2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40회
없음
1-2회
1회
없음
5회 이상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
5
4
4
4
4
4
4
5
4
4
4
4
4
4
4
4
4
4
4
3
4
4
4
4
4
4
3
4
4
5
4
4
4
4
4
4
5
4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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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목표 수립

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문항에 대

이 연구를 위해 개발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하여 ‘아니오’라고 응답할 경우 다음 문항으로

종합목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이다. 더불

넘어가게 되고, ‘예’라고 응답할 경우 빈도에 따

어 세부목표는 각 세션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

라 1부터 6까지 다시 선택 응답을 할 수 있다.

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종합목표를 이루기 위해

채점은 아니오 ‘0’점, 두 달에 한 번 ‘1’점, 한 달

필요한 세부항목들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이

에 한 번 ‘2’점, 1주에 1-2번 ‘3’점, 1주에 3-4번

연구에서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부모

‘4’점, 하루에 1번 ‘5’점, 하루에 2번 이상 ‘6’점으

-자녀 갈등 원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

로 매겨진다. 자녀용은 3점 척도로 배점을 해

부목표를 정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을 살

‘아니오’는 0점, ‘많이 그렇다’는 1점, ‘그저 그렇

펴보면 <표 2>와 같다.

다’는 2점, ‘조금 그렇다’는 3점이다. 이 질문지
의 하위 요인 및 문항 분포는 <표 3>과 같다.

3.2.3 심리측정도구 선정

연구에서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

이 연구내용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방

으로는 SPSS/Window 20.0 프로그램을 운영

법으로서는 양적 및 질적인 방법 모두를 혼합한

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실행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대한 사전검사의 평균득점과 사후검사의 평균

양적인 측면에서의 측정을 위한 도구로는 ‘부
모-자녀 상호작용 척도(PCI)’를 사용하였다. 이

득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
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Hetherington과 Clingempeel(1992)

이어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측정을 위한 도구

이 부모용으로 개발한 것이며, 아동용은 김태희

로는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PSCD)’와 ‘치료사

(2010)가 수정한 것을 선택해 사용하였다.

및 보조치료사의 평가 보고서’, ‘각 세션 별 참여

본 검사는 훈육행동척도 24문항과 애정표현
척도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용은 6

자들의 활동지 및 소감문’을 분석하였다.
동그라미 중심 가족 묘화법은 아버지상, 어

<표 2> 독서치료 프로그램 세부목표의 흐름
1차

2차

라포 형성 및 부모-자녀 점검

서로에 대한 인식도 증진

￬

￬

애착형성과 분리불안 점검 및 증진

안정적 애착 증진과 분리불안 해소

￬

￬

부정적 감정 점검과 해결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 방법 익히기

￬

￬

긍정적인 상호작용 증진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 익히기

￬

￬

친밀과 정서적 안정 획득

특별한 관계로 거듭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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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모-자녀 상호작용 질문지의 하위 요인 및 문항 분포
문항 수(개)
자녀 의견 존중
강압 및 처벌 행동
정서적 애정표현
활동공유 애정표현
독립적 행동격려
비 일관적 행동
계

4
9
7
9
5
6
40

문항번호(번)
6, 7, 8, 10
1, 2, 3, 4, 5*, 9*, 12*, 15*, 21*
25, 30, 35, 37, 38, 39, 40
26, 27, 28, 29, 31, 32, 33, 34, 36
11, 13, 17, 23, 24
14*, 16*, 18*, 19*, 20*, 22*
* 역문항

머니상, 자기상을 각각 한 장씩 따로 그려 분석

료와 참여자들의 소감문을 근거이론(grounded

하는 방법(FCCD: Family-Centered-Circle-

theory)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Drawing)과 부모상과 자기상을 한꺼번에 하나
의 원 안에 그려 분석하는 방법(PSCD: Parents-

3.2.4 자료 선정과 관련활동

Self-Centered Drawing)이 있다. 개인의 문제

이 연구를 위해 개발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는 많은 경우 인간관계의 문제이므로 부모와 자

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고, 자녀의 나이

식을 하나의 원 안에 그리는 것이 부모와 자녀

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상

의 관계를 더 명확히 진단할 수 있고, 진단의 시

호작용 증진이라는 종합목표와 각 세션 별 세부

간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동그라미 중심 가족

목표 및 특성들에 부합되는 자료를 선정하였다.

화는 반응이 자유롭기 때문에 부모 자녀의 여러

자료 선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는 Parkdeck &

측면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 특정 개인의 전

Parkdeck(1998)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자료의

체이면서 각각 독립된 개체이기도 한 부모 자녀

사용 원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관계의 역동이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 독서치료를 4년 동안

에서 부모와 자신은 현실에서의 부모가 아니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심리적 부모와 자신이다. 따라서 하나의 표현으

서 활용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 자료들

로 나타난 부모와 자신을 통해 보다 깊은 심리

을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1차 및

적 해석이 가능하다(박미영 2003).

2차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문학작품을 종류별로

질적 분석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자료는 집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단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치료사 및 보
조치료사의 평가 보고서와 참여자들의 소감문

<표 4> 종류별 선정 자료

이다. 독서치료사와 보조치료사는 독서치료 프

문학작품 종류

도서

동시

영상

로그램이 끝난 후 해당 세션에 대한 평가 보고

문학작품 수

34

1

1

서를 쓴다. 이 보고서에는 각각의 관점에서 본
참여 대상자에 대한 관찰 내용이 있어서, 이 자

또 본 프로그램에서는 퀴즈, 작문, 미술,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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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극 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선정했다.

위해 1차 및 2차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관련 활

이 활동들은 선정 자료를 바탕으로 발문에 의

동을 영역별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한 상호작용을 나눈 뒤 행해지는 작업으로, 언
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상징을 볼 수 있다

3.2.5 종합 구성

는 장점이 있다. 이 활동들은 서로에 대한 인식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개발한 1차

도 점검 및 향상, 애착형성과 분리불안 점검 및

및 2차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세부 계획은 <표

안정 애착 증진, 서로에 대한 감정 점검 및 해결,

6> 및 <표 7>과 같다.

긍정적인 상호작용 증진을 지원했다. 이 연구를

<표 5> 영역별 관련 활동 선정
활동 영역

작문

미술

연극

놀이

음악

사진

활동 빈도

8

5

7

6

1

1

<표 6>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1차
세션

세부목표

선정 자료

관련 활동

도서 1: 우리 엄마
도서 2: 올리비아

활동
활동
활동
활동

서로에 대한
인식도 확인

도서 1: 아줌마가 우리 엄마예요?
도서 2: 엄마 누가 난지 알 수 있어요?

활동 1: 동상이몽 게임
활동 2: 우리 엄마․아이를 찾아라!

3

서로에 대한
욕구 확인

도서 1: 짖어봐 조지야
도서 2: 지금은 안 돼, 버나드

활동 1: 내가 원하는 것
활동 2: 우리 엄마․아이가 원하는 것

4

애착형성과
분리불안 점검

도서 1: 엄마 엄마 엄마!

활동 1: 장님과 택시기사 게임

5

서로에 대한
감정 점검

도서 1: 너 왜 울어?
도서 2: 눈물바다

활동 1: 오늘 기분이 어때요
활동 2: 서로에게 주는 금별․잿빛 스티커

6

서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 노출

도서 1: 고함쟁이 엄마
도서 2: 오 분만 쉬고 싶은 덩치 부인

활동 1: 우리 엄마․아이를 화나게 하는 10가
지 방법

7

서로에 대한
감정 해결

8

긍정적인
상호작용 증진 1

도서 1: 산에 가자!,
활동 1: 입을 모아 책읽기
도서 2: 네가 나한테 읽어줄래 나는 너한테
활동 2: 난화 상호 이야기 만들기
읽어줄게

9

긍정적인
상호작용 증진 2

동시: 말이 안 통해

활동 1: 올바른 경청법과 대화법 실습
활동 2: 모방 시 쓰기

10

친밀과 정서적
안정 획득

도서 1: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도서 2: Dear Mom

활동 1: 우리 엄마․아이는 특별해요!
활동 2: 소감문 쓰기
활동 3: 사후검사

1

프로그램 소개 및
가족별 소개

2

1:
2:
3:
4:

프로그램 소개
집단 서약
우리 엄마․아이를 소개합니다!
사전 검사

도서 1: 아들아 아빠가 잠시 잊고 있었단다
활동 1: 우리 엄마․아이에게 쓰는 반성 일기
도서 2: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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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2차
세션

세부목표

선정 자료

관련 활동

1

가족별 소개,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식

도서 1: 우린 모두 조금씩 달라

활동 1: 서로의 다른 점 인식하기

2

서로에 대한 인식도 증진

도서 1: 몸의 구석구석이 말하기를

활동 1: 신체 본뜨기에 표현한 우리 엄마와 아이

3

서로에 대한
욕구 표현방법 익히기

4

안정적 애착 증진과
분리불안 해소 1

도서 1: 다 큰 아기당나귀

활동 1: 늘 여기에 있는 엄마 보여주기

5

안정적 애착 증진과
분리불안 해소 2

도서 1: 슬픔을 치료해 주는 비밀 책

활동 1: 애착 증진을 위한 책 만들기

6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방법 익히기 1

도서 1: 피아노 치기는 정말 지겨워

활동 1: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래요

7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방법 익히기 2

도서 1: 아빠는 나쁜 녀석이야

활동 1: 팥쥐 엄마, 콩쥐 아이

8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1

뮤직비디오: The Mother Song

활동 1: 잔소리를 사랑 소리로 바꾸기 - 개사하기

9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2

도서 1: 엄마 화내지 마
도서 2: 상대방의 말 중복하기

활동 1: 마법의 귀, 마법의 입

10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3

도서 1: 힘든 때

활동 1: 강화의 원리 익히기 및 역할극 실습

11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3

도서 1: 아빠랑 함께 피자 놀이를

활동 1: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 엄마와 함께
요리

12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4

도서 1: ‘싫어’, ‘몰라’ 하지 말고 왜 그런지
활동 1: 작문을 통한 상호작용 - 협동시 짓기
말해봐!

13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5

도서 1: 손도장으로 그리는 세상

활동 1: 미술을 통한 상호작용 - 손도장 그림
그리기

14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6

도서 1: 은행나무처럼
도서 2: 엄마에게 주고 싶어요

활동 1: 사진을 통한 상호작용 - 추억의 사진
한장

15

특별한 우리 가족으로
거듭나기

도서 1: 모든 가족은 특별해요

활동 1: 좋은 부모․좋은 아이 되기 서약서
활동 2: 사후 검사
활동 3: 소감 나누기

도서 1: 네 맘은 그래도 엄마는 이런 게 좋아 활동 1: Would U Please～
도서 2: 엄마 맘은 그래도 난 이런 게 좋아 활동 2: 요청 방법 익히기

4.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실행과정
분석

석을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차 연구가 실
행된 후에 상호작용 증진이 가장 약하게 나타났
지만 2차 연구 실행 후에는 가장 큰 변화가 있었

4.1 1차 독서치료 프로그램 분석
본 절에서는 총 10회에 걸쳐 실행된 1차 독서
치료 프로그램의 과정 및 내용, 결과에 대한 분

다고 판정된 2그룹 7번 가족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는 1차 독서치료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2차 프로그램 종합 구
성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실행연구 159

4.1.1 참여자의 활동 내용 분석

이다.

독서치료 참여자는 1차적으로 치료사가 제시

<표 8>은 부모-자녀가 서로를 소개하기 위해

한 문학작품과, 이어서 발문과 관련 활동을 통

작성한 활동지 여러 항목 중 ‘싫어하는 것’, ‘나

해 2차적인 상호작용에 임한다. 이때의 상호작

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 엄마․

용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아이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을 중심으로 분석한

언어적 표현이 미숙하거나 저항과 방어로 인해

것이다. 그 가운데 서로를 한 마디로 표현한 내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용 중에는 ‘무섭지만 예쁘고 사랑하고 착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작문, 미술, 연극, 놀이,

좋은 엄마', ‘세상에서 젤 귀여운 말썽 & 장난꾸

음악에 이르는 활동을 별도로 선정한다. 다음은

러기'와 같이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모두 담긴

1차 프로그램 참여 가족 중 상호작용 증진이 가

양가적인 표현이 발견되었다.

장 미비했던 팀의 활동 내용을 1세션과 3세션
(2) 3회: 서로에 대한 욕구 확인

위주로 분석한 것이다.

욕구는 어떤 것을 행하게 하는 긍정적인 동기
(1) 1회: 프로그램 소개 및 가족별 소개

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상호작용

1회는 치료사와 참여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3회는 자신

시간이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

이 원하는 것, 나아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확

고, 집단에 참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만

인해본 시간으로, <표 9>는 부모-자녀가 표현한

들었다. 나아가 치료사 및 참여자들이 서로를

서로에 대한 욕구를 정리한 것이다.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 8>은

<표 9>는 부모-자녀가 서로에게 표현한 ‘좋

부모-자녀가 서로를 소개한 내용을 분석한 것

아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표 8> 참여자의 활동내용 분석 1
싫어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래서 한 마디로 표현하면

2그룹 7번 자녀

공부하라는 것, 게임하지 말라
과자 좀 먹지마
는 것, 연습해라는 말

무섭지만 예쁘고 사랑하고 착하
고 좋은 엄마

2그룹 7번 부모

내가 공부 안하면 싫어해요

세상에서 젤 귀여운 말썽 & 장난
꾸러기

엄마, 게임해도 되요? 먹어도 되요?

<표 9> 참여자의 활동내용 분석 2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

2그룹 7번 자녀

떡볶이, 게임, 책읽기, 친구와 놀기

게임하는 것, 아토피 낫는 것, 실컷 어지르기, 놀기

2그룹 7번 부모

떡볶이, 밥, 자동차, 피아노, 돈, 잠, 쇼핑, 수다,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아빠가 돈 많이
커피
벌어오는 것, 잠을 많이 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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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부모는 아이에게 ‘아프지 않고 건강

다 보조치료사 1인을 두었다. 연구자는 한국독

한 것', ‘잠을 많이 자는 것'과 같이 건강, 생활

서치료학회에서 주관한 독서치료전문가 과정을

태도 및 습관의 측면에서 바라는 것이 있었다.

1기로 수료하고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추가

자녀는 부모에게 바라는 점으로 ‘게임하는 것’,

로 전공한 뒤, 12년째 현장에서 치료사로 활동

‘실컷 어지르기’, ‘놀기’와 같이 강압적인 처벌행

을 하며 쌓은 경험으로 수퍼바이저가 된 전문가

동 대신 허용적인 부모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

이다. 또한 보조치료사들은 독서치료사로 활동

다. 이와 같은 부모-자녀의 욕구 차이는 서로의

한지 5년 이상이 된 사람들로, 모두 독서치료사

상호작용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
는 분들이었다.

4.1.2 치료사 및 보조치료사의 평가 보고서
분석

<표 10>은 치료사 및 보조치료사가 참여자들
의 활동내용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각각 작성한

독서치료사 및 보조치료사는 참여자들의 활

3회에 대한 평가 보고서이다. 총 10회 가운데

동내용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보다

3회의 평가 보고서를 선택한 이유는 서로의 욕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구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

만약 치료사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결

문이다.

과를 분석하면 주관적인 평가가 내려질 우려가

이어서 <표 11>은 치료사 및 보조치료사의

있어, 이 연구의 1차 및 2차 프로그램은 연구자

세션별 평가 보고서를 종합한 평가 보고서이다.

가 독서치료사로 진행을 하면서 각 프로그램마

종합 평가 보고서는 앞서 제시한 활동내용 분석

<표 10> 치료사 및 보조치료사의 평가 보고서
세션 및 세부목표
참여자

3회: 서로에 대한 욕구 확인
2그룹 7번 가족

치료사의 평가

2그룹 7번 부모는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손을 탁 치거나 눈에 힘을 주고 쳐다보는
행동, 빨리 하라고 재촉한다. 자녀가 바라는 것은 게임하는 것, 아토피가 낫는 것, 실컷 어지르며
놀기이다. 그래서 만약 어지르고 놀면 부모가 어떻게 하시느냐고 물었더니 뒤지게 팰 거라는 표현을
썼다. 엄마가 바라는 것은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 오는 것, 잠을
많이 자는 것 등이었다. 부모는 징징대면서 우는 것을 싫어한다는데, 그런 성향이 아이들 양육에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듯 보였다.

보조치료사의 평가

자녀는 부모가 도와주길 바래보지만,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활동지에 내용을 적을 때까지 가능한
참고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부모-자녀 모두 떡볶이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자녀는 게임
하고 싶고, 실컷 어지르고 놀고만 싶다. 버섯, 파프리카를 싫어하는데, 만약 부모가 먹으라고 하면
뱉어버린다고 했다. 부모는 자동차, 머리핀, 돈을 좋아하고, 자녀 건강과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주길
바란다. 더러운 거, 아픈 거, 잔소리도 싫다고 하였다.

종합

2그룹 7번 가족은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경향이 짙다. 활동을 할 때는 스스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경향인데, 이것이 자율성이나 주도성을 배양한다는 느낌보다는 방치의 느낌이 더 강하다. 자녀
또한 에너지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부모가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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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종합 평가 보고서
요약 및 제언

2그룹 7번

자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모든 것을 실컷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만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눈치를 보는 불안감을 동시에 내보였습니다. 여러 활동을 종합해 봤을 때도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좋아하지만 싫어하기도 하는)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부모 스스로도 말씀하셨듯이 무서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감정 기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입니다. 이는 평소 그렇지 않지만 화나는 상황이 되면 예상치보다 훨씬 큰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숙한 모습을 자주 보일 수 있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짜증을 부리기도 할 텐데, 그럴 때 스스로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상호작용을 부드럽게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 스스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 신체 에너지의 고갈은 양육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에게 어떨 때 화를 내게 되는지, 어느 상황에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시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그에 영향을 미친다면 줄이시는 것도 괜찮겠습
니다. 부모와 자녀는 1차 상호작용 대상입니다.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자녀에게는 긍정 에너지도 무척 많지만, 집단과 관계의 측면에서 보자면 수용보다는 거부를 당할 수도
있는 요소를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중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않고 책을 읽는 모습 등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비단 프로그램에서만 내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업 중이나 또래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겠지요. 그러니 그 모습들을 강압적인 힘이 아닌 방법으로
바꾸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및 세션별 평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참여 가

번의 부모는 소감을 나누는 기회를 통해, 항상

족별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요약 및 제언을

자신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 평가 보고서는 프로그

에서 돌아오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놓기를

램에 참여한 부모에게도 제공이 되었다.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2그룹 7번의 부모는 직장에 나가고 있는 상

많아 다그치거나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밖에

황이라 지각이 잦았다. 따라서 선정된 자료를

없는 자녀가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나누거나 관련 활동을 실시할 때 함께하지 못
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가정에 대입해 보면

4.1.3 참여자의 소감문 분석

스스로가 바쁘고 에너지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참여자의 소감문은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

자녀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를 바랄

기 위한 여러 측정도구 못지않게 중요한 자료이

것이다. 그러나 자녀는 산만성이 높고 사회적

다. 왜냐하면 참여자 스스로가 프로그램에 참여

인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며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적은 것이기 때문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결

이다. 따라서 소감문을 질적으로 분석하면 프로

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자녀는 부

그램이 참여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모를 무서운 대상으로 인식하며 눈치를 보는

있으며, 나아가 아쉽다고 느낀 부분도 파악할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다. 1차 프로그램의 마지

수 있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데 도움도 된

막 세션에 제공된 종합 평가서를 받은 2그룹 7

다. 이 연구에서는 매 세션이 끝났을 때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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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자녀 모두에게 소감문을 쓰게 했다. 따라

다. 따라서 2차 연구에서는 운영회수를 15회로

서 200페이지 가까운 양의 소감문을 회수할 수

하였다.

있었는데, 부모들의 소감문은 진솔한 반성과 함

둘째, 10회 동안 운영된 프로그램의 세부목표

께 통찰의 측면이 잘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 다 다르고, 그에 따라 선정 자료 및 관련 활

아동의 소감문은 ‘재미가 있었다’ 혹은 ‘재미가

동도 다르지만, 참여자들이 각 세션을 마칠 때

없었다’로 크게 대별이 되는 등 다채로운 표현

마다 의무적으로 작성한 소감문에 대한 부담을

을 찾아낼 수 없었다. 더불어 매 세션마다 반복

느끼는 것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은 점

이 되다 보니 표현의 정도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

점 쓰는 양이 줄었고, 자녀들은 단순히 재미 여

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12>는 참여자들이 매

부로만 작성을 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채우지

세션마다 작성한 소감문 중 3세션에 대한 2그룹

않은 항목이 발생한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7번 가족의 내용이다.

있었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인지 능력과 표현 능
력이 부족한 자녀들의 소감문은 항목을 줄이는

<표 12> 세션 별 참여자의 소감문
세션 및 세부목표 3회: 서로에 대한 욕구 확인
참여자

전체 소감
(부모)

전체 소감
(자녀)

2그룹 7번 가족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시행
착오를 많이 겪지 않게 하려고 어른의
생각을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아이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아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고 들어주려고 합니다.
저는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궁금하였
습니다.

대신 만족도만큼 별에 색을 칠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셋째, 1차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은
의왕시 N도서관, 군포시 O초등학교 도서관, 마
지막으로 안양시 B초등학교 도서관이었다. 이
곳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및 학교도
서관이기 때문에, 완벽히 통제를 할 수가 없어
서 노출로부터 참여자를 보호할 수가 없었다. 따
라서 2차 연구는 참여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H독서치료연구소의 집단치료실에서 진

4.2 1차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의 개선점 도출

행했다.

4.2.1 개선점 종합

4.2.2 2차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총 10회로 운영된 1차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이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증진을 돕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도출했다.

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1차 프로그램 실행 후

첫째, 참여자들의 심리측정도구 중 PCI의

가장 변화가 적었던 7가족을 다시 선정해, 그들

결과를 보면 10회로 운영된 부모-자녀 상호작

과 함께 15회에 걸쳐 2차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용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모든 면

실행하였다. 2차 프로그램 참여 가족은 심리측

에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물론 운영 기간 이외

정도구 결과와 치료사들의 종합 평가 보고서를

여러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1차적인 문

바탕으로 선정했다. 2차 연구에 참여한 7팀의

제는 짧은 운영 기간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

가족은 <표 13>과 같다.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실행연구 163

<표 13> 2차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
1그룹
1그룹
2그룹
2그룹
2그룹
3그룹
3그룹

참여자

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로에 대한 인
식도 증진’이 2회로 증가했고, ‘서로에 대한 욕

2번
7번
5번
6번
7번
2번
6번

구 표현방법 익히기’가 ‘서로의 욕구 인정해 주
기’로 수정되었다. 또한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
방법 익히기 1․2’는 ‘올바른 표현과 경청방법
익히기’로 수정되었다.
4.2.4 2차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획 수정 보완

4.2.3 2차 독서치료 프로그램 세부목표 수정

세부목표가 수정됨에 따라 2차 프로그램을
위한 계획도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표 15>

보완
치료는 과정이다. 따라서 내담자 및 참여자들

는 그 결과이다.

에게 더 도움을 주기 위해 처음의 계획을 지속적

<표 15>에 제시된 2차 프로그램에서 수정 보

으로 수정 보완 해나갈 필요가 있다. <표 14>는

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부목표가 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 앞서 전체 프

라짐에 따라 선정 자료 또한 수정된 곳은 1, 3,

로그램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보기 위해 작성했

4, 6, 7, 14세션이다. 선정 자료에 대한 수정은

던 세부목표를, 1차 프로그램 결과를 반영해 수

관련 활동의 수정 및 보완으로 이어졌으며, 사

정 보완한 것이다.

전 계획에도 담겨 있지만 순서만 바뀐 곳은 10,

<표 14>에 제시된 2차 세부목표에서 수정 보

11세션이다.

<표 14> 2차 독서치료 프로그램 세부목표
1세션

가족별 소개,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식

2세션

서로에 대한 인식도 증진 1

3세션

서로에 대한 인식도 증진 2

4세션

안정적 애착 증진과 분리불안 해소 1

5세션

안정적 애착 증진과 분리불안 해소 2

6세션

서로의 욕구 인정해 주기

7세션

올바른 표현과 경청방법 익히기

8세션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1

9세션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2

10세션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3

11세션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4

12세션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5

13세션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6

14세션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7

15세션

특별한 우리 가족으로 거듭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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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2차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획 종합 구성
세션

세부목표

선정 자료

관련 활동

1

가족 별 소개,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식 도서 1: 너를 보면

2

서로에 대한 인식도 증진 1

3
4
5

서로에 대한 인식도 증진 2
동시 1: 엄마 생각 내 생각
안정적 애착 증진과 분리불안 해소 1 도서 1: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안정적 애착 증진과 분리불안 해소 2 도서 1: 슬픔을 치료해 주는 비밀 책
도서 1: 엄마 맘은 그래도 난 이런 게 좋아
서로의 욕구 인정해 주기
서로의 욕구에 매기는 인정 점수
도서 2: 네 맘은 그래도 엄마는 이런 게 좋아
도서 1: ‘싫어’, ‘몰라’ 하지 말고 왜 그런지
올바른 표현과 경청방법 익히기
말해봐
SOLER 공식에 맞추어 대화하기 실습
도서 2: 딴 생각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요
음악을 통한 상호작용 - 잔소리를 사랑소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1
뮤직비디오: The Mother Song
리로 개사해서 노래 부르기
작문을 통한 상호작용 - 협동 가나다 시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2
도서: 시리동동 거미동동
짓기
도서: 엄마 화내지 마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3
마법의 귀, 마법의 입
글: 상대방의 말 중복하기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4
도서: 힘든 때
강화의 원리 익히기 및 역할극 실습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5
도서: 아빠랑 함께 피자 놀이를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 엄마와 함께 요리를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6
도서: 손도장으로 그리는 세상
미술을 통한 상호작용 - 손도장 그림 그리기
긍정적인 상호작용방법 익히기 7
사진: 아버지와 나, 엄마와 아들들
사진을 통한 상호작용 - 추억의 사진 한 장
좋은 부모․좋은 아이 되기 서약서 작성,
특별한 우리 가족으로 거듭나기
도서: 모든 가족은 특별해요
사후 검사, 소감 나누기

6
7
8
9
10
11
12
13
14
15

도서 1: 몸의 구석구석이 말하기를

4.3 2차 독서치료 프로그램 분석

상징으로 표현한 우리 아이․우리 엄마
신체 본뜨기에 표현한 우리 엄마와 우리
아이
나의 뇌구조 그리고 서로의 생각 공유하기
엄마가 들려주는 어린 시절 이야기
북 아트 - 하트 책에 사랑 표현하기

발된 참여자들에게는 또다시 라포(rapport) 형
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집단 참

본 절에서는 총 15회에 걸쳐 실행된 2차 독

여자들끼리 친밀감과 신뢰감을 갖는 것은 프로

서치료 프로그램의 과정 및 내용, 결과에 대한

그램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션별 활동내용 분석은 1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차 때의 방식과 같으며, 1회와 6회를 중심으로

기회, 나아가 서로가 다르다는 인식도 형성하기

소개하였다. 이유는 여러 활동 가운데 부모-자

를 바라는 마음으로 1회를 계획했다. <표 16>은

녀 상호작용 정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세션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상징으로 표현해 발표한

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상징은 어떤 유사성에 의해 구상화 하는 것을

4.3.1 참여자의 활동 내용 분석

말한다. 따라서 부모-자녀가 표현한 상징은 서

(1) 1회: 가족별 소개,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식

로의 모습과 유사성 혹은 대응관계가 있을 것이

2차 독서치료 프로그램 역시 서로를 소개하

다. 그러나 상징은 표현하는 개인마다 다른 의

는 활동으로 시작했다. 3개의 그룹에서 각각 선

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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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참여자의 활동내용 분석 3
동물
2그룹 7번 자녀
토끼
2그룹 7번 부모 강아지(발바리)

색

감촉

날씨

꽃

맛

핑크색
초록색

진흙
깃털

비온 후 무지개
흐린 후 금방 맑음

해바라기
백합

쓴맛
구수한 된장국 맛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17>을 보면 서로의 욕구에 대해 인정을

자녀가 표현한 상징 중에 부정적인 의미를

해준 점수는 50점을 넘지 않는다. 자녀의 욕구

담고 있는 것은 ‘진흙'과 ‘쓴맛'이다. 반대로 부

중 부모로부터 가장 인정받지 못한 것은 ‘레고

모가 표현한 부정적 의미의 상징은 ‘강아지(발

사주기’의 40점이었고, 부모의 욕구 중 자녀로

바리)'이다. 강아지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 때

부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주산 계속하

문에 긍정적인 상징으로 보이지만 ‘잠시도 가

기’로 50점이었다.

만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기 때
문’이라는 부모의 해석으로 인해 부정적 상징
으로 분석을 했다. 또한 부정과 긍정 의미 모두

4.3.2 치료사 및 보조치료사의 평가 보고서
분석

를 담고 있는 것에는 ‘흐린 후 금방 맑음(야단

<표 18>은 치료사 및 보조치료사가 각각 작

맞을 때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몇 초 지나지

성한 5회에 대한 평가 보고서이다. 총 15회로 실

않아 금방 환해진 모습 때문에)’이 있었다.

행된 2차 프로그램 가운데 5회의 평가 보고서를
선택한 이유는, 부모-자녀가 함께 북 아트를 만

(2) 6회: 서로의 욕구 인정해 주기

들며 상호작용 하는 모습을 주로 관찰에 의존해

이번 세션은 서로의 욕구가 무엇인지 확인하

평가했기 때문이다.

고, 그 욕구를 얼마나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점

이어서 <표 19>는 치료사 및 보조치료사의 세

검해 보는데 세부목표가 있다. 따라서 서로에게

션별 평가 보고서를 종합한 평가 보고서이다. 종

바라는 욕구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작성하고,

합 평가 보고서는 앞서 제시한 활동내용 분석 및

이어서 적은 내용을 서로에게 제시해 허용할 수

세션별 평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참여 가족별

있을 만큼의 점수를 100점 만점의 범위 내에서

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요약 및 제언을 중심

주도록 하였다. <표 17>은 서로에게 허용해준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평가 보고서 역시 1차

점수가 가장 적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때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에게
제공이 됐다.

<표 17> 참여자의 활동내용 분석 3

4.3.3 참여자의 소감문 분석

욕구

인정 점수

2그룹 7번 자녀

레고 사주기

40점

<표 20>은 5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부모와

2그룹 7번 부모

주산 계속하기

50점

자녀가 작성한 소감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부모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조금 더 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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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치료사 및 보조치료사의 평가 보고서
세션 및 세부목표
참여자

5회: 안정적 애착 증진과 분리불안 해소 2
2그룹 7번 가족
자녀는 자신이 먼저 발표를 하겠다며 손을 드는 모습을 보여, 자발성이 증진된 느낌을 주었다.
또한 부모의 도움 없이 발표도 잘 해냈다. 이는 분위기가 익숙해진 면도 있겠고, 치료사 및 참여자들과도
치료사의 평가
라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트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따뜻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항상 늦게 발표를 하던 자녀가 오늘은 손을 번쩍 들어 발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다. 그 모습에
보조치료사의 평가 부모도 좋아하는 표정이었고, 다른 가족의 부모도 박수를 쳐 주었다. 자녀와 부모는 하트 책을
만들면서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이 가족은 하트 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 따뜻함이 가득했다. 부모의 따뜻한 눈빛은 자녀로 하여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증가시켜 줄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종합
된다.

<표 19> 종합 평가 보고서
요약 및 제언

2그룹 7번

자녀는 친밀감을 형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아이라 느껴집니다. 자신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많고, 상대방과 눈 맞춤을 잘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중 부모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이 어색함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면에서도 느껴지는데, 어쩌면 그런 부분을
자녀교육서에 의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론과 현실이 늘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습득한
이론이 실천되지 않을 때에는 자녀에게 더 큰 혼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랑과 관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표 20> 세션 별 참여자의 소감문 분석
세션 및 세부목표
참여자
전체 소감(부모)
전체 소감(자녀)

5회: 안정적 애착 증진과 분리불안 해소 2
2그룹 7번 가족
이 수업이 아이를 알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고, 아이의 부모교육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 5개 만점

고 있음을 고백했고, 별점으로 만족도를 표현하

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

게 한 자녀는 5개 모두 색을 칠해 만점을 주었다.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교락요인의 효과
를 제거하고 순수한 처리효과만을 다루고자 동

4.4 참여자의 심리측정도구 결과 분석

질성이 확보된 대응표본을 구성하여 실험을 실
시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의 경

4.4.1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PCI)

우 6점 척도로, 자녀의 경우 3점 척도로 동일하

먼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사전검사

게 배점을 하여 실험 결과를 살펴보았다. 단, 실

의 평균득점과 사후검사의 평균득점 간에 유의

험 대상별로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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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위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변환한 결과

마저 진행한 후에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

값을 함께 표기하였다. 또한 대응표본 항목 중

는 것에 대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강압 및 처벌행동’과 ‘비 일관적 행동’은 점수가

또한 자녀가 생각했을 때, ‘1차 연구 진행 후’

낮을수록 좋은 결과를 의미한다. 모든 실험 결

부모님의 강압 및 처벌행동에 대한 평균점수는

과 해석은 통계 패키지 SPSS/Window 20.0을

42.86점에서 ‘2차 연구 진행 후’ 24.34점(▽18.52)

이용하였다. <표 21>은 대응표본 통계량, <표

으로 15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부모의 강

22>는 상호작용 증진 연구 결과를 종합한 내용

압 및 처벌행동이 크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으로 모두 자녀의 결과들이다.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보다 자녀가 느끼는 개선

자녀가 느끼기에 ‘1차 연구 진행 후’ 부모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조사되었다.

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는지에 대한 평균점수

한편, 자녀가 ‘1차 연구 진행 후’ 부모님이 자

는 8.29점, 표준편차는 2.7점으로 나타났고 ‘2차

신에게 하는 정서적 애정표현에 대한 평균점

연구 진행 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지에 대

수는 61.90점에서 ‘2차 연구 진행 후’에 74.15점

한 평균점수는 11.00점, 표준편차가 1.16점으로

(△12.25)으로 증가하였으며, ‘1차 연구 진행 후’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차

부모님이 자신에게 하는 활동공유 애정표현에

연구로 15회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부모님이

대한 평균점수는 63.49점에서 ‘2차 연구 진행 후’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는지에 대한 평균점수가

에 74.07점(△14.28)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69.05점에서 91.67점(△22.62)으로 크게 증가

났다.

하고 표준편차가 약간 감소하였다. 1차 연구 진

자녀가 부모님이 자신에게 했던 ‘1차 연구 진

행 후 70점에 가깝게 개선되었으며, 2차 연구를

행 후’ 독립적 행동격려에 대한 평균점수는 51.43

<표 21> 대응표본 통계량
(N=7)
대응 표본
자녀의견존중
강압 및 처벌행동
정서적 애정표현
활동공유 애정표현
독립적 행동격려
비 일관적 행동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원 점수 기준 100점 만점 기준 원 점수 기준 100점 만점 기준 (원 점수 기준)

1차 사후

8.29

69.05

2.690

22.420

1.017

2차

11.00

91.67

1.155

9.623

0.436

1차 사후

11.57

42.86

3.101

11.487

1.172

2차

6.57

24.34

1.512

5.599

0.571

1차 사후

13.00

61.90

1.915

9.118

0.724

2차

15.57

74.15

1.618

7.706

0.612

1차 사후

17.14

63.49

3.024

11.199

1.143

2차

20.00

74.07

2.887

10.692

1.091

1차 사후

7.71

51.43

1.890

12.599

0.714

2차

9.86

65.71

1.215

8.100

0.459

1차 사후

3.43

19.05

3.552

19.735

1.343

2차

0.71

3.97

0.756

4.200

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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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상호작용 증진 연구 결과 - 평균 비교
평균
대응 표본

자녀의견존중

강압 및 처벌행동

정서적 애정표현

활동공유 애정표현

독립적 행동격려

비 일관적 행동

구분
1차 사전
1차 사후
2차
1차 사전
1차 사후
2차
1차 사전
1차 사후
2차
1차 사전
1차 사후
2차
1차 사전
1차 사후
2차
1차 사전
1차 사후
2차

원 점수 기준

100점 만점 기준

점수

차이

점수

차이

2.43
8.29
11.00
14.29
11.57
6.57
9.71
13.00
15.57
11.57
17.14
20.00
6.43
7.71
9.86
5.86
3.43
0.71

△5.86
△2.71

20.24
69.05
91.67
52.91
42.86
24.34
46.26
61.90
74.15
42.86
63.49
74.07
42.86
51.43
65.71
32.54
19.05
3.97

△48.81
△22.62

▽2.72
▽5.00
△3.29
△2.57
△5.57
△2.86
△1.28
△2.15
▽2.43
▽2.72

▽10.05
▽18.52
△15.64
△12.25
△20.63
△10.58
△8.57
△14.28
▽13.49
▽15.08

점에서 ‘2차 연구 진행 후’ 65.71점(△14.28)으

님들이 평소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는지에 대한

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

평균 점수는 20.24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차 연구 진행 후’ 부모

나 1차 연구 진행 후 70점에 가까운 69.05점으

님의 비 일관적인 행동에 대한 평균점수는 19.05

로 크게 증가하였다. 2차 연구를 모두 마친 후

점에서 ‘2차 연구 진행 후’ 3.97점(▽15.08)으로

에는 91.67점으로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

71.43점이 증가하였다.

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강

<표 22>를 통해 살펴본 첫 번째 부문은 바로

압 및 처벌행동’의 경우,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자녀의견존중’이다. 자녀가 느끼기에 부모님이

님들이 평소 자신에게 하는 강압 및 처벌행동에

평소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

대한 평균 점수는 52.91점이었다. 1차 연구 진행

수는 2.43점이었으나 1차 연구 진행 후 8.29점

후 42.86점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2차 연구를 완

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2차 연구를 마친 후에는

전히 마친 후에는 18.52점이 감소하여 24.34점

11.00점으로 처음에 비해 8.57점이 증가하였다.

으로 감소하였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는, 자녀가 느끼기에 부모

‘정서적 애정표현’과 ‘활동공유 애정표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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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차 연구보다 1차 연구 진행 후 더 많은 개선
효과가 있었다.

세부목표와 프로그램 종합계획 내용을 변경했다.
넷째, 비밀 보장 및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곳

나머지 부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고 부모의 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2차 연구뿐

에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력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이동이 있었다.

만 아니라 1차 연구 역시 큰 변화를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1차 연구에 비해

4.4.2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PSCD)

2차 연구 후 부모-자녀 상호작용 개선 효과가

<표 23>과 <표 24>는 상호작용 증진의 변화가

월등하게 개선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가장 적었던 2그룹 7번 가족 자녀의 1차 사전 및

정리할 수 있다.

사후, 2차 사후 PSCD와 그 분석 결과이다. 제시

첫째, 프로그램 세션이 10회에서 15회로 늘

된 결과는 치료사 및 보조치료사, 한국미술치료
학회 소속의 O미술치료전문가가 모여 그림을

었다.
둘째, 1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가족이 2차

함께 보며 진단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종합하였
다. 밑줄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해 유의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했다.
셋째, 1차 연구 후 도출한 개선점을 반영하여

한 변화가 있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표 23> 1차 프로그램 사전 사후 결과 분석
참여자

2그룹 7번 자녀
사전

사후

PSCD

그림 속 인물상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랍니다. 아빠
그림 속 인물상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랍니다.
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엄마는 빨래를 정리하고 있으며,
아빠와 엄마는 아파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고,
자신은 피아노를 치고 있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바뀌
자신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었으면 하는 점은 엄마가 심하게 때리지 않는 것이랍니다.
형식적 분석 기준 가운데 인물에 대한 임상적 해석에
형식적 분석 기준 가운데 그림의 양식에 의하면 사전검사
의하면 신체의 부분적인 생략이 이루어진 것, 인물상의
때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진단 기준에 크기가 작은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그림의 양식에서는
의 상징물들로 포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의한 분석 서로 다른 공간으로 구분 지은 것과 함께 가족 구성원
아빠 주변의 상징물은 뾰족한 형태로 공격성을 암시할
전체를 포위(둘러쌈)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요
수 있습니다.
소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모습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빠,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 엄마,
각 인물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자 건물을 등장시키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등장을 하기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구분 및 포위하고
종합 해석
했지만 상호작용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
있는 점, 자신과 부모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하고 있지
가 주변의 상징물 등과 전반적인 필압이 강한 점은 피검자
않은 점에서 상호작용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의 공격성과 충동성으로 보입니다.
검사 후
면담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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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2차 프로그램 사후 결과 분석
참여자

2그룹 7번 자녀

PSCD

검사 후 면담 내용

그림 속 인물상은 부모님과 자녀 자신이며, 나는 공부를 하고 아빠와 엄마는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답니다. 이 가족은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 함께 살고 싶답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는 안 달라졌으면 좋겠답니다.

진단 기준에 의한 분석

형식적 기분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볼 때 인물상의 방향이 자녀를 향하고 있고, 상호간에
지나치게 접촉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공간 내에서 같은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물상의 크기도 자녀가 가장 큽니다. 이는 건강하게 내재된 부모-자녀 관계를 나타내는
기준들입니다.

진단 내용

1차 연구 때와는 상반된 평가 기준이 담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선 자녀의 모습이 부모님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크게 그려졌고, 부모님 모두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담에서도 이
가족은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 함께 살고 싶다는 바람의 표현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5. 결 론

신청한 이들이며, 부모 1인과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 1인을 기본 대상으

이 연구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증진이

로 하였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모-자녀가

각 가정 내 안녕은 물론, 장차 사회인 및 부모가

1차 연구에는 3개의 그룹에 각각 7개 팀씩 총

될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 아래,

21개 팀이 참여했고, 2차 연구에는 그 가운데 상

이들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접목했

호작용 증진이 가장 미약했던 7개 팀이 다시 참

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목적

여하게 되었다. 연구내용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

을 두었다.

한 연구방법으로는 양적 및 질적인 방법 모두를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행연구 방법

실행하는 혼합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양적인

을 바탕으로 부모-자녀 대상의 독서치료 프로

측면에서의 측정을 위한 도구로는 ‘부모-자녀 상

그램을 1차 및 2차로 나누어 총 25회에 걸쳐 수

호작용 척도(PCI)’를 사용했으며, SPSS/Window

행하면서 매 과정을 상세히 관찰하고 기술하였

20.0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다. 이어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에 대

대한 사전검사의 평균득점과 사후검사의 평균득

해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대응표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모-자녀 간 상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작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자발적으로

측정을 위한 도구로는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실행연구 171

(PSCD)’와 ‘치료사 및 보조치료사의 평가 보고

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수립이 되었다. 1차 프로

서’, ‘각 세션 별 참여자들의 활동지와 소감문’을

그램을 통해 증진이 미비했던 ‘활동공유 애정표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현’과 ‘비 일관적 행동’을 작문, 미술, 음악 등의

첫째, 1차 프로그램에서 중도 탈락을 한 3팀을

영역에서 ‘협동 시 짓기’, ‘북 아트 만들기’, ‘노래

제외한 18팀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PCI)’

가사 개사해서 부르기’ 등의 다양한 활동 속에

에서는 ‘자녀 의견 존중’, ‘강압 및 처벌행동’, ‘정

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했다. 그 결과는

서적 애정표현’, ‘독립적 행동격려’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다.

는 유의미하게 증진이 되었으나, ‘활동공유 애정

첫째,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PCI)’에서

표현’과 ‘비 일관적 행동’의 측면에서는 유의미

는 ‘자녀 의견 존중’, ‘강압 및 처벌행동’, ‘정서적

하게 증진되지 못했다.

애정표현’, ‘독립적 행동격려’, ‘활동공유 애정표

둘째, 사후에 실시한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PSCD)’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하게 증

현’과 ‘비 일관적 행동’의 모든 측면에 걸쳐 유의
미한 효과가 있었다.

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대상 아동에 따

둘째,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PSCD)’에서도

라 사전 검사 때 등장했던 가족 구성원이 빠지

가족 전체가 그림에 표현되거나 그림을 그린 아

거나 인물상의 크기가 작아지는 그림을 그려 상

동 자신이 가족의 중심에 표현되어 있는 면에서

호작용 증진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할

셋째, ‘치료사 및 보조치료사의 평가 보고서’

수 있었다.

에서도 부모-자녀 간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

셋째, ‘치료사 및 보조치료사의 평가 보고서’

누며 들어주는 경청, 수용 및 공감 태도의 증가,

에서도 부모들의 변화는 자주 관찰되었다. 그 중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려는 서로의 노력이 관

자녀의 의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형성

찰되었다. 하지만 서로의 욕구가 충돌될 때에는

되면서 자연스레 강압적인 면이 줄어들었다. 또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엿보이기도 했다.

한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에 애정표현 또한 자주

넷째, ‘각 세션 별 참여자들의 활동지와 소감
문’을 통해 부모들은 매 시간 자녀 양육에 있어

하게 되어, 자녀들에게 안정 애착과 함께 신뢰
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미숙했던 부분들을 깨닫고, 나아가 향후 긍정적

넷째, ‘각 세션 별 참여자들의 활동지와 소감

인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찾는 기회

문’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는

를 찾는 등 통찰 차원에서 성숙되어 가고 있음

그동안 쌓여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자녀들은 안전한 분위기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적극

속에 생각과 감정을 토로할 수 있었다며 특히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었다

카타르시스 차원에서의 보고가 주를 이루었다.

고 고백했다.

이어서 상호작용 증진이 가장 미약했던 7팀

결론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을 위해 구성된 2차 프로그램의 세부목표는 1차

상호작용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다만 10회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

운영된 1차 연구를 실행한 후 분석한 양적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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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결과에서는 ‘자녀 의견 존중’, ‘강압 및

모든 측면을 조작할 수 없었다.

처벌행동’, ‘정서적 애정표현’, ‘독립적 행동격

둘째, 이어서 2차 연구를 통해 15회를 더 운

려’의 측면에서는 유의미하게 증진이 되었으나,

영한 뒤 양적 및 질적 심리측정도구를 분석한

‘활동공유 애정표현’과 ‘비 일관적 행동’의 측면

결과 모든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음이

에서는 유의미하게 증진되지 못했다. 그 원인을

밝혀진 부분은, 결국 프로그램 운영 기간도 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 기간 이외 변수가 다양

따라서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독서

함을 짐작해 볼 수 있겠으나, 통제가 불가능한

치료 프로그램은 최소 10회 이상 장기로 운영될

상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상황에서

경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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