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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놀이치료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질적 사례 분석을 통해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놀

이의 특징, 놀이의 변화, 관계의 특징,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이탈

가정 아동의 상담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애착 대상으로서 상

담과정에서의 상담자의 역할을 살펴보아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상담과정

에서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아동이 보이는 놀이의 특성과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아동이 보이는 관계의 특징과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대상의 모집은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에서 이

루어졌다. 초등학교 2-3학년 여아 4명이 모집되었다. 아동의 문제에 따

라 내면화,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 한 명 씩을 짝을 지어 두 개의

집단을 구성하였고, 두 집단을 대상으로 40회기씩, 총 80회기의 집단놀이

치료를 진행하였다. 아동상담과정에서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교

사를 면담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상담회기 녹음자료, 상담회기보고서, 회

기진행에 대한 상담자기록, 면담기록, 회기 중에 찍은 놀이 및 모래사진,

아동의 일기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주로 관계와 관련된 심리적 외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애착 중심의 상담이 효과적이었다. 상담과정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상담자를 안전기지로 활용하여 자신이 정서적 박탈이 일어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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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퇴행하여 그 시기에 결핍되었던 정서적 욕구를 채워나가며 애착관

계를 긍정적으로 재형성하였다. 상담과정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점차

퇴행이 잦아들며 또래들이 보이는 수준의 활동을 통해 발달해나가는 모

습을 보였다. 현장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교육하거나 상담할 때 이들

이 심각한 정서적 박탈이 있음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아동이

안전감을 획득한 다음 발달과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놀이를 통

한 상담방법은 치료적으로 유용하였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심리적 외

상을 외상 후 놀이(posttraumatic play)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재연하였

다. 놀이치료는 놀이라는 아동의 자연스러운 표현 수단을 활용하여 자신

의 감정과 문제를 놀이를 통해서 표출하도록 기회(Schaefer & Drewes,

2011)를 제공해주었다. 자발적인 자기표현을 통한 통제감 회복은 북한이

탈가정 아동이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변화를 보이게 되었던 원동력이

었다.

셋째,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집단놀이치료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공유

하면서 지지를 얻고 상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

해하고 수정해나갈 수 있었다. 상담 방법 중에서 집단 상담은 다른 아동

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이 성장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배

울 수 있는 심리사회적 과정을 제공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학령

기에 있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상담하는데 집단 상담이 효과적임을 확

인하였다.

넷째,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문제가 경감되고 관계에 대한 표상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키는데 35회기 이상의 상담이 요구됐다. 이 연구결과를 통

해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주로 경험하는 관계와 관련된 심리적 외상을 다

루는데는 단순한 외상이나 증상을 다루는 것보다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을 발견하였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처럼 관계와 관련된 심리적 외상을 경

험한 아동에게는 단기적인 상담보다는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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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놀이치료에서의 상담관

계를 통해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이 재형성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상

담 과정을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심도 깊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사례 연구를 통해 아동 상담의 과정과 결과를 생생하게 제시

함으로써 현장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비롯한 위기 집단의 아동을 상

담하는 상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어 : 북한이탈가정 아동, 심리적 외상, 학령기, 집단놀이치료

학 번 : 2007-2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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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는다. 북

한이탈가정 아동은 탈북과정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정착과정에

서 가족의 역기능으로 인해 발달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고유한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특수한 요구에 적절한 효과적인

상담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경험하는 위기를 평가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탈

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이들의 생활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

주민이 경험하는 탈북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은, 충격적 경험, 제 3국에

서의 체류생활에서의 열악함, 정착 과정에서의 문제이다. 특히 북한이탈

가정 아동은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가족과의 해체와 분리로 인해 불안정

한 가족환경, 이주와 죽음으로 인한 상실, 친밀한 대상의 상실과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은 심리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외상적 사건 경험, 탈북 및 정

착과정에서의 상실, 분리 및 애착문제(김희정, 이순형, 2016)는 불안, 우

울 및 위축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강재희, 2011), 부정적 정서로 인한 주

의력 저하(유진아, 2015), 또래관계의 공격성(강란혜, 2008)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가정 아동 중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학령기 시기의

아동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표출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학령기 단계

에 있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외상과 그 영향으로 나타나는 어려

움에 개입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집단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면 이들의 적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만성적 가난,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정신 병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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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쟁 등 힘든 환경과 같은 위기 경험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의 아

동은 잘 성장한다(Goldstein & Brooks, 2013). 즉, 아동기의 환경에도 불

구하고 어떤 아동은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아동에 비해 영

향을 덜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경험한 위기는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

다. 심각한 생활사건에도 불구하고 미해결된 욕구가 잘 해결된다면 잘

적응할 수도 있기에 위기 아동에 대한 상담 개입에 있어서 이들이 경험

한 위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기 집단 아동이 어떠한 위기를 경험하였는가, 즉, 아동의 위기가 무

엇인가에 따라 그들의 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이 달라진다. 특히 아동이

경험하는 위기가 외상으로 인한 안전감에 대한 상실, 가족해체와 분리

등의 상실과 같이 관계와 관련된 심리적 외상일 때 애착관계를 강화하는

상담방식은 아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상담으로 효과적이다(Webb, 1999).

또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정서적 박탈을 경험

하기에 관계를 통해 아동이 안전감을 획득하여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

고 발달한다는 애착이론은 이러한 특정한 위기를 경험한 아동의 적응과

정을 잘 설명해준다.

대상관계 이론의 한 분파로 발달해온 애착 이론은 인간의 고유하고도

강력한 내적 동기로 애착을 들고 있다. 애착은 아동이 의미 있는 타인과

맺는 정서적 결속을 말하며, 아동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상과 애착을

맺기 위해서 애착추구행동을 한다. 애착추구행동은 아동이 세상에 더 잘

대처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 근접성을 획득하고자 하거나 유지

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을 일컫는다(Wallin, 2007). 아동은 애착인물이 자

신이 필요로 할 때 옆에 있고 요구에 반응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을

때 강력한 안전감을 얻게 되며, 관계에 가치를 두면서 발달과 탐색을 지

속해나갈 용기를 얻는다. 이러한 애착의 보호기능 때문에 애착추구행동

은 초기 아동기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며, 위급 상황에서 가장 뚜렷하

게 나타난다(Bowlby, 1988).

애착 이론에서는 애착과 관련된 행동을 구조화된 조절체계(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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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로 개념화했다. 이 애착행동체계는 특정 신호를 받으면 활성화되

며, 다른 신호를 받으면 비활성화된다. 아동들은 고통스럽거나 두렵거나,

피로하거나 아플 때와 같이 불편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받으면

애착행동체계를 활성화하며 위로와 돌봄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면서 행동

체계를 다시 비활성화해 나간다. 위기 집단 아동 중에서도 북한이탈가정

아동과 같이 생애 초기 위기를 경험한 아동이 안정된 관계 속에서의 위

로와 돌봄을 통해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은 애착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상실이나 학대, 외상을 경험한 아동의 회복을 더욱 빠르게 하는 것은

안정적인 관계이다(Whelan & Marvin, 2011). 아동이 상담에서 맺는 안

정적 관계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위기를 극복에 있어 필수적이다. 안정

된 관계는 상담관계에서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상담을 통해 관계의 뿌리로 돌아가서 그 관계

를 보다 긍정적이고 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외상과 고통에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북한이탈가정 아동에 대한 상담 개입을 실시하

고자 한다.

성인이 충격적인 경험 후 그 경험에 수반하는 부정적 정서를 숙달하기

위해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듯이, 외상을 여러 번 경험한 아동

의 경우 자신의 충격적인 경험을 ‘외상 후 놀이(posttraumatic play)’를

통해 반복한다(Terr, 2003). 선행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아

동에게 놀이를 통해 경험을 표현하도록 했을 때 불안 증상,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 증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Chazan & Cohen, 2010;

Chemtob, Nakashima, & Hamada, 2002). 놀이는 아동에게 하나의 현실

이므로 아동은 안전하게 느껴지는 관계 속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재연하

면서 손상되었던 자기통제감(Landreth, 2012; Ray, 2011)을 회복하며, 정

화의 감정(Gil, 2006)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 외상이

극복된다. 탈북이라는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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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를 활용하여 아동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상담 개입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 방법 중에서 집단 상담은 다른 아동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통

해 아동이 성장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심리사회적 과정

을 제공하여 아동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특히 집단놀이치료는 불안과 같은 문제행동은 감소시키고, 친사회적

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은 증가시킨다(DeRosier, Swick, Davis, MaMillen,

& Mattews, 2011; Webster-Stratton, Reid, & Hammond, 2001). 비슷한

경험을 한 아동들의 경우 집단놀이치료를 통해 함께 상담을 진행하면 아

동은 본인의 문제를 보다 잘 수용하고 개방하는 장점이 있다(Sweeny &

Homeyer, 1999). 집단놀이치료의 경우 내담자의 자기개방을 용이하게 함

과 동시에 집단원들의 내적문제와 대인관계적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볼 때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상담접근에서는 집단상담의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위험요인,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주로 놀이를 통해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어려움은 상

당부분이 관계의 문제로 발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연구에서는 이

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최근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보이는 부적응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에 대

한 상담 개입을 시도하는 연구(강란혜, 2008; 고은희, 2009; 이신숙, 2008;

최혜신, 2010)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중심으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

데 선행연구들은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였다기 보다

는 주로 상담자 중심의 단기적인 상담 방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살펴

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북한에서

1) 이 연구에서는 놀이를 활용한 집단 상담 시 내담 아동의 성별이 섞여 있으면 다

루어야 할 중요한 역동이 나타나지 않으므로(Webb, 1999), 북한이탈가정 아동 중

여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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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으로의 탈북경험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 어떤 위기집단과도 구분

되는 독특성이 있어, 기존의 위기집단 아동 대상의 상담접근과는 차별적

인 접근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상담이 단기간에 이루어져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문제가 다루어지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상담 접근을 선택하여 심리적 외상 및 사회정서

적 문제를 다루기 충분한 시간 동안 회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놀이치료 시 내담 아동의 문제에 따른 특정 접근 방식이 더욱 효과적

이라는 연구가 있다(Wethington et al., 2008).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내

담자를 위해서 상담 개입을 할 때 놀이치료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이론적

접근 뿐 아니라 내담자의 변수, 현재 나타나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아동상담 시 내담자의 특성 및 문제에 따라서 상

담접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가

정 아동을 위한 상담으로 상담자 중심의 구조화된 접근보다는 아동중심

적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 중 사례연구는 하나의 사건, 현상 혹은 사회적인 단위에 한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설명과 분석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 즉 어떠한

현상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적절한 연구형태이다(Merriam, 1998). 사

례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어떠한 현상의 양상에 대한 지식은 생생하고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구체적인 지식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4). 이 연구는 북한이탈가정 아동

이 심리적 외상이나 상실로 인해 보이는 내면화, 외현화 문제에 개입하

기 위한 접근으로 집단놀이치료를 적용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 이들

의 변화과정 등에 대한 생생하고 직접적인 내용을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

본다.

구체적으로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놀이의 특성 및 변화를

통해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놀이의 변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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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외상이 극복되고 적응이 향상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집단놀이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특징과 변화를 통해서 북한이탈

가정 아동의 대인관계 특성을 살펴보고, 상담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나가며 적응하고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

다. 그리고 상담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아동의 심리 및 문제행동의 전환

점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상담 개입에 있어

서의 중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주요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

들의 적응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상담의 이론적 접근에 있어 아동이 주

도적으로 안내하는 아동중심 상담 접근을 활용하여 상담에서 나타난 놀

이주제를 통해 아동 내면의 변화를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통일 한국이 도래했을 때 북한출신 아동을

담당하는 상담자, 교사에게 이들의 심리, 정서, 적응의 이해에 도움이 되

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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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어려

움을 살펴보고,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적응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살펴본

다. 또한 학령기에 있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처해있는 심리적 어려움으

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

동의 상담 접근을 위한 구체적인 원리를 모색한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이주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난민 아동과 비교되

어 이해되어왔으나 이들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난민 아동에

비해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적응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남한 사회에 정착해야하는 어려움에 놓여있다. 북한

이탈가정 아동은 적응과정의 어려움이 과소평가되고 적응에 대한 주변의

기대가 크다. 이러한 이유는 같은 민족이며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표

면적 동질성 때문에 60년 이상 다른 체제에서의 문화적 차이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영아 외, 2011). 이처럼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난

민 아동보다도 정착 후 적응에 보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

의 심리적 어려움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상담개입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1.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위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평균적으로 41개월 이상(통일부, 2005)의 장기간

동안 제 3국 체류 등의 탈북과정을 거치며 반복적으로 심리적 외상에 노

출된다. 그리고 정착 후에도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불안정한 가정환경으

로 인해 외상적 분리 및 상실, 가정폭력으로 인한 건강한 애착관계를 위

협할 만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다. 여기서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위기

를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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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착이론과 심리치료

심각한 위기를 겪는 위기 집단 아동의 일부는 적응적인 성인으로 성장

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만성적 가난,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정신 병리, 학대, 그리고 전쟁 중에 사는 것 등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의 아이들은 잘 성장한다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즉,

아동기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동은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아동에 비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경험한 위기는 지속

적이지 않을 수 있다.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잘 적응하는 아동이 보이는 힘은 이들의 특

별한 자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가진 평범한 자원으로부터 온

다. 그 자원은 가족, 지역사회, 마음, 신체와 관련된다(Goldstein &

Brooks, 2013). 이러한 사실은 위기 집단 아동 접근에 있어 위기경험의

부정적 영향만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기 집단 아동의 위기에 따라 그들의 요구와 적응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위기 집단 아동이 경험하는 위기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 가족의 해체와 분리 등의 관계적 측면과 관

련될 때 애착 이론은 위기 집단 아동의 적응을 설명하는데 적절할 수 있

다. 아동은 일차적 애착대상 및 의미 있는 타인의 영속적 유대를 통해

관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전감을 구축해가므로, 이들의 생존에는 강

력하고 영속적인 유대인 애착이 필수적이다. 아동은 안정적인 애착관계

를 통한 충분한 안전기지가 없으면 불안을 느낀다.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은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기지(Bowlby, 1988)를 확보하지 못한 셈이므로 적극적인 탐색에 대한 불

안이 높고 이를 통한 발달이 어렵게 된다. 생애 초기 이러한 관계와 탐

색에 대한 경험은 내적 작동 모델에 부호화되며 이후의 탐색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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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애착행동체계가 성숙되어 있고, 안전기지가 견고할수록 내적 작동 모

델에서 허용하는 탐색의 범위는 넓어진다(Bowlby, 1988). 즉, 아동이 양

육자와 분리될 때 양육자와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애착행동체계를 잘 발

달시켜왔거나 부모에게서 부모에게 제공받았던 안전기지가 아동의 불안

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면 아동은 탐색과 발달을 지속할 수 있다.

대상과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아동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을 감소

시켜 탐색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학령기 아동에게는 애착 대상이 제공하는 안전기지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하다. 학령기는 부모에 대한 아동기의 의존성이 감소되며 또래와 새로

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시기이다. 아동은 탐색하고 발달시켜 나가야할

영역이 확장될 때 그 어느 때보다 충분한 안전기지가 필요하며, 자신을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대상이 필요하다(Bowlby, 2005). 그러므로 학령

기에 있는 위기 아동이 건강하게 적응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맺

고 있는 관계의 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아동이 부모와 맺는 애착 유형 중에서 안정 애착 유형이

아동발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적응과 가장 관련되어 있다(Grossmann,

Grossmann, & Kindler, 2005).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여러 수준과 유형의

스트레스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Sroufe, 2005). 위기 아

동 집단의 적응을 위해서 중요한 대상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아동의 적응

력을 높여 주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아동에게 있어 상담은 치료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특별한

과정이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불안정한 가족환경 속에서 부모와의 관

계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높게 경험하고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발달시

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에게 상담자는 긍정

적인 상호작용이나 지지를 통해 아동이 사람들과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선우현, 조윤희, 2012). 이러한 상담자와의 신뢰로

운 관계 경험은 교정적 애착경험, 교정적 정서경험(노경선, 이소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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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man et al., 1997)으로 불리는데 상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담

자의 태도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Bowlby가 강조하였듯 양육자와 아동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에서 양육자

의 중요한 태도는 아동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성이므로 상담자는 아동이

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정서적으로 적극적인 민감함과 반응적인 태도를

보인다. 상담자는 아동의 독특함을 존중하고 감정에 민감하며 상담 장면

에서 아동이 하는 모든 것에 순수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민

감하고 수용적이며 반응적인 상담자의 태도와 치료적 반응을 통해서 신

뢰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에 대한 안전감을 획득하며 아동은 자신을

수용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다(Axline, 1947).

또한 상담자가 상담 회기에서 수용과 반영을 통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아동은 그 아동은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O’Conner & Braverman, 1997). 누군가의 비판이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

고 단지 놀이를 하고 자신이 되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면서 아동

은 스스로 변화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략을 배우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은 문제해결력을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이 흥미를 느

끼는 놀이에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은 유능감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

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위기 아동을 위한 개입에서 이들의 적응을

향상시키고 발달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담을 통한 치료적 관계

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상담과정은 상담자

와 내담자의 상담관계를 통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어

애착관계를 재형성해나가는 과정이다. 상담자는 좋은 상담관계를 통해

신뢰를 주고 일관된 환경을 제공하면서 아동이 내적 안전 기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담자와의 애착관계는 위기 아동이 과거 외

상의 경험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관계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

하여 과거의 관계 패턴을 변화시키도록 한다(Malchiodi & Crenshaw,

2015).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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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정을 설명한다.

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문제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친밀한 대상과의 분

리를 경험한다. 상당수의 북한이탈가정은 북한에 있을 때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이탈가정의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으며(이순

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2007), 친척집에 맡겨지는 등 어린 시절 외

상적 분리를 겪은 경우가 많다. 또한 탈북 과정 및 정착 과정에서 부모

의 이혼과 같이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강재희, 201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관계를 살펴본 연구(김희정, 이순형, 2016)에

의하면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불

안정 애착의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불안정 애

착비율은 65%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불안정 애착 아동의

40%이하로 보고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특히 북한이탈가정 아동

은 불안정 애착의 유형 중에서도 특히 회피 애착의 비율이 높았다.

회피 애착 영아는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상황일 때 분리의 고통을 숨

기며, 엄마를 필요로 하지만 엄마가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으로 기

대하고 엄마와의 접촉을 회피하면서 엄마에 대한 욕구를 조절한다

(Marrone, 1998). 회피 애착 영아의 이러한 태도는 학령기가 되어서 점

차 고착화되어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상황에서 상처를 받거나 좌절한

상황에서 고통을 표현하지도 않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남에게 의

존하지 않는다. 회피 애착아의 이러한 행동은 부모가 아동에게 독립심을

요구하고 아동의 내면의 욕구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한

결과로 볼 수 있다(Sroufe, 2005). 이처럼 회피애착아들은 부정적 정서상

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성인의 자원을 이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정서조

절이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추측해보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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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가정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관계적인 문제를 보일 수 있으며

생활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서 관계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학령기 시기는 학교를 중심으로 또래관계와 교사와의 관계 등 관계가

확대되며, 학업이라는 발달적인 과업이 가중되는 시기이므로 학령기 북

한이탈가정 아동은 관계를 잘 형성해나가면서 여러 갈등 상황을 극복해

나가며 적응해야한다. 그런데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가진 애착문제는 이

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해나가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상담을 통해서 안전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애착표

상을 변화시키고, 적절하게 정서표현을 하여 스트레스 상황 등 부정적

정서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담개입이

필요하다.

2.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외상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적응을 논의함에 있어 이들이 탈북과정 및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는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적 개입을 다루기 어렵다. 이 장에서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경험하는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 불안정한 가정환

경으로 인한 분리 및 애착문제, 남한사회에서의 상실감을 살펴본다.

1)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심리적 상처

북한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경우, 공개처형이나 자살 및 범죄 사건

을 목격하거나 들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데, 이는 아동에게 있어 충격적인 기억으로 각인된다(강성록, 2001). 북한

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기 경험을 살펴본 선행연구(김희정 외,

2014)에서 연구참여자는 건강하던 이웃이 당국에 잡혀갔다가 풀려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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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문으로 인해 병을 얻은 것을 보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다고 보고

하였다. 같은 연구에서 한 참여자는 장마당에서 꽃제비들이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놀다가 칼에 찔려 들것에 실려가면서 숨을 헐떡거리는 모

습을 본 뒤로 그 장면이 자신도 모르게 한번씩 떠오른다고 하였다. 이처

럼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충격적인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목격하

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관계 속에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기도 한

다. 북한이탈가정은 부모를 비롯한 가족구성원에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이 있는 경우가 많고(이순형 외, 2007), 이러한 가족상황은 아동을 방임·

학대하거나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기도 한다. 북한이탈가정 부

모의 우울, 스트레스 등은 아동과의 관계 및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탈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학대 및 방임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가정 부모의 우울 및 사회적 스트레스는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김재엽 외, 2012).

가정 내에서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방임 및 학대 행

위, 특히 그것이 아동이 가장 신뢰하고 애정을 느껴야할 부모로부터 행

해질 때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외상 연구자들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행해지면서 대인적 폭력

(interpersonal violence)의 성격을 띤 외상사건을 복합외상(complex

trauma),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 발달적 외상(developmental

trauma, Van der Kolk, 2005)이라고 하여 단순 외상과 구분하여 명명하

였다. 이러한 애착 외상 증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로는 폭력, 방임 및

학대와 같은 가정폭력의 희생자, 성적 학대와 관련된 외상으로 수년 동

안 고통받아온 아동을 포함한다. 애착 외상에 노출된 아동은 성격적인

변화를 겪는데 외부 세상을 향한 적의감과 불신, 대인관계 철회, 공허감

과 무망감, 항상 긴장된 상태이거나 위협을 느끼고 단절된 느낌을 갖게

된다(안현의, 2007). 성격 및 자아가 형성되는 민감기인 아동기에 애착

외상을 경험하는 것은 건강하고 탄력적인 성격의 기본구조가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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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

2)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분리 및 애착문제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로 북

한이탈가정 아동이 한부모 가정, 재혼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은 결혼해체과정에서 부모의 불화와 분리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점이

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족 유형 조사에서 한부모 가정이 양

부모 가정보다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아동은 부모의 불화나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결핍감, 불안 및 우

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진아, 2015). 두 번째, 과거 성장 과

정에서 일시적으로 가족과 분리된 경험이 자주 발견된다.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 원인은 부모의 재혼, 북한에 있을 때 경제적 이유, 탈북 및 입국

시기의 차이 등이었다. 유아기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경우가 많

아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북한이탈가정은 탈북과정에서나 남한정착 과정에서 부모와 떨어져 살

게 된다. 탈북과정에서나 남한 정착과정에서 다른 집에 맡겨지거나 부모

의 이혼으로 한쪽 부모와는 떨어져 지내는 일이 빈번하다. 북한이탈가정

의 가족환경이 불안정해지게 되는 다른 이유로 가족이 시간차를 두고 연

계 입국을 하거나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제 3국에서 출생한 가족

구성원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합류하거나 떨어져 있던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홍승아, 2013).

이러한 불안정한 가족환경은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을 어렵

게 할 수 있으며 심리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불안정한 가족환경 속에서

느끼는 아동의 어려움을 다루고 안정적이며 신뢰로운 상담관계를 통해

불안정한 가족환경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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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통해서 내적인 안전 기지를 형성하고 있

지 못하면 아동은 이후 힘든 상태에 대한 신호를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

람들에게 효과적이며 적절하게 알리지 못한다(Bowlby, 1980). 애착관계

를 통해서 안전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동은 감정을 심리적으로 차단하거

나 강렬하게 분노와 고통을 분출(Bowlby, 2005)하는 등 정서를 다루는데

있어서 또래에 비해 퇴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반면 가족환경에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난민 아동, 빈곤 아동 및

부모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고위험 아동에게서 보호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Seifer, 2003; Werner & Smith, 200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회복탄

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응에 보호요인이 되는 안정적인 애착관계

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부모는

본인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민감하거나 반응적이기 쉽

지 않으며, 북한이탈가정 부모와 같이 부모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우 부모-자녀 놀이치료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모와의 애착을 증진

시키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자와의 교정

적 관계 경험을 통해서 치료자가 대리적으로 아동과 안정적인 애착관계

를 형성할 수 있다. 즉, 상담자와의 깊이 있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아동

에게 하나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3) 이주로 인한 상실감

상실과 슬픔은 죽음이나 인간관계의 단절과 같이 어떤 것이 끝이 난

결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주나 이혼과 같이 생활상의 변화나 혼란

으로 발생할 수 있다(Fiorni & Mullen, 2006).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탈북

과정에서 자신이 지내던 곳을 떠나오고, 남한 정착 후에도 가족환경의

변화로 또래, 친인척, 때로는 가족 등 친밀감을 유지하던 사람들과의 관

계가 상실되는 경험을 한다.

학령기 아동의 상실에 대한 인지적 반응은 아동은 슬픔, 불안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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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움, 무시 받거나 따돌림 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 등이다. 정서적 반응

으로는 상실을 경험했을 때 아동은 공격적이 되거나 위축될 것이며, 악

몽을 꿀 수 있고, 집중력이 저하되어 학업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북한

이탈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북한을 떠나 남한 사회

에 정착하는 생활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부모형제와의 단절은 물론, 체류

국에서의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므로 상실로

인한 부정적 감정 및 행동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아동은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서 명명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

으므로 발달단계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이 겪은 상실에 대해 소

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은 상실에 대한 정서적 결과

로서 혼란감과 무력감을 느끼기에 죽음이나 상실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느

꼈던 아동기로 퇴행하고 싶을 수 있다(Granot & Ferber, 2005). 이처럼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탈북 및 정착과정에 여러 유형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상실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한 개

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은 아동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학령기라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발달단계의 특징은 이들의 일부 문제를

더욱 표출되도록 만들기도 한다. 여기서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겪고 있

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서행동문제를 살펴본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불안, 우울 및 위축과 같이 내면

화된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공격성이나 주의력 저하처럼 외현화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여기서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로 불안, 우울, 위축, 공격

성, 주의력 저하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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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

북한에서의 어려운 생활 및 탈북과정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는 아동에

게 불안을 유발한다. 불안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인지가 혼합된

기분상태로 미래의 위협을 염려하여 앞서 보이는 반응이다(Craske,

1999). 위험을 감지하여 느끼는 불안은 어느 정도 적응적이라 볼 수 있

으나 불안이나 공포로 인하여 환경에의 적응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문제

를 일으키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불안 장애로 발전한다(Berman,

Weems, Silverman, & Kurtines, 2000).

아동기 불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아동기 불안 증상이 만성화

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병리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신

건강 문제로 불안을 호소하는 성인들의 대부분이 청소년기부터 불안증세

가 시작되었으며, 아동기의 불안이나 공포의 경험에 의해 유래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홍강의, 2005). 그리고 아동기 불안은 만성적 불안이나 다

른 정신 병리로 전환되거나 공존병리가 증가하도록 만드는 위험요인으로

(박진아, 정문자, 2007), 학업부진이나 또래관계의 어려움, 낮은 자존감,

고립감 등 정신건강의 여러 가지 측면에 악영향을 미치며 자살의 위험성

을 높이기도 한다(고인숙, 이숙희, 2010; Chavira, Garland, Yeh, McCabe

& Hough, 2009).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불안 관련 정서문제는 몇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가벼운 불안증상에서부터, 불안장애, 충격적인 경험을

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 또한 스

트레스 반응이 일정 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의 적응

을 방해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탈북과정에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한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국경을 넘을 때 국경수비대에게 걸리지 않

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며, 함께 도강을 하는

아동에게 이를 주지시키게 된다. 불안감 속에서 국경을 넘어 무사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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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도착해서도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북송되지는 않을까라는 끝없는

불안과 극심한 공포를 경험한다(이순형 외, 2007). 제 3국에 도착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캠프까지 이동하기 전까지 지인들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 사망 소식을 들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강재희, 2011).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남한 정착기간 동안 불안정한 가족환경을 경험하

며 불안을 느낀다. 북한이탈가정의 부모는 남한 사회의 성역할을 접하게

되면서 갈등을 겪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부부갈등을 겪고 이

혼을 하는 비율이 높다(이윤진·이정림·김경미, 2012). 이 과정에서 부모

와 떨어져 조부모와 살거나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친밀감을 형성했던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 아동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안전감을

잃을 수 있으며 분리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불안증상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에 따르

면 탈북 아동, 청소년들의 다수가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만 7세에서 14세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불안 증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조사한 연구(이인숙, 박호란, 김윤수, 박현정, 2011)에서

조사대상의 점수는 평균 29점으로 상당 수준의 각성 증상을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만 9세에서 19세의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

른 연구(김예영, 2006)에서도 조사대상의 48.8%가 두통, 복통 등의 불안

장애 증상을 보여,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보이는 불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우울

우울은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 중 하나로 부정적인

자기평가, 집중 곤란, 우유부단, 피로감 등의 부정적인 증상으로 인해 부

적응 행동을 초래한다(신세니, 유승희, 조희숙, 2008; 이신숙, 2008). 북한

이탈가정 아동의 우울증상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우울증상이 재발이 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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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Emsile, Rush, Weinberg, Kowatch, Hughes, Carmody &

Rintelmann, 1997), 다른 심리적 증상과 마찬가지로 성인기까지 만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홍강의, 2005). 아동기 우울장애는 청소년기와 성인

기의 심리적 장애의 위험성을 높이는데, 아동기에 우울장애의 진단을 받

은 아동을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추적했을 때 우울증상의 빈도, 자살기

도, 양극성 장애의 발병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고 사회 적응 문제 역

시 많았다는 보고가 있다(Weissman, Goldstein, Moreau, Adams,

Greenwald & Wickramaratne, 1999).

아동은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대처반응이나 외부적인 대

항 원천이 적으며 정서적· 지적으로 미숙하므로 장애가 더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우울로 인해 여러 가지 신체 증상 및 극심한

무력증, 피로감 권태감의 증상을 나타내고 가출이나 자살, 비행, 공격성

과 같은 문제행동, 부적응 행동과도 연관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

치가 필요하다(조옥자, 현온강, 2005).

우울의 원인은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다. 심리 장애에 따라 문제

가 되는 주된 인지내용이 다르다고 가정하는 인지내용 특정성 가설

(Beck, 1979)에 따르면 위험과 관련된 인지내용은 불안과 관련되어 있으

며 상실은 우울과 관련되어 있다(양윤란, 2015). 상실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가진 어떤 것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친밀한 사람들과 헤

어지는 경험, 신체적 건강을 잃는 경험 등을 포함한다(최선재, 안현의,

2013).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탈북과정에서 자신이 지내던 곳을 떠나오고,

남한 정착 후에도 가족환경의 변화로 또래, 친인척, 때로는 가족 등 친밀

감을 유지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실되는 경험을 한다. 또한 힘든 탈

북과정을 거쳐 오면서 아동의 건강이 쇠약해지게 되는데 신체적 건강을

잃는 것도 우울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유진아, 2015).

우울의 원인에 대한 다른 설명으로 어린 시절 가족 간의 원만하지 못

한 생활과 관계가 있다는 정신분석학적 설명이 있다(Blatt, 1974). 가족

내의 폭력, 학대로 인한 분노가 아동에게 내면화되면서 아동이 우울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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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낼 수 있다(안동현 외, 2003).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

는 치료에는 이들의 우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위축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또래관계나 학교생활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

도 한다. 위축된 아동은 과묵하며 행동 억제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낮은

사회적 접근성을 보인다(Hartup, 1996). 위축된 아동들은 또래들에게 먼

저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며 의사소통에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높은 질의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자아상이 왜소하며 부정적 자기인

식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진아,

2015).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가장 자리 쪽으로

사람을 치우치게 그리거나 작게 그리고, 얼굴의 일부를 생략하였다. 또한

로샤 검사에서도 손상된 반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검사결과는 북

한이탈가정 아동이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위축과 관련된 요인으로 애착을 들고 있다. 부

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며 이러한 아

동이 맺는 친구관계의 질은 서로 간의 지원 및 신뢰 정도가 낮았다. 이

처럼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아동의 위축성을 예언해주는 주요 요인

이다(Rubin, Coplan, & Bowker, 2009).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어린 시절 부모와 분리된 경험이 있거나 부모의

불화, 가족 내 방임 및 학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유진아, 2015),

이러한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관계가 아동의 위축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하여 아동이 의미

있는 타인들과 긴밀하게 맺고 있는 관계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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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격성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가정 내에서 충분한 상호작용 방법을 배우지 못

해 또래관계를 맺는 방법에 있어 공격적이며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유진

아, 2015).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대인관계에서 대체적으로 사랑받고자하

는 욕구가 많으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공격적으로 대하는 대상에 대해

서 적대적으로 반응하면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표현하는 공격적 특성과 관련하여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의 어려움

을 적절하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

다. 즉,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내재된 분노와 화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

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상담은 북한이탈가정 아동에게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분노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준다.

또한 상담 개입을 통해 타인에게 지지받고 수용 받는 경험을 제공함으

로써 좌절되었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

하도록 한다. 관계에서의 긍정적 경험을 늘려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한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타인과의 구체적인 사회적 기술을 모델링함

으로써 대인관계 기술을 개선할 수 있다.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내면의 공격성을 관계에서 부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내면화 분노

를 해소함과 동시에 상담을 통하여 관계에 대한 표상을 변화시키고 사회

적 기술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5) 주의력 저하

북한이탈가정이 학교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문제로 학업 수행시의 주의

산만함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잘 집

중하지 못하고, 한 가지 과제를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등 주의산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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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된다(박모란, 2002). 주의산만함은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력이 혹은 각성도에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홍강의, 2005).

Werry는 아동의 과잉행동 및 주의산만한 행동을 두 가지로 구분지어

서 논의하였다. 한 가지는 주의산만한 행동이 ADHD와 같은 질병과 관

련되어 나타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잉행동과 주의산만함이 스트

레스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관점이다. 두 번째 관점에 따

르면 아동은 ADHD가 아니어도 다른 심리적 이유에 의해서 또는 스트

레스 상황에서 과잉행동 및 주의산만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Werry, 1992). 아동기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우울증, 양극성 장애,

뚜렛장애, 불안장애,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서 주의산만함과 과잉행동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알려져 있다(홍강의, 2005).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탈북과정에서의 외상 및 가정환경에서의 어려움

에서 오는 정서적 문제 때문에 주의가 산만한 행동문제를 보일 수 있다

고 생각된다. 특히 학령기 아동이 보이는 주의산만한 행동은 학업실패와

사회적응 곤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초등학교 시기는 학업

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이므로 아동의 주의산

만한 행동은 추후 학업성취를 부진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

에게 있어서 학업 부진은 학교부적응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보이는 정서적 문제를 해소하여 자극에 쉽

게 주의가 분산되고 영향을 받는 북한이탈가정의 주의산만한 특성을 상

담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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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대상 상담접근의 원리

여기서는 아동상담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위기 집단 아동 대상의 선

행연구고찰과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위기극복과 적응향상을 위

한 효과적 치료적 접근을 도출한다.

1) 아동중심 집단놀이치료의 적용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요인으로 상담학자들은 내담자요인, 관계요인,

기대요인, 상담양식을 들고 있다(Lambert, 1992). 먼저 내담자 요인은 내

담자의 장점, 신념, 가치, 경험, 능력, 변화와 성장의 잠재력을 의미한다.

관계요인은 상담관계에서의 감정이입과 온화함, 진지한 관심, 수용, 격려

와 같은 상담자의 이론적 배경을 초월하여 다양한 상담방법에서 활용되

는 요인이다. 기대요인은 내담자가 가지는 상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말하며, 상담양식은 상담자가 사용하는 상담이론과 기법을 말한다. 이 네

요인들은 상호관련성이 있어 한 요인의 영향력이 증가되면 다른 요인들

도 동반하여 상승된다. 예를 들어, 내담자 중심적인 상담은 상담자와의

관계 요인인 수용과 진지한 관심 등을 인식하게 만들어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상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 중 상담자가 사용하는 상담

이론과 기법을 말하는 상담양식은 상담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주

목을 받아왔다. 상담양식은 상담과정을 구조화하는 정도와 상담자의 역

할에 따라 크게 지시적, 비지시적 방식으로 나뉜다(서영석, 2004). 지시적

상담과 비지시적 상담의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는 미국 내 다문화적 심

리치료에 관심이 있는 상담심리학자들을 통해 제기되고 발전되어왔다

(Sue & Sue, 2012; Morrison et al., 1978). 이들의 관심은 서양의 개인주

의적 문화를 토대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전통적인 상담기법들이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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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달리하는 내담자들에게 과연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내담자 중심적인 과정과 정서적 정화를 강조

하는 전통적인 상담기법은 권위에 대한 존경과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강

조하는 아시아인들의 문화가치와 상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e &

Sue, 2012).

이러한 주장은 미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일부 지지되었

다. 미국 대학생에 비해 아시아계 유학생들은 상담 장면에서 좀 더 수동

적이며, 상담자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정적이고 명쾌한 답

변을 들려주는 권위 있는 상담자의 지시적인 상담을 선호하였다(Yuen

& Tinsley, 1981).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학자들 간에 일치되지 않은 견

해를 보인다. 미국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정 상담 양식

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결과(Bluestone & Vela, 1982)가 제시되기도 하며

오히려 지시적인 상담기법보다는 내담자 중심적인 상담기법을 선호한다

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Atkinson & Matsushita, 1991). 미국 내 한

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한국인들은 지시적 상담과 내담자 중

심적인 상담의 선호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Kang, 1992).

성인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 중심적 상담접근과 지시적이고 구조적인

상담 접근의 효과를 살펴보는 논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상담

에 있어서도 이론적 접근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아동상담자

들이 어떠한 이론적 접근을 취하는지를 연구한 결과, 주로 상담자의 가

치, 인성, 경험이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다(Buckman & Barker,

2010; Witteman & Koele, 1999). 상담자의 성격과 교육적 배경, 자신의

이론적 정향, 슈퍼바이저의 접근, 상담 훈련 코스에서 강조하는 이론적

접근에 따라서 상담 접근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ckman &

Barker, 2010; Witteman & Koele, 1999). 즉, 이론적 접근을 선택함에 있

어서 내담자를 덜 고려하고 상담자 자신의 경험이나 성격, 가치를 좀 더

우위에 두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시적 접근과 아동중심 접근의 놀이치료는 치료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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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가져오는데 전체적인 효과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Bratton et al., 2005). 즉, 비지시적 접근으로 활용한 아동상담과 지시적

접근을 적용한 아동상담에 있어서 이론적 접근의 차이만으로는 두 이론

의 효과를 비교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담자의 이론적 접근에 따른 상담의 효과는 내담자의 통제소재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바 있다(Abramowitz et al., 1974). 내담자가 내

적 통제소재를 가진 경우 내담자 중심 상담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내

담자가 외적 통제소재를 가진 경우 지시적 상담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

다. 그러므로 특정한 내담자를 위해서 상담 개입을 개발할 때 놀이치료

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이론적 접근 뿐 아니라 내담자의 변수, 현재 나타

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타나는 경험적 증거를 동시에

고려해야한다(Kenney-Noziska, Schaefer, & Homeyer, 2012). 이러한 결

과를 볼 때 특정 상담양식이 특정 집단에 선호되며 상담의 효과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내담자들의 문제, 문화

적인 배경, 연령 등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 개입을 선택하고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양식으로 아동중심 집단놀이치료의 효과(Baggerly,

2004; Su, & Tsai, 2016)가 제시되고 있지만, 내담자의 연령 및 문화적

배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집단놀이치료에 있어서도 그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놀이를 활용한 아동 집단상담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집단놀이치료이

다. 집단놀이치료는 놀이의 치료적 힘을 활용하여 아동의 감정, 생각, 욕

구를 표현하도록 하는 정신내적 상담과 집단 속에서 아동이 소속감을 발

전시키고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는 대인간 상담이 결합

된 형태의 아동상담접근이다.

집단상담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또래와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활동을

해나가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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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단 상담을 통해서 감정을 공유하고 직면하며 새로운 대처방법을 학

습하고 또래간의 지지를 경험할 수 있다. 성인의 집단 상담과는 달리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에서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강조되기보다

는 아동의 개별적인 목표가 보다 강조된다(Sweeney & Homeyer, 1999).

즉,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에서는 집단 속에서의 아동 개개인의

목표에 초점을 두고 집단이 운영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

에서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고유한 문제에 맞는 아동중심적 치료 접근

을 활용하되, 집단 안에서 아동 개개인의 목표에 초점을 두어 아동의 심

리적인 문제에 개입한다.

2) 위기 집단 아동 대상 상담접근의 특징과 한계

아동은 적응에 유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성인이나 청소년에 비해서 위

기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 개입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난민

아동 수의 증가와 더불어 위기 집단 아동의 적응 향상을 위한 상담 개입

에 대한 연구(Bjorn, 2013; Jordans et al., 2009)는 최근에 들어서야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기 집단 아동 중 난민 아동은 이주 후 대체적으

로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하는 사회에 잘 적응을 해나간다. 이러한 경우

는 가족이 기능적이며 사회적 지지가 잘 제공될 때(Bjorn, 2013)이기 때

문에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난민 아동의 경우 적응의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

위기 집단 아동에 대한 상담 방법으로는 창의적 표현 활동, 심리 교육

적 활동, 즐거움을 주는 활동과 같이 놀이 및 미술 활동 등의 매체를 활

용한 상담이 널리 쓰이고 있다. 성인 난민의 상담에서는 노출치료나 이

야기 치료와 같이 구체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다루는 치

료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기 집단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증상에 대한 개입은 소수(Jordans et al., 2009)에

그치고 있으며, 대신 놀이를 활용한 상담접근이 보다 널리 적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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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위기 집단 아동 중 난민 아동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환

경에서 오므로(Miller & Billings, 1994), 구체적인 증상을 다루는데 적합

한 상담접근을 활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아동이 선택하

여 하도록 할 때 아동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창의적인 활동은 위기 집단 아동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

고,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정서를 지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아동의 자존감, 문제해결, 갈등 해소 등의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인 장점이 있다(Tyrer & Fazel, 2014). 특히 놀이를 활용

한 상담 전략은 아동 내담자에게 특히 적합하다. 성인의 상담이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아동은 인지능력이 미숙하여 행동화하려

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화를 주된 방법으로 하는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기 집단 아동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놀이나, 게

임, 예술적인 활동을 위주로 하는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chaefer & O’Conner, 1994).

그런데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표면적으로는 동질적인 문화에 정

착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과소평가되거나 적응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설정된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다른 체제 내에서 이질적

인 문화 속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동일한 민족

적 정체성을 갖기에 표면적으로는 동질적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한이

탈가정 아동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은 과소평가되고 성공에 대한 기

대는 높게 설정된다. 따라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경험하는 내재된 심리

적 문제는 드러나는 것보다 클 수 있고, 문제해결에 실패할 때에 좌절감

은 클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상담할 때에는 내재된 심리

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장기간의 상담이 필요하며, 상담과정에

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유능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듯 북한이탈가정 아동과 위기집단 아동 중 난민 아동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상담할 때는 이들

의 심리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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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이탈가정 아동대상 상담의 기본원리

위기 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연구고찰을 통해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적응 향상을 위한 상담접근으로 집단놀이치료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나 북한이탈가정 아동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치료 접근의 구체적

인 원리가 달라진다. 여기서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

시할 때의 구체적인 원리를 살펴본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강란혜, 2008; 정옥환,

2006)에서는 아동의 외상을 다루는 부분이 미흡하거나 포함되지 않았다

는 제한점이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 이주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

건과 역경을 경험하고 외상에 대한 경험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

을 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상담 과정에 있어 필수적이다(김창대, 2014).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

을 위한 상담에서 외상을 다루는 부분이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아동에게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반응은 외상 후

놀이(posttraumatic play)이다(DSM-5, 2013).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자

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동이 경험한 심리적 외

상 또한 놀이를 통해서 드러난다. 외상후 놀이는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아동이 사건 후 며칠에서 몇 주 내에 사건을 놀이로 표현하거나 극화하

거나 얘기하기 시작하는 놀이를 지칭한다. 언어적 표현이 제한되어 있는

아동을 상담할 때 외상 후 놀이는 아동이 경험한 심리적 외상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외상 후 놀이를 통해서 심

리적 외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장면을 포착하여 치료적으로 다

뤄나간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상담함에 있어서도 이들이 자신의 심리

적 외상을 외상 후 놀이를 통해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상

후 놀이는 아동의 자연스러운 놀이표현 속에서 나타나므로 아동이 주도

하는 놀이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므로 아동이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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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현과 노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심리적 외상이 외상 후 놀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할 때는 비구조화된 접근, 즉 아동중심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편안하게 자신의 심리적 외상을 재연

하기 위해서는 비구조화된 아동중심 놀이치료 접근으로 아동의 자기표현

을 촉진하여야 한다.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아동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으로 그 감정

에 압도되어 있다. 이 때 아동이 놀이를 통하여 자신이 경험한 외상사건

을 재연하게 되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서 부정적 감정을 숙달할

수 있다(Terr, 1990). 이 때 놀이는 외상을 경험한 아동에게 내적인 변화

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Findling, Bratton, &

Henson, 2006).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아동은 자기노출과 표현을 통해서

내적인 긴장과 불안을 해소해나갈 수 있다.

아동이 외상 후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노출하

면 재연하고 표현하지만 이 놀이를 통해 아동 스스로 불안을 감소시키기

에는 불충분한 경우 상담자는 아동이 편안해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의 놀

이 변화를 제안할 수 있다(Terr, 1983). 외상을 입은 아동이 외상 후 놀

이를 반복적으로 할 때에는 치료자가 개입하여 아동의 불안감을 경감시

키기도 한다(Mann & McDermott, 1983). 치료자가 아동의 외상 후 놀이

를 함께 다루는 방법으로는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을지, 사람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아동과 함께 생각

해보고 아동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바꾸어보도록 할 수 있다. 아동에게

반복적이고 침투적으로 떠올랐던 외상이 정서적으로 잘 처리되고 나면

외상에 대한 대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 상담을 시행하고 결

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강란혜, 2008; 정옥환, 2006)에서는 실시한 상담

개입이 효과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들에서는 구조화된

상담으로 단기간에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다루려다보니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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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가정 아동이 보이는 심리적 특성을 상담 회기에 충분히 반영하여

다루었다기보다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상담자가 교육을 하고 아동이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나누는 방식의 구조화된 심리교육접근으로 이루어

졌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접근이 효과적이기도 하나, 참여하는 집단

원들의 욕구에 맞추기 보다는 상담자가 집단의 목표와 과정 등을 정해놓

고 집단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구조화집단에 비해 더

깊은 수준의 경험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윤관헌, 이장호, 최송미,

2006). 그러므로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을 진행함

에 있어서 구조화된 방식보다는 비구조화된 방식을 선택하여 북한이탈가

정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고자하며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개입에는 외상을 다루는 부분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

동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놀이를

통한 치료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므로 개입방법으로 놀이치료를 적

용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외상을 경험한 아동의 외상 후 놀

이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단작업, 즉 집단놀이치료를 통해서 북

한이탈가정 아동이 느끼는 이질감과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며 소속감을 느끼고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한다.

집단놀이치료를 진행할 때에 상담자가 이끄는 방식보다는 아동이 스스로

과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비구조화된 방식이 내담 아동들의 내면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담과정을 통

해 내담 아동과 상담자 간의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켜 손상된 애착관계를

재경험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상담은 그 상담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집단으로 이

루어지는가에 따라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아동은 집단 상담을 통해서 개

인 내적인 문제를 해결함(Sweeny & Homeyer, 1999)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에서의 발달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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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윤관헌 외, 2006). 또한 집단 상담을 통해 아동

은 집단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또래에게서 긍정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

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분노를 적

절하게 표현하는 방법과 갈등을 원만하게 협상하고 조율하는 사회적 기

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장을 제공하는 집단 상담이 적절하

다고 생각된다.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강란혜, 2008)에서 북한이탈가정 아

동에 대한 상담개입을 집단으로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북한이탈가

정 아동이 정서적인 지지를 느끼며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

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함께 어떠한 작업을 함께 해본다거나 서

로 간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활동이 다소 부족하여 집단 활동이 갖는

치료적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난민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도록 동기화하는 집단 활동을 구

성하는 것이 긍정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강조였으므로(Waaktaar

et al., 2004),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위한 상담 개입에 집

단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활용한다. 아동이

즐거움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은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이므로(Axline, 1947; Ginott, 1994;

Landreth, 2012; Schaefer & O’Conner, 1994),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가

정 아동을 위한 상담에 있어서 놀이를 활용한 상담 접근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담 원리 및 전략을 통해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집단놀이치료를 진행하여 놀이치료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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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이 연구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의 놀이의 특성

을 살펴보고, 집단놀이치료과정에서 나타난 놀이, 관계의 특징과 그 변화

를 밝혀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집단놀이치료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집단놀이치료에서 아동의 놀이는 아동이 표현하는 것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아동의 놀이의 특성을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놀이에서 하는 의미 있는 활동, 오랫동안 지속하거나 집중하는

활동, 놀이의 주된 내용과 기능으로 보았으며 이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관계의 특성은 집단놀이치료에서 내담 아동이 상담자-아동, 아동-아동

관계에서 관계 맺는 특성, 놀이 안에서 나타나는 관계 양상이 이들의 관

계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관계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집단놀이치료를 통한 내담 아동의 변화는 아동이 보이는 문제, 내면화,

외현화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하며, 변화가 일어났던 회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아동이 보이는 놀이의 특성과 변화는 어떠한가?

1-1.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아동이

보이는 놀이의 특성은 어떠한가?

1-2.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아동 놀

이의 양상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아동이 보이는 관계의 특징과 변화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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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아동이

보이는 관계의 특징은 어떠한가?

2-2.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아동이

보이는 관계의 양상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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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집단놀이

치료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해당되는 사례에 대한 일반적

이고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Hays, 2004), 사

례가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상,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된다.

또한 하나 또는 복수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할 때, 특정한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례가 갖는 의미를 얻고자 할

때, 시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이나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할 때 적절한

연구형태이다(Merriam, 1998).

이 연구는 처해있는 배경과 이전의 경험이 매우 상이하여 복잡한 특성

을 지니고 있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놀이치료를 실시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려는 연구이므로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가 적절하

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의 상담계획 및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IRB No. 1511/002-005).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2~3학년의 북한이탈가정 여아 4명이었

으며, 아동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안학교의 교사와 교감이 참여하

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대상 아동의 상담을 진행한 상담자로 참여하였

다.

연구 대상 아동에 대한 모집은 서울에 위치한 탈북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이 학교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 중에서도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요구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

지는 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학생의 학업에 대한 욕

구, 정서행동문제의 심각도, 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하여 선

발한다고 하였다. 교감의 보고에 의하면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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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2)
입국

시기

학년

(연령/성별)

부모의 출신지
가정환경

부 모

3A-E 2014년
3학년

(9세 8개월/여)
북한 북한 부모 이혼

3A-I 2014년
3학년

(9세 7개월/여)

중국 연변

(조선족)
북한

부모 사별

(아버지 사망)

3B-I
남한

출생

3학년

(9세 0개월/여)
북한 북한 부모 이혼

2B-E 2014년
2학년

(8세 6개월/여)
북한 북한 부모 이혼

른 탈북 아동을 위한 대안학교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

고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동을

대안학교 교사로부터 추천받았다. 추천 받은 아동 중 집단 참여에 문제

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제외하고 아동의 부모가 연구 참여 의사

를 밝힌 여아 4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오

전에는 대안학교 인근의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2, 3학년에 재

학 중인 4명의 여아이다. 아동들은 방과 후에는 대안학교에 모여 수업을

받고 숙제를 한다. 대안 학교의 일정은 저녁 6시 정도에 끝나며 연구 참

여 아동들은 모두 대안학교 근처의 기숙사에서 단체로 생활하고 있다.

아동의 발달력과 주호소 문제, 가정배경, 양육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하

기 위해 어머니와의 면담을 두 차례씩 진행하였다. 기본 인적 사항은

<표 Ⅳ-1>와 같고,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특징과 가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표 Ⅳ-1> 연구 대상 아동의 기본인적사항

2)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자료는 모두 가명으

로 처리하였다. 연구에서는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아동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기호로 제시하

고자 한다. 상담을 두 집단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집단에 따라 A, B로 나누고, 학년을 의미하는

2, 3의 숫자를 부여하였다. 또한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E, 내면화 문제를 보이는 I로 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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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아동

여기서는 연구 대상 아동과 아동의 가정배경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탈북 및 남한 정착 과정, 가정 배경, 아동의 특징에 대한 부모 보고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➀ 3A-E

3A-E의 탈북 및 남한 정착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담 아동의

부모는 북한에 있을 때 아주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으나, 내담 아동 아버

지의 벌이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부 갈등이 있었다. 아동

의 아버지는 아동이 백일 때부터 외국에서 수년간 벌목공 일을 하느라

떨어져 지냈고, 어머니도 돈을 벌기 위해서 3A-E를 친정에 맡기고 떨어

져 지낸 적이 있었다. 내담 아동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환경

에서 살고자 3A-E가 일곱 살 때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

탈북 후 남한에 와서 3A-E의 아버지는 일을 하였는데 3A-E의 어머

니는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은 형편 때문에 남편과 여전히 불화를 겪었

다. 남한에 와서는 직장의 기숙사에서 지내는 남편이 연락을 잘 하지 않

는 등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잦은 다툼을 겪다가 이혼하였다.

어머니의 보고에 의하면 내담 아동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하

게 느끼고 있다. 아동이 아버지를 대할 때는 서먹해하며 집에 아빠와 둘

이 있으려고 하지 않고 싫은 내색을 할 정도라고 한다.

3A-E의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가 기반이 없으니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늘 말하며 알아서 하라고 해왔다. 어머니

는 지금까지 3A-E를 키우면서 책가방을 열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고 잘 모른다고 하셨고, 3A-E가 스스로 알아

서 해왔다고 보고하였다.

내담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의 가장 큰 문제를 친구들에게 냉정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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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아동이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쉽이 있어

자긍심을 갖고 있기는 하나, 또래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냉정하게

대할 때가 있다고 하였다. 가끔 엄마와 통화를 할 때도 ‘잘 지냈는지’를

물으면 ‘응’하고 대답하는 것이 다 일 뿐 엄마에게 마음을 내보이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아동에 대해서 어머니가 보고를 할 때, 어렸

을 때부터 아동이 떼를 부리거나 고집을 부린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였

다. 아동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도 부모의 설명을 들으면 포기하곤

했다고 했다. 이러한 점은 어머니가 내담 아동의 강점에 대해서 말한 내

용이었으나 상담자가 생각하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담 아동이 욕구를

발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억압해왔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다소 친밀감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졌다.

➁ 3A-I

3A-I의 어머니는 북에 있을 때 탈북을 목적으로 중국 조선족 남성에

게 시집을 갔고, 그 후 내담 아동을 낳았다. 3A-I의 어머니는 내담 아동

이 두 돌이 되기 전 탈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감옥에 6년을 수감되어

있었다. 내담 아동은 중국에서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오빠와 할아버지와

살았다. 내담 아동을 키워주던 할아버지의 형편이 어렵게 되자 고모들이

방문하여 3A-I를 다른 집에 보내라는 요구가 있었다. 3A-I의 오빠는 가

족 중 누군가가 3A-I를 남의 집에 보낼까봐 아동을 업고 매일 학교에

갈 정도로 우애가 남달랐다.

내담 아동의 어머니의 수감생활과 그로 인한 가족의 변화 때문에 내담

아동의 부모의 불화는 매우 심각했다. 매일 밤 다투어 경찰이 집에 여러

번 출동할 정도였으며 상담을 시작하기 보름 전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3A-I의 어머니는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서 몸 이곳저곳이 많이 아프다고

했으며 3A-I의 학업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여서 자녀를 대안학교

에 맡겼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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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보고에 따르면 3A-I는 엄마를 다소 엄격한 편이라고 생각하

고 있으며, 어버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담 아

동은 중국에서 할아버지, 오빠와 함께 컸기에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한

기억이 별로 없고 부모자녀간의 친밀감이 부족하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

동이 집에 왔을 때는 엄마와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은 걸 알지만, 돈

도 벌어야 하고 몸이 아프고 귀찮기도 해서 놀아주지 못한다고 보고하였

다. 내담 아동의 어머니는 오랜 수감 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외상으로 일

상생활의 적응은 겨우 하고 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는 힘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네 명의 어머니 중 자녀에 대한 친밀감

도 가장 적어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하고 있지 못

했다. 그래서인지 내담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의 또래관계의 문제나 심리

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못하였다.

➂ 3B-I

3B-I의 아버지는 탈북하여 남한에서 거주하던 중 북에 있을 때 직장

에서 알고 지내던 어머니를 탈북 하도록 도왔다. 3B-I의 어머니는 직장

에 다니면서 본 3B-I의 아버지가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가족에게도 알

리지 않고 남한 행을 택했다고 한다. 둘은 남한에서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였으며, 3B-I를 낳았고 결혼생활을 했다. 3B-I가 백일 정도 되었을 때

시댁의 요구로 일을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직장에서 다양한 일을 맡고

있어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그 때문에 3B-I는 어려서부터 영아전담 어

린이집에서 오랜 시간 맡겨져 생활하였고, 엄마가 출장을 가면 어린이집

원장이 종종 데리고 자기도 하였다. 아동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다정한

면이 있었으나 도박에 빠지게 되었다. 3B-I의 어머니와는 그로 인한 가

정불화를 겪었고, 아버지는 술을 먹으면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러한 이유

로 부부는 이혼하였다. 이혼 후 어머니는 일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방 출

장이 잦은 까닭에 아동을 대안학교에 맡기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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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어머니는 내담 아동이 어머니를 바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동이 폭력에 시달린 까닭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크다. 어머니의 보고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하기 전

아동은 활발하여 친구들을 몰고 다니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이혼 전 부

부가 불화를 겪는 과정에서 부부 싸움이 잦았는데, 아동은 어머니가 아

버지에게 대들거나 말대꾸를 하게 되면 맞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아동의 자기표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성

격도 위축된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이혼 직후에 아동은 복지관에서 상

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성격이 조금 밝아지게 되었으나 여전히

성격이 꺾였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자신감이 많이 낮아져 있다고 보고

하였다. 내담 아동의 어머니는 실제로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는 못하지만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구체

적으로 보고하였다.

➃ 2B-E

2B-E의 부모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2B-E를 낳았고 결혼생활을 몇

년 지속하다가 북에서 이미 성격차이로 헤어졌다. 이혼 후 2B-E의 어머

니는 북에서 장사를 했고 그게 잘 되어 부유하게 살았다. 2B-E의 어머

니는 박사까지 한 언니보다 잘 살게 되면서 내가 공부까지 했었다면 얼

마나 더 잘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자식은 꼭 교육을 잘 시키리라

결심했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2B-E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 2B-E 어머

니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평양으로 이주하여 북한에서 체제선전을 위해

설립한 유명유치원에 내담 아동을 보낼 정도였다. 2B-E 어머니는 교육

에 대한 열의는 높지만 실제로 2B-E를 품에서 양육하지는 못하였다. 북

에서 2B-E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2B-E의 어머니는 이혼 후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며 자녀교육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2B-E를 기숙사형

유치원에 보냈다. 결국 대안학교에 다니는 지금까지 2B-E는 엄마 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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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모녀가 탈북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아동이 6살 때 친정 근처에 나들이

할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지인을 만나 남한의 생활에 대해서 듣고 나서

였다. 2B-E의 어머니는 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았으니 남한

에 가서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니며 살고 싶어서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

하고 탈북을 감행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을 설득했던 사람이 일

종의 브로커였다. 그렇게 속아서 탈북을 하게 되었다.

2B-E의 어머니는 남한의 생활이 정말 고되고 북에서보다 오히려 삶의

수준이 낮아진 생활이 불만족스럽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한 번씩 기숙사에 있는 아동에게 전화를 하여 하소연을 하곤 할 때가 있

는데, 이 때 아동은 엄마에게 “엄마! 나도 힘들어!” 하면서 울곤 한다고

한다. 2B-E의 어머니는 자녀를 품 안에서 키우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넉

넉하게 크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과잉보상으로 자녀에게 물질적으

로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에게 잘 해주고 싶지만

막상 어떻게 키워야할지 막막하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는 아동이 잘 컸으면 하는데 기숙사에서 또래들에게 거부되고

있다는 사실이 속상하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이 함께 지

내는 언니들에게 말대꾸하고 대들며 물건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도 하는 등 미운 짓을 골라서 한다고 보고하였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

을 때는 훈육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욕을 하거나 뺨을 때

리는 등의 심한 체벌을 한다고 했다.

내담 아동의 어머니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문

제행동의 원인이 아동의 가정 배경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동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

생한다고 생각할 뿐 아동과의 관계에서 양육 태도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

한 통찰은 다소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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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제공자

연구자는 아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자로서 아동의 주변인물을 만났

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어머니, 대안학교 교사, 대안학교 교감, 기숙사

사감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➀ 대안학교 교사

연구 참여 아동이 지내고 있는 대안학교에는 아동에 대한 실무를 담당

하는 북한 출신의 교감 1인(40대, 여)과 남한 출신인 교사 1인(40대, 여)

이 있다. 교감은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들에게 생기는

사사로운 문제까지도 조언하며 북한이탈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남한사회

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남한 출신 교사는 대안

학교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

고 있다. 연구자는 집단놀이치료를 진행하면서 아동의 놀이나 대화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사와 상의하며 정보를 얻어 집

단놀이치료를 진행하였다.

➁ 기숙사 사감

기숙사 사감 1인(50대, 여)은 연구 참여 아동들이 기숙사에 들어와 자

고 일어나 아침에 학교로 다시 향할 때까지 아동과 가장 오랫동안 지내

는 성인이다. 사감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성인이 된 두 딸과 함께 남한에

왔다. 사감은 북한에서 남편이 수용소에 수감된 후 두 딸을 열심히 키워

왔다. 탈북 후에는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자 열심히 살아왔으며 남

한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다.

사감 선생님은 북에서 두 딸을 키울 때와는 다르게 정을 그리워하는

대안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했다.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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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지내다보니 선생님에게 한번이라도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애절한

아이들의 모습에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때로는 연구대상 아

동들이 교사에게 과도하게 애정적 욕구를 표현하거나 할 때 다소 불편감

을 느낀다고 보고 하였으며, 아동들이 한번 씩 대들면서 억울하거나 부

당한 마음을 표현할 때 힘들다고 하셨다. 사감 교사는 북한과는 다르게

온정적으로 아동을 지도하는 남한의 방식에 다소 괴리를 느끼기도 하지

만 앞으로 통일이 되어서 북에 있는 꽃제비 아이들을 보육하고 싶은 마

음도 있기에 남한의 아동 지도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아동의 기숙사 생활과 상담 전 후에 변화된 점을 살펴보고자 사감선생

님과의 인터뷰를 총 네 차례 진행하였다. 상담 시작 전 한 차례, 상담 과

정에서 두 차례, 상담 과정이 끝난 후 한차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 연구자

집단놀이치료는 아동상담자인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상

담사(한국아동학회), 청소년상담사(보건복지부), 국제행동분석사(Board

Certified Behavior Analyst)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연구자는 2005년

부터 아동상담을 시작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사설

상담센터에서 일해 왔으며 1500시간 이상의 아동상담 임상경력이 있다.

현재는 대학부설 아동상담센터에서 아동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교육 및 수퍼비전은 국제놀이치료학회(Association for Play

Therapists)에 소속되어 있는 놀이치료전문가(Registered play therapist)

에게 총 250시간 이상의 놀이치료교육과 60회 이상의 개인 수퍼비전을

받았다. 2009년, 2011년에는 미국 텍사스에 소재하고 있는 Center for

Play Therapy에서 아동중심 놀이치료에 대한 장기연수를 받았다. 이 연

구에서 상담자는 아동중심 접근으로 집단놀이치료를 실시하여 북한이탈

가정 아동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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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특성에 따른 상담목표 설정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에게 아동중심 집단놀이치료를 실시

하여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여 적응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

표이다. 연구 참여 아동에 따라서 현재 문제나 보이는 증상이 다르므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다.

1) 심리검사 및 교사보고에 따른 아동의 문제

아동의 상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신현균, 2014),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를 실시하였

다.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개별 아동이 현재 보이는 문제 뿐 아니

라 문제의 원인이나 유지 요인을 찾고,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와 성

격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을 대상으로 종

합심리검사 실시 뒤 아동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심리평가를 하

였으며 심리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검사 결과와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자격을 갖춘 검사자 1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인지적 영역의 검사로 한국판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K-WISC-Ⅳ)를

실시하였다. 지능검사 결과를 통해서 아동의 현재 인지적 기능과 수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지각 및 사고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샤검사

(Rorschach test)를 실시하였다. 로샤 검사를 통해서 아동이 환경을 어떻

게 지각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정서 및 성격, 대인관계를 살펴보기 위

하여 문장완성검사, 집-나무-사람 검사, 동적가족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K-WISC-Ⅳ로 측정한 연구대상 아동의 지능검사 결과는 <표 Ⅳ-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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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SC-Ⅳ

3A-E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Full IQ

IQ 지수 92 94 100 97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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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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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성 어휘 이해 상식 토막 공통그림 행렬추리 빠진곳 숫자 순차연결 산수 기호 동형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3A-I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Full IQ

IQ 지수 94 87 63 9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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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성 어휘 이해 상식 토막 공통그림 행렬추리 빠진곳 숫자 순차연결 산수 기호 동형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표 Ⅳ-2> K-WISC-Ⅳ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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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I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Full IQ

IQ 지수 92 111 106 106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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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성 어휘 이해 상식 토막 공통그림 행렬추리 빠진곳 숫자 순차연결 산수 기호 동형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2B-E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Full IQ

IQ 지수 94 87 89 74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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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성 어휘 이해 상식 토막 공통그림 행렬추리 빠진곳 숫자 순차연결 산수 기호 동형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표 Ⅳ-2>와 같이 연구 참여 아동들은 지능검사 소검사의 차이가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인지적 능력의 여러 영역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

기보다는 소검사가 반영하는 능력의 불균형적인 발휘가 예상된다. 특히

주의력을 반영하는 소검사 점수가 낮게 나타나 주의력과 관련된 문제가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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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주의력을 낮추는 원인은 두 가지인데, ADHD와 같이 뇌신경학

적으로 주의력과 관련된 능력에 결함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정서적 불

안정성이 심해 이로 인한 산만함이 주의력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다. 네

명의 연구대상 아동 모두는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주의력 문제를 보

였다. 3A-I는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산만함 외에도 근본적인 주의력

문제의 가능성이 있으나 지능검사를 제외한 다른 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정서적 불안정함으로 인해 주의력 저하 문제가 나타난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에 참여한 네 명의 아동 모두는 정서적 문제로 인한 주의

력 저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민자 아동의 경우 적응하는 동안 겪는 심리적 스

트레스가 아동의 인지 기능을 다소 저하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Weiss, Saklofske, Prifitera, & Holdnack, 2006)가 있다. 특히 심리적 외

상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임

상면담 및 다른 검사에서의 결과를 참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볼 때,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주의력과 관련된 인지적 잠

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로샤 검사(Rorschach test)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연구 참여

아동은 우울감 및 불안감, 공격성과 관련된 정서를 나타냈다. 로샤 검사

의 반응에서 ‘반이 잘라진 나비’, ‘피를 흘리는’, ‘해골’, ‘뼈’, ‘장기’ 등의

인간 부분 반응이나 해부 반응이 많은 것은 아동의 내적인 불안 및 우울

을 시사하는 결과(신민섭, 김은영, 김지영, 2006)라 볼 수 있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화가 난’, ‘간이 찢겨지고’ 등의 표현도 내적 공

격성을 반영(신민섭 외, 2006)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샤 검사의 반

응을 볼 때 연구참여 아동은 평범 반응을 낮은 수로 보고하여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관습적인 지각의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연구 참여

아동의 로샤 검사 반응의 일부는 <표 Ⅳ-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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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schach test

3A-E

- 1번 카드: 화난 드라큘라

- 2번 카드: 얼굴에 피묻은

흡혈귀

- 6번 카드: 울부짖는 모습

- 8번 카드: 뼈, 해골

3A-I

- 3번 카드: 반이 잘라진 나비

- 9번 카드: 해골

- 10번 카드: 혼나는 모습

<표 Ⅳ-3> Rorschach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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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I

- 1번 카드: 악마

- 3번 카드: 코피 흘리는

개구리

- 5번 카드: 집게에 찝힌 나비

- 8번 카드: 밟힌 동물

2B-E

- 6번 카드: 생쥐가 죽은

모습, 간도 찢어지고

뭉개짐

- 정서 반응을 유도하는 6번

이후 카드에서부터 회피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누적되어온 심리적 외상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 부정적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적 자원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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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절하게 정서를 다루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ex. 로샤 검사에서 전체 반응 수에 비하여 D반응이 매우 적은 편으로, 상황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명료한 측면만을 변별적으로 지각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수준과 필요 이상의 주변적인 자극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 연구 참여 아동의 심리적 문제는 아동의 성향에 따라서 또래관계

에서 공격적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위축되고 정서표현을 못하는 문

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내적 갈등이 시사되었

는데, 애정적 욕구가 결핍되어 정서적 교류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심리적 접촉을 두려워하고 감정교류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ex. HTP-집그림에서 창문을 너무 많이 그림. 사람(여자) 그림에서

눈을 지나치게 크게 그리거나 강조하여 그렸고,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해서 안

그림).

교사가 보고한 연구 참여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문제로 아동들의 부적

절하게 정서표현을 한다는 점, 일상에서 부정적 정서가 지배적인 점, 애

정적 욕구가 결핍되어 있는 점, 그리고 학습 시 주의력 문제를 보고하였

다. 정서표현과 관련하여서는 연구 참여 아동들이 평소에는 위축되어 있

는데, 즉 과묵하고 행동 억제적이며 정서 표현을 잘 하지 않다가 한번

씩 분출하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다.

교사는 연구 참여 아동들이 일상에서 불만이 많으며 부정적 정서가 지

배적이라고 하였다. 2B-E의 경우, 숙제가 많거나 수학문제가 어려울 때

등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에서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며 불만

을 끊임없이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연구 참여 아동들은 애정적인 욕구가 결핍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교사가 누구를 편애하지는 않는지 항상 주시하

고 있으며 교사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심리검사 결과와 교사 면담을 통해 도출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 아동은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보였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공격성으로 인한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 학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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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서의 주의집중 문제 등의 외현화된 문제를 보였고,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또래관계에서 위축되어 있고 정

서표현을 하지 않는 등의 내면화된 문제를 보였다. 연구에 참여한 북한

이탈가정 아동의 문제는 우울 및 불안, 위축, 공격성, 주의력 저하 문제

로 요약되었다.

2) 상담목표

심리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와 교사의 보고한 문제를 근거로 설정

한 집단 놀이치료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놀이치료를 통해서

우울 및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한다. 둘째, 또래관계에서 위축되

어 있는 아동이 적절하게 정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또래관

계에서 공격적으로 행동을 감소시킨다. 넷째, 정서 문제를 해소하여 주의

력을 향상시킨다. 다섯째, 정서적 박탈로 인한 애정적 욕구를 충족시킨

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구체적인 상담 설계는 다음

에 제시되었다.

<그림 Ⅳ-1> 아동의 상담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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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놀잇감

가족·양육

인형 가족(2세트), 가구가 있는 인형 집, 아기 인형, 젖병(2개), 공갈젖

꼭지(2개), 목욕놀이세트, 병원놀이, 소꿉놀이, 기차놀이세트, 교통수단,

음식

3. 상담설계

여기서는 놀이환경구성을 통해 집단놀이치료를 실시할 때의 놀이감 구

성 및 배치와 집단놀이치료를 실시할 때 집단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살펴본다.

1) 놀이환경구성

집단놀이치료는 연구참여 아동이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 교실과 기숙사

에서 이루어졌다. 상담은 적합하게 잘 갖추어진 치료실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이기에 적절한 치료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놀잇감을 선택하는데

고심하였다. 성인의 상담에서 언어가 도구인 것처럼 아동의 상담에서는

놀잇감이 중요한 표현수단이 되므로 상담자는 선행연구(Landreth, 2012)

를 참고하여 아동중심 집단놀이치료를 위해 필요한 놀잇감을 준비하였

다.

아동에게 안전하고, 감정이나 놀이주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상

적 놀이나 투사를 가능하게 하는 장난감(Schaefer & Drews, 2011)이면

서, 놀이치료에서 활용하는 다섯 가지 범주의 장난감을 기준(VanFleet

et al., 2011)으로 구성하였다. 다섯 가지 범주의 장난감은 가족·양육, 의

사소통, 공격성, 숙달, 창의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장난감이었으며, 최

종적으로 선정된 장난감을 <표 Ⅳ-4>에 제시하였다.

<표 Ⅳ-4> 집단놀이치료를 위해 선정한 놀잇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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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전화기(3개), 무전기(3개)

공격성 칼(3개), 방패(3개), 총, 수갑(3개), 공룡 모형, 군인, 다트, 화살총

숙달
보드 게임(할리갈리, 부루마블, 텀블링 몽키, 젠가), 해적룰렛 게임, 공

기놀이, 금전출납기, 가게놀이 세트

창의적

표현

모래놀이 도구(모래, 채, 모래놀이 피규어), 가면, 마술봉, 망토, 마녀모

자, 왕관, 변장도구, 손인형, 동물 모형 인형, 물감, 사인펜, 크레파스,

색종이, 반짝이 풀, 점토, 칼라점토, 도장찍기 놀이, 풍선

상담자는 선정된 놀잇감들을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대안학교 교실과

기숙사 방의 매번 같은 위치에 놀잇감을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

여 아동이 놀잇감을 쉽게 찾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배려하

였다. 놀이공간의 크기는 3~4평 정도가 추천되는데(Landreth, 2012), 기

숙사 방과 대안학교의 상담 공간은 3~4평 정도의 크기여서 두 명의 집단

구성원이 자유롭게 놀이하는데 적당하였다.

<그림 Ⅳ-2> 놀잇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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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구성

상담 집단의 크기는 아동의 문제와 발달수준, 상담접근과 관련된다

(Pedro-Carroll & Jones, 2005). 아동중심 집단놀이치료에 대한 선행연구

에서 집단의 크기는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2-3명으로 제한하

고 있다(Danger & Landreth, 2005; Ray, 2011).

이 연구에서는 집단 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면서도 상담자가 내

담 아동 각각에 대한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집단의 크기를 2명으로 진행

하고자 한다. 이렇게 아동중심 집단놀이치료에서 집단구성원의 수를 제

한할 때 상담자가 압도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개입을 제공할 수 있

다(Ray, 2011). 이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은 총 4명으로, 2명씩 두 집단으

로 진행하였다.

총 4명의 아동은 심리검사와 교사 및 부모 면접 결과를 통해볼 때 크

게 내면화 문제를 가진 아동과 외현화 문제를 가진 아동으로 나누어졌

다. 연구자는 아동의 문제 특징에 따라 상담을 위한 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림 Ⅳ-3> 집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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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된 문제나 외현화된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로만 집단을 구성할 경

우 상호작용이 적어 문제가 드러나기 어렵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아동중심 집단놀이치료

의 집단구성에 한 아동의 성격 특성이 다른 아동에게 모델링이 될 수 있

는지가 집단구성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Ray, 2011). 이러한 점을 감안하

여 사회적으로 주장이 약한 내면화된 문제를 지닌 아동과 자기주장이 강

한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한 쌍으로 하여 집단을 구성하였다. 또

한 집단에 참여하는 아동의 성별은 동성으로 구성하였다. 학령기 발달의

특성상 집단에 이성이 섞여 있으면 심리적 역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

으므로 집단은 여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Webb, 1999).

3) 상담회기계획 및 절차

선행연구에서 놀이치료는 대개 30~50분으로 20회기 정도면 상담에 의

뢰되는 일반적인 아동의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충분하며(Carmichael,

2006; Landreth, 2012), 30회기 이상이 되면 최적의 효과를 낸다(LeBlanc

& Ritchie, 2001)는 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위험요인이 많을 것

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집단놀이치

료를 적용하여 개인내적인 문제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

루고자 하므로 총 40회기의 장기상담을 실시하고자 한다. 각 회기는

40~50분씩 실시하였다. 심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상담 시작 전 아동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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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상담절차

회기 집단A 집단B

1회기

상담초기

2015. 11. 2

상담초기

2015. 11. 2

2회기 2015. 11. 4 2015. 11. 4

3회기 2015. 11. 11 2015. 11. 11

4회기 2015. 11. 13 2015. 11. 13

5회기 2015. 11. 16 2015. 11. 16

6회기 2015. 11. 18 2015. 11. 18

7회기

상담중기

(전반기)

2015. 11. 20

상담중기

(전반기)

2015. 11. 20

8회기 2015. 11. 23 2015. 11. 23

9회기 2015. 11. 24 2015. 11. 24

10회기 2015. 11. 25 2015. 11. 25

11회기 2015. 11. 26 2015. 11. 26

12회기 2015. 11. 27 2015. 11. 28

13회기 2015. 11. 29 2015. 11. 29

14회기 2015. 11. 30 2015. 11. 30

15회기 2015. 12. 1 2015. 12. 1

16회기 2015. 12. 2 2015. 12. 2

17회기 2015. 12. 4 2015. 12. 4

18회기 2015. 12. 5 2015. 12. 5

19회기 2015. 12. 6 2015. 12. 6

20회기 2015. 12. 7 2015. 12. 7

21회기 2015. 12. 8 2015. 12. 8

22회기 2015. 12. 9 2015. 12. 9

23회기 2015. 12. 10 2015. 12. 10

24회기 2015. 12. 11 2015. 12. 11

25회기 2015. 12. 12 2015. 12. 12

26회기 2015. 12. 18 2015. 12. 18

27회기 2015. 12. 19 2015. 12. 19

28회기 2015. 12. 21 2015. 12. 21

29회기

상담중기

(후반기)

2015. 12. 23 2015. 12. 23

30회기 2015. 12. 24 2015. 12. 24

31회기 2016. 1.12 2016.1.12.

32회기 2016. 1. 13 2016. 1. 13

33회기 2016. 1. 14 2016. 1. 14

34회기 2016. 1. 15
상담중기

(후반기)

2016. 1. 15

35회기 2016. 1. 16 2016. 1. 16

36회기

상담후기

2016. 1. 19 2016. 1. 19

37회기 2016. 1. 20

상담후기

2016. 1. 20

38회기 2016. 1. 21 2016. 1. 21

39회기 2016. 1. 22 2016. 1. 22

40회기 종결 2016. 1. 27 종결 2016. 1. 27

※ 1.4. ~1.12에 부모자녀놀이 2회기를 실시하였고, 부모면담을 1회기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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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수집

집단놀이치료를 실시하기 전 내담 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호자와 교사에게 접수면접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접수면접지에는

현재 아동의 문제, 현재 문제 및 다른 문제들의 병력, 시기별 발달력(건

강, 인지, 언어, 운동, 사회성, 정서발달), 적응(학업, 또래관계, 교사관계),

가족력 및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북한이탈가정의 부모에

게서 얻은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그리고 추가적인 아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부모와 교사 등 주요한

타인의 면담과 면담 기록지 내용을 종합하여 내담 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림 Ⅳ-4> 접수면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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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절차 및 기법

집단놀이치료는 놀이치료와 집단 상담을 접목시킨 아동집단상담의 한

접근방법이다. 놀이치료가 선별된 놀잇감을 제공하여 아동이 자신의 가

장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매체인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 사고, 경험,

행동을 충분히 표현하고 탐구하도록 촉진하는 과정이라면(Landreth,

2012), 집단놀이치료는 아동의 자연스러운 표현 매체인 놀이를 활용하여

한 명 이상의 아동에게 놀이치료를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Sweeney & Homeyer, 1999).

집단놀이치료를 아동중심 놀이치료 입장에서 적용한 Landreth(2012)는

집단놀이치료를 선택된 놀잇감을 제공하고 집단원간의 안전한 관계를 촉

진하는 놀이치료 절차에서 둘이나 셋의 아동과 치료자가 비지시적이고

역동적인 대인간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아

동은 자신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놀이를 통해 스스로를 탐색하고

적합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으며, 집단과정에서 드러나는 아동의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다루는 등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Danger & Landreth, 2005; Tyndall-Lind, Landreth, & Giordano, 2001).

집단놀이치료는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이론에 입각하여 2인 이상의 집

단에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적용하는 접근방식이므로 아동중심 놀이치료

와 집단 상담, 두 가지 상담 방법의 특징과 장점을 지니고 있다. 놀이치

료에서 아동은 자연스러운 표현방식인 놀이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보

다 쉽게 드러낼 수 있다.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와는 달리 장난감 등을

통해서 표현하게 될 때 아동은 자신의 문제가 덜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

는데, 이 때 놀이는 아동의 방어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Schaefer &

O'Connor, 1994). 또한 놀이감을 가지고 가상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

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

고 다룰 수 있게 된다. 즉, 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보

게 되면서 아동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살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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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놀이과정을 통해 내담 아동은 카타르시스, 정화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억압했을 때보다 그것을

안전하게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해소하고

감정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분노를 느끼는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있었다면 놀이실에서는 어떤

인형을 대상으로 그 분노의 감정을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 때 아동은

놀이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발산하고 정화의 감정을 경험한다.

아동은 집단놀이치료에서 자기 성장과 자기 탐색을 위한 기회를 경험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아동의 정서와 행동의 표현에 대한 집단구성원의

반응과 행동에 의해 촉진된다. 혼자서는 쭈뼛거리며 어색함을 느끼는 아

동도 또래와 함께 놀이실에 있게 되면 보다 편안하게 양육자와 분리될

수 있으며, 또래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위축된 아동

은 치료자와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아동들과 치료사

가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을 관찰하기 배우며 치료자가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서히 관계를 맺으려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집단 회

기에서는 아동은 다른 집단구성원의 정서적 표현과 행동을 관찰하고, 대

처행동, 문제해결기술, 그리고 자기표현의 대안적 통로를 배운다. 치료

집단은 아동이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행동을 숙달하게 하

고, 도움을 주고받게 하며, 대안적인 정서적 표현과 행동적 표현을 적용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집단놀이치료의 단계는 초기, 중기, 후기 및 종결 단계로 나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아동의 상담 목표를 반영하여 상담 기법을

선택하였다. 집단놀이치료의 단계별 상담기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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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초기

상담초기는 내담 아동이 상담자와 다른 아동들과 라포(rapport) 및 신

뢰감이 형성되고 상담실에 익숙해지는 시기이다. 상담 초기에 해당하는

회기는 아동 및 집단의 역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담

을 시작해서 3~6회기까지를 상담 초기 단계로 본다. 아동 및 집단에 따

라 라포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북한이탈가정 아동

의 경우, 상담자와 친밀감과 신뢰가 형성되기까지 6회기 정도가 소요되

었다.

(1) 상담구조화

상담 초기에는 참여아동들을 상담에 잘 준비시키고 상담자와 내담 아

동들 간의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위

해서 상담자는 상담을 시작하면서 상담에 대한 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이

루어내어 참여 아동들이 상담에 잘 적응하도록 한다. 특히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장난감 등이 분명하게 분배되었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장난감

과 놀이재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였다.

집단 놀이치료 초기에 상담자는 참여아동들에게 치료실 분위기를 특별

하게 만들고 안전감을 구축하고자 상담에 대한 구조화를 한다. 상담구조

화는 상담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내담 아동과 보호자의

기대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하도록 만드는 것, 내담자와 보호자가

해야 하는 역할, 상담기간과 횟수 및 상담 시간, 상담 시간 지키기, 비밀

보장을 비롯한 윤리적인 문제 등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신현균, 2014).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왔기 때문에

한계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담구조화를 진행

하고 일관되게 그 규칙을 지키도록 하였다.

상담자는 아동들과 처음 만나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놀이치료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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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 아동에게 집단놀이치료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또

한 놀이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놀이시간이 끝날 때에는 구조화

진술을 통해서 아동에게 상담의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 이러한 진술을

매 회기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아동들이 상담실에서 기대하는 바를

알기 쉽도록 하며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안을 낮추고 안전감을 느끼도록

했다.

놀이치료실에서 아동은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며 참여하는데 처음에

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신에게 많은 선

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이실의 특별한 분위기에 익숙해지게 된다.

참여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신의 생

각과 감정을 탐색하는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놀이시간이 끝난 이후에 참여아동들이 나간 다음 치료실은 상담자가

정리를 하는데, 아동들이 나중에 자신들이 놀이실을 치워야 한다는 것을

알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놀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종종 놀이 회기 동안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의미하는 장난감을 뒤죽박죽 섞는 놀이를 한다(VanFleet,

Sywulak, & Sniscak, 2011).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자가 치료실 정리를

강조한다면 참여 아동들을 중요한 놀이를 삼갈 수 있다. 따라서 참여아

동들의 치료적 작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치료초기부터 놀이치료실

정리는 상담자가 하였다.

상담 초기 아동들은 놀이실에서의 제한과 규칙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

한을 어기는 행동을 일부러 하기도 했다. 상담자는 상담 초기 아동과의

신뢰로운 관계와 라포 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관되게 규칙을 적용

하여 아동이 규칙 안에서의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놀이치료실

에서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첫 회기부터 이러한 규칙을 아동

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제한을 적용해야하는 때가 되면 일관되고 단호하

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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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적 상담자-내담자 관계 형성

아동들이 놀이치료실이라는 낯선 환경에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아동들이 긴장과 불안감을 줄이도록 돕고 긍정적인 상담자-내

담자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상담자의 따뜻한 태도에 아동

들은 상담 상황에 빨리 친숙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며 상담자를 신뢰하게

된다. 이러한 치료적 관계를 바탕으로 아동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

하고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2) 상담중기

상담중기는 내담 아동이 상담의 분위기에 익숙해지며 외부에 대한 경

계를 풀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다루는 시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

체 40회기를 계획하므로 후기 및 종결단계 3~6회기를 제외하고 7회~35

회까지를 말한다. 집단 A의 경우 28회기부터 집단의 놀이의 내용이 변

화하였으므로 7회기에서 28회기까지를 상담중기 전반기, 29회기부터 35

회기까지를 상담중기 후반기로 나누었다. 집단 B의 경우 33회기부터 놀

이의 내용이 변화하였으므로, 7회기에서 33회기까지를 상담중기 전반기,

33회기부터 36회기까지를 상담중기 후반기로 나누었다. 집단놀이치료 과

정에서 아동들은 상담중기에는 정서적 욕구를 채우는 놀이와 공격성을

표현하는 놀이를 주로 하였고, 상담 중기 후반기에는 감정을 정화하고

승화시키는 놀이를 주로 하였다.

상담중기는 상담자와 내담 아동간의 신뢰롭고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

고 아동들의 문제들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 내담 아동들에 대한 탐색과 분석을 지속하고, 내담 아동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해 나갔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은 정서나 갈등

을 노출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서 문제의 해결, 성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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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술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 이 시

기에 아동에게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라 볼 수 있

다.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 변화를 위한 동기는 아동의 자아실현 욕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치료자가 아동을 억지로 동기화하거나 활력을 주거나

목표달성을 위해 아동의 행동을 이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동중심 치료

의 입장이다(Landreth, 2012). 따라서 특정한 치료 기법보다는 치료자의

태도를 더 강조한다. 무조건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로 반응하기, 문제를 해

결하는 아동의 능력 존중하기, 공감적 이해하기를 통해 성장 촉진적 분

위기를 제공한다면 치료자와 내담 아동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아동이 자신과 세계를 탐색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김춘경, 2004).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는 아동이 대화나 놀이의 주

제, 내용 및 과정을 선택한다. 치료자는 아무리 작은 의사결정이라도 내

담 아동에게 권한을 넘겨준다. 그러므로 아동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

도록 권유받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아동에

게 성장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내적인 치유력을 발휘한다는 인

간중심상담이론에 입각하여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는 아동에게 최소한의

기법을 활용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 네 가지 주된

기법은 구조화, 공감적 경청, 아동중심적 가상놀이, 제한설정이다

(VanFleet, Sywulak, & Sniscak, 2011). 이러한 기법은 상담 중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상담 중기가 아동에게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네 가지 기법들이 가장 많이 쓰이므로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화는 아동에게 상담의 틀을 세우고 전체적인 체계를 알려주

는 것이다. 구조화 과정을 잘 하게 되면 아동이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문

제를 더 편안하고 예측가능하게 꺼내놓을 수 있게 된다. 즉, 놀이시간에

대해서 치료자가 적절하게 안내를 하면 아동은 주어진 시간 안에 자신의

놀이를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해 당황하고 화가 나는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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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느낄 수 있다. 구조화에는 놀이회기를 시작할 때 놀이실에 대한 안내,

놀이시간에 대한 안내, 놀이 종결시간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한다.

둘째, 공감적 경청은 상담자가 아동의 말, 억양, 몸짓 언어, 움직임 등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단서에 귀를 기울여 주요한

활동과 표현하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을 의미

한다. 공감적 경청을 위해서 상담자는 아동의 놀이행동에 대해서 간단히

묘사하는데, 이를 ‘따라가기(tracking)’라고 한다.

셋째,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는 아동이 자발적인 가상놀이를 하게 되

는데, 상담자는 이 놀이를 통해 아동의 관점, 감정, 그리고 경험에 대해

서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담자는 제한설정 기술을 통해 아동에게 안

전감을 줄 수 있다. 아동은 규칙을 통해 상담실에서 어떤 행동이 허용되

고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되며 그 규칙은 아동에게 행동의 기준이 된다.

아동이 행동의 기준을 알게 되면 안전감을 느끼고, 안전감 속에서의 자

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법이 아동중심 놀이치료에

서의 주요한 네 가지 기술이며 이 기술을 집단놀이치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단, 치료자의 반응이 아동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도 확대되어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다.

(1) 상담자 반응

내담 아동들의 내적 상태에 대한 인식을 도와주기 위해 상담자는 반

영, 행동 읽어주기, 의사결정권과 책임감을 촉진하는 반응, 자아존중감을

복 돋우는 격려반응,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읽어주기 등을 통해 자기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반영하기에는 내용반영과 감정반영이 있으며, 내용반영은 내담 아동이

한 말을 약간 다른 용어로 반복하여 언급함으로써 상담자가 경청하고 있

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담기법이다. 내용반영을 통해 내담 아동은 자신이

한 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감정 반영은 내담 아동이 한 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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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정서를 반영하여 말해주는 것으로써 감정 반영을 통해서 아동은 자

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명명할 수 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보이는 불안과 우울은 감정 반영하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다루어질 수 있

다. 아동은 상담자와의 안정된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불안과 우울을 표현

하고 이해하면서 정서적으로 재처리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동 읽어주기는 상담자가 아동의 행동과 비언어적인 놀이에 대해 반

응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자신이 관찰한 아동의 행동을 언급한다. 상담자

는 아동의 행동을 인정함으로써 상담자가 아동 자신의 세계에 관심을 가

지며, 자신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상담자의 적극적이며 민감한 반응은 참여 아동들과의 친밀한 관계

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아동의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문제해결력과 대처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

도록 상담자는 아동이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 아동이 스스로 답

변을 찾도록 한다. 이러한 반응은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문제해결력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

다. 또한 상담자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격려 반응을

하는데 아동의 능력을 반영하는 언급보다는 아동의 노력에 초점을 두는

반응을 한다. 격려는 아동이 내재적인 동기를 발달시키도록 하며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돕는다. 그리고 상담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

진하는 반응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참여 아동

들은 여러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감정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내담 아동들은 상담자의 반응을 통

해 상담실에서 자신의 놀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정서, 동기 및

갈등 등을 표현하고 다루면서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해 점차 알게 되고 새로운 문제해결기술과 대처기술을 배워나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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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설정

이 연구에서는 아동중심이론 접근의 집단놀이치료를 적용하므로 놀이

치료실에서의 제한의 수는 최소한으로 설정된다. 제한은 안전하지 않은

행동, 놀이치료실에서 놀잇감을 일부러 부수는 행동, 놀이시간이 끝나기

전에 치료실을 떠나려고 하는 행동 등에 부과된다. 제한 설정을 통해서

참여 아동과 상담자를 보호하고, 놀잇감과 놀이치료실을 보호하며, 사회

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제한하여 자아통제력을 기를 수 있다.

제한을 설정하는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아동의 감정을 인정

하기, 제한을 전달하기, 대안을 제시하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담자의

반응은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

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담자 반응은 공격적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

는 아동의 강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제한을 전달

함으로써 참여 아동은 놀이치료실의 규칙을 배우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은 대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참여 아동은 개인적으로 거절당했다는 느낌 없이 자기조절을 배

울 수 있다.

3) 상담후기

상담 후기는 지금까지의 집단놀이치료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마무리하

고 그 동안의 성장을 되돌아보며 상담자와의 성숙된 이별을 준비하는 시

기이다. 연구에서 상담 후기는 집단 A의 경우, 35-39회기까지였고, 집단

B의 경우 37-39회기까지였다. 상담 후기는 중기에 사용되었던 상담 기

법들이 꾸준히 사용되는 시기이면서 중기에서의 개입으로 인해 아동들의

심리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며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북한이탈

가정 아동은 상담의 전체 과정에서 상담 중기가 길고, 상담 후기가 짧게

나타났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상담 중기까지도 개입을 통한 변화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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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타내지 않다가 상담 후기가 되어서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 시기 아동은 상담 초기와 중기 과정을 거치면서 얻어낸 문제해결능

력과 자신감을 공고하게 하고 내재화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 꾸준한 상

담 반응을 통하여 상담자는 아동이 이러한 자신감과 통제력,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격려하면서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종결

종결을 앞두고 상담자는 아동들과 상담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으며, 상담을 하면서 변화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연구에

서는 40회기에 종결 회기를 가졌다. 상담자는 아동의 삶에 있어서 한 때

중요한 사람이었으므로 성숙하게 관계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아동이

종결에 잘 직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내담 아동은 예전과 다

르게 자신의 생활이 즐거워지고 문제가 감소되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상담을 끝내고 자율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동시에 외부 현실과는 다

른 놀이치료실에서 경험했던 상담자 및 다른 집단원과의 좋은 시간들을

계속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신현균, 2014). 종결을 준비하면서 상담자는

내담 아동들에게 남은 회기를 알려주고 상담 종결에 관한 감정을 표현하

도록 내담 아동들에게 요청한다. 비교적 장기간 상담을 받아온 아동들은

대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감정의 변화단계를 겪으나 이

과정을 상담자와 잘 버티고 나면 종결을 수용하면서 성숙되게 상담을 끝

마친다.

5.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 및 면담을 실

시하여 아동의 발달과 적응 수준, 심리적 요구를 파악하여 상담목표를

설정하였다. 종합심리검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능검사(K-WISC-Ⅳ),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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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검사, 문장완성검사, 집-그림-사람 검사(HTP), 동적가족화 검사

(KFD)의 종합심리검사를 시행하였다. 교사를 면담하여 아동의 적응 수

준과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리검사와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목표가 설정되었고 상담을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상담실

로 내방하는 것이 아닌 상담자가 아동의 학교와 기숙사로 이동하여 실시

하는 상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시 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

상담자가 사전 회기를 실시한 뒤, 40회기의 상담을 시작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개별치료 외에도 상담자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부

모놀이치료 2회, 부모면담이 1회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를 통해서

는 얻을 수 없었던 아동의 중요한 배경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부모자

녀놀이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친밀감이 증가하였다.

40회기 째에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상담을 마무리 지으면서 함께한 경

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고 그림검사 및 문장완성검사가 재실시되었

다. 상담 시간에 그림 검사와 문장완성검사를 다시 실시한 이유는 자신

이 그린 그림과 답변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목적이었으

며, 상담을 통한 아동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Ⅳ-6> 연구 대상 아동에게 실시한 심리검사

검사 사전 사후

지능검사(K-WISC-Ⅳ) 0

로샤검사(Rorschach Test) 0

집-그림-사람 검사(HTP) 0 0

동적가족화 검사(KFD) 0 0

문장완성검사(SCT) 0 0

상담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하여 부모 및 아동의 동의를 얻어 녹음

을 하였다. 상담이 끝나면 녹음된 자료를 전사하여 상담 장면에서 이루

어진 대화와 주요 놀이 활동을 기록하였다. Bratton & Homeyer(20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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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치료 회기보고서를 활용하여 아동이 어떤 놀이를 선택하여 놀이하였

는지, 그 놀이에 나타난 정서, 몰입 정도, 놀이에서의 의미 있는 대화, 이

전 회기와의 차이점이나 특징적인 점, 놀이내용에 대한 평가, 치료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록하였다.

<그림 Ⅳ-5> 집단놀이치료 기록지 양식

각 회기가 끝나면 아동의 보호자인 교사를 상담하여 아동의 일상에 대

한 이야기나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면담하였다.

참여 아동이 회기 중에 만든 작품이나 놀이장면 등을 사진으로 남겨 분

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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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1
상담회기

녹음자료
상담자와의 대화 및 놀이

2 상담회기보고서

선택된 놀이, 정서, 몰입정도, 의미 있는

대화, 이전 회기에 비해 특징적인 점,

놀이내용 평가, 치료자와의 상호작용

3
부모 및

교사면담

내담 아동의 일상, 특별했던 일, 문제행동

및 변화된 점

4
그림, 사진 및

일기

상담회기 중에 그린 그림,

모래놀이 장면 사진, 아동의 일기

<표 Ⅳ-7> 수집자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상담 초기, 중기, 후기에서 놀

이의 특성 및 변화, 관계의 특성 및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놀이의

특성으로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놀이에서 하는 의미 있는 활동, 오랫동안

지속하거나 집중하는 활동, 놀이의 주된 내용과 기능으로 보았으며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관계의 특성은 집단놀이치료에서 내담 아동이 상

담자-아동, 아동-아동 관계에서 관계 맺는 특성, 놀이 안에서 나타나는

관계 양상이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관계 특징을 중

심으로 보았으며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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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놀이치료를 실시한 결

과를 제시하여 상담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이탈가정 아동

을 대상으로 집단놀이치료를 실시한 효과가 상담목표 별로 어떠하였는지

를 살펴본다. 또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놀이 특징을 통하여 이들의 문제의 양상을 살펴보고, 놀이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놀이의 변화, 특정 회기에서 포착되는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특징 및

변화, 변화가 나타나는 회기를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상

담할 때의 상담자의 주요한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집단놀이치

료를 통한 변화는 <표 Ⅴ-1>과 같다.

<그림 Ⅴ-1> 집단놀이치료를 통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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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검사 사전 사후

사람 그림(남)

사람 그림(여)

집단놀이치료를 통해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보이던 부정적 정서는 경감

되었다. 아동의 우울감의 변화는 아동의 보고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상담 전과 후에 그린 집-그림-사람 검

사의 얼굴표정 변화를 통해 이들의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Ⅴ-2> 3B-I의 그림 검사 사전·사후 변화 1



- 72 -

그림 검사 사전 사후

집 그림

종결 회기에서 한 아동은 자살을 생각했을 정도로 우울했던 마음이 상

담 후에 변화했다고 했다.

3A-E: 아.. 저 전에 설문조사 했을 때... 자살을 해보고 싶었을 때도 있

었다라고 표시했었어요.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A집단, 40회기>

또한 아동의 불안감의 변화를 시사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사전 검사의

집 그림에서 땅속에 단단히 묻혀 있던 집은 사후 검사에서는 안정된 모

습으로 나타났으며(그림 Ⅴ-3), 사람 검사에서 외부 자극에 대한 예민성

을 반영하여 크게 그려졌던 눈이 사후 검사에서는 작게 변화하였다(그림

Ⅴ-2).

<그림 Ⅴ-3> 3B-I의 그림 검사 사전·사후 변화 2

또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위축성이 감소하고 적절한 정서 표현이 증

진되었는데 기숙사 사감 및 교사의 보고와 아동의 문장완성검사를 통하

여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는 행

동이 줄고 자신의 바람이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반응이 28회기 이

후 증가하였다. 한 아동의 문장완성검사에서도 연령에 적합한 정서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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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E의

문장완성검사 2번 문항
내가 좀 더 어렸다면

사전검사
내가 좀 더 어렸다면

그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 받는다.

사후검사 내가 좀 더 어렸다면 투정 부린다.

3B-I의

문장완성검사 15번 문항
나의 나쁜 점은

사전검사
나의 나쁜 점은

마음이 약하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사후검사 나의 나쁜 점은 장난을 많이 친다.

이 증가하고 내담 아동 연령대의 아이다움을 회복한 점이 반영되었다.

<표 Ⅴ-1> 문장완성검사 결과 1

사감의 보고에 따르면 3B-I의 경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갈등을 회피

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위축된 태도가 없어졌다고

했다.

3B-I는 내가 실수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다른

아이들은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괜히 미안해

하고 그런 것들요. 아이들이 옛날보다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사감 인터뷰, 2016. 1. 22>

또한 상담 이후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 감소하였다. 교사

는 연구참여 아동이 대안학교에서 규칙을 제시할 때 강하게 반발하며 교

사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던 이전과는 다르게 수용하는 면이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교사는 참여 아동들이 또래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공

격적이고 주장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타인의 욕구를 살피고 배려하며

조율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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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서로 간에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벽을 쌓고 살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이제는 서로 들어가는 공

간을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이 늘지 않았나...

<교감 인터뷰, 2016. 1. 27>

3A-E같은 경우에 버럭버럭 가르치듯이 설교하는 분위기를 많이 보

였었거든요. 요즘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2B-E와의 다툼이 조금

줄었어요. 조금 기다려주고...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서 좋고요.

<교사 인터뷰, 2016. 1. 27>

주의력 저하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기숙사와 대안학교

에서 학습 할 때와 생활할 때 주의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아동들의

대안학교에서의 학습을 담당하는 남한 교사는 아동들이 학습할 때 집중

력이 좋아진 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하였다.

제가 지금 지도하는 것은 자습 위주로 하고 있어요. 네 명의 아이들

이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숙제를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쉬워졌고, 연습이 잘 되어있고...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교사 인터뷰, 2016. 1. 27>

또한 집단놀이치료에서 나타나는 놀이의 변화를 통해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결핍되었던 애정적 욕구를 충족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이탈가정 아동은 애정적인 욕구의 결핍으로 선생님에게 자기만 봐달라고

하던 모습이 줄어들었다.

2B-E는 처음에 못 받아들이고 자기만 봐달라고... 울고.... “선생님,

안아주세요” 하는 것이 너무 싫더라구요. 너 저리가 그랬거든요.... 너

무 톡톡 튀어나왔는데 이제는 아이들과도 접촉성이 좋아졌어요.

<사감인터뷰, 201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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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E의

문장완성검사 18번 문항
여자애들은

사전검사 여자애들은 소꿉놀이를 좋아한다.

사후검사 여자애들은 날 좋아한다.

2B-E의

문장완성검사 29번 문항
우리 엄마 아빠는

사전검사 우리 엄마 아빠는 훌륭하다.

사후검사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한다.

3A-E의

문장완성검사 29번 문항
우리 엄마 아빠는

사전검사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다.

사후검사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좋아함

3B-I의

문장완성검사 4번 문항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전검사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밝다고 생각한다.

사후검사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연구 참여 아동들은 애정욕구 충족 되면서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타인

에게 수용된다는 느낌이 증가하였다. 문장완성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아

동의 변화가 나타났다. 사전 검사에서는 ‘여자애들은’ ‘엄마 아빠는’ 이라

는 문항에 ‘소꿉놀이를 좋아한다’, ‘훌륭하다’ 등의 대답을 해 주로 대상

의 특성을 기술했다면 사후검사에서는 ‘나를 좋아한다’ ‘나를 사랑한다’

등 그 대상과의 긍정적 관계, 관계에서의 수용감을 반영하는 응답으로

변화하였다.

<표 Ⅴ-2> 문장완성검사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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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상담목표는 정서표현 증진, 부정적 정서해소, 주

의력향상, 애정욕구 충족, 공격적 행동 감소였다. 40회기의 집단놀이치료

를 통해서 연구 참여 아동은 위축 행동이 감소하고 적절한 정서표현이

증가하였으며, 우울 및 불안의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고, 학습 및 생활에

서 주의력이 향상되고, 애정욕구가 충족되어 대인관계에서 수용감이 향

상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연령에 적절한 놀이가 나타나고, 또래관계에서

공격행동이 감소하고 배려하는 행동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다음

장에서는 집단놀이치료를 통해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주요한 심리적 문

제와 변화를 놀이 특성 및 변화, 관계 특성 및 관계의 변화로 나누어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이탈가정 아동 놀이의 특징

집단 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외상적 생활경

험을 반영하는 놀이, 애정욕구를 충족시키는 놀이, 상실감을 표현하는 놀

이가 많이 나타나고 놀이치료 시 규칙을 어기려는 행동이 빈번했다.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에서 제시한다.

1) 외상적 생활경험: “우리를 키울 힘이 없는 엄마”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집단놀이치료에서 외상 후 놀이를 빈번하게 했

다. 심리적 외상은 입은 아동들의 놀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동에 비

해서 우울하고 단조로우며 반복되는 주제가 등장하고 아동이 놀이에 강

렬하게 몰입하는 것이 특징이다(Findling, Bratton, & Henson, 2006;

Terr, 2003).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집단놀이치료에서도 이들의 탈북과정

및 정착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을 반영하는 놀이가 나타났다. 북한이탈

가정 아동의 놀이에서도 참여 아동들은 놀이치료 속에서 몇 가지 주제의

놀이를 강박적이고도 끊임없이 했다.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놀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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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시간에 매우 몰두하여 놀이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이탈가정 아동도

집단놀이치료 시간에 심리적 외상을 표현할 때는 마치 그 공간에 상담자

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몰입해서 놀이를 하곤 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놀이는

구체적으로 양육자와 분리되는 내용의 놀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내용의

놀이, 성 학대와 관련된 놀이였다.

연구 참여 아동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 놀이는 양육자를 비롯한 믿었

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버려지는 주제에 대한 놀이였다. 북한이탈

가정 아동의 놀이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났던 양육자로부터 버려지거나 믿

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내용의 놀이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외상을

경험한 후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

에서 오는 혼란스러움을 반영한 놀이로 보인다.

외상을 입은 개인은 자신이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생각이 깨지게 되면

서 자신과 타인,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생기게 된다. 아동은 외상

이전에 나와 타인, 관계에서 느껴왔던 안전감(sense of safety)이 사라지

게 되면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배신하거나

해칠 것만 같다는 생각에 압도될 수 있다(김순진, 김환, 2000). 그러므로

심리적 외상을 놀이에서 재연하는 것은 아동을 혼란스럽고 압도되게 하

여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Schaefer & Drewes, 2011).

집단 B에 속한 3B-I와 2B-E의 놀이에서 외상적(traumatic) 분리 내용

을 담은 놀이가 나타났었다. 3B-I는 자신을 돌보고 키우던 양육자가 갑

작스럽게 죽게 된 이야기를 꾸몄다. 놀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양육자가 죽은 상황은 매우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더욱 처

참한 것은 실은 그 양육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다. 상담자

가 보기에 3B-I의 놀이는 부모가 있지만 자녀를 기숙사에 맡긴 본인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3B-I는 양육자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말해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한참 후에야 상담자에게 귓속말로 자살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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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했다. 3B-I는 아이들이 더 키우기 힘들어 자살을 선택하는 드라

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버림을 받았으며

더욱 힘들었던 것은 그 죽음이 양육자의 선택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절

망, 슬픔, 무력감을 표현하려고 하는 듯 했다.

3B-I: 돌아가신 애가 드라큘라 백작이에요. 해골도 슬퍼하고 있어요. 드라

큘라 백작이 왜 죽었는지는 말해줄 수 없어요.... 드라큘라 백작은 자살을

했어요. 드라큘라 백작은 우리를 키울 힘이 없어서 자살을 했다고요.....

<집단 B, 13회기>

드라큘라 백작의 자살

<그림Ⅴ-4> 모래사진 1

3A-I이는 어린 시절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탈북을 시도했다는 점과 아

동을 다른 집에 보내라는 친척들의 성화 때문에 늘 버림받을까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했다. 기숙사 사감의 인터뷰를 통해서 3A-I이의

이런 심리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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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I이는 엄마가 야를 낳아놓고 탈북하다가 북송이 됐어요. 오빠가 얼마

나 지독한지, 3A-I이를... 그 어린애를 딴 집에 줄까봐 학교갈 때 얘를 업

고 가서 교무실에 놓고 공부하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키웠대요... 그래서

그런지 애가 버림받을까봐 불안한 것이 나오더라구요.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 같아요.

<사감 인터뷰 중에서, 2015. 12. 5.>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놀이 속에서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심리적

외상을 표현하기도 했다. 2B-E와 3B-I가 음식점 놀이를 하던 중에 3B-I

는 술을 먹고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

다. 3B-I의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밤마다 외박이 잦았고 술을 먹고 들어

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 어머니의 보고에 의하면 아버지와

다투면서 어머니가 말대답을 할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아

동은 정서 표현이 더욱 없어졌다고 한다.

아동에게 아버지의 가정폭력은 심리적 외상을 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

지만 3B-I는 놀이 안에서 이야기의 끝을 변화시켰다. 현실에서는 엄마와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했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지만 놀이 속

에서 3B-I는 ‘술주정뱅이 아저씨’를 음식점에서 내쫓는 용기를 냈다. 평

소에는 조용한 3B-I가 놀이 속에서 술주정뱅이 아저씨에게 갑작스럽게

호통을 치고 화를 내는 것이 다소 의외였다. 아동은 역할놀이 장면을 창

조하면서 외상 후 이야기의 끝을 변화시킴으로써 경험을 동화시키고 이

전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부정적 자극을 극복하는 힘을 얻기 시작한다

고 할 때(Schaefer & Drews, 2011), 상담자는 3B-I가 놀이를 통해서 외

상을 다루고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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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음식점에 들어온 아저씨) 여기 소주 좀 주세요.

3B-I: 소주는 백억입니다. 안 팔아요!

상담자: 네? 안 판다고요? 아니 돈 낼 테니까 달라고요.

3B-I: 야, 이 술주정뱅이야! 저런 나쁜 놈! 술 먹고 행패부리는 놈!

<B집단, 15회기>

한편 상담 중기에 연구 참여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성적인 놀이주제를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성과

관련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놀이에서 남녀의

성별을 바꾸거나 옷을 바꾸어 입히는 것은 성 학대 아동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McClintock, 2009). 참여 아동들은 놀이 속에서 아기 인형의 성

별을 바꾸어 말하고, 여자 남자 인형에게 옷을 바꾸어 입히며, 놀이장면

에서 성적인 행동과 활동을 묘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 관련된 주제

의 놀이가 놀이회기 40회 중 10회 이상에서 나타났다.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인형

<그림Ⅴ-5> 놀이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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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성에 노출이 되거나 성적인 외상을 경험하면 적극적인 반복을

통하여 그 강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데(Perry, Herman, & Van der

Kolk, 1990), 놀이 속에서 성과 관련된 주제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이유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학대 아동이 정상 아동에 비해 성행동

과 어른의 성행동 모방을 더하는 경향이 있다(Homeyer & Landreth,

1998)는 연구결과를 볼 때 참여 아동의 일부가 성과 관련된 자극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이 표현한 장면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연구

참여 아동 중 일부가 성추행의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참여 아동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3A-I: 얘가 연예인이 되었고, 스토커가 따라붙었어요. 찰싹 때리고 변

태짓을 했어요. 성추행을 하고 나갔어요. 얘는 쇼파에서 울고 있었어

요.

<집단 A, 28회기>

2B-E: 감독님이 이 여자애를 성추행했다고. 거기를 만졌어. 그 소중한

부분.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만졌어요. 감독이 내가 니

아빠라고 생각해 하면서. 나는 너의 주인이야... 하면서 만졌어요. 팬티

도 사주고요.

<집단 B, 27회기>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연구참여 아동들은 자신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

된 반복적 놀이를 줄여나갔다. 외상 후 놀이를 통해서 아동이 심리적 외

상을 표현하게 되면 부정적 감정을 숙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상 후

놀이만으로는 반복적 놀이가 지속되며 내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기도

한다(Dripchak, 2007). 이런 경우 상담자가 개입을 해서 함께 놀이를 바

꾸어보는데,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은 스스로 외상 후 놀이

를 바꾸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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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은 상담 중기가 지나면서 반복적인 놀이의 빈도도

줄어들었다. 외상과 관련된 무거운 정서를 담은 놀이는 점차 줄어들고

일상적인 주제의 놀이와 대화가 나타났다. 상담에서 심리적 외상과 관련

된 놀이가 임상군 아동에 비해 빈번하게 나타났고, 그 외상 후 놀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바꾸어 나간 것은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놀이치료과정의

주요 특징이었다.

2) 애정 욕구 충족: “실컷 먹고 행복할 것 같아”

북한이탈아동은 놀이를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강력한 애정적 욕구를

표현하고 충족시켜나갔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집단놀이치료에서 중요

하게 나타났던 놀이는 양육과 관련된 놀이였다. 누군가를 돌보고, 먹이는

양육 놀이(nurturing play)를 통해서 아동은 돌봄 받고 싶었던 욕구를 표

현하고 충족시키는데(권윤정, 이강이, 2015; McClintock, 2009), 북한이탈

가정 아동은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내적인 욕구를 가족 및 양육

놀이, 음식점 놀이를 통한 구순기적 퇴행을 통해서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첫 회기부터 가족과 양육주제의 놀이를 하였으며,

이 놀이는 아동의 내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중기까지 비

중 있게 오랜 기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이 양

육 및 보호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강력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심리검사를 끝내고 기숙사에서 아동들을 처음 만나서 놀이를 하던 날

아동들은 놀잇감들을 살펴보던 중 유독 아기 인형과 기저귀, 공갈젖꼭지,

젖병에 유독 관심을 보였다. 놀이치료 상황에서는 발달하려는 힘과 퇴행

하려는 힘 사이에 복잡한 줄다리기가 존재하는데(Solnit et al., 1993), 북

한이탈가정 아동의 집단놀이치료에서 퇴행하려는 힘이 확연하게 우세했

다. 놀이치료의 첫 회기에서 아동들은 놀잇감을 탐색하거나 살펴보는데

조금 주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참여 아동들은 양육적인 놀잇감을

대할 때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그 정도로 참여 아동들의 정서적 욕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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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했다.

3B-I, 3A-E는 젖병에 물을 담아도 되는지 묻고 상담자가 허락하자 순

식간에 물을 담아 와서 아기처럼 바닥에 누워 아기인 척을 하였다. 놀이

실에 방문하는 대다수의 아동들이 자신이 돌보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놀이에서 간접적으로 애정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

이탈가정 아동들은 직접 아이 역할을 함으로써 애정적 욕구를 보다 직접

적이고 절실하게 표현하였다(권윤정, 이강이, 2016). 아동들이 탐색했던

젖병은 아동들이 매우 세차게 빨아서 고무꼭지에 자국이 날 정도였다.

2B-E는 인형과 젖병, 기저귀를 들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혼자서 인형을

가지고 잠시 놀이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첫 회기부터 참여 아동들은 양

육 놀잇감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놀이치료에 강한 흥미를 보였다. 또한

네 명의 여아 모두는 바비 가족 인형 세트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후 회기에서 이 장난감을 가지고 다양한 에피소드의 놀이를 전개했다.

참여 아동들은 음식놀이를 통해서 구순적 퇴행 욕구(Bettelheim, 1976)

를 표현하고 충족하였다. 상담 중기에 네 명의 아동들은 점토로 음식을

만드는 놀이를 자주 즐겨하였다. 거의 상담 시간 한 회기 전체를 할애해

다양한 음식을 차려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동들은 놀이 속에서 아이들

만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이기도 했다. 엄마인 상담자에게 아

이가 어떤 음식을 평소에 좋아하는지, 질긴 음식은 잘 먹는지, 매운 것은

좋아하는 편인지 아닌지를 매번 상세하게 물었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함으로써 자신이 받고 싶은 애정적 욕구를 대리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3A-I: 선생님이 엄마하세요. 제가 아이 할게요. 3A-E는 요리사예요.

상담자: 3A-I아, 어떤 것이 먹고 싶니? 엄마가 시켜줄게.

3A-I: (아기목소리로) 떡볶이, 누드김밥, 떡만두국, 순대요...

<집단 A, 8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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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만든 음식

<그림Ⅴ-6> 놀이사진 2

음식점 놀이를 하면서 아동들은 상담자에게 매번 손님을 하게 했고 본

인들은 요리사의 역할을 담당했다. 3B-I와 2B-E는 놀이를 할 때 상담자

에게 손님이자 엄마 역할을 맡겼다. 상담자가 맡은 손님 역할은 10명 가

까이 되는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인데, 많은 수의 아이들에도 불구

하고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피는 아주 민감하고 반응적인 엄마였다. 집단

B의 놀이에서 2B-E와 3B-I는 상담자가 매번 이 역할을 할 것을 원했

다. 심지어 이 엄마는 많은 아이들을 동반하지 않으면 그 음식점에 들어

갈 수도 없어서 엄마는 1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과 함께 다녀야만 했다.

아동들이 엄마와 분리되는 상황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한편으로는 놀

이를 통하여 애정적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놀이였다.

2B-E: 선생님, 이 곳은 레스토랑인데요. 아이 없이는 못 들어오는 곳

이에요.... 선생님은 아이가 아홉 명이라고 하세요.

상담자: 아이가 아홉 명?

2B-E: 네. 다 낳았다고 하세요. 손님. 그런데 그 많은 아이를 다 어떻

게 낳으셨어요?

상담자: 네. 아이들이 좀 많죠. 낳을 때 힘들기는 했지만 다 귀엽고 예

뻐요.

2B-E: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네. 그렇죠. 여기 장난감이에요. 이 레스

토랑에서는 애들한테 선물도 줘요.

<집단 B, 11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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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이들

<그림Ⅴ-7> 놀이사진 3

이러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는 기숙사 사감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보고되었다.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한 번이라도 이쁨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한 구석이 비어있구나....(눈물을 흘리며)...

가슴 한 구석은 비어있구나. 애들을 보고서 몇 번을 울었어요. “선생님

저 좀 안아주세요.”하면서... 애들이 애절해요.

<사감 인터뷰 중에서, 2015. 12. 5.>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상담하면서 다른 아동과 다르다고 느꼈던 점은

정서적인 허기와 결핍감을 채우려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점이었다. 북한

이탈가정 아동의 내재된 결핍감이 재료를 확보하고 채우려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상담 초기에 참여 아동들이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물감

이나 풀을 접시에 짜보는 놀이였다. 초등학교 2. 3학년인 아동들이 하기

에는 너무나 단순한 이 놀이에 아동들은 너무도 열심이었다. 아동들은

음식점 놀이를 하다가도 소스가 필요하다면서 물감을 짜게 될 때는 꼭



- 86 -

끝까지 짜서 물감 하나를 다 쓰곤 했다. 다른 놀이를 하다가도 물감이나

풀 등 자신이 뭔가 확보할 수 있는 놀잇감이 발견되면 하던 놀이를 중단

하고 그 놀이에 집중하였다.

물감 짜기

<그림Ⅴ-8> 놀이사진 4

상담자가 보기에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갖고 있는 내면의 깊은 결핍감

이 갈등이 되어 좀 더 깊이 있는 상징 놀이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행동 때문에 주변을 탐색하고 숙달시

키는 연습을 하는데 까지 시간이 걸렸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에의 집단놀이치료에서 애정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놀

이는 가장 빈번하였으며, 아동이 놀이치료를 기다렸던 강력한 추동이었

다. 상담 전회기를 거쳐서 애정욕구를 총족시키는 놀이가 매우 강렬하게

나타났던 점은 북한이탈가정 아동 집단놀이치료의 특징이었다.

3) 복잡한 상실감: “북한에 있는 가족 때문에...”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탈북과정에서 자신이 지내던 곳을 떠나오고, 남

한 정착 후에도 가족환경의 변화로 또래, 친인척, 때로는 가족 등 친밀감

을 유지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실되는 경험을 한다. 아동이 죽음이나

상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경험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

동도 상실로 인한 감정을 깊이 있게 경험한다(Fiorini & Mulle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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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있어서의 상실은 익숙한 곳으로부터 낯선 곳으로의 이사, 전학,

부모의 이혼, 가족원의 사별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집단

놀이치료 과정에서도 상실은 중요한 놀이 특징 중 하나였으며, 아동과의

놀이치료에서 이주와 이혼으로 인한 가족원의 상실, 익숙한 환경에 대한

상실 등이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된

3B-I는 아버지에 대한 상실을 표현하였다.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동이 겪는 상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빠에 대한 정을 그리워 할 거예요. 남들도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

의 정을 그리워하는 거죠. 아빠가 놀아주고 하지는 못했지만 아빠가

해준 음식에 대한 기억은 있을 거예요. 자기 아빠가 요리사인건 알아

요. 아빠가 다년간 요리를 했었거든요.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도박이

문제였지.

<3B-I 어머니 인터뷰 중에서, 2016. 1. 7. >

상실에 대한 반응은 애도로 표현된다. 애도는 상실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상실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Worden,

1991). 그런데 애도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지낼

수 없으며, 사는 내내 상실한 사람이나 물건과 계속 교류하려고 한다

(Webb, 201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집단놀이치료에서 아동들은 북한이

나 중국 등 살던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놀이를 통해서 상실과 관

련된 경험을 여러 차례 표현했다. 상담자는 아동이 상실감을 충분히 표

현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경험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아동의 감

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었다. 3A-I이와 3A-E는 중국, 북한에서 경험

을 상담자에게 여러 번 이야기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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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I: 선생님, 저 중국에 있을 때 이거 해본 적 있어요.

상담자: 응, 고무 찰흙?

3A-I: 네. 이거 중국에서는 고무떡이라고 해요.

상담자: 중국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놀았었구나. 중국에서 지낼 때는

어땠어?

3A-I: 할아버지랑 오빠랑 살았었어요. 그 때도 재밌었어요.

<집단 A, 7회기>

특히 참여 아동 중 3A-E는 북한에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었다.

북한에서 외가에서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와 떨어져 기숙사에

서 지내고 있는 남한에서의 생활과 비교하여 그 때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다. 3A-E의 경우에는 남한에서의 생활보다 오히려 북한에서의 생활

이 더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3A-E의 상실감과 공허

함은 더 클 것으로 생각되었다. 놀이 속에서도 3A-E는 상담자에게 북한

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3A-E: 북한에 있는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상담자: 그래 같이 살던 그 식구들. 정말 보고 싶겠구나.

3A-E: 네. 북한 집 뒤에 있던 산이랑 그런 게 다 기억이 나요.

상담자: 가끔씩 북한에서 살던 집 생각이 나네.

<집단 A, 7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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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살던 집

<그림Ⅴ-9> 모래사진 2

북한이탈가정의 집단놀이치료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상실은 일반적인

아동이 경험하는 상실보다 보다 복잡한 감정을 수반하였다. 북한이탈가

정 아동은 부모가 탈북을 하게 되면서 자녀는 부모를 따라 익숙한 환경

및 관계를 떠나는 경험을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더 나은 환

경을 제공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동의 상실감에 대해서는 이해하

지 못한다.

3A-E 어머니도 자녀에게 물질적으로는 해주지 못하지만 본인이 노력

만 한다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남한 사회에서 살게 해줬으니까 부모의

역할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 나은 환경이나 물건을

제공해주었으니까 아동이 더 좋아하고 만족스러워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

른들의 오해일 수 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설령 더 좋은 것을

제공했을지라도 익숙한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더구나

이 때 아동이 느끼는 상실감은 부모에게서는 전혀 공감 받지 못하기 때

문에 잘 처리되지 않고 3A-E의 사례처럼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

아동이 상실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상실에서 잘 회복한 것처럼

보여도 내면의 슬픈 감정을 애도하는 과정을 잘 거치지 않으면 또 다른

상실이 닥쳤을 때 회복력이 상당히 저하된다(Fiorini & Mulle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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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가정 아동을 상담할 때 상담회기가 지속되고 아동들이 자신의

내면적인 정서를 드러낼수록 아동들의 숨겨진 우울감이 드러났다.

3A-E는 그림 검사를 통해서 북한에 떨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상실감

및 갈등이 표현되기도 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일부 관계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 상실의 대상이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기

에 그 상실은 모호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개인에게 상실

인지 아닌지가(absent or present) 애매하기에 상실 후 애도과정의 진행

되지 않아 어떠한 일을 완결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침해하고 스트레

스를 야기할 수 있다(Boss, 2007). 즉,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탈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상실에서 일반적인 상실보다 보다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3A-E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 아버지와 떨어져 살

았고, 얼마 전에는 아버지와 시간차를 두고 탈북을 하게 되면서 북에 있

어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만날 수 없는 상실 상태에 여러 번 놓였

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상실을 3A-E는 가족화에서 아버지를 막대기

모양 인물상(stick figure)으로 그리는 것으로 표현했다. 가족화에서 가족

을 막대기 모양 인물상으로 그리는 것은 그 대상과 관련해 갈등을 지니

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신민섭, 2004), 상담자는 3A-E의 이러한 그림

이 아동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모호한 상실감(ambiguous loss)과

그로 인한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모호한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아동들은 상실 이후의 애도과정이 진행되기 어려워 상실 이후

의 아동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적 정서가 다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

이탈가정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현장의 교사나 임상가

들은 이 아동들이 처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잡한 상실감을 이해

하고 공감하도록 하며, 대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의미 있는 기억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A-E는 뒤늦게 탈북한 아버지를 재회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다시 친밀해지기 시작했다. 상담이 끝난 후 진행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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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화 검사에서 3A-E는 아버지를 온전한 사람의 형태로 그렸다(그림

V-2). 집단놀이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A-E의 어머니를 만나서 이

야기를 나눌 때, 3A-E가 요즘 들어서 아버지를 덜 불편해단다는 이야기

를 들을 수 있었다. 3A-E가 상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상실

감을 조금씩 처리해나가면서 아버지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

으로 보였다.

가족화에서 아버지 상의 변화

<그림Ⅴ-10> 가족화 변화

북한이탈가정의 집단놀이치료에서 참여 아동의 상실감이 드러나고 처

리되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에게는 상실의 모습이 분명하기도 하지만,

북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상실은 다소 모호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기

도 했다. 놀이 내용에 있어서 상실감과 관련되거나 상실을 다루기 위한

놀이는 북한이탈가정 아동 놀이의 주요 특징이었다.

4) 한계 시험하기: “규칙 때문에 더 스트레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의 놀이 특징 중 하나는

규칙을 어김으로써 환경에서 한계를 시험하는 행동이 빈번했고 놀이실

규칙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이다. 집단놀이치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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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일관된 규칙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에

숙달되는 연습을 계속해나갔다.

아동중심 집단놀이치료에서는 내담자가 주도하도록 하므로 상담 회기

내에 최소한의 규칙만이 존재한다. 아동과의 집단놀이치료에서도 아동중

심 놀이치료에서와 같은 규칙이 설정된다(Sweeny, Baggerly, & Ray,

2014; Ray, 2011). 북한이탈가정 아동과의 집단놀이치료에서도 상담의 시

작과 끝, 놀이실 장난감 훼손, 상담자와 아동들의 안전에 대한 사항에 대

해서만 제한설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담 시간이 끝나면 함께 놀이실

에서 나가야 하는 것, 놀이 중에 한 번만 놀이실을 떠났다가 들어올 수

있는 것, 장난감을 일부러 부수지 않는 것, 놀이실에서는 놀이실 장난감

만을 가지고 놀이할 것,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때리지 않는 것에 대한 규

칙을 정하고 일관되게 제한설정을 하였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집단놀이치료를 일주일에 하루는 아동들이 다니

고 있는 대안학교에서 했고, 아동들의 일과가 끝난 뒤 기숙사에서 했기

때문에 상담 초기에 상담의 분위기가 그다지 잘 조성되는 편은 아니었

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상담 초기에는 놀이실의 규칙에 대해

서 제한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집단놀이치료가 진행

되는 공간이 기숙사이기 때문에 함께 기숙사에서 놀이하던 아동들은 두

명씩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네 명이 모두 함께 놀이를 하고 싶

어 하기도 했었다. 또한 기숙사에서 쉬면서 먹던 간식이나 장난감을 가

지고 들어와 놀이실에서 먹거나 갖고 있고 싶어 하기도 했다. 기숙사에

서 상담을 진행하였기에 상담초기 규칙을 설정해야하는 일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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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E: 선생님, 모두 함께 놀이하면 안 돼요?

상담자: 모두 함께 놀이하고 싶구나. 그런데 두 명씩 놀이하는 것이 규

칙이야.

2B-E: 규칙도 참 많네요.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상담자: 그래. 가끔씩은 그 규칙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 그

런데 우리가 재미있게 잘 놀기 위해서는 그 규칙도 필요하거든.

<집단 B, 3회기>

상담자: 3A-E야, 우리 놀이실에서는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 규칙이야.

대신 놀이시간 끝나고 먹을 수 있어.

3A-E: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담자: 그래 먹고 싶지만 규칙이 그래. 대신 끝나면 먹을 수 있고, 지

금은 저기 서랍에 넣을 수 있어. (중략)

상담자: 만약에 3A-E가 먹으면 오늘은 놀이를 안 하는 걸 선택했

다고 생각하고 놀이실 밖으로 나가는 거야.

3A-E: (혼잣말로) 어이없어... (서랍에 간식을 넣으며) 안 들어가...

상담자: 3A-E가 되게 먹고 싶었지만 잘 참고서 거기 넣는구나.

<집단 A, 3회기>

연구에 참여하였던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상담 중기까지 상담에서의 규

칙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 했으며 특히 상담시간을 연장하고 싶어 해

서 시간규칙을 매번 어기려고 했었다. Winnicott(1984)은 아동이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아동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신뢰

한다면 온갖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아동은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놀

라게 하고 지치게 하고 소모시키고 소란스럽게 하고 제멋대로 하면서 자

신의 힘을 시험한다. 아동이 일으키는 모든 말썽을 가정에서 버텨주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면 아동은 놀이에 몰두 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러

한 아동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공격성을 다스리고 성격의 일부로 통합을

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와 가정의 안정성이 의심스럽고,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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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을 버텨주지 못하는 경우 아동은 좀 더 넓은 의미의 가정인 사회에

서 규칙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설명에 근거한다면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이 상담 중기까지 규칙

을 어기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수용적이라고 느껴지는

상담 환경에서 자신의 힘을 시험하려는 행동을 해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 아동들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기에 이들의 말썽을 충분히 받

아주고 수용해주는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놀이실은 아동들에게 내적

인 힘을 시험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제공한 것으로 보였다.

상담 후기가 되자 상담시간을 어기려는 행동이 줄어들었고, 아동들은 놀

이실의 규칙에 매우 익숙해져 갔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힘을 충분히 시험하고 조절해 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기에 학

교에서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나타내지 않고 충동을 조절해나갈 수 있었

던 것 같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에게는 상담이 정서적 욕구를 채우고, 관

계에서 공감적 능력을 키우는 것 뿐 아니라 내적인 힘을 다루어 사회적

규칙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게 하는 안전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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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이탈가정 아동 놀이의 변화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과 내면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서로 다른 변화를 보였다. 내면화 문제 아동은 놀이를 통

해서 힘을 얻어나갔고, 외현화 문제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서 제시한다.

1) 내면화 문제 아동: 놀이를 통해 힘을 얻기

집단놀이치료에 참여한 아동 중 내면화 문제를 보였던 아동은 3A-I이

와 3B-I였다. 두 아동 모두는 정서표현에 소극적이었는데, 놀이를 통해

서 내면의 힘을 얻어나가면서 점차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음악듣

기와 노래부르기를 좋아하는 3A-I이는 집단놀이치료에서 악기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억누르고 있던 자신을 조금씩 표현하는 방법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3A-I이가 재미있게 악기를 연주하고 그 리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놀이시간에 긍정적인 정서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

로 보였는데 이는 일상에서도 반영되었다. 기숙사 사감의 인터뷰에서도

3A-I이의 이러한 변화는 보고되었다.

요즘 3A-I이가 얼마나 깔깔거리는지 몰라요. 여기서도 하하하 웃고,

저기서도 하하하 웃고. 요즘 기분은 아주 좋다니까요.

<사감 인터뷰 중에서, 2016. 1. 22.>

한 회기에서 게임을 하다가 벌칙이 나온 적이 있어 3A-I이가 춤을 추

면서 노래를 불러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3A-I이는 다소 쑥스러워하기는

했지만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똑같이 따라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상담 장면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북한이탈가

정 아동들에게는 누군가 자신들의 행동을 지켜봐주고 격려해줄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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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에도 3A-I이는 자신이 쓴

일기, 독후감 등을 자녀가 엄마에게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일이 종종 있

었고, 상담자는 함께 살펴보며 격려해주었다.

3B-I는 모래놀이를 통하여 자기 표현하기를 즐겨하다가 2B-E와 음식

점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상담 중기까지는 음식점 놀이를 지속하다가,

상담 중기 후반기부터는 칼싸움을 하기도 했다. 칼싸움을 하기 시작하기

까지는 35회기나 걸리기는 했지만 가정 폭력으로 인해 약간의 공격적인

상황만 전개되어도 무서워 겁을 내던 3B-I에게는 큰 발전이었다. 이 칼

싸움 이후 3B-I는 또래 관계에서 자기주장이 매우 강해졌다.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들도 3B-I가 자기표현이 많아지고 주장이 강해졌다는

보고를 하였다.

2B-E: 이 언니, 요새 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정말 깡이 쎄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도 엄청 뭐라고 한다니까요.

<집단 B, 36회기>

상담 중기에 3A-I이와 3B-I는 가족과 양육 주제의 놀이를 많이 했다.

3A-I이와 3B-I는 둘 다 가게 놀이, 음식 만들기 놀이를 자주 했다. 3A-I

이는 가게 놀이를 하면서 가게 주인이 되어서 물건을 팔아보면서 결핍되

었던 정서적 욕구를 채워나갔다.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끼는 아동은 가

게 놀이를 하면서 온갖 물건의 주인이 되어봄으로써 정서적인 만족을 얻

는다(권윤정, 이강이, 2016). 아동들은 상담자와 놀이를 하면서 물건을 팔

기는 하지만 그 물건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물건 값을 터무

니없이 비싸게 팔곤 하는 경향이 있다. 3A-I이도 가게 놀이를 하면서 물

건을 비싸게 팔았다. 일반적인 아동과의 놀이에서는 물건 값을 좀 깎아

달라고 하거나 비싸서 안 산다고 하겠지만, 3A-I이의 심리적 욕구를 알

기에 상담자는 비싸다고 불평하지 않고 물건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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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I: 자 이제 마감세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거 사시겠어요?

상담자: 이것과 이거, 이거 주세요.

3A-I: 네 일억팔천 만원입니다.

상담자: 네, 여기 카드 있어요.

3A-I: 카드를 사백번 긁어야 돼요.

<집단 A, 11회기>

정서적 욕구를 채우는 놀이를 해나가면서 힘을 얻어 3A-I이는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놀이를 했다. 중국에 있을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

을 당해 소외되고 힘들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놀이를 했다.

3A-I: 지금 평화로운 세상에 공사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 땅바닥에 있

는 얘를 밟고 지나갔어요. 얘네들(흙)이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흙이 아닌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단 A, 20회기>

괴롭힘을 당하는 흙

<그림Ⅴ-11> 놀이사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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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I: 이 공룡들은 익룡을 무시했어요.

다 이 쪽 티라노를 보고 있어요. 아무도 공룡을 봐주지 않아요.

선생님: 아, 그렇구나. 그래. 선생님이 사진 찍어줄게.

어떤 피겨가 가장 마음에 드니?

3A-I: 전 익룡이요.

선생님: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익룡이지만 3A-I이는 익룡한테 맘이 제일

쓰이는구나.

<집단 A, 30회기>

무시당하는 익룡

<그림Ⅴ-12> 모래사진 3

3B-I는 2B-E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만들면서 정서적 욕구를

채워나갔다. 3B-I는 ‘황금 비율’이라는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놀이를 했

는데,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꽤 오랫동안 요리를 해온 매우 유능한 셰프

라고 했다. 3B-I는 손재주가 좋아서 정교하게 음식을 잘 만들어냈고 자

신도 이 놀이를 하면서 무척 만족스러워하였다. 3B-I에게 음식 만들기

놀이는 정서적인 욕구를 채워주면서도 동시에 위축되어 있던 3B-I가 스

스로의 유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였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3B-I가 내면의 힘이 생기자 자신의 상처를 놀이시간에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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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I: 선생님, 저희 할머니는 제가 여자 아이라고 저를 별로 좋아하

지 않았어요. 냉랭했어요.

상담자: 아, 그랬구나. 이런. 속상했겠다. 단지 여자아이라서 너를 안

좋아했다고? 요즘도 그런 할머니가 있구나.

<집단 B, 7회기>

3B-I: 선생님, 저는 요즘도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해요.

상담자: 악몽? 아, 무섭겠는데. 잠도 설치고. 어떤 악몽이야?

3B-I: 엄마 아빠가 죽는 악몽이요.

<집단 B, 23회기>

상담 후기가 되자 3A-I이와 3B-I는 여전히 가족과 양육주제의 놀이를

했지만 놀이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의 내용은 변화되었다. 3A-I이는 3A-E

와 함께 신비의 우유를 만드는 가상놀이를 하였다. 신비의 우유를 마시

면 지혜롭게 변화된다는 내용의 놀이였다.

3A-E: 이거 내가 새로 만든 신비한 우유야. 여기 안에는 보석도 들

어가 있어.

3A-I: 그거는 지혜의 보석이야.

3A-E: 그걸 마시면 그 다음날부터는 도덕이 바르게 되고 그랬어.

<집단 A, 38회기>

상담후기에 아동의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고 종결할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놀이 내용 중 하나가 변화를 암시하는 놀이인데, 3A-I이

도 신비의 우유를 마시고 변화되는 주제의 놀이를 했다. 상담자는 3A-I

이의 이 놀이가 심리적 문제의 경감을 의미하며 아동이 종결에 대한 준

비가 되어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3A-I이는 놀이를 시작할 때는

악기 연주나 게임 놀이 등을 통해서 상담자와 놀이치료 환경에 익숙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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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게 놀이와 음식 만들기 놀이를 통해서 정서적 욕구를 채워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해 자신의 내면적 상처를 들여다보고 표현하게 되었으며,

결국 변화를 암시하는 놀이를 하게 되었다.

젖병에 담긴 신비의 우유

<그림Ⅴ-13> 놀이사진 6

3B-I는 상담 후기가 되자 상담 초기에 했던 모래놀이를 다시 했다. 상

담이 종결할 시기가 되면 아동들은 이전에 놀이에서 했던 놀이들을 빠르

게 다시 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3B-I도 상담 후기가 되자 상

담 초기에 했었던 모래놀이를 다시 하면서 상담 과정을 정리하는 듯했

다. 그리고 2B-E와 같이 결혼식 장면을 꾸미는 놀이를 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이므로 통합의 의미가 있고(한미

현, 2011), 놀이치료의 종결 시기에 아동들이 하는 놀이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3B-I의 경우에도 모래놀이를 통해서 환경을 충분히 탐색하고, 음

식 만들기 놀이를 통해서 정서적 욕구를 채워나갔으며, 내면의 힘을 얻

어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다루었다. 종결 즈음에 3B-I는 다시 상담 초

기에 했던 활동으로 돌아가 정리하듯 놀이를 하였으며 결혼식 놀이를 통

해서 변화와 미래를 암시하는 놀이를 하였다.

내면화 문제를 보였던 아동은 집단놀이치료 초기 조심스럽게 상담자와

집단의 다른 구성원에게 마음을 열었다. 점차 친밀감이 형성되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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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상처를 내보이는 용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내면화 문제를 보였던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서 충족되지 못한 애정적 욕구를 채워나가면서 한

편으로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집단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어

떻게 드러내야하는지를 조율해나간 것으로 보인다.

2) 외현화 문제 아동: 놀이를 통해 힘을 조절하기

집단놀이치료에 참여한 북한이탈가정 아동 중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

아동은 놀이를 통하여 자신의 힘을 발산해보고, 놀이라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3A-E와 2B-E는 상담 초기 놀이 시 규칙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아

동 중 하나였다. 3회기에 상담시간에 과자를 먹고 싶어 해서 제한설정을

했는데, 3A-E가 이 제한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까지 매우 힘이 들었다.

이 회기를 계기로 몇 차례 뒤 따르는 회기 동안 3A-E는 놀이시간의 규

칙을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몇 번 제한설정을 했는데

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놀이시간에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놀이를

그만두고 나가야 한다는 규칙을 전달하기도 했다.

3A-E와 2B-E는 놀이 시 주어지는 다른 규칙도 어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 회기에 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 재료를 다 사용하

고 나서도 다른 집단의 재료를 사용하고 싶다고 조른다든지, 집단 내에

서도 재료들을 서로 더 많이 가지려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3A-E와

2B-E는 점차 상담의 일관된 규칙에 적응하였고, 상담 시간에 지켜야할

규칙, 즉 한계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안

정을 되찾아갔다.

상담시간의 규칙은 상담에 참여하는 아동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 아

동이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놀이를 더

할지 아니면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지도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3A-E는 자신이 규칙을 지키는 것 또한 선택이라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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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놀이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규칙을 수용하게 된 것 같다. 이후 3A-E는 놀이실에서의 규

칙을 잘 지키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좀 더 수용하는 면이 늘게 되었

다. 3A-E의 이런 변화는 교감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다.

한 번 씩 아이들 장을 뒤져서 소지품 검사를 해요. 애들이 중국 불

량식품을 그렇게 먹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다 수거했는데, 옛날에는

그걸 못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면이 좀 생겼어요. 다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불만을 몇 날 며칠 자기 스스로 인

정을 못하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말을 계속.. 인식하도록 말해줬는데,

이번에 말해줬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감 인터뷰 중에서, 2016. 1. 27.>

2B-E는 놀이를 할 때 상담자에게 장난감을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였

다. 상담자가 가지고 온 장난감을 달라고 하거나, 자신의 생일이 다가오

니 선물을 사달라는 요구를 할 때마다 상담자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일관되게 그 기

준을 적용하자 이후부터 2B-E는 상담자에게 더 이상 장난감을 사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자 더 이상 규칙을 어기거나,

관계를 시험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가상놀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

다.

3A-E와 2B-E는 상담 중기로 가면서 점토놀이와 가족놀이를 통해서

내적인 힘을 키우고, 놀이실에서의 편안함을 느끼고 나서는 공격적인 놀

이를 통하여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내면화 문제를 보였던

아동들과는 다르게 3A-E와 2B-E는 공격적인 놀이를 통해서 내면의 분

노와 화와 같은 공격적 힘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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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 표현 놀이

<그림Ⅴ-14> 놀이사진 7

공격성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3A-E와 2B-E는 다소 차이를 보이

기도 했다. 친구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3A-E는 총이나

칼을 가지고 하는 직접적인 싸움을 하는 방식으로 공격적 놀이를 하였

고, 평소 뒤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감정을 표현하던 2B-E는 역할 놀이

내에서 타인을 괴롭히고 놀리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현하였

다.

공격적 놀이가 잦아들고 나서는 3A-E는 점토를 가지고 마음을 정화

하는 놀이를 하였다. 2B-E는 내적인 가족과 양육 주제의 놀이를 하였고,

그 주제가 부정적 양육에서 긍정적인 양육을 반영하는 놀이로 내용이 변

화하였다.

3A-E의 놀이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놀이치료 초기에 게임

놀이를 하였다. 3A-E가 지기를 싫어하고 경쟁적인 면이 있어서 게임놀

이를 하면서는 상당히 긴장한 모습을 보였으며 잘 하려고 노력을 했기에

편안해 보이지가 않았다. 아동에게는 치유하려는 고유한 내적인 힘이 있

으므로(Landreth, 2012), 3A-E는 게임놀이를 몇 번 해보고는 스스로 점

토놀이로 관심을 전환했다. 3A-E는 점토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

였고, 풀, 물감 등의 몇 가지 재료를 섞어서 ‘액체괴물’이라는 말랑말랑한

것을 만드는데 열심이었다. 특히 3A-E는 점토의 촉감에 민감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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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놀았던 점토는 좀 딱딱했다고 하면서 ‘천사점토’라고 하는 부드러운

질감의 점토를 아주 좋아했다. 3A-E는 그 점토를 만지면서 정말 부드럽

고 포근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었다. 촉감적 자극을 추구하는 3A-E

의 행동은 대인관계에서의 결핍된 욕구를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3A-E는 집단놀이치료 회기에 상담자와 3A-I이와 함께 게임을 하는 상

황에서도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그 점토를 치대고 주무르고 하였다.

점토 놀이

<그림Ⅴ-15> 놀이사진 8

3A-E는 점토 놀이를 통해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면의 힘을

기르고 나서는 공격적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3A-I와 칼싸움을 하거나

총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공격적 욕구를 놀이에서 안전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공격적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힘을 시험해보고 환경에 맞

게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나간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 놀이를 충분히 한

뒤에 3A-E는 점토를 가지고 하는 놀이를 지속해 나갔다. 처음 점토를

가지고 놀이했을 때에는 음식을 만드는 놀이에 열중하다가, 나중에는 따

뜻한 물에 점토를 녹여서 묽게 만들어보는 놀이를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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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E: 선생님? 오늘은 학교니까 물 쓸 수 있죠?

상담자: 응.

3A-E: 저 이거 여기다가 녹여볼 거예요. (중략) 선생님 이것 좀 보세

요. 저 이 물을 이렇게 우려낼 거예요.

<집단 A, 24회기>

점토 녹이기

<그림Ⅴ-16> 놀이사진 9

상담 후기로 갈수록 3A-E는 차분하게 앉아서 점토를 따뜻한 물에 녹

이는 놀이를 많이 하였다. 상담 후기에는 놀이시간 40분 내내 따뜻한 물

에 점토를 넣어 막대로 저으면서 녹인 적도 있었다. 3A-E가 외향적이고

활발한 아동임에도 이 때 3A-E가 놀이를 하는 모습은 무척 진지하고

차분했으며 고요해보였다. 단지 점토를 따뜻한 물에 녹이는 활동이었음

에도 3A-E는 중간 중간 상담자에게 자신이 한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3A-E에게는 이것이 의미 있는 놀이였으며, 3A-E는 점토를 물에 녹이는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정화하고 승화시켜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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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E는 가족놀이와 음식 만들기 놀이를 많이 했다. 상담 초기에

2B-E가 했던 가족놀이는 부정적 양육과 관련된 주제가 많았다. 끊임없

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엄마라든지, 언니와 동생을 차별하면서 동생

만 이뻐하는 엄마가 등장하는 놀이를 주로 했다.

2B-E: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이거 이렇게

해 놓을 거야! 너는 정말... 으이구...!! (중략) 엄마는 이 동생만 좋아

해요. 이 동생은 엄마가 힘들 때 엄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좋아하죠.

<집단 B, 9회기>

상담 후기가 되자 부정적 양육을 반영하는 놀이를 줄어들고 점차 자녀

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B-E: 이 엄마는 아이 생일 파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의

한번뿐인 생일이니까요.

<집단 B, 35회기>

3A-E는 집단놀이치료 초기 게임놀이를 하다가 점토놀이를 많이 하게

됐다. 2B-E도 3A-E와 비슷하게 음식 만들이 놀이를 많이 하였다. 2B-E

는 또한 가족 놀이도 많이 하였다. 가족놀이에 대한 주제는 상담 초기

주로 부정적 양육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가 긍정적 어머니가 등장하는 놀

이로 변화되어 나갔다.

외현화 문제를 보이던 아동은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상

담자와 상담의 분위기에 불편한 기색 없이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였으

나, 아동과의 정서적 교류가 시작되기까지는 내면화 문제를 보이던 아동

들과 비슷한 시간이 걸렸다. 외현화 문제를 보이던 아동들은 상담실의

규칙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환경에서의 구조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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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며 안전감을 느끼고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외현화 문

제를 보이던 아동들도 놀이치료과정을 통해서 결핍된 애정적 욕구를 채

워나갔다.

3.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이탈가정 아동 관계의 특징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이탈가정 아동 관계는 성인에 대

한 신뢰가 부족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지나치게 기대하며, 자기주장이 강

하고, 수용과 인정에 관심이 몰두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서 제시한다.

1) 성인에 대한 신뢰 부족: “믿어도 돼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집단놀이치료에서 드러난 아동들의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아동들이 타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신뢰를 하지 못한다

는 점이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사

람을 쉽게 믿지 못하여 안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조영

아 외, 2011)는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면은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집단놀이치료에서도 나타났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성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은 이들이 경험한

심리적 외상과 성인들과의 이전 상호작용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심

리적 외상을 경험한 아동은 세상에 대한 안전감이 저하되고 주변의 사람

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도 이들이

경험한 심리적 외상 때문에 타인에 대한 안전감이 저하되어 타인을 잘

믿지 못하고 친해지기 전에 시험하려는 행동을 여러 번 했었다. 이러한

아동들의 불신감은 집단놀이치료 회기에서 아동들은 상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기 위해 속임수를 써본다거나,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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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I: 선생님 되게 잘 속는다. 그렇지, 3A-E야?

상담자: 아, 원래는 그게 아닌데, 너희가 이기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거구나.

3A-I: 당연하죠. 하하.

<집단 A, 3회기>

3B-I: 선생님, 눈 꼭 감고 있으세요. 절대 뜨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상담자: 알겠어. 눈도 감고 뒤 돌아 있을게.

2B-E: 선생님 봤어요? 안 봤어요? 진짜 안 봤죠? 선생님 믿어도 돼

요?

<집단 B, 3회기>

또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성인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이유로 부모

와의 사이에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반복되어서 일 수 있다. 탈북과 정

착과정에서 변화되는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부모나 성인과의 관계에서 약

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다보니 성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였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일부 아동은 부모에게 아예 기대를

하지 않기도 하고, 일상에서 부모에게 말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겨도 대안

학교 교사에게 말을 하곤 한다. 이러한 아동의 부모에 대한 불신은 기숙

사 사감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2B-E의 엄마는 아이가 안쓰러우니까 아이를 집으로 데려간다고 약속

을 해요. 그런데 또 사정이 그렇게 되질 않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자기를 언제 데려갈 거냐며 기대를 하고. 또 실망하고 그렇죠. 엄마는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하고요.

<사감 인터뷰 중에서, 2015. 12. 5.>



- 109 -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말할 때, 어차피 제가 이야기해도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곤 해요. 그나마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부모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에요.

<교사 인터뷰 중에서, 2016. 1. 27.>

참여 아동들은 상담자와의 약속이 지켜지는지도 여러 번 확인을 했었

다. 아동들이 약속에 민감하므로 상담자는 상담일정을 변경해야할 경우

에는 아동들에게 여러 번 주지를 시키고 되도록 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려

고 했다.

2B-E: 선생님, 왜 지난 주에 안 왔어요. 펑크쟁이 펑크쟁이.

상담자: 그래. 지난주에 상담을 못해서 서운했구나. 지난주에 말한 대

로 출장을 갔었지.

<집단 B, 5회기>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은 심리적 외상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인들과의 관계에서 불신감을 갖고 있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성인

에 대한 신뢰감은 상담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 피상적인 관계: “뭐 줄 거예요?”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가 선

물 등의 물질적인 부분을 제공하여야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교류나 심리적인 안정감

을 받기 보다는 도구적이고 피상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하였던 북한이탈가정의 부모들은 아동들을 기숙사에

맡겨 두고 가끔씩 찾아와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아동들의 성인과의 관계 표상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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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이 지내는 대안학교에 도움을 주는 봉사자

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잠깐씩 와서 간식이나 학용품을 사다주고 물

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표상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 북

한이탈가정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서 이러한 심리를 드러내었다. 상담자

에게도 뭔가를 요구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B-E: 선생님 이거 하나만 주세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3B-I: 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 생각해봐.

2B-E: 선생님, 나 안 싫어해.

선생님: 그래. 2B-E가 그걸 갖고 싶지만 놀이실 규칙이 그래. 대신 만

든 작품은 가질 수 있어.

<집단 B, 5회기>

아동의 놀이 속에서도 성인과의 왜곡된 관계 맺기 방식이 드러났다.

2B-E의 놀이에서의 엄마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지만, 정작 자

녀는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상담자는 놀이 속의 아이가 필요한

것은 관심이었다고 했는데, 2B-E도 이 부분에 동의하였다. 상담자는 이

러한 놀이를 통해서 2B-E가 자신이 성인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달라

고 요구하는 것이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랐다.

2B-E: 엄마가 너한테 금목걸이도 사줬지. 렌즈도 사줬지. 네가 해달라

는 것은 다 해줬어. 근데 뭐가 불만이야?

선생님: 걔는 엄마가 사주는 물건이 아니라 엄마 관심이 필요한 거구

나.

<집단 B, 4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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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E는 상담 후기가 되어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상담자에게

생일 선물로 인형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 상담자가 바비 인형은 많이 비

싸서 사주기 어렵다고 말하자 몇 번이고 상담자에게 인형을 사달라며 졸

라댔다. 인형을 갖고 싶은 마음을 알겠지만, 선생님은 인형은 부담이 되

기에 용돈 내에서 2B-E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고 했

다. 그리고 되도록 선생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편지도 함께 주기로 했

다. 2B-E는 처음으로 자신은 인형 선물이면 가장 좋겠지만 선생님에게

부담을 드리기는 싫다면서 자기는 어떤 선물이든지 감사히 받을 수 있다

고 변화된 생각을 보여주었다.

3) 강한 자기주장: “내가 먼저”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어떤 물건을 나누어가지거나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 강하게 자기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들은 어떤 물건을 나누어

가져야 할 때 하나가 모자라거나 부족하게 되면 그 물건을 준비한 사람

에게 잘못을 돌리고,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이 뭐를 준비했는데 그게 모자라거나 하

면. 선생님이 그걸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다면서 선생님 탓을

먼저 해요. 양보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교감 선생님 인터뷰 중에서, 2015. 11. 20.>

상담자가 상담을 하는 동안 대안학교에서 아동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영화를 보여주기로 했다가 파일을 가져오지 않는 일이 있었다.

이 때 아동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선생님에게 따지고 들었다. 상담과정

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2B-E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담에

참여를 못 하게 되었을 때, 집단상담을 못하게 되어 3B-I만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2B-E는 자신은 왜 개인 상담을 받지 못하냐면서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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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반발을 했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은 오랜 동안의 결핍으로 인해서 어떤 일의 전체

적인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먼저 앞세우는 태도를 보인

다. 특히 어떠한 욕구가 생기거나 좌절되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 아동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만히 있으면

자신에게 자원이 주어지지 않는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자

신의 주장을 강하게 펴면서 관심과 자원을 얻으려 하는 듯 보였다.

아동들이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나가는 모습은

긍정적이고 강점이라 볼 수 있다. 3A-E의 이러한 태도는 일상생활에 있

어서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3A-E와 2B-E

는 모두 기숙사에서 야무지게 자신의 할 일을 잘 챙기는 편이다. 3A-E

와 2B-E의 이러한 강한 자기 주장적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가끔

지나치기도 해서 또래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점이 수용되지 못하고 있었

다.

3A-E와 2B-E는 상담초기 집단놀이치료 회기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3A-E는 상담자가 첫 회기에서

상담에 대해서 설명할 때조차 빨리 놀이를 하고 싶다면서 다소 짜증을

냈다. 3A-E는 다른 친구들에게는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자신의 집단에서

만 설명을 한다며 불만을 표현하였다. 2B-E도 상담자가 첫 회기에 바비

인형을 하나만 가져온 것을 보고 ‘두 개여야 공평해요. 한 개는 좀 그런

데’라며 불만을 표현했다. 2B-E와 함께 놀이하는 3B-I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누가 인형을 가지고 놀지 정하자고 제안했을 때에도 ‘그럼 지

는 사람이 불평을 부린다’고 하면서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고 3B-I의 양

보를 받아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

상담 초기 3A-E는 점토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점토를 나누어 가질

때도 다른 집단의 아이들보다 자신들이 적게 갖지는 않은지 신경을 썼

다. 3A-E가 속한 집단 A가 B집단보다 늦게 상담을 하는 날에는 앞의

집단의 아동들이 얼마나 점토를 썼는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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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두었다. 3A-E와 2B-E의 강한 자기주장의 이면에는 내적인 결핍감

이 있다고 보고 참여 아동들이 원하는 만큼 재료를 쓰도록 수용해주었

다. 또한 고유한 내 것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자는 재료에

집단을 표시하여 가지고 다녔다. 물감, 반짝이 풀, 점토에 모두 집단의

이름을 써서 그 집단의 아동만 쓰도록 했더니 점차 아동들의 신경전이

줄어들었다.

상담 중기 전반기까지 가끔씩 3A-E와 2B-E는 점토를 다 쓰고 남은

빈 통을 갖겠다고 하는 일이 있었다. 상담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상담 시

간에 좋은 기억을 되새기기 위한 중간대상으로서 상담 시간에 했던 작품

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Goodyear-Brown, 2009). 3A-E와

2B-E의 이러한 행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었기에 상담자는 빈 통을

원하는 아동에게 주었다. 상담자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왜 특정 누구에게만 주었느냐고 상담자에게 따지고 또 싸움이 나기도 했

다. 결국 상담 시간에 만든 작품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규칙을 정했고,

몇 회기가 지나자 3A-E와 2B-E는 이러한 규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상담자가 자기주장이 강한 아동들의 욕구를 받아들이고, 상담 초중반

기까지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담자가 아동의 강한 자기주장 이면의 욕구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동이 원하는 만큼

자원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택권을 주자 이러한 행동은 상담 후반

기가 되어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4) 수용과 인정에 대한 욕구: “선생님은 너 안 좋아해.”

아동기에 권위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수용, 인정 및 긍정적인 피

드백들은 그들의 자아상과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

에서 수용 받고, 인정받으며 지낸 아동들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반해, 문제행동을 보여 격려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한 아동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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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게 된다(김숙경, 2008).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은 힘든 탈북 과정을 거쳐 온 어머니의 상황이나

남한 사회 적응에 여념이 없는 부모 때문에 가정에서 수용되기 보다는

거부된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은 한 달에 한번 씩 집에 다녀오게 된다. 이 때마다 엄마의 지인

집에 머물러야한다든지, 집에 있어도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야하는 상황

을 겪기 때문에 아동들은 가족 관계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보다는 자

신이 거부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3A-I이는 놀이실에서 아기인형을 보면서 아기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말을 여러 번했다. ‘아기가 이상하다’ ‘거인 아기 같아요.’‘엄마보다 통통

한 아기’ 등의 말을 통해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부적절한 느낌, 수

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3A-I: 구미호가 화가 났어요. 여기 있고 싶은데 못 있게 하니까.... 사

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집단 A, 1회기>

어머니: 3A-I이한테 저는 좀 무서운 엄마예요. 남의 부모들은 살뜰

하잖아요.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내가 좀 아프고 안 좋으면

놀자고 못하니까 그렇지요. 어떤 때는 자기 전에 요구해요. 식당일이

끝나고 새벽 3시에 들어와도 놀자고 해요. 그럼 또 늦어서 못 놀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좀 무관심하죠. 성격이 무뚝뚝한데다가 아프기

도 하고 다 귀찮고 그렇지요.

<3A-I 어머니 인터뷰 중에서, 2016. 1. 4.>

자녀가 느끼는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는 북한이탈가정의 부모 또한 자

녀 못지않게 심리적 외상으로 힘겨워하고 하고 있으며, 남한 생활에 적

응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모 인터뷰를 통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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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제가 탈북을 시도하다가 북송되어 6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감옥에서 많이 죽어나가요. 감옥에서도 힘들고 이럴 때에도 주저 앉고.

날 보고 모두 감옥에서 죽는다고 했어요. 내가 나올 때 들것에 실

려 나왔어요. 내가 죽어서도 3A-I이를 봐야한다는 생각에 악을 써서

살았죠. 그런 거 보면 쟤가 복덩이죠. 나를 살린 거죠.

<3A-I 어머니 인터뷰 중에서, 2016. 1. 4.>

한국으로 이렇게 와 보니까 도로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거든요. 그

러고 와보니 알몸에 살 길이라고는 막막하고. 밤낮가리지 않고 일하고

그랬어요. 제가 와락 떼서 옮겨 갔으면 좋겠는데. 아침 7시, 밤 2시까

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간호조무사)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

가 저렇게 여기 오는 게 지옥 같이 싫다고 하니까 저도 속상하고 그래

요.

<2B-E 어머니 인터뷰 중에서, 2016. 1. 12.>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가족에게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이탈가

정 아동으로서 수용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사람들로부터의 인기

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예민한 것은 거부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놀이 속에서 아동들의 감정은 놀이 속에서 ‘인기 많은 사

람’으로 과잉 보상되어 나타났다. 아동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거

나, 팬도 많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등장하는 놀이가 지속되기도 했다.

네 명의 아동 모두 놀이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기가 많은지

아닌지 꼭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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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E: 전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상담자: 아, 그래? 특별한 이유가 있어?

2B-E: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이 얻고요. 그럼 좋잖아요.

<집단 B, 15회기>

3A-E: 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요. 팬들이 되게 많고요.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집단 A, 16회기>

상담자가 연구대상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모래놀이

치료를 진행했었을 때 아동들은 엄마와 함께 하는 활동이라는 이유만으

로 너무도 만족스러워했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부모와의 긍정적 상

호작용을 너무도 원하는데 부모는 여건상의 이유로 자녀와 정서적 교감

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

고 발달하기 위해서 부모의 심리적 외상을 다룰 필요가 있으며 부모교육

을 통해 자녀의 발달을 위해서 자녀에 대한 수용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이탈가정 아동 관계의 변화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이탈가정 아동 관계의 변화는 내

면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과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내면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수용되는 경험을 하면서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외현화 문제를 보이던 아동은 소통을 배우면

서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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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면화 문제 아동: 수용되는 경험하기

북한이탈가정 아동 중 내면화 문제를 보였던 아동들은 상담을 통해 수

용되는 경험을 하면서 관계를 변화시켜 나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가

정 아동 중 내면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3A-I이와 3B-I였다. 상담 초

기에 3A-I는 같은 집단이었던 3A-E와 둘이서 북한 억양으로 대화를 나

누고, 둘이 한 팀이 되어 상담자와 게임을 하는 등 둘만의 놀이에 집중

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상담 초기 3A-I이는 상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는 듯 개입하기보다는 한발 물러나서 상담자를 탐색하는 것처럼

보였다.

회기가 거듭되면서 상담자와 점차 친밀감이 형성되고 탐색이 끝나자

상담자를 점차 놀이에 초대하기 시작하였다. 5회기가 되자 상담하는 것

이 재미있다고 하면서 ‘선생님은 너무 웃겨서 좋아요’ 라고 하며 상담과

상담자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긍정적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3A-I이는 상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탐색을 많이 하였고 상담자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대화를 3A-E와 나누기도 했다.

3A-I: 저희가 선생님이 뭐 안하면 때릴 거예요 그랬잖아요. 장난감 칼

이랑 도끼가져 와서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한테 좀 놀아주고 해서

재밌었어요.

상담자: 너희들 마음을 받아준다는 마음이 들었어?

3A-I: 네.

<집단 A, 40회기>

집단놀이치료과정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은 아동중심 놀이치료가 주

는 허용감과 수용 받는 느낌을 특별하게 느낀 것으로 생각된다. 기숙사

의 사감도 집단놀이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상담

에서의 성인과 아동의 상호작용이 북한과는 매우 다르다고 표현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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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남한의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 이야기를 상냥하게 들어주

고. 매질을 하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북에서는 막 ‘이 에미나이야!’

그러면서 욕하고 때리기도 하거든요. 한번은 그래요. 저희 딸이.. 엄마

그렇게 하면 남한에서는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욕먹는다고요. 통일이

되면 앞으로 꽃제비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서 남한의 교육방식을 배우

려고요.

<사감 인터뷰 중에서, 2016. 1. 22.>

아동들은 집단놀이치료 과정 중에서 지금까지의 성인들과의 상호작용

과는 다른 수용감을 느끼면서 힘을 기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기숙사 사

감의 인터뷰에서 아동들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보고되었다.

애들이 요새 격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벌써 아이들이 마음이 많

이 안정되고... 나와도 있는 기간도 오래잖아요. 선생님하고 농질하자

고 그러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쿡쿡 찔러보고. 옛날에는 절대 안 그랬

는데.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저희 할말 다하고. 예전에는

말 하다가도 입 딱 막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다 해달

래요. 내가 얘네들한테 각을 두지 않아 싶어가지고 그래 그래 하면서...

이제는 별 것까지 다 들어달라고 해요.

<사감 인터뷰 중에서, 2016. 1. 22.>

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3A-I이와 3B-I는 아동들은 중기 이후에 선생님

에게 장난을 좀 더 많이 치고, 학교에서도 자기표현이 많아졌다고 했다.

부모에게 조금씩 자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요구도 하기 시작했다고 했

다. 집단놀이치료를 통해 수용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보다

편안해지고 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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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I이는 상담 초기에는 3A-E의 태도에 휘둘리기도 했지만 3A-I이가

자신의 욕구를 너무 침해한다고 느낄 때에는 화를 낸다던지, 대치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자신의 욕구를 주장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3A-E: 3A-I이가 달라진 점은요. 고함이 쎄요! 그리고 가끔 욕도 해

요! 지난 번에 남자 오빠가 뭐 잘못했는데 길거리에서 야!! 하면서 XX

라고 욕을 하기도 했어요.

3A-I: 그 때 너무 짜증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여기까지(머리 중간 쯤을 가리키면서)와서 다행이에요.

화가 여기까지만 와서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말하면 예전에는 화

나는 것이 10이라면, 지금은 7이에요.

<집단 A, 40회기>

3A-I이가 이렇게 변화하자 3A-E와 집단놀이치료 시간에 부딪히기 시

작했다. 3A-E는 3A-I이와 욕구와 상충될 때 침묵으로 대치하기도 하였

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다루는 법을 배우고, 3A-I이의 마음

을 헤아리게 되면서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3A-I이는 3A-E와의 놀이 속

에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고 그 때 그 때 표현하게 됨에 따라

학교에서 한 번씩 화를 폭발적으로 내던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 교사

가 보고한 3A-E와 3A-I이의 변화된 점은 다음과 같다.

3A-E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독기가 빠졌다고 할까요. 많이 울기

도 하는데, 오히려 그게 긍정적이에요.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요. (중략) 3A-I이는 많이 웃게 되었어요. 전에는 긴장해서 뭘 잘 챙기

고 깨끗하게 정돈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리고 이제 화를 씩씩거리면서 내던 것도 많이 없어졌구요.

<교감 인터뷰 중에서, 2016. 1. 27.>



- 120 -

3B-I도 상담 후반이 되자 정서표현이 많이 늘어났고, 자기 표현이 많

아지는 등 관계에서 보다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

2B-E: 3B-I 언니는 대박 대박 대들어요. 예전과 달라요.

상담자: 언니가 예전에 비해서 마음을 더 표현하게 된 것 같구나.

3B-I: 속이 시원해. 말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해요. 싫으면 싫다고 말해

요. 씹을 때도 있구요. 예전에는 자신감.. 아니 용기가 없었는데 지

금은 용기가 많이 생긴 거 같아요.

<집단B, 40회기>

이처럼 내면화 문제 아동은 아동들은 상담을 통해 수용되는 경험을 하

면서 관계를 변화시켜 나갔다.

2) 외현화 문제 아동: 소통 배우기

외현화 문제를 보이던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은 집단놀이치료 과정을 통

해서 자신의 정서와 욕구를 인식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친구의 정서와

욕구를 고려하게 되는 연습을 해나갔다. 북한이탈가정 아동 중 외현화

문제를 보인 아동은 3A-E와 2B-E였다. 3A-E는 상담 초기에 게임에서

지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상담 시 말을 하지 않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곤 했다. 그런 상황이 되면 3A-I이는 3A-E의 기분을 맞추려

고 하거나 눈치는 보는 행동을 하였다.

상담 중기가 되고 나서 상담자는 집단에서의 3A-E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하였다. ‘3A-E가 마음이 상한 이유를 알려주면 우리가 함

께 얘기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3A-E 마음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위

로도 할 수 없고 불편하네.’라고 느낌을 전달하기도 했다.

3A-E와 3A-I이가 서로 다른 놀이를 하고 싶을 때, 3A-I이가 3A-E를

따라주지 않자 3A-E는 ‘아웃!’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상담자는 아웃이라

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고, 아동들은 아웃이라는 것은 안 논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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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대답해주었다. ‘3A-E가 함께 놀이하고 싶은데 3A-I가 안 한다고

하니까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아웃이라고 한 거구나.’라고 3A-E가 타인

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단순한 행동을 거부행동으로 받아들이며 공

격적 표현을 하게 됨을 알려주었다.

상담초기 3A-E는 3A-I이와 놀이를 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삐져

서 말을 하지 않거나 놀이를 하지 않는 회피적인 태도를 주로 보였었다.

한 가지에 마음이 상하고 나면 말을 하지 않으며 대치하는 태도로 한동

안 화난 표정으로 있곤 했다. ‘3A-E가 지금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는 걸로 화난 마음을 표현하고 싶구나.’ 라고 3A-E의 상한 마음

을 수용해 주었다. 이후에도 3A-E는 한번 마음이 상하면 그 뒤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삐지기도 해서 3A-I이가 계속해서 눈치를 보게 만들었

다.

3A-E는 화가 나거나 하면 친구들에게 냉담하게 대한다는 교사의 보

고가 있었는데, 놀이실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나타났다. 상담초기에는

3A-E의 화난 감정을 수용해주면서도, 3A-I이가 3A-E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낄지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3A-I이에게도 3A-E의 행동 때

문에 당황스럽고 결국 놀이를 함께 못하게 되어서 속상한 마음을 반영해

주었다.

상담자는 3A-E에게 자신의 의사를 보다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

로 전달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놀이를 함께 하고 싶을 때 상대에게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상대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을 때

기다렸다가 함께 놀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3A-E는

놀이를 통하여 공격성을 적절하게 발산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나갔다.

11회기에 들어 3A-E가 놀이실에서 마음 상할 일이 또 생겼는데 이번에

3A-E는 점토를 들고 두드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려고

시도하였다. 점토를 두드리며 놀이하니 3A-E의 기분이 점차 풀렸다. 상

담자는 3A-E에게 속상한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며 스스로 마음

을 잘 다독인 점을 격려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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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E와 3A-I이가 놀이실에서 칼싸움을 하다가 3A-E가 잠시 칼을 놓

치게 되었다. 이 때 3A-I이가 공격을 해서 3A-E가 삐지고 또 가만히 화

나 있는 상황이 되었다. ‘3A-E야, 지금은 마음이 상해서 같이 놀이하고

싶지 않은가보다. 아까 같은 상황에서 3A-I이에게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공격하지 말고 나한테 칼을 주지 그랬니?’라고 말해보는 건 어

떨까? ‘3A-I이 지금 마음은 어떠니? 재미있게 놀이하다가 갑자기 끊긴

것 같아 실망스러운 것 같다.’라고 상담자는 이 상황에서의 각자의 마음

을 읽어주며 개입하였다. 아동들은 잠시 실망해 있다가 다시 놀이를 재

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몇 번 경험한 후에 3A-E는 자신의 감정을 보

다 잘 표현하게 되었으며, 3A-I이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협상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2B-E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고 불만이 많아 외면당

하는 경우가 있었다. 2B-E는 상담 초기에도 3B-I와 놀이할 때 하고 서

로 하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B-E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특히나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꼭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 있을 때에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

하는 것을 힘들어하였다.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

면서 자꾸 반대로 말하였다.

2B-E: 나 저거 갖고 놀고 싶은데. 언니가 양보를 안 해줘요.

상담자: 언니에게 한 번 더 말해볼까? 언니, 나 저 장난감 꼭 가지고

놀고 싶어. 내가 먼저 놀고 다음에 줄게. 이건 어때?

2B-E: 그럼, 그냥 딴 거 해요. 안 줄 거 같아요. 매번 이런 식이에

요. 저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놀면 돼요.

<집단 A, 28회기>

상담자는 2B-E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꾸 반대로 말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2B-E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삐딱선을 탄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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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었다. 처음에 2B-E는 자신이 진심과는 반대로 상대에게 말하고 있

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몇 차례의 ‘삐딱선을 타고’, 상담시간에 함

께 이야기를 해본 후에 자신이 속마음과는 반대로 말하고 있음을 알아차

리게 되었다. 그리고 2B-E에게 네 마음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후 회기에서 2B-E와 3B-I가 놀이를 하던 중에 음식의 값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3B-I는 좀 더 싼 가격을 원했고, 2B-E는 좀 더 비

싸게 팔고 싶어 했다. 둘은 음식 가격에 대해서 서로의 바람을 반영하는

대화를 한참 나누더니 중간 가격으로 서로의 욕구를 반영한 대안을 도출

해내고 만족스러워했다. 외면화된 문제를 보였던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나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조

금씩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결회기에서 아동의 보고를 통해

서도 나타났다.

3A-I: 저는 3A-E가 달라진 게 바로... 3A-E는 맨 처음에 조금만 뭐

자기한테 하면 화를 냈거든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참고

계속 놀아요.

3A-E: 제가 달라진 게요. 장난을 심하게 안 하고, 거의 안 웃었잖아

요. 요즘에는 엄청 활기차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요. 요즘에는 배

에 황소거지가 들었는지 밥을 아주 잘 먹어요.

<집단 A, 40회기>

이처럼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집단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타인

과 즐겁게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연

습하고, 상대의 욕구를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외현화

문제를 나타내던 아동들은 집단놀이치료를 통해 또래관계에서 공격적으

로 보일 수 있는 태도를 변화시켜나갔으며, 상대와 조율하는 법을 숙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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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제시

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제언한다.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놀이치료를 실시하여 상

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놀이의 특징, 놀이의 변화, 관계의 특징, 관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놀이를 통해 드러난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집단놀이치료의 효과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놀이의 특성 및 변화는 각각 세 가지로 요약되었

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집단놀이치료에서 나타난 놀이의 특징적인 모

습은 외상 후 놀이, 정서적 박탈을 반영하는 놀이, 놀이 규칙 어기기였

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심리적 외상을 놀이 속에

서 여러 차례 표현하였고, 정서적 박탈로 인하여 퇴행놀이 및 양육놀이

를 여러 회기에 걸쳐 하였으며, 불안정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일관된 환경을 경험하지 못하여 상담 초기 놀이 시 규칙어기기가 많이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놀이를 통해서 나타난 변화는 상담을 통해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외

상 후 놀이가 감소하였고, 퇴행 놀이 및 정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를 충분히 경험하자 또래 수준의 놀이로 돌아가 아이다움을 회복하

였다. 또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놀이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면서도 또한

환경을 수용해나가게 되면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관계의 특성 및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북한이탈

가정 아동의 관계의 특징적인 모습은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교류를 하지

않는 회피적인 모습, 성인에 대한 신뢰감 부족, 수용 및 인정 추구였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애착 대상과의 분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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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모습을 보였다. 타인과 정서

적 교류를 통해서 친밀감을 쌓아나가려는 시도보다 감정을 억제하고 표

현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했다. 성인과의 관계에서는 수용되기보다는

거부되거나 자신의 욕구를 거절 받아온 경험 때문에 자신이 인정받거나

수용되는 것에 지나치게 몰두되어 있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상담을 통해서 관계적 측면에서의 특성 또한 변

화하였는데 상담자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신뢰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상

담을 통해 수용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가족, 교사 및 또래에게 자신이

수용되고 있고 사랑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수용과 인

정에 지나친 관심을 두기 보다는 관계에 있어 보다 자연스럽게 자기표현

을 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상담에서의 주요한 문제는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이들의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놀이를 통하여 직접

표현한 심리적 외상은 외부적인 사건 그 자체에 대한 경험보다는 가족과

관련된 심리적 외상이 다수였다. 즉, 북한이탈가정 아동에게는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일어나는 두려운 경험과 긴장보다 가족 내에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및 불화, 부모와의 분리 등

외상적 생활 사건들이 지속적이고 지대하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상 연구자들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행해지면서 대인적 폭력

(interpersonal violence)의 성격을 띤 외상사건을 복합외상(complex

trauma),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 발달적 외상(developmental

trauma, Van der Kolk et al., 2005)이라고 하여 단순 외상과 구분하여

명명하였다. 이러한 복합 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로는 방임 및 학대와

같은 가정폭력의 희생자, 성적 학대 희생자가 포함된다. 북한이탈가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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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심리적 외상도 단순 외상이라기보다는 대인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복합외상의 양상을 띠고 있다. 복합 외상은 아동과 가까운 사이에서 만

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므로(안현의, 2007), 이러한 외상의 부정적

영향을 누적적으로 받으면 건강한 성격 발달을 이루기 어렵다. 북한이탈

가정 아동의 심리적 외상이 복합외상의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상담 개입에서는 단편적인 심리적 외상 사건에 대한 개입과는 다르

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상담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가정의 기능이 약화

되어 상실 및 정서적 박탈이 심각한 이들의 심리적 요구를 어떻게 충족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박탈을 경

험한 아동의 상담에 있어서 ‘강력한 보살핌’과 ‘일관된 구조’가 중요하다

(Winnicott, 1984).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하여 관계 및 세상에 대한 태도

를 변화시키면서 아동의 공격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게 표현될 수 있도

록 일관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수 있기 때

문이다. 이 연구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집단놀이치료를 통해서 심리

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었던 점은 애착 관계를 공고히 하는 관계 중심

의 상담 개입이 아동에게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면서도 상담에서의 규칙

이 일관되고 견고한 구조를 제공하여 참여 아동의 공격성이 조절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상담자를 안전기지로 활용하여 자신이 정서적 박

탈이 일어났던 때로 퇴행하여 그 시기에 결핍되었던 정서적 욕구를 채워

나갔다. 충분히 경험하고 나자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퇴행이 잦아들며 또

래들이 보이는 수준의 탐색 활동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즉, 북한이

탈가정 아동들은 생애 초기의 정서적 결핍을 채운 다음에야 다른 영역의

발달을 위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적

응을 돕기 위한 상담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생애 초기 심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한 치료적 개입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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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장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교육하거나 상담할 때 이들이 심각한

정서적 박탈이 있음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아동이 안전감을

획득한 다음 발달과 탐색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해야한다는 점을 알려준

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놀이를 통한 상

담방법은 치료적으로 유용하였다. 아동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놀이치료는 놀이라는 아동의 자연스러

운 표현 수단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놀이를 통해서 표출하도

록 기회를 제공해준다(Schaefer & Drewes, 2011). 놀이치료에서 놀이를

통한 자기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생각과 경험을 놀

이를 통해 재연해봄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

제감을 회복하기 때문이다(Landreth, 2012). 현실에서는 본인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상적 사건이 일어났으나 놀이 속에서는 어떤 사건도

자신이 지휘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표현을 통한 통제감 회복은 북

한이탈가정 아동이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변화를 보이게 되었던 원동

력이었다.

특히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심리적 외상을 외상 후 놀이(posttraumatic

play)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재연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쟁, 재난,

사고, 납치 등을 외상을 경험한 아동의 놀이는 깊은 정서를 담고 있고

반복적인 주제 표현이 특징인 놀이를 하게 된다. 이러한 놀이는 외상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놀이와는 구분된다(Terr, 1990). 아동이 충격적인

정서경험을 놀이를 통해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심리적 외상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Terr, 2003)임을 북한이탈가정을 대상으로 한 집단놀이치

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상담자는 아동이 자신의 심

리적 어려움을 표현하여 자기노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아동이 부정

적 감정을 숙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아동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이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아동을 압도하는 것을 차단하여

아동의 통제감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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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외상

이 회복되었다. 현장에서 반복적인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아동을 상담함

에 있어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심리적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를 경험한 아동을 상담할 때 상담자들은 책임감 때문에 처방

적인 개입을 하려고 시도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상담자들이

어떤 개입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보다 아동의 상처받은 마음을 수용하

고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집단놀이치료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지를 얻고 상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수정해나갈 수 있었다. 상담 방법 중에서 집단 상담은 다른 아동과의 관

계 및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이 성장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배울 수 있

는 심리사회적 과정을 제공하여 아동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은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함께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서로

그 이야기에 공감하였다. 비슷한 경험을 한 아동들의 경우 집단놀이치료

를 통해 함께 상담을 진행하면 아동은 본인의 문제를 보다 잘 수용하고

개방한다(Sweeny & Homeyer, 1999)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북한이

탈가정 아동은 상담 후기가 되자 집단원과의 상담과정에서 친사회적 행

동과 갈등해결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집단놀이치료가 집단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아동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술을 증가시킨다는 결과

와 일치하였다(DeRosier, Swick, Davis, MaMillen, & Mattews, 2011;

Webster-Stratton, Reid, & Hammond, 2001).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서의 행동문제를 다루

는데 있어 집단상담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상담을 통해서 관계와 관련된 심리적 외상을 충

분히 다루기 위해서는 35회기 이상의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북한이

탈가정 아동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동의 상담실에서의 변화가 일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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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로 나타나기까지는 35회기 이상이 걸렸다. 선행연구에서 놀이치

료는 20회기 정도면 상담에 의뢰되는 일반적인 아동의 문제를 감소시키

는데 충분하며(Carmichael, 2006; Landreth, 2012), 30회기 이상이 되면

최적의 효과를 낸다(LeBlanc & Ritchie, 2001)는 결과가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상담을 통해서 정서적 결핍을 채워나가는

부분과 함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심리적 외상을 다루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담에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문제가 경감되고 관계에 대한 표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35회기 이상이 요구됐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연구결과가 더욱 의

미가 있다.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는 상담자가 아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내적인 능력을 신뢰를 바탕

으로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아동의 놀이를 따라간다. 그러므로 아동중

심 집단놀이치료에서의 변화가 나타난 회기 수는 아동의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는 데까지 걸리는 회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이나 위기 집단 아동의 심리적 요구는 저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나 이들이 주로 경험하는 관계와 관련된 심리적 외상을

다루는 데 단순한 외상이나 증상을 다루는 것보다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처럼 관계와 관련된 심리적 외상을 경

험한 아동에게는 단기적인 상담보다는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애착관계를 재형성하

였으며 상담자의 공감과 반영을 통하여 경험을 통합하고 자기감을 공고

히 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상담자와의 애착관계를 통하여

이전의 애착 패턴을 해체하고 새로운 애착 패턴을 형성해나갔으며, 이러

한 관계를 통한 안전감은 아동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다룰 수 있도

록 하였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상담자를 통해서 대리적 양육자를 경험

하였음과 동시에 상담자의 담아주기(containment)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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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율하고 조절해나가는 법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담자의 역할을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동적

으로 표출되는 문제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상담 시간에 아이가 어머니에게 하듯이 자신들의

숙제, 일상을 이야기 해주었으며 새롭게 배운 춤을 보여주면서 즐거워했

다. 또한 퇴행놀이를 하면서 어린시절에 해보지 못한 것을 보상하듯이

상담자에게 아기소리를 내보기도 했으며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북한이

탈가정 아동에게 상담자는 대리적 어머니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아동에게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박탈을 경험한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에게 상담을 통한 성인의

돌봄 경험은 아동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과 안전한 느낌을 전달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 자란 적이 없어 양육자와의

긴밀한 애착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담 아동들은 상담관계가 일종의

안전기지의 역할을 했다. 집단놀이치료 후반이 되자 상담을 통해 북한이

탈가정 아동은 ‘관계의 특별함’을 경험하고 애착대상에 대한 표상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켰다. 상담에서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만한 대상과 좋은

관계를 맺어 교정적 관계 경험을 하는 것은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을 재

형성하도록 한다(홍강의, 2005).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은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관계경험을 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접근에 있어서 실제적인

현장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이탈가

정 아동을 상담할 때 내적인 결핍감을 채워줄 수 있는 퇴행적 놀이가 충

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상담과정에서 퇴행 놀이를

유도할 수 있는 놀잇감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집단놀이치료 과정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구순기적 퇴행놀이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 단

계의 발달로 나아갈 수 있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상담할 때 장기적으로 상담 개입이 어려운 경우

퇴행적 놀이를 유도할 수 있는 놀잇감을 사용하여 어린 시절의 정서적



- 131 -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놀이를 구조화하여 진행한다면 이들의 문제행동

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취

약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실시

되었던 치료놀이와 같은 구조화된 놀이치료 방법도 유용할 것이라 생각

된다.

2. 의의 및 제언

이 연구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놀이치료를 실시하여 놀

이치료 속에서 나타나는 놀이 표현을 통해서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

고 이들에게 적합한 상담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의

의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놀이치료에서의

상담관계를 통하여 애착이 재형성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애착이론

의 관점에서 심도 깊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상담을 통

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 친밀감과 유대를 형성하고 그 안전감을 토

대로 아동이 자신의 문제를 내보이며 다루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아동

심리치료에서 애착이론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이탈가정은 상담을 통해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과

도하게 활성화되었던 애착행동체계를 변화시켰다. 상담자는 아동이 드러

내는 내적 세계에 공감하고 반영하면서 아동이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

이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했다.

아동은 상담자의 반영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것임을 자각

하고 정신화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

서조절과 충동을 조절하는 토대(Allen & Fonagy, 2002)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연구는 사례 연구를 통해 아동 상담의 과정과 결과를 생생하

게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비롯한 위기 집단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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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상담하는 상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

다. 특히 아동 상담에서 아동에게 의미 있는 성인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검사를 통해 아동의 자원과 발달을 파악하고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심각한 위기를 겪은 아동이라 할지라도 그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어려움은 이들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

는 가족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아동을 상담할

때는 아동의 문제를 가족 및 관계의 맥락 하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함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놀이치료를 통해서

참여 아동의 상담과정과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대안 학교에 다니고 있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여아만을 대상으로 했다

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상담 진행 후 북한이탈가정 아동에 대한 심리적 문제가 경감되고 편안

해졌으나, 일부 아동의 경우 상담이 끝난 직후에 가정에서의 부정적 사

건의 영향으로 다소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심리적인 개입을 함

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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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Group Play

Therapy for School-aged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Kwon, Yun Jeo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udie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and of group play

therapy. For this, this study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play,

change of play, characteristics of relationships, relationships change

and to discover the implications of group play therapy in Group play

therapy process with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This study takes the case study method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o this aspect of change in time to get to know the process

of looking for the meaning of the case. Recruitment of study was

carried out in an alternative school for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Elementary school 2-3 grade girls four people were recruited, the

group for the free expression of the play was composed of only girls.

Depending on the child's problem, internalizing, externalizing problems

seen a child in pairs was composed of two groups, each of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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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s targeting both groups, it conducted a total of 80 sessions of

group play therapy. The researchers were interviewed teachers,

assistant principals, resident proctor to obtain information about

changes in Group play therapy process. Group play therapy session

recordings, records of counselors session in progress, recorded

interviews, sand play Photos taken during the session and, child diary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are psychologically vulnerable state

due to the psychological trauma that has been accumulated in the

defection and settlement process. Traumatic life experiences,

experience a loss due to migration and experience a depressive and

anxious emotions and showed problems caused by an unstable family

environment, it showed a decrease due attention to the negative

sentiment. These psychological problems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are assumed to also express the attitude of aggression such

as in peer relationships, lack of inner strength was also visible

aspects appear to shrink the appearance of not getting emotional

expression.

The initial adjustment process of these, depending on the child's

problems look when viewed along the process of children in issues it

was different. Internalizing problems showed children were starting to

get comfortable with the counselor began to adapt to the other

members, children showed externalizing problems began to understand

the structure when relaxed in the environment, such as rules and

acceptance.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with internalizing problems seen also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circumstances they were adapted to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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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vironment a little more revealing their thoughts and emotions

in a group situation felt it was safe for them. On the other hand, it

looked like a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s there appeared to be a

tough process to accept the structures themselves out according to

the conditions in the environment.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have dealt with the family and child

psychological trauma and resettlement of defectors from the process

in group play therapy. Attachment and separation targets through

play, and reenact the traumatic experience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sexual abuse. North Korean children's homes through group

play therapy out by changing the play dealt with the trauma after

trauma themselves.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children are also assuming a vague

sense of loss expressed in play. Therefore it seems to solve the

problem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children's homes that

require long-term interventions than 35 sessions.

Counselors to consult the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may

experience difficulty due to their serious psychological trauma.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counselors to talk to the children

suffered psychological trauma of these experiences and they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ounseling to minimize reversed during

consult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looked at the long-term Group

play therapy process and its effects through a targeting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It can identify the ma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home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who experienced the

crisis through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ble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help them underst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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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emotional and adapt to the counselor, the teacher in

charge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Keywords: North Korean Child Refugee, Trauma, School-aged

children, Group play therapy

Student Number : 2007-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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