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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의 아동중심놀이치료 사례연구: 
놀이치료 단계에서의 놀이주제 변화를 중심으로

Objective: This study was aimed to enhance of the effects of child-centered play therapy and the 
process of therapeutic change in a child with ADHD and ODD by examining the process of play 
therapy and the change of play themes at stages.     
Methods: The participant was a first-grade boy in primary school who was diagnosed with ADHD 
and ODD. The researcher directly conducted 62 sessions of child-centered play therapy once per 
week for 1 year and 5 months.    
Results: First, the child’s aggressive and rebellious behavior decreased, and self-control and 
social situations adjusted accordingly through the child-centered play therapy. Second, looking at 
the changes of play theme at stage, the play themes of controlling and safety and exploration and 
mastery were mainly performed in the intimacy formation stage. The play theme of power and 
aggression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aggressive stage, and the play themes of family and 
nurturing and power and aggression increased in the degenerative stage. Finally, power and 
aggression decreased and family and nurturing and controlling and safety increased in the end 
stage
Conclusion: The effectiveness of child-centered play therapy was confirmed for a child with ADHD 
and ODD. By analyzing the play themes at stages of play therapy, certain patterns of change were 
identified. 

Keywords: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ODD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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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신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동전공

서론

사회환경의 변화 및 신경화학적 요인과 맞물려 주의 산만, 과

잉행동, 충동성으로 인해 일상적인 기능에 문제를 갖게 되

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아동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Health Insurance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5). 실제로 우리나라의 ADHD 유병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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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상담에 의뢰되는 아동의 주 호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 역시 ADHD인 것으로 확

인된다(Lim, Kim, & Shin, 2015). ADHD 아동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학교와 가정 등에

서 학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다. 

또한 진단받은 아동의 상당수가 초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행동상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보고들을 고려할 때(Faraone, 

Biederman, & Mick, 2006; Koh & Jeong, 2013; Yang, Cheong, & 

Hong, 2006), ADHD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이 강

조된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신의학적 관점

의 약물치료접근이 67% 이상으로 주를 이루는 추세이다(Koo, 

Choi, & Kwon, 2012; S. H. Lee, 2009). 더불어 최근 약물치료가 

근본적인 변화 또는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Majewicz-Hefley & Carlson, 2007; Weyandt, 2001) 

비약물 중재의 접근 및 병행을 위한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특

히 근거기반치료가 강조되면서 행동수정, 인지행동치료, 부모

훈련 등이 측정과 매뉴얼화의 용이성과 맞물려(S. Lee, 2014) 

비교적 과학적이고 안정적인 개입으로 연구되고 있다(Choi, 

2012; H. S. Kim, 2013; Koh & Jeong, 2013). 그런데 다른 한편

으로는 공존장애로 적대적 반항장애가 동반된 ADHD 아동의 

경우, 높은 공격성 등으로 인해 행동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

접근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견이 제시되기도 

한다(J. W. Kang et al., 2012; J. Y. Kim et al., 2005). ADHD 아동

의 중재에서 공존장애의 여부 및 종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J. W. Kang et al., 2012). 

적대적 반항장애는 ADHD와 가장 흔하게 공존하는 질환

으로 불복종, 공격행동, 반항 등의 행동 특성이 수반된다. 몇몇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의 60% 이상에서 확인될 만큼(J. W. 

Kang et al., 2012; K. Kim & Yun, 2015; J.-R. Lee & Kang, 2012; 

Young & Amarasinghe, 2010) ADHD에서 적대적 반항장애의 

공병율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적대

적 반항장애가 동반된 ADHD 아동은 공존장애가 없는 경우에 

비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

로 확인된다(Barkley, 1990; H. S. Kim, 2013). 또한 적대적 반항

장애가 공존된 ADHD 아동일수록 사회성 부족, 전반적 행동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 S. Kim, 2013; 

J. Y. Kim et al., 2005).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이 연구는 적대

적 반항장애가 동반된 ADHD 아동을 위한 비약물 중재의 일

환으로 아동중심놀이치료를 통한 접근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동중심놀이치료는 인간중심상담에 근간을 두어 치료자

가 아동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수용하는 놀이치료 접근법이다

(Landreth, 2012). 아동중심놀이치료자는 친밀하고 수용적인 

관계를 통해 놀이치료에서 아동이 온전히 존중받는 경험을 하

도록 돕는다(E. K. Lee, 2016). 그 가운데 아동은 안전하고 일관

된 환경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 정서표현 및 좌절

된 욕구 충족과 함께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기회를 경험한

다(S. Kim, 2016).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관해 책임감

과 자기통제력 등을 형성하며 성장해 나가게 된다(Landreth, 

2012). Brassett-Harknett과 Butler (2007)는 적대적 반항장애, 품

행장애, 관계문제 등의 공존장애가 지속적으로 주변의 부정적 

피드백을 유발함으로써, ADHD 아동의 자아 손상과 부정적 

정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관계라는 치료적 요소 안에서 존중과 수용을 통해 자발적 

성장을 도모하는 아동중심놀이치료는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

반한 ADHD 아동에게 적합한 개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Bratton, Ray, Rhine과 Jones (2005), Lin과 Bratton 

(2015)의 ADHD 중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아동중심

놀이치료가 보드게임 등을 포함하는 인지행동적 놀이치료, 부

모 병합치료와 함께 효과적인 중재로 확인되고 있다(S. Kim, 

2016). 그리고 J.-S. Lee, Lee와 Mun (2006)은 적대적이고 반항

적인 아동의 경우 단기적인 인지행동적 접근에 거부감을 보

일 수 있음을 언급하며, 오히려 상징적인 놀잇감을 통해 자신

의 억압된 정서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카타르시스와 치료적 관

계를 경험하는 아동중심놀이치료가 용이한 접근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Chae (2005) 역시 아동의 공격성과 우울감 등 

부정적 정서의 표출 및 완화에 아동중심놀이치료가 효과적이

며, Kenny와 Winick (2000)은 외상 경험이 있는 아동 상담에서 

아동중심놀이치료 기법을 탄력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

단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S. Kim, 

2016). 요컨대 아동중심놀이치료는 부정적 정서와 관계적 트

라우마를 경험하는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에

게 정서적, 관계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개입이 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H. S. Kim (2013)은 초등학교 3학년 남아 대상

의 사례연구에서 부모훈련을 병합한 비지시적 놀이치료 접

근이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의 공격성 완화 

및 관계 문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실제 임상현

장에서도 통상적인 치료(usual care)로 아동중심놀이치료는 

ADHD 또는 적대적 반항장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J.-S. Lee et al.,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놀이

치료에 적합한 단일사례연구(single-case design)를 통해(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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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Ray, 2008; Ray, 2010; Urquiza, 2010),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에게 아동중심놀이치료가 실시되는 과정 

및 아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놀이치료에서 치료효과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놀이이다. 따라서 놀이치료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놀

이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S. Lee, 2014). 특히 VanFleet, Sywulak과 Sniscak (2011)

은 놀이치료의 과정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 놀이주제를 

탐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놀이주제란 놀이치료 과정에서 나

타나는 놀이의 주된 내용으로(Ray, 2010), 놀이주제에는 좌절

된 아동의 내적 욕구나 심리적 상태가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

고(Drewes, Bratton, & Schaefer, 2011),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놀

이주제 분석을 통해 아동의 문제를 개념화할 수 있다(Benedict 

& Hastings, 2002; Woo, 2005). 또한 놀이패턴과 반복적인 주

제의 이해를 통해 진행단계의 전환과 아동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Benedict, 2003; Benedict & Hastings, 2002; K. Kim & 

Yun, 2015), 아동의 심리적 상태 및 욕구 충족을 파악할 수 있

다(VanFleet et al., 2011). 즉 놀이주제에 대한 탐색은 아동의 심

리적 경험 및 치료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촉진적

인 치료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이

와 관련해 S. Lee (2014)는 치료효과와 연결될 수 있는 놀이주

제, 구성, 놀이방식 등에 대한 측정을 통해(Baggerly & Bratoon, 

2010; Phillips, 2010) 놀이치료의 과정과 놀이 자체에 대한 객

관적인 이해를 넓히려는 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이렇게 놀이주제 탐색의 효용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연구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략히 살펴보면 성 학대를 포

함한 피학대 아동(Y. Lee, 2016; Woo, 2005), 가정폭력을 목격

한 아동(Y. Kim, 2012), 반응성애착장애 아동(M. H. Kang & 

Woo, 2011), 습관적 자위행동을 보이는 아동(Kwon & Lee, 

2015), 교통사고 피해 아동(K. Kim & Lim, 2014) 등을 대상으

로 놀이치료를 진행하고 놀이주제를 분석한 연구들이 보고되

고 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초기에는 통제감을 확인하는 등

의 놀이주제, 중기에는 아동의 주호소와 관련된 주제, 종료 단

계에는 보호 . 양육의 놀이주제 등, 놀이치료 단계에 따라 일정

한 변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에 대한 아동중심

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계별 놀이주제 및 흐름 또한 

탐색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기 연구들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Benedict 등(1998)의 놀이주제 분류체계를 근거로 

놀이치료 단계에서의 놀이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이 연구에서는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에게 아동중심놀이치료를 실시하고 진행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아 아동중심놀이치료를 통한 아동의 변화를 확인하고

자 한다. 나아가 단계별로 나타나는 주된 놀이주제 및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의 아동

중심놀이치료에서 나타나는 치료과정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는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에 

대한 아동중심놀이치료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치료과정

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은 아동중심놀이치료

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에 대한 아동중심놀이

치료에서 진행단계별 주된 놀이주제의 양상 및 흐름은 어떠

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기본정보

연구대상 아동은 치료시작 당시 만 7세 1개월인 초등학교 1학

년 남아로, 심각한 충동성, 주의산만 및 집중력 부족과 폭력적

인 언행으로 인해 담임교사와 학급의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 

측으로부터 심리치료를 권고 받았다. 모의 보고에 따르면 아

동은 외동으로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배우의 직

업을 가진 모의 상황으로 인해 만 1세 이후 줄곧 조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장하였다. 아동의 모 역시 아동기부터 이어

진 성인 ADHD 소견이 있었으며, 연구기관 내원 당시 우울증

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아동의 모는 아동이 걸음마기 

이전부터 과도한 활동량이 두드러져 따라다니기 힘들었으며, 

만 3세경에는 부주의, 충동성 등의 행동특성과 관련해 기관보

육시설에서 통제가 어렵다는 호소로 어린이집을 3회 이상 옮

기는 등 불안정한 환경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후 놀

이치료 시작 당시까지 과잉행동, 주의산만, 충동성 및 공격성

으로 인해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학원이나 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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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등의 교육기관에 줄곧 적응하지 못해 강제로 퇴출되는 경

험을 반복하였다. 아동의 모는 아동의 영유아기 행동특성에 

대해 자신의 ADHD가 유전된 것으로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

끼고 있었다. 아동은 만 6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ADHD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1년가량 진행하였으나, 뚜렷한 증상

의 완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중단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심리평가

놀이치료 시작에 앞서 아동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

인 이해를 목적으로 임상심리전문가에게 KEDI-WISC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SCT (Sentence Completion Test), Rorschach 검

사, HTP (House-Tree-Person test), KFD (Kinetic Family Drawing 

test), BGT (Bender-Gestalt Test), 부모면담을 포함한 종합심리

평가를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아동은 보통 수준의 

지능(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 [FSIQ] = 104, Verbal IQ 

[VIQ] = 98,  Performance IQ [PIQ] = 110; 지적 잠재력은 우수

수준으로 추정됨)으로, 지능검사와 정서검사에서 주의집중력 

부족, 높은 충동성, 욕구 충족 좌절로 인한 내면의 분노, 적개

심, 반항심 및 높은 공격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해 적대적 반

항장애를 동반한 ADHD로 진단되었다.    

사례개념화

개별면담을 통한 모의 보고 및 임상심리전문가의 종합심리평

가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때, 아동은 기질적인 요인에 환

경적인 영향이 더해진 ADHD로 학교생활 부적응 및 또래관

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잦은 실수와 

과잉행동, 충동적인 행동양상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부정적

인 피드백을 줄곧 받아오는 가운데, 내면에는 분노와 공격성 

등의 부정적 정서와 자아상, 낮은 자존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

인다. 한편 부모의 맞벌이로 아동은 생애 초기부터 주로 조부

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특히 모의 ADHD 및 우울증으로 

안정된 모-자 관계 및 일관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심리적 불안정감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감의 결여와 내면에 누적된 부정적 감정

이 2차적으로 아동의 적대적 반항장애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밀하고 수용적인 치료적 관계 

가운데 아동 주도적 놀이를 통해 아동이 자기 자신을 수용 . 존

중하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책임감 가운데 직면한 문제

에 대한 창의적이고 풍부한 대응능력과 자기 통제력을 형성하

여 성장하도록 돕는(Landreth, 1993) 아동중심놀이치료 중재

를 시도하였다. 

연구도구 

아동중심놀이치료

놀이치료 과정   아동에게 Rogers의 인간중심상담이론에 기반

하고 있는 Axline (1969)의 아동중심놀이치료를 실시하였다. 놀

이치료는 놀이치료 및 아동상담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연구

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주 1회씩 총 62회기의 놀이치료를 1

년 5개월에 걸쳐 연구자가 속한 상담소의 놀이치료실에서 진

행하였다. 세션은 40분간의 놀이치료 실시 후, 모와 면담 또는 

전화통화로 20분의 부모상담을 진행하는 구조로 구성하였다.

 

놀이치료 목표    아동에 대한 사례개념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아동중심놀이치료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치료자와

의 일관되고 안정된 관계경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 및 신뢰

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둘째,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안전한 

놀이상황 가운데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발산하고 해소하도록 

돕는다. 셋째, 수용 및 공감적 지지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긍

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자기

조절능력 향상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을 형성

하도록 돕는다. 다섯째, 부모상담을 통해 부모의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관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제공되도록 돕

는다. 

놀이주제 분류체계

놀이치료에서 나타난 놀이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Benedict 

등(1998)의 놀이주제 분류체계(Benedict Play Therapy Analysis 

System [BPTAS])를 사용하였다. 놀이주제는 ‘힘과 공격성’, ‘가

족과 양육’, ‘통제와 안전’, ‘탐색과 숙달’, ‘성적인 놀이’의 5가

지 영역으로 분류되며, 각 영역은 Table 1과 같은 세부 주제들

을 포함한다. 놀이주제를 인식하는 기준은 회기 내에 반복되

는 특정한 놀이, 다양한 놀잇감으로 유사하게 반복하는 놀이, 

강렬한 정서가 표현되는 놀이, 여러 회기에 걸쳐 연결되는 놀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는 놀이로, 아동에게 특정한 의

미가 있는 놀이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Benedict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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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본 사례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의 지원 가운데 아동의 학교 교감, 담임교사 및 지역사회전문

가의 추천, 그리고 아동 모의 합의 하에 연구자가 속한 상담소

로 의뢰되었다. 놀이치료 시작 전, 연구자는 아동, 아동의 모, 

담임교사와 각각 개별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

에 대한 놀이치료가 연구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아동과 

모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

도 놀이치료는 동일하게 진행됨을 안내하였다. 아동에게는 구

두로 익명성 보장의 원칙하에 놀이치료의 기록과 녹취, 이후 

연구 자료의 사용 및 자료 보관과 폐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였으며, 아동의 이익과 자유의사를 최우선으

로 하여 연구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모에

게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였으며, 아동

이 속한 학교의 지역사회전문가에게 연구진행 여부를 알리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후 놀이치료의 모든 회기는 아동과 모

의 동의하에 녹취하였으며, 진행과정 및 놀이주제 양상의 분

석을 위해 매회 놀이치료가 종료된 직후 연구자가 회기별 기

록지를 상세히 작성하였다. 회기별 기록지의 내용에는 아동이 

선택한 놀이, 놀이에서의 정서, 몰입의 정도, 놀이와 관련한 의

미 있는 대화, 다른 회기와의 차이 또는 특징적인 점, 놀이내용 

평가, 치료자와의 상호작용 등(Bratton, Landreth, & Homeyer, 

1993)이 포함되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선 아

동중심놀이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녹음자료의 

축어록 또는 완전어록을 작성하여 매월 놀이치료 슈퍼비전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중심놀이치료의 실시과정을 점

검하고 단계별 흐름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때 놀이치료 회

기에 나타나는 아동의 반응에 따라 놀이치료 단계를 분류할 

것을 제안한 Nordling과 Guerney (1999)의 견해를 수용하여, 

놀이치료 과정을 ‘친밀감 형성 단계’, ‘공격 단계’, ‘퇴행 단계’, 

‘종료 단계’로 구분하고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단계별 놀이주제 양상과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아동중심놀이치료가 종료된 이후, 1차 분석에 사용한 축어록 

및 완전어록을 포함한 녹음자료와 회기별 기록지를 바탕으로 

놀이주제 분류체계(BPTAS)에 따라 놀이주제를 분석하였다. 

이때 놀이주제의 최종 분류는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Mathison, 1988)으로 연구자와 아동

상담 및 놀이치료 전문가 2인이 함께 모여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모든 자료에 대해 세 명의 의견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합의하여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놀이치료 단계별 진행과정 

본 연구의 놀이치료 진행과정은 1–5회기 친밀감 형성 단계, 

6–27회기 공격 단계, 28-57회기 퇴행 단계, 58–62회기 종료 단

계로 구분된다(Nordling & Guerney, 1999). 단계별 진행과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밀감 형성 단계(1–5회기)

이 시기에 아동은 놀이치료실을 탐색하고 치료자와 라포

(rapport)를 형성하였다. 1–2회기에는 놀잇감을 둘러보며 “이

거 우리 집에도 있어요.”, “이마트에서 샀어요. 선생님은 어디

서 샀어요?”라고 묻는 등 치료자와 놀잇감에 관심을 보였다. 

Table 1
Play Themes by BPTAS 

Play theme Detail themes
Power and aggression Good guy vs bad guy, aggression, death by aggression, death by natural cause, devouring, power, seeking
Family and nurturing Constancy, separation, nurturing, positive self-nurturing, failed nurturance, failed nurturance with 

    abuse, failed nurturance and neglect, shopping and store
Control and safety Burning, burning and drowning, broken, fixing, bridge building, instability, cleaning, messing, sorting, 

    safety and containment, rescue, escape
Exploration and mastery Exploration, mastery
Sexualized play Sexualized activities, sexualized behavior, sexual curi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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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기에는 찰흙으로 핫케이크를 만들어 초를 1개 꼽고 소

중히 간직하거나 텐트에 들어가 치료자를 초대하고, 트랜스포

머 로봇을 이용한 선과 악의 싸움 놀이를 시작했다. 

주로 선택한 놀잇감은 총, 칼, 활, 자동차, 로봇, 블록으로, 

각각을 꺼내어 이것저것 살펴 만져보고 탐색하는 모습이었다. 

대체로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놀잇감을 만지며 “망했다.”, “잔

소리”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기도 했다. 놀이치료 의

뢰 당시 학교와 모의 주 호소 문제였던 욕을 하거나 규칙에 어

긋나는 행동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부모상담에서 보고된 내용은 아동이 학교에서 학급의 다른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수

시로 “죽어버릴 거야.”, “자살할 거야.” 등의 말을 되풀이한다

는 것이었다. 

공격 단계(6-27회기)

아동은 안전한 공간, 안전한 관계를 바탕으로 점차 다양한 주

제의 놀이를 진행하였으며, 주 호소와 관련한 문제행동들이 

놀이치료실 및 놀이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6 –27회기 

전반에 걸쳐 로봇을 변신시키는 ‘트렌스포머’ 놀이. ‘죽음의 아

파트’라는 제목의 연재만화 그리기, 학교를 꾸미고 그곳에서 

짜증이 난 학생을 탈출시키는 놀이, 폭주족이지만 착하고 학

교를 잘 안다니는 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학교놀이, ‘고

스트 라이더’라는 영웅을 통해 치료자를 구해주는 놀이, 공룡

과 괴물의 싸움놀이 등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공격 단계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중간에는 학교놀이를 

하면서 치료자에게 자신을 위해주는 교사 역할을 시키거나 집

과 마을을 꾸미기, 엄마 공룡과 자식 공룡을 짝지어 주기 등 양

육 및 돌봄의 욕구 충족과 관련된 놀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재미없다.”라며 놀잇감을 던지거나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치료자의 반응을 살피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놀이를 5분 이상 지속하지 

못하거나, 치료자에게 짜증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놀이

치료실 문을 발로 차는 행동이 잦았다. 22–27회기에는 모와의 

분리를 힘들어하고 놀이치료실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거나, 물

건을 던지고 욕을 하며 폭발적으로 화를 표출하는 모습이 나

타나기도 했다. 

부모상담시 보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집에서 부

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대답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등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으

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욕하는 것 때문에 자꾸 부정적 피드백

을 듣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잘못한 것

이 있을 때 이를 설명하면 잘 수긍하는 모습이 생겼다는 보고

와 함께, 주변의 친척들이나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로부터 

아동이 많이 점잖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와 있는 동안에는 욕을 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었

다. 한편 이 시기에 학교의 담임 선생님은 아동이 화내는 모습

이 줄어들고 알아듣고 이해하는 모습이 생겼으나, 가끔씩 돌

발적으로 공격적, 충동적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퇴행 단계(28-57회기)

퇴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아동은 ‘스머프 마을’ 등을 소재로 이

야기를 꾸미고, 역할놀이를 통해 지지와 수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놀이양상을 보였다. 28–32회기에는 치료자에게 검

은 고양이 역할을 시키고 마을을 꾸며 아동의 마을과 치료자

의 고양이가 서로 상호작용 하는 놀이를 진행하였으며, 33–36

회기에는 스머프 마을을 꾸미고 가가멜이 ADHD라고 하며, 

“가가멜이 결국 마음을 바꿔 가가멜의 성에도 꽃이 피었어

요.”라고 하거나, “가가멜에게는 왜 사랑과 평화가 없을까요?”

라고 하며 가가멜이 스머프를 도와주는 놀이를 반복적으로 진

행했다. 37–57회기에는 지속적인 스머프 마을 놀이와 함께 공

룡과 괴물의 싸움, 집과 새로운 마을 꾸미기, 노래 부르기, 자

신이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 나누기, 스머프로 친구 사귀기 놀

이가 이루어졌다. 

퇴행 단계에서도 중간 중간 짜증을 내며 놀잇감을 던지는 

행동은 간헐적으로 있었으며, 우발적으로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충동적으로 

분노 표출 행동을 한 뒤에는 곧 스스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

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배우의 직업을 가진 모가 새로

운 작품을 시작하게 되어 매일 저녁 출근을 하는 상황이 되었

는데, 이에 대해 치료자에게 “엄마가 매일 일하러 가서 저녁에

는 아빠랑 할머니랑 있는데 엄마 보고 싶어서 힘들어요.”라고 

자신의 마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점차 놀이

에 이야기와 흐름이 생기고 놀이 지속시간이 길어지는 양상으

로, 실생활에서도 처음으로 학교에 친구가 2명 생겼다고 치료

자에게 이야기하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상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에게 친구가 생기고 좋

은 모습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제안을 수긍하

는 모습이 생겼으며, 짜증내는 횟수는 비슷하나 감정을 못 이

겨 소리를 지르는 행동과 소소한 실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의젓한 모습으로 칭찬을 받기도 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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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친구들과도 많이 어울려 놀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주변의 

피드백이 좋아졌고 아동의 눈치 보는 행동과 모의 사랑을 확

인하는 모습이 줄었음도 보고 되었다. '죽고 싶다'는 말은 이제 

하지 않으며, 생활에서 식사량이 많아졌고 잠도 늘었다고 했

다. 집단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늘 쫓겨나기 일쑤였는데, 이즈

음부터 공부방도 잘 적응하며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모는 이 

시기에 자신의 심리상태와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통찰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종료 단계(58-62회기)

합의하에 종결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아동은 스스로 자

신의 놀이를 정리하였다. 58–59회기에는 도둑잡기 등의 규칙

이 있는 게임놀이와 스머프들에게 이제껏 가가멜에게 스트레

스 받은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시키며 관계를 개선하는 놀

이를 진행하였다. 60회기에 아동의 보고 및 놀이치료 과정에

서의 변화 양상, 모의 보고, 학교의 보고를 토대로 아동과 종결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아동과 합의를 통해 2회기 뒤 

종결을 계획하였다. 종결을 준비하며 아동은 로봇 변신 놀이, 

기차놀이, 종이인형 만들기 놀이 등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반말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도 했으나,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사과하거나 적절히 대처하

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였다. 또한 부탁, 수용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서, 행동 및 언어적 표현이 증가한 모습이 확인되었

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한 놀잇감을 정리하는 모습이 나타나

기도 했다. 이에 62회기, 아동의 변화와 성장을 정리하고 축하

하며 놀이치료를 종결하였다. 

부모상담에서 모는 종결을 앞두고 아동이 학교에서 번호 

순서대로 짝을 지어 자리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혼자 앉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외톨

이가 되면 어쩌나 싶은 염려가 들었다며 다소의 불안감을 호

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동이 자신이 구구단을 잘 외우는 것

을 치료자에게 말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아동의 성

장을 기특하게 여기는 등 전반적으로 아동의 변화를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정리하면 아동중심놀이치료의 과정을 통해 아동은 치료자

와의 신뢰로운 관계와 수용을 경험하면서 긍정적 자아상과 자

존감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통제력 및 사

회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며 조절하는 모습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안전하게 발산하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가운데 공격적이고 반항적 행동이 감소하였

으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

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대인관계 및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

응적인 모습 또한 증가하였다. 

놀이주제 변화

단계별로 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놀이주제의 빈도를 분

석한 결과를 Figure 1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친밀감 형성 단

계에서 나타난 놀이주제는 통제와 안전 14회(50.0%), 탐색

과 숙달 7회(25.0%), 가족과 양육 4회(14.3%), 힘과 공격성 3

회(10.7%)의 순이었다. 공격 단계에서는 통제와 안전이 38회

(40.0%), 힘과 공격성 34회(35.8%), 탐색과 숙달 13회(13.7%), 

가족과 양육 10회(10.5%), 퇴행 단계에서는 통제와 안전 40회

(34.5%), 힘과 공격성 38회(32.8%), 가족과 양육 29회(25.0%), 

탐색과 숙달 9회(7.7%)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종료 단계

의 놀이주제는 가족과 양육 6회(30.0%), 통제와 안전 및 탐색

과 숙달이 각각 5회(25.0%), 힘과 공격성 4회(20.0%)로 나타났

다. 전 회기에 걸쳐 성적인 놀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단계별로 세부적인 놀이주제 및 영역별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놀이주제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1–5회기의 친밀감 형성 단계에서는 통제와 안전 주제로 

자동차를 세워놓고 울타리를 치는 등 안정과 보호가 3회로 가

장 많았다. 다음으로 매장과 익사, 망가트리기, 건설하기가 각

각 2회씩, 고치기, 불안정,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분류하기 및 

구조하기가 1회씩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탐색과 숙달 주제는 

Figure 1. Changes of play themes a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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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눗방울이나 그림그리기 도구들을 살펴보는 탐색이 5회로 

빈번했으며, 숙달이 2회 확인되었다. 가족과 양육 주제는 텐트

에 들어가 자신을 찾아보게 하는 등의 항상성과 아기 인형을 

위해 생일 케이크를 만드는 등 양육이 모두 2회씩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힘과 공격성 주제는 스파이더맨과 검정색의 악당

이 싸우는 등 선과 악의 대결이 2회였으며, 힘이 1회 확인되었

다. 

둘째, 6 –27회기의 공격 단계에서는 통제와 안전과 관련해 

기찻길과 도로를 만드는 등의 건설하기가 9회로 가장 많았으

며, 망가트리기 6회,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및 안정과 보호 각 

5회, 구조하기 4회, 불안정 3회, 분류하기 3회, 매장과 익사 2

회 및 회피 1회의 놀이주제가 나타났다. 힘과 공격성 주제는 

보보인형을 때리거나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경찰차를 던

지는 등 공격성이 11회 확인되었고, 그 외 힘 10회, 선과 악의 

대결 8회, 도움청하기 3회, 자연적 상황으로 인한 죽음이 2회 

있었다. 다음으로 탐색과 숙달 주제는 블록을 쌓아올리는 등

의 숙달이 11회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탐색이 2회 관찰되었

다. 가족과 양육 주제로는 아동이 로봇을 자기라고 하며 치료

자에게 잡아보도록 하는 등 항상성이 5회였으며, 그밖에 양육 

3회, 긍정적 자기양육 1회 및 사고팔기 놀이가 1회 나타났다. 

셋째, 28–57회기에 걸친 퇴행 단계에서는 통제와 안전 주

제로 스머프 마을과 가가멜 집을 만들고 연결하는 등의 건설

하기가 14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정과 보호 9회, 망

가트리기 8회,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5회, 불안정 2회, 그리고 

매장과 익사와 회피가 각 1회씩 있었다. 힘과 공격성 주제는 

가가멜이 다른 로봇을 만들고 뿌듯해하는 등 힘이 14회, 그 외 

선과 악의 대결 13회, 공격성 6회, 도움청하기 3회 및 공격으

로 인한 죽음이 2회 확인되었다. 가족과 양육 주제로는 치료사

에게 검정색 고양이 인형을 주고 아동이 돌보아 주는 등 양육

이 12회, 그밖에 사고팔기 놀이 10회, 항상성 4회, 긍정적 자기

양육 3회로 파악되었으며, 탐색과 숙달 주제는 능숙하게 비눗

방울을 만들어내는 등의 숙달 7회, 탐색이 2회로 확인되었다.

넷째, 58– 62회기의 종료 단계에서 가족과 양육주제는 스

머프가 검정색 아기 고양이를 돌봐주는 등 양육이 5회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사고팔기 놀이가 1회 나타났다. 통제와 안전 주

제로는 스머프 마을과 가가멜의 집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드

는 등의 건설하기가 3회 관찰되었으며, 다음으로 청소하기 및 

안정과 보호가 1회씩 있었다. 탐색과 숙달 주제는 복잡한 게

임 세팅하기를 반복하는 등의 숙달 4회, 그리고 탐색이 1회 확

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힘과 공격성 주제로는 공격 상황이라며 

놀잇감을 던지는 등의 공격성이 2회, 힘과 도움청하기가 각각 

Table 2
Frequency of Play Themes at Stage

Themes

Stage
Warm-up 

(1-5ss)
Aggressive
(6-27ss)

Regressive 
(28-57ss)

Mastery 
(58-62ss) Total

Power and aggression
Good guy vs bad guy 2   8 13 23
Aggression 11   6 2 19
Death by aggression   2 2
Death by natural cause   2 2
Devouring 0
Power 1 10 14 1 26
Seeking   3   3 1 7
Total (percentage) 3(10.7) 34(35.8) 38(32.8) 4(20.0) 79

Family and nurturing
Constancy 2   5   4 11
Separation 0
Nurturing 2   3 12 5 22
Positive self-nurturing   1   3 4
Failed nurturance 0
Failed nurturance with abuse 0
Failed nurturance and neglect 0
Shopping and store   1 10 1 12
Total (percentage) 4(14.3) 10(10.5) 29(25.0) 6(30.0) 49

Control and safety
Burning 0
Burning and drowning 2   2   1 5
Broken 2   6   8 16
Fixing, 1 1
Bridge building 2   9 14 3 28
Instability 1   3   2 6
Cleaning 1 1
Messing 1   5   5 11
Sorting 1   3 4
Safety and containment 3   5   9 1 18
Rescue 1   4 5
Escape   1   1 2
Total (percentage) 14(50.0) 38(40.0) 40(34.5) 5(25.0) 97

Exploration and mastery
Exploration 5   2   2 1 8
Mastery 2 11   7 4 25
Total (percentage) 7(25.0) 13(13.7) 9(7.7) 5(25.0) 34

Sexualized play
Sexualized activities 0
Sexualized behavior 0
Sexual curiosity 0
Total (percentage) 0

Total (percentage) 28(100) 95(100) 116(100)20(100) 259
Note. ss = session. Unit of measurement is the number of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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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씩 나타났다. 

단계에 따른 놀이주제별 변화 양상을 보면 첫째, 적대적 반

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의 아동중심놀이치료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놀이주제는 통제와 안전이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놀이치료가 진행되고 단계가 전환되면서 상

대적으로 점차 빈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힘과 공

격성은 친밀감 형성 단계에서 낮은 빈도로 나타나던 것이 공

격 단계로 접어들면서 확연히 증가하고, 이후 퇴행 단계와 종

료 단계에 걸쳐 상대적으로 빈도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셋째, 가족과 양육 주제는 친밀감 형성 단계 및 공격 단계에서 

낮은 빈도로 나타나던 것이 퇴행 단계와 종료 단계에서 급격

히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마지막으로 탐색과 숙달 주제의 경

우 초기와 말기에 해당하는 친밀감 형성 단계와 종료 단계에

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중기에 해당하는 공격 단계

와 퇴행 단계에서는 출현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에

게 아동중심놀이치료를 진행하고 놀이치료의 단계별 진행과

정 및 놀이주제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중심놀이치료를 

통한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의 변화와 아동

중심놀이치료 과정에서의 놀이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의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남아에게 주1회씩 총 62회기의 아동중심놀이치료를 

실시하고, 진행과정 및 놀이주제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중심놀이치료가 진행되는 가운데 본 연구대상 

아동의 주호소 문제가 해소 또는 완화되었다. 놀이치료의 과

정, 학교 및 부모의 보고를 통해 확인된 변화를 살펴보면, 아동

의 공격적이고 반항적 행동이 감소하고 긍정적 자기보고 및 

안정적인 정서표현이 증가하는 가운데 긍정적 자아상 및 자존

감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적응적으로 조절하고자 시도하거나 규칙을 수

용하는 등 통제력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사회적 상황에 적

절히 대처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표출하고 충족하는 등, 사

회적 기술과 적응적 모습도 향상되었다. 그리고 모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고 갈등

에 적절히 대처하며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등 대인관계능

력이 향상되면서 주변으로부터의 긍정적 피드백이 증가하였

다. 이는 ADHD 유아에게 아동중심놀이치료를 적용하여 효

과를 보고한 K. Kim과 Yun (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상의 변화는 아동중심놀이치료의 치료적 요인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아동중심놀이치료는 치료적 관계를 중요시 한다(Landreth, 

1993). 안전한 환경 가운데 아동이 중심이 되어 치료의 방향을 

주도하고 책임을 경험하는 과정 안에서, 아동은 자기 통제력

과 내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치료자와의 치료적 신뢰

관계 및 수용과 존중 경험은, 아동이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해

소하고 왜곡이나 거부 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타인과 다시 연

결되도록 돕는다. 즉 아동중심놀이치료의 핵심적 가치와 이를 

통한 아동의 내적 성장 과정은 ADHD 아동의 부주의, 충동성 

등의 1차적 문제 완화는 물론, 부정적 자아상 및 낮은 자존감, 

사회적 관계 및 학교 부적응 등의 2차적 문제 해소와도 밀접

하게 맞닿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Landreth, 2012; E. K. Lee, 

2016; Ray, 2010).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 및 교육 현장에서 빈번히 관

찰되는(D. Kim, An, & Koo, 2016)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에 대한 아동중심놀이치료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

하였다. 이는 아동중심놀이치료가 아동의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T. I. Kim (2003)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

과로, 이는 아동중심놀이치료가 가지는 안전한 환경 및 아동

에게 제공되는 놀이의 발달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일관되고 수용적인 환경은 아동으로 하여금 놀

이를 기반으로 보다 편안하게 억압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여기에서 경험하는 자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동은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 및 긍

정적 정서와 태도를 키워갈 수 있게 된다(Landreth, 1993). 환

언하면 아동중심놀이치료의 치료적 요인과 과정은 적대적 반

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의 심리 . 행동적 문제의 완화 및 

성장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입

증한 이 연구의 결과는,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는 비약물 중재

(Koh & Jeong, 2013)를 고려함에 있어 아동중심놀이치료만으

로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일부의 우려

(S. Kim, 2016)와 달리,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

동의 경우 아동중심놀이치료 역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대상 아동의 아동중심놀이치료 단계에서 나

타난 놀이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친밀감 형성 단계에서 아

동은 케이크를 만들어 1개의 초를 꼽고 소중히 다루거나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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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 치료자를 초대하는 등 치료자와의 치료적 관계 구

축 및 자아 형성과 관련한 놀이(Green, Crenshaw, & Langtiw, 

2009)로 치료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선과 악으로 편을 구

분해 싸우는 놀이 가운데 낮은 자존감과 통제력, 자신에 대한 

이분화(긍정적 . 부정적)된 이미지를 내어놓으면서(J. S. Lee, 

2012) 중기 전반에 해당하는 공격 단계로 접어들었다. 

공격 단계에서 아동이 주로 선택한 놀이는 피겨를 사용한 

학교놀이로, 짜증이 난 학생을 학교에서 탈출시키거나 치료자

에게 아동을 지지하고 수용하며 돌보아주는 교사 역할을 지시

했다. 아동의 주 호소 및 발달력을 고려할 때 이는 아동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한 부정적 정서와 관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인 

동시에 심리적 결핍을 충족해 나가는 과정(Green et al., 2009)

으로 볼 수 있다. 놀이치료가 진행되면서 놀이에 나타나는 중

인공의 이미지는, 폭주족이고 학교를 잘 안다니지만 착한 학

생으로 묘사되는 등 점차 부정적 자기와 긍정적 자기가 통합

되어가는 양상(J. S. Lee, 2012)을 띠었다. 그리고 자신이 ‘고스

트 라이더’라는 영웅적 인물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놀이를 반

복하면서 힘과 통제력을 확인하고 자아를 강화시켜 나가는 모

습(Benedict & Hastings, 2002)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룡과 괴물의 싸움을 주제로 한 놀이가 병행되는 등 불안정

한 자아 및 위협적으로 여겨지는 외부 환경으로 인한 불안정

감(Benedict & Hastings, 2002)도 공존하는 양상이었다. 이렇게 

분열과 통합이 공존하는, 혼돈 및 보상적 재경험을 반복하는 

과정을 지나 공격 단계의 후반에서 퇴행 단계로 전환되는 시

점에는, 집과 마을을 꾸미고 엄마 공룡과 자식 공룡을 짝지어 

주는 등 안정감을 구축하고 긍정적 양육과 모자관계의 형성을 

바탕으로 자아를 강화시키는 놀이(Benedict & Hastings, 2002)

의 비중이 높아졌다. 

퇴행 단계에서 아동은 스머프 마을을 꾸미고 치료자에게 

고양이 역할을 시켜 자신을 돌보게 하거나 친구가 되는 놀

이를 반복하면서 자아를 강화시켜 나가는 모습(Benedict & 

Hastings, 2002)이었다. 또한 부정적 자기상에 해당하는 가가

멜이 좋은 마음을 갖게 되어 가가멜의 성에 꽃이 피거나, 긍정

적 자기상을 나타내는 스머프와 가가멜이 친구가 되어 하나

의 마을을 꾸미는 등 자신의 부정적, 긍정적 이미지를 통합하

고 성장(J. S. Lee, 2012)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룡과 괴물의 싸움 놀이 등 다소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는 

놀이(Benedict & Hastings, 2002)도 여전히 간간히 등장하였다. 

이후 새로운 마을 꾸미기, 스머프로 친구 사귀기 놀이의 비중

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아강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노

래 부르기나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 나누기 등 현실 놀

이(Green et al., 2009)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자연스레 

종료 단계로 접어들어 종결을 준비하게 되었다. 

종료 단계에서는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자기상을 상징적

으로 표현하는 스머프와 가가멜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

하며 통합해 나가는 자기통합의 놀이(J. S. Lee, 2012)와 함께, 

규칙이 있는 게임놀이 등 현실놀이(Green et al., 2009)가 잦아

졌다. 그리고 로봇 변신 놀이, 기차놀이, 종이인형 만들기 놀

이 등 자기 통제력과 유능감, 에너지를 확인하는 놀이(Green et 

al., 2009)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동의 놀이치료 과정은 마무

리되었다. 

셋째, 놀이치료의 단계별로 놀이주제의 빈도 양상을 살펴

본 결과 일정한 흐름이 확인되었다. 초기에 해당하는 친밀감 

형성 단계에서는 통제와 안전 및 탐색과 숙달 주제의 놀이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기의 전반이라 볼 수 있는 공격 단

계에서는 힘과 공격 주제의 놀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지

고, 이후 중기의 후반부인 퇴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족과 양

육 주제의 놀이 빈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말기의 종료 단계에

서는 다시금 탐색과 숙달 주제의 놀이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학대로 인한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아동(Y. Lee, 2016), 습관적 자위행동을 보이는 

아동(Kwon & Lee, 2015) 등 다른 주 호소로 놀이치료를 진행

한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놀이치료 진행

과정에서 일반적인 단계별 놀이주제의 변화 양상이 존재할 가

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놀이치료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놀잇감과 놀

이 환경을 살펴보고 적응하는 가운데 탐색과 숙달 주제가 주

로 나타날 수 있다(Benedict et al., 1998). 이후 치료환경에 적응

하게 되면서 아동의 치료과정은 중기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 

아동은 치료자와 형성한 라포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자기 마음

을 표현하는 가운데 공격적이고 힘을 분출하는 놀이주제를 보

일 수 있다(Jung, 2008), 이러한 격랑의 시기를 넘어서면서 아

동의 놀이주제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양육하거

나 치료자에게 돌봄을 요청하는 등 애착과 양육으로 전환되기

도 한다(Nordling & Guerney, 1999). 그리고 퇴행적 놀이가 잦

아들면서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형의 숙달 주제가 등장하는 종

료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VanFleet et al., 2011). 이 연구에서도 

탐색과 숙달 주제의 놀이는 친밀감 형성 단계와 종료 단계, 즉 

초기와 말기에 주로 나타났다. 특히 친밀감 형성 단계에는 탐

색 주제의 놀이, 종료 단계에서는 숙달 주제의 놀이 빈도가 높

았다. 그리고 힘과 공격 주제의 놀이는 공격 단계에 접어들면

서 나타나기 시작해 점차 증가하다가 이후 퇴행 단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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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감소하여 종료 단계에서는 현저히 줄어든 양상을 보였

다. 가족과 양육 주제의 놀이는 퇴행 단계부터 증가하여 종료 

단계까지 높은 빈도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의 놀이

치료 진행 과정은 초기 탐색과 숙달 주제의 놀이에서 힘과 공

격 주제의 놀이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기로 접어들고, 이후 힘

과 공격 주제 놀이의 상대적 감소와 가족과 양육 주제 놀이의 

증가 양상을 거쳐, 말기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탐색과 숙달 주

제의 놀이가 증가하는 일정한 흐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치료자는 아동이 보이는 놀이의 주제를 인

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놀이치료의 진행 단계, 전환, 아

동의 심리적 변화 등을 보다 기민하게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맞춰 아동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방안도 동시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의 

놀이치료 전반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놀이주제는 ‘통제와 안

전’으로, 이는 후반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ADHD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놀이

치료 과정에서 초기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통제의 주제가 빈

번히 등장한 K. Kim과 Yun (2015)의 연구와 유사한 한편, 앞

서 기술한 일반적인 놀이주제 흐름과는(Jung, 2008; VanFleet 

et al., 2011) 다소 상이한 양상이다. 본 연구가 초등학교 1학년 

남아를 대상으로 한 단일사례 연구임을 감안하더라도, 적대

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의 경우 놀이치료 과정에

서 주 호소와 관련해 통제와 안전의 놀이주제가 보다 의미 있

게 자주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놀이치료에서 

나타나는 놀이주제에 성차가 존재한다는 Yoo (1997)의 견해를 

고려할 때, 이후 다양한 성별과 연령의 반항성 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놀이치료 중재에 대한 실증

적 연구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는 추세이다(Choi, 2012). 

이에 본 연구는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에게 

아동중심놀이치료를 진행하고 변화 과정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단계별 놀이주제를 살펴봄으로써,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

한 ADHD 아동의 아동중심놀이치료 과정을 이해하는 경험적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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