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아동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고(강태

연, 2021.05.03.),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2.6%로, 2018년 1.2%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노상우, 

2021.04.17.).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돌봄 공백이 증가하게 되면서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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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해피아트테라피(Happy Arts Therapy:이하 H.A.T.) 프로그램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분석 및 효과를 탐색하는데 목

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보고하는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고, 

2019년 9월부터 프로그램 내용구성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M지역

아동센터 아동 19명을 대상으로 총 54회 시행된 H.A.T.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H.A.T.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과 ‘H.A.T. 프로그램 경험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주요변화’, ‘H.A.T. 프로그

램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H.A.T.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특성과 H.A.T.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단계

별 목표를 ‘긍정적 대인관계’, ‘정서표현’, ‘정서 조절’, ‘긍정적 자기인식’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주

차별 세부 주제 활동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둘째, H.A.T. 프로그램의 경험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주요변화 

분석은 시행 초기에 관찰된 아동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관찰된 긍정적 변화양상을 분석

하였고, 분석 결과는 H.A.T.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를 토대로 ‘대인관계’, ‘정서표현’, ‘정서조절’, ‘자기인식’의 주

제별로 분류하여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 평가 분석은 프로그램 지도자의 비언

어적 의사소통 평가, 참여아동의 만족도, 학부모 설문 조사, 프로그램 지도자 평가 및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각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평가 과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도모할 수 있

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및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지역아동센터,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심리정서, 해피아트테라피, 예술치료,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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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심리정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윤지원, 

2020.11.03.).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온전히 끌어안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취약 계층 아동들을 수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채민

석, 2021.04.18.).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2020년 이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등교기간

이 줄어들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돌봄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가

정형편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상사태 속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

계층 아동들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남동진, 2021.04.26.).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건전한 오락과 놀이의 제공, 교육‧보호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

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2004년도 이후 지역아동센터는 취

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돌봄을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포용하려는 아동‧청소

년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법제화되었다(이은수, 이수용, 홍세희, 2016). 2021년 보건복지부가 공지한 지역아동

센터 지원사업 안내문의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을 살펴보면,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영역으로 

구성된 기본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특화 프로그램

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하

는 기관으로, 특히 사회 취약계층 아동에게 놓인 다양한 위험요인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염동문, 이재경, 2019). 사회 취약계층 가정이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계층 가정의 경우, 일반가정에 비해 돌봄 및 교육의 부재, 학대, 방임

과 같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환경을 제공할 가능

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백합, 2020). 

최근 한국 가정은 가족 간의 갈등, 가정 폭력, 가출, 이혼 등의 이유로 가족 해체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다양한 가정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 내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가족 형태 조사에 의하면, 48.5%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

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조손 가정 등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상당수가 사회경제

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속해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

율은 2012년 6992명에서 2019년 2만60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한국의 전체 아

동 중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율이 2.5%인데 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 중 다문화가정 아동이 18.9%를 차지함으

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이용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인천일보, 2021.09.01.).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에는 주 양육자와의 무관심과 방임을 경험하거나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

정의 형태에서 부모님과 소통의 어려움과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

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은 언어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사회적 기술 습득 

및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조유리, 강현아, 2011). 이러한 점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제 2의 가정’으로 기능하며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김서현, 구혜완, 

백수정, 정익중, 2015). 즉, 지역아동센터는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지자원이 부

족하여 내적인 힘이 없는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발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체

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시행의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다(이보람, 김현정, 김태종, 김부열, 박혜준, 2018; 

조영숙, 2012). 그리고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예술심리치유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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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고 있다. 예술치유 프로그램은 취약 계층 아동에게 심리정서 발달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사회 적응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이경훈, 2018; 조영숙, 2012).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비언어적 표현을 매개로 한 예

술치유 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서혜전, 이미애, 2015; 윤라미, 박윤미, 2019). 아동기는 인지, 

사회 심리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써(김유지, 2006) 이 시기에 심리정서 발달에 필요한 자원

을 지원받게 되면 아동들로 하여금 수용적인 시각으로 환경을 인식하게 하여 긍정적인 정서와 사고를 형성하

는데 도움을 준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 발달시기에 있는 아동은 개인의 심리정서 자원을 이

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고 극복 할 수 있기 때문에(Yasuda & Watanabe,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의 치유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심리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지지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

될 수 있다(이수연, 2019; 주미경, 김동철, 2016).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예술의 치유적 원리를 통합적으로 적

용한 해피아트테라피(Happy Arts Therapy: 이하 H.A.T.) 프로그램의 적용 사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H.A.T. 프로그램은 무용,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표현예술의 치유적인 원리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개발된(윤혜

선, 2009) 예술치유 프로그램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등의 목적으로 적용한 

연두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고(윤혜선, 2013; 윤혜선, 김예진, 2015), 군인, 간호사, 소방공

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의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프로

그램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한 바 있다(김종임, 윤혜선, 한선옥, 2008; 윤혜선, 2013; 윤혜선, 윤현서, 2022) 때

문에 이 연구에서는 H.A.T. 프로그램의 선행연구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특성 분석을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H.A.T. 프로그램의 적용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도모하

기 위한 목적으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및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H.A.T. 프로그램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분석 및 효과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H.A.T.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은 어떠한가?

둘째, H.A.T. 프로그램 경험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주요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H.A.T. 프로그램의 평가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예술치유 문화보급을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 기관인 아트라이프다솜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자 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H.A.T. 프로그램’이 2019년 9월에재단법인 바

보의 나눔 공모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

아트라이프 다솜은 성북구에 위치한 M지역아동센터를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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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 프로그램의 시행과정에 필요한 상호 협력사항을 협의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M지역아동

센터 이용 아동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토대로 

진행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 H.A.T.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윤혜선(2009)이 고안한 H.A.T. 프로그램의 1회기 구조

를 기본구조로 적용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센터이용 아동에 대한 문헌조사, 상황분석을 통해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목표 및 단계별 내용을 도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 2년간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M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1회기 1시간 구성으로 주 1회 H.A.T.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인원은 M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공간의 규모와 참여 

아동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19명을 연령별로 저학년, 고학년의 두 그룹으로 구조화하였고, 각 그

룹별로 2020년 26회기, 2021년 28회기씩 진행하여 총 54회 실시하였다. H.A.T. 프로그램의 지도는 표현예

술상담사의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2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2명의 보조지도자와 지역아동

센터 담당자가가 매회기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과정에서 20년 이상 예술치료관

련 경력이 있는 H.A.T. 프로그램 창안자의 지도하에 H.A.T. 프로그램의 내용보완과 참여 아동의 특성에 따른 

지도자 개입방법에 대한 슈퍼비전과 지도자 평가 회의를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아동

센터 담당자와 연간 2회 이상 평가회의를 거쳐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과정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아동의 H.A.T. 프로그램 경험을 통한 주요 변화 탐색과 세 번째 연구 문제

인 프로그램 평가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참여아동, 프로그램 지도자, M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학

부모를 대상으로 다각적 관점에서 취합된 연구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2019년 9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H.A.T. 프로그램 내용 구성 연구를 거

친 후,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M지역아동센터를 H.A.T. 프로그램 시행 기관으로 선정하여 2020년 1월~ 2021년 

12월까지 2년간  H.A.T. 프로그램에 참여한 M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H.A.T. 프로그램

에 참여한 M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은 총 19명으로 프로그램 시행 전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참여 아동

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가정 유형의 특성을 살펴 볼 수 있었는데, 참여 아동 19명 

중 15명(79%)이 다문화 가정이고, 한국인 부모를 둔 가정은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여 4명(21%)으로 조사됨으로써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참여 아동의 특성은 <표 1 >과 같다.

3. 자료 수집

이 연구는 H.A.T. 프로그램 시행 전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운영방법을 설계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특성파악을 토대로 관련 선행연구 및 참고 자료를 조사하였다. H.A.T. 프로그램 경험을 

통한 주요 변화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참여아동 대상 프로그램 소감 녹취자

료, 주요변화 관찰 아동 대상 심층면담자료, 프로그램 회기별 지도자 관찰 일지, 프로그램 결과물 및 사진자

료, M지역아동센터 담당자 관찰 내용, 학부모 설문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H.A.T. 프로그램 평가 분석을 위한 자료는 프로그램 회기별 지도자 일지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시행 종료 후

에 실시한 참여 아동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학부모 설문조사, M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평가 자료 및 프로그

램 지도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 일지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탐색하고자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지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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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는 프로그램 지도자들이 프로그램 시작 시점과 2021년 프로그램 종료시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이 연구는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사례를 탐색하며 다양한 정보원들을 활용하여 사례를 심층적이고 상세

하게 보고하는 사례연구 방법(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2015)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19년 9월부터 H.A.T. 프로그램 내용 구성을 거쳐 2020년~2021년까지 M지역아동센터 H.A.T. 프로그램

의 시행과정에서 연구된 결과 분석을 위하여 H.A.T. 프로그램의 창안자인 슈퍼바이저 1인의 중재 하에 프로

그램 지도자 2명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H.A.T. 프로그램 경험을 통한 주요 변화 분석을 위해 참여아동 19명 중 주요한 변화를 보인 8명을 선정하여 

연차별 프로그램 초기와 종결 시점에 총 4회 1시간씩 개별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H.A.T. 프

로그램의 평가 자료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자료와 M지

역아동센터담당자 평가내용, 프로그램 지도자 평가, 학부모 설문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참여아동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 분석을 위해  'Suzi Tortora'(2005)가 고안한 비언어적 의사소

통 관찰 평가지를 참고하여 진선경(2012)이 수정, 보완한 또래 상호작용 평가지를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적용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관찰 평가지의 문항은 ‘시선 응시의 질, 

접촉의 질과 빈도, 음성 패턴, 몸의 형태, 조절, 공간의 사용, 비언어적 행동 양식의 템포’로 7가지 주요문항과 

주요문항별 세부문항 2개로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방법은 프로그램 지도자가 세

부문항별로 0~5점으로 평가하였다. 주요문항별 점수의 범위는 0~10점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아동의 ‘비언

어적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체크하였고, 2020년 시작시점과 2021년도 종결시점의 변화를 평

가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과정과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치유 관련 전문성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3인이 연구과정에서 월 1회 이상 지

구분 성 별 연 령 부모국적 

A 남 8 중국한족

B 남 9 중국한족

C 여 9 베트남

D 여 9 베트남

E 남 9 한국

F 남 11 중국조선족

G 남 11 중국한족

H 여 8 베트남

I 여 8 몽골

J 여 8 중국한족

K 여 11 몽골

L 여 12 몽골

M 여 12 한국

N 남 13 콜롬비아

O 남 14 베트남

P 여 13 한국

Q 여 13 중국한족

R 여 13 한국

S 여 13 베트남

표 1. M 지역아동센터 H.A.T.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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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동료검토와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H.A.T.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은 윤혜선(2009)이 무용,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예술의 치유적 원리와 긍

정심리학 및 집단상담 이론을 통합적 적용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

을 위한 목적으로 재구성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특성 파악을 위한 

문헌고찰 후 윤혜선(2009)이 개발한 H.A.T. 프로그램의 1회기 구조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H.A.T. 

프로그램 선행연구(윤혜선, 김예진, 2015)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특성 분석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구조와 단계별 목표를 수정,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특화하여 재구성한 H.A.T. 프로그

램의 1회기 구조와 단계별 내용은 다음의 <표 2>, <표 3>과 같다.

1회기 단계 목적 

워밍업(Warming-Up) - 몸과 마음의 긴장 이완, 지도자 및 참여자간 라포(rapport) 형성

주제 활동(Theme Activity) - 다양한 예술매체의 치유성을 통한 표현 활동 & 카타르시스 경험 

센터링(Centering) - 신체인식 활동을 통한 자기인식 & 감정 통찰

나눔(Sharing) - 긍정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고 지지받는 경험을 통해 일상의 삶으로 통합

표 2. H.A.T. 프로그램 1회기 구조(윤혜선, 2009)

회기 단계별 목표 1년차 주제 활동 2년차 주제 활동

1

긍정적 

대인관계

해피아트테라피(H.A.T.) 프로그램 O T 해피아트테라피(H.A.T.) 프로그램 O T

2 만나서 반갑다 친구야! 2021 만나서 반갑다 친구야!

3 배려더하기, 윷놀이 우리가 바라는 동네 소개하기 

4 날아라 ~ 사랑의 종이비행기 전통 놀이로 한 마음 되는 우리

5 나의 별자리, 우리의 별자리 전통 놀이로 한 마음 되는 우리 Ⅱ

6 음식 협동화 세계 전통 놀이로 한 마음 되는 우리

7 배 협동화 우리들만의 움직임 탐험

8

정서표현

나도 영화 속 주인공 나만의 캐릭터 콜라주

9 악기로 표현 하는 나 나만의 캐릭터 콜라주 Ⅱ :나도 주인공

10 마음 여행 나만의 캐릭터 콜라주 Ⅲ :나도 주인공 

11 나만의 문자도 만들기 신체화 그리기

12 나도 주인공, 나의 이야기 내 마음속 작은 숲

13 색으로 표현하는 나 음악으로 알아보는 나

14 내가 만드는 나의 집 색으로 탐색하는 나의 기분

15 나도 패션디자이너! 전통음악으로 이해하는 다양한 문화

16

정서 조절

오른손 왼손 우리들만의 소리를 찾아서

17 스트레스 돌보기 공간 탐험하기

18 나의 계절 나만의 그림자 탐색놀이 

19 나의 하루와 시 쓰기 나만의 그림자를 찾아라!

20 나의 걱정인형 만들기 그림자극 만들기

21 동물 가면 만들기 그림자극 만들기Ⅱ

22 만다라 꿈나무 그림자극 영상 만들기

23 긍정적 자기인식 미래의 나 나는 ~다

표 3.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H.A.T. 프로그램의 단계별 주제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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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H.A.T. 프로그램의 단계별 주요 목표는 지역아동센

터 아동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긍정적 대인관계’, ‘정서표현’, ‘정서 조절’, ‘긍정적 자기인식’으로 구성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목표로 H.A.T.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를 재구성하

였다. 그리고 H.A.T.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에 따라 주제 활동내용은 윤혜선, 김예진(2015)의 연구를 참고하

여 지역아동센터 아동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의 내용구성과정에서 아동

의 특성에 대해 주요하게 고려한 점 중 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M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대부분이 다문

화가정 아동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었다. 이에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의 내용구성과정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특성을 고려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연차별 프로그램의 

회기 구성은 1년차에는 26회기, 2년차에는 28회기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

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H.A.T. 프로그램의 추가 진행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의 요구

도를 반영하여 지원사업 주최 측과 협의를 통해 2회기를 연장하여 시행하게 되면서 연차별 프로그램 구성의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H.A.T. 프로그램 단계별 목표와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성되었고, 단계

별 목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내용구성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1) 긍정적 대인관계

아동기 또래와의 접촉은 상호간에 관계를 유지하는 수평적인 노력이며, 아동기의 정체감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해 나가고,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음으로써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이해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동들은 원만한 또래관계에 도움이 필요하다(박선희, 2010). 특히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에 참

여한 M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아동들이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성이 파악되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이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원만한 또래관계 기술 부재로 인한 대인관계

에 어려움이 있고, 부모의 미숙한 언어능력은 아동으로 하여금 협소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영향을 줌으로써 자칫 

아동의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오성배, 2005). 이렇듯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표현방법이 언어로만 사용될 경우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이 가능한 치유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협동하는 과정을 경험하여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정희자, 2016). 또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아동의 심리적 자원은 소속된 집단의 교사, 

또래와의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접근 보다는 집단예술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이 보

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수연, 2019). 이러한 측면에서 H.A.T. 프로그램은 아동이 참

여과정에서 신체 움직임을 통해 교우관계의 친밀감을 느끼고 협동심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성 함양

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윤혜선, 김예진, 2015)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 H.A.T. 프로그램은 

집단상담의 구조를 기반으로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을 프로그램 내용구성의 주요 목표로 구성하였다. 

2) 정서표현

정서표현은 자신이 경험한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으로 얼굴표정, 음성, 몸짓 등 다양한 

24 나에게 주는 상장 행복의 발견Ⅰ

25 요즘 나는 ? 행복의 발견Ⅱ 

활동 결과물 상영회 및 상장 수여식

26 롤링페이퍼 마음 전달하기

27 2021 요즘 나는 ? 

28 우리들의 결과물 나눔 상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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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양식을 사용하는데(Kring, Smith & Neale, 1994), 사회적 상황에서 정서적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이 경

험한 정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수연, 2019). 반면 이보람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아

동센터 종사자가 인식한 아동의 특성 중 아동이 자기의사나 감정표현이 크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생

각에 대하여 표현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고 특히 정서적 위축과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다른 또래나 주변 어른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배제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과 정서적 표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H.A.T. 프로그램은 다양한 예술매체를 활용한 정서표현을 프로그램 내용구성의 주요 목표로 구성하

였다. 이는 안전하고 즐거운 표현방법을 통해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윤혜선, 2013). 

3) 정서조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아동의 소극적 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을 줄일 수 있도록 정서

조절 및 사회적 지지 자원을 활용한 적용이 필요하다(박정원, 정유희, 2012). 또한 아동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

리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여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으로 아동기의 건전한 인성발달 및 사회

성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보고되고 있다(최순옥, 조상윤, 2011). 정서조절은 정서를 

수용하고 충동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때에 상황의 요구에 맞춰 융통적으로 정

서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Gratz & Roemer 2004). 정서조절 능력은 대인관계와 사회적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수연, 2019).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은 자살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

한 연구(김종임, 윤혜선, 2007; 윤혜선, 2013)와 군인, 간호사,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서적 문제

의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한 바 있다(김종임, 윤혜선, 한선옥, 2008; 윤혜선, 

2013; 윤혜선, 윤현서, 2022). 이를 근거로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로 하여금 

예술의 상징적 표현을 통해 카타르시스의 경험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

는 내적인 힘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모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조절을 프로그램 구성의 주요 목표로 구성하였다. 

4) 긍정적 자기인식

예술이라는 매체를 활용한 표현 활동의 경험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위축과, 부적절한 정서표현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정서표현이 원활해지고 변화된 자신을 인식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경훈, 2018). 또한 원길수, 박숙희(2010)의 연구에서도 아동·청소년에게 미술치료를 

적용 하였을 때 자기 개념 영역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문제나 갈등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돕는다(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윤혜선(2013)의 연구결과에서 H.A.T.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자신을 

새롭게 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은 참여아동의 대부분이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

계층 가정의 아동들의 부정적 자기 인식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을 고려하여 아동들이 건강한 자아감을 가질 수 

있도록 H.A.T. 프로그램 구성의 주요 목표를 긍정적 자기인식으로 구성하였다.

2. H.A.T. 프로그램 경험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주요 변화

이 연구는 M지역아동센터에서 2년간 시행된 H.A.T. 프로그램에 참여한 19명의 아동 중에서 프로그램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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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주요한 변화가 관찰된 아동 8명을 선정하여 시행 초기에 관찰된 아동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관찰된 긍정적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전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파악한 아동의 환경적 특성은 8명 중 7명의 아동이 다문화 가정이며, 1명은 한부모 가정이고, 모두 취약계층 가

정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아동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변화 과정을 관찰 분석하기 위해 참여 아동들이 

언어적 표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 아동의 참여 소감과 활동 결과물 분석, 개별 심층면담과 더불

어 지도자 관찰일지와, 담당자 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H.A.T. 프로그램 경험과정에서 아동의 주요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H.A.T. 프로그램 경험과정에서 관찰된 주요변화 분석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H.A.T.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를 토대로 ‘대인관계’, ‘정서표현’, 

‘정서조절’, ‘자기인식’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아동 중 주요 변화를 보인 8

명의 아동에 대해 프로그램 지도자가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관찰한 주요 사항은 <표 4>와 같다.

구분 가정환경 초기 관찰 사항 

A 

(M/8)

다문화,

6인 가족 

3남 2녀 중 넷째

언어적 표현이 미숙하여 글쓰기 혹은 이야기표현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남. 

대체적으로 움직임 표현활동에서는 움직임의 공간이 넓으며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남. 

B

(M/9)

다문화,

6인 가족 

3남 2녀 중 셋째

활동 자체의 몰입도는 매우 높으나, 움직임 활동과 자기표현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 

결과물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낯설음을 

느끼고 완성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남. 

C

(F/9)

다문화,

2인 가족 

또래 친구들보다 손을 먼저 들어 이야기하고, 언어적 표현이 타아동보다 다양함.

움직임 활동에서 소극적이며, 또래의 움직임 반응에 거부감을 느끼는 등 또래관계에서 민감한 

반응 모습이 나타남. 

D

(F/9)

다문화, 

2인 가족 

목소리를 내어 간단한 대답도 어려워할 만큼 표현 자체를 어려워하고 반응이 없음.

활동과정에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친구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남. 

움직임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며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남.  

E

(M/9)

한부모 가정, 

2인 가족

과잉행동 및 공격적인 반응,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모습이 발견됨, 

활동자체에는 거부감이 없고 자기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자유롭지만 생각을 정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발견되었고, 움직임의 정도가 스스로 조절이 힘들고 통제 되지 않아 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모습이 나타남.  

F

(M/11)

다문화, 

4인 가족 중 첫째 

언어 표현력이 뛰어나고 풍부하나 움직임 활동에 있어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남.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배려심이 높으나 자기표현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상반된 모습

이 관찰됨.  

G

(M/11)

다문화, 6인 가족 

3남 2녀 중 둘째

몸을 웅크리거나 구석에 앉아 그룹에서 떨어져 있는 등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남.

또한 자기표현을 나눌 때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며 관심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 나타남.

H

(F/8) 

다문화, 

2인 가족

몸이 움츠러들어 있듯이 움직임이 한정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남, 

대답을 잘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여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남. 

표 4.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주요 변화를 보인 아동들의 초기 관찰 사항

1) 대인관계에 대한 주요변화

(1) 대인관계 문제 상황

이 연구의 프로그램 지도자들은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참여아동들의 진술과 지도자 관찰을 통해 참여 아동

들이 어떠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는데, 특히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

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아동의 진술과 관찰 및 평가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구들이랑 다투거나 어떤 친구들은 나를 무시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아요. (E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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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아동은 활동 중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상대방의 

반응에 공감하지 못 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프로그램 지도자 일지 中)

E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아동이다. E 아동은 활동 초기 굉장히 산만한 상태였으며 특히 또

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공감하거나 집중해 주지 못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또한 1년차  6-7회기 협동화 활동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과정을 상당히 어려워하였고, 지도자가 다른 친구들의 결과물에 대한 감상이 어떠한지 

질문하였을 때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다른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표현이나 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이 관찰 되었다. 

학교에 있는 애가 몸 풀기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평범하게 허리를 돌리는데 

어떤 애는 잘난 체하거나 독특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는 게 불편해요.

(C 아동)

C아동은 활동에 적극적이고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나 협동화 등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할 때 그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특히 다른 또래 친구들이 놀이 활동 등에서 돌

발적인 행동들을 보일 때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프로그램 지도자 일지 中)

C 아동은 참여에 적극적이나 친구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나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친구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었다. 특히 E 아동이 돌발적인 행동이나 통제에서 벗어난 

과잉 행동을 보일 때 C 아동은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뒤로 물러나는 등 방어적 태도가 관찰 되었다. 

B 아동은 활동초기에 또래아동이나 지도자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지 않고 주로 바닥이나 다른 곳을 응시하

며 또래친구의 반응에 공감하지 못하는 반응이 관찰되었다. 이 연구에서 관찰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대인관

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성연수(201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집단

의 구조에서 갈등 상황을 경험할 때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하고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이 연구의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아동들이 또래와의 소통과 공감의 부족 등으

로 인해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관찰 할 수 있었다.

(2) 긍정적 대인관계의 경험

H.A.T.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에 참여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H.A.T. 프로그램 관련 설문조사 결

과, H.A.T.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아동의 가장 변화 된 모습에 대한 문항에서 학부모 15명 중 9명이 또래

관계개선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와 관찰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

동들은 H.A.T.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관계에서 긍정적 변화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아동의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E 아동)

친구의 시선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C 아동)

엄청 좋아요. 신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요.. 몸으로 놀 때 기뻐요. (H 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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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극 할 때 막대기로 막 움직이면서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즐거웠어요. (B 아동) 

허수아비 놀이나 그런 거 할 때 좋아요. 친구랑 놀면 이유가 없이 그냥 행복해요. (D 아동)

지도자 관찰 내용을 분석한 결과, E아동은 2년 정도 진행 되었을 때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 또

래의 반응에 공감 해주는 반응들을 보다 많이 관찰 할 수 있었고, 놀이형식으로 진행 할 때도 감정조절이 어

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2년차 26회기 활동 중에

서는 친구를 믿고 길을 안내해 주고 안내 받는 활동에서 상대방을 배려해 길을 이끌어 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해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B 아동은 2년차 변화 사항 중 얼굴표정이 다양해졌으며 자기표현 방법이 풍부해졌고, 다른 아동과 의견을 

조율 할 때 자기의사를 전달하면서도 친구 의견을 따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래관계에 있어 긍정

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C 아동은 1년차 후반부터 H.A.T. 프로그램 안에서 다른 친구들의 결과물과 이야기

를 감상하면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공감해 주는 모습들이 관찰되었고, 프로그램 초기에 비해 또래

의 반응과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하고 탐색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에 관한 프로그램 지도자와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의 관찰 및 평가사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친구들과, 강사와, 중간 매체와 소통하는 법을 알 수 있었고, 특히 G와 H 아

동은 프로그램 안에서 솔직하게 자기만의 고유한 표현을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성이 다른 

여자 친구들의 모습을 감상하면서 서로 다름의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일상 안에서 서로 친밀감이 상당히 높아졌고 

주말에도 서로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동 간에 우애가 깊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평가 中) 

2020년도에 H.A.T.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움직임 표현에 있어 매우 어려워

하고 소극적인 모습이 관찰되었고, 또래 간 협동 활동 안에서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 다툼이 생

기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2021년 종결시점에는 자신의 표현을 편안하게 전달하는 모습

과 협동 활동 안에서 배려와 존중을 적절하게 발휘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프로그램 지도자 회의 中)

이러한 결과는 아래의 <사진 1>, <사진 2>처럼 활동 중 움직임을 통한 비언어적인 소통과 미러링 활동 등

이 H.A.T. 1회기 구조의 워밍업 단계와 나눔의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아동들로 하여금 언어

적, 비언어적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공감해주는 과정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H.A.T. 프로그램이 신체 움직임을 통해 교우관계의 친밀감과 협동심을 느끼는 기

회가 되며 또래관계 개선의 경험을 제공하여 사회성 함양에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다는 윤혜선, 김예진(2015)

의 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프로그램 시행과정을 지켜본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의 진술을 통해 아동들이 H.A.T.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매체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 수 있

었고,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과 친밀감 향상으로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일상으로 확장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윤라미, 박윤미(2019)의 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집단미술치료

의 협동작품 완성 등의 과정에서 능동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상호 공감과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으로 또래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활동 후 센터 내에서의 또래관계도 긍정적 변화로 확장되었다고 보고함으로써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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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020년도 H.A.T. 프로그램, 

4회기 워밍업 활동 中

사진 2. 2021년도 H.A.T. 프로그램, 

12회기 워밍업 활동 中

2) 정서표현의 주요변화

(1) 정서표현의 문제 상황

H.A.T. 프로그램 시행 초기 아동의 진술 및 지도자 관찰 분석,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관찰 내용 중 참여 아

동들이 감정이나 생각 등 자기감정표현에 있어 어려워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관찰하였다. 이에 대한 지도자 

관찰사항 중 프로그램 초기에 H 아동은 긴장된 모습으로 지도자의 질문에 대해 항상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응답을 고수했다. F 아동은 남을 배려하는 언어와 행동을 보였지만 타인의 공격적인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과 집단 활동 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A, B, G 아동은 공

통적으로 프로그램 활동 중에 자신에게 집중된 상황이 생겼을 때, 매우 당황하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움

직임 관찰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움츠려드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아동의 진술과 관찰 및 평

가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몰라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D 아동)

I 아동은 H.A.T. 프로그램 초기 감정표현이 거의 없으며, 움직임 활동범위의 폭이 좁았다.

(프로그램 지도자 일지 中)

다문화 가정의 경우 어머니와 단 둘이 생활하거나 친인척 범위가 좁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통 시간

이 적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보호자가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

안하며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영향을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관찰 中) 

D 아동은 1년차 8회기 주제 활동 중 ‘나도 영화 속 주인공’을 주제로 영화만화 캐릭터를 활용해 자기를 표

현하는 활동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고 다른 또래 보다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결국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 보다 기억에 남았던 만화영화의 소품을 만들었다. 이처럼 D 아동의 

경우, 처음 만난 시점에는 감정 표현과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아동은 자

기표현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자신의 생각보다 친구의 표현을 따라하거나 자기표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려하지

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듯 어려움을 경험하며 물품을 계속 바꾸려는 모습 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결과에 담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감정표현을 부담스러워하고, 프로그램 활동 안에서도 간단한 대답조차 어려

워하였고, 자신의 의사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무응답 혹은 작은 목소리로 반응하였다. 이때 D 아동의 움직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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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은 자기자리에서만 활동을 하고, 움직임과 공간사용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모습이 관찰되었

다. 또한 E 아동의 경우, 행동과잉으로 돌발적인 행동과 공격적인 언행이 나오는 등 감정조절을 어려워하였다. 

지도자가 E 아동과 개별 면담을 하는 당시에도 눈을 힘껏 감거나 몸에 힘을 강하게 주는 등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심리정서가 긴장된 상태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이보람 등(2018)의 연구에서도 지

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감정표현과 의사 표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특성에 대해 제시한 바 있고, 진아영(2016)

의 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이 관

찰되었다고 보고함으로써 이 연구의 관찰사항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정서 

및 감정표현의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의

사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2) 정서표현의 확장 경험

H.A.T. 프로그램 참여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초기에 감정표현의 어려움이 파악된 아동들이 표현방법이 다양

해지고 확장되는 변화를 관찰되었다. 이에 관한 아동의 진술과 관찰 및 평가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지개 색으로 심장박동을 표현했어요. (D 아동)

방에서 바라본 노을의 편안한 느낌이에요. (C 아동)

D 아동은 초반 상담사에게 이야기 할 때도 무응답이거나 목소리가 작았는데 후반으로 갈 수 록 본인

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질문을 할 때 음성도 커졌다. 얼굴표정도 풍부해졌으며 다른 아동들

의 결과물에 반응하는 등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띄었다. 자기 표현력이 발전되어 감이 발견되

었고, 또래 관계도 편안해짐이 발견되었다. 활동에서 개인 활동을 더 편해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에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프로그

램 지도자 회의 中) 

H와 D 아동의 경우 서서히 목소리가 들리고 센터 일상에서 활발한 모습,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평가 中) 

매우 재밌고 웃고, 떠들면서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 의견 中)

H.A.T. 활동 컵타 등등 센터 친구들과 함께 한 활동에 대한 설명과 재연을 해 보기도 합니다. (학부

모 의견 中)

H 아동은 프로그램 초기 긴장된 신체와 지도자의 질문에 무응답, 무반응하며 표현을 잘 하지 못했던 반면, 

후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지도자에게 말하고 음성도 뚜렷해졌으며 긍정, 부정의 표현이 명확해 진 

것을 발견하였다. B아동은 1년차 초기 활동에서는 나눔 활동 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때 대부분 ‘모르겠

어요.’라는 표현으로만 반응했었는데 반해 2년차 8회기 주제 활동으로 자기가 만든 캐릭터로 이야기 만화책을 

만들어 또래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에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좋았어요.’라고 이야

기하여 전보다 구체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D 아동은 활동초반보다 자기표현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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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에 있어 매우 확장되고 풍부해졌으며, 움직임의 크기와 공간사용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아래의 

<사진 3>은 H.A.T. 프로그램 1년차 1회기 활동 중에 감정을 난화로 표현하는 활동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표현

한 감정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던 반면 <사진 4>의 2년차 14회기 색으로 표현한 감정 등을 이야기 

할 때는 ‘무지개 색으로 심장 박동을 표현했어요.’ 라고 전보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해졌고, 음성 또한 

강하고 뚜렷해지며 활동 경험에 대한 솔직한 감정과 느낌을 나눠주었다. 또한 지도자와 프로그램 소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과정에서 이전에 자신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워 슬프고 우울함을 경험했지만, 현재에는 자

신이 ‘용기 내어 먼저 다가가니 친구가 생겼고 친구가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 라고 표현하였다. 자신이 용기를 

내어 시도하니 밝았던 자신의 모습과 행복함 느끼게 되어 앞으로 더 용기내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는 특히 H, D 아동이 센터 내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을 드러내는 모

습으로 변화하였다고 평가하였고, 학부모 의견 중에서도 H.A.T. 프로그램이 즐겁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프

로그램으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가정에서도 참여 아동들이 H.A.T. 활동에 대한 생각과 표현을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T. 프로그램 초기에는 표현에 소극적이거나, 무응답, 무반응 등 감정표현이 어려웠던 아동들이 점차 활

동 내에서 지도자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시도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정

서 표현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의 1회기 구조 중 주제 활동 단

계에서 아동들이 예술매체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받음으

로써 감정 표현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의 1회기 구조 중 나눔 단계에서 감상을 통한 표현 활

동이 매회기 진행됨으로써 참여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통찰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프로그램 초기에 감정에 대한 인지가 어려웠던 아동들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

한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표현예술매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자신의 욕구, 생각,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집단에 의해 수용되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자기표현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는 성연수(2013)의 연구 결과와 미술치료 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억압된 감정

을 표출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이로 인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강명희, 신근화

(2011)의 연구를 통해 뒷받침 될 수 있다.

사진 3.  2020년도 H.A.T. 프로그램, 1회기 

‘감정난화 1’ D아동 활동 결과물 中

사진 4. 2021년도 H.A.T. 프로그램, 14회기 

‘감정난화 2’ D아동 활동 결과물 中

3) 정서조절 주요 변화

(1) 정서조절에 대한 문제 상황

H.A.T. 프로그램 초기 관찰 분석을 통해 참여 아동들이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학업적 스트레스의 경험으

로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파악되었다. 이에 관한 아동의 진술과 관찰 및 평가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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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욕설 그런 거 하고 거의 대부분 나쁜 말 심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유

는 그냥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바보라고하면 그 사람이 진짜 바보가 되는 게 아닌데  

근데 그게 또 심각하게 여겨지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F 아동)

저를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귀찮게 할 때 화나면 100%로 화가 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E 아동)

스트레스가 되는 건 사람이에요. (C 아동)

받아쓰기, 무언가 잘 못 할 때 스트레스 받아요. (A 아동)

E 아동은 결과물이나  과정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반복적으로 자신의 이마를 손으로 치거나 

책상이나 벽에 박으려는 행동이 관찰 되었다. (프로그램 지도자 일지 中) 

대부분의 아동들이 활동 결과물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또래 친구와 비교하면서 결과물을 바꾸

는 등 평가에 대해서 스스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지도자 일지 中)

H.A.T. 프로그램 초기 프로그램 참여과정 중 아동들의 반응과 지도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참여 아동들이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동은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인 확장과 전이 과정 등 질적인 변화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안과 짜증, 스트

레스를 생애주기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다(민하영, 유안진, 1998). 이러한 측면에서 F 아동과 C 아동

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또래관계에 문제 상황과도 연결되는 어려

움으로 관찰되었다. A 아동의 경우 학업에서나 성과를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파악 

되었고 B 아동의 경우에는 활동초기에도 몰입도가 높고 감수성이 높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순간적

으로 다른 아동과 마찰이 생겼을 때 본인의 감정을 주체 하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며 이후 활동이 끝나는 순간

까지 영향이 있을 정도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E 아동은 초기 지도자 관찰 과정에서 스스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활동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이마를 손으로 치는 등 과격한 행

동이 관찰되었다. B 아동은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개별면담과정에서도 몸에 힘을 강하게 주고 지도자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등 긴장된 모습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였다. 성연수(2013)의 연구에

서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특성 중 아동들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거나 폭

언과 폭행 등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 초기 관

찰 사항을 통해 참여 아동들이 결과물에 대한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예민하고 공

격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의 정서조절에 대한 어려움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2) 정서조절의 변화 경험 

H.A.T.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아동들이 H.A.T. 프로그램 활동 과정에서 정서조절의 변화 

경험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아동의 진술과 관찰 및 평가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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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뜯거나 게임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했을 때. (C 아동)

재미있게 놀이 하거나 뭐 만들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같아요. (B 아동)

그 종이 같은 거 한지 천으로 활동했을 때 몸으로 했던 활동했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즐거웠어요. (G 아동)

네, 몸으로 말해요 할 때요. 또 줄로 공간 만들었을 때 기억 남아요. (A 아동)

H.A.T 프로그램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부정적, 긍정적 감정표현으로 감정 에너지를 조절하고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허용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아동들이 서로 

비교하거나 부분적으로 흥미가 낮고 재능이 부족해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지역아동센

터 담당자 평가 中) 

E아동은 초반 행동 표현 양식이 위협적이거나 과할 때가 많았고 다른 아동들과 함께 할 때 규칙을 준수

하지 않거나, 소리 지르는 등 어려움이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으나, 후반에는 다른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

어주고 차례를 기다려주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또한 자신만의 생각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고 공격

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점차 자기이야기를 멈추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등 또래

관계와 의사소통이 원해지며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

거고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프로그램 지도자 일지 中)

B 아동의 경우, 프로그램 1년차 후기부터 순간적인 감정 변화에 있어서 스스로 조절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상황을 조율하는 등 감정 조절에 긍정적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었다. E 아동은 활동이 1년 정도 진행이 되면서 

H.A.T. 프로그램의 1회기 구조 중 나눔 활동에서 이 시간을 통해 자기표현과 더불어 또래 친구들이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주제 활동 중에서도 초기 반응과 달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격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지도자에게 다시 물품을 요구하는 등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조절하는 모습

을 보였다. 한국의 아동들은 지나친 학력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며 심리적 부담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강명희, 박연규, 2016). H.A.T. 프로그램 초기 스트레스에 대

한 문제 상황 내용 중에서도 참여 아동들이 결과물 성과에 대해 잘해야 한다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

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 과정 안에서 지도자가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아동의 표현

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반응을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2년차에는 전체적으로 아동들이 편

안한 상태에서 결과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또래의 반응에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표현을 하는데 더 몰

입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의 평가 내용에서도 결과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이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참여 아동의 반응 및 소감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사진 5>,<사진 6>과 같이 H.A.T. 프

로그램의 활동 중 특히 움직임 표현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감정을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능력

을 발달시킴으로써 정서조절에 도움이 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H.A.T. 프로그램이 예술매체의 창조

적 표현활동을 통해서 무의식적 감정의 심리적 정화과정인 카타르시스의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 구조(윤혜선, 

2009)안에서 상징적, 은유적 표현 활동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표출하는 경험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경미(2010)의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표현예술치료의 과정을 통해 자기를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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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서행동이 변화되었고 사회적 위축감, 공격성 등이 완화되어 심리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함으

로써 이 연구의 관점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진아영(2016)은 집단미술치료의 창의적인 활동으로 억압된 감정을 해

소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규칙을 준수하며 타인에게 피해나 성취에 방해 되는 행동욕구를 통제하는 경험으로 

아동들이 자기통제 및 조절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윤정, 박성현(2011)의 연구

에서도 예술치료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집단 안에서 공감의 경험으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정서조절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제시하여 이 연구의 관점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사진 5. 2020년도 H.A.T. 프로그램, 17회기 

‘스트레스 돌보기’ 활동 中

사진 6. 2021년도 H.A.T. 프로그램, 16회기 

‘우리가 만드는 소리’ 활동 中

4) 자기인식의 주요변화

(1) 자기인식의 문제 상황

H.A.T.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아동 진술 및 지도자 관찰 분석 결과, 아동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

로 표현하기 보다는 잘 모르겠다, 혹은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자신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에 관한 아동의 진술과 관찰 및 평가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한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E 아동)

그림 그릴 때 계속 망칠 때 제가 싫어요. (C 아동)

제가 잘 못 할 때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G 아동)

초기 관찰 과정에서 주요 아동들이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마음에 들

지 않는 점 등을 이야기 하며 자기인식에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지도자 회의 中) 

E 아동의 경우 자신이 싫어지는 순간을 이야기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스스로가 싫어지는 순간들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초기 지도자 관찰 과정에서도 자신의 심경이 드러

나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언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와 동

일한 관점으로 성연수(2013)의 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발언을 자주 표현

하였다고 보고한 있다. 이 연구에서는 E 아동과 같은 수준의 문제 상황은 아니지만 몇 명의 주요 아동들이 스

스로 인식한 자기에 대해 표현할 때에 ‘잘 모르겠어요.’ 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언어나 비언어적 표현

을 통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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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적 자기인식의 경험

H.A.T. 프로그램 참여과정을 통해 아동의 자기인식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아동들이 자기인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아동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H.A.T. 프로그

램 참여 전과 후에 아동의 가장 변화 된 모습으로 학부모 15명 중 7명이 자기 긍정감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

답하였다. 이에 관한 아동의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저는 제가 다 좋아요. 마음이 안 드는 적도 있긴 있는데 최근엔 없었어요. 

H.A.T. 활동에서 저의 소중함을 언제나 다 꼈어요. 항상 느껴졌어요. (D 아동)

빛을 봤어요. 스트레스를 없애 줄 수 있는 그런 희망. 요즘 만화 책 많이 보고 이야기하고 퀴즈하고 

친구들이랑 노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밝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F 아동)

H.A.T. 프로그램 활동에서 언니 오빠들이 저한테 편지를 써주고 그걸 읽으면서 

저를 많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준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H 아동)

H.A.T. 프로그램 참여 후 E 아동은 소감을 말하는 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프로그램 초기와 달

리 몸에 긴장감 없이 편안한 상태였으며, 상담사의 눈을 마주대고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성장 하면서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혼란스러움 등을 이야기 

해주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혼란스러움 느꼈다는 이야기 하면서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도자에게 스스로 한 결과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F 아동은 색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표현하는 주제 활동에서 과

거 자신을 주황색으로 표현하고 과거에는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갈등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고 현

재는 노란색으로 표현하여 빛을 본 상태이며 요즘 밝은 생각들이 많이 한다고 표현하였다. D 아동은 과거의 본

인을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하였고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현재는 노란색으로 표현하며 ‘제가 보기엔 제 자

신이 밝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심하고 조용해서 말을 못 걸었다면 지금은 다른 친구들이랑 조금씩 놀면서 

바뀌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로 현재의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D 아동과 E 아동은 가장 긍정적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두 아동은 특히 프로그램 초기에 자기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관찰되었는데, 프로그램 후반에 진행한 개별 면담과 프로그램 활

동 과정에서 스스로를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거나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변화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지도자 회의 中) 

2년 동안 H.A.T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되면서 서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서로의 활

동을 감상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고,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도  ‘괜찮구나’  

라며 자신의 존재를 서서히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게 된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한 존재

를 부분적으로 인정,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를 전체적으로 수용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평가 中) 

이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평가에서도 H.A.T. 프로그램은 다양한 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이 가능하며 수용되는 과정이 아동들이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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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7>, <사진 8>과 같이 주요 아동들이 생활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활동이 이루어지

는 공간을 새롭게 탐색하는 활동이 있었다. 이 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램 지도자들은 아동들이 사용하는 움직임 

공간의 범위가 확장된 것이 관찰되었는데, 움직임은 개인 공간을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지며 자기 공간이 인식

되면 타인의 공간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의 인식과 활용은 자기와 타인은 구별 지어 심리적으로 안전

한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하정임, 2005)는 선행연구를 통해 H.A.T. 프로그램 과정에서 

아동에게 익숙한 공간을 새롭게 경험하고 자신이 인식하는 공간을 확장시킴으로써 자기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

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초등학생의 

긍정적인 자기이해와 자기표현을 촉진 할 수 있었다는 윤혜선, 김예진(2015)의 연구 결과와 자신의 감정들을 

언어화시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험을 하고 자기 개방과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자기를 긍정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돕는다고 보고한 성연수(2013)의 연구결과를 통해 뒷받침 될 수 있다. 

사진 7. 2021년 H.A.T. 프로그램, 14회기 

‘공간탐험’ 활동 中

사진 8. 2021년 H.A.T. 프로그램, 23회기 

‘나는~다’ 활동 中

3.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H.A.T. 프로그램 평가

1)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비언어적 표현활동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를 실시하였다. 참여아동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평가 분석을 위해 'Suzi 

Tortora'(2005)가 고안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관찰 평가지를 참고하여 진선경(2012)이 수정, 보완한 또래 상

호작용 평가지를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는 프로그램 지도자들이 

H.A.T.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2020년 시작시점과 2021년 종

결시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총 2번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의 내용은 시선, 접촉, 음성, 

몸의 형태, 조절, 공간, 비언어적 템포로 7가지 범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참여 아동들의 비언어적 의사소

통 평가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이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시작시점과 

2021년 종결시점을 비교하였을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에서 관찰한 모든 항목의 합산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9.968, p.=0.000). 이는 언어적 표현에 한계를 가질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H.A.T.프로그램을 통해 무용동작이나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표현예술 활동으로 경험함으로써 비언어

적 표현의 확장과 소통의 경험을 촉진하여(이진희, 2016)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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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점 M(SD) t

2020년 시작 시점 171.14(18.88)
-9.968***

2021년 종결 시점 259(13.68)
***P<0.001

표 5. 2020년 시작시점과 2021년 종결시점에 시행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의 차이 결과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평가의 차이에 대해 문항별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20년 시작시점과 2021

년 종결시점을 중심으로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그리고 <표 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시선응시의 질(t=-6.39, p.=0.05), 접촉의 질과 빈도(t=-9.61, p.=0.05), 음성패턴(t=-17.4, 

p.=0.01), 몸의 형태(t=-10.7, p.=0.01), 조절(t=-14.2, p.=0.01), 공간의 사용(t=-15.8, p.=0.01), 비언어적 

행동양식의 템포(t=-24.0, p.=0.01)으로 나타남으로써 비언어적 의상소통 평가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H.A.T. 프로그램의 시작시점에 비해 종결시점에는 아동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평가 시점 M(SD) t

시선응시의 질 
2020년 시작 시점 97.5(7.77)

-6.39*
2021년 종결 시점 141(5.65)

접촉의 질과 빈도
2020년 시작 시점 80(7.07)

-9.61*
2021년 종결 시점 129(1.41)

음성패턴
2020년 시작 시점 82(2.82)

-17.4**
2021년 종결 시점 121(1.41)

몸의 형태
2020년 시작 시점 80(2.82)

-10.7**
2021년 종결 시점 130.5(4.95)

조절
2020년 시작 시점 96.5(3.53)

-14.2**
2021년 종결 시점 135(1.41)

공간의 사용
2020년 시작 시점 70.5(3.53)

-15.8**
2021년 종결 시점 126.5(3.53)

비언어적 행동양식의 템포 
2020년 시작 시점 85.5(2.12)

-24.0**
2021년 종결 시점 123.5(0.71)

*P<0.05,  **P<0.01

표 6.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 문항별 2020년 시작시점과 2021년 종결시점 차이 결과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A.T.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 비언어적 표현활동은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참여 아동 중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언어적 표현에 어려움

이 있는 다문화 가정아동에게 H.A.T. 프로그램의 비언어적 표현활동이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던 시기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이 발

생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M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되던 다른 프로그램들은 모

두 중단되고 H.A.T. 프로그램만 유일하게 진행했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H.A.T. 프로그램의 시

행을 통한 긍정적인 영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지역아

동센터 아동들의 교육환경 균형에 변화가 발생되었으나(구수연, 2021), “H.A.T.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겪

는 불안감,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M지역아동센터 담당자의 H.A.T. 프로

그램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애(2017)는 예술매체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 소통 경

험은 무언의 의도를 담아 감정을 교류하고 공감하며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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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표현예술 활동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한 의

사소통의 경험은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말

과 행동이 통합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아동의 정서조절과 자기표현 그리고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박진선(2018)의 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에게 움직임 표현활동은 아동들의 안전한 자기표현을 통해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대인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진선경(2012)의 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

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 분석을 종합해 보았을 때, H.A.T. 프로그램에서 예술매체를 통한 비언어적 표현 

활동의 경험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정서조절, 자기표현, 대인관계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심리정서적 측

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있는 비언어적 소통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H.A.T.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평가

(1) 참여 아동의 프로그램 만족도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H.A.T. 프로그램 종료시점에 참여 아동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참여아동 19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와 학부모 설문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참여아동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H.A.T. 프로그램에 만족하였나요?’ 라는 문항에 참

여아동 중 50%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고, ‘그렇다.’에 50%가 응답함으로써 참여아동 모두 긍정적인 응답

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H.A.T. 프로그램에 만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개방형 질문의 응답 

분석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H.A.T.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의 경험으로 즐거움과 스트레스의 해소에 

도움이 되어서 좋았다는 평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 아동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자녀

에게 H.A.T. 프로그램에 대해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라는 개방형 질문의 응답 분석 결과를 통해서 참

여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도 H.A.T. 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즐거운 경험을 표현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

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T.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아동의 평가 내용과 학부모 평가 내용을 통해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다양한 활동으로 자기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들이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안한 힐링의 시간으로 경험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참여 아동 및 학부모의 주요 평

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미있고 내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참여아동 평가 中)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라서 좋았어요. (참여아동 평가 中) 

H.A.T.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았어요. (참여아동 평가 中) 

진짜 재미있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참여아동 평가 中) 

프로그램에서 힐링 되는 활동을 하고 재미있어서 좋았어요. (참여아동 평가 中) 

자녀가 매우 재밌었다고,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학부모 평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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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활동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프로그램 하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하네요. 

(학부모 평가 中) 

(2) 참여 아동의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

H.A.T. 프로그램 참여아동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중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나는 앞으로 H.A.T.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싶나요?’ 에 대한 응답 결과, 참여아동 중 37.5%는 ‘매우 그렇

다’에 응답하였고, 나머지 62.5%는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평가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와! 오늘 H.A.T. 프로그램 하는 날이

다!’라며 이 프로그램을 가장 기다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하는 날 센터에 등원하는 태도도 결석

하지 않으려고 학교일을 조정하는 등 변화가 있어요.” 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재참여 의사에 대한 이유를 개방

형 질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참여아동들이 H.A.T. 프로그램에 대한 재참여 의사가 높으며 프로그램

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참여아동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밌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활동이 기대되요. (참여아동 평가 中)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가장 마음에 들기 때문에요. (참여아동 평가 中) 

활동이 재미있고 여러 활동이 있어서 계속해도 좋을 것 같아요. (참여아동 평가 中) 

프로그램을 확실히 좋아하고 더욱더 알고 싶어서요. (참여아동 평가 中) 

H.A.T. 프로그램 안에는 만들기, 놀이, 꾸미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참여아동 평가 中) 

(3) 참여 아동의 프로그램 지도자에 대한 평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H.A.T. 프로그램 참여 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내용 중 ‘H.A.T. 프로그램을 하면서 

선생님은 어떠했나요?’ 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참여아동들의 프로그램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참여아동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모르거나 힘든 거 얘기할 때 먼저 도와주시고 계속 물어봐주셔서 좋았고 

제가 계속 물어봐도 잘 이야기 해주셔서 좋았어요. (참여아동 평가 中)

설명을 잘해주셔서 좋았고 무조건 예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셔서 좋았어요. 

(참여아동 평가 中)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같이 놀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하고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참여아동 평가 中)

제가 오버해서 해도 막 칭찬해주시고 못 만들어도 괜찮다고 위로도 해주시고 

다양하게 반응해주셔서 기뻤어요. (참여아동 평가 中)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 지도자들은 표현예술상담사로서 아동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고 아동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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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개입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매회기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지도자의 자기성찰을 위한 슈퍼비전 및 프로그

램 평가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참여아동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해 주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례로 H.A.T. 프로그램 지도자들은 활동과정에서 아동들이 표현하는 활동에 대

해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모습이 관찰될 경우, 이에 대해 지도자는 참여아동들이 표현에 대한 부담을 느끼

지 않도록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것 혹은 느끼는 것에 집중해보

자’, ‘지금 하고 싶고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야?’ 등 지도자의 피드백방법이나 개입과정에서 아동의 감정과 생각

을 존중해 주고, 활동결과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삼가하는 등 프로그램 활동 과정에서 아동들이 솔직하고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지자의 역할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의 평가에서도 “H.A.T. 프로그램은 결과물의 완성도 보다 표현 자체를 중요시하고 작은 것부터 아동들에게 선

택의 기회를 주는, 과정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되어 좋았다.” 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처럼 교육현장에서 

지도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멘토이자, 친구 그리고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김영란, 정윤덕, 2021). 이러한 측면에서 H.A.T. 프로그램 지도자들은 표현예술상담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참여아동들과의 라포(rapport) 형성을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함으로써 참여아동들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고, 아동들에게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3)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치유적 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시행한 H.A.T. 프로그램의 평가 분석과정을 통

해 향후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방안 모색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치유적 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필요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위하여 무용, 미술, 음악, 문

학 등 다양한 예술매체를 활용하는 표현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공간에 대한 사전 준비와 협조가 필요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H.A.T.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역아동센터 내 활동

장소는 아동들의 표현활동을 위해 매번 책상을 옮겨서 활동 공간을 마련해야 했고, 움직임의 공간이 협소하여 

매 회기 확장된 움직임을 이끌어 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된 2년 동안 참여아동들 꾸

준히 신체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A.T. 프로그램의 시행 장소는 아동들의 키가 커가는 만큼 점

점 더 협소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움직임을 중점으로 하는 표현활동의 경우 제한된 범

위의 활동만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나민지, 공순구(2015)는 국내의 지역아동센터 공간영역이 교육영역에 

편중되어 있어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등 아동들이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엔 공간규

모가 협소하여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공간구성의 부족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 공

간의 협소할 경우, 아동들의 안전사고와도 연결될 수 있어 H.A.T. 프로그램처럼 움직임 표현활동이 중심인 예

술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아동들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향

후 지역아동센터에서 H.A.T.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적인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보다 다양한 치유적 예술 프로그램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다양한 가족유형의 특성에 따른 이해 필요 

지역아동센터는 제2의 가정이라 불리어질 만큼 아동들의 성장발달과정에서 필요한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과 

아동들의 사회정서지원을 하는 돌봄 시설이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아동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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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초점이 맞춰져있었으나, 최근 범정부적 지원으로 취약계층 · 소외계층 아동만이 아닌 다문화아동, 일반

아동, 결손가정아동, 한부모가정아동,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아동 등 가족유형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이보람 

등, 2018). 때문에 이제는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들만을 돌보는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내의 돌봄이 필

요한 모든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우리 사회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다(이보람 등, 2018; 인천일보, 2021.08.31.).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지

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참여 아동의 가족유형에 대한 이해

가 매우 중요하다(김승윤, 조규영, 2020). 이에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에서도 참여기관인 M지역아동센터

의 경우 참여아동의 79%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성 주요하게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H.A.T. 프로

그램과 같은 예술의 치유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지역별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가족

유형의 특성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렇듯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특

수성과 다양화된 가족의 특성이 고려되어 H.A.T. 프로그램과 같은 예술의 치유성을 기반으로 한 심리정서 프

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아동들이 심리정서적 성장 발달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매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증가와 동시에 가족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아동의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사회

적 국가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남동진, 2021.04.26.; 이보람 등, 2018). 이에 예술의 치유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성장과정에서 심리정서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

되고 있다(고진욱, 2017).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매

우 적은 상황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 유형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가정환경의 문제나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아동센터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은혜, 2019).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센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금만으로

는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센터 담당자가 공모사업을 시도하거나 외부 

비영리 단체나 민간단체의 후원을 받아 지원하는 형태로 매우 힘든 여건에서 운영하고 있다(이보람 등 , 

2018).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을 통해 시행되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 될 수 있었지만,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H.A.T. 프로그

램과 같은 예술의 치유성을 기반으로 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사회,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심리정서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

램 지도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지도자는 가정환경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들의 

성장발달 과정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 및 예술치료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남상선, 

2018).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전문인력을 양

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뿐만 지역사회의 공적 돌봄을 

위한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사회, 정책적 지원이 확대된다면 H.A.T. 

프로그램과 같은 예술치유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아동들의 심리정서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해피아트테라피 프로그램 사례 연구 25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39, No.2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H.A.T. 프로그램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분석 및 효과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

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H.A.T.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과 ‘H.A.T. 프로그램 경

험을 통한 주요변화’, ‘H.A.T. 프로그램 평가’를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적용한 H.A.T.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은 윤혜선(2009)이 

개발한 H.A.T. 프로그램의 1회기 구조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특성과 H.A.T.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단계별 목표 및 프로그램 세부 주제 활동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는 ‘긍정적 대인관계’, ‘정서표현’, ‘정서 조절’, ‘긍정적 자기인식’으로 도

출되었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주차별 세부 주제 활동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둘째, H.A.T. 프로그램의 경험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주요변화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

표를 변화 관찰의 주안점으로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 관찰된 아동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프로그램 시행 과정

에서 관찰된 긍정적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의 주요변화 분석 결과는 H.A.T. 프로그

램의 단계별 목표를 토대로 ‘대인관계’, ‘정서표현’, ‘정서조절’, ‘자기인식’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관찰된 아동의 ‘대인관계’ 관련 주요 변화는 참여 아동들이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비언어적인 소통과 친밀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또래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

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관찰된 아동의 ‘정서표현’ 관련 주요 변화는 프로그램의 시행 초기에 대부분의 아동들

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정서 표현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반응이 관찰되었는데, H.A.T. 프로그램의 지속적

인 참여 과정에서 아동들은 예술매체의 상징적 표현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표

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정서표현이 확장되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정서 표현의 긍정적인 변화 양상을 관찰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관찰된 ‘정서조절’ 관련 주요 변화는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공격성을 지니거나 감

정,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관찰 되었는데,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아동들은 예술매체의 창

조적 표현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였

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심리적 어려움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정서조절에 대한 긍정적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관찰된 

‘자기인식’ 관련 주요 변화는 프로그램 초기에 아동들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자신

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었는데,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아동들은 지도자를 비롯하여 

다른 참여아동들에게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방법으로 지지와 격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타

인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

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는 아동들이 자신

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의 평가 분석결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 참여아동 대상 H.A.T. 프로그

램 만족도 설문조사, 학부모 설문조사,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및 프로그램 지도자 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다각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하였다. 참여아동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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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시작시점보다 2021년 종결시점에 유의미한 차이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

다. H.A.T.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참여아동들의 목소리와 시선 그리고 움직임에서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 관

찰되었고, 자기표현에 매우 어색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후 H.A.T.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서 점차 참여아동의 목소리도 커지고 공간사용과 움직임 등 비언어적 표현이 확장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관

찰하였다. 또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에서 세부문항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선응시의 질, 접촉의 질과 빈

도, 음성패턴, 몸의 형태, 조절, 공간의 사용, 비언어적 행동양식의 템포’의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

인하였다. 또한 H.A.T.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 프로

그램 지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참여아동 대부분이 H.A.T. 프로그램 만족하였고, 재참여 의사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참여 아동의 프로그램 지도자 평가 내용에도 긍정적 평가 사항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프로그램참여 과정에서 프로그램 지도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 평가 분석내용을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예

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탐색하였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심리정서 지

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내의 움직임과 표현적인 예술 활동 가능하고 안전한 내

부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다양한 가족유형의 특성에 따른 이해가 필요하다. 점차 

지역사회 내의 가족유형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아동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한 지원이 필요하

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의 공적 돌봄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

그램의 활성화 및 전문적인 지도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아동

센터 아동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및 효과적인 적용방안

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연구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시행

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이 연구의 결과가 다른 지

역아동센터의 상황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H.A.T. 프로그램의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아동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개별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이 연구에서 진행한 H.A.T. 프로그램은 참여 아동의 가정환경적 특성이나 아동의 학교생활, 지역아동센

터 외 활동이나 경험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역아동센터에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최근 지역사회에서 공적 돌봄 기관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

능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각 지역별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가족 유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학

교생활 등에 따른 세분화된 아동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의 치유성을 기반으로 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에 대

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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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tudy on the case of Happy Arts Therapy Program fo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of children in local children's centers

Hye-Sun Yoon* Dongduk Women's University⋅Hyunseo Yoon**⋅Yeonjeong Lee*** Art Life Dasom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nalysis and effects of art healing programs to support the 

health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local children's centers through a case 

study of the Happy Arts Therapy(Hereinafter referred to as “H.A.T.”) program for children at local 

children's centers. This study applied an in-depth case study method that utilizes various sources of 

information. The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structured beginning in September 2019, and from January 

2020 to December 2021, 19 children at M region children's center located in Seongbuk-gu, Seoul 

participated. A total of 54 H.A.T. sessions were conducted and studied. Through this study, ‘H.A.T. 

program contents’, ‘Major changes in children of local children’s centers through H.A.T. program 

experience’, and ‘H.A.T. Program evaluation’ were the focus of the analysis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the H.A.T. program ar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hildren's center children and,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ed prior research of H.A.T., the program's 

step-by-step goals were set as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control', and 'positive self-awareness'. Second, the analysis of major changes in the children of the local 

children's center during the H.A.T. program experience process analyzed the psycho-emotional difficulties 

of the children observed at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and the positive changes observ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Based on the step–by-step goals of the program, the changes were 

confirmed by classifying them under the them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regulation’, and ‘self-awareness’. Third, the H.A.T. program evaluation analysis confirmed the 

positive evaluation of the program from multiple perspectives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non-verbal 

communication evaluation of the program leader, the satisfaction of participating children, the parent 

survey,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leader, and the evaluation of the local children's center staff. Also, 

through the evaluation process of the program, improvement items were explored to find an effective 

operational plan for the arts healing program to support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of 

children at local children's cen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dopted as useful data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 application methods of art therapy programs that can promote the 

health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local children's centers in the future.

Key words : local children's center, childre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sychological 

emotions, happy arts therapy, art therapy,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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