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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적 개별모래상자놀이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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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양한 계에서 축되고 의사소통이나 표 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상으로, 
이들의 자아존 감 향상을 한 지시  개별모래상자놀이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살펴보는 데 목 이 있다. 양  
분석 데이터 수집을 해 지시  개별모래상자놀이를 통한 로그램 사 ·사후에 수를 비교하 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
리로 SPSS 18.0 Package 로그램을 사용하 다. 질  분석을 해 회기 내 B아동의 언어  변화를 자기표 척도에 해 
수집하고 분석하 다. 연구기간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총 12회기 개별 활동과 1회의 집단 활동, 1박2일의 
가족캠  활동으로 총 6명의 아동을 상으로 단일집단 사 사후 설계의 방법을 활용하 으며,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양 으
로 지시  개별모래상자놀이 로그램을 통해 사회  자아존 감 능력에서 z=-2,200으로서 p<.05보다 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고, 질 으로 아동 B의 회기별 언어  표 이 회기가 진행될수록 정  표 이 증가하고, 부정  표 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도 주제를 제시하는 지시  개별 모래 상자의 근방법과 더불어 가장 안정  환경인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는 과정이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 감 향상을 증가시키는 효과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내담자 특성에 따라 지시  근방법을 통한 이동형 개별  모래상자 로그램으로 
가는 인 기본 틀이 마련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guide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 for the Directive Individual Sand 
Box Play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lf-esteem of children of the dissolved multicultural families. For quantitative
analysis data, the scores from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were compared. The SPSS 18.0 Package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the linguistic changes in B children during the sessio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self-expression scale. The research period lasted for around 3 months from February 2017 
to May 2017, for a total of 12 sessions which included individual activities, 1 session of group activities, and 1 night
and 2 days of family camp activities featuring  a total of 6 children.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include 
quantitatively through the program of the Directive Individual Sand Box Play in relation to the social self-esteem 
capability at z=-2,200 on the level of p<.05,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Qualitatively, positive expression
increased as sessions proceeded and negative expression reduced regarding the linguistic expressions by session of
children B. This means that the method of the Directive Individual Sand Box which presents the topic and in addition,
the process of visiting the house of a child which is the most secure environment had shown the effectiveness that 
increases the improvement of the self-esteem of the children of the dissolved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the diverse special characteristics of clients, a preliminary basic framework for the mobile individual sand box 
program through the directive approach method will be prepared.  

Keyword :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Instructional Sand Box Play, Self-Esteem Enhancement Program, 
Self-Esteem, Verba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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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차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는 요한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과 배우자 그리고 그들  가족 사이에 나타나는 의

사소통과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남편을 비롯한 가족
의 폭력이 증가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은 남편과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정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1] 이러한 다문
화 가족이 한국의 다양한 가족들  한 유형으로 정착되

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이혼, 사별, 별거로 인하
여 해체되는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 가족의 숫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국제결혼의 해체로 인한 다문화 가족의 

변화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통계
청 인구동향조사[2]에 의하면 국제결혼 다문화가족해체
가 2010년  체이혼의 1.3%에 불과했으나 2017년 
9.7%로 격한 증가를 보이며 향후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이혼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 인 문제, 교육의 문제, 자립과 자활의 문제 등 다
양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에 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체된 이후의 가족이 자녀를 두고 있다면, 그 자녀의 문
제는 해결하기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해체 다문화가
족의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기에 있어 래들과의 부정

인 계 형성과 집단 따돌림, 인 계의 어려움, 등이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 감  사회성을 떨어뜨

린다. 그 에서도 자아존 감 하락은 다른 사회  발달

에 악 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정체성 형성까지도 부정

 향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 로 학업포
기, 비행, 가출, 부 한 인 계 등을 일으키는 악순

환의 고리를 겪게 되는 것이다[3]. 따돌림의 원인을 살펴
보면, 단일문화가족의 아동이 주로 ‘잘 난 체해서’인 반
면에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엄마가 외국인이라서’가 가
장 큰 이유를 차지하며, 피부색과 생김새 등 외모가 다를
수록 따돌림을 많이 경험한다[4-5]. 그로 인해 해체 다문
화가족의 아동들은 친구들과 차별에 효과 으로 처하

지 못하고, 소극 으로 처하거나, 반 로 폭력 으로 

처하여 부정 인 상호작용의 악순환을 시키게 된다. 
자신의 생각과 능력에 자신감이 없고 미래에 한 기

도 낮으며,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기 꺼리고, 쉽게 포기

하거나 의존 이다. 한 자신을 요하지 않게 생각하

고 장 이 없는 사람이라 여겨 자신을 무가치하게 본다

[6-7]. 그뿐만 아니라 부정 인 언어를 사용하고 소극

이고 불안정한 행동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8-9] 인 
계의 형성을 더욱 어렵게 하여 여러 가지 응상의 문제

를 일으키므로 사회 부 응을 래하기도 한다[10-11]. 
종합해 볼 때 자아존 감이 낮은 아동의 특성을 그 로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체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을 
상으로 하는 자아존 감 향상에 한 연구는 우선 과

제로 요구된다. 특히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정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존  할 뿐 아니라 독립 이

고 주체 으로 생각하며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주  환경과 사회  계에서도 안정 이고 극

으로 응함으로써 자신감과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된

다. 한 타인을 존 하고 상호 조 인 원만한 인간

계를 유지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극복해 나갈 수 있

는 힘과 용기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심리 으로, 신체
으로 건강한 사람이며 자신과 타인을 존 하며 변화에 

융통 이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해 알고 그 결과에 

해서 받아들일 비가 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자기 행
동에 해 사과할  안다. 한 자신에 해 수용 이고 

정 으로 표 하며, 자발 이고 정 인 언어를 사용

한다. 표 이 풍부 하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자부

심을 가지며, 자신감 있게 타인과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
라 미래에 해 정 인 결과를 기 하고 사회  활동

에서 보다 극 인 태도를 가진다. 따라서 해체 다문화
가족 아동에게 있어서 자아존 감 향상 로그램의 필요

성이 크게 제기된다. 지 까지의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

아존 감 향상 로그램들은 주로 유아나 아동을 상으

로 부모 놀이치료[12-13],  집단미술치료[14-16], 음악치
료 활동[17] 등의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자아존
감 증진 로그램 선행 연구 결과들은 다문화가족 아

동의 자아존 감 향상에 공통 으로 정 인 효과를 보

고하 다. 그러나 부분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한 연
구가 주 일 뿐, 특히 해체 다문화가족아동의 자존감 향상
을 한 로그램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 본 연구의 주제와 련되는 모래상자놀이를 이

용한 아동 상의 자아존 감 향상에 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체로 일반 아동이 상이고, 집단의 형태로 모
래놀이상자를 이용하는 선행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그 
 개별모래상자놀이 형태로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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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18-19]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 본 미흡한 부분을 보완, 수정하여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모래상자놀이를 이용한 자아존

감의 향상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시에 
지시 이고 개별 인 모래놀이상자를 통한 자아존 감 

향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의 
자료들과의 차별성을 통한 미시  차원의 근가능성을 

두고 살펴보면 지시  모래상자는 비지시  모래상자놀

이에 보다 극 으로 집  할 수 있도록 주제가 주어진

다는 것이다. 이는 내담자의 삶을 방해하는 특정 문제 
역에 을 둘 때, 세션 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 그리고 
빠른 해결이 필요 할 때 더욱더 효과 이다. 특히, 자아
를 강화 시키고 기술을 확립해야 할 때,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결정 하지 못하고 자기에 한 가치감이 부정 인 

내담자에게 안정감을  때 더욱 유용하다[20-22]. 이런 
이유로 지시 인 모래상자놀이는 낮은 자아존 감을 향

상 시키는데 매우 합 할 것으로 기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은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한 지

시  모래상자놀이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로그
램이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아동 각자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궁극 으로는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

과 그 가족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 목 은 다음과 같다.
1) 지시  개별모래상자놀이를 활용한 해체 다문화가

족 아동을 한 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2) 지시  개별모래상자놀이가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

의 자아존 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3) 지시  개별모래상자놀이가 해체 다문화가족아동

의 언어  표 의 변화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애착이론과 해체다문화 가족

애착이란 용어는 Bowlby가 아와 어머니의 유
계를 설명하면서 최 로 사용한 개념으로, 그 핵심은 아
동이 양육자와 형성하는 애착의 질이 가까이 있고 

하고자 하는 아동의 신호에 해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

하 는지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애착행동의 
상은 어머니가 주가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

지, 형제자매, 조모 등 가족구성원의 한 사람일 수도 있
고, 가족 외의 돌 주는 사람도 될 수 있다. 아동과 강한 
애착을 형성한다면 구라도 무방하다. 단지 요한 것
은 정신  유 를 맺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동의 욕구

에 신속히 반응하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23]. 
그러나 연구의 상인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인 경우 어

머니와의 1차  애착의 이 매우 빈곤한 실이며 더

욱이 기 부모와의 이별 혹은 사별의 경험은 아이들에

게 어른 못지않은 정신 고통과 고뇌, 갈망, 비참한, 분노, 
망, 냉담 등을 느끼게 하며[24] 어린 시 과 청소년기

를 거치면서 신경증이나 비행 청소년으로, 성인이 되어
서는 정신질환으로 발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해체다문화가족 아동들에게 주는 부정  

향이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래상자 안에 다양
한 피규어를 놓는 3차원의 작업으로 어릴  애착의 
상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무의식에 이끌려 내면세계를 

그 로 표 하기 때문에 언어  설명이 다소 미숙하고 

없이도 쉽게 그 의미를 재인식할 수 있다, 한 모래상자
라는 동일 수 의 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연령의 차이나 

권 상의 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표 할 수 있어 안정

된 애착을 경험함으로서 해체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하고 효과 인 치료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체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성장에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매우 요함을 알 수 있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아존 감이 높았고 

문제해결 능력도 우수했으며 갈등에 직면해서도 하

게 처하는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Papini(1992)
와 Roggman 외(1993) 연구에서도 부모에 한 애착 안
정성이 높을수록 자기가치감이 높이 평가되고 불안  

우울증상 수 이 낮아 정서  응이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애착에 문제를 갖는 아동은 언어결함, 자
폐  행동, 인 계에서 의 고립 등 심각한 정서상의 문

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집이나 주요 애착 상으로부

터 분리될 때 그들은 사회  축, 무감동, 슬픔을 보이
고, 일과 놀이에 집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된다[25]. 
아동이 애착했던 사람, 즉, 개 부모로부터의 분리에 
해 과도한 불안을 보이는 분리불안장애가 그것이다. 자
신의 의도와는 상 없이 한쪽, 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해
야하는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그 련성과 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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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ategory      Operational Definition

Self-expression Expressin of 
others

1) Positive expression of oneself: I 
am happy. I feel good. I am 
grateful. I feel reassured. I am 
satisfied. I feel excited. I am 
precious. I can do a good job. I 
feel joyful. I am happy. I can do 
it if I try. There is hope
2) Reaction for accepting one’s 

높다. 애착은 인간의 발달에서 가장 기에 형성하는 사
회  계이며, 이는 개인이 성장하면서 사회  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응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한 요소이다. 특히 부모와의 애착은 일생에 걸쳐 성
공 인 삶을 하는데 기 가 되는 요소이다. 애착은 
우울, 불안, 사회  계형성, 진로결정, 부부 계 형성 

등 인간의 삶에 큰 향력이 있는 것임이 많은 연구결과

를 통해 밝 지고 있다[26]. 따라서 이러한 애착은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 감에 깊은 연 성을 가지며, 
아동의 자아존 감과 련한 연구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3. 본론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한 지시  모

래상자놀이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양 으로 

검증하고 질 으로 언어표 의 변화를 확인하기 한 서

술  인과 계 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상자 

선정에 신 하 으며 표본의 성을 확보하기 해 연

구주제와 련된 의미 있고 효과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 

 수 있는 상자들을 의도 으로 선정하는 목 표집방

법을 사용하 다. 
연구 상자는 D시에 거주하고 지역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이용하는 해체 다문화 가족의 공통 을 가진 참

여자로서 추천을 받은 가족으로 하 다. 2017년 2월부
터 5월까지 총 12회기를 실시하고, 1회의 집단 활동과 1
박2일의 캠 활동을 포함하며, 종합 으로 하  25%에 
속하는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 6명을 연구 집단으로 선정
하 으며 아동 본인과 보호자의 ‘참여를 동의’한 경우를 
한정하 다. 사 검사는 로그램을 시작하기  바로 

직 에 시행되었고, 사후검사는 로그램 종료 직후에 
이루어졌다【표 1】. 

3.3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방법

3.3.1 양적방법: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 향상을 알아보기 해 

Choi와 Jeon(1993)이 개발한 자아존 감 척도를 사용하

고, 자아존 감 척도를 요인분석 후 기존 척도를 연구자

가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요인 분석 결과를 기본으로 
총 20문항, 각각의 문항을 읽어가며 상아동이 그 내용
을 인지하며 표기하도록 하 다. 5  리커트기법에 따라 

 그 지 않을 경우(1 )부터 매우 그 다(5 )까지 
해당 칸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분석은 3개의 역으
로 나 어 진행 하 고, 자아존 감 척도의 하  역은 

타인과의 계에서 비롯된 “나”에  한 생각과 표 을 

나타내는 사회  자아존 감, “나”에 한 믿음과 신뢰
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지는 자기확신 자아존 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 들이 실에서 존 되어지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자기이해자아존 감이며, 각 요인별 신뢰
도(Cronbath’s α)값으로 나타났다【표 1】. 로그램의 

사 , 사후 실시하 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로 SPSS 
18.0 Package 로그램을 사용하 다.

Table 1. Self-esteem reliability analysis
Self-esteem  Cronbach’s α

Social .961
Self-understanding .705

Self-assurance .896

3.3.2 질적 방법: 회기 내 언어적 표현 변화 분석

본 연구는 해체 다문화가족 B 아동의 자아존 감 변

화를 찰하기 하여 Raimy(1948)와Ingram(1977)의 
이론을 근거로 정방자(1986)가 개발하고, 이향순(2012)
이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수정한 자기표 척도 분류

에 따라 작성한 자기표  분류척도에 따라  회기의 언

어표 을 정  자기표 , 정  타인표 , 부정  자

기표 , 부정  타인표 의 4항목으로 나눠 분류․선택
하여 단일사례로 분석하 다. 이에 ‘언어  표  찰항

목의 '조작  정의’는【표 2】과 같다.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Linguistic 
Expression’s Categories for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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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I want to take care of 
myself. That person appears to be 
warm-hearted. That person is 
accepting. That is stable. I feel 
comfortable
3) Indirect positive expression of 
the self:  I am fine. I will feel 
better. I changed. I don’t feel 
depressed. I am not tired.

Negative 
expression

1) Hostile and critical reaction 
towards oneself:  I am crazy. It is 
my mistake. I am worthless. It is 
my fault. I am like a fool. I am 
ashamed. I am stupid. I am 
pathetic. I regret.
2) Negative expression of oneself: 
I am frustrated. I am going crazy. 
I am nervous. I feel bad. I feel 
lonely. I am depressed. I am 
lonely. I am tired. This frustrates 
me. I feel discouraged. I cannot 
stand it anymore. This makes me 
angry. I am having a difficult 
time.
3) Sense of physical 
inconvenience. Plea regarding 
illness and other diseases: My 
head hurts. I cannot sleep. I feel 
stuck.

Expression of 
others

Expression 
of others

1) Positive expression about 
others: I am thankful. I am 
grateful. Truly admirable. I want 
to help. Lovely. Precious. Worthy 
of respect. I respect.
2) Encouraging what others have 
done or elevating others. Trying to 
get along well with others: 
Helpful. I want to learn. Trying 
hard. Doing a good job. Looks 
good. I want to work together.

Negative 
expression

1) Direct offensive expression to 
others: Complaining. I want to hit 
that person. Fighting. I want to 
swear at that person.
2) Indirect offensive expression to 
others: Has no basis down. Being 
conscious of others. I do not want 
to be pitied. I do not want to 
listen to that person. I am sorry. I 
dislike that person. Disappointed. 
Cannot stop thinking of that 
person. I am jealous. Mistreating.
3) Reactions for dodging others’
attacks and humiliations: I just 
endure. I do not know. I ignore. I 
do not answer/react.
4) Hostile expression of situation 
(besides person): I am afraid. I 
don’t like it. I cannot do it. It 
does not suit me. Awkward. 
Annoying. I do not want to do it. 
Absurd.

4. 지시적 개별모래놀이 프로그램 개발

4.1 이론적 근거: 융의 분석심리학

본 연구에서는 해체다문화가족아동을 한 로그램

의 이론  근거로써 융의 분석심리학을 바탕으로 하

다. 융의 분석심리학 인 만남은 모래놀이를 통해 모래

를 만지면서 지를 연상  하고, 지시하는 주제의 상자
를 꾸미면서 무의식 인 어머니를 만나고, 아동이 밖으
로 향해 있던 것을 내면으로 가도록 안내받는다. 해체다
문화가족 아동은 자신이 꾸민 모래상자에 반응하고 변화

시키는 활동을 통해 자아가 강화되며, 모래의 감  경

험을 통해 치료  퇴행과 긴장완화, 심리  안정감을 갖

게 된다[26-27].
이를 통해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 스스로 자신을 표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기치유력의 힘으로 이어가는 

이론  토 가 된다.

4.2 프로그램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욕구

를 고려하고 모래놀이의 목  등을 고려하되, 경험과 치
료의 목 을 세웠다. 
첫째,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심리  안정감을 갖

게 하고, 자신을 표 하고 이해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정 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아존 감 증진

에 도움이 된다. 
둘째,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이 보다 극 으로 개별

모래상자놀이에 집  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제시하는 지

시 인 과정과  집으로 방문하는 개별모래상자놀이의 

근 방식의 로그램은 변화하는 미래의 다문화 사회에 

새로운 지표로서의 역할이 된다. 

4.3 주요 절차: ‘지시적 인’ 개별모래놀이상

자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모래놀이의 주요방법으로 ‘지시  인’ 
모래놀이상자 로그램’을 활용하 다. 먼 , ‘지시  

인’의 의미는 연구자가 주된 로그램의 내용과 진행기
법, 시간, 주제 등을 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8-29].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개별 으로 휴 용 

모래상자를 개별 으로 제공하는데 이것은 선행  다수 

연구에서의 집단 활동의 공동 인 욕구보다는 ‘내 것’이
라는 소유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모래 상자놀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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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이고, 의식 인 치유과정의 장에서 발휘되는 무기력

과 열등감을 극복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성장’ ‘자기수
용’등을 증  시킨다[30-31]. 이러한 과정들은 자신만의 
것을 풍족하게 가져보지 못한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자신만의 모래상자는 매우 요하고 의미 있는 보상 인 

경험이 될 것이다. 공동의 환경에서 드러내기를 꺼려하
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 아동의 가정으로 직  방문하

여 가장 안 한 개별모래상자놀이를 하는 형태로 진행됨

은 기존 선행 연구들의 자료들과의 특별한 차별성을 가

진다.

4.4 주요내용 및 구성

본 연구의 지시  모래놀이상자 로그램의 주요 내

용은【표 3】과 같다. 본 로그램은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 감 향상을 하여 자아 존 감에 련된 

문헌과 재 련연구  모래상자놀이치료 련 연구들

을 심으로 로그램 시안을 구성하 다. 

Table 3. Overall Composition of the Individual Sand Box Play Program

 Stage  Session Purpose of Therapy Theme   Contents

 Introduction 1 

* Orientation and trust 
formation
* Stable rapport formation 
at each session using board 
game

1: ntroduction to the 
program and
information collection
2: Decorating sand box 
freely without a theme

1; Explain about the purpose of program and about 
the sand box play program.
2; Relaxation activity while touching sand freely and 
experience the first box experience freely without 
presenting a theme.

 Initial

2 
* Self-understanding and 
self-search
* Stable rapport formation 
at each session using board 
game

  About me  Able to express and to talk about my current 
thoughts, emotion freely.

3 
 Regarding what is 
precious to me

 Able to express and to talk freely about what is 
most precious to me.

4  Regarding my family  Able to express and to talk freely about my family 
using animal figures.

 Mid-term

5 * Investigating 
interpersonal relations
* Rapport promotion 
through group activity and 
investigating sociability
* Formation of stable 
rapport each session using 
board game

 About me and my friends  Able to express and to talk freely about my friends 
and about me in everyday school life.

6 
 
Regarding the memory that 
was most difficult to me

 Able to express and to talk freely about the difficult 
conflicts I experienced.

7 
 About the happiest 
memory

 Able to express and to talk freely about what I 
experienced and the happiest moment of my life.

 Epilogue

8

* Awareness of change and 
experiencing competence
* Formation of stable 
rapport each session using 
board game

 Regarding the proudest 
moment

 Able to express and to talk freely about what I 
recognize to be my proudest moment.

9
 If a miracle is to happen 
to me

 Able to express and to talk freely about the changes 
I want to experience if all my wishes do come true 
due to miracle.

10  About me in the future  Able to express and to talk freely about the future 
that I envision for myself.

11  About my strengths
 Able to express and to talk freely about my 
strengths that I recognize and about the reason that I 
need to change.

 Wrap-up 12 

* Wrap-up and sharing 
opinion
* Formation of stable sense 
of the self through family 
camping activity (one night 
and two days)

 While appreciating my 
sand box album

 Able to make my own album by using the box 
photo data on all the sessions and to share emotion 
and after-thoughts freely while enjoying simple snack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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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리엔테이션  신뢰감 형성하기(1회기); 신뢰감 
형성단계로 로그램을 안내하고 실시에 필요한 사  정

보 수집하고,  모래상자를 자유롭게 꾸며보도록 하여 감
정을 이완 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하여 새로운 매체를 경

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매회 보드게임을 새롭게 소개
하고 경쟁심과 성취감을 형성하여 로그램 참여의 동기

를 가지도록 한다. 안정 된 애착 형성을 한 충분한 시
간을 경험 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다.
② 자기 이해와 자기 탐색하기(2회기~4회기): 자기이

해와 탐색 단계로 재 나에 해서 모래상자를 꾸며

으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신의 소 한 것을 인식

하여 정 으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신에 해 잘 모르거나 어떻게 정리하여 표 해야 하

는지에 정해진 형식이나 시 없이 자신이 표 할 수 있

는 정도로만 그 로 존 해주고 수용해 으로서. 안정
된 라포형성과 신뢰감을  진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③ 인 계 탐색하기(5회기~7회기): 인 계를 살

펴보는 단계로 자신과 친구와의 계에서 자신의 모습과 

주변사람들을 인식하도록 하여 정 , 부정  향을 

살펴보고 자신의 어려움에 해 이해하고 정 으로 해

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었고, 친구라는 주제 안
에 자신의 환경과 계를 회상해 보고, 학교생활, 학원생
활, 인 계 등에 해 이야기 해 보도록 구성하 다. 
사회  애착에 해서도 안정 인 변화를 형성하도록 하

다

④ 상호작용과 사회성 경험하기(집단 활동): 래 

계형성과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하는 로그램(보드게
임-퀴리도, 코코 츠, 푸드테라피감정표 하기)을 통해 
사회성과 나 혼자만이 가진 환경 인 어려움이 아니라는 

보편성에 해 알아채도록 하며, 동시에 내재된 감정표
에 해 정확히 알고 자유로이 표 하도록 경험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자기 변화 인식과 유능감 경험하기(8회기~11회

기); 변화의식과 유능감 경험하는 단계로 자신을 자랑스
럽게 느껴 보는 성공 경험과 미래의 꿈을 표 해 으로 

스스로의 정 인 미래를 생각 할 수 있도록 구성하

고, 자기 자신에 한 정  평가는 자신의 성장에 

한 향을 미치며, 정 인 향을 반복 으로 경험함

으로서 스스로 자아존 감을 향상 시켜 나가는 힘을 얻

을 수 있다.
⑥ 종결과 소감나 기(12회기); ‘종결 나 기’는 매회

기 모래상자 작품을 은 사진을 앨범을 만들어 감상하

며 자신을 새롭게 다지면서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함으로

서 충분히 종결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 종결 후 1~3
달 안에 추후 로그램을 개발하여 로그램 . 후 변화 
된 자아존 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수 리하는 과정

을 구성하 다.

5. 연구결과

5.1 연구대상자별 자아존중감 영역별 사전·

사후 평균비교

자아존 감의 연구 상자별 하 역별 비교해본 결

과, 체 으로 보았을 때, 사회  자아존 감의 경우 사

 2.96이고 사후 3.57으로 .61상승하 다. 자기확신 자
아존 감의 사  3.08이고 사후 2.79으로 .29 낮아졌으
며, 자기이해 자아존 감의 경우 사  3.33이고, 사후 
3.44으로 .11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5】.

5.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아존

중감 Mann-Whitney U검증

Mann-Whitney U검증은 두 집단의 분포가 동일한가
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결과 연령에 따라 사회  자아존

감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4】. 
연령에 따라 사회  자아존 감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등학교 
학년 집단과 고학년 집단 간에 사회  자아존 감이 

차이를 보 다. 자기확신 자아존 감과 자기이해 자아존

감은 자아존 감 역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세부 으로 살펴보면 사회

 자아존 감 만이 사  집단과 사후 집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3 자아존중감 영역별 사전·사후 Wilcoxon 

부호-서열 검증

Wilcoxon 부호-서열 검증은 각 의 차이를 부호와 
크기에 한 정보를 토 로 분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아존 감 역별 사 ·사후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표 
5】과 같다.
자아존 감 하  역별 사  사후 차이를 검증한 결

과, 사회  자아존 감에서 사 ·사후 집단 간 차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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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기확신, 자
기이해 자아존 감 역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세부 으로 살펴보면 사회

 자아존 감 만이 z=-2,20으로서 p<.05보다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  집단과 

사후 집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통계  

유의성은 보이지 않으나 자기이해자아존 감은 사 에 

비해 사후 소폭 상승하 다. 이는 해체 다문화 가정 아동
들의 일반 인 폐쇄성, 혹은 남 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에 
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축감을 보이는 

등의 어려운 요인들을 보이는 특성과 샘 수가 작아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로그램을 통해 
아동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극 으로 표 하고 새로운 

것에 한 호기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실제 인 변화

추이를 본다면 무시 할 수 없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하여,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을 
한 지시  모래상자놀이 로그램의 유용성과 실행 방안

을 제언 되어야 할 것이다.

5.4 대상자 B동의 회기별 언어적 표현 빈도 

분석

지시  집단모래상자놀이가 회기 내 다문화가정 아동

의 언어  표 을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기 해  회기

를 녹화한 후 자기표  척도에 따라 아동의 정  자기

표 , 부정  자기표 , 정  타인표 , 부정  타인표

을 찰하여 그 빈도를 측정하 으며, 질 으로 분석

하 다. 그 결과 회기가 진행될수록 정표 이 증가하

고, 부정표 은 감소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정

 자기표 은 8회기 ‘내가 자랑스러웠던 기억에 해
서’에서 가장 높은 횟수를 보 으며 10회기 ‘미래의 나
의 모습에 해서’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정  자기표

은 반 많이 나타나지 않다가 4회기 ‘우리 가족에 해
서’과 5회기 ‘나 그리고 친구 에 해서’에서 높게 나타
났다. 하지만 7회기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에 해
서’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한 정  타인표  

정  자기표  정  타인표 은 7회기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에 해서’부터 증가하여 안정 으로 변화

하 다. 부정  타인표 은 반에는 낮은 빈도로 나타

났다가 3회기 ‘나에게 가장 소 한 것에 해서’부터 증
가하여 4회기 ‘우리 가족에 해서’과 5회기 ‘나 그리고 
친구에 해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7회기 이후 감소
하여 10회기 ‘미래의 나의 모습에 해서’ 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다. 아동 B의 회기별 언어  표 은【표 8】,
【그림 1】과 같다. 이는 지시  개별모래상자놀이를 통

해 생각과 감정이 정  언어로 표 되며 자기표 의 

증가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28].

Table 4. Research Target Information

object
group

A B C D E F

gender female female female male female male

age 8 years 9 years 8 years 9 years 11 years 10 years

grade elementary
1 Grade

elementary
2 Grade

elementary
1 Grade

elementary
3 Grade

elementary
4 Grade

elementary
2 Grade

Table 5. Comparison of pre- and post-averages of self-esteem by subject

Subject socia l Self-assurance    Self-understanding

Dictionary   Post Dictionary   Post Dictionary   Post

A children  2,00  2,46  2.50  2.75  4.00  3.66

B children  2,69  3.30  3.50  2.25  2.33  2.33

C children  3.69  4.69  3.75  3.00  4.00  4.66

D children  2.61  3.38  3.25  3.25  3.66  3.00

E children  4.07  4.38  2.50  2.50  3.33  3.66

F children  2.69  3.23  3.00  3.00  2.66  3.33

M(SD) 2.96(.77) 3.57(.82) 3.08(.51) 2.79(.36) 3.33(.69) 3.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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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ocial self-esteem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Mann-Whitney U         (N=6)

Social self-esteem

variable N Average ranking Z

gender  
(n=6)

male  
female 

2
4

2.50
4.00 -.93

age  
(n=6)

Under 9 years old
Older than 9 years old 

3
3

5.00
2.00 -.96⃰

Divorce period 
(n=5)

Less than 2 years 
More than 2 years

3
2

2.33
4.00 -1.16

Visiting foreign relatives  
(n=6)

existence
naught

4
2

3.25
4.00 -.46

Part or cohabitation 
(n=5)

father-in-law 3 2.00
-1.73

Mother-in-law 2 4.50

*p<.05

  
Table 7. Self-esteem dictionary by region•Post Wilcoxon code-sequence verification

variable M SD Z

social
Dictionary 2.96 .77

-2.20*
post 3.57 .82

Self-understanding
Dictionary 3.33 .69

-.55
post 3.44 .77

Self-assurance
Dictionary 3.08 .52

-1.07
post 2.79 .37

 
Table 8. Subject B Speech frequency of linguistic expression per session

sess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Positive self-expression 0 1 1 3 2 2 5 10 7 9 8 8

Positive others 0 1 0 2 2 5 8 7 9 9 8 7

Negative self-expression 2 3 5 9 7 9 5 0 1 1 0 1

A negative third person expression 3 3 7 8 7 5 8 3 1 1 0 0

Fig. 1. Subject B Consonant linguistic expressio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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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의

연구자가 본 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느낀 

과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 , 지시  개별모래상자놀이 로그램은 해체 다문화

가족 아동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연구를 국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와 치료 장에서도 본 로그램을 활용하여,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 감 향상을 도모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안  방

안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안으로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부정  인식을 만들어내는 

심리  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함으로써 문제 을 노출시

키지 않도록 방  근의 필요성과 가족 구성원들과의 

정서  유  강화를 한 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원  

처치가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앞의 논의와 련하여 
정책 당국이나 다문화가족지원체계 운  민간조직은 

문 인 심리  방조치  지원과 심리  병리 상에 

한 치료  처치가 가능한 가칭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 
심리 방치료센터’와 같은 조직을 국 으로 구성·운
하는 안의 논의가 필요하다.

한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안정된 애착형성을 통

해 정서  안정감을 이  장기 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으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 감 척도의 사 수보다 사후 수가 높아진 것

으로 보아 본 연구는 단기간에 해당되는 로그램을 시

행하 으나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을 한 로그램개발

로 장기 인 차원에서 지속 인 치료  개입에 기여하

음을 알 수 있다.

7. 결론 및 제언

7.1 결론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시
 개별모래상자놀이 로그램은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

의 사회  자아존 감을 향상시킨다. 지시  개별모래상

자놀이 로그램이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 감

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자아존 감 척도의 

사 ·사후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사후의 수가 향상 되어 
정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 상자별 자아존 감 하  

역별 사 ·사후 비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체 으로 

보았을 때, 사회  자아존 감의 경우 사  2.96이고 사
후 3.57으로 .61상승하 다. 자신을 이해하고 동시에 탐
색하며, 인 계의 욕구를 다루었는데 자신의 욕구가 

정 으로 충족되거나 경험 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선행 연구의[32] 모래상자놀이 로그램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  자아존 감 향상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 둘째, 지시  개별모래상

자놀이 로그램은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기이해 자

아존 감을 향상시킨다. 연구 상자별로 자아존 감 하

 역별 사 ·사후 비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이해 
자아존 감의 경우 사  3.33 이고, 사후 3.44으로 .11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11의 상승하는 변화
이기는 하나 해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일반 인 폐쇄

성, 혹은 남 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에 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축감을 보이는 등의 어려운 요

인들을 보이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통계  유의값 은 

유의미하지 않으나 사후 변화로 찰 된 해체 다문화가

족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극 으로 표 하고 새

로운 것에 한 호기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실제 인 

유의 값으로 본다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

다. 자신을 심으로 생각과 계획되어지는 실의 장에
서 인 계의 존 , 새로운 변화와 나의 새로운 인식을 
다루었는데 자신의 설계가 정 으로 존 되었거나 경

험 한 것으로 이해한 다는 것은 선행연구[33-34]의 모래
상자놀이 로그램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기이해 자아

존 감 향상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 셋째,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을 상으로 지시
 개별모래상자놀이 로그램은 상자 아동의 인구사

회학  특성에 따른 사회  자아존 감과 연령 간에 유

의미한 향을 가져온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등
학교 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한 변수로 각각의 5.00과 
2.00의 평균 순 를 나타내며, -1.96의 Z 수를 보 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등학교 학년 집단과 고학년 

집단 간에 사회  자아존 감이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자기확신, 자기이해 자아존 감 역에서는 통계

학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를 세
부 으로 살펴보면 사회  자아존 감의 사  2.96이고 
사후 3.57으로 나타났다. 사 ·사후 차이는 .61이고 이에 
 한 유의 확률이 .028.(p<.05) 로 사 보다 사후 더 높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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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의 표본이 매우 하기 어려 운 조건을 가지

고 6명으로 로그램의 사 ·사후의 차이가 .61 이라는 
차이는 매우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보이
고자 했던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을 상으로 실시 한 지

시  모래놀이 상자 로그램은 아동의 자아존 감 향상

에 효과를 미치는 로그램의 개발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넷째,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을 상으로 지시  개별모

래상자놀이 로그램은 상자 아동의 인구사회학  특

성에 따른 자기확신 자아존 감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로그램으로 보인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 없이 

한쪽, 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해야하는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경감하기 해 타인에

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아동들은 자기확신이 매
우 부족하고, 비주장 이며, 축된 사회  상호작용에

서 생겨나는 소외감을 경험한다[35]. 본 연구는 단기 소
수사례연구로 이루어진 이유로 “나” 에 한 믿음과 신
뢰가 바탕이 되어야 결정하는 자기확신 자아존 감의 변

화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아동 B의 회기
별 언어  표 의 질  분석으로 회기가 진행될수록 

정표 이 증가하고, 부정표 은 감소하는 효과 인 로

그램으로 보인다. 지시  집단모래상자놀이가 회기 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표 을 변화시키는지 알아보

기 해  회기를 녹화한 후 자기표  척도에 따라 아

동의 정  자기표 , 부정  자기표 , 정  타인표

, 부정  타인표 을 찰하여 그 빈도를 측정하 으

며, 질 으로 분석하 다. 그 결과 회기가 진행될수록 
정표 이 증가하고, 부정표 은 감소하는 결과를 확연히 

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지시  개별모래상자

놀이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 감 향상에 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7.2 제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상의 
표본수가 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총 6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상의 표본수가 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상을 좀 더 확 시켜 로그

램 효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
러 상이 다양하게 바뀔 때에는 애착이론과 인지발달이

론, 신체 심리  발달 단계에 맞추어 상별 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특히,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은 여러 문제성의 험성이 높은 특성을 고려할 때 

집단  근보다는 개별  근이 더 효과성 있는 근

이 될 것이다. 둘째, 비교집단을 구성하지 않은 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았고, 이에 따라 치료효과가 본 로그램 자체로만 발생
한 것인지에 해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비교집단 즉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구성하여 

실험설계 로그램을 실시하 다면 보다 정 한 일반화

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도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셋째, 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을 총12회기로 12
주 동안 실시하 으나 지시  개별모래상자놀이 로그

램으로서 완 히 용하기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효
과를 지속하기 해서 라기 보다 장기 인 계획과 사후 

로그램에 한 추후 리가 필요하다. 로그램 종결 

후 1~3개월 기간 안에 사후 로그램을 개발하여 좀 더 
지속 으로 훈련, 강화가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통
계  유의 값을 보이지 않았던 자기확신 자아존 감의 

역에도 보완 용하여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질  연구가 미흡

하게 이루어졌다. 본 로그램에서 사용된 자아존 감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 된 척도이기는 하나, 자
기 보고식 질문지로 특히, 언어  이해력이 약한 해체 다

문화가정 아동에게 구체 인 질 인 연구가 더 보완되어

지는 다양한 도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소 과잉 과소평가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 혹은 부모용 척도, 교
사 는 래용 평가 척도를 추가 으로 실시하여 다각

이고 객 이고 신뢰도 높은 로그램의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다섯째, 선행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험 요인이 다문화 수용성에 요한 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본 연구의 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이 포함된 학 , 는 련시설을 상

으로 로그램개발  효과를 검증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시  개별모래상자놀이 로그램

의 개발과 검증을 통하여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

존 감 향상을 치료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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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 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본다. 본 로그램
을 바탕으로 하여 그 틀 안에서 다양한 내담자 특성에 

따라 지시  근방법을 통한 개별  모래상자 로그램

으로 가는 인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으로 높

은 의미를 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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