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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등학교 학생을 상으로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아동의 정서  행동에 미치는 임상 인 

효과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알아보고자 하 다. OO시에 소재한 등학교의 4-6학년 학생 113명을 상으로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12주간 10회기의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을 시행하 다. 소그룹은 아동 10명-16명

으로 구성되었으며, 회기는 Baseline 평가, 치료 10회기, 사후 평가회기 등 총 12회기로 구성되었다. 상군

은 남아 56명(49.6%), 여아 57명(50.4%)이었으며, 평가도구로는 역학 설문지와 한국아동청소년인성검사

(Korea Child & Youth Personality Test, KCYP)를 Baseline 시 과 치료 후에 각각 평가하 다. 12주의 

모래놀이 시행 후에서 KCYP의 임상척도  세부평가척도 수를 각각 비교한 결과 학교모래놀이 집단상

담 후 등학생의 자존감이 향상되었으며 우울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은 등

학생의 정서  문제뿐만 아니라 자존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중심어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아동∣정서∣행동∣
Abstract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clinical effects of school sandplay group counseling on the 

emotions and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method of survey is to consult 113 students in the 4th - 6th grade of OO elementary 

school for 10 weeks from March to July 2015. The small group consisted of 10 to 16 children, 

with one principal counselor and three or four assistant counselors participating, with 40 minutes 

of treatment, and a total of 12 follow-up sessions, including the Baseline assessment and 

treatment sessions. 

It was conducted to 56 male(49.6%) and 57 female(50.4%) students with questionnaires for their 

sex and age, assessing KCYP results at the point of baseline and post-therapeutic condition. A 

comparison of the clinical and detailed assessment scale scores of KCYP before and after 12 

weeks of Sandplay resulted in a significant effects in improved and reduced symptoms depress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ter the school sandplay group counseling. 

School sandplay group counseling is thought to help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otional 

problems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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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80년  Domenico는 Lowenfeld의 모래놀이 ‘세계

기법(The World technique)’을 연구하던  이기법이 

갖고 있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독특한 가치를 발

시켰다[1]. 이는 Kalff의 개별 모래놀이치료와는 다른 

근이었다. Boik과 Goodwin은 다양한 상과 집단으

로 진행된 모래놀이상담에서도 개별로 진행된 모래놀

이상담과 같은 치유와 성장이 있다고 하 다. 이후 임

상가들은 모래놀이의 상과 인원을 성인과 가족으로 

다양하게 넓히며 집단상담을 발 시켰다[2]. Wang[3]

은 문제행동을 호소하는 청소년과, 심리사회 으로 발

달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개별상담보다는 집단상담이

라는 방식이 합하다고 하 다.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아동은 서로를 정직하게 직면하며, 타인과 정서 인 친

함을 경험한다. 한 모래놀이를 활용한 집단상담은 

학교 상담을 한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 학교 장에

서 사용되는 모래놀이는 아이들의 막힌 에 지를 풀어

주고 잠재된 자기치유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4]. 

Dale[5]은 학교 장에서의 모래놀이치료는 학교폭력 

피해자, 우울과 자살 시도, 심한 품행장애, 행동문제로 

학습 참여가 어려운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

다. Campbell[4]은 학교에서 이루어진 모래놀이치료가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는 아동들에게 인 계와 집

력을 향상시켜 다고 하 다. 한 모래놀이치료가 집

력과 체 운동감각 증진에 향을 주고, 주의력 결

핍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개선한다고 보고하 다. 

등학교 시기 아동의 정서  문제행동에 한 학교 

장에서의 집단 상담 개입은 요하다.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집단

이고 유연하게 잘 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6]. 

모래놀이치료의 효과는 많은 회기가 요구되지 않아도 

짧은 시간 효과가 있으며[4] 이러한 결과는 학교모래놀

이 집단상담이 짧은 시간에 많은 아동을 보는 학교 상

담가의 요구와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7]. 

Campbell 등은 학교 장에서 8-10회기 모래놀이치

료 상담에 참여한 부분 아동들이 문제해결 단계에 도

달한다고 하 다. 한 교사들은 8회기 후에 아동의 정

서 상태와 학교생활 참여능력에 유의한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 다[4][8].

본 연구는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In School, With Teacher, As Class”라

는 조건임을 말한다. 즉 “In School”은 학교 안에서, 혹

은 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상담기 에서 시행되는 모래

놀이상담을 뜻하며, “With Teacher”는 교사 혹은 학교 

상담사와 유기  력 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As 

Class”는 학교 교육 과정으로서 최소 8회 이상 실시한 

상담을 의미한다[9][10]. 그간의 국내의 모래놀이 집단

상담은 사례연구  20명 미만의 소규모 연구가 부분

이었으며 학교 밖에서 수행되었다[9]. 학교 내에서 집단

으로 수행되는 모래놀이치료는 본 연구에서 국내에서

는 처음으로 시도하 다.  

본 연구는 규모 학생들을 상으로 한 학교모래놀

이 집단상담이 아동의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종합 인 

임상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Ⅱ. 문헌고찰

모래놀이 집단상담은 선행연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임상 인 치료효과를 나타내

었다[9]. Wang[3]은 품행장애가 있는 사춘기 아동 56

명을 상으로 한 10주간의 모래놀이 집단상담 연구결

과 상자들이 부모기 에 한 비순응 행동, 규칙 

반, 공격성 등의 외 화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화, 축, 

우울, 걱정 등의 내면화 문제에서도 유의한 감소가 있

음을 보고하 다. Christine[10]는 911 세계무역센터 사

건에서 피했던 32명의 등학생을 상으로 학교에

서 실시한 32주간 집단모래놀이치료에서 참여 학생들

의 학업  행동, 정서 인 측면에 정 인 향을 주

었다고 보고하 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효선[11]은 

3-4학년 10명에게 실시한 집단모래놀이상담 12회기 결

과에서 아동의 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감소를 보고하 다. 유승은[12]은 등학교 4학년 

12명을 상으로 한 집단모래놀이상담에서 아동들이 

불안이 감소되고, 자아탄력성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

다. 김 란[13]은 8명의 아동에게 실시한 집단모래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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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임상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박지 [14]도 8명의 아동을 상으로 실시

한 집단모래놀이상담이 아동의 불안과 자아강도에 

정 으로 효과를 미쳤다고 보고하 다. 한 문미쁨

[15]은 장애아동을 형제로 둔 6명의 등학생들에게 18

회기가 진행한 집단모래놀이상담에서 참가아동들의 우

울이 감소되고, 자존감이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Carey[16]은 모래상자의 물리  경계와 모래 감이 아

동들의 문제행동 개선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Wang[3]은 품행문제가 있는 아동을 상으

로 한 모래놀이 집단상담 결과 부모기 에 한 비순응 

행동, 규칙 반, 공격성을 보이는 외 화 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 다. 국내연구에서 이효선[11]은 

3-4학년 아동 10명에게 12회기의 집단모래놀이상담을 

실시한 결과 비행공격성이 감소되고, 래 계가 향상

되었다고 보고하 다. 김미라[17]는 모래놀이상담이 주

의력 결핍 아동들에게 정  향을 미쳐 문제 행동을 

개선하 다고 하 으며, 한지혜[18]는 방임아동 4명에

게 7회기의 집단모래놀이 상담을 실시한 결과 분노표

, 분노조 , 래 계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보

고하 다. 한 정서  행동장애를 보이는 아동을 

상으로 한 모래놀이상담이 주의집 문제, 비행행동과 

공격행동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는 진

재륵[19]의 보고가 있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에 참여한 아동 126명   

Baseline 평가 - 사후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1명과 

Baseline 평가 – 사후 KCYP 검사 결과 반응 타당도척

도(반응 신뢰도, 특이반응, 과장, 방어)의 T 수가 65  

이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아동 2명을 제외하 다. 최

종 113명을 연구 상으로 하 으며, 상군은 각각 남

아 56(49.56%), 여아 57명(50.44%)이었다. 상군의 평

균 연령은 12.06±0.77세 으며 등학교 4-6학년이었다

[표 1]. 본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12주간 수업

시간에 10회기의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으로 시행하

다. 소그룹은 아동 10명-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상

담사 1인과 보조상담사 3-4인이 참여하 고, 치료시간

은 40분이며, 회기는 Baseline 평가, 치료 10회기, 사후 

평가회기 등 총 12회기로 구성되었다. 

모든 상자들에게는 본 연구의 취지에 해 설명 하

으며, 연구에 참여한 모든 상자의 학부모  학생

에게 구두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를 상으로 하

다. 한 연구 진행  자유의사에 의한 연구 참여를 철

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 다.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의 회기진행  로그램은 

Boik과 Goodwin의 ‘의사소통 모래상자(Communication 

sand tray)’를 기반으로 학교 장의 특성에 맞추어 수

정·보완하 으며[2], Kalff의 발달단계를 용하여 재구

성하 다. 모래상자를 꾸미는 동안은 집 을 하여 ‘침

묵’을 원칙으로 하 으며, 모래놀이 집단상담이 끝나면 

상자의 소품은 아동들이 치우지 않고, 상담사들이 정리

하여 ‘보호되고 안 한 공간’을 제공하려 노력하 다

[20].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의 진행과정과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 로그램 구성은 [표 2]와 같다.

2. 연구도구  

2.1 역학 질문지

상군의 기본 설문 문항으로 성별, 연령 등에 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한국아동청소년인성검사(KCYP) 

한국아동청소년인성검사(Korean Children Youth 

Personality, KCYP)는 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

학년까지의 연령층을 상으로 성격특성을 알아보기 

해 개발된 검사이다. 237문항으로 되어있으며, 미국

의 아동용 성격검사(Lachar, 1982)  청소년용 성격검

사(Lachar & Gruber, 1995), 그리고 게임  인터넷 

독 성향을 알아보는 검사 등을 포함하 다[21]. 자녀보

고용의 경우 각 문항을 읽어보고 /아니오

(True/False)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부모보고용은 

4  척도[그 다(True) - 조  그 다 (Some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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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아니다(Some false) - 아니다(False)]로 되어있다.

타당도 척도는 특이반응, 반응신뢰도, 과장, 방어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 역 척도는 자아강도, 정

신증( 실왜곡, 환각), 신체화(심인증, 긴장/불안, 건강

염려증), 정서혼란(공포, 우울, 수면장애), 축(내향성, 

고립감), ADHD(주의결함, 과잉행동), 비행(반항성, 품

행문제), 사회 계( 래 소외감, 래와 갈등), 가족

계(부모와의 갈등, 가정불화), 학습곤란, 미디어몰입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반응성향에 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5-.85이고, 성격특성 역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4-.89이다[21]. 본 연구에서 보여  내  일치도

(Cronbach’s α)는 .86이었다.

3. 분석 방법

자료는 한  SPSS 15.0을 이용하여 처리하 으며, 

통계분석에는 필요에 따라 역학 설문의 빈도비교는 교

차분석을 시행하 다. 모래놀이치료 시행 후의 두 집

단 간의 KCYP 수비교는 paired t-test를 사용하 다.  

각각 p 값이 .05 미만인 경우를 유의성이 있음으로 단

하 다.  

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6학년 학생 113명(평균 연령 12.06±0.77세)을 상

으로 하 다. 상군은 각각 남아 56(49.56%), 여아 57

명(50.44%)이었다. 

2. 모래놀이의 임상효과 

Paired t-test를 시행 후 결과 으로 모래놀이 시행 

후 Baseline에 비해서 정서  요인인 자아강도(t=-3.16, 

P=.002), 실왜곡(t=2.35, P=.021), 긴장불안(t=3.75, 

P=P<.001), 건강염려(t=2.90, P=.005), 공포(t=3.53, 

P=.001), 내향성(t=2.13, P=.03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 한 주의결함(t=2.74, P=.007), 반항성

(t=2.68, P=.008), 품행문제(3.93, P<.001), 부모와의 갈

등(3.45, P=0.001) 등 행동  요인에서 [표 3]과 같이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Variables Subjects (N=113)

Mean(S.D.) 

Age*    12.06±.77

N(%)

Sex

Male 56(49.56%)

Female 57(50.44%)

표 1. 대상군의 역학적 특성 

표 2.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의 진행과정 및 구성

단계 활동내용
시간
(분)

도
입 

* 모래놀이치료에 대한 교육 및 설명(1회기만 적용)

5분

* 모래놀이치료의 치료계약설정
  모둠 친구의 작품을 만지거나 방해하지 않기, 모
둠 친구의 작품설명을 적극적으로 듣기, 긍정적
이고 지지해주는 말하기, 비난하지 않기 등

* 눈감고 모래를 만지며 감정 접촉하기,
  주제 떠올리기

활
동 

* 소품장 탐색하기
  자유롭게 자신의 모래상자에 작품 꾸미기
  (상담자는 조원 활동을 관찰 기록함)

15분

나눔 
마무리

* 모둠별로 각자의 상자를 소개하기
  서로의 상자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 나누기

20분* 상담자는 아동의 설명을 듣고 기록, 질문, 평가 
및 역동을 파악함 * 아동 퇴장 후 사진촬영, 상담 
기록 보완 및 치료적 개입 논의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 로그램의 구성

단계 회기 활동 내용

출발 1
모래놀이를 통한 내 마음 여정의 출발; 모래를 만지
며 자유롭게 떠오르는 감정을 표현하기

탐색(자기 
감정의 
접촉과 
표현)

2
눈을 감고 모래를 만지며 슬픔, 기쁨, 아픔, 행복 등 
기본적인 여러 감정을 느끼고 상자에 표현하기

3
자신이 겪었던 사건과 상황을 떠올리며 그 때 느낀 
내적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갈등·투쟁

4
갈등·투쟁 등 부정적 정서를 느껴보고 자유롭게 표
현하기

5
어려움과 고난, 역경과 맞서 싸우는 영웅을 상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기

관계 
살피기(가
족·친구·

학교)

6 가족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감정을 표현하기

7
친구, 학교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감정을 자유롭게 모
래상자에 표현하기

자기 
이해와 
수용

8
과거·현재·미래의 나 혹은 부정적인 나, 긍정적인 
나 등 나의 여러 모습을 상자에 표현하기

9
지금까지 꾸민 나의 작품을 떠올리며 
내 마음의 중심과 보물을 표현하기

새로운 
탄생

10
새로운 나, 미래의 나를 상상하며 
성장하고 성숙한 나의 모습을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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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모래놀이 
치료  
(N=113)

모래놀이 치료 
10주 후 
(N=113)

t  
p 

value

타당도

반응신뢰도 48.18±8.75 44.48±8.48 4.80 <.001

불일치 47.65±8.73 46.48±7.97 1.68 .097

과장 51.91±9.90 54.32±9.47 -2.90 .005

방어 48.59±9.87 48.73±9.46 -.15 .88

내
재
화
문
제

자아강도 53.37±9.76 55.32±10.06 -3.16 .002

정신증

현실왜곡 50.11±9.35 48.33±8.46 2.35 .021

환각 49.40±9.68 48.15±8.18 .56 .121

신체화

심인증 48.29±9.41 47.01±9.30 1.46 .146

긴장/불안 49.23±8.88 46.42±8.86 3.75 <.001

건강염려 49.77±10.15 47.11±9.25 2.90 .005

정서혼란 

공포 48.52±9.84 45.58±9.23 3.53 .001

우울 48.83±9.28 47.79±9.06 1.48 .141

수면장애 48.47±10.46 46.95±9.13 1.90 .060

위축

내향성 48.56±9.99 46.90±9.02 2.13 .035

고립감 48.55±8.01 47.78±7.86 .93 .354

외
현
화
문
제

ADHD

주의결함 49.12±8.90 46.56±8.82 2.74 .007

과잉행동 48.37±9.19 47.55±8.85 1.06 .292

비행

반항성 48.03±8.60 46.07±7.38 2.68 .008

품행문제 49.08±9.05 46.01±7.56 3.93 <.001

사회관계

또래소외감 49.50±9.63 49.99±9.81 -.68 .497

또래갈등 48.27±8.25 48.43±8.50 -.23 .821

가족관계

부모와 갈등 49.56±8.86 46.90±6.96 3.45 .001

가정불화 47.34±9.04 46.35±8.72 1.45 .151

학습
관련

학습곤란 48.25±9.46 46.64±9.56 1.83 .070

미디어과몰입 48.56±8.12 48.09±8.06 .63 .532

표 3. 모래놀이 사전 사후 임상척도 변화 KCYP

Ⅴ. 논의  

본 연구 결과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아

동의 정서  문제인 긴장/불안, 건강염려, 공포, 축(내

향성) 등에서 정 인 효과가 나타났다. 한 본 연구

에서는 인지  행동문제인 주의력 결함, 비행(반항성, 

품행문제)도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외에 자아

강도  부모갈등 등에서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Christine[10]은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이후 비극  

상황을 경험한 아동들에게 학교 내에서 실시한 집단 모

래놀이상담 후 아동들의 부정  감정과 정서가 완화되

거나, 강도가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Wang[3]은 품

행문제가 있는 아동을 상으로 한 모래놀이 집단상담 

결과 신체화, 축,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 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집단모

래놀이상담 후에 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등의 내재

화문제감소를 보고하 다[11]. 유승은[12]은 집단모래

놀이상담 후 아동들이 불안이 감소되고, 자아탄력성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 으며, 김 란[13]은 집단모래놀

이 상담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임상  효과가 있었다

고 보고하 다. 박지 [14]도 집단모래놀이상담이 아동

의 불안과 자아강도에 정 으로 효과를 미쳤다고 보

고하 으며, 문미쁨[15]은 집단모래놀이상담 후 참가한 

아동들의 우울이 감소되고, 자존감이 증가하 다고 보

고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동의 정서 인 특성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

동이 우울, 불안, 공포 증상을 ‘배 아 다’, ‘머리 아 다’

는 등의 신체 증상으로 표 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도 긴장/불안과 건강염려, 공포에서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우울과 

유사한 정서  문제에 효과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

다. 이는 모래놀이 집단상담 후 참여 아동의 우울이 감

소되었다는 선행연구[11][15]와 부합된다. 한 학교부

응 고등학생 20명을 상으로 실시한 모래놀이 집단

상담이 우울증상  신체증상을 동반한 청소년들에게 

정 인 임상효과가 있었다는 안운경[22]의 연구결과

는 집단모래놀이 상담이 아동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에

게서도 임상 으로 우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래놀이상담이 아동들의 문제행동 개선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한다[16]. Wang[3]도 품행문제가 있

는 아동을 상으로 한 모래놀이 집단상담 결과 부모기

에 한 비순응 행동, 규칙 반, 공격성 등의 외 화 

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 다. 국내연구에

서도 이효선[11]은 집단모래놀이상담 결과 비행공격성

이 감소되고, 래 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다. 김

미라[17]는 모래놀이상담이 주의력 결핍 아동의 문제 

행동을 정 으로 개선하 다고 보고하 으며,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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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18]는 집단모래놀이 상담이 방임아동에게 분노표 , 

분노조 , 래 계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보고

하 다. 모래놀이상담이 주의집 문제, 비행행동과 공

격행동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는 진재

륵[19]의 보고  문제행동에 한 여러 선행연구

[3][4][11][17][18]의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부합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고, 문제해결

력에 향을 주는 부모와의 갈등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갈등과 긴 한 연 성이 

있는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학교생활 응  문제해결

능력에 향을 다는 정연정[23]의 보고와 부합되는 

결과로 생각된다.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연구에 참

여한 아동의 학교생활 응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향을  수 있음을 추정하 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학교모래놀이 집단

상담이 아동의 여러 가지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종합

인 임상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으며, 본 연구결과 학교

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임상효과

는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 시행 후 Baseline에 비해서 

KCYP상 자아강도, 실왜곡, 긴장불안, 건강염려, 공

포, 내향성, 그리고 주의결함, 반항성, 품행문제, 부모와

의 갈등 등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래놀이 상담이 

정서증상 혹은 행동/사회성증상에서 임상효과를 보고

한 국내외의 여러 선행연구[3][5][10-15][17-19][23]의 

결과와 부합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첫째, KYCP의 타당도 척도를 통

해 어느 정도의 검사의 신뢰성이 입증되었으나, 자기 

보고식 검사로 개인의 병리  특성을 악하는데 제한

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지역 사회에 거

주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반화하여 

모든 학생들의 특성을 반 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본 연구는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의 치료 

후를 비교하 다. 본 연구방법은 학  원이 참가하는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 이었으나 이후에는 일반 조군 

혹은 정서  문제 행동을 동반하고 있는 아동집단과 

일반 조군집단을 조군으로 하여 학교모래놀이집단

상담이 어떤 장단 이 있는 지에 한 비교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국내에 발표된 선행연구들은 개별상담이나 

3-16명의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었다[9].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집단상담이지만 실험집

단 4명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에 주상담사를 제외하고도 

2-4명의 보조상담사가 참여하는 등 집단상담 환경 구

성에 있어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의 도  방법을 선택

하는 경우가 있었다[9][13][14]. 이러한 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00명이상의 

규모 인원을 상으로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이루

어졌으며 이를 통한 종합 인 임상효과를 검증하 다

는 데 연구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 로 모래놀이 집단상담이 학교 장에서 유용한 

재도구가 될 것으로 기 한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4-6학년을 상으로 12주간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을 시행한 결과, Baseline에 비

해서 긴장불안, 공포 등의 정서 인 측면과 주의결함, 

품행문제 등 행동 인 측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아동의 정서와 행동에 임상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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