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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료놀이 연구동향
이 주 연1)
윤 정 희2)

본 연구의 목적은 치료놀이가 미국에서 도입되어 국내에서 1998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10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후 치료놀이의 실천과 더불어 발전적인 연구방향을 제안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치료놀이를 주제로 한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과 학회
지 논문을 대상으로 총 68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치료놀이 연구는 점차 증가 추세로 특히, 2004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다. 연구대상은 주로 아동
이었고, 아동과 어머니와 같은 가족이 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연령을 살펴보면 유아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 영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구성은 개별치료놀이보다 집단치료
놀이로 이루어졌으며, 주호소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아동의 사회성, 애착과 전반적 발달장애
가 많았다. 연구방법은 실험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연구내용은 치료놀이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가 많았다. 연구관련 변인은 아동의 사회성과 자아개념을 비롯하여 아동과 부모 또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대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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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프로그램, 시설 및 상담소 등에서, 과잉행동,

I. 서 론

위축, 자폐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상에게
치료놀이(Theraplay)는 약 40년 전인 1967년 발

적용되고 있다.

달놀이치료 전문가인 Des Lauriers의 영향을 받은

Wardrop(2005)는 미국에서 행해진 치료놀이에

Jernberg에 의해 미국 시카고에서 자폐아동의 치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치료놀이의 효과를 살펴

료에서부터 창안된 단기간에 아동의 문제를 변

보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찾는 과정에서 미국의

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치료놀이 효과에 관한 연구가 35년이 넘는 역사

치료놀이는 신체적 접촉을 중요시하며, 친밀

에 비해 작다고 보고하면서 독일과 핀란드에서

하고, 개별적이고 집중적이면서도 재미있고 즐

행해진 치료놀이 효과 연구 결과를 언급하기도

거움이 넘치는 비교적 단기적인 치료방법이다.

하였다. 이처럼 최근 치료놀이 연구는 미국을

또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요

비롯하여 치료놀이가 도입된 여러 나라에서 관

소인 애착관계의 토대 위에 ‘여기-지금(Here and

련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치

Now)’의 구체적 경험에 초점을 둔 접근 방법이

료놀이를 적용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

다. 아동의 애착과 관계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

세이다.

기 때문에 치료놀이는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놀이가 1998년에 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유용한 치료 프

음 소개된 이래 10년이 흘렀고 그동안 상담센

로그램이다(Booth & Lindaman, 2002). 치료놀이의

터, 정신과병원, 사회복지관, 보호시설, 유아교육

목적은 애착, 자기존중, 신뢰, 흥미로운 참여를

기관, 학교 등의 현장에서 일반 아동과 특별한

증진시키고, 건강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격려하

욕구의 아동과 가족에게 치료놀이가 적용되고

는 것이다. 즉 치료놀이는 첫째, 아동이 부적합

있으며, 치료놀이 연구 또한 일정한 성과를 나

한 해결방식과 행동을 건강하고, 창조적이고, 연

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령에 적합한 내용으로 바꾸도록 돕고, 둘째, 아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치료놀이

동의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셋째, 아동과 양육

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일은 지금

자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Jernberg &

까지 연구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Booth, 1999).

치료놀이 연구가 일부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균

1960년대 Jernberg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형을 이루고 새로운 영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참여한 부모와 대학생들, 치료사들에게 치료놀

하는 의미가 있다. 박수영과 이재연(2005)은 국

이 훈련을 시키고 지도하여 현장에 참여할 수

내의 놀이치료를 주제로 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보고

였고, 김광웅 외(2006)는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를 통하여 치료놀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효과

아동 상담 연구 동향을 놀이치료를 포함하여 포

를 입증하였다. 1971년 치료놀이는 미국 대학의

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은 1997년

교과목으로 채택되었고, 1972년에는 HEW(Health

이후로 주제와 관련된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들

Education Welfare)에 정식등록 되었다(Jernberg,

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체적인 아동상담이나 놀

1979). 1980년대 이후에는 미국만 아니라 캐나다,

이치료 연구 경향을 확인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

호주, 핀란드, 독일, 영국, 스웨덴 등에서 치료놀

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종합적인 상담과 심리치

이를 활용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규교

료 연구 동향과 더불어 세분화된 영역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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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이 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국내

2. 분석틀

치료놀이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의 치료놀이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치료놀이가

위하여 대상 논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도입되어 국내 치료놀이 연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관련 연구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1) 연도별 분포

치료놀이 연구에서 발전적인 연구대상, 연구주

치료놀이 논문을 발표된 각 연도에 따라 분류

제와 연구방법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하고 그 수를 파악하여 연구 추이를 알아보았

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국내 치료놀이 연구의 연도별 분

2) 연구대상

포는 어떠한가? 둘째, 국내 치료놀이 연구대상의

연구참여 대상을 아동과 부모를 중심으로 분

연령, 구성, 주호소문제는 어떠한가? 셋째, 국내

석하였다.

치료놀이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넷째, 국내 치료

연구대상의 연령대를 영아기의 경우 출생에서

놀이 연구내용의 분포와 연도별 추이는 어떠한

부터 만 1세까지, 만 2세인 유아기부터 초등학

가? 다섯째, 국내 치료놀이 연구 관련 변인은 어

교 전 만 8세의 학령전기까지를 포함하여 유아

떠한가?

기로 구분하였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부터 6학년까지의 만 9세부터 만 14세까지 초등

Ⅱ. 연구방법

학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중학생부터 청소
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자료수집

연구대상의 구성을 개별치료놀이, 집단치료놀
이로 구분하였으며, 주 호소문제를 분석하였다.

국내 치료놀이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석․박사학위 논

3) 연구방법

문과 학회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

본 연구에서의 연구방법으로는 사회조사방법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키워드는 ‘치료놀이’,

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사회조사방법의 경

‘theraplay’, ‘테라플레이’, ‘신체접촉놀이’로 한정

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하였으며, 논문의 데이터베이스는 국회도서관

연구이유에 따른 분류, 조사용도에 따른 분류,

DB, 한국교육학술정보원 DB, KISS DB를 검색하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 자료수집기법에 따른

였다. 키워드 검색 결과에서 석․박사학위 논문

분류로 크게 4가지 분류 방법이 있다. 이 가운

과 학회지 논문에서 중복된 내용의 논문을 제외

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기법에 따른 분류방

하고 석사학위논문 34편과 박사학위 논문 19편,

법을 기초로 하여 구분하였다. 자료수집 기법에

학회지 논문 15편을 선정하여 총 68편을 대상으

따른 분류방법으로는 질문지, 면접, 실험, 내용

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관찰, 역사적 방법으로 나누고 있다(채구
묵,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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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내용

구방법론연구, 성격특성 및 적응연구, 진로 및

연구내용은 조성호(2003)의 연구내용 분류기준

적성연구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

을 기초로 박수영, 이재연(2003)의 국내 놀이치

용한 연구내용 분류기준을 제시하면 <표 1>과

료연구 동향과 김광웅, 최명선, 류진아, 정유진

같다.

(2006)의 아동 상담 연구 동향의 연구에서 사용
한 연구내용 분류를 참고로 하여 국내 치료놀이

5) 연구변인

연구 실정과 자료에 맞게 수정하였다. 치료놀이

연구변인은 국내 치료놀이 프로그램의 효과나

는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특수하고 세분화된 접

성과를 포함한 연구들 중에서 치료놀이 개입의

근이라고 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치료놀이

효과 검증을 위하여 사용한 관련 변인들을 연구

주제에 한정하여 자료를 제한하였으므로 선행연

대상별로 알아보았다.

구의 연구내용 분류기준에서 이론개발연구, 연

<표 1> 연구내용 분류기준

구분

내

용

상담이나 특정한 개입처치의 직접적인 효과나 성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성과연구

치료놀이의 효과를 살펴보고 개입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상담성과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과정에 관한 자료가 제시․분석된 연구로 본 연구에서

상담과정연구

는 치료놀이의 성과에 대한 자료 없이 치료놀이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내적
경험 및 의미 해석에 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상담과정 및
성과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상담과정과 성과를 연계시키는 연구로 치료놀이의 개입 과정과 내담자의 변화를 기술
하는 동시에 처치 후 치료놀이의 효과를 모두 제시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특정한 연령이나 욕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적합한 치료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구
성하여 회기별로 실시한 활동들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상담자 특성,

상담자 훈련 및 교육, 개인 및 집단 수퍼비전, 상담자 발달 및 상담자 특성에 관한 연

훈련 및

구로 본 연구에서는 치료놀이 접근을 하는 상담자와 치료사들의 특성과 치료놀이의 교

수퍼비전연구
측정 및 검사
도구개발 연구

특정 주제
개관연구

육과 훈련 정도 및 인식에 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심리측정 도구나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는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치료놀이 개입을 위한 사정과 효과 검증에 필요한 도구의 개발이나 기존 측정 도구를
평가하고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특정 주제에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들을 집약, 분석, 정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
로 본 연구에서는 치료놀이를 주제로 이론적 고찰을 하거나 치료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일 및 소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로 사례연구는 상담 과정 및 성과에 관한 자료를

사례연구

담을 수 있으나 상담사례 자체가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그 사례에 대한 기술적
자료의 제시 자체가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이 유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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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연령별 분포, 연구대상의 구성, 주호소

Ⅲ. 결과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분포
<표 3> 연구대상

치료놀이 연구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도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04년이 13편
(19.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05년
과 2006년이 각각 12편(17.6%), 2007년이 11편
(16.2%),

2003년이

7편(10.4%),

2008년이

6편

(8.9%), 1998년, 2001년, 2002년이 각각 2편(2.9%),

대상

N(%)

아동

48(70.6)

아동+어머니

16(23.6)

아동+부모

2(2.9)

기타(교사, 연구자)

2(2.9)

계

68(100.0)

2000년이 1편(1.5%)로 나타났다. 국내치료놀이
논문의 경우 1998년 치료놀이가 처음 도입된 이

국내 치료놀이 연구논문의 연구대상을 살펴보

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 연구

면,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48편(70.6%)으

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후 연구가 가장 많이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동과 어머

증가하였다.

니 16편(23.6%), 아동과 부모가 2편(2.9%), 기타
가 2편(2.9%)으로 나타났다. 총 68편 가운데 70%
이상이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어

<표 2> 연도별 분포

연도

N(%)

1998

2(2.9)

2000

1(1.5)

2001

2(2.9)

2002

2(2.9)

2003

7(10.4)

2004

13(19.1)

2005

12(17.6)

2006

12(17.6)

2007

11(16.2)

2008

6(8.9)

계

68(100.0)

머니와 아동이 연구대상인 경우는 있지만 아버
지와 아동이 참여하는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연령별 대상

연령대

N(%)

영아

9(13.2)

유아

41(60.3)

초등학생

15(22.1)

청소년

1(1.5)

기타(교사, 연구자)

2(2.9)

계

68(100.0)

연구대상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아가
41편(60.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

2. 연구대상

등학생이 15편(22.1%), 영아가 9편(13.2%), 기타가
2편(2.9%), 청소년 1편(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놀이 연구의 연구대상을 살펴보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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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대상 구성

3. 연구방법

구성

N(%)

개별치료놀이

8(12.3)

집단치료놀이

56(86.1)

개별+집단치료놀이

1(1.6)

계

65(100.0)

국내 치료놀이 논문 68편의 연구방법을 살펴
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연구방법

제외한 총 65편의 논문 가운데 집단치료놀이가
56편(86.1%)로 가장 많았으며, 개별치료놀이가 8
편(12.3%), 개별과 집단치료놀이의 병행이 1편
(1.6%)로 나타났다.

구분

N(%)

실험법

57(83.8)

관찰법

7(10.3)

질문지법

1(1.5)

문헌연구

3(4.4)

계

68(100.0)

문헌연구를 제외한 총 65편 논문의 연구대상
주호소문제로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성,
애착관련 연구가 36편(55.4%)으로 가장 많은 것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치료놀이 프로그램의

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반적 발달문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일사례연구방법, 통

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4편(21.5%), 저소득층이

제집단 전후비교의 연구방법으로 실험법이 57편

나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생활문제의 연구가 4편

(83.8%), 치료놀이 실시 전후 연구대상의 언어,

(6.2%), 공격성이나 위축, 과잉행동관련 아동의

비언어적 모습과 행동 등을 관찰하여 비교한 관

행동문제연구가 4편(6.2%), 기타 만성질환, 미숙

찰법이 7편(10.3%),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

아 관련 연구가 4편(6.2%), 학대나 가정폭력 아

적 고찰을 살펴 본 문헌연구가 3편(4.4%), 질문

동 대상 연구가 3편(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법이 1편(1.5%)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에서는 치료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효

<표 6> 주호소문제

과연구가 많아서 실험법이 80%가 넘는 비중을

구분

N(%)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의 경

일반아동(사회성, 애착)

36(55.4)

우 가장 많이 사용된 통계 기법으로는 치료놀이

전반적발달문제

14(21.5)

사전, 사후를 비교하는 t-test 기법으로 나타났다.

학대, 폭력

3(4.5)

가정생활문제

4(6.2)

행동문제

4(6.2)

기타

4(6.2)

계

65(100.0)

4. 연구내용
치료놀이의 연구내용을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분류기준에 맞추어 분석한 결과 치료놀이 연구
내용의 분포와 연도별 추이는 <표 8>과 같다.
총 68편의 연구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효
과 연구가 50편(73.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그리고 특정 주제 개관연구가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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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 내용

연구내용
연도

상담과정 및

프로그램

상담자

측정 및 검사

특정주제

성과

개발 및 효과

특성

도구개발

개관

-

-

1

-

-

1

-

1

-

-

-

-

-

-

-

2001

-

-

-

-

1

-

1

-

2002

-

-

-

2

-

-

-

-

2003

1

-

1

2

-

-

2

1

2004

1

-

-

10

-

-

-

2

2005

1

-

-

11

-

-

-

-

2006

-

-

1

11

-

-

-

-

2007

-

1

-

8

-

-

1

1

2008

-

-

-

5

-

-

-

1

계(%)

4(5.9)

1(1.5)

2(2.9)

50(73.5)

1(1.5)

0( 0 )

5(7.4)

5(7.4)

상담성과

상담과정

1998

-

2000

(7.4%)이었고, 사례연구가 5편(7.4%), 상담성과연

사례

5. 연구변인

구가 4편(5.9%)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상담과정
및 성과연구가 2편(2.9%)이었고, 상담과정연구가

치료놀이의 효과 검증을 위하여 연구에서 사

1편(1.5%), 상담자 특성, 훈련 및 수퍼비전 연구

용한 변인들을 연구대상에 따라 주요 변인을 중

가 1편(1.5%)이었으며, 측정 및 검사 도구개발연

심으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구는 없었다. 전체 연구에서 특히 치료놀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관계나 사

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살펴보면, 치료놀이

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유능성 등의 사회성과

프로그램 효과와 치료놀이의 성과를 포함한 연

역량지각,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같은 자아

구들이 54편에 달하여 전체 연구의 79%가 넘는

개념 관련 변인들을 통한 치료놀이 효과 검증이

수준이다.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동의 우울이나 공격

치료놀이의 연구내용을 분류기준에 따라서 연

성과 같은 문제행동 변인과 자폐성을 비롯하여

도별로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

애착과 적응 변인에 대하여 그 효과가 검증되었

구는 2004년부터 한 해에 10편 내외의 연구가

다.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양육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특정 주제 개관연

행동,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과 같은 양육태

구는 총 5편중에서 4편이 1998년부터 2003년까

도, 가족적응 변인에 대한 치료놀이 효과를 살

지 국내 치료놀이 연구 시기에서 비교적 전반기

펴보는 연구들이 있었다. 교사와 연구자에 대해

에 이루어졌고, 사례연구는 2003년부터 중반기

서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주요 변인이었다.

이후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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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 변인

연구대상

주요 변인(관련 변인)
사회성(대인관계, 또래관계, 또래환경지각,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 사회적 능력, 사회적
덕목수행,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행동, 친구관계의 질), 자아개념(극복력, 신

아동

체자아개념, 자기간호역량, 자기조절 능력,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역량지각), 문제행동(공격
성, 부적응행동, 스트레스, 우울, 자페정도), 애착(애착 표상), 적응(사회적 적응, 유아교육기관
적응, 학교생활 적응), 정서지능, 기질

부모
교사
연구자

양육태도(공감능력, 민감성, 아동과의 상호작용,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가족적응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탄력성, 모자관계, 부부적응), 프로그램만족도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상호작용
아동과의 상호작용

대상으로 치료를 실시하였다가, 점차 조절문제,

IV. 논의 및 결론

자폐아동 및 전반적 발달장애아동, 신체장애아
국내 치료놀이 연구동향의 주요 특징을 개괄

동, 입양이나 위탁가정 아동으로까지 대상을 확
대하고 있다(Jernberg & Booth, 1999). 이러한 측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분포는 치료놀이가 국내 도입된

면에서 볼 때 국내 연구의 경우에도 치료놀이가

시점인 1998년에 연구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점

애착을 중심으로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을 중심으로 꾸준히

위한 치료방법이라는 특성으로 연구대상의 연령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장

이 학령전기까지의 유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에서 치료놀이가 도입되어 적용되는 시작 단계

수 있다. 치료놀이 연구의 70%로 이상이 아동만

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여 치료놀이 실천이 확산

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대상이 한정되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한 단계에 이르러 체계적

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치료놀이는 부모가

인 연구로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직접 치료에 참여해야 하며, 치료놀이를 통하여

둘째, 국내 치료놀이 연구대상은 유아가 가장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애

많이 나타났다. 치료놀이는 영아기부터 노인까

착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Jernberg &

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놀이를 통

Booth, 1999)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 개입적이고 신체접촉에 중점을 둔 접근방법

국내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참여하는 경우가 매

이며 애착증진, 건강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증

우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다. 또한 어머니와 아

진의 목적이 있다(성영혜․송주미 역, 2005).

동이 연구대상인 경우는 있지만 아버지와 아동

Jernberg가 최초로 치료놀이 모델을 착안하였을

이 참여하는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사

때 건강한 부모-영아의 상호작용에서 시작하였

회에도 점차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한부

고, 이후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부모자녀의

모가정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

관계 증진에 도움을 제공한 배경으로 아동을 중

정이 최근 30만 가구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서문제,

추세에 있다(통계청, 2007). 뿐만 아니라 모자가

행동문제,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정에 비해 부자가정이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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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게 건강한 양육 패턴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제공

있으므로(김미숙 외, 2000; 김희정, 2001; 손나리,

하고 있다. 안정적인 애착발달은 아동의 사회성

2006) 향후 치료놀이연구에서는 이점도 고려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Jernberg & Booth,

여 아버지와 아동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

1999). 따라서 애착안정성, 애착증진과 관련된

요하다고 사료된다.

연구와 부모자녀관계의 기본인 애착을 바탕으로

셋째, 치료놀이 논문에서 연구대상의 구성을

타인과의 관계 맺기인 사회성을 다룬 연구들이

살펴보면 집단치료놀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치료놀이의 배경

다. 집단치료놀이는 아동에게 또래 집단과의 활

인 애착이론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치료놀이

기차고 재미있고 보호하는 상호작용의 경험을

의 주호소문제로 전반적 발달문제는 치료놀이가

제공하며, 자존감 향상, 지속적이고 개인적, 긍

성인이 주도하고 집중적으로 개입하며 상호작용

정적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믿음을 증진시키

을 촉진하는 접근으로 특히 전반적 발달장애

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의식

(PD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에 특히 효

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준

과적인 접근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배경(Myrow &

다(Rubin & Tregay, 1989)고 하였다. 국내 치료놀

Lindaman, 1999; Munns, 2000; Reiff & Booth, 1994)

이 연구의 경우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치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신체장애, 학대

료놀이 뿐 아니라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및 외상 경험, 위탁, 입양 등 문제를 가진 아동

집단치료놀이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 가족단위

에게 치료놀이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Bernt,

의 집단치료놀이 연구도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1990; Jernberg, 1979; Jernberg & Booth, 1999;

있다. 연구대상에서 집단치료놀이가 개별치료놀

Lindeman, 1996; Munns, 2000; Rubin, 1996), 이는

이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치료놀이의 연구 경향에서도 유사하다.

집단구성원 혹은 한 개인으로서 연령이나 발달

다섯째, 치료놀이 논문의 연구방법을 살펴보

단계, 주호소문제, 생활환경 등 독특하고 복합적

면 대다수의 연구가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살

인 내담자의 욕구를 고려한 개별치료놀이에 관

펴보기 때문에 실험법이 80%가 넘는 비중을 차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방법을

리고 연구대상이 현장에서 치료놀이 대상을 그

살펴본 결과, 실험법에서도 단일사례연구와 통

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별치료놀이

제집단 전후 비교의 방법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

를 적용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행하는 종사자들

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질문지법,

이 실천뿐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관찰법, 문헌연구가 몇 편에 제한되어 있어 연

연구물로 축적하고 발표할 때 정보를 공유하고

구방법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7

발전적인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

년의 경우 치료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연구

이다.

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내

넷째, 주호소문제로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용의 프로그램 효과에만 집중되지 않고 다양화

사회성, 애착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가 이루어진다면 연구방법도 보다 다각적으로

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반적 발달에 문제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타났다. 치

여섯째, 국내 치료놀이의 연구내용은 프로그

료놀이는 아동에게 안정애착을 재현하고 부모에

램의 개발 및 효과 연구가 가장 많았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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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개관 연구, 사례연구, 상담성과연구가 21%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천과의 관계를 알아

정도로 나머지 분류 내용에서 연구 수를 살펴보

보는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치료놀

면 국내 치료놀이의 연구내용은 주로 치료놀이

이 관련 측정 및 검사도구 개발 연구는 없는 상

의 효과에 집중되었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태로 국내 연구에서는 치료놀이의 전통적인 사

못하였다.

정 평가 도구인 MIM이나 O'Conner, Ammen,

국내 아동상담 연구동향(2006)의 연구내용 분

Hitchcock, Backman(2003)이 개발한 마샥 상호작

석결과에서 나타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의 비

용 평정척도(Marschak Interaction Method Rating

중(21.8%)과 비교하면 치료놀이의 프로그램 개발

System;

및 효과 비중(73.5%)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Theraplay Institute, 2003)에서 사용하는 집단치

이러한 경향은 치료놀이가 국내에 도입되어 내

료놀이 과정 평가(Assessment of Group Theraplay

담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우선 치료놀이의

Progress)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효과에 대한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에 국내에서 치료놀이의 원리와 특성을 고려하

있다. 주로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동일한 연령의

여 개별과 집단 대상에게 활용될 수 있는 객관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공통된 욕구의 아동을

적인 사정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시도와 타당화

대상으로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연구도 필요하다.

MIMRS),

미국

치료놀이연구소(The

연구가 활발하였다. 일부 연구는 치료놀이를 미

일곱째, 치료놀이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

술치료나 몬테소리, 자연친화적 보육프로그램에

한 변인들을 정리한 결과, 아동의 사회성 관련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오가영, 2006; 윤난호,

변인이 많았다. 집단 내 타인과의 관계 양상은

2005; 이향숙, 2006; 최형주․이경하, 2008). 특정

물론 부모나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주제 개관 연구는 그 내용이 치료놀이의 이론적

사회성에 관한 주제가 많은 것은 치료놀이의 기

배경을 다루거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연구의

본 가정과 배경 이론에서 알 수 있다(Jernberg &

특성이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연구

Booth, 1999). 치료놀이는 영아와 어머니의 건강

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이전인 국내 치료놀이

한 상호작용을 모델로 한 원리를 적용한 활동으

연구에서 비교적 전반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로 구성되어 아동과 양육자의 상호작용을 증진

수 있다. 그리고 국내 놀이치료연구 동향(2005)

시키고, 이를 기본으로 집단의 개념으로 사회적

에서 사례연구(16%)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볼

관계로 확장하는 집단치료놀이의 모델이 개발되

때 치료놀이의 사례연구는 소수이며 지속적으로

었다(Rubin & Tregay, 1989). 그리고 아동의 자아

발표되지 못하였다. 또한 치료놀이 성과에 맞추

개념 관련 변인에 대한 치료놀이의 효과 검증은

어 치료놀이의 과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과

요하다. Myrow와 Myrow(2007)는 치료놀이 접근

타인의 내적표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치료

을 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재 취하는 다른

놀이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접근과 치료놀이의 적용대상, 치료놀이 사정도

(Booth & Lindaman, 2002). 아동의 문제행동 변인

구로 MIM(Marschak Interaction Method)의 이용 정

은 치료놀이가 내면화 문제나 외현화 문제를 가

도, 개인적인 특성과 치료놀이로 인한 관계 변

진 대상의 적용 사례들에서 보여준 효과와 같으

화 등을 조사하였다. 이처럼 상담자의 특성 연

며(Jernberg, 1979; Jernberg & Booth, 1999), 치료놀

구로 치료놀이 상담자 또는 치료사의 전문성과

이의 개입, 구조, 도전, 양육 원리가 포함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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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집단치료놀이에서도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프로그램의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를 충족시키고 문제행동의 감소에 효과가 있었

학위논문.

다. 치료놀이의 효과 검증에 사용한 변인들은

윤난호 (2005). 치료놀이 접근을 통한 자연친화

주로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관한 것으

적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로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이고 확장되어 사용한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변인들이었고, 새로운 변인에 대한 효과 검증은

이향숙 (2006). 몬테소리 유치원에 적용한 집단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

치료놀이가 유아의 문제행동, 자아개념 및

해가면서 각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이나 위기에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고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

것이다.

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1988-2003). 한

마지막으로 국내 치료놀이의 연구동향을 분석
하기에 68편의 논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

832.

여 치료놀이의 실천과 더불어 앞으로 관련 연구

채구묵 (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양서원.

가 보다 활성화되고, 기존의 치우친 연구 경향

최형주․이경하 (2008). 긍정적 모-자 상호작용

에서 다각적인 연구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

을 위한 미술활동 중심의 치료놀이 사례.

이다.

놀이치료연구, 12(3), 17-37.
통계청 (2007). 인구 주택 총 조사보고서.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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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rend on Theraplay in Korea
3)

Ju Yeon Lee

4)

Jeong Hee Y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raplay, a framework adopted from the
United States ten years ago(1998~2008), had on research efforts and trend in Korea. Also, the study
offers suggestions for therapy practice as well as bases for further research. Master and Doctoral thesis
related to theraplay from Korean universities and published research articles, totaling 63, were referenced
and analyzed for this stud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raplay research and practice in Korea,
especially since 2004. Subjects were usually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age group of children
includes infant, preschooler, and school-age child: among them, preschooler group has the highest
number, followed by school-age child and infant. And there are more cases of group theraplay than
individual theraplay; subject problems vary, but most common are sociability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High percentage of research efforts has focused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raplay
program. Some of the key variables in research on theraplay were child's sociability, self concept, and
interaction between the child and adults (parents, teacher, therapist).
Key words : theraplay, research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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