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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모-자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및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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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whether communication-focused sand play therapy improves mother-child
communications and interactions, child’s self-efficacy,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This study consisted of a pretest,
a 12-session treatment(each session lasting 50 min.), and a posttest. Treatment effects were measured using the PACI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K-MBRS (Korean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 K-CBRS (Korean
Child Behavior Rating Scale), child’s efficacy scale, and parenting efficacy sca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munication- focused sand play therapy improved communica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mother and child. At
posttes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mother-child communications and interactions,
while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such improvement. Second, communication-focused sand play program improved
children’s self-efficacy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At posttes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child self-efficacy and maternal parenting efficacy, while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such
improvement. This study proved that communication-focused sand play therapy is effective in improving mother-child
communications and interactions, child self-efficacy, and maternal parenting efficacy.
주제어(Keywords) : 의사소통 모래상자(communication sand tray), 모-자 의사소통(mother-child communications), 모-자 상호작용
(mother-child interactions), 아동 자기효능감(child self-efficacy), 모 양육효능감(maternal parenting-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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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는 매일 언어와 몸짓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와 같이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며 이
러한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사회화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간은 의
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공통된 의미를 창출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산업화, 핵가족화, 정보화는 많은 경제적 풍요
와 편리함 등의 이점을 주는 반면 의사소통의 부재와 단절의 문제를 가져왔으며 이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공
통주제의 부재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에 밀려 점점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의 연속이며 자녀에게 있어 최초로
갖는 사회적 경험으로써 중요하다(배현주, 2003).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아동 개인의 인격형
성과 사회화 및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이로 인해 습득된 사회성, 자기표
현, 가치 및 규범의 내면화, 정서적 안정 등은 가정 뿐 아니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
요한 바탕이 된다(백경미, 2007). 학교생활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기능
적이고 원만한 관계형성에 있어서 상호작용적 과정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서성훈, 2005; 정나영, 199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등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보일 때 가족 내에서의 상호안정감이 유지되고 자녀의 올바른 성격형
성이 유도되며(김정희, 1987; 배현주, 2003),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교 수업 등 학교생
활에 잘 적응 해 나간다(이영주, 2007). 반면에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 경우
에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낮은 자
아개념이 형성되는 등(이정자, 2007; 정나영, 1999)의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또한 아동은 탄생의 순간부터 부모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부모의 양
육에서 비롯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동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학습하게 되며 부모
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들로부터 자신의 정서와 인지를 조절하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구자운,
2008; Calkins, 1994; Sroufe, 1979; Thompson, 1991).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항상 긍정적인 방
향으로만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며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심
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면 아동의 전반적 발달 및 또래
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예서현, 2004). 이러한 상호작용의 매개체 중에 가
장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이므로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루기 위해 부모-자녀 간의
기능적 의사소통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의 시작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학령기 아동은 그동안의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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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환경에서 벗어나 생활의 중심이 학교로 확대된다. 초등학생이 된 아동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학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관계에서 발
생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때 아동이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과제와 규칙
들 그리고 또래관계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아동의 자기효능감일 수 있
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고, 자기효능감의 근원으로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상태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학령기의 변
화와 더불어 아동기에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자녀는 부모를 통해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고 형성, 발전시키게 된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긍
정적 확신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학교생활 적응이 잘 이루어지며(박영미,
2005; 이양숙, 2008),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공은지, 2007; 유효현, 2002), 학업성취감이 높고(김효순, 2003), 우울함이 덜하며(공은지,
2007; Bellissimo, McFarlane, & Norman, 1995) 자녀가 성장한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
신감과 자기조절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순영, 2006; 문혁중, 1999). 그러므로 이 시기의 아
동에게 있어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발달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발전하게 되는데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어
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며(이순자,
2003),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기능적일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한다(백경미,
2007; 윤미애, 2003). 따라서 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향상 프로그램
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한편, 부모의 경우에도 부모 역할에서 유능하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효능감을 필
요로 하는데 양육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것(Bandura, 1986)으로써
부모가 자신을 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각하는 정도
(Coleman & Karraker, 1998) 혹은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부모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Dorsey, et al, 1999)으로 정의된다. 양육효능감은 어머니
의 실제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아동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소이다(Bohlin & Hagekull, 1987). 선행연구들에서 자녀양육에 있어서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녀를 유능한 존재로 취급하며 자녀
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며(송미혜, 2006),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주며 동시에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금숙, 2011; Dorsey, FHPR Group, 1999). 부모의 양육행동을 포함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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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언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임우경, 2013), 부모가 자녀를 양육
하는데 있어 어떠한 의사소통 능력을 지녔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어머니의 긍정
적 의사소통 능력이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고(정해진,
2013)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인성적 언어통제 사용이 높았으며,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명
령적 통제를 많이 사용하였다(박정아, 2007). 따라서 모-자간의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기효능감 뿐 아니라 모의 양육효능감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연구들이
미술, 음악, 무용, 놀이, 부모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져 왔다. 하지만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접근에서 부모와 자녀가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선행 연구자들(Boik & Goodwin, 2000; Carey,
2002; Domenico, 1991)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매체로 모래상자에 주목하였다(정유진,
2011). 모래상자놀이는 피규어를 모래상자 안에 놓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쉽고 편안하게 표
현할 수 있는 3차원의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부모-자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된다.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장면에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이야기해보라고 아동에게 요구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모래상자놀이에서 피규어를 가지고 표현
하는 것은 위협감을 느끼지 않으며, 이로 인해 모래상자 놀이에서는 부모-자녀 모두 쉽게
자신의 문제와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Carey, 2002). 이와 같이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매체 들 중 모래놀이치료는 내담자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매체 중
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으며 개인치료와 집단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서 내담자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Boik과 Goodwin(2000) 의사소통 모래상자(Communication Sand Tray)이며 서로 거리감을 느끼거
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내담자가 모래상자를 함께 만들면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상대방의 성격, 사고방식,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배현주, 2003; Boik & Goodwin, 2000). 이와 같은 의사소통
모래상자 접근은 커플이나 부모-자녀, 가족들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위축아동과 어머니에게 의사소통 모래상자를 활용한 연구(배현주, 2003), 형제관계에 의사소
통 모래상자를 활용한 연구(권태은, 2005), 모래상자놀이를 통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과
정 분석(이정자, 2007), 이혼가정 모-자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모래상자놀이 사례연구(정유진,
2011) 등 아직까지 의사소통 모래상자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검증된 모-자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향상 뿐 아니라
학령기 아동에게 중요한 자기효능감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효
능감에 대한 의사소통 모래상자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동시에 부모-자녀를 위한
치료적 장면에서 모래상자의 적용가능성 및 그 효과에 대해 탐색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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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 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은 모-자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가?
2. 의사소통 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은 모-자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가?
3. 의사소통 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가?
4. 의사소통 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은 모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시 소재의 Y초등학교 상담교사에게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한 후, 평소 모-자간
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모 20쌍을 추천받고
의사소통 척도(PACI)를 실시하였다. 이 중 척도 점수가 가장 낮은 쌍의 모-자에게 연구자와
모의 사전인터뷰를 통해 모와 아동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향상을 목표로 프로그램 기간
동안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 10쌍의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 후 이 10쌍
을 실험집단 5쌍과 통제집단 5쌍으로 무선배치 하였다. 사전인터뷰는 모-자 의사소통(PACI)
및 자기효능감 및 양육효능감 척도를 참고로 하여 자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평소 모와
아동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패턴 및 아동과 모의 낮은 자기효능감 및 양육효능감이 일상에
서 어떠한 모습들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파악에 중점을 두어 연구자가 모와의 인터뷰를 통
해 파악한 정보를 종합하였다. 연구 대상의 전체적 특징을 요약하면 평소 모-자간의 의사소
통과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어려운 일에 대해 쉽게
포기하거나 학업이나 수행 등에서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 모의 경우도 자녀를 양육하
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대상 중 실험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본 프로그램의 진행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의사소통척도, 상호작용 척도, 자기효능
감 척도, 양육효능감 척도의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점수가 가장 낮은 10쌍의 모-자를 선
정하여 실험집단 5쌍과 통제집단 5쌍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에 선정된 모-자 5쌍을 대상
으로 2013년 1월 7일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주 2회, 1회기 50분씩, 총 12회기의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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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집단 모-자의 특성
참여자

모-자 그룹

참여그룹 모-자 특성
⋅아동에게 주로 지시와 명령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의 버
릇없는 행동에 대해 화를 내며 혼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교

모A : 47세 주부,
대졸

육과 훈육의 역할을 한다고 함.
⋅무뚝뚝한 성격으로 감정표현과 애정표현이 거의 없음.
⋅평소 아동이 잘 통제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양육에 대한 버거움
을 느끼며 아동이 애정욕구를 표현하거나 과제나 만들기 등의 도

A

움요청을 할 때 거절하는 경우가 많음.
⋅평소 모를 무서워하며 의사표현을 할 때 모의 눈을 바라보지 못
아동A : 여, 초4,
외동

함. 사람들에게 자기주장과 표현을 매우 어려워 함.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잘 끊거나 딴청을 피움.
⋅평소 어려운 일에 마주치면 자신없어하며 쉽게 포기하며 엄마가
도와서 자신의 일들을 완성해 주기를 원함.
⋅아동에게 주로 지시와 명령식으로 말하며, 아동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보다 모의 말만 일방적으로 함.

모B : 42세 주부,
고졸

⋅평소 아동의 느린 행동에 불만이 많으며 아동이 하는 것을 답답
해하며 간섭하며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음.
⋅아동이 전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하다고
생각하며 아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B

⋅평소 조용하며 학교생활 등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자
아동B : 남, 초3,
2형제 중 둘째

신의 의견과 감정표현이 거의 없다고 함.
⋅혼자 조용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만 몰두하려고 함.
⋅익숙한 것만 하려고하고 새로운 것에 두려움 많지만 모에게 도움
을 요청하지 않고 시도하지만 잘 안되면 쉽게 포기함.
⋅예민한 성격으로 아동에게 평소 신경질과 짜증을 많이 표현한다
고 함. 계획적이고 완벽주의적 성향임.

모C : 39세 주부,
대졸

⋅아동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기보다 모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지시대로 잘 수행하지 않을 경우 비난을 많이 함.
⋅아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동이 모의 의견
에 잘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음.

C

⋅모를 무서워하며 모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두려워함.
아동C : 남, 초5,
2형제 중 둘째

⋅모가 짜증과 화를 내는 경우 주로 피하려고 하고 자기의견을 전
혀 말하지 못함. 평소 자기주장표현을 매우 어려워 함.
⋅스스로 결정을 잘하지 못하고 모에게 의존적이지만 모가 세운 계
획에 대해서는 답답해하며 지키지 않으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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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참여자

모-자 그룹

참여그룹 모-자 특성
⋅아동의 의견을 거의 무시하며 모의 의견대로만 하려고함.

모D : 44세 주부,

⋅아동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간섭을 많이 하는 편임.

대졸

⋅아동을 위해 고치라고 한 행동에 대해 아동이 전혀 고치지 않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아동에게 짜증을 많이 냄.

D

⋅모를 무서워하며 눈치를 많이 보며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함.
아동D : 남, 초4,

⋅모와 함께 대화 하거나 놀이하는 것을 싫어하고 회피함.

외동

⋅조금만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당황하고 회피하려고 시도하다 잘
안되면 좌절감을 크게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평소 동생을 더욱 예뻐하며 동생과 비교하며 아동의 단점에 대해

모E : 42세 주부,
대졸

비난하는 경우가 많음.
⋅아동의 느린 행동에 불만이 많으며 빠른 행동을 재촉함.
⋅자신이 느끼는 대로 아동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함.

E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아도 모가 알아주기를 원함.
아동E : 남, 초4,

⋅불만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오랫동안 삐져서 말을 안 함.

2형제 중 첫째

⋅동생과 비교당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고 평소 자신
이 느리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열등감이 많음.

통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을 M 대학교 내 아동가족치료실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제집
단은 실험집단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처치도 받지 않았다. 프로그램 회기에
서의 모-자 의사소통 변화와 사전․사후 자유놀이에서의 모-자 상호작용 변화의 내용 분석
을 위해 사전훈련을 받은 석사과정의 연구보조자 2인이 연구자와 함께 회기 내에서의 모자간의 의사소통과 자유놀이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마지막으
로 프로그램의 종결 후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3. 사전․사후 검사도구
1) 모-자간 의사소통 척도
(1) 사전․사후 의사소통 변화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의사소통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척도검사(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사용하였으
며 부모용 질문지와 자녀용 질문지가 있으며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적 의
- 25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제9권 제3호, 2014

사소통 척도는 부모-자녀 간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역기
능적 의사소통 척도는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척도는 기능적 의사소통 10개의 문항 점수와 역산한 역기능적 의사
소통 10개의 문항점수를 구하여 총 합산점수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임
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식 평가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α .88으로 나타났다.
(2) 회기별 의사소통 변화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회기별 모-자간의 의사소통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이나경
(2010)이 김영애(2008)의 Satir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일차적 의사소통 말하
기와 듣기의 기본 기술을 바탕으로 기능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두 가지 하위영
역으로 재구성(김경희, 이경순, 이미경; 2006)한 것을 본 연구자가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서 관찰 가능한 항목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의사소통 모래놀이치료 내에서의 의사소통 관찰척도
하위 영역

관련요인
공감, 수용하기

내용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 표현을 이해하며 상대방이 표현한 것
을 반영하여 말하거나, 상대방의 느낀 감정을 표현해 준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눈을 마주치는 등 상대방의 말을 주

경청하기

의 깊게 들으며 때에 따라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
도록 기다리기도 한다.
⋅상대방이 꾸민 상자를 주의 깊게 바라본다.

기능적
의사소통

개방적 질문
자기개방.
자기표현
주도하기

⋅답이 정해지지 않은 ‘어떻게’ ‘어떤’ ‘무엇’ 등의 단어로 상대방
의 사고나 감정을 묻는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 및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
한다.
⋅대화가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
⋅모래상자 완성을 위해 상대방을 이끌어간다.
⋅웃음, 스킨쉽, 눈맞춤, 행동 등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

긍정적 비언어

현한다.
⋅모래상자를 만들 때 피규어를 찾아주는 등 상대방을 돕는다.
⋅상대방이 모래상자를 다 만들 때까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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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하위 영역

관련요인
지나친 조언

내용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서 훈육적이고, 명령조로 말하며, 같은 말
을 되풀이한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피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며 못들은 척

회피하기

하고 무시한다.
⋅상대방의 반응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상대방의 이야
기 중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침묵한다.

폐쇄적 질문

⋅상대방에게 단답형이나 선택형 질문을 하여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기회를 제한한다.
⋅상대방의 태도, 의사표현 등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옳고 그름

비난, 비평하기

을 따진다.
⋅모래상자에서 상대방의 작품에 대해 비웃거나 비난한다.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만 전달한다.

역기능적

⋅상대방에 신경 쓰지 않고 먼저 모래상자를 만들기 시작한다.

의사소통
일방적 소통

⋅함께 모래상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지시나 제안을 무
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데로 꾸민다.
⋅상대방과 함께 모래상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언어를
표현한다.
⋅찡그림, 짜증, 화남, 높은 어조(소리 지르기, 고개 돌리기, 째려
보기)등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대방의 눈치를 살핀다.
⋅지시나 제안에 반대되는 행동하기, 모래 뿌리기, 피규어 던지기,

부정적 비언어

피규어 뺏거나 숨기기, 의도적으로 활동방해하기(피규어를 놓지
못하게 방해하기, 허락받지 않고 상대방의 피규어를 이동하기,
상대방이 놓은 피규어 위에 모래를 뿌리거나 모래속에 숨기기
등)의 모습을 보인다.
⋅상대방이 작품에 대해 설명할 때 잘 듣지 않고 딴 짓을 한다.

2) 모-자간 상호작용 척도
(1) 어머니행동 평정척도(Korean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자유놀이에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부모의 행동 유형을 간략
한 형태로 측정하기 위해 Mahoney, Finger 및 Powell(1985)이 개발한 어머니 행동 평정척도
(MBRS)를 김정미와 곽금주(2006)가 수정․보완한 한국형 어머니행동 평정척도(KMBRS)를 사
용하였다. 본 척도에서는 아동에게 반응하는 모의 행동유형을 반응성, 효율성, 지시성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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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평가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전체신
뢰도는 Cronbach's α .85으로 나타났다. 반응성의 세부항목은 민감성, 반응성, 수용성, 즐거움,
온정성으로 구성되며 효율성의 세부항목은 효율성, 표현성, 독창성, 보조 그리고 지시성의
세부항목은 성취지향성, 지시성으로 구성된다.
(2) 아동행동 평정척도(Korean Child Behavior Rating Scale)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자유놀이에서 모와 상호작용하는 아동의 행동 유형을 간략한
형태로 측정하기 위해 Mahoney, Finger 및 Powell(1985)이 개발한 아동행동 평정척도(CBRS)를
김정미와 곽금주(2006)가 수정․보완한 한국형 아동행동 평정척도(KCBR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는 모에게 반응하는 아동의 행동유형을 활동적 행동, 사회적 행동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평가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α .80으로 나타났다. 활동적 행동의 세부항목은 주의집중, 문제해결, 흥미, 협력으
로 구성되며 사회적 행동의 세부항목은 주도성, 공동주의, 애정으로 구성된다.
3)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안정성 있는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아
영, 차정은(1996)이 만든 척도를 김아영(1997)이 수정한 것을 한혜진(2002)이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표현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 가지 하위 요인인 자신감, 자기조
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를 포함하는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문항은 4점
Likert식 평가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α .76으로 나타났다.
4) 양육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최형성, 정옥분(2001)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
도’를 이승미(2004)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국내에서 개발된 도구로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이다. 이 척도는 전
반적인 양육 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그리고 훈육 능
력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평가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α .81으로 나타났다.

4.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는 부모-자녀 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으로 인해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자녀가 함께 하나의 모래상자에 모래세계를 만듦으로써, 상대방의 성격,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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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등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서로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론(Boik &
Goodwin, 2000)에 입각하여 구성되었다. 회기 내의 구성은 의사소통 모래상자(Boik &
Goodwin, 2000) 7단계 즉, 세계 만들기(1단계), 경험하기 및 재배치하기(2단계), 의사소통하기
(3단계), 치료(4단계), 사진 찍기(5단계), 전이(6단계), 분해(7단계)에 근거하였다. 1단계 세계
만들기는 내담자가 모래상자에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단계이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내면
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모래상자를 만들 수 있도록 안전하고 보호된 공간을 만들어주며
세계를 만들 때의 내담자의 얼굴표정, 신체 에너지, 한숨 등 비언어적인 단서에 집중하고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Amman, 1994). 2단계 경험하기-재배치하기는 모-자가 자신
이 꾸민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도록 격려하며, 모래세계 각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
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재배열하도록 한다. 3단계 의사소통하기는 부모-자녀
가 상대방에게 자신이 만든 모래세계를 소개하고 모래상자놀이 과정동안 경험한 자신의 생
각과 감정들을 표현하는 단계로써, 이 때 부모-자녀 간 언어적 소통이 자연스럽게 시작된
다. 4단계 치료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단계로 각각의 상담가나
치료자들이 자신의 이론적 배경이나 치료의 목표에 맞추어 다양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
다(Boik & Goodwin, 2000). 5단계 사진 찍기에서는 창조한 세계를 사진으로 남기며 6단계 전
이에서는 치료자는 내담자가 창조한 세계와 실제생활이 연결 될 수 있도록 돕는다. 7단계
분해하기는 내담자가 떠난 후 내담자가 창조한 세계를 분해하는 단계로 치료자는 내담자의
세계를 재 경험하고 정리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은 배현주(2003), 정유진
(2011)의 의사소통 모래상자 프로그램의 치료적 요소인 모-자가 함께 모래상자를 꾸미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모-자간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감정들을 공유하
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자의 각 회기별 구
조화된 활동을 통해 모-자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는 프로그램 목표를 참고
로 하여 모-자가 평소 서로에게 느끼는 생각과 감정 및 갈등을 모래 놀이 안에서의 상호교
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해소하여 모-자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재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4단계인 초기단계, 중기단계(중기 Ⅰ단계, 중기 Ⅱ단계), 종결단
계로 구성되었으며 초기단계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모래놀이와 치료자에 대한 친
밀감을 형성하여 모래놀이에 친숙해 지도록 하고 중기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모-자간의 의
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써 중기 Ⅰ단계에서는 모래상자에서 상징을 통해
안전하게 모-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자간의
갈등상황을 상자 안에 재현하고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중기 Ⅱ
단계에서는 모-자 협력 활동을 통해 모-자간의 기능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마지막종결단계에서는 중기에서 형성한 기능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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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대한 고마운 점을 표현하고 종결을 위한 심리적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의 단
계별 구성 및 목표는 <표 3>과 같다.
<표 3> 프로그램 단계별 구성 및 목표
단계

치료적 목표

회기

회기별 활동 내용
∙프로그램 목적에 대해 설명하기

초기
단계

프로그램소개
및 친밀감
형성하기

1
회기

∙모래상자와 피규어에 대해 설명하고 물과
모래사용에 대해 안내하기
∙주제 없이 모래상자를 자유롭게 꾸미고 이
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2
회기

∙모래그림 그리고 서로 맞추기
∙평소 가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고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기

세부목표
프로그램 이해 및
모래놀이와
치료자에 대한
친밀감 형성하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 표현하기

∙모래 속 숨바꼭질
자기이해 및
자기감정
표현하기

3
회기

∙콩 숨기고 찾기 놀이 및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모가 아동의 손을 물로 닦아주고 로션 발

모-자간의
상호작용의
즐거움 경험하기

라주기
4

중기

회기

1단계

모-자 간의
갈등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자신의 힘든

던 일에 대해 모래상자 꾸미고 이에 대해

감정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기

표현하기

5

∙동적 가족 모래상자 꾸미고, 가족에 대한

가족 간의

회기

불만과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역동성을 이해하기

6
회기

입장에 대해
이해 하기

∙최근에 있었던 일 중 가장 슬프고 힘들었

7
회기

∙모-자 사이에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서 함께 정하여 이에 대한
공동상자 꾸미고 이야기 나누기
∙모-자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서 서로에게
가장 서운했던 일에 대해서 꾸미고, 이야
기 나누기

가족 간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의
즐거움 경험하기
모-자간의 갈등의
표현 및
상호 이해하기

상호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중기
2단계

모-자간의 기능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향상

∙모-자 팀 VS 치료자 팀 게임 활동으로 팀
8
회기

별로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피규어를

모-자간의

선택하여 공동상자 꾸미고 함께 모래상자

협력관계

속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상대팀과 함께 이

경험하기

야기 나누기

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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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단계

치료적 목표

회기

회기별 활동 내용
∙모-자가 협동 작업하여 미로를 완성하고,

중기
2단계

상호협력과

각자 피규어를 3개씩 선택하고 가위 바위

이해를 바탕으로

보를 통해 먼저 미로의 도착점으로 들어오

모-자간의 기능적
의사소통 및

9
회기

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기
∙각자의 무인도를 꾸미고, 무인도에 가져갈

상호작용

소중한 것들을 선택하여 무인도를 꾸미고

향상

완성된 무인도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기

시키기

10
회기

∙모-자가 평소 느끼는 서로의 좋은점에 대
해 상자 꾸미고, 상대방에게 표현하기
∙델타샌드를 이용하여 모-자가 함께 만들고

11
종결
단계

서로의 고마운 점

회기

∙델타샌드를 이용해서 서로에게 줄 선물을
만들고,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표현하고
종결을 준비하기

싶은 기념품을 만들기

∙마지막으로 모-자가 함께 공동상자 꾸미고
12
회기

이야기 나누기
∙지난 회기들에서의 느낀 점과 서로에게 고
마운 점 이야기 나누기

세부목표
모-자간의 협력을
통한 즐거움
경험하기
모-자간의
소속감과
소중함 느끼기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주기
서로간의 감사함
느끼고
표현 하기
모-자간의
추억을 정리하며
일상생활로의
준비하기

5. 자료분석
의사소통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모-자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및 아동의 자
기효능감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에서 수집된 각 척도의 자료를
사전․사후로 검사하여 사후검사가 사전검사에 비해 얼마나 의미 있게 변화하였는지를 검
증하였고 회기 내에서의 의사소통 변화와 자유놀이상황에서의 상호작용 변화를 내용 분석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양육효능감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Mann-Whitney의 U검증을 실시하여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사전․사후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 의사소통, 상호작용, 자기효능감, 양육효능감의 차이 분석은 윌콕슨
(Wilcoxon)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적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기 내에서의 의사소
통의 변화의 관찰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매 회기를 녹화하여 본 연구자와 아동심리전공
석사 과정 생 2명이 의사소통 관찰 기록지를 체크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전․사후
모-자간의 상호작용 변화의 관찰은 자유놀이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한 뒤 상호작용 변화에
대해 아동심리전공 석사 과정 생 2명과 연구자가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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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본 프로그램 실시 전에 모와 아동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 확인을 위해 맨휘
트니(Mann-Whitney) U검증을 실시하여 각 척도의 집단 간 평균차이를 알아보았으며 분석결
과는 아래의 <표 4>, <표 5>, <표 6>, <표 7>과 같다. 그 결과 각 척도의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이 동질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 4> 모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의사소통 수준 사전 동질성 검증
구분
실험집단
의사소통

n=5
통제집단
n=5

평균순위

순위 합

6.00

30.00

5.00

Mann-Whitney U

Z

10.000

-.530

25.00

<표 5> 아동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의사소통 수준 사전 동질성 검증
구분
실험집단
의사소통

n=5
통제집단
n=5

평균순위

순위 합

4.90

24.50

6.10

30.50

Mann-Whitney U

Z

9.500

-.629

<표 6> 아동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 사전 동질성 검증
구분
실험집단
자기효능감

n=5
통제집단
n=5

평균순위

순위 합

6.00

30.00

5.00

25.00

Mann-Whitney U

Z

10.000

-.527

<표 7> 모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양육효능감 사전 동질성 검증
구분
실험집단
양육효능감

n=5
통제집단
n=5

평균순위

순위 합

7.10

35.50

3.9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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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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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소통 변화
1)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모의 의사소통의 변화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모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의사소통 수준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은 의사소통 수준이 평균 51.60에서 64.60으로 증가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Z=-2.023, p<.05)를 보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과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실험집단의 2개의 모든 하위영역인
기능적 의사소통(Z=-2.023, p<.05), 역기능적 의사소통(Z=-2.060,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의사소통의 하위영역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척도 문항 중 역기능적 의사소통 10개 문항은 역산으로 채점되므로
실험집단의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상승한 것은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의 역기
능적 의사소통이 감소된 것임을 의미한다.
<표 8> 모의 의사소통 척도의 사전․사후 비모수 검정 결과

구분

하위요인

사전

집단

Wilcoxon

사후

부호순위

구분

M

SD

M

SD

검증

기능적

실험

22.40

5.505

28.20

5.357

-2.023*

의사소통

통제

21.60

3.209

17.20

3.962

-1.826

의사

역기능적

실험

29.20

4.087

36.40

3.362

-2.060*

소통

의사소통

통제

29.00

1.871

28.00

1.414

-1.342

실험

51.60

8.989

64.60

7.436

-2.023*

통제

50.60

4.099

45.20

4.764

-1.826

전체
*p< .05

2)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아동의 의사소통의 변화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아동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의사소통 수준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은 의사소통 수준이 평균 50.80에서 60.40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Z=-2.041, p<.05)를 보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
과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실험집단의 2개의 모든 하위영역
인 기능적 의사소통(Z=-2.041, p<.05), 역기능적 의사소통(Z=-2.032, p<.05)에서 유의미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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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척도 문항 중 역기능적 의사소통 10개 문항은 역산으로 채점되므로
실험집단의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상승한 것은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의 역기
능적 의사소통이 감소된 것임을 의미한다.
<표 9> 아동의 의사소통 척도의 사전․사후 비모수 검증 결과

구분

하위요인

사전

집단

Wilcoxon

사후

부호순위

구분

M

SD

M

SD

검증

기능적

실험

23.20

2.490

27.40

3.130

-2.041*

의사소통

통제

24.00

2.121

21.60

2.302

-1.604

의사

역기능적

실험

27.60

3.715

33.00

4.243

-2.032*

소통

의사소통

통제

28.80

4.207

27.60

5.225

-1.414

실험

50.80

5.541

60.40

6.427

-2.041*

통제

52.80

4.207

49.20

6.943

-1.604

전체
*p<. 05

3) 회기 내 실험집단 모-자간의 의사소통 변화
회기 내에서의 모-자간 의사소통 변화는 <표 2>의 이나경(2010)의 의사소통 관찰기록도
구를 사용하여 회기에 따른 모-자 쌍의 기능적 의사소통의 증가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감소와 각 영역에서 어떠한 의사소통 패턴의 증가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내용 분석하여 발
견된 사실을 제시하였다. 전체 실험대상의 모와 아동은 회기가 거듭됨에 따라 역기능적 의
사소통이 감소되고 기능적 의사소통이 증가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회기 초반에 어
머니들은 아동의 행동에 대해 비난, 비평하거나 지나치게 조언을 하거나 아동이 자신의 의
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말만하는 일방적 소통의 역
기능적 의사소통 패턴으로 인해 아동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았
으며 이에 아동들은 모와 대화를 피하거나 못들은 척 하는 등의 부정적 비언어 등으로 모
와의 의사소통을 회피하는 반응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회기가 거듭됨에 따라 어머니
들은 아동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아동의 의견과 감정표현을 이해하는 공감과 수용의 반응들
이 증가하였으며 아동과의 대화 중 웃음이나 스킨쉽을 보이거나 적절한 도움활동 등의 긍
정적 비언어 등의 기능적 의사소통 패턴이 증가하였다. 또한 아동들의 경우도 모의 이러한
공감과 수용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자기표현 및 자기개
방이 증가하고 모에 대한 웃음이나 스킨쉽 등의 긍정적 비언어 역시 증가하여 회기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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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의 대화를 회피하던 것과 달리 모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3. 상호작용 변화
1)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모의 상호작용 변화
상호작용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통제집단의 사정으로 인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이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검증만 진행되었다. 프로
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모의 상호작용 수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
증(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은 상호작용 수준이 평균 30.80에서 38.80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Z=-2.023, p<.05)를 보였다. 또한 3개의 하위영역 중 2개의 하위 영역인 반응성
(Z=-2.023, p<.05)과 효율성(Z=-2.023,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10> 모의 상호작용 척도의 사전․사후 비모수 검증 결과

구분

하위요인

사전

집단

Wilcoxon

사후

부호순위

구분

M

SD

M

SD

검증

반응성

실험

13.00

3.536

19.60

3.130

-2.023*

상호

효율성

실험

10.40

2.881

13.60

2.408

-2.023*

작용

지시성

실험

7.40

1.140

5.60

0.894

-1.625

전체

실험

30.80

5.891

38.80

5.215

-2.023*

*p< .05

2)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아동의 상호작용 변화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아동의 상호작용 수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은 상호작용 수준이 평균 22.20에서 27.20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Z=-2.041, p<.05)를 보였다. 또한 2개의 하위영역인 활동적 행동(Z=-2.060, p<.05)
과 사회적 행동(Z=-2.041,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3) 자유놀이 사전․사후 모-자 상호작용 변화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모-자간의 상호작용 변화는 K-MBRS와 K-CBRS의 하위영역을 중심
으로 상호작용행동 변화를 관찰하고 내용 분석하여 발견된 사실을 제시하였다. 사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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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아동의 상호작용 척도의 사전․사후 비모수 검증 결과

구분

상호
작용

하위요인

사전

집단

Wilcoxon

사후

부호순위

구분

M

SD

M

SD

검증

활동적 행동

실험

13.00

1.225

15.80

1.304

-2.060*

사회적 행동

실험

9.20

1.643

11.40

1.673

-2.041*

전체

실험

22.20

2.683

27.20

2.588

-2.041*

*p< .05

놀이에서 모는 아동이 놀이과정 중 놀이의 흥미변화로 다른 놀이를 선택할 때 적절하게 반
응하지 못하고 현재 하고 있는 놀이를 계속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놀이 과정 중
아동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감정표현이나 칭찬 및 지지가 거
의 없었다. 또한 아동과의 놀이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여 아동에게 놀이과정 중 흥미나
적절한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후 자유놀이에서 모는 아동의 행동을 받
아들이고 지지하며 다정함과 즐거움을 표현하며 활동에 대해 아동을 참여시키거나 흥미를
주는 등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반응하였다. 사전자유놀이에서 아동은 모의 민
감하지 못한 반응에 대해 모와의 놀이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주의집중하지 못하는 등 공동
주의를 하지 못하고 혼자놀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으며 모 및 모와의 놀이 활동에 대
해 긍정적인 애정과 즐거움에 대한 표현하지 않았다. 놀이 안에서의 문제해결 시 중도 포
기하거나 낮은 수준의 반복된 놀이만 진행했다. 그러나 사후 자유놀이에서는 아동은 모의
반응에 흥미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즐거움과 만족감을 표현하였
으며 놀이 활동에서 주도성을 나타내며 놀이 안에서의 문제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나타내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4. 자기효능감 변화
1)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아동의 자기효능감 변화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자기효능감 수준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2>과 같다.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은 자기효능감 수준이 평균 53.80에서 61.40으로 증
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Z=-2.121, p< .05)를 보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
과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실험집단의 3개의 모든 하위영역
인 자신감(Z=-2.060, p< .05), 자기조절 효능감(Z=-2.070, p< .05), 과제난이도 선호(Z=-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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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사전․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2> 자기효능감 척도의 사전․사후 비모수 검증 결과

구분

하위요인

사전

집단

Wilcoxon

사후

부호순위

구분

M

SD

M

SD

검증

실험

17.60

3.362

19.40

2.191

-2.060*

통제

18.00

1.000

18.40

0.548

-.816

자기조절

실험

26.80

3.114

30.20

3.564

-2.070*

자기

효능감

통제

21.60

1.949

20.80

0.837

-.557

효능감

과제난이도

실험

9.40

2.510

11.80

2.280

-2.070*

선호

통제

9.20

1.483

8.80

0.837

-.707

실험

53.80

8.526

61.40

7.436

-2.121*

통제

48.80

4.025

48.00

1.871

-.674

자신감

전체
*p< .05

2) 회기 내 실험집단 아동의 자기효능감 변화
회기 내의 아동의 자기효능감 변화는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자기효능
감 변화를 관찰하고 내용 분석하여 발견된 사실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경우 회기 초반에
모와의 의사소통에서 회피하거나 부정적 비언어 등으로 의사표현을 대체하는 등의 모와의
상호활동에서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였지만 회기가 거듭됨에 따라 모와의 상호활동에서 자
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고 모래상자를 꾸미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초반에 모래상자에서 쉬운 활동을
위주로 놀이를 진행하려던 모습에서 아동 스스로 활동의 난이도를 높이고 그에 따른 목표
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으며 모가 활동에 따라 과제를 부여하는 것에도 거
부감 없이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5. 양육효능감 변화
1)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헙집단 모의 양육능감의 변화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자기효능감 수준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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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과 같다.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은 양육효능감 수준이 평균 69.20에서 74.20으로 증
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Z=-2.032, p< .05)를 보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
과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3> 양육효능감 척도의 사전․사후 비모수 검증 결과

구분

하위요인

사전

집단

Wilcoxon

사후

부호순위

구분

M

SD

M

SD

검증

전반적인

실험

22.40

3.050

24.00

2.121

-1.841

양육 능력

통제

17.20

1.483

16.20

0.836

-1.633

건강하게

실험

12.20

1.304

13.00

1.581

-1.300

양육 하는 능력

통제

11.80

0.836

11.40

0.547

-1.414

실험

10.80

1.483

12.40

1.517

-1.633

통제

8.40

1.516

7.40

0.894

-1.633

실험

11.60

1.949

12.60

1.140

-1.342

통제

10.20

1.643

9.60

1.673

-1.732

실험

12.20

1.643

12.60

1.643

0.000

통제

11.40

1.673

11.40

2.190

0.000

실험

69.20

7.120

74.20

6.723

-2.032*

통제

59.00

1.581

56.00

3.082

-1.841

의사소통 능력
양육
효능감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

전체
*p< .05

2) 회기 내 실험집단 모의 양육효능감 변화
회기 내의 모의 양육효능감 변화는 모래상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고려하여 양육효
능감 척도의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 능력과 훈육능력의 항목을 중심으로 양육효능감 변화를
관찰하고 내용 분석하여 발견된 사실을 제시하였다. 모의 경우 회기 초기에 비해 회기가
거듭됨에 따라 공감과 수용을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아동과 안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아동이 상자를 꾸미는 것이나 평소의 행동에 대해 초기
에는 비난, 지나친 조언 등의 부정적인 훈육패턴을 보이던 것에서, 회기가 거듭됨에 따라
아동이 자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거나 칭찬이나 격려와 적절한 조언
을 하는 등의 긍정적인 훈육패턴으로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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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의사소통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이 평소 모-자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
용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자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및 아동의 자기효
능감과 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 따
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중심의 모래놀이치료는 모자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킨다. 의사소통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모-자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에 의사소통 척도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실험집단의 2개의
모든 하위영역인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전체 평균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또한 회기 내 행동변화 관찰에서 회기가 거듭됨에 따라 모-자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감소되고 기능적 의사소통이 증가되어 모-자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감소되고 상호 의사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으로 인해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자녀가 함께 하나의 모래상자에 모래세계를 만듦
으로써 상대방의 성격, 사고방식 등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Boik & Goodwin, 2000)는 이론과 모-자가 함께 의사소통 모래상자 놀이를 하며 모자간의 의
사소통 능력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배현주, 2003; 이정자, 2007; 정유진 2011)를 지지해주는
결과로 의사소통 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모-자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의사소통 중심의 모래놀이치료는 모자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 의사소통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모-자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에 상호작용 척도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실험집단의 3개의
하위영역 중 2개의 하위영역인 반응성과 효율성에서 사전․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도 증가하였다. 또한 자유놀이에서의 모-자 상호작용의 행동변화
관찰에서 실험집단 모는 사전과 비교하여 사후 놀이에서 아동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지지하
며 다정함과 즐거움을 표현하며 활동에 아동을 참여시키거나 흥미를 주는 등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반응하였다. 실험집단 아동은 사전과 비교하여 사후놀이에서 모의
반응에 흥미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놀이 안에서의 주도성과 문제
해결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 모래상자가 모-자의 상호작용(배현주, 2003) 향상
및 형제간의 상호작용(권태은, 2005)을 지지해주는 결과로 의사소통 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모-자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의사소통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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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에 상호작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3개
의 모든 하위영역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사전․사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회기 내 행동변화 관찰에서 회기가 거듭됨에 따라 모와의 상
호활동에서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고 모와의 활동에서
아동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활동수행에 대한 난이도를 높이고 목표를 수행하기 위
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의 자기효능
감도 높다는 연구(김순영, 2006; 김태영, 2012; 백경미, 2008; 이순자, 2003; 윤미애, 2003)를
지지해주는 결과로 의사소통 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모-자간 의사소통의 향상과
함께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동안 의사
소통과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계속 이루어져왔으나 자기효능감 향
상의 프로그램은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닌 또래집단 프로그램(김형일, 2010; 박
영미, 2010)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제한된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모래놀이치료에서 역시
그 선행 연구가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의 향상
을 또래집단에서 모-자 상호작용 프로그램으로 확대한 것과 의사소통모래상자를 이용하여
그 효과를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넷째, 의사소통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은 모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킨다. 의사소통
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에 상호작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사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도 증가하였다. 또한 회기 내에서의
행동변화 관찰에서 회기가 거듭됨에 따라 공감과 수용을 바탕으로 아동과 안정적으로 의사
소통하고 비난, 지나친 조언 등의 부정적 훈육패턴이 칭찬, 격려 및 적절한 조언 등의 긍정
적 훈육패턴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 의사소통 능력이 양육태도 및 양육효
능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견해(박정아, 2007; 정해진, 2013)를 지지해주는 결과로 의
사소통 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모-자간 의사소통의 향상과 함께 모의 양육효능감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동안 모의 의사소통과 양육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연구(고남희, 2009; 김정효, 2010; 박지은, 2012; 박혜준, 2008; 서유리안나,
2010; 예서현, 2004; 장미경, 2012)가 진행되어 왔으나 모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 부
모교육에서 배운 양식이나 해결방법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반화되기 어렵다(이정자,
2007; 최경희, 1999)는 제한점을 가졌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자간의 상황을 모래상자에 재연하고 상호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스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제한점을 보완했다는 것에 연

- 40 -

기윤영․한유진 / 의사소통 중심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모-자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및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구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모래놀이치료가 주로 아동과 성인의 정
서문제에 대한 개인치료와 집단치료였던 것과 비교하여 모-자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연구로써 치료현장에서 모-자 관계개선의 커플모래놀이치료의 운용방
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평소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외에
도 일반 모-자를 대상으로 관계향상의 예방적 목적으로도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양적분석과 함께 내용분석을 포함한 상호 보완적 연구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효과에 대
한 좀 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 아동과 모 10쌍을 대상으로 하여 그 수가 많
지 않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지역의 더 많은
수의 아동과 모를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실시되어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의 기간이 총 12회기로 6주 동안 실시되어 단기적인 효과만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추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후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효능감의 전체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
만 일부변인의 경우 사후평가에서의 점수의 상승은 있었지만 이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각 변인의 요소들 가운에 어떤 요소가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구 또는 효과적 요소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의사소통 모래상자를 사용한 연구들이 대부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향상의 변화에
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향상 뿐 아니라 아동
의 자기효능감과 모의 양육효능감의 향상도 알아보았다. 차후 연구에서도 의사소통과 관련
된 다양한 변인을 추가하여 의사소통 모래상자의 효과를 검증한다면 모-자 커플모래놀이치
료에서 더욱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하여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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