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인 아동의 모래상자치료 사례연구

학대피해 아동의 모래상자치료 사례연구
-사회적 능력과 상징물 사용경향을 중심으로조미영* · 이리다**

Case Study of Sandtray Therapy for Abused Children
- Focusing on Social Ability and Symbol Usage Trend -

Jo, Mi-young* · Yi, Ri-da**

요 약

본 연구는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이 모래상자치료를 통해
정서적 회복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사회적 능력의 차이와 모래상자치료에 사용되는 상징물
의 사용경향이 피해 아동의 회복과정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전체 30회기의 모래상자치료를 실시하였고 모래상자치료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 피해아동은 모래상자치료를 실시한 후 사회적 능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대상 아동의 모래상자치료 사례에서 사용한 상징물은 주로
인물 소품과 가구가 많이 나타났으며 인물을 통해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인물 중에서도 공주를
주인공으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나약한 공주가 힘을 얻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구 중에서도 주로 식탁과 의자를 많이 사용하였
는데 이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관계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동이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와해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알 수 있다. 둘째, 모래상자
에 등장한 인물들을 초기에는 바닥에 누워있는 형태로 표현하였다가 회복되어가면서 모두 세워
놓거나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듯한 동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내담자가 힘을
얻어 정서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가구들도 초기에는 단조롭게 표현하였다
가 서서히 사람들과 음식들을 주변에 같이 놓으면서 좀 더 풍성하게 표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위축된 자존감의 회복과 관계적 측면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었고 모래상자에 주로 사용된 상징물은 인물과 가구로서 이러한 과정을 뒷받침
해주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모래상자치료, 아동학대, 사회적 능력,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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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social ability
obtained

by

emotional

restoration

through

sandtray

therapy

and

the

use

of

symbols used in the sand box to determine the recovery process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ho have been emotionally and physically abused by their father at
home and to see how they are reflected. For this purpose, a total of 28 sandtray
therapy were performed and the changes were examined as follows. First, the
abused children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social ability after sandtray
therapy. Second, the objects used in the sandbox of the abused children were
mostly person figures and furniture, and they identified themselves through the
characters.

Among

the

characters,

the

princess

was

described

as

the

main

character, which means that the weak princess gains strength or is recovered by
help of surrounding people. In addition, the majority of the households mainly
use table and chair, which is necessary for eating food and i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it can be seen that the child wants to get energy through the food
and restore the broken family relationship. Second, the characters in the sandbox
were expressed in the form of lying on the floor at the beginning, and many
dynamic expressions appeared as if they were standing up or doing something
while recovering. This showed that the client was empowered and the emotional
recovery was taking place. The furniture was expressed monotonously at the
beginning, but slowly, people and food were put together and were expressed
more abunda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ocial ability was improved
by

restoring

the

child's

depressed

self-esteem

and

healing

of

the

relationship-related wounds, and the symbols used mainly in the sand box were
figures and furniture, which means they symbolize the whole process.

Keyword : sandtray therapy, child abuse, social ability, sy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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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학대피해 아동의 수가 증가하면서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크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
고 있는 현실이다. 학대피해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가정생활이 빈곤하거나 부모의 교육정도가
낮고, 부부갈등이 존재할 때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부모의 정신과 질환, 부모
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경우도 학대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학대피해
대상인 어린 아동들의 경우, 인지적, 신체적 대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취약한 상태인 만
큼, 학대의 영향이나 후유증이 더 클 수밖에 없다(Keiley, Howe, Dodge, Bates & Pettit,
2001). 게다가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때이
며, 아동 중기 이후는 상위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영역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시기의 학대 경험은 뇌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의 근본적 변화를 초
래함으로써 초기의 외상 경험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후까지 지속되게 할 수 있다(Lee &
Hoaken, 2007). 이렇듯 아동기 학대피해 경험은 여러 가지 발달적 문제를 갖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대 피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아동의 사회적 능력
은 또래와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이다(Gresham, 1984) 특히,
사회적 능력은 사교적이고, 협조적,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종
승, 1999: 권영미, 2000 재인용). 아동은 학교에 입학하여 가족외의 교사, 친구들과 생활하며
대인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속감이나
소외감이 아동들의 자아관에 영향이 클 뿐 아니라 후기 발달단계인 청년기와 성인기에도 지속
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이종승, 1999: 권영미, 2000 재인용). 이러한 발달적
과업으로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학대 피해 아동에게 손상되어 있어서 무엇보다 학대피해 아
동의 정서적 치유를 통해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래상자
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게 하고 내면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속성 때문에 내면에 숨
어있는 심리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함으로써 불쾌 정서를 변화시켜 가며, 불안과 위축
된 심리를 표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Dundas, 1990).
정서적인 치료방법 중의 하나인 모래상자치료는 내면의 깊은 수준까지 작용하는 비언어적이
며 자기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인 퇴행을 권장하고 모래상자 안의 상징물은 내담자 자신
의 내부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작용한다. 즉, 내담자가 이를 사용하여 자신
의 내적 세계를 표현하도록 해주며, 이를 통해 치료자로 하여금 내담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공
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다(김진선, 2003).
모래상자치료에서의 상징물은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내담자 자신의 정신세계
를 표현하기 위해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는 상징물들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다. 내담자
는 상징물을 만나는 순간 어떤 표현을 떠올리게 되고, 선택된 상징물은 내담자의 개인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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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이며, 문학적이고, 영적이며 신체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 내담자의 잠재적 이미지를 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이유경, 2009: 이미숙외, 2011 재인용).
모래상자에서 상징물의 사용과 상호작용을 주목하면 내담자들의 타인과의 관계성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경험한 상황을 모래상자에 재현하기도 하고 모래상자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상징물의 관계성에서 부모와 형제간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의 영향을 볼 수 있다. 내담자가 주어
진 환경에 만족을 느끼는 경우 융통성 있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며 정서적으로 성숙된
행동 특성을 보이는 반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부여
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채영순, 2000). 이것은 모래상자치료에서는 모래상자
안에 배열된 상징물들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분리되어 있는지,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한 정도
로 표현된다(선애순, 2013).
지금까지의 모래상자치료에 관한 선행 연구는 심리치료의 효과와 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상징물 선택과 표현에 관한 선행연구(곽영신, 2007; 이미숙, 2010; 박행자, 2012)
에서는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선택되는 상징물 사용경향과 놀이표현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인데
반에 학대피해 아동이 정서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의 사용경향에 관한 연구
는 없는 실정이다. 학대피해 아동들이 해마다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학대피
해 아동들의 치유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대피해 아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알아보고 정서적 회복과정에서 사용되는 상징물의 사용경향이
피해 아동의 회복과정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 하였다.

1. 모래상자치료 과정이 학대피해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 모래상자치료가 학대피해아동이 사용한 상징물의 사용경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주호소 문제
본 연구대상은 8세 여아로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아동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부모가 이혼하여, 아동은 이후 친부와 함께 살게 되었으나 친부의 알콜릭이 심하여 아동을 방
임하게 되었고, 신고당시의 대상아동의 얼굴에는 상흔이 확인되어 신체폭력이 의심되어 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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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동은 응급 분리조치 되었다.
아동의 첫인상은 긴장되어 보였으나 처음 보는 치료사에게 관심을 보이고 말이 끝나기 전
먼저 자신이 질문을 하거나, 손을 가만두지 못하고 계속 만지작거리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아동의 호소내용은 편하게 지내길 원하였으며 주로 친부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빠는
술을 드시면 잠을 안자요, 때려요, 밥도 못 먹어요.’, ‘아빠가 술 먹으면 큰소리로 욕하고
해서 불안하고 걱정되고.....집에 갈 수는 있는데, 아빠가 집을 정리해야 해요. 20살이 되
면 여기서 나갈 거 에요’, ‘아빠랑 엄마랑 집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양가적인 심리상태를
보이며,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령기의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였다.
아동의 강점 및 자원으로는 아동은 명랑함, 쾌활함, 적극성이 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가 있다. 친부와는 매일 통화하여 관심을 나타내며 관계 회
복을 위해 노력하며, 부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아동에 대한 모래상자치료는 2015년 2월 6일부터 2015년 12월 16일
까지 회기당 40분씩 그룹 홈 치료실에서 전체 30회기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대피해 아
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능력 검사를 사전 · 사후 실시하였으며, 모래상자치료 사례에 사용
된 상징물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회기에 사용된 상징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측
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사회적 능력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박금옥(1998)이 개발하고 초등학생에 맞게 구
성한 한미현(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과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사교성, 대인적응
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이다.
이들 각 문항별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때때로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별 각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65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자세한 내용과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는 다음〈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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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사회적 능력 측정도구의 하위변인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사교성

10

1,6,11,16,21,26,31,36,41,46

.88

대인적응성

10

2,7,12,17,22,27,32,37,42,47

.85

사회참여도

10

3,8,13,18,23,28,33,38,43,48

.89

주도성

10

4,9,14,19,24,29,34,39,44,49

.90

인기도

10

5,10,15,20,25,30,35,40,45,50

.92

계

50

1-50

.97

2) 모래상자치료에 사용된 상징물 분류
모래상자치료에 사용된 상징물 분류는 김유숙과 야마나카야스히로(2005)가 분류한 상징물
12종류를 적용해 분류하였다.

〈표2〉모래상자치료 상징물 분류
번호

구 분

종

류

갓난아기, 남녀노소, 생활에 관련된 직업의 인물, 병정, 차우, 사람

1

사람
사람

원시인
슈퍼맨, 피터팬, 마녀, 요정, 난쟁이 등 동화 속 인물, 만화 특수인

특수인물

2

보이, 군악대, 기사, 신랑신부, 경찰관, 여러 가지 운동하는 인물,

특수인물

물, TV등장인물, 예수, 마리아, 천사, 불상 등, 종교적인 인물, 로봇
과 같은 초인간

3

동물

4

일상세계를
동, 식물
자연물

넘어선 동물
식물
자연물, 광물

5

탈것

탈것

건축물

6
7

및
가구

12

가구
방어를 표현

8
9

건축물

하는 것
기타

군장비 및 무기
각종 재질의
소도구

각종 새 종류, 바다생물, 양서류, 파충류, 육지동물
공룡, 괴수
활엽수, 침엽수, 시든 나무, 과일나무, 풀, 꽃 등
조개, 돌, 나뭇가지, 솔방울, 열매, 구슬 등
각종차량종류, 기차, 비행기, 자전거. 스키보드, 구명보트, 들것, 유
원지나 놀이터의 기구 등
한옥, 양옥, 빌딩, 상점, 소방서, 주유소, 성, 탑, 등대, 절, 교회, 학
교, 성당, 다리, 터널, 우물, 비석, 공중전화, 피라미드 등
주거생활가구, 피아노, 변기, 시계, 거울, 부엌가구 등
담, 철책, 울타리, 여러 가지 표지판 등
전쟁에 필요하거나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칼, 총, 원자핵)
여러 가지 크기, 색깔, 재질을 가진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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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사회적 능력 사전 ․ 사후 검사 비교

〈표3〉사회적 능력 사전․사후 검사비교

사회적 능력

하위요인

사전

사후

차이

사교성

22

24

2

대인적응성

32

40

8

사회참여도

26

30

4

주도성

12

17

5

인기도

10

18

8

계

102

129

27

〈표3〉에서와 같이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적 능력 사전․사후 점수 차이는 사회적 능력 전체에
서 사전(102점), 사후(129점), 차이(27점)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교성’에서 사전(22
점), 사후(24점), 차이(2점), ‘대인적응성’에서 사전(32점), 사후(40점), 차이(8점), ‘사회참여도’
에서 사전(26점), 사후(30점), 차이(4점), ‘주도성’에서 사전(12점), 사후(17점), 차이(5점), ‘인기
도’에서 사전(10점), 사후(18점), 차이(8점)으로 나타나 모래상자 치료는 학대피해 아동의 사회
적 능력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2. 학대피해 아동의 상징물 사용 경향 분석
모래상자치료과정을 Kalff(1980)의 자아발달단계로 나누어서 모래상자에 사용한 상징물의
사용경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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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학대피해 아동의 상징물 사용 경향 분석
구분

초기
1~6회기

중기
7~25회기

종결
26~30회기

전체

1

사람

116

118

33

267 (42.65%)

2

특수인물

5

10

2

17 (2.71%)

3

동물

35

17

1

53 (8.47%)

4

일상세계를 넘어선 동물

0

0

1

1 (0.16%)

5

식물

5

20

3

28 (4.47%)

6

자연물

11

22

3

36 (5.75%)

7

탈것

11

48

2

61 (9.74%)

8

건축물

4

11

0

15 (2.40%)

9

가구

44

31

3

78 (12.46%)

10

방어물

3

3

1

7 (1.12%)

43

15

2

60 (9.59%)

무기

1

2

0

3 (0.48%)

상징물전체의수

278(46.79%)

297 (45.41%)

51 (7.80%)

626(100%)

11
12

각종소도구
(음식)

모래상자치료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상징물 사용은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 28회기 동
안 사용한 상징물 수는 전체 626개를 사용하였으며, 많이 사용한 상징물의 순서를 살펴보면
사람 267(42.65%), 가구 78(12.46%), 탈 것 61 (9.74%), 각종소도구(음식) 60(9.59%), 동물
53(8.47%), 자연물 36(5.75%), 식물 28(4.47%), 특수인물 17(2.71%), 건축물 15(2.40%), 방
어물 7(1.12%), 무기 3(0.48%), 일상세계를 넘어선 동물 1(0.16%) 순이었다.
자아발달단계로 나누어 상징물의 사용경향을 살펴보면 초기(1회기~7회기)는 278(46.79%),
중기(8회기~25회기)는 297(45.41%), 종결(26회기~30회기)에서는 51(7.80%)을 사용하였고, 초
기278(46.79%)와 중기297(45.41%)에 많았다가 종결51(7.80%)에서는 현저히 감소되는 형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것은 아동의 내면에 질서가 회복되어 감으로써 상징물의 사용량이 감소되어
종결이 다가옴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상징물 중 많이 사용한 사람과 가구가 나타난 모래상자치료 과정을 초기, 중기, 종결
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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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초기

가구 초기

인물 중기

가구 중기

인물 종결

가구 종결

전체 사용된 상징물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사람 267(42.65%)은 아동의 내면적 상태이거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로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사람 상징물을 바닥에 누워있는 형태로 표현
하며 무력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였는데 중기에는 사람 상징물을 모두 세워놓고 서로 마주보
게 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나 또래관계에 대한 아동의 욕구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후기에는 가운데 물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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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여기에 표현한 물은 정서적 안정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아동은 정서적으로 많
이 안정되었고 자신의 할 일을 잘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상징물은
가구78(12.46%)로 소파와 테이블, 욕조였다. 가구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징물
은 주로 아동의 내면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가운데에 분홍색 가구를 놓
았는데 단조로운 형태로 표현하였다가 중기에는 음식물을 놓고 서로 음식을 먹는 장면을 표현
하면서 양육과 관련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종결에서는 피아노와 의자를 놓고 여유 있게 연주를
즐기는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동은 회복되어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초기에 놓은 가구의 분홍색은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학대피해로 인해 애정결핍을 갖고 있는
아동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갈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중기는 가구에 음식물을 놓고 먹는
모습을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양육과 관련한 행위로서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엄마와의 이별, 아
빠의 학대로 인한 아동의 결핍을 보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 피해아동의 모래상자에서는 주로 인물
소품과 가구가 많이 나타났으며 인물을 통해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인물 중에도 공주를
주인공으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나약한 공주가 힘을 얻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구 중에서도 주로 식탁과 의자를 많
이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관계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아동이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와해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양의 음식을 통해 심리적으로 고갈되고 박탈된 상황으로 인한 결핍을
보상하기 위한 에너지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는 이평순(2014)의 연구와 견해를 같이한다.
둘째, 모래상자에 등장한 인물들을 초기에는 바닥에 누워있는 형태로 표현하였다가 회복
되어가면서 모두 세워 놓거나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듯한 동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내담자가 힘을 얻어 정서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가구들
도 초기에는 단조롭게 표현하였다가 서서히 사람들과 음식들을 주변에 같이 놓으면서 좀
더 풍성하게 표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이 관계적 측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축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모
래상자에 주로 사용된 상징물은 인물과 가구로서 와해된 가족관계의 회복과 정서적 회복을 상
징물을 통해 통찰력을 키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한 8세 여아의 사례로 아동이 모래상자치
료를 통해 정서적 회복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사회적 능력의 차이와 모래상자치료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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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징물의 사용경향이 피해 아동의 회복과정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015년 2월 6일부터 2015년 12월 16일까지 모래상자치료를 주1회 30회기
실시하여 학대피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정도를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변화를 보았고 모래상
자치료 사례에 사용된 상징물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회기에 사용된 상징물을 종류별
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래상자치료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동의 사회적 능력 사전․사후 점수 차이는 사회적 능력 전체에서 사전(102점), 사후(129점),
차이(27점)를 보여 사전보다 사후 점수가 증가되었다. 이는 모래상자치료가 아동의 사회적 능
력을 향상시킨다는 김선희(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모래상자치료에서 학대피해 아동의 상징물 사용을 살펴보면 전체 28회기 동안 사용한
상징물 수는 전체 626개를 사용하였으며, 많이 사용한 상징물의 순서는 사람 267(42.65%), 가
구 78(12.46%), 탈 것 61 (9.74%), 각종소도구(음식) 60(9.59%), 동물 53(8.47%), 자연물
36(5.75%), 식물 28(4.47%), 특수인물 17(2.71%), 건축물 15(2.40%), 방어물 7(1.12%), 무기
3(0.48%), 일상세계를 넘어선 동물 1(0.16%) 순이었다.
자아발달단계로 나누어 상징물의 사용경향을 살펴보면 초기(1회기~7회기)는 278(46.79%),
중기(8회기~25회기)는 297(45.41%), 종결(26회기~30회기)에서는 51(7.80%)을 사용하였고, 초
기278(46.79%)와 중기297(45.41%)에 많았다가 종결51(7.80%)에서는 현저히 감소되는 형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것은 아동의 내면에 질서가 회복되어 감으로써 상징물의 사용량이 감소되어
종결이 다가옴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상징물 중 많이 사용한 사람과 가구가 나타난 모래상자치료 과정을 초기, 중기, 종결
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인물 소품과 가구가 많이 나타났으며 인물을 통해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인물 중에서
도 공주를 주인공으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나약한 공주가 힘을 얻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구 중에서도 주로 식탁과 의자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관계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동
이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와해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알 수 있다. 둘
째, 모래상자에 등장한 인물들을 초기에는 바닥에 누워있는 형태로 표현하였다가 회복되어가면
서 모두 세워 놓거나 무엇인가를 하는 듯한 동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내담자
가 힘을 얻어 정서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가구들도 초기에는 단조롭게 표
현하였다가 서서히 사람들과 음식들을 주변에 같이 놓으면서 좀 더 풍성하게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이 관계적 측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축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모래상자
에 주로 사용된 상징물은 인물과 가구로서 와해된 가족관계의 회복과 정서적 회복을 상징물을
통해 통찰력을 키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사례연구는 모래상자치료를 통해 관계적 측면의 상처 치유와 정서적 회복과정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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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대피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모래상자치료가 외
상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효과적임을 밝힌 이선희(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모래상자치료과정에서 필수적인 상징물에 대한 이해를 통해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아동의 내면세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며 치유과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연령과 성별로 나타나는 상징물의 사용경향
과 표현이었다면 본 연구는 학대피해 아동들이 해마다 증가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치유작업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모래상자치료과정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
료를 제공함으로써 모래상자치료 장면에서 학대피해 아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
언을 한다.
첫째, 단일 사례로서 부모의 이혼과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 전체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
가 있다.
둘째, 학대피해 아동의 문제는 소통의 어려움을 보이는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
제로 보고 가족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가족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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