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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amining the effects of family sandplay therapy with structural family therapy in improving

the family strengths of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First, we looked for a way to combine family sand-

play therapy with structural family therapy and formulated an approach that could maximize the strengths of each theory

and complement each other’s weaknesses. And then we applied family sandplay therapy together with structural family ther-

apy and analyzed its effects on family strength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 families of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and they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with 5 families and a control group with the other

5. To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16 sessions of family sandplay therapy with structural family therapy. In order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family sandplay therapy with structural family therapy on family strengths, a family relation-

ship(husband-wife relationship,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ibling relationship) scale and a family function(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scale were use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mily relationships of the fami-

lies with emotional-behavioral disorder children were improved after the application of family sandplay therapy with structural

family therapy. Second, the application of family sandplay therapy with structural family therapy improved the family function

of families with emotional-behavioral disorder children. Third, in the course of family sandplay therapy with structural family

therapy, family sand tray was changed in a pro-healing direction, and family structure was also transformed from a dysfunc-

tional structure to a functional one. As previously stated, family sandplay therapy with structural family therapy for families

of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enhanced family strengths through improving family relationships and

restoring family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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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이 사회에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신체

적․정신적 건강이다. 그 중에서도 아동기의 신체적․정

신적 건강은 성숙한 인격체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토대

가 되는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 아동기의 정신

건강은 생애를 통한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으며, 아동이

건강할 때 가정과 사회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

다. 이러한 아동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

의 성장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한국사회가 짧은 기간 동

안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 사회 진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면서 아동은 성취위주의

경쟁적 생활환경, 자신의 이익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주

의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밖에도 맞벌이 부

부의 증가, 이혼의 증가, 다문화 가족, 기러기 가족 등 가

족의 형태 변화가 나타나고, 팽배한 개인주의 속의 가족

응집력 저하로 인해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부부관계, 부

모-자녀관계, 형제관계 등의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 이러

한 현실 속에서 많은 아동은 불안, 우울, 분노, 공격성, 낮

은 자존감, 무기력, 소외감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하시키고, 다

양한 문제행동으로 외현화되어 나타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0%

의 아동․청소년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며(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우리나라의 아동 정신건강

관련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E. Kang,

2007). 전국에 있는 484개의 초등학교 1∼4학년 학생

65,594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ADHD 유병률은 14.9%, 특정 공포증의 유병률은

18.4%로 나타났다(Y. Kim, M. Lee, M. Oh, E. Lee &

M. Kang, 2009).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 정서․

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심군은 2010년 12.8%,

2011년 10.6%, 2012년 16.3%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주의군 또한 2010년 2.6%, 2011년 3.7%, 2012년 4.5%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S, Lee, 2013; MEST,

2013).

아동이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의학적․

임상적으로 정서․행동장애 진단을 받게 된다. 정서․행

동장애는 아동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로 인

한 행동적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가 아동

의 성장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 및 환경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E. Bae, 2006; K.

You, 2012). 정서․행동장애아는 주의집중 문제와 공격성,

사고의 문제, 비행, 우울 및 불안, 위축,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H. Jeon & J. Park, 2004), 사

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의도나 사고에 대한 조망능력이 부

족하고, 타인이 느끼는 긍정적․부정적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 또한 부족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전반적 이해력이

낮다(K. Hong & S. Hwang, 2010).

정서․행동장애아를 살펴볼 때 가족의 건강성을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적 가족환경은 아동의 정서․행동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이며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

달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와 행동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M. C. Coleman, & J.

Webber, 2002; D. Cullinan, 2002; J. M. Kauffman,

2001). 먼저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가족관계를 들여다

보면,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

며, 이러한 가족관계는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에서

오는 가족 간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V.

Jones, E. Dohrn, & C. Dunn, 2004). 정서․행동장애아

의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소진을 하게 되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낮은 자

아존중감, 죄책감, 불안감, 우울감, 무력감 등 부정적 정서

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Y. Ahn, 2001; S. An, 2008). 정

서․행동장애아 형제도 정서․행동장애아에게 집중되는

관심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분노감, 공격

성, 죄책감, 우울감을 느끼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 이러한 가족의 심리적 상태는 다시 아동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처벌, 감정적 대처, 소외시킴 등 비일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이때 정서․행동장애아는 가족관

계에서 주어지는 부적 강화로 인해 정서조절이 더욱 어려

워지며, 문제행동이 증가한다(Patterson, 1980). 이러한 관

계의 악순환은 가족관계를 악화시키고 가족의 건강성을

위협하여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정서․행동장애아의 가족기능은 오랜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부적절한 상호작용 속에서 약화되어 있다(J.

DeFrain, 2002).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선입견과 불만은 가족의 유대감을 낮추고,

정서적 결속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

레스는 가족의 부정적 정서를 강화하며 가족 적응력을 낮

추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든다(H. Kim, 2002).

이러한 가족의 낮은 건강수준은 다시 가족의 심리적 어려

움을 심화시켜 가족의 건강성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Y. You, 199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서․행동장애아의 문제와 가

족의 문제는 서로 상호작용적이며, 어느 한 부분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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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할지라도 쉽게 가족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유

지되는 부분이 있다(E. Bae, 2006; H. Joen, 2005). 또한

건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가족을 구성하는 각 개인이

건강해 진다는 것을 의미하며(Y. You, 1996), 정서․행동

장애아 가족의 건강이 증진되는 것은 정서․행동장애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심리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E. Bae, 2006; D. Cheney, & T. Osher,

1997; G. Dunlap, J. S. Newton, L. Fox, N. Benito, &

B. Vaughn, 2001; W. Sun, 2007).

정서․행동장애아와 가족들에게 개입했던 연구들을 살

펴보면, 대부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부모상담을 실

시하거나 가족 중에서도 모-자 관계, 형제관계에 관한 연

구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부모교육은 부모들이 자녀

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배운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S. Lee, 2013), 부모상담의 경우

에도 부모 중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아 가

족구성원 전체에게 개입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

나 아버지의 치료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연구(V. P.

Turbiville & J. G. Marquis, 2001)와 형제가 참여하는

것이 장애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Y. Song & E.

Jung, 1998; L. Tsao & S. L. Odom, 2006; Y. Wang &

J. Kim, 2013)는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에게 가족구성원

전체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에게 가족적 접근을 시도할 때

가족구성원 모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중요

하다. 그러나 일반적 가족치료의 접근방식은 아동의 발달

수준을 존중해주지 못하며(Y. Kim, J. Park, & H.

Cheon, 2011), 부모가 좋아지면 아동의 문제가 자연스럽

게 나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치료에서

아동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

족치료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가족치료 과정에서 각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권력이 한 명의 가족구성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는 더

욱 어렵다(K. Baek, 2012). 그밖에도 정서․행동장애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고 위축되

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언어를 이용한 상담보다 매체를

이용한 상담이 효과적이다(Y. Kim, J. Park, & H.

Cheon, 2011; Y. Kim, 2010; Y. Song & E. Lee, 2000).

모든 가족구성원이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질 때, 가족은 보

다 쉽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치료사는 가

족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적 개입이 좀 더 용

이해진다(D. V. Keith, & C. A. Whitaker, 1981).

모래놀이치료는 모래와 모래상자 그리고 소품을 이용한

심리치료로 모래를 만지고, 소품으로 모래상자를 꾸미며

진행되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자신의 내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의식화함으로써 심리치료의 진행이 쉽게 이루어

진다(R. Ammann, 2001; B. Kim, 2003; J. Lee, M.

Kang, G. Kho, M. Kho, & S. Kong, 2008). 가족모래놀

이치료는 모래놀이치료에 가족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을 뜻

하며, 가족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가족구성원은 자신의

주관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B. L. Boik & E. A. Goodwin,

2000). 가족모래놀이치료에서 각 가족구성원은 모래와의

접촉을 통해 자연스럽게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며, 이

때 오감을 사용하여 모래상자 위에 표현된 심상의 형상화

는 정서와 감정을 활성화시키고, 가족구성원의 자아를 강

하게 한다(B. Kim, 2008; H. Park, 2012). 이 과정에서

모래상자는 내담자의 가장 내면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

는 매체가 되며, 치료에 대한 저항과 방어를 감소시켜 가

족구성원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와 갈등을 표현하게 한다

(B. L. Boik & E. A. Goodwin, 2000).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은 가족모래놀이치료를 통해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각자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

책을 찾아간다(B. L. Boik & E. A. Goodwin, 2000).

최근 가족을 대상으로 모-자 모래놀이치료부터 형제 모

래놀이치료, 가족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Y. Jung & C. Yoon, 2012; Y. Ki,

2013; T. Kwon, 2005; K. Kim, 2013; S. Lee, 2012; J.

Lee, 2007; A. Oh, S. You, & B. Park, 2013; S. Oh,

2009), 이러한 연구는 모래놀이치료가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모래놀

이치료는 내담자의 자기치유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치료

자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회

기를 놓고 집단으로 진행할 때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개입하면서 가족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가족치료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체계적

이론에 입각한 구조적 가족치료는 가족을 이해하고 치료

하는데 명확하고 조직된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체계인

가족의 유형, 과정, 기능, 변화를 관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이다(G. Kim & H. Oh, 2010; H. Kim,

2008). 구조적 가족치료는 가족의 문제가 역기능적인 가

족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가족구조를 기능적으로 변화

시키는 목적을 갖는다(Y. Kim, 2012). 구조적 가족치료에

서 사용하는 기법은 가족의 문제를 실연함으로써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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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문제에 대해 통찰할 수 있게 하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인 구조를 깨뜨리는 과정을 통해 가족의 변

화를 시도한다. 또한 가족의 위계질서 및 경계선을 바로

잡음으로써 안정된 가족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기법은

짧은 시간에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으로 하여금

가족 문제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효과적이

지만, 언어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정서․행동장

애아 가족에게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치료에 효과적으

로 개입하기 위해 가족모래놀이치료와 구조적 가족치료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각 기법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실시

하고자 한다. 즉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

며 가족이 자신의 문제를 쉽게 이야기하고, 가족 간 소통

을 활발히 한다는 가족모래놀이치료의 장점과 치료사가

주도적으로 가족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가족치

료의 장점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또한 내담자의 자기치유

력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치료의 회기를 한정지을 수 없는

가족모래놀이치료의 한계점과 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가

족치료에서 모든 가족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구조적 가족치료의 한계점을

상호 보완하는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

료 방법은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치료에 효과적인 개입방

법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에게 구조적 가

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여 정서․행

동장애아 가족의 건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였으며,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

료의 효과성을 증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

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

치료는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가족관계(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

치료는 정서․행동장애아 가족기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

치료 실시과정에서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서․행동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족구성원이 또 다른 유

형의 정서․행동장애진단을 받았거나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집단은 서울시 D구

에 소재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시설의 도움을 받아 총 5가

족이 모집되었다. 통제집단은 서울시 D구와 S구에 소재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서․행동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의 가

족으로 5가족을 표집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

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연구

를 진행하였다. 구조적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

료 참여가족의 구조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가족관계 측정도구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실시 전․

후 가족관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부관계 척

도, 부모-자녀관계척도, 형제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1) 부부관계 척도

정서․행동장애 아동 부모의 부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서 N. Kim(2013)이 개발한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를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부부관계를 평

등성/가치관 영역 10문항과 의사소통/친밀성 영역 10문

항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평등성은 평등한 의사결정, 서로

돕는 것, 가사분담, 양육분담에 대한 것을 측정하고, 가치

관은 삶의 목표공유 및 신앙적 가치관, 도덕적 가치관, 부

부관계의 가치관을 측정한다. 의사소통은 문제해결기능과

배우자의 생각이나 지지와 관련된 요인을 측정하며, 친밀

성은 부부사이의 느낌과 감정을 주고받는 것을 측정한다.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평등성/가치관 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 의사소통/친밀성 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다.

(2) 부모-자녀관계 척도

①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K. Byun(1990)가 O. Hyun and B. Cho(1994),

K. Jung(1992), E. Lee(1994), J. Kim(1967)의 연구를 토대

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이며, 5

점 리커트 척도이다. K. Byun(1990)은 요인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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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Diagram of family conceptualization of Family Structure

A

∙Diagnosis of second-born :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ADHD)

∙Subsystem couple is uncomfortable and isolated. It is also dysfunctional for differences

in way of raise children.

∙Parent-child subsystem is weakening not also being held just ignore the mother and

child hierarchy . The children feel anxiety and psychological watching the fight of their

parents.

∙Father have formed coalition relations with oldest child.

B

∙Diagnosis of firstborn : Childhood Psychiatric Disorder

∙Diagnosis of second-born :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ADHD)

∙Subsystem couple is uncomfortable and isolated. it is also parental subsystem can't

perform the function smoothly under the influence of too dysfunctional subsystem couple.

∙Parenting stress because of their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re being high. Parents

should take an authoritarian and punitive parenting style.

∙Sibling subsystem have been isolated due to a victim mentality each other .

C

∙Diagnosis of firstborn : Childhood Psychiatric Disorder

∙Subsystem couple is to function smoothly , even in ways that the couple have enough

conversation each other about nurture their children.

∙In Children subsystem parents, children feel timid and are avoided the father due to

the father's authoritative parenting for their children. Mother is not sensitive emotional

and neglect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It looks at separating a parent and child

relationship.

∙Sibling subsystem is with victim mentality each other. Fights often due to anxiety comes

from the parenting style of their parents.

D

∙Diagnosis of second-born :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ADHD)

∙Subsystem couple is to function smoothly.

∙Due to the mother's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akness, all families think that they

should protect the mother . The oldest child is eager to protect his mother and confused

border such as reading mother's countenance.

∙In Children subsystem parents, Children are uncomfortable with his father due to

excessive interference and cold speaking.

E

∙Diagnosis of firstborn : Feeding and Eating Disorder

∙Diagnosis of second-born : Childhood Psychiatric Disorder

∙Subsystem couple is dysfunctional in dissatisfaction with each other. Children subsystem

parents appears conflict that parents have different ideas each other of to the their child's

symptoms.

∙Children subsystem parents is that oldest child feels against his father by hot-tempered

father's parenting attitude. Younger child feels anxiety because of unforeseeable home

atmosphere.

∙In the family situation of marginalized Father, subsystems is unclear boundaries and

hierarchy is crumbling.

Table 1. Family Characteristics

하위영역을 심리내적 측면, 관계 측면, 의사소통 측면으로

나누었으며, 심리내적 측면은 부모가 자녀와 생활하면서 개

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중심으로 부모의 내면을 측정한다.

관계측면은 자녀와의 공통생활에서 느끼는 만족 정도를 측

정하며, 의사소통 측면은 자녀와의 대화정도, 대화방식, 갈

등이나 의견 차이 해결 정도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지각한 자녀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심리내적 측면 Cronbach's α

는 .75, 관계 측면 Cronbach's α 는 .89, 의사소통 측면

Cronbach's α 는 .86, 전체 Cronbach's α 는 .75이다.

②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I.

Choi(2006)가 제작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PRI :

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아동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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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각각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하위영역은 친밀, 헌신, 존경, 엄격으로 구성되어있다.

친밀은 부모를 따뜻함, 포근함, 친함 등의 심리 신체적 친

밀대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헌신은 부모가 자

신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에 대해 느껴지는 정도를

측정한다. 존경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격, 생활

에서의 모습에 대해 존경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엄격은

부모에 대해서 엄함, 무서움, 권위적으로 느껴지는 정도를

측정한다. 친밀, 헌신, 존경은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엄격

은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대감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친밀 Cronbach's α

는 .67/.72(아버지/어머니), 헌신 Cronbach's α 는

.78/.85(아버지/어머니), 존경Cronbach's α 는 .74/.77(아

버지/어머니), 엄격 Cronbach's α 는 .69/.73(아버지/어

머니)이다.

(3) 형제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형제관계 척도(SRQ : Sibling

Relationships Questionnaire)는 W. Furman and D.

Buhrmester(1985)가 제작한 척도를 Y. Park(1995)가 번안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정⋅친밀감, 상대

적 지위, 갈등, 편애지각의 48문항 중 온정⋅친밀감, 갈등영

역의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온정 친밀감은 형제간 친밀감,

친사회적 행동, 동료적 관계, 유사성, 형제간의 존중과 애정

을 측정하며, 갈등은 다툼, 적대, 대항 정도를 측정한다. 온

정․친밀감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형제관계가 온정적이

고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갈등 영역은 점수가 낮을수

록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애

지각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편애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척도에서 온정 친밀감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이며, 갈등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다.

2) 가족기능 측정도구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사전․사

후 가족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와 아동

이 지각하는 가족기능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기능척도는 D. H. Olson(1989)의 가족기능검사

(FACES-III :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를 사용하였으며, FACES-III는 가족 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FACE 척도에 시리즈 중 세 번째 것을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기보고식검사이다. 본 연구에

서 부모에게는 J. Lim(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고, 아동에

게는 아동 수준에 맞게 S. Han(1992)이 수정한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척도의 하위영역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으로 이

루어져 있다.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간의 심리적 유대, 가

족이 밀착되어있는 정도를 측정하며, 가족적응성은 가족의 상

황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정도, 가족 내 외의 상황에서 규칙,

역할 및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본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가족응집성 10문항과 가족적응성 10문항

으로 이루어져있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점수 범위에

따라 적정 수준을 분류하는데, 가족응집성은 분리

(10.00-32.79), 연결(32.80-38.29), 응집(38.30-43.79), 속박

(43.80-50.00)으로 나누어지며, 가족적응성은 경직(10.00-

28.89), 조직적(28.90-33.69), 융통적(33.70-40.89), 혼란

(40.90-50.00)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 가족응집성의 신

뢰도 Cronbach's α 는 .77/.76(부모/아동), 가족적응성의 신

뢰도 Cronbach's α 는 .85/.82(부모/아동)이다.

3.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1)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목표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을 위한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정서․행동장애

아 가족의 건강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가족관계를 개선한다.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은 아동의 장애로 인한 우울감, 불

안감, 분노감,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적 정서를 끊임없이 느

끼고,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는 장애 아동과 생활

하는데 부정적이고 비일관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따라

서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가족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가족기능을 증진시킨다.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은 낮은 응집력과 적응력으로 인해

사회적응이 어렵고, 가족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

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따라서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가족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가족이 사회의 유기체로서 살

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

치료를 통해 가족관계와 가족기능을 향상시킴으로 궁극적

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의 진행

단계

가족모래놀이치료에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하기 위해

회기 내 진행방법을 구조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모래놀이치료는 매 회기 모래만지기, 개인모래상자 꾸

미기, 개인모래상자 바라보기, 개인모래상자 안내하기, 개

인모래상자 이야기나누기, 가족모래마사지, 가족모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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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procedure expectation effectiveness

1

~

16

Touch the sand ⋅Obtains a peace of mind through contact with a sand and begins Sandplay therapy

Make a personal sand tray
⋅By making a inner world in own space, promotes self-expression and understands highly

of one another.

Looking at the personal sand tray
⋅Experience interested in receiving offers from the family.

⋅Verbal explanation is possible without the support and sympathy.

To guide personal sand tray ⋅Through the sand tray, expresses languages about own inner world safely.

Talk about personal sand tray

(Structural Family Therapy)

⋅Psychological energy is strengthened by the sympathy and support.

⋅Extends own inner worl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Family massage in sand tray
⋅Reshape a sense of belonging and attachment through contact between family members.

⋅Prepares you can get in the family world with relaxation of touch.

Make a family sand tray

⋅Have experience respected family when make the family sand tray equally with the

stated in the rules.

⋅It is occurred that feel a sense of belongings or conflict situations when be expressed

to family expression by symbol objects. When occur the conflict situations, be involved

therapeutically.

Looking at the family sand tray

⋅Looking at the sand tray from another angle and feeling the difference with each other .

⋅Looking to the family world expressed in image can be viewed by objectifying in the

family problems.

Talk about family sand tray

(Structural Family Therapy)

⋅Getting to know the difference is to understand the other side by sharing thoughts

with each other.

⋅When appears the conflict in family communication or conflict situation in sand tray,

therapeutically intervene.

Sharing opinion
⋅To know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family , he tells his feelings and thoughts.

⋅Finishing the treatment of each session and roles back to reality.

Table 2. The progress of each session of family sandplay therapy with structural family therapy

Figure 1. progression structure of family sandplay therapy with

structural family therapy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33권 4호 20158

- 40 -

step principal objective

1
Therapeutic systems to form a

family problem diagnosis

⋅Therapist forms a treatment system by joining their families.

⋅Identifies the dysfunctional family structure and diagnoses family problems.

2 Family problems highlighted
⋅By giving salience to family issues, family members look at the family's problems objectively.

⋅Restructures the dysfunctional family structure

3
Functional family structure

established

⋅To function properly and establish the boundaries between the border and sub- system between

family members.

4
Functional family structure

maintenance and termination

⋅Functional family structure is maintained.

⋅The family is properly separated from therapist.

Table 3. structural family therapy techniques on Talk about the sand tray stage

꾸미기, 가족모래상자 바라보기, 가족모래상자 이야기나누

기, 소감나누기의 순서로 진행되며, 구조적 가족치료는 개

인모래상자 이야기나누기 시간과 집단모래상자 이야기나

누기 시간에 실시하였다. 이야기과정에서 실시된 구조적

가족치료는 전 회기에 걸쳐서 치료적 체계 형성 및 가족문

제 진단, 가족문제 부각, 기능적 가족구조 확립, 기능적 가

족구조 유지 및 종결단계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

회기는 가족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즉 회기 내 진행순

서는 가족모래놀이치료 10단계이며, 이 중에서 개인모래상

자 이야기나누기와 가족모래상자 이야기나누기 시간에는

구조적 가족치료를 실시한다. 이 때 구조적 가족치료는 16

회기에 걸쳐 4단계의 흐름을 갖고 진행된다. 구조적 가족

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의 진행구조는 <Figure

1>이며, 회기 내 가족모래놀이치료의 진행과정은 <Table

2>, 구조적 가족치료의 단계는 <Table 3>과 같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8.0 통

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구조

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사전검사 결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 내 각 척도별 사전-사후검사 결과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

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적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보완하고,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역기능적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모래상자

의 변화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가 정

서 행동장애아 가족의 가족관계에 미치는 효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가족관계 사전 동질성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를 위한 사

전검사 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가족관계 동질성 검증

을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4>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가족관계(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사전검사 점

수의 비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질

성이 확인되었다.

2) 치료 실시 후 가족관계 변화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실시 전과

후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가족관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였다.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부관계 사전-사후 변화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사전-사후

실험집단의 부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다(Z=-2.82, p<.01).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평등

성/가치관 영역(Z=-2.84, p<.01)과 의사소통/친밀성 영역

(Z=-2.70,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실험집단 부

부관계가 개선되었다. 반면, 통제집단의 부부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부부관계에 변화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실시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모-자녀관계 사전-사후변화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사전-사후

실험집단의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Z=-2.81, p<.01). 하위영역을 살펴보

면, 심리내적 측면(Z=-2.52, p<.05), 관계 측면(Z=-2.20,

p<.05), 의사소통 측면(Z=-2.39,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실험집단의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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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ubscales group N Average Rank Rank Sum
Mann-

Whitney U
Z p

Husband-Wife

Relationship

equality / value
experimental 10 12.40 124.00

31.00 -1.45 .147
control 10 8.60 86.00

communication

/compatibility

experimental 10 12.10 121.00
34.00 -1.22 .224

control 10 8.90 89.00

husband-wife

relationship

experimental 10 11.70 117.00
38.00 -.91 .364

control 10 9.30 93.00

Parent-

Child

Relationship

(Parents)

internal feeling
experimental 10 10.85 108.50

46.50 -.27 .790
control 10 10.15 101.50

relationship
experimental 10 11.25 112.50

42.50 -.57 .570
control 10 9.75 97.50

communication
experimental 10 11.15 111.50

43.50 -.49 .621
control 10 9.85 98.50

parent-child

relationship

experimental 10 11.45 114.50
40.50 -.72 .472

control 10 9.55 95.50

Father-

Child

Relationship

(Child)

intimate
experimental 10 10.70 107.00

48.00 -.15 .879
control 10 10.30 103.00

devotion
experimental 10 10.55 105.50

49.50 -.04 .969
control 10 10.45 104.50

respect
experimental 10 12.00 120.00

35.00 -1.17 .243
control 10 9.00 90.00

strict
experimental 10 9.45 94.50

39.50 -.81 .416
control 10 11.55 115.50

Mother-

Child

Relationship

(Child)

intimate
experimental 10 10.75 107.50

47.50 -.19 .849
control 10 10.25 102.50

devotion
experimental 10 11.80 118.00

37.00 -1.00 .319
control 10 9.20 92.00

respect
experimental 10 11.35 113.50

41.50 -.65 .515
control 10 9.65 96.50

strict
experimental 10 10.95 109.50

45.50 -.34 .731
control 10 10.05 100.50

Sibling

Relationship

intimate
experimental 10 12.50 125.00

30.00 -1.52 .129
control 10 8.50 85.00

conflict
experimental 10 11.10 111.00

44.00 -.46 .646
control 10 9.90 99.00

Table 4. Family relationship between Pre-experiment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 subscales group N
time1 time2

Z p
median range† median range†

Husband-

Wife

Relationship

equality / value
experimental 10 34.00 30.25-35.25 35.50 31.25-38.50 -2.84** .004

control 10 31.50 26.75-32.25 31.50 24.00-32.25 -.60 .546

communication

/compatibility

experimental 10 34.00 30.75-36.25 36.00 35.00-38.00 -2.70** .007

control 10 30.50 27.50-35.75 31.50 28.00-34.25 -.91 .364

husband-wife

relationship

experimental 10 66.50 60.50-72.50 72.50 67.00-75.75 -2.82** .005

control 10 59.50 55.50-68.00 61.50 56.00-64.25 -.30 .763

**p<.01

†interquartile range (25th%-75th%)

Table 5. Husband-wife Relationship Compared Pre-and Post

선되었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사전-사후 차이를 살펴보

면,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친

밀(Z=-2.39, p<.05), 헌신(Z=-2.69, p<.01), 존경(Z=-1.98,

p<.05)부분에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엄격(Z=-2.11,

p<.05)부분에서는 유의하게 낮아져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

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통제집단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집단의 어머니와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33권 4호 201510

- 42 -

variable subscales group N
time1 time2

Z p
median range† median range†

Parent-

Child

Relationship

(Parents)

internal feeling
experimental 10 30.50 25.00-32.25 35.00 34.00-35.50 -2.52* .012

control 10 30.00 27.00-31.25 28.50 25.00-31.25 -.79 .429

relationship
experimental 10 36.50 30.25-42.00 40.00 35.75-43.00 -2.20* .028

control 10 31.50 28.00-41.50 29.50 25.50-38.25 -1.03 .305

communication
experimental 10 29.50 25.25-33.25 33.00 31.75-34.00 -2.39* .017

control 10 27.00 24.50-32.00 29.00 25.75-33.25 -1.47 .142

husband-wife

relationship

experimental 10 96.00 85.75-103.25 105.50 101.50-110.50 -2.81** .005

control 10 89.00 84.75-101.00 87.00 83.00-98.00 -.140 .889

Father-

Child

Relationship

(Child)

intimate
experimental 10 23.00 21.50-26.00 27.00 25.25-28.00 -2.39* .017

control 10 23.00 21.00-25.50 22.00 21.00-25.00 -.81 .417

devotion
experimental 10 20.50 18.75-23.00 24.00 23.00-24.25 -2.69** .007

control 10 19.50 18.75-24.00 22.00 19.00-23.25 -.26 .796

respect
experimental 10 14.50 13.50-15.25 16.00 14.00-17.00 -1.98* .047

control 10 14.00 12.00-15.00 13.00 11.00-14.25 -1.90 .058

strict
experimental 10 12.00 10.75-13.00 10.50 8.75-12.25 -2.11* .035

control 10 12.50 11.50-14.00 12.00 11.00-13.00 -.72 .470

Mother-

Child

Relationship

(Child)

intimate
experimental 10 23.50 20.00-26.50 27.00 25.00-28.00 -2.54* .011

control 10 22.50 21.00-25.25 23.50 21.75-25.00 .00 1.000

devotion
experimental 10 23.00 21.00-24.00 24.00 23.75-25.00 -2.72** .007

control 10 22.00 20.00-23.25 20.50 18.00-22.50 -1.49 .136

respect
experimental 10 14.00 12.75-16.00 15.00 12.00-17.00 -1.51 .132

control 10 13.50 10.75-15.75 13.00 11.00-14.25 -.30 .763

strict
experimental 10 11.50 9.75-13.25 9.50 8.00-11.00 -2.32* .020

control 10 10.50 9.50-14.00 11.00 9.00-14.00 -1.00 .317

*p<.05

†interquartile range (25
th

%-75
th

%)

Table 6. Parent-Child Relationship Compared Pre-and Post

관계 하위영역에서는 친밀(Z=-2.54, p<.05), 헌신(Z=-2.72,

p<.05)에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엄격(Z=-2.32, p<.05)에

서는 유의하게 낮아져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존경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집단에서는 어머니와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형제관계 사전-사후 변화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사전-사후

실험집단의 형제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정․친밀감(Z=-2.37, p<.05), 갈등

(Z=-2.55,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통제

집단의 형제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형

제관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2.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가 정

서․행동장애아 가족의 가족기능에 미치는 효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가족기능 사전 동질성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를 위한 사

전검사 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가족기능 동질성 검증

을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 아동의 가족기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아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Table 8>.

2) 치료 실시 후 가족기능 변화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실시 전과

후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가족기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였다.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실시 후

실험집단의 가족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Table 9>. 실험집단 부모의 가족응집성(Z=-2.25, p<.05)

과 가족적응성(Z=-2.72,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나, 통제집단의 가족기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실험집단 아동의 가족응집성(Z=-2.67, p<.01)

과 가족적응성(Z=-2.56,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나, 통제집단의 가족기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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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target group N Average Rank Rank Sum
Mann-

Whitney U
Z p

Family

cohesion

Parents
experimental 10 10.45 104.50

49.50 -.04 .969
control 10 10.55 105.50

Child
experimental 10 11.30 113.00

42.00 -.61 .541
control 10 9.70 97.00

Family

adaptability

Parents
experimental 10 11.30 113.00

42.00 -.62 .538
control 10 9.70 97.00

Child
experimental 10 10.75 107.50

47.50 -.19 .848
control 10 10.25 102.50

Table 8.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between Pre-experiment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 subscales group N
time1 time2

Z p
median range† median range†

Sibling

Relationship

intimate
experimental 10 80.50 72.75-85.00 85.00 80.75-87.25 -2.37* .018

control 10 75.00 63.50-79.50 72.00 63.75-77.75 -.96 .337

conflict
experimental 10 49.00 45.00-51.25 38.00 36.50-42.25 -2.55* .011

control 10 48.00 44.00-52.00 44.00 42.00-50.00 -.93 .352

*p<.05, **p<.01

†interquartile range (25th%-75th%)

Table 7. Sibling Relationship Compared Pre-and Post

subscales target group N
time1 time2

Z p
median range† median range†

Family

cohesion

Parents
experimental 10 30.50 28.00-34.25 34.50 32.00-36.00 -2.25* .024

control 10 31.00 28.00-34.00 30.00 29.00-33.50 -.07 .942

Child
experimental 10 33.00 32.00-36.00 38.50 37.75-39.25 -2.67** .008

control 10 33.00 30.75-35.00 32.50 31.00-34.25 -.91 .366

Family

adaptability

Parents
experimental 10 31.00 29.75-32.00 33.50 31.50-35.00 -2.72** .007

control 10 31.00 28.00-32.00 30.00 28.75-32.00 -.26 .796

Child
experimental 10 31.00 28.75-35.00 35.50 34.00-38.50 -2.56* .011

control 10 31.50 28.75-32.25 32.00 29.75-32.25 -.12 .905

*p<.05, **p<.01

†interquartile range (25th%-75th%)

Table 9.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Compared Pre-and Post

3.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변화

1) A가족의 가족구조변화 및 가족모래상자 변화

A가족은 치료 초기에 가족의 문제가 어머니로부터 비

롯된다고 여겼으며, 어머니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가족문제 부각시키기 단계부터 시작하여 기

능적 가족구조 확립 단계까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가족의

잘못된 구조를 깨뜨리는 작업과 부부하위체계를 강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자녀들은 역기능적인 가족구조 속에서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부에게 불안과 양가감정을 느끼

고 있었으며, 양육방식이 다른 부모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부모의 일관된 양육방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부부관

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치료 중반 이

후부터 역기능적인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부부하위체계, 부모하위체계, 부모-자녀하위체계가 안정적

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를 무시하던 자녀들

은 어머니와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자녀들에 교육

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많이 나던 부분에서도 아버지가

모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와 모가 적절히

양육역할을 나누어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A가족의 가족모래놀이상자에서도 가족의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치료 초기 가족모래상자에서는 어머니 자

리 앞에는 소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

가 뱀을 가져오자 첫째는 “저건 엄마에요. 엄마는 말을

독사처럼 하거든요.”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집 구조물을 가

져와 그 뱀 위에 올려서 막는 모습을 보였다. 심리적 안

정감과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는 집 소품 밑에 독사와 공

룡과 같이 공격적인 소품이 놓여 불안정한 가족의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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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었다. 치료 중반 아버지가 어머니 앞에 마을의 경

계선, 수호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

장군을 놓아 어머니를 가족상자로 초대하였다. 그밖에도

A가족은 치료가 진행될수록 서로 조화로운 상자를 꾸미

기 시작하였으며, 서로의 소품을 보고 조화로운 소품으로

상자를 꾸몄다. 치료 후반에는 가족이 함께 공연을 보거

나 여행을 떠나는 주제를 표현하여 가족의 소속감이 증가

하고, 안정적인 상자가 등장했다.

2) B가족의 가족구조변화 및 가족모래상자 변화

B가족은 어머니의 부부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들에게 강압적인 양육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으며, 아버지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 방

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에

게 함부로 이야기하였고, 형제도 서로에 대한 피해의식으

로 자주 싸우는 모습이었다. 치료과정에서 아버지로 하여

금 가족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게 구조화하고, 어머니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교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형

제하위체계를 강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부하

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할 수 있

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치료 후반 가능적 가족구조를 유

지하기 위해 가족규칙을 정하였다. 구조적 가족치료 종결

회기에 가족소감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아버지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애 엄마가 힘든 것을 보지 않았구

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라고 하였으며, 어

머니는 “나도 잘하려고요. 애들한테 소리도 안 지르고 이

사람한테도 더 잘해야죠.”라고 이야기하였다. 첫째는 “엄

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진 게 좋아요.”라고 하였다.

가족모래상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B가족의 아버지는 초

기 상자를 꾸미는 차례가 돌아왔음에도 1∼2개의 소품만

가져다 놓고, 다른 가족의 차례에는 등을 돌리고 멍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가족구성원 또한 서로를

공격하는 소품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는 첫째

가 놓은 소품을 보며 무서운 동물을 가져와 공격하듯이 놓

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첫째도 자신이 공격할

수 있는 소품을 가지고 와서 대응하였다. 형제의 싸움은

모든 가족구성원이 공룡과 공사차량 등을 가져와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치료가 진행되어가

며 아버지는 아동들을 향해 조금씩 돌아앉는 모습을 보였

으며, 첫째와 장난을 치는 등의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 시

작했다. 치료 후기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집을 꾸

미고 상자에 양육과 에너지를 나타내는 음식이 등장함으로

가족의 응집력과 소속감이 높아진 것이 나타났다.

3) C가족의 가족구조변화 및 가족모래상자 변화

C가족은 아버지가 강압적이고 다혈질적인 태도로 다른

가족들을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어머니는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여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돌보지 않고 있었
다. 이에 치료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과 상호

작용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서 아버지는 “화가 나는 내 감정을 못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OO이한테 미안하네요.”라고 했으며 직접 첫째의

감정을 읽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 또한 “내가

가만히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 그게 제일 와 닿았어

요.”라고 하여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는 패턴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도 C가족의 아버지는 엄격하고 갑자

기 소리를 지르는 모습으로 인해 자녀들이 눈치를 많이

보고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버지는 치

료과정에서 둘째의 문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

였다. 이후 치료 후반에는 둘째가 아버지에게 장난도 치

고 가까이 가서 앉는 등 부-자 관계가 경직된 상태에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C가족의 가족모래상자 변화를 살펴보면, C가족은 가족

모래놀이치료 초기 각자 다른 주제로 자신의 앞에만 소품

을 놓아 각 가족구성원이 사용하는 공간이 한정적이었으

며, 중반에는 모래상자의 다른 공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특정한 공간만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

는 초중반부터 가족의 각자의 공간을 연결하여 상자를 소

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반 이후부터 가족이 다함께

전체 공간을 활용하여 상자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

작했다. 아버지는 가족구성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했

으며, 가족모래놀이치료 후반부에는 가족모래상자에 중심

부분을 활용하여 상자의 공간적 구조를 세우는 역할을 했

다. 모래상자의 공간적 해석에서 상자의 중앙은 자아의

영역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가 가족의 자아

를 세우고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4) D가족의 가족구조변화 및 가족모래상자 변화

D가족의 아버지는 직설적이고 자녀들의 마음을 고려하

지 않고 이야기하는 성향이 있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성향

으로 인해 아버지는 첫째에게 공부에 대한 잔소리를 자주

하고 첫째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치료

가 진행되며 첫째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과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첫째의 감정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D가족의 아버지와 둘째는 갈등관계로 아

버지는 ADHD인 둘째의 문제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평소 둘째의 말이나 의견

에 잘 대답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핀잔을 주는 양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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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이에 치료과정에서 둘째의 증상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균형을 깨뜨

리는 기법을 사용하여 아버지가 둘째에게 가지고 있는 신

념에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D

가족의 아버지는 둘째의 문제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둘째의 의견을 수용하고 소통하려

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D가족의 첫째는 가족의 눈

치를 많이 보았는데, 특히 어머니의 기분을 살피고 가족들

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맥락에서 벗어난 유머를 사용

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냉랭한 반응이었으며 첫째는 위

축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 연

구자는 첫째의 기분과 감정에 대해 추적하고, 행동의 원인

을 찾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치료 후반부에는 집에

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치료

장면에서도 가족의 분위기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D가족의 모래상자 변화를 살펴보면, 치료 초기 아버지

는 본인이 가져온 소품에 대해서만 소개하는 모습을 보이

는 등 자녀들의 표현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무시

하는 모습을 보였다. 치료 중반부터 상자에 가족이 등장

하며 가족으로서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서로를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밖에도 D가족의 아버지와 첫째는 어머

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으며, 어머니도 가족에

게 높은 의존도를 보였는데, 치료 후반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가족을 이끌고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등장

하여 가족 내에서 어머니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끌어가는 입장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의 역할이 변화된 것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E가족의 가족구조변화 및 가족모래상자 변화

E가족의 부는 자녀들에게 화를 잘 내고 잔소리가 많아

가족에게서 소외당하고 있었으며, 섭식장애인 첫째로 인

해 불안정한 가정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는 가

족의 분위기가 안 좋아 질까봐 눈치를 보고 학년에 맞지

않게 애기처럼 이야기하며 가족 분위기를 중재하는 역할

을 하고 있었다. 모든 가족이 첫째가 밥을 잘 먹으면 가

족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겼으며, 첫째는 먹지도 못하고

부모님을 힘들게 한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반복되

는 갈등 속에 아버지는 화만 내는 아버지가 되어있었으

며, 첫째가 가장 우위에서 가족의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

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족의 문제가 첫째

한테서 비롯된다는 신념에 도전하고, 가족의 문제를 객관

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족은 섭식장

애가 있는 첫째의 문제에 대해 가족의 문제와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함께 해결해야 하

는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양육태도에 변

화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

한 노력을 보였다. E가족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맞춰주지

않는 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에 상처받고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을 포기

했는데, 아버지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부부 하위체계 강

화작업을 통해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E가족의 가족모래상자 변화를 살펴보면, E가족은 가족

모래놀이치료 초기 각자 자신이 가지고 온 소품에 맞추어

서 가지고 와주길 바랬으며, 다른 가족들이 맞춰주지 않을

때 한숨을 쉬거나 다른 곳을 보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그밖에도 치료 초기에 아버지가 호랑이를 가지고 오

자 둘째가 작은 목소리로 “아빠가 아빠를 가져왔네...” 라

고 이야기하며 사나운 육식동물인 호랑이에 아버지를 투사

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는 경찰을 가져와 호랑이 앞에

놓음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자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다. 치료 초중반에 첫째가 다른 가

족구성원의 소품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소품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으며, 치료 중반 아버지가 호랑이와 코끼리, 고

릴라 등의 동물을 가져오자 어머니가 공간을 분리하고 공

간의 안정감을 나타내는 울타리를 가져와 세움으로써 동물

과 사람을 구분하고 소품을 조화롭게 만들었다. 치료 후반

에는 가족모래상자에 나타난 대부분의 소품이 조화를 이루

는 상자가 나타났으며, 가족은 마지막 회기에 등장한 호랑

이를 인디언 가족과 한 팀이 되어서 역경을 이겨냈다고 이

야기하며 사납고 무서운 아버지의 존재가 가족에게 동화되

어 위기를 이겨낸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

계에서 소외당하고 있던 아버지가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

여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

해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

여 그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조적 가족치료

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건강성 변화를 측정하고, 변화

과정에 대해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행동장

애아 가족의 건강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관계(부부

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와 가족기능을 측정하였다.

이후 가족구조 변화와 가족모래상자의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 및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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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는

가족의 가족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다. 부부관계를 살펴보

면,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부부관계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를

통해 부부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서로의 역할이 분명해지

고, 부부 간의 분위기가 밝아졌으며, 비슷한 가치관을 가

지고 애정적인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래놀

이치료를 통해 부부의 조망수용능력이 향상된다는 S.

Oh(2009)의 연구결과와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부부관계치

료에 구조적 가족치료가 효과적이었다는 E. Park(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변화는 부모로

서의 역할을 찾고, 부모가 자녀에게 일치된 양육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으로 확대됨으로써 부모하위

체계가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부하위체

계가 가족 하위체계의 핵심이고, 부부하위체계가 바로 설

때 다른 하위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G.

Choi(198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녀

관계 변화가 향상되었으며,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부모

가 지각한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면,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를 통해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

서 자녀를 보다 편안하게 느끼고, 자녀와의 대화에서 갈

등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

계 변화를 살펴보면, 아동은 아버지를 친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증가되었으며, 어머니에 대해서도 친밀

하게 느끼고 헌신적인 어머니로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부모

와 의사소통이 개선되고 애착안정성이 향상된다는 M.

Kim(2006)과 A. Oh, S. You and B. Park(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부모-자녀 모래놀이를 통해 의사소통이

개선된다는 J. Lee(2007), Y. Jung and C. Yoon(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형제관계를 살펴보면, 정서․행동장애아의 형제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아동들은 형제관계에서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실시 전보다 서로를

친밀하게 느끼고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형제관계가 개선

되었다는 T. Kwon(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집단으

로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할 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향상된다는 연구결과(J. Park & B. Park, 2012)를

지지한다. 또한 형제에게 함께 치료를 실시했을 때 아동

의 감정 및 의사표현능력이 향상된다는 Y. Song & E.

Jung(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이처럼 구조적 가족

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는 정서․행동장애아 가

족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를 친밀하고 협조

적인 관계가 되게 하였으며, 가족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이 가족 내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

게 하였다.

둘째,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는

가족기능 증진에 효과가 있다. 정서․행동장애아 가족 부

모와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향상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부적응 아동에게 가족모래놀이

를 실시 후 가족 간의 의사소통, 유대감이 증진되었다는

연구결과(S. Lee, 2012)와 모래놀이치료를 집단으로 실시

할 때 구성원 사이의 소속감을 증가된다는 M. Lee(2009)

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구조적 가족치료 기법으로

개입할 때 가족이 서로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하고 긍정적

인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가족체계가 형성되어간다는

S. Minuchin and H. C. Fishman(1981)의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

이치료는 가족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족 내에서의 문제

를 해결하는 능력을 높이고, 가족이 사회와 관계 맺는 부

분을 기능적으로 변화시켰다.

셋째,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회

기가 진행될수록 가족구조 및 가족모래상자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회기가 진

행될수록 역기능적인 가족구조가 기능적 가족구조로 재구

조화되었다. 참여 가족은 모두 역기능적 가족구조를 가지

고 있었으며, 각 하위체계의 경계선이 경직된 경우가 많

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하위체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부하위체계를 강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시작하였으며(H.

Seo, H. Kang, M. Lee, & H. Ko, 2012), 부부하위체계

를 강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부모하위체계와 자녀하위체계

간에 적절한 경계선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부

부하위체계의 강화와 부모-자녀 간 경계선 설정을 통해

소외당하는 가족구성원이 가족으로 수용되는 모습을 보였

으며, 형제하위체계 강화 작업을 통해 형제 간 갈등이 감

소되고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정서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치료를 실

시했을 때 가족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방식이 긍정적으

로 변화한다는 T. Park and S. Cho(2006)와 A. Lim

and T. Park(2015), N. Roh and Y. Han(2014)의 연구결

과와 일치된다.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회기가 진

행될수록 가족모래상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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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족들은 초기에 가족 갈등을 표현하는 상자를 주로

꾸몄으며, 회기가 진행될수록 가족구성원이 등장하여 화

해하고, 가족이 하나의 체계로서 화목해지는 주제가 나타

났다. 이는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

과정에 나타난 갈등에서 화목으로 변화되는 가족모래상자

가 각 가족구성원의 자아가 성장하고, 가족 안에서 소속

감을 느끼며 가족관계가 개선된 결과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밖에도 이러한 가족모래상자의 변화는 집단모래놀이치

료 연구에서 집단의 상자가 갈등관계를 거쳐 통합으로 나

아간다는 S. You(2010), J. Park(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가족모래상자의 또 다른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분리된 공간이 치료가 진행되면서 점차 통합되는 변화를

보였다. 치료 초기에 공간을 구분하여 가족 간의 거리감

을 표현하거나 가족 중 소외되는 사람 앞에는 소품을 놓

지 않는 것으로 공간적 분리가 나타나던 상자가 치료가

진행되어 갈수록 가족구성원 간의 공간이 가까워지고, 소

외당했던 가족을 가족모래상자로 초대되는 모습이 나타났

다. 모래상자에서 공간 사용은 정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S. C. Albert, 2015; A. T. Babara,

2009), 가족모래상자에서 표현된 공간적 구분은 가족구성

원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과 가족 내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

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소품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족

은 치료초기에 부정적이고, 상처와 관련된 소품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후 치료가 진행되어갈수록 가족은 치유주

제의 소품과 내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소품을 가져오며

소품 종류에 대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소품의 변화는

모래놀이치료가 진행되어가면서 모래상자에 표현되는 소

품의 주제가 상처에서 치유로 변화된다는 R. R. Mitchell

and H. S. Friedman(2009)의 주장과 소품을 통해 말로하

기 어려운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는 E. J. Green and M.

E. Connolly(2009)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가족모래놀이치료에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

하여 진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모래놀이치료에서

다른 치료적 접근을 통합하여 실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며, 다른 기법의 활용을 통한 통합적 연구가 필요한 시

점이었다. 본 연구는 가족모래놀이치료와 구조적 가족치

료를 결합하여 가족모래놀이치료의 연구에 기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와 형제를 포함하여 전체 가족구성

원에게 개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서․행동장애는

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가족으로 인해 정서․행동

장애가 유발되기도 하고, 정서․행동장애로 인해 가족의

건강성이 위협받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정

서․행동장애아가 보이는 증상에만 초점이 맞춰진 연구가

다수이며,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도 가족구성원 일

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아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

장애아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치료

적으로 개입하여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개입 영역을 확

대하였다. 반면 정서․행동장애아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치료적 효과만 검증하여 정서․행동장애아가 가지고 있는

정서․행동적 문제의 변화는 측정하지 않았던 것은 본 연

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가족

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조적 가족치료를 활용한

가족모래놀이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의 문제를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있는지도 추후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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