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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해행동을 한 초등학생들에게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우울, 불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천안시에 소재한 A, B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
인 8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은 주 1회, 40분씩 총 10회로 실시하였다.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울척도(CDI), 상태불안척도(SAIC), 특성불안척
도(TAIC)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wilcoxons

signed-ranks test를 실시했다.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은 내담자의 불안과 심리적인 긴장감을 해소
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사전검사에 비해 종합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자해행동을 한 초등학생들에게 우울, 불안을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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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및 자살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에 영향을

같은 소셜 네트워크(SNS)에 자해 사진 또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고 청소년의 자해행동

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 이른바 ‘자해 인증

은 부정적이고 격렬한 감정들을 해소시키는

샷’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데

있다(이수정, 2019). 청소년의 자해 행동은

2016). 특히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 중 약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과의 관련성

72%에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나

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내에서 사

자해와 우울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그 심각성에 비

을 알 수 있다(예덕해, 2012).

해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백선혜,
2019).

대처기제로

작용하게

된다(정구경,

자해행동을 한 청소년들에게 상담치료에 대
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자

자해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언어적 표현에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자해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억압된 감정을 해소

는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지만

하고 치료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매체가 필요

의도적이고 지속적이며 무모하게 스스로에게

하다. 최근에는 놀이치료, 게임놀이치료, 미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Zila

술치료, 모래놀이치료와 같이 비언어적 상담

&

기법을 활용한 치료적 접근이 활발하게 제시

Kiselica,

2001).

비자살적

자해

(Non-Suicidal Self-Injury: NSSI)는 자
살의 의도 없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신체

되고 있다(김진안, 2015).
그 중 모래놀이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

를 손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Klonsky &

한

Muehlenkamp,2007; Nock, 2009; Van &

Friedman, 1994)으로, 특히 아동들 및 청

Kalnins, 2011).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소년들과

편람 5판(DSM-5)에서는 ‘추가 연구가 필

(Bratton and Ferebee, 1999). 모래놀이는

요한 진단적 상태’ 중 하나로 비자살적 자

아이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상징을 통해 그들

해를

있는데(American

의 이야기를 표출하도록 한다(Geldard &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비

Geldard, 2002). 그리고 문제행동을 호소하

자살적 자해의 진단을 위해서는 자살 의도가

는 청소년과 심리 사회적으로 발달 단계에

없는 자해 행동이 문신이나 피어싱과 같이

있는 아동에게 개별상담보다는 집단상담이

사회적으로 제재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야

적합하다고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소연, 2021).

O’Brien(2004)은 학교 환경에서의 모래놀

제시하고

연령대에

유익한

작업하기에

상담(Mitchell

특별히

하였고(Wang,

&

유용하다

2007),

청소년이 자해 행동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이 집단상담이 우울하고, 심한 품행장애를

끼치는 요인들은 우울, 성격장애, 대인관계

보이거나 학급에서 행동에 문제가 있어 학습

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 등이

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도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해 행동과 유의한 관련

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백선혜,
201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모래놀이가 우울, 불
안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자해

박혜영

등(2020)은 A, B, C 중학교에 재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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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 대인관계, 정서문제, 학교적응에 어

<가설 1>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자해

려움을 겪고 있는 48명의 학생을 연구대상

행동

초등학생의

으로 선정하여 대인관계 증진 집단모래놀이

감소시킬 것이다.

우울수준을

프로그램을 진행 후 우울과 불안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채영미(2013)
의 연구에 의하면 6개의 지역아동센터와 3

<가설 2>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자해

개 초등학교 재학 중인 10세~13세의 조손

행동

초등학생의

가정 아동 30명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추

감소시킬 것이다.

불안수준을

천받아 모래놀이 상담을 진행했을 때 아동의
불안 감소에 영향이 있었다고 하였고 또 지

방 법

역이 다른 4군데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저
소득층 대상의 아동 중 알코올 중독자 아버
지를 둔 10~13세 아동에게 모래놀이를

실

시 한 결과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에서 불안

연구 대상 및 절차

감소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유수연,
2013). 신지환(2015)은 중 1, 2, 3학년의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A, B 초등학교에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중독척도와

다니고 있는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우울, 불안척도를 실시 후 스마트폰중독척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점수가 41점 이상인 학생 중 우울점수는 16

을 위하여 A초등학교의 5학급, B초등학교의

점 이상 불안점수는 22점 이상인 학생을 대

3학급에 자해기능평가지로 설문조사를 실시

상으로 실험집단 16명 통제집단 16명을 선

하여 설문지 응답에 1가지 이상 체크 한 학

정하여 모래놀이 집단상담을 실시 후 통제집

생을 선별하였다. 설문 조사하여 선별 된 학

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우울 및 불안에 있어

생 중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한 9명의 학

모래놀이 집단상담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

생이 집단상담에 참여하였는데 잦은 결석과

다.

사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명의 학생은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에 대
한 모래놀이 상담이 많이 있으나 자해행동

선정

통계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초등학생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에
N(%)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나이

집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모래놀이 집단상
실험

담이 자해행동 초등학생에게 우울, 불안에

집단

남

여

평균

3(37.5)

5(62.5)

11.875

표준
편차
0.35

범위

11~12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대해 알아보고자 한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은 2020년 9월부터

다.

본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1월까지 12주 동안

총 10회기 실시하였

다.

각 회기별 40분으로

운영은 주 1회,

구성되었고, 2~3명을 한 그룹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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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 그룹이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시간

4

에 진행하였다. 한 그룹이 3명으로 각자의

5

상자를 꾸몄고 상자에 대한 감상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1개의 집

6

단에 1인의 상담자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

7

영되었고 모래놀이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 2

8

급 자격을 소지한 2명의 학교 Wee클래스
전문상담인력이 각 학교에서 집단을 운영하

9

였다.

10

사전 평가,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

10회기, 사후 평가로 총 12회기로 구성되었
다.

갈등, 투쟁
관계
살피기
자기
이해와
수용
새로운
탄생

투쟁이나 갈등 등 부정적인 정서를 느껴보고
표현 해 보기
역경과 고난, 어려움에 맞서 싸우는 영웅을을
상상하며 표현해 보기
가족을 생각해 보고 떠오르는 감정을 자유로
이 모래 상자에 표현 해 보기
학교와 친구를 생각 해 보고 떠오르는 감정
들을 모래상자에 표현해 보기
과거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 미래의
나의 모습, 부정적인 나의 모습, 긍정적인 나
의 모습 등 나의 여러 모습을 모래상자에 표
현 해 보기
지금까지 꾸몄던 나의 작품들을 생각해 보고
내 마음의 보물과 중심을 표현 해 보기
미래의 나, 새롭게 태어날 나를 상상하며 성
숙하고 성장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표현 해
보기

표 4.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과정

진행

연구설계 및 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에서는 자해행동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우울,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단일집
단사전사후검사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구성하였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설계
하위요인

사전

실험처치

사후

실험집단

O₁

X

O₂

내용
시간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에 대한 설명(1회기만 )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시 약속(중간 회기 마다)
- 친구의 작품 만지거나 방해하지 않기
도입 - 친구의 작품 설명시 적극적으로 듣기
5분
- 긍정적인 말로 지지해주기
눈을 감고 모래를 만지며 감정과 접촉
- 오늘의 주제 떠올리기
소품장 탐색하기
활동 자유로이 자신의 모래상자 꾸미기
15분
- 상담자는 집단원의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
 각자 자신의 상자 소개하기
- 학생들은 친구의 상자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
상담자는 학생의 상자 설명을 듣고 간단한 질 20분
나눔 -문과
메모 기록
학생이 퇴장 한 후 상담자가 사진촬영과 상담기
록지 작성
측정도구

프로그램 구성은 곽현정(2017)의 학교모래
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자해행동 초등학
생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자해기능평가지(The Functional Assessment

프로그램 내용은 표 3과 같고 회기별 진행

of

과정은 표 4와 같다.

(1997)가 개발한 것을 권혁진(2014)이 번

표 3.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

회기

흐름

1

접촉
탐색1
(자기
감정의
접촉과
표현)

2
3

프로그램의 내용
자유롭게 떠오르는 감정을 표현 해 보기
행복, 기쁨, 슬픔, 아픔 등 감정들을 느껴보고
상자에 표현 해 보기
자신이 겪었던 상황이나 사건을 떠올리며 그
때 느꼈던 감정을 표현 해 보기

Self-Mulilation:

FASM).

Lloyd

등

안하고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FASM
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자해
의 방법 및 빈도를 측정하는 11문항과 자해
와 관련된 치료 여부를 물어보는 문항만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1년 동안 경험한 자해
에 대해서 평가하며 7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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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우울(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계학적 분석을 위해 기술 통계를 실시했다.

CDI). Kovacs, M. (1983)의 CDI를 사용하

둘째,

였는데

우울척도(BDI)를

Cronbach´s α 값을 산출했다. 셋째, 프로

8-13세 연령의 소아에 맞도록 변형해 총

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모집단이 적은

27개 문항이며 지난 2주간 자신의 기분상태

관계로

를 평가하도록 반영하였고 이를 조수철, 이

signed-ranks test를 실시했다.

이는

Beck의

각

척도의

신뢰도

비모수검증인

분석을

위해

wilcoxons

영식(1990)이 번안하였다. 총점수 0~54점

결 과

이며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a)는 .782로 측정
되었다.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자해행동 초등학
생의 우울,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s signed-ranks test를 실

Inventory

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우울에 대한 사

for Children : SAIC). Spielberger(1972)

전검사는 임상적으로 22점 이상일 경우 약

의 성인용 상태불안 척도를 조수철, 최진숙

간 우울로 보고 있지만 초등학생 평균점수

(1989)이 번역 후 소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14.72점인 점수에 비하면 연구대상인 학생

형태로 변형 시킨 것으로 총 20문항, 3점

들은 18.86으로 보통의 학생들보다 높은 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상태불안에 대한 사전

신뢰도(Cronbach's a)는 .699로 측정되었

검사는 임상적으로 41점 이상일 경우 약간

다.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초등학생 평균점

소아상태불안(State

Anxiety

수 33.27점인 점수에 비교한다면 연구대상
학생들은 39점으로 평균에 비해 높게 측정
소아특성불안(Trait

Anxiety

Inventory

되었고 특성불안에 대한 사전검사는 임상적

for Children : TAIC). Spielberger(1972)

으로 39점 이상일 경우 약간 높은 수준으로

의 성인용 특성불안 척도를 조수철, 최진숙

판단하고 있은데 40.88로 측정되었다.

(1989)이 번역 후 소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울, 불안을 분석한 결과 우울(CDI)은 사

형태로 변형 시킨 것으로 총 20문항, 3점

전평균점수 18.88에서 사후평균점수 5.50로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Z = -2.521, p = .018) 유의한 차이를

신뢰도(Cronbach's a)는 .754로 측정되었

보였다.

다.

37.63에서

상태불안(SAIC)은 사전평균점수
사후평균점수

26.00로

(Z =

-2.371, p = .018)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료분석

특성불안(TAIC)은 사전평균점수 40.88에서
사후평균점수 29.25로 (Z = -2.524, p =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

.012)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첫째, 인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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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표 5. 우울, 불안 사전-사후 결과
구분

평균

(N=8)
우울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사전

표준편차

Z

p

-2.521

.012

본 연구에서는 자해행동을 한 초등학생들에

18.88

6.770

사후

5.50

4.721

사전
사후

37.63
26.00

9.410
4.209

-2.371

.018

불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

사전
사후

40.88
29.25

4.324
5.230

-2.524

.012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게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우울,

첫째,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자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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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 사전-사후의 효과

초등학생의 우울수준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Cohen's d값(평균

타났다. 검사결과 사전평균점수 18.88에서

차이를 공통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을 산출

사후평균점수 5.5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하였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상당히 높은 크기의 효과를 보였는
데

표 6.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 효과크기

이는 모래상자놀이를 통하여 자기를 탐

색하고 긍정적 모래상자놀이 상황에서 억눌

구분(N=8)

Cohen's d

려 있던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 우울

우울

2.225

이 감소된 모습을 보였다(곽현정, 2015).

상태불안

1.424

그리고 우울수준이 감소 한 모래상자프로그

특성불안

2.402

램의 효과성을 밝힌 연구(장재우, 2010; 김
인옥, 2011; 이효정, 2013; 추강숙, 2014)

분석결과 우울척도에서는 (d=2.225)로 상
당히 높은 효과의 크기를 보였고 상태불안척
도에서는 (d=1.424)로 매우 큰 효과의 크
기를

보였으며

특성불안척도에서는

(d=2.402)로 우울척도와 마찬가지로 상당
히 높은 효과의 크기를 보였다.

의 결과와도 일치하였고 인지적 접근을 통해
여중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고자 한 모래상자
프로그램 연구결과(김인옥, 2011)와도 유사
하다. 또한 모래상자에 상징을 활용하여 자
신의 생각과 감정, 걱정 등 자기 표현이 증
가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관찰된 변화과정으
로는 1~2회기 때는 처음 만난 집단원들 간
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
려하지 않고 소극적,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
지만 회기가 진행되면서 집단원과 친밀한 관
계가 형성되고 점차적으로 자기표현이 늘면
서 적극적인 태도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상자에 대한 이야기 나
눔시간에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긍정적 피드
백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처
음과는 달리 어두웠던 얼굴표정이 밝아지는

결과로

해석된다(박선영,

강지예,

2015).‘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인 모래상
자에 자신의 내면세계를 안전하게 표현함으
로써 심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정서적 안정
을 향상시킨 결과로 해석된다(Kalff, 1991).
둘째,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자해행동
초등학생의 불안수준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
타났다. 검사결과 상태불안(SAIC)은 사전평
균점수

37.63에서 사후평균점수

26.0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분석결과 매우 큰 크
기의 효과를 보였으며,
사전평균점수

것도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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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분석결과

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연구는 자해경험이

상당히 높은 크기의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해행동에 대한 변화

모래놀이가 소품을 사용하여 언어로 나타낼

를 측정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며 우울과

수 없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언어사

불안이 감소하면 자해행동이 감소할 것이라

용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수줍

는 전제하에 자해행동에 대한 변화를 측정을

음이 심하거나 위축된 아동에게 적합하다는

통한 추정과 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Carmichael(1994)의 견해와 일치하며 우

추정은 그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울·불안과 위축 행동을 보이는 유아에 대해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한 결과 우울·불안이

구는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자해행동 초

감소하였음을 보고한 박지연(2008)의 연구

등학생의 우울과 불안감소에 대한 효과를 확

와도 일치한다.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이미 여

인한 연구 결과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러 논문을 통해서 여러 집단과 다양한 대상

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자해행동과 관

들의 불안수준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련하여 진행된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

알 수 있었다(장은지, 한유진, 2014). 그리

연구가 효과검증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

고 아동을 대상으로 불안감과 긴장감을 이완

며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에 있어 연구결과

시켜 소극적이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감소시

로 효과 크기를 제시한 연구가 제한적인 점

킬

일치한다(유영의,

에서 이 연구는 효과 크기를 제시함으로 구

1994). 아동은 아니지만 김태영(2009)의

체적으로 수치화 하고 있다. 최근 학교모래

ADHD 성인을 대상으로 불안을 개선시킨

놀이 집단상담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시점

모래놀이치료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에서 다른 연구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 여겨

수

있다는

연구와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진다. 이 실험은 연구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에서는 비교집단 없이 실험집단만으로

로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학교 생

진행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비교집단과 함

활함에 있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

께 진행하여 효과검증에 객관성을 높이는 방

도록 마음 건강에 힘쓸 것이며 자해행동으로

안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효과검증

인한 우울, 불안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특성

은 수집한 데이터를 양적분석으로 평가하였

과 발달수준에 맞게 활용 할 것이다.

고, 회기별 개인의 모래상자의 변화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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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chool Sand Play Group
Counseling on Depression and Anxie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 A Preliminary Study
Hye-Jin Shin

Myung-Bok Lee

Seonggeo Elementary

Cheonan Ilbong

School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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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Counsel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depression and anxiety by
conducting a group counseling on school sand play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were self-harmful.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8 students enrolled in the 6th
grade of A and B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Cheonan City, and group counseling was
conducted once a week, for a total of 10 40 minute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school sandplay group counseling, the Depression Scale (CDI), State Anxiety Scale
(SAIC), and Characteristic Anxiety Scale (TAIC) were used as measurement tool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signed using SPSS 25.0. Ranks test was conducted. The school
sand play group counseling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overall compared to the
pre-test because it relieves the client's dissatisfaction, anxiety, and psychological tension
and helps them to be more emotionally stable.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ed that group counseling at school sand play has the effect of reducing depression
and anxie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have been self-harmful.

Key words: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harm behavior, depression, anxiety,
school sand play group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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