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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피해아동 진술/평가도구로서의

구조화모래상자(SSTA) 특성과 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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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겅험 사 연구의 결과에 따라 개발된 구조화 모래상자를 이용하여 성피해아동

의 기면 을 실시하고 진술평가도구로서의 특성과 실 용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연구 상은 성피해로 명된 평균지능 이상의 학령기 아동 39명이고 비교 상은 성피해 경

험이 없는 정상지능의 학령기아동 34명으로서 성피해아동은 각 아동이 머물고 있는 시설/기

에서, 일반아동은 학교 상담실에서 개별 실시되었다. 찰자간 신뢰도 평정을 거친 두 집

단의 기면 결과물은 모래상자 평가모형에 따라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 Scheffe 사후검증

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첫째, 구조화 모래상자를 통한 성피해아동 진술/평가는 피규어, 공간

배치, 체구성, 꾸 태도의 형식 분석을 통한 통계 유의미함으로 도구 특성이 검증되

었다. 둘째, 성피해아동의 자발 진술 결과를 통해 구조화모래상자의 실 용성이 탐색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피해아동의 진술/평가 상의 실 제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아

동 특성에 맞추어 효과 진술을 진할 수 있는 평가도구 용을 한 과정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성피해, 성피해아동, 아동진술/평가, 구조화 모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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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성학 /폭력에 한 심과 제도

의 정착으로 법정증거주의에 입각한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녹화제도가 추진되어 13세 미만

피해아동 진술녹화가 의무화(개정 성폭력 특

별법, 2003년 12월)되고, 2006년 10월 진술녹화

의무 상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성피해아동 평가 장에서는 문가에

의해 수집된 아동진술의 실제조차도 아동 본

인이 증인이라는 때문에 신뢰성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연합통신, 2003). 한, 성피

해의 속성상 진술평가 과정상의 부 함이

아동에게 미치는 2차 문제는 장기 에

서 더욱 심각해진다(McCann & Perman, 1990).

일반 으로 산부인과와 련된 의료 검사를

제외한 성피해아동에 한 진단/평가는 자기

보고식의 문장검사나 체크리스트를 통한 검사

가 주가 되는데, 심리 외상이 심각한 피해

자나 지 장애자, 학령 기아동이나 유아의

경우 부모보고 외 해부학 신체인형이나 그

림검사, 인형집, 구조화된 놀이 등을 통한 투

사검사가 주요 도구가 된다(이원숙, 1995;

Maan, 1991).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은 피해자

의 성피해 유무나 심리 외상에 한 객

증명이 제한 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한

법 장치로서의 유효함에서도 면 자 문성,

진술상황의 객 성, 진술과정상의 언어 경

계의 모호함1) 등 문제제기가 잦아 진단도구로

서의 역할이 제한 이다(Faller, 2003: 채규만,

2003). 실제로 이들 도구로 실시한 기면

진술평가의 결과들이 법 장면에서 증거 불

충분 등으로 기각되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용되는 경우가 많아(문화방송, 2003; 경향신

문, 2004;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기독교방송,

1) 언어 진술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구조화된

질문양식이나 질문유형들이 야기하는 문제들.

2007; 연합통신, 2007) 성피해아동 진술평가를

한 기면 도구의 필요성이 실하 다.

이에 본 연구자는 경험 사 연구2)의 결과와

제안에 따라 개발된 구조화 모래상자를 이용

하여 성피해아동의 기면 을 실시하고 성피

해아동의 효과 인 진술평가를 한 면 도구

로서의 구조화모래상자의 특성과 실 용

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성피해아동의 효과

인 진술평가도구로서 실 용을 한 과

정 연구로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화 모래상자와 평가모형을 용

한 성피해아동과 일반아동의 비교분석을 통해

구조화모래상자의 도구 특성을 검증해 본다.

둘째, 실제 사례 용을 통해 구조화모래상자

의 실 용성을 탐색한다.

성피해아동 평가의 특성과 모래상자

성학 /폭력으로 신고된 아동에 한 기면

즉 진술평가는 즉각 개입이 필수 으로

법정증거주의에 입각, 피해증거의 확보가 우

선이다(James, 2000). 그러나 성피해아동의 경

우 발달상의 인지 특성과 불안정한 정서상

태 등으로 신뢰로운 진술평가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피해 사실에 한 구체 경험이

나 증언 과정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정서 변

화와 태도의 일치 을 찰하는, 아동기 발달

특성에 맞는 ‘아동 심 평가’가 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한다(MacFarlance & Feldmeth,

1988). 성피해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정

서․인지․행동․신체 으로 한 차이를

2) 모래상자의 진단 기능을 통한 성학 아동의

기면 에 나타난 특성(놀이치료연구 Vol.11,

No.3,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이경하 / 성피해아동 진술/평가도구로서의 구조화모래상자(SSTA) 특성과 용 연구

- 187 -

나타낸다. 아동이 성피해를 당하면 기뿐만

아니라 장기 으로 외상성 장애의 증상을 계

속해서 반복 으로 나타내며 피해증상과 후유

증의 정도는 연령․발달 수 ․피학 기간․

성피해 수 ․가해자와의 계․가족 지지

도․사회 지지․치료 재의 질에 따라 달라

진다(Finkelhor, 1979; 이경하, 2007; 한인 , 김

진숙, 유서구, 2007). 그러므로 지나치게 약한

자아로 인해 검사 수행 자체도 힘든 피해아동

들의 자기진술을 충분하게 하는 진 성질

의 도구가 필요하며, 비언어 매체를 통해

성 인 내용을 표 하는 것이 아동이 직면할

수 있는 평가 상의 제 문제들을 완화시켜

다(Howard & Jacob, 1969). 오늘날 기면 도

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부학 인

형의 경우 도구의 역할을 안자(comforter), 긴

장완화가(iceb reaker), 해부학 모델(anatomical

model), 시범보조도구(demontration aid), 기억자

극제(memory stimulus)의 5가지로 정의하면서

아동진술을 한 시범보조도구로서의 역할에

가장 높은 비 을 두는데(채규만, 2003; Faller,

1993, 2003) 이는 성피해아동이 필연 으로 나

타내는 심리 외상으로 인한 정서 역기능

과 심리 공황에 한 배려보다는 사건 자체

에 집 하는 어른 심 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심희기, 2004). 이러한 우려는 해부학

인형의 검사 요강에서 인형들의 신체기

이나 생식기와 맞닥뜨리면서 아동이 가질 수

있는 비정상 인 반응들에 한 면 문가

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Friedemann & Morgan, 1985),

그림이나 매체를 통한 성피해아동의 법정평가

가 아동의 의사소통을 조장할 수 있다는 미시

간 학교 법학교수 Duquette(1988)의 주장을 통

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Machiodi, 2006). 이

는 해부학 인형의 직 자극이 야기할 수

있는 아동의 심리 역동에 한 우려라고 생

각되는 동시에 성피해아동 평가상의 가장 큰

실 문제로 보인다(Morgan, 1995; Duquette,

1988). 반면, 모래의 속성과 치료 힘에 기

한 모래상자는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을 나타

내는 피해자들 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이 충

분하지 못한 학령 기나 학령기의 성피해아동

에게 놀이의 속성인 편안함과 익숙함으로 자

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 으로 재 하게 함

(김경희, 2005; 김보애, 2004; 송 혜, 김승미,

김정희, 김 정, 석혜선, 이경하, 이순정, 이정

자, 정숙 , 조혜원, 2006)으로서 사건에 한

단서나 재 뿐 아니라 심리 추이나 외상에

한 섬세한 투 이 용이하다는 특별한 이

이 있다(中村雄二郞, 1982; 심재경, 1994; 河合

準雄, 1982). 모래를 사용한 최 의 진단도구

인 Erica Method는 아동이 모래상자를 꾸 때

의 피규어의 범주, 수량, 태도의 찰과 분석

을 통해 아동의 문제나 정도, 인지수 등을

평가할 수 있다 하 고(O'Connor, 1991), Bolger

와 Fisher(1947)는 모래상자에 232개의 제한된

피규어를 제시하여 ‘작은세계’라는 투사도구

개발을 시도하 다(곽 신, 2007). Buhler(1950)

도 피규어의 수량, 공간배치, 표 특성을 축으

로 분석표가 지침이 된 진단척도(Word-Test)를

통해 내담자의 주 표 을 객 으로 평

가하고자 하 으며, 岡田洋子(1962)와 木村情

子(1975), 山下勳(1964) 등도 피규어의 종류와

양, 배치형태, 공간구성 등의 차원에 근거한

모래상자 평가모형을 통해 World-Test의 도구

타당성에 한 연구를 거듭하 다. 그러나

1950년 모래상자의 진단 성질에 한 활

발한 연구와 고무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치료도구로서의 모래상자 연구에 비하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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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서의 모래상자 연구는 술한 일본의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무한데 이는 정

임상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계량

화하기 어려운 모래상자의 도구 특성에 기

인한 바 크다고(山中康裕, 1972; 심재경, 1994)

생각된다. 고 모래상자3)를 용한 기면

이 성피해아동의 자발 진술을 진하고

평가상의 오류나 반복작업을 여 수 있음

이 성학 아동을 상으로 1년 여에 걸쳐 실

시된 사 연구를 통해 결과되었다(이경하,

2007, 2008). 따라서 사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

난 성피해아동의 특성을 최 한 반 , 상자크

기, 형태, 피규어의 범주를 최 화시킨 구조화

모래상자와 평가모형이 기존의 해부학 인형

검사나 그림검사, 인형집의 진술도구 성격

과 비교할 때 성피해아동의 진술을 진하는

효율 인 기면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가설이 제기된다.

구조화 모래상자 평가모형

구조화 모래상자의 평가모형은 Erica Method의

분석지침과 World-Test의 분석지표를 근간으로

실시된 사 연구와 선행연구, 모래상자의 이

론 배경에 기 한다. 첫째, 모래상자의 피규

어 범주와 해석에 한 평가모형은 표 1과 같

다(Buhler, 1950; O'Connor, 1991;), 둘째, 모래상

자의 공간에 한 평가모형은 고유의 공간도

식에 따른 4 역 분할을 기 으로 Jung의 의

미 분석, Kalff 등 기 모래상자 학자들의 정

의, Susan Bach의 4 역 분할형에 근거한다(그

3) 일반 으로 심리치료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통 모래상자로서 상자 안쪽의 크기가 57x

72x7cm이며 사 연구의 기면 연구 상 아동

39명에게 개별 으로 제공됨.

림 1, 심재경, 1994; 河合準雄, 1991 등) 셋째,

모래상자 구성 양식에 한 평가모형은 Buhler

의 World-Test 3범주, 山下勳의 수정 World-

Test 12범주를 근거로 6개 범주와 기타로 표 2

와 같이 분류된다. 넷째, 모래상자 제작태도에

한 평가모형은 Jung의 분석심리와 사 연구,

선행연구(河合, 1991: 中村, 1994: Domenico,

1996: 김유숙, 1996: 이부 , 1998: 이윤기,

2000: 오유미, 2001: Eastwood, 2002: 김보애,

2004: 김경희, 2005: 김신옥. 2006: 김보애, 김

해림, 2006: 송 혜, 2006: 배 순. 2007: 염숙

경, 2007, 이경하, 2003, 2007 외)에 근거, 표 3

과 같다. 다섯째, 모래상자의 제작과정에서 나

타나는 언어는 훈련받은 문가가 찰, 기

록하며 검사자 변수에 한 지침4)은 Erica

Method와 W-Test의 분석지침.에 따른다. 여섯

째, 상자의 모형은 De Domenicodg5)와 Kalff의

이론에 따라 42×35×5cm로 축소, 체 크기와

깊이를 비례에 맞추어 기존 모래상자의 4/7로

축소 변형 제작하고, 손가방형식으로 도구화

한다.

4) 진단형식에 맞춘 실행상의 기 확립, 찰기법

의 숙련과 계속 심, 수동․ 립 태도유지,

모래상자의 고유성 진과 질문․제안으로 끼어

들지 않기, 시간과 도구에 한 기본 인 제한

설정, 형식 찰이 이루어진 후 내담자 동의

하에 언어 질문 실시, 검사자는 모래상자와의

계가 우선임,

5) Kalff에 의해 형식화되었던 기존의 고 모래

상자를 모래상자의 실행상, 형태상의 자유로움

과 장소성, 상황성에 맞추어 구조화시킴으로서

유연성과 동 기능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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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 상 징 의 미

사람 내담자 삶의 실제 인 개별성 는 개성화의 원형, 실 개연인물을 표

야생동물 본능의 상징 혹은 의인화되어 사용. 욕구와 힘에 한 소망. 공격성, 숨겨진 개심 에 지의 상징으로 해석.

일반동물

무리․가족․ 별로 다양한 종류가 권고되며 바다생물, 조류, 곤충을 비롯하여 고래, 상어, 물고기, 신화/환

상 동물 등을 포함. 일반 으로 강한동물은 힘이나 공격성을, 약한 동물은 상처받기 쉬운 내담자의 측면

을 나타낸다고 해석.

가축
질서와 안녕, 양육, 내담자 실의 반 이나 상징으로 해석. 무리․가족․ 별, 다 자란 것, 어린 것, 죽은

것, 어미와 새끼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함.

식물

탄생, 삶의 힘, 부활 등 삶의 주기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땅의 풍요, 다산, 모, 지구의 신 등을 의미. 씨앗

은 탄생을, 메마른 가지는 죽음을 상징하며 풍성한 식물이나 원은 내담자의 안정화를 상징한다. 나무,

꽃, 풀 등 포함.

자연
무의식의 깊이를 나타내며 안정, 불변, 견고함, 냉담함을 상징한다.

산, 숲, 바다, 호수, 강, 바 , 속, 보석, 리석, 돌등이 포함.

탈 것
내담자의 정신세계의 경험에 한 은유 표 이며 움직임과 변화를 통한 통제와 해방, 탈출과 힘을 상징.

육해상/항공 체 운송수단과 군용기, 열기구 등

건물
의식, 무의식 자기만의 세계와 내담자의 문화를 나타낼 수 있고 종교, 과거, 재를 나타낼 수 있다. 집,

사원, 아 트 등 포함.

구조물
울타리/벽/문은 실 안 , 보호, 분리 등에 한 욕구나 심리 경계와 인 계 특성을, 다리, 터 , 육

교 등은 무의식 심리 난 을 나타낸다.

환경

일상용품

․가구: 실 필요나 소망, 재 상황을 나타내는 구체성. 도구: 실 필요나 욕구,

․과일, 인스턴트음식, 마실 것 등의 음식물: 실 욕구/결핍/성 심의 상징 의미

표 1. 범주별(10범주) 피규어의 종류와 상징 의미모형

구성양식 상 징 의 미

혼란
일 된 거리나 주제 없이 함부로 놓여진 표 양식,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의 모호함, 혼돈된 세계와 무질

서의 외 표 . 자아조 의 어려움

분류 내재된 혼동의 방어, 낮은 발달수 , 타인에 한 거부감.

병렬
내 갈등에 한 무기력함, 처능력의 상실과 좌 , 낮은 에 지. 높은 불안과 축. 특히 불규칙병열은 낮

은 인지수 , 실지각력 부족으로 해석

빈약
사용된 피규어의 개수가 지나치게 어 텅 빈 듯한 느낌. 심리 공허감이나 무력감, 신체 정신 에 지

부족.

폐쇄
자기안 에 한 무의식 보호, 자기불안이나 두려움의 근원에 한 회피, 제에 한 필요, 사회 상호

작용을 피하고자하는 수동 방어로 해석

분할
내담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무의식 갈등, 투쟁, 립의 상징. 상하, 좌우, 각선 등의 모습이나 표 으로

주로 나타남.

기타

․통합 : 상자 체를 사용한 안정 표 양식, 분리된 세계의 연결(다리나 길 등을 통해 표 된)을 통해

체성에 이르는 이상 인 모습.

․상자 밖 :내 문제를 외 으로 표 하는데 따른 두려움과 불안, 항.

표 2. 모래상자 구성 양식의 의미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법정

- 190 -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의 연구집단은 2007년 1월～11월

B, D, U 역시 소재 아동학 방센터와 지역

상담실, 경찰서 등에 성피해로 신고되어 성학

/피해 정을 받고 쉼터, 그룹홈, 시설 등에

수용된 학령기아동으로 WISC-Ⅲ 검사 결과 평

균지능 이상의 수 으로 평가된 39명6)이고 비

6) 사 연구 상자 39명과 다른 별개의 개별case

꾸 태도 상 징 의 미

착수

어려움

․만들기를 불편해 하거나 거부한다: 의욕부족, 허약한 자아.

․상자를 꾸미는 것보다 모래에 몰입: 감각에 한 특별한 경험이나 자극에 한 반응

표출(모래의 율동성, 어루만짐을 통한 성 인 만족감)

오래

걸림

․내용 없이 시간을 끄는 것: 자신 없음, 자기표 에 한 두려움.

․제작내용의 풍부함으로 인한 소요: 심리 정서 안정감의 수 높음.

여러 번

옮김

․양상이 극 인지 소극 인지에 따라: 내담자 에 지 수 의 정도

․잦은 주제 변화: 충동성, 주의집 력, 우울, 불안, 혼란된 자아, 발달수 의 정도

깊이세움 ․자신의 환경과 자아에 한 높은 불안, 안정성에 한 희구, 수동 공격성.

묻음
․ 상에 한 억압, 거부, 두려움, 우울한 자기 괴 충동, 실제 혹은 상상 속의 사람

들에 한 죽음의 경험.

눕 놓음 상에 한 두려움, 불안, 내 에 지의 극심한 부족, 학습된 무기력. 우울.

모래뿌림 충동 공격성, 부정 자기자극, 자기 괴, 자신 없고 축됨.

표 3. 모래상자 제작 시 태도에 한 해석모형

상 : 정신, 미래, 아버지/부성 : 의식

<상/좌>마지막 날

개인적 부성

무의식 - 내계

좌: 여성

감정적 우울

충동적

암흑 같은 어두움

<하/좌> 과거지향

먼(오래된) 과거

원형적 모성

<상/우> 여기 리고 지금

원형적 부성

의식 -이성적 영역

우: 남성.    만족의 추

행동통제

<하/우> 미래지향 

의식과 가까운 과거

개인적 모성

하: 육체, 과거, 어머니/모성: 무의식

그림 1. 모래상자의 역별 의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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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집단인 일반아동 35명은 00시 소재 00 등

학교에 재학 인 4～6학년 학생 연구 참

여를 원한 평균지능 이상의 희망자 실시과

정에서 신체학 상황 하에 있음이 확인된 1

명을 제외한 나머지 34명이다. 개인 변수를

통한 집단 간 평균과 t-검증은 표 4와 같다.

연구 장소와 형태

성피해아동들은 머물고 있는 시설/기 에서

일반아동들은 상아동의 학교 상담실에서

1:1로 개별 실시하 다.

연구도구

1) 아동학 스크리닝척도 수정안

앙아동보호 문기 에서 2000년 9월 국

아동학 문기 에 배포한 아동학 스크리닝

척도의 수정안으로 2002년 3월부터 일선 기

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양식이다. 아동․보

호자․행 자․가족․생활환경․보호요인의 6

개 요인척도 22 으로 구성, 상담원소견, 임의

사정과 조처결과, 결과에 한 이유 등의 요

목에 한 질 기술이 부가된다. 피해아동의

보호자나 신고자 혹은 아동 본인을 상 로 성

학 문상담원에 의해 실시된다.

39명임.

2) 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II(K-WISC-Ⅲ)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WISC: Wechsler, 1949)

의 세 번째 개정 에 기 하여 제작된 것으로

서 6세 0개월에서 16세 11개월 사이 아동을

상으로 시행, 연령의 하한계는 K-WPPSI의

연령 범 와 복되고, 상한계는 K-WAIS와

복된다. K-WISC-Ⅲ의 소검사는 언어성검사와

동작성검사로 나 어지며, IQ 수의 질 해

석은 130이상: 매우우수, 120-129: 우수, 110-

119: 평균이상, 90-109: 평균, 80-89: 평균이하,

70-79: 경계선, 69이하: 지 결손으로 분류한

다.

3) 모래상자 분석지표

Erica Method와 World Test의 분석표에 기

한 평가모형(표 1, 표 2, 표 3, 그림 1 참조)에

따라 ① 피규어의 수와 범주, ② 공간배치, ③

체구성, ④ 꾸 태도별로 구성 분석에 의뢰

된다

연구 차

첫째, 구조화 모래상자와 평가모형을 통해

연구 상인 성피해아동 39사례에 한 기면

을 실시하 다.

둘째, 동일한 구조화 모래상자와 평가모형

으로 비교 상인 일반아동 34사례에게 동일

구분
성피해아동(N=39) 일반아동(N=34)

t p
M(SD) M(SD)

지능지수 94.72(11.96) 98.41(7.14) -1.57 .12

연 령 11.51( 1.47) 11.21( .41) 1.18 .24

표 4. 연구 상 아동의 집단 간 평균과 t-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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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실시하 다.

셋째, 두 집단의 결과를 연구목 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사후검증을 통해 모래상자의

특성을 재규명하 다.

넷째, 성피해아동의 기면 의 과정에

한 제를 통해 구조화모래상자의 실

용에 해 탐색하 다.

자료 분석 처리

실시간 찰된 기록과 사진을 놀이치료 문

가 2인에게 제공하고 연구자 포함 3사람의 분

석자들이 확 된 모니터를 통해 각자 개별

으로 찰, 모래상자분석지표에 따라 자료처

리원에 기록하 다. 분석자들은 놀이치료와

모래상자 문가로서 박사수료 이상, 7년 이

상의 문임상 경력자로 구성되었으며, 평정

자간 신뢰도가 .90이 될 때까지 모래상자 자

료처리원의 각 하 항목에 한 평정훈련을

하 다. 분석지표에 따른 각각의 자료처리원

은 사건 기록법의 신뢰도 측정(Kelly, 1977, p.

97)에 따른 분석자간 신뢰도평정(평정자간신뢰

도: r= .90～ .93, 표 5 참조)을 거쳐 결과처리

에 의뢰되었고, 4개의 형식 차원에 거하

여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분석하 다. 통계분

석은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 다.

평정자 1 평정자 2

평정자 1

평정자 2 0.92

평정자 3 0.93 0.90

표 5. 평정자간 신뢰도

결 과

구조화 -모래상자를 통한 집단 간 특성

주어진 평가모형의 분석지표에 따라 모래상

자의 형식 차원과 표 특성에 한 비교분

석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차원별 분석결과의 구체 내용을 피규

어, 공간배치, 체구성, 꾸 태도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제시한다(유의미수 : *: p<.05, **:

p<.01).

피규어 선택의 특성

체 피규어 10범주 5개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찰되었으며 변량의 검증 결

과 체 피규어와 범주별 하 변수에서 각 집

단의 변량이 같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분산분석의 결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규어 하 범주별(10범주) 비교 결과를 정리

하면 <표 6>과 같다.

이상, 두 집단의 피규어의 하 범주들과 범

주 내 하 변수들의 선택에서 보여주는 차이

를 검증해 본 결과, 식물(꽃, 풀, 나무), 자연,

구조물, 건축물, 생활용품의 5개 범주 합계에

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여타

범주의 하 변수에서는 부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피규어의 선택 빈도를

통한 양 특성을 종합 으로 살펴보면, 성피

해아동이 사용한 체 피규어의 숫자는 987,

일반아동이 사용한 숫자는 1091개로 일반아동

이 성피해아동에 비해 피규어 선택 수와 사용

빈도가 높았다. 피규어의 개인별 사용 평균

숫자는 두 집단이 각각 23개와 31개 으며,

가장 많이 선택된 피규어는 성피해아동이 음

식물과 사람(아기, 마법사, 수호천사)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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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은 꽃과 아동들이었다. 종합해 보면,

피규어 선택을 통한 기면 은 집단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 결과도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t=-2.33, p<.02)를 나타

내었다. 집단 간 평균의 비교 결과는 표 7과

같다.

범주 결 과

사람

조부모(t=3.93, p<.02), 부모(t=2.39, p<.02), 아동(t=-2.51, p<.01), 아기(t=4.51, p<.00), 군인/경

찰(t=4.68, p<0.00)의 5개의 변수와 체 합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조

부모와 부모, 아기, 군인/경찰 변수에서 성피해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선택을 나타내

었고, 일반아동들이 여아/남아 피규어를 더 많이 선택하 으며 체 합에서도 두 집단 간

뚜렷한 선호특성(t=1.12, p<.03)을 보이고 있다.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t=.82, p<.02), 악어(t=2.08, p<.04), 뱀(t=2.61, p<.01)변수에서 성피해아동이 더

많은 선택을 하 으며, 주로 선택된 어린 야생동물은 아기사슴들과 산토끼, 들쥐들이었다.

동물
하 변수들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조개류(t=.36, p<.01)와 캐릭터 동물들과

같은 기타(t=1.99, p<.05) 변수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가축 하 변수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가 없었다.

식물

나무(t=-2.87, p<.01), 꽃(t=4.22, p<.00), 풀(t=-4.28, p<.00), 식물기타(t=-2.40, p<.02) 등 체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일반아동들은 특히 풀과 꽃을 많이 선택한 반면, 성피

해아동들은 식물 범주 선택에 소극 이었으며 체 합(t=-2.40, p<.02)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 다.

자연

일반아동들이 길/돌(t=-2.78, p<.01), 기타 (t=-1.35, p<.02)에서 높은 선호를 나타낸 반면, 성

피해아동들은 자연범주 체 (t=-1.49, p<.01)에서 낮은 선택을 보여 두 집단 간 뚜렷한 차

이를 보 다. 기타변수는 밭, 논, , 도랑(개천)이다.

탈 것 기타(t=-2.69, p<.01)항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조물
울타리/벽(t=-2.85, p<.01), 다리/육교(t=-2.0, p<.05)와 체 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t=-2.17, p<.03).

건축물

성피해아동들은 종교건물을, 일반아동들은 아 트/주택과 건물기타를 많이 선택하여 종교

건물(t=1.92, p<.05), 아 트/주택(t=-2.05, p<.04), 건물기타(t=-4.18, p<.00) 체(t=-3.81,

p<.00)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건물기타의 변수는 놀이터, 마트, 감옥, 학교 등이며

일반아동들은 놀이터와 학교를 많이 선택하 다.

생활용품

생활집기(t=2.63, p<.01)와 음식물(t=3.56, p<.00)에서 성피해아동들의 선택이 하게 높았

다. 성피해아동들이 하 요목 체에서 공통 으로 높은 선택(M=9.08)을 나타낸 반면 일반

아동들은 낮은 선호(M=2.26)를 나타내었고 체 합에서도 뚜렷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t=3.57, p<.00).

표 6. 피규어 하 범주별 비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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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배치 특성

일반아동들이 외 없이 공간 체(t=-8.60,

p<.00)를 사용하는 반면, 성피해아동은 공간

기타(가장자리, 상자 밖) 선호아동이 가장 많

았고(t=5.06, p<.00), 다음으로 공간 체(t=

-8.60, p<.00)와 상/좌(t=1.66, p<.03)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로 공간의 한 쪽만

을 제한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표

8 참조). 공간배치의 특색을 비율을 통해 살펴

보면 기타(가장자리: 39%)와 체(30%)가 가장

많았는데 여기에서의 체는 혼란스럽게 상

으로 마구 놓은 것을 뜻한다.

체구성 특성

성피해아동들은 집단(t= 3.04, p<.00)과 병렬

(t=3.99, p<.00), 단순(t=2.33, p<.02)이 제일 많

았고, 일반아동들은 기타(t=-4.68, p<.00)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체구성에서도 성피

해아동과 일반아동간의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여기서 일반아동들이 많이 나타낸 기타

는 체 으로 균형 있고 안정 인 구성을 뜻

한다(표 9 참조).

꾸 태도 특성

성피해아동들이 많이 나타낸 특성은 묻음

(t=9.46, p<.00), 깊이세움(t=6.72, p<.00), 눕

구성 범주

(N=73)

성피해아동 (N=39)

M(SD)

일반아동(N=34)

M(SD)
t p

집단 .33(.48) .06(.24) 3.04 .00**

병렬 .28(.49) .03(.17) 3.99 .00**

단순 .21(.41) .03(.17) 2.33 .02*

기타 .05(.22) .47(.51) -4.68 .00**

표 9. 체구성 범주의 집단 간 평균과 t-검증

공간배치 범주

(N=73)

성피해아동(N=39)

M(SD)

일반아동(N=34)

M(SD)
t p

상/좌 .13(.34) .00(.00) 2.21 .03*

공간 체 .23(.43) .94(.24) -8.60 .00**

기타 .54(.51) .06(.24) 5.06 .00**

표 8. 공간배치의 집단 간 평균과 t-검증

범주
성피해아동 (N=39)

M(SD)

일반아동 (N-=34)

M(SD)
t p

체 피규어 23.28(14.86) 31.32(14.60) -2.33 .02*

표 7 체 피규어의 집단 간 평균과 t-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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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음(t=3.99, p<.00), 착수어려움(t=3.15, p<.00)

의 순서로 나타났고, 일반아동은 오래 걸림

(t=-4.92, p<.00), 기타(t=21.57, p<.00)로 나타나

여러 번 옮김을 제외한 꾸 태도 체에서 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사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피해아동의

묻는 상으로 ‘술병’이 가장 많이 찰되었

고, 성인남자와 뱀, 아기시체 등을 묻는 것이

빈번히 찰되었으며 언어 특성으로 모래상

자 제작 의 피규어가 주는 단서들에 따라 맥

락없는 암시나 상징들이 조난, 구조요청, 무인

도 고립, 비행기 추락, 지진으로 손된 집, 악

마의 침입, 노 구출 등으로 상 으로 나타

났다. 태도범주의 기타변수는 주제를 만들면서

와 상자를 꾸미지 않음이며 일반아동이 많이

나타낸 기타는 주제를 만들면서에 해당되어 오

래걸림은 모래상자제작에 몰입하고 즐기는 태

도를 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9 참조).

구조화 모래상자의 변별특성을 통한 도구 용

구조화 모래상자를 통한 성학 아동의 기

면 시 성학 아동의 특성을 변별할 수 있는

4개 차원의 형식 측면 증후물과 증후를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을 심

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피규어 범주에서는

군인/경찰아기․어린 야생동물․뱀, 종교건

물․생활집기․의복/잠옷․보석/구슬․음식물,

공간배치에서는 상/우․기타/가장자리, 체구

성에서는 집단․병렬․단순이 뚜렷한 변별특

성 증후로 나타났다. 한, 꾸 태도에서는

묻음․깊이세움․눕 놓음․착수어려움 4개

변수에서 p<.00의 뚜렷한 차이를 통한 변별특

성을 보 다. 반면, 구조화 모래상자의 평가모

형을 통한 일반아동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일

반 아동들은 평균 32.08개의 피규어를 선택했

고 가장 많이 선택한 사람이 62개, 가장 게

선택한 사람이 11개 다. 많이 선택한 피규어

는 식물(540개)과 사람(193개)이었고 단일 항목

으로는 풀(323개)과 꽃(125개), 아동들(103개)이

많았다. 그 외 야생동물(42개)과 구조물의 놀

이기구들이 많았으며 식물군, 여아/남아의

래친구들의 압도 상승 외, 기타 범주들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피규어 외의 범주

에 한 특성을 비율을 통해 살펴보면, 공간

꾸 태도 범주

(N=73)

성피해아동(N=39)

M(SD)

일반아동(N=34)

M(SD)
t p

착수어려움 .23(.43) .00(.00) 3.15 .00**

오래걸림 .18(.39) .68(.48) -4.92 .00**

여러번 옮김 .36(.49) .15(.36) 2.09 .04*

깊이세움 .67(.48) .06(.24) 6.72 .00**

묻음 .77(.43) .03(.17) 9.46 .00**

눕 놓음 .38(.49) .03(.17) 3.99 .00**

기타 .03(.16) .44(.50) 21.57 .00**

표 10. 꾸 태도 범주의 집단 간 평균과 t-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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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의 특색에서는 일반아동의 94%가 체로

나타났으며, 체구성에서는 기타(57.14%)가

확연히 많아 공간배치가 모래상자 체에 안

정 으로 나타남을 특색으로 하고 있었다.

한 꾸 태도에서는 오래걸림(48%), 기타(31%)

의 순서로 찰되어 일반아동들이 모래상자

제작에 오랜 시간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언어 특성으로는 이야기의 주제가 선명

하여 자신이 만든 상자에 제목을 붙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높았고, 여행 갔던 경험이나 학

교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 등의

즐거웠던 경험, 학업에 한 부담과 부모와의

갈등 등 실 문제나 경험의 승화가 주요

주제가 되었다. 한 사진찍기를 즐거워하여

자신이 만든 상자를 작품처럼 생각하 으며

모래상자를 꾸미는 자체에 빠르게 몰입하고

즐거워하는 정 정서를 나타내는 태도특징

을 공통 으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성학 아

동의 변별특성과 마찬가지로 일반아동의 기

특성을 통해 구조화 모래상자의 평가도구로서

의 변별성질을 알 수 있다. 한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낸 변수들은 아동 특성을 나타내는

증후물과 증후로서 성피해아동의 변별특성과

일반아동의 기 특성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구조화 모래상자와 평가모형을 용한 성피해

아동과 일반아동의 기면 체 결과를 모

래선택․상자를 제작하는데 평균 으로 소요

된 시간․사용한 피규어의 평균 숫자와 선택

범 ․가장 먼 선택한 피규어와 가장 많이

선택한 피규어의 종류․공간배치․ 체구성․

꾸 태도․언어 특색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체 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연구 차에 따

라 구조화 모래상자의 도구 변별특성에 따

른 성피해아동 진술/평가의 용 제를 <부

록 1>에 제시한다.

논의 제언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조화 모래상자와 평가모형은 Erica Method나

World-Test 등의 범주 거를 충실히 따르면서

도 102개의 압축된 수량으로 10개 범주 700개

소품의 진단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 모래상자의 구성양

식, 태도, 공간표 , 피규어의 의미와 상징성

의 해석에 한 中村(1994), 河合(1991), De

Domenico(1996), Eastwood(2002), 이부 (1998),

이윤기(2000), 오유미(2001), 김보애(2004), 김경

희(2005), 김신옥(2006), 김유숙(1996), 김보애,

김해림(2006), 송 혜(2006). 배 순(2007), 염숙

경(2007), 이경하(2003, 2007) 등의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구조화 모래상자가 성피해아동

의 외상과 심리 특성을 잘 반 해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자의 형태 구조화와

피규어의 체계화가 놀이치료의 원리에 입각,

심리 경계를 설정하고 제한을 제시7)함으로

서(송 혜, 1998) 심리사회 경계의 모호함으

로 혼란과 불안정감이 높은 성피해아동의 특

성(정문용, 2005)을 히 지지하고, 자기정체

성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성피해아동에게

안 감을 제공해 주어 진술평가도구로서 효율

성을 높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재 성피해

아동의 진술도구로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해부학 인형이 기면 도구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강 은 역할모델과 시범보조도구로서

의 역할이지만 성피해아동의 개인 내 특성이

나 성피해의 유형에 따라 그 효과성에서 의문

이 제기된다(김명하, 2003; 최진욱, 2004) 그러

나 모래상자는 모래라는 안 장치를 제공함으

7) 본 논문 p.3, p.4 모래상자의 특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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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킨다. 해부학

인형이 사람을 축소시킨 사실 모형을 통해

아동에게 해를 가한 상에 한 직 탐

색을 시도한다면 구조화 모래상자는 아동이

펼쳐놓은 의미의 장에 놓여진 결과물과 아동

의 태도에 한 숨겨진 의미를 탐색하므로 심

리 외상에 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단서들에 한 검사자의 문성8)을

통해 성피해아동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자발 으로 꺼내놓음이 연구 결과 드러났다.

이는 구조화 모래상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성이며 기면 도구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이

다. 즉, 성피해아동이 필연 으로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는 내부의 개심이나 공격

성․두려움․연약함․증오․죄책감 등을 표출

하고 한 표 하지만 그것은 모래상자라는

안정한 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며 아동

자신은 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가

해자에 한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과 죄책감

나아가 가해자를 징계하는 경험을 자신의 의

지만큼 행사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구조화 모래상자는 아동 자신이

가장 안 하게 생각하는 친숙한 장소에서 자

신이 하고 싶은 만큼의 최소한의 활동과 놀이

의 즐거운 경험을 통해 성피해아동의 기면

을 통한 평가진술을 가능하게 한다. 술했

듯이 성피해아동의 면 에서 검사자의 문성

확보는 큰 이슈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구조화 모래상자를 이용한 기면 에

서는 해부학 인형을 통한 면 이나 그림검

사에서처럼 인터뷰형식의 구조화된 질문들을

아동에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언어 답

8) 본 논문 p.5 구조화모래상자 이론 배경과 각

주 5 참조.

변을 구해야 하는 검사자의 일정 역할을 모

래상자라는 활성 매체가 신하고 있기 때

문으로서 피해아동 자신을 신할 수 있는 상

징물인 피규어와 동반되는 언어는 ‘지 -여기’

의 가감 없는 심리 투 이 된다. 상자상의

표 특성이나 단서의 움직임, 은유는 훈련된

치료사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으며(河合準

雄, 2000), 훈련된 임상가의 숙련된 경험은 아

동의 심상이 자발 언어로 형상화 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과 기다리는 과정의 무언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제를 하기

때문에(송 혜, 1998; Schaefer, 1993; 이경하,

2007) 구조화 모래상자는 기존의 타인보고식

의 평가의 문제 을 극복하고 성피해아동의

자발 자기보고를 통한 이상 인 기면 을

한 진술평가 도구가 될 수 있다.

요약하여 보면, 구조화 모래상자와 평가모

형에 의한 성피해아동의 기면 결과 구조

화 모래상자의 진술도구로서의 유효함과 평가

도구로서의 용성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성

피해 심리치료 문가와 모래놀이치료 문가를

상으로 실시된 임의검증 결과, 체문항에

서 92% 이상의 일치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구

조화 모래상자의 성피해아동 평가도구 가능

성과 신뢰도에 한 기 통제가 이루어졌다.

(부록 2 참고). 따라서 성피해아동 진술평가도

구로서의 구조화 모래상자는 사 연구와 본

과정 연구를 통해 1) 복질문이나 유도질

문 등 아동진술과정에서의 평가오류를 최소화

하고, 2) 성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라 구조화된

피규어가 성피해 경험에 한 심리 장치로

기능, 안정 진술을 진시키며, 3) 평가자로

하여 안 하고 빠른 진술을 확보 하여, 4)

평가가 야기할 수 있는 2차 인 문제를 불식

시킬 수 있는 장 을 바탕으로 아동 심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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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진술 평가를 진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피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연구 상의 양 빈약함과 추론 해석

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도구의 특성상 후속연

구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화 모래상자에서 피규어의 외 자

극이 아동의 선택에 우선 으로 여될 수 있

으므로 최소 규격과 비례에 맞는 피규어로 구

조화하여 변수의 동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성피해아동의 안 하고 효율 인 진

술평가를 한 진 도구로서의 실 용

성을 해 유사 상에 한 풍부한 용을 통

해 도구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

는 본 연구의 제한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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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he structured-sandtray

for the assessment of the sexually abused children.

Lee, Kyung-Ha

Busan Psychotherapy Institute, Chief / Affiliate Prof. Daegu University

This study interviewed sexually abused children with a structured sand-tray assessment developed from

empirical pre-studies, and then reviewed its efficacy and applicability as an interview/assessment method

for actual cases. Study sample was a group of sexually abused, school-aged 39 children with average

intelligence whereas the comparison group was composed of school-aged 34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no sexual abuses. Interviews were conducted one-to-one, during 11 months. Initial interviews

with each group were verified first by the inter-rater reliability test, and then statistically analyzed with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 post-hoc test. The consequences are follows; First, the instrumental

charateristics of the interview/assessment method with structured sandtray technique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was meaningful according to the formal analysis of figures, spatial arrangement, overall

composition and attitudes of the decoration. Second, the analysis of spontaneous statements of the

sexually abused children confirmed the method's applicability to actual cases. Therefore,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as a preliminary research to develop an improved assessment method which solves some

problems in existing statement/assessment methods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and facilatates more

effective statements from them.

Key words : sex-abuse, sexually abused children intake & assement, structured sand-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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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 주 결과 비고

1 모래선택
젖은 것

마른 것 ✔

2 놀이의 유무/유형

탐색놀이
간간이

출
기능놀이

역할놀이 ✔

3 변화와 수정시간
지체 ✔

수정
소요시간 30분

• 인지: 90

• 가해자: 친부

• 기간: 계속

• 가족체계: 해체(모 가출)

• 양육유형: 편부

• 사정 수: 21/22

• 특징: 모 가출 후 6세부터 부인역할 행

4
배

치

결과 결과

상-좌 상-우

하-좌 하-우

체 ✔ 기타

5
구

성

혼란(아무 게나) ✔

집단(끼리끼리) ✔

병렬(나열하듯이)

단순(피규어 사용의 빈약)

패쇄(포 하듯)

극(마주보게)

기타(가장자리, 상자 안, 상자 밖)

6
태

도

착수가 어렵다. ✔

꾸미는데 오래 걸린다. ✔

여러 번 옮기거나 고친다. ✔

깊이 세운다. ✔

모래 속에 묻는다. ✔

기타( 태도 외)

7 피규어

최 선택한 피규어 피규어선택순서

사람
지킴이( 사람) > 신랑신부 > 바나나 > 뱀 > 아기 > 각종 커 들 > 보석돌 >

열매 > 인스턴트류

사람 조부모 2, 신랑신부 2, 아기 2, 지킴이 2 8 기타

자연 없음 0

식물 없음 0

탈것 없음 0

구조물 없음 0

야생동물 큰 뱀 1, 쥐 2, 어린공룡 2, 거미 2 7

동물 바퀴벌 2, 개구리 2, 조개 2, 어린새 2 8 기타

가축 강아지 2, 개 2 4

생활용품 음식물(인스턴트류 6, 과일 4, 열매 2) 12

건물 없음 0

총계(범주/요목) 39

8
언어

진술

(커 들의 키스장면 만들며) “나는 결혼 할 수 없어요. 나는 이상한 애쟎아요, 00당했으니까,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가 좋을 때도 있어요. 아빠 나 좋아해요. 지 보다(시설) 아빠랑 같이

살 때가 더 좋았어요. 서로 만져줘요, 여기, 여기, 여기 서로 붙었어요.

성학

경험

진술

有

평가
성 왜곡 심함, 부에 한 양가 감정 높음. 피겨를 사용 성행 의 체 와 부 를 구체 으로

직 묘사

<부록 1> 구조화모래상자와 평가모형을 용한 성피해아동 기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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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본 질문지는 ‘구조화 모래상자를 이용한 성학 아동 기면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본 평가도구가 성학 아동의 법정평가를

한 기면 도구로서 변별력을 갖는가에 한 문가의 검증을 받고자 만든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다음의 사진은 성학 아동과 일

반아동의 기면 에서 상아동들이 제작한 모래상자 사진을 무작 로 섞어놓은 것입니다. 1-10번의 고유번호를 가진 다음 사진

선생님께서 성피해아동들을 치료하실 때나 상담하실 때 기 1, 2회에 나온 그림과 유사한 것을 골라주십시오. 모래상자를 제작한 아

동에 한 일체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하략)

* 선생님의 간단한 약력을 담고자 합니다. 부담을 갖지 마시고 다음의 내용에 해서 간단하게 답하여주시면 연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선생님의 연령: 만 세

2. 선생님의 성별: 남 여

3. 선생님이 소지하신 상담․치료 련 자격: ( )

4. 선생님의 성학 아동 련 임상 경험: 약( )년

5. 선생님의 성학 아동 모래상자 치료/상담 사례: ( 약 이스)

- 질 문 -

(1) 선생님께서 성피해아동을 치료하시거나 상담을 하시는 과정에서 아동이 가장 많이 나타내었던 모래상자상의 공간배치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다음의 ( ) 가운데 선생님의 경험과 같은 항이 있으시면 부 체크해 주시고, 그 외 특별히 생각나시는 인상을 간

단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기타 )

① 상/좌 ② 상/우 ③ 하/좌 ④ 하/우 ⑤ 체 ⑥ 기타(가장자리, 상자 안/밖 등)

(2) 아동이 가장 많이 나타내었던 피규어의 표 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다음의 ( ) 가운데 선생님의 경험과 같은 항이 있으시면

부 체크해 주시고, 그 외 특별히 생각나시는 인상을 간단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① 아무 게나 ② 끼리끼리 무리지어 ③ 나열하듯 ④ 피규어사용이 고 단순하게

⑤ 포 하듯 ⑥ 마주보게 ⑦ 안정 으로, 균형 있게(기타: )

(3) 아동이 가장 많이 나타내었던 태도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다음의 ( ) 가운데 선생님의 경험과 같은 항이 있으시면 부 체크

해 주시고, 그 외 특별히 생각나시는 인상을 간단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기타: )

① 착수가 어렵다. ② 꾸미는데 오래 걸린다(소극 , 몰입) ③ 피규어를 여러번 옮기거나 고친다.

④ 피규어를 모래에 깊이 세운다. ⑤ 모래 속에 묻는다. ⑥ 기타(1, 2, 3, 4, 5 이외)

(4). 다음의 그림 1번-10번 성학 아동이 제작한 모래상자라고 생각되시는 상자의 번호를 ( )에 어주십시오.

( 답. )

1 2 3 4 5

6 7 8 9 10

<부록 2> 구조화 모래상자의 변별력 검증을 한 질문지

구조화

모래

상자

모

래

피

규

어

<부록 3> 구조화 모래상자의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