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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형심리진단평가를 통하여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한 남성의 자기 인식, 타인 인식, 가족
관계, 주변인 관계, 원가족 관계의 인형상징체계를 인형심리진단 매뉴얼에 따라 분석하여 자기와 가
족에 대한 심리적 특성, 대인관계패턴과 문제 체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참여자의 현재 자기 인식
에서는 강함, 방어/생존, 약함이 나타났고, 소망 차원에서는 긍정적 소망으로 나타났다. 타인 인식에

數

서는 수( ) 1의 통합된 일원의 세상으로 보호와 안전감, 통일성의 의미체계를 보였다. 가족체계는
삼각구도 만다라로 융합된 갈등 체계에서, 평안하며 균형을 갖춘 가족관계를 소망한다. 주변인 관계
에서는 평화주의자로 밀리는 관계 측면에서, 평화와 통합,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한다. 원가족 체계에
서는 애정결핍, 소속감 결여로 소외감(을), 표현한다. 그 결과 가족체계 유형은 우회 공격형, 부모에
게 거부당한 경험으로 인한 거부형, 관계 측면은 부부 권력에 의한 종속적 관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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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부란 남녀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이 형성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관계 명칭이며
(김선자, 2014) 가족을 형성하는 모체이다(유미순, 2015).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결혼이
란 살아온 배경과 환경, 생활습관, 사고방식, 성격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
시 위기와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와 이슈에
놓이게 된다(김민녀, 채규만, 2006). 또한 부부는 둘 만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 가사분담과 관련된 문제, 재정적인 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문제 등 여러 영역에
서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접하면서 갈등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부부는 결혼생활 중의 갈등을 조율하면서 해결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안에서 서로 성숙해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등 해결에 실패한 부부들은 결혼생활의 어려움
을 겪게 되고, 누군가는 자신의 삶의 행복을 찾아서, 또는 결혼생활의 고통을 피하기위해서 이
혼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한 이혼은 한국에서는 자식의 죽음 다음으로 힘든 생활
사건으로 평가되고(홍강의, 정도언, 1982), 미국에서는 배우자의 사망 다음으로 힘든 생활사건으
로 평가될 정도의 위기사건으로(Holmes & Rahe, 1967 Weizman, 1987; Kitson, 1992; Hope, Rodgers,
& Power, 1999), 이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 및 가족에게 상당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져
온다(김민녀, 2018). 그리고 이러한 부부 갈등과 이혼으로 인한 가정 해체는 국가적으로 사회적
으로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다루어진 사회 이슈 중 하나로, 최근 기혼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이 부부 사이
의 갈등을 풀 수 없으면 헤어지는 게 낫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4월 22일 한국

․

보건사회 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15~49세 기혼
여성(1만 1207명)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수용성을 조사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세계일보
2019). 그리고 지난해 혼인은 25만 7622건이며, 이혼은 10만 8천7백 건으로 전년 910만 6천 건으
로 전년대비 2.5 %로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아시아 1위, 세계 3위로 여전히 높은 비율
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19).
이러한 부부갈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부부갈등 측면의 연구로는 요
인 연구로 역기능적 의사소통(박민지, 2005; 박영화, 고재흥, 2005; 장문선, 김영환, 2003), 성생활
불만족, 생활양식 차이, 성격차이, 외도, 재정 문제(이경희, 1998; 이선미, 전귀연, 2001),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미분화 및 원가족 문화 및 생활 경험의 차이(이종원, 2002; 남순현, 전영주, 황
영훈, 2005; 권정란, 이인순, 2006; 김정옥, 2011), 갈등 대처행동(박영화, 고재흥, 2005; 김경신, 조
유리 2000), 자아 분화와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이지현, 2006; 한미향, 1999), 원가족 분화 수준과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유희남, 2011; 하상희, 2007; 홍보화, 2011; 황종순), 등 매우 다양하게 연구
되었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자녀문제, 소통의 부제,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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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생활태도, 가사문제, 사소한 말다툼 등 표면적인 문제와 갈등 등(남인정, 2018, 52) 일반적인
부부갈등의 원인을 밝히는데 집중되어 있거나 갈등 대처방식에 따라 결혼만족과 결혼생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 연구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위 연구들이 부부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부부갈등의 심층
적이고 근본 원인적인 차원의 연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부부갈등은 많은 복잡성이 있다.
일반적인 부부 문제가 아닌 가족에서의 투사, 트라우마, 위계질서 혼란, 종속적 관계 등 가족 내
‘얽힘’(Verstrickung)으로 인한 원가족 관계패턴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발생하는 가족 내
부부갈등의 근본 원인적인 문제와 갈등 원인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부갈등 해결
에 앞서 부부갈등의 근본 실체를 탐색하며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사정하여 상담 목표를 설정하
고, 시급한 필요를 진단하는 진단평가 측면에서는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자는 최근(최광현, 선우현, 2017)에 의해 개발된 인형진단평가를
통하여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남성 내담자의 진단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인형진단평가는 무의
식을 의식으로 전달하며, 고통스럽고 힘겨운 경험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인
형심리진단평가는 내담자가 자신을 인식하는 부분과 관계에서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서도 진단
평가 가능하다. 선행연구로는 우울한 아동(노경희, 선우현, 최광현, 2016)이나 학교 부적응 아동
(박미경, 최광현, 2016), 학대가정(선우현, 최광현, 이진숙, 정미희, 2015; 정혜전, 선우현, 2017), 다
문화가정(양인애, 선우현, 2018)처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 등을 찾아내기가 어려웠는데, 인형 치료를 통해서는 발견 및 진단평가가 가능하다. 이처
럼 진단평가도구로서 인형심리진단평가가 활용 가치의 유용성이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되
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남성 내담자가 안고 있는 의식적, 무의식적
이며 그리고 투사로 인한 문제의 실체를 탐색하며, 부부 문제를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사정하여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최광현, 선우현, 2016). 이는 빠른 회복과 함께 상담 회
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이 연구가 부부상담 진단에 있어서 인형진단평가 활용에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부 갈등
부부라 함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 온 각각의 남녀 두 성인이 결혼하여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상호보완적이고 평등하게 상대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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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는 두 인격체의 결합이다(이효재, 1984). 이러한 부부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서로
배려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서로 노력하지만, 이전 인간관계에서 각기 서로 다른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사실에 대해 다른 개념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
의 온갖 희로애락을 경험할 수 있고, 건강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난다
(박병희, 2015). 이렇게 인간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상태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현경
자, 2005).
이러한 갈등은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개인 간 갈등(inter-conflict)과 개인
의 내적 갈등(intra-conflict)으로 구분되는데 부부갈등은 상충된 배우자의 의견이나 대립되는 개인
간 갈등이 대부분이다(서정숙, 2010). 이러한 부부갈등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의 관
계에서 부족한 자원이나 상충되는 욕구, 목적, 기대에 대한 불일치의 정도나 그러한 불일치의
결과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대립과 긴장을 의미한다(Coleman, 1984; 박병희,
2016).
부부갈등이 대표적으로 유발되는 원인으로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 신체 생물학적 구조의
차이와 가정환경의 차이, 경제적인 요소, 성문제, 종교적 갈등, 성격차이, 취미활동, 의사소통 문
제, 주변인 등이 있다(유영주, 강학중, 2003; 최외선, 김갑순, 1992; 송동림, 2009, 김의진, 2014)).
이에 스나이더(M. Snyder)는 부부갈등이 부부서로간의 비언어적, 언어적 불일치를 포함하여 여러
영역에서의 일상생활 중 부조화를 경험하며, 부부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부정적
인 감정은 결혼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비평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상대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부부간 신뢰와 애정이 감소
되어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역기능적 작용으로 부부는 물론이거니와 자녀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의진, 2014). 그러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건강한 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나게 되며, 사소한 불만족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고
묵인할 때 이로 인해 부부갈등이 점점 심화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부갈등은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긍정적 상호관계로 발전해 가
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인을 잘 살펴보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김은숙, 2001). 또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부부관계를 진전 혹은 악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양영숙, 2008)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적절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부부갈등 해소에 앞서 정확한 진단과 목표 설정을 위하
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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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형상징 체계 진단평가
가. 상징
상징(symbol)은 그리스어 ‘symballein’의 어원으로 뜻은 ‘병치하다’, ‘짝짓다’, ‘서로 연결하다’는
뜻이 있으며(Kahler, 1960), 서로 다른 질서의 가치와 존재적인 질서가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다른

․ ․

무언가를 암시 환기 계시한다(박미경, 2018). 칼 융(C. G. Jung)은 상징이란 내면에 잠재하고 있
던 것을 의식으로 표현 하기위한 만유 공통적 언어라고 말하였다. 또한 상징(Symbol)은 ‘감추어
져 있는 것의 외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언어와는 달리 풍요롭고 다양한 의미를 전달해 주며 우
리 마음의 깊은 곳의 어떤 것을 표현해 주는 매개체이다(안명숙, 2019). 또한 상징은 지성을 초
월하고 감각을 초월하여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과 연결 지어 있다. 따라서 상징 언어는

內包力)’을 지닌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 가장

‘무한한 의미 내포력(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유요한, 2005).
나. 진단도구로서의 동물인형 상징체계
(1) 진단평가
진단평가에 처음으로 매체를 도구로 사용한 것은 정신의학자와 심리학자들이었다. 1905년 비
네와 시몬의 지능검사, 1921년 헤르만 로르샤하의 잉크 반점 검사, 1930년대 헨리 A. 머레이의
주제 통각 검사 등이 있다(김경숙, 2008). 최근에는 매체의 상징체계를 활용한 진단평가도구로
신체해부학적 인형, 그림검사, 모래상자가 있다(최광현, 선우현, 2016). 현제 연구 중인 매체로는
인간형 소셜 로봇(Social robot)을 통해 학대받는 내담자의 심리진단평가를 위한 가능성 탐색 연구
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김민규, 2019). 위의 신체 해부학적 인형은 피해 아동 중심적이며, 그림
검사는 내담자의 경험만을 진단하기에는 주관성 개입 소지가 높은 검사이다. 그리고 모래놀이는
복잡하고 심원적인 차원의 내용물 속에서 내담자의 문제 자체만을 진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
와 같이 상징체계를 활용한 여러 모델들이 가진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소통도구 모델이 인형치료이다(최광현, 선우현, 2016).
(2) 동물인형 상징체계
인간은 예로부터 상상의 동물을 통해 절대적인 안정과 초인간적인 경지를 열망하는 인간의

原型)을 예술로 표출시킴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었

바람은 표현해 왔다. 또한 무의식의 원형(

다(곽태임, 2005). 특히 인간의 상상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동물 이미지는 원시시대부터 현재까
지 미적 대상 그 이상인 인간 정신의 반영으로 또는 친근한 존재나 숭배 대상의 상징으로 형상
화되어 왔다(최광현, 선우현, 2017).
최근에는 다양한 의미와 기법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를 동물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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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최광현, 선우현, 2017). 이렇게 무의식에서 만들어지는 상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상담이론이 바로 인형 치료(figure therapy)이다(최광현, 선우현, 장화정, 강인수, 김다애,
2016). 인형심리진단 평가에서는 정제되고 단순한 상징인 동물 상징체계를 활용하며, 무의식 속
에 있는 동물에 대한 개인적 이미지와 원형적 이미지로 내담자 자신의 트라우마를 의식 밖으로
꺼내며, 내담자의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상징을 개인의 이미지와 원형적 이미지를 통해 의식과
연결시켜(최광현, 2015; 노경희, 2016) 진단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최광현, 2015).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법무부

ㅇㅇ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대상으로 상담을 받고 있

는 만 46세의 1남의 자녀를 둔 직장인 남자이다.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아내는 간호조무사로 근
무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으로 둘 사이에 자녀는 없고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1명과 살고 있다. 어긴 법률 규정 내용은 성 매수이며, 교정상담의 특성보다 현재 심각한
위기의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내담자로 부부상담 측면에 비중을 두어 심리진단평가를 받는 것
에 동의한 남성이다. 원가족 구성원은 부모님 모두 생존해 계시고 7남매 4남 3녀 중 7번째 막내
이다. 연구 참여자는 건강한 신체와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며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이다.
비자발적인 내담자이나 상담 초기부터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일반상담실에서 비용을 지불
하고서라도 상담을 받고 싶었다고 하며 도움 받고 싶은 내용으로는 반복되는 행동이 어디서부
터 잘 못 되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2. 인형심리진단 사례연구 방법
질적 연구는 자연적 상황에서 질적 자료에 의존한 연구를 말하며, 연구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고 가치 개입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 내에서
사례연구(Punch, 2005)란 단독의 혹은 작은 수의 사례들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연구이며, 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는 연구이다(성태제, 시기자, 2006). 이러한 사례연구에서 단일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한 것은 Yin이 제시하고 있는 단일 사례가 유용한 경우의 다음의 적합성에
근거한다. 즉 어떠한 이론을 확증(confirm), 확장(extend) 또는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challenge)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연구되는 유형에 유용함을
제시한다(유기웅, 정종원, 및 김영석, 김한별, 2012). 또한 질적 연구의 타당성에 대하여 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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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vist)적 해석적 패러다임(paradigm)은 풍부한 기술(thick rich description) 개념에서 사건 상황

․

에 대한 상세한 기술 설명으로 독자들이 그것을 개연성 있게 느끼게 하며, 연구결과를 다른 유
사한 맥락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한다고 말하고 있다(교육평가 연구, 2006).
따라서 본 연구의 단위는 개인으로 하고, 심리진단 자료를 수집하고 동물 인형심리진단 매뉴
얼에 따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자료의 수집은 2019년 6월에 실시되었으며, 장소
는 경기도에 위치한

ㅇㅇ보호관찰소 내에 있는 상담실이다.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내담자의 인

형심리진단 사례 자료 수집을 위해 인형심리진단 매뉴얼에 따라 인형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참여
자가 선택한 동물 인형들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의 자기 및 타
인 인식 차원과 가족관계와 주변인 관계의 관계 차원에 해당하는 동물 인형을 세우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 및 타인 인식 차원과 원가족 가족관계(최광현, 선우현, 2015) 차원에서 세워진 동물
인형의 구조를 분석한 후 동물 인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진단적 접근의 질문을 하고 분석하
였다. 인형심리진단평가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비밀보장과 함께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
다. 수집된 연구 자료들은 질적 사례연구의 틀 안에서 상징이론의 안내와 인형심리진단 평가 매
뉴얼에 안내에 따라 분석되었다.

3. 연구도구
가. 인형진단평가 매뉴얼
최광현과 선우현(2017)의 인형진단평가에서는 동물 인형의 8가지 상징체계와 참여자의 경험에
서 만들어진 언어 진술의 의미체계를 통하여 참여자의 자기 인식을 살펴보며, 가족 세우기와 또
래 세우기, 그리고 동물의 왕국을 세우게 하여 수 상징체계로 타인 인식을 본다. 그리고 관계패
턴을 알아보기 위해 동물 인형이 세워진 인형들 간의 거리, 방향, 공간적 위치, 배치된 형태, 등
을 통해 동물인형들의 역기능적 관계구조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에는 부부갈등 특성상 원가정의 가족체계를 추가하여(최광현, 선우현,
2015) 질문을 구성하여 진단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인형 심리진단평가의 실시 과정은 <표 1>과
같다.

4. 인형진단평가의 해석
가. 동물인형의 8가지 상칭체계
동물 상징 분석에서는 총 46개로 2가지의 자연물이 포함된 동물 인형의 상징 의미를 통해 참
여자가 선택한 동물 상징을 분석하고, 참여자가 선택한 동물의 공통된 특징을 인형진단평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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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형심리진단평가 실시 과정(최광현, 선우현, 2017)

자기
인식
인식
차원
타인
인식

가족
관계

․ 참여자는 현재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동물 인형을 선택한다.
․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동물 인형을 선택한 이유를 질문하고, 이를 분석한다.
․ 참여자는 현재 자신이 되고 싶은 동물 인형을 선택한다.
․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동물 인형을 선택한 이유를 질문하고, 이를 분석한다.
․ 참여자는 수 제한 없이 원하는 동물 인형을 활용하여, 동물들이 사는 세상을 만든다.
․ 참여자는 자신이 만든 동물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이름 붙인다.
․ 연구자에게 이를 소개한다.
․ 참여자는 현재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동물 인형을 하나씩 선택하여, 가족구성원과
의 친한 구성원들 끼리 정서적 거리감을 동물 인형의 배치를 통해 표현 한다.

․ 연구자는 참여자가 선택한 이유와 그들이 서로가 친한 이유 또는 친하지 않은 이유에 대
하여 질문한다.

․ 참여자는 현재 생각나는 대인관계의 인물을 동물 인형으로 하나씩 선택하여, 친한 대상
또래

관계

관계

차원

으로 선택한 동물 인형과의 거리는 가깝게 배치를 통해 정서적 거리감을 동물 인형의 배
치를 통해 표현한다.

․ 연구자는 참여자 주변 대상들로 표현한 각각의 동물 인형들에 대하여 참여자가 선택한
이유와 그들이 서로가 친한 이유 또는 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 한다.

․ 참여자는 원가족 이라고 생각되는 동물 인형을 하나씩 선택하며, 원가족에서의 가족 구
원가족
관계

성원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동물 인형의 배치를 통해 표현한다. 즉, 친한 가족 구성원들끼
리는 가깝게 배치한다.

․ 참여자가 선택한 이유와 그들이 서로가 친한 이유 또는 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
한다.

<표 2> 동물 인형 8가지 상징체계에 따른 동물 인형의 종류(최광현, 선우현, 2017)
상징체계
강함

동물인형
고릴라, 도마뱀, 독사, 독수리, 돼지, 멧돼지, 뱀, 북극곰, 불곰, 상어, 수사자, 악어, 여우, 코
끼리, 코뿔소, 호랑이, 흑표범

약함

강아지, 고슴도치, 나비, 다람쥐, 돌, 미어캣, 양, 조개, 토끼

독립

거북이, 고양이, 나비, 독수리, 돌고래, 말, 물개, 북극곰, 새, 수사슴

의존

강아지, 다람쥐, 새끼 양, 토끼, 판다곰

방어/생존
공격
긍정적 소망
부정적 소망

개(세퍼드), 거북이, 고슴도치, 기린, 나무, 낙타, 돌, 뱀, 버펄로, 북극곰, 여우, 젖소, 조개, 코
끼리, 닭
공룡, 도마뱀, 독사, 독수리, 멧돼지, 뱀, 불곰, 상어, 수사자, 악어, 코끼리, 호랑이, 흑표범
강아지, 개(셰퍼드), 판다곰, 캥거루, 젖소, 새, 새끼, 북극곰, 수사슴, 말, 물개, 거북이, 나비,
돌고래, 백조
공룡, 독사, 독수리, 돼지, 뱀, 버펄로, 불곰, 상어, 수사자, 악어, 여우, 코끼리 흑표범,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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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에 따라 동물 인형의 8가지 상징체계에서 분석하였다. 인형심리진단평가에서 자기 인식은
대립구도를 4가지 차원에서 8가지의 동물 인형 상징체계를 통해 분석했다. 이는 <표 2>와 같으
며, 총 8가지 46개의 동물 인형의 종류는 <표 2>와 같다(최광현, 선우현, 2017).
* 수 분석, 접근 분석을 통해 참여자의 비언어적인 상징체계 언어를 언어적 의식체계인 구체
적 언어 진술로 이끌어 내고 그 의미 체계를 분석하였다.
나. 관계구조 분석
관계구조 분석은 인형심리진단평가를 통해 관계 패턴을 탐색하는 것으로 세워진 구조에 따라
배치된 형태, 공간적 위치, 동물 인형들 간의 거리, 방향 등을 통해 동물 인형들 간의 상호작용
패턴 및 역기능적 관계구조를 파악하게 된다(최광현, 선우현, 2016). 구조는 원형의 형태, 수직적
형태, 대립적 형태, 소외된 형태, 희생양의 형태, 등으로 구분한다. 원형의 형태는 균형형의 친밀
한 관계를 의미하고, 대립 배치는 갈등관계의 회피형을 의미한다. 희생양의 형태는 가족체계 유
지를 위한 희생형을 의미한다(최관현, 2015 인형치료). 일렬배치와 분산배치는 소원한 관계의 목
적지향형을, 그리고 쌓기 배치를 통해 양가감정과 갈등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나타나는 융합된
갈등관계를 파악한다.

Ⅳ. 연구결과
1. 참여자의 자기 및 타인 인식 상징체계
본 연구자는 인형진단평가를 통해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참여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삶 속
에서 자신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가족 및 또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호작
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인형진단평가(최광현, 선우현, 2017) 매뉴얼의 동물 인형상
징체계를 활용하여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참여자의 자기 인식, 타인 인식 가족 및 또래관계 상
징체계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가. 자기인식에 상징체계
참여자의 자기 인식 인형진단평가(최광형, 성우현, 2017)를 통해서 나타난 현재의 자기 인식에
서는 8가지 상징체계 중 강함, 방어/생존, 긍정적 소망 상징체계로 나타났다. 현재의 나에서 동
물 인형 4개 선택하기를 권했으나 두 개만 고르겠다고 하며 고릴라, 기린을 선택했다. 먼저 강
한 남성과 힘을 상징하는 상징체계인 고릴라를 선택하고, 자신의 현재 생활 가운데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수반된 강한 생활력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다. 이는 자신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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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강점인 가족을 잘 부양하는 강하고 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두 번째로 방
어/생존의 의미 상징체계인 기린을 선택하고, 기린의 동물 상징체계와 상관없이 목이 긴 기린의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저는 멀리 보는 예측능력의 부족함이 있어요.’라고 언어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현재 사고체계의 능력의 한계를 나타냈다.
소망하는 자기 인식에서는 강한 존재로 ‘성장’하여 ‘독립’ 하고자 하며, 원만한 대인관계와 명
석한 판단력, 삶 속에서의 지혜로움을 소망하는 심리상태를 표현하였다. 참여자는 코끼리를 선
택하면서 무게감과 연관 지어 ‘몸집과 관련 묵직하고 오래 간다’. ‘친밀도를 높여 간다.’ 등을 진

<표 3> 연구 참여자의 자기인식 상징체계
동물인형
고릴라
현재의
나
기린

자기
인식
상징
체계

참여자의 진술

상징적 의미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가

강한 남성의 힘과, 무식한 사람을 상징하며, 가족 내

족 부양하는 사람

에서의 힘듦과, 자신의 가족을 공격함. 마초적인 성향

멀리 보는 예측 능력의

스스로의 안전, 주변 환경과의 적응력, 관찰자의 역할,

부족함 느끼는 자신 상징

현실을 넘어 다른 세계관망

정서감
자신감

무기력감

․의미 체계
고릴라: 강함, 긍정적 소망
기 린: 방어/ 생존, 부정적 소망

코끼리

펜더 곰

몸집과 관련. 깊이 있는

사교적, 강한 결속감, 생계와 강한 힘, 가족과 거리감

대인관계 소망함

나타날 수 있음.

낙천적, 긍정적, 본인성격

사랑, 인정,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며, 그 자

을 유지하고 싶음

체만으로 사랑스러운 동물

욕심이 많음. 본인의 일

예지력과 에너지 그리고 저장, 검색, 경고, 변경, 진리

처리속도 빠르다.

균형과 조화를 상징

희망

우울감

소망의
나

다람쥐

두뇌명석, 분별, 판단 잘
돌고래

함. 돌고래의 특성 닮고
싶음을 소망함.

자기
인식

현실도피 욕구를 나타내고 문제 상황 시 회피하는 존
재로, 사랑, 귀여움, 영리하며 자유로운 동물임

․의미주체
코끼리 : 강함
팬더 곰 : 의존

상징

다람쥐 : 독립/ 방어

체계

돌고래 :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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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였다. 이는 기본적인 코끼리 특성인 ‘강함’과 오래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소망함을 표현했
다. 펜더 곰을 선택한 이유는 인정과 사랑 그리고 존중받고 싶은 내재된 욕구와 함께, 낙천적이
고 긍정적인 본인의 성향을 바탕으로 주변에 도움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삶을 소망했다.
또한 참여자는 다람쥐 선택을 통해 민첩함과 지혜를 추구했고, 돌고래는 ‘머리가 좋다.’, ‘분별,
판단을 잘한다.’는 진술과 함께 명석한 두뇌를 소망함을 동물 상징체계를 통해 표현했다. 인형상
징체계의 매뉴얼에 따라 상징 해석, 의미 주제, 참여자의 진술 및 정서 분석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나. 타인인식 상징체계

數

연구 참여자에 의해 표현된 동물왕국의 기본 전제는 수( ) 상징체계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數

차원을 분석한다는 것이다(최광현, 2017). 연구 참여자의 타인 인식에 대한 수( ) 상징체계는 분
석 결과 원의 형성내용 속에서 등장하는 수 1이다. 주제는 ‘나의 동산 멤버들’로 참여자가 주체
가 되는 가족개념이 있으며, 선택된 동물들은 기린, 닭, 고양이, 토끼, 돼지, 염소, 개, 앵무새이
다. 구상 이유로는 참여자가 실재적으로 길러본 동물들로서 사나운 동물들은 없고 온순한 동물
들이며 약간 사나운 면은 있으나 인간들과 친밀도가 있는 동물들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린은 특이한 동물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선택했다고 진술했다.
참여자의 표현된 내용에서 동물들은 원을 이루고 있으며, 모두 초식동물로써 순하고 서로 싸
우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또한 참여자가 세운 세상은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지 않으
며, 표현된 내면의 상태는 하나의 통합된 일원의 세상이다. C. Jung(2001)은 원은 고대로부터 위
협과 위험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술적 기제이며, 시작도 끝도 없는 순환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에 동물의 왕국에서 표현된 내용의 심리적 측면은 참여자는 원 안에서 심리

<표 4> 참여자의 타인인식에 대한 수(數) 상징체계 1
동물인형

기린, 닭, 고양이, 토끼, 돼지, 염소

數

수( )
타인

상징체계

인식

참여자의
진술

주제: 나의 동산 멤버들
가족개념 있으며, 사나운 동물은 없고, 사나운 면이 약간 있긴 하지만
사람하고 친밀도 있는 무리가 모여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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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일성, 보호와 안정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긍정적인 의미체계의 소망적인 상태를
보여 준다. 이러한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지 않는 통합된 세상을 표현하였다는 것은 역설적인 해
석으로, 참여자가 인식하고 있는 타인이나 세계는 현재의 삶 속에서의 평화로움, 안전감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부정적인 의미체계의 현재 삶 속의 좌절감, 불안
전감, 등으로 평화롭지 못하며,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소망이 드러난다. 연구 참여자의

數

타인 인식에 대한 수( ) 상징체계는 <표 4>와 같다.

2. 참여자의 관계상징체계
가. 가족관계 상징체계
현재 가족의 동물 인형이 세운 구조는 삼각구도의 만다라로써(최광현, 선우현, 2016) 참여자는
토기인 아내를 중심으로 구성된 삼각구도를 만들었다. 토끼의 동물 인형 상징은 온순하고 착함
을 나타낸다. 그러나 참여자가 사육해본 경험에서의 진술내용 의미체계는 작지만 무서우며 사랑
스러우나 사납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이다. 참여자가 바라보는 방향은 아내다. 자녀 역시 아내
를 바라본다. 아내는 모든 결정권을 가진, 가족의 강한 중심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또한 참여자
의 고릴라는 야생동물로 통제할 수 없는 힘, 비사회화, 원시적 자연의 본능을 의미하며(최광현,
선우현, 2017) 외도하는 사람, 힘만 있고 무식한 사람을 상징한다. 참여자의 다른 인형에 비해
큰 인형 선택에 대한 해석 측면에서 자기 표현력 부족과, 충동조절의 문제와 관련된 행동화
(acting out)의 가능성을 나타낸다(최광현, 선우현, 2016). 이는 종합적으로 피검자의 통제할 수 없
는 성본능으로 범법 행동을 한 사실과 자기표현력 부족과 충동조절 실패 등으로 참여자의 현재
삶의 형태, 즉 부부갈등의 문제 체계가 드러났다.
소망하는 차원에서 남편은 무식에서 벗어나 지혜와 명석함을, 아내는 우둔해도 긍정적이며 평
안한 성품을, 그리고 자녀는 침체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과 도약을 소망
한다. 이는 두려움과, 불안,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 평안하며 균형을 갖춘 가족관계를 소망함을

․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존형(최광현, 2018)의 가족체

의미한다. 그러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부부

계 유형과 쌓기 배치의 융합된 갈등관계의 형태를 나타냈다. 이는 ‘어차피 가장은 와이프로 세
워 놨다.’, ‘모든 통장, 보험, 집 명의도 집사람으로 해 놨다.’ 등의 진술과 같이 강력한 아내 중
심의 가족체계이다. 이는 참여자의 문제 체계로 원가정의 관계 패턴을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단서로 볼 수 있다. 가족체계 분석 결과표는 <표 5>와 같다.
나. 주변인 상징체계(또래관계)
참여자는 주변인 관계에서 거북이로 진실됨을 추구하며, 규범 준수와 평화주의자이다. 주변인
들과의 관계는 양면 즉 긍정적인 측면과 긴장상태로 원만하지 못한, 밀리는 관계 측면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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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참여자의 현재가족관계 상징체계

가족
관계

동물인형

가족

고릴라

나

토끼

아내

양

아들

참여자의 의미진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가족을 부양하는 존재로, 아내와의 파워게임 에서
늘 수긍하고 복종함.
작지만 무서운 면도 있고, 사랑스러운 면도 있으며 문제 상황일 때 어떻
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는 존재
표면적으로 조용하고, 잘 순응하나, 내면적으로는 불안정한 정서상태임.
(참여자가 재혼한, 아내의 전남편과의 사이의 자녀)

현재
가족
상징
체계

<표 6> 참여자의 소망가족관계 상징체계
가족

동물인형

가족

돌고래

나

펜더곰

아내

기러기

아들

관계

참여자의 의미진술
가정과 사회생활, 일 분야에서 지혜, 밝고 명석함을 소망함.
좀 우둔해도 긍정적, 웃음, 낙천적 평안한 성향을 소망함.
학업성적 낮음, 게임에서 빠져나와, 높이 날면서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
고 판단하며, 시야를 넓히길 소망함.

소망
가족
상징
체계

다. 밀리는 관계 측면에 해당하는 진술로는 하이에나에 대하여 ‘직접 사냥도 하겠지만 느려서
사냥 잘 못한다.’, ‘누가 사냥해 놓은 것을 뺏어 먹는 걸 잘한다.’, ‘계속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살
줄은 모른다.’ 사자에 관하여 ‘모임이나, 뭔 일이 있으면 싸우려고 덤빈다.’, ‘물어뜯고 하며 겁준
다.’이다. 소망에서 참여자는 행복과 만족함을 추구하며, 펜더 곰을 선택하며, 구조적으로는 화합
을 위한 소망의 만다라로 표현했다. 주변인들은 사납지 않은 동물들로 젖소, 기린, 펜더 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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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참여자의 주변인관계 상징체계
영역

구분

동물인형

나

거북이

참여인의 의미체계

주변인 상징체계

변함없이 진실 됨을 추구하며,
현재
주변인

주변인

흑등고래

규범을 준수하고 착하며 평화

하이에나

주의자이며, 베풀기 좋아하는
존재

젖소, 사자
나

팬더곰

소망
주변인

평화와 안전감, 화합, 행복을
주변인

젖소, 기린,

추구하는 존재

거북이, 팽권

북, 펭귄 선택했다. 위협하는 존재 없이 평화롭고 안전감과, 화합, 그리고 통합을 소망함을 드러
냈다. 참여자의 주변인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다. 원가족 관계 상징체계
부부갈등 주제에서 중요한 진단적 평가를 도출할 수 있는 원가족 관계체계에서 참여자는 단
독생활(박미경, 2019)을 하는 코알라를 선택했다. 고릴라인 아버지, 젖소인 어머니와 더불어 모든
가족의 동물 인형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원형 형태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참여자인 코알
라는 원형 밖의 모습으로 가족에게 거부당한 경험, 즉 거부형(최광현, 2018)으로 드러났다. 이는
참여자를 제외한 원 가족들은 비교적 편안함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참

<표 8> 연구 참여자의 원가정관계에 대한 상징체계 분석
원가족 동물인형
원가족

나

아버지

어머니

누나 1

형1

형2

누나 2

형3

누나 3

관계

코알라

고릴라

젖소

캥거루

산양

돌고래

토끼

사자

물개

참여자의 원형 밖, 코알라 모습으로 가
원가족
상징
체계

원가족
의미체계

족에게 거부당한 경험, 즉 거부형으로
정서적 애정 결핍, 소속감 결여를 나타
내는 것으로(최광현, 선우현, 인형치료2,
284), 현재 원가족 안에서의 고독함, 소
외감,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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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정서적 애정 결핍, 소속감 결여를 나타내는 것으로(최광현, 선우현, 2016)), 현재 원가족
안에서의 고독함, 소외감,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참여 진술로는 ‘예전에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
는 자리에 있었지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죄를 짓고 난 후 상황이 달라졌죠.’이다.
참여자의 원가족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남성 내담자의 자기 인식, 타인 인식, 가족관계,
또래관계, 원가정 관계에 대한 인형 상징체계를 분석하고자 인형심리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인형
심리진단 매뉴얼에 따라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의 자기 인식 차원은 성실함, 책임
감, 강한 생활력으로 인한 강함, 방어/생존, 긍정적 소망 상징체계와, 부정적 측면의 사고체계의
능력의 한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 체계가 내재된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약함‘부분을 나타
낸다. 그리고 인정과 사랑 존중받고 싶은 욕구와 함께 인간관계의 친밀함 추구, 생활 속의 지혜

數

와 명철함을 소망함이 나타났다. 참여자의 타인 인식차원에 대한 결과는 수( ) 1로 하나의 통합
된 일 원의 세상으로, 원 안에서 심리적 통일성, 보호와 안정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긍정적인 의미체계의 소망적인 상태를 보여 준다. 이러한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지 않는 통합된
세상을 표현하였다는 것은, 참여자가 인식하고 있는 타인이나 세계는 현제의 삶 속에서의 평화
로움, 안전감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필요함을 보여준다.
참여자의 가족 상징체계에서 관계 차원은, 사나우며 무섭고 강한 아내 중심의 삼각구도의 만
다라로써, 참여자의 자기표현 부족, 무식함, 충동조절, 융합된 갈등체계의 상태에서 평안하며 균
형을 갖춘 가족관계를 소망한다. 주변인 관계에서 참여자는 평화주의자로 강한 주변인의 위협으
로 인한 밀리는 관계 측면을 보며, 소망으로 평화와 안정감, 통합, 그리고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
한다. 원가족에서의 관계 차원은 애정 결핍, 소속감 결여로 현재 원가족 안에서의 고독함, 소외
감,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심리진단평가의 결과 나타난 체계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평가로
나타난 가족체계 유형은 우회 공격형(최광현, 2018)으로 나타났다. 우회 공격형은 부부 체계 사
이에 갈등과 긴장이 생길 때 서로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자의 가족관계 상징체계에서 나타난 의미체계와 진술을 살펴보면 아
내가 사랑스러우나 사납고 무서운 부정적인 정서 체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갈등이 있을
때 어디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아내의 신뢰할 수 없는 행동과 참여자의 자기 표현력 부족 즉
효과적인 의사소통 부재와 충동조절의 문제 체계를 들 수 있다. 이는 부부갈등이 생길 때 직면
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함이 현제 법무부 ‘성 매수‘ 사건과도 연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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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둘째로, 관계 유형에서 부모에게 거부당한 경험, 거부형(최광현, 2018)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거부형은 원가정에서 거부당한 경험으로 평생 불안정 애착 유형을 형성하여 현재의 파트너십을
가로막고 있는 과거의 모습들과 싸우게 되는 것을 말한다. 참여자의 원가족 의미 상징체계에서
나타난 원형 밖의 참여자 모습으로 원가족에게 거부당한 채 고독함, 소외감, 고통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의미 진술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 있었지요.’,
이나, 현재 원가족 안에서의 고독함, 소외감,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죄를 짓고 난 후 상황이 달라졌죠.’ 등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면담 장
면에서 드러난 내용으로, 아버지의 미해결 과제인 법관을 요구하는 기대에 참여자가 못 미치고,
가족 내 영웅적 희생양(최광현, 2012)으로 거절당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절감은 가정폭력이나
폭언 협박과 같은 강렬한 형태도 존재하지만, 애정결핍, 죄책감 역시 불안전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종속적 관계를 들 수 있다. 부부와 가족관계에서도 권력은(최광현, 2018)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권력이란 상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며, 전략적 가족치료의 (Haley, 1992)
는 권력싸움은 부부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주장한다. 지극히 사적인 가족관계에서도 매일 아니
매시간 권력을 사용한다. Jellouschek(2006)도 부부관계 안에서도 매 순간 권력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평, 불공평의 권력행사가 존재한다고 말한다(최광현, 2016). 그러나 모든 부부가 서로 권력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 부부 중 한 명이 항상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면 다른 한 명은 거기에 수긍
하고 복종하는데, 이런 관계를 ‘종속적 관계’라고 말한다. 이 유형은 부부싸움 횟수도 적고, 공개
적으로 다투지 않으나 이들이 사랑해서 부부싸움을 않는 것이 아니라 감히 못하는 것이다. ‘아
래’에 있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느낌과 억압 받으며, 수동 공격형으로 표현한다. 인형진단평가에
서 참여자의 가정에서도 가족체계에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난다. 지나친 아내의 주도권 행사와
남편의 좌절감, 불안 전감과 함께 무기력함으로 아내에게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수동 공격형으
로 대항하고 있었다. 이런 종속적 관계는 두 부부의 힘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내담자는 현재 자신의 생활 속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수반
된 강한 생활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강한 자기 인식은 표현했다. 그러나 원가정에서의 거절감
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과 내담자 특유의 자기표현 부족, 사고체계의 한계로 부부갈등 상황 시
서로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우회공격형으로 나타
났다. 이는 부부갈등의 문제 체계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강한 아내를 만났을 때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수동적 공격형으로 표현하는 종속적 관계를 유발함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부부갈등의 영역은 남, 여, 연령별로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한 남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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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 여, 연령별, 다양한 부분의 문제 체계로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까지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좀 더 타당성 있고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기여점은 부부갈등 참여자에게 동물 인형진단평가를 활용한바 단시간 내에 하나
의 장면으로, 자기와 타인의 인식, 관계의 갈등, 그리고 가족 역동 체계와 자신들의 무의식적
인 욕구와 감정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동물인형
진단평가를 통하여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남성 참여자 한 개인의 가족체계 유형과 관계패턴
을 드러내고 부각했다는 것에 질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이는 상담 회기의 시간을 크게 단
축할 수 있고 문제 해결과정에 실제적이고 근원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부갈등 내담자를 상담 초기에 효과적으로 개입이
가능하도록 진단하고 평가하는 도구인 인형 심리진단평가가 더 체계적으로 발전되며 활용되
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결과는 부부갈등 내담자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들의 효과적인 개입에 기
초자료로 활용도가 있을 것이며, 부부상담에 진단적 개입을 위한 유용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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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Psychological Diagnosis for a Male Client
with Marital Conflicts based on Animal Figure Symbols

Park, Du-Yeon (Hansei University)
Choi, Kwang-Hyun (Hansei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conduct figure psychological diagnostic assessment and analyze the figure symbolic
systems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family relations, peer relations, and family of origin relations
according to the figure psychological diagnosis manual in a case of a man that had marital conflicts, thus
examining hi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self and family,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s,
and problem systems. The participant showed strong, defense/survival, and weak in his current
self-awareness and had positive wishes at the wish level. His other-awareness included the semantic systems
of protection, safety, and unity in a world of members integrated through 1. At the relation level, his
family system showed peaceful and balanced family relations under the conflict system incorporated with
triangular mandala. For his peer relations, he sought after relations of peace, integration, and harmony as
he was pushed as a pacifist. He expressed a sense of alienation due to lack of affection and sense of
belonging for his relations with his family of origin. As a result, he belonged to the bypass attack type
for the family system, the rejection type due to his experiences of being rejected by his parents, and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type of couple power at the relation level.

Key words : figure diagnostic assessment, marital conflict, symbolic system, family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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