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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식의 통과의례를 보여주는 여대생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노 남 숙†(명지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자폐 장애를 가진 오빠로 인해 동생인 자신이 늘 가정에서 부모님의 과한 기대를 받으면
서도 오빠를 동생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돌봐주면서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고 있는 여대생의 모래놀
이치료 사례 연구이다. 내담자가 원하는 심리적 과제가 자존감을 높이고 정서적인 불안감을 줄이며
Body image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모래놀이치료를 적용하였다. 모래놀이치료는 8개
월 간 주 1회(50분)씩, 27회기가 진행되었다. 모래놀이치료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집-나무-사람

⋅

(HTP) 그림 검사, 가족동적화(KFD) 검사가 사전 사후 검사로 실시되었다. 모래놀이치료 과정을 살

․

펴보면, 내담자의 모래상자는 성년식의 통과의례로서 1단계 분리 출발단계, 2단계 전이단계: 죽음과
재생, 변환- 여성적 자아의 발달 단계, 3단계 통합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는 모래놀이
치료 과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
하는 20대 여대생이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의식의 발달이 어떠한 과정으로 변화, 통합되어 여성적 인
격이 성장하고 자존감이 확립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주제어 : 모래놀이치료, 여대생, 성년식 통과의례, 의식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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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년기는 신체적인 성숙과 정신적인 발달이 급속도로 변화되어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Erikson(1968)은 청년기의 특징으로 ‘내가 누구이고 사회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
에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대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때 스스로
선택한 가치와 직업의 목표는 영속하는 개인적인 정체감으로 통합이 되고 부정적인 결과로는
미래의 성인 역할에 대한 혼란으로 표현된다(김청자 외, 2012).
특히 대학생의 경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진입하는 과도기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며, 대학환경은 대학생들에게 낯선 상황과 비슷하며 건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지 못한 대학생
은 학교 적응이 어려우며 친밀한 관계 맺기가 어렵다(장휘숙, 2000). 이런 부정적 경험들은 결혼
관이나 인생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외로움, 스트레스의 부적절한 대처, 의욕의 저하 등 여
러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하게 된다(성정아, 홍혜영, 2014).
본 사례연구는 자폐장애를 가진 오빠로 인해 동생인 자신이 늘 가정에서 부모님의 과한 기대
를 받으면서도 오빠를 동생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돌봐주면서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고 있는 여
대생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이다.
이와 같이 가정 내 장애형제가 있는 경우 비장애 자녀는 보살핌의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안
정적이지 못하고 공감대가 부족한 가정 양육환경 가운데 부모들은 비장애 형제에게 학업과 생
활태도 부분에서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고 비장애 자녀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정서적 부
분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매우 크다(심희옥, 2014).
Neumann(2009)은 성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가족으로부터 나와서 세계로 입문하는 것이며,
사춘기는 재생의 시기로 이를 용과 싸우고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웅에 비유한다. 이 시
기 의식의 특징은 어두운 바다를 여행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를 통해 성격이 새롭게 되는 것으
로 영적이거나 의식의 원리가 어머니 용을 정복하여 어머니와 아동기, 무의식과의 연결을 절단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용을 죽임으로서 이는 자기 내부의 어두운 본성을 극복하여 자기 통찰과
통제,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어머니 용과의 싸움이 마무리
되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원리로 태어나 세계로 입문하면서 아버지를 동일시한다(Newmann,
2009). 그러나 자아가 안전하게 발달하지 못한다면, 무의식에서 분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부
정적인 모성의 상징들과 만났을 때 저항을 하지 못하며 의식화 작업을 할 때 여러 어려움을 경
험하게 된다. 이에 모래놀이치료를 적용하여 내담자를 참여시키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아를
만들어내고 이를 강화 시킬 수 있게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인이 된 후 노인이 되어 죽게 되는 인생주기를 경험
하게 되는데, 인생의 각 단계마다 통과의례라는 의식을 하게 된다. 성년식(initiation)은 인생을 살
아가면서 반드시 거쳐 가야만 하는 통과의례이면서, 아동에서 어른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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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회적인 위치를 인정받게 되고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년
식(initation)의 통과의례는 세 가지의 단계, 즉 분리, 전이, 통합으로 구성된다(Van Gennep, 2000).
첫 번째로는 분리단계로 출발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는 과거의 것에서 벗어나서 새 상황에 적응
키 위한 준비로서 자신 속에 뒤섞여 있는 것은 버려야 하며 구별해 내야 하는 정화작업이 필요
하다. 두 번째로는 전이단계로 죽음 그리고 재생과 변환과정이다. 재생은 죽은 후 다시 태어나
는 것으로 죽음을 기본전제로 하여 재생이 이루어진다. 죽음은 헌 자아가 희생함을 나타내며 헌
자아의 죽음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진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다(이부영,1997). 세 번째로
는 통합단계로서 사회적 지위를 새롭게 수용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진
숙, 2016).
본 연구의 내담자는 자존감이 매우 낮으며 불안강도가 높고 대인관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특
히 엄마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내담자인 딸에게 살을 빼라고 스트레스를
주어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여대생이다. 치료사는 내담자의 모성 콤플렉스를 다루어 줌으로서
무의식에 있는 내담자를 깨우고 내면의 긍정적 모성상을 찾는 심리적 작업을 도와주고자 모래
놀이치료를 적용하였다.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내담자는 치료사가 제공하는 안전한 공간에서 생
애 초기 엄마와 경험해야 했던 초기 애착 시기의 감정인 모자일체성(mother-child)을 경험하게 된
다. 이에 모래놀이치료는 무의식의 체험과 자아의 통합과정을 거친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스스
로 자유롭게 자발적인 치유과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기 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
고 이는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김보애,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를 가진 오빠로 인해 힘들어 하는 여대생이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이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성년식의 통과의례 단계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사례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가. 내담자 인적사항 및 주호소 문제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 25세 여대생으로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다.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크
며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통하며 귀여운 인상이다. 처음 치료사와 인사를 할 때 엄
마가 상담을 받아보자고 강요하여 온 것이라면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면서 조금 긴
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호소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이 매우 낮아서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싶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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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불안강도가 높아서 불안감이 좀 누그러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특히 엄마의 심리적인 면
에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 이런 엄마와의 관계 부분도 점검하고 싶다고 하였다. 특이사항으로
는 엄마와 오빠가 이미 본 가족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경우로, 내담자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엄마가 자꾸 예민하게 굴고 살을 빼라고 스트레스를 주어서 상담센터에 온 것이라고 반
복해서 표현하였다. 특히 가정환경 상 자폐성향이 있는 오빠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가족 안에서 중재를 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나. 가족관계와 발달력
여대생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오빠, 본인으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이다.
아버지는 만 57세로 학력은 고 졸이며 직업은 치과 관련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시며 외동아들
로 성격은 남자답고 조용한 편이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엄마나 오빠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 특히 부인이 건강을 안 챙긴다며 부인에게 잔소리를 하여 자주 부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
고 있다. 자폐성향의 아들에 대하여 그 병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지금도 여전히
아들에 대하여 심하게 혼내고 속상해 하며. 막내인 내담자를 너무 편애해서 아들이 매우 화를
낸 적도 많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만 54세로 학력은 고 졸이며 직업은 가정주부이다. 출생순위 3녀 중 둘째로 쾌활하
고 명랑하다. 엄마는 동네에 아는 오빠였던 아빠랑 결혼해서 별 문제 없이 살았으며 아이를 낳
을 때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큰 아이인 오빠를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였다.
아이 둘은 모두 정상 분만을 하였다. 성당활동을 열심히 하고, 동네에서도 통장 일을 할 정도로
적극적인 스타일이다. 아들이 어려서부터 자폐성향이 있어서 아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예민해지
고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몸의 여러 부분이 아픈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많아서 이번 상담을 통해 딸이 가슴 속에 가진 여러 스트레스와 상처, 특히 오빠에 대
한 스트레스와 책임감을 조금 덜고 다른 여대생처럼 밝고 명랑해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딸의 외
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딸이 살도 빼고 날씬해지고 안경을 벗고 예뻐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오빠는 만 28세로 학력은 대 졸이다. 초등학교 때 약한 자폐성향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부모
님의 끊임없는 의지로 일반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했다. 늘 여동생에 대한 피해의식
과 자신이 남과 소통되지 못함의 억울함, 아빠의 여동생에 대한 편애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
분노가 많이 쌓여있다. 이에 가족상담센터에서 5개월 전부터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
을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 중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소통의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상
태이다.
내담자의 발달력은 다음과 같다.
계획임신으로 출생시 어머니 연령은 30세였으며 아기 체중은 3.45kg이었다. 출생 후에는 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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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분유를 함께 먹였으며, 대소변이나 수면 모든 것이 다 정상이었다. 3-6세 까지는 유치원 생활
도 즐겁게 하고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7세 이후,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과 잘 지
내지 못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몸이 이유도 없이 많이 아파서 힘들고 마음이 불편한 초등
학교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4-5학년 시기에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통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이 나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호르몬 약을 먹고 있다. 약을
먹으면서 몸이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친구들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어 갔다. 공부는 하기 싫
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초등학교 때 성적이 매우 안 좋았다. 13세 이후인 중학교 때부터
다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전교 5등 안에 들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상위권
을 유지하다가 치대를 가려고 이과를 갔다가 성적이 안 나와서 결국 대학에 떨어졌다. 중학교
때부터는 친구들과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지내면서 초등학교 때의 왕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었다. 대학교를 재수하면서 문과로 옮기고 현재 D 대학교 인문계열 국문과에 다니고 있으며
전공이 자신에게 잘 맞으며 졸업 후 국어교사가 되는 것이 계획이다.
2. 심리평가
내담자의 심리평가를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로 집-나무-사람(HTP) 그림 검사와 가족동적화
(KFD)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사례개념화
내담자는 자폐 진단을 받은 오빠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는 과한
기대를, 어머니로부터는 오빠를 도와주라는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이에 안정적
이며 수용적인 양육이 아닌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불안과 분노,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가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외모에 대하여 어머니의 과도
한 간섭으로 인하여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아서 위축, 우울감, 불안이 매우 높으며 자신감 결여
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과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 사춘기에서 성인기로의 건강한 통과의례가
되지 못한 사례로 사료된다. 내담자가 자존감을 높이고 불안을 줄이고 싶다고 하였으며 자기 자
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내고 자아 정체성을 탄탄하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 과제인 것으로 보인
다. 즉, 이 내담자는 자아가 약하고 자아존중감도 낮고, 모성 콤플렉스 뿐 아니라 부성 콤플렉
스, 형제 콤플렉스도 있어서 모래놀이치료를 통하여 유아기와 아동기의 퇴행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발달을 촉진하고 청소년기의 통과의례를 통하여 자신의 아니무스와 만나고 여성성을 발전
시키면서 자아존중감이 증진될 것이다. 또한 모래놀이치료를 통하여 내담자가 긍정적 여성성을
형성하고 이를 통합하여 현실에 잘 적응 가능하게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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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래놀이치료과정 및 결과
1. 모래놀이치료 과정
본 연구의 사례는 주 1회 60분씩 총 27회기가 실시되었다. 초기 면담과 사전-사후 심리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27개의 상자를 만들었다. 본 사례 연구는 모래놀이치료를 통한 내담자의 치유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국제모래놀이치료협회 티칭멤버인 수퍼바이저 3인의 수퍼비전을 받아 분

․

석에 반영하였다. 이에 본 사례의 치료과정은 성년식의 통과의례의 3단계로, 1단계 분리 출발,
2단계 전이: 죽음과 재생, 변환-여성적 자아의 발달 단계, 3단계 통합 단계(Van Gennep, 2000)로
구분하였다. 본 사례 연구에는 이 중 의미 있는 모래상자를 내담자의 스토리텔링과 수퍼바이저
들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모래상자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퍼바이저들
의 분석심리학적 심층분석을 참고하였다.

․

가. 분리 출발 단계 (1- 3회기)

․

1회기에서 3회기는 분리 출발 단계로 현재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와 가족 관계 및 내담자의
주요문제와 미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나타낸다. 자신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발견하고 여
성적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는 내담자의 심리적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1-3회기에서 내담자는 상징을 통해 본능을 드러내는 것이고 치료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본
능적 욕구와 직면하게 된다. 내담자는 치료사에게 내담자가 무의식 작업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무의식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 1회기 (제목: 무제, 처음 놓은 소품: 아기꽃사슴, 마지막 소품: 고슴도치)
■ 모래놀이 상황 및 내담자의 표현
‘나’ 같은 이미지라며 “아이 귀여워”라고 하면서 아기꽃사슴을 배치하였다. “아빠는 호랑이 같
고 화가 많고 나를 아껴주나 오빠한테는 짜증, 화, 그걸 보는 내 마음은 편하지 않고 싫다. 오빠
는 아빠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아빠의 부정적인 말투. 그러기에 나의 말투도 어느새 아
빠처럼, 엄마에게 아빠 말투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 엄마는 상어와 닮았으며 무섭고 날카로운
이미지, 냉정함을 가지고 있으며 예전에는 정말 냉정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고슴도치
는 오빠의 이미지인데 날이 서 있고 화가 많이 나 있고 약한 것 같다. 아빠는 나를 편애하고 오
빠를 내가 어릴 때 계속 괴롭혔는데, 내가 막 때리고 이것 때문에 오빠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
요”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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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모래상자로 보이며 의식이 분화되지 않은 집단적 무의식 상태로 보여진다. 모래상
자를 가족화처럼 표현하였고 가족 콤플렉스가 주 이슈인 것으로 보인다. 동물의 단계로서 억
압된 내담자의 본능의 문제로 보이며 가족 셋과 본인은 분리되어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
는 가능성일 수 있다. 모래상자 속 소품들이 가족을 표현했다고 하나, 동물들은 내담자 안의
내재 된 본능이라 할 수 있다. 호랑이는 공격적인 모습, 상어는 약탈하는, 분노함을 의미할 수
도 있다. 고슴도치는 자신의 예민하고 취약함을 방어로서 막아내기 위한 침을 가지고 있으며
아기꽃사슴은 자신의 취약하고 예민한 모습 일 수도 있다.

첫 번째 모래상자를 Dora Kalff는 내담자가 스스로의 치유를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자원
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표현하였으며(Barbara A. Turner, 2010), 첫 번째 모래상자를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1회기에 내담자가 고민하고 있는 가족콤플렉스와 자신에 대한 혼돈
된 자아상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모래상자로 표현 해 내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 보이므로 예후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 3회기 (제목: 삶의 질, 처음 놓은 소품: 낙타, 마지막 소품: 아이 업은 엄마)
■ 모래놀이 상황 및 내담자의 표현
낙타를 한 번 타 보고 싶어서. 사막으로 별이 쏟아지는 것을 보러 가고 싶다고 하였다. 낙타
표정이 나보고 타라고 하는 것 같아서 ‘오라’고 하며 조잘조잘 이야기 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낚시하는 사람은 여유 있게 보이고 낚시가 여유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이 낚시 아저씨 배 살
좀 빼어야 되겠네. 아기 표정이 너무 좋아서, 아기 너무 좋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엄마가
업고 있는 것으로 골랐어요”라고 하였다.
별이 쏟아지는 내면 안의 사막,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 같은 부분으로의 여정 작업이 시작
된 상자이다. 낙타는 내담자의 의식화 여정의 시작으로 어려운 여정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물을 담고 있는 낙타는 긴 사막의 거친 여정을 떠나기에 적합한 동물이며 사막 같은 삶
에서 견뎌내며 통과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이에 무의식의 자리에 있는 낙타를 의식화
해야 한다.
이 상자에서 땅과 바다가 나뉘어 졌다. 이것은 의식의 분화가 왔음을 의미하여 이제 의식
이 발달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추어진 것이다. 고기 잡는 어부의 등장은 엄청난 것이 아래로부
터 올라오고 있음을 내포한다. 내담자의 모래작업을 통해 무의식의 콤플렉스와 직면하는 것이
다. 또 이 상자의 경우 한가운데의 바닥을 드러냄으로써 생명력 있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부분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이제 자신 내면의 무의식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물에서 낚시를 하고 있으므로 무의식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한다. 낚시는 무엇인가 무의식의
의식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고기를 잡는 어부는 내면 작업을 하는 긍정적인 남성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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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내담자와 대면하는 낚시꾼의 모습이다. 물 속에 물고기가 없어서 아직은 텅 비어있으
나 앞으로 내용물이 올라올 것을 기대한다.
아기 업은 엄마는 모성과의 애착 문제를 시사 할 수도 있으며 사막 같은 여정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일 수도 있겠다. 또 아기 업은 엄마를 긍정적인 어머니로서 치료사를 통한 긍정적
어머니상의 형성 가능성과 양육적인 치료환경을 의미할 수 있다.

나. 전이단계: 죽음과 재생, 변환-여성적 자아의 발달 단계 (4회기- 24회기)
4회기에서 24회기는 전이단계로 죽음과 재생, 변환의 단계이다. 이를 여성적 자아의 발달단계
로 볼 수 있으며 여성 영웅의 발달, 성장, 단련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상실한 자신의 조각들
을 여성 스스로가 찾아내고 어둠 속의 여성성과 조우하는 시간이다(Maureen Murdock, 2014).

▣ 4회기 (제목: 산새들과 선생님, 처음 놓은 소품: 다람쥐, 마지막 소품: 나무)
■ 모래놀이 상황 및 내담자의 표현
내담자는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동기와 정말 힘들 때, 선생님이 되려면 힘든 상황이
어도 버틸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내가 아이들을 잘 믿어주고 관심을 주
는 선생님이 되어야지. 선생님으로서의 도와줄 부분과 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그 한계점을
알게 되면.”. “정말 이번 교생실습은 커다란 경험”이었다고 하였다. 백설공주를 움직이면서 “어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라고 하면서 “엄마는 너무 뿌듯해하시고 매일매일 제가 학생들로 인해 감
동받는 것을 옆에서 보시고 또 감동 받으신 것 같고, 아빠는 아침마다 교생실습을 나가는 학교
에 차로 데려다 주시면서 뿌듯해하신다”고 하였다.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너무 고맙고
담임선생님의 칭찬도 역시 고마웠다고 하였다. 오빠랑은 친하지 않아서 오빠가 하는 말투를 내
담자가 너무 싫어해서 울컥하게 된다고 하였다.
현실에서의 교생 생활이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체험과 자원으로 보인다. 백설공주를 자신으
로 표현하고 난쟁이와 참새들을 아이들로 표현하면서 깔깔 웃고 행복해 하는 모습이 치료사
가 보기에 매우 유쾌한 감정이 들었다. 이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앞으로 변화될 것 같은 기대
감을 주고 있다. 4회기 백설공주 얼굴이 못 생겼다고 하였는데 이는 언젠가는 백설공주가 좋
아질 것임을 기대한다.
개별적 존재로서 탄생하고 있는 듯하다. 백설공주가 등장하였으며 아동기의 모래상자로 백
설공주는 숲 속으로 간다. 초기의 자아가 정립하고 정리되어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로 보인다.
못 생긴 공주와 내담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는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로 내
재화된 비판적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백설공주는 부정적인 모성을 의식화하는 것. 계모로
부터 쫓아 내어지고 고생하면서 여성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난쟁이들은 돕는 자, 그러나 미분화되고 미성숙한 남성성으로 아직 발달의 과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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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난쟁이들은 광부로서 깊은 땅 속에서 지하자원을 끌어내고 땅과 태모 속으로 들어가서 보
물을 캐온다. 이는 잠재적인 무의식 자원을 낚아채는 것을 의미하며 내담자는 앞으로 미분화
된 남성성을 통합시켜야 할 것이다. 동물들과 난쟁이가 백설공주 선생님을 향해서 다 바라보
고 있는 것은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로 선생님도 자기, 아이도 자기를 의미한다. 내면 안의 지
도자, 내면 안의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 내면이 성장하고 발달은 아직 안 되었으나 창조성은
있다. 즉 내면의 창조성을 발휘하고 돌봐주는 것으로 내면의 어린 아동과 본능성이 질서를 잡
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배움의 장소, 내적인 배움이 있는 곳, 이 곳에서 지금 자기를
훈련, 트레이닝하고 치료해 가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질서를 잡아가는 출발인 듯 하다.
치료사와 내담자의 미러링(mirroring)하는 관계로서 여성적인 두 그루 나무가 배치되어 있다.
내담자의 심리적 미러링(mirroring)의 결핍을 보상하는 것 같다. 또한 두 그루의 나무는 보석나
무로서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아 불안한 내담자에게 유쾌한 정감이 올라오는 것으로 상담의
예후가 좋을 것으로 보인다.

▣ 6회기 (제목: 악몽, 처음 놓은 소품: 해골들, 마지막 소품: 손이 큰 괴물)
■ 모래놀이 상황 및 내담자의 표현
“엄마를 보면 상담하기 전과 상담 후에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아빠랑 싸우시다가 내가 달래
주면 나에게 화내고 짜증 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이해하려고 하고 참고, 엄마가 상담을 열
심히 받으면서 엄마가 지금 나름대로 변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의 성향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 하였다. “예전에는 엄마가 힘든 것을 나에게 다 이야기 했다면, 요즘은 덜
그런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쪼금요”.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교생 가기 전에는 엄청 미리 떨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학생들 앞에서 시연할 때는 별로 안 떨
렸다고 말하였다. 수업 시간 때 목소리랑 글씨랑 다 괜찮은 것 같다는 피드백을 들었다고 하였
다. 오늘 아침 악몽을 꾸고 난 후 내가 꾼 악몽의 내용을 보면 ‘내 현실은 괜찮다’라는 것인데
상담하는 것과 과제랑 시험 등등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이 든다고 표현하였다.
여자아이들은 모성을 살해 해야 한다. 이러한 무의식이 무시무시한 해골이나 유령으로 나
타난다. 자립을 계속 하려면 무의식과 대등하게 투쟁해야 한다. 의식의 자아가 무의식을 소거
하는 것이 모성살해이며 이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거미줄 같은 모습으로 제목도 악몽으로 이는 강렬한 부정적 정서가 올라오는 것이며, 모래
를 많이 만졌다. 이 상자는 이전 상자들과는 반대로 아주 어두운 상자이다. 내담자는 이전 상
자들은 귀여운 예쁜 모습으로 포장하고 꾸며왔다. 그러나 이제 내담자는 매우 반대로 대극의
어두운 상자를 꾸미면서 자신의 보다 부정적 어두운 면을 직면할 수 있는 상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치료사는 내담자가 갑자기 너무 극단적인 극단, 너무 긍정적인 것은 이상화하고 반면
에 부정적인 것은 너무 두려운 어두운 한쪽 면만을 보게 되는 것이 염려스럽다. 위험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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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내담자의 자아의 강화가 필요하다. 누워있는 소녀는 ego가 매우 약한 상태로 보인다. 자
신의 어두운 악몽과 같은 비판적인 엄마(부정적 모성 콤플렉스/어머니의 부정적 아니무스)와
가족 상황으로 갑자기 그 어두운 위협적인 감정에 압도당하거나 휩싸이지 않도록 ego의 강화
가 중요하다.
위험한 상황으로 백설 공주는 잠에 들었고, 거미(백성공주의 부정적인 계모상)가 근접해있
고 아직 왕자님은 도착하지 않았다. 제목이 악몽으로 이는 강렬한 정서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Self가 ego에게 쇼크를 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 11회기 (제목: 잠수, 처음 놓은 소품: 스머프, 마지막 소품: 집)
■ 모래놀이 상황 및 내담자의 표현
“모든 사람에게 잘 해주는 대학 같은 과 복학생 오빠에게 고민상담도 하고 내가 관심 있는
남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내 옆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엄청 술 마시고 추태
를 부렸는데 나를 ‘순수’하다고 해주어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였다.

“또 카톡 보내준 내용,

바른 연애관을 가진 것 같다고 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라고 하였다. “지금은 의욕적인 동기가
생긴 느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자극을 주는 사람이고 그 오빠가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
람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안 챙겨 줄 것 같은데 더 잘해주는 것이 아빠 같은 느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챙겨주는 것. 고민을 잘 들어주는 사람. 엄청 잘 챙겨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배려가 짱인 아이인데 웬지 동생 같은 느낌만 들어요. 이 복학생 오빠는 아
빠 같은 느낌이네요”.라고 말하였다. 두 번째 배치한 스머프 피겨 표정을 보고는 “얼굴이 울상이
네” 라고 이야기 한 후에 “화가 났네요”라고 이야기 하였다. “항상 좋아했어도 말 안 했는데. 처
음 그 남자아이한테 내가 직접 표현해서 참 좋았어요”라고 하였다. “교생 나갔던 반 아이들이
계속 톡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반 아이들이 다 ‘사랑과 전쟁’을 다 찍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중학생들의 여러 삼각, 사각, 다각관계에 대한 이야기 들은 것을 또 이야
기하였다.
부성 콤플렉스가 표현된 것이다. 집단으로서 오로지 스머프들은 남자들의 집단이다. 이 스
머프들은 백설공주와 함께 있는 일곱 난쟁이하고는 매우 다르며 내담자의 집단적인 태도를
의미할 수 있다. 이 스머프는 내담자의 자아가 아직 유아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며, 내
담자의 남성성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아버지, 오빠, 주변에 있는 남자들
이 분화가 잘 안 된 경우인 것 같다. 내적인 힘 측면에서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계속 억압,
억제하는 것 같다. 이에 개별화를 해야 한다. 집 소품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애착의 문제로 보
여진다. 안전하고 보호된 어린 시절의 부재랑 이것의 연관성이 시사된다.
내담자의 이야기는 에로스적인 감정 이야기이다. 현실의 남성을 이야기 하고 난 후에 스머
프를 배치하고 남성성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 복학생 오빠는 아빠 같은 느낌이네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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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을 통해 내적인 경험을 투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배우자 선택 시에도 중요하다.
중학교 교생 실습 했던 반 아이들 이야기도 에로스적인 것이며 이것은 갈등관계인데 감정, 여
성성의 문제, 통제하기 어려움. 이거 아니면 저거.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
는 미분화된 관계의 어려움으로 오는 것이며 이에 여성성의 과제를 완수해야 함을 암시한다.

▣ 15회기 (제목: 꽃사슴, 처음 놓은 소품: 꽃여신, 마지막 소품: 꽃사슴)
■ 모래놀이 상황 및 내담자의 표현
처음 꽃여신을 모래상자 왼쪽 상단에 배치하고는 꽃여신의 오른쪽에 다람쥐를 배치하고 그
오른쪽 하단에 꽃사슴을 배치했다가 가장 왼쪽 끝으로 다시 이동하였다. 꽃여신 피겨를 만지며
“이런 도자기 같은 느낌이 좋구요. 라푼젤 같은 것도 좋아요”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계속 모래
를 만지작 거리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다. 요즘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힘들다고 하면서 심
장이 기분 나쁘게 뛰는 것 같은 느낌이고, 공부하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하다 보니까 턱이 계
속 돌아가서 불편하다고 하였다.

무의식적인 상자이다. 감성적이며 소녀들의 상자로 공주적 이미지의 꽃여신이 등장하고 있
다. 현실에서는 25세의 여대생이지만 이 모래상자에서 굉장히 많이 퇴행한 것으로 환타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경험을 해야 치유가 올라올 수 있다. 동물농장처럼 동물은 본능적인 것이
다. 재료인 도자기 유리의 느낌이 좋다는 것은 차가운 감성을 의미할 수 도 있다.
꽃여신은 소녀들이 표현할 수 있는 여성적인 셀프상이다. 꽃여신은 소녀적 환상인데, 소녀
들이 상상하는 유니콘처럼 뿔을 가진 꽃사슴은 아니무스적인, 동물적인 남성상이다. 요정은
태모의 상징이며 꽃여신은 태모적인 모성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 18회기 (제목: 부조화, 처음 놓은 소품: 남성복싱선수, 마지막 소품: 새우국수)
■ 모래놀이 상황 및 내담자의 표현
오빠가 계속 집에서도 겉도는 느낌이라 그래서 엄마가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하였다. 내
담자가 말하길 “나도 가슴이 아파요”라고 하였다. “여전히 오빠와 나는 그냥 그렇고 지금이 가
장 행복한 것 같구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이 있어요”라고 하였다. “복싱
배우러 가는 시간에 남자들이 많아서 제가 이쁨을 많이 받아요”라고 말하고는 씨익 미소를 지
었다. 오른쪽 손가락으로 모래상자 속을 계속 뒤집고 만져보는 모습을 보이면서 모래상자를 보
고는 “저의 삶이고 부조화네요”라고 말하고는 “저 중학교 때 별명이 부엉이였어요”라고 하면서
“요것들은 다 먹고 싶어서 놓았어요”라고 말하였다. “부엉이는 유쾌한 느낌? 시츄, 펭귄, 뽀로로,
붕어 다 별명인데 유쾌한 느낌은 아니예요. 혹독한 복싱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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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복싱선수들이 서로 겨루기를 하고 있다. 힘 겨루기를 통해 자아의 힘이 강화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1:1의 대결로서 좀 더 개별화된 발달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현실에서도 오빠와
무난하게 지내고 있다. 긍정적인 남성상으로 복싱하는 남성 피겨가 등장하였다. 부엉이의 경
우 의식화하는 것으로 ego의 힘을 보여준다. 부엉이는 어두운 밤에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
다. 꽃나무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정서와 성장을 의미한다. 음식은 결핍이거나 성
장으로 의식화의 상징이다. 지금 안과 밖. 즉 정신과 육체를 함께 단련하고 있다. 심리적 성장
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돌봄을 하고 있다. “복싱을 배우러 가서 남자들이 많아서 이쁨을 받아
요”라는 표현은 남자를 의식한다는 것이고 이는 본인이 이성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
에서도 살을 빼기 위해서 실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릴 적 부엉
이라고 불리우던 별명 이야기를 통해 옛날 것을 기억하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두움을 볼 수 있는 눈, 자기의 그림자적인 것을 보고 통찰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
한다.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라는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은 내면작업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3회기 (제목: 어릴 때, 처음 놓은 소품: 회전목마, 마지막 소품: 크리스마스 선물)
■ 모래놀이 상황 및 내담자의 표현
강의실을 가면서도 괜히 바람도 불고 ‘아 이제 여기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공부 시작하면 재수 할 때처럼 공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든다고 하였다. 회전목마는 어
릴 때도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한다고 하였다. “놀이 동산의 꽃이지요”라고 하였다. “여자아이는
그냥 오토바이 사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구요. 크리스마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데 지금은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안 좋은 일도 많고 직장일도 힘들어 하구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계속 회전목마를 돌렸다.

6-7살이 타는 회전목마가 소녀적인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트라우마적인 어린 시절
이 긍정적인 어린 시절 놀잇감인 회전목마로 변환하고 있다. 회전목마는 유아적이거나 아동기
적인 피겨이다. 이것은 어린 시절 결핍상태로 애착에 굶주린 내담자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상
자, 즉 어린 시절을 보상하는 상자로 볼 수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다. 통합단계 (24-27회기)
24회기에서 27회기는 통합단계이다. 내담자는 여성성이 의식화, 발달하면서 통합되어 가고 있
다. 또한 내담자 자신의 여성성과 남성성의 대극 합일과 긍정적 감성이 올라오며 심리 내적인
변환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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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회기 (제목: 휴식, 처음 놓은 소품: 남녀 한쌍, 마지막 소품: 노루)
■ 모래놀이 상황 및 내담자의 표현
남녀 한 쌍의 경우 둘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 것 같으며, 요즘 둘이 다니는 커플을 많이 보
는 편이며 아르바이트로 돈을 계속 모으면서 대리만족하는 중이고 돈은 많지만 허전한 느낌이
다. 둘이 같이 있는 게 보기가 좋고 복싱장에 커플들이 오는 것 보니까 운동을 같이 하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보석나무는 색감도 너무 좋고 단풍도 못 보고 올 해 지
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 보석나무가 마음에 드네요. 노루는 재질도 좋고 색깔도 너무 좋아서 선
택했구요. 노루는 너무 귀여운 대표적인 동물 같아요. 다람쥐는 숲속의 요정이고 다정한 느낌이
여서 좋아요”라고 말하였다.

하나가 되는 것. 남녀 한 쌍. 결혼과 관련하여 의식화시키려고 자꾸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나무 위 꽃들의 색이 붉으며 이는 연금술의 Rubedo(루베도)로 긍정적인 감정과 열정
이 올라옴을 의미한다. 귀여운 동물들인 노루 두 마리와 다람쥐 한 마리는 긍정적인 본능을
의미한다. 남녀 한쌍은 대극 합일의 상이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로스가 활성화 되
고 연애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 예전에는 남성이 부정적이라면 지금은 남성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다. 내담자의 여성성이 발달되어 젊은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
되고 있다.

▣ 27회기 (제목: 프랑스, 처음 놓은 소품: 피사의 탑, 마지막 소품: 비행기)
■ 모래놀이 상황 및 내담자의 표현
내담자가 요즘 놀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안경을 벗고 속눈썹도 붙이고 3일
후에는 대만여행을 간다고 하였다. 같이 가는 친구가 수동적이라 오히려 더 편안하게 나 혼자
계획을 세우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여행을 가는 것. 프랑스로 가고 싶구요. 아 피사의
탑은 이탈리아구나”라고 하면서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싶어요. 엄마가 어제 많이 주무셨는데
도 눈꺼풀이 계속 무겁다고 하셔서 걱정이 되네요”라고 말하였다. 예정되었던 마지막 회기이므
로 치료사가 종결선물로 준비한 목도리를 내담자의 목에 감아주고 함께 악수를 하며 마무리 하
였다.

새로운 한 주기(Term)가 끝나고 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상자이다. 지금까지 자아강도가
커져서 프랑스 유럽 등의 발달되고 세련된 곳으로 여행할 수 있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처럼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문명이 발달 된 곳으로 더 큰 문명화를 이룰 수 있는 가
능성을 암시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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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검사 결과
모래놀이치료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된 내담자의 심리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나무-사람
(HTP) 그림 검사와 가족동적화(KFD) 검사를 상담 시작 전, 그리고 상담이 종결 된 후에 실시하
였다.
가. 집-나무-사람(HTP) 그림 검사
집-나무-사람(HTP) 그림 검사의 사전 심리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을 그리면서 굴뚝에 연기가 나는 그림으로 연기가 나는 것은 가정 내 불화, 가족 내 정서적
긴장감을 반영할 수 도 있다. 나무 그림은 뿌리를 그리지 않은 나무로 현실에서 자기 자신에 대
한 불안정감, 자신 없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과열매를 그려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거나 주
고 싶음을 의미할 수 있다. 사람 그림의 경우 남, 여 그림 모두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것이 공
통점이다. 남자 그림에서 ‘주먹 쥐고 있어야지’하면서 손을 원 모양으로만 그린 경우로 교류, 통
제, 대처와 관련한 부적절감과 무력감을 의미할 수 도 있다. 여자 그림에서는 만화에 나오는 우
스꽝스러운 방식으로 사람을 그린 경우로 열등감이 있거나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
다.
집-나무-사람(HTP) 그림 검사의 사후 심리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무 그림의 경우 사전 검사 때 그린 그림과 달리 뿌리를 그렸으며 사과들이 나무 주변에 떨
어지고 있는 모습도 표현하였다. 뿌리는 땅에 그 나무가 설 수 있도록, 땅에 든든히 기반하는
것으로 사람이 내적으로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정감,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다. 사과 열매를 많이 그린 것은 결실을 맺고자 하는 소망으로 보아 현재 졸업 후
자신이 교사가 되겠다는 강한 성취욕구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사전 검사에는 그리지 않았던
옹이를 그린 경우로, 옹이구멍은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외상사건, 자아의 상처를 의미하는 데 상
담을 통해서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사람 그림
의 경우 여자 그림을 그리면서 눈을 수정하여 눈동자를 그렸다. 여자 그림을 먼저 그렸으며, 주
먹 쥔 손을 원으로 그렸던 사전 그림에 비하여 손을 제대로 그려서 세상과의 교류,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 현실에서의 대처행동을 보다 정교하게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나. 가족동적화(KFD) 검사
가족동적화(KFD) 검사의 사전 심리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화 검사에서는 본인(맨 왼쪽)-> 오빠를 그린 후 TV를 그렸으며 그 후 엄마->아빠를 그렸
다. 엄마의 경우 설거지를 하고 있으며 좋은 점은 “글쎄 좋은 점 생각 없이 딱히 하나 없이 그
냥 좋아요”라고 하였다. 나쁜 점은 “엄마도 짜증이 많고 화가 많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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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보면서 “각자 따로 노는 느낌, 그려놓
고 보니까 정말 각자 따로 노는 것 같고, 입을 하나도 안 그렸네요. 지금 밥을 먹고 난 후 각자
할 일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가족은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였다. 이를 통
해 가족 간의 상호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계의 부재를 의미할 수 있다.
가족동적화(KFD) 검사의 사후 심리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화 검사에서는 엄마-->본인(맨 중간)->아빠(맨 오른쪽)->오빠(맨 왼쪽)를 그렸다. 온 식구
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며 늘 영화관에서 이런 순서로 앉아서 보게 된다고 이야기 하였
다. 엄마의 좋은 점은 “글쎄요? 뭐가 있더라” 하고는 씨익 웃고는 “나의 좋은 점은 정이 많은
것, 아빠의 좋은 점은 굉장히 나를 많이 사랑하고 예뻐하는 것, 오빠의 좋은 점은 참 착하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족들의 장점에 대하여 풍부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림을 보면서 ‘지
금 무슨 영화를 볼까?’로 서로 의논 하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이 가족은 다 건강하고 각
자 원하는 것을 다하면서 잘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이 그림에서 바꾸고 싶은 것은 오빠
의 위치를 아빠 옆, 내 옆과 아빠 옆 사이로 위치 이동을 하던지, 혹은 가운데 있게 해주고 싶
다고 하면서 오빠에 대한 안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사례 연구는 가정 내에서 엄마의 과도한 간섭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낮은 자존감
과 높은 불안을 호소하는 20대 여대생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을 살펴보았다. 내담자는 어릴 적부
터 자폐성향을 가진 오빠로 인하여 엄마에게 안정적 애착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성숙하여 모성
적인 결핍으로 힘들어하며, 아버지의 딸에 대한 과한 기대로 인하여 편향된 사랑을 통해 부성에
대한 균형적 감각을 가지지 못하였다. 내담자의 심리적 과제는 첫째, 부정적인 모성과의 분리.
둘째, 긍정적인 여성성의 의식화, 셋째, 통합적인 모성성으로 여성적인 자아를 발달시켜야 한다.
넷째, 부정적인 것에서의 분리로서 긍정적인 것의 통합. 아니무스의 통합이 중요하다.
이에 모래놀이치료 과정을 3단계의 성년식의 통과의례 과정으로 살펴보았다.
제 1단계는

․

분리 출발 단계(1회기- 3회기)이다. 모래상자의 첫 번째 단계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들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1회기에는 내담자의 고민인 가족콤플렉스와
내담자 자신에 대한 혼란스러운 자아상이 드러났다. 3회기에는 유아적인 본능이 억압되었으나
이 본능을 자발적으로 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담자는 무의식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치료사도 내담자의 무의식 작업을 촉진하여 시작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2단계는 전이단계: 죽음, 재생과 변환- 여성적 자아의 발달단계(4회기- 23회기)이다. 내담자
가 거쳐야 할 발달, 성장, 단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단계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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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의 조각들을 발견해내고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여성성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내담자는 내면적인 결핍, 자신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자신이 가져보지 못한 상실에 대하여
애도를 해야 했으며 모래놀이치료과정에서 따뜻한 양육과 긍정적인 지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와같이 내담자 내면의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하여 여성성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과정
을 통해 치료사와 내담자의 미러링(mirroring)하는 관계로서 내담자의 심리적 결핍을 보상하는 모
습도 보였다.
제 3단계는 통합단계(24회기- 27회기)이다. 이것은 새 인격으로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즉 통합으로서 여성성의 의식화,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성과 남성성의 대극 합일 및
긍정적 감성이 나오면서 변환이 일어난다. 24회기에는 대극합일의 상인 남녀 한쌍이 등장하고
준비된 여성성, 남성에 대하여서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종결회기인 27회기는 새로운 여정
으로의 시작이며 자아 강도가 단단해졌다.
집-나무-사람(HTP) 그림 검사와 가족동적화(KFD) 검사의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앞의 결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후검사에서 긍정적인 다양한 변화가 보여지고 있었다.
본 사례를 통하여 자아발달을 하지 못한 여대생이 모래놀이치료과정을 거치면서 개별적 자아
가 탄생하면서 자기 자신이 여성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성장해가는 여정을 살펴보았다.
모래상자를 놓으면서 3세 수준으로 퇴행하였다가 다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
장하였다. 모래상자의 종결 부분에서 높은 탑이 나왔으며 이에 큰 에너지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행기가 날 수는 있지만 현재 비행기 날개가 모래에 파묻혀 있다는 것은 아직은 에너
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사례연구로서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앞으로 모래놀이치료의 경우 2-3케이스를
비교 검토하면서 치료의 결과들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사례를 실시할 때 연구자가 단독으로 관찰한 것을 제시하여 사례보고서로서 보여지
고 있다. 이에 차후에는 관찰자로서 도움을 주는 보조리더의 일지나 보고서를 활용하여 질적분
석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사례에서는 연구자가 수퍼바이저들의 분석에 기반하여 의미 있는 회기만을 뽑아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각 회기별로 진행되는 상황을 기술함으로서 모래놀이상자의 변화를 총체적
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차후에는 전 회기를 기술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내담자의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여성적 자아를 강화하는 성년식의 통과
의례 과정을 보여줌으로서 새 인격으로의 통합 및 자아 찾기 과정을 나타낸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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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Sandplay Therapy illustrating
an initiation rite of a female university student

Roh, Nam-Sook (Myongji University)

This is a sandplay therapy case study of a female university student who was burdened with stress due
to the highexpectation of her parents and taking care of her older brother with an autism as if he were a
younger brother or her own son. Sandplay therapy was applied after identifying the client’s psychological
needs to raise her self-esteem, reduce emotional anxiety, and to positively change her body image. The
sandplaytherapy was conducted once a week over 8 months, with 27 sessions lasting 50 minutes each.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sandplay therapy, House-Tree-Person(HTP), and Kinetic Family Drawing(KFD)
Tests were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therapy. The client’s sandbox illustrates the three stages of an
initiation rite which entails first, separation and departure, second, transition: death, regeneration, conversion
- developmental stages of feminine self, and third, integration. Through the process of the sandplaytherapy,
the client presents her journey into a new life. This study reveals how a female university student in her
twenties who is struggling with a lowself-esteem develops and integrates her ego to grow a feminine
personality and establish self-esteem.

Key words : Sandplay therapy, female university student, initiation rite, rite of passage, consciousnes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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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별 모래상자 그림
1회기 / 제목 : 무제

3회기 / 제목 : 삶의 질

부
록

4회기 / 제목 : 산새들과 선생님

6회기 / 제목 : 악몽

11회기 / 제목 : 잠수

15회기 / 제목 : 꽃사슴

18회기 / 제목 : 부조화

23 회기 / 제목 : 어릴때

24회기 / 제목: 휴식

27회기 제 목: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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