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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상자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관계의 구조와 상호작용 특성 분석
구 미 향1)

본 연구는 모래상자치료과정 중 내담자가 창조한 모래상자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모
래상자에 표현된 대상들 간의 관계의 구조와 상호작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사회성
및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경험하는 아동과 청소년 각 한 명과 두 명의 성인 여성이었다. 내담자
별로 주 1회 각 10회기 동안 모래상자치료를 시행하였다. 내담자가 완성한 총 40개의 모래상자를
분석하기 위해 모래놀이범주별점검표(Sandplay Categorical Checklist:SCC) 중 관계의 구조분석에 관한
일곱 개의 범주와 상호작용특성에 관한 세 개의 범주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모래상자치료의
발전과정은 내담자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모래상자에 표현된 대상들 간의 관계의 구조와 상호작
용양상은 내담자의 과거 경험과 현재 호소하는 임상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분석체계의 활용을 통해 내담자가 창조한 모래상자를 새로운 차원에서 볼 수 있
는 보다 유용한 양적, 질적 분석준거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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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상자치료의 발전과정은 일반적으로 혼돈,

Ⅰ. 서 론

투쟁, 적응의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김신옥,
내담자의 감정이나 경험을 비언어적인 방식으

2006). 치료의 초기 내담자가 창조한 모래상자가

로 표현하도록 돕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다.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분할된 특성을 보인다면,

그 중 모래상자치료는 모래를 치료의 매체로 활

치료 후기의 모래상자는 풍부하고 질서를 회복

용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억압된 감정과 깊이 묻

하여 통합된 특성을 보인다(한국재활심리학회,

어둔 심리적 외상을 드러내고 통찰하게 함으로

1996).
모래상자치료의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자기

써 진정한 자기(self)와 접속하도록 돕는 창조적

내면의 영성과의 투쟁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과정이다(Grubbs, 1995; Zinni, 1997).
‘모래상자(sand tray)’는 소품(miniature)을 이용

갖게 되고, 자신도 완전히 의식하지 못한 채 깊

하여 모래가 담긴 상자 안에 심상이나 모래세계

은 갈등, 고통, 슬픔, 두려움, 그리고 좌절의 경

(sand world)를 창조해내는 치료적인 기법을 의미

험을 표현한다(Fitzpatrick, 2001). 칼프는 내담자가

한다(Draper, Ritter, Willingham, 2003). 원래 아동

모래상자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과정 중 상자의

을 위한 심리치료적 도구로 개발된 모래상자치

중앙에 만다라 또는 고도의 영적인 상을 창조하

료는 마가렛 로웬필드(Margaret Lowenfeld)가 ‘세

는 것에 주목하였는데, 모든 에너지가 하나의

계기법(world technique)’을 소개한 후 도라 칼프

통제점에 집중되고 영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자

(Dora Kalff)에 의해 대중화되었고 성인을 대상으

기 현시(manifestation of self)” 또는 “자기상자(self

로 확장되었다(Dean, 2001). 그녀는 자신의 모래

tray)”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

상자 작업에 대한 융 심리학적 접근을 “모래놀

로 내담자는 모래상자의 중심부에 자신이 겪은

이(sandplay)"라 불렀는데, 모래상자가 다양한 이

고통과 갈등, 격한 감정을 분출할 수도 있다. 특

론적인 지향과 기법을 포괄하는 총칭적인 개념

히 임상집단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상처 상자

인 것에 대해 모래놀이는 자유롭고 보호받는 공

(wound tray)”의 일부 장면은 자아의 심연에서 오

간에서 이루어지는 비지시적․비언어적인 접근을

는 상처가 만다라처럼 표현된다(Grubbs, 1995).

의미한다(Dean, 2001; Draper, Ritter, Willingham,
2003; Tennessen & Strand, 1998).

내담자가 삶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소품
들을 선택하여 모래상자 안에 표현하는 심상이나

그러나 이와 같은 치료적 접근에서의 차이에

모래세계는 내담자의 마음에 있는 상을 반영하며

도 불구하고 ‘모래상자’와 ‘모래놀이’는 동일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Draper, Ritter, Willingham,

치료적 기본전제를 취한다. 즉 내담자의 의식

2003; James & Martin, 2002). 따라서 치료자는 치

적․무의식적인 역동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장면

료과정동안 내담자가 선택한 소품의 순서, 모래

이 모래상자 안에 창조되며, 이러한 장면 속에

상자에서의 위치, 구성 및 연합과정 등 내담자

서 내담자가 자유롭게 대상을 재배열하고 변형

가 모래상자에 창조하는 모든 표현방식에 주목

함으로써 삶에 있어서 치유적이고 긍정적인 변화

해야 한다(김경희, 2005; Grubbs, 1995; Sweeney,

를 경험한다는 것이다(Tennessen & Strand, 1998).

Minnix, & Homeyer, 2003). 내담자가 선택하는 소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앞서 언급한

품은 그 유형에 따라 양육이나 두려움과 관련된

총칭적인 개념으로서 모래상자를 ‘모래상자치료

주제를 암시하는데(Russo, Vernam, & Wolbert,

(sandtray therapy)’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2006), 내담자가 모래상자에 표현하는 주제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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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그리고 모래상자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개인

체계로서 순수한 관찰 및 평가의 도구가 될 수

차가 있다. 임상집단과 정상집단을 비교한 일련

있고, 지필식 검사나 언어적 면담에서 놓치기

의 연구결과, 임상집단의 피험자들이 과제에 집

쉬운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중하여 의미 있는 주제와 이야기로 응집성 있는

있다(James & Martin, 2002; Sweeney, Minnix, &

상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Homeyer, 2003). 양적인 분석이 간과하기 쉬운

다. 예를 들어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

상징적인 묘사나 주제와 같은 모래상자치료의

우, 주제와 관련 없는 소품을 선택하거나 비조

주요한 측면을 평가할 것을 강조한 Grubbs(1995)

직적인 방식으로 모래상자를 창조하고(Zinni,

는 칼프의 이론을 위시하여 발달규준, 인지발달,

1997), 성적인 이미지와 낮은 자존감, 죄의식 등

학습장애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기초로 모래

을 표현하며(김혜림, 김보애, 2006), 취약한 희생

놀이 범주별 점검표(Sandplay Categorical Checklist:

자에 대한 공격성과 가학적인 자기 파괴의 장면

SCC)를 고안하였다. 객관적․양적 목록과 추론

(Grubbs, 1995), 위험과 경계를 알리는 신호, 고립

적․해석적 목록을 포함한 20개의 범주로 구성

되고 피폐한 죽음지향적인 배경을 만드는 경향

된 SCC는 모래상자의 변화 패턴을 분석하는데

이 있었다(Grubbs, 1995; Zinni, 1997).

초점을 두고, 모래상자에 표현된 장면의 주요내

내담자가 창조한 모래세계를 관찰하고 내담자

용과 창조의 과정, 모래상자를 창조한 사람의

본인의 설명을 들음으로써 치료자는 내담자의

이야기, 장면들 간의 진보적 또는 퇴행적 변화

생활방식, 삶의 목적, 목적을 향한 활동 등에 대

등의 본질적인 측면을 다룬다.

한 통찰을 얻는다(Bainum, Schneider, & Stone,

본 연구는 모래상자에 표현된 내담자의 심리

2006; Sweeney, Minnix, & Homeyer, 2003). 따라서

적 역동을 이해하고, 모래상자치료 과정을 분석

치료자는 내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모래상자치

할 수 기준으로서 SCC의 ‘관계의 구조와 상호작

료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내담자가 창조한 개

용’ 범주를 사용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먼

별적인 모래상자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

저 관계의 구조분석을 위해 모래상자에 표현된

가 있다. 그러나 모래상자치료가 국내에 소개된

대상들 간의 관계양상을 파악하는 7개의 하위항

이후 다양한 연령대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서로

목을 살펴보고 이에 해당하는 모래상자치료 사

다른 증상의 치료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음

례를 제시하였다. 각 하위항목은 다음과 같다.

에도 불구하고, 모래상자치료의 과정을 평가하

대상들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 다른 대

는 구조화된 분석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상으로부터 특정 소품이 분리되는 것, 서로 대

현재 임상현장이나 학술연구에서 전형적으로 사

립되는 집단이나 개체가 있는 것, 내담자 자신

용하는 치료과정에 대한 기술식 보고나 치료 전

이나 환경과 관련된 개체가 표현되는 것, 하나

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을 보완할 새로운 분

이상의 사회나 집단이 존재하는 것, 쌍으로 구

석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된 관계가 등장하는 것, 가족형태를 이룬 대

필요성에 근거하여 모래상자치료의 과정을 개별

상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호작용특성을 분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화된 분석체계를 활

석하기 위해 모래상자에 파괴적이거나 가학적인

용한 사례분석 과정을 소개하는데 연구의 목적

상호작용이 표현되는 것, 내담자가 자신을 방어

을 두었다.

하거나 주장하는 장면이 묘사되는 것, 협동적이

모래상자치료는 그 자체가 하나의 구조화된

거나 건설적인 장면이 표현되는 것의 3개 하위

- 3 -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3권 제1호

항목과 그에 해당하는 모래상자치료 사례를 분

적인 거부감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직장에

석하였다.

다니는 만 29세 미혼여성인 연구대상 C는 우유

본 연구는 구조화된 분석체계를 적용한 사례

부단한 성격으로 인해 자신이나 주변사람들이

분석을 통해 모래상자치료의 창조적인 과정을

힘들어 한다고 여겼으며, 일상생활에서의 무력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

감과 우울증상을 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상들 간의 관계의

대상 D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만 39세의 미혼여

구조에 해당하는 7개의 하위항목이 표현된 모래

성으로 직업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으나, 나이

상자의 특성은 각각 어떠한가? 둘째, 대상들 간

듦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수용하는 문

의 상호작용특성에 관한 3개의 하위항목이 표현

제와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야하는 상황에 직

된 모래상자의 특성은 각각 어떠한가?

면하여 심리적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에서의 고립
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심리평가결과

Ⅱ. 연구방법

경도정신지체로 판정된 연구대상 A를 제외하고
평균이상의 인지능력을 보였고, 투사적 검사에

1. 연구대상

서 모두 개인내적인 문제나 대인관계에서의 갈
본 연구는 모래상자치료에 의뢰된 네 명의 내

등을 드러냈다. 연구대상에 대한 모래상자치료

담자를 대상으로 각 내담자가 10회기 동안 완성

는 연구자가 주 1회 실시하였으며, 아동이 다니

한 총 40개의 모래상자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는 병원에서 치료가 이루어진 내담자 A의 경우

연령대의 내담자가 모래상자치료의 대상이 될

는 치료에 필요한 소품(동물, 집, 식물, 구조물

수 있고, 연구의 초점이 관계의 구조 및 상호작

등)을 준비하여 연구자가 주 1회 방문치료를 실

용 특성이 드러난 사례분석이므로 본 연구의 대

시하였다. 비지시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모래상

상으로 사회성 및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경험

자치료의 각 회기는 만들기, 자유연상과 이야기

하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 내담자를 선

나누기, 사진 찍고 허물기의 세 단계를 거쳤다.

정하였다.

회기 당 소요시간은 대략 40분 정도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구대상 A는 ADHD 진단을 받은 후 3년간 병원

2. 연구도구

에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만
10세 남아이다. 임상진단과 관련된 행동문제와

Grubbs(1995)가 모래상자치료에서 나타나는 변

더불어 최근 언어적 폭력성의 정도가 심각하여

화의 패턴과 표현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한 모

모래상자치료에 의뢰되었다. 연구대상 B는 대학

래놀이 범주 점검표(Sandplay Categorical Checklist:

생인 만 19세 여성으로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처

SCC)중 일부를 연구의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기술 부족과 적응장애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상

총 20개의 SCC 범주 중 본 연구는 모래상자에

담실을 방문하였다. 내담자는 어린 시절 부모의

나타난 인간과 동물의 관계의 구조와 상호작용

이혼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이 지금까지 자신의

특성을 평가하는 범주를 사용하였는데, 관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각하였

구조는 7개 하위 목록(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다

으며, 현재 어머니의 재혼문제와 관련하여 심리

른 대상으로부터 소품의 뚜렷한 분리, 대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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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나 개체, 자기 또는 환경과 관련된 개체,

Ⅲ. 연구결과

하나 이상의 사회나 집단, 쌍으로 구성된 관계,
가족단위)으로 구성된다. 한편 상호작용 특성은

1. 관계의 구조

3개의 목록, 즉 파괴적․가학적 특성, 자기방어
적․주장적 특성, 협동적․건설적 특성에 의해

1)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평가하였다.

특정한 주제 없이 빈약하고 정지된 장면을 표
현하는 것은 흔히 모래상자치료의 첫 단계인 동

3. 자료의 분석

식물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김
경희, 2005a). 내담자 A가 첫 회기에 만든 모래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연

상자를 보면(그림 1)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는

구대상 네 명이 내담자로 참여하여 각 10회기

데, 공룡과 호랑이, 새 등의 동물들은 서로 간에

동안 완성한 총 40개의 모래상자 작품이다. 모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

래상자치료의 회기 중 각 모래상자 작품을 동영

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다. 내담자는 자신의

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한 후 축어록을 만들거나

작품에 대해 “그냥 호랑이랑 공룡이 그 자리에

편집하여 보관한 후 분석하였다. 또한 내담자의

서 있는 것”, “새는 그냥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개인적 특성, 모래상자를 완성하는 과정,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움직임과 역

작품에 대한 내담자 자신의 설명과 상담내용 등

동성, 그리고 활동성이 나타나지 않는 모래상자

도 별도로 기록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작품에는 통합성 또한 결여되어 있는데, 특히

자료 분석의 절차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모래

내담자와 같이 임상집단 아동들이 만든 모래상

상자 작품을 일차적으로 분석한 후, 모래상자치

자에 움직임, 목적지향적인 행위, 대상들 간의

료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모임에서 지도감독을

상호작용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받는 형식을 취했다. 모래상자에 나타난 관계구

(김경희, 2005b; Grubbs, 1995).

조와 상호작용특성의 하위목록에 초점을 두고

<그림 2>는 연구대상 C가 9회기에 만든 작

이들 목록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분석

품이다.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등 다양한 국적

한 최종자료를 본 연구에 수록하였다.

의 인물과 예수님과 노부부, 피리 부는 사람 등

<그림 1> A-1: 그냥 서 있기1)

<그림 2> C-9: 단절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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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5: 박제된 새

<그림 4> C-10: 길을 잃다.

과 같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인물들이 등장하였

절 기억 속에 있던 큰 어머니집이 초가집으로

다. 연구대상 스스로 “공통 주제가 없고”, “사람

묘사되었다. “시골 마을을 지키는 장승”으로 묘

들은 모두 딱딱해 보이고, 서로들 간에 단절된

사된 소품 또한 본질적으로 생명이 없는 상징물

듯 보인다.”, “각자는 나름대로의 이야기꺼리가

이다. 이와 같이 모래상자 안에서 분리된 영역

있지만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 서로는 단절되어

은 향수와 그리움으로만 남은 어린 시절 내담자

있다”고 자신의 모래상자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

자신과 과거기억들의 단편으로 여겨진다. 내담

하였다. Grubbs(1995)의 가정에 비춰보면, 내담자

자가 모래상자에 경계를 표현하는 것은 치료과

는 인간이나 동물소품을 사용하여 그들이 처한

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데(Grubbs, 1995), 내담

가족상황과 어려움을 표현하는데, 가족과 지역

자의 작품에는 고립된 부분이 다른 대상과 다리

사회가 협력하는 장면이 묘사되지 않는 것은 대

라는 상징물로 연결점을 갖고 있어 삶과 죽음,

인관계에서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암시하는 것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간의 동력의 흐름이

수 있다. 내담자 C는 가족이 없는 ‘텅 빈 정원(6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기)’과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는 소년(8회

<그림 4>는 내담자가 묘사한 것처럼 “왼쪽과

기)’과 같이 가족 간의 정서적 교감이나 지지가

오른쪽에 안 보이는 경계선이 있는 것”같은 느

결여된 장면을 모래상자에 반복적으로 표현하였

낌을 준다.
특히 왼쪽 상단의 모서리는 다른 영역과 두드

는데, 이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우울한 정동 및

러진 분리를 보이는데, 피라미드와 죽은 나무,

무력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뱀과 해골이 위치하고 있다. 내담자는 이 영역
2) 다른 대상으로부터 소품의 뚜렷한 분리

에 대해 “이곳은 실제로는 그렇게 두려워 할 곳

내담자 B가 5회기에 꾸민 작품(그림 3)에는 오

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곳에 가는 것을 끔찍하

른쪽의 “장난감 날개를 달고 놀고 있는 아기들”

게 생각하고 두려워한다.”, “이곳은 이유는 모르

을 제외하고 모든 소품에 생명이 없다. 특히 가

겠는데, 오래전부터 여기 생겨있던 것이다”라고

운데 원형은 다른 공간과 분리된 영역으로 “박

묘사하고 있다. 오른쪽의 “길을 잃은 아이들이

제된 새”가 중앙에 위치하고, 내담자의 어린 시

겁에 질려 나무 뒤에 숨어 이곳을 응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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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아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며 불가항

히 많은 대극성을 융합하고 합일하는 가운데 비

력적인 힘으로 위협하는 것은 원형층에서 나온

로소 전체정신으로 자기(self)를 만나게 될 것이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즉 인간에게 ‘죽음’에 대

다(이부영, 2003; 2006).

한 두려움은 우리가 모르는 것, 말로 다 설명할

내담자 D의 모래상자치료 5회기 작품(그림 6)

수 없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인 것이다

은 상하좌우가 서로 대극을 이루고 있다. 내담

(이부영, 2003; 2006).

자는 왼편의 상에 대해 “느낌이 어둡고, 습하고,
밤 같다”고 묘사한 반면 오른편에 대한 느낌은

3) 대립되는 집단이나 개체

“밝고, 생동감과 새로움이 느껴지고, 낮인 것 같

자연과 문명의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다”고 대비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위쪽은 하

<그림 5>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언어로 이 두

늘이고 아래쪽은 물”로 표현하였는데, 각기 태

세계의 특성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양과 달로 상징하였다. 이 작품은 상하좌우의

자연을 “유적지”, “원시적”, “자연스러움”, “조상

대극적인 요소를 갖추어 독특한 관계구조를 보

의 무덤”, “신과 믿음의 상징”, “안정감” “어울려

일뿐만 아니라 관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흥

사는 곳”, “아프리카 같은 느낌”, “풍부한”, “느

미로운 해석을 유도한다. 즉 연금술 과정인 물

리게 사는 곳”이라는 용어로 묘사한 반면, 문명

질의 생성과 변형과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은 “나쁜”, “파괴” “자원획득” “발달” “강자”,

데, 변환과정의 시작인 ‘검게 됨’을 알리는 검고

“삭막함”, “썩은 느낌”, “싸우는”이라는 용어로

어두운 재료가 세척과정을 거쳐 달을 상징하는

묘사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내담자의 정신현상

‘희게 됨’의 상태에 이르고, ‘노랗게 됨’과 ‘붉게

이 경험하는 대극의 긴장과 갈등상황을 암시하

됨’의 과정을 통해 해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현재 내담자의 자아의식

표면상 물질의 변화과정으로 설명되는 이 작업

은 심리적 대극의 중간에서 양자 간의 균형을

은 상징적으로는 무의식의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조정하고 있다. 대극성은 정신의 원초적인 조건

자기를 의식으로 드러내는 자기실현의 과정을

이므로 의식과 무의식, 남성성과 여성성, 선과

표현한다(이부영, 2003). 칼 융은 연금술의 과정

악, 아름다움과 추함, 강함과 부드러움 등 무수

을 인간이 총체적인 인격이 되기 위해 거쳐야하

<그림 5> B-4: 자연과 파괴자

<그림 6> D-5: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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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리적인 변환과정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그

해 조망하고 있다. 죽음과 재생의 주제는 인격

는 빨강, 파랑, 초록, 노랑이 작품 속에 성공적

의 변화를 확실히 나타내는 상징일 수 있는데,

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제작자의 정신 속의

개성화의 실제과정인 자기와의 의식적인 대화는

요소들이 적절하게 분화되어 내면적인 조화를

보통 인격의 상처와 그에 따르는 고통과 함께

이루고 있음을 대변한다고 보았다(김진숙, 1998).

시작된다. 고통을 통한 낡은 자아의 죽음과 영
력을 갖춘 신성한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상징

4) 자기 또는 환경과 관련된 개체

적으로 새로운 전체적 인격의 실현과정을 의미

<그림 7>은 내담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심리

한다(김경희, 2005b; 이부영, 2003; 이부영 외,

적 고통과 갈등이 표출된 일종의 ‘상처상자’이

2003).

다. 내담자는 돌무덤 위에 올라 선 여아와 발레

한편 내담자 B가 만든 ‘상처상자’와 대조적으

리나가 자신의 “죽음과 승천을 상징”한다고 설

로 내담자 D의 모래상자(그림 8)는 ‘자기상자’의

명하였는데, “사람들이 평화로워지고, 회개하는

특성을 갖는다. 내담자가 본인이라고 표현한 석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

조마상(石槽馬像)은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라가는 것”이라고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고대의

한 상황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이혼이 어린 시절

신전과 시계, 그리고 알을 향해 경배하고 있다.

내담자에게 준 정신적인 충격과 본인의 죽음으

사각형의 안정적인 구조 속에 우주적 질서의 상

로 부모가 반성하고 다시 평화가 회복될 것이라

징인 시계와 생명의 원천이며 우주의 근원인 알

는 그 당시의 순진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

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었고, 우리가 그 자체로는

한 내담자의 모래상자에는 환경 내의 다양한 개

인지할 수 없는 자기원형이 이미지로 표현되었

체들이 등장하는데, “세기의 종말을 앞두고 죽

다(이부영 2003; 2006). 한편 고대신전 위에 놓인

은 사람, 굶주린 아이, 전쟁하는 군인, 무서워하

나비는 일종의 트릭스터 상으로 볼 수 있을 것

는 동물, 죽음을 수용하는 노인, 하루를 즐기는

같다. 모래상자의 전체성과 안정성을 방해하는

아이들, 그리고 다른 행성으로 도망가는 사람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변환의 상징으로서 이어

들”을 통해 죽음을 대하는 다양한 시각들에 대

서 올 고차원의 통합성과 전체성을 촉진시키는

<그림 7> B-7: 사후부활

<그림 8> D-3: 경배

- 8 -

구미향 / 모래상자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관계의 구조와 상호작용 특성 분석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김경희, 2005b).

위를 중심으로 분화되고 나름대로의 질서가 형

Grubbs(1995)는 자기상자가 만들어진 이후 내담

성된 양상을 보인다.

자가 처음에 만들었던 장면들과 유사하지만 분

고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담자 B의

명한 해결책이 있는 장면들이 나타난다는 점에

작품(그림 10)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집단

주목했는데, 내담자 D의 경우에도 심적 갈등을

의 형태로 나타난다. 모래상자의 중앙에는 등산

드러냈던 2회기의 장면과 유사한 소품들을 사용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왼쪽에는 탈춤 추는 사람

하여 9회기에 그러한 갈등이 해결되는 장면을

들, 오른쪽엔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상자

연출하였다.

의 하단에는 바닷가에 나와 이야기하거나 산책
하는 사람들이 표현되었고, 바다에는 고기잡이

5) 하나 이상의 사회나 집단

를 생업으로 삼는 어부들이 있다. 내담자는 “예

<그림 9>는 내담자 A가 5회기에 만든 작품

전에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조개 목걸이”, “친

인데, 네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이 눈에 띈다. 중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에서 보이던 산”이

앙에는 호랑이가 다리 위에 올라가 거북이와 뱀

라는 말로 모래상자에 꾸민 고향의 이미지가 부

을 머리에 이고 서커스를 하고 있다. 좌측에는

모가 이혼하기 전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임

호랑이를 죽인 사자가 공룡을 머리에 올리고 역

을 암시하였다. 내담자는 “옛날과 달리 지금은

시 서커스를 하고 있다. 우측 하단엔 서로 입을

고향이 휑하고 낯설게 느껴진다.” 자신이 만든

맞댄 물고기들이 뽀뽀를 하고 있고 상단엔 하마

모래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도 “복잡하다”고

가 혼자 물속에서 노는 장면을 표현하였다. 이

표현하였는데, 모래상자 작업을 통해 내담자가

내담자가 이전에 꾸민 작품들-하는 일 없이 그

오래된 내부의 경험과 새로운 질서 사이의 역동

냥 서 있기(1회기), 이유 없이 서로 죽이기(2회

적인 전이를 체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Steinhardt

기), 죽여서 무덤에 묻기(3회기), 각자 달리기(4회

(1997)는 모래상자 내부의 푸른색이 내담자의 사

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행위를 공유한 개체들의

고과정과 행동에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집합이 거의 표현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5회기

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에는 비록 집단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즉 푸른색의 본질적인 속성이 어둡고 음울한 곳

묘사는 없으나 집단 내에서는 목적지향적인 행

으로의 퇴행의 움직임을 촉진하고, 과거와 현재

<그림 10> B-3: 내 고향

<그림 9> A-5: 끼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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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역동적 전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표현되고 있는데, 좌측의 물을 마시는 말 가족

특히 내담자 B는 모래상자를 창조할 때 모래 밑

에 대해 “원래 아빠, 엄마, 새끼 말을 가져왔는

의 푸른색의 공간을 활용하여 물로 표현하는 경

데, 지금 보니 한 마리가 더 있는데, 당나귀인지

향이 많았는데, 내담자가 창조한 열개의 모래상

뭔지 모르겠다.”는 내담자의 표현에서 자신의

자 중 여섯 개가 푸른색을 노출하여 물로 표현

원 가족에 새롭게 편승한 어머니의 남자친구라

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 모래상자의 주제는 모

는 존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읽을 수 있다.

두 과거에 대한 기억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모래상자에 등장한 개체들이 한 쌍을 이루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부엉이”는

6) 쌍으로 구성된 관계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현실에 대한

<그림 11>은 내담자 B가 6회기에 만든 작품

거부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

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남자

된다. 내담자가 모래상자 내부에 표현한 분명한

친구를 만난 다음날 만든 것이다. 모래상자 자

경계와 대극적인 요소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

체가 좌우로 이분되어 하나의 쌍을 이룰 뿐만

운데, “왼쪽의 동물들과 오른쪽의 사람들은 서

아니라 내담자가 모래상자에 표현한 대상들도

로를 볼 수 없다”는 내담자의 표현은 정신현상

쌍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즉 풀숲위의 한 쌍의

의 대극성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좌측의 무의식

새, 연못 속의 물고기 쌍, 의자에 앉은 연인들이

적이고 적응이 안 된 면과 우측의 의식적, 적응

그러한 관계이다. 특히 내담자는 풀과 꽃을 개

적인 면의 대립을 의미한다(이부영, 2003). 그러

별적으로 선택한 후 두 개를 서로 결합하여 우

나 앞서 기술한 <그림 3>에서와 같이 다리라는

측 중앙에 배치하였는데, “둘이 합쳐져서 큰 기

구조물이 상징적으로 두 영역을 연결하고 있기

둥이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는 내담자의 설

때문에 대극의 합일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명대로 이것은 두 사람의 결합 또는 재혼에 대

있다.

한 내담자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2>에서 내담자 D는 전반적으로 두개

그러나 어머니의 재혼에 대한 내담자의 의식

의 원이 쌍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역시 쌍의

적․무의식적 저항과 거부감 또한 상징적으로

관계를 갖는 개체들을 표현하였다. 위쪽의 원에

<그림 11> B-6: 풍경

<그림 12> D-7: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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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심에 똬리 튼 뱀의 양 옆에 쌍둥이를 두었

에서 이전회기와 달리 어머니의 재혼에 대한 내

다. 아래쪽은 닭, 거북이, 달팽이, 개구리, 새, 뱀

담자의 인식이 보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변

이 한 쌍을 이루어 원의 형태를 만들고 있다.

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기분야에서 성공한

원의 내부에는 두 무리의 사람과, 양동이와 우

남자”를 이상적인 남편 상으로 여기는 내담자의

물이, 원의 바깥쪽에는 대칭되는 위치에 한 쌍

생각이 도자기를 빚는 도공의 모습으로 미래의

의 꽃이 역시 쌍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와

남편을 상징화하였다. “내가 어린 마음에 상처

같이 똑같은 두개의 꽃, 사람, 혹은 중복되어 나

를 많이 입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관심

타나는 기하학적 형태들은 내담자의 내부에 무

을 갖고 많은 애정으로 돌봐주고 싶다”는 내담

의식의 내용이 솟아오르고 있음을 나타낸다(김

자의 욕구는 친자와 입양아를 포함한 많은 아이

진숙, 1998). 쌍둥이는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인

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귀부인의 모

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두 아이에게서 인간 본

습으로 표현되었다. 아기를 보살핀다는 것은 내

성의 두 측면, 즉 온화하고 수동적인 면과 동적

담자 자신의 유치하고 아이다운 면을 수용하는

이고 반항적인 면을 볼 수 있다(이부영 외,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삶의 창조적인 가능성을

2003). 이러한 양성성과 이원성을 나타내는 숫자

조심스럽게 키우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둘은 결혼을 상징하기도 하고, 대극의 충돌에서

수 있다(이부영, 2003).
내담자 D도 이상적인 가족상을 모래상자에

조화로운 해결과 힘의 평형상태를 암시하기도

표현하였다(그림 14). 내담자가 선택하는 종교

한다(김진숙, 1998).

적․영성적인 소품이나 ‘은혜’나 ‘죄책감’과 같
7) 가족단위

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내담자의 종교적 상상이

미래의 집을 주제로 한 내담자 B의 8회기 작

나 영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Fitzpatrick, 2001),

품(그림 13)에는 재혼한 내담자의 어머니와 결혼

내담자 D의 모래상자에도 십자가상과 “성 가정”

하여 가정을 꾸린 내담자의 모습이 함께 표현되

을 꿈꾸는 내담자의 바램이 표현되었다.

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두 분이
평생 잘 살아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말

<그림 13> B-8: 미래의 우리 집

<그림 14> D-1: 단란한 가족

- 11 -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3권 제1호

이 괴롭히는 악당에 맞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

2. 상호작용 특성

하는 군인집단이 좌우대극상황으로 표현되었다.
1) 파괴적/가학적 특성

전쟁장면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역동은 아동이

내담자가 선택한 개체들 간에 파괴적이거나

자신의 어두운 심적 측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

가학적인 상호작용 특성이 나타난 것은 유일하

어하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여아보다 남아에게

게 내담자 A의 경우에서였다. <그림 15> “죽이

서 전투장면이 흔히 나타난다. 특히 임상집단에

기”는 내담자가 3회기에 만든 모래상자인데, 울

속하는 아동들이 이질적인 소품을 선택하거나

타리로 구분된 좌우 영역 모두에서 파괴적 행위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상호작용양상을 보이는

가 표현되었다. 왼쪽은 마귀가 문어에게 가까이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희, 2005a;

다가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상황

Grubbs, 1995; Zinni, 1997). 내담자 A가 표현한

이고, 오른쪽은 공룡 한 마리가 또 다른 공룡과

모래상자는 영웅으로 상징되는 군인이 괴물집단

표범을 죽이는 장면이다. 내담자는 이 모래상자

인 악의 세력을 누르고 승리를 쟁취하는 투쟁단

를 만든 후 바로 다음 장면을 연출하였는데, 왼

계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내담자

쪽과 오른쪽에 죽은 표범과 공룡을 각각 묻어서

스스로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상황을 조정할 뿐

무덤을 만들었다. 분명한 경계의 설정을 통한

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까지 갖고 있다고 가정하

고립감, 죽음과 파괴의 주제를 표현한 내담자의

며 죽음과 재생의 주제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모래상자는 자신이 치료에 의뢰된 임상적 문제

것을 통해 내담자가 가상적인 해탈감, 즉 자아

인 언어적 공격성과 행동문제의 반영일 수 있

의 팽창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다. 또한 모래 속에 소품을 묻는 행위를 통해

나 그것은 진정한 자각, 진정한 자기인식의 상

내담자는 무의식의 내용에 대한 거부와 억압,

태가 아니므로 무의식의 상들에 대한 자아의 비

낡은 체계와 세계를 파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판적인 구별능력이 요구된다(이부영, 2003).

있다(김경희, 2005b).
<그림 16>은 동일한 내담자가 “악당과의 전
쟁”이라는 제목을 붙인 모래상자이다. 이유 없

<그림 15> A-3: 죽이기

2) 자기방어적/주장적 특성
내담자 B가 만든 10회기의 모래상자(그림 17)

<그림 16> A-7: 악당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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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B-10: 상상속의 나

<그림 18> C-8: 경찰과 도둑

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성향과

자기주장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 내담자 B

욕구를 자기를 상징하는 개체들을 통해 상징적

의 모래상자와 대조적으로 내담자 C는 자기를

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담자는 “나를 상징하는

방어하고 호소하는 메시지를 담은 모래상자를

것은 말, 의자에 누운 사람, 화살을 쏘는 사람”

만들었다(그림 18). 울타리는 집 안과 밖의 경계

이라고 말하였다. 이들 각 개체는 내담자에게

를 표시하는데, 집 안에 있는 가상의 도둑과 대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 즉 말은 “외롭지만 당당

치한 경찰들이 집 밖에 있다. 내담자는 “어쩌면

하고 멋있다”, “가족과 함께여도 좋지만, 혼자

내가 도둑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도둑이

당당히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화살을

원하는 것은 “돈을 훔치거나 사람을 해치려는

쏘는 사람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호소를 하고 싶어 하는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

것”이다. 내담자의 표현대로 “자기 맘 같지 않

는다.” 의자에 누운 사람은 “모든 것을 해결할

고, 지치고 나약해진 도둑”의 모습이 바로 내담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와

자 자신의 모습이다. 이부영(2006)은 꿈에 나타

같은 모래상자에 대한 내담자 자신의 해석은 내

난 ‘도둑’은 대개 개인적 무의식의 콤플렉스를

담자가 과거의 내적갈등과 고통의 경험으로부터

이루는 그림자라고 여겼는데, 도둑의 목적은 의

의 혼란에서 해결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

식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는데 있으며 크게

여준다. 특히 무의식의 어두운 면에 화살을 쏘

해롭지 않고 의식화하여 분화된 태도로 변화할

는 행위를 통해 대극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고

수 있는 상대 악이라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중심에 이르는 대극합일의 상징을 보여

무의식의 상징으로 모래상자에 나타난 ‘도둑’을

주었다(이부영, 2003; 2006). 내담자가 자신이 가

내담자가 피하기보다 대면해서 그 목적과 의도

진 독특성과 내적 본성을 인식하는 개성화과정

를 파악하고, 그 원시적 충동과 열등성, 유치함

의 시작은 성인으로서의 정체감확립과 성숙을

을 표현한다면 무의식의 그림자가 가진 미숙하

향한 발달과제를 수행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고 부정적인 면이 약해지고 보다 분화된 인격으

자신감으로 표현되었다.

로 변화한다(이부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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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적/건설적 특성

꾸몄다.(그림 20) 다양한 인종과 국적, 현실적인

모래상자에 협동적이고 건설적인 상호작용 특

인물과 상상속의 인물, 지구인과 우주인이 모두

성이 표현되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세계

한 자리에 모여 신성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에 몰입한 후 통합하여 집단에 적응하는 단계에

있다. “새장에 갇혀있던 새는 곧 자유롭게 날아

서 잘 나타난다(김경희, 2005). <그림 19>와 20

갈 것이고”, “상자의 모서리에 있는 꽃들이 조화

은 내담자들이 마지막 회기인 10회기에 표현한

롭게 보인다.”는 내담자의 표현대로 모래상자가

모래상자인데, 전반적으로 질서와 균형을 회복

상호협력과 화합의 장으로 표현되었다. 중년기

하여 통합된 특성을 보인다.

의 내담자가 자기실현과 개화의 과정을 충실히

내담자 A는 이전회기에도 서커스를 주제로 모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고도의 상징적인

래상자에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묘사하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알과 그리스도의 탄생,

만, 행위의 내용이 단조롭고 협동적인 특성과

신성한 아기와 새가 자기의 이미지와 전체성의

파괴적인 특성이 공존하는 장면을 표현하여 전

상징으로 표현되었다(이부영, 2003).

반적으로 불균형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림 19>에서 보는 모래상자에서는 좌우 영역

Ⅳ. 논의 및 결론

을 잇는 다리가 확장되어 하나의 연결점을 이루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서로 매우 긴밀

본 연구는 네 명의 내담자가 만든 총 40개의

하게 연결되고 응집되어 서커스라는 하나의 공

모래상자를 분석하여 관계의 구조와 상호작용특

동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모래상자치료 과정에 표

흥미로운 것은 이 모래상자를 만들면서 내담자

현되는지 살펴보았다. 본문에서는 SCC의 분석체

가 즉석에서 스스로 만들어 부른 노래의 가사에

계에 근거하여 관계의 구조에 대한 일곱 개의

유능하고 강한 자아상에 대한 인식이 담겨있다

하위항목과 상호작용특성을 나타내는 세 개의

는 것이다.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잘 할

항목에 해당하는 각각의 모래상자치료 사례를

수 있을 거야, 자신을 믿으면 돼, 난 절대 포기

제시하고 분석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제

안 해, 내가 봐도 멋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러한 분석체계의 적용이 모래상자치료과정에

내담자 D는 마지막 회기를 축제의 장면으로

서 개별적인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그림 19> A-10: 서커스

<그림 20> D-10: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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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논의

안전하고 보호받는 공간으로서 적절한 통제와

하고자 한다.

제한의 경험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의 행동과 감

본 연구는 연구대상 간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

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 아닌 각 연구대상의 개인내적인 특성이 모래

(김신옥, 2006; Bainum, Schneider, & Stone, 2006).

상자에 반영되는 양상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

한편 Zinni(1997)는 지나치게 많은 소품을 제시하

었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연

는 것이 아동에게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구대상 간의 공통적인 특성이 발견되었다. 즉

수 있음을 경고하는데, 방문치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대상 A와 B의 경우, 처음 모래상자에 나타

본 연구에서 제한된 수의 소품만을 사용한 것이

난 비조직적이고 혼돈된 양상이 점차 통합되고

효과적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된 반면,

연구대상 B는 관계구조의 일곱 개 범주 중 하

연구대상 C와 D가 창조한 일련의 모래상자에서

나(관계가 나타나지 않음)를 제외한 나머지 범주

는 특정한 패턴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

에서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러한 결과는 모든 사람이 혼돈의 단계에서 통합

외상을 직면하고 수용하면서 현실적응력을 회복

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것

하는 과정을 모래상자에 표현하였다. 이러한 치

은 아니라는 김경희(2005a)의 주장과 일치하는

유의 과정은 과거에 대한 회상(3회기, 5회기), 대

것으로서 모래상자치료의 발전과정은 내담자의

극의 갈등상황(4회기), 죽음과 재생의 체험(7회

성향과 성숙의 정도, 치료에 의뢰된 문제의 심

기), 그리고 현실을 수용(6회기, 8회기)하는 일련

각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의 체험구조로 이루어진다. 한편 모래상자의 중

모래상자에 표현된 관계의 구조와 상호작용

앙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묘사하였던 7회기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 A의 경우 선행연

상처상자와 대조적으로 내담자가 10회기에 완성

구결과 임상집단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

한 모래상자에는 그림자의 인식을 통한 내적갈

인 특성이 발견되었다. 즉 모래상자에 표현된

등의 극복과 삶을 향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대상들 간의 관계의 구조에 있어 의미 있는 관

자기주장적 상호작용 특성이 표현되었다. 새로

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1회기와 달리 5회기의 모

운 자아의 탄생과 자기와의 대면은 이와 같이

래상자엔 목적지향적인 관계가 표현되었다. 또

정신적인 긴장과 고통을 거쳐 자기 내부의 어두

한 상호작용에 있어 3회기와 7회기에 보인 파괴

운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

적이고 가학적인 양상이 마지막 10회기에 협동

해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김경희, 2005b; 이부영,

적이고 건설적인 특성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

2003; 이부영 외, 2003).

였다. 치료과정에서 모래상자의 변화와 더불어

연구대상 C의 모래상자에 드러난 대상들 간의

아동의 문제행동도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변화

관계의 구조와 상호작용 특성은 주로 치료의 후

는 심리드라마와 놀이치료, 투사적기법의 요소

반부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관계의 구조

들이 통합되어 아동의 방어를 감소시키고 내면

적 측면에서 볼 때 모래상자에 등장하는 인물들

세계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모래상자치료의 본

간에 어떠한 관계도 묘사되지 않거나(9회기), 죽

질적인 속성 덕분으로 생각된다(Russo, Vernam, &

음을 상징하는 소품들이 다른 소품들과 뚜렷하

Wolbert, 2006; Tennessen & Strand, 1998). 특히 연

게 분리(10회기)되어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다.

구대상 A와 같은 ADHD 아동에게 모래상자는

한편 내담자는 8회기에 자신을 상징하는 나약한

- 15 -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3권 제1호

도둑이 현실에 대해 자기방어적 상호작용을 보

오는 움직임을 느끼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 자체

이는 모래상자를 창조하였다. 이는 연구대상 B

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가 같은 수준의 상호작용범주에서 자기주장적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찾는 개성

특성을 보인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내담자가

화 작업은 중년기의 내담자에게 있어 자기실현

인격화된 자신의 그늘진 부분을 대면하는데 어

을 위한 과제이자 치료의 목적이 된다(이부영,

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연구대상 C

2003).

는 치료가 진행될수록 심리적 상처와 고통을 표

최근 모래상자치료는 연령의 제한 없이 다양

현하는 경향이 많아졌는데, 8회기 이후 그림자

한 임상적 문제를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

인식의 어려움과 단절된 내면세계, 그리고 삶의

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모래상자치료의 과정

방향성 상실의 주제로 묘사된 관계구조와 상호

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

작용특성은 내담자의 임상적 문제인 우울성향

준과 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상

및 신경증적인 증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

황에서 본 연구는 내담자가 창조한 모래상자를

진다. 융에 의하면 신경증은 ‘자기로부터의 소외

새로운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분석틀에 대한 기

현상’에서 기인하며 자아가 전체정신인 자기로

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부터 멀리 떨어져나가 관계를 상실했을 때 발생

러나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분석범주의 일부만을

한다. 따라서 연구대상 C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

사용하였고, 분석의 사례수가 적어 본 연구의

적인 치료적 작업을 통해 단절된 내면세계와 다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

시금 관계를 맺고 신경증적 고통 뒤에 도사리고

후 연구에서는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을 포함

있는 전체가 되고자 하는 무의식적 목적을 실현

한 보다 많은 표집을 대상으로 분석체계에 의한

하는 것이다(이부영, 2003).

비교분석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Grubbs,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D의 모래상자에는 치료

1995). 또한 최근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 부부,

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가족단위(1회기), 자기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상호작용패턴을 외현

또는 환경과 관련된 개체(3회기), 대립되는 집단

화하고 구체화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모래상자

이나 개체(5회기), 쌍으로 구성된 관계(7회기)구

치료의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는데(Castellana &

조가 나타났다. 또한 협동적이고 건설적인 상호

Donfrancesco, 2005; Dean, 2001; Fitzpatrick, 2001.

작용 특성은 마지막 10회기의 모래상자에 축제

James & Martin, 2002), 국내에서도 상징적이고

의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모래상자치료의 전회

경험적인 도구로서 모래상자의 본질적인 속성이

기 동안 내담자는 극적인 변화 없이 삶에 대한

갖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순응성과 내적인 질서, 대극화합을 통한 전체성

되길 기대한다.

의 상징 및 개성화 과정의 전형을 ‘자기상자’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특히 내담자의 모래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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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structuring of relationships
and the interaction characteristics depicted
in the sandtray therapy process

Mee Hyang Koo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ructuring of relationships and the interaction characteristics
depicted in the sandtrays. Participants were one child(male) who diagnosed as ADHD, one adolescent
(female), and two adults(females) who were needed counseling with the researcher. The participants
ranged in age from 10 to 39 years. Each participant created a total of 10 sandtrays, one per session.
Following the completion of all sandtrays, the researcher analyzed each sandtray based on the two
essential aspects: (a) the structuring of relationships of the scene and (b) the interaction characteristics
portrayed in the sandtray.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andtray pictures according
to the extent of competency, maturity and problems of the participants. Further studies would be
needed to characterize the effectiveness of the sandtray therapy on the level of individual, couples, and
with families with wide range of age.

Key words : sandtray therapy, structuring of relationships,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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