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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의 창의적 접근이면서 치료적 도구인 꿈을 심리치료에서 어떻게 활용해왔는
지 개관하고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상담에서의 꿈 활용에 대한
실제적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꿈 활용 상담은 심리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꿈을 활용한 목적에 따라 크게 정신역동적
접근, 정서-체험적 접근, 통합적 접근, 집단치료적 접근 등 네 가지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각
접근에 따른 꿈 활용 상담의 목적과 상담 개입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외 연구동향
을 살펴본 결과, 국내외 연구는 연구주제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외에서는 꿈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꿈 활용 집단치료의 효과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에서는 특정 이론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연구 주제 중에서도 꿈 분석 사례연구가 주를 이
루었다. 이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접근에 따른 꿈
활용 상담에 대한 시사점과 추후 연구 방향 및 실제적 제언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제어: 꿈 활용 상담, 꿈, 상담 개입, 꿈 작업, 꿈 기법

I.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00년대 초 프로이드의 정신분
석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담이론과 치료적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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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최근에는 현존하는 상담이론만 해도 400개가 넘는 실정이다(Meier & Davis, 2003).
최근에는 내담자의 특성과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담적 접근과 새로운 시도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거나 절충하여 사용하거나(Prochaska & Norcross, 2003) 한 가지 특
정이론에 얽매이기보다는 다양한 상담 모델의 다양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등
(Rigazio-DiGilio, 2001) 통합적 상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상담
자들은 효율적인 상담 개입과 계획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
으며 특히 내담자의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조력하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 접근
들을 시도하고 있다(선혜연, 오정희, 2015).
이러한 창의적 접근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꿈을 활용한 상담이다. 꿈이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
는 정신 현상을 의미한다(국립국어연구원, 2018). 이러한 꿈을 원시시대에는 현실의 한 부
분으로 생각하여 꿈을 생각하고 기록하기도 하였고, 고대인들은 꿈을 신의 예언으로 생각
하여 꿈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에 이르기까지 꿈이
주는 영감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에게 창조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
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프로이드 ‘꿈의 해석’ 발표 이
후, 꿈을 상담 장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다양한 상담이론들은 이러한
꿈을 인간의 심리와 정신을 탐구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꿈을 상담의 도구로써 심리치료와 상담 분야에서 활용한 상담을 꿈 활용
상담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심리치료에서 꿈의 활용은 상담의 역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Freud(1988)는
‘꿈은 무의식에 이르게 하는 왕도’라고 말할 정도로 꿈은 무의식의 활동에 관한 지식을 얻
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분석심리학에서는 꿈이 가진 기능에 주목하였는데,
꿈은 의식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조정하여 마음의 평형을 실
현하는 기능이 있으며 개인이 지닌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예시기능을 한다고 강
조하였다(이부영, 2011). 한편 게슈탈트 이론의 창시자 펄스는 ‘꿈은 통합에 이르게 하는
왕도’라고 강조하며 꿈은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하고 인격의 파편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한
다고 보았다(Cushway & Sewell, 1992). 이처럼 대표적 심리치료이론에서는 꿈이 가진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해왔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심리치료에 활용하려
는 시도들을 해 왔다.
이러한 이론들을 토대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요약해보면 다
음과 같다(이다감, 2012). 첫째 꿈은 억압된 어린 시절 기억을 발견하게 하고 현실의 관계
패턴을 인식하게 한다. 둘째, 꿈은 의식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보상 기능을 하고, 셋째, 사
람의 의식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꿈은 그 반대쪽에 가중치를 주는 역할을 하여 다른 쪽
의 기능을 보상하게 한다. 넷째, 내담자의 꿈은 내담자의 내면세계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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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개체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상담 장면에서 쉽게 파악하지 못했던 내담자의 속성을
상담자가 알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꿈을 실제 치료에서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치료적 이점은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꿈은 독특한 치료적 기회를 제공하는데 실제 삶에서 쉽게 알 수 없는
갈등과 핵심감정을 찾아내고 우리에게 처리가 안 된 감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이동식, 2008; Fosshage & Loew, 1987). 특히 꿈 분석에 초점이
맞춰진 상담은 내담자의 심리적 갈등의 핵심에 도달하게 하여 심리치료에서의 소요되는 시
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고 있다(유명선, 2016). 뿐만 아니라 상담에
서 꿈 이야기로 시작하면 내담자의 방어가 줄어 들고, 내담자를 더 빠르게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주은선, 신설애, 2013).
이처럼 꿈 활용 상담에 관한 연구에 대해 많은 치료자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유용한 상담 도구로써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보중, 장현아, 2015; 최진아, 신희천, 2008) 실제 상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치료자
들만이 내담자들의 꿈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Cartwright, 1993). 뿐만 아니
라 정신분석적 훈련을 받은 치료자들을 제외하고 심리치료에서 꿈을 활용하는 치료자들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많은 치료자들은 상담에서 꿈을 활용하는 것이 정신
분석이나 장기간의 치료에서만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안이환, 박상규, 2002; Crook
& Hill, 2003). 이와 같이 꿈은 좋은 치료적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꿈 활용 상담이 적은
원인에 대해서 꿈 작업에 대한 통합 모델을 제시한 Hill(1996)은 상담자들이 꿈 작업을 치
료와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훈련 및 지식 부족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꿈과 꿈 해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치료에서의 꿈의 활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한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Yalom(2002)은 치료자들이 꿈 활용 상담을 회피하는 이유에 대
해서 꿈에 대한 이론이 많고 복잡하여 난해하게 느껴져 두려워한다는 점, 꿈 작업을 할 때
치료자가 꿈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 평소 치료자
들이 꿈 작업을 통한 탐색적 경험이 없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꿈과 꿈 작업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상담에서의 꿈 활용은 더 미비한 실
정이다(안이환, 박상규, 2002). 국내에서 꿈 활용 상담이 저조한 이유로는 국내의 꿈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정신분석, 분석심리학, 신학 및 목회상담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실제 상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서가 부
족할 뿐만 아니라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가 꿈 활용 상담 훈련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 등
이 있다(오현석, 2009).
이처럼 꿈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오랫동안 좋은 치료적 도구로써 주목을 받아왔음에
도 불구하고, 심리치료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꿈의 의미와 활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방
대하여, 상담자들은 이를 치료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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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특성과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 이론별로 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에 따라 어떠한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
는지, 그리고 꿈이 가지고 있는 치료적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통합적 상담의 맥락에 따라 상담자가 꿈을 상담
장면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치료 이론별로 꿈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에 대해서 고찰하
고, 꿈 활용 상담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상담에서 꿈이 갖는 의미를 재확인
하여 추후 연구 및 상담에서의 꿈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첫째, 심리치료 이론별 접근에 따라 꿈 활용
기법은 어떠한가? 둘째, 꿈 활용 상담의 국내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II. 심리치료 이론별 꿈 활용 기법 고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담이론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이론들은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적 방법들을 제시해 왔다(선혜연, 오정희, 2015). 여러 치료적 방법 중에 특히 꿈은 개
인치료에서 자주 활용되어 왔으며, 심리치료 이론에 따라 꿈을 활용하는 목적과 기법 또한
매우 다양하다. 한편 최근에는 집단치료에서 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집단치료적 접근
이 꿈 활용 상담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심리치료
이론에 기초한 정신역동적 접근, 정서-체험적 접근, 통합적 접근과 더불어 집단치료적 접
근 등을 포함하여 크게 4가지 접근을 중심으로 심리치료 접근별 꿈의 의미, 꿈을 활용하는
목적, 꿈 활용 기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신역동적 접근
정신역동적 접근에서는 내담자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담자가 경험했던 과거경험과
무의식에 대한 이해가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특히 내담자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측면이나 성격적 측면을 자각하고(Tursi & Cochran,
2006) 내담자가 의식적으로 미처 통찰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측면을 통합하는 것을 상담
목표로 보았다(권석만, 2012).
이러한 상담목표를 위해서 정신역동적 접근에서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담기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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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나가 꿈 분석(dream anaylsis)이다. 정신역동적 접근에서는 꿈을 내담자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보았으며(천성문, 2003), 상담 회기 내에서의 꿈의 활용은 내담자
성격 구조의 특징이나 방어기제 등을 파악하게 하고(Altman, 1975) 내담자의 통찰을 촉진
시키거나(Saul, 1973) 깨어있는 삶에서 인식하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내게 하는데(Boss,
1977)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정신역동적 접근의 대표적 이론인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드는 상담 과정에서 꿈 분
석(dream analysis)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꿈은 무의식적 욕망의 위장된 메시지로, 꿈
에서는 ‘압축’, ‘전치, ‘상징’과 같은 방어기제를 통해 무의식적 욕망을 위장한다고 보았다(윤
우상, 2017). 프로이드는 꿈을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였는데, 꿈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
인 꿈의 내용을 현시적 내용이라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것들로써 무의식적인
동기를 담고 있어 숨겨져 있거나 상징적인 꿈의 내용을 잠재적 내용이라고 하였다(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2010). 즉 프로이드의 꿈분석은 꿈의 현시적 내용을 통해
서 잠재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표현되지 않은 무의식
적 동기나 억압된 개인의 욕구를 알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분석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이해를 위해서 꿈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정신분석과 동일
하지만 꿈의 의미에서는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프로이드는 꿈을 이드의 충동과
욕구를 억압으로 인한 무의식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로 보았다면, 융은 꿈이 단순한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풍부한 상징의 언어로 의식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았다(나
유리, 2017).
또한 꿈의 기능을 소망 충족이라고 국한해서 바라보았던 프로이드와는 달리, 융은 꿈에
는 3가지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식의 일방적 태도를 보상하는 기능, 양극적 태도의
균형과 조화를 촉구하여 온전한 인격발달을 도모하는 기능, 개인이 지닌 내적 또는 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암시하는 예시적인 기능을 지닌다고 하였다(이부영, 2011). 꿈에 등
장하는 상징과 은유에 대해서도 프로이드와 융은 차이점이 있다. 프로이드는 꿈에서의 상
징과 은유를 위장의 증거로서 방어기제의 하나로 보았다면, 융은 꿈에서의 상징과 은유는
변장된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 꿈의 언어이라고 하였다(윤우상, 2017)
꿈을 분석하는 방법 또한 프로이드와 융은 차이가 크다. 프로이드는 자유연상법으로 꿈
을 분석하였으나, 융은 꿈 해석에서 자유연상법이 아닌 확충법을 사용하였다(Johnson,
1986). 자유연상이란 본래의 꿈 이미지에서 연상하여 연상된 것에 다시 연상을 하며 연결
지점을 찾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확충법이란 하나의 중심축에서 사방으로 바퀴살처럼 뻗
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나의 이미지에서 연상을 하되, 본래의 꿈 이미지로 돌아와 그 이미
지와 관련하여 또 다른 연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확충법은 자유연상과는 달리
본래의 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의 꿈 이미지에 대해 다양한 연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색이다. 예를 들어 내담자의 꿈에서 레드가 나왔다면 자유연상으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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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 ‘레드-열정적이다-아버지-병원’과 같이 레드라는 꿈 이미지에서 시작하여 나중에
는 본래 이미지와는 멀리 벗어난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확충법으로 분석을 하게 되
면 ‘레드-열정적이다 ’, ‘레드-뜨겁다’, ‘레드-불’, ‘레드-얼마 전에 산 가방’이라는 식으로 꿈
이미지를 연상할 때 꿈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퀴살처럼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
양한 의미를 확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연상을 한다. 이부영(20111)은 이러한 확충법은 꿈꾼
사람의 개인적인 연상과 함께 인류의 보편적인 연상을 수집하고 그 상 자체의 의미를 이
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과 같은 정신역동적 접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꿈 활용 기법은 연상이다. 즉 꿈 이미지에 대한 내담자의 연상을 통하여 꿈의 의미를 파악
하고 이러한 꿈이 무의식적 혹은 성격적 측면의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하고 파악한다.
실제 이러한 연상을 활용하며 상담에서 꿈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
이드(1988)는 연상을 하는 방법으로, 꿈에서 가장 유난히 선명하거나 인상적인 부분에 대
해서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을 자유연상을 하도록 하고, ‘방금 말한 꿈과 관련해서 마음속
에 떠오르는 전날의 사건이 있는가?’를 묻는 기법을 제안하였다(김보중, 장현아, 2015). 한
편 융학파 심리학자인 Johnson(1986)은 꿈 작업을 4단계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꿈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확충법으로 연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꿈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자
신의 내면의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탐색하도록 한다. 그는 꿈을 통해 탐색된 의미
를 현실에서 실행하도록 하여 꿈이 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의식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신역동적 접근에서는 꿈을 내담자의 무의식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담에서 내담자의 충족되지 않은 무의식적 갈등에 대해 통찰하게 하
거나(Eudell-Simmons & Hilseanroth, 2005) 꿈의 스토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현실의 삶
과 내적 갈등의 내용을 탐색하기 위해 꿈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주은선, 정혜인,
2014). 또한 자유연상이나 확충법과 같이 꿈 이미지에 대한 연상을 주된 기법으로 활용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정서-체험적 접근
인간중심, 실존주의, 게슈탈트 등과 같은 상담이론은 내담자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
담자가 지금-여기에서의 정서를 중시하고 이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중시하는 접근이
다. 가령 인간중심이론에서는 내담자가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을 좀 더 잘 자각하고 인식하
게 함으로써 심리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권석만, 2012). 그러므로 상담자
가 내담자에게 조언이나 해석을 해주기보다는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수용하고 공감하고
존중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내담자의 욕구를 위협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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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알고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창대, 2009). 한편 실존주의에
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적 조건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킴으로써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진실한 인간이 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상담자는 내담자의
실존적 조건을 다루어야 하고 실존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보았다(권
석만, 2012). 마지막으로 게슈탈트이론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욕구, 신체, 환경에
대한 지각을 확장함으로써 환경과 효과적으로 접촉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며 충족시
키도록 하며, 내담자의 인격을 통합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내담자의
감정, 욕구 등을 알아차리고 접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김정규,
1995).
이처럼 인간중심, 실존주의 게슈탈트 이론과 같이 경험과 정서를 체험하는 것을 중시하
는 정서-체험적 접근에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지금여기에서의 경험, 즉 감정, 사고, 욕구 등
을 경험들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실존적인 측면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상
담목표이다.
이러한 정서-체험적 접근은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 장면에서 정서를 경험하기 위한 수단
으로 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즉, 꿈은 인간이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이죽내, 2002)이
면서, 실존적 메시지(Perls, 1976)이고 이러한 존재 방식과 실존적 메시지를 알기 위해, 지
금-여기에서 그 꿈을 다시 체험하면서 느끼는 현재의 느낌이나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은선, 정혜인, 2014).
특히 정서 체험을 강조했던 게슈탈트에서는 꿈을 적극적으로 상담에서 활용하였는데, 게
슈탈트 치료의 창시자인 Perls(1976)는 꿈에 나온 모든 이미지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외
부로 투사한 것으로, 꿈꾼 사람의 성격을 투사한 것이라고 보았다(Clarkson, & Mackewn,
1993). 그러므로 꿈을 통해 개개인이 잃어버린 인격의 부분들을 되찾아 통합하여 전체성
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Cushway & Sewell, 1992). 게슈탈트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꿈 기법은 보통 실연이나 드라마 기법 등이 있었다. 특히 꿈에 나타난 모든 부분과 장면들
을 동일시하여 탐구하게 하는 것이 그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김정규, 1995). 가령, 내담자
가 꿈의 내용을 마치 지금-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상상하게 하고 내담자에게 현재 일
어나고 있는 것처럼 꿈을 현재형으로 말하게 한 뒤, 순차적으로 꿈에 나오는 대상이 되어
보게 한다(Clarkson & Mackewn, 1993). 또다른 방법으로는 정서적 에너지가 두드러지
는 지점이나 반대로 가장 느껴지지 않는 부분을 시작으로 하여 차례로 꿈에 나오는 이미
지와 동일시하여 그것들이 되어 보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내담자가 애매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져 가장 동일시하기 힘든 부분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김정규, 1995). 이러한 방법
들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꿈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통해 흥미로운 통찰을 하게 하는 효과
가 있다고 하였다(Kim & Danisls, 2008).
이 밖에도 꿈을 한 편의 영화나 한 장의 사진, 또는 그림으로 간주하여 내담자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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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가는 장면 혹은 가장 보고 싶지 않는 장면, 가장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장면이나
가장 편안한 느낌이 드는 인물을 말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내담자의
미해결된 주제를 찾아내거나 이러한 장면을 예술 치료와 접목하여 꿈의 한 장면을 생생하
게 접촉하여 경험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김보중, 장현아, 2015). 오현석(2009)의 연구에
서는 꿈 예술 작업과 Slyvia(2008)가 제안한 꿈 드라마를 절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
다. 그 중 꿈 예술 작업에서는 꿈의 한 장면을 그리거나 꿈 만다라 그리기, 꿈 콜라주 꾸
미기, 꿈 가면 만들기, 꿈을 찰흙으로 표현하거나 꿈을 음악도구로 표현하기, 꿈을 동작이
나 소리로 표현하는 등 예술치료와 접목하여 꿈을 생생하게 접촉하고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게슈탈트의 꿈 활용 기법들은 꿈에 대해서 분석하기보다는 현재 1인칭 시점에서
꿈을 재현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꿈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상징들
의 경험적 현실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마치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현재 1인칭 시점
으로 말하도록 내담자를 유도한다. 이는 내담자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꿈을 생생하게 경
험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내담자 스스로 꿈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Zinker, 1977), 내담
자의 알아차림과 접촉 경험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김보중, 장현아, 2015).
한편 정서-체험적 접근에서는 지금-여기에서의 미해결된 감정, 즉 핵심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동식(2008)은 꿈은 우리에게 처리가 안 된 감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고 해결하고자 꿈을 꾼다고 보았다. 그는 지금여기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핵심감정을 다루기 위해 상담 장면에서 꿈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때, 꿈 자체에 너무 많은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고,
내담자가 꿈에서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처음 떠오르는 느낌이나 감정에 초점을 두는 등
내담자의 미해결된 감정을 상담 장면에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꿈을 활용할
것을 권하였다(이문희, 2009).
결론적으로 정서-체험적 접근과 정신역동적 접근 모두 꿈을 현실의 대인관계나 성격의
기능을 표현하게 한다는 것에서는 공통적 입장이지만, 무의식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꿈
의 내용이나 스토리 및 상징성을 해석하거나 연상하는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정신역동적
접근과는 달리, 정서-체험적 접근에서는 내담자가 지금-여기에서 그 꿈을 다시 체험하면서
느끼는 정서나 신체적 느낌, 감각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정서-체험적 접
근에서의 꿈은 지금-여기에서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통합을 위해 사용되며, 이때 꿈 이미
지와 동일시하거나 빈 의자 기법이나 두 의자 기법 등과 같이 실연 기법 등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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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적 접근
지금까지 현존하는 상담이론은 400개가 넘을 정도로(Meier & Davis, 2003) 1960년대
이후 심리치료와 상담분야에서는 매우 다양한 상담이론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치료기
법의 급증이나, 개별 이론의 부적합성 등의 이유로 심리치료의 통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
되면서(Norcross & Newman, 1992) 한 가지 특정이론에 얽매이기보다는 다양한 상담
모델에

관련된

다양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절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Rigazio-DiGilio, 2001). 이러한 절충적 접근은 지금까지 상담의 실제에 큰 영향을 미쳤
던 정신역동적 접근, 실존-인본주의적 접근, 인지-행동적 접근과 같은 대 이론들을 바탕으
로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여 다양한 상담적 접근과 새로운 시도들을 통합적
으로 활용하는 것(Ivey, D’andrea, & Ivey, 2015)을 의미한다. 특히 Welfel & Patterson
(2005)은 내담자의 변화 중에서도 행동변화, 감정과 정서에 대한 변화,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생각과 사고에 관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담 과정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Hill(2004)은 심리치료에서의 꿈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여러 심리
치료 접근과 상담기술을 통합하되, 내담자의 행동, 정서, 인지의 변화 등과 같이 세 가지를
목표로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Hill(1996, 2004)은 꿈 해석에
대한 인본주의, 게슈탈트, 정신분석, 인지, 행동이론과 같은 여러 상담이론을 통합하여 탐
색, 통찰, 실행의 단계로 이루어진 인지-체험적 꿈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대표적 모델인 인지-체험적 꿈 모델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첫 번
째는 탐색단계로 내담자 중심 치료에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Hill, 2004). 내담자가 꿈에
서의 생각과 감정을 상담 장면에서 재경험하도록 상담자가 격려함으로써 꿈과 관련된 사
고, 연상, 기억의 탐색을 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통찰 단계는 정신역동치료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에게 꿈의 의미에 대한 초기 이해를 물어보고,
내담자와 함께 꿈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경험, 현실생활, 어린 시절에 시작
된 갈등과 같은 내적 성격 역동을 함께 탐색한다. 마지막 실행 단계는 변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사고를 탐색하고 내담자가 현실 생활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독려하며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내담자에게 꿈을 바꾸거
나 후속편을 만들어보도록 하거나, 현실 생활에서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꿈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현실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혹은 꿈을 존중하기 위한 의식이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
인지-체험적 꿈 모델은 탐색, 통찰, 실행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른
이론적 지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꿈 해석 방법에 비해 가장 많은 경험적 연구의 주
목을 받아왔던 모델이기도 하다(Hill & Goates, 2004). 이 모델은 3단계로 이루어져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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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존의 꿈 작업보다 가르치고 배우고 기억하기 쉬워 실제 심
리치료에 적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과 실행단계를 포함하고 있어 내담자의 행동 변화나
문제해결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특히 실행단계는 기존의 정
신역동적 접근과 정서-체험적 접근에서의 꿈 작업과는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최진아, 신
희천, 2008). 여러 연구자들(Cartwrigh & Lambertg, 1992: Gendlin, 1986; Hill,
1996, 2004)은 꿈 작업에서의 통찰만으로는 내담자의 행동변화를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는
다고 강조하여 왔다. 또한 실행단계가 포함되지 않은 꿈 해석에 참가한 내담자들에 비해
실행단계를 경험한 내담자들이 문제 해결 면에서 그 회기를 높이 평가하고 실행에 관한
아이디어에 있어서도 더 높은 질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Wonnell & Hill, 2000)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지-체험적 모델과 같은 통합적 접근에서의 꿈 활용은 다른 접근보다
좀 더 내담자의 행동변화나 문제해결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때 활용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집단치료적 접근
개인상담 치료에서 꿈을 활용하는 시도와 더불어 집단치료에서도 꿈 해석을 적용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어왔다(최진아, 신희천, 2008). 집단치료에서 꿈 해석을 적용하는 것을
꿈 집단 작업(Dream group work)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꿈 집단 작업은 꿈을 통해 일어
나는 투사를 전제로 하여 집단의 자발적인 과정을 통해 꿈을 공유하고 집단원이 제시한
꿈을 자신의 꿈으로 가져와 상상하여 꿈에 대한 의견, 제안, 감정을 나누는 형태를 말한다
(이다감, 2012). 꿈에 초점을 둔 꿈 집단 작업은 방법론적으로 분석가가 꿈 해석을 주도하
는 융의 이론에 기반한 객관화 방법과 그룹투사를 활용한 방법, 게슈탈트 기법을 활용한
집단 꿈 작업 방법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융의 이론에 기반한 객관화는 치료자와 내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집단원들
사이에 다양한 충돌, 직면, 동맹 등을 통해서 콤플렉스와 같은 특정한 주제가 드러나도록
격려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다른 집단치료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상호작용 패턴, 현실검
증, 자기 개방을 통한 명료한 피드백이 강조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애를 경험하게 된다
(Corsini & Wedding, 2007).
둘째, 그룹투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꿈 집단 작업은 꿈 작업 연구로 잘 알려진
Ullman(1987)이 제시하였고, 목사이자 꿈 작업가인 Taylor(1982)에 의해 더욱 확장되었
으며, Falk & Hill(1995)은 Hill의 꿈 모델을 적용하여 꿈 집단 작업에 관한 유익한 점을
연구하였다. 특히 Taylor(1983)는 그룹투사를 활용하여 집단 투사 꿈 작업(Group
projective dreamwork)을 고안하였다. 이는 꿈꾼 사람이 꿈을 이야기하면 집단 구성원들
이 각자 자신의 꿈으로 연상하고 상상하여 ‘만약 이것이 내가 꾼 꿈이라면...’라는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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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투사단계가 핵심인 기법이다.
이러한 꿈 집단 작업은 다른 심리치료보다 개인적인 여러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드러내
게 하며(Kolb, 1983) 집단원들이 자신의 투사를 인식하고 통찰하게 되며, Dreamer의 통
찰을 돕기 위해 집단원의 지지와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꿈꾼 사람의 저항의 단서와
집단원의 반응 패턴을 알게 되는 이점이 있다(Wonnell, 2004). 특히 집단원들이 꿈 투사
를 할 때 사용하는 ‘만약 이것이 나의 꿈이라면.. ’이나 ‘내가 상상해보는 이 꿈은...’이라는
표현은 집단원 각자가 지니고 있는 무의식의 상징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될 뿐 아니라 코멘트를 하는 사람이 가진 투사의 패턴을 드러내게 해주는 등의 효과
가 있다고 하였다(Taylor, 1983). 또한 이러한 피드백은 집단원들의 다양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어, 꿈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이다감, 2012).
셋째, 게슈탈트 기법을 활용한 집단 꿈 작업은 꿈을 해석하기보다는 꿈을 꾼 사람으로
하여금 꿈에서 본 것을 마치 ‘지금-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게
한 후, 꿈 꾼 사람 대신에 집단원들이 그 꿈을 가지고 꿈의 한 부분이 되어 연기하도록 함
으로써 집단 전체가 꿈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다(Coven, 2004). 이러한
게슈탈트 기법을 활용한 집단 꿈 작업은 Dreamer가 여러 집단원들의 지지적인 분위기 속
에서 자신의 여러 잠재적인 성향들을 실험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고, 꿈의 내용을 임의적
으로 변형시켜서 실험해봄으로써 꿈의 의미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인식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맛볼 수 있으며(김정규, 1995), 다른 집단원들은 다른 사람의 꿈 작업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내적 측면들을 발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작업에 함께 동참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Zinker, 1977).

Ⅲ. 꿈 활용 상담의 연구동향
꿈의 치료적 특성들이 부각되면서, 꿈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서 꿈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연구되어 오고 있다. 꿈 활용 상담의 연구동향을 국외와 국내
로 나누어서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외 연구동향
국외에서의 꿈 활용 상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국외 학술데이터 베이스 검색엔진과
구글학술검색(https://scholar. google.co.kr)에 ‘dream’, ‘dream work’, ‘dream analysis’,
‘dream therapy’ 등을 중심단어로 하여 연구물을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꿈 관련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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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꿈을 치료적 기제로 활용한 상담의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한
연구들이 있었다. Pesant & Zadra(2004)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꿈을 다루데 있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경험문헌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상담에서의
꿈 작업 기법과 지침들을 제공하였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는 꿈을 임상적으로 활용하였을
때 내담자의 통찰력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가령 꿈은 내담자가 자신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
라보게 하는 은유적 비전을 갖게 하고, 존재의 일부 패턴이나 어떤 경험이 다른 측면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연결성, 그리고 꿈을 통한 정서적 반응, 이전에 알지 못했
던 것을 발견하게 하는 감각 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Eudell-Simmons &
Hilsenroth(2005)의 연구에서는 심리치료에서 꿈을 활용하였을 때 유용성이 무엇이었는지
대하여 기존의 꿈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재검토하여 심리치료에서의 꿈이 가진 잠재력에
대하여 4가지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들이 도출한 4가지 꿈의 잠재력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
면, 꿈은 내담자의 치료과정 촉진하는 것, 내담자에 대한 자기 지식을 제공하는 것, 상담자
에게 임상정보를 제공하는 것, 중요한 임상적 변화 또는 개선에 관한 시그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편 Hill & Goates(2004)의 연구에서는 Hill모델에 근거하여 꿈 작업을 수행한
연구 19개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꿈작업의 결과를 재검토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꿈작업에서 가장 확고한 치료성과는 통찰이었으며, 증상의 완
화와 대인관계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꿈 회기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들은 꿈을 통하여 자각과 통찰을 획득하거나 꿈을 연상하거나, 꿈과 현재 삶을 연계하
는 것 등이었고,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은 요소로는 통찰단계에서 내담자가 꿈을 해석하기
전에 치료자가 먼저 해석한다거나, 치료자의 해석을 강요하는 등이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꿈을 활용한 집단의 효과와 이점에 관한 연구도 다수 있었다(Friedman,
2000; Wonnell, 2004). 이들 연구에서는 꿈을 활용한 집단상담에서 집단구성원들끼리의
깊은 작업동맹과 응집력을 보였으며, 꿈을 통하여 집단구성원의 반응 패턴을 알게 되었고,
집단원들의 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통하여 더 깊은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옴을 보
고하였다. Hill(2004)은 집단 꿈작업의 효과에 대해 상담 초반에 사적인 문제를 꺼내기보
다는 꿈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불안과 방어를 줄여주고 안전함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측
면과 자기개방 수준을 높인다고 밝혔다, 실제 인지-체험적 꿈 모델을 적용하여 이혼한 여
성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Folk & Hill, 1995)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향상되었
고 꿈에 대한 통찰력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Kuilen, Dunn and LoVerso(2008)는
심각한 외상이나 상실을 경험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집단 별로 꿈에 관한 글쓰기 방
법을 달리하여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꿈에 관하여 사실적
글쓰기를 한 집단보다, 꿈에 관련하여 감정적 글쓰기를 한 집단과 일어나는 정서를 경험하
면서 글을 쓰는 경험적 글쓰기 집단이 더 효과적이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꿈에 관하

- 220 -

박은경 ․ 선혜연

꿈 활용 상담에 대한 체계적 고찰: 심리치료 이론별 접근 중심으로

여 체험적 글쓰기는 꿈을 생생하게 재경험하면서 트라우마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재구조화
하도록 돕고, 자기 지각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꿈 작업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과 모델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었다. Hill(1996,
2004)은 꿈 작업에 대한 여러 접근들을 통합하여 인지-체험적 꿈 작업 모델을 개발하였으
며, 이후에도 이 모델을 적용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Eudell-Simmons
& Hilsenroth(2007)는 꿈 작업의 임상적 잠재력은 다양한 접근법의 통합에 의해서만 가
능하다고 생각하여 임상적, 생리학적, 언어적 접근법 등을 검토하여 꿈 작업에 대한 통합
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현상학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내담자가 지금-여기에서
그 꿈을 다시 체험하면서 느끼는 정서를 중요시한다는 특색이 있다. 한편 Sparrow &
Thurston(2010)은 꿈의 이미지에 대한 의미와 상징보다는 꿈 속에서의 내담자의 반응 및
상호작용에 더 초점을 두고 꿈을 작업하는 Five Star Method라는 관계중심적인 꿈 작업
모델을 소개하였다. Ellis(2013)는 내담자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꿈을 통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포커싱 꿈 작업이라는 경험적인 꿈 작업을 강조하였다. 포커싱 꿈 작업은 내담
자의 현실 경험과 내면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Findlay(2016)는 정신분석적 꿈 분석을 지양하고 이야기치료 접근에 토대를 두고 꿈 분석
을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상담에서의 꿈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와 그 효과와 실효성
에 대한 연구, 꿈 활용 집단의 효과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새로운 꿈 작업 모델을 제시하
는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내 연구동향
국내에서의 꿈 활용 상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2000년부터 2019
년 3월까지 RISS에 게재된 논문 중 ‘꿈’, ‘꿈 작업’, ‘꿈 해석’, ‘꿈 분석 ’, ‘꿈 상담’ 등으로
검색해서 나온 연구는 총 95편으로 이 중 심리, 상담, 치료의 영역에 국한하여 연구된 논
문 수는 총 56편이었다. 연도별로 논문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꿈에 관련된
연구는 18년 동안 거의 꾸준히 매 해마다 연구가 1-2편 정도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으
나 그 수는 매우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꿈과 관련된 연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여서 꿈을 활용한 상담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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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논문 발행 현황
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편수

1

1

3

1

4

1

1

5

2

6

년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편수

1

3

2

3

3

2

6

7

3

0

꿈과 관련된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정신역동적 접근에
따른 연구는 23편, 정서-체험적 접근에 관한 연구는 2편, 통합적 접근에 따른 연구는 1편,
집단 치료적 접근은 5편, 기타이론으로는 11편이었으며, 기타이론으로 분류된 이론으로는
Hall의 이론 6편, 철학적 꿈분석 2편, 신학적 관점 1편, 하이데거 꿈 분석 1편, 구조주의
기호학적 꿈 분석 1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론적 근거 없이 진행된 연구는 16편으로
나타났다.
<표 2> 이론적 근거에 따른 분류
이론적
근거

정신역동적
접근

빈도
(%)

23
(39.7)

정서-체험적
집단 치료적
통합적 접근
접근
접근
2
(3.4)

1
(1.7)

5
(8.6)

기타
이론

이론
없음

총계

11
(19.0)

16
(27.5)

58
(100.0)

주. 하나의 연구에서 다른 이론적 근거를 함께 연구한 경우 중복표기 함.

국내 꿈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전에는 정신치료 초기의 꿈(강석헌, 1984), 정신치료
경과에 따른 꿈의 변화(박영우, 1990), 정신분열증 환자의 꿈(이죽내, 추동호, 1985) 등으
로 정신분석이나 정신역동치료적 관점에서 꿈을 연구한 사례가 많았으나 2000년 이후로는
꿈의 객관적인 내용 탐구에 관한 연구, 내담자 꿈이나 연구자 본인에 관한 꿈 분석 사례연
구, 상담현장에 꿈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개관 연구, 꿈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효과와
공헌에 관한 연구, 꿈에 관한 태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었다.
연구주제별 논문의 빈도는 <표 3>과 같다. 연구주제별 논문의 빈도를 살펴보면, 꿈 분석
사례 연구가 19편으로 가장 많았고, 꿈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개관 연구가 13편, 꿈
의 객관적인 내용 탐구에 관한 연구가 11편, 꿈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변인연
구 6편, 프로그램의 효과와 공헌에 대한 연구 5편, 꿈에 관한 태도에 대한 연구 2편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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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주제별 논문의 빈도
연구주제

빈도(%)

저자(연도)

꿈 분석 사례연구

19
(34%)

고희선(2007),
박경은(2016),
안미선(2014),
장미경(2009),
지현숙(2007),

김예영(2012),
박은숙(2007),
이경수(2016),
장인숙(2006),
최수정(2018),

김소희(2014) 나유리(2017),
박현순(2009), 송제연(2016),
이용수(2016), 이현숙(2009),
전인숙(2008), 조현윤(2018),
허정(2004)

꿈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개관 연구

13
(23%)

김선희(2013, 2014), 김보중, 장현아(2015), 김정은, 김갑숙
(2018), 박종수(2018), 안이환, 박상규(2002), 오하철(2017),
유미숙(2011), 윤우상(2017), 이근재(2004), 이무석(2015),
이죽내(2002), 정승아(2009)

꿈의 객관적인 내용 탐구에
관한 연구

11
(20%)

유승재(2002), 윤황, 이영호(2011, 2013), 송제연, 전순영(2016),
송형석(2005), 송형석 외(2007), 장석하(2007), 장석하 외
(2004), 천성문(2003), 천성문, 박현조(2000), 최용석, 이영
호(2001)

꿈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변인 연구

6
(11%)

윤황,이영호(2011), 이영호(2004), 이종명, 이영호(2007),
심영숙,이영호(2009), 심영숙(2010), 최용석, 이영호(2001),

프로그램 효과와 공헌에 관한
연구

5
(9%)

김현오(2016), 오현석(2009), 유명선(2016) 이다감(2012),
최진아, 신희천(2008)

꿈에 관한 태도에 관한 연구

2
(3%)

주은선, 신설애(2013), 주은선, 정혜인(2014)

이 중 꿈의 객관적인 내용을 탐구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병리와 꿈 내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유승재, 2002; 윤황, 이영호, 2011; 이영호, 2011), 상담경과에 따
른 꿈 내용의 변화에 대한 연구(송제연, 전순영, 2016; 천성문, 2003), 일반인의 꿈 내용
을 분석한 연구(송형석, 2005; 장석하, 2007)등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국내 꿈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Hill의 꿈 치료 모델을 적용
한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최진아, 신희천, 2008).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일반인의 사
회불안 및 자아가치관 향상을 위한 게슈탈트 꿈 작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오현석,
2009), 초등학생의 정서조절 및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그룹 투사 꿈 작업 프로그램 적용
에 관한 연구(김현오, 2016)등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꿈 작
업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를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이다감(2012)의 연구에서는
Taylor의 꿈 투사 집단 방식을 적용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여성성의 인식 변
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으며, 유명선(2016)은 Taylor 꿈 투사를 적용한 집단
체험자들의 경험에 대하여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국내 프로그램들 일부는 다양한
예술치료와 접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김현오(2016)의 연구에서는 꿈을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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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접촉하게 하기 위해 미술, 음과 같은 예술치료와 접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김현오(2016)의 연구에서도 아동들의 감정, 느낌, 생각 등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게 하기 위
한 목적으로 글쓰기와 미술과 관련된 활동을 함께 접목하여 운영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꿈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상담에서의 꿈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경험
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꿈 활용 상담이 개인치료에서 뿐 아니라 집단치료에서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꿈을 활용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꿈은 연구자들에게는 과학적 관심을,
치료자들에게는 임상적 관심을 가질만한 타당한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최진아, 신
희천, 2008) 이는 꿈을 활용한 개입전략이 상담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꿈이 하나의 유용한 상담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꿈
은 적용할 수 있는 대상 또한 아동(김현오, 2014)에서부터 노인(주은선, 신설애, 201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었으며 일반인 뿐 아니라 관계상실(Folk
& Hill, 1995), 외상 후 스트레스(Kuilen, Dunn, & LoVerso, 2008), 사회불안(오현석,
2009), 정신 병리를 가진 내담자(이죽내, 추동호, 1985)와 같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내담
자를 대상으로도 연구가 이루어져 꿈을 활용한 상담 개입이 다양한 특성을 지닌 내담자와
상담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꿈은 심리치료의 오랜 역사 동안 상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치료적 도구이며,
최근 들어 꿈 활용 상담은 개인치료뿐만 아니라 집단치료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담 접근 중 통합적 접
근의 시각에서 기존의 심리치료 이론별로 꿈 활용 목적과 기법에 대해 고찰해보고 국내외
연구동향을 통해 추후 꿈 활용 상담의 가능성과 그 효용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심리치료 이론별로, 꿈을 활용하는 목적과 다양한 기법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
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꿈 활용 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꿈 활용 상담은 심리치료 이론별로 정신역동적 접근, 정서-체험적 접근, 통합적 접
근, 집단치료적 접근 등 네 가지 접근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었으며, 각 접근에 따라
꿈의 의미, 꿈을 활용하는 목적과 기법이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역동적 접근
에서는 꿈을 내담자의 무의식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로 여기고, 꿈을 통해 무의식의 충
족되지 않은 갈등을 알아내거나(Eudell-Simmons & Hilseanroth, 2005) 내담자의 현실
에서의 삶과 내적 갈등의 내용을 탐색하는데 활용되고 있었다(주은선, 정혜인, 2014).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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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역동적 접근에서는 주로 자유연상이나 확충법과 같은 연상을 기반으로 한 기법들이 있
었다. 한편 정서-체험적 접근에서는 꿈을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이자(이죽내, 2002) 실존적
메시지로 보고 있었으며, 내담자로 하여금 지금-여기에서의 경험과 정서에 접촉하기 위해
꿈을 활용하고 있었다. 꿈 활용 기법으로는 꿈의 나오는 이미지를 내담자 자신과 동일시하
게 하거나 꿈에서의 감정과 느낌을 상담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드라마나
실연의 기법들이 있었다. 통합적 접근에서는 특정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상담에서 탈
피하여 내담자의 행동, 감정과 정서, 인지에 대한 변화 등을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성을 반
영하여(Welfel & Patterson, 2005) 정서, 인지, 행동 등의 세 가지를 목표로 하여 기존의
인본주의, 게슈탈트, 정신분석, 인지-행동이론과 같은 여러 상담이론을 통합하여 꿈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다(Hill, 2004). 마지막으로 집단치료적 접근에서는 집단원의 삶의 패턴, 자
신의 행동 및 사고에 대한 깊은 통찰을 경험하게 하고 집단원의 다양한 시각을 경험함으
로써 꿈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기법으로는 집단원의 집
단 투사가 꿈 기법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꿈 활용 상담을 심리치료 이론별로 4가지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은 꿈이 인간을 이
해하는 데 있어서, 정서, 인지, 행동, 무의식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치료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금까
지 꿈에 관한 관점과 접근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치료적 활용에 어려웠다는 점(김보
중, 장현아, 2015)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4가지 접근은 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에서 꿈을 활
용할 때 상담 목표에 따라 어떤 개입 방법과 기법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령, 개인치료에서는 내담자가 호소하고 있는 문제와 그
특성에 따라 꿈에 관한 네 가지 접근을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신 역동적
치료를 통해 내담자의 변화를 시도할 경우, 자유연상이나 확충법 또는 Johnson(1986)의
꿈 작업 4단계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내면세계의 상징과 무의식을 탐색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내담자의 정서와 욕구를 자각하도록 돕고, 미해결된 문제나 핵심감정을
해결하도록 돕고자 할 때는 내담자의 정서와 감정에 초점을 두고 꿈을 작업하는 게슈탈트
기법이나 꿈 연상 과정에서 드러나는 느낌이나 감정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 등(이동식,
2008) 정서-체험적 접근의 기법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담의 과정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할 때는 Hill(2004)의 인지-체험적
꿈 모델과 같은 통합적 접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 접근법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통합하여 개인 및 집단치료에서 다양하게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상담자 스스로가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4가지 접근법에 기
초를 두고 다양한 예술치료를 접목할 수 있다. 그 하나의 예시로 게슈탈트의 빈의자 기법
과 저널치료와 통합하여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저널치료의 대표적 기법인 대화기법은 사
람, 사건, 일, 몸, 감정, 등과 같이 특별한 인물이나 상황, 느낌과 동일시하여 이를 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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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글로 대화를 하는 방법이다(Adams, 1990). 이러한 대화 기법을 활용하여 꿈 속의 인
물 혹은 꿈 속의 이미지를 하나 선정하고 내담자는 그 이미지와 동일시하여 말이 아닌 글
로 대화를 하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꿈 속의 상징에 다가갈 수 있도록 조력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 장면에서 상담과 꿈을 어떻게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이를 적용한 실제 사례연구 및 프로그램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여러 상담전략과 꿈 작업 방식을 통합하여 적용한 사례 연구 및 프로
그램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치료 이론별 꿈에 관한 4가지 접근에서는 공통적으로 꿈 해석에 관하여 내담
자 스스로의 체험과 해석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Pesant & Zadra,
2004). 상담에서 꿈을 활용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은 꿈 해석의 경험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가장 좋은 기준은 꿈 꾼 사람의 ‘아하’라고 강조하였는데(이동식, 2008; Gendlin,
1986; Hill, 2004; Taylor, 1992) 이는 꿈에 대한 의미를 꿈꾼 사람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최근 상담의 주요접근인 구성주의적 상담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구성주의 상담에서는 개인이 삶의 사건과 관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창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부여하는 의미에
주목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과 타인과의 경험을 통해 어떤 의
미가 있는지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harf, 2008). 이런 측면에서 꿈
을 활용한 상담개입은 구성주의적 상담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하고 있다.
셋째, 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에서 꿈 활용에 관한 국내 및 국외 연구들이 연구 주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외 선행연구의 경우 상담에서의 꿈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
적 연구(Eudell-Simmons & Hilsenroth, 2005; Pesant & Zadra, 2004)와 그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연구(Hill & Goates, 2004), 꿈 활용 집단의 효과에 대한 연구(Berube,
1999; Clark, 1994; Folk & Hill, 1995; Friedman, 2000; Kuilen, Dunn, & LoVerso,
2008; Wonnell, 2004), 여러 가지 통합적 꿈 작업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EudellSimmons & Hilsenroth, 2007; Hill, 1996, 2004; Sparrow & Thurston, 2010)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국내의 연구에서는 내담자 혹은 연구
자 본인의 꿈 분석 사례연구와 꿈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개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국외에서는 꿈 작업에 대한 임상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의 통합에 의
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특정 이론 중심에서 이루어지던 꿈에 관한 접근법에서 탈피하여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다(Eudell-Simmon

&

Hilsenroth, 2005, 2007; Hill, 2004; Sparrow & Thurston, 2010). 반편 국내에서는
꿈 관련 연구들이 주로 정신역동적 접근과 같은 특정 이론 중심으로 꿈의 활용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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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제안하고 있었다(주은선, 정혜인, 2014). 이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특정 이론 중심
으로 꿈을 상담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다양한
내담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통합적인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Prochaska & Norcross, 2003)을 감안한다면 국내 꿈 활용 상담 연구에 있어서도 특정
이론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접근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꿈 활용 상담에 관해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관심
을 환기시키고자 심리치료 이론별 꿈 활용 기법과 꿈 활용 상담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
펴보았다. 이러한 내용과 논의를 바탕으로 꿈 활용 상담에 대한 실제적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상담자가 내담자의 꿈을 상담에서 활용하기에 앞서 상담 초기에 상담에서
꿈을 작업할 수 있음을 미리 내담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보통 내담자들은 상담에서 자
발적으로 꿈을 공유하지 않을뿐더러 어떤 내담자에게는 꿈을 작업하는 것이 매우 어색하거
나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담 초기에 꿈 작업이 상담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떤 마음인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Hill, 2004). 둘째, 내담자의 꿈을 해석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구성해 나갈 때,
내담자와 상담자는 협력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꿈 관련 접근에서는 꿈
작업에서 꿈의 가치와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꿈 꾼 사람 즉 내담자라고
강조하고 있다(이동식, 2008; Hill, 2004; Taylor, 1983; Pesant & Zadra, 2004). 만약
상담가가 해석을 함으로써 내담자가 상담자의 해석에 의존을 하게 되면, 내담자의 통찰과
정이 억압(Hill, 2004)될 수 있다. 또한 꿈 해석은 그 해석을 하는 사람의 내면생활과 상
징을 반영하는 투사이기 때문에 간혹 상담자의 문제가 내담자의 꿈에 투사된 채 꿈 작업
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박현순, 2009). 그러므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꿈에 대
한 자신의 생각이나, 해석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상담자의 해석을 내담자에게 강하게 강요
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담자는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와 이슈와 관련해서
스스로 꿈을 해석해보거나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작업해 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내담자의 꿈을 다루는데 있어서 상담자의 문제가 내담
자의 꿈에 투사가 되어 내담자의 꿈에 투사된 상담자의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결과가 발
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박현순, 2009).
이 연구는 국내외 꿈을 활용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꿈이 가지
고 있는 다양한 장점과 의미를 재확인하였으며, 내담자의 치료적 변화를 위한 다양한 목적
에 따라 꿈 활용 상담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기존의 특
정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꿈 연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접근법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꿈 활용 상담에 관한 연구 수가 한정적이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치료적 도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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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갖는 효용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주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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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ystematic Study on Counseling utilizing dreams: Based
on Theoretical Approaches of Psychotherapy

Park, Eun-Kyung(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n, Hye-yo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how dreams have
been used in psychotherapy as a creative approach of counseling and a
therapeutic tool to grasp research trend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and to make practical suggestions about counseling utilizing dreams.
Counseling utilizing dreams can be divided into four approache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using dreams in psychotherapy theory: psycho–
dynamic approach, emotional-experiential approach, integrated approach,
and group therapy approach. Different methods of intervention were
identified for each of these approaches.
In addition, the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have applied counseling
utilizing dreams to various age groups ranging from children to the elderly.
In the research about the potential use of dreams, and the effects of group
therapies using dreams, various subject areas have been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the implications that the four
approaches to counseling utilizing dreams have for practices at the
counseling site and,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Key words: counseling utilizing dreams, dream, counseling, dream work, theoretical
approach to dreams, dream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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