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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sandplay therapy case of an elementary school-aged boy who was mentally 

handicapped for the purposes of understanding his psyche. The goal of the therapy was to help him 

to adjust more appropriately to situations he commonly encountered within the free and protected space 

made possible during sandplay therapy. Fifty-five therapy sessions were held. The client showed a lack 

of fundamental care, which was accompanied with regression in the initial phase of therapy (1∼14, 

my situations & regression). In the intermediate phase of therapy (15∼52, rebirth), he experienced 

rebirth and grew psychologically with the death of both a spider and a king snake. In the final phase 

of therapy (53∼55, the acquisition of treasure), he finished his journey with the acquisition of treasure 

in a free and protected space. By exhibiting a similar psyche with non-handicapped boys, this study 

confirmed an archetypal pattern existing even in a boy who was mentally handica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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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선천 으로 지 인 장애가 있어 

지 인 성취와 사회 인 계에서의 어려움이 

모래놀이치료로 완화되는지와 더불어 지 인 

장애아동의 정신세계를 분석심리학 인 에

서 탐색하고자 하 다. DSM-5(APA, 2013)에 

따르면 지 장애는 다음 3가지의 진단기 을 

충족해야 한다. 먼 , 표 화된 지능검사로 확

인된 지 기능(추론, 문제 해결, 계획, 추상  

사고, 단, 학업, 경험학습)에 결함이 있다. 두 

번째, 응기능의 결함으로 독립성과 사회  책

임 의식에 필요한 발달학 , 사회문화  표 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속 인 지원 없이는 응결

함으로 인해 다양한 환경(가정, 학교, 일터, 공

동체)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일상활동(의사소통, 

사회  참여, 독립  생활) 기능에 제한을 받는

다. 마지막으로, 이런 지 결함과 응기능의 

결함은 발달시기 동안에 시작된다. 지 인 발달

에서 지체를 보이는 아동은 신체 인 기능의 손

상은 거의 없으나 래와 같은 정상 인 발달단

계를 제 로 거치지 못한 상태이거나 다양한 심

리 인 상처로 인하여 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성 결함을 지닌다(Kim, 2009; Kim & Lee, 

2004; Lee, 2004). 지 인 장애가 있는 아동은 

인지 인 어려움으로 외부로부터 지나친 여

나 지시를 받아 삶의 온 한 주체로 생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는 축된 행동이나 부

정 인 자아개념으로 표 될 수 있다(Kim, 2009; 

Lee & Lee, 2000). 한 자칫 표면 으로 드러

나는 인지 인 어려움에만 을 두어 인지

인 측면으로만 지 장애 아동을 도우려고 하는

데 이들은 사회장면에서 놀림의 상이 되기 쉽

고 이런 자신의 상황에 한 이해나 처능력 부

족으로 인해 계속되는 좌 감과 마음의 상처가 

이차 인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어(Lee, 2004) 

이들을 한 심리 인 지원이나 치료가 필요하다.

지 인 장애 아동에게는 인지 으로 제약이 

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모래놀이치료는 모

래상자에 소품들을 가지고 마음의 세계를 만드

는 것으로 거의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심리치료

법이다. 모래놀이치료가 내면 인 억압으로 말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음성틱 아동(Jeon, 2005)

과 선택  함묵증 아동(Sim 2012b)에게 언어를 

신할 수 있는 놀이가 되고 그리고 언어와 인

지 인 능력에 한계가 있는 유아에게도 효과

이듯이(Amatruda, 2000; Heathcote, 2009; Heiko, 

2004; Punnett, 2009; Sim, 2008; Troudart, 2004; 

Yoon, 2008, 2010), 모래놀이치료는 인지 인 

어려움이 있는 지 장애 아동에게도 어려움 완

화를 해 도움을  수 있다. 

모래놀이치료에서 내담자는 치료자와 모자일

체성을 이루어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창조 인 

퇴행을 하고 손상된 어머니의 이미지를 회복하

게 해 주는 자궁과 같은 부화기의 상황을 제공

받는다(Weinrib, 2004). 한 모래놀이치료는 자

유롭고 보호된 공간(free and protected space)을 

제공한다.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이라는 말은 

모래놀이치료에 분석심리학 인 개념을 도입한 

Kalff(2003)가 주창한 개념으로 내담자의 자기

(the Self)가 공간에서 안 하게 작업할 수 있도

록 치료자는 해석이나 확충 없이 침묵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호된다”는 말은 긴장을 붙들고 견

디게 해 주어 무의식의 월  기능(transcendent 

function)이 활성화되게 한다는 말이다(Chambers, 

2006). 의식과 무의식은 월  기능을 만들어

내는 두 개의 요소이며, 월 이라 함은 두 요

소의 통합을 통하여 하나의 다른 으로 이행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두 극의 면은 그 긴장

을 통해 살아 있는 제 3의 것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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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 1998). 다시 말하면, 무의식의 월  기능

이란 우리 정신에서 서로 반 되는 두 가지 정

신요소들이 팽팽하게 맞설 때, 무의식에서 하나

의 상징을 만들어내면서 그 두 요소를 통합한다

는 것이다(Kim, 2001). 이런 월  기능으로 

내담자는 삶에 해 완 히 다른 을 갖게 

될 수 있다(Kalff, 2003). 

연 술에서의 작업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에서도 역사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내 인 변환

(inner transformation)의 한 패러다임이다(Turner, 

2005). Jung(2004)은 연 술의 책에 그려진 그림

을 보며 연 술 인 상징과 자기 환자의 꿈에 

나타나는 상징이 비슷한 것을 보고 놀랐다. 연

술에서 속을 황 으로 바꾸는 것은 불순한 

것을 순수한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연 술사들

은 무지에서 인 깨달음의 여행을 이 게 묘

사하고(Wilkinson, 2008),  자아를 변모시키

는 고도의 상징  과정을 연 술로 나타내기도 

한다(Fontana, 1998). 그리고 연 술이 심리 인 

과정이고 연 술사들이 갈망하던 자의 

(philosophical gold)이 인간 정신의 목표인 개성

화(individuation)와 유사하다(Wells, 2013). 다시 

말해, Jung학 는 연 술을 내면의 여행으로 

원한 자기(the eternal Self)로 향하게 이끄는 훈

련, 수련의 과정이라고 보며, 연 술의 기본 물

질이 여러 변형과정을 거쳐 완 한 상태에 이르

게 되는데 기본 물질의 최종 완성은 자의 돌

(philosopher’s stone),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

다(Turner, 2005).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연

술사들이 설명하는 공정(opus)의 단계들이 종종 

보여진다(Wells, 2013).

연 술과 같은 변형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

래놀이치료에서는 외상, 계문제, 개인의 성장, 

자기(the Self)의 통합과 변환 같은 다양한 삶의 

사건들이 다루어져(Boik & Goodwin, 2000; Sim, 

2012a, 2012b, 2014) 내담자의 어려움이나 부

응이 완화되고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모래놀

이치료를 통해 자아가 발달할 뿐 아니라 사회성

이 발달하여 다른 사람과의 계도 개선될 수 

있고(Kim, 1996; Sim, 2011a, 2011b, 2014), 공

격성의 감소와 자아존 감  인 계에 증진

이 있고(Choi, 2010; Kim & Lee, 2011), 불안정

한 모자 계로 인한 음성틱이 완화되기도 한다

(Jeon, 2005).

국내에 지 인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치료법으로 일정한 로그램이나 심리치료를 실

시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데 을 둔 

연구들이 있다(Kim 2009; Kuk & Youn, 1999; 

Lee, 2004; Lee & Lee, 2000; Lim, 2002; Lim & 

Lee, 2004; Park & Lee, 2014). 그런데 이런 연구

들은 지 장애 아동의 정신세계, 무의식의 세계 

자체에 한 정보를 주는데 한계가 있다. 만일 지

장애 아동들이 지 기능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무의식 세계가 일반 아동들과 비슷하다

면 지 장애 아동을 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에

서 고려해야 할 들이 있겠다. 자칫 우리는 지

인 장애아동을 지 인 결함에만 집 하여 정서

, 심리 인 면에서 아동을 보기 보다는 지 인 

결함을 보충하기 해 언어, 인지치료로 지시

이고 학습을 목 으로 하는 치료로 근하기 쉽

다. 그래서 일반아동과 지 장애 아동의 내면의 

유사성을 밝히는 연구는 지 인 장애아동도 고

유한 심리  욕구가 있고 인격과 존엄성을 지닌 

독립된 인격체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할 수 있

다. 그러나 주로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모래놀

이치료로 지 인 장애를 지닌 아동을 장기간에 

걸쳐 치료하여 지 장애 아동의 정신세계를 밝

힌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

장애 아동들이 지 인 성취에서 어려움은 있

지만 이들의 정신세계가 일반 아동들과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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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같은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내담자는 모래놀이치료를 시작하

며 지 장애 3 으로 진단 받은 등학교 3학년 

남아로 일반학교에 다니며 하루 일과  일정시

간을 교내 특수학 에서 생활한다. 본 연구의 

목 은 모래놀이치료의 효과성과 더불어 모래

놀이치료 과정에서의 놀이와 내담자가 만든 모

래상자 내용의 주제를 분석심리학 인 에

서 탐색하는 것으로 내담자의 심리검사  실생

활에서의 변화과정을 살피면서 지 인 장애가 

있는 아동의 정신세계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

려는 것이다. 이런 연구는 지 장애 아동의 무

의식, 정신내면을 알게 해 지 인 장애아동에게 

보다 합한 심리 인 환경제공을 해 학교  

상담 장에서 지 장애 아동의 교육, 생활지도, 

상담  치료 등에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 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모래

놀이치료를 실시하여 모래놀이의 치료 인 효

과와 더불어 지 인 장애아동의 무의식의 세계

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더 큰 주안 을 둔다.

Ⅱ. 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치료시작 당시 만 8.4개월

의 등학교 3학년 남아로 교실에서 학습을 

 따라가지 못한다. 내담자가 학  내에서 

래 계도 어려우며, 장애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교내 특수학 에서도 수업을 받고, 신체도 매우 

약하고 왜소하며 지 수 도 유치원생 정도여

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심리치료를 받고자 학

교 복지사선생님이 의뢰하 다. 치료를 시작하

며 실시한 학병원의 심리검사에서 IQ는 64로 

정신연령은 5세 4개월, 사회연령은 5세 1개월이

며 지 장애 3 으로 평가 받았다.

내담자 부(만 32세)는 내담자의 모를 만나 고

등학교 몇 개월을 남기고 졸업을 못했는데 재

는 일용직으로 기 공사를 하며 국을 다녀 한 

달에 한두 번 하루나 이틀 정도 집에 온다. 조모

의 보고에 의하면, 모는 자녀에게 밥을 해 주지 

않는 등 자녀양육에 소홀하 고, 모가 자녀를 돌

보지 않아 부부의 다툼이 많았다. 내담자가 어렸

을 때 모가 집을 나갔다가 7세경에 돌아오기도 

하고 등학교 1학년 반까지 모와 함께 지냈

으나 조모와 부가 법 인 이혼으로 모를 자녀와 

분리해 놓은 상태이다. 모의 나이는 부와 동갑이

라고 하나 불명확하고 모가 정신 으로 지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모(만 55세)는 아들부부가 

이혼한 후부터 손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내담자

는 1.7Kg의 미숙아로 8개월경에 태어나 3Kg이 

될 때까지 인큐베이터에 있었다. 내담자는 2학

년 2학기 까지 변을 바지에 고 혼자서 학교

에 가지 못해 조모가 교실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3년이 되었다. 내담자는 방과 후에는 혼자서 집 

가까이 있는 공부방에 가기도 하나 언어 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맞춤을 잘 하려하지 않는

다. 학 에서 특별히 친한 친구가 없고 여자 친

구들 에 종종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있다. 특

수학  수업 에는 에 친구들과 경쟁 으로 

쓰고 공부를 하지만 방 산만해진다. 혼자 얼

거리거나 손장난 행동을 자주한다. 형은 등 5

학년(만 11세)으로 재 학 에서는 무난한 학생

으로 말썽은 피우지 않으나 학습장애가 있다. 

2.연구도구

1)심리평가

내담자가 심리검사 지시에 한 이해에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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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사 과 사후에 투사 심리검사로 HTP (House- 

Tree-Person)만을 실시하 다. 집-나무-사람(HTP)

은 내담자의 환경에 한 응 인 태도와 무의

식 인 감정과 갈등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투사기법의 그림검사(Kang, 1999)이다. 비교를 

해 사 , 사후 투사검사는 Appendix 1에 제시

한다. 

2)모래놀이치료

내담자에게 2011년 4월 6일∼2013년 2월 22

일까지, 2011년 겨울방학에 6주 동안 치료를 쉬

다가 개학후 진행한 것과 2012년 등학교 4학

년 때는 격주로 치료가 진행 된 것 외에 1주일

에 한번, 1시간씩 총 55회기의 모래놀이치료가 

K 학교 모래놀이치료실에서 실시되었다. 모래

놀이치료실은 모래상자들과 소품들이 있고 내

담자가 원하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모래놀이치료 체 회기 사진은 Appendix 2에 

제시한다. 

3.연구 차

1)연구설계  진행

모래놀이치료를 종결하고 수퍼비젼을 통해 

모래상자의 내용을 분석심리학과 모래놀이치료 

이론의 에서 분석하 다. 회기별로 사한 

내용을 반복 으로 숙독하여 모래상자의 흐름과 

주제를 토 로 상담시기  제목을 결정하 다.

2)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다음

과 같은 노력을 하 다. 첫째, 내담자의 치료과

정을 탐색하기 하여 모래상자의 사진, 치료시

간의 놀이, 수퍼비젼 내용을 활용하 다. 둘째, 

분석심리학과 모래놀이치료 문헌을 참고하여 

치료과정에서 펼쳐지는 주제와 상징의 의미를 

학문 으로 악하 다. 이를 해 모래놀이치

료 수퍼비젼은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가 공인하

는 수퍼바이져에게 받았고 수퍼바이져의 지도 

감독 내용은 내담자의 투사검사와 모래상자에 

한 분석과 해석에 한 것이었다. 

4.사례개념화 

내담자는 아기부터 지 장애가 의심되는 

모와 장기간 부재인 부로부터 한 신체 이

고 정서 인 돌 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

로 이해된다. 한 내담자는 환경 으로 지 인 

자극의 부재와 더불어 선천 으로 지 인 어려

움이 있어 학업 성취나 래와 계를 맺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로 내담자는 많은 좌

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런 내담자가 경험한 불

안, 좌 , 불만과 억압 등을 말로 표 하는데 한

계가 있어 언어에 크게 의존 없이 내담자의 내

면세계가 드러나며 치유가 일어나는 모래놀이

치료를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모래상자  실생활에서의 변화

모래놀이치료 총 55회기를 모래상자 내용의 

주제를 토 로 상담 기, 상담 기, 상담말기로 

구분해 본다. 

1)상담 기 1∼14회기: 나의 상황 표 과 퇴행

상담 기는 1∼14회기(나의 상황 표 과 퇴

행)이다. 1회기에 치료자는 내담자를 복도로 마

 나가 손을 잡고 들어오는데 손 크기의 권총



6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6, No. 5, 2015

- 42 -

을 재킷 속에 넣는다. 치료실에서 총과 칼, 방

패, 비행기, 미사일 탱크, 자동차, 화살 등에 

심을 보인다. 탱크, 무기박스, 군용차, 모함과 빨

간 화살 을 모래상자에 놓는다. 2회기에 알이 

하나씩 있는 부부 새 두 을 모래상자에 놓는

다. 알을 들고 “새끼가 나요?” 해 “엄마가 필요

하다.”고 하자 “왜 따뜻한 것이 필요해요?” 한

다. 3회기 처음 모래상자 3-1회기에 란 로

을 모래상자에 놓으며 로  머리를 모래에 고 

모래를 먹게 한다. “여기 좋아해요. 배고 면 먹

어요.”하며 로 에게 모래를 먹인다. 두 번째 모

래상자 3-2회기에 왕뱀을 모래상자에 놓았다가 

나 에 내린다. 모래 속에서도 안 죽는다고 한

다. 열쇠를 뱀을 놓았던 모래상자의 왼편에 묻

고 나온다. 실생활에서 오늘까지 삼일 째 내담

자가 혼자서 학교에 간다. 4회기의 놀이에서 아

빠 뱀이 아기 뱀을 지키고, 형아 뱀이 애기 뱀을 

구하기도 한다. 부모 공룡과 아기 공룡을 놓고 

가족이라고 한다. “새끼는 우리가 키우자.”며 치

료자에게 새끼 뱀을 가져온다. 모래상자에 자

거를 왼편에 잘 서게 놓는다. 실생활에서 보

다 싫은 것은 싫다는 표 이 강해진다. 

5회기에는 치료실에 20cm 정도의 칼집이 있

는 칼을 들고 온다. 커다란 알 공룡과 아기 도마

뱀을 치료자가 쁘게 키우라고 한다. 처음 모

래상자 5-1회기는 델타샌드(모래에 랍을 넣어 

형태를 만드는데 용이한 모래)로 가 노란 성을 

어 놓고 칼로 자르는 놀이를 반복한다. 두 번

째 모래상자 5-2회기에는 커다란 알 공룡, 아기

뱀과 아기 공룡을 모래에 놓고 아기 뱀과 아기 

공룡을 모래에 묻는다. 6회기에 작은 6개의 공

룡과 작은 도마뱀을 치료자 앞 방바닥에 놓으며 

이쁘게 키우라고 한다. 델타샌드로 가 치료사 

생일 이크를 만들어 치료자와 함께 맛있게 먹

는다. 조모는 실생활에서 내담자는 “치료 받고 

나서 안하던 일을 한다.”며 몰래 따라가 봤더니 

애들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발로 찬다고 한다. 

7회기 처음 모래상자 7-1회기에는 모래상자 반

편에 서서 아기 뱀 하나를 세로로 묻는다. 두 

번째 모래상자 7-2회기는 델타샌드에서 붕어빵

을 만드는 거라며 돈을 내야 한다며 값을 부르

다가 그냥 먹으라고 “맛있다.”며 다. “선생님, 

내가 없으면 배고 요?”한다. “내가 있어야죠, 

내가 이것도 잘해요, 내가 꼭 있어야 해요, 내가 

다 해야 해요.”한다. 실생활에서 요즘은 에 없

이 밖에 나가서 잘 놀고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한다. 8회기에 어미 닭을 내려놓으며 “어미가 

있어야 하냐?”고 한다. 처음 모래상자 8-1회기

에는 자 거를 달리게 하다가 정리장에 놓고 하

얀 오토바이를 모래상자에서 굴린다. 오토바이

가 뱀을 치고 높이 오르게 한다. 모래상자에 뱀

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서로 부딪치게 하다가 

치운다. 두 번째 모래상자 8-2회기에는 작은 삽

으로 델타샌드에서 삽질을 하며 군인 하나를 모

래에 묻는다. 델타샌드에서 작은 시로 계속 

항아리에 모래를 넣는 놀이를 하다가 묻힌 군인

이 나오자 상자 밖으로 군인을 던진다. 모래를 

올려 로 다가 칼로 4조각을 낸다. 실생활

에서 조모는 내담자가 요즘 정말 많이 좋아졌고 

이제 학교도 혼자서 간다고 한다. 

9회기는 군인들을 방바닥에 세우고 총을 쏴 

묻자 “내 마음”이란다. 모래상자에 작은 도마뱀

과 부모 큰 도마뱀을 놓는다. 큰 도마뱀에게 모

래를 좀 뿌리기도 한다. 도끼로 모래상자 앙

을 몇 번 치고 “새끼 도마뱀이 죽었으니까, 묻

는다.”며 작은 도마뱀을 뒤집어 배가 나오게 하

고 모래를 조  뿌린다. 실생활에서 내담자가 

더 밝아졌고 나쁜 짓을 한 것을 본인이 안다고 

한다. 10회기에는 부모 도마뱀이 새끼 도마뱀을 

돌본다. 처음 모래상자 10-1회기에는 모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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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다리 두 개를 겹쳐 놓는다. 놀이에서 먹을 

것을 비하고 사과를 나 어 반쪽을 치료자에

게 다. 라이팬으로 물고기를 요리한다. 엄

마 펭귄을 찾는데 어미가 없자 “엄마가 새끼 안 

돌  주었어요.”한다. 두 번째 모래상자 10-2회

기에는 왕뱀을 들어 놓는다. 살색 갈의 고리

를 왕뱀에게 건다. 왕뱀을 상자에서 가져와 들

고 총으로 거칠게 쏜다. 치료자에게도 총을 주

어 함께 왕뱀을 다. 실생활에서 이제 TV의 

씨를 읽는데 “흙” 같은 받침이 있는 자는 잘 

읽지 못한다. 내담자는 과 달리 조모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많이 한다. 

11회기 모래상자에 도르래가 달린 배를 놓고 

민다. 곽에 새끼 뱀을 넣는다. 긴 뱀들이 도둑이

라며 푸는 삽으로 뱀을 때린다. 새끼를 괴롭히

면 엄마가 온다. 탁자  토끼가 2마리 코 라

를 공격한다. 코 라와 새끼 뱀이 싸운다. 뱀들

이 도마뱀과 악어를 공격한다. 함에 간 크기 

뱀을 넣고 “우리 도둑이죠, 도둑이 아니고 인간

이다.”한다. 아기 인형에게 젖병을 물린다. 게를 

들고 어미 게를 찾는다. 계속 효과음을 내며 힘

있게 놀이를 한다. 치료실에서 무엇, 왜라는 말

이 완 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많이 었다. 

12회기에는 새끼 도마뱀과 새끼 뱀을 곽에 넣으

며 우리는 도둑이라는 말을 한다. “손자는 우리

가 데리고 있죠.” 라는 말을 한다. 새끼 호랑이

를 아이스크림 트럭에 넣었다가 치료자에게 주

며 “우린 도둑이죠.”한다. 델타샌드로 주먹밥과 

계란 라이를 만든다. 학교 특수교사는 심리치

료 에서 교사와 을 맞추지 않고 구석에서 

혼자 놀았는데 지 은 교사 곁에 와서 질문도 

한다고 한다. 이제 학교는 거뜬히 혼자 간다. 

13회기 첫 번째 모래상자 13-1회기에 뱀들로 

놀이를 하다가 왕뱀을 모래상자에 놓는다. 두 번

째 모래상자 13-2회기에는 곽에 총알을 챙겨 넣

고 세 마리 새끼 뱀을 곽에 넣고 뛰며 “우리는 

도둑이죠.” 한다. 델타샌드에서 김밥을 만들며 

허 을 한다. 울타리 안에 새끼 뱀을 놓으며 “우

리가 키우자.”고 한다. 치료실에서 2, 3세 아이처

럼 계속하던 왜 라는 질문이 이제 거의 사라진

다. 실생활에서 내담자는 집 력도 생겼고 곱하

기도 하고 말도 배우려고 조모의 말을 계속 따라

한다. 책도 읽는데 이해 폭도 커진다. 조모는 정

말 모래놀이치료로 무섭게 달라졌다며 이제 떼

를 쓰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바로 받아들인다고 한

다. 14회기 처음 모래상자 14-1회기에는 뱀이 든 

함을 모래상자 왼편에 놓고 오른편이 약간 젖어 

있는 것을 보며 “말렸어요?”한다. 바로 함을 방

바닥으로 가져간다. 두 번째 모래상자 14-2회기 

델타샌드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치료자에게 먹으

라고 다. 정리장에 놓인 커다란 거미를 드라이

버로 어 놓고 치료실을 나온다. 실생활에서 내

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말을 하지 않

는다고 한다. 이제 특공무술을 배우러 다니는데 

무술도 잘한다.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달라진

다고 한다.

2)상담 기 15∼52회기: 재생

상담 기는 15∼52회기(재생)인데, 상담 기 

I은 15∼22회기(죽음 I), 상담 기 II는 23∼27

회기(죽음 II), 상담 기 III은 28∼32회기(죽음 

III), 상담 기 IV는 33∼34회기(탄생), 상담 기 

V는 35∼52회기(성장)이다. 먼 , 상담 기 I은 

15∼22회기(죽음 I)이다. 15회기에 노래를 부른

다. 아기 곰을 챙기고 아빠 곰도 챙기며, “아기 

곰아, 거미 있으니까 가지마.”한다. 내담자가 키

워 다며 알 병아리와 주리 의 아기 병아리

들을 곽에 넣어 모래상자에 놓는다. 16회기에 

아기 뱀을 도둑이 가져갔다며 곽에 넣는다. 콧

노래를 부른다. 모래상자에 부모 공룡, 아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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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 왕악어 등을 놓는다. 엄마를 가둔다며 곽에 

어미 박쥐를 넣어 테이 로 해 놓고, 새끼 박

쥐를 통에 넣어 모래상자에 놓는다. 커다란 거

미를 드라이버로 어 함 속에 잡았다며 넣는

다. 17회기에서 작은 공룡 틀에 모래를 넣어 

는 놀이를 하다가 두 마리 모습의 공룡 틀을 보

며 형제 같다고 한다. 실생활에서 에 안하던 

말을 하고 어른들이 쓰는 말을 상황에 맞춰 사

용해 주변에 웃음을 주기도 하며 간 을 읽기도 

한다. 18회기에는 곽에 병아리 알을 넣고 허

을 하며 놀이를 한다. 두 마리 공룡 사이에 새끼

를 세우고 “엄마, 아빠, 새끼”라고 한다. 처음 

모래상자 18-1회기에는 악어에게 죽임 당한 

간 크기 세 마리의 공룡을 델타샌드에 놓고 모

래로 하나씩 덮는다. 한 마리 공룡을 더 묻는다. 

최종 녹색 공룡 하나가 모래상자에 묻  있다. 

두 번째 모래상자 18-2회기에는 허 을 한다. 

뒤집힌 뱀을 모래상자에 던져 놓는다. 

19회기 처음 모래상자 19-1회기에는 젓가락 

한 짝을 묻으며 안 보이게 하고 싶다고 한다. 병

아리 알 새끼가 배고 하면 모가 밥을 주는지 

묻는다. 알 병아리가 배가 고 면 엄마가 와서 

먹을 것을 다고 한다. 두 번째 모래상자 19-2

회기에는 양손으로 모래를 들어 공룡 두 마리를 

모래상자에 묻는다. 노래를 부른다. 실생활에서 

학교도 혼자가고 학원, 체육 도 혼자 간다. 요

즘 “내 마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조모가 “네 마

음이 뭔데” 하면 “내 마음이야!” 한다. 20회기에

는 델타샌드를 그릇에 담아 여러 과일을 섞어 

요리를 하여 치료자와 맛있게 과일을 먹는다. 

모래상자 왼편쪽에 서서 “OOO”라고 아래에서

부터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름을 쓴다. 가로등을 

켜고 신나게 놀이를 한다. 실생활에서 내담자는 

학교와 체육 도 잘 다니고 별 문제가 없다. 체

육 에서 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따라

서 동작도 하고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한다. 

21회기에는 놀이만을 한다. 허 을 하며 가로

등을 두 개 가져와 하나를 치료자에게 다. 형

등을 끄고 기차를 달리게 하며 계속 허 을 

한다. 아기 박쥐가 어미 박쥐를 만난다. 고로 

바퀴달린 큰 자동차를 만들어 치료자를 태운다. 

실생활에서 내담자 혼자 학교도 잘 가고 에 

안하던 짓을 해 웃음을 주고 조모의 말을 따라

한다고 한다. 공부방에서도 늦게 했다며 한 장

을 더 한다. 22회기에는 델타샌드에 가로등을 

놓고 머핀 틀을 고 김밥 틀의 것을 자른다. 뱀

들을 공 에 던져 칼로 친다. 허 을 한다. 왕뱀

을 발로 밟는다. 긴 뱀을 함에 넣고 “부자가 된

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 알 아기 병아리

는 엄마, 아빠가 있다며 커다란 닭 사이에 병아

리를 놓는다. 부모 닭이 왕뱀을 쫀다. 철로를 인

내력 있게 잘 맞춘다.

두 번째, 상담 기 II는 23∼27회기(죽음 II)

이다. 23회기 처음 모래상자 23-1회기에는 등

를 모래상자에 놓으며 모래에 묻는다. 등  

에 붙은 집에 모래를 계속 쏟아 집이 모래에 다 

잠겨 있다. 노란 그릇에서 아기 박쥐를 나오게 

한다. 허 을 한다. 그릇 속의 박쥐를 테이 로 

막아 놓는다. 두 번째 모래상자 23-2회기 이 녀

석 때문에 나도 고생했다며 이 박쥐를 델타샌드

에 묻는다. 허 을 한다. 다시 이 노란 그릇을 

엎어 놓고 삽으로 모래를 덮는다. 24회기 처음 

모래상자 24-1회기에는 방바닥의 뱀들을 집어 

뱀머리가 거의 왼편에 있게 던져 놓는다. 한번 

던지고 다시 다른 뱀들을 방바닥에서 집어 모래

상자에 던져 놓는다. 두 번째 모래상자 24-2회

기에는 델타샌드 에 있던 새끼 알 병아리를 

치료자에게 다. 델타샌드에 가로등 하나를 놓

고 왼편 하단에 새끼 박쥐를 좀 보이게 묻는다. 

놀이를 계획해서 해야 할 때 많은 주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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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내담자는 날로 좋아지고 학교에 잘 

가고 돈도 알고 셈도 잘해 천원을 주면 백원짜

리로 바꿔 먹을 것을 사먹는다. 

25회기에는 세 마리 간 뱀을 양동이에 넣

어 체를 양동이 에 놓고 모래를 큰 삽으로 붓

는다. 힘이 더 있어야 한다고 한다. 여러 뱀을 

양동이에 넣고 무덤을 만든다. 왕뱀을 내리며 

얘부터 이겨야 한다고 한다. 긴 칼로 왕뱀 몸을 

고 왕뱀을 뒤집어 놓는다. 실생활에서 이제 

말 짓도 한다며 2학년 아동을 어 얼굴을 다치

게 하고는 병원비도 물어 주겠다고 한다. 이 때

문에 몇  맞을 거냐고 조모가 묻자 다시 안한

다고 하며 다음에  그러면 맞겠다고 한다. 26

회기 처음 모래상자 26-1회기에는 델타샌드에

서 굴속에 빨간 용을 넣고 굴 오른편에 울타리

를 놓는다. 굴 입구를 울타리로 막는다. 왼편 앞

쪽과 오른편 뒤쪽에 커다란 바 를 모래로 묻으

며 무덤이란다. 두 번째 모래상자 26-2회기에는 

왕뱀을 선반에서 내린다. 실로 뱀을 묶고 높은 

울타리를 실로 묶는다. 끈으로 왕뱀의 꼬리를 

묶어 놓으며 잡은 것이라고 한다. 놀이 진행이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멈춤이 있지만 그래

도 마무리는 된다. 27회기에는 허 을 한다. 모

래상자에 란 토막을 세우고 젠가 나무토막들

이 공격을 한다. 실생활에서 공부방선생님은 내

담자가 인지 으로 꾸 히 좋아져 천단 까지 

셈을 하고 어휘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세 번째, 상담 기 III은 28∼32회기(죽음 III)

이다. 28회기 처음 모래상자 28-1회기에는 델타

샌드에 8개의 가로등을 밝힌다. 모래를 앙에 

모아 쌓아 올렸다가 건 지를 묻고 가로등을 들

어 둔덕을 부수고 다시 쌓기를 반복한다. 묻었

던 어미 독수리를 상자 밖으로 빼 놓는다. 앙

의 모래로 가로등을 세운다. 손바닥을 한 번씩 

두 번 는다. 아기 독수리를 찾으며 도망가면 

안 된다고 한다. 두 번째 모래상자 28-2회기에

는 이  상자에서 가로등을 하나만 남기고 엄마 

독수리 무덤을 만든다. 못 나오게 많이 묻어야 

한다며 상자 앙에 모래를 모은다. 29회기에는 

모래상자에 거미를 드라이버로 어 곽에 넣어 

가둔다. “지  묻으면 못 나와요, 방법은 이것뿐

이야.” 한다. 실생활에서 내담자는 아주 잘 지낸

다. 30회기 모래상자는 안하고 놀이에서 커다란 

거미를 곽에 넣어 작은 축구 공으로 공격하고 

노란 철로 하나와 화살로 이 거미를 치기도 하

고, 공을 넣었던 곽에 커다란 거미를 넣고 흔들

기도 한다. 내담자는 공부방에서 문제집을 풀기

도 하는데 1학년 2학기 수  정도라고 한다. 31

회기는 연한 갈색 말이 얼룩말을 치고, 진한 갈

색 말이 간 호랑이를 치며, 개구리 상자에 빠

뜨린다. 왕호랑이가 사자를 처 개구리 상자에 

빠뜨린다. 선반에서 뱀들을 내리며 “왕뱀이 아

직도 살아서...” 하며 죽이면 회복이 된다고 한

다. 칼로 죽여 버린다며 개구리 상자에 왕뱀을 

넣어 긴 칼로 뱀을 는다. 회복된다며 지팡이

로 거칠게 친다. 지팡이를 꽂아 놓으며 회복이 

못된다고 한다. 32회기에는 이두공룡을 모래상

자에 놓으며 허 을 한다. 새끼와 큰 동물들을 

짝지어 놓는다. 모래상자에서 작은 공룡들이 이

두 공룡을 공격하고 날개 달린 공룡이 이두 공

룡을 공격한다. 아기 독수리, 작은 호랑이, 작은 

갈색 사자, 백조 새끼, 아기 원숭이 등 새끼 동

물을 찾아 같은 동물들끼리 놔 주기도 하는데 

큰 동물을 보면 새끼는 어디 있는지 꼭 묻는다. 

네 번째, 상담 기 IV는 33∼34회기(탄생)이

다. 33회기 커다란 퍼즐을 맞추며 어렵다고 한다. 

허 을 한다. 델타샌드에 8개의 가로등 밝힌다. 

앙에 이크를 만들고 내담자의 생일이라고 

한다. 거미를 태우고 싶다며 거미를 드라이버로 

어 실제로 촛불에 태우고 꼬랑내가 심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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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막기도 한다. 거미가 아에게 다가가자 

아에게 도망가라고 한다. 거미가 이크를 먹으

려고 한다며 탁자 아래로 거미를 던져 버린다. 벌

거벗은 아를 손에 쥐고 있다. 34회기는 6주 방

학후 오게 된다. 허 을 한다. 박이 아기 뱀을 

델타샌드 왼편 밖에 놓는다. 알들이 놓인 그릇을 

델타샌드 오른편 밖에 놓는다. 뱀, 독수리, 아기 

호랑이가 이크를 달라고 한다며 더 작은 호랑

이를 가져다 델타샌드 왼편에 놓는다. 알 병아리

도 가져온다. “선생님 생일”이라며 생일 노래를 

부르고 내담자는 커다란 칼로 이크를 자른다. 

다섯 번째, 상담 기 V는 35∼52회기(성장)

이다. 35회기에는 낚시놀이, 물고기 요리를 하

고, 과일들을 치료자와 함께 맛있게 먹고 마트

놀이도 한다. 병아리가 든 5개의 주리를 델타

샌드에 놓는다. 이크를 만들어 치료자 생일이

라고 한다. 악어 두 마리가 이크를 먹으러 온

다며 악어에게 이크를 먹인다. 36회기에는 과

일과 물고기로 요리를 하며 온몸으로 좋아하며 

즐거워한다. 모래상자를 하려고 뱀 덩어리를 내

린다. 처음 모래상자 36-1회기는 칼로 뱀 한 마

리를 치자 고운 모래상자에 떨어진다. 두 번째 

모래상자 36-2회기에는 다시 뱀을 칼로 치자 

의 거친 모래상자에 떨어진다. 뱀을 칼로 처 치

료실 여기 기에 떨어지게 한다. 실생활에서 조

모는 내담자의 모습이 좋아지고 학업도 진 이 

빠르며 자신의 의사표 이 정확하다고 한다. 37

회기에서 치료자에게 과일을 챙겨 다. 내담자

는 사냥꾼이라며 아기 뱀을 키우게 잡아 온다. 

커다란 곽에 작은 새끼 뱀을 넣으며 키운다고 

한다. 커다란 곽에 도마뱀과 아기 뱀을 넣으며 

키울 거라고 한다. 모래상자에 이 곽을 놓는다. 

실생활에서는 보다 엄청 좋아지고 있고 공

부도 격히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38회기 과일들을 가져오며 부자라고 한다. 치

료자에게 맛있는 거 만들어 먹자고 한다. 커다

란 과일을 보면 새끼 과일을 찾는다. 부엉이, 

쥐, 말 등 어미와 새끼를 챙긴다. 아기 말은 알

아서 키울 거란다. 새끼 쥐 3마리도 우리가 키

워주고 새끼 부엉이를 키워  거라고 한다. 의

사놀이 세트에 심을 보인다. 델타샌드에 토끼 

모형을 만들어 놓는다. 실생활에서는 내담자가 

말을 아주 쁘게 정말 잘한다고 한다. 39회에

는 부, 모, 새끼 쥐에게 바나나, 밤을 주고 새끼 

쥐가 수박을 굴리며 놀게 한다. 허 을 한다. 쥐

새끼 3마리가 든 곽을 모래상자에 놓는다. 이제 

일반 남아들처럼 로 으로 놀이한다. 40회기 놀

던 나무 블록을 모래상자에 하나 놓고 그 앞에 

작은 쥐 3마리를 놓는다. 놀이에서 여러 가지 

가면들을 써본다. 조모는 내담자가 그동안 개념

이 없었던 날짜와 요일 개념이 생겼고 선생님들

의 이름을 다 기억한다고 한다. 41회기는 한 달

을 쉬고 왔는데 40회기에 이어 치료실에서 가면

을 써 본다. 보석함에 과일을 넣는 놀이를 한다. 

허 을 한다. 과일을 치료자와 함께 먹는다. 모

래상자에 과일, 빵과 생선이 든 함을 놓는다. 낚

시놀이를 한다. 42회기에는 다양한 과일로 놀이

를 하며 우리 부자라며 허 을 한다. 치료자에

게 과일을 먹으라고 주고 내담자도 과일을 먹는

다. 모래상자에서 총, 투사의 칼로 나무토막들

을 친다. 43회기는 함에 과일을 넣는다. 가면놀

이를 한다. 모래상자에는 그릇에 넣은 과일들을 

놓는다. 이제 치료자가 내담자의 말   알

아듣지 못하는 말이 없다. 

44회기에는 가면놀이를 한다. 모래상자에서 

쟁이 일어나 닌자와 기사가 싸우는데 효과음

을 많이 낸다. 허 을 한다. 45회기에서 내담자

는 알 편인데 젠가 나무토막이 알을 공격한다. 

모래상자에서 알과 젠가 나무토막이 쟁을 하

는데 효과음을 많이 낸다. 조모에 의하면, 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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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더 좋아졌다. 이제 미술활동 한 것을 자신

의 화기로 사진을 어서 조모에게 보내기도 

한다. 공부방선생님께는 “엄마, 사랑해!”라고 문

자를 보내기도 하고 화도 잘 받는다. 46회기

에는 커다란 고로 감옥을 만든다. 아주 인내

력 있게 고를 조작해 탱크도 만든다. 빨강 탱

크를 모래상자에 놓고 오른편의 나무토막을 공

격하게 한다. 47회기는 커다란 고를 가져와 

로 을 만든다. 다시 도둑을 넣을 감옥을 만든

다. 허 을 한다. 모래상자 왼편쪽에 고로 만

든 감옥을 놓고 알을 오른편 뒤쪽에 묻으며 알

의 무덤이라며 아직 살아 있으며 잠자고 있다고 

한다. 실생활에서 내담자는 집 주변, 아동센터, 

공부방 등을 혼자서도 잘 돌아다닌다. 48회기에

는 커다란 고로 들을 가두는 것을 만들고 

지나가는 길을 만들기도 한다. 큰 악어 두 마리

와 고로 만든 로 이 싸우는데 내담자는 로

편이다. 커다란 악어 두 마리를 뒤집어 모래상

자에 묻고 무덤이라며 양손으로 모래를 뿌린다. 

49회기에는 보석함을 나무토막으로 열고 “ 만 

할 수 있죠.” 하며 좋아한다. 뱀이 든 젠가통을 

모래상자에 놓는다. 50회기 보석함에 왕뱀을 가

둔다. 보석함에 거미 4마리, 젠가통에 뱀들, 작

은 통에 새끼 도마뱀과 새끼 뱀들이 들어 있는 

것을 모래상자에 놓는다. 뱀들을 보며 징그럽다

고 하는 정서표 이 보통 아동들처럼 자연스럽

다. 51회기에는 형 등을 끄고 가로등으로 놀이

를 한다. 모래상자에 가로등이 하나 든 곽을 놓

고, 뱀들이 든 젠가통을 놓고, 거미가 든 함을 

놓는다. 함을 열고 열쇠꾸러미를 거미에게 보이

며 이것이 독을 사라지게 한다며 주문을 외워 

독을 빨아들인다며 열쇠꾸러미를 계속 들고 있

다. 52회기에는 형 등을 끄고 가로등으로 놀이

를 한다. 나무토막들과 거미가 들어 있는 커다

란 보석함을 열고 참외로 거미를 때리며 거미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한다. 생선구이를 해 치

료자와 함께 먹는다. 함을 들어 모래상자에 거

미를 다 쏟는다. “지옥의 몰”이라고 불분명하게 

말한다.

3)상담말기 53∼55회기: 보물 획득

상담말기는 53∼55회기(보물 획득)이다. 53회

기에는 통에 담긴 보석돌을 발견하고 가져온다. 

가로등 하나를 치료자에게 주고 자신은 가로등 

2개를 갖고 형 등을 끈다. 커다란 보석함에서 

왕수박을 빼고 보물을 넣는다며 부자가 되었다

고 한다. 네모와 타원형 바구니의 보석돌을 함

에 쏟는다. “돈인데, 황 이다, 황  돈을 같이 

찾아야 돼, 돈이 필요하지, 같이 찾아야 돼.” 한

다. 보석, 황 이 많다고 한다. 커다란 보석함을 

들고 치료자에게 온다. “열어야죠, 갖고 싶죠, 

돈을 벌어야 돼, 안 벌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죠.”한다. 모래상자에 보석돌이 담긴 나무그

릇을 놓고 보석돌이 담긴 작은 사기그릇을 놓는

다. 조모는 내담자가 좋아져 감사하며 행복해 

하신다. 54회기에는 막 , 모래상자 소품의 작

은 삽으로 보석이 들어있는 보석함을 열려고 한

다. 태어나는 병아리의 발이 보인다며 우리가 

키우자며 태어나면 좋다고 하다가 다리가 보인

다고 한다. 큰 주리의 암탉은 엄마이다. 엄마

가 있으니까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한다. 알과 

보석이 든 기차 곽을 모래상자에 놓는다. 55회

기(최종회기)에서는 내담자는 자기 주머니에서 

열쇠 모양의 황 색의 것을 꺼내 보석함을 연

다. “황 ”이라며 집에 있었던 거라고 한다. 보

석함의 알들을 닭, 조류들에게 가져다 놓는다. 

황 을 주머니에 넣는다. 함에서 보물을 챙긴다

며 “보물을 다 뺄 거야.”한다. “보물을 찾았어.” 

하며 방바닥으로 반짝돌을 많이 빼 놓는다. 다

시 보물을 보석함에 넣는다. 철로가 담긴 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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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철로를 꺼내고 보석돌을 넣으며 이 정도면 

부자가 된다고 한다.

2.심리평가에서의 변화

사  투사검사로 실시된 HTP의 집은 할머니

와 아빠가 사는 우리집이다. 나무는 동그라미를 

그리며 사과라고 한다. 나이는 네 살이다. 사람 

얼굴을 그리며 하나, 둘 세는 소리를 내는 듯하

다. 얼굴인 듯한 것을 그리며 “귀신같아요.”한

다. “여자”이다. 앙의 큰 동그라미 안의 작은 

두 개의 동그라미는 이고 쪽은 머리이다. 

남자를 그려달라고 하자, 얼굴을 그리며 다시 

하나, 둘 세는 듯하다. “나쁜 애”이고, 세 살이

다. 일그러진 문, 불명확한 여자의 모습, 몸과 

손발이 떨어져 있는 남자 그림에서 내담자의 인

지 이고 정서 인 어려움을 읽을 수 있다. 

사후 투사검사 HTP의 집에는 인간 남자 두 

명이 산다. 나무에서는 큰 것을 가리키며 왕나

무, 엄청 큰 나무란다. 왼편은 작은 나무이다. 

첫 번째 사람은 7세 남자로 놀고 있다. 두 번째 

사람 여자는 15세로 춤을 추고 있다. 

사후검사의 집은 사 에는 일그러지고 문고

리가 없던데 비해 제법 큰 문고리가 생겨 도피

이며 외계에 한 의심이나 경계성 같은 것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Kim, Kong & Choi, 

2002). 사후검사의 사람은 사 검사에서 모양이 

이상해 내담자도 귀신같다고 했던 여자 모습에

서 사람의 형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모습으로 

바 었다. 사 검사의 남자는 얼굴, 목과 몸이 

떨어져 있었는데 사후검사에는 보다 온 한 모

습이다. 특히 귀신같다고 했던 여자는 15세로 

성장했고, 긴 머리를 양쪽으로 그려 보다 여자

의 모습으로 표 되어 심리 이고 인지 인 어

려움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지 인 장애아동의 인지 이고 사

회 인 어려움이 모래놀이치료로 완화되는지와 

더불어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지 인 장애가 있

는 남아가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펼치

는지 그 여정을 분석심리학 인 에서 탐색

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상은 지 인 장애

가 의심되는 어머니로부터 미숙아로 태어나 인

큐베이터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으며 유아시

기 어머니로부터 신체와 정신 으로 한 양

육을 못 받고 생활하다가 모래놀이치료를 시작

하며 지 장애 3  정을 받은 등학교 3학

년 남아이다.

모래놀이치료 총 55회기에서의 모래상자 내

용의 주제를 토 로 상담 기, 상담 기, 상담

말기로 구분해 본다. 먼 , 상담 기는 1∼14회

기(나의 상황 표 과 퇴행)이다. 상담 기 내담

자는 동물들로 어미, 새끼, 가족에 한 놀이를 

반복하는데 어미가 없어졌다가 나타나 새끼를 

보호하기도 한다. 한 새끼를 해치려는 동물들

과 싸우기도 하고 치료자에게 새끼를 키우라고 

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3학년 새 학기가 되면서 

같은 반 남자친구들이 우호 이지 못하고 내담

자를 쳐내기도 하는데 이에 맞서는 듯 내담자

는 1회기 치료실에 오면서 권총을 들고 온다. 1

회기 모래상자에서 기능을 제 로 할 수 없게 

쓰러지고 뒤집힌 탱크와 2회기의 부화를 기다

리는 새의 알에서 내담자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상담 반에 여러 동물들의 새끼를 키운다는 이

야기를 많이하고 상담 기의 후반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새끼뱀을 훔치는 도둑이라며 뱀을 훔

쳐다 키우는 놀이를 반복한다. 한 상담 기 

반에 불안한 듯 하는 반복 인 질문이 상담

기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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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담 기에 내담자는 모로부터 따듯

한 돌 이 결여된 시기로 퇴행하여 돌 을 받기 

해 반복 으로 모가 필요함을 표 하는데 치

료상황이 모자일체성이 되어 즉, 치료가 내담자

에게 필요한 엄마가 되어 주어 내담자는 필요한 

돌 을 받는다. 상담 기에 이런 자신의 상황이

나 처지에 한 표 은 아동이나 성인의 모래상

자에서 일반 인 것이다(Hoeberichts, 2003; Kalff, 

2003; Sim, 2011b). 한 퇴행 역시 일반 아동이 

자신의 심리 인 상처가 있던 유아시기로 돌

아가는 것으로 이는 모래놀이치료에서 일반

으로 나타난다(Sim, 2011a, 2011b, 2012b, 2015).

두 번째, 상담 기는 15∼52회기(재생)인데, 

상담 기 I은 15∼22회기(죽음 I), 상담 기 II

는 23∼27회기(죽음 II), 상담 기 III은 28∼32

회기(죽음 III), 상담 기 IV는 33∼34회기(탄

생), 그리고 상담 기 V는 35∼52회기(성장)이

다. 상담 기 I의 15∼22회기(죽음 I)에서는 커

다란 거미를 처치하고 자신의 이름을 모래상자

에 써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도 하며 아주 

즐겁게 놀이를 한다. 상담 기 II의 23∼27회기

(죽음 II)에서는 왕뱀을 죽인다. 상담 기 III의 

28∼32회기(죽음 III)에서는 어미 독수리 무덤

을 만들고, 거미를 잡기도 하고, 왕뱀을 처치하

기도 한다. 놀이에서 죽이는 상이 부정 인 

측면의 태모와 련된 거미하고(Cooper, 1978), 

엄마를 상징하는 용과 같이 취 될 수 있는 뱀

들이며(Cooper, 1978; Prins-Goodman, 2012), 주

로 동물 어미의 무덤을 만든다. 실 으로 내

담자에게는 헌신 인 어머니의 돌 이 결여되

어 있어 내담자에게 부정 인 모성상이 지배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Kast, 1997). 연 술에

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죽음이 으

로 필요한데 이를 암흑(nigredo)이라고 한다. 죽

음의 상징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환 에 들

어섰고 곧 자기가 출 할 것을 알려 다(Choi, 

Kim, Sim, & Shim, 2009).

20회기 모래상자에 이름쓰기와 28회기 모래

상자에 손바닥을 는 행동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한 행동이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일반 인 아

동에게서도 많이 보여지는(Flahive, 2012; Sim, 

2008, 2015; Turner, 2005) 자신의 정체감 확인

과 련된 작업이다.

상담 기 IV(탄생)에서는 내담자가 생일을 맞

이하고 거미를 태워 제거하기도 하며 아가 등

장한다. 여기서 내담자는 부정 인 측면의 태모

상인 거미를(Cooper, 1978) 태워서 제거하고, 자

신의 생일을 맞이하며 심리 으로 다시 태어난 

것, 새로운 정신의 탄생을 축하한다(Heiko, 2004). 

상담 기 V(성장)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남을 표

하고, 악어를 처치하고, 거미를 물리치며 성장

한다. 일반 아동들처럼 로 으로 놀이를 하고 

쟁놀이를 하고, 가면을 써보는 놀이를 하며 어떤 

모습, 어떤 페르조나를 가질지, 어떤 사회 인 

역할을 해야 할 지 탐색하는 듯하다. 

상담 기 III와 IV에서 8개의 가로등을 모래

상자에 밝힌다. 숫자 8은 체성의 숫자이고, 

어머니 여신의 원형과 상징 으로 연 되고, 연

술에서 어머니 여신은 연 술사의 혼을 상

징하는 지  높은 성직자 다. 이는 개인의 

실을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조이

며 자기와의 계에서 형성되는 심, 핵심 인 

마음의 창조를 의미한다(Eastwood, 2006). 이런 

체성 회복의 표 과 함께 내담자는 상담 기 

체의 치료시간에 계속 허 을 하는데 정서 표

이 일반 아동들처럼 매우 자연스러워진다. 

연 술의 용기는 Kalff가 자유롭고 보호받는 

공간이라고 표 한 모래상자이고, 모래상자와 

함께 치료자와의 계형성이 한 연 술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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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어(Devine, 1994)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

진다. 연 술에서 죽음은 항복, 패배, 말살, 살해

를 경험하는 것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런 죽음이 으로 필요하다(Choi et al., 

2009). 이처럼 내담자는 상담 기에 다양한 동

물의 죽음을 치르며 재탄생을 하고 성장하는 모

습을 보여 다. 이런 죽음, 탄생, 성장의 패턴은 

일반아동이 모래놀이치료에서 많이 보여주는 모

습이다(Sim, 2007, 2012a, 2015; Turner, 2005).

마지막으로, 상담말기는 53∼55회기(보물 획

득)인데 보석, 황 이 많다는 황 에 한 이야

기를 하고 집에서 황  열쇠 모양의 것을 가져

오기도 하며 보물을 가져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모래놀이치료에서 보물을 찾는 것은 두 가지의 

상징 인 의미가 있다. 하나는 찾는 것이 이나 

보석 같은 것인데 이것들이 언제나 동굴이나 지

하에 숨겨져 있어 이를 찾는데 시련과 고난이 

있고, 지나친 욕심으로 구하면 재난을 맞는 지상

의 보물에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 보

물로 지식을 얻고 계몽되는 것으로 심을 찾는 

것이다. 이는 내담자 자신의 진정한 자신에 한 

발견을 의미한다(Cooper, 1978). 내담자는 상담

말기 황 이야기를 하는데 신화의 에서 볼 

때, 고 사회에서 은 귀하고 완 한 것으로 인

식되었고, 은 녹슬지 않는 불변의 속으로서 

원과 생을 상징하며, 이집트에서는 으로 

지은 집과 방은 죽음과 재생(곡식의 황 빛에서 

연유)을 상징한다(The compilation committee of 

dictionary of Korean myths and symbols, 1992). 

Flahive(2012)는 Jung의 말을 인용해, 웅이 

어두운 동굴에서 가져오는 보물은 생명, 삶(life)

이라고 하며 이는 무의식의 어두운 모성의 동굴

에서 새로 태어난 내담자 자신이라고도 한다. 

한 보물은 웅이 고통스런 노력 끝에 얻는 것으

로 내향이나 퇴행이라는 갇  있던 동굴에서 재

탄생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Bradway, 2001). 

보물은 진정한 자기와 완 한 자기를 상징한다

(Ackroyd, 1997). 이처럼 내담자가 모래놀이치료 

말기에 보물 획득으로 내향이나 퇴행에서 재탄

생되고, 으로 계몽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래놀이치료 말기

에 보물, 을 찾는 표 은 일반 아동에게서도 

많이 보여진다(Sim, 2012a, 2014, 2015).

한편, 내담자는 상담 기와 기에 뱀을 가지

고 놀이를 많이 하는데 Kaduson과 Schaefer(2003)

는 심리  외상이나 학 를 경험한 많은 아동이 

반복 으로 뱀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고 하며 알

지 못하거나 무의식 인 사건을 다루는 아동은 

이를 뱀에 투사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본 연구의 

내담자는 뱀을 통해 자신을 돌보지 않은 엄마로 

인한 부정 인 모성 콤 스와 투쟁을 한 듯하

다. 한 뱀은 내담자의 본능 인 에 지, 증

하는 생의 힘, 제어되지 않고, 미분화된 잠재 에

지일 수 있고(Cooper, 1978), 연 술의 에

서 내담자 내면의 정제되지 않은 부분을 상징할 

수도 있다(Fontana, 1998).

한 내담자는 11∼16회기까지 새끼를 훔쳐

가는 도둑놀이를 한다. 훔치는 것은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Ackroyd, 1997), 내담자는 주로 동물의 새끼

를 훔친다. 어미가 없는, 어미의 돌 을 못 받는 

새끼를 가져다가 치료자와 함께 키우는 놀이를 

반복한다. 이는 내담자의 심리상태로 자신이 어

린 새끼 모습이고 돌 , 키움이 필요함을 반복

으로 보여 주며 스스로를 돌보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담자는 치료시간 처음이나 

간에 소변을 55회기  17번의 회기에서 본다. 

이는 내담자가 치료로 내면에 소통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표 한 것일 수 있고, 내담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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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뭔가를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

음을 보여  것일 수도 있다(Zoja, 2011).

모래상자 내용의 변화와 실생활에서의 변화

는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상담 기

에는 원만한 발달이 방해 받은 시기로 퇴행하여 

필요한 돌 을 채우고, 실생활에서는 혼자서 학

교에 가고, 싫다는 표 을 강하게 하기도 하는 

등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해지고 모습이 많이 밝

아진다. 학업 면에서도 집 력이 좋아지고 이해

의 폭도 커진다. 상담 기에는 모래상자에서 죽

음과 재생을 표 하며 실생활에서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말을 상황에 맞춰 사용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라며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세계

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고, 정서표 도 일반 

아동들처럼 자연스러워진다. 한 인지 인 측

면에서도 많은 진 이 있다. 상담말기에는 보물

을 얻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며 학교와 가정에

서 보다 응 인 아동이 된다.

요약하면, 상담 기에 내담자는 아기로 퇴

행하여 모의 돌 을 받지 못한 상황을 표 하며 

치료자와 함께 자신에게 결여된 돌 을 채우는 

작업을 한다. 상담 기에는 거미, 왕뱀 등의 죽

음을 통해 재탄생을 경험하고 심리 으로 성장

해 간다. 상담말기는, 황 과 보물을 찾고 부자

가 되어 모래놀이치료의 여정을 마친다. 즉, 상

담말기에 엄마가 있어 병아리가 태어났다는 내

담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내담자는 진정한 

자신에 한 발견을 한 것이다. 내담자는 모래

놀이치료 과정에서 인지와 정서 으로 정

인 변화가 실생활에서 보고되어 모래놀이치료

가 지 인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도 효과 이었

음을 알 수 있다. 투사검사에서도 형태가 불명

확해 내담자도 귀신이라고 표 했던 여자상이 

치료후 보다 사람다운 모습이 되어 내담자의 부

정 인 모성상이 극복되어 새로운 여자의 상을 

갖게 된 듯하다. 

심리치료는 객 인 과학이 아니라 부분

으로 주 인 경험이다(Zoja, 2011). 모래놀이

치료는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 개되는 것으로 

무의식의 작업을 객 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선천 인 지 장애와 함께 

아기부터 어머니의 따듯한 돌 이 결여된 남아

의 정신 내면에 원형 인 양식(archetypal pattern), 

개인 인 심리과정이 있다는 것 즉, 지 인 장

애가 있지만 일반 아동과 분석심리학 으로 유

사한 정신세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는 지 장애 아동

의 지 인 기능결함에만 을 두어 아동의 자

연스런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통제하는 교

육이나 생활지도가 보다 신 히 행해져야 할 것

을 시사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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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Projective pre-test and post-test

House(pre-test)
 

House(post-test)

Tree(pre-test)
 

Tree(post-test)

Person 1(pre-test)
 

Person 1(post-test)

  
Person 2(pre-test)

 
Person 2(post-test)

<Appendix 2> Sandplay therapy sessions

■ The initial phase of therapy: My situations & 

regression

1 session(Untitled)
 

2 session(Untitled)

3-1 session(Untitled)  3-2 session
(Untitled, the key revealed)

4 session
(Untitled, the key revealed)

 5-1 session(Untitled)

5-2 session(Untitled)
 

5-2 session
(Untitled, the baby snake and 

baby dinosaur revealed)

6 session(untitled)
 

7-1 session(Untitled)

7-2 session(Untitled)
 

8-1 session(untitled)

8-2 session(Untitled)
 

9 session(Unti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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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session(Untitled)
 

10-2 session(Untitled)

11 session(Untitled)
 

12 session(Untitled)

13-1 session(Untitled)
 

13-2 session(Untitled)

14-1 session(Untitled)
 

14-2 session(Untitled)

■ The intermediate phase: Rebirth

–The intermediate phase I: Death I

15 session(Untitled)
 

16 session(Untitled)

17 session(Untitled)
 

18-1 session(Untitled)

18-1 session(Untitled,
the alligator revealed)

 18-2 session(Untitled)

19-1 session(Untitled)
 

19-2 session(Untitled)

20 session
(Untitled, the client’s side)

 21 session(In play)

22 session(Untitled)

–The intermediate phase II: Death II

23-1 session(Untitled)
 

23-2 session(Untitled)

23-2 session(Untitled, 
the figure revealed)

 24-1 session(Untitled)

24-2 session(Untitled)  24-2 session(Untitled,
the baby bat revealed)

25 session
(In the frog shaped container)

 26-1 session(Unti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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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session(Untitled)
 

27 session(Untitled)

–The intermediate phase III: Death III

28-1 session(Untitled)
 

28-2 session(Untitled)

29 session(Untitled)  29 session(Untitled, 
the spider revealed)

30 session(Untitled)
 

31 session(In play, late)

32 session(Untitled)

–The intermediate phase IV: Birth

33 session(untitled, middle)
 

33 session(Untitled, late)

34 session
(The birth of teacher)

–The intermediate phase V: Growth

35 session(Untitled, early)
 

35 session(Untitled, middle)

35 session(Untitled, late)
 

36-1 session(Untitled)

36-2 session(Untitled)
 

37 session(Untitled)

38 session(Untitled)
 

39 session(Untitled)

40 session(untitled)
 

41 session(Untitled)

42 session(Untitled)
 

43 session(Untitled)

44 session(Untitled)  45-1 session
(Untitled, late)

45-2 session(Untitled, late)
 

46 session(Untitled,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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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session(Untitled, late)
 

47 session(Untitled)

47 session(Untitled,
the eggs revealed)

 48 session(Untitled)

48 session(Untitled,
the alligator revealed)

 49 session(Untitled)

50 session(Untitled)
 

51 session(Untitled)

52 session(Untitled)

■ The final phase: The  acquisition of treasure

53 session(Untitled)
 

54 session(Untitled)

55 session(Untitl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