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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andplay therapy for couples on the self-differentiation, and heterosexual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couples who are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four couples who are college students living 

in Seoul with low self-differentiation and heterosexual relationship satisfaction. I carried out sandplay therapy on four couples 

for once a week for 10 weeks, and each session was 70 minutes long. 

In this study, the self-differentiation scale was modified for Korea on the basis of Bowen’s family systems theory (1976), 

and it was used as a research tool. Yu (2000) and Lee (2000) made a scale to measure heterosexu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fter they adjusted the Kore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 The scale was also used in order to compare pre-therapy 

and post-therapy traits and identify any changes. In addition, the group’s behavior and interactions were observed and recorded 

in each session throughout the process of sandplay therapy with the couples, and the behanior and interactions were analyzed 

along with the change flow in the sand trays.

The study’s outcomes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 sandplay therapy with couples advances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in college students. Second, sandplay therapy with couples improves the heterosexual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college students. 

Third, the trays used in sandplay therapy with couples showed positive changes as the therapy progressed. As the sessions 

continued, negative factors in the trays decreased and the trays converged into one. As the sessions proceeded, it was observed 

that the couples became closer, felt more comfortable with each other, compromised and reflected on their relationship.

The study’s results show that sandplay therapy with couples increased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in college students 

and heterosexual relationship satisfaction, thus proving the therapy’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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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계만족(heterosexual relationship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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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학생은 발달주기로 볼 때 청년기에 속한다. 이 시기의 

주요 발달 과제로는 개인 인 인생 목표의 설정과 자아의 형

성,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의 심리 , 물리  독립을 들 수 

있다. 청년기는 주체 으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원가족

과의 계를 의존 인 계에서 독립 인 계로 환하기 

한 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실은 부모에게 의존 인 상태로 학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 기 때문에 원가족과의 계가 

의존 이고 미해결된 경우가 많다(S. Kim & Y. Yoo, 2001). 

이러한 가족상황은 가족 간의 갈등과 정서  유  결여, 역

기능  가족기능을 유발하고 이는 자녀들의 인 계에 

향을 미치며, 원만한 이성교제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모와의 지나친 착은 자녀가 부모와의 계에

서 건 한 동료  이성 계로 옮겨지는 것을 방해한다(M. 

Chung, 2001). 이 때 원가족과의 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인  하나로 자아분화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에서 자아분화란 부모  타인과의 융합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서  자주성을 얼마나 확립해 나가는가를 말하는

데(Bowen, 1985), 자아분화 수 이 낮은 사람은 정서 인 

충동에 따라 반응하기 쉽고 가족 계  사회 계 내에서 올

바르게 기능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자아분화 수

이 높은 사람은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며 정서  충동에 

항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지고 있고, 처기제가 잘 발달

되어 환경에 보다 효율 으로 응할 수 있다(S. Lee & M. 

Kim, 2000; Nichols, 2010). 이러한 개인의 자아분화 수 이 

이성 계에도 향을 미쳐 자아분화 수 에 따라 이성 계

만족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커 은 자신의 일 된 신념에 따라 자주 , 독립 인 행동을 

하기보다 의존 이며, 상 방의 견해에 쉽게 동화된다. 그러

므로 이성 계에서 자신과 상 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

고 분리, 분화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반면, 자아

분화가 잘 이루어진 커 은 서로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친

함을 히 유지할 뿐 아니라 트 에 한 이해의 폭이 

넓으며, 이성 계 안에서의 문제 상황을 객 으로 바라볼 

수 있다(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 1993). 

한국 사회 부분의 학생들은 학 입학 이후 비로소 

다양한 계를 맺게 되면서 계 인 갈등이나 여러 문제 상

황을 겪게 된다. 이와 함께 자기 자신에 해 새로운 탐색의 

기회를 갖게 된다(J. Han & H. Shim, 2005). 한, 우리나라 

학생의 상당수는 청소년기에 벗어나면서 자연히 이성과 

만남의 기회가 증가하며, 이성 계의 기회도 많아진다. 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성 계의 탐색과 유지에 사용하고 있

다. 그만큼 학생의 이성 계 문제도 많이 호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한 이해와 연구가 요구된다. 실제로 학

생을 상으로 한 상담에서 이성교제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 60~70% 정도로 높으며, 상담하는 내용으로는 정신 건강

의 문제, 성격 문제, 학업과 진로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등이 

있지만 이들  70% 정도는 이성 계 문제라고 보고된 바 

있다(K. Seol, 1993).

행복한 부부 계를 유지하게 하는 충분조건이 부부의 사

랑만이 아닌 것(Beck, 1998)처럼, 이성교제에 있어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계 유지와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서 형성된 성격이나 가치 , 생활

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바

라보는 입장, 해결방식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J. Bang, 

2005).

이성 계만족이 높은 커 은 독립 인 자아를 가지고 상

호작용하며, 서로 존 하고 인정하는 특징이 있어 갈등이 발

생하는 확률 자체가 을 뿐만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여도 잘 

처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이성 계만족이 낮은 커 은 서

로에 한 기 의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

으며, 낮은 자존감, 불안감, 우울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Peterson, 1983).

이성 계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 에 원가족에서부터 오는 자아분화는 매우 요한 변

인 에 하나이다. 개인은 원가족으로부터 정 , 부정  

향을 받게 되는데, 그  자아분화 수 에 따라 처행동

의 차이를 가져온다(M. Han, 2000). 따라서 청년기에 자아

분화 수 을 높임으로써 그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원만한 사회

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요한 과업이다. 

이 듯 자아분화와 이성 계만족이 낮은 커 은 갈등과 

스트 스 상황에서 처기술이 부족하며, 서로 의존 이고 

정 인 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인 계에 

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학생의 자아분화와 이성 계만족을 높이기 한 심리

 근법  커 모래놀이치료는 커 이 되는 두 명의 내담

자가 함께 상자를 꾸미는 모래놀이치료이다. 이는 커 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그 개인의 내 인 부분까지 

향을 미치며 모래를 매체로 하기 때문에 안 하게 정서

인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모래상자를 통

해 내담자 각자가 원가족으로부터 가지고 온 자신의 성격, 

각자의 기 와 희망, 욕구들을 구체 으로 표 하게 돕는다. 

그밖에도 커 이 서로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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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커 의 조망수용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S. Oh, 2008). 한, 커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서로에 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B. Kim, 2008). 이와 같이 커 모래놀이치료는 서로

의 차이 을 존 하게 하며, 갈등 계에서의 역기능 인 부

분에 한 통찰을 돕는다.

이 듯 커 모래놀이치료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

여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계

에 을 맞춘 치료로서 트 에 해서도 더 많이 알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한 자신의 문제와 계 안에서 발생하

는 문제를 객 으로 인식하게 하여 트 와 력 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다. 모래를 만지는 과정을 통해 

자아가 발달하며 성숙된 자아는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갖게 하여 트 와의 계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자아분화와 이성 계만족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녀 학생의 자아분화가 커  친 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E. Kang & J. Park, 2005), 자아분화와 이성교제 커

에 한 연구(J. Cha, 2002), 학생의 자아분화와 결혼에 

한 연구(M. Jang, 2008), 미혼남녀의 자아분화가 이성 계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J. Park, 2008), 자아분화 

수 과 성역할정체감이 이성 계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J. Bang, 2005), 미혼남녀의 자아분화가 이성과의 친

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J. Choi, 2006)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을 상으로 한 자아분

화와 이성 계만족에 한 상 악을 한 연구는 많으나 

학생의 자아분화와 이성 계만족을 높이기 한 실제 인 

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시를 통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 커 들에게 실  도움이 

될 수 있는 커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자

아분화 수  향상과 트 와의 건강한 계유지, 그리고 이

성 계만족의 증가에 한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이성 계만족이 낮고 자아분화

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 커 을 상으로 10회에 걸쳐 

커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 다. 이로써 커 모래놀이치료

가 이성 계만족과 자아분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하 으며, 치료의 진행  모래상자와 커 의 상호작

용에 따른 행동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 다. 특히 커 모래놀

이치료의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심리  치유의 경험을 제공

함과 동시에 커 계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 인 문제

를 해결하고 서로에 해 만족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커 모래놀이치료가 학생의 이성 계만

족  자아분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 다. 

<연구문제 1> 커 모래놀이치료는 학생의 자아분화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커 모래놀이치료는 학생의 이성 계만

족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커 모래놀이치료에서 학생의 모래상자는 

진행과정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Ⅱ. 이론  배경

1. 커 모래놀이치료

커 이란 짝이 되는 남녀 한 을 가리키는 단어로 맺는 

것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 하고 친 한 계, 

부부, 친한 친구 등의 계에 있는 한  는 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S. Oh, 2008). 커 모래놀이치료란 커

이 되는 두 명의 내담자가 함께하는 모래놀이치료로서 계

에 을 맞춘다.

커 모래놀이치료는 모래상자를 꾸미며 트 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돕고, 둘의 계에서 서로의 역할을 볼 수 있

게 하는 치료기법이다. 한 모래상자는 계에서 통찰을 얻

고 갈등 인 부분을 해소하기 한 작업을 하는 훌륭한 매체

이다. 트 들은 각자가 상 방의 모래상자를 감상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트 의 장 과 능력을 알아채

고 존경하며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B. Kim, 2008).

커 들은 계를 맺을 때 각자 원가족으로부터 가져온 것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이 형성한 새로운 체계의 부분과 

원가족의 부분이 공존함을 인정하고 고려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원가족 문제를 치료 으로 작업하고 이해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  자신과 상 에 하여 더 많이 알도록 도와

주며, 객 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각자

는 모래상자를 설명하면서 자신에 한 내면 작업과 더불어 

자신과 상 방 각자가 원가족으로부터 끌고 온 에 해 새

로운 정보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한 커 의 각자는 상

가 모래상자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해서 이해하고 수

용함으로써 각자는 서로 다른 결 과 장 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 력하게 되며, 개인의 성장과 발 으로 이끌 수 

있다(Boik & Goodwin, 2000). 이 듯 커 모래놀이치료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계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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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 치료로서 트 에 해 더 많이 알고 이해하게 도와주

며, 커 의 문제를 객 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함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이 있다. 

커 모래놀이치료에서는 치료자의 역할 한 매우 요

하다. 커 모래놀이치료에서 치료자는 역 이와 삼각 계를 

조심해야 한다. 두 사람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착하게 되

면, 제3자를 끌어들여 문제를 고착시키게 된다(Nichols, 2010). 

따라서 커 모래놀이치료 과정  한 내담자가 치료자를 자

기편으로 만들기 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

소화하기 해 치료자는 개인에 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을 맞추어야 한다(B. Kim, 2008; Nichols, 

2010). 즉, 커  개개인을 내담자로 보지 않고, 커  단  자

체를 내담자로 보는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각 트 에게 

비난받거나 상 와 비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을 있는 그 로 표 할 수 있다.

한 치료자는 커 의 모래상자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 

특별히 역기능 인 행동을 단하지 않고 수용해야 한다(B. 

Kim, 2008). 치료자는 커 들의 부정 인 측면을 정 인 

변화로 가도록 하는데 간자 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각 

트 의 강 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치료자는 내용을 제안하거나 모래상자를 만드는 과정을 구조

화하지 않고 일반 인 방향만을 제시하며, 함께 만드는 커  

상자를 통해 커 의 의사소통 문제와 계만족에 한 심리

인 문제를 다룬다. 치료사가 소품 선택, 소품을 놓는 치와 

순서, 속도, 신 함, 언어  표 과 비언어  표  등 커 의 

모래상자에 주의 깊고 신 하게 살펴보는 것이 요함과 동

시에 치료자는 커 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B. Kim, 2008). 

이 듯 커 모래놀이치료는 모래를 통해 자신과 상 방의 

심리상태에 한 통찰을 얻게 하고, 상 방에 한 이해의 

폭을 넓  계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다. 

한 치료자와 내담자, 내담자와 내담자 등 계에 을 맞춘 

치료로서 계향상에도 도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커 을 상으로 커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여 치료

의 효과성을 입증할 뿐 아니라 커 모래놀이치료 과정 속에

서 커 의 심리  역동과 상호작용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

이다.

 

2. 자아분화

1) 학생의 자아분화

Erikson(1994)의 심리사회  발달단계  성인 기에 속

하는 학생 시기는, 한국 사회의 입시 주 교육 환경으로 인

해 청소년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이 유보된 채 시작

되는 경우가 많다(Han & Shim, 2005). 따라서 이 시기의 주요

발달 과제로 개인 인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원가족에서 벗

어나 독립된 삶을 하며, 학생활을 통해 이성 계를 비롯

하여 새로운 사람과의 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이다(S. Lee & 

M. Chung, 2005).

Hoffman(1987)은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채 갈등을 경험할 때 부 응 증상  문제행동이 많이 일어

나고, 부모간의 갈등이 심할 때에도 부 응 증상  문제행

동을 많이 드러낸다는 사실을 제시하 다. 이 듯 자아분화 

수 이 학생의 이러한 발달과제 수행에 상당히 많은 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 계와 자아분화 사이

의 계성은 한 개인이 성인이 된 후에 더욱 큰 향을 미치

게 되는 것이므로, 학생들은 부모와의 건강한 분리가 완성

되어야 정 인 성인기를 보내게 된다(Kim, 2007).

자아분화는 미분화된 가족자아 덩어리(undifferentiated fa-

mily ego mass)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

하고 자기 충동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 나가는 것

을 의미하며(Vanderkooi & Handelsman, 1984), 이것은 가

족역동성을 설명하는 Mahler의 분리개별화(separation- in-

dividuation)나 Hoffman의 심리  독립(psychological se-

paration)의 개념을 포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S. Je, 1989). 

분리개별화는 상 계에서 아이가 심리 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고 분리되고 개별화되어 개체로서 주체성을 가

지고 사물을 인지하고 단해서 알맞은 행동규범을 결정하

는 상황을 뜻하며(M. Han, 1994), 심리  독립은 청년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제2의 분리개별화 과정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성인으로서 사회  역할에 효과 으로 응

하기 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Lapsley, Rice, & Shadid, 

1989). 즉 학생 시기는 자아분화의 두 단계  제2의 분리

개별화과정으로 심리  독립에 속한다.

학생의 자아분화 수 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o-

pez, Campbell and Watkins(1986)는 심리  독립성과 학

응에 있어서 성차를 살펴보았는데, 남자 학생이 여자 학

생보다 심리  독립성이 높았고, 남자 학생과는 달리 여자

학생의 경우 심리  독립과 응 모두 부 상 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E. Kang & J. Park, 2005). 그 밖에도 자아분화 

수 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연구(E. Bae, 2005), 자아분화 

수 이 고부 계만족도에 미치는 향(K. Choi, 2004), 자아

분화 수 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향(C. Jun, 1994)에 한 

연구들이 있다. 이 듯 자아분화 수 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자아분화 수 이 여러 인 계에 미치는 향 

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커 모래놀이치료와 자아분화

커 모래놀이치료는 기본 으로 커  혹은 두 사람을 상

으로 한다. 치료실 안에서 두 사람이 개별 혹은 커 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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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꾸미며 치료자가 두 사람의 상호작용과 계(낭만

인 일치, 가족 계, 친구, 작업연결)를 다루는 모래놀이치료

이다.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 된 신념에 

따른 자주 , 독립  행동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견해에 쉽

게 동조하며,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공격이나 비

난을 회피하는 데 한 삶을 산다. 자아분화의 수 은 개

인의 사고와 행동양식, 그리고 사회  계에 향을 미쳐 

자아분화의 수 이 낮은 사람은 실에 올바르게 응하지 

못하고, 갈등이나 스트 스 상황에 놓이면 쉽게 역기능에 빠

지며 그 수 이 낮을수록 역기능  증상은 심하다고 보고 되

어있다(Bowen, 1985). 

개인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아는 구조가 강건

하고 분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커 모래놀이치료는 취

약한 자아를 강하게 해  뿐 아니라(Turner, 2009) 계에

도 정 인 향을 미친다.

모래상자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 사람 자신의 내면

을 표 한다는 것은 안정된 기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제조건이 있다. 여기에서 칼 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계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것을 ‘모자일체성(Mother-child unity)'

이라고 표 한다. 즉 내담자는 치료자와 정 인 계를 재

경험함으로써 자아를 강하게 하고 강해진 자아는 어머니로

부터의 분리개별화를 돕는다(B. Kim, 2005).

이와 같이 모래놀이치료는 모자일체성, 즉 치료자와의 

계를 시여기는 치료기법으로써 내담자에게 수용 받는 경

험을 하게 해 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담자는 자기 자신

과 타인과 외부세계를 객 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며, 인

계 면에서도 효율 으로 처할 뿐만 아니라 목표 지향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을 상으로 한 자아분

화에 한 상 연구는 많이 있으나, 학생의 자아분화 향

상을 한 실증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커 모래놀이치료가 학생의 자아분화 수 을 높이고 

트 와의 건강한 계를 유지하여 이성 계만족을 높일 

수 있는지에 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3. 이성 계만족

1) 학생의 이성 계만족 

학생들은 일반 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랑하는 계

의 탐색에 쏟는다. 이러한 탐색을 통하여 그들은 사랑과 련

된 복잡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며 그들의 삶속에서 성이 차지

하고 있는 치를 깨닫기 시작한다. 한 그들은 사랑에 있

어 요한 부분인 동반자와의 계도 인식한다(Kelly, 1981). 

학생 시기는 청소년기 후기와 동시에 청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성  호기심과 성  충동이 사람의 일생  가장 왕

성한 시기이다(Y. Lee, 1993; M. Kang, D. Kim, & S. Kim, 

2005). 이러한 연유로 이성에 한 심이 자연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학생들은 한 개인으로서 생물학 , 심리 , 사회

인 모든 측면을 통합해야하는 과도기에 있으므로 이 시기

의 성공 인 응은 그 다음 인생의 비를 해 매우 요

한 의미를 가진다(S. Cha, 1993). 아울러 이들은 이성교제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 서로를 보는 감정, 자신의 미래 계

획, 희망, 그리고 기 에 해 끊임없이 이야기함으로써 자

신이 구인가를 알아가고 발견하려고 한다(Erikson, 1980). 

그리고 이성과의 친 한 계형성은 이성을 이해하게 되고 

원만한 인간 계를 갖게 해 주는 등 성숙한 인격 형성을 이

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청년기의 이성교제는 이성과의 사회  기술  인 기술

을 발달시킬 뿐 아니라 기존의 가족이나 래 친구들과는 분

리된 계라는 상황 속에서 성격 특성을 시험해 으로써 서

로 다른 정체성을 발견하고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에릭슨은 청년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성과의 낭만  경험

이 정체성과 친 감의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다(Erikson, 1968).

청년기의 이성교제는 그 유형을 건 한 이성교제와 불건

한 이성교제로 나  수 있다. 건 한 이성교제는 이성교제 

자체를 성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 와 자신의 독특한 특성과 차이를 발견하면서 인

격체로서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편 불건 한 이성교제

는 결여된 가정환경 속에서 고립감, 고독감, 공허감, 소외감 

등이 원인이 되어 이성의 사랑에 맹목 인 집착을 보이는 것이

다. 한 성  호기심이 주체가 되어 이를 충족시키기 한 

행 만 있을 뿐이다(Y. Park, 2003). 

학생 시기에 경험하는 이성교제는 서로에게 응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며 이러한 응 방법은 결혼 후에도 유형화

되어 둘만의 독특한 계를 확립하게 한다. 이성교제 기간의 

정 인 화는 결혼 후의 만족도를 견해 주며(Markman, 

1981), 교제기간 의 갈등수 이 결혼 후 응수 의 견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선행연구들(Kelly, Huston, & Cate, 1985)

은 보고하 다(Y. Lee, 1993).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 이성 계에 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인데, 그 이유는 서양과 달리 자유분방한 이성교제가 사

회 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에서 찾아볼 수 

있다(J. Kim, E. Chang, & K. Park, 1991). 이런 에서 

학생들에게 사랑에 한 올바른 지식  이성교제 방법을 배

우고, 이성교제 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을 처하

는 방법 등 구체 인 도움을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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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 모래놀이치료와 이성 계만족

커 계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는 내담자들은 원가족

의 유산을 가지고 오는데, 보웬(M. Bowen)은 자신과 타인에 

한 인식에 가장 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 계에서의 감정

인 의존성의 질’이라고 말했다(B. Kim, 2008). 이 듯 우

리의 원가족 경험은 이성 커 계에 정 이든 부정 이

든 어떤 식으로든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H. Eom, 2007). 

커 모래놀이치료는 부부 는 서로 계된 두 사람을 

상으로 개인의 내  세계와 외  세계에 한 조망, 계에 

한 조망에 을 맞춘 계를 다루는 모래놀이치료이다. 

커 모래놀이치료는 커 에게 각자의 개별성이 계에 어떻게 

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커 로 하여  

계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 패턴, 인식을 발견하도록 도우면

서 자신과 상 방을 더 이해하게 한다는 장 이 있다(B. Kim, 

2008). 한 커 들이 서로 다른 장단 을 악하여 서로의 

차이 을 존 하게 하며, 갈등 계에서의 역기능 인 부분

에 한 통찰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서로 력하여 계의 발

을 이룬다는 장 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 을 기반으로 트 들은 각자가 상 방의 모

래상자를 감상하면서 상 방에 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들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에 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

음을 가지게 된다. 즉, 커 모래놀이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커

은 서로의 세계를 객 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서로에 한 

이해를 높이고, 커 의 조망수용을 증진시킨다(S. Oh, 20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 모래놀이치료는 개인 치

유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커 의 계에 한 조망에

도 을 맞추어 계의 만족을 높이는 유용한 치료기법이

라 할 수 있다.

 

4. 자아분화와 이성 계만족의 계

자아분화수 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양식, 그리고 인 계

에 향을 미쳐 자아분화 수 이 낮은 사람은 실에 올바르

게 응하지 못하고, 갈등이나 스트 스 상황에 놓이면 쉽게 

역기능에 빠지는데 그 수 이 낮을수록 역기능  증상은 심

하게 나타난다(Bowen, 1985). 자아분화가 올바로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와 타인에 한 명확한 경계선의 설정, 

계나 상황에 있어서의 분리, 분화가 어려워 많은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E. Kang & J. Park 2005). 타인의 견해에 쉽

게 동조하며, 타인으로부터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에만 집

하는 등 타인과 하고 원만한 계를 맺기가 어렵다. 

한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분화수 이 높을수록 분화수 이 낮

은 사람보다 정서  기능과 지 기능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짐으로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갈등

해결능력, 응능력 등이 뛰어나다고 밝 진 바 있다. 이러한 

능력들은 커 상호 계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변인으로 작

용한다(Larer, 1984; C. Jun, 1994). 

자아분화와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원가족에서 삼각화, 

융합과 같은 역기능 인 가족 과정을 겪은 청년들은 그 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결혼에 해 부정 인 태도와 감정을 갖

고 있으며,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에서 부부간 많은 갈

등을 겪을 것이라고 상하고 있다(Y. Chun & M. Chung, 

2003). S. Je(2002)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분화 수 에 따라 

부부 응에서 정  상 을 보이고 있다. 한, C. Jun(1994)

도 자아분화수 이 낮을수록 결혼생활에서 갈등을 많이 경험

한다고 보고 하 다. 반면, S. Je(2002)는 자아분화수 이 높

을수록 단기 으로 부부간에 사랑을 가꾸고 장기 으로 유

지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인다고 하 다. 

이 듯 어릴 때부터 형성된 자아와 자아분화 수 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개인의 가치 과 인 계, 더 나아가 부부간 

응과 애정에도 향을 미친다.

Benson et al.(1993)는 미혼 남, 여를 상으로 한 연구에

서 이성 계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원가족의 정서  힘을 연

구하 다. 그 결과 부모와의 계에서 융합과 단 과 같은 정

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불안을 보 으며 사랑하는 상과 의사소통하는 유

형에도 부정 인 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원

가족에서 정서 인 부분이 커 계에 미치는 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분화 수 이 높을수록 이성 계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 건강하고 기능 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상

서울 00구에 소재한 학교를 상으로 본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커 모래놀이치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커 을 

모집하 다. 모집된 학생 커 을 상으로 자아분화척도

와 이성 계만족 척도를 실시 한 후 4 의 커 을 선정하

다. 커 모래놀이치료 집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0회기의 

커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 다. 

사 인터뷰를 통해 보고된 학생커 의 개인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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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

les
Gender

Chronol

ogical 

Age

Frequency 

of Date

Period 

of Dat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

Male

1

Full

25

5~6

times 

a week

1~2

years

Family Status : Residing together with parents and younger sister 

Parents Conflict : Frequent discord due to age gap

Psychological Difficulties : Having feeling of responsibility as the eldest son along 

with economic difficulties. Major unsuited to aptitude.

Relationship with Partner : Relation with parents is not that bad, dislike acting 

imprudently, lacking in self-confidence and taking no efforts for one’s work.

Female1
Full

23

Family Status : Parents, younger sister, currently living apart from family, frequent 

dispute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Difficulties : Experienced outcast due to frequent transfer to another 

schools while in middle school. Felt good by meeting with the God in high school, 

but is coming into conflict with family members who believe in Buddhism

One’s own problems : Low dignity, laziness

Relationship with Partner : Personality and values tend to match well, but partner 

expresses irritation frequently as client plays 

jokes and teases on a frequent basis. Due to long courting period, they are some-

times ill-mannered to each other and do not leap up. 

B

Male

2

Full

25

6~7

times 

a week

1~2

years

Family Status : parents, elder brother(autistic disorder), Currently being separated from 

father for 12 years 

Psychological Difficulties : Intimate with mother but is feeling betrayed by father. 

Not particularly dissatisfied with future and career

Female2
Full

22

Family Status : Parents, younger brother, Currently living with younger brother apart 

from family

Psychological Difficulties : Having a feeling of burden due to study, finding employ-

ment, plan for studying abroad, people’s expectation 

Relationship with Partner : Difference in personality(Male: negative, pessimistic, realis-

tic, Female: positive, optimistic), family background and religion(Male: Christian, Fe-

male: no religion) -continued- 

C

Male

3

Full

25

4~5

times 

a week

1~2

years

Family Status : Getting along with parents, elder brother. Living apart from family 

from 6 years ago 

Psychological Difficulties : Having a worry about finding a job as a senior, anxiety 

about future, having difficulties with economic independence 

Relationship with Partner : Personality is extremely different from each other(Male: 

Slow and relaxed, Female: Impetuous and active), Dissatisfied with partner due to 

diffence in personality 

Female3
Full

22

Family Status :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and younger sister. Maintaining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parents. 

Psychological Difficulties : Feeling pressure as parents depend too much on the client 

whenever they make all kinds of important decisions. (eldest daughter complex). 

Anxiety about study and employment has currently been added.

Relationship with Partner : Girl friend feels frustrated due to difference in persona-

lity.(Female: Plans ahead, faithful; Male: extempore, absence of future plan)

D

Male

4

Full

22

3~4

times 

a week

Less 

than 

6 

months

Family Status : All family members including parents and elder brother tend to suit 

client’s personality. Elder brother became independent recently.

Psychological Difficulties : Experienced family discord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after 

IMF. They get along amicably these days. In early days, the client felt lonely due to 

dual-career parents. 

Relationship with Partner : Not aware of partner very well as the period they have 

dated is not too long. 

Female4
Full

21

Family Status : Residing together with paternal grandmother, parents, younger sister 

and younger brother Client’s main fosterer: Parental grandmother)

: After undergoing IMF, parents quarreled frequently due to difference in persona-

lity and economic difficulties. Three brothers and sisters cried a lot due to quarrel 

between parents. Seriously considering about other career due to major unsuited for 

aptitude 

: They do not quarrel with each other frequently as they are much alike in perso-

nality. But she wishes her boyfriend to stop smoking. 

Table 1. Individual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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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Question Number (number of questions)

Global Distress 1, 2, 3, 6, 11, 12, 16, 23, 25, 27, 29, 31, 32, 35, 38, 40 (16)

Affective Communication 14, 15, 19, 21, 24, 34, 39 (7)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4, 8, 10, 13, 20, 22, 28, 30, 33, 36, 37, 41 (12) 

Time Together 5, 7, 9, 17, 18, 26 (6)

※ Reverse-coded items: 3, 4, 5, 6, 8, 9, 10, 11, 13, 16, 17, 18, 19, 22, 23, 25, 26, 27, 28, 29, 31, 33, 34, 35, 36, 38, 40

Table 3. Heterosexual Relationship Satisfaction Inventory of Reliability 

subscales Question Number (number of questions)

Cognitive and Emotional function 1, 2, 3, 4, 5, 6, 7 (7)

Self-Integration 8, 9, 10, 11, 12, 13 (6)

Family Projection 14, 15, 16, 17, 18, 19 (6) 

Emotional Cut-off 20, 21, 22, 23, 24, 25 (6)

Family Regression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1)

※ Reverse-coded items : 1, 2, 4, 5, 6, 7, 11, 12,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33, 34, 35, 36

Table 2. Self-differentiation Measurement Tools of Reliability 

2. 조사도구

1) 자아분화척도

Bowen(1985)의 가족체계이론을 기본으로 우리나라 실

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S. Je(1989)의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

하 다. 이 척도는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Likert식 척도로 ‘ 아니다’ (1 ), ‘아니다’ (2 ), ‘보통이

다’ (3 ), ‘그 다’ (4 ), ‘매우 그 다’ (5 )이며, 부정  문

항(23문항)은 역으로 환산하 다. 문항의 내용은 정서 인지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정서  단  그리고 가족퇴행

의 총 5가지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요인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가족퇴행은 가족구성원들의 기

나 갈등 등을 처해 나가는 행동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들 간에 불안이 증가하면 불안에서 벗어나기 

해 정서  충동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역기능  증상을 

나타낸다. 즉, 불안으로 인해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을 태

롭게 하는 정서  과정을 말한다. 가족투사는 부모가 투사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미성숙과 미분화를 자녀들에게 수

하는 과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서  단 은 세 간 미분

화의 결과를 나타낸다. 하 역은 <Table 2>와 같고, 총

은 체 자아분화 수 을 나타내고 수가 높을수록 자아분

화가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 이성 계만족척도

본 연구에서 이성 계 만족은 Snyder(1979)의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J. Kown and 

K. Chae(1999)이 한국 실정에 맞게 표 화 한 한국  결혼 

만족도 검사(Kore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 K-MSI)

를 S. Yoo(2000)이 문항들을 이성교제에 한 표 으로 

다시 수정하고, 이를  B. Lee(2000)이 요인분석을 통해 상

이 낮은 문항을 제거해서 수정한 척도 41문항을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총 4개의 하 척도( 반  불만족, 정서  의

사소통 문제,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 갈등)로 구성되

어 있으며, 하 역은 <Table 3>과 같다. 수가 높을수록 

이성 계만족도가 높다고 본다. 

3. 커 모래놀이치료

1) 커 모래놀이치료의 목

본 연구는 커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자아를 강하게 하고 

계에도 정  향을 미친다(Turner, 2009)는 이론에 입

각하여, 커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학생의 자아분화수 을 

높이고 이성 계만족을 향상시키는데 목 을 두고 있다.

2) 커 모래놀이치료의 구성과정  회기별 진행 내용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커 모래놀이치료는 다음과 같은 3가

지 단계로 구성되었다. 

단계 1. 모래와의 을 통해 정서  안정 기반을 형성하

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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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모래와 

물은 인류를 지구에 연결시키는 원형 인 자연의 상징들이

며 정신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흐르고 움직인다. 

한 모래와 물은 과 신체가 의식 , 무의식 으로 서로 

향을 주고받을 기회를 주며, 마음과 을 신체와 물리 인 

형태와 연결시킨다(Turner, 2000). 모래는 취약한 자아를 강

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고한 자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Turner, 2009). 모래와의 은 재와 과거를 연결해 

주고 과거의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며 어린 시 의 

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Turner, 2000). 성인들은 모래

의 감을 통해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느끼고, 정서 으로 안

정된 기반을 형성한다(B. Kim, 2008; Turner, 2009). 한 

모래를 만짐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를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모래와의 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 주는 요한 통로가 되며 자아방어수 을 약화시켜 

보다 깊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심리  안정감을 

제공한다(K. Lee & J. Lee, 2006). 따라서 커 모래놀이치료

에서는 첫 단계에 모래를 만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정

서 으로 안정된 기반을 형성하고 내면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1단계로 구성하 다.

단계 2. 개별모래상자를 실시함으로써 심리  안정감을 

강화시키고, 각각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아를 강화시켜 분

리개별화를 돕는다.

개별모래상자는 치료자와 내담자와의 계에 주목하여 안

정된 기반을 형성하며 타인의 향력에서 벗어나 독립된 존

재로써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Boik & Goodwin, 2000). 

한 내담자는 치료자와의 정 인 계를 재경험 함으로써 

자아를 강하게 하고 강해진 자아는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개

별화를 돕는다(B. Kim, 2005). 이로써 개별모래상자는 각 개

인의 개성화를 향해 움직이고, 자신과 타인이 독립된 존재라

는 고유성을 존 하고 소 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기회를 갖

게 해 다(J. Park, 2011). 개별모래상자에서는 개인의 의미 

있는 련성을 가진 피겨들과 요소들의 출 이 증가하기 때

문에 다른 사람들의 문화와 의미 있고 한 계를 형성하

는 능력에 도움을  수 있다(Turner, 2009).

이와 같이 개별모래상자를 만드는 것은 ‘보호된 자유로운 

공간’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 하고 심리  안정

감을 갖게 한다. 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독립된 존

재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아를 강화시켜 분리개별화를 돕

는 것을 제 2단계로 구성하 다.

단계 3. 커 모래상자를 실시하여 계에 한 조망에 

을 맞추도록 돕는다.

조망수용은 이성 계만족에 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의 행

동들을 변화시키는 요한 변인으로 이성 계 내에 있는 

트 에 한 조망수용이 일반 인 인 계에 있는 조망수

용보다 더 측 이다(Long, 1990). 즉 여러 계 상에 

한 조망수용보다는 교제 인 이성 계 내에 있는 트 에 

한 조망수용이 이성 계만족을 더 잘 언해 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과 트 에 한 조망수용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심리학 인 도구로써 모래놀이치료는 매우 효과 이다

(B. Kim, 2008). 모래놀이치료에서는 자기 자신의 외 인 모

습들과 더불어 자기의 내면에 하여 깊은 조망수용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도구로써, 융의 이론에 기 하고 있다. 

한 모래놀이치료는 다른 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효과

인 도구로써, 게슈탈트의 기술들, 이미지화하기, 사이코드

라마, 인지  재구조화와 같이 매우 익숙한 기법들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러한 모래놀이치료는 개인 혹은 자기

에 한 조망수용뿐 아니라, 깊은 계 내에 있는 커 에 

한 조망수용을 할 수 있는 효과 인 도구이다(S. Oh, 2008).

커 모래놀이치료는 모래상자를 통해 내담자 각자가 원 

가족으로부터 가지고 온 자신의 유산들과 자신의 내면의 소

리 그리고 기 와 희망과 욕구들을 구체 으로 표 하게 도

와 다. 그리고 모래상자를 통하여 거울을 보는 것처럼 스스

로 자신을 보게 하고, 알게 하며, 수용하도록 도와주고, 자신

의 내면의 소리를 상 에게 구체 으로 표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다. 한 커 의 모래놀이치료는 커  각자가 

계 속에서의 구체 인 서로의 모습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스스로 으로써, 자신들의 계에 하여 이해하고 수용하

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커 모래놀이치료는 상담자와 상

의 을 통해 내담자 자신과 다른 조망을 가지고 보도록 

도와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커 의 조망수용의 

증진을 도와주며, 서로의 다르거나 조 인 면들에 해 감

사하게 하고, 차이 을 존경하게 하며, 각자가 다른 차원에

서 상호작용을 하여 갈등 인 역할을 상호작용 계에서 통

찰을 얻을 수 있게 돕는다(Boik & Goodwin, 2000).

본 연구에서는 커 모래상자를 꾸  때 커 에게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 으며 개인이 놓을 수 있는 소품의 개

수를 제한하지 않아 치료자나 환경  요소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 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 커  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트 와 의견을 조율하여 력

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상자를 모두 꾸민 후 소극

으로 참여하 거나 자신의 의견을 잘 내세우지 못하는 사

람에게 상자설명을 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자아를 강

하게 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한 자신의 주

장을 강하게 하고 자신 주로만 진행했던 내담자에게는 

트 의 소리를 들을 기회를 주어 조망수용의 증진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계 1, 2, 3을 통해 개인이 심리  안정

감을 얻은 상태에서 고유한 존재임을 인식시키고 자아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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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es
Male Female

Pre Post variation Pre Post variation

A 112 131 +19 124 137 +13

B 134 141 +7 113 124 +11

C 137 145 +8 128 143 +15

D 121 134 +13 146 152 +6

Table 4. Comparing Pre-and Post-self-differentiation

Figure 1. Comparing Pre-and Post-self-differentiation Chart

하게 한 상태에서 커 모래상자 꾸미기를 시작한다. 커 모

래놀이치료는 자신 뿐 아니라 트 에 해 알게 하며, 수

용하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트 에게 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와 같은 과정을 가지고 커 모래놀이치료는 도입-본 활

동-마무리의 구조로 진행되었다. 모래놀이치료에 한 반

인 설명과 규칙 그리고 과정은 첫 회기에 한하여 안내 하

으며, 도입활동으로는 모래만지기 5분, 본 활동에서는 개

별모래상자꾸미기 25분과 커 모래상자꾸미기 30분이 진행

되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커 모래상자를 감상하고 이야

기 나  후 사진을 는 시간 10분을 가졌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커 모래놀이치료의 효과성 측정을 해 

자아분화, 이성 계만족에 한 사 ․사후 설문을 시행하

여 결과를 분석하 다. 사 ․사후 검사시에는 동일한 질문

지를 이용하 으며, 치료 시작 에 사  질문지를 측정하

고 모든 치료가 종료된 후 사후 질문지를 실시하 다. 커

모래상자를 통한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해 사 , 진행 

, 사후 총 3번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신과 트  

그리고 계에 한 변화를 보고받았다. 개별모래상자와 커

모래상자 그리고 커 의 행동과 상호작용 변화를 분석하

기 해 모래놀이치료 슈퍼바이  1인과 모래놀이치료 문

가 이상의 훈련을 받은 3인의 지도를 받았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커 모래놀이치료가 학생의 자아분화 수

  이성 계만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커 모래놀이치료 참가 학생의 사 사후 변화

1) 각 커 별 사 ․사후 자아분화수  수 비교

참가자들을 상으로 자아분화수 의 수변화를 사 ․

사후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 <Table 4>, <Figure 1>과 같다. 

분석 결과 커 모래놀이치료 참가자 모두 자아분화수 에서 

수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모두 최소 6

에서 최  19 까지 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는 커 모래놀이치료가 학생의 자아분화수 을 향상시킨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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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eterosexual Relationship Satisfaction Compared Pre-and Post-

Couples
Male Female

Pre Post variation Pre Post variation

A 24 27 +3 19 29 +10

B 30 34 +4 32 32 0

C 27 37 +10 28 35 +7

D 35 39 +4 32 38 +6

Table 5. Heterosexual Relationship Satisfaction Compared Pre-and Post-

2) 각 커 별 사 ․사후 이성 계만족 수 비교 

<Table 5>,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 커

의 이성 계만족에서 수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커 B의 여학생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들이 최소 

4 에서 최  10 까지 수의 증가를 보 으며, 커  B의 

여학생은 사 ․사후 동일한 수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커 모래놀이치료 실시 후 학생 커 의 계에서 이성

계만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3. 커 모래놀이치료를 통한 학생커 의 모래상자 변화 

각 커 의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상자 주제  행동 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커 의 상자 주제 분석

상자의 진행과정과 행동변화를 살펴보면 1회기는 탐색단

계, 2~8회기 투쟁단계, 9회기는 일상에 련된 내용으로 

응단계, 10회기는 남자와 여자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통

합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는 1회기에 남자는 ‘진짜생활’을 꾸몄으며, 여자

는 ‘신혼’을 나타냈다. 2회기에는 남자는 ‘쥬라기 공원’, 여자

는 ‘ 쟁’ 장면을 꾸몄다. 계속해서 투쟁의 상자가 지속되었

으며, 남녀 각각의 주제로 상자를 표 했다. 9회기에 이르러

서야 일상의 상자가 등장했으며, 10회기에 ‘콜롬버스의 신

륙 발견’이라는 주제로 신 륙을 발견하여 거북이가 승리하는 

상자를 만들었다. 

의사소통 부분을 살펴보면, 회기의 반에 남자는 여자의 

소품에 해 직 으로 비난하고, 여자는 남자의 이러한 태

도에 서운해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한 남자는 여자의 허락 없이 여자가 놓은 소품을 

제거하거나 치를 마음 로 바꾸는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남자는 여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며 여자 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

직하게 표 하여 의견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 

5회기까지는 남자와 여자 각각 다른 상자의 주제를 정했지

만 6회기부터는 남녀가 의견을 나 어 하나의 주제로 상자

를 꾸미는 모습을 보인다. 

2) B커 의 상자 주제 분석

상자의 진행과정과 행동변화를 살펴보면 1회기는 탐색단

계, 2~5회기 투쟁단계, 6~7회기는 일상에 련된 내용으로 

응단계, 8~10회기는 남자와 여자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

는 통합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회기에 남자와 여자는 10년 후 자신들의 일상을 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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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지만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피겨가 서로 바라보

고 있지 않다. 한 상자 내용과 주제가 부정 이며 우울하

다. 남녀 모두 자신의 모습을 완 히 개방하지 않고 치를 

보며 탐색하는 모습을 보인다. 4회기의 행동과 상호작용에

서 고하듯이 5회기에는 결정 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 하

지 못하고 폭발하여 크게 싸우게 되며, 6회기에 화해의 의미

로 함께 여자의 고향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표 했다. 

10회기에는 ‘행복,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통혼례를 

하는 모습을 꾸몄다. 

의사소통 부분을 살펴보면, 반에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로 행동하며 남자 한 여자의 행동에 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작업에만 집 한다. 여자는 남자의 의견을 많이 묻지

만 결국 요한 결정은 자신이 원하는 로 하며 남자는 여

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다. 그러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상자에 어울리는 소품을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는 등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고, 력

하여 커 상자를 꾸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C커 의 상자 주제 분석

상자의 진행과정과 행동변화를 살펴보면 1~4회기는 투쟁

단계, 5~8회기는 일상에 련된 내용으로 응단계, 9~10회

기는 남자와 여자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통합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

1회기에 ‘ 쟁’, 2회기에 ‘소림사의 동들’ 이라는 주제로 

투와 무술로써 공격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4회기에는 여

자가 남자에 한 부정 인 감정을 상자의 피겨를 통해 상징

으로 표 하고 있다(개는 정말 많이 화가 나 있으며, 오리

를 물어뜯어 죽이고 있다). 5회기부터 일상에 한 내용으로 

응단계를 보여주며, 10회기에 ‘스 트 룸’이라는 주제로 

남자와 여자가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을 표 했다. 

의사소통 측면을 살펴보면, 반에 큰 마찰은 없으나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많이 보인다. 같은 

상자에서도 서로가 생각하는 상황이나 내용이 달랐으며, 상

자에 한 만족도 낮았다. 한 여자는 남자의 하는 행동 하

나하나에 참견하고 잔소리하는 모습을 보 다. 그러나 회기

가 진행될수록 여자는 남자가 하는 것에 여하는 모습이 사

라지고 남자의 의견을 존 해주고 독립 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주며 격려하 다. 남자 역시 무조건 으로 여자의 의견

에 따르기보다 자신이 먼  의견을 제시하고 놓고 싶은 피겨

와 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 다.

4) D커 의 상자 주제 분석

상자의 진행과정과 행동변화를 살펴보면 1회기는 탐색단

계, 2회기는 투쟁단계, 3~8회기는 일상에 련된 내용으로 

응단계, 9~10회기는 남자와 여자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

는 통합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회기에서 마을을 꾸몄는데, 남자는 ‘이상 인 마을’이라 

표 하고, 여자는 ‘시골 마을의 정겨운 풍경’이라 표 했다. 

2회기에는 남자는 환상의 세계 속에서 호랑이와 사람이 맞

서 싸우는 장면을 꾸몄으며, 여자는 백설공주가 등장하는 신

비로운 공간이라고 하 다. 3회기부터 ‘인생의 여정’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각자의 인생을 표 했다. 계속해서 모험, 탐

험의 상자를 꾸미다가 10회기에는 함께 여행하는 모습을 담

은 상자를 만들었다. 

의사소통 부분에서 D커 은 다른 커 들에 비해 반에 

어색해하고 서로 치를 많이 보았다.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표 하지 않고 그냥 참는 모습을 보 으며, 의견충돌

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자신의 생각

과 감정을 표 하고 목소리가 커지는 등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내세우는 모습이 찰되었다. 후반에는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많이 보 다. 

Ⅴ. 결론  논의

1. 커 모래놀이치료의 효과에 따른 결론 

본 연구는 커 모래놀이치료가 학생의 자아분화와 이

성 계만족 향상에 효과를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한 것에 

연구목 을 두고 학생 커  4 을 상으로 커 모래놀이

치료를 실시하 다. 커 모래놀이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학생의 자아분화 수 과 이성 계만족이 사 ․사후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 커 모래놀이치료에서 학생의 모래상자가 진행과

정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모래상자 내용

의 변화를 행동  의사소통과 함께 진행 과정에 따라 나타

나는 변화를 심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밝 진 연구결과를 토 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커 모래놀이치료 실시 후 자아분화의 사 ․사후를 비

교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한 커 모래놀이치료

를 통한 모래상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4커  모두 회기 

반에는 부정 인 행동과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정

인 행동이 었으나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부정 인 행동

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정 인 행동과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문제에 따라 살펴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 모래놀이치료는 학생의 자아분화수 을 향상

시킨다. 커 모래놀이치료가 학생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양 효과를 알아보기 해 자아분화 척도의 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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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모든 참가자의 자아분화수 이 높아

졌다. 커 모래놀이치료에 참가한 모든 학생이 사 에 비

하여 사후 수가 증가하여 정 인 향이 나타났다. 

한, 학생 커 들은 상호작용과 행동 인 측면에서도 정

인 변화가 많이 나타났다. 신 하게 행동하며 융통성있고 

트 와의 계에서도 정서  친 감을 리면서 상 방에

게 자율성을 허락하는 모습이 찰되었다. 특히, 기에 상

방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

고 트 의 치를 살피며 쉽게 융합하는 학생은 회기가 

진행될수록 자신의 의견을 히 표 하며 독립 으로 행

동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력 으로 조율하는 극  상호

작용을 보 다. 한 자기 자신을 숨기기보다 개방 으로 표

하게 되었으며, 감정을 하게 표 하는 등 자신에 해 

정 인 자아상이 형성되었다. 이는 데이트 상황에서도 자

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  한다는 트 의 인터뷰 내용과

도 일치한다. 이는 모래놀이치료가 취약한 자아를 강하게 해 

 뿐 아니라 계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견해(Y. 

Kim & Yamanaka, 2005; Turner, 2009)와 모래놀이치료는 

모자일체성, 즉 치료자와의 계를 시여기는 치료기법으

로써 치료자에게 수용받는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인과 

외부세계를 객 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며 인 계 면에서

도 효율 으로 처하여 목표 지향 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견해(Kalff, 1989)를 지지한다. 한 모래놀이치료가 자아 기

능의 정  향상을 자져온 선행연구들(H. Sim, 2007; S. 

Oh, 2008; J. Park, 2008; S. You, 2010, 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커 모래놀이치료는 학생의 이성 계만족을 향상

시킨다. 커 모래놀이치료가 이성 계만족에 미치는 양 효

과를 알아보기 해 이성 계만족의 사 ․사후 수 변화

를 살펴 본 결과 참가자  커  B의 여성을 제외하고 모두 

사  수보다 사후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커 모래놀이

치료에서 상호작용과 행동 인 측면에서도 정 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반에 커 들은 흥미와 심, 기 와 요구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향이 많고 갈등이 많이 발생하 다. 한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존 이며, 방어 이고 비난 인 언어

를 많이 사용하 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서로를 이해하

고 배려하며 애정과 보살핌을 통해 정서  지지를 얻는 모습

이 나타났다. 한 트 의 가치와 감정 혹은 행동을 존

하고 인정하 으며, 갈등이 발생하 을 때 의견을 조율하는 

정 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셋째, 커 모래놀이치료는 행동  상호작용을 정 으

로 변화시켰다. 

A커 은 회기 반에 의식 으로 외 상 아름답고 균형 

있는 상자를 꾸미려고 노력하 으며, 행동 인 측면에서도 

상 방을 견제하고 탐색하는 모습을 보 다. 그러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쟁장면과 같은 내면의 공격성을 표출하고 자

신에 해 더 솔직하게 개방하는 모습을 보여 에 지를 활성

화 시켰다. 혼란과 투쟁의 상자를 거쳐 후기에는 안정되고 

조화로운 상자를 만듦으로써 커  계의 균형을 이루어 갔

다. 행동과 상호작용 측면에서도 남자는 여자의 소품에 해 

직 으로 비난하고, 여자의 허락 없이 여자가 놓은 소품을 

자기 마음 로 옮기는 등의 행동에서 여자의 의견을 수용하

고 이해하는 태도로 바 어 갔으며, 여자 한 자신의 의견

을 드러내지 못하고 소극 인 태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을 솔직하게 표 하는 태도로 바 었다. 차 의견을 하나로 

모아 주제를 정하는 모습을 통해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기 인터뷰에서도 남녀 모두 계가 

좋아졌다고 보고하 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 생겼다고 했다. 

B커 은 반에 피겨가 다소 경직되어 있으며, 상자의 

역이 텅 비어 있어 에 지가 부족하고 상자의 내용 인 측면

에서도 부정 인 주제를 많이 나타내었다. 행동과 상호작용 

측면에서 보면 반에는 자신의 모습을 개방하지 않고 치

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솔직하게 자신

의 감정을 드러내어 크게 싸우는 모습도 나타내었다. 이를 

계기로 커  계도 안정기에 어들어 상자가 훨씬 풍요로

워졌으며, 결국 마지막 상자에서는 통혼례라는 주제로 상

자를 꾸며 남녀라는 극이 한 의 커 로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터뷰를 통해 여자는 남자의 심리 인 아픔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남자 한 여자에게 말하기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 과 커 상자를 통해 여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 다.

C커 은 1회기부터 탐색의 단계 없이 바로 투쟁의 단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만큼 계의 갈등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반회기부터 투쟁의 주제로 상자를 만들어 서로 

내면의 공격성을 보여주었으며, 4회기에 와서 본격 으로 

부정 인 감정이 상자의 피겨를 통해 상징 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커 상자는 감정을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마지막 회기에는 서로 편히 쉬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통합으로 나아간 을 알 수 있다. 의사

소통 측면에서도 반에는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의견차

를 많이 보 으며, 여자는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참견하고 

잔소리하는 모습을 보 다. 그러나 후반에는 여자가 남자의 

하는 일에 여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남자의 의견을 존 해

주며 독립 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주었다. 남자 한 무조건 

여자의 의견에 따르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먼  제시하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B. Kim(2008)이 커 모래놀이치료

를 통해 서로에 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한 과 일치

하는 측면이다. 

D커 은 1회기에서 서로를 의식하여 균형 이고 멋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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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 으며, 행동에서 한 자

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지나치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 다. 2회기부터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어 혼란

스러운 투쟁의 상자가 나타났으며, 자신의 목소리가 커져 오

히려 갈등을 많이 드러내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서로에게 

응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안정기로 어드는 통합된 상자

를 만들었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측면에서도 반에는 어

색해하며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 으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서로를 편안히 느끼고 농담도 주고받는 모습을 보 다. 한 

서로를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커 의 모래상자가 혼돈상태에서 통합․

질서를 잡아가는 쪽으로 움직여간다는 견해(Kalff, 2003; B. 

Kim, 2007)와 일치하며, 서로 공감 를 형성하고 모래상자

를 공유하며 커 의 계 안에서 내면의 치유가 이루어진다

는 결과(B. Kim, 2008)를 지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 모래놀이치료는 개인 치

유 인 경험을 통해 자아를 강화함으로써 자아분화 수 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커  계에 한 조망에도 을 

맞춰 이성 계만족을 높이는데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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