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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andplay therapy on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The nine subjects who had wanted to find their psychological homeostasis
participated in the sandplay therapy program and the eleven subjects who had interests in self-exploration
and mental health participated in the self-exploration program. Both groups of subjects had completed the
self-report pre-post questionnaires related to perceive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positive thinking. The scores obtained from both pre-post questionnaire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analyzed with SPSS WIN v. 20. Differences were evident in the levels of each scale after the
programs were concluded. In the sandplay therapy group,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evident in several
scales, where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evident in the self-exploration group. Thus, sandplay therapy
enhanced the general perceived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positive
thinking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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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개인의 욕구충족 과정이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이라는 높은 차원의 목표를 지향하게 된다
는 것은 각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삶의 질과 행복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연결되어 있는데, 심리적 안녕
감은 행복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한 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된다(Kim & Lee, 2011).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조절하고, 환경에 대한 숙달감을 지
니고 유능하게 조절하면서 주변의 자원과 기회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삶에 대한 목적
과 지향성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지속적인 발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성장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다(Ryff, 1995). 이는 Maslow의 자아실현, Rogers의 충분히 기능하는 인
간, Erikson의 개인적인 발달, Jahoda의 정신건강, Jung의 개성화 등과 같은 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개념이며(Ryff, 1995), 삶의 질(Lee & Lee, 1998)이나 삶의 만족도(Won & Kim, 2006)
등 긍정적인 특성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Kim & Lim, 2012).
국내의 상당수 청소년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진학을 하나의 보편적인 과정으
로 선택하고 있다.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르고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은 새로운
기대와 욕구로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 시기는 이전과는 다른 교육 환경
과 사회적 환경을 접하게 되며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기
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 쉽다(Lim, 2007). 우리나라
의 대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이나 직장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 수준이
낮고(Lee & Lee, 1998), 진로문제, 학업문제, 친구문제, 성격문제 등으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학 내 상담센터를 찾고 있다(Won, 1996).
대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젊은 청년세대라는 점에서 대학생의 행복 수준은 가정
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Lee, 2009). 따라서 청년기의 연령
대에 있는 대학생의 행복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Kim & Lim, 2012).
삶의 질 혹은 심리적 안녕과 관련하여, 개인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이 삶의 질에
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Kim & Kim, 2000)이 밝혀짐에 따라 최근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관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Kim, 2010).
주관적 안녕감은 상대적으로 더 포괄적인 개념인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영역으로서(Ryff,
1989), 주관적 안녕의 핵심은 주관적 만족이라는 인지적 평가요소와 행복감을 경험하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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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정서라는 정서적 평가요소로 구성된다(Han & Pyo, 2002). 즉, 현재 상황에 대해 개인
이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가와 긍정적인 정서를 어느 정도로 경험하고 있는가
가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상담장면에서 내담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는 주관적
안녕감 즉,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과 연결되어 있다. 이를 위해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자기
를 수용하도록 돕고, 삶의 목표를 되돌아보고,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유능감을 증진시키며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욕구와 잠재성을 발견하도록 하면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Ryff, 1995) 격려하고 북돋아주려 할 것이다(Kim, 2010)
상담현장의 많은 임상가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지하여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이 성
숙한 인간이 되는 조건이라고 보고 있으며 자기수용의 수준은 심리적 안녕감의 첫 번째
하위요인(Ryff, 1995)으로 언급되고 있다.
자기수용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좋은 특징들과
취약한 특징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다중적인 측면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과거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반면, 자기수용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불만족
감을 느끼며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실망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특징들 중 어떤 부분
에 대해서 심난해하며, 현재의 자신으로부터 달라지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yff,
1995). 자기실현적인 안녕감에서 정서적인 문제는 긍정적인 기분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아
니라 스스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Won & Kim, 2006). 행복감을 보고하면서
도 부정적 정서를 억압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신체적인 질병까지도 야기하게 된다. 삶을 즐
기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극복하는 능력을 요구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더라도 회피하기보다는 자기노출을 통해 고통스런 사건에 대해 의미있는 설명을 찾아
내는 것이 개인적인 성장과 심리적 안녕감을 촉진한다(King & Pennebaker, 1998). 불가피한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그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하며(Ryff & Singer,
1996), 깊은 정서적 경험능력은 스트레스와 질병에 대한 저항기능도 촉진한다(Ryan & Deci,
2001).

낙관적인 긍정적 사고 역시 심리적 안녕감(Kim & Lim, 2012)과 관련되는데, 행복감에 매
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긍정적 사건에 대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내적 귀인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낙관적 귀인과 함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Cheng & Fumham, 2003). 따라서 이
러한 행복수준의 평가는 개인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Kwon, 2008).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경험하는 만족수준이 개인의 행복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사적인 경험세계와 주관적인 참조틀이 존중될 때(Kim, 2010) 내담
자의 행복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복감, 즉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주관적인 안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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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고 자기를 심리적으로 수용하는 수준을 높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고양시키는 프로
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들은 자기(Self)에 대한 민감성 증진을 위한 자
기탐색 내용이 포함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자기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과 유사하다.
자기성장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무망감을 낮추고 대인관계를 개선하며(You,
Jeong, Shin, & Park, 2012), 자아개념과 자아실현도, 진로성숙도 등을 유의미하게 높이고
(Kim & Lee, 2007), 자기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다(Kim & Ki, 2008). 또한 자기비하, 타인과
의 관계, 자기주장과 불안 수준을 개선하면서 근면성, 사교성, 안정성, 책임성을 향상시키
고(Heo, 2012), 대인관계 유능성과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킨다(Jeong, 2011). 이 프로그램들
에는 자기탐색, 자기성장을 위한 학습․경험과 실생활의 대처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
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내담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주관적인 내면을
탐색하기보다는 미리 구성된 프로그램에 내담자를 참여시킴으로써 학습과 훈련을 진행하
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 특징이다.
모래놀이치료는 치료자의 시각에서 일방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내담자가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도우며(Dolto, 1987; Chihara, 2011, p.83), 내면의 불유쾌한 감정과 생각들을 끌어
내면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Kim, Jang, Kim & Kim, 2012). 내담자가
모래를 만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상해나갈 때, 내담자는 치유와 통합의 경험을 하며
(Weinrib, 2004), 내담자가 선택하여 배치하는 상징물들은 내담자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물
리적인 매체인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도록 돕는다(Lee & Park, 2010). 모래놀이치
료 장면에서 상담자는 치료적 관계 속에서 내담자를 수용함으로써 모성(mothering)을 경험
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Weinberg, 2010).
내담자는 의식수준의 자기(ego)와 무의식적인 수준의 그림자(shadow)를 통합하는 개성화
(individuation) 과정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자기(Self)와 접촉하여 삶의 여정을 지속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Green, 2009).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정한 내담자는 자
기(Self)가 외부세상에서 잘 해내는 자아(ego)의 능력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모래놀이를 통하여 긍정적인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재창조를 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Green, 2009). 이렇듯 자기탐색적인 모래놀이치료는 내담자의 자기개념 수준을 증진시키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돕는다(Kim & Kim, 2011). 모래놀이치료에서 내담자가 경
험하는 수용성, 긍정적 에너지, 심리적인 안정감은 내담자의 자기수용과 자기통합, 새로운
시각 경험 및 긍정적 정서경험과 긍정적인 자기인식 등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도록 도움으
로써 주관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래놀이치료가 대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모래놀이치료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즉,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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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수용, 그리고 긍정적 사고의 수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자기탐색 프로그램과 그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경험하는 심리적 안녕감 즉, 지각된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수용, 그리고
긍정적 사고 변인들 간 상관은 어떠한가?
둘째, 자기탐색 프로그램은 지각된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수용, 그리고 긍정적 사고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가?
셋째,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지각된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수용감, 그리고 긍정적
사고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 대학교 재학생으로 모래놀이치료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보
인 9명과 자기탐색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1명으로 총 20명이다. 모래놀이치료 프
로그램에 참여의사를 보인 피험자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기를 원하였고 상기 프로그
램이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확인한 후 참가하였다. 자기탐색프로그램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자기탐색과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역시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됨을 확인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각 집단의 피험자들은 전체 프
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과 종료된 후,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수용, 긍정적 사고 등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2. 연구도구

측정도구
(1) 주관적 안녕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에 대한 연구는 Diener(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
해 Han and Pyo (2002) 이 개발한 주관적 안녕척도를 사용하였다. 주관적안녕 척도는 삶에
대한 만족도(주관적 안녕인지) 8문항과 긍정적인 정서 경험(주관적 안녕 정서) 10문항,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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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3～+3까지의 7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에 대하
여 1점, +3에 대하여 7점을 부여하여 양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Cronbach α 계
수는 .91 과 .92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안녕 전체 Cronbach α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18

심리적 수용
본 연구에서는Bond and Bunce(2000, 2003)가 개발한 AAQ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문항과 Hayes, Follette, and Linehan (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Kim and Kim(2008)이 개
발한 심리적 수용검사(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비판단적 노출, 장기목표행동,
단기목표행동 등 총 12문항의 7점 Likert식 척도로 –3～3까지의 점수범위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3에 대하여 1점, +3에 대하여 7점을 부여하여 양수로 변환하여 분석
하였다. 심리적 수용척도의 전체 Cronbach α 계수는 .70으로 나타났다.
(2)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 척도는 Kim, Oh, Suh, Oh, and Jung (2006)이 긍정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하
여 개발한 척도로 긍정적 사고와 관련된 기존의 척도들을 수집하여 요인분석 후 최종 1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Cronbach α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1)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내담자들은 첫 회기를 시작
하는 시점에서 상담자로부터 ‘모래상자에 마음 내키는 대로 원하는 장면을 구성할 수 있
다’는 설명만을 전달받았다. 이후, 내담자들은 자유롭게 매체를 활용하여 모래상자를 구성
하였으며, 모래상자를 구성한 후 떠오르는 심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였고, 상담자는 경
청, 공감, 반영만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모래놀이구성과 그에 대한 내담자의 심상을 수용하
였다. 상담자는 매회기 종료 시에 모래상자에서 나타난 내용과 상징들을 내담자들이 정리
하고 회기 내에서 스스로 통찰한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회기는 매주 1회기씩
총 10회기 동안 진행되었다.
2)

자기탐색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탐색 프로그램은 Kim, Park, Kim, and Kim (2007) 을 참고로 하
여, 총 10회기 동안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심리적 안녕의
개념, 성격 특징과 자기실현의 의미, 자기존중감 이해 및 탐색, 자아정체감 이해 및 탐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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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이해 및 탐색, 유능성과 자존감, 위기와 상실에 대한 대처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삶의 의미와 가치 탐색, 이성교제와 결혼, 건강한 삶의 유지에 필요한 요인들. 상담자는 내
담자가 자기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각 회기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경험하도록 촉
진하는 교수자(instructor)의 역할을 하였으며, 매 회기 내담자들이 내면의 자기와 자동적 사
고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고 스스로 정리한 후 제출하도록 하였다.
3. 자료처리

변인들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r을 산출하였다. 두 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Levene의 등분산검증을 하였고, 프로그램 실시 후 각 변인들에 대한 내담자들
의 지각된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들은 SPSS
WIN. v.20으로 분석되었다.

Ⅲ. 결과 및 해석
1. 대학생이 지각한 주관적 안녕, 심리적 수용감, 긍정적 사고 간의 상관

주관적 안녕과 심리적 수용, 그리고 긍정적사고와 관련한 구성요소 및 전체 변인들 간
의 상관관계는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모래놀이치료 혹은 자기탐색 프로그램 유형은 주관적 안녕의 삶의 만족도(r=-.312, p<
.05), 심리적 수용의 단기목표행동(r=-.497, p<.001), 장기목표행동(r=-.531, p<.001 ), 그리고
심리수용 전체(r=-.399, p<.01)와 상관을 보였다.
피험자들의 성별은 주관적 안녕 변인 중 삶의 만족도(r=-.405 p<.01)와 주관적 안녕 전
체변인(r=-.370, p<.05)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
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 전체 요인의 경우 심리적 수용의 비판단적 노출과 단기목표행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심리적 안녕 관련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주관적 안녕 전체는 성
별(r=-.370, p<.05)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r=.847, p<.001), 긍정적 정서경
험(r=.957, p<.001), 심리적 수용의 장기목표행동(r=.537, p<.001), 심리적 수용 전체(r=.458,
p<.01), 그리고 긍정적 사고의 주관적 만족(r=.687, p<.001), 목표추구(r=.550, p<.001), 긍정
적 사고 전체 요인(r=.698, p<.0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관적 안녕의 하위변인인
삶의 만족도는 심리수용 영역에서 비판단적 노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심리적 안녕 관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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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ant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1
1. Program typ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acceptance

Positive
thinking

2

3

4

5

6

7

9

10

11

.000

3. Sex

.034

.000

4. Satisfaction with life

*

-.312

.126

-.405**

5.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

-.092

.140

-.301

.657***

6. Entire variables

-.182

.151

-.370*

.847*** .957***

7. Value-free exposure

.064

.018

-.194

.181

.244

.241

-.186

*

.140

.241

***

-.497

.089

.376

-.531

.057

-.164

.540

.471

.537

.334*

10. Entire variables

-.399**

.067

-.235

.478***

.393**

.458**

.678*** .732*** .879***

11. Subjective satisfaction

-.016

.087

-.235

.656*** .619*** .687***

.475**

.416**

.605*** .662***

12. Goal pursuit

-.139

.133

-.138

.546*** .483*** .550***

.289

.452**

.739*** .651*** .646***

13. Entire variables

-.064

.112

-.220

***

***

.674

**

***

.624

***

.122

***

9. Long-term purposive behavior

12

1

2. Session

8. Short-term purposive behavior

8

***

.698

**

.448

.681***

**

.467

.710*** .718*** .958*** .838***

***p<.01, **p<.01, *p<.05

인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삶의 만족도는 프로그램 유형(r=-.312 p<.05), 성별(r=-.405,
p<.01)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적 정서경험(r=.657, p<.001), 주관적 안녕
전체(r=.847, p<.001), 심리적 수용의 단기목표행동(r=.376, p<.05), 장기목표행동(r=.540,
p<.001), 심리적 수용 전체요인(r=.478, p<.001), 긍정적 사고의 주관적 만족(r=.656,
p<.001), 목표추구(r=.546, p<.001), 긍정적 사고 전체(r=.674, p<.001)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
관을 보였다. 또 다른 하위변인인 긍정적 정서경험은 심리적 수용의 비판단적 노출과 단기
목표행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인들 즉, 주관적 안녕의 삶 만족도(r=.657, p<.001), 주관적
안녕 전체(r=.957, p<.001), 심리적 수용의 장기목표행동(r=.471, p<.01)과 심리적 수용 전체
변인(r=.393, p<.01), 긍정적 사고의 주관적 만족(r=.619, p<.001), 목표추구(r=.483 p<.001),
긍정적 사고 전체(r=.624, p<.001) 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심리적 수용 전체 변인은 대부분의 심리적 안녕 관련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프
로그램 유형(r=-.399, p<.01), 주관적 안녕의 하위변인인 삶 만족도(r=.478, p<.001), 긍정적
정서경험(r=.393, p<.01), 주관적 안녕 전체(r=.458, p<.01), 심리적 수용의 하위요인인 비판
단적 노출(r=.678, p<.001), 단기목표행동(r=.732, p<.001), 장기목표행동(r=.879, p<.001), 그
리고 긍정적 사고의 주관적 만족(r=.662, p<.001), 목표추구(r=.651, p<.001), 긍정적 사고
전체(r=.718, p<.001)와 유의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수용의 비판단적
노출은 장기목표행동(r=.334, p<.05), 심리적 수용 전체(r=.678, p<.001), 긍정적 사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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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만족(r=.475, p<.01), 긍정적 사고 전체(r=.448, p<.01) 등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심
리적 수용의 단기목표행동은 프로그램 유형(r=-.497, p<.001), 주관적 안녕의 삶 만족도
(r=.376, p<.05), 심리적 수용의 장기목표행동(r=.681, p<.001), 심리적 수용 전체(r=.732,
p<.001), 긍정적 사고의 주관적 만족(r=.416, p<.01), 목표추구(r=.452, p<.01), 긍정적 사고
전체(r=.467, p<.01)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수용의 장기목표행동
은 심리적 안녕 관련 변인들과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장기목표행동은 프로
그램 유형(r=-.531, p<.001), 주관적 안녕의 삶 만족도(r=.540, p<.001), 긍정적 정서경험
(r=.471, p<.01), 주관적 안녕 전체(r=.537, p<.001), 심리적 수용의 비판단적 노출(r=.334,
p<.05), 단기목표행동(r=.681, p<.001), 심리수용전체(r=.732, p<.001), 긍정적 사고의 주관적
만족(r=.416 p<.01), 목표추구(r=.452, p<.001), 긍정적 사고 전체(r=.467, p<.001)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긍정적 사고 전체 변인 역시 심리적 안녕 관련 변인들과 다음과 같이 유의한 상관을 지
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의 삶 만족도(r=.674, p<.001), 긍정적 정서경험(r=.624,
p<.001), 주관적 안녕 전체(r=.698, p<.001), 심리적 수용의 하위 변인인 비판단노출(r=.448,
p<.01), 단기목표행동(r=.467, p<.01), 장기목표행동(r=.710, p<.001), 심리수용전체(r=.718,
p<.001), 긍정적 사고의 주관적 만족(r=.958, p<.001), 목표추구(r=.838, p<.001). 긍정적 사
고의 하위변인인 주관적 만족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심리적 안녕 관련변인들과 보여 주관
적 안녕의 삶 만족도(r=.656, p<.001), 긍정적 정서경험(r=.619, p<.001), 주관적 안녕 전체
(r=.687, p<.001), 심리적 수용의 하위변인 비판단적 노출(r=.475, p<.01), 단기목표행동
(r=.416, p<.01), 장기목표행동(r=.605, p<.001), 심리적 수용 전체(r=.662, p<.001), 긍정적
사고의 목표추구(r=.646, p<.001) 및 긍정적 사고 전체(r=.958,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다. 긍정적 사고의 하위변인인 목표추구는 심리수용의 비판단적 노출을 제외한 대
부분의 심리적 안녕 관련 변인들과 상관을 보여, 주관적 안녕의 삶 만족도(r=.546, p<.001),
긍정적 정서경험(r=.483, p<.001), 주관적 안녕 전체(r=.550, p<.001), 심리적 수용의 단기목
표행동(r=.452, p<.01), 장기목표행동(r=.739, p<.001), 심리적 수용 전체(r=.651, p<.001), 긍
정적 사고의 주관적 만족(r=.646, p<.001), 긍정적 사고 전체(r=.838, p<.001)와 유의미한 관
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전체 요인으로 보았을 때 심리적 안녕 관련 변인들 모두 상관
을 지니고 있었다.
주관적 안녕의 하위변인인 삶의 만족도, 심리적 수용의 단기목표행동, 장기목표행동과
심리적 수용 전체 변인은 프로그램의 유형과 상관을 보였으며, 모래놀이치료 참여 피험자
들이 자기탐색 참여 피험자들보다 심리적 수용의 하위변인인 단기목표행동, 장기목표행동
과 심리적 수용 전체 수준에서 더 낮게 평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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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안녕의 하위 변인인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수용의 단기목표행동은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상관을 보이면서 주관적 안녕의
다른 척도와는 큰 상관을 나타내지 않고 심리적 수용의 장기 목표행동과 심리적 수용 전
체, 그리고 긍정적 사고와 높은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목표행동은 심
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변인과 높은 상관을 보여, 장기목표행동이 심리적 안
녕감과 좀 더 높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심리적 수용 전체 변인은 프로
그램 유형과 대부분의 심리적 안녕 관련 변인들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 사고 관련 변인들은 심리적 수용의 비판단적 노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심리적 안
녕 관련 변인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2. 자기탐색 프로그램 실시 후 나타난 지각된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수용, 긍정적 사고 변인에
서의 차이

에서 이미 예측되었듯이 Table 2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전 두 집단에서 나타난 차
이가 심리적 수용의 단기목표행동(t=3.74, p<.01), 장기목표행동(t=3.06, p<.01), 그리고 심리
적 수용의 전체 변인(t=2.50, p<.05)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1

Table 2.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appeared in pretests

Satisfaction with life
Subjective
well-being

Self-exploration group

Sandplay therapy group

Levene’s equal

(N=11)

(N=9)

variance test

M

SD

M

SD

F

7.00

5.65

1.56

6.04

.23

t

2.08
*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

9.55

14.25

4.78

7.12

5.47

.91

Entire variables

16.55

18.06

6.33

12.45

2.22

1.44

*

Value-free exposure

17.27

6.52

16.44

1.88

6.63

.37

Psychological

Short-term purposive behavior

13.45

2.80

9.56

1.51

3.40

3.74**

acceptance

Long-term purposive behavior

20.00

4.49

14.78

2.68

4.09

3.06**

Entire variables

50.73

10.91

40.78

5.24

4.03

2.50*

Subjective satisfaction

47.00

7.01

44.22

5.67

.79

.96

Goal pursuit

18.45

3.56

17.22

3.70

.12

.76

Entire variables

65.45

9.62

61.44

8.75

.60

.97

Positive
thinking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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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기탐색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한 결과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 Results of tests of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levels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lated
variables in the self-exploration group: before and after implementing the program

Before (N=11)

After (N=11)

M

SD

M

SD

Satisfaction with life

7.00

5.65

6.64

4.52

.20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

9.55

14.25

9.73

9.69

-.04

Entire variables under subjective well-being

16.55

18.06

16.36

13.26

.03

Value-free exposure

17.27

6.52

16.18

4.81

.73

Psychological

Short-term purposive behavior

13.45

2.80

13.27

3.66

.24

acceptance

Long-term purposive behavior

20.00

4.49

20.00

4.69

.00

Entire variables under psychological acceptance

50.73

10.91

49.45

9.65

.53

Subjective satisfaction

47.00

7.01

45.73

5.66

1.17

Goal pursuit

18.45

3.56

19.00

2.79

-.97

Entire variables under positive thinking

65.45

9.61

64.73

7.32

.45

t

Subjective
well-being

Positive
thinking

의 결과에 의하면, 자기탐색 프로그램 실시 후 내담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의 각
하위 변인들, 심리적 수용감의 각 하위 변인들, 그리고 긍정적 사고의 각 하위 변인들에
대한 지각된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자기탐색 프로그램은 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내담자들이 지각한 주관적 안녕,
심리적 수용, 긍정적 사고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3.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나타난 지각된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수용, 긍정적 사고 변
인에서의 차이

의 결과에 의하면,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내담자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주관적 안녕의 하위 변인들인 삶의 만족도(t=-3.28, p<.01), 긍정적 정서경험(t=-3.58,
p<.01), 주관적 안녕 전체(t=-4.05,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심리적 수용의 하위변인인 비판단 노출(t=-3.02, p<.05)과 심리적 수용 전체(t=-2.72,
p<.05)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긍정적 사고의 하위변인인 목표추구(t=-2.63,
p<.05)와 긍정적 사고 전체(t=-2.34, p<.05)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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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tests of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levels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lated
variabl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in the sand play therapy group

Before

After
t

M

SD

M

SD

Satisfaction with life

1.56

6.04

5.11

5.49

-3.28**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

4.78

7.12

10.78

7.56

-3.58**

Entire variables under subjective well-being

6.33

12.45

16.11

12.12

-4.05**

Value-free exposure

16.44

1.87

18.11

1.45

-3.02*

Psychological

Short-term purposive behavior

9.56

1.51

11.00

2.39

-1.73

acceptance

Long-term purposive behavior

14.78

2.68

15.89

2.85

-1.97

Entire variables under psychological acceptance

40.78

5.24

45.00

6.00

-2.72*

Subjective satisfaction

44.22

5.67

48.11

6.37

-2.03

Goal pursuit

17.22

3.70

18.44

3.13

-2.63*

Entire variables under positive thinking

61.44

8.74

66.56

9.20

-2.34*

Subjective
well-being

Positive
thinking
**

p<.01, *p<.05

요약하면,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내담자들은 심리적 수용의 단기․장기 목표
행동과 긍정적 사고의 주관적 만족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심리적 안녕 관련 변인들의 지각
된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Ⅳ. 논의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모래놀이치료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기초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주관적 안녕, 심리적 수용, 긍정적 사고 등의 심리적 안녕 관련
변인들은 전체적으로 상호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심리적 안녕감 관련 선행연구들
(Kim & Lim, 2012; Ryff, 199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주관적인 안녕의 하위 변인인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을 포함하여 기타 다른 변인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심리적 안녕감 관련 변인들에 대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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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게 더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여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행복 및 자아존중감 수준에 차이가 없다(Lee & Lee, 2006)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
으나, 남자 대학생에 비해 여자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의미있게 낮게 나타난 결
과(Kim & Lee, 2011)와는 일치한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남성이라는 집단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다(Hong, 2001)고 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 정서
적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에서 그 설명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남학생에 비해 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
하고(Kring & Gordon, 1998; Gross & John, 1995) 정서적 표현에서 내적 갈등의 수준이 상대
적으로 더 높은데(Jang & Kim, 2008; King & Emmons, 1990), 이러한 양가적인 갈등은 심리
적 부적응과 연결된다(Park, Kim, Hyun & Yu, 2008; Lee, Min, Hwang & Han, 1997). 즉, 같
은 상황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민감하게 정서적인 동요를 일으켜 많은 갈등을 하고,
그러한 정서적 갈등이 여학생들의 내면에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을 일으켜(Jeon & Oh, 2011)
심리적 안녕감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심
리적 안녕감 변인들에서 일관되게 여학생들의 지각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결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관적 안녕의 하위변인인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수용의 하위 변인들은 프로그램의 유
형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즉,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참여 피험자들이 자기탐색 프로
그램 참여 피험자들보다 의미있게 더 낮은 평정을 하고 있으며,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 심
리적 수용의 하위변인인 비판단적 노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심리적 안녕 관련 변인들에서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참가 내담자들의 평정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내담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동기가 상기 하위변인들에서 나타나는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한 요인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수용의 수준은 분노나 우울, 정신건강과 타인수용 등 심리적 안녕감 수준과 관련된
다(You & Kwon, 2011; Lee, 2009; Im & Chang, 2012). 따라서본 연구에서 모래놀이치료 프로
그램에 참가한 내담자들의 심리적 수용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자기탐색 프로
그램에 참가한 내담자들보다 정신건강에서 더 열악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들은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며,
회피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새로운 장면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많고, 과도하게 완벽주
의와 안전을 고집하면서 위축되어 있고,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보며 쉽게 지치고 피곤해한
다(Min, Oh, & Lee, 2007).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 기억, 신체적 감각 등 내적인 사건의
- 13 -

Symbols and Sandplay Therapy, Vol.3 No.2.

특정 형태나 빈도, 상황 등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험회피의 과정은 그 개인에게 심리
적 고통을 야기한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hal, 1996). 그러나 부적응적인 역
기능에서 벗어나 도움을 얻으려 할 때 이들은 그런 부적응적인 상황을 노출하고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직접적인 회상이나 언어적 표현 과정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고통과 해결에 대한
욕구라는 개인의 양가적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은유이다. 은유는 간접적이고 비
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므로 내담자의 자존감이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아 덜 위협적인 방
법이 된다(Jeong, 2007). 상징 매체를 사용하는 모래놀이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언어적 의사
소통 없이도 각 개인을 보호하는 관계 속에서 개인의 내적․외적 상황을 시각적 은유와
상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사소통의 매체(Kim, 2011)가 된다. 더욱이 ‘자기탐색’과 ‘모래놀
이’라는 용어가 내담자들에게 지니는 이미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작용하여, 자기를 탐색해
야한다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자기탐색 프로그램’보다 놀이라는 호기심을 지니게 하는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내담자들의 회피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선택하도록 동기를 유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내담자들의 상
당수는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꺼내놓지 않아도 될 것 같
아서’ 등의 내용을 첫 회기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내담자들의 태도는 심리적 안녕감 변인들과 상당히 상관이 높은 심리적 수용의
장기목표행동이나 단기목표행동, 삶의 만족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심리적 수용의 비판단적 노출은 심리적 수용과 주관적
안녕, 긍정적 사고 등과 함께 그 지각된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Im & Chang, 2012), 정신건강 수준이 상대적으로 빈약할 때, 자기수용이라는
맥락에서 심리적 수용에서의 비판단적 노출이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판단적인 노출은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목표로서 개인의 정신건강 지표
가 될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Germer, 2005)과 관련된다.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내담자들
에게 심리적 유연성은 체험회피 시도와 반대되는 노력인 적극적 수용을 통하여 달성되며,
이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경험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체험하는
것을 뜻한다(Germer, 2005). 적극적 수용의 수준이 높아질 때 심리적 고통의 수준이 낮아지
고,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Kim & Son, 2012) 본 연구에서 나타난 비판단
적 노출의 수준과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참가 집단의 내담자들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정적 상관을 지니며 높아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즉, 자기수용의 한 부분으로서
심리적인 경험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주관
적인 안녕감과 긍정적인 사고의 높은 수준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
- 14 -

이승희․윤호열 / 모래놀이치료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반면, 심리적 수용의 장기목표행동은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나 긍정적 정서경험을 포함
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대부분의 변인들에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장기목표행
동이 심리적 안녕감과 좀 더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모래놀이치료 프
로그램에 참가한 내담자들의 사전․사후 수준이 자기탐색 프로그램에 참가한 내담자들의
사전․사후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서도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목표추구와 성취에 관련된 자기효능감이나 유능성은 개인적인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으
로 작용한다(Kim et al, 2007). 단기적인 목표추구보다 다중적인 장기적인 목표추구는 더 높
은 수준의 동기와 자기조절력을 요구한다(Lee, 2011).
효과적인 자기조절은 자기효능감과 관련(Schunk & Zimmerman, 2007)되며, 자기효능감은
높은 수행(Ryou, Eom, & Choi 2010; Valentine, DuBois & Cooper, 2004)과 긍정적인 정서(So &
Kim, 2006; Thayer, Newman & McClain, 1994)에 연관된다. 특히 인지․정서․행동을 포괄하
는 자기조절의 영역 중 인지적 조절은 목표유형을 결정하며(Lee, 2011), 정서조절은 우울증
상과 전반적인 부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개선한다(Cho,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적 수용 수준이 빈약한 내담자들은 장기목표행동에서 자신의
유능성 향상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패의 회피 혹은 예방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다. 좌
절을 회피하고자 하는 예방목표는 긍정적인 측면인 향상목표보다 자기조절이나 그 성취수
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되며(Lee, 2011), 현재의 행동결과가 이후의 목표성
취에 직결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 성취에 대한 긍정적 정서수준은 강도가 크고 그
만큼 실패에 대한 부정적 정서수준의 강도도 크다(Shah & Kruglanski, 2002).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담자들의 심리적 수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들의 이러한 패턴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 수준을 감소시키면서 악 순환적으로 반복
될 것이다. 즉, 심리적 수용수준이 낮은 내담자들의 경우, 장기적인 목표행동의 실패를 회
피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즉각적인 행동결과의 성공과 실패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
응하고 좌절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
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통제력이나 자기조절력은 유능감과 적응
수준을 증진시키는 요인(Kim & Ha, 2011; Choi & Kim, 2011)이 된다.
한편, 긍정적 사고 관련 변인들은 심리적 수용의 비판단적 노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심
리적 안녕변인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 비
해 낙관적인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와 높은 수준의 성취동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하
여 높은 성취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Taylor & Brown, 1988).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사고에서의 주관적 만족, 심리적 수
용에서의 장기목표행동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수용, 긍정적 사고라는 세 가지 큰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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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안녕의 삶의 만족
도와 가장 큰 상관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 정서경험, 주관적 만족도, 목표추구, 장기적 목표
추구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즉,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은 목표추구-장기목표행동과
그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경험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 긍정적 정서경험이 주관적 안녕감 전체 요인과 매우 높은 밀접한
상관을 지니고 있고,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만족, 긍정적 사고 전체 요인과 높은 상관을
지닌다는 것은 개인이 지닌 주관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이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삶 속에서 각 개인의 주관적인 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각 개인과 삶의
사건들에 대한 기대와 그에 대한 만족 수준이 긍정적인 자기유능감과 행복감을 경험하도
록 한다는 선행연구들(Kim & Lee, 2011; Lyubomirsky, 2001)을 지지한다.
따라서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점과 취약점을 지닌 존재로서의 자기를 수용함으로써
현실적인 기대 속에서 긍정적인 자기상을 내면화하고, 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각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
인 요소가 된다.
둘째, 자기탐색 프로그램은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변인들인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수용,
그리고 긍정적 사고 등에 대한 내담자들의 지각된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
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탐색 프로그램은 일상의 에피소드 속에서 경험하는 자동적 사
고를 체계적으로 검색하면서 내담자 스스로 내면의 욕구와 자기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매
회기 과제가 제시되었고, 각 회기는 청년기인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되
었다. 그러나, 내담자의 인지 재구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서 경험적인 프로그램과 달
리 그 효과성에 대한 내담자들의 지각수준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
으로 본 연구결과는, 인지만을 다룬 접근법보다는 인지-행동적인 기법이 병용되었을 때 프
로그램의 효과가 더 크고(Park, 1999), 경험적인 프로그램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Lee,
2007)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물들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결과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심리적 수용의 단기․장기 목표행동
과 긍정적 사고의 주관적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심리적 안녕 관련 변인들에서 프로그램
종료 후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주관적 안녕의 모든 하위 변인들에서 꽤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리적 수용 전체 변인과 긍정적 사고의 변인들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정서경험과 심리수용에서의 비판단적 노출, 그리고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 긍정적 사고에서의 주관적 만족도 등은 자기탐색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수
준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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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이전에 비해 목표를 긍정적으로 추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
게 되었으며, 상황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회피하기보다는 더 많이 수용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심리적인 수용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삶에 대한 만족
도가 높아지고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예전보다 많이 하게 되어 주관적인 안녕감을 더 높게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모래놀이치료는 직접적인 언어로 내담자의 문제를 드러내기보다 은유적인 시각적 상징
매체를 사용하여 회기가 진행된다. 내담자가 자신의 은유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와 지각을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변화가 생기는데 이러한 은유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효과를 지니며 동시에 상담자의 개입
없이도 내담자가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의 잠재성을 통찰함으로써 가장 도움이 되는 치유
의 방식이다(Erikson, Lee, 2012, p.146). 내담자와 은유 사이에서 발생하는 과정은 내담자가
떠올린 주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당면한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얻은 내담자 자신의 자각과 내담자가 사용하는 상징적 은유가 연관성을 가질 때 치유적인
효용성이 높아진다(Lee, 2012).
모래놀이치료는 과거의 재경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기 모습의 탐색 및 확인과 표
현, 감정이나 문제에 대한 직면 등의 치료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Song & Kim, 2010) 시각
적 은유라는 간접적인 통로를 거쳐 내담자의 자기수용을 촉진함으로써 자기통합이라는 개
성화과정을 이루게 된다.
본 연구에서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심리적 수용에 대한 지각수준
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를 원했다.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이들
의 심리적 수용의 비판단적 노출과 심리적 수용 전체변인에서의 지각수준이 높아지고 주
관적 안녕 요인들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아진 것 등은 수용을 통한 심리적 유연성의 회복
(Germer, 2005)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래놀이치료가 지닌 치유적인 효과성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라 할 수 있다.
자기탐색에 대한 자유로운 심상을 허용하고, 개인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경험을 물
리적인 공간 속에 구체적인 은유매체로 배치하는 모래놀이의 과정은 내담자에게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주는 언어적․경험적 요소와 은유된 이미지라는 시각적 요소를 더한 치료
적 요인을 제공하므로 보다 각인된 통찰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이상의 결과들은 모래놀이치료가 심리적 안녕감과 적응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
인 접근법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몇 가지
- 17 -

Symbols and Sandplay Therapy, Vol.3 No.2.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 효과와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의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후의 연
구에서는 각 집단별 충분한 내담자 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두 집단의 변인
들에 대해 초기 평정수준을 통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타당한 수준으로 반복하여
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담자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수용, 긍정적 사고 등은 모두 자기실현과 관
련된 내용이며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주제이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을 한 축으로
측정하기는 했으나, 심리적 안녕감의 부재가 곧 심리적 부적응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담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큰 영향력을 지니는 심리적 수용과 관련하여 내담자들의
내면의 ‘자기’와 관련된 자료와 심리적 부적응의 지표가 함께 조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기탐색 프로그램과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
하기 위해 양적인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자기탐색과 모래놀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징
상, 추후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질적인 자료도 함께 활용되어 보다 구체적인
연구 자료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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