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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상황에 판놀이 상담이 대학생의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Pan Play Counseling in the Midst of COVID-19 on the 
Reduction of Anxiety in College Students

김경희

 Kyung Hee Kim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판놀이 상담을 실시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생의 불안감소

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담은 주 1회 40분 실시하였다. 매회기 참여자의 연상을 기록하였다. 참여자의

사전과 사후의 불안검사결과는 감소하였다. 이는 판놀이 상담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는 것이다. 사례분석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한 구조 결정은 퇴행, 표출, 분화, 통합의 순이었다. 사례분석의 결과에서 참여자

들은 초기 단계에 만남을 통해 혼란을 느끼며 무의식으로 퇴행한다. 표출구조에서 분출하지 못했던 부정의 감정들이

의식으로 나타나고 이를 참여자들이 각성한다. 참여자들은 두려움, 불안, 외로움, 화, 짜증 등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였

다. 무의식의 의식화는 자아의 변화를 일으킨다. 분화구조에서 대극이 등장하면서 자아가 분별력을 갖는다. 즉 자신감

을 얻게 하는 것이다. 상담의 목표인 자아의 강화가 이루어져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깨달아 가는 것이다.

마지막 구조인 통합에서 결혼식, 아기, 노현자 등이 등장하여 전체성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

과에서 판놀이 상담의 치유 효과가 검증되었다. 본연구는 한국문화를 내포한 한국의 상담기법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어 : 코로나 19, 한국문화, 판놀이, 상담, 불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pan play counseling that contains Korean cultural 
characteristics to see if it affects college students’ anxiety reduction in coronavirus situations. Counseling was 
conducted for 40 minutes once a week. The associations of participants were recorded for each session. The 
score of anxiety test decreased in the participants’ pre-and post-anxiety tests. The effectiveness of pan play 
counseling was verified. Case analysis applied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Structural decisions through 
case analysis were in the order of regression, expression,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n the results of case 
analysis, participants feel confused through encounters in the early stages and regress unconsciously. Emotions of 
negativity that could not be erupted in the expression structure appear as consciousness, and the participants 
awaken. Participants expressed emotions such as fear, anxiety, loneliness, anger, and irritation. Consciousness of 
the unconscious causes a transformation of ego. The ego gains discernment as the great drama emerges from the 
differentiated structure. In other words, it builds confidence. The goal of counseling is to reinforce the ego, 
realizing the potential to overcome anxiety. In the last integration’s structure, a wedding, a baby, and a old wise 
man appeared, showing that a transformation took place.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verified that pan 
play counseling has a healing effect.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Korean 
counseling techniques that incorporate Kore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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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 사태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에 따라 뉴스, 인터

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안전 안내 문자가 일상이 되었다[1].

서울신문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불안 우울해”라는 제

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3월

22-23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20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설문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 19로

인해 불안, 우울하다는 응답 비율이 55.8%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전국 15세 이상 1500명을

조사했을 때 나타난 47.5%보다 악화된 수치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 격리, 불안, 우

울감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캠페인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 대학은 코로나 19 상황

으로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상호 간의 만남이

불확실해지고 얼굴의 반을 마스크로 가리고 대화하는

상황이 되었다. 인간은 위협과 위험을 감지하는 특정

한 상황에서 두려움, 긴장감 등의 부정적인 형태의 심

리적 반응으로 불안을 느낀다. 코로나 19 상황은 취업

등 미래가 불확실한 대학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

다.

불안은 대부분의 사람이 일생동안 적어도 한 번 이

상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증상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불안이 심해서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 삶의 질을 심각한 정도로 떨

어뜨릴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으로 “혼자 그냥 참는다, 물질을 섭취한다, 대화한다,

운동한다” 등이 40% 정도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15%라고 한다[3]. 심리치료나 상담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적 지원을 구하지 않는 서

비스 공백(Service Gap)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상담서비스

를 재이용할 가능성이 크다[4]. 상담에 대한 좋은 경험

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다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은 또래에게 상담의 긍정적인 면

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정보화 사회로 변화됨으로써 상

담은 급속도로 우리 생활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그

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특히 가치관 형성에 절대

적인 영향을 주는 문화는 지역마다 다르다. 동양 문화

권의 내담자들에게 서양인들에게 적합한 상담접근법을

여과 없이 실시할 경우에는 문화적 주체성에 대한 문

제뿐 만 아니라 상담 효과에도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5]. 문화적 요인이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자의 전

문성, 그리고 상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재요인으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

려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세계’로 지칭되는 일상의 세

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인간의 인식이 자연현

상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내릴 수 없을 때 의존하는

것은 경험의 축적에 의한 심리,문화적 해석이다[6]. 인

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소속해 있는 그 사회의 문화적

구성체이기 때문에 각 문화권의 독특한 환경을 떠나서

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

정에서 그 사회문화의 특성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

을 미친다[7]. 이러한 점에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민

속학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판을 활용해보고자 하는 것

이다.

민속현장에는 이야기판과 소리판, 춤판, 씨름판을

비롯하여 술판, 노름판, 싸움판, 난장판까지 이루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한 갈래의 판이 있다. 새로

판을 벌이는가 하면 있는 판을 엎어버리고 새 판을 만

들기도 한다. 판을 짜거나 치기도 하고 판을 물리기도

한다. 우리의 공연예술에서 마당과 같은 의미로 쓰이

는 “판”은 내용 없는 빈 공간이 아니라 일정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연행이며, 고정적 공간이 아니라 역동적

공간이다[8]. 판문화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생성되어

일정하게 지속되었다가 마무리가 되면 소멸되는 시공

간적 연행 개념이다. 그러므로 판으로서 장의 개념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시간적 공간개념이다. 판은 장소

적 의미와 놀이적 예술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치유

의 장으로서 판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판은 행위 주

체의 연행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하며 콘텍스

트로 인해 끊임없이 진화된다. 일정한 공간의 판으로

서 틀은 주어져 있지만 주체들의 판 엮음이나 판새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다. 결국 주체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세계관, 현실 인식

등에 따라서 자유롭게 판을 만들 수 있다. 판은 주어진

삶의 공간이 아니라 주체가 일정한 목적으로 행위하는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2, pp.317-324, May 31,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19 -

삶의 구체적 실천 양식이다. 공간 속에는 잊지 못할 기

억들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응집되어 있다. 그리

하여 공간은 기억을 넘어서는 것의 기억이 된다[9].

심리학의 연구에는 제3의 공간(the third area)이라

는 개념으로 분석가와 내담자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있다. 특히, 융 심리학에서는 분석가와 내

담자 간의 공간을 더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원형적

이미지(Archetype Images)를 사용하였다. 융은 제3의

공간에서의 변형(transformation)을 설명하는데 연금술

적 상징이 최적의 자료라고 생각하였다[10]. 판놀이 상

담은 판의 공간에서 치료자와 내담자가 상호교류한다.

이러한 공간은 분석가와 내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

간으로서 두 사람의 주관적인 차원과 객관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이다. 이것은 분석가와 내담자의

의식적인 차원, 무의식적인 차원 모두에서 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과정들을 포함하고 변형의 과정도 포

함된다[11]. 즉, 판놀이 상담은 의식, 무의식, 주관적,

객관적인 차원 등 각각 다른 다양한 차원의 경험을 분

석가와 내담자 사이에서 공유하며 최종적으로 변화를

이끄는 치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하고 사회적 거

리 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 불안의 정도를 점

검하고 그들의 정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해 한국문화를

반영한 판놀이 상담을 적용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판놀이 상담을 통한 한국적 상담기법이 내담자

의 심리 치유에 대한 효과성이 있음을 검증하여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상담방법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화상을 활용한 상담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

각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한국적 상담을 국제화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참여자 선정은 M 대학의 C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1

차로 사전 검사와 상담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7명이었

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전체 회기에 참여하고 사전 검

사와 사후검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료를 연구대상으

로 하였으며 결석이 한 번이라도 있는 참여자는 제외

하였다. 참여자의 불안은 BAI(Beck Anxie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12]. 이 척도는 불안의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 보고형 척도로 불안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을 포함하는 총 21개 문항

으로 4점 Likert scale로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

점 사이이다. 점수의 분포가 0-9는 정상불안, 10-19는

가벼운 불안, 20-29는 심한 불안 30점 이상은 극심한

불안으로 구분한다. 사전검사결과 본 연구 참여자들의

불안 정도는 12-24점의 범위에 있었다.

2. 연구설계

사례연구는 상황적 맥락 속에서 심층적이고 세부적

인 자료수집을 통해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내에서

관심 사례를 탐색하는 연구방법으로 무엇보다도 경계

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 있어 경계는 판

놀이 상담에서 자유연상에 따른 이야기이다. 본 연구

자는 판놀이 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실시하였다. 첫째, DACUM 방법의 하나

인 최초분석법으로 접근하였다. 코로나 상황의 상담연

구자료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

람이 부족할 때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분석을 실시

하는 방법이다. 이 최초 분석법에는 면접법, 관찰법, 체

험법, 설문법, 직업일지법, 중요사건법 등이 있다.[13].

참여자로 판놀이 상담을 원하는 학생 7명을 선정하고

사전에 불안검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개별적으

로 주1회 40분의 판놀이 상담에 참여하였다. 판놀이 상

담은 본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자유연상을 촉진하여

내담자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상담은 소품선택하기-

판에 소품을 놓기-소품을 보며 연상하기-소감나누기-

사진찍기-허물기 6단계로 진행하였다. 회기별로 참여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판놀이 상담은 2020년 9

월 부터 2020년 11월 까지 실시하였다. 판놀이 상담의

마지막 회기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전체 회

기에 참여하여 34개의 이야기기록이 있으며 사전 검사

와 사후 검사결과가 있는 4명을 본 연구분석의 포커스

그룹으로 결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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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판놀이 상담을 실시

하였다. 본 상담기법은 융분석가이면서 상담심리전문

가로서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과 교육, 훈련을 기본으

로 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1회기에 참여자는

사전 검사를 하고 동물이 들어있는 가방에서 무작위로

소품 하나를 선택한다. 상담자는 판을 준비한다. 편안

한 분위기를 갖는다. 소품을 보며 자유연상하면서 떠

오르는 것을 이야기한다.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자신

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관계이론가인 멜라니

클라인은 유아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자신의 내적 세계를 외적 대상에 쏟아 놓고 이

대상을 재 내면화시키는(또는 이 대상과의 관계를 계

속 유지하는) 판타지 과정이라고 하였다. 유아는 위험

스러운 내적인 불안을 덜고 통제하기 위해 그것을 외

면화시키고, 외부세계에서 그것을 바꾸어 버리려 한다.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라 불리는 이

과정은 판타지의 단계에서 용납되지 않는 자기의 일면

을 분할하여 –이때 분할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충

동만이 아니다– 다른 대상에게로 보낸 후 그것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계속하여 통제하려 한다[14]. 매

회기 상담자는 판을 준비하고 소품을 놓는 위치를 지

시한다. 공간의 변화는 매회기의 시작과 끝에 중앙을

경험한다. 회기는 소품의 위치에 따라 우측 위 - 좌측

위 – 우측 아래 – 좌측 아래 – 우측 위에서 좌측

아래 – 우측 아래에서 좌측 위 – 좌측 아래에서 우

측 위 – 좌측 위에서 우측 아래 – 먼 거리 – 가까

운 거리 – 편안한 곳 – 중앙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소품을 놓고

자유연상하며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한다. 전체 12회기

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회기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 포커스 그룹의 분석사례 대상은 총 34번의

판에 놓인 소품의 자유연상에 따른 이야기이다. 본 연

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인간 현상의 체험적 측면들을 위한 그리고 한

사람이 그가 살아온 것을 어떻게 실제로 경험해 왔는

지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되어왔다. 개인적인 의

미와 중요성, 심리학적 의미와 가치, 상징적 가치, 행동

이나 현상의 진짜 의미 등을 이해하고 발견하고자 하

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상학적 분석 절차는 첫째,

전체를 인식하기, 둘째 의미 단위 구분하기, 셋째, 심리

학적 표현으로 전환하기, 넷째, 통합과 재구성에 의한

구조 결정 등이다[15]. 사례연구의 구성 타당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다중사례를 자료원으로 사용하였다[16].

연구자와 판을 활용한 상담의 경험이 있는 상담전문가

가 사례의 심층분석을 함께 하였다. 내적 타당성을 확

보하기 위해 사례연구 주제에 적합한 설명하기, 사례

통합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외적 타당성을 높

이기 위해 다중사례분석을 통한 반복 분석 논리를 적

용하였다. 신뢰성의 검증은 전반적인 판놀이 상담의

참여자 반응기록을 문서로 만들어 신뢰성을 확보하였

다.

4. 연구자의 준비와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상담심리전문가이며, 융학파 정신분석

가 자격을 취득하여 임상 사례를 30년 이상 경험하였

다. 1992년부터 상담사로 활동하며 슈퍼바이져로서 슈

퍼바이지의 사례를 지도 분석해주고 있다. 판놀이 상

담은 연구자가 개발하여 10년 이상 임상에 적용해왔으

며, 융분석가와 상담전문가에게 상담방법으로 유효하

다는 구두의 확인받았다. 사례연구는 연구대상자에 대

한 비밀보장과 보호가 윤리적 기준으로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비밀로 할

것을 약속하고 사례의 연구발표에 대한 승낙을 얻었다.

Ⅲ. 연구결과

1. 참여자들의 불안점수 변화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코로나 19 상황에 불안을 경

험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판놀이 상담을 실시한 결과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사전검사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불안정도는 가벼운 불안이 3명이고 심한 불안이 1명이

었다. 판놀이 상담에 참여하여 종료하고 난 후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검사 시기에 따른 불

안점수를 비교한 결과, 상담에 참여한 후의 불안점수

가 참여하기 전의 점수보다 감소하였다. 또한 4명의

참여자들이 판놀이 상담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정상불

안 범주의 점수인 9 이하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판놀이 상담의 실험적 효과를 검증하는 결과이

다. 참여자의 수가 4명이라는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개별상담으로 진행된 다중사례의 효과라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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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불안의 사전, 사후 비교
Table 1. Pre and post comparison of anxiety

검사시기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전 16 12 13 24

사후 6 4 4 9

비교점수 10 8 9 15

2. 참여자들의 사례분석

1) 현상학적 방법에 따른 사례분석 구조결정

표 2에 보인 바와 같이 판놀이 상담을 실시하고 수

집한 자료의 현상학적인 분석에서 참여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발견하였다. 사례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분석에서 단계에 따른 구조를 결정하였다. 우선 두 사

람의 분석가가 전체 사례를 읽고 숙지한 다음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회기에 나타난 이야기의 주제

를 파악하여 모두 열거하였다. 그리고 하위요소로 축

약하고 퇴행, 표출, 분화, 통합의 구조를 정하였다. 융

의 분석심리에서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통찰이 개인

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된다고 한다. 융은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나의 삶은 그 자신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던 무의식

의 이야기이다.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 그 자신을 표출해 내고자 한다. 인간의 성격 역

시 그에게 주어져 있는 무의식적 조건들 속에서 벗어

나 그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며, 그 자신을 하나의

전체로서 체험하고자 한다”[17].

표 2. 사례의 현상학적 분석
Table 2.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case

전체를 인식하기(Sense of the whole)
판놀이의 수용, 내면의 자신과 만남, 분화와 통합의 반복,
무의식의 정서표출, 재탄생, 내적, 외적 세계의 통합
의미 단위 구분 심리학적 표현 구조 결정
치료자와의 관계
소품과 첫 만남

새로움의 혼란
동물의 호기심

퇴행; 무의식
가족의 그리움
숲, 나무, 자연 무의식 하강

무력함, 짜증, 화남
부모와의 관계
결핍된 욕구

투사
표출 : 부정적
감정 표현.부정적 감정

동일시
투쟁의 장면
죽음 대극적 요소 분화: 아군과

적군, 강한자와
약한자, 각성힘든 삶과 건강

외로움과 무기력
생명

아기의 연상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식 연상

탄생
노현자의 출현
결혼식

통합: 무의식의
의식화, 변형

2) 판놀이 상담사례의 구조분석

본 연구의 사례는 현상학적 방법에 따라 구성된 표

2.의 구조에 따라 제시하였다.

(1) 퇴행

본 연구에서 판놀이 상담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초

기 단계에 무의식으로 하강하여 퇴행을 통해 어린 시

절의 자신, 손상된 자신과 대면한다. 참여대상들은 판

과 소품선택에 대해 어색한 태도를 보였다. 처음하는

판놀이에 대한 호기심과 어색함을 표현한다. “ 이상하

다, 뭘하지, 이렇게 하면 되나요?”,“ 판 색깔이 왜 이래

요, 그냥 생각나는 거 말하면 돼요?” 얼굴은 재미있다

는 표정이다. 그냥 떠오르는 것을 말하면 된다고 하니

열심히 소품을 탐색하였다. 소품을 보며 인사하고 친

밀감을 가져보는 시간을 통해 “나 인 것 같아요, 하는

말을 하였다. 소품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다.

소품을 보며 5세 남아를 연상하고 집을 그리워한다.

어린 시절로 퇴행하는 무의식적 흐름을 보여준다. “15

세 여자아이예요, 나무와 풀이 있는 눅눅한 곳에 있어

요. 저녁밥을 찾고 있어요. 식욕이 엄청나요”“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요. 아이들과 잘 놀았어요.”라며

산과 숲을 연상하고, 과거 기억을 회상하면서 무의식

으로 하강한다. 참여자는 상담자에게 어린 아이스러운

목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부린다.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다. 무의식으로 퇴행이 일

어나면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표현한다. 상담자는

반영적 경청을 통해 의식화를 촉진한다.

무의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며 간섭한다. 이를 의식화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인

간은 개인의 삶에서 인간의 보편적 이념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성숙한 자아의 균형이 필요하다. 무의식의

의식화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

화하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의식과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 모두 통합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기로서

의 자신을 볼 수 있다고 한다.

(2) 표출

동물에 자신을 투사하고 동일시하면서 이야기하는

동안 찡그렸다, 웃었다 하며 표정의 변화를 보였다. 표

출구조에서 참여자는 무의식으로 퇴행하면서 어린 시



The Effect of Pan Play Counseling in the midst of Covid-19 on the Reduction of Anxiety in College Students

- 322 -

절의 기억과 정서를 이야기한다. “할아버지, 손자들, 가

족들이 오순도순…. 할아버지가 건강하면 좋겠어요. 언

젠가 이별의 시간이 오겠죠?” 하며 슬픈 기억을 표현

한다. 엄마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높다고 하며 시험

성적으로 엄마에게 꾸중 들었던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연상은 “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엄마가 자는

아이들에게 애정표현을 하고 있어요”라고 무의식의 보

상성이 나타난다. 융은 그림자를 의식화할 수 있는, 자

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기제가 바로 투사라고 한다. 투사는 주체가 자신

의 무의식적 내용을 대상에 넘겨 마치 그것이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무의식적, 자동적 정신과정이

다. 투사는 그 감정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끝난다[18]. “감기에 걸렸어요.

엄마가 해준 죽이 먹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사랑받고

싶은 요구를 표현한다. “캠프장이에요, 5살 남자아이예

요, 푸세식 변소예요, 화장실에서 소변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연상에서 대소변 훈련의 상징을 통해 자아의

형성을 보여준다. Freud는 항문기에 자아가 형성된다

고 하였다. 무의식의 분출하지 못한 정서들을 표현하

면서 표정에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로 친

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등에 불

만을 나타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였다.

많은 정서가 표출되면서 이야기의 내용에 발전이

있었다. 이는 무의식의 의식화를 위한 통로가 마련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의식이 의식의 자아와는 다

른 완전한 객체 정신을 갖고 있으므로 이는 상징을 통

해 의식화될 수 있다. 이를 개성화, 자기실현이라는 용

어로 표현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실현을 위해서는

무의식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동양철학에서

노자 사상의 빔, 비움으로 마음을 비우다의 철학적 의

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즉 무의식의 비움으로 깨달음

을 얻는 것이다. 무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

다. 우리의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나의

통제범위에 있지 않다. 내가 통제하고 조절하고 있다

는 것을 안다면 이는 더 이상 무의식이 아니며 의식인

것이다. 즉 자기실현은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 이루

어지는데 이는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는 것이다. 표출의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성찰

을 얻게 되면, 분출하지 못했던 부정의 감정들이 용솟

음쳐 오르게 된다. 본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두려움,

불안, 외로움, 화, 짜증 등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며 시

원함을 느꼈다. 막혔던 부분의 뚫림은 자아의 강화로

이끌어준다.

(3) 분화

판놀이 상담에는 다양한 상징이 포함되어 있다. 판,

소품, 공간 등이 대표적인 상징이다. 융은 상징을 의식

과 무의식, 현실과 비현실,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특성 등 인간 정신세계에서 대립적인 두 가

지 속성을 가진 요소의 중개자라고 말한다. 상징은 인

간 내면의 무의식적인 특성에 있는 내용을 이미지로

드러냄으로써 의식에 전달하려고 하며, 그 이미지를

통해 정신적인 내용들이 실재하게 한다. 상징은 의식

과 무의식을 이어주는 매개의 역할 뿐 아니라 무의식

의 정신적인 내용들을 의식에 이어주고, 궁극적으로

인간 정신에 존재하는 대극의 요소를 통합한다. 상징

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의미 속에 서로 대립되는 두가

지 요소를 지닌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 융은 이러한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요소가 서로 대극의 관계를 이루

고 있을 때, 초월적인 위치에서 무의식의 내용과 의식

의 내용을 통합시키는 능력을 정신의 초월기능이라 하

였다[19].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의 분출되지 못한 많은

것들은 무의식의 특성에 의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실수나 사건들에서 나타난다. 이전의 표출단계

에서 분출된 정서들로 인해 내면세계의 분화가 나타나

기 시작한다. 사례에서 참여자는 “ 노래방에서 친구들

이랑 노래 대결을 하고 있어요, 노래 부르고 싶어요”라

며 투쟁을 연상한다. 또한 “ 사냥꾼이 사냥감을 지켜보

고 있어요, 눈빛이 강렬해요, 야생동물의 눈빛이예요.

먹이는 닭이예요, 덤벼들 기세예요.”에서 약자와 강자

의 대극적 요소가 등장한다. “전쟁터예요. 폐허가 되었

어요, 혼자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있어요. 가족을

찾고 싶어요, 찾았으면 좋겠어요.” 강자와 약자의 투쟁

에서 혼자 남은 대상은 영웅이며 가족이라는 구성원에

통합되기를 희망한다. 전쟁터는 죽음을 상징한다. 죽음

은 자아와 무의식과의 대면에서 투쟁과 죽음으로 표현

하여 낡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한다. 낡은 자아의 죽음

은 새로운 자아의 재탄생을 위한 전조현상이다[20]. 대

극의 분화가 나타나면서 무의식의 의식화가 촉진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웅이 등장한다. 영웅은

자아를 상징한다. 자아의 등장은 의식에서 스스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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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이해하고 분별력을 가지며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자아

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분화가 일어나야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즉, 대극의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사냥꾼

과 먹잇감, 노래 대결, 전쟁터의 영웅, 동물들의 결투

등이 대극을 보여준다. 대극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영

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어느 한 편이 이기는 영웅

이기도 하고 전멸한 가운데 살아남는 영웅이기도 하다.

(4) 통합

상담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

인 모습을 인식함과 동시에 양극적 특성을 통합하여

새로운 자신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상징은 의식과

무의식 두 개의 실재 사이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그

둘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상징이 서로 반대되는

두 요소를 통합시키는 것은 상징이 가진 본디 특성 때

문이다. “시소, 그네, 모래가 있어요. 여자 친구와 함께

놀고 있어요. 난 얘랑 결혼할 꺼예요. 결혼식을 생각하

면 너무 즐거워요 “시소, 그네 등은 두 요소를 통합하

는 상징이다. 오름과 내림의 주기적인 변화라는 새로

운 의미를 표상하고 있다. 결혼식은 남자와 여자의 결

합을 의미한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결합, 즉 통합과 전

체성을 상징한다. 심리학적으로 재탄생을 의미한다. 재

탄생은 낡은 자아의 죽음으로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여

목적 지향적인 사고로 일상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융은 상징을 뛰어난 치유의 성격 –즉 건강함과 마

찬가지로 전체성을 복구하는 것을 도와주는-을 지녔음

을 지적한다. 이러한 과정을 융은 생물학적 형태로부

터 문화적 형태로의 에너지의 변형이라고 부른다[21].

“2세 남아예요. 장난감을 가지고 이리저리 탐색하고 있

어요. 너무 귀여워요”,”102세 할머니가 나무가 많고 꽃

도 있는 넓은 초원을 산책하고 있어요, 편안하고 여유

로워 보여요“, ” 외할아버지에게 식물을 배우고 있어

요, 자연의 신비로움에 놀라고 있어요. 공기가 맑아요,

좋아요“ 아기가 새로운 장난감을 탐색하는 장면, 할머

니와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자연에서 꽃과 식물을 가르

치고, 참여자는 자연의 신비로움에 놀라움을 표현한다.

이전의 모든 요소가 통합하여 새로운 나로 재탄생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이는 다양성의 통합을

의미하며 자연에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등의 성장이

등장함으로 변형을 포함한 통합을 상징한다. 노현자의

등장과 건강한 아기의 표현 등은 삶의 새로운, 긍정적

인 모습의 변형 등을 상징한다. 이처럼 종료의 단계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새로운 모습의 자신을 나타내는

연상을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자기 삶의 여정

을 찾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삶에 등장하는 위

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감을 비워내고

극복하는 힘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례분석

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이 판놀이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내면인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떠오르

는 것들의 각성으로 의식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자아의 힘이 고양되면서

적응하는 힘을 배양할 것으로 보인다. 자아의 변형은

새로운 나로 재탄생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Ⅳ. 결 론

우리는 서양이 아니라 동양이라는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상담이 우리나라

에 도입되어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 잡기까지에는 근

반세기가 필요했다. 일방적인 조언이나 충고가 아닌

방법 즉,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내담자의 말을 심도

있게 경청하거나 공감하는 방식은 보수적 색채를 띤

우리 문화권에서 비교적 새로운 것임에 틀림없었을 것

이다. 그러나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곳에서 서양의

가치와 문화에 근거를 둔 상담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한국적 삶의 자리에서 무르익은 한국 전통의

가치와 문화적 개념에 따른 상담기법을 개발할 필요성

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동기에서 본 연구자는 판놀이

상담을 개발하여 10년 넘게 임상경험을 축적해왔다.

그리고 한국문화에 적합한 판놀이 상담기법을 개발하

였다. 본 연구의 양적 연구결과와 질적 연구결과에서

판놀이 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앞으로 판놀이

상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들의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판놀이 상담의

연구들이 활성화될 때 한국적 상담의 국제화에도 이바

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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