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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울성향이 있는 중년여성의 미술치료과정을 융의 개성화관점으로 살펴보
고 중년기의 심리적 위기가 자기실현을 향한 개성화의 한 과정이며, 미술치료과정과 연관성
을 고찰하는 것에 있다. 연구대상은 38세의 우울 증상을 가진 중년여성으로 2013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주 1회 50분씩 총 35회기 동안 미술치료를 실시하였다. 미술치료 사전․사후
에 BDI와 MMPI-2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우울증상의 하위요소가 감소하였다. 각 회기
별 작업과 꿈, 회기 내용을 가지고 분석심리학적 문헌과 자료를 통해 질적 분석한 결과는, 중
년여성의 우울증상은 생애 전반기에 페르소나와 지나친 동일화로 자신의 내면세계와 차단되
어 진정한 자기의 측면이 소외된 결과였으며, 미술치료과정은 중년여성에게 내면을 표현하면
서 진정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고 개인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개성화’과정으로 인도하는
중재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우울증상은 정신적인 균형을 되찾는 개성화의 과정으
로 볼 수 있으며 미술치료 또한 내면의 상을 의식과 연결하여 진정한 자기를 찾는 개성화과
정의 중재과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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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기보다 심리, 신체,

서 론

가족을 포함 사회문화적으로 사회전체가 관심
생의 전환과정으로서 중년기는 신체․심

을 가지고 중재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박현

리․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

정, 2015). 중년여성이 가지는 우울과 공허감

기로 다양한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함과 동시에

에 대해 서글픔으로 개념화(구혜자, 은영,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기이다. 젊은 세

2010)되기도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적

대와 노인세대를 연결하는 중년기는 사회의

인 관점에서 그 심리적 위기감을 다루고 경우

핵심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다양한 환경과 개

(김광현, 2010; 김숙남, 2013; 정덕신, 배성만,

인의 내적인 상황으로 많은 전환을 겪게 하여

주은선, 2014; 홍주연, 윤미, 2013)가 많은 것

사회와 가족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로 적응하

은 여러 가지 수련이나 명상, 심리치료 등과

다가 그 목표와 의미들이 상실되면서 실존적

같은 방법들이 내면을 통찰하는데 효과적이

공허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중년의 심리적

기 때문이다. 심각한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위기는 점점 그 연령대가 낮아져 40세 이전부

MBTI를 활용한 집단 상담을 통해 자기이해

터 우울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며, 남성보다

와 수용의 시간을 가지거나(장은수, 2016),

여성들이 좀 더 크게 경험한다. 이는 생물학

마음 챙김 명상프로그램들은 중년여성의 우울

적인 차이 외에도 남성위주의 사회적 분위기

과 불안을 다스려 긍정적인 결과를 보기도 한

와 사고방식 때문에 여성들이 적지 않은 불

다(유승연, 김미리혜, 김정호, 2014). 또한 이미

이익을 경험하고 성역할의 고정관념에 따른

지를 통해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거나 바라보

사회적 기대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Kang,

고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장점이 있는

1999). 여성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요소

미술치료는 중년여성의 자존감과 우울에 대해

에 특별하게 반응하여(권숙희, 1996; 성미혜,

개인과 집단 또는 단기와 장기적으로 다양하

2000)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여성역할을 극복

게 접근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은옥

함에 있어 정신적 고통과 분노, 그리고 자주

주, 2000; 김경남, 2013; 조규영, 박성옥, 정광

혼돈과 좌절을 경험하며 강한 정서적 반발로

조, 2013; 이윤주, 2013; 최재희, 2008).

인한 정서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중

이렇듯 우울에 대한 심각성을 의식하고 다

년기 여성은 신체적․생리적 변화와 더불어

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년기 우울에

지금까지의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신뢰

대해 융(C. G. Jung)은 중년기에 나타나는 절

감을 잃어버리는 정체감의 위기, 결혼생활의

망감, 삶의 의미상실 등의 문제는 개인이 그

불만족으로 인한 절망감 등의 심리적 갈등을

자신의 일부 인 무의식과의 접촉을 상실했기

겪게 된다(황영선, 2007). 특히 중년여성의 우

때문이며 생애 전반기동안 일방적인 발달로

울은 자존감과 상호작용(홍주연, 윤미, 2013)하

인한 불균형(不均衡)적인 정신(Psyche)의 흐름을

며, 자존감과 자살의 매개가 되기도 한다(손제

바로잡기 위해 그 반대의 일면이 출현하면서

희, 허만세, 2013). 이러한 우울을 방임하게 되

생기는 심리적 상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울

면 화병으로 이어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

증상은 아직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마음의

로(박선정, 최은영, 2014) 중년여성의 우울은

고통(이죽내, 2011)으로, 고정된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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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고 어색하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여 생

그램이 많고, 중년여성의 우울감소에 대한 미

기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내면과의 접촉을

술치료의 효과성과 융의 개성화를 개념적으로

상실한 것이 우울로 나타났다는 융의 관점에

사용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미술치료과정과

서 보면, 우울은 심리적 위기가 아니라, 오히

개성화과정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는 제한적

려 여러 가지 차원의 변화가 생기는 중년기를

이다.

성숙기(成熟期)로 보고 자아성찰의 기회이자

미술이 내면과 외면을 만나게 하고 상징화

자기실현의 기회인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렇

하여 일치시키는 의식화의 과정이며(황정국,

게 증상에 대한 목적론적 관점은 그 의미와

2010), 전인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다면 개인

치료의 방향을 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의 삶에 궁극적인 자기(Self)를 지향하는 데 적

우울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의식과 무

극적인 개입방법이 될 수 있다.

의식, 자아와 자기의 만남에서 어느 한쪽이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치료가 융의 개성화

소외된 현상과 증상으로 볼 때 이 대극을 합

관점에서 중년여성의 우울 증상에 대해 통합

일하려는 개성화의 과정은(이혜진, 2002; 김미

적이고 전인적인 자기로 바라보고자 하며,

자, 2004) 증상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과

이 과정에서 우울성향이 어떤 질병이 아닌 일

정이 될 수 있다. 개성화는 내면의 소외되거

생의 과정으로 이해된다면 미술치료과정이 융

나 차단된 영역을 의식화하면서 그 자체로 전

의 개성화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

체적인 인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개

능하리라 본다.

성화는 전인성의 실현을 위한 방안이자(권영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미술치료를

욱, 2006), 전인적인 발달의 의미를 가진다. 개

통해 중년여성의 우울이 감소하였는지, 미술

성화과정이 균형적인 발달과 자기통합을 지향

치료과정이 융의 개성화과정과 어떻게 연관성

하기에 심리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심리적인 발

을 가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달과 통합을 탐색하는 방법과 관점에서 연구
되어 왔다(박철안, 2013).

이론적 배경

개성화의 관점에서 중년에 나타나는 위기와
고통의 목적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서
진정한 자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장은

융의 개성화

수, 2016) 심리치료 방법으로 모래놀이치료(황
영선, 2007; 장현숙, 2008), 동화와 이야기를

Jung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구조에는 의식

활용하여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정은

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외적인격과 내적인

숙, 2009; 신미경, 2004; 김혜진, 2005), 미술

격 등 서로 반대되는 정신요소들이 있으며,

치료를 적용하여 만다라를 활용하거나(김은영,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서 작

2009), 꿈을 그리는 방법들은 중년여성의 심리

용하면서 우리의 정신 전체를 통합시키고 있

적 위기를 융의 개성화과정의 관점에서 설명

다. 융Jung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과정

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중

을 개성화 과정(individuation process)이라고 불

년여성의 우울에 대해 영성과 심리치료 프로

렀다. 본래 개성화란 오랜 기간 동안 분석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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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 그의 정신 속에서 아직 분화되지 못

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준 것이

했거나, 의식화되지 못하여 인격에 통합되지

지만, 인간이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

못했던 요소들을 분화시키고, 의식화함으로서

요한 것이기에 무턱대고 버려야 하는 것이 아

인격을 통합시켜 전일성(wholeness)에 도달하는

니고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페르조나와 나의

것이다(이부영, 2003).

구분을 시작으로 그동안 사회의 요구에 무조

Jung은 중년기에 대해 인간 정신의 흐름에

건 순응하느라 소외된 그 사람의 진정한 개성,

서 의식의 과도한 강화와 발달로 언젠가는 그

자기를 찾아주는 일이고, 자기실현 또는 개성

불균형의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러한 현

화는 하나의 치유과정이며 건강한 사람을 만

상은 곧 전인성(全人性)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들어 가는 과정(이부영, 2002)라고 할 수 있다.

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중년기의 중요한 의미

이것은 개인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의식

를 자기실현 또는 개성화를 통하여 이룰 수

과 개인무의식, 그리고 집단무의식이 함께 통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

합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즉 있는 그

합, 자아와 그림자와의 통합, 외적 인격과 내

대로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

적 인격의 통합, 외향적 태도와 내향적 태도

자기를 실현하는 개성화과정으로 무의식을

의 통합을 포함한다. 이것은 완전성의 실현

의식화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림자(shadow)의

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온전해 지는 것이라고

인식이다. 그림자란 자아의 어두운 측면으로

한다(이부영, 1999).

서 무의식에 있는 열등한 인격으로 외부에

융은 이러한 자기실현의 과정을 ‘진정한 자

투사되므로 그림자를 인식하고 인격 안에 통

기가 되는 것’이며, 무의식속에 있으면서 쓰이

합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아니마와

기를 기다리는 정신활동의 무한한 가능성을

아니무스에 대한 인식이다. 아니마(Anima)는

살려서 자기의 전체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남성의 내면정신, 아니무스(Animus)는 여성의

한다(이부영, 2002). 따라서 개성화란 바로 자

내면정신으로 개인 안에 살아 있는 나의 심혼

신이 가지고 태어난 무한한 가능성을 최대한

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비로소 나의

으로 살려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진정

외적 인격과 내적인격이 하나로 통합되어 자

한 자기가 되는 개성화과정은 먼저 집단정신

기실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이 전 과정

과 나의 삶의 목표를 구별함으로서 시작된다.

은 자기안의 내면의 상들을 확인하고 구체화

즉, 페르조나(persona)와 진정한 ‘나’의 구분이

하는 의식화의 과정으로 개인의 의식과 무의

다. 페르조나는 자아가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

식의 내용은 미술로 표현이 가능하다. 본 연

고 이에 적응해 가는 가운데 형성되는 행동양

구에서는 중년여성의 페르조나와 그림자 인식,

식이며 ‘사회적 역할’이다. 페르조나란 용어는

아니무스와의 변화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쓰는 탈, 즉 가면에
서 나온 것으로 배우가 여러 가지 가면을 쓰

융의 분석적 미술치료

고 다른 역할을 수행하듯이 사회에 적응해 나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페르조나를 형성한다.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방법과 ‘치료’라는

그렇기에 페르조나는 그 사람의 전인격의 본

목적을 가진 심리치료방법이다(주리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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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미술치료는 대부분 이론적 바탕에

의 과정, 그린 다음 대화와 해석의 과정, 치료

상담과 심리치료의 모형을 깔고 있다. 융의

자와 내담자의 만남과 관계의 과정에서 그 치

분석적 미술치료는 프로이드와 달리 인간의

료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전체의 과정은

심상을 임상적 자료로 사용하기보다 내담자의

여러 표현적 매체를 통하여 형상화 될 수 있

개인적 요소와 원형적 요소를 종합하는 방식

으며, 의식과 무의식의 협동적 작업에 의한

으로 내담자와 치료사간의 상호통찰과 이해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미술표현은 의식이 무

자료로 사용한다. 그림은 현재의 정신적 문제

의식을 적극적으로 객관화하여 반응한 결과의

들이며 개인의 그림은 근본에 있어서 자화상

산물이므로, 결국, 의식과 무의식의 협동작업

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융의 치료구상은 모든

의 결과가 된다(이유경, 2012). 이를테면, 표현

생명체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성장경향, 완성

예술적 작업의 첫 시도는 의식이 특정의 의도

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향에 근거를 두고 있

를 갖고 색채와 형상을 시도하지만, 그러한

다. 인간의 자기발전의 능력과 문제점들을 초

일차적 시도 후에 저절로 다시 그에 대한 어

월하는 능력, 즉 우리 누구에게나 잠재된 이

떤 보충적인 반응들이 있게 된다. 그리고 다

러한 능력에 치료구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 전체를 고려한 두 번째의 작업을 시도하게

는 의미이다. 융은 그림과 같은 미술행위를

된다. 이 시도에서는 의식이 무의식의 충동이

통해서 막연하고 표출할 수 없는 것, 즉 무의

드러나도록 조력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에

식의 그림자에 형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

대해 다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일

지는 우리들이 그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

련의 노력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결과 의

고, 나아가 우리의 의식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식과 무의식의 공동의 산물로서 형상화 되는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치료자는 표현한 내용

따라서 융의 분석적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의 상징적 이해보다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의식

꿈이나 환상에서 보았던 것을 실제로 그리도

과 무의식의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고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는 과정에

록 과정을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다음

서 그린 사람에게 미치는 작용을 더 중요하게

내담자와 더불어 치료자는 그 과정에서 어떠

여긴다(Jung, 1929). 상상한 것과 꿈의 내용을

한 과정을 경험하였는지 환기시키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식

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의 의도에 대하여 무

화의 의미를 가지며 내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엇이 더 보충되었는지, 무엇이 전체 표현 속

한다. 융은 이를 ‘적극적 상상’이라고 하였다.

에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었는지를 찾아내어,

미술치료에서는 적극적 상상을 뛰어넘어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가 어떻게 서로 상호 보

상상을 형상화하는데 그림을 바라보고 의식의

충적 및 보완적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어떤 것을 끄집어낸다.

간단한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형상화는 전

융의 분석적 미술치료는 융의 적극적 상상

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찾을 때까지 계속되려

과 미술치료 고유의 치유적기능이 합쳐진 것

는 성향을 가지므로 처음의 시작과 달리 이미

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 그림을 그리

형상화된 심상에 대한 전체적 균형과 조절과

는 과정에 수반되는 상상과정, 그리고 상징화

정이 있게 된다. 심상의 표현 그 자체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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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발달중재학회지

과 무의식의 협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연구도구

고 의식과 무의식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은
정신의 전체적 균형을 가져오고 이는 전적으

우울척도검사(BeckDepression Inventory)

로 무의식의 조절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형

연구대상의 우울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상화과정에서 의식은 그러한 무의식의 조절력

사용한 검사 도구로서 Beck(1967)이 자신의 임

이 발휘되도록 하고, 그러한 조절력을 전적으

상경험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서 21개의 문

로 신뢰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항으로 각 문항들은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융의 분석적 미술치료에서 치유는 바로 한 개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

인이 내부에 자리 잡은 무의식의 이러한 조절

성되어있다. Beck(1967)의 BDI (Beck Depression

력을 경험하는 순간에 비롯된다. 내담자뿐 아

Inventory)를 이영호(1993)가 번안한 것을 사용

니라, 치료자에게도 증상과 미술표현의 남김

하였다.

없는 분석 작업보다 내담자의 잠재적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로써 우울

다면적 인성검사(MMPI-2검사)

성향의 중년여성의 미술치료과정은 내면의 표

다면적 인성검사는 1943년 미국 미네소타

현과 그 흐름이 개인의 의식화와 전체를 지향

대학의 Starke Hathaway와 Jovian McKinley에 의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 처음 발표된 이후, 진단적 도구로서의 유
용성과 다양한 장면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인
정되었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광범위한 연구

연구방법

가 이루어진 구조화된 성격검사이다. 다면적
인성검사 5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검사
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혹은 “아니

연구대상

다”의 두 가지 답변중 하나를 택하여 반응하
내담자 인적사항 및 특성

는 검사로서 그 사람의 검사 태도를 타당도

본 연구의 대상자는 38세 중년기 여성으로

척도와 주요 비정상 행동의 종류를 측정하는

겉으로는 밝고, 자신감 있어 보이며, 외모를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다(김중술, 2005). 본

잘 꾸미고 흐트러짐 없는 수려한 용모를 가지

연구에서는 우울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는

고 있는 사춘기 자녀를 둔 주부이다. 경기도

척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소재 아동상담센터에 사춘기 자녀 상담 진행
중 부모상담 중에 자신의 우울감을 발견하고

자료수집과 방법

이것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과 자신에 대
해 알고 싶다고 미술치료를 하게 되었다. 자

본 연구는 2013년 4월 4일 부터 2014년 5월

녀관계 갈등으로 왔으나 내담자를 둘러싼 시

22일까지 매주 1회 약 50분씩, 35회기의 미술

댁과의 갈등, 자신에 대한 미숙한 인식을 가

치료를 진행한 미술치료이다. 전체 회기에 대

지고 있었다.

한 일화기록법인 세부기록과 녹취, 작품 사진
을 수집하여 자료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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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진행된 MMPI-2는 4월 11일 임상심

기재하였다.

리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사후 검사는 5
월 15일에 실시되었고, BDI는 사전사후결과는

미술치료프로그램

임상심리전문가의 조언을 전달받아 연구자가
분석하였다. 미술치료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

본 연구의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중년여성의

료를 토대로 분석심리학 관련 서적과 문헌자

미술치료과정으로 가능하면 내담자의 심적 상

료를 통해 융의 개성화 과정의 관점에서 맥락

태의 형상화 및 표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적으로 재구성하였고, 각 회기별 미술치료과

정서의 표출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정과 의미에 대한 내용을 질적 분석하였다.

실시하였다. 전체 과정은 융의 개성화과정에
서 필수적인 의식화단계를 중심으로 준비단계,
의식화단계, 그리고 종결단계로 구분하였다.

윤리적 고려

준비단계는 내담자의 페르소나를 점검하고
본 연구는 미술치료임상장면에서 윤리적인

돌아보는 것으로 내담자가 호소하는 주문제

문제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내담자를 보호하

인 ‘관계’를 잘 볼 수 있는 것, 자기의 ‘감정’을

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미술치료에 대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였다. 무의식의

동의서를 받고 미술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임

의식화I단계에는 내담자의 그림자를 돌아보

상감독과 연구논문으로 쓰여 질 것에 대해서

는 단계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도 동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리평가

것과 더불어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부정적

와 검사에 있어서도 내담자의 동의 후 진행되

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

었고, 본 연구와 평가와 치료과정에서 알게

였다. 무의식의 의식화단계II에서는 내면의 아

된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일차적인 의무를 알

니무스가 어떻게 남편과 현실세계에 투사되고

려주었다. 연구논문은 내담자가 동의하는 범

의식화되고 변화되는 지를 다루었다. 또한 자

위 내에서 자료 또는 보고를 제출함과 연구과

아와 페르소나의 분리작업과 함께 진정한 자

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제출에 대한 보

기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종결기에는

고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 내담자를 최우선

치료과정의 변화와 자신에 대한 미래와 기대

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사례가

를 발견하고 조망하는 주제들로 구성하였다.

진행되는 동안 임상감독을 통해 미술치료과정

각 회기는 내담자의 자기표현과 자발성과 자

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

율성을 존중하여 언어 상담회기에는 미술작업

술치료과정 중 4회의 슈퍼비전을 통해 미술치

이 생략되었고, 자신의 무의식의 내용을 담은

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꿈이 미술치료과정의 주된 소재가 되었으며

분석심리학 세미나와 관련 연구모임 300시간

비구조적, 비지시적 회기가 포함되었다.

참석, 연구자의 꿈 분석을 포함, 지도를 위해

4회 미술치료 교수와 전문가면담을 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윤리적 고려 하에 내
담자의 인적사항과 내용을 적절하게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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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미술치료과정의 세부적인 기록이다. 자

표 1. 다면적 인성검사 사전․사후 결과 비교분석

료 분석은 미술치료과정을 융의 개성화관점에
서 고찰하기 위해 융의 이론 중에서 정신의
구조를 이루는 기초개념들을 토대로 중년여성
의 우울을 정의하였다. 융이 개성화과정의 단

D

Hy Pd Mf Pa

Pt

Sc Ma

Si

사전

66

64

50

58

37

50

51

45

49

사후

46

49

48

58

36

48

49

45

49

F F
(B) (P)

L

K

S

Hs

VRRN TRIN F

계와 개념으로 살펴보기 위해 중년여성의 미
술치료과정의 세부기록들을 반복해서 읽고 살
펴서 범주와 치료과정을 설계하였다. 자료분

사전

43

66

44

49

43

49

43

50

59

사후

43

65

47

47

40

39

43

51

47

석 과정에서 분석심리학관련 논문을 쓴 미술
치료전문가와 미술치료전문가의 동료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2. BDI
구분

사전

사후

변화

점수

18

7

-11

연구결과
양적분석
다면적 인성검사(MMPI-2) 사전․사후 결과
비교분석
연구 대상의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살펴

질적분석

보면, 사전 검사 시 D(Depression)척도와 Hy

(Hysteria) 각각 66, 64로 중간 이상 정도의 높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우울성향의 중년여성

은 점수로 상승되어 자신이 경험한 사소한 문

의 미술치료과정은 융의 개성화과정의 관점

제, 자신의 잘못이나 걱정들이 신체로 오는

에서 각 회기별 진행과정을 융의 개성화단계

성향이 높았으나, 사후 검사를 보면 D척도 및

에 따라 준비단계(1-4회기), 무의식의 의식화단

Hy 가 각각 46, 49로 정상범주에 해당되는 것

계Ⅰ(6-13회기), 무의식의 의식화 단계Ⅱ(15-35

으로 나타났다.

회기), 종결단계(32-35회기)로 나누어 분석하였
으며 회기별 미술치료과정은 표 3과 같다.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준비단계(1회기-4회기)

BDI사전검사에서 Beck의 우울척도 방식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는 총점 18점으로 임상적

초기의 미술치료회기의 중심 주제는 내담자

경계선의 우울증(Boderline clinicail depression)으

의 시댁과의 갈등에 대한 것이었다. 1회기의

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

대인관계를 알아보는 그림 작업에서 자신의

술치료 진행 후 BDI 사후검사에서 검사점수가

사회적 관계가 표현되었는데 친구, 자녀, 남편

9점으로 현저하게 큰 변화를 보였다.

을 포함하여 시댁과 친정가족들을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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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회기별 미술치료 과정
단계

회기

주제

1

소시오그램

2

시댁과 나

준비
단계

3
4

6

무의식의

7

꿈 작업

꿈 그림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나와 남편

치료활동 및 내용
대인 관계도를 통해 시댁과의 갈등이 표면화됨
자신을 둘러싼 관계 중에 과거시댁과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사
건들 그에 대한 감정을 다룸
내담자의 꿈을 가지고 연상을 하고 나누며 자신에 대한 거부감
을 다룸

9

15
19
21
22

시댁과 일에서
상담으로
인형 만들기와
역할놀이
꿈 작업
자신만을 위한
도전
자신만을 위한
도전

점검하고
부정적인
돌아보기

이해받는 경험을 가짐
잡지 꼴라쥬를 통해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표현하면서 자기돌

나의

보기를 시작함

그림자가

남편을 소재로 한 미술표현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를 객관화하

투영된

고 그 감정을 인식하기

관계를

24

단계Ⅱ
25

실생활에서 있었던 시댁과 일로 감정표출하고 미술치료시간의

내면의

중요성을 인식함

욕구와

자발적으로 인형 만들기를 시작하여 완성 후 역할놀이를 통해

감정을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그에 대한 상실감을 지지받음

표현하기

내담자의 꿈을 가지고 연상을 하고 나누며 자신에 대한 거부감
을 다룸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지지받고 실천함

신입생의 삶을 나누고 지지받고 실천함
시댁 일에 대해 자신의 감정표현에 충실해지고 치료과정에 대

나의

한 자기평가를 하게 됨

아니무스와

미래의 모습

공부하면서 자신에게 충실해지니 가족관계의 변화가 생기고 과

의 관계를

그림

거를 긍정적으로 회고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구체적으로 다룸

돌아보고

현실을 평가함

무의식의

손 석고

약속에 대한 나눔 그리고 바쁜 일상을 마음먹기에 따라 잘 지
내고 있음

26

아버지와 관계

27

우울에 대한 태도

자신의 우울에 대한 수용과 통찰, 시댁과 친정에 대한 통찰함

29

아버지를 애도함

그리운 아버지에 대한 애도와 자신의 감정인식과 확장됨

31

가면작업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현실을 잘 견디어 냄

32

꿈 작업

내면에 새로이 탄생되는 자신에 대한 저항을 살펴봄

33

현실을 수용함

종결
단계

페르소나를

돌아보고

12

의식화

나와

관계를

내담자의 꿈을 미술로 그리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지지받고

의식화단계
Ⅰ

목표

34

꿈 작업

35

마감

현실세계를
점검하기

약속에 대한 생각들로 아버지, 남편, 자녀관계를 돌아봄

스스로 학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음, 시댁과 남편과의 관계개
선, 예전보다 바쁘지만 힘들지 않음.

자아와

집에서 신부인형에게 신랑을 만들어 줌, 바쁜 가운데 여유가

자기의

생기니 자녀, 남편, 시댁과 관계를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임

만남

바쁜 학업과 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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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에게 가족은 결혼생활에 있어 중요한

에서는 현실이지만, 그 자신에게 비추어볼 때

페르조나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였고 삶의

는 2차적 현실인 것이다(이부영, 2003).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남편과 시댁과

개성화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집단과 자기

갈등은 외부세계에 대한 지나친 편중을 하게

자신을 분리하고 내면의 그림자를 탐색하고

하였고, 그만큼 자신이 내면을 보살필 여유가

외부의 역할을 돌아보는 것으로 출발한다. 이

없었다. 내면의 결핍은 외부 사람들과 갈등을

단계는 외부적인 관계인 사회적 역할인 페르

일으키고 있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열등한

조나를 탐색하고 자신과의 갈등관계를 인식함

인격의 측면을 돌아보지 못함에서 오는 그림

에 있어 내면의 그림자와 부정적인 모성영역

자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이부영, 1999). 3

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미술치료과

회기의 꿈의 내용은 “애벌레와 지렁이가 큰

정에서 보여주고 있다.

괴물로 변하고 곤충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거
기에 엄마가 있었으며 지렁이가 괴물로 변한

무의식의 의식화단계1(6-13회기)

뒤 엄마가 사라지는 꿈”이었다. 내담자의 어머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서서히 자신의 내

니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이 싫어하는 곤충

면으로 들어가는 단계로 외부의 관계인 남편

의 등장과 관련이 있고, 내담자는 모성에 대

과 시댁과의 갈등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데 집중적인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자신의 소

이것은 현실을 품어주고 양육하는 긍정적인

소한 욕구,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잡지

모성기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

꼴라쥬로 표현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하였다. 7

다. 개인은 그 자신의 내적인 모성상과의 관

회기에서는 자신과 남편을 그림으로 그리면

계에 따라 창조적이 되기도 하고 파괴적이 되

서 남편의 이상적인 여성으로 살면서 생긴 슬

기도 한다(이부영, 1987) 4회기의 꿈의 내용을

픈 감정, 원망, 좌절을 표현하였다. 자신의 진

그린 그림에서는 내담자 자신은 딸과 손을 잡

정한 여성성이 그림자영역에 머물면서 감정을

고 있는 모습, 어딘가를 가면서도 남편과 통

가두었음(Fraser, 1988)을 알게 되었다. 외부모

화로 화를 내는 모습, 거실에서 딸과 시어머

습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하였고, 활달하며, 규

니와 TV를 보고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

칙을 잘 지키며, 시댁에서의 자신의 행동은

되었다.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한 장의 종이

화가 나도 참고, 싫어도 할 일을 하며, 불편해

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담자 자신이 그만큼

도 참으면서 묵묵히 버텨야 했던 이유로 자녀

여러 가지 페르조나를 가지고 있고 그 모두가

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짜증내고 작은 일에

평탄치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외부관계에

집착하는 행동들을 바라보았다. 이런 우울

집중하여 내담자는 신체증상과 우울성향을 가

한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무

지게 되었다. 페르조나가 강조된 우리나라의

정 반대의 내적 인격에 의해 행동하고 있음을

집단 사회의 행동규범은 개인이 싫든 좋든 동

인식하였다. 12회기에서는 ‘결혼하는 신부인형’

일시하도록 강요받는다. 누구의 며느리, 누구

을 만들면서 내면에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 관

의 아내는 자신,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

계를 암시하는 작업을 하였다. ‘신부인형’은 개

경에 의식의 초점을 맞춘 삶이다. 어떤 의미

성화에 필수적인 단계인 소외된 내적인격,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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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무스를 만나는 과정에 필요한 결혼관계를

보살피는 긍정적인 모성을 의미한다(Cooper,

나타낸다((Fraser, 1988). 미술작업에 투영된 ‘결

2010, 이부영, 1987). 이것은 조금 더 의식화된

혼’과 ‘신부’는 결혼에 대한 현실을 돌아보는

단계로 볼 수 있다. 21회기에서 자신에게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통합과, 관계

친절한 면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분노

에 대한 소망(Jung, 1979)을 나타내는 것으로

를 안고 있었음을 이해한 후에는 신체화 증상

‘의지하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던 남편’은

과 우울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자기내면의 인격임을 깨닫는 과정이다. 이는

였다. 25회기의 자신의 신체를 매만지는 석

오랜 시간과 고통이 따르는 무의식의 의식

고작업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회고와 더불어

화의 과정(Franz, 1983)이며, 자아가 자기를 찾

자신이 살아온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기회

아가는 개성화의 과정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가 되었다. 미술작업은 내면에 갇힌 부모상을
풀려나게 하고 현실적인 자각을 가지게 되었

무의식의 의식화단계2(15-32회기)

다. 아버지는 사회적인 ‘나’로서 규칙과 역할자

이 단계는 보다 깊은 자기인식의 단계로 볼

를 의미하므로 그동안 의식화되지 못한 무의

수 있는데 무의식이 개인의 변화를 요구하는

식적 부모상이 남편이나 아들에게 투사되어

다급한 메세지가 15회기에 죽음과 새로운 탄

(Jung, 1979) 기대하고 실망과 좌절을 반복한

생을 알리는 ‘총에 맞는 자신’ 꿈의 내용과도

것으로 보여 진다. 중년여성에게 과거의 아버

관련이 있다.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어린 딸로서가 아닌

데 누군가 총을 쏘고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현재의 현실적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의 꿈이었다.

하였고, 이후 원망했던 어머니에 대해서도 새

실제로 이 회기를 기점으로 내담자의 신상에

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27회기). 이러한

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모든 창조

인식의 변화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여

는 모험이며 위험스런 고통을 거쳐서 이루어

자신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31회기

지듯, 무의식의 파괴적인 충동이 모성적 포용

가면작업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새로

력으로 변환됨(이부영, 2002)이 현실에서 이루

운 페르조나에 대한 작업을 하였다. 가면의

어졌다. 19회기에서는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

제목이 ‘신부’였지만, 미술치료 초기단계의 꿈

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이 원하는 학과

꾸는 신부가 아닌 의식적이고 현실적인 신부

를 지원하여 자기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

얼굴이 표현되었다. 이 가면의 신부는 어머니

정하였다. 24회기의 그림은 ‘원’안에 미래에 대

와 주부로서 여성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

한 구체적인 소망을 발견해보는 시간으로 미

의 남성성은 화가 나고 부정적이어서 남편과

래에 자신이 바라는 모습과 소망을 담았다.

갈등하는 아내가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아니

누군가를 도와주는 장면이나 자녀들을 돌보는

무스와 결혼(관계)를 꿈꾸며(Fraser, 1988) 전체

장면, 자신의 아버지와 바닷가를 거닐며 기뻐

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의 의지라고 할 수

하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여기서 ‘원

있다.

(圓)’은 모성적 돌봄의 형태공간으로 자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스스로를 달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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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단계(32-35회기)

신의 삶을 외부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결정

32회기에서 내담자는 꿈속에서 ‘아는 언니

하게 되었고, 스스로 우울의 의미를 발견해

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떠맡는’ 내용을 주제

갔다. 미술치료 종결단계에서는 원하는 학업

로 그림을 그렸다. 아이의 탄생은 새로운 시

을 시작하고 동시에 바쁜 일상을 감당하는 능

작을 알리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닌 것은

력이 생겼다.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로 35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맞이하는 상황임

회기를 끝으로 미술치료를 마쳤다.

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심리적 탄생에 대
한 불안이 내면의 그림자에게 투영되어 부정

논의 및 결론

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개성화과정은 무
의식이 의식화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
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완벽한 인격이

본 연구는 우울성향의 중년여성이 미술치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를 통해 우울증상이 감소함과 더불어 미술치

순환되어 재 경험 한다. 앞으로 의식에 동화

료과정이 자기실현을 향한 융의 개성화의 관

되어야 할 내용들은 내담자 자신의 몫이며,

점에서 살펴본 것으로 본 연구에 대한 논의와

떼어버리거나 없애야 할 것의 성질이 아닌 생

결론은 다음과 같다.

명의 원천이며, 창조의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중년여성의 미술치료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보류가 가능하다. 자기실현과 개성화는 완벽

당면한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로

한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 되는

인해 소외된 자신의 내면은 내담자인 중년여

것으로 내담자 스스로 소외된 자신을 찾고 수

성에게 우울성향을 가져왔다. 융에 의하면 지

용하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나친 페르소나와의 동일시는 인간정신으로 하

종결단계에서는 내담자는 창의적인 방식으

여금 전체가 되고자 하는 무의식의 작용이 개

로 신부의 신랑을 만들면서 자신을 스스로 위

인의 외부세계에 대한 경직되고 일방적인 태

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일상에서의 배움

도로 생긴 페르소나를 수정시키기 위해 우울

경험의 즐거움, 여전히 바쁘지만 마음의 여유

증상을 일으키며 그 결과 밖으로 향해있던 나

가 생긴 것, 시댁문제에 있어 편안해진 상황

(자아)의 시선을 내부세계로 돌리도록 하는 목

이 34회기의 꿈 그림으로 표현되었다. 꿈의

적이 담겨있다(이부영, 2002). 이러한 관점에서

내용은 ‘얼마간의 외출 후 집으로 들어가는

본 연구의 중년여성이 호소한 우울증상과 가

것’이었는데 형태적으로도 자신의 모습이 크고

족관계의 장애는 세상에 맞춰지는 외부세계의

밝게 그려졌고, 내용적으로도 ‘집으로 들어가

집중에서 내면의 나에게 집중하고 탐색 할 수

는 것’은 자신의 삶으로 귀결되는 개성화과정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증상과 현상으로 볼

의 개별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

수 있다. 왜냐하면 내담자의 무의식적 이해와

다.

수용을 통하여 개인의 의식세계를 확대하여

우울성향의 중년기 여성은 미술치료초반에

시선이 ‘나’로 돌려졌고, 이것은 현실의 우울증

시댁과의 갈등을 시작으로 자신의 내면을 돌

상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

아보고 현실적인 관계의 변화가 생겼으며, 자

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내담자의 우울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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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지닌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성

더불어 진정한 개성화를 위해서 영혼의 일체

을 지닌 한 인간으로 보고 인간 전체를 살펴

가 이루어지려면 반대 성의 ‘원형(Archrtype)’인

보아야 한다는 것과 스스로의 문제를 통찰할

‘아니마’(Anima: 남성의 내적인격)와 ‘아니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개인의

스’(Animus: 여성의 내적인격)가 정신과 통합되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 환자 속에 들어 있는

어져야만 한다. 중년여성의 미술치료과정에서

창조의 싹을 분화, 발전시키는 것(이부영,

중심 되는 주제인 ‘신부’는 대상화된 아니무스

2003)으로 가능하며, 개성화가 그 사람 전부가

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내면의 남성

된다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

성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미술로

은 가진 증상 또한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임을

형상화된 ‘신부’에게 투영된 중년여성의 인식

말한다.

의 변화와 내담자의 삶의 현실이 함께 변화하

미술치료에서 미술은 정서의 내용을 표현하

였다. 또한 내담자의 무의식에 있는 내용들이

고 그 의미를 알아가는 도구가 되며(정여주,

꿈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이를 다루고 미술로

2003) 전체적인 인간을 지향하는 개성화의 첫

표현하는 과정은 자신을 깊이 알 수 있는 체

단계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그림자’(shadow)의

험이 되고 이러한 ‘상’(image)으로 표현될수록

통합으로 시작한다. 그림자인식은 무의식의

(이부영, 2001) ‘자기’(self)는 스스로의 모습이

열등하고 어두운 면 즉, 자아로부터 억압된

지속적으로 나타나 개인만의 삶, 즉 개성화를

성격의 측면(이부영, 1999)을 돌아봄을 의미한

지향하게 되었다.

다. 그림자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받아들여

미술치료는 이러한 내면의 상을 표현하고

지지 않는 생각, 감정, 욕구 개인이 숨기길 원

만나고 그 관계를 살펴보게 하는 의식적인 시

하는 충돌들로서 그 이미지들은 타성의 특성

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상상의 일환

을 가지며 개인에 의해 거부되고 두려움의 대

으로 볼 수 있다. 미술표현을 하면서 새롭게

상이 된다. 중년여성은 열심히 외부적인 세계

구성되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의식화를

에 적응하여 살아왔지만 시댁, 남편, 자녀와의

거치면서 내면이 단단해진다. 형상화의 작업

관계의 갈등과 충돌들, 그에 대한 감정과 생

은 자신의 현실적 문제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각을 매회기 들여다봄으로서 충돌의 원인들이

자신 안에 있는 원형들은 긍정적 모성의 영역

자신의 내부에 있음을 인식하고 의식화하는

이 이루어져 자신이 망각하고 살았던 어머니

것을 미술표현으로 확인하면서 통합의 과정을

의 한 부분인 유아시절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거쳐 갔다. 내면에 떠오르는 상과, 꿈의 내용

존재의 공간이 마련된다. 이것은 개성화과정

을 그림으로 그리는 형상화과정은 무의식

의 단계인 내적 인격과의 만남이며 치유적 생

의 의식화의 기능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

명력을 일어나게 하는 공간으로 색과 형태로

림자와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었고 무의식

만들어진 구성은 포괄적 의미의 개인의 외적

의 내용들이 의식화될 때 개인에게 생명력,

이며 내적인 영역을 조직화하는 행위라고 할

창조성, 그리고 지식의 원천이기도 함(Hoda

수 있다. 이미지로 나타나는 꿈과 마찬가지로

Mazloomian, 2006)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림을 통한 형상화 과정은 자기 자신을 재정

자아와 그림자를 통합적 자아로 끌어냄과

립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자신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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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창의적 모체가 다시 활동하게 되는 것이

단일사례이며 자기인식이 가능한 대상에게 적

다.

용된다는 제한점을 가지나, 내면의 위기가 연

융의 분석적 미술치료는 어떤 의식적인 비

령과 상관없이 나타나고 심리적 위기를 성숙

교와 평가 없이 자신만의 표현공간과 시간을

의 계기로 보는 융의 치료적 관점으로 본다면

통해 실시할 수 있고, 자신이 진정한 자기

미술치료과정은 개인의 개성화과정으로 안내

를 체험하고 만나는 무의식의 의식화로서 개

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성화과정을 지향하여 문제 중심의 치료를 넘

가진다.

어서 전인적인 성숙과정으로 안내하여 증상과
문제를 내담자 스스로가 다루고 이겨 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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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Psychotherapy for Middle-Aged Female with
Depressive Symptoms from the Viewpoint of
‘Individuation Process’

Eunyoung Gil

Inhee Jang

Sookmyung Women's U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rch is to examine the distinctive effects of art psychotherapy from the viewpoints
of ‘positive individuation process’, through a case study on the which depressive symptoms of early middle
aged female. Research subject was an individual of 38 years old female. The total of 35 session of art
psychotherapy was offered. Each session ran 50 minutes and sessions were conducted in every week from
April 2013 to May 2014. Pre & Post-BDI for examining the level of depressive tendency and MMPI-2
for measuring the quantitative change of emotion were used. Client’s art works, her shared dreams, and
contents of counseling gathered during each session were submitted qualitative analysis along with current
research resources of analytic psychology. As a result, early middle aged female’s depressive symptoms is a
product from excessive assimilation process with persona and its inevitable alienation from the other
aspects of her self. Art psychotherapy played a role as a bridge connecting between alienated inner and
external worlds and assisted her to obtain ‘individuation process.
Key words : Art Psychotherapy, Middle aged female, Individuation Process, Depressiv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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