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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보미술치료사인 연구자의 자기탐색 및 탐구를 통한 자기이해 여정의 자전적 탐구이다. 이 연구
는 미술치료 현장에서 나를 소진시키는 감정들이 치료사로서의 자기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경험을 토대로 하
여 시작 되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초보미술치료사가 되기 이전의 ‘나’를 돌아보고 의미 있는 경험들
을 추출하였다. 또한 개인분석 및 개인치료, 그림 작업 분석 과정에서 ‘나’를 만난 경험들을 자전적 글쓰기와
내러티브 방법론을 적용하여 6가지 이야기로 엮어내고, 5가지의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이 여정이 드러
내는 의미와 치료적 가치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과거를 재경험 하는 과정이
었으며 이로써 연구자의 과거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감정이나 욕구들의 역사를 드러내는 경험이었다. 연구자
는 ‘현재에 존재하는 나’에 대한 자각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치료사로서의 나’에 대한 이해를 통
해 나의 모습들을 조율해 갔으며,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치료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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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내러티브의 시작

을 알아야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치료사가 자신의
결핍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며 그것을 제대로
모르거나 자기 문제를 피하고 있을 때, 치료사

나는 석사 1학기 과정 중 아동발달센터에서

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결핍된 어떤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3년 1

욕구 충족을 위해 내담자를 이용하게 될 수도

월, 일을 시작하고 3개월째 접어들고 있던 어

있다고 했다.

느 날 센터 원장님으로부터 청소년 중장기 쉼

이 말을 들은 나는 정신이 번뜩 들었다. 강

터인 A기관의 개방집단치료를 의뢰받았다. 쉼

의를 들으면서 혼란에 빠진 나에 대해서 생각

터 아이들과의 만남이 시작되면서 프로그램 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기관의 아이

행이 잘 될까 하는 걱정과 지나친 긴장감이 나

들을 통해 내가 보기 싫은 과거의 힘들었던 내

를 괴롭혔다. 특히 민수1)라는 아이의 삶을 들

모습들을 떠올리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

여다보면서 마음속에서 나의 고립되었던 청소

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일주일에 한번 아이들

년 시절의 감정들이 수시로 떠올랐다. 그리고

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 속에서 다양한 과거의

민수에 대한 걱정이 나의 일상으로 이어지면서

내 모습들도 같이 만났다.

점점 무력감과 좌절감, 막연하게 슬픈 감정들

그렇다면 내 감정과 이 혼란스러움의 실체

이 물밀 듯 밀려오면서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

는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

었다. 프로그램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나는 아

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어둑한 터널

이들을 보는 게 편하지 않았고 프로그램 시간

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무엇을

이 다가오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자주 느꼈

할 수 있을까? 나는 제대로 기능하는 치료사가

다.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서 아우

어느 날 서울의 한 정신분석가가 ‘정신분석

성쳤다. ‘치료사’라는 단어가 점점 부담스럽고

적 심리치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는 소

무겁게만 느껴졌다. 나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식을 듣게 되었다. 역전이에 대한 수업내용이

절실히 필요했다.

주를 이루는 커리큘럼이었다. 최근 나의 이러
한 혼란스러움과 감정의 요동침이 역전이에 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공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
는 수업을 듣기 위해 서울까지 한걸음에 달려

현재 우리나라 초보 미술치료사는 대부분

갔다. 수업 중에 분석가는 자신의 역전이 사례

충분한 실습과 임상 지도를 거치지 못한 상황

를 소개하기도 했고, 역전이 현상의 원인은 결

에서 현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국 자신의 과거와 맞닿아 있다는 걸 이해시켜

만났던 미술치료사들 중 경력이 3년 이내였던

주었다. 치료사가 과거에 심리적으로 결핍된

치료사들은 사단법인 협회나 평생교육원 자격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내담자를 만나면

증으로 일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

치료사가 내담자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느껴

또한 평생교육원 자격증과 대학원 재학증명서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다고 했다. 분석가들은

로 임상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자격자로 통과

개인분석을 의무적으로 받는데 그 이유가 자신

되었다. 이처럼 초보미술치료사는 준비되지 않
은 채로 내담자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

1) 내담자의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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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만나게 된다. 초보 미술치료사가 임상

있다. ‘애응지물(碍膺之物)’은 매 순간 자신에게

에서 겪는 좌절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치료

서 일어나는 핵심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신을 인식하면서 좌절

이는 과거 결핍된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갈애(渴

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愛)의 욕구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Rhee는 내

는 치료사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담자의 핵심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치료의 시작

대해 실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이라고 언급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자 자신

우울감, 무력감, 걱정과 불안 등의 다양한 정서

의 핵심감정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

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

다. 이처럼 마음의 병을 다루는 치료사들은 자

낀다고 밝혔다(Lim, 2011). 치료사라는 이름을

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

걸고 현장에 뛰어 들면서 치료사의 역할이나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결핍된 욕구나 과

정체성에 대한 진지하고 생생한 고민이 비로소

거의 미해결된 정서를 들여다보는 것이 치료사

시작되는 것이다.

의 기본 의무이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

Lee, M.(2009)도 많은 초보상담자들이 심리

고 할 수 있다.

치료라는 영역에 발을 들여 놓게 된 이유로 누

Wadeson(1995/2008)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

군가를 도우려는 열망을 우선적으로 꼽는다고

해서는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자기각성’이 미

하면서,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 치료자 자신이

술치료사로서 가장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필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싶거나 인정을 받고

요한 자질이라고 하였다. 또한 치료사는 쉽게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을 투사하는 경우

자신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이럴 때 치료사 쪽에 있는 무의식이 표출되는

치료사는 지나치게 내담자에게 책임감을 느끼

것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치료사 자신을 아

게 되면서 치료사로서 소진을 경험하기도 한

는 것이라고 했다. 만일 이 부분이 제대로 이

다.

루어지지 않는다면 치료사는 자신의 욕구를 만

이론과 다른 현장에서 치료사로 기능하지

족시키기 위하여 내담자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

못함은 ‘심리 치료’에 대한 회의감과 의문을 불

라고 말했다. 따라서 치료사가 자신을 ‘제대로

러일으키며 치료사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초보

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 Rhee

미술치료사에게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본

(2008)는 정신치료란 내담자에 대한 공감과 공

연구는 연구자 스스로 미술치료사가 되어가는

감적인 응답이라고 말했다. 치료자가 공감이

길에서 맞닥뜨린 어려움 앞에서 던진 존재의

되려면 자비심이 있어야 하며 마음에 걸리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내 안에 혼란스러운 감

것이 없어야 자비심이 생긴다고 하였다. 모든

정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나는 누구

이론에서 ‘공감’은 치료의 공통되며 중요한 요

이며 어떤 치료사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질

소로 설명되고 있다. 그만큼 치료사는 내담자

문을 시작으로 연구자는 자기분석의 여정의 길

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담자의 반응에 대한 적

에 들어섰다. Heidegger(1927/2008)는 존재 의

절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

미는 실존하는 내가 존재 물음을 던지고, 탐구

다. 이동식이 말하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하고, 해명하는 것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들어

상태’란 치료사가 자신의 ‘애응지물(碍膺之物)’

난다고 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삶의 탐구를

이 없는 상태라고 도 정신치료에서는 설명하고

통해 자신을 이해해 나가는 여정 속에서 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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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의미를 찾고 나아가 치료사로서의 존재의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단일사례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된 선행연구 중 초보미술치료사를 대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타인에 의해 자기탐구 과

상으로 한 연구로는 초보미술치료사가 임상에

정이 기술되면서 개인의 섬세한 탐구과정을 드

서 겪는 좌절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Lim,

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2011), 초보미술치료사의 자기탐색을 위한 집단

연구를 보완하며 한 개인이 치료사로서 자기탐

미술치료에 대한 연구(Jeong, 2013)가 있다. 그

구를 해 나가는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자전적

외에는 미술치료사의 전문가 되기 여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존재론적 탐구(Choi, M, 2013)와 미술치료사의

Park 등(2013)은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

역전이 체험에 대한 연구(Chung, G., 2013)가

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믿고, 어

선행되었다. Chung, G.(2013)의 연구에서는 역

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나는 어디에서 왔고,

전이가 치료사의 무능과 자기 관리의 부재를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묻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

그 물음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 가치, 목적을

은 것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울이며, 자기감

찾는 삶의 여행자라고 하였다. 또한 인간이 타

시체계이며, 고마운 성장 기제라는 점을 발견

자와 소통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간

하여 역전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해 논의

존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

하였다.

였다. 미술치료사에게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적

이밖에도 미술치료사의 자의식과 자기효능

인 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감에 관한 연구(Kim & Choi, 2013), 미술치료

위해 스스로에 대한 존재물음을 던지고 자신을

사의 치료경험과 역전이 관리 능력이 치료성과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에 미치는 영향(Lee, H., 2010), 미술치료사의

며, 그것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역전이 활용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Kim, C.,

이해의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다. 미술치료사

2014), 미술치료사의 미술작업을 통한 자기인식

의 길에 들어선 초보 미술치료사들은 ‘타인에

체험연구(Hong, 2010), 아동 임상미술치료에서

대한 이해의 길’을 걷는 숙명을 타고나며, 이는

미술치료사의 역전이 체험연구(Ha, 2012), 상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후에 만날 수 있

자의 자기 돌봄(Choi, H., 2009) 등 자기인식,

는 것이다.

자기 돌봄, 역전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있

본 연구에서는 자전적 탐구를 통해 연구자

었으나 초보 미술치료사의 자기성찰이나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이해해 나가는 여정 속에서

분석 및 자기이해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경험의 의미를 통찰하고 탐색하고자 한다.

부족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10명

과거와 현재에서 내가 속한 환경과의 관계를

이내의 대상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

살펴보고, 그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모습’에

지거나 몇 회기의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

집중하여 이를 이야기로 엮어내고자 한다. 이

졌다. Choi, K.(2013)는 열 명의 미술치료사들

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며, 자기이해를 통

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문가 되기 여정에 관한

해 ‘온전한 나’로서 ‘치료사가 되어가는’ 과정이

존재론적 탐구’의 연구 논의에서 그들 개개인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의미를 규명

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담는 데는 한계가 있

하기 위해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들을 3차원 공

었다고 말하며, 치료사의 경험과 성장과정을

간에서 엮어내어 새로운 의미 이야기를 도출해

초보미술치료사의 자기이해 여정에 관한 자전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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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내러티브 연구 방법론을 본 연구에 적용

참여관찰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 이야기를, 관

하였다. 이것을 통해 한 사람의 초보 미술치료

계 속의 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학습하는

사가 비로소 ‘치료사’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

것이다. 자전적 연구의 관심은 성장에 관한 것

하며, 같은 선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보

이며 여기서의 성장이란 초보미술치료사가 고

미술치료사들에게 자기 탐구의 길에 들어설 수

유한 나로서 치료사가 되어감의 방향성을 의미

있는 용기를 북돋아 자기이해를 통하여 스스로

한다(Park, 2004).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경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체험되고 말해진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개인의 면밀한 성장의

이야기인 내러티브 탐구를 본 연구에 적용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선행되

자 하였다.

지 못했던 좀 더 생생하고 섬세한 질적 사례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관심이 있는 학
문분야에서는 일찍이 개인의 경험적 이야기라
고 할 수 있는 내러티브에 관심을 두어 왔으며

연구문제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현장과 교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내러티브가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
합한 탐구양식으로 인식되면서 내러티브 탐구

첫째, 초보미술치료사로서 나는 자기이해 여
정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둘째, 초보미술치료사의 자기이해 여정이 드
러내는 가치는 어떤 것인가?

Ⅱ

.

는 질적인 연구방식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Clandinin & Connelly, 2000).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이 살아낸 이야기와
말해진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 대한 이
야기는 우리의 세상을 의미로 채우는, 그리고

자전적 탐구를 위한 길 찾기

삶과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서로의 도움을
얻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다(Clandinin &

본 논문은 연구자 자신의 존재 물음을 통한

Rosiek, 2007). 살아낸 이야기와 그 이야기들에

자기이해 여정에 대한 경험을 자전적으로 탐구

대한 이야기는 다양한 경험으로 구성 되어 진

한 것이다. 연구자의 자기이해의 여정을 이야

다. 그러한 경험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기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의미를 공유하는

와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자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의

전적 이야기들을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새로

맥락에 대한 이해에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 중

운 의미를 가진 이야기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하나인 Clandinin과 Connelly의 내러티브 탐구

Dewey는 경험은 다른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며,

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또 다른 경험을 이끌어 낸다고 언급하며 현재
상상하는 것, 과거에 상상했던 것, 미래를 상상

자전적 연구로서의 내러티브 탐구

하는 것의 어디에 위치하든지 그 지점은 과거
의 경험에 토대를 지니고 있고, 미래의 경험을

자전적 연구는 연구자 자신의 문제를 자신

이끌어 낸다는 연속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경

의 생애 속에서 탐구하는 것이므로 ‘나’를 표현

험은 이야기를 통해 사건으로 기억되거나 말하

하는 연구이다. 애매모호하고 변화하는 ‘나’를,

여지며 내러티브 탐구는 체험되고 말해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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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표현된 경험에서 시작된다. 이는 다른

구와 관련된 질적 연구 수업을 1년 정도 들으

사람 및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

면서 ‘자전적 글쓰기’에 대해 배웠다. ‘자기’를

간 경험의 재구성과 관련된다(Clandinin &

연구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경

Connelly, 2000).

험이었으며, 이는 저널과 인공물, 그리고 분석
가와의 대화를 엮어내면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경험이었다.
나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나는 ‘저항’을 여러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정리한 내러

번 느꼈으며, 연구를 중단하거나 회피하고 싶

티브 탐구의 진행 과정은, 첫째 현장으로 들어

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교수

가기, 둘째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 쓰기, 셋째

님과 동료들, 그리고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계

현장 텍스트구성하기, 넷째 현장 텍스트로부터

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연구 텍스트 쓰기, 다섯째 연구 텍스트 구성하

있었다. 자기이해의 여정 속에서 특히 초기 단

기이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 과정의 중

계로 한 발짝 내딛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복이나 생략이 일어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의
순서를 바꿔가며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다.

내러티브의 시작은 A기관의 집단프로그램
현장에서의 내면의 역동 속에서 직면하게 된
나의 존재 물음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

1) 현장으로 들어가기(Being in the Field)

서 연구자는 현재의 역동이 맞닿아 있는 과거

현장이란 이야기를 구성하는 전경이다. 연구

를 탐색하며 자기이해의 여정을 출발하였다.

자는 자기이해의 여정에 대한 자전적 탐구를
시작하면서 ‘본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했기에
처음엔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의 단계에 대한

2)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Composing Field
Text)

모호함이 있었다. Clandinin과 Connelly(2000)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라 불리는

는 ‘3차원적 공간에서 연구하는 것’에 대해 우

기록물, 즉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한 자료를 수

리의 현재 입장에 영향을 준 과거의 사건에 대

집하는 단계이다. 이 데이터들은 현장 경험을

해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사회적인

통하여 얻은 어떤 부분들을 기술하기 위해 창

것으로 전후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된 것이며 그 종류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제 자리에 위치 지운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

자서전적 글쓰기, 저널 쓰기, 현장노트, 편지,

의 현장은 연구자가 자기분석 여정에서 만났던

대화, 인터뷰, 가정사, 문서, 사진, 기억상자, 기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의 전경들이 모두 포함된

타 개인적 가족적 가공물, 그리고 삶의 경험들

다. 구체적으로 개인치료를 받았던 치료실, 미

등 이 모든 것이 내러티브에 필요한 소중한 현

술치료사로 일하던 W센터, 그리고 A기관이 이

장텍스트가 될 수 있다.

에 속하며 또한 연구자가 의미를 구성한 순간

자료 수집 과정은 Table 1과 같다. 2011년 4

에 전경이 되었던 모든 관계와 상황, 사건, 장

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미술치료 실습 일지와

소가 이에 속한다.

작업물의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5개의 작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자기’와의 적절한 거

업물이 본 연구를 위해 재수집 되었다. 2013년

리를 놓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13회에 걸친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32회의 프로그램일

개인분석을 받았다. 그리고 또한 내러티브 탐

지가 수집되었고, 그 해 4월부터 7월 사이에

초보미술치료사의 자기이해 여정에 관한 자전적 탐구

Table 1. Dat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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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초조함과 관련된 긴장, 또 한편으로는 청

Contents

중을 생각하게 되는 긴장과 우리의 텍스트가

2011.4~2012.6

Treatment journal & five
works by researcher

독자에게 과연 말을 걸 수 있을지, 어떠한 방

2013.4~7

Three works by researcher
among art therapy(out
of 10 time)

련된 긴장이다. 이러한 긴장은 3차원적 내러티

2013.3~2013.11

Youth shelter
journal 32 time

2013.11~2014.2

Recording of individual
counseling 13time

두지 않으면서 현장과 현장 텍스트와 관련하여

2008~2014.10

25 Drawing of the works
of researcher

작업이다. 이 연구가 쓰여 지는 목적성과 읽혀

Date of collection

program

법으로 말을 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관
브 탐구 공간에 우리의 연구를 위치시키려고
노력할 때 겪게 되는 긴장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이는 과거에 과도하게 초점을

미래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지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자각과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고려해서 글쓰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총 10회의 개인미술치료 기간 동안 작업한 그

즉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 진행된 연구

림 중 2개의 그림을 수집하였다. 그 후 2013년

를 위치시키기 위한 노력의 긴장이다.

11월부터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분

나는 자기분석 여정 속 나의 과거의 이야기

석에 관해 좀 더 깊이 접근해 보고자 개인분석

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을 받았다. 매주 1번씩 1회당 50분씩 진행되었

의미를 엮어내려는 노력에 의한 긴장감을 느꼈

으며 2014년 2월까지 총 13회의 개인분석을 받

으며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러한 과

았다. 이 후 A4 100여장 분량의 녹음파일을 전

정을 거쳐 자기분석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생

사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쓰기가 시작되었다. 이

생하게 담아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삶’

모든 자료가 수집되고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과 ‘초보미술치료사로서의 삶’의 이슈가 되었던

서 연구자는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 등을

과거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이야기들

기록하였으며, 이 또한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을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의 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과거의 그림을 역주행하여

동, 그리고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조각난

탐구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연구자가 표현한

퍼즐을 맞추듯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 내

그림들 25여장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그 중

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15장이 재 수집 되었다. 이는 연구의 맥락 속

에서 연구자의 핵심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었으며, 좀 더 생생하게 이
야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Ⅲ

.

자기이해의 여정 이야기하기

Ⅲ장에서는 미술치료사로 일한지 5개월 쯤
접어든 시점에서 출발한 연구자의 사건들에서

3)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From
Field Text to Research Text)

수집된 현장텍스트와 인공물을 토대로 글쓰기
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연구자는 초보미술

이 단계는 현장을 떠나 현장 텍스트를 토대

치료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

로 무언가를 써야 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담자 및 관계자들과

과연 수많은 현장텍스트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연구자의 내적 역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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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내러티브로 풀어내었다. 또한 개인분

에 그렸던 Figure 1을 통해서 나의 아동기의

석을 받는 과정에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따

외로움을 만날 수 있었다.

라가면서 현재에 내 삶에 박혀있는 과거의 삶
의 조각들을 만났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바탕
으로 6가지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이야기

1.

나를 가로막는 내 감정들
F. 1. Flow (2013.5.10.)

1)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지?’
2013년 4월, 치료사로 일한지 5개월 정도 되

었을 때 특히 청소년 중장기 쉼터인 A기관의
프로그램을 끝내고 귀가하는 길에는 뭔지 모를
감정들의 무게가 느껴졌다. 프로그램을 진행하
는 내내 나의 행동, 표정, 말투들이 머릿속을
맴맴 돌았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긴
장해서 오히려 경직된 모습들이 떠오르며 혹여
나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야 할 타이밍에 내 긴

… 그 때… 빈집에서 예수
님 고상 앞에서요… 펑펑 울었던 게 생각이
나요. 너무… 외로웠어요.… 항상 집에 아무
도 없고… 그때 혼자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없었
어요.…(울음이 터짐) <2013. 5. 10. 치료사와
초등학생 때쯤

의 대화 중 연구자의 말>

장감 때문에 못한 것이 떠오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것 같아 자책감에 빠졌다. 반복되는

나의 현실에서는 일주일 동안 만난 쉼터의

불편한 감정들이 스스로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

아이들에 대한 버거움이 마음속에 가득했는데,

었다. 그러다가 문득 비폭력 대화 수업 시간에

치료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대해 이야

자신이 이해하기 힘든 감정을 탐색해보는 감정

기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나의 어

욕구카드가 생각이 나서 카드를 펼쳤다. 내 손

릴 적 외로움이 터져 나온 게 신기했다.

에 쥐어진 욕구카드에는 수용, 신뢰, 사랑, 공
감, 존중, 공유, 이해, 연결 및 소속감, 소통이

이야기

2.

이방인으로 살아온 나

적혀 있었다. 그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내 손에
남겨진 욕구카드를 보는 순간, 나는 머리를 띵

부산에서 태어난 나는 2살 때 경상남도 창녕

맞은 것 같았다. 카드에는 ‘연결. 소속감’이라고

군으로 이사를 갔다. 그때부터 나는 한 곳에

적혀있었다. 쉽게 수긍이 되지 않았다. 내 손에

정착을 해 본 적이 없다. 8살 때는 집 앞 왕릉

있는 나의 욕구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

무덤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집터에 박물관을

껴졌다. 나는 계속해서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짓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우리 가족은 차를 타

‘아이들에게 소속되고 싶은 마음? 내가 왜 이

고 15분 거리에 있는 영산으로 이사를 갔고,

카드를 뽑았을까?’

나는 입학한지 얼마 안 된 학교에서 새로운 초
등학교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3학년까지 학교

2) “너무 외로웠어요.”

를 다니다가 그 해 겨울에 좀 더 나은 교육을

나는 곧 아는 선생님이 소개해준 미술치료

위해 오빠와 나는 대구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센터에서 개인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치료 중

그때부터 우리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오빠

초보미술치료사의 자기이해 여정에 관한 자전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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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나는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아빠는 영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실기점수가 0점 이었다

의 일터에 남으셨다. 엄마는 대구와 영산을 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고가며 두 집 살림을 돌보아야 했다. 그러면서

내 그림의 취약점을 정확히 안 다음부터 나

나는 자연스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다. 나

는 명확한 길이 보였고, 그 해 난 2번째 도전

는 중학생이 되었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말문을

한 대학교의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아

닫았다. 중3이 되면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빠가 제일 먼저 전화해서 소식을 전해주셨는

만났고 다시 즐거운 학교생활을 되찾아 가고

데, 합격소식을 듣고 기뻐서 우셨다고 했다. 1

있었다.

년 동안 고생했던 게 그 순간에 몽땅 해소되는

고2가 되던 해에 나는 다시 마산으로 전학을

것 같았다.

가게 되었다. 고3 이었던 오빠가 진주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후에 대구에 있는 집에는 나 혼

이야기

3.

새로운 도전, 그리고 이별

자 남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나는 혼자 마산
에 계신 이모 집으로 옮겨졌다. 이모부가 돌아

대학교 생활 중에 나는 전공보다 흥미로웠

가신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마침 사촌오빠

던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발견했다. 4년 내내

는 입대를 하여서 사촌오빠 방이 비게 되었다.

공모전 및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카피라이터

그렇게 이모와 동갑 사촌과 나는 함께 살기 시

로 첫 직장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다. 하지

작했다. 나는 새로운 학교가 너무 낯설었고 전

만 3개월 후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몇 가지

학생이라는 느낌을 스스로 지울 수가 없었다.

이유로 인해 그 후 광고인의 길을 포기했다.

수업 후 쉬는 시간에는 노트에 그림을 그리며

나는 곧 디자인소품 MD라는 새로운 직업을

시간을 보냈다.

발견했다. 준비과정을 거쳐 관련 회사에서 1년

마산에 전학을 가자마자 미술입시 준비도

정도의 경력을 쌓았고 퇴사를 한 후에 바로 내

함께 시작하여 열심히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쇼핑몰을 차리기로 결정했다. 내 일을 하기로

버텨 나갔다. 대학생이 되면 내가 있고 싶은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을 자유롭게 쓰

곳에 있을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

기 위함이었다. 그 즈음 심장 약을 7년간 먹어

러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리라는 희망이 나

오신 아빠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은 상황이

를 위로했다.

었다. 서울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

수능이 끝나고 바로 서울에 있는 학원으로

자주 내려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늘 마음속에

옮겨져 실기를 준비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걸려 있었다. 내 일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자

내 그림 실력은 점점 후퇴했다. 결국 특차까지

리를 잡아서 가족들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합쳐서 5번의 대입시험에 몽땅 떨어졌다. 그

가서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길 것 같았다.

후 갈 곳에 없어진 나는 서울로 올라가서 재수

약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가 디자인

생활을 시작했다. 사촌언니의 자취방, 고시원

해서 만든 쇼핑몰을 오픈했다. 아빠에게 2년

등 거처를 옮겨 다니며 미술학원과 도서관을

동안 서울에서 자리 잡고 부산으로 내려가겠다

오고갔다. 새로운 미술학원의 ‘석고정물 데셍

는 나의 결심을 알리니 아빠는 오랜만에 환하

반’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내가 여태 완성이라

게 웃으시며 진심으로 좋아하셨다. 하지만 그

고 그렸던 그림은 미완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10월 즘 아빠는 한 달간 대구에 있는 병원

되었다. 그래서 고3 입시 때 그렸던 내 그림은

에 입원해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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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4.

미술치료라는 지푸라기를 잡다.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고 몇 개월 뒤 나는 어

료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야기

5.

덜컥, 미술치료사가 되다.

떻게 살아갈지 생각하지 못한 채 무작정 부산
으로 내려왔다. 부산에서 몇 달간 손 놓았던

2012년 10월, 난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한

쇼핑몰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 주문

지 두 달 만에 W센터에 파트 타임 미술치료사

량도 늘어났고 자리가 잡혀가는 듯 보였지만

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2개월 된 대학원 증

내 마음 속엔 공허함이 점점 커져갔다. 내 삶

명서와 1년 동안 공부한 뒤 취득한 미술심리상

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우

담사 2급 자격증으로 난 생각보다 빨리 미술치

연히 성당의 3박4일 청년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료사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했다. 5개월 후 청

되었고 봉사자로 지원을 했다. 1년간의 봉사자

소년 중장기 쉼터인 A기관의 청소년 집단을

생활의 주된 활동은 내 삶을 되돌아보는 글쓰

맡으면서 나는 ‘미술치료사의 역할’과 ‘치료’에

기를 하고, 집단 나눔을 통해 각자의 글을 프

대해, ‘청소년’에 대해 깊은 탐구를 시작하였다.

로그램 주제에 맞게 완성해 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점점 아이들을 어른이 되어가는 서투른

나는 10대 시절 마산에서 지냈던 고등학교 시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행동 너머의 마

절을 주로 떠올리며 글을 써내려갔다. 아빠에

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방

대한 애도 과정에서 과거의 내 경험 속 감정들

집단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여전히 힘에 부쳤

이 복합적으로 떠올라 나의 일상을 갉아먹고

다. 매주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났고, 그 속에

있었다.

서 아이들의 역동도 다양하게 일어났다. 그러

그러던 중에 나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미술

면서 점점 프로그램 시간 외에도 아이들에 대

치료를 검색해 보았다. 미술치료에 대한 정보

해 지나친 걱정과 고민에 빠지는 날이 늘어났

를 읽어 내려가다가 ‘공부를 통해 자가 치료가

다. 나는 내가 점점 소진되어 감을 느꼈다.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내 시선이 고정되었다.
나는 바로 B대학 평생교육원의 미술치료 강의

이야기

6.

정신분석가를 찾아가다.

를 수강했다. 그렇게 미술치료와의 만남이 시
작되었다. 1년의 교육 과정 동안 다양한 주제

2013년 11월, A기관의 집단 프로그램이 종결

로 실습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 중 ‘나’를 표

될 무렵 난 부산에서 학교가 가까운 대구로 이

현하는 주제의 작업들이 특히 와 닿았다. 몰입

사를 오면서 교수님께 추천받은 정신 분석가를

하여 작업하고 나면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감

찾아갔다. 치료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대

정들과 내 모습들이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것

로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

이 신기했다. 그리고 집단 나눔을 통해 타인과
의 관계 속에서 나를 조망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1) “자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첫 번째 만남에서 분석가는 나에게 이곳에

평생교육원 수업이 끝나고 미술치료에 대해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나의 문제가 뭐냐

좀 더 깊이 공부 하고 싶어졌다. 나는 미술치

고 집요하게 캐물었다. 분명 나는 견딜 수 없

료학회에 가입해 관련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이 힘들어서 이곳을 찾아왔는데, 내 어려움과

2012년 9월부터 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미술치

문제에 대해 말하려니 말문이 막혔다. “역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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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하나 놓칠세라 ‘직업적인 어려움 말고 내
인생 전반에서 어렵고, 고치고 싶고, 힘든 부

A기관 아이들을 만나면서 흘렸던 눈물은

분’이 뭐냐고 야단치듯 질문을 던졌다. 나는

‘내 한이고, 내 문제다.’ 난 이것에 대해 오래

“잘 모르겠어요” 라고 너무 쉽게 대답하고 있

생각했다. A기관의 집단을 운영하면서 내가 겪

음을 녹음파일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발견했다.

었던 내 안의 역동들은 아이들의 마음과 내 안

그럴 때면 분석가는 한 자리도 내주지 않고 질

의 결핍된 마음이 엉겼던 것이었다. 부모님과

문을 던지고 또 던졌다. 분석가의 질문은 단단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을 매 주 만나면서 내 안

한 바위를 탕탕 내려치는 도끼 같았다.

의 깊은 곳에서 성장하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

분석가에게 친밀한 관계가 어려운 내 모습
에 대해 꺼내놓았을 때, 분석가는 그때의 시작

었던 10대 중반의 외톨이였던 과거의 나를 불
현듯 만나게 된 것이었다.

시기와 그 순간의 느낌에 대해 질문했다. 나는
느낌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분석가는 느낌이

3) “니가 원하는 게 뭐야?!”

없으면 기가 죽은 거고, 그러면 자연히 친밀감

분석가와 8번째 상담이 있던 날, 나는 엄마

이 안 되는 거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담에서는

와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을 그대로 안고 치료

이 말을 그냥 지나쳤는데 축어록을 풀면서 ‘느

실로 들어섰다. 그 날은 나도 이해하기 힘든

낌이 없으면 친밀감이 안 된다’는 말이 자꾸

‘억울함, 분함, 서러움’이 느껴졌다. 그리고 내

귀에 맴돌았다.

심 분석가가 이런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기
대를 하며 나는 두서없이 엄마와 휴가 때 있었

2) “자기도 무한히 지지에 대해 갈증을 느낀

다 이거지”

던 일을 분석가에게 늘어놓았다. 분석가는 이
야기를 듣다가 나에게 가족들 관계에서 내 입

분석이 진행되면서 쉼터에서 만난 민수라는

장이 뭐냐고 질문했다. 나는 ‘엄마가 그렇게 안

아이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함, 미안함, 지나

했으면…’이라고 대답했다. 분석가는 내가 말이

치게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 분석가는 내가 자

채 끝나기도 전에 호통을 치며, 엄마 입장 말

주 느끼는 허전함과 지지에 대한 갈증을 느끼

고 내 입장이 뭐냐고 반복해서 질문을 던졌다.

는 내 마음의 상태와 연결시켜서 되돌아보게
했다.

지금 내한테도 불분명하다고. 뭘 말하려는
지.
그래 자꾸 자기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썼다

고.

…(중략)… 마음으로 자-꾸 동했다 이거

…(중략)… 자기의사를 분명하게 안 하는

거야. 그게 자기 큰 병이라고. 자기입장을 딱
안 밝혀. 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 ‘치료를 받아라’ 이래 말하던가. 해줄 수

그러면. 나는 이거는 싫다 던지. 엄마한테 자

없는 걸 자기가 마음을 쓴 거야. 내가 해 줄

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엄마가 어떻게

수 없다 카는 그런 선을 못 그었다고. 자기

하든 자기하고 관계 없다 이거야. 자기가 지

마음도 그만큼 자기가 자꾸만 마음이 아린

금 분명하지 않다. 이게 중요하다고. <8번째

다 이거지. 아린다 카는 그런 기 자기가 어

상담 중 분석가의 말, 2014. 1. 6.>

릴 때 지지를 못 받은 마음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3번째 상담 중 분석가의 말, 2013.

나는 분석가의 말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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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담이 끝나고도 한참동안 ‘내 입장’이라는

떨떨하게 버려진 느낌’이 나의 일상 속에 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상담시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던, 엄마와의 관계에서 ‘내가 원

자동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도 뒤따라왔다.

느끼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어느 날 자다가 깬 새벽에 ‘나는 엄마를 사랑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감정과 ‘분리가 안 되

하고 싶다’라는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

어 있는’, ‘경계가 없는’ 모습이라는 걸 분석가

면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어린 시

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젠 내가 알 것 같았

절 내가 엄마의 보살핌이 간절히 필요했을 때

다. 이러한 깨달음과 동시에 세상엔 나의 마음

내 옆에 없었던 엄마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

을 알아봐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

이 지금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앞에

도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다.

큰 벽처럼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나에게 또 다른 공포였지만 있
는 그대로의 ‘현실’이었다.

4) “그기 자기 문제라. 상처를 잘 받는다.”
‘내 입장’ 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내

가 상담을 할 때 치료 방향이나 목적에 대해

5)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바라는 게 뭐

야?”

내담아동들의 보호자에게 예전보다 명확하게

13번째 분석을 받으러 가면서 나는 ‘그만 하

설명을 하는 나를 발견했다. 그런 긍정적인 변

고 싶다’고 생각했다. 힘이 들었다. 분석가 앞

화에 대해 분석가에게 꺼내 놓으려고 했는데

에만 가면 코너에 몰리는 것 같았다. 나는 분

분석가는 내가 예전에 ‘왜 명확하게 말을 못

석가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보기 싫은 내 모

했나’에 대해 집중했다. 나는 힘든 환경에서 아

습’을 만나는게 힘에 겨웠다.

이를 키우고 있는 내담자 어머니가 ‘상처를 받
을까봐’ 단호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못

자기 그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사람은 치

했다고 대답했다. 분석가는 또다시 호통을 쳤

료를 해줄 수 없다고. 자기가 수동적인 그런

다.

거를 자기 이슈로 만들어야지. 안 그라면 치

…

료가 안 된다고. 전부 무반응 아니면 변명,

남에게 딱딱 할 말을 못한다 이거지. (중

외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 직면 안하는 거.

략) 자기가 왜 못하나 카는 걸 자기가 모른

요는 전부 직면 안하는 거라고. <13번째 상

다 이거지. 상대가 상처가 될까봐 하는 게

담 중 분석가의 말, 2013. 2.12>

…

…

…

자기 상처라 이 말이야! (중략) 그게 전-부
자기 거라.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A

화난 듯 말을 내뱉는 분석가를 그냥 쳐다보

기관 민수한테도 자기문제를 자꾸 덮어씌울

기만 하고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할 말이

라 하는 거지. 자기가 그렇다 카는 걸 알아

없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야 돼. 자기가 딱딱 띄는 거 상처받는다 이

나지 않았다. 그냥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었다.

거지. <12번째 상담 중 분석가의 말, 2013.
2. 5>

자기 얘기를 안 한다고.

…(중략)… 그게

자기 병이라. 책임 모면, 원망하는 거. 그것
분석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 마음 한켠에 ‘얼

밖에 없어 자기는. 자기 하는 기. 아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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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하려는 거야. 어? 지금 듣고 뭘 느끼는

향해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내가

지- 아무 느낌 없는 척 하고 있잖아. 매사에

분석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상황에 맞

책임 회피하고 원망하는데. 가만 있어버리고

지 않는 감정이 뒤섞인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

내 잘못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초등학교

었다. 이런 내 모습 앞에서 울그락불그락 힘들

들기 전에 시작한 거야. 에- 힘들어서. 상대

어 하는 분석가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 그만

방이 힘들겠다 카는 생각을 안 한다고. 그게

둘 때 두더라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로써

얼마나 무책임하냐 이거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답답해서

…(중략)… 지금

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 뭐야? 자기 할 일이

눈물이 났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때에

뭐며 자기가 뭘 하고 있어? 자기 마음을 말

맞지 않는 감정에 휩싸여 있는 순간이 ‘수동적

해봐. 무슨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어? <마지

인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석가의 모습

막 상담 중 분석가의 말, 2013. 2. 12>

을 통해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었

분석가는 매우 힘들어 보였다. 나 또한 분석
가에게 ‘그만 좀 말하고 좀 기다려 달라고, 지
금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목
구멍 너머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나에게 분석가는 상대방이 자기 때

다. 그런 내 모습에 대해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Ⅳ

.

자기이해의 여정 다시 이야기하기

문에 얼마나 힘들어 할지 생각을 못한다며 쉬

Ⅳ장에서는 6가지 내러티브를 엮어내는 과

지 않고 나에게 호통을 쳤다. 그 자리에 앉아

정에서 드러난 의미를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독

있기가 고통스러웠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자들과 자전적 연구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하였

고통과 미안함과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마

다. 이러한 의미도출의 과정은 과거의 이야기

음들을 분석가가 알아채고 얼른 멈췄으면 했

와 현재의 연구과정이 교차하는 3차원의 공간

다. 하지만 분석가는 “허허, 진짜 모르겠다고,

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꿰어진 의

지금 니 마음이 뭐냐고? 뭐야? 응?!” 이라고 하

미를 5가지 이야기로 규명하였다.

면서 계속해서 나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고, 분석가는 그러면 그

자기분석,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만두라고 얘기했다.
나는 분석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치료

연구 기간 중에 학교에서 정신치료 전문가

실을 나와 집까지 40분 정도 걸어갔다. 걷는

이신 홍성화 선생님의 특강이 있었는데 선생님

내내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다. 내 안에 여러

께서는 자기 분석에 대해 “지옥으로 들어가는

감정이 요동쳤지만 제일 큰 건 억울함과 미안

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만큼 힘든 일이지만

함이었다. 내 말을 시원하게 하지 못한 것에

치료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정직

대한 억울함, 분석가가 쉴 새 없이 나의 반응

하게 나를 본다는 것, 나의 과거 속의 나를 만

을 ‘병’ 이라고 내모는 것에 대한 억울함. 하지

나고, 그것이 현재의 나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만 그 이전에 나는 분석가와 상관없이 어떤 대

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

상에게 ‘화’가 나 있었고 그 감정의 가시를 감

은 참 잔인한 일이라는 걸 나는 이 길에 들어

추지 못한 채 분석가와 상관없는 감정을 그를

서서야 알게 되었다. 점점 진지하게 나와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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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할수록 나는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솟구

왔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내 주변에 아무

쳤다. 하지만 도망 갈 곳이 지금 여기 보다 더

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그리고 관심과 사랑

나은 곳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이 필요했던 허전한 마음이 나를 늘 따라다녔

쪽도 저쪽도 고통을 동반한다면 나는 ‘진짜 나’

다. 그 때의 위로 받지 못하고 내 안에 꼭꼭

를 만나는 길로 걸어가길 원했다.

가둬놨던 내 서러움이, 반복된 전학과 이사를
통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내안에 점점 무겁게

문득 떠오른 글을 따라 써내려가다가 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러한 감정

빠가 입원 하던 날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되

들은 때에 맞지 않게 내 마음 속에서 불현듯

었다. 글을 쓴 날 저녁에서부터 머리 뒤통수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가 묵직해졌다. 나를 조여 오는 열감이 느껴
지다가 그 다음날 위가 뒤틀려서 하루 종일

치료는 어렸을 적 정서적인 반복을 찾아

죽을 먹어야 했다. 음식이 들어가면 위가 시

내 원인을 알고 현재의 삶에서 그것을 버리

위하듯 꿈틀거리며 통증이 느껴졌다. 상담이

고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이다. <홍성화 선생

오후에 하나 잡혀 있었는데 취소를 했다.

님 강연 중, 2014.10.24,>

…
… 온종일 침대에 누워있었다. 몸이 땅

(중략)

속으로 한없이 닿으려는 느낌이 들었다. <연
구자의 저널, 2014. 9.>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건에 대한 글
을 쓸 때에는 몸까지 아파왔고, 과거의 회상
저널을 쓰는 기간 동안 나는 매일 알 수 없는

F. 2. 1991 Transfers

꿈을 꿨다. 잠을 설치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땐

(2011)

긴 터널을 통과한 것 같은 노곤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개인분석을 받는 기간 중에는 평소보다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되었던 나의 ‘반복’에

평균 2시간 더 잠을 자곤 했다. 이러한 과정은

대해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누군가와 공유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글쓰

서 ‘사랑에 목말라 있는 아이의 외침’이 들리는

기와 명상을 통해 과거를 철저하게 홀로 되돌

것 같았다.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 전력의

아가 보기를 반복했는데, 이는 누군가를 탓하

힘을 쏟아야 할 시점에서 ‘도망가거나, 멈추거

기 위한 되새김질이 아닌 내 존재의 이해를 위

나, 외면하고 싶은’ 내 마음의 흐름을 자주 목

한 탐색의 과정이었다.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

격하였다. 이러한 마음은 누군가가 내 안에 저

와 내가 속한 곳,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장해 놓은 프로그램처럼 자동적으로 작동되었

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었고, 고행의 길이었다.

다. 이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혹은 치료
장면에서 만나는 내담자들과 건강한 관계로 발

반복, 반복, 반복 그리고 변화의 시작

전해 나가는 것을 방해했다.
나는 점점 ‘반복’의 순간이 자각되었고 나를

나는 오랫동안 Figure 2의 그림처럼 10살 때

끌고 가려는 마음의 흐름에 따르기 보다는, 조

전학을 갔을 때의 꼬마의 마음을 지닌 채 살아

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대로

초보미술치료사의 자기이해 여정에 관한 자전적 탐구

15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렇겠다’라며 포장된 공

‘또 다른 나’와 마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감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을 흘릴 때도 있

만들었다. ‘내가 기대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었고, 마치 내가 둘로 나눠지는 것 같은 분열

것’이 내가 만나는 내담자에게도 필요할거라는

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 안으로 한없

자동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침전되다가 다시 괜찮아지고를 반복했다.

동일시는 내담자를 내담자로 바라보지 못하게

이러한 과정에서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했다.

취하고 있었던, 누군가로부터의 ‘온전한 시선과

이야기 1에서 언급되었던 A기관에서 바라던

사랑’에 대한 욕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내면의 욕구는 ‘소속감’이었다. 내 안에 존재하

수 있었다. 또한 그것은 ‘불가능한 환상’에 대

고 있던 ‘전학생’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달

있다가 A기관에서 ‘나처럼 이동이 잦았던’ 아

으면서, 내 마음 속에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이

이들을 만나니 나도 모르게 ‘이해 받고 싶고,

봄바람처럼 찾아왔다.

지지받고 싶은 마음’이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

하지만 ‘깨달음’과 ‘변화’는 같은 속도로 이

다.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내가 ‘알게 된 사실‘에

내가 타인을 통해 보는 내 모습이 무엇인지 명

대해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썼다. 자동적으로 생

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겨나는 나의 욕구와 감정들을 ‘외면하거나 억
압하지 않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않
으면서, 그 순간에 존재하는 나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며 함께 머물러 있음’은 ‘내 안의 나’와
함께 있는 현재의 나의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
러한 순간들이 늘어나면서 나는 관계 속에서
현재 내 안에 피어나는 감정들을 느끼며 그 순

F. 3. Flow with

간에 존재하는 나를 만날 수 있었다. 아주 소

together (2013. 6. 8.)

소한 감정이었지만 현재의 것을 생생하게 느끼
는 경험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개인미술치료 시간에 Figure 3의 ‘같이 흐름’
이라는 제목으로 내 흐름 속에 아이들의 상징

나’와 ‘너’를 떼어놓고 보다

‘

을 넣어서 같이 흐르고 있음을 상징하는 그림
을 그렸다. 이야기

의 영우(가명)가 동그라미

1

나는 겉으로는 뭐든 혼자서 잘 할 것 같은

세 개를 그려놓고 자신의 그림 앞에서 답답해

이미지 이지만 깊은 내면에는 나 혼자 아무것

할 때 나는 영우와 '같이' 답답해하고 있었음을

도 할 수 없는 ‘겁에 질려 움츠린 모습’이 존재

알게 되었다. 영우의 답답함이 내 답답함이 되

하고 있었다. 그것의 근본은 ‘내 옆엔 아무도

면서 나는 치료사로서 깨어있지 못하고 같이

없다’는 느낌 이었다. 그것은 과거에서 반복된

그 순간에 침전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뿌리 깊은 내 외로움과 맞닿아 있었다. 이러한

이 그림을 그렸던 당시에는 나는 이 사실을 깨

내 느낌은 종종 치료사로서 일을 할 때 나와

닫지 못하였다. 나의 것과 아이의 것을 분리하

내담자 혹은 상대방을 종종 같은 선상에 놓고

는 것, 그것이 나에겐 큰 숙제로 남아있었다.
개인분석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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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정을 하나씩 밝혀내고 그것을 청산해 나

있음을 느꼈다. 나는 점점 상대방과 나 사이에

가는 과정에서 사소한 일에도 ‘버림받은 것 같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은’ 상처를 받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늘어났다. 그것은 예전의 외면이나 피하기 위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이나 그들의

한 거리감과는 다른 것이었다. 내 위치를 지키

보호자들을 대할 때 예민한 감각을 곤두세우며

며 상대를 바라보니 그 사람의 삶이 ‘보이기’

그들이 내 말에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하는 마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상대방에

음으로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는 내 모습을 알

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 순간에 나로 존

아차리게 되었다. 이에 분석가는 ‘우려’는 ‘배

재하는 ‘감’을 조금씩 체험할 수 있었다. 혹은

려’가 아니라며 그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내 욕구를 알고, 그것이

한다고 호통을 쳤다. 분석가의 말대로 ‘배려’와

내 안에 있음을 자각하고 있을 때, 적어도 상

‘우려’를 구분하지 못한 채 나는 그들을 무작정

대방을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알아갔

걱정하는 시선으로 보진 않았나 하고 다시 한

다.

번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상담

나와 상대방을 다른 존재로 인식하면서 나

자와 내담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는 종종 공허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러한 느낌

다는 깨달음은 나에게 크게 다가왔다.

이 관계에서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느낌 일지

내 안에 있던 것을 내담자에게 투사하여 그

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치료 장

들을 ‘걱정하느라’ 나는 치료사로서 할 일을 하

면에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역동이 예전

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즈음부터

보다 약해지면서 뜨거운 동기는 감소했지만 지

나는 ‘지금 이 곳에서 내가 치료사로서 할 수

속적이고 차분하게 ‘아이가 필요한 것’에 대해

있는 것, 그리고 나의 한계’에 대해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여유가 생겨나고 있었다.

되새기고 내담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내 추측
이 아닌 내담자와 함께 그들이 필요한 것에 대

그림이 '말하고' 있다

해 탐구하고, 내담자의 성장을 이끄는 방향에
대해 좀 더 고민하게 되었다.

Figure 4와 함께 자료 수집 과정에서 과거의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모호한 이미지로 남

그림들을 모아서 탐구를 하던 중에 하나의 공

겨 놓았던 과거들을 한 글자씩 써내려가고 그

통된 요소를 발견했다. '눈물', '비'가 몇 년 동

것을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내 과거의 삶 속에

안 계속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두 그

존재했던 나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시

림을 포함한 다른 그림들에서도 눈물과 비는

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의 삶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중 몇 개의 그림을 한

이 ‘별 것’이 아닌 다양한 삶의 모습 중 하나로

데 모아놓은 Figure 5의 우는 어른아이, 비를

다가옴을 느꼈다.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나

피하기 위해 큰 우산 속에 숨은 소녀, 비를 맞

는 그 때 그랬구나.’ 과거의 나와 결합되어 그

고 있는 얼굴이 빨개진 아이, 머릿속에 새싹이

때의 감정에 침전하지 않고, 과거 삶의 맥락을

나고 있는 비 내리는 날 소년, 그리고 눈물을

하나씩 되짚어보면서 나는 그 순간 아무도 돌

뚝뚝 흘리는 여인, 비를 맞고 울고 있는 여인

보지 못했던 나를 이해의 시선으로 돌보아 주

등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린 그림들에서 반

었다. 이러한 내 삶에 대한 시선은 점점 다른

복적인 ‘물’의 이미지가 계속 등장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적용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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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좌절할 때, 나는 이 그림을 떠올렸다.
그림에서 힘센 물결로 ‘흐르고 있음’은 나에게
‘과정 중에 있으니 조급해 하지 마라’는 메시지

를 담아 응원을 해주는 것 같았다.
이러한 발견은 미술치료사로서 ‘그림’을 대
하는 태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했다. 어
떤 뚜렷한 내용이 없더라도 몰입을 하지 않은
F. 4. Desire

상태에서도 그림은 어떻게든 그리는 사람을 표

(2008)

현하고 있음을 내 그림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Figure 4는 2006년도에 무의식적으로 그린

후에 ‘욕심’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그림이다. 연
구를 위해 그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
은 나에게 “나는 곤경에 빠졌어. 나를 도와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는 그림
을 그렸을 당시의 상황들을 떠올리게 했다. 현
실에서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가서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
는 동안에는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은 편안함

F. 5. Image collection (2008~2014)

을 느꼈다. 그렇게 그려진 내 그림을 지금 다
시 들여다보니 그 때 그림을 그리던 ‘내’가 그

지금, 여기에서 ‘내’가 되어감

림을 통해서 말을 걸어왔다. 과거의 끼적여 놓
고 지나쳤던 그림 하나하나에도 나의 삶이 반
영되어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나는 연약한 아이로서 견뎌
내기 힘들었던 반복된 환경 속에서 ‘사랑이 필

2013년 4월, 개인미술치료시간에 처음 그렸

요한 채' 성장이 멈추어 버린 ‘내 마음 속의 나

던 그림에도 ‘우는 여자'를 그려 넣었다. 그 해

'와 마주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사랑 받는 것'

5월, 나는 내 의식보다 더 앞서서 “변화 하고

에만 에너지를 쏟다가 실망하고 좌절한 상태로

싶다”고 말하는 그림을 만났다.

움츠려 있는 모습들도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

이야기 1에서 언급했던 Figure 1은 ‘댐이 무

안 존재하고 있었던 ’내 안의 나‘는 힘든 환경

너지는 것’을 표현했는데 앞의 그림들과 모아

속의 내담자를 만날 때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서 보니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졌다. 몇 년간의

반응하며 또 다시 힘겨워 하고 있는 내면의 역

‘눈물’과 ‘비’가 가득 찼던 댐은 더 이상 그 무

동들이 인식되었다. 지금까지 그러한 과정은

게를 감당하기가 힘들어 스스로를 무너트리며

나도 모르게 진행되었고 나는 항상 ‘내 안의

고인 물들을 흘러 보낸다는 이야기이다. 현실

나'의 움직임을 눈치 채기 이전에 그들에게 휩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그림이 먼저 알려주

쓸려 갔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고 있었다. 이 그림은 하나의 대상이 되어 '변

이러한 '내 안의 과정'들에 대해 이해할 수

화 하고 싶은' 마음을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나

있었던 건, 과거에 대한 탐색과 개인치료, 그리

를 격려하는 그림이 되었다. 현실에서의 변화

고 나의 작업들과 마주함, 그리고 이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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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였다. 나는 ‘현재의 나'와 ‘내 안의 과거
의 감정들'을 구분하기 위해 깨어 있으려고 했
고, 정체불명의 감정이 떠오름에 대해 의문을
가지려 애썼다. 그럴 때마다 나는 누군가에게
행동하지 않고 나에게 머무르며 “많이 힘들어
F. 7. See (2014. 10.)

서 그랬구나. 정말 사랑이 많이 필요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간절히 원하고 있었구나. 하
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그런 사랑은 받을 수 있

최근에 무심코 붓펜으로 그림 2장을 그렸다.

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이제 너는 충분히

‘내가 되어감’이라는 문장과 함께 자꾸만 이 그

잘 지낼 수 있는 어른이 되어있어.” 라고 말하

림 2장이 떠올랐다. 물방울이 몽글몽글한 숲속

며 나를 달래는 작업을 반복해 나가려고 노력

이미지인 Figure 6과 진눈깨비를 바라보는 여

했다. 나는 ‘과거의 나’들이 일으키는 힘센 감

자의 Figure 7에서 ‘현재’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정들을 견디는 시간 속에서 ‘나’를 비로소 수용

그리고 왼쪽 그림 속의 물방울과 오른쪽의 진

해 나갈 수 있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눈깨비는 이전의 눈물이나 비와는 다른 모습으

조금 달랐다. ‘견디는 것’은 나의 감정이 ‘그럴

로 변형된 ‘물’의 이미지였다. 여자의 그림에서

만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제 더 이상 그럴 필

진눈깨비가 내리는 것을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요가 없으며, 그럴 수 없으며, 그러지 않아도

것에 시선이 고정이 되었다. 예전에 그림들의

된다’는 것을 납득시키며 현실의 고통을 정면

외로움, 슬픔의 상징으로 되풀이 되었던 요소

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 또한 그 고통을 감당

가 ‘물’이었다면 이 그림에서 ‘물’의 요소가 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어른’이 되었음을 지속

속 등장했지만 그것을 맞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적으로 알려주는 일이었다. 지금도 나는 이 작

변화되었음을 발견했다. 환경 속엔 언제나 어

업을 계속 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지금 이 순

려움이 존재하며 그것은 반복될 것이지만 맨몸

간에 ‘나’로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만

으로 그것과 마주보고 있음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고행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음을

‘눈’을 피하거나 울거나 그저 맞고 있는 것이

깨달았다. 내가 수없이 반복한 과거의 습관들

아닌, ‘눈이 내리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다. 나

의 횟수만큼 내 스스로 깨달아가는 시간이 반

는 맨 몸으로 그것을 ‘느끼고, 알아가고’ 있는

복 되어야 점점 더 온전히 이 순간에 있을 수

그림 속 여자의 모습을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갈 길은 멀어도 ‘내

Figure 6에서는 숲 속을 걸어가면서 닿는 물

가 되어가고 있다’는 감각을 알게 된 것은 나

방울의 촉감이 느껴졌다. 이 그림들은 나에게

에게 소중한 시작이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

다. 그림 속 ‘물’의 요소를 직접적으로 바라보
고 느껴지는 물방울로 표현한 것은 눈물과 비
의 반복적인 표현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현이었
다.
나는 요즘 상담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와 그 시간 속에 존재하는 ‘나의 마음의
F. 6. Water drop
(2014. 10.)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고 있음

초보미술치료사의 자기이해 여정에 관한 자전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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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낀다. 나의 무거운 감정 때문에 보지 못

혼란은 자기탐구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신

했던 내 앞에 있는 아이의 눈빛과 표정, 말투

호였다. 이는 내담자의 문제를 통해 잠재되어

와 몸짓, 그리고 작업하고 있는 그림이나 조형

있던 치료사의 미해결된 과거의 감정이 드러나

물에서 아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

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의 인식은 자기탐

울이는 것의 소중함을 조금씩 알아 가고 있는

구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이를 탐구하기 위

중이다.

한 방법으로 과거 회상저널, 개인분석과 미술

Ⅴ

치료, 그리고 과거 그림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

자기이해 여정의 내러티브적 함의

러한 과정 자체가 내러티브 연구 과정이었으며
연구 텍스트를 위한 글쓰기는 각각의 경험들을

본 연구는 초보미술치료사인 연구자가 자기

꿰어내는 과정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

이해 여정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는, Wadeson(1995/2008)이 언급했던 미술치료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였다. Scott Peck(1978/

사의 자기 이해와 자기각성의 과정에서 나의

2011)은 생각하는 능력,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

과거와 현재의 나를 직면하는 혹독한 어려움을

이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고 하였다. 자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경험한

기이해 여정은 나에 대해 생각하고 성찰해 나

후에 얻게 될 것이라고 Wadeson이 언급했던

가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또한 초보미술치료사

기대 이상의 어떤 보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로서 치료 장면에서 존재하는 방식과 내담자를

첫 번째 보상으로는 연구자의 과거의 삶과 연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과정이기도

결되었던 감정의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나

하였다. 연구자의 글쓰기, 그림 분석, 개인미술

의 삶 속에서 부적절하게 반복되었던 감정들에

치료 경험, 개인분석 과정 등 다양한 방법을

대한 혜안을 얻은 것이었다. 두 번째 보상은

통해 자기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나의 감정의 인식과 이해를 통해 현재에 좀 더

통해 풀어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 하면서 3

생생하게 ‘있을 수 있게’ 됨으로써 상담 장면에

차원적 공간에서 글쓰기를 통해 드러난 경험과

서 치료사로서 내담자에게 집중 할 수 있는 감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각이었다.

첫째, 본 연구는 자전적 내러티브 연구를 통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본인의 생생한

해 한사람의 초보미술치료사가 자기이해를 해

자기이해 여정의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나가는 과정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했다. 연구

공유함으로써 같은 선상에 있는 초보미술치료

자의 과거 회상 저널과 자전적 글쓰기, 개인분

사들에게 자기탐구를 통한 자기이해의 여정에

석, 그리고 개인미술치료 작업물을 삼차원적

대한 동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간에서 엮어내면서 연구자 경험에 대한 ‘본

Horney(1942/1988)는 자기분석은 다양한 환

질’과 경험 속에서의 ‘알아감’에 대해 면밀히

경적인 요인으로 정규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기록해 나가면서 한 사람의 자기분석 여정의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언급하며, 이는 내적 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을 강화시키며, 자신감(self-confidence) 역시 강

에서 드러난 자기이해의 과정의 실체는 다음과

화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열악한 환

같다.

경에서 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보 미술치

이야기 1에서 알 수 있듯이 치료 장면 후에

료사들이 자기탐구 여정을 시작하며 자기와 마

일어났던 알 수 없는 감정의 출현과 반복되는

주하고 자신의 미해결된 과거의 정서를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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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통해 진정한 나로서 치료사로 나아가

깨닫게 된 의미와, ‘성장’으로 향하는 내적인

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노력의 현상을 공유함으로써, 한 개인의 내면

Wadeson(1995/2008)은 미술치료 경험을 통

에서 일어난 ‘자각’인 무형의 경험에 대해 글쓰

해 개인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기를 통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도록 하였다. 이는 완벽한 치료사로서 나아가

마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고 설

기 위함이 아닌 ‘치료사’ 이전의 ‘온전한 내가

명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되어가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치료사로서 성장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며 치료관계를 균형 잡

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임상

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치료사 자신의 반응을

미술치료 전문가가 되고자 실습하는 미술치료

따라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미술치

사들은 내담자와 환자를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료사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상미술치료 세션을 위해 자기탐색과 작업에

자기각성을 향한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와 직결

대한 욕구를 가진다(Kim & Jang, 2013). 본 연

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치료사로서 갖추어야 할

구를 통해 좌절과 무기력의 연속이기도 한 초

바람직한 성격 특성과 태도들은 완벽한 치료사

보시절의 미술치료사들과 공유하며 그들이 자

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야할 목표로 이

기탐구를 통한 자기이해 여정의 길을 갈 수 있

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

는 용기를 북돋을 수 있을 것이다.

는 자기탐구의 여정 속에서 나를 직면하는 것

셋째, 자기분석 여정에서 연구자의 삶을 탐

에 대한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럼에도 불

구하고, 반영하며 나아가 보살피는 역할로서

구하고 여정의 길을 계속함으로써 본인의 과거

‘그림’을 치료적 도구로서 재발견 할 수 있었

의 반복된 정서적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곧

다. 연구자는 미술치료사가 되기 이전부터 그

자기 이해의 시작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림 작업을 꾸준히 해왔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Rubin(2006/2006)은 치료사 자신이 외면했던

2008년에 그렸던 그림부터 현재의 것까지 약 6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직면 한다는 것은 쉽지

년간의 그림을 한 공간에 놓고 분석하였다. 그

않지만 이러한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고 자신에

속에서 반복된 요소를 발견하며 그것이 상징하

대한 진심어린 이해와 수용을 한 경험이 있는

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그림을 그렸던 배경을

치료사만이 내담자의 고통을 수용하고 그 고통

떠올리며, 연구자와 그림과 과거 속의 연구자

속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

자신과의 소통을 시도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처럼 연구를 통해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반복된 그림 속 요소들은 연구자의 마음 깊은

나의 ‘부분’들에 대한 ‘앎’은 ‘온전한 나의 모습’

곳에서 말없이 소리를 내고 있던 메시지로써

에 대한 이해의 시작이었고, 치료사로서 좀 더

의미를 드러내었다. Chung(2003)은 그림은 이

단단한 마음을 갖게 해 주었다. 이를 통해 상

미 인간의 정신적 내면세계를 대변하고 이를

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완벽하진 않지만 ‘도

표현하고 스스로 인식하는 도구로 직. 간접적

울 수 있는 것을 돕고자 하는’ 치료사의 모습

으로 자가 치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

으로 그 시간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안정감을

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초보 선상

이는 Choi, K.(2013)의 연구에서 그림에 대

에 있는 미술치료사로서 매우 의미 있는 경험

해, 내담자의 인지 도식의 내부에 존재하는 다

이었다. 이러한 자기이해 여정에서 발견하고

양한 그림 성향과 이의 관계망에 잠재한 ‘부정

초보미술치료사의 자기이해 여정에 관한 자전적 탐구

21

적’ 그림이 생산한 다양한 심리, 정서적 위험요

의 역사’가 되어주었다. 이는 현재에까지 움켜

소를 자신의 고유한 시각화 과정을 통해서 자

쥐고 있었던 과거를 ‘나의 역사’의 한 맥락 속

각하게 하고 소멸하게 돕는 하나의 치료적 방

으로 제자리 매김 함으로써 그때의 감정과 이

식으로 설명한 것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연

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이

구자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의식이 닿지 않

로써 나는 현재에 내가 속한 시간과 장소에 좀

았던 깊은 내면의 메시지를 자각할 수 있었다.

더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이는 매 순간 연구자의 내면에 떠오르는 이미

있었다.

지에 대한 솔직한 만남이었다. 그림은 연구자

Kim, Y.(2010)는 글쓰기를 통해 글쓰는 주체

가 자기분석 여정에서 ‘과거의 나’에 대해 탐구

는 자신이 내면화하고 있는 정체성의 시나리오

하는데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다. 이를 통해 미

를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에

술치료사로서 치료 장면에서 ‘그림’을 바라보는

서 글쓰기를 통해 자기 안의 이질성을 발견하

시선에 ‘진중함’을 더해주었으며 ‘치료도구로서

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의

의 그림’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었다.

힘을 찾아내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타자에

넷째, 본 연구는 ‘자기이해’ 여정에 대해 어

대한 폭넓은 이해의 길도 열린다고 하였다. 본

떤 정해진 방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만의 다양

연구는 연구자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걸어간 자

한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엮어내어 경험의

기이해 여정을 내러티브적 글쓰기로 엮어낸 것

의미를 밝히고, 초보미술치료사들에게 자기이

이며 이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질적 사례를 제

해를 위한 ‘자기분석’에 대한 길을 내어 주었다

공한다. 나아가 초보미술치료사들이 연구자의

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자는 처음엔 분석가

이야기에서 얻어진 용기로 각자만의 자기탐구

를 통한 ‘개인분석’의 방법만을 적용해 자기분

방법을 창조해 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또

석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13회가 되던

한 자기이해 여정을 통한 치료사로서의 성장을

때에 생각지 못한 중도하차를 경험하면서 본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과정에서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전적 연구 과정과 의미는 보편화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과거회상 저널 쓰기, 그림 작업하

개별성이 존재한다. 다양한 자전적 연구와 질

기, 순간의 자각한 마음 기록하기, 일지 분석하

적 사례를 통해 자기이해를 돕는 미술치료의

기, 관련된 책 읽고 기록하기 등을 통해 여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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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Sun-nam
Yeungnam University

This thesis is an autographical inquiry into the self-understanding journey of myself, a novice art
therapist, by using self study and exploration. My journey of “self-understanding” started from the inner
strong desire for survival as an art therapist.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the study, I attempted to
experience any kinds of self-awakening moments, meanings, themes, and stories embedded in my life that
could guide me to grow as a whole person and as a therapist. Narrative inquiry was adopted as the
research methodology not only to understand my whole life, but also to create the social meanings
embedded in the understandings found in this study. The self-understandings in this study were basically
obtained from self-analysis, individual psychotherapy, and painting analysis and the understandings were
broadened or deepened with intensive journal and autobiographical writing. Through this process, the
researcher was able to expose the histories of the emotions and desires deeply rooted in my past. This
process, in addition, frequently enabled me to experience “who I am and how I exist” in the present. This
study involved the process of harmonizing myself between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and it also
provided me with a foothold for becoming a good art therapist, as well as a truthful being of myself.
Key Words : Novice art therapist, Self-understanding, Autographic research, Narrative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