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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어머니의
미술치료 인식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1)
손 일 숙2)

최 선 남3)
영남대학교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장애자녀가 미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였고 그 의미는
무엇이며, 미술치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본 연구의 연구자인 나의 삶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
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미술치료 센터에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6명의
장애아동 어머니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각자 4회의 미술활동을 병행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
고, 매 회기는 60분～9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모든 면담은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어머니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존재론적 탐구’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참여자와 연구자의 삶을 함께 보
고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관계적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그들
의 삶 속에서 미술치료와 미술치료사를 만나는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주제들을 찾을 수 있었다.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삶 속에서 ‘죄책감과 막막함’을 가지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막막한
삶 속에서 미술치료를 만나게 되고 ‘미술치료에 대한 기대반 의심반’으로 미술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기대하였
던 것보다 자녀들은 미술치료를 통해 ‘표현 그 이상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장애아동 어머니는 장애
자녀와 자신의 삶을 이해해주는 미술치료사를 ‘믿고 의지’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장애아동 어머니들에게 ‘또
다른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주요어 : 존재론적 탐구, 장애아동 어머니, 미술치료인식

1) 본 논문은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2) 손일숙,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미술치료학과 석사
3) 교신저자: 최선남,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미술치료학과 교수
E-mail: snchoi@yu.ac.kr

-1-

2

미술치료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76호), 2015

과 종결을 다루게 되면서 ‘이들과의 만남을 어

Ⅰ. 서 론

떻게 하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장애아
동에게 미술치료를 실시한 것은 내 삶에 어떤

탐구를 시작하며

의미를 주었을까’,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그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온 어려움 앞에 미술을

의 자녀들에게 미술치료를 받게 해주면서 미술

통하여 자기탐색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고 성

치료를 통해 과연 어떤 경험을 하였을까?’ 이

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나뿐만

러한 의문과 함께 미술치료사로서 무언가 다

아니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다른

하지 못한 것 같은 책임감은 장애아동을 키우

사람들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믿

는 어머니들의 삶을 더 함께 나누고 그들이 가

고 있다. 나와 타인의 마음을 성장시켜주는 치

지고 있는 자원들을 더 발견할 수 있는 작업들

료라는 도구로서 미술치료는 내 욕구를 누르면

을 더 하여야 겠다는 것과 미술치료를 통해 그

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닌 나의 존재를

들에게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는 무엇일까

이해하고 나서야 진실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하는 궁금증으로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으며 또한 그동안 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황하던 나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자석에 이끌리듯 미술치료 공부를 시
작하였고 각종 연수와 임상수련을 감사한 마음

장애아동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어떻게 키워

으로 쌓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아동과

야 하는지, 장애아동 육아를 위해 어떤 정보를

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누구와 어떤 상담을

나의 첫 내담자인 뇌병변 장애아동과 정서적인

할 수 있는지 등 모든 것들을 막막해 할 수 있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다. 장애아동 가족 및 부모들의 어려움을 돕고

여러 병명을 가진 장애아동들과 그의 어머니들

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들이

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본 연구를 위해 자전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대처자원을 잘 활용할

적 탐구를 시작하면서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어

수 있도록 하며 장애 형제자매에게는 올바른

머니들의 삶을 통해 내 삶속에서 감사한 것들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다(함석홍 외, 2006).

을 더 찾게 되고 그들과 함께 그 긴 기다림을

또한 장애아동에게는 적절한 재활심리치료가

기대함으로 잘 견디며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필요한데 재활심리치료는 학교에서 적응에 어

것을 깨달았다. 또한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려움을 보이는 장애아동들에게 내면의 부정적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가진

인 감정을 표출시키고 또래와의 원만한 상호작

성격 및 가치관 등이 치료현장에서 쉽게 변화

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장애아

하지 않는 장애아동들을 더 이해하며 함께할

동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이 되어주었다는 것을 깨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현재 장애아동들의

달게 되었다.

특징에 따라 미술치료, 놀이치료, 독서치료,

이들과의 만남은 2009년～2014년 2월까지 5

레크레이션 치료와 같은 다양한 치료적 방법

년 정도 발달재활바우처 미술치료 서비스를 통

이 연구되어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천은경,

하여 이루어졌고 각 아동 당 짧게는 1년에서

2008). 특히 미술치료는 전 연령층에 걸쳐 접근

길게는 5년 동안 만남을 이어왔다. 이 아이들

이 용이하고 치료의 효과성에 대해 학술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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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미술치료에 대한 관

가는 과정에서 어머니 자신을 잘 이해하고 적

심과 적용이 확대되었다(김갑숙, 최외선, 2009).

절히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애정적이고 자율적

접근법 중 미술치료는 개인의 성장과 통찰, 변

인 양육태도로 변화를 가져온다(손선미, 최선

화를 위해 미술의 비언어적 언어를 사용하는

남, 2012).

방법이며, 생각, 감정, 지각 같은 우리의 내면

따라서 미술치료활동을 통해 장애아동 어머

세계를 외부의 현실세계 및 인생경험과 연결시

니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곧 가정내에서

키는 수단이다. 이는 이미지가 자기표현을 통

장애아동어머니와 아동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에

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

게 미술치료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그들의 경

다(Malchiodi, 1998).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이

험을 이해하는 것이 치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나 성인들이 미술활동을 통해 자기가 만든 창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작품을 보고 기대 이상의 기쁨을 표현하거나

지금까지 행해온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에

단시간 내에 정서적인 안정을 나타내는 것을

대한 연구들은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본 사람이면 누구나 미술활동의 가치를 느끼게

스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된다(김동연, 최외선, 2002).

심리치료 분야에서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경험

본 연구의 필요성은 미술치료에 대한 장애

에 관한 질적 접근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 서비스 요구도 증가하는 시점에서 미술치

미술치료학 분야에서는 많지 않으며 또한 장애

료를 포함하는 재활심리 지원서비스와 같은 재

아동 미술치료 서비스 실시 후 제공된 서비스

활과정의 성공에서 부모나 가족의 서비스 만족

결과와 관련된 연구도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가

도는 특히 중요한데 만성적인 장애에 대한 효

있을 뿐 질적 접근 방법의 연구는 거의 없는

율적인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는 당사자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장애아동 어머니

와 가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들의 체험에 집중하며 연구자 자신의 반성과

(Keith, 1998). 또한 치료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성찰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이해함으로

태도는 치료의 성공에 영향을 주며 실제로 치

써 미술치료사로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함께

료사 본인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적인 평가보다는 의

수 있다. 장애아동 부모들은 치료에 직․간접

미성을 기반으로 실존적이고 질적인 변화에 주

적으로 참여하여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

목하고자 하며 한다. 따라서 근원적으로 인간

기 때문에 성공적인 치료 서비스를 위해 부모

의 실존성에 바탕을 두며 성찰을 설정하는 존

의 태도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진소정, 2002).

재론적 탐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뿐만 아니라 부모는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

다. 존재론적 탐구는 인간의 존재 양상을 미리

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의 근원이 될 수 있

정해진 본질이나 본성을 그저 관성적으로 살

으며 부모는 일반화 기술을 촉진하는데도 도움

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박세원, 2010) 한 번의

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전문가 간의

존재함(being)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존재되

신뢰로운 관계를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감(becoming) 속에 머무르는 것으로(박세원,

(최효진, 2013). 미술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어

2012) 그 본연의 모습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머니 자신의 자아상태를 이해하고 수정해 나

연구자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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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것에서 탐구의 근원적 의미를 찾고자

존재론적 탐구를 선택하였다. 존재론적 탐구는

한다.

‘성찰’을 인간 실존성의 근원적인 본질이자 힘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동 어머

으로서 설정한다(박세원, 2012). 면담을 통한 질

니들이 미술치료활동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체

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자신의

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장애아동 어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서

머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적인 요소를 반드시 살펴보아야한다(Locke,

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미술

Silverman, & Spirduso, 2004; Seidman, 2006).

치료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점을 생각해 보

따라서 본 연구자의 연구 과제를 해결하는데

고, 또한 장애자녀가 미술치료 서비스를 제공

그치지 않고 연구자인 나 자신의 삶의 문제해

받으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그들의 입을

결, 나의 존재 구성의 문제로 함께 인식하고자

통한 이야기로 생생한 체험적 정보를 제공함으

한다. 이에 연구자는 나의 삶이 가져온 핵심적

로써 미술치료사들이 장애아동 치료에 있어

이고 본래적인 존재 물음이 무엇인지 찾기 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며

해 연구자인 나의 삶에 대한 자전적이고 내러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장애아동 미술치료가 제

티브적인 탐구를 시작하였고 그것은 내 삶 속

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였는지 나의 존재를
좀 더 명료하게 해주는 작업이었다.

연구 문제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삶과 이야기를 이
해하려고 경청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어머니들이 그들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그와 함께 본

장애자녀에게 미술치료를 받게 해주면서 어떠

연구자가 살아온 나의 삶을 함께 다시 들여다

한 것들을 경험하였고 그 의미는 무엇이며 미

보고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관계적 삶의 의미와

술치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이

본 연구가 연구자인 나의 삶에 주는 의미는 무

들과 함께 할 미술치료사로서 그들의 삶을 좀

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문

더 깊이 이해하면서 좀 더 연구자 자신의 선입

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관을 배제하고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삶의 이야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미술치료를 통해

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성과 진정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성을 담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미술치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연구참여자 선정

셋째, 이 연구가 미술치료사로서의 나의 삶
본 연구자는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체험을

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생생하게 알려 줄 수 있는 참여자들을 선정하
기 위해 자녀가 발달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Ⅱ. 연구방법

미술치료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어머니로
본 연구자는 장애아동어머니들의 미술치료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과정은 1) 기관에

에 대한 경험을 더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치료 동의 받기, 2) 기관에서 참여가 가능한 연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인(Seidman, 2006)

구참여자 추천 과정, 3) 1차 연구참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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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된 1차 대상 연구 참여여부파악, 5) 2차

에게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정

연구참여자 선정, 6) 연구동의서 작성, 7) 최종

보는 표 1과 같다.

참여자 선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장애아동 발달재활 미술치료 서비스를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실시하고 있는 치료기관 2곳을 방문,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참가 동의를 받았다.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4년 2월부터

미술치료사로 재직하였던 G기관에서 총 5명,

2014년 5월까지 이루어졌고 2014년 2월부터

친분이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M기관에서 총 5

2014년 4월까지 미술활동을 병행한 개별 심층

명의 참여 가능자를 추천 받았다.

면담을 참가자별로 각 4회씩 실시하였다.

1차 연구참여자를 선정한 후 전화를 걸어 연

심층면담은 대체적으로 매 회 미술활동이

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총 10명

끝난 후 진행하였는데 면접지침에 너무 얽매

이 참여의사를 밝혀 왔다. 연구 과정 중 1명은

이지 않고 작업과정 중에 참여자들이 스스로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2일 후 ‘녹음을 하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따라서 자유스럽게 진행하였

하니 부담되기도 하고 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다. 면담 내용과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미술작

하면서 참가를 취소하였고, 2명은 치료사와 면

품은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담 시간을 맞추는 것이 힘들어서 면담을 시작

작용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및 면담구조는 ‘질

하지 못하였으며, 1명은 1회기 면담 후 자녀의

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Seidman, 2006)'을

치료시간이 변경되어 치료자와 따로 치료시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면담지침은 ‘정명신(2001)’

을 맞추기 힘들어서 이후 면담을 진행하지 못

의 질적 연구 논문에서 일부 참고하였다. 본

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6명의 연구참여자

연구에서 실시한 4회 미술활동 프로그램 및 면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장애 자녀
참여자

나이

A

41

B

48

C

42

D

44

E

38

F

41

가족사항

남편
자녀: 1녀, 1남
남편과 별거
자녀: 1남
남편
자녀: 2남
남편
자녀: 1남, 2녀
남편
자녀: 2남, 1녀
남편
자녀: 1남 2녀

장애특성
두 번째 자녀인 장남은 현재 일반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발달장애 2급으로 진단받음.
장남은 현재 특수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발달장
애 3급으로 진단받음.
장남은 현재 특수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지적장애
1급으로 진단받음.
세 번째 자녀인 장남은 현재 일반학교 2학년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고 뇌변병장애 1급으로 진단 받음.
첫 번째 자녀인 장녀는 현재 유치원에 재학 중이고 발달
장애로 진단 받음.
세 번째 자녀인 장남은 현재 일반 초등학교 5학년에 재
학 중이고 ADHD장애로 진단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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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술활동 프로그램 및 면담 구성
미술활동

구성

주제

기타 질문

목표

① 좋아하고 편안한 것 자유표현
1회

탐구의 시작

미술활동 경험하기

② 미술활동을 직접해 본 경험은?

긴장완화, 라포형성

③ 자녀의 미술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
④ 처음 미술치료에 대한 기대는?
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의 경험

어머니
탐구
하기

2회

어머니에게
내 아이는?

자신과 아이의 관

② 아이의 장애에 대한 대응

계 및 경험에 대한

③ 어머니 자신의 변화에 대한 경험

의미 재구성

④ 다른 가족(다른 자녀, 남편, 친지 등), 이웃
및 학교교사로 부터의 경험

3회

미술치료 속에
내가 바라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

① 미술치료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은?

과 기대에 대해 숙

② 미래의 가족의 모습은?

고해보기

③ 나와 자녀 및 가족의 강점에 대해
① 미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와 어머니는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였는가?

미술치료
탐구
하기

4회

내 아이에게
미술치료는?

대한

② 미술치료 이 외 받은 치료는 있는가?

평가 및 경험을 재

③ 미술치료사와의 만남에서 경험한 것?

구성

④ 치료과정에서 아쉬웠거나, 어려웠던 점은?

미술치료에

⑤ 미술치료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 및 보완할
것?

담구성 내용은 표 2와 같다.

점에 대해 기록하고, 자기성찰과 반성적 글쓰

심층 면담 시간 및 장소는 연구참여자들이

기를 통해 질적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고자

그들의 장애자녀가 미술치료를 받으러 올 때

하였다. 또한 연구를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들

함께 동반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평균적으로 60

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구를 진

분～90분 정도 해당 기관의 치료실에서 일대일

행하였고 그 외에 질적 연구로 석사논문을 쓰

로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매회 연구참여자

는 동료들과 연구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나

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녹취한 후 녹음 파일을

누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그대로 전사하였고 면담이 끝난 뒤 답변의 내

자료해석 절차 및 방법

용과 의미가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
화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다.
연구자는 면담 자료를 지속적으로 읽고 들

자료를 분석하면서 연구자는 ‘무엇을 알고

으면서 장애아동들에게 미술치료를 실시하는

싶은가?’, 또 ‘무엇을 알게 되었나?’를 질문하며

여정에서 겪었던 의미 있는 체험의 주제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석의 과정은 자료가 말

발견해 나갔다. 또한 연구참여자와의 심층 면

하는 것을 연구자가 존재론적 의미로 다시 말

담과 대화 후에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나 의문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분석과 종합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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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 및 막막함

지속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 연구자의 선입관
1) “막막함”

을 검토하며 자료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였으
며 탐구의 전 과정에서 새롭게 얻은 이해를 바

너무 답답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간

탕으로 가능해짐을 염두에 두고 ‘해석적 순환

다, 군대도 간다 하고 이게 저의 숙제인 것

(hermeneutic circle)'의 과정을 반복하였다(최명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숙제요

선, 2013). 또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참여자 A). 아이가 어려서 아파 수술할 때

적 경험을 중심으로 생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는 ‘살려놓자’ 다음은 ‘말만 터졌으면’ 장애

하였기에 연구참여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

를 알았을 땐 ‘2～3년만 하면 끝나겠지!’하고

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연구참여자 선정과정과

올인했어요(참여자 C). 주위 사람들 보면 아

연구동의 과정, 자료수집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이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대화가 이

연구에 대한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어지는 거예요. 나도 저랬으면 편안하게 저
렇게 했을까?(참여자A). ‘쟤가 뭐를 하고 살

이를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의 진술은 본 연

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참여자 C).

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모든
진술은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 녹취 파일은 연구가 끝난 1년 후

연구참여자들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아이가

에는 모두 파기될 것, 연구기간 동안 언제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불확실한 불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진술과

안감을 가지고 살며 계속 성장하면서 매 순간

분석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받고 연구참여자들

마다 문제에 부딪히면서 기다림과 내려놓기를

이 원하지 않는 사적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

반복하며 살아가며 또한 장애자녀들이 같은 질

록 수정하였다.

문,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들을 어떻게 다루어주어야 하는
지 막막하다. 또한 장애자녀와 소통할 수 있었

Ⅲ. 연구결과

으면 하는 소망을 늘 꿈꾸며 좀 더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장애아동 어머니가 삶 속에서 만난 미술
치료

살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늘 막막하다.

6명의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장애 자녀를 키
우면서 느끼는 정서적인 감정들, 그들의 삶 속
에서 미술치료를 만나게 된 계기와 기대를 비
롯하여, 미술치료와 미술치료사와의 만남을 가
지면서 경험한 것들과 관련된 심리적 체험의
의미 단위들을 발견하였고 의미 단위들을 묶을
수 있는 본질적 주제와 상위주제를 추출할 수
있었다. 연구에서 드러난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체험한 본질적 주제와 관련된 상위 주제와 의
미 단위는 표 3과 같다.

그림 1. 참여자 B, 2회: 나와 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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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체험 주제
본질적 주제

상위 주제

의미 단위
1.1.1 해결할 수 없는 숙제
1.1.2 알 수 없는 행동에 지쳐버림

1.1 막막함

1.1.3 소통할 수 있었으면
1.1.4 저 애가 뭘 하고 살까?
1.2.1 장애아이 가진 부모가 죄인

1. 죄책감 및 막막함

1.2.2 못해준 게 더 많은

1.2 죄책감

1.2.3 더 빨리 해줄 걸
1.2.4 다른 자녀에게도 미안한
1.3.1 내버려 두면 어디로 사라질 것 같아
1.3.2 어디 가서 맞아 죽어도 모르겠구나!

1.3 불안

1.2.3 자식이 먼저 가는 게 낫겠다
1.3.4 지쳐버리면 안돼
2.1.1 이것하면 애가 좋아질까?

2.1 딱히, 뭐있겠나

2.1.2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
2.2.1 나쁘지는 않겠지

2. 미술치료에 대한
기대반 의심반

2.2 한번 해볼까

2.2.2 이것 하나라도 (스트레스, 소근육이라도)
2.2.3 바우처가 된다고 하니까
2.3.1 우리아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2.3 남이 좋다고 해서

2.3.2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다면
3.1.1 전날부터 기다리는 시간

3.1 엄마! 오늘이 미술치료 하는 날 맞아
요!

3.1.2 오늘은 뭘 하게 될까 기대되요
3.1.3 재미 있어요!
3.2.1 이 것 내가 했어요. 잘했죠!

3. 미술치료

3.2 작품이 주는 성취감

3.2.2 나도 할 수 있어요

표현 그이상의 기쁨

3.2.3 집에 가져갈래요! 다시 보는 즐거움
3.3.1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듯한
3.3.2 언어적인 자기표현도 늘었어요

3.3 미술표현만 아니라 다른 것도

3.3.3 소근육 발달, 가위질도 잘해요
3.3.4 치료뿐 아니라 미술교육도
4.1.1 화를 받아주는 치료사

4.1 믿고 맡길 수 있는 치료사

4.1.2 기다려 주는 치료사
4.1.3 의지할 때 없는데 보내면 마음 편한

4. 미술치료사를
믿고 의지함

4.2.1 가족이외에 함께 해주는 사람

4.2 아이를 지지해 주는 대상이 생김

4.2.2 아낌없는 칭찬을 주는 사람
4.3.1 감사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4.3 치료사와의 이별에 대한 불안

4.3.2 다음 선생님 성격은 어때요? 잘 기다려 주시겠죠!
4.3.3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치료사
5.1.1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시간
5.1.2 속 마음을 표현하는 편안함

5.1 아하! 미술치료 이래서 좋구나!

5.1.3 누군가에게 수용 받는 느낌
5.1.4 나를 비춰보는 거울
5.2.1 내 아이는 나의 선생님

5. 또 다른 용기

5.2 내 아이를 통해 깨달음

5.2.2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로 살기
5.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5.3.1 가족여행을 가고 싶어요

5.3 마음의 여유

5.3.2 좀 더 나를 가꾸기
5.3.3 이 아이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기
5.4.1 음악치료, 체육치료는 어떨까

5.4 이젠 다른 것도 해볼까?

5.4.2 치료에 대한 기대와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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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죄책감”

9

었고 대상자들에게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

그림 1에서 사과나무는 나, 꽃들은 아이들

더라도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요. 열매도 맺고 뿌리도 내리고 싶고 (중

그림 2는 4회 ‘내가 바라는 것이라는 주제에

략) 내가 전생에 죄가 얼마나 많아서... 아이

대해 콜라주로 표현한 미술작품이다. 작품에서

가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께 돈도 넣어 줬었

보듯이 장애딸에 관한 이미지가 종이의 대부분

어요. 애가 장애아여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아이 가진 부모가 죄인인지라(참여자 B).
3) “불안”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그림 3은 커다란 엄마곰 가슴에 안겨 젖

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특성인 타인의 감정을

을 먹는 아기 곰이에요. 여전히 나는 아이를

이해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

젖먹일 때 어린 아이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처능력이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참여자 F), 아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나

에게 피해주지 않을까?’, ‘아이가 또 힘들어지

이인데 내가 꼭 관여를 해야 하는 것, 내버

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으며

려 두면 어디로 사라져 버릴 것 같고(참여자

‘제때 무언가를 해주지 못해서 아이의 장애를

A).

더 키운 것은 아닌가?’하는 죄책감과 ‘어떤 것
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더 빨리 해주지

라 독립시켜야하는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

못한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 못하고 엄마인 자신이 떼어 놓지 못하는 불
안감을 미술작품으로 통찰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활동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런 생
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너무 편애한 것 아닌

아이가 성폭행도 위험하고(참여자 B), 애

가하고요. 다른 애들(장애자녀 형제)한테는

가 손톱으로 긁혀서 목이 온통 울퉁불퉁 해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참여자 E).

가지고 왔는데 거기 선생님들은 전혀 모른
다는 거예요. 너무 화나고 구청에 신고도 했

미술의 상징적인 이미지는 그들이 얼마만큼

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장애자녀를 걱정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

가 없다더군요. (중략) 이것 보면 우리 애들

그림 2. 참여자 E, 4회: 내가 바라는 것

그림 3. 참여자 F, 2회: 나와 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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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디 가서 맞아서 죽어도 이야기 못한다

2) “한번 해볼까”

는 상황이잖아요(참여자 C) 우리 죽으면 재

기대보다는 스트레스라도 풀고(참여자 C),

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항상 자식이 먼저

소근육을 쓰게 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는 것이 낳겠다 싶어요(참여자 A). ‘애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들 치료하는 것이지

단지 내 삶이고 바로 나’ (중략) 아프면 병원

미술이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참여자 D).

부터 가요. 내가 건강해야하는 이유죠(참여

비싸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바우처가

자 C).

되어서 시작했어요. 아이가 의외로 미술치료
를 언어치료 보다 더 재미있어하고 그래서

연구자인 나또한 치료현장에서 성폭력 및 학

꾸준히 하게 되었죠(참여자 C).

교폭력을 당하여 온 장애아동들을 면담하기도
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 또한 자신의 장애자녀

미술치료에 대해 별로 기대감이 없었던 몇

들이 이러한 위험상황에 노출되지나 않을지 늘

몇 연구참여자들은 ‘그냥 이것이라도 한번 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금의 삶에서

볼까’하는 심정으로 ‘나쁘지는 않겠지’, ‘스트레

도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이 죽은 뒤 이 아이가

스라도’, ‘소근육에라도 도움이 되겠지’라는 마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 나아갈지에 대한 불

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대부분 발달재활바우

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식이 먼저 가는 게

처가 제공되면서 더 자유롭게 시작하였다.

낫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아동을 키우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생각

3) “남이 좋다고 해서”

해 보지도 못하고 장애자녀를 위한 생활을 많

우리 애도 미술치료 보내면 책 속에 아이

이 하며 ‘지쳐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전

처럼 가능하지 않을까(참여자 B), 미술치료

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실함(참여자
F), 말이 안되니까 ‘미술로 표현할 것이다’라
는 기대감으로 왔죠(참여자 E).

미술치료에 대한 기대반 의심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장애자녀를 위해

장애아동들은 스스로의 독특한 경험을 형태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떤 치료서비스

로 표상함으로써 우리에게 이해의 실마리를 제

를 받게 해주는 것이 최선인가 심사숙고하게

공해준다(Kramer, 1983). 자폐증을 앓고 있는

된다. 6명의 연구참여자들 중 3명은 미술치료

영국의 아이리스 햄쇼(3세)의 경우 말을 한 마

를 선택하면서 ‘별 기대 없이’ 시작하였고 나머

디도 못하고 또래 친구들이 근처에만 와도 공

지 3명은 ‘우리 아이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황 상태에 빠졌었는데 그의 부모는 그림을 그

기대감으로 선택하였다.

리게 해주었고 이 후 웹사이트에 아이의 그림
들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그림에

1) “딱히, 뭐있겠나”

대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햄쇼의 사

처음에는 아무 기대도 안하고 왔어요. 뭐

례처럼 연구참여자들은 TV, 책 등 여러 매체를

딱히 거기가면 애가 좋아질까? (중략) ‘좋아

통해서 미술치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지지는 않을 거야. 그대로일거야. 뭐 얼마나

‘우리아이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차이 나겠어’했어요(참여자 A).

까’라는 기대로 미술치료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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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 표현 그 이상의 기쁨

11

게 자랑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1) “전날부터 기다리는 시간”

미술은 자료의 영속성이 있어 회상할 수 있기

전날부터 기다리고, ‘오늘 미술치료 간다’

때문에(Wadeson, 1980) 장애아동 어머니에게는

고 자랑하고 (중략) 웬만큼 아파도 왔어요(참

예전의 작품과 지금의 작품을 비교해보는 평가

여자 D). 치료실 오면서 ‘엄마, 오늘은 뭘 하

의 도구로서 작용하기도 하였다.

게 될까 기대돼!’라고 했어요(참여자 A). 미
술치료가 아이에게 거부감이 덜 해요. 언어

3) “미술표현 뿐 만 아니라 다른 것도”

치료 갈 때는 얼굴이 어두워져요. (중략) 아

6개월쯤 지났을 때 언어가 좀 더 많이 늘

이가 좋아해요!(참여자 C).

더라고요(참여자 A). 표정, 언어능력, 정서적
으로 많이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참여자

인간은 치명적인 상처 속에서도 창조한다는

B). 아이가 타인의 감정을 조금씩 읽기 시작

말이 진실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했어요(참여자 E). 섬세하게 가위질도 잘해

장애 아동들은 더더욱 미술을 통해 창의성을

진 것 같아요, 소근육이 약해서 다른 애들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Meerloo, 1968). 또한

하는 것을 못했는데 자전거, 축구 같은 것까

즐거움은 뭔가를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 많이 발달되더라구요(참여자 A). 안 만

의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져봤던 재료들도 써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줄 아는 방법에 대

색, 사물형태들도 알게 되고 미술교육적인

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즐거움은 우리

면에도 도움이 되었어요(참여자 E).

의 ‘존재’속에 자리 잡고 있다(Jeufroy, 2011).
장애아동들에게 미술치료는 ‘전날부터 기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미술치료가 자녀들

리는’, ‘뭘 하게 될까 기대되는’ 즐거운 시간이

의 언어적인 자기표현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었다.

되었고 소근육발달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었다
고 하였는데 아이가 하지 못하였던 자전거 타

2) “작품이 주는 성취감”

기, 축구 등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

도움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들에게 ‘정서적

신도 뭔가를 할 줄 안다는 거(참여자 C), 아

으로 안정감을 주었다’는 부분을 크게 강조하

이가 못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잘하는

였고 여러 가지 미술도구를 사용하는 미술적

것도 있구나!’라고 발견하게 해 주는 것 같

특성으로 인하여 ‘미술교육’에도 도움이 되었으

아요(참가자 A). 그동안 만든 것들을 차곡차

며 어머니 자신은 치료시간에 알게된 미술기법

곡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한 번 씩 꺼내 보

및 미술재료들을 활용하여 집에서도 아이와 함

면 ‘그래 많이 컸다! 더 좋아지긴 했구나!’

께 놀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해요. 작품을 보면 눈에 보이니까요(참여자
C).

미술치료사를 믿고 의지함

연구참여자들은 미술치료가 자신의 장애자

1) “믿고 맡길 수 있는 치료사”
지금 그것만으로도 솔직하게 감사해요.

녀들에게 자기 자신이 만든 작품을 ‘누군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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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애들이 너무 편하게 하고 아이들이

연구참여자들은 치료사가 바뀔 때마다 걱정

무슨 행동을 하던 간에 다 이해해주고 받아

과 불안을 조금씩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선생

주시고(참여자 C), 그 마음 다 받아주고 알

님과 새로운 상황에서 ‘아이가 편안해 하며’ 잘

아준다는 게 선생님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적응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중략) 또 공부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참여

장애어머니들은 매 순간 순간 장애 아이에 대

자 D). 그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

한 걱정을 끈을 놓을 수 없다. 이것은 믿고 맡

까 (중략) 아이도 저도 어디 의지할 때가 없

겨도 될 듯한 미술치료실을 보내면서도 같은

었는데 그래도 여기 아이 보내고 나면 좀 편

상황이었다.

하고 했어요(참여자 B).

또 다른 용기
연구참여자들은 미술치료사를 만나면서 자
1) “아하! 미술치료 이래서 좋구나!”

신의 장애자녀를 믿고 맡기게 된다. 참여자들
은 미술치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

미술활동 처음이에요. 좋은데요! 재미있어

를 받아주는 치료사’, ‘기다려주는 치료사’, ‘의

요! 여기만 집중하니까 집안일들도 생각안나

지할 때 없는 데 보내고 나면 마음 편한’사람

고, (중략) 잠시 쉬는 시간! 같아요(참여자

이었다고 하였다.

A).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할
까. 속의 말도 털어놓고 (중락) 편하고 마음
이 안정된 것 같아요. ‘아, 애들도 이런 느낌

2) “아이를 지지해 주는 대상이 생김”

이겠구나!’ 아이들이 갔다가 오면 막 밝아지

한 번씩 바깥활동도 하셨죠. (중략) 늘 가

고 자랑하고 하더니(참여자 C).

족끼리만 다니는데 다른 사람과 낯선 곳에
적응하는데 좋았고(참여자 A), 다른 아이들
과 비교하면 대부분 다 못하는 것인데 여기

연구참여자들은 직접 미술활동을 경험해 봄

에서는 ‘나 잘했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으로써 미술치료가 어떻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

‘잘했다’고 한 사람에게라도 칭찬받으니까(참

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미술치료는 ‘내

여자 D).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시간’, ‘속 마음을 표현
하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
였다. 또한 삶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

3) “치료사와의 이별에 대한 불안”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지요. 그동안

놓은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누군가에게 수용

잘 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받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것은 미술치

는 상동행동도 심했는데 많이 없어지고 지

료가 미술을 통해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금은 차분해졌어요. 이제 어디로 가세요?

것(Kwaitkowska)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중략) 오늘은 안가겠다고 막 성질을 내고
상담하고 이 것 만들고 보니까 뭔지는 모

그랬어요. 선생님이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참여자 C). 아이 쉬(소변) 싸는 것도 넘겨줘

르지만 ‘애한테 감정표현도 좀 부드럽게 해

야 하는데 어떡하나! 새로운 사람, 상황에

야겠구나!’ 했어요.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는

안심하지 못하면 4시간 이상도 소변을 참아

데 어쩜 그렇게 슬퍼보여요. (중략) ‘내가 참

버려요(참여자 D).

아야돼!’가 아니라 저절로 참아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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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뭐랄까, 나를 비춰서 본다고 그래야 되

났으면 좋겠네요. 고진감래라고 이제껏 힘들

나?(참여자 B).

었으니까(참여자 A). 예쁘게 나도 꾸미고, 가
족여행도 가고(참여자 D) 시골에 집을 짓고,

연구참여자들 또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나를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도 틈틈이 해서 주간

비춰보는 거울’로써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

보호센터하면서 우리 아이 같은 애들 데리

보게 되었으며 아이를 좀 더 이해하면서 자신

고 바람 쐬러 다니고 싶어서 그림 4와 매치

의 감정상태도 스스로 자각 할 수 있게 되었다

가 됐어요! 여기에 있는 대로 이루어 졌으면

고 하였다.

좋겠어요(참여자 C).

2) “내 아이를 통해 깨달음”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여행을

우리 아이는 바로 나의 선생님이에요. (중

가고 싶다’고 하였는데 장애아동을 키우는 어

략) 나를 공부하게끔 만들고, 세상 보는 게

려움 때문에 참여자 대부분 가족여행을 한 번

넓어졌다고 할까(참여자 C), 제 자신을 돌아

가지 못한 상황이 많았다. 또한 실제 삶 속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고 내가 바뀌고

서 늘 전투적인 삶을 살다보니 화장기 없는 얼

치유됨으로써 아이가 함께 바뀌었거든요. 결

굴, 편안한 옷차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

국, 아이는 저를 성장시킨 거예요(참여자 F).

데 미술활동을 통해 예쁘게 자신을 가꾸고 싶

저보다 더 힘든 다른 엄마들도 많더라구요.

은 속마음을 표현하였고 또한 자신들의 힘들었

그래도 전 이만하니까 다행이죠!(참여자 A).

던 삶을 통해 자신처럼 힘든 그 누군가를 돕기
위해 ‘이 아이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새로운 비젼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장애자녀들은 자신을 성
장시켜주는 ‘인생의 선생님’이며 욕심을 내려놓

4) “이젠 다른 것도 해볼까?”

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주위에서 자신보다 더 힘든 삶을

음악치료도 괜찮을 것 같고 체육도 있고,

사는 장애아 엄마들을 보면서 그래도 자신의

치료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사무

현실이 다행스럽고 항상 감사하다고 하였다.

소 보니까 심리치료도 접수가 빨리 끝나더
라고요(참여자A). 엄마랑 함께하는 미술활동
도(참여자 E), 금전적인 문제로 직장생활 하

3) “마음의 여유”

시는 장애부모님들을 위한 주말강좌 있었으

가족들 건강하고 좋지 않은 일을 안 일어

면 좋겠어요(참여자 C).
연구참여자들은 미술치료를 경험하면서 치
료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치료지원들이 더 확대되기를 소망하였다.

Ⅳ. 결 론
그림 4. 참여자 C, 3회 내가 바라는 것

본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장애아동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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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장애자녀를 키워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

레스에서 조금 더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치료

가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자녀의

있었고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장애를 수용하는 단계에 따라 심리적 특성이

어떤 여정을 거쳐 미술치료를 만나게 되었고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장애아이가 유아인지, 학

미술치료와 미술치료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

령기인지, 청소년기 인지에 따라 어머니들의

떤 것들을 체험하였는지 재추적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특성 및 요구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

그와 관련된 의미 있는 주제들을 찾을 수 있었

서 대상자들이 가족의 생활 주기와 장애 아동

다.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죄책감과 막막함’을

의 발달 단계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해하는

가지고 불안한 삶을 살면서 ‘미술치료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대반 의심반’으로 미술치료를 시작하게 되며

장애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장애아동 어머니

장애자녀들은 미술치료를 통해 ‘표현 그 이상

들은 계속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만나

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 뿐 아니라 장애자

게 된다.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숨

녀와 자신의 삶을 이해해주는 미술치료사를

만 쉬어라’, ‘말은 할 수 있을까?’, ‘대소변만 가

‘믿고 의지’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장애아동

려라’, ‘걸을 수 있을까?’ 등 그 때마다 할 수

어머니들에게 ‘또 다른 용기’를 낼 수 있게 하

없는 부분들을 내려놓았지만 아이가 학교생활

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술치료

을 할 무렵 학교적응의 문제에 부딪혀 왕따라

사가 장애아동 미술치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장

도 당하지 않을지, 일반아이들과 얼마만큼 잘

애아동 어머니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어울릴 수 있을지, 스트레스에 잘 견딜 수 있

들이 미술치료로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고 미

을지 걱정하게 된다. 또한 자녀 또래의 일반아

술치료를 통해 어떤 것을 경험하고 느꼈는지를

이들이 밖에서 건강하게 잘 뛰어 놀거나 일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적인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것을 보면 자신
도 모르게 비교하며 더 낙심하게 된다.

장애아동과 부모의 삶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장애자녀가 매번 같은
질문과 행동을 반복하며, 감정 및 행동조절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아인 경우도

잘 되지 않는 장애아동들만의 ‘알 수 없는 행

있지만 일반아이라고 생각했던 내 아이가 양육

동’에 지쳐버리게 되고 ‘소통할 수 없음’이 답

과정에서 발달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답하며 더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앞으로

된 경우도 있다. 발달상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저 애가 뭘하고 살까?’ 하는 막막함을 가지고

것을 알게 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병원치료

살아간다. 또한 장애아를 가졌다는 이유로 ‘죄

및 여러 가지 재활치료를 해가는 과정에서 ‘몇

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 아이가 학교

년 만 고생하면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로 올인

및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지 걱정하

하게 된다. 아이는 정확히 지금 어떤 상태인지,

며 ‘장애아를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는 심정으

얼마 동안 어떻게 치료해 주어야하며 그 결과

로 먼저 사과하고 미리 살피게 되며 장애자녀

는 어떻게 되는지 정해진 답도 없는 모호하고

에게 도움 될 것 같은 치료나 교육을 ‘더 빨리

‘막막함’을 견뎌야한다. 이 과정을 지나 ‘빨리

해주지 못하여’서 늘 미안하며 또한 장애자녀

끝날 일이 아니구나!’라는 인식과 함께 아이에

를 위해 모든 관심을 기울이면서 애쓰고 몰입

대한 장애를 수용하게 되면서 과도한 양육스트

하며 살다보니 늘 ‘다른 자녀에게도 미안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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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부모로써 못해준 부분이 많아 죄책감을

정서적 안정을 느낀다.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

가지고 살아간다.

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삶은 ‘불안함’의 연속

서 ‘누군가에게 수용 받는 느낌’으로 양육에 대

이다. 장애자녀가 ‘내버려 두면 어디로 사라질

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것 같아’ 늘 옆에서 돌보며 장애아에 대한 걱

미술치료는 장애아동 어머니들에게 미술작품을

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많은 장애아들이 성폭

통하여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상징적

력, 학교폭력 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장애아

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통찰할 수 있게

동 어머니는 아이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

해준다. 장애아동 어머니들에게 미술치료는 ‘나

할까봐 늘 걱정이며 그런 일이 발생하였더라도

를 비춰보는 거울’로서 어머니 자신을 더 깊이

장애아동들은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없어 당할

이해하고 또한 자신과 아이의 관계를 더 명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때 원인을 따지기 위해 여기저기 하소연하여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그들의 장애자녀와 과도

보지만 ‘정확한 증거없음’으로 인하여 문제해결

하게 밀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작품에 그대로

은 고사하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도 들을 수

드러나게 되는데 이를 보면서 ‘어머니 자신이

없어서 장애자녀들이 ‘어디 가서 맞아 죽어도

떼어 놓지 못하는’, ‘장애자녀보다 어머니 자신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 더 불안해하는 것’들을 스스로 인식할 수

그 누구도 돌보아 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장애

있고, 장애자녀 이외의 다른 자녀 및 가족에

아동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죽을 때까지 옆

대한 표현들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들을 보며

에서 함께 돌볼 수 있기를 소원하며 ‘자식이

자신이 장애자녀에게 과몰입하고 다른 가족들

먼저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아

에게는 다소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동 어머니들은 자녀를 옆에서 늘 돌보아야 하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기 때문에 자신은 ‘지쳐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누군가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무엇을 좋아하고 자

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대상과 기회를 가질

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을 위한 삶을

필요성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자신이 느끼고

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 부모상담

있는 감정의 표현 및 내면의 감정을 승화시킬

에서 장애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수 있으며 가족에 대한 재인식을 가져와서 양

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정서적 위안, 사고 및

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

행동 등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장애아

라서 장애아동 어머니에 대한 미술치료를 실시

동 부모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과 변화 역시 주

할 때 치료자는 무엇보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

요 목표가 되어야 하고(김희영, 이지연, 장진이,

면서 그들의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공감하려

2013) 무엇보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고 하는 수용적인 자세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미술치료 프로그

돌봄이 필요하다(권재희, 2009).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미술치료프로그램을

램을 통하여 ‘마음의 여유’를 표현할 수 있었

통해서 미술매체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내면의

다. 장애아동을 키워야하는 부담감 및 양육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내 마

어려움 등으로 어머니 자신이 좋아하는 것, 바

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경험하고 또한

라는 것 등을 생각하거나 표현해 볼 기회가 없

누군가에게 ‘속 마음을 표현하는 편안함’으로

었는데 미술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이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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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들을 표현해 봄으로써 ‘가족여행을 가고

들처럼 ‘우리아이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기대

싶어요’, ‘좀 더 나를 가꾸기’, ‘이 아이를 돕는

감과 장애자녀의 언어적 표현에 대한 한계를

사람으로 살기’ 등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미래

혹시 미술로라도 조금 더 표현하지 않을까 하

를 표현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는 바램을 가지고 미술치료를 시작하기도 하였

장애아동 어머니들에게 미술치료에 대한 경

다. 따라서 미술치료사는 그들이 어떠한 기대

험은 이제 ‘다른 것도 해볼까?’하는 용기로 작

를 가지고 미술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기

용하게 되었고 ‘음악치료, 체육치료’ 등 다른

대와 욕구를 파악하여 미술치료가 어떠한 도

치료에 대한 기대와 자유롭게 ‘다른 치료들도

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정보 제공할 수 있어야

병행’할 수 있었으면, ‘모자가 함께할 수 있는

하겠다.

프로그램’ 및 ‘맞벌이 장애아동 부모를 위한 주

미술치료가 장애자녀에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 프로그램’과 같은 ‘치료지원이 더 확대되었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부 어머니들은 더 빨

으면’하는 바램들로 확대되게 되었다. 장애아동

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

어머니들은 그들 자신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었으나 병원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

받아봄으로써 ‘아! 우리아이도 이렇게 했구나!,

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시작하지

이런 느낌이였구나!, 그래서 얼굴이 밝아졌구

못하고 ‘발달재활바우처제도’가 시행되면서 대

나!’ 등 자신들의 장애아동들이 왜 미술치료를

부분 자유롭게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부분을 볼 때 미술치료사는 치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미술활동을 병행한 면담을 통하

여러 가지 복지정책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대

여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삶을 더 총체적으로

상자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어야하겠다. 장애

알 수 있었고 장애어머니에게 미술치료를 경험

자녀들은 미술치료를 만나면서 ‘표현 그 이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서 미술치료에 대

의 기쁨’을 표현하였는데 장애아동들에게 미술

한 선입견을 감소시키고 미술치료에 대한 신뢰

치료 시간은 웬만큼 아파도 빼먹지 않고 꼭 참

도를 높여 미술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

여하는 ‘전날부터 기다리는 시간’, ‘오늘은 뭘

었다.

하게 될까?’하는 기대가 있는 ‘재미있는 시간’
이었다고 한다. 미술치료와 미술치료사의 그

실천가로서 장애아동 미술치료하기

무엇이 이 아이들을 이토록 기다리게 하였을
까? 미술치료에서 장애아동들이 스스로 만든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막

미술작품은 장애아동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막하고 불안한 삶 속에서 미술치료를 만나게

해주는 도구로써 ‘이것 내가 했어요. 잘했죠!’라

되고. 장애자녀에게 미술치료를 시작할 수 있

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

게 해주면서 미술치료라고 ’딱히 뭐 있을까’,

다’는 자신감을 주는 도구가 되었다. 평소 다른

‘이것 한다고 애가 좋아질까’, ‘뭐 얼마나 차이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수동적으로 사는 장애아

나겠어’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미술치료라

동들에게 미술은 독립적으로 자신이 무엇인가

고 하니까 ‘뭐 나쁘지는 않겠지’, ‘그냥 스트레

해냈다고 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집

스라도 풀어라’, ‘소근육 발달이라도 도움되지

에 가져 감’으로 가족 및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않을까’하여 시작하기도 하며 반면에 TV에나

다시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이 만든 것으로 놀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본 장애아동 성공 사례

할 수 있는 놀이감이 되기도 하였는데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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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놓은 정형화된 놀이감이 아닌 온전히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대처하거나 거부감이 생

자신의 힘으로 만든 작품을 가지고 놀이한다는

겨 타인과의 교류에서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것은 더 없는 뿌듯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이러한 아이들에게 미술로 자유롭게 자신의 감

것이다. 따라서 미술치료사가 장애아동에게 미

정을 표현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회

술치료를 하기 위해서 미술치료사는 모든 인간

를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곧 언어적인 자기표현

은 창의적인 정신을 타고났다는 것을 믿고 모

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또래

든 인간에게 성장, 질서, 통합을 지향하는 타

집단과 함께 하는 집단미술치료로 또래와의 원

고난 경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만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

(Rubin, 2005)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아동을

로써 언어적 자기표현 및 상호작용에 도움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할 때 미술의 목표와 가

주었다.

치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데 장애아동들에

그 외에도 미술치료는 장애아동들에게 ‘가위

게 미술은 더욱 중요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질도 잘해지는 등 소근육발달’에 도움을 주어

있기 때문에 미술치료사는 미술매체들의 특성

소근육을 사용하는 다른 활동을 더 잘 할 수

에 따라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고려하여

있도록 도왔으며 치료뿐 아니라 그동안 접해

선택해야하며 내담자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

보지 못한 새로운 매체 및 다양한 매체를 사용

할 줄 알아야한다(Wadeson, 1980).

해보고 여러 가지 미술기법 들을 익혀봄으로써

장애아동들이 만든 작품은 그들의 어머니들

미술교육으로서도 도움을 주었고 장애아동 어

에게 아이의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시

머니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집으로 연계하여

보는 즐거움’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 작품을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집안에 진열해 놓거나 상자와 같은 곳에 잘 보

장애아동이 미술치료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

관해 두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 예전

술치료사와의 인연을 맺게 되는데 장애아동에

작품과 지금의 작품을 비교해보면서 변화를 눈

게 미술치료사는 ‘가족이외에 함께 해주는 사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술이 자

람’이었고 ‘아낌없는 칭찬을 주는 사람’이었다.

료의 영속성이 있어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

장애아동들은 대부분 그들의 가족이외의 다른

능한 것이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

또한 미술치료는 장애아동들에게 ‘정서적인

다. 미술치료사는 때로 아이의 사회적응을 위

안정’에도 도움을 주었는데 장애아동들은 미술

해서 바깥활동을 하거나 계절에 대한 감각을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와 외상을 안전하게 놓아

익혀주기 위해서 야외활동을 하게 된다. 어머

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고 미술작품을 통해 분

니들은 자신이 미처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함

노나 두려움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

께 해주는 부분에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장애

던 감정을 상징적으로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

아동들은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삶속에서 타인

이다(Rubin, 2005). 아울러 미술치료는 장애아

에게 칭찬보다는 ‘못한다’, ‘안된다’, ‘하지마라’

동들에게 ‘언어적인 자기표현’도 더 잘할 수 있

등 지적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미술치료를 통

게 도왔는데 대다수의 장애아동들은 정확한 언

하여 성취감과 함께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

어로 표현하거나 자기의사를 전달하는데 어려

으므로 긍정적 지지를 받으며 자존감을 향상시

움이 있고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거나 심리적으

킬 수 있다.

로 스트레스가 쌓여 쉽게 위축되고 불안해서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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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녀를 늘 돌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성격은 어떨까?’, 우리아이가 문제가 많은데

주거나 피해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늘 불

‘잘 기다려 주실까?’ 새로운 변화에 아이는 그

안한 삶을 살게 되는데 미술치료사를 만나는

변화를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을 가지

치료시간에라도 장애자녀를 ‘믿고 맡길 수’있게

고 있다. 한 장애아동 어머니는 어떤 치료사가

된다. 미술치료사는 아이의 ‘화를 받아주는’,

좋은 치료사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아이가 좋

‘기다려주는’ 사람으로서 미술치료시간은 장애

아하는 사람이 좋은 치료사’라고 하였다. 또한

아동 어머니에게 ‘의지할 데 없는데 보내면 마

미술치료사는 다른 재활치료사들과 다르게 ‘미

음 편한’ 시간이 되었다. 과연 미술치료사의 그

술’이 주는 자유로움, 부드러움, 놀이 등의 특

어떤 것이 장애아동어머니들에게 자신의 장애

성 때문인지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으로 작용하였을

이러한 미술치료사를 좋아하게 된다고 하였다.

까? 미술치료사가 장애아동의 화를 받아주고

따라서 미술치료사는 장애아동치료에 있어

기다려 줄 수 있으려면 먼저 장애아동을 이해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 뿐 아니라 장애아동 및

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미술치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특

료사가 장애아동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공

성을 이해하며 미술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확

감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장애아동

고한 인식을 가져야하겠다. 부모는 아동의 건

들은 치료실에 들어올 때부터 삶 속에서 가지

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상이다.

고 온 화를 투사하거나 마음대로 재료를 사용

부모는 자신을 돌봐야하며 정신적인 건강을 유

하거나 장난치면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며 치료

지해야한다. 이를 위해 치료자는 자녀의 특성

사에게 약간은 무례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으로 인해 부모가 느끼고 반응하는 것들을 수

또한 누군가에게 특히 어른들에게 전적으로

용하고 지지하고 허용해주어야 한다(최선남,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애아동들은 분노를 표현

2014). 하지만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하지 못하고 내면에 눌러놓았다가 치료현장에

선행되어야할 것이 있다. 좋은 치료사가 되려

서 터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장애아동

면 자신의 아픔을 먼저 이해하여야 하는데, 즉

이 가지고 있는 장애특성, 삶에서 오는 스트레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격구조를 먼

스, 미술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의미 등을

저 이해하여야 한다(주리애, 2010)는 것이다.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하려한다면 아이의 어떠한

따라서 장애아동 가족을 이해하기 앞서 치

행동도 받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더

료사 자신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수행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애아동들의 발달이

이 함께 있어야하겠다.

아무리 더딘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모든 과
정은 통합으로 가는 눈물겨운 노력일 수 있

Ⅴ. 함 의

기(Rubin, 2005)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만남과 헤어짐이 있듯이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그들의 장

장애아동과 그의 어머니는 미술치료사와도 헤

애자녀를 키워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짐을 경험하게 된다. 믿고 맡겼던 치료사와

지 그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미술치료와

의 이별에 있어서 정작 미술치료를 받았던 장

미술치료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질

애아동은 잠깐의 ‘아쉬움’을 표현하지만 장애아

적인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어머니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선생님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함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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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애아동어머니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

것을 깨달게 되었다.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현

해하기 위한 체험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

장에서 내담자와 뗄 수 없는 관계이며 특히 장

구에서는 장애아동 어머니들에게 미술치료를

애아동과 함께하는 미술치료사는 장애아동의

병행한 면담을 실시함으로 수량화를 통한 연구

부모가 그들의 장애자녀에게 미술치료에 대해

방법이 아닌 그들의 입을 통한 이야기로 또한

더 많은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되며 주요한 주체자로서 세울 수 있는 대상이

를 제공해 주었고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삶 속

되도록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서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의미주제를

탐구를 마치며

발견할 수 있었다. 미술활동으로 장애아동 어
머니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

이 연구가 미술치료사로서 내 삶에 주는 의

고 어머니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

미는 무엇일까?

련함으로써 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

본 연구는 장애아동에게 미술치료를 해오고

상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할 때 그들을 이해할

있는 미술치료사로서 나를 만나는 나의 정체성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줄 것이다.
둘째, 미술치료사가 장애아동 미술치료 서비

을 찾는 일이기도 하였다. 나는 5년이라는 기

스를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

간 동안 장애아동들에게 미술치료를 하였고 만

지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체험적 정보가 될

남과 헤어짐을 경험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것이다.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어머니가 어떠한

‘미술치료사인가?’, ‘내가 뭘 했을까?’, ‘뭐가 치

계기와 기대를 가지고 미술치료를 시작하게 되

료가 된 것인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

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

야하는가?’ 등이 궁금했을지 모른다. 5년 동안

지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경험한 것들

만남을 이어온 나의 내담자들은 장애를 가지고

을 나타내었으며 아울러 장애아동들이 경험한

있어 대답해 줄 수 없고 그 대답을 듣고자 그

경험적 내용을 토대로 장애아동에게 미술치료

들의 어머니를 연구하려했는지도 모른다. 마치

가 주는 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셋째, 장애아동어머니에게 직접 미술활동을

속에는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해 확인 받고자 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술치료

는 욕구가 깔려 있다’(주리애, 2010)라는 말처럼

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미술치료사로서 나의 삶의 의미를 그들을 통해

장애아동 어머니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미술치

서 확인받고자 하였을지 모른다.

료를 받게 해주고자 할 때 참여도를 높일 수

미술치료사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담자의 문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장애아동의 조력

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문제를 빨리 파악해야

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는 평가자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내담자를

할 수 있겠다.

온전히 수용하며 그들과 진실로 그 자리에 함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치료

께 있으면서 소통하는 것이었다. 또한 연구참

하는 미술치료사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삶 속에

여자들을 만나는 작업은 앞으로 계속 미술치료

서 장애아동의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더 깊이

를 하여야할 사람으로서 나에게 장애아동과 장

이해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치료자로서의 책

애아동 가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임과 온정성 그리고 진실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장이 되었다. 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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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었고, 내가 알고 있던

박세원(2012). 존재론적 탐구로서의 저널쓰기: 예

것보다 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며

비교사의 자기 정체성 형성 이야기. 교육
인류학연구, 15(1), 1-58.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장애아동을 치료해
내라고 뭔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닌 치료사에게

손선미, 최선남(2012). 교류분석(TA)이론을 기초한

맡기면서도 미안해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어머니집단미술치료가 양육태도와 자녀의

무엇보다 치료사에게 믿고 맡기는 사람들이었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9(6), 1503-1521.

다. 본 연구를 통해 나온 연구참여자들의 본질

정명신(2001).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아동

적 주제는 그들의 삶이기도 하지만 나의 삶이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석

기도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 자신을 더 이

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해하고 수용하게 되었다. 내담자를 이해하고

주리애(2010). 미술치료 요리책. 경기도: 아트북스.

수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치료사인 나 자신이

진소정(2002). 장애아동의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도

나를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얻었다. 실존성을 바탕으로 하는 존재론적 탐

대학원.

구에서는 앎의 과정은 곧 실천의 과정이 되고

천은경(2008). 집단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동의 문

실천의 과정은 곧 앎의 과정이 되는 통합적 접

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

근(holistic approach)으로 실천성의 의미가 드

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러난다(박세원, 2012)고 하였다. 따라서 이제 나

최명선(2013). 미술치료사의 전문가 되기 여정에

는 내가 알고 깨달은 것들을 나의 삶 속에서

관한 존재론적 탐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

잘 실천하는 미술치료사로서 서 있을 수 있어

자대학교 대학원.
최선남(2014). 미술치료에서의 부모 상담-구조화과

야하겠다.

정과 윤리적 고려. 한국미술치료학회 제26
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63-74). 한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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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ntological Exploration into the Perception of
Art Therapy by Mothers with a Disabled Child
Shon, Ill-Sook

Choi, Sun-Nam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what mothers with a disabled child experienced when their children were in the
process of receiving art therapy, what this experience meant to mothers, how art therapy was perceived by
the mothers, and what this exploration meant to the researcher's life.
6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became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These participants received a 4 session art therapy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Each session was
about 60 to 90 minutes long. The interview was a one on one interview. This study took an ont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as they were.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and the
researcher discussed the meaning and value of living in relationships by talking about their lives together.
Through this kind of discussion,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find themes related to their encounter with
art therapy and art therapist.
The participants often feel guilty and at a loss in taking care of their disabled children. In their hopeless
lives, they encounter art therapy and receive it in reserved anticipation. As their children can express
themselves and feel joy through art therapy, the participants come to rely on the therapist who make
efforts to understand their lives and children, an experience that enables the participants to gather up
another courage.
Key Words : ontological inquiry, mothers with a disabled child, perception of ar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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