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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의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
경험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1)
송 주 영2)

전 영 숙3)
대구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중년여성이 자신의 존재 의미와 삶의 의미를 어떤 과정을 거쳐
서 찾아가는지,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의 가치는 무엇인지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자의
삶에서 나온 실존적 물음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10회기의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 프로그
램을 구성한 후 2명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선택한 연구방법은 존재론적
탐구이며 이 과정에서 밝혀진 존재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존재 물음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관계 맺
다’, 둘째, ‘삶의 상처를 넘어서 삶을 이해하고 의미를 찾다', 셋째, ‘미술치료 과정에서 창조적 삶을 경험하다'로
요약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상징적으로 해석한 실존적 주제의 프로그램과 창조적 삶을 실천하는 실존의 현장
을 통해 실존적 주제 탐구에 충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오랫동안 남아있던
삶의 과제와 감정의 근원을 통찰하면서 실존적 삶에 가까워지고 미술치료사로서의 소명과 존재 의미를 찾게
되었다.
주요어 : 중년여성,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 존재론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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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내담자들의 존재와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으며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함께 존재
할 수 있는가? 그 전에 나는 얼마만큼 나의 존

나의 삶과 실존의 만남

재와 삶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가? 에 관한
나의 실존에 관한 질문과 관심은 죽음이라

질문이 이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갱년기, 폐

는 주제로부터 시작했다. 예기치 못한 친구의

경기를 거치며 우울 증상을 겪던 어머니를 떠

죽음, 오래전 수술하였지만 암 전이로 급격하

올리며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의 고민

게 악화된 작은어머니의 죽음, 막 서른을 넘은

도 쫓아다녔다.

사촌 동생의 갑작스런 죽음을 경험하면서 나는
죽음을 진지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나 자신이 삶에서 직면하고 고민해야
했던 존재 의문과 심리, 사회, 신체적 변화로

삶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했고 죽음이 출생

내적 혼란을 겪음과 동시에 자기 성찰의 에너

의 순서를 따라갈 거라고 내심 믿고 싶었던 나

지가 커지는 중년여성이 어떻게 진실한 자신과

는 `도대체 왜?'냐고 물었다. 오랜 시간의 애도,

만나고 삶에서 의미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무력감, 상실감, 죽음 불안을 겪으며 의미 없어

지의 질문을 통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보이는 삶에 관한 질문은 나를 따라다녔고 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려웠고 허무했고 슬펐고 우울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나와 살아가려는 내가 싸워

중년기에는 사회에서의 역할변화, 자신의 노

야 했고 결국 죽음 앞에 나도 혼자라는 두려움

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과 질병 등으

을 이기려고 억지로라도 답을 찾아야 했다.
누구나 죽음의 과제를 가지고 있고 죽음은

로 위기가 촉발되며(김애순, 윤진, 1993 재인

본질적으로 자신의 것이므로(Heidegger, 1927/

용:3; Cytrynbaum et al., 1980) 죽음의 필연성

2015)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결국, 죽음과 고통

을 자각하고 정서적 위기를 맞게 된다(Jaques,

은 삶의 과정이며(Frankl, 1946/2005) 죽음을

1965). 죽음을 자주 접하면서 인간의 생애 중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직면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위협이 본격적으로 시작(임경수,

그렇기에 죽음은 삶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조

2005)되며 인생의 절반을 보냈다는 자각과 함

건이 되며(Yalom, 1998/2010) 자신이 누구인

께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김용민(2015)의 연구에서는 중년기에 주변에

지 발견하는 것으로 준비된다(Thomas, 1997/

서 사망을 경험한 경우가 86.5%이며 이때 중년

2013).
나는 미술치료를 시작하면서 자살 기도, 자

은 두려움과 깊은 슬픔을 가장 많이 느끼며 죽

해, 삶과 불안과 죽음의 간극에서 삶의 무의미

음을 받아들이면서도 피하고 싶다고도 보고되

와 소외를 겪는 알코올 중독, 정신증 환자나

었다. 이렇듯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은 중년기

가출청소년들을 내담자로 만나게 되었다. 그리

발달 전환기를 맞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고 내담자의 삶과 죽음의 불안, 삶의 공허함,

죽음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은 상실, 무력감, 삶

결국 혼자라는 절대적 소외와 직면하면서 뒤통

의 허무감을 느끼게 한다. 나아가 노화하고 있

수를 호되게 맞는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는, 즉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자신과 직면하게

내가 그들이 겪는 문제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한다. 중년기에 맞는 이런 사건과 변화는 삶과

미술치료사로서 버티고 가줄 수 있는가? 나는

자기 존재에 회의를 느끼게 하고 어떻게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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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누

이지만, 변화를 극복하면서 삶과 자신의 존재

구인가? 라는 존재론적 의문을 던지게 한다.

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재

이런 의문과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은

정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죽음사건의 경험 뿐 아니라 중년기의 신체적

실존적 접근의 치료는 발달적 위기, 삶과

사회적 심리적 발달 시기에 겪는 역할 상실감,

죽음, 상실 등의 실존적 문제와 직면하고 있거

자녀들의 독립과 분리로 인한 외로움, 노화의

나 생애 발달 단계의 전환점에 있는 사람들에

두려움, 우울의 심리현상과도 연관된다. 중년

게 유용하다(Corey, 2001/2013; Ingram, 2006/

시기에 여성은 노부모의 질병, 사별, 사직, 폐

2011). 이에 중년기 여성이 삶의 의미를 증진하

경기 전후의 부부 갈등 등의 위기를 맞게 되며

고 부조리해 보이는 삶 속에 놓인 실존적 존재

(Northrup, 1994/2002) 자녀의 독립으로 허전

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삶의 궁극적인

하고 버려진 기분을 느끼면서 자신을 완전하지

관심사'인 죽음, 소외, 삶의 의미, 자유(Yalom,

않은 존재로 여기기도 한다(Hudson, 1999/

1980/2007)를 다루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인

2010). 특히 중년기 여성은 갱년기와 폐경기로

간은 자연적으로 소멸의 공포를 느끼고 삶의

인한 호르몬과 신체적 변화로 노화 현상과 여

전반에 보편적으로 깔린 죽음을 부정하지만

성성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폐

(Becker, 2007/2008) 죽음과 대면해야 삶을 충

경을 경험하면서 삶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음을

실히 살아갈 수 있으며 실존적 문제를 점검할

받아들여야 하며 폐경기 우울증이 동반되기도

때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Yalom, 2008/2008).

한다(Becker, 2007/2008). 이렇게 중년기에 되풀

스스로 의미와 의지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유

이되는 주변 사람들의 죽음, 생식능력의 상실,

를 행할 때 인간은 진정성 있게 존재하게 되고

임신능력의 쇠퇴 등의 상실 경험은 중년여성에

(Cox, 2009/2012) 홀로 됨은 인간 존재의 조건

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다(Northrup, 1994/

이며(Corey, 2001/2013) 고독을 추구할 때 자신

2002). 중년기는 육체적 한계나 실패와 상실과

의 길을 찾고 자신을 넘어 창조한다(Nietzsche,

마주쳐 죽음을 앞둔 시간과 만나고 허전함과

1883/2004).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Johnson & Ruhl, 2007/

이러한 실존의 직면과 경험을 위한 여러 가
지 방법 중 예술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

2009) 시기인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중년여성의 변화 시기

로 보인다. 예술은 능동적인 창조의 힘으로써

는 위기를 전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년기

삶을 만들고 인간 정신의 창조에 참여하며

에는 세상에 대한 보편적 조망을 가지고 객관

(Kandinsky, 1911/2007)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적 결정을 내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책임질

것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적극적 방법이다

수 있으며 나아가 성숙한 창조성으로 가치 있

(Frankl, 1946/2005). 또 May(1975/1991)는 예

게 살 수 있게 된다(Levinson, 1996/2004). 여

술가처럼 죽음을 초월하는 창조적 행위를 통해

성의 중년기는 오랜 세월 축적된 에너지가 영

서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적, 정신적으로 활성화되고 통찰력이 발휘되는

런 예술 활동의 창조성과 죽음 초월의 의미는

시기이기도 하다(Northrup, 1994/2002).

실존이 다루는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이렇게 여성에게 중년기는 소외감, 상실감,

미술치료에서 창조된 창작물은 많은 상징과 의

공허감, 좌절감을 느끼고 죽음의 간접적 경험

미를 내포한다. 미술작품의 상징과 은유는 삶

과 자각을 통해 삶의 유한함을 직면하는 시기

에서 부딪히는 실존적 주제들을 이해하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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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효과적인 매개가 될 것이다. 삶의 상징

에서 겪은 실존의 문제를 끌고 와 연구를 진행

을 미술로 표현하는 과정은 중년여성에게 더

하고 탐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깊고 풍성한 실존적 삶의 이해와 성찰을 제공

따라서 본 연구는 존재론적 탐구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가는 예술 활동을 통

진행 하려고한다. 존재론적 탐구를 연구해 온

해 “삶과 죽음, 존재와 부재에 대한 인식과 감

박세원(2014)은 탐구는 자신의 삶에서 나와야하

수성을 확장”하며(심상용, 2012 재인용:50) 예술

며 “나-세계, 나의과거-현재-미래라는 존재지

은 자신과 타인에 의해 체험하는 것을 경험하

평”안에서 자신의 “삶의의미, 가치, 목적을 온

게 하여 소통하게 한다(Sartre, 1946/2008). 이

전하게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박세원,

에 중년여성이 미술치료 프로그램 안에서 예술

2014 재인용:28). Yalom(1998/2010)은 삶과 관

가의 실존적 삶과 작품을 접함으로써 실존의

계라는 실존적 문제가 치료 상황에서도 재연되

개념과 가까워지고 그림으로써 형상화되었을

며 내담자뿐 아니라 치료사도 실존적 주제에

때 삶에 대한 이해와 수용 및 통찰이 빠르게

직면하고 탐색하며 검토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삶과 죽음이라는 실

실존적 주제는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

존적 문제로 고민했던 연구자의 삶에서 나온

가 내재하여 있으며 존재의 인식을 중요하게

주제를 미술치료 안에서 다루며 중년여성의 삶

생각한다. 특히 미술작품에 담긴 상징과 개인

을 탐구하려 한다. 연구는 미술치료 경험 안에

내적 의미는 개별성과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

서 중년여성이 실존을 인식하고 대면하면서 어

이에 나와 타인의 존재, 죽음에 대한 사유와

떻게 삶과 존재 의미를 경험하는지, 그리고 경

경험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다루고 미술작품과

험을 통해 어떻게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아가

작품 활동 과정이 가진 다양한 의미 및 작품과

는지 탐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작품을 만드는 사람 간의 역동을 녹여내기 위

탐구의 존재론적 물음

해서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 따라서 연구자
가 다루려는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는 질적 연
구를 통해 삶과 존재를 다루고 개인의 문화․

본 연구는 중년여성이 실존적 접근 미술치

원형․상징을 담은 미술작품의 특성을 살리는

료를 통해 실존적 주제를 다룸으로써 중년여성

데 유용하다.

이 자신의 존재 의미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양한 질적 연구의 방법 중 존재론적 탐구

이해하는 과정을 탐구하려고 한다. 또한, 실존

는 인간의 실존과 존재 물음을 중요시하며 일

적 접근 미술치료가 중년여성에게 어떤 가치가

상에서 삶과 관계의 문제를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지, 미술치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

해명함으로써 존재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는(박

펴볼 것이다. 연구의 핵심 물음은 다음과 같다.

세원, 2013) 연구방법이다. 최근 선행된 미술치
료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김영애, 2015; 박은미,

첫째,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 과정에서 중년

2014) 동향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가 삶과 존

여성이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체험하고

재를 이해하는 과정을 생생한 미술치료 현장

이해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텍스트로 소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미를

둘째,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 탐구의 여정에

발굴하였다. 또한, 연구가 내담자의 실존성을

서 중년여성이 만난 존재론적 의미는 무엇인

탐구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삶

가?

- 310 -

중년여성의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 경험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

셋째,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가 중년여성에게
주는 치료적 가치는 무엇인가?

5

옥선화, 1991)를 참고하여 참여자의 연령범위를

40~59세로 정하였다. 삶의 보편적인 실존 경험
이 있는 중년여성을 연구대상으로 모집하였으

Ⅱ. 존재론적 탐구를 위한
방법과 과정

며 모집대상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며 자료제공
에 동의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자
를 선정하였다. 연구 과정 중, 중도 포기 의사
를 밝힌 참여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존재론적 탐구 방법

참여자A는 만 56세의 주부로 병을 치료받은
존재론적 탐구는 실존의 질문을 통해 스스

후 건강관리 중이다. 근래에 괜히 눈물이 나고

로 삶을 추구하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온전히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인지 남편과의 대화가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야기성, 대화성, 탐구성,

자주 엇갈린다고 호소하였다. 갱년기에 들어서

실천성이라는 인간의 실존적 존재 구성의 해명

면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고 자신이

으로 이루어진다(박세원, 2013). 선행연구인 박

누군지 찾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여자B는 만 42세로 미혼이며 모임에서 분

은미(2014)의 존재론적 탐구 과정을 살펴보면
연구자 및 내담자의 자기존재와 삶의 구성과정

위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근

을 미술치료라는 탐구적 공간을 통해 대화적,

래 `나는 무슨 이유로 태어났을까?'라는 의문이

이야기적, 실천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들기도 한다고 한다. 특히 일상에서 걱정이 많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들이 실존적 접근

아 실행의 어려움이 많고 마흔이 넘어가면서

미술치료의 장에서 삶과 세계, 관계 속에서 경

이유 없이 불안하고 피곤함을 느낀다고 호소하

험한 실존의 주제 의미를 작품 활동 속에서 담

였다.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아내며 이야기적으로 의미 있게 재생성해 나가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

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참여자들과 연구자 사
이에서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온전하게 이해하
고 주체로서 인정하는 대화적 만남에 기반을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실존적

두며 이는 탐구를 통해 시작된다. 이때 연구자

접근 치료과정(Corey, 2001/2013)을 기반으로

또한 나와 나 외의 존재를 이해하며 자신의 삶

구성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과 삶을 돌

에서 나온 질문을 탐구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아보고 내면을 탐색하면서 실존과 삶을 자각하
게 된다. 중기 단계는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실존적 주제인 삶과 죽음의 의

연구참여자 선정

미, 소외와 관계 맺음의 의미 등을 이해하면서
연령범위를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점검하고 자신과 삶을

40~59세로 정의한 연구(박명희, 2002; 신기영,

수용하는 단계이다. 후기 단계에서는 삶을 돌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표 1.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별칭

나이

동거가족

결혼여부

종교

직업

건강상태

참여자A

56

배우자, 자녀

기혼

있음

없음

관리중

참여자B

42

부모, 동생

미혼

없음

있음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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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1

주제와 내용

기대효과

◼ 만남의 인사 : 연구 소개 및 자기소개
◼ 나와 타인의 삶에 대한 관점 나누기
◼ 삶이란 : 삶이란 무엇인지 표현하고 나누기

실존의
자각

2

3

◼ 그림 감상 :『아델 드 툴루즈로트렉 백작부인』
de Toulouse-Lautrec, H.
◼ 인생의 강 :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흐름을 강으
로 표현하기
◼ 그림 감상 :『두 명의 프리다』『원숭이와 함께
한 자화상』Kahlo, F.
◼ 나 : 현재의 나와 찾고 싶은 나 표현하기
◼ 사계절의 소리 감상

4

삶의
이해와
수용

◼ 마음단지 : 상실에 관한 마음을 단지로 표현하기
◼ 다큐멘터리 감상 :『엔딩노트』Mami Sunada.

6

7

◼ 엔딩노트 : 죽음을 준비하는 노트 작성하기
◼ 그림 감상 :『뉴욕의 방』Hopper, E.『안개 속의
방랑자』Friedrich, C. D.
◼ 나만의 섬
홀로 됨을 표현하고 홀로 존재함을 느끼기
◼ 시 감상 :『대추 한 알』장석주

8

의미
발견과
실현

◼ 인생 구덩이 : 인생에서 겪은 고난과 의미 표현
하기
◼ 시 감상 :『가지 않은 길 中』Frost, R.

9

◼ 갈림길 : 선택과 그때의 책임과 의미 나누기

- 자기인식과 내면 탐색
- 다양한 자신의 모습 수용
- 자기 자원 탐색과 강화

- 상실의 이해
- 애도 작업
- 미해결감정 정화와 치유
- 죽음의 이해
- 자기 죽음 조망하기
- 현재의 소중함과 가치 발견
- 실존적 소외 이해
- 관계 맺음의 의미 탐색
- 자신과 진실한 관계 맺고 내면의
힘 강화
- 고통과 성장 이해
- 삶의 위기의 의미 재구성
- 삶에서의 성장과 풍요로움 체험
- 자유와 책임, 선택의 의미 이해
- 삶에서의 선택과 실현 탐색
- 삶의 자율성과 주도성 찾기

삶의 의미 찾기
의미실현 지지하기
삶의 방향과 가치 실현 강화
회기 마무리

◼ 의미메달 :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물하기

-

◼ 존재나무
이전 회기 나누기
존재 나무 표현하고 서로 선물하기

- 각 회기의 재탐색
- 진실한 관계 맺음의 실현
- 소통을 통해 자기가치 재발견

◼ 글 감상 :『Gogh의 편지 中』Van Gogh, V.
10

매
회기

- 중년기의 이해
- 삶의 자각
- 과거의 수용과 현재의 이해

- 인생의 계절과 삶의 속성 이해
- 삶의 순환성, 유한성 이해
- 현재에 집중하기

◼ 나의 계절
나의 계절과 의미 찾기
◼ 상실에 대해 나누기

5

- 미술치료 흥미 유발
- 신뢰감 형성
- 삶의 이해와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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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보며 책임과 자유, 위기를 통한 성장의 의미

관점의 변화를 관찰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하

를 탐색하게 된다. 실존적 인간으로서 삶을 선

였다. 이를 통해 실존적 주제 및 관련된 근황

택하고 책임지는 의미를 배우며 발견한 가치를

을 되짚고 연결하면서 존재의 순환론적 의미를

삶에서 실현하는 방법을 찾고 의지를 강화하는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과정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구성은 기존 연구를 수집, 변형하

프로그램은 매회기마다 도입, 미술활동, 나누

거나 연구자가 주제에 맞춰 새롭게 창안한 후

기, 마무리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예술가는 자

자문을 받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

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고통에 묻히기보다 의미

에서 상담전문가 1인과 미술치료전문가 1인의

를 묻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이지

자문을 받았다.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상담

훈, 2008). 그래서 예술가의 삶과 예술작품은

기법 서적(Ingram, 2006/2011; Thompson, 1996

고난을 넘어 창조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2007) 및 미술치료 서적(Barber, 2002/2009;

실존적 삶을 담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실존의

Buchalter, 2009/2011)을 참고하여 연구 방향에

주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실

맞게 재구성하거나 직접 고안하였다. 프로그램

존의 이해를 돕는 매개체로써 미술치료의 도입

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부에 활용하였다.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받아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

들이고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간 Toulouse

Lautrec와 Kahlo의 삶과 그림을 나누며 중년의
삶과 자기인식을 돕고자 하였다. 누이와 어머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7년 1월 7일

니의 죽음 이후 우울함에 시달리고 고독과 직

부터 2017년 3월 25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

면하였던 Friedrich와 소외를 다루는 Hopper의

행되었다. 자료는 참여자들에게서 나온 이야기

명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

나 대화, 소감의 전사자료와 참여자들의 작품,

리 `Ending Note'를 통해 실존적 삶과 고독,

행동 관찰일지, 상담일지, 연구자 메모 등 미술

죽음의 의미에 다가가려 하였다. 존재론적 선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수집되었다.

택에 관해 묻는 시 `가지 않은 길'과 시련을 극

자료 수집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존

복하며 삶을 완성하는 과정을 담은 시 `대추

재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진실함, 적시 적소

한 알'을 선정하여 삶의 선택과 책임에 관해

에 질문하고 관찰하는 적확성, 온전한 존재론

숙고하고 삶의 고난 속에서 삶의 가치를 실현

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풍부함을 가져야 한

한 Van Gogh의 글을 미술활동과 연결하여 삶

다(박세원, 2013). 이에 기초한 연구자의 자료

의 방향을 탐색, 강화하고자 하였다.

수집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회기는 2시간씩 진행하여 2명의 참여자가

첫째, 연구자는 본 연구의 전 과정을 녹취하

함께 예술작품 감상과 소통 및 미술활동을 통

였으며 회기가 끝나면 미루지 않고 비언어적

해 실존의 질문, 관계의 체험과 나눔이 충분히

표현 및 행동을 메모하였고 직접 녹취록을 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 회기 프로그램 외에

었다. 둘째, 참여자들이 진솔하고 자연스러운

전회기에 걸쳐 완성되는 `존재나무' 프로그램을

자기표현을 하도록 관계 형성을 위해 편한 분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이 매회기에 이전 회기를

위기를 만들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돌아보고 비어있던 나무를 삶에서 찾은 자기존

다했다. 셋째, 프로그램은 구조화하였으나 연구

재의 속성으로 채워가면서 자신과 삶을 대하는

자가 필요한 순간만 개입하여 참여자들이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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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깔린 감정과 소망들이 투사되고 온전히

적인 윤리의식을 염두에 두고 전 과정을 진행

그 시간에 머무르고 스스로 의미를 찾는 데 중

하였다. 연구자는 첫 회기에 참여자들에게 연

점을 두었다. 넷째, 미술작품을 분석하기보다

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 안내하고 각 회기 주

참여자들이 구성한 이야기를 통해 창조적인 활

제, 진행날짜, 시간 등을 의논하였으며 녹취 및

동에 따라 새롭게 발견된 의미에 초점을 두었

작품 사진 촬영과 사용 목적에 관한 자발적인

으며 회기 주제에 관련된 일기를 쓰고 자기성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의 참

찰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
을 밝혔다. 연구 참여자의 보호를 위해 각 회

자료 해석 방법과 절차

기의 작품과 진술, 상담내용은 연구의 목적으
로만 쓰임을 분명히 설명하였으며 명칭은 참여

존재론적 탐구의 해석은 수집한 자료를 분

자A와 B로 지칭하기로 하였다. 또 자료 해석

석, 종합, 해체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박세원,

후 참여자들과 논의하여 연구의 의미를 확인하

2013). 연구자는 선입관을 배제하고 진정성 있

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거나 개인 정보가 노출

는 해석을 위해 자료가 존재론적 개념과 의미

될 만한 사적인 내용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였

가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종합한 해석을 재검

다. 녹취파일은 연구가 끝난 1년 후에 모두 파

토하였다. 종합하여 나온 존재론적 의미의 대

기할 것이며 자료는 연구자만이 접근 가능한

주제와 소주제들의 연관성과 근거가 적합한지

연구자의 개인 PC에 보관될 것임을 약속하였

종합과정에서의 기준에 맞추어 자료가 공통성

다. 참여자들의 작품은 회기마다 참여자들에게

을 가지고 구분되어 있는지 재분석하는 과정이

허락받은 후 사진으로 촬영하여 자료로 보관하

반복되었다. 그리고 자료의 해석과정에서 엄밀

였으며 회기를 마친 후 모두 돌려주었다.

성과 창의성의 한쪽에 집중되지 않았는지 살펴
보았다. 해석 후 왜곡되거나 불일치한 의미가

Ⅲ. 흐르는 실존적 삶 속에서
상처를 어루만지고
새로운 여정과 풍경을 만나다

없는지 다른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해체작업을
통해 분석되어 정리된 주제들이 정확하게 맞춰
졌는지 살펴보면서 모순이 보였을 때 주제와
의미를 분류하는 작업을 재진행 하였다.

이 장에서는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 장면에

부분적인 이해를 일반화해서 해석하지 않도
록 미술치료 전체 흐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서 중년여성이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체
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는 주제나 행동과 언어들에 집중하여 충분히
일관적인 규칙성을 가진 의미를 찾을 때까지
반복하여 종합하고 재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삶과 나의 존재를 현재에서 과거로
연결하다

지도교수의 조언을 구하였으며 미술치료 교수
와 상담심리학 교수의 자문을 참고하였다.

1) 건너뛰고 싶은 삶 : 조심스럽게 헤쳐 나
가는 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그림 1은 참여자A가 그린 삶이다. 참여자A
는 파란색은 과거, 조심스러운 노란색은 가족

본 연구는 미술치료사로서의 전문성과 기본

을 위해 자신을 바꾸려는 미래의 삶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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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속상한 마음과 눈물을 드러낸다. 자기 생
각을 억지로 가족에게 맞추고 반성하려는 마음

1) 멈추고 막혀버린 삶 : 관심받지 못하고
오해받았던 나

은 `진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소망을 억제하고
삶을 조심스럽게 조망하게 한다.

9

그림 3은 참여자A가 그린 인생의 시간이다.
그림을 그리면서 참여자A는 `악몽 같은' 두 번
의 삶의 고비에 관해 이야기하며 감정이 복받

내가 나 자신한테 시간을 많이 못 쓰고

쳐 오른다.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했던 `암흑

되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속상했어요. 내

의 유년기'와 부부 사이에 오해가 쌓여 다툼이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그게 어딘가 모르게

잦아지고 몸이 아팠던 때가 삶이 멈춰버린 시

억압은 아닌데 자제했던 것을 느껴요. (참여

절이라고 한다. 참여자A의 그림은 멈추고 막혀

자A, 2017. 1. 7)

흐르지 못한 삶의 슬픔과 원망을 쏟아낸다.

2) 고달픈 삶의 연속 : 점점 작아지고 부서
지고 있는 나

2) 범람하기도 막히기도 하는 삶 : 가정의
관리인으로서 살아온 나

그림 2는 참여자B가 그린 삶이다. 참여자B는

그림 4는 참여자B가 그린 인생의 시간이다.

삶은 `고달픈 것'이라며 혜성과 모래시계를 그

참여자B는 그림 속에서 강을 돕기도 해를 입히

린다. 참여자B에게 삶은 혜성처럼 `부딪히고 깨

기도 하는 비버를 엄마로 표현한 후 부모와의

지면서 죽음일 수도 있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갈등을 털어놓는다. 자신을 사랑스러운 딸이

것'이며 모래시계의 모래조각이 힘들고 어렵게

아닌 `관리인'으로 살게 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삶의 길을 통과하기 위해 부서지듯 시련과 고

자신에게로 향하여 자해하던 시절은 말라가고

난을 지나는 과정이다.

피를 토해내는 강으로 그려져 흐르고 있었다.

밑에 있는 게 말하자면 지나온 삶인 거예
요. 어쨌든 작아지고 부서져야 되기 때문
에…. 그래야 흘러가는 삶에 같이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B, 2017. 1. 7)
그림 3. 인생의 강

그림 4. 인생의 강

(참여자A)

(참여자B)

3) 다시 흐르는 삶
참여자A는 `자신이 악몽 같은 어린 시절에
그림 1. 삶이란

그림 2. 삶이란

너무 멈춰 있었던 것 같다'며 원래 그린 그림

(참여자A)

(참여자B)

에서 `인생의 강'의 막힌 부분에 물길을 만들어
바다로 흐르게 하였고 참여자B는 삶의 나무와

중년의 한복판을 흐르는 삶의 강을
그리다

땅을 만든 존재인 비버가 사는 강의 그림을 다
시 응시한다. 참여자들은 그림과 재접촉하며
그림 속에서 드러난 묻어둔 삶의 과제나 미해
결된 감정과 생각을 전환하며 풀어낸다.

- 315 -

10

미술치료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96호), 2018

여기는 잠깐의 도랑물이라고 생각해요. 여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기서부터는 흐르는 강이에요. 바다가 될 수

다른 사람이 내게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있고. 여기(현재)서부터는 어차피 자신의 몫

에 초점이 맞춰졌었나 봐요. (참여자B, 2017.

이라고 생각해요. 희망이 보이는 강이에요.

1. 21)

(참여자A, 2017. 1. 14)
마냥 `나는 피해자구나' 생각했던 여러 가
지 사건들에서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비버가
강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동물이구나'
그런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네요. 정리도 되
고. (참여자B, 2017. 1. 14)
그림 5. 나(참여자A)

그림 6. 나(참여자B)

찾고 싶은 나를 통해 지금의 나를 보다
계절의 흐름과 삶의 순환을 연결하다

1) 다시 찾고 싶은 나 : 씩씩하고 밝은 나
그림 5는 참여자A가 그린 내적 자화상이다.
참여자A는 그림을 그리면서 표정이 밝아진다.
남편에게 맞추고 `어느 순간에 쭈그려져' `사라
진 것 같은 자신'으로 살아오고 있었지만, 앞으
로는 잃어버린 `씩씩하고 밝은 모습을 찾고 자
기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한다. 다양한 자아상
을 찾아내고 자신으로서 살아가려는 의지와 믿
음을 보여준다.

1) 중년이 존재하는 계절 : 과거를 딛고 노
후를 준비하는 둥글둥글한 삶
참여자A는 자신의 계절로 가을을 떠올리며
현재의 자신을 보는 기회로 삼으며 자신을 억
누르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살고 싶다고 한다.
그림 7은 참여자A가 그린 계절 속 자신이다.
자신을 중앙에 두고 그 아래에는 따뜻한 노년
의 겨울을, 양옆으로는 현재 만나는 사람들의

2) 강요된 모습을 버린 나 : 있는 그대로의
가벼워진 나
참여자B는 원 안에 그린 반쪽의 자신과 자
신을 둘러싼 통찰, 평화라는 단어가 어지럽게

소중함과 미래의 자손을 표현한다. 참여자A는
자신이 현재 존재하는 삶의 시점을 가을로 이
해하며 중년의 특징을 받아들이고 따뜻한 겨울
을 노후로 표현하며 앞으로의 삶을 준비한다.

느껴지고 자기 얼굴이 빠짐없이 그려졌으면 좋

현재 중년의 저를 보면서 화려하지 않지

겠다고 한다. 참여자B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만, 그래도 젊음을 잃지 않는 차원에서 은행

내면을 보여주기 싫어 가짜 자신을 만들어 자

이나 솔방울로 가을을 표현하면서 이삼십

기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억누르고

대의 저의 젊음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스스로 강요한 모습

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참여자A, 2017. 2. 4)

이 담긴 자화상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온전한
자신을 그린 후 `여기가 떨어져 나갔어요. 진짜
가벼워요'라며 크게 웃는다. 그림 6은 참여자B
가 수정하여 다시 그린 내적 자화상이다.

2)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 : 불안하고 끊임없
이 준비해야 하는 삶
그림 8은 참여자B가 그린 계절 속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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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공부와 일을 계획하고

11

싶은 삶

있는 참여자B는 눈에 덮여 나오지 못한 채

그림 9는 참여자A가 완성한 마음속 단지이

준비를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한다. 실존적

다. 참여자A는 몸이 아팠던 시절을 삶의 과정

불안 외에 예기치 않은 불안을 피하려고 지나

으로 여기며 건강을 찾은 현재 상태를 잘 유지

친 걱정과 준비를 하는 모습이 타인의 시선을

하려는 소망을 사각 모양의 단지에 담는다. 또

과도하게 신경 쓰던 이전 회기의 모습과 이어

이전 회기에서 언급했던 `가족의 울타리'라는

진다. 나눔을 통해 삶이 준비하는 대로 진행

말을 다시 사용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지 않고 어떻게든 벌어진다는 걸 알겠다며

된 것이 가족의 힘이었음을 새삼 느낀다.

지금은 용기 내어 눈 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한다.

2) 잃어버린 시절과 할머니의 죽음 : 애도를
넘어서서 추억의 꽃으로 피움
그림 10은 참여자B가 완성한 마음속 단지이

3) 계절처럼 유한하고 순환하는 삶
계절의 탐색은 삶의 순환 및 변화와 죽음 개

다.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는 참여자

념을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Barber, 2002

B는 작품을 만들고 이야기로 풀어내며 제때 애

/2009). 두 참여자는 계절에 관한 작품 활동을

도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죽음과 만나고 눈물을

하면서 사계절 속의 자연이 정해진 시간 속에

쏟아낸다. 슬픔, 아쉬움, 그리움을 가득 담은

서 태어나 성장하고 죽으며 순환하는 점이 인

단지를 만지며 할머니와 접촉하고 거칠거칠하

생과 닮아있다고 느끼며 삶을 이해한다.

고 따뜻한 할머니의 손을 느끼고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며 그리움을 표현하고 애도한다.

잎이 새로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잠시
죽은 듯이 자고. 그러는 게 살면서 좀 좌절

예전에는 계속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에

이 되다가도 시간이 또 지나면 새로운 희망

고마운 마음, 그리운 마음을 사실 꺼내고 싶

이 생기고 반복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 같

지 않았거든요. 같이 떠오르기 때문에 어쩔

아요. (참여자B, 2017. 2. 4)

수 없이 괴로우니까. 이제는 고맙고 그리운
마음을 마음껏…. (참여자B, 2017. 2. 12)

그림 7. 나의 계절

그림 8. 나의 계절

(참여자A)

(참여자B)

떠난 것을 애도하고 남은 것의 의미를
묻다.

그림 9. 마음단지

그림 10. 마음단지

(참여자A)

(참여자B)

참여자B는 참여자A의 `그때는 어렸고 어쩔

1) 삶의 일부분인 죽음 : 회복하고 채우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에 위안을 받고 당시의

- 317 -

12

미술치료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96호), 2018

행동이 최선이었음을 받아들인다. 두 참여자는

인간은 자신과 더불어 존재하는 극한상황인

자신의 작품에 여유로운 하늘, 추억의 꽃을 담

죽음에 관한 질문을 통해 삶을 진실하게 바라

아낸다. 그리고 미술치료과정에서 작품이 변형

보게 되며 삶의 의미를 다시 묻고 진지하게 성

되고 옮겨지면서 기억이 재인식되고 감정이 변

찰하게 된다(구인회, 2015). 두 참여자는 작업을

하는 것을 경험한다. Yalom(1989/2001)은 많은

통해 죽음을 앞둔 순간을 경험해 보고 삶에서

여성이 과거의 상실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후

의 자신만의 가치,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죽음

에야 미래에 할 일, 삶의 의미를 주던 것들을

불안에 대해 나누면서 삶의 의미를 묻고 실존

느낀다고 하였다. 슬픔이 담겼던 `마음단지'는

적 삶에 더욱 가깝게 다가서는 시간이 되었다.

잘 구워져 물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꽃병이

홀로 되어 머무르고 고독의 의미를
찾아가다

되어 꽃을 피우게 되었다.

자신의 죽음을 조망하다
1) 홀로 존재하는 삭막함 : 사람들 없이는
무료하고 즐겁지 않은 삶

1) 평화로운 죽음 : 가족에게 감사하게 됨
참여자A는 얼굴이 붉어지고 에너지가 고갈

그림 11은 참여자A가 그린 홀로 되는 공간

되는 것 같다며 부담감을 표현한다. 죽음을 준

이다. 참여자A는 외로움, 예측하기 어려운 삶

비하는 심정이 헤아려지지 않는다던 참여자A

의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섬 속에 자신이 필요

는 가족에 대한 사랑, 감사함, 건강해지면 다시

한 것들을 가득 채워 그린다. 참여자A는 그림

하고 싶은 일들로 `엔딩노트'를 채운다.

속의 섬에 잠시 머문 순간에도 무료하고 삭막
하여 대화할 사람을 대신할 라디오가 필요했고

(나의 죽음) 어려웠어요. 내심. 그런데 괜
찮아요. 그 이후로 마음가짐이 심플해진 것

홀로 됨을 견디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며 떠나
고 싶다고 한다.

같아요. 단순할 정도로. 지금 현재 보이는 것

2) 홀로 존재하는 자유로움 : 인간관계에서

만…. 예전에는 과거에 집착한 감정, 아직 정
리가 안 된 것. 찌꺼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오는 피곤함이 없는 삶
그림 12는 참여자B가 그린 홀로 되는 공간

여기를 (가슴 쪽을 가리키며) 짓누르고 있었

이다. 참여자B는 자신의 상징인 구두 모양의

던 것 같아요. (참여자A, 2017. 2. 25)

섬에 머물면서 홀로 삶을 만끽하다 관계 속으
로 돌아와 `남이 원해서 쓰는 가면'을 쓰고 맞

2) 나만의 이벤트 : 내 삶을 다루는 장례식
참여자B는 죽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후, 홀로 생각과 추억을 정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고 한다.
제가 `엔딩노트' 썼을 때 장례식에 음악도
있고 죽음을 다룬다기보다 제가 살았던 삶
을 다루는 거였어요.(참여자B, 201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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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나만의 섬

(참여자A)

(참여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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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사는 것이 피곤하다고 한다. 결국, 타인의

시절과 몸이 아팠던 시절의 구덩이 주변에 결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을 내적으로 소외시키고

실과 소망의 나무를 그린다. 나눔 후 참여자A

통합되지 못하는 갈등을 다시 인식한다.

는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아쉬움의 구덩
이'를 치유의 상징인 보라색으로 메우고 분홍

3) 홀로 있음의 의미

빛 나무를 심는다. 참여자A는 그림을 변화시킨

섬에서 느끼는 시간이 사뭇 다른 두 사람은

자신의 용기와 힘을 찾아냈고 어린 시절의 결

서로의 작품에 재차 접촉하며 진지하게 생각을

핍을 메우고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다.

나누며 격려한다. 이 과정에서 `혼자 갇혀있다
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

문제 아닌 문제로 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

했다'던 참여자A는 혼자만의 섬으로 되돌아가

었던 거죠. 아쉬움일 뿐인데…. 이 큰 나무를

`나를, 용기를 찾았다'라는 글을 추가한다. 인간

의식 없이 그렸는데 구덩이를 메우고 나니

이 홀로 실존과 대면하는 의지를 가질 때, 자

까 이 나무가 단단하면서도 작아졌다는 거.

기 내면의 확인이 가능해지며 나아가 내적으

그게 내 내공이, 힘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

로 자신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Van Deurzen,

리고 싶네요. 하하하. 너무 신기해. (참여자

2012/2017). 참여자A는 관계 속에서 떨어져 오

A, 2017. 3. 11)

직 자신만이 존재하는 시공간에 머무르며 용기
를 내어 내면의 자신에게 말을 걸고 홀로 되는

2) `암흑'같은 경험이 준 선물 : 풍성해진 삶

의미를 찾게 되었다.

그림 14는 참여자B가 그린 인생에서 겪은
고난의 풍경이다. 참여자B는 부모의 인정으로

아. 이제는 나의 섬이 왜 필요한지 보이는

자기 존재가치를 확인했으므로 부모가 원하는

것 같아요. 나만의 섬에서 용기, 자신감, 씩

방식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큰 구덩이로 상징

씩함 그런 것을 키우지 않을까…. 내가 원하

된 시절의 분노와 자해 경험은 자신을 인정하

는 모습을 찾고 싶고. 나의 섬이 겉으로 보

지 않는 부모로부터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또

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나를 발견

다른 투쟁이었을 것이다. 참여자B는 죽음과 가

하는…. (참여자A, 2017. 2. 25)

까워지는 `암흑의 끝', `심연 끝의 공포'의 시간
을 극복한 내면의 힘을 그림 속에서 확신하며

나를 만나는 순간은 언제나처럼 두렵지만,

깊어지고 풍성해진 현재의 삶을 재경험한다.

… 보기 전의 나와는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더불어 자신의 따뜻한 마음과 미술의 열정이

해낸 것 같은 느낌. (참여자B, 2017. 3. 11)

자신의 존재가치라고 말한다.

삶의 고난으로 생긴 풍경을 내 것으로
품다

구덩이 주변을 그리다 보니 이게 정말 안
좋은 일만은 아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
어요. 사실 되게 놀라워요. 저의 큰 나무도

1) 오랫동안 묻어왔던 문제 : 스스로 메워
숙제를 풀어냄

생겼고 다시 힘든 상황으로 들어갔다 나올
힘도 생겼고 그림으로 보니 더 확실한 것 같

그림 13은 참여자A가 수정하여 그린 인생에
서 겪은 고난의 풍경이다. 추억이 없는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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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인생 구덩이 그림 14. 인생 구덩이

(참여자A)

(참여자B)

그림 15. 갈림길

그림 16. 갈림길

(참여자A)

(참여자B)

3) 일상의 선택 : 새로운 관계 맺음

삶의 갈림길에서 선택하고 삶을 만들다

참여자A는 미술치료 과정에서 깨닫고 알게

1) 원망의 갈림길 : 또 다른 계단을 밟아가

된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를 꺼낸다. 그리고 자신이 남편을 선택

는삶
그림 15는 참여자A가 그린 인생의 갈림길이

했으므로 스스로 변화하고 상호 인정하는 대화

다. 참여자A는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오듯 살았

로써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던 삶과 웃는 얼굴을 그리고 싶었다고 한다.

다. 불안이 많은 참여자B는 `불안이 많지만, 내

이야기하며 삶의 갈림길에서 자기 뜻대로 선택

선택을 믿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안과 직

하지 못하여 생긴 공부하지 못한 열등감과 부

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

모를 향한 원망이 배움의 열망으로 바뀌었음을

선택했다고 여길 때 삶은 자신의 것이 된다

알아챈다. 그리고 삶에서 용기를 낸 자신이 신

(Nietzsche, 1883/2004). 두 사람 모두 선택은

통하다고 칭찬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대신 위

책임이 따르지만 선택하고 고민하는 순간에 의

로하고 이제는 허전하지 않다고 한다.

미가 있다는 것, 불안과 책임으로 괴롭지만, 최
종의 선택은 자신의 몫임을 받아들인다.

2) 불안한 갈림길 : 견뎌내고 후회하지 않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의 삶
그림 16은 참여자B가 그린 인생의 갈림길이

(책임)져야 하는구나' 알게 됐죠. 한 번 (노

다. 참여자B는 삶에서 지나왔던 길을 실선으로

력)하고 땡 치지 않으려고 내심 되새기고 있

가지 않은 길은 점선으로 그리면서 선택의 기

어요. (참여자A, 2017. 3. 11)

점들을 표현한다. 가지 못한 인생을 겪었더라
도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삶에서 어떤 선
택도 쉽지는 않지만, 선택은 오로지 자기 몫이

삶과 죽음을 되짚고 미술치료 여정을
정리하다

며 그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다.

1) 죽음을 되짚고 삶을 격려함
저는 이런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마다 제

우연히 나온 죽음의 주제로 다시 삶을 정리

가 아는 최선을 다해서 옳은 선택을 했었다

한다. 참여자A는 병을 극복하면서 삶을 적극적

고 생각해요. (참여자B, 2017. 3. 18)

으로 대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참여자B는 현재
에 충실하겠다며 유한한 삶을 마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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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중대한 것도 있거니와 즐거운 것도

내면을 탐구하도록 하며(Cooper, 2003/2014)

있고 나 자신이 만끽해야 할 그런 것을 소소

의문의 시작은 존재 의미를 창조하게 된다(Van

하게 찾아가면서 살자는 쪽이 되더라고요.

Deurzen, 2012/2017). 그러므로 존재 물음은

막연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자'라는 식으로.

삶과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시작이 되고 의

(참여자A, 2017. 3. 25)

문에서 시작된 숙고는 존재론적 탐구와 창조적
삶의 시작이 될 것이다. 두 참여자는 미술치료

2) 인생의 의미 찾기

여정 중 자신의 본질에 관해 묻고 답하는 기회

Yalom(2002/2005)은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

가 많아졌으며 자기 존재 의미를 묻는 길을 나

으로 삶을 지탱해줄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섰고 `사라진 것 같은' 자신, `어지럽고 혼란스

부단히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진정한 헌

러운' 자신을 마주 볼 용기를 내기 시작하였다.

신을 가지고 몰두하는 과정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Van Deurzen, 2012/2017). 참여자A는

2)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갈등을 드러내다

삶 속에서 `곧게 일어서는 단단한 가족'을, 참

인간이 타인의 일방적인 지시나 당위성의

여자B는 `휴식의 공간'과 `들어주는 삶'을 통해

언어로 주입 당해 살게 되면 참 나로서 존재하
는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박세원, 2013). 인간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찾고 존재에 의미를 부

3) 나와 작품을 돌아보기 : 변화의 선물

여하려고 하므로 타인에게 맞추는 삶은 끊임없

참여자들은 그동안의 작품들을 살펴보며 삶

는 내면의 갈등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변한 것처럼 그림도

다. 감정의 근원을 자각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변해왔음을 느낀다. 참여자A는 홀로 있던 공간

성장의 본질을 가진 인간에게 자신의 내면을

이 그때만큼 두렵지 않고 참여자B는 인생의 시

탐색하는 계기로써 작용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뻘건 강물을 그렸을 때의 혼란스럽던 마음과

관계 속에서 자신으로서 존재하지 못하여 `쭈

지금의 마음은 다르다고 한다. 서로에게 감사

그러져 있고' `남이 원해서 쓰는 가면'을 쓰고

하고 남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며 여정을 정

사는 내면의 갈등을 의식하고 자신을 찾고자

리한다.

하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Ⅳ. 탐구의 여정에서 만난 의미

3) 다양한 자기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다
중년기는 자신의 내면을 찾으려는 창조적

이 장에서는 탐구의 여정에서 중년여성이

에너지가 활발해지는 시기이다. 이때 자신의
내면과 접촉하고 진정한 자아와 만나 성찰하면

만난 존재론적 의미를 서술하려 한다.

서 온전한 나로 존재하게 된다. 그림자에 억압
해 둔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직면할 때 성찰하

존재 물음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관계
맺다

게 되고 자신과 삶의 의미를 연관 지을 수 있
으며(Thomas, 1997/2013) 자기 통합과 성찰이

1) 존재를 묻는 문을 두드리고 자신에 관해
묻다

가능해진다(김정현, 2013). 참여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본질을 단편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자신

존재의 직면은 개인 내적 경험을 자각하여

들이 바라는 모습과 감추고 싶은 모습이 모두

- 321 -

16

미술치료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96호), 2018

자신의 자아이며 본질임을 알게 되었다. 참여

한 자원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가치와 잘 꿰어

자들은 각각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열등감

져 갈 수 있다는 자각을 하였으며 삶의 원동력

있는' 자신 외에 `용기 있고', `씩씩한' 자신을

이 될 구체적인 가치와 소명을 찾아갔다. 이런

찾았고 `어둡고' `불안 많은' 모습뿐 아니라 `따

과정은 삶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으로

뜻하고' `열정 있는' 모습 등 자신의 다양한 존

뛰어들기에 충분한 용기와 의지를 북돋아 주어

재 양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삶에서 가치를 실천하도록 북돋울 것이다.

삶의 상처를 넘어서 삶을 이해하고
의미를 찾다

3) 주체적으로 삶에 뛰어들어 세상과 새롭게
관계 맺다
실존적 접근에서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의

1) 실존의 주제를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다

미 찾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

중년에 이르면 수많은 실존적 요소와 접하

각한다. 참여자들은 미술치료 여정 속의 이야

게 된다. 삶의 허망함, 늙어간다는 두려움, 역

기를 삶에서 실천해 봄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할 상실 등, 상실과 허무함을 불러일으키는 사

이어온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였다.

건이 많아진다. 중년에 접어들며 자신의 죽음

이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커졌던 갈등 등 그

에 대해 깨닫는 것은 공허하지 않은 노년을

동안 자신을 힘들게 만들과 분노하게 하였던

준비하려는 신호이기도 하다(Thomas, 1997/

일련의 사건이 자신의 답습된 행동과 생각, 근

2013). 이런 신호를 피하지 않고 숙고하면서 삶

원을 찾지 못한 감정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

을 그대로 수용하고 지나간 삶의 상실을 충분

다. 참여자들은 통찰하고 상처를 넘어 삶의 가

히 애도할 때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고 삶의 가

치를 찾았으며 미술치료의 장에서 터득하거나

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참여자들은 미술치료

알게 된 것을 일상에서 용기 내어 실천하게 되

시간에 재현된 죽음, 책임과 선택, 홀로 됨, 그

었다.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삶에서 주어지는 죽음, 상

미술치료 과정에서 창조적 삶을 경험하다

실, 헤어짐과 만남이 반복되는 삶의 속성, 실존
적 고독의 시간과 의미를 삶의 보편성으로 받
아들이면서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의미를

1) 예술가의 삶과 작품을 만나며 실존을 접
하다

찾게 되었다.

예술가는 사유하고 초월하려 하며 불굴의
인내로 시련을 이겨내고 부조리한 인간 조건

2) 발견된 자원과 의지를 통해 자신과 삶의
가치를 꿰다

과 현실에 다가서서 작품을 창조한다(Camus,

1942/1997). 참여자들은 미술치료 과정에서 예

Van Deurzen(2012/2017)은 인간이 자기 재

술작품이 가진 상징성과 창조성뿐 아니라 예술

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삶에서 활용되도

가가 마주한 고단한 삶을 통해 실존을 접하게

록 하는 것을 실존적 작업으로 보았다. 참여자

되었다. 예술가의 실존적 고뇌와 존재론적 의

들은 미술치료를 통해 발견한 다양한 모습의

문을 마주하고 공감하면서 실존적 고독, 삶의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과 화해하기 시작하

우연성을 `깊은 존재의 외로움' `삶의 수많은

였다. 이런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스스로 발견

변수' 등으로 이해하며 실존의 철학적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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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빠르게 다가갔다. 예술가의 작품과 삶

면서 감정 표현에 좀 더 솔직해졌으며 자발적

의 이야기는 실존적 삶에 진지하게 접근하도록

으로 감정의 원인을 찾고 그림을 다시 그리고

점화하는 매개가 되었다.

재구성함으로써 감정 에너지를 전환하였다. 참
여자들은 미술치료의 역동과 창조된 작품 안에

2) 작품의 상징성과 접촉하여 자신과 삶을

서 감정의 근원을 알아차리고 자신 및 타인과
교류하여 새롭게 발견된 의미와 이야기를 수용

일깨우다
미술 활동으로 개개인의 인생에서 겪은 사
건 및 감각들은 의미 있고 구체화된 이미지로

하였고 상처와 고난의 기억은 다른 의미로 재
구성되었다.

표현되며 나눔이 가능하도록 변환된다(Moon,

2000/2011). Heidegger(1950/1997)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물과 공간을 일상적인 존재 양식으

4) 미술작품으로 소통하며 실존의 장을 공유
하다

로 보는 시선을 넘어서 본질적 존재로서 인식

인간은 예술작품 및 공유한 작품 활동을 통

하였을 때 작품 존재의 진실성을 볼 수 있다고

해 타인과 경험을 교류하고 공동체 안에서 결

하였다. 작품을 존중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상

합되며 나아가 삶 속의 갈등을 조율하고 고립

징으로 표상된 존재는 보이는 것에서 멈추지

에서 벗어나게 된다(Dewey, 1934/2016). 미술

않고 또 다른 본질을 드러낸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의 장은 삶의 현장이 축소되고 재연되며

미술의 상징 의미를 알려고 할 때 의식적 사고

나와 세계, 나와 타인이 만나는 공간이 되며

밖에 있는 자신을 알게 된다(May, 1975/1991).

미술 활동을 통해 존재 물음을 하면서 다양한

참여자들은 보존된 이미지를 다시 탐색해보면

삶의 속성을 만나게 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서 자신에게 드는 의문이나 미해결된 감정의

작품과 다른 의미를 가진 타인의 그림과 접촉

원인을 찾아갔으며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의

하며 타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자신의 것과

변화를 그림과 접촉하며 알아채거나 이해하였

어떻게 다른지 질문하고 토론하였다. 이러한

다. 참여자들은 매번 다르게 지각되는 미술작

상호작용과 역동 안에서 참여자들은 서로를 공

품에 투사된 상징과 감정의 의미를 통해 자신

감하고 배려하였으며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

의 본질과 삶을 재성찰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면서 보편적인 삶의 이면을 경험하고 가치를

경험하였다.

발견하였다.

Ⅴ.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의
치료적 가치

3) 작품을 재창조하여 감정과 의미를 재구성
하다
미술치료에서의 예술 활동은 창조적이며 치
유적이다. 억제하여 쌓아놓은 감정 에너지는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중년여성을 위한 실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변형되며 감정과

존적 접근 미술치료의 특징과 가치를 살펴보면

증상을 치유하며(Capacchione, 2006/2008) 정

다음과 같다. 그림 17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서적 경험이 주는 의미를 이해할 때 존재 방

연구자가 구성한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의 특징

식의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Van Deurzen,

과 의미를 도식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첫째, 본 연구의 실존적 접근 프로그램은 막

2012/2017).
두 참여자는 미술치료 여정의 후반기로 가

연하고 추상적인 실존 개념을 구체화하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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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의 특징과 의미
더 쉽게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실존성을 이해

찾도록 격려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화자

하도록 활용되었다. 다양한 예술작품을 프로그

로서의 자신과 선택에 중심을 두는 실존의 언

램에 도입하여 참여자들이 주제에 쉽게 몰입하

어로 이야기하기를 격려하며 존재의 동반자로

고 삶에서의 실존적 직면을 수용할 수 있었다.

서 시간을 버텨주었다.

둘째,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 현장에서 실존

지금까지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를 통해 본

적 주제의 상징적 표현과 역동을 경험함으로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창조적 의지를 실현하고 미술작품과 참여자들

앞으로의 연구 및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의 소통을 통해 관계 맺는 효과적인 실존의 장

한다.

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실존적 접근 미술치료

이번 연구는 두 중년여성의 미술치료 경험

현장의 작품 창조 및 교류 과정에서 이루어지

을 탐구하였다. 이에 다수의 구성원으로 연구

는 창조적 실현, 상징적 치유, 실존적인 관계

가 진행된다면 어떤 측면의 의미들이 분석되는

맺음의 순환 속에서 연구 내내 실존적 과제를

지 폭넓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존적

숙고하고 성찰하였으며 미술치료 현장에서의

접근의 치료는 자신과 삶을 성찰하여 성장하고

창조적 활동을 넘어 통찰하며 삶의 현장에서

관계와 삶에서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으려는 시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도이다. 이에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지역 공동

셋째, 이 연구는 존재론적 탐구방법으로 접

체, 자조 모임, 성장 집단 등에서 활용되거나

근하여 진행됨으로써 참여자와 연구자의 실존

죽음 준비 교육,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방법

적 주제에 관한 탐구에 충실할 수 있었으며 실

으로써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제안한다.

존적 삶을 실천하는 여정이 되었다. 미술치료

Ⅵ. 미술치료사로서 창조적 삶 속으로
다시 뛰어들다

현장의 텍스트를 다루고 질적 분석함으로써 결
과가 아닌 존재 양식에 중점을 두는 실존적 접
근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
넷째, 연구자는 미술치료사로서 참여자들이

본 연구의 여정 동안 나는 미술치료사이면

자신의 언어로서 이야기하고 실존적 삶의 길을

서 실존적 존재로서 내담자와 함께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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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한다. 내담자의 슬픔, 고통, 삶의 고난과 부

성장하게 되었음을 느꼈다.
첫째, 나는 치료사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조리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는 허무

참여사들과 함께 숙고하며 생각을 재구성하고

에 빠지지 않고 창조적 삶의 실현을 향해가는

성장해갔다. 참여자들이 가진 죽음과 삶의 불

미술치료사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안, 자기소외와 실존적 소외, 삶의 시련과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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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ntological Inquiry into Middle Aged Women
Who Experienced Existential Art Therapy

Song Joo-young

Jeon Young-sook

Daegu Cyber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rocesses through which middle-aged women find meanings in their
existence and life using existential art therapy. Using ontological inquiry a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10 sessions of existential art therapy were conducted for two middle-aged women over the course of three
months. The ontological basis of this inquiry wa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iddle-aged women
-“formed a relationship with their inner self through the use of existential questions.-” Second, they -“began
to understand life and found meaning beyond wounds and the pain of life.-” Third, they -“experienced a
creative life during the art therapy.-” The study found that art therapy programs which symbolically
interpret existential topics and the meaning of existence help participants practice creative life. Also, it held
sufficiently the existential themes.
Key Words : Middle-aged women, Existential art therapy, Ontological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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