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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상의 미술치료적 적용
1)전

영 숙†

대구사이버대학교
생노병사에 따른 고통은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이며 실존에 관련된 문제로서, 불교에서 뿐 아니라 심리치료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이다. 또한 깨달음에 이르고자하는 불교의 가르침 또한 심리치료에서 추구하는 지기실현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 본 연구자는
자기의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정서에 익숙한 불교사상을 미술치료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십우도, 만다라, 법계연기의 인드라망 등은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
미술치료에 적용하여 인격의 통합과 자기실현을 위해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첫째, 십우도는 선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열 가지 그림으로 제시한 것으로, 미술치료에서 자기발견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술치료 시 그림 자체를 활용하거나
그림이 주는 의미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둘째, 만다라는 깨달음의 상징이며 깨달음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를 미술치료에 적용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진정한 자신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화엄법계연기
사상의 인드라망은 관계의 중요성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어, 인간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기능하는
개인임을 깨닫게 하는 미술치료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교의 가르침을 미술치료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라 생각하며, 서양학문과 동양의 불교사상이 조화를 이루며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심리치료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
로 기대된다.

주제어 : 불교사상, 미술치료, 십우도, 만다라, 화엄 법계연기(인드라망)

고 그 해결책을 찾아 중생들을 위해 깨달음의 경지

서론

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생노병사에 따른 고
불교는 종교이지만, 한편 철학이며 심리학이고 구

통과 불행은 모든 사람의 문제이며, 실존에 관련된

도적 삶의 지침이며, 깨달음을 위한 안내라고 할 수

문제는 심리치료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있다. 불교는 궁극적으로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 열

하다. 또한 인간의 번뇌를 일으키는 불교의 탐(貪)·

반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붓다는 인

진(瞋)·치(癡) 삼독(三毒)의 개념은 심리치료에서 다

간의 생노병사라는 실존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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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주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미술치료는 시각적인 예술인 미술을 이용하

이와 같이 불교에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개념

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

들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관심을 갖는 부분

방법이다. 미술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이며, 정신과학, 심리학, 상담 및 치료 관련 학자들

수 있으며, 미술치료는 그림의 상징성을 통하여 치

에 의해 꾸준히 이론이나 기법으로 개발되고 있어

료적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방법이다. 그림에는 그린

일맥상통하는 흐름임을 알 수 있다. 선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투사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 태도,

선(禪)을 통하여 고요히 자기 마음을 관찰하여 본래

소망, 감정, 관심 등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방어가

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견성(見性)]가르치고 있다.

적어 의식의 방해나 언어적 여과 없이 무의식에 접

화엄불교에서는 보살사상을 강조하며 발심하여 깨달

근하기에 매우 용이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음에 이르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Wadeson(1980)은 비언어적 기법을 반복적으로 시

편, 분석심리학자인 융(Jung)은 삶은 자아가 자기

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상실, 왜곡, 방어, 억제되어 있

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은 마음의 중심인 자

던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자기상, 자기 세계관을 재

기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하였다. 인본주의 심리학

발견하여 자기 동일화, 자기실현을 꾀하게 된다고

자인 로저스(Rogers)가 제시한 인간중심치료 이론

했다. 미술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수

은 인간의 자기실현 경향성을 전제로 한다. Rogers

있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기를 표현할 수

는 자기실현을 향한 움직임은 인간이 가진 유기체적

있고, 승화를 통하여 자아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또

인 본성이며 선천적인 경향성이라고 하였다. 이는

한 내면세계와 외부 세계와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

인간은 본래 부처이며, 모든 인간은 이미 불성을 가

으며, 함께 사는 사회에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

지고 있다는 불교의 근본적인 사상과 다르지 않다.

울 수 있다.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삶을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우리

지탱해야하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들여다 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성공의 요건 혹은

수 있다. 그림은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이상의 풍

출세의 외적 기준을 쫓아 내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

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한 가지 의미에 국한

상은 욕심과 집착, 망상과 편견을 일으키게 되어 인

되는 언어적 전달과는 달리 보는 사람이 저마다의

간성을 더욱 공허하고 피폐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욕구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그리는 사람

진정한 자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는 무엇인가’

의 자유로운 표현에 따라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

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게 한다. 그동안 수많

는 특성이 있어 치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은 치료기법이나 상담이론이 개발되면서 인간의 심

본 연구에서는 선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열

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최

가지 그림(십우도)으로 제시한 것을 미술치료에서

근 들어 온갖 종류의 치료방법들이 등장하는 것도

자기발견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사람들의 치유적 욕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할 것

한다. 또 깨달음의 상징이며 깨달음을 위한 수단으

이다.

로 쓰이기도 하는 만다라를 미술치료에 적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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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진정한 자신에 이르게 하

것으로 기대된다.

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 화엄의 법계연기사
상을 탐구하고 시각적인 작업의 미술치료를 통해 법

불교사상과 미술치료

계연기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십우도와 자기발견

연구자는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참

가. 곽암의 십우도(十牛圖)

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선가(禪家)에서는 마음 닦는 일을 소를 찾거나[尋

이루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불교 사상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천오백여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을 끼쳐온 불교의 가르침을 미술치료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라 생각된다. 불교문
화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민족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
왔고, 우리의 심성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정서 속에서 역사와 문화
를 호흡하는 우리들에게 불교사상은 서양학문에서
온 어려운 개념을 소화하는 것보다 훨씬 체험적으로
쉽게 와 닿으리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도
는 서양학문과 동양의 불교사상과의 조화를 통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심리치료의 발전을 가져올

牛], 소를 키우는[牧牛] 일에 비유하곤 하였다. 예부
터 소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해왔고 소를 길들이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반드
시 필요한 일이었다. 십우도는 선수행을 위한 안내
서로서 소를 등장시켜 선수행의 단계적 경계를 그림
으로 묘사한 것이다. 십우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곽암사원 선사의 것으로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서
소를 발견하고 잡아서 길들이고 마침내 소와 내가
하나가 되어 공적한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것
이다. 십우도와 곽암사원 선사의 송시(頌詩)(이기영
역해, 1997)는 표 1과 같다.

표 1. 십우도와 곽암의 송시
제목

1. 심우
(尋牛)
소를 찾는다

2. 견적
(見跡)
발자국을 보다

그림

송시(頌詩)
茫茫撥草去追尋 / 水闊山遙路更深 /
力盡神疲無處覓 / 但聞楓樹晩蟬吟 //
망망도 하다. 잡초를 헤치며 쫓아가 찾는구나 / 물 넓고 산 멀고 길
또한 깊은데 / 지치고 힘없어 갈 곳 찾기 어려워라 / 다만 들리네, 때
늦게 매미 한 마리 단풍나무에서 우짖는 것이 //
水邊林下跡編多 / 芳草離被見也磨 /
縱是深山更深處 / 遼天鼻孔怎藏他 //
물가의 숲 속엔 유달리 발자국이 많건만 / 무성한 방초의 숲을 그대
여 보았는가 / 그것이 깊은 산 더욱 더 깊은 곳일지라도 / 하늘을 향
한 콧구멍 어떻게 그를 숨길 수 있으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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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우
(見牛)
소를 보다

4. 득우
(得牛)
소를 얻다

5. 목우
(牧牛)
소를 기르다

6. 기우귀가
(騎牛歸家)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7. 망우존인
(忘牛存人)
소를 잊고 사람만
남다

8. 인우구망
(人牛俱忘)
소와 사람, 둘 다
잊었다

黃鶯枝上一聲聲 / 日暖風和岸柳淸 /
只此更無回避處 / 森森頭角畵難成 //
꾀꼬리 가지에서 노래 부르고 / 따스한 봄바람에 강가의 버드나무 푸
르러 오는데 / 이곳을 마다하고 어디로 갈거나 / 저 삼삼한 두각을 그
리기 어려워라 //
渴盡精神獲得渠 / 沈强力壯卒難除 /
時有縡到高原上 / 又入煙雲深處居 //
온 정신을 다하여 그 소를 붙잡았지만 / 거칠고 거센 마음 쉽게 없애
기 힘드네 / 갑자기 고원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는가 했더니 / 또 다시
저 구름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만다네 //
鞭索時時不理身 / 恐伊縱步入埃塵 /
相將牧得純和也 / 羈鎖無拘自逐人 //
채찍과 밧줄 잠시도 몸에서 떼지 않는 것은 / 혹시나 그가 함부로 흙
먼지 속으로 끌려갈까 두려운 것 / 서로 잘 이끌고 이끌려 온순해지
면 / 묶어 놓지 않아도 저 스스로 사람을 따르리 //

騎牛迤邐欲還家 / 羌笛聲聲送晩霞 /
日拍一歌無限意 / 知音何必鼓唇牙 //
소를 타고 한가로이 집으로 향하니 / 오랑캐 피리 소리 마디마다 저
녁노을을 보내네 / 한 박자, 한 가락, 그 무한한 뜻을 / 그대, 음악을
아는 이여, 굳이 무슨 말이 필요하랴 //

騎牛已得到家山 / 牛也空兮人也閑 /
紅日三竿猶作夢 / 鞭繩空頓草堂間 //
소를 타고 이미 고향집 뒷동산에 도달했네 / 소 모양이 안보이고 사
람도 또한 한가하네 / 해가 오른지 석자나 되는데 아직 꿈 속에 있고
/ 채찍과 밧줄 헛되이 초당에 걸렸네 //

鞭索人牛盡屬空 / 壁天遼闊信難通 /
紅爐焰上爭容雪 / 到此方能合祖宗 //
채찍도 밧줄도 사람도 소도 다 헛것이 되었다 / 푸른 하늘만이 멀고
광활하니 소식 전하기 어려워라 / 붉게 탄 화로 불 위에 어찌 눈이 남
아날 수 있는가 / 이제야 바야흐로 조사님 마음이 될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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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본환원
(返本還源)
본래의 근원에
돌아가다

10. 입전수수
(入纏垂手)
시중에 들어가
중생을 돕다

返本還源已費功 / 爭如直下若盲聾 /
庵中不見庵前物 / 水自茫茫花自紅 //
근본 자리로 돌아오고자 무척이나 공을 들였구려 / 그러나 어찌 그
냥 귀머거리 장님됨만 같으리 / 암자 안에서 암자 앞의 물건 볼 수
없다네 / 냇물은 저절로 망망히 흐르고 꽃은 저절로 붉게 피고 있
네 //

露胸跣足入廛來 / 抹土途灰笑滿顋 /
不用神仙眞秘訣 / 直敎枯木放花開 //
가슴을 풀어헤치고 맨발로 시장 바닥에 왔다 / 먼지 묻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네 / 신선의 진짜 비결 쓸 필요도 없이 / 그냥 저절로
고목에 꽃이 피게 한 것일세 //

나. 십우도의 심리치료적 의미

견하는 그림으로, 소를 찾기 위해 풀숲을 헤치며 이

선불교의 대표적인 화두는 ‘이뭣고’화두이다. 그러

리저리 헤매고 있다. 심리치료에서는 내담자의 발달

나 ‘나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나 주 호소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의 원인을 탐색

선승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

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는

는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2그림이 발자국을 따라가며

갖는 의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쟁적이고

무엇인가 알 듯 말 듯한 경지라면, 제3그림(견우)은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 외적인

비로소 소를 발견하는 그림이다. 그림에서는 모퉁이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물질적 성취에 가치를 두며

에 가려진 소의 엉덩이를 발견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쫓아가는 동안, 자신의 진정한 모습 혹은 인생의 본

있는데, 즉 전부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알아차리는

질적인 문제를 추구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첫 계기인 것이다. 심리치료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하게 된다. 십우도는 바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

확인하고 명료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4그림

는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존재의 본질을

(득우)은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다루는 과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정에 비유할 수 있다. 심리치료에서는 부정적이든

제1그림(심우)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긍정적이든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

가지게 되는 것으로 소를 찾아 나서는 여정의 시작

과 사고들을 표출하고 수용하는 단계이다. 제5그림

이다. 즉, 자기 마음을 찾아나서는 수행자의 첫걸음

(목우)은 사나운 소를 고삐와 채찍으로 통제하면서

으로, 심리치료에서는 자신의 증상이나 문제를 호소

마침내 소를 얌전하게 길들이기까지의 과정이다. 고

하며 상담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알고 싶은 욕구가

이츠는 소가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는 것은 자신의 심

생기는 과정이다. 제2그림(견적)은 소의 자취를 발

층심리 속에 번뇌의 씨앗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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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길들이는 것은 그러한 번뇌의 씨앗을 심층의

다고 하면서, 우리는 일상이나 평범 속에서 거듭나

영역에서 하나씩 없애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장

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거듭난 삶이 진정

순용 역, 2005). 이는 심리치료에서 문제에 대한 해

한 진리의 구현이요 근원에 닿은 지혜이다. 심리치

결책을 모색하고 실천과 반복을 통해 훈습을 하는

료에서는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기

단계이다. 즉 문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

존의 존재방식과는 다르게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있는 단계이다. 제10그림(입전수수)은 사람들 사이

제6그림(기우귀가)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에 들어가 자비를 실천하는 그림이다. 이는 대승의

것으로 소와 내가 하나로 일치된 경지이다. 고이츠

보살사상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일상적 삶이 거듭난

는 이 단계를 자기자신의 내면을 멀리, 즉 깊이 보

삶으로 전개된 모습이다. 심리치료에서는 내담자가

고 관찰하는 것이라고 했다(장순용 역, 2005). 즉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새로운 자

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이해한 것을 통합하고 다

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주체와 객체가 통일된 상태

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 이 그림은 심리치료에서는 문제와 나의 통합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문제가 있되 그것이 더 이상
다. 십우도의 미술치료적 적용

내담자를 힘들게 하지 않는 상태로 생각할 수 있다.
충분한 대처능력이 있고, 어떤 상황이라도 여유를

십우도는 선서화로서 선의 정신을 기록하고 감상

가지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제7그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길을 안

(망우존인)은 소를 잊고서 사람만 존재하는 그림이

내하는 동시에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 된다. 선서

다. 본질을 이해한 사람의 일상적 생활을 말하며, 심

화는 선승들의 수행의 방편으로서 선예술에 속한다.

리치료에서는 문제에 함몰되어 허덕이는 존재가 아

단순한 예술의 한 장르로만 조명되었던 선서화가 최

닌,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확립하는 단계를 말한

근에는 사상의 정신을 함께 담아내는 새로운 선예술

다. 제8그림(인우구망)은 커다란 원으로 이루어진

인 동시에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현

그림으로, 사람도 소도 모두 잊는 것이다. 원은 공

상의 일부로 인식이 확장됨으로써 인간의 심성을 더

(空)이라고 하는 궁극적 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욱 맑게 하고 청정한 본래심과 자아의 참된 진실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만심을 버

인지하게 하는 지혜의 힘을 낳고 있다(河在玉,

리고 더욱 겸손한 무아의 세계이다. 심리치료에서는

2012).

원처럼 원숙한 인격으로의 성숙을 의미하며, 말과

심리치료에서 그림도판을 이용해서 진단과 치료에

행동이 일치된 행위를 할 수 있는 단계이다. 제9그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투사적 심리검사로

림(반본환원)은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본래

주제통각검사(TAT:Thematic Apperception Test),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현각스님

로샤검사(Rorschach) 등을 들 수 있다. 로샤검사의

(1998)은 깨치기 전이나 깨친 뒤에나 마찬가지 모

경우 10개의 대칭으로 된 잉크블롯 카드를 사용하는

습이겠지만 주체가 수용하는 존재 의미는 전혀 다르

데, 이 카드들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불분명하며
뚜렷한 의미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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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다양한 함축적 의미가 암시되는 자극카드에 각

을 선택하는 방법을 통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그림에

피험자가 다양한 반응을 투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활

서 떠올려지는 이미지를 이야기 만들기를 하거나,

용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TAT 같은 경우는 흰색

자신의 상황과 연결하여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로 전

과 검은색으로 그림이 그려진 도판을 사용하는 방법

개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은 상상력

으로 개인의 성격과 환경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알아

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자기 마음을 투사

보고자 하는 검사이다. 즉 자아와 대상과의 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의식적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내면의

다루며, 피검자의 성격, 내적 욕구 및 동기, 환경과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림을 선택하여

의 갈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박

이야기를 해나가는 방식은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영숙, 1994).

부담감을 줄여주고 그림이 제시되어 있어 방어를 줄

십우도는 10장의 그림으로 마음을 조복 받는 과

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어 수행의 과정을 알기

또한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십우도의 10단계를

쉽고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 학자들은 긴 설명이

심리치료의 단계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필요 없고, 어려운 논의가 없어도 그림과 짤막한 서

도 있다. Matthew는 십우도의 단계를 활용하여 내

(序)와 송(頌)을 보기만 하면 대중들도 쉽게 선의

면으로의 여행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각 단계마다

도리에 익숙하게 되는 대중 교화의 수단으로서 목우

실습을 통하여 자신을 통찰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제

도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주장(이기영 역해, 1997)

시(고형일 외, 2007)하고 있다. 특히 심우의 단계에

하고 있다. 그림은 시각적인 언어이며, 무의식의 언

서 삶을 재조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생그래프를 그

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리는 작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술치료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전할 수 있다. 그만큼 그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자신의 인생행로를 시각적

림의 상징성은 장황하고 복잡한 글을 뛰어넘는 함축

으로 살펴보면서 삶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찾고

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소를 길들이는 것을 수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이 된다. 또한

행에 비유한 곽암선사의 비유는 참으로 놀랍다. 소

인생의 장애물을 탐색하고 긍정적 삶의 방법을 찾기

를 마음에 비유시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소를 길

위한 수단으로서 미술이라는 도구가 매우 유용하게

들이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즉, 소는 잃어버린 참

쓰일 수 있다. 노안영(2013)은 게슈탈트와 선에 근

된 자기를 비유한 것이고, 목동은 그 참된 자기를

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십우도의 8단계를 적용하

찾는 자기에 비유한 것이다. 소나 목동의 상징성도

여 실시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심우-집단참여

뛰어날뿐더러 소를 찾고 소를 길들이는 과정의 그림

동기, 견적-문제탐색, 견우-문제 확인, 득우-문제해

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더욱 쉽

결을 위한 저항 및 갈등의 처리, 목우-문제이해 및

고 선명하게 자기를 분석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돕

저항과 갈등의 해소, 기우귀가-문제해결을 위한 나

는다고 할 수 있다.

와 문제 통합1단계, 망우존인-문제해결을 위한 나와

십우도를 미술치료에 적용할 경우, 10장의 그림도

문제 통합2단계, 인우구망-문제해결을 위한 나와 문

판을 이용하여 내담자의 심리상태에 해당하는 도판

제 통합3단계로, 8회기의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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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술치료에서는 이와 같은 단계를 적용하면서

어 모신 것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주의 삼라

도 각 단계마다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과정을 추가

만상이 모두 만다라 아닌 것이 없다(耘虛 龍夏,

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1998)고 한다. Neihardt(1961)는 이 세상에 존재

있으며, 그림을 그리면서 사색을 겸할 수 있어 보다

하는 모든 것은 둥근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즉

깊은 내면을 탐색할 수 있다.

하늘, 대지, 별, 바람, 새의 둥지, 태양과 달이 뜨고
지는 것, 계절, 인간의 삶, 이러한

움직이는 힘이

2. 만다라와 개성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둥근 모습을 가진다고 하였다.

가. 만다라의 심리치료적 의미

켈로그(1970)는 아이들의 그림이 문화권을 초월하

만다라(曼茶羅: Mandala)는 인도의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원상(圓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1995).

Mandala의 어근 Manda는 중심 또는 본질이나 심
수라는 의미를 갖고, Ia는 소유를 의미하는 접미사
이다. 결국 Mandala란 중심 또는 본질을 얻는다는
합성어이며 이를 다시 말하면 본질(本質) 그 자체
또는 심수(心髓)를 원만히 하는 것이란 말이 된다
(김용환, 1998). 불교에서는 만다라가 인간과 우주
의 전체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만다라는 불교적
우주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불보살들의 세계를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즉 만다라는 깨
달음의 경지가 시각화 된 것이지만, 수행자들은 만
다라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명상의 수단으로 사용하

는 만다라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그린 만다라가 몇 천 년 전의 인류가 그린 그림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만다라가 인간의 내면에 잠
재된 근본적인 요소임을 주장한다. 이로 보아 일상
적, 고정적 관념으로서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어
보다 의식하고 있지 못한 과거와 연결되고 ‘나의 의
식’은 ‘집단무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표
현을 통해 나타나고 또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개인의
정서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융에 의하면
그림들은 각 개인의 집단 무의식에 잠들어 있는 원
형(原型)을 일깨워주고 활기 있게 해주는 열쇠이다
(Murty, 1998). 만다라의 상징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개성화 과정, 원형으로서의 자기인식
과 심리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정여주, 2001).
만다라를 처음으로 심리치료 분야에 적용한 사람

기도 한다(김영옥, 2013).
티벳에서는 만다라가 적극적인 명상의 한 방법으
로,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련과정으로서
만다라를 제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은 만다라를
통한 내면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신을 집중
하게 하고 내면의 질서를 생성시키고 내면의 자기에
게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명상의 도구로 쓰이고 있
다. 그러나 비록 만다라의 어원은 고대 인도어에서
비롯되었고, 불교적 의미로는 금강계 만다라 혹은
태장계 만다라와 같이 한 곳에 여러 불보살을 줄지

은 융이다. 만다라는 ‘자기’의 역동성을 표출하고 있
으며, 이것이 독창적인 정체감을 펼쳐 보이는 기저
가 되어 당신의 내면세계의 패턴을 새롭게 생성시킬
것이다. 만다라는 총제적인 인격을 지향하는 인간
정신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를 거울을 통해
서 보는 것과 같다(김진숙 역, 1998). 융(1973)은
만다라가 내면의 화해와 전체성을 지향하는 안전한
피난처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융은 만다라를 통합적
인 정신의 중심인 자기와 연관시키고 있는데,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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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 통합을 향한 성장은 자연적인 성장과정으로

개별적인 존재인 진정한 자신을 찾고자 하지만, 자

서 한 개인이 고유한 자기를 찾는 것, 이것이 자기

기실현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과정은 각 개인에게 달

실현이고 개성화과정이다.

려있다고 하겠다. 수잔 핀처는 수레바퀴가 돌기 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즉 개인의 의식적인 정체

해서는 중심이 필요한 것처럼 삶의 여정 또한 중심

감을 우리는 자아(ego)라고 부르는데, 이는 개인의

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만다라는 우리를 우리 자

정체감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자기(self)의

신의 중심과 이어줄 수 있다(오연주 역, 2011)고

구조로부터 유래되며, 언제나 자기와 연관하는 관계

하였다. 이와 같이 만다라는 내적조화와 깨달음을

속에서

지향하며, 원만하고 통합된 삶을 실현하게 하는 힘

존재하고

있다(김진숙

역,

1998).

Tucci(1961)도 내면의 충동을 명상적인 것으로 바

이 있다할 것이다.

꾸고 조용하게 정신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나아갈 길
나. 만다라의 미술치료적 적용

을 보게 한다는 점에서 만다라가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내면

만다라가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내면

세계의 갈등을 만다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

에 집중할 수 있고, 자기 치유 및 자기발견, 정신의

다는 것은 그러한 갈등을 바깥 세계로 투사하여 객

조화로운 합일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써 미술치료

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원상 속에 그림을

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융은 만다라를 그리는 것

그리는 행위 자체가 화합의 느낌을 가져다 줄 수도

은 자연적으로 전개되는 개성화 과정의 한 부분이라

있다는 점에서 치료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만다라를 그리는 체험을

만다라는 단순히 둥근 원 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통하여 내적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융은 자신의 내

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만다라를 만들고 그

담자들에게도 일정한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림으로써 무의식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자아

만다라를 그리게 하였다. 그의 이론은 미술치료사인

와 자기와의 관계성을 발견하고, 내면세계를 돌아보

조안 켈로그(Joan Kellogg)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

게 하고,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게 한다.

으며, 미술가였고 미술치료사였던 수잔 핀처는 개인

개성화란 본래의 자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성화를 ‘자기화’ 혹은 ‘자기실현’이라 부를 수 있을

적인 아픔과 위기를 만다라를 통하여 극복하였고 자
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것이다(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2004). 자기실

만다라는 전통적인 명상과 심신의 수련 이외도 현

현은 인간의 핵심적 과제이다. 인간은 누구나 본래

대인의 정신·심리적 치료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임상

의 자기가 되고자 한다. 분석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적 방안으로서 삶의 중심을 찾고 자연과 우주와의

자기실현은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

합일을 찾으려는 명상과 영성생활 나아가 심리·정신

는데, 무의식의 내용을 깨달아 가는 단계에서 그림

치료를 위한 미술치료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자, 아니마, 아니무스의 의식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무의식적으로 만다라를 그리는 현상은 인간에게 내

그 개체는 전체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강민

적 기쁨, 내적 질서, 생명의 의미를 되찾아 주게 된

기, 2010). 이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다, 무심코 그려지는 만다라의 형태는 내적 갈등과
삶의 위기에 처한 인간에게 내면의 질서와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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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게 한다. 즉 만다라를 통하여 자신의 무의식
과

의식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주의집중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것이다(정여주,

유아(박지연, 2009), 초등학생(조수아, 2010), 지

2001). 만다라는 중심이다. 심리적 에너지를 자기에

적장애 아동(김상훈, 2011; 이혜진, 2011), 학습부

집중시키며, 서로 반대되는 상극들을 연결하고 그

진아(최명순,

사이에 중심을 이룬다.

ADHD경향 아동(하연숙, 2009; 강미애, 2005)을

2012),

중학생(이소영,

2011),

오늘날 만다라를 이용한 미술치료는 다양한 영역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서적인

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다라는 개인 및 집

부분 즉 우울이나 불안의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단미술치료에서 프로그램의 일부로 사용되기도 하지

한 연구(김진화, 2003)로, 학대받은 학생(한송이,

만, 다양한 형태의 만다라가 전체 프로그램에서 사

2010), 정신질환자(조정윤, 2010), 성인여성(성용

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족치료자인 새티어는 자기만

우, 2013), 성폭력 피해 여성(김희진, 2010) 등을

다라(Self Mandala)를 이용하여 가장 근원적인 존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 외에도 창의

재 혹은 창조적인 힘을 탐색하게 하였다. 여덟 개의

성, 자기표현, 자기조절, 상호작용, 스트레스 등에

동심원을 그리게 하면서 신체와 정신간의 상호작용

대한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있다. 연구의 대상을 보

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아를 둘러싼 우주의 자원을

면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대

나타내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한국버지니아사티어

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연구회 역, 2000). 노이만(Neumann, 1973)은 만

만다라의 제작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문양이

다라를 그리는 것이 아이들의 정체감 확립에 도움이

그려져 있는 만다라를 선택하여 색을 칠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원형태의 만다라는 인간이 자기 정

있다. 이는 그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길을 찾는 무의식적 행위로

수 있고 또 승화시킬 수 있어서 조화와 균형, 치료

해석(Murty, 1998)한다. 국내에서도 자아정체감

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그림을 잘 그려

향상을 위해 만다라를 적용한 미술치료로서 청소년

야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접근하기에 용

대상(박윤미, 2007; 박은주, 2012), 가정폭력 피해

이하다. 또 문양 없이 둥근 원 속에 자기가 그리고

여성 대상(정남희, 최외선, 2003)의 연구에서 효과

싶은 것을 스스로 생각해서 그려나갈 수도 있다. 이

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

또한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할 수 있고, 심적 과정을 의식화하는데 도움을 줄

연구에서 알콜의존자 대상(정영순, 2011), 유아 대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자기 이해를 돕고, 진정

상(박미정, 2004), 초등학생 대상(김유진, 2007),

한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여자중학생 대상(김량, 2004), 한부모 가정 자녀 대

만다라를 그리기 전에 이완연습을 하거나 명상의

상(황지현, 2009; 정지영, 2012), 정신분열증 환자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이미지를 시각화하거나 상

대상(이경아,

대상(박숙희,

상을 하도록 시간을 줄 수도 있다. 그리는 동안에는

2007; 권혜경, 2009),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이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한 명상음악을 낮게 들려주기

순희, 2013)의 연구가 이루어져 효과를 내고 있다.

도 하고, 향을 피우거나 촛불을 켜둘 수도 있다. 만

2010),

학습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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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개인 작업으로 그릴 수 있고, 집단내에서 개

있으며, 법계연기설은 보살(菩薩)의 정신과 행원의

인적으로 그리거나, 두 사람이 짝이 되어 그리거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모든 사람은 불성(佛性)을 가

집단구성원들이 다 함께 그리기도 한다. 다 그린 후

지고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심리치료자들

에는 느낌을 교환할 수 있다. 공동작업의 경우 소속

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있다. 화엄불교의 법

감, 응집력, 협동심을 느끼게 하며, 상호피드백을 통

계연기설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훌륭

하여 더 깊이 있게 내면을 탐색할 수 있다. 재료는

한 지침이 된다. 가족치료자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

종이와 채색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찰

는 문제나 증상들을 그 개인만의 것이라고 보지 않

흙, 나뭇가지, 돌, 모래, 나뭇잎이나 꽃, 헝겊 등을

는다. 법계연기란 법계의 사물이 천차만별이지만 서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상호인

이와 같이 만다라를 그리고 만드는 작업의 과정에

과관계에 놓이지 않고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

서 집중과 몰입, 평안과 조화, 창조와 통합을 경험할

다는 것이다. 인간은 서로 분리된 개인의 연합체가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이해, 자기변화, 자기실현의

아니라 상호의존적이고 순환적 인과관계를 지닌다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전영숙, 2003).
연기(pratītyasamutpāda)는

인연소기(因緣所

3. 법계연기사상과 관계

起)를 줄인 말로 연(緣)이 되어서 결과를 일으킨다

가. 법계연기사상의 심리치료적 의미

는 뜻이다. 즉 사물이 필연적으로 원인, 조건에 의해

연기론에는

구사종(俱舍宗)의

업감연기(業感緣

起), 유식종(唯識宗)의 뇌야연기(賴耶緣起), 기신론
(起信論)의 진여연기(眞如緣起) 또는 여래장연기(如
來藏緣起), 『화엄경』의 법계연기(法界緣起) 등을
들 수 있다. 연기사상은 여러 학자에 의해 상담 및
치료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
으로 윤호균이 십이연기설과 상담과 관련지어 불교

생기(生起)하는 인과(因果) 관계를 의미한다(안형관,
1996). 사물은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다수이지만,
그 다수의 하나하나가 결코 독립적인 별개가 아니라
밀접한 인과관계를 맺고 하나로서 조화를 나타내 보
이는 공동체로서의 궁극적 실재이다. 이를 화엄종
(華嚴宗)에서는 일즉일체(一卽一切), 일체즉일(一切
卽一)이라 말한다(耘虛 龍夏, 1998).
징관(澄觀)은 이 세상을 사종법계(四種法界)-사법

에서처럼 인간의 일체의 생각, 감정, 욕구를 공상으
로 취급하고 본래의 성품만을 깨달아야 할 유일한
현실로 보도록 요구하는 것과 상담에서처럼 비현실
적이고 역기능적인 생각과 감정 등을 현실적이고 기
능적인 것으로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을 비교하여 풀
어내고 있다(최상진 외, 1999). 또한 안형관, 전영
숙(2001)이 법계연기설과 가족치료에 대한 관련성

계(事法界), 이법계(理法界), 이사무애법계(理事無礙
法界),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로 설명하고 있
는데, 그 중에서도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는
바로 무장애법계(無障碍法界)이며 법계연기(法界緣
起)라고 할 수 있다. 사사무애의 세계는 이사무애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대립도 없는 화합과 조
화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을 밝히는 연구가 있어왔다.
화엄사상은 부분과 전체의 조화로움을 강조하고

체험과 실천행을 통해야만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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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라고 할 수 있다(海住, 1998). 이 법계연기의

있다. 즉 미시체계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층으로 가

모습을 십현문(十玄門)과 육상원융(六相圓融)을 통

정, 학교, 또래집단 등과 같이 아동들의 발달에 직접

해서 설명하고 있다.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맥락을 말한다. 중간체계

가족을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본다면, 가족구

는 아동이 적극 참여하는 미시체계 맥락들간의 상호

성원 각자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 전체(정체)로서의

관계를 말한다. 외체계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

존재인 동시에 가족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가족은

치지만 직접적인 역할은 하지 않는, 부모의 직장, 이

가족구성원을 포함하는 전체이면서 동시에 더 큰 세

웃, 교회 등의 생태환경을 말한다. 거시체계는 중간

계의 부분이 된다. 우리는 이미 가족은 물론 이 지

체계와 외체계를 포괄하는 체계로서 각 문화권 특유

구가 하나의 체계임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지구

의 가치, 법, 관습, 태도, 신념, 이데올로기 등이 이

촌이라는 용어가 그렇고, 환경오염과 지구환경의 파

에 속한다(송명자, 1996).

괴로 인한 이상기후에서 충분히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가족뿐만이

또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전쟁이나 소요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환경, 관습이나 민족의 정서 등

우리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생태계

수없이 많다. 또한 공간적으로는 전세계와 우주, 시

의 파괴는 곧바로 우리 가정의 식탁에까지 영향을

간적으로는 먼 과거의 역사적 사건까지도 지금 여기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의 나,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그러나 인류는 끊임없이 인종․종교․이념․성으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는 각자 다른

로 대립되고 그들 체계간의 경계가 지나치게 경직되

성과 연령, 개성을 가지면서 제 역할에 충실하지만

어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화와 분쟁을 일으켜

결코 자기주장을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왔다. 이들 체계간에 경계가 투과적이고 개방적일

자제하고 전체의 완성을 위해 협력하며 개방적으로

때 서로간의 대화가 가능하고 조화로운 세계를 이룩

서로 대화할 때, 조화롭고 행복한 가족이 이루어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나와 우리, 부

것이다.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부분

분과 전체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부분과 전체는

이 되고 그것은 또한 전 우주를 구성하는 부분이 된

밀접한 상호관계를 통하여 우주를 구성하는 개인으

다. 내가 곧 가족이고 우주인 것이다.

로서의 입장을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조화로운 세
나. 법계연기사상의 미술치료적 적용

계는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세계를 말하는 것이

인간의 삶은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체

아니다.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더욱 잘 기능하는

계의 치료를 강조하는 가족치료에서 보다 더 적절한

조화로운 전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브란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

명칭은 관계치료(relationship therapy)라고 주장

에 있어서의 생태학의 입장-거시체계(macrosyste

하는 견해가 있다(Becvar & Becvar, 2000). 가

m)․외체계(exosystem)․중간체계(mesosyste

족을 하나의 전체로서 생각하고 치료하는 입장에서

m)․미시체계(microsystem)-은 가족의 순환성이 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태학적 입장까지 포괄하는 관

족 내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계치료라는 입장이다. 이는 가족 외에도 각 가족구
성원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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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와 민족의 정서

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방

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여러 가지

법으로 가계도, 밧줄기법, 영향력 수레바퀴, 만다라

현상들과도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등을 사용해왔다. 새티어는 미술치료사가 아니었지

(김용태, 2000).

만, 이러한 시각적인 치료기법이 내담자에게 구체적

이는 법계연기사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차원이라

이고 객관적인 인식을 주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었

할 수 있다. 법계연기를 설명하는 십현문 중에서도

음을 알고 있었고, 새티어가 강조했던 의사소통적

인드라망법계문(因陀羅網法界門)은 이러한 복잡한

가족치료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가족미술치료자들은

관계를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 훨씬

이러한 기법을 미술치료 시에 널리 이용하고 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용이하다. 인드라망(因陀羅

체계이론을 바탕으로한 가족치료는 가족구성원간

網)은 제석천(帝釋天)의 보배그물로서, 낱낱 그물코

의 관계를 정립하고 체계를 바로잡는 방법으로 접근

마다 보주(寶珠)를 달았고, 그 보배 구슬의 하나하

하고 있다. 가족치료의 가정(假定)은

나마다 각각 다른 낱낱 보배 구슬의 영상(影像)을

이라는 전체체계의 한 부분으로 볼 때 개인이 가진

나타내고, 그 한 보배 구슬 안에 나타나는 모든 보

증상이나 문제는 그 사람 자체적 문제이기보다 체계

배 구슬의 영상마다 또 다른 일체 보배 구슬의 영상

의 역기능적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즉 원인과 결과

이 나타나서 중중무진(重重無盡)하게 되는 것을 말

를 일직선적으로 이해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

한다. 즉 만물은 서로 포함하고 여러 겹으로 겹쳐있

라, 순환적 사고에 입각해서 문제를 바라본다. 한 가

으며 일체의 경계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엄

족구성원의 행동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행동에 영향

에서는 이것을 일(一)과 다(多)가 상즉상입(相卽相

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다시 원래 행동을 한 사람

入)하였다고 말하는 적당한 전례로 들고 있다.

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가족구성원들의 행동은 일종

개인을 가족

인간 사회의 복잡한 관계도 이와 같이 중첩되고

의 고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쪽만 건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 있다. 미

려도 전체가 움직이고 영향을 받는 거대한 체계이다

술치료를 실시할 때 관계를 탐색하는 일은 매우 가

(김용태, 2000). 마치 한 개의 그물코를 잡아 끌어

치 있는 일이다. 개인이 가족이나 자신에게 영향을

올리면 그물전체가 끌려 올라오듯이 가족구성원 한

미친 중요한 사람들, 혹은 사건이나 주변 환경과의

사람은 가족을 떠난 독립된 개체가 아닌 것이다.

관계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일은 치료과정의 중요한

가족미술치료자들은 이러한 관계적 차원을 미술작

부분이다. 가족치료자인 보웬은 치료기법의 하나로

업을 통하여 체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3대 이상의 가계도를 그릴 것을 제안했다. 가계도는

Kwiatkowska는 가족이 서로 어떻게 느끼고 상호

가족에 관한 정보가 도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작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족 모두에게 여러 6단

가족유형의 형태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임상기록으

계의 그림(자유화, 가족화, 추상적 가족화, 개인난

로 효과적일 뿐 아니라, 내담자 입장에서도 체계적

화, 공동난화, 자유화)을 그리도록 했고, 특히 가족

인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모두가 함께 그리는 공동난화 기법을 사용하여 관계

새티어의 경우에도 문제가 개인에게 있기보다 관계

를 진단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Rubin도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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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인난화, 가족초상화, 공

결부시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고 여기서

동벽화 등의 작업을 사용했다. Wadeson은 비언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면 심리치료에 매우

적 공동그림, 결혼관계 추상화, 자화상 그리고 배우

유용할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연

자와 교환하여 교류하기 등의 방법으로 관계적 측면

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을 다루었다. Landgarten은 비언어적 팀작업, 비언

심리치료 특히 미술치료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

어적 가족미술작업, 언어적 가족미술작업의 순서로

해보고자 하였다.

가족체계를 진단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최근 들어 불교사상을 치료적으로 적용하고자 하

불교의 인드라망은 관계를 조망하고, 관계의 복잡

는 노력은 더욱 늘어나고 있어 유식사상, 오온, 연

성과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미술치료 작

기, 호흡법이나 명상, 사성제, 삼독, 육바라밀, 육상,

업이 될 수 있다. 인드라망을 표현하는 미술작업 그

만다라, 십우도 등의 주요 개념과 사상들에서 심리

자체만으로도 관계의 질이나 상호작용의 정도를 파

치료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있어왔다. 동양사상 특히 그 중에서도 불교사상의

치료 혹은 가족이나 집단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도구

심리치료적 활용가능성은 매우 풍부하다고 하겠다.

가 될 수 있다. 개인미술치료의 장면에서는 자신의

그동안 심리치료관련 학문들은 서양심리학에 기반한

관계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서로에게 어떤 영향

상담 및 심리치료 학자들이 서구의 이론을 여과 없

을 주는지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이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집단미술치료에서는 집단체계를 진단하고 각 구성원

의 역사적 전통이나 문화적 배경에 알맞은 새로운

들의 환경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해석과 적용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쉽사리 익숙해

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미술치료에

진 체계와 방법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실정이다.

서도 체계의 진단 뿐 아니라 각 가족구성원이 관계

그나마 상담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한 것이 거의 대부

하는 사회적 요소와 가족원 각자가 무관하지 않음을

분이고 미술치료와의 접목을 시도한 예는 만다라를

탐색하여 하나와 전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

제외하고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그러나 미술치료의

회가 된다.

경우 언어적 상담의 경우와는 달리 직접 작업을 통

이처럼 법계연기의 사상을 미술치료에 적용하는

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난 상징을 해석함으로써

작업은 현상계의 모든 존재가 서로 장애되지 않고

자기의 본질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서로 받아들이고[相入, 相容], 하나가 되어[相卽] 조

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화로운 세계를 이루어나가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을 통
하여 온 몸으로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게 되는 것이다.

맺는 말

십우도의 경우 열 장의 그림을 도판으로 활용하

불교사상을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여, 그림을 보고 그림에서 전해지는 느낌으로 이야

치료에 적용하고 특히 시각적인 방법인 미술치료와

기를 구성해 보도록 하는 방법, 자신의 상황을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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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그림을 선택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

본 연구자는 다년간 ‘선명상을 활용한 집단미술치

선택한 그림내용을 발전시켜 예상되는 혹은 기대하

료’을 진행하면서 명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회기 중

는 장면을 그리게 하는 방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에 서원, 참회, 보시, 용서, 감사, 자비, 집착, 탐진

또한 열 단계의 의미에 따른 미술치료프로그램을 계

치(삼독), 고집멸도(사성제), 팔정도의 개념들을 주

획하여, 회기를 진행하는 동안에 자기 발전을 꾀할

제로 미술작업을 해오고 있다. 미술치료는 언어에

수 있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존하는 상담보다 내담자들이 자기문제를 바라보는

사용 될 수 있다.

데 있어서 훨씬 직관적이고 통찰이 빠른 점이 치료

만다라는 문양이 있는 만다라를 선택하여 색을 칠

의 진전을 가져다준다. 불교사상이라는 말은 다소

하거나, 스스로 만다라를 제작하여 그릴 수 있다. 집

어렵게 들릴지도 모른다. 때로는 열반(涅槃)이니 공

중하여 그리고 색칠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아정체감,

(空)이니 하는 불교용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초월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우울이나 불안 등

인 개념으로 다가와서 현실적인 문제와는 동떨어진

의 정서조절, 창의성, 자기표현, 자기조절, 상호작

내용이라 생각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

용, 스트레스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연

침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미술치료에서도

구가 있어왔다. 그 대상도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

근본적으로는 마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 정상인에서 장애가 있는

지혜의 보고와도 같은 불교사상에서 치료를 위한 방

대상, 개인 및 집단미술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법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적용됨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만다라는 다양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불교사상의 핵심을 쉽고

대상에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 유용한 기법이며,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미술치

개성화에 이르는 도구로써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료에 적용하여 건강한 삶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법계연기란 법계의 사물이 천차만별이지만 서로서

본 연구자는 십우도, 만다라, 법계연기에 초점을

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도 단독으로 고

맞추어 미술치료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한 사물

러나 더 많은 불교사상이 심리치료 혹은 미술치료

도 독립된 하나가 아니고 그대로 전 우주이며 또한

현장에서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과제

그것은 전 우주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을 말한다. 그

로 돌린다.

러나 이렇게 하나와 일체가 서로 중중무진한 관계에
놓여있음을 이해하기란 힘든 일이며, 특히 상담장면

참고문헌

에서 이론적인 설명으로 전달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림이나 미술작업은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강미애(2005). 만다라 미술치료가 ADHD성향 아동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와 이웃의 관계,

의 주의집중, 공격성 및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나와 환경과의 관계, 나와 우주와의 관계를 표현하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게 함으로써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작

강민기(2010). 융의 무의식과 개성화 -만다라 상징

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철학·윤리

- 39 -

❚ 16 전영숙

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형일, 문정순, 정광주, 박현주, 오명자 역(2007).

박숙희(2007). 만다라 그리기가 학습부진아의 불안

명상심리치료 입문-내면으로의 여행-. 학지사.

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

권혜경(2009). 만다라 미술활동이 학습부진아의 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

박영숙(1994). 심리평가의 실제. 하나의학사.

원 석사학위논문.

박윤미(2007). 만다라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청소년

김량(2004). 만다라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학생

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순천향대학교 건

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주(2012). 만다라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

김상훈(2011). 만다라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아동의

아정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

주의집중력과 주의집중행동에 미치는 효과. 제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연(2009). 생활주제에 따른 만다라(Mandala)

김영옥(2013). 만다라 미술치료 워크북. 비움과 소

활동이 유아의 주의집중 및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통.

효과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김용태(2000). 가족치료 이론. 학지사.

문.

김용환(1998). 만다라-깨달음의 영성세계. 열화당.

성용우(2013). 만다라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성인여

김유진(2007). 만다라 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스트

성의 불안 증상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예술

레스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동
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석사학위논문.
송명자(1996). 발달심리학. 학지사.

김진숙 역, 수잔 핀처 저(1998). 만다라를 통한 미

안형관(1996). 동서의 철학적 전통과 유기체철학-

술치료. 학지사.

화엄철학과 화이트헤드를 중심으로-. 현대와 종

김진화(2003). 우울성향 감소를 위한 만다라 치료
방법의 효과 및 활성화 방안. 단국대학교 행정법

교 제19집.
안형관, 전영숙(2001). 화엄법계연기설과 가족치료.

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4(1).

김희진(2010). 성폭력피해 여성의 우울 및 외상 후

오연주 역, 수잔 핀처 저(2011). 만다라 미술치료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문양만다라 중심의 미술치

워크북. 이음.

료사례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

耘虛 龍夏(1998).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위논문.

이경아(2010). 만다라 집단미술치료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순천향대학교

노안영(2013). 게슈탈트치료의 이해와 적용. 학지

건강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
박미정(2004). 만다라 그리기 활동이 유아의 자아

이기영 역해, 곽암 저(1997). 십우도. 한국불교연구

개념 및 행동특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동국대학

- 40 -

원.

불교사상의 미술치료적 적용 17 ❚

이소영(2011). 만다라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주의집

최상진, 윤호균, 한덕응, 조긍호, 이수원(1999). 동

중력에 미치는 효과 : 하위권 학습자를 중심으

양심리학-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지식산

로.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업사.

이순희(2013). 만다라 미술활동이 다문화가정 자녀

하연숙(2009). 만다라 미술활동이 ADHD 경향을

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

가진 초등학생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 대구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학교 재활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이혜진(2011). 만다라 미술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주

河在玉(2012). 禪墨, 禪書畵 硏究. 東國大學校 佛敎

의집중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文化大學院 禪學專攻.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1995).

장순용 역, 요코야마 고이츠 저(2005). 십우도, 마
침내 나를 얻다. 들녘.

한국문화상징

사전2. 두산동아.
한국버지니아사티어연구회 역, 버지니아 사티어 저
(2000). 사티어 모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전영숙(2003). 화엄불교사상과 체계론적 가족치료.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송이(2010). 만다라 미술치료가 학대 학생의 불
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정남희, 최외선(2003). 만다라를 활용한 집단미술치

논문.

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0(2).

海住(1998). 華嚴經의 世界. 민족사.

정여주(2001). 만다라와 미술치료. 서울:학지사.

현각스님 엮음(1998). 선학강의. 불일출판사.

정영순(2011). 알코올의존자를 위한 만다라 집단미

황지현(2009). 만다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한

술치료가 자아존중감과 단주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

효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지영(2012). 만다라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

Becvar, D. S. & Becvar, R. J. (2000).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Family Therapy -A Systemic Integration-.

창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A Pearson Education Company

조수아(2010). 만다라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주의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C.G.융 저(2004). 인
격과 전이. 한국융연구원.

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상담교육 석

Jung, C. G.(1973). Mandala Symbolism.

사학위논문.
조정윤(2010). 만다라 중심의 미술치료가 정신질환

Princeton.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자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양대학

Kellogg, Rhoda(1970). Analyzing Children’s

Art. Palo Alto, Calif.: National Press

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ooks.

최명순(2012). 만다라 미술활동이 학습부진아의 주
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

Murty, K.(1998). Malbuacb Mandala, Bem.

학원 석사학위논문.

Neihardt, John(ed.).(1961). Black Elk Speaks.

- 41 -

❚ 18 전영숙

Wadeson, H.(1980). Art Psychotherapy. New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Neumann, Erich(1973). The origins and

History

of

Consciousness.

York: John Wiley & Sons.

Princeton,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Tucci, Giuseppe(1961). Theory and Practice

of the Mandala. London: Rider and
Company.

- 42 -

원고 접수일 : 2014. 6. 22
수정원고 접수일 : 2014. 7. 22
게재 결정일 : 2014. 8. 1

불교사상의 미술치료적 적용 19 ❚

韓國東西精神科學會誌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2014, Vol. 17, No. 1, 25~43

Applying Buddhism to Art therapy
Jeon, Young-Sook
Daegu Cyber University
Everyone experiences pain as they are born, grow old, and die with illness, which is an existential issue explored not
only in Buddhism but also in the field of psychotherapy. In fact, Buddhism focusing on realization corresponds to
self-realization sought in psychotherapy. The researcher applied Buddhism agreeable to Korean sentiment to art therapy
as a way to overcome one's personal difficulties and to be mature. Among Buddhism, the ten ox herding pictures,
mandala, and the Lord Indra's net in Hwaŏm Dharmadhātu Pratītyasamutpāda convey messages visually and these are
suitable to be applied in art therapy to help the client reach personality integration and self-realization. First, the ten
ox herding pictures that present 10 drawings showing the way to realization from a zen buddhism perspective can be
used to help the client find the self in art therapy. In art therapy sessions, a gradual use of the drawings or the meanings
of the drawings is possible. Second, the mandala symbolizing realization in itself is also used as a medium to reach
realization. In art therapy, mandalas can be used to help the client reach his or her true self. Third, the Lord Indra's
net in Hwaŏm Dharmadhātu Pratītyasamutpāda showing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visually can be used in art
therapy to help the client to realize himself or herself function not in isolation but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It is
worthwhile to apply Buddhism to art therapy. This kind of combination of the western idea and Asian buddhism is
expected to complement each other, bringing improvement in the field of psychotherapy.
Key Words : Buddhism, Art therapy, The ten ox herding pictures, Hwaŏm Dharmadhātu Pratītyasamutpāda (the Lord
Indra's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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