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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활용법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표현예술치료	매뉴얼」

은	다양한	기관에	속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자의	정신건강과	소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실무자의	역량강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따라서	본	매뉴얼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자에	대한	기본	이해,	실무자의	정신	건

강과	표현예술치료의	배경	및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표현예술치료	기법을	

다루고	있다.	

4장에	소개되는	미술	및	동작을	사용한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실무자의	직업소진을	

야기하는	주제를	세분화하여	개발되었으며,	실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내

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던	기법을	인신매매	피해	내

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소주제	별로	제시함으로써	실무자의	실질적인	응용을	

돕고자	하였다.	표현예술치료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본	매뉴얼	한	권으로	소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참여자를	위해	참고문헌과	추천도서	목록

을	첨부하였다.	

본	매뉴얼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에	지친	실무자들의	소진을	이해하고	역

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내담자의	돌봄(client-care)이라는	형태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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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기구(IOM)는 질서 있고 인도주의적인 이주를 장려하고, 이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195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특히 지난 20여 년간 전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한국대표부는 그간 인신매

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인신매매와 정신건강, IOM 인신매매 방지 

지침서 시리즈 「인터뷰 기술 및 피해자 식별」, 「직접 지원」, 「귀환과 재통합」 등의 한

국어판을 출판하였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다

수의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다

양한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이러

한 피해자를 대하는 지원 실무자들 역시 대부분 정신적·육체적 업무소진을 겪게 됩

니다. 이에 한국대표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지원 실무자

들의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인신매매 피해자의 지원 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 본 교육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매뉴얼이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실무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이주기구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실무자 교육’에 강사로서 바쁜 시간을 흔

쾌히 내어 주시고, 본 매뉴얼의 출간 준비 과정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명지대학

교 남희경 무용동작치료사님, 고경순 무용동작치료사님, 박소정 미술치료사님께 심

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매뉴얼의 출판을 위해 끝까지 수고한 국제이주기

구 한국대표부의 홍수연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책을 펴내며



1
1.1. 인신매매의 정의	 09

1.2.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이해	 09

1.3.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자에 대한 이해	 11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자에 대한
이해



1
본	장은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신매매의	개념을	정의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누구인지	이해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실무자는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지	이해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실무자에	대한	

이해를	먼저	돕기로	한다.

따라서	본	장은	인신매매,	인신매매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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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신매매의 

정의

1.2.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이해

2000년 국제사회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의 부속의정서를 통

해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2000년 12월에 체

결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의 제3조는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사기, 

기만, 권력 남용, 상대의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

반,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착취에는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

타 성적 착취, 강제 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또는 

장기적출 등이 포함된다.

(b) (a)항에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효 

력을 갖지 못한다.

(c) (a)항에 규정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 

반, 이송, 은닉, 인수는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d) 아동은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지원 단체의 실무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 이들을 밀입

국 또는 가정폭력과 같은 학대와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자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측면에서 이들 피해자 간에는 유사점이 있을 수 있지만 사법처리 절차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각 사례별로 관련 상황과 접근 가능

한 정보를 취합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

점, 즉 법적 맥락, 연루된 범죄자의 관점,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요구된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직접지원

2011,	IOM	한국대표부

발췌	및	요약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IOM	

발췌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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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법적 맥락

대상자가 실제 인신매매 피해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정

의를 이해하여야 한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정의에 따르면 인신매매 범죄의 구성 

요건은 행위, 수단, 목적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상호의존적인 요소

가 함께 존재해야 한다.

▶	행위	인신을	모집,	운반,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

▶	수단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사기,	기만,	권력	남용,	상대의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

▶	목적	위에	나열된	수단으로	사람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

의정서를 위반하고 인신매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구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수단에 의한 행위가 있고 그 수단과 행위가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신매매가 성립된다. 만약 세 가지 구성 요건 중 하나가 빠진다면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제3조상의 인신매매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1.2.2. 연루된 범죄자의 관점

인신매매는 인신매매자가 피해자를 제3국으로 입국시킨 후, 또는 국내에서의 이동이 

완료된 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착취적이고 강압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해

자를 착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밀입국의 경우 수수료가 지불되고 불법 입국이 달성

된 후에는 밀입국된 이주자와 중개자 간 관계가 통상적으로 끝나게 된다. 

1.2.3. 피해자의 관점

인신매매와 밀입국을 구분하는 세 번째 방법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떠한 피해가 초래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밀입국 이주자가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학대

를 당했거나 심한 경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밀입국 중재자와 형성하는 불법

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강압이나 기만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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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자의 직접지원이란 인신매매 피해자의 전반적인 신체적·심리적·정

신적·사회적 안녕의 회복을 도와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범주의 활

동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직접지원의 목표는 피해자의 회복과 역량강화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직접지원을 하는 실무자들은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된 업무에 

관여한다.

◆피해자	식별

◆쉼터와	회복

◆자발적	귀환

◆재통합

1.3.1. 피해자 식별

피해자 식별 과정의 목표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상의 정의에 의거하여 인신매매 피

해자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대책을 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자가 더이상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

도록 착취적인 환경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현지 상황과 법에 따라 이

주국, 경찰 또는 기타 사법기관, 사회복지기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관련 시민이

나 다른 피해자 등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

긴급 상담전화(hotline)를 통해 착취적 환경으로부터 도망을 나온 피해자가 확인되

기도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종종 착취와 연관된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술집, 음식점, 나이트클럽, 공장, 성매매 업소, 경호업체, 공장, 마사지 업

소, 광산, 농장, 사택 등이 있다.

1.3.2. 쉼터와 회복

인신매매 피해자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혹

은 안전하고 보완이 확실한 환경으로 연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쉼터 제공이란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 환경을 제공한

다는 의미이며, 피해자는 이를 통해 인신매매 경험을 극복하고, 성공적 자활과 재통

합 과정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1.3.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자에 

대한 이해

IOM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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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는 지역적 맥락에 따라 구체적 유형, 자원, 역량이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의 숙박, 식사, 기초적인 의료조치와 세면용품 등을 지원하지만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도 있다. 여기에는 심리사회적 지원, 법률 자문, 심층적인 의료지원 뿐

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전문의 진료,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이 포함된다.

1.3.3. 자발적 귀환

귀환의 목표는 목적지에서부터 출신 지역까지 인신매매 피해자를 안전하고 자발적

으로 이동 혹은 이송시키는 것이다.

출신국으로의 귀환을 선택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피해자의 가정환경이나 출신 지

역을 평가하여 귀환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평가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례에 

대한 분석(예, 가족이 인신매매에 연루되었는지의 여부), 가족과의 연락, 환경과 상

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한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발적 귀환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관련국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피해자가 심리적, 의학적

으로 안정을 갖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사항을 숙고하는 데에

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귀환과정에서 안전과 보완은 가장 중요한 사

안이다. 따라서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4. 재통합

재통합 단계는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과정으로, 개인이 사회적·경제적·시민적·정

치적·문화적 측면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성공적인 재통합은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거나 재(再)인신매매될 가능

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성공적인 재통합의 지름길이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개인적 기술과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 과

정에 피해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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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재통합 서비스는 국가별, 프로그램별로 다르며, 이 차이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재원조달의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재통합 

지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의료	서비스	지원(상담	포함)

▶	재정	지원

▶	법적	지원

▶	직업	교육	제공

▶	교육	기회	제공

▶	소자본	창업과	수익	사업	지원

▶	직업	소개,	임금	보조금,	인턴십	프로그램

▶	주거와	숙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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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자의	스트레스를	이해한다.	

◆실무자의	소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	이해한다.

◆실무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	

무엇보다	실무자의	정신건강,	특히	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실무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실무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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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무자의 

스트레스

2.1.1. 스트레스 개념 

스트레스 반응은 매우 정상적이고, 자기조절이 가능한 생리적·심리적 반응이다. 따

라서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위험한	상황에서	집중도를	높여주고,

▶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신적	에너지를	모아주며,

▶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대응의	일반적인	예는	투쟁과	도피	반응이지만,	종종	

냉담하게	반응하거나	신체적으로	무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역설적이게도 스트레스는 즉각적인 혹은(추후의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한) 중립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누적	스트레스	낮은	강도의	스트레스가	장기간	축척된	것을	의미한다.	강도가	낮다고	할

지라도	만약	근무	환경이나	생활	방식이	바르지	않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지

속적으로	쌓일	수	있다.

▶	치명적인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만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급작스러운	생리적/심리적	반응을	의미한다.

▶	급성	스트레스	반응(ASR:	Acute	Stress	Response)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장기간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거나,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충분한	관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기능	장애	증후군이다.

2.1.2. 실무자 스트레스의 원인

업무 스트레스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실무자와 같이 위험 요소가 많고 고도

의 긴장을 요하는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생기기 쉽다. 스트레스는 위험을 인지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해당 사건을 신속히 다루고 위

험 요소를 줄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 또는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 요인

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행동의 변화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신체적 혹

인신매매와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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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심리적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반응들은 위협적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거나 심

지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위협이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되면 대부분 건

강을 해치고 심신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스트레스의 요인은 복잡하고 다양하

다. 실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불안	특히	보안에	대한	우려

▶	업무의	긴급성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있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경우

▶	많은	업무량	특히	직원이	적은	사무실에서	근무함으로	인해	업무량이	많은	경우

▶	결정에	대한	부담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

(이는	피해자에게	있어	생사를	가르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자기	비난,	좌절,	노여움	피해자가	지원	프로그램을	마치지	않고	이탈,	혹은	머뭇거릴	때,	

또는	제공된	지원에	대한	피해자	반응이	좋지	않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	피해자의	공격적인	태도	피해자가	시큰둥,	분노하는	행동,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	모순되는	의무의	이행	재정적	제약	아래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법	집행기관과도	협력해

야	하는	경우

▶	의구심이나	업무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	지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	사법체계에	

의구심이	드는	경우

▶	중압감,	자신감	상실,	강박감	특히	이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거나	망설

여지는	경우(예,	업무에	부적격한	자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일에서	실패할	지도	

모른다는	느낌,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	직장에서	감정을	드

러내는	것은	문화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	등)

▶	소외감	문제를	털어놓거나	부담감을	덜어놓을	대상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	직장	밖의	사람들의	반감	가족,	친구,	또는	일반인이	실무자가	하는	일에	반대하거나	특

정	유형의	지원	대상자(성매매	피해자,	특정	소수자	그룹)에	대해	적대적인	경우

2.1.3. 인신매매 피해자를 상대하는 업무가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는?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대하는 심리사회적 지원 전문가들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최소한으로 공감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에게 나타나는 반응과 강도에 따라서 간접 외

상화 또는 2차 외상, 직업적 소진이라고 일컫는다.

다음의 사항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하는 지원 제공자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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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다. 여기에서는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대부분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매우 복잡한 지적 능력을 설명하

기 위해 ‘공감’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난다.

▶	인신매매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	인신매매	피해자의	감정에	뒤섞이지	않고도(이런	상황은	피해자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한

다.)	그들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험을	인지적으로	이해한다.

▶	냉철하되	확신을	줄	수	있는	전문가적	입장을	견지한다.

▶	피해자에게	위안이	되는	의미	있는	조언과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복잡한 정신 작용은 보다 높은 수준의 집중력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의 

고통과 고뇌, 불안 등을 함께 나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러한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

도록 충분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매우 큰 

작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친구와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성

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외상을 겪은 사람들을 대하는 업무는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이며, 이로 인하여 상당히 불안정한 감정을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구호 요원 및 심리사회적 지원 전문가들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원 제공자들이 겪는 변화는 정신적 외상을 입은 수혜자들

의 경험과 일정 부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Perlman과 Saakvitne(1995)에 따르

면, 간접 외상화는 지원 제공자가 대상자가 겪은 외상 사건에 감정을 이입하면서 내

면적 경험이 발현되는 것이다.

지원 제공자들은 매번 새로운 감정적 경험에 시달리게 되지만 그렇다고 한 개의 사

례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오히려 쉼터와 재활 센터에서 끊임없이 입소하고 퇴소하

는 수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상대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업무가 절대 끝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원 제공자들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위

한 적절한 예방조치 없이 수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상대하는 업무는 

스트레스를 축척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연민 피로감(compassion fatigue), 2차 외

상 스트레스, 간접 외상화 또는 소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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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무자의 

소진 인식과 

대처

Freudenberger(1974, 1980)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쇠약해지고, 업무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는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해 ‘소진(burnout)’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소진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복잡한 심리적인 반응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소진은 실현불가능하며 비현실적

인 기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공감과 돌봄을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간호사들에게 발

생할 수 있다.(Blair & Romones, 1996:24)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돕는 일에 직접 참여하면서 나는 내 스스로가 절망, 무

력함, 슬픔,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폭력이 행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부정해야 했던 

적도 많았고, 이러한 범죄를 멈추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느끼기도 했다. - Philip D. Jaffe

2.2.1. 실무자 소진의 네 단계

소진은 점진적인 환멸의 과정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	열정	초기	단계에서	지원	제공자는	업무에	전력투구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일부	지원	제

공자들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업무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지원	대상자들과	자신을	지

나치게	동일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까다로운	대상자나	절망적인	상황에	현실적으

로	대처	하지	못한다.	

▶	정체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희망이나	욕구를	상실하고	정체되어	있는	단계를	일컫는

다.	업무가	더	이상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고	만족감을	주지도	않는다.	

▶	좌절	누군가를	도울	여력이	없으며	무기력함을	느끼는	단계이다.	일부	지원	제공자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기도	한다.	또	일부는	화를	내거나	관리자/감독자를	원망하거나,	

종종	지원	대상자들을	탓하기도	한다.	이러한	좌절감은	지원	제공자의	내재화와	위축으

로	이어진다.	

▶	무감각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심지어	좌절해야	할	상황에서조차	무심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결국	대상자를	돌보는	것을	멈추게	된다.	

인신매매와 

정신건강

2011,	IOM	한국대표부

발췌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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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실무자의 스트레스 신호와 증상

실무자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조기 파악

과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실무자의 스트레스 신호와 증상에 대해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의 징후에 대해 관리자/감독자와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은 

그들의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프로그램이 스트레스의 인지와 감소를 주창한다면 ‘실무자의 고통

은 유약함의 상징’이라는 일반적인 관점이 강화되기보다 초기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재난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스트레스	신호와	증상을	체크해	보세요.TIPS 

*터널시(視)	

	앞이	똑바르지	않아	잘	보이지	않는	것

자신을	영웅시하고,	

난공불락의	존재로	여기며,	

성취감을	느낌	

부정(不定)	

불안과	두려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걱정	

분노	

짜증	

불안정	

슬픔,	비통,	우울,	

심한	감정의	기복	

고통스러운	꿈

죄책감	혹은

생존자의	죄책감	

감정의	압도,	무력함	

소외감,	상실감,	

버려진	느낌	

무관심	

생존자들에	대한	동일시

심리적 그리고 감정적 반응

심장	박동	수	및	호흡	증가	

혈압	상승	

복통,	구역질,	설사	

식욕	변화,	체중	감소/증가	

다한	또는	오한	

손,	입술	떨림	

근육	경련	

청력	감소	

터널시	*	

행동	둔화	

두통	

근육통	

하부	요통	

목의	이물감	

과장된	놀람	

피로	

생리	주기의	변화	

성적	욕구의	변화	

감염에	대한	저항력	약화	

알레르기와	관절염의	재발	

탈모

동적 반응

활동의	변화	

효율성과	효과성의	감소	

의사소통의	어려움	

유머감각의	증가	

분노의	폭발과	잦은	다툼	

휴식	또는	‘내려놓기’

불가능	

식습관의	변화	

수면	주기의	변화	

성적,	친밀감의	패턴	변화	

업무	수행	방법의	변화	

주기적인	울음	

알코올,	담배	혹은

마약	사용	증가

사회적	위축,	침묵	

안전	혹은	환경에	대한	경계	

기억을	되살리는	장소나	

활동	회피	

잦은	사고

신체적 반응

기억력	문제	

방향감각	상실	

혼란	

사고와	이해의	속도	저하	

계산,	우선순위	설정,	

의사	결정의	어려움	호소	

집중력	부족	

주의	지속	시간의	단축	

목적	상실	

재난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	

비난

인지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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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기제와 반응

대응 기제

대응은 특별하거나 특이한 행동이 아닌 긴장과 스트레스를 예방, 지연, 방지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행동 양식이다. 앞으로는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대응 기

제와, 이것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을 때 야기되는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대응 기제

는 개인의 사회적·정서적 자원과 감정적·심리적 도구가 결합된 것으로써 대부분

의 사람들이 나름의 방식대로 스트레스에 대처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

을 거친다.(Cohen, 2000)

▶	회피	

▶	변화	

▶	관리	

▶	예방	

▶	과도한	감정	표현의	자제

대응 기제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억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원인을 정확

하게 인식 및 파악하는 것으로 억압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전에 상황을 전환

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2) 상황을 재해석하여 스트레스의 정도를 조절하거나, 그로 인한 영향을 완화 또는 

축소시키는 것이다. 재해석은 이미 발생한 문제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도

를 조정하려는 행동 방식으로 인식과 지각이 중요하다. 

3) 정상적인 생활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최대한 통제하는 것이다. 부

정, 위축, 수동적 수용, 지나친 낙관주의, 회피, 마술적 사고(magical thinking)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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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실패 결과

실무자들이 스트레스의 신호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실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반응

을 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소진, 급성 스트레스 반응,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 포함)은 다음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2차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척도의 소개; Bride, Robinson, Yegidis & Figley, 2003)

 

 

•신속한	상황	파악	

•단호한	대처	방안의	모색	

•위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동원	

•자원의	적절한	활용	

•감정의	조절과	임무	수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고통스러운	감정을	적절히	표현	

•괴로운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고통을	정확하게	인식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는	위기로	전환시키는	전략	개발	

•자신의	의존	욕구를	인지하여	적절한	지원을	파악하고	이를	찾아내서	활용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을	인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	그로	인한	성장을	기대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비폭력적인	방어	및	긴장	완화	방식의	활용

긍정적

대응 기술

부정적

대응 기술

•과도한	부정,	위축,	은둔,	회피	

•잦은	공상,	부족한	현실	검증력	

•충동적인	행동	

•약자를	향한	분노	표출	및	희생양	만들기	

•지나친	의존,	매달리기,	반(反)의존적	행동(counter-dependent	behavior)	

•타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함	

•‘절망	→	무기력	→	포기’로	이어지는	정서적	억압	

•이유	없이	지나치게	의례적으로	행동함	

•피로,	휴식	-	근무	주기의	불규칙성	

•중독	

•지원	체계	활용	불능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표현예술치료 매뉴얼

24

실무자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계발에 앞서 연구자들은 인신매매 피해

자를 직접 지원하는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당면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파

악하기 위해서 직접 실무자들을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두 기관(A, B)과 경남 지역의 한 기관(C)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했던 인터뷰의 참여자

는 총 8명으로 기관장 1명, 중간관리자 1명, 실무자 6명이 포함되었다. 실무자 인터

뷰 내용 분석을 통해 발견된 실무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된 공

통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불명확한	경계선	(Boundary)

◆감정적	역전이	(Emotional	Counter-Transference)와	무기력	(Powerlessness)

◆공감	(Empathy):	다양한	문화의	차이와	한계

◆소진	(Burnout)과	자기	돌봄	(Self-Care)

2.3. 

실무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실무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본인의	스트레스	신호와	증상을	체크해	보세요.TIPS 

수면장애		

악몽

통증	

식욕	및	소화	기능의	변화

감기와	감염에	대한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신체적 차원

침투적	기억	

이전의	정신적	외상	

사건들의	재생

외상	사건에	사로잡힘	

새로운	생각에	대해	경직된	

반응	혹은	저항

의사	결정의	어려움

인지적 차원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을	회피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외부인’	및	동료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활동	감소	

알코올	및	약물	사용의	증가

(우울증과	불안에	대한	

자가	치료)

열정	상실

업무	회피,	잦은	지각,	

저조한	업무	성과

행동적 차원

‘왜	하필	나인가?’에	

대한	의문

냉소주의적	성향의	증가

자신감	상실

목적	상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짐	

존재에	대한	심오한	질문

인간의	협력심에	대한	

믿음	상실

환멸

의미	상실

삶의	목표	상실

소외감

개인의	가치	체계	변화

영적인 차원

잦은	기분	변화,	정서	불안정

불안,	사건의	재발생에	

대한	두려움

우울,	애도

짜증,	적의

자기	비난,	수치심

유약함,	취약성을	느낌

무감각,	무심함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

짜증,	좌절에	대한	

저항력	부족

정서적 차원

→	이와	같은	반응들은	모두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위에	제시된	스트레스	반응	중	당신이	업무	중에	경험한	반응을	

				파악해	보자.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그	결과와	당신의	경험을	동료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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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불명확한 경계선

경계선(boundary)이란 자신과 타인과의 건강한 구분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이며, 무엇이 우리를 불편하게 또는 편안하게 만드는지 알게 한

다.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특히,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경계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다.(Ward, 2012)

Reamer(2001)는 실무자들이 내담자와 상담에서 경계선을 유지하는데 내재된 어

려움을 다섯 가지 유형- 사적인 관계(intimate relationships), 개인적인 이익

(personal benefits), 감정적·의존적 욕구(emotional and dependency needs), 

이타주의적 행동(altruistic gestures),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unanticipated 

circumstances)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실무자들에게 경계선 유지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인터뷰에 참여한 실무

자들의 의견들을 이에 반영해 본다면 치료사에 대한 내담자의 지나친 감정적 의존 

욕구, 치료사의 이타주의적 행동, 그리고 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상황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대부분 기관의 실무자들은 복합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내담자의 

요구로 과중한 행정적 업무와 실무자들 역할에 대한 분담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되고 업무의 체계성이 부족하다

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극단적인 예로서, 어떤 실무자들은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내담자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내담자에 대한 생각과 두려움”으로 “업무

이외의 시간에도 근무”를 하거나 개인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받으며 “악몽”을 꾸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A기관 실무자의 경우, 사건지원을 위한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와의 감정적 전이로 인

해 악몽을 경험하거나, 심리적인 통제가 어려워지거나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하지 못

한 결과로 인한 과도한 긴장과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

러한 조사 결과는 실무자들의 업무 분리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에 

대한 경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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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감정적 역전이와 무기력 

Russell(1938)에 따르면, “힘(power)이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도한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잠재력”이며, 이와 반대로 무기력(powerlessness)이란 어떠

한 행동에 있어서도 결정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터뷰에서 실무자들은 현장의 부족한 인력, 비현실적인 상담실적 평가 방법, 법률 

소송 지원하면서 성과가 좋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음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담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내담자들의 회복 

동기가 저하될 때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B기관의 실무자는 상담 실적이 양적 자료(상담 인원수)만을 근거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재적인 업무와 괴리감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그 예로, 실적을 위해 한 시간 상담해

야 할 내담자와의 상담 시간을 나누어 30분씩 두 명을 만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기관의 경우, 실무자 1명이 제공해야 하는 상담 대

상 인원이 하루에 20명에 이르며, 평균적으로 1개월에 “삼백 명”의 내담자를 만난다

고 하였다. 이러한 양적 상담 서비스는 내담자의 기본적인 상태 확인 정도의 상담만 

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고, 이는 질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

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자는 “만능으로 다 처리해 주기 원하는” 내담자의 

요구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실무자로서 많은 내담자들의 요구에 공평하게 관심을 

나눠주는 것” 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즉각적 욕구 충족을 못해줄 경우 소외감을 느끼는 내담자의 다양한 좌절과 실

망 표출은 실무자의 심리적 상처와 무기력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B기관 실무자의 경우, 내담자 상담과정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정체가 지속될 때 

상담원으로서 심한 무기력과 상실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특히 상담원 경력 초기 5년 

동안 감정적 역전이(emotional counter-transference)로 인해 개인적인 삶이 심각

하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는 그 당시 “집에서는 계속 누워 있기만 

했고... 그 당시는 내가 왜 그런지 조차도 모르고 지나갔어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자기 탐색 혹은 자기 돌봄 활동이나 그 필요성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무자들은 상담을 하면서 인신매매 

피해자와 신뢰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내담자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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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고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인내심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

었다고 하였다. 한 실무자는 “5년이 지나서야 언니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었어요.”라

고 얘기했다. 

C기관 실무자의 경우, 경찰들이 피해여성을 함부로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도 스스로 

화나는 감정을 통제해야 할 때, 피해여성에 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맞설 때, 이

러한 반복적인 현실들이 “과연 변화가 될까?”라는 자기의문과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센터의 실무자들은 전문 상담가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의 빈번한 자

살시도 및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심적인 부담감이 크고 시간이 지날

수록 내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무감각, 무뎌짐이 무기력함으로 자리를 잡는 

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자들의 무력감 극복을 개인들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2.3.3. 공감: 다양한 문화의 차이와 한계

“나는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종교적이라고 하겠다.” 

— Mahatma Gandhi -

“공감이란 두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귀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가슴으

로는 상대를 느끼는 것이다.” -Alfred Adler-

공감(empathy)은 정신건강 실무자에게 내담자가 가진 감정과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Myers, 2000; Pearson, 1999)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내담자들에게 심리상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

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실무자가 가지는 문화적 

괴리감과 특히, 성(性)산업에 종사하는 내담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까지 실무자 

개인 문화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실무자로 근

무할 때 업소(성관련 서비스 업소)에 근무하는 내담자들의 문화, 즉 “언니들의 다른 

삶”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며, 이러한 한계 극복은 진정한 공감적 반영과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실무자들에게 내담자에 대한 공감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다양한 국적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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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상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실무자들은 대화 중심

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언어란 그 나라 문화의 일부이며, 오랜 시간동안 그 

민족의 생활방식을 근간으로 진화해온 고유한 문화적 표현 방식이다. 실무자들에게 

필리핀, 러시아, 중국 등 각 문화가 가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자국어가 아닌 영어로 

소통한다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다. 내담자와의 짧은 상담시간에 문화적 언어

적 차이를 넘어서는 깊은 대화, 즉 내적인 어려움을 탐색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가기

에는 커다란 문화적 한계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적 소통과 공감의 어

려움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언어적인 매체를 활용하는 예술치료의 현장 적용 가능성

을 고려해볼 수 있다.

2.3.4. 소진과 자기 돌봄

“어려운 고통을 겪은 후, 만약에 당신이 소멸된 듯한 느낌이 든다면, 당신이 혼

란스럽고 지쳐있다면, 장기적인 견해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당신은 모두를 위

해 스스로를 철회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다.”. - 달라이 라마 Dalai Lama

자기 돌봄(self-care)은 개인으로 하여금 다음의 세 가지를 수행하는 것을 돕는다고 

한다. 신체적 건강관리, 자신의 일상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유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정서적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다.(Lorig & Holman 2003)

인터뷰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

에 대한 욕구 충족, 즉 “상담기법이나 교육보다는 자기 돌봄이나 소진을 알아차리는 

시간들”이라고 표현하였다. 

A기관의 경우, 실무자들을 위한 미술치료를 자비 부담으로 진행한 적이 있으나 기관

의 특성상 서비스 이용자들과 함께 참여해야하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인 변화와 치유

적 요소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대안

으로서 자발적으로 “원예를 하거나 내담자와의 미술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와 관

련된 전문가를 초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전문 교육의 예

로 미술치료와 사이코드라마를 언급하였다. 실무자들은 대체로 소진과 자기 돌봄 프

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를 긍정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으나, 한 실무자는 “너무 오랫

동안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을 지

는 잘 모르겠다”라고 솔직한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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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무자들은 입사초기 5년간 실무자들 이직률이 높은 첫 번째 이유를 소진으

로 꼽았다. 그들은 입사 초기 실무자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서 소진을 예

방하고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추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기존에도 보수교육의 기회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참

여가 어렵고(적은 인력과 과중한 업무), 실제로 보수교육에는 소진이나 자기 돌봄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대부분 실무자들은 자체적으로 외출, 

등산, 야외활동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돌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

동들이 내담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루지는 경우도 있었다. 모든 실무자들

은 인터뷰에서 내담자 프로그램과 독립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기관의 인원과 특성을 

고려한 업무소진과 역량강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실무자들은 스스로가 “방치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으며, 실무자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실무자 소진 예방 프로그

램, 실무자가 가진 이중정체성의 혼란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활동가, 상담가, 사회

복지사, 행정업무 등), 심리적인 컨트롤을 위한 실무자 치유 세션, 자신의 내면의 힘

을 키울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네 개의 주제는 실무자들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 및 워크숍에 직접 반영이 되었으며, 자세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4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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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현예술치료의	전반적	개요를	소개한다.

◆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어떻게	심리사회적		

			지원을	도울	수	있는지	소개한다.

◆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도울	수	있는지	소개한다.

본	장에서는	표현예술치료에	대한	이해와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무자들의	

심리사회적	지원과	역량강화를	도울	수	있는	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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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표현예술

치료의 

이해

표현예술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먼저 표현예술치료의 정의와 

치유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나아가 표현예술치료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지 소개한다.

3.1.1. 표현예술치료란 무엇인가? 

표현예술치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예술치료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것이 다른 심리치료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여 소개한다. 또한 심리치료를 위한 예

술(Arts for psychotherapy)과 치유로서의 예술치료(Arts as therapy)의 차이를 

조망해 본다. 

표현예술치료의 정의

 “표현예술치료는 성장과 치유를 촉진하는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

양한 예술의 장르, 즉 동작, 그림, 음악, 글쓰기, 소리, 즉흥극 등을 이용한다. 이

것은 여러 형태의 예술을 통해 깊은 내적 정서로부터 올라오는 자신을 발견해 나

가는 과정이다.(Natalie Rogers, 1993:2)”

유사 이전부터 북을 두드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을 그리는 등 예술을 통한 치

유 의식이 존재해왔다. 표현예술치료는 현대 정신치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생소하

고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이지만 오래된 치유 방식의 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친숙하게 알고 있는 심리 상담이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의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다루어주는 심리치료라면, “표현예술치료는 미술, 음악, 연극, 무

용/동작, 시 등 두 가지 이상의 예술매체를 적용하는 통합적인 형태의 심리치료를 의

미 한다.(국제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의 IEATA의 정의)”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비언어

적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인간의 고유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표현예술치료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전반적 성장과 치유를 촉진한다. 

예술치료는 그것이 어떠한 표현과 소통의 매개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음악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문학/시치료, 그리고 무용/동작치료 다섯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각 장르별 예술치료가 개별적으로 전문화되어 가면서 하나의 매체에만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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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서 오는 한계점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표현예

술치료라는 통합적인 방식이 심리치료의 새로운 대안이 되어왔다. 

표현예술치료는 내담자의 마음과 교감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 음악, 미술, 신체 움

직임, 드라마, 문학적 요소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심리치료 현장에서 내담자의 마

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적절한 표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심리치료로서의 표현예술치료 

 “예술은 방어적인 논리성을 우회할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심리적 

역동성을 살아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담자에 대한 치료자의 열린 마음과 교감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교감을 통해서 

내담자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치료 여정을 치료사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이러한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의 공감과 자연스러운 

움직임 안에서 상처의 치유가 가능해진다.(Sidney Levy, 1995:8)”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이나 심리적 문제를 언어로 전

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예술매체가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 특성은 이러한 언

어적 표현이 어려운 대상들에게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

으며, 다양한 인지적 수준의 대상들과 소통도 가능하게 한다. 

예술 매체를 다루는 활동은 창의성과 자발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며, 환상과 무의

식의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움(fun)의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

게 심리내적인 표현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치료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표현예술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1.	표현예술치료의	하위	영역>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드라마	치료무용/동작	치료 문학/시	치료

표현예술치료	(Expressive	Arts	Thera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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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치료는 예술과 심리치료가 만나서 발생한 전문 영역이며, 치료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과 심리치료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신분

석적 관점으로 개입하는 예술치료사는 예술 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을 

다루고 정화과정을 통해 자기통찰을 얻어나가는 데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예술치료사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치유의 힘(자기-실현 

경향성)을 토대로 내담자가 창작 과정을 통한 치유 여정을 거칠 수 있도록 공감해주

고 지지해주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다. 

표현예술치료가 전통적인 언어중심의 심리치료와 다른 점은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

의 예술작업이라는 중간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김진숙, 2010) 표현예술치료의 

치유 과정은 두 가지 역동(치료적 관계의 역동과 예술작품 제작 그 자체의 역동) 안

에서 일어난다.(Atkins & Williams, 2007) 전자를 강조한 것이 ‘심리치료를 위한 

예술’, 후자를 강조한 것이 ‘치유로서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치료를 위한 예술치료’는 치료사와 내담자의 치료적 만남에 기초한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치유로서의 예술치료’는 예술 작업의 치유적인 경험 자체에 초점을 두

고 있다. 추후 소개될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표현예술치료 프

로그램은 심리치료를 위한 표현예술치료라고 할 수 있다.

3.1.2. 왜 표현예술치료인가? 

표현예술치료의 어떤 치유적인 요소가 현장에서 다양한 내담자들의 심리적 외상 회

복과 역량강화를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자. 치유성이라는 개념은 증상의 제거 및 경

감 외에도 지연된 발달을 돕고 좀 더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대부분 표현예술치료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의 치유적인 

요소를 공통적으로 언급한다. 

◆놀이성	(Playfulness)	

◆상징적	표현	(Symbolic	Expression)

◆창조성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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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성

“놀이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감각을 되찾아주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도록 마음을 열게 해준다.(Brown & Vaughan, 2009:38)” 

표현예술치료의 첫 번째 치유적인 요소는 예술 활동이 가진 ‘놀이성(playfulness)’이

라고 할 수 있다. 즉흥연주, 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연극 등 모든 예술의 창조적 

활동은 놀이의 한 형태이다.(Nachmanovitch, 1990) 놀이(play)란 기본적으로 매우 

원초적인 활동이고, 의식과 언어 이전의 것이다.(Brown & Vaughan, 2009) 

표현예술치료에서의 예술 활동은 창작 과정 그 자체가 놀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각적

인 아름다움, 문장의 문법이나 문제, 혹은 음악의 조화, 동작의 완성도와 같은 결과

물은 중요하지 않다.(Rogers, 1993) 결과물이나 혹은 창작과정에 대한 ‘옳고, 그르

고, 좋고, 나쁘고, 아름답고, 추하고’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때 예술 활동은 놀이가 

될 수 있다. 그 놀이는 우리를 활기차고 생기 넘치게 만들고, 마음을 짓누르는 부담

을 덜어준다. 

놀이 전문가, Brown과 Vaughan(2009)에 따르면, 놀이의 반대말은 일(work)이 아

니라 우울함(depression)이라고 한다. 심리치료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내담자들은 

삶의 생기와 활력이 부재한 상태의 우울과 무기력을 호소한다. 이러한 내담자들이 

자신의 심리내적 세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흥미, 호기심, 동기, 활력 등과 같은 정

서적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표현예술치료에서 몸을 움직이는 신체 놀이 활동은 근본적으로 즐거

운 일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신

적인 방어기제를 약화시켜 의식하지 못한 부분을 기억하게도 한다. 정신분석가  

Winnicott(1971)는 심리치료의 목표가 놀지 못하는 상태에서 놀 수 있는 상태로 환

자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개인이 창조력을 발휘하여 자기 전체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놀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예술 활동이 가지고 있는 놀이성은 심리치료 과정에서 정서적 에너지를 회복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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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표현 

“보편적으로 표현예술치료사들은 대화 뿐 아니라 예술 활동 속 깊숙이 내재

된 생각과 감정이 창의적인 형태로 나타난 상징성을 통해 해결의 빛을 찾는

다. 이는 창의적이고 비언어적인 탐색의 개입은 학대를 당하고 외상을 경험하

거나 언어적인 표현을 힘들어하는 개인에게 특별히 도움이 된다.(Fran Levy, 

1995:15)” 

표현예술치료의 두 번째 치유적인 요소는 예술 활동이 가진 ‘상징적 표현(symbolic 

expression)’이라고 할 수 있다. 내면의 느낌을 외적인 형태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생존 욕구이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사람에게 애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상상해 본다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생

존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심리치료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내담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심리적 어려움을 쉽게 말

로 표현하지 못한다. 특히 심리적 외상은 언어화되지 못한 느낌, 감각, 소리, 냄새 등

으로 저장되어 다양한 신체화(somatization)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

게나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꺼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치료

사들은 상징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언어를 사용하는 심리치료사는 

꿈 작업과 자유연상에 나타난 상징적 은유를 강조하기도 한다. 

표현예술치료사는 내담자의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 방식에도 관심을 가진다. 내담자

가 그려낸 그림의 색감, 형태, 필압, 구도, 내용, 신체 이미지, 걷는 모습, 호흡 상태, 

움직임 표현 방식 등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이 언어화 하지 못한 내적 심리의 단서를 

파악하기도 한다. 이를 심리치료 용어로 ‘투사적 기법(projective technique)’이라

고 한다.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신체 활동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서 내면의 감정이나 

갈등을 투사해서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낮은 인지적 기능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

상 혹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직접 표현하기 어렵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저

항이 심한 내담자들에게 표현예술치료의 비언어적 예술 매체는 의사소통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내담자가 표현한 모든 예술적 산물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그들의 마음 

상태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적 감정과 갈등을 외현화(externalization)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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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좀 더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새롭게 조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

징적 표현은 심리치료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다. 

창조성

“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성이 아니라 놀이 충동에서 생겨난다.(Jung, 1923)” 

“창조성의 내적 조건들은 본질상,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발현

되는 것임에 틀림없다.(Rogers, 1961)” 

표현예술치료의 세 번째 치유적인 요소는 예술 활동이 가진 ‘창조성(creativity)’이

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탄생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미지를 불러내어 그 이미지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고, 그 창조적 에너지를 불러내

는 과정 자체가 치유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예술 활동의 놀이성은 새로운 행동과 

생각을 시도하는 것이므로 고정된 패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는 힘이 있다. 새로

운 행동, 생각, 전략, 움직임, 존재방식을 우연히 접한다. 그 과정에서 대상과 현상을 

전과 다른 방식의 새로운 조망을 얻을 수 있다.(Nachmanovitch, 1990) 

표현예술치료에서의 창조성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신경증적 패턴을 벗어

나는 것을 돕는다. 그 과정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과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익숙한 

패턴 속에서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어린아이는 패턴에 묶여 있

지 않기 때문에 창의적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상상놀이를 하면 평범한 일상에 변화

를 가져오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해온 내담자의 몸은 경직되고 자신을 방어

하고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이며, 신체 표현과 심상 표현 또한 내면의 무력감을 반영할 

것이다. 이러한 내담자가 예술 활동을 통해 억압되어있던 오래된 긴장과 위축된 패턴

에서 벗어나 새로운 어휘의 표현방식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창조적 변형 경험일 것이

고 그 과정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 과정은 변화

의 과정이며, 사람들 내면에 있는 자신의 건강한 부분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심리치료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통찰하면서도 그

것이 삶에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치료적 효과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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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치료는 단순히 정서적 에너지를 표출하고 정화하는 것이 아니다. 정서적 카타르

시스만으로는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없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패턴을 넘어서 

창조적 변형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얻고 그 과정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의 창조 과정 경험은 새로운 존재방식을 

경험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3.1.3. 표현예술치료의 대상과 현장

표현예술치료는 어떤 현장에서 어떤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심리

치료 영역과 마찬가지로 표현예술치료는 다양한 정신장애를 가진 내담자들의 정신

치료의 대안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20세기 초반 각 예술치료 장르의 초기 발생 단

계에서는 정신병동에서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 장애

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집단정신치료

의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1990년대 중반 표현예술치료학회(IEATA)가 설립된 이후 

표현예술치료사들의 표준 수행 기준(professional standard)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대상을 위한 접근으로 확대되어 가

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실행된 표현예술치료 사례 연구 및 논문들을 살펴보면, 크

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장애나 증상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개입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 차

원에서의 접근이다.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개입으로는 정신장애(정신분열증, 양극성장애, 우울증, 불안증 

등)로부터의 회복, 의료체계(뇌졸증, 소아암, 유방암, 섭식장애 등)에서의 심리정서

적 지원, 중독(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등)에서의 재활, 심리적 외상(성폭력피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새터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산재환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

애 등)의 회복과 치유, 특수아동(자폐성 스펙트럼, 지적장애 등) 및 정서 및 행동장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등)아동들의 심리

사회적 지원, 노인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치매, 노인우울 등)에서의 심리사회적 지

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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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심신 건강을 위협 받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 차원

의 접근으로서 표현예술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면, 공교육 현장에서의 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 학령기 아동의 자아 존중감 향상과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직장

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의사소통 증진,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

그램, 임산부의 심리지원 및 태교 프로그램 등이 있다. 본 매뉴얼에 소개되는 실무자

들의 소진예방과 역량강화를 위한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도 건강증진과 예방 차원 

개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미술 및 무용/동작치료의 선행연구와 사례들에 근거하여 실무자들의 심

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표현예술의 활용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3.2.1. 심리사회적 지원이란?

전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적십자는 그동안 기본적인 의

식주 및 의료서비스 등을 주로 제공하였다. 최근 들어 국제 적십자는 심리사회적 지

원 센터(Center for Psychological Support)를 창설하여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위급한 상황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

우 심리적 회복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심리사회적 지원이란 개인과 지역사회를 심리적 상처로부터 회복하고 위급한 상황

이나 중요한 사건으로부터 개인 스스로를 회복하거나 사회적 구조를 재건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사회적 지원의 초기 개입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개인의 스트레스 및 사건 사고로 인한 심리사회적 충격 및 고통을 인지하게 하

고 사전에 예방한다.

둘째,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대처능력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셋째, 수혜자들이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2.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표현예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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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겪는 재난, 갈등, 건강과 같은 문제들은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동반하게 된다. 

심리적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적이나 육체적인 손상보다 더 장시간의 회복

기간이 요구될 수 있다. 특히 성적학대, 인신매매, 성폭력 등으로 야기된 심리적 외

상은 내담자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

래할 수 있다. 

3.2.2. 심리사회적 지원과 실무자

많은 연구자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실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물리적인 요구와 열악한 업무환경

•과도한 업무, 연장근무, 만성피로

•사적인 영역과 개인공간에 대한 부족

•가족과의 분리 또는 가족에 대한 걱정(해외파견 실무자)

•불충분한 재정적 지원, 인력부족, 시간부족, 비조직화된 지원과 기술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 만성적 두려움, 불확실함 

•수혜자들에 관한 비예측적인 상황

•분노에 노출되는 것, 수혜자로부터 감사의 표현을 받지 못하는 것

•개인적인 외상에 관한 기억을 자극시키는 사건 및 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 

•과도한 관행적 요구, 상관의 불충분한 지원, 소속된 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집단 내에서의 대인관계 

•당면한 문제로 인한 과도한 요구에 대한 무기력감

•공평한 분배에 관한 어려움

•윤리적 딜레마(예, 인권을 무시하는 가해자와 타협을 해야 할 경우)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는 일

•수혜자들보다 나은 환경과 물질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

(Antares Foundation, 2001; Barron, 1999; Danieli, 1996; Eisenman, Bergner, & Cohen, 2000; 

McCall & Salama, 1999; Paton, 1996; B. Smith, Agger, Danieli & Weisaeth, 1996).

다음과 같이 나열된 다양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실무자들에게 부

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게 한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외상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실무자들에게 ‘소진’, ‘이차 외상(secondary traumatization)’, ‘외상후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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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syndromes)’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

다. 또한 실무자들은 내담자 또는 수혜자들이 겪는 우울감을 동시에 경험하거나 병

리적 애도, 지나친 불안, 과도하게 연루되는 것(over-involvement), 과도한 동

일시(over-identification)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Berk, 1998; 

Britt,1999; Danieli, 2002; Kramer, 1999; A. Smith, 2000; Spiers, 1997)

국내 실무자들과 직접 사전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기존의 문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터뷰 참여자들에게서 대체적으로 무기력, 역전이, 소진 등과 같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최근 국제 적십자의 심리사회적 지원센터에서는 전세계 인도주의 

입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자원봉사들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다음과 같은 영역

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	경영적	지원	(Operational	Assistance)

▶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	실무자와	봉사자들의	자질증진	(Competence	Development	of	Staff	&	Volunteers)

▶	보호와	지식의	증진	(Advocacy	and	Knowledge	Generation)

▶	정책과	전략의	개발	(Policy	and	Strategy	Development)

출처: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www.ifrc.org/en/what-

we-do/health/psychosocial-support/

3.2.3. 표현예술치료와 심리사회적 지원

해외 문헌들을 살펴보면 표현예술치료 기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

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해 다차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표현예술

치료가 심리사회적 실무자들의 심리사회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국내 연구 및 

적용 사례는 미비한 상황이다. 

표현예술치료가 제공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영역은 심리치료, 커뮤니케이션 증진, 

예방교육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 드러난 심리사회적 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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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Nainis(2011)는 암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표현예술치료를 실시하였다. 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높은 강도의 업무 

스트레스와 환자의 죽음에 당면해야 하는 상황의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소진’의 수

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간호사들은 직업의 조기 전환, 

비생산적 근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활동은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죽음과 관련된 애도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여 자

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도록 하는 심리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이완을 돕고 집단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치유의 퀼트 (healing 

quilt)’와 같은 작업을 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집단의 결속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이완

높은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실무자들에게 정서적 이완의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Denny(1969)는 대

학 심리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17명의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사회사업가 등을 대상

으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그

들에게 표현예술치료에 대한 역사와 원리에 대한 설명, 예술작업을 통한 자아 탐색 

및 분석 등의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들

의 정서적 이완 및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증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전이 

‘역전이’란 실무자(상담자)와 내담자(수혜자) 관계에서 실무자가 자신의 억압된 무

의식적 갈등이나 동기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무자

(상담자)가 내담자(수혜자)에 대해 지나치게 저항하거나 애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도 한다. 이러한 실무자(상담자)의 역전이는 심리치료에서 내담자에 대한 안아주기

(holding), 담아주기(containing) 및 공감적 반영(empathetic reflection)을 방해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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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예술치료는 정신과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에게 역전이를 인식하는 작업으로 활

용되기도 하였다. Klein(1973)은 역전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입원환자들 중에서 실무자가 상대하기 어려운 두 명의 환자들 선택하게 하고 자신

이 어떻게 그 환자에게 반응하는지 그림 작업을 통해서 탐색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들은 자신의 미술 작업을 통해서 자신이 의도하고 관찰한 내용의 의미들을 비교하

고 토론하였다. 이로 인하여 실무자들은 자신이 가진 역전이를 인식하고 내담자에

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

게 되었다. 

외상  

다양한 문화에서 무용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하는 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다. 무용은 사고를 촉진시키고 정신적 외상(trauma)을 극복하게 하

며 신체라는 직접적인 매개를 통해서 신체에 관한 인식과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수단

으로 활용 될 수 있다.(Hanna, 2006) 

미국무용동작치료협회(The American Dance Therapy Association)에 의하

면, “위협을 받은 여성의 신체에 남겨진 물리적인 상처는 사라지게 되지만, 그들의 

심리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 과도한 긴장, 과도한 경계, 수치심, 자

기비난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폭력과 위협을 경험하는 것은 신체가 안전하다

고 느낄 수 없도록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경학적 접근의 무

용치료연구에서는 모든 심리적 외상 치료에서 신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Levine & Frederick, 1997; Rothschild, 2000; van der Kolk, 

McFarlane & Weisaeth, 1996)

Moore(2006)는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신체에 대한 친숙함과 효능감을 다시 회복

하기 위해 닫힌 감각과 행동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치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러한 무용/동작치료 원리는 내담자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가능하게 하며, 내

담자는 무용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체에 담겨진 감각들이 외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무용과 움직임을 통한 외상관련 작업은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용동작치료사, Bonnie Bernstein(Bernstein, 1995)은 수년간 인도의 캘커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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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자신의 외상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신체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그녀는 인신매매 또는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적 신체상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체를 활용한 심리치료 작업이 중

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녀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신매매 피해자는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통해 심리사회적 회복을 가졌고 과거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지원하는 전문적인 실무자가 되었다. 

위와 같은 문헌연구에서처럼 예술매체를 활용한 심리치료방법들은 실무자들의 심리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미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매뉴얼에 소개되는 표현예술치료는 심리사회적 지원의 일환으로 실무자들의 소

진 예방과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현예술치료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경험은 일차적으로 실무자들의 웰빙을 증진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여 

내담자에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표현예술치료가 미술과 무용/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실무자들의 역량강

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 사례를 근거로 설명하고자 한다.

3.3.1. 역량강화란 무엇인가?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은 자기 인식, 의욕 재생, 자율 권한 및 동기 부여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 주는 과정이다. 국립특수교육원(2009)

은 역량강화를 개인 또는 가족·지역사회와 같은 집단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 강점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선택하는 환경으로 재구

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실무자들에게 역량강화가 더욱 필요한 이유는 바로 실무자들의 스트레스 및 소진

이 내담자의 돌봄(care)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열소진 증후군(burnout 

syndrome), 즉 탈진 증후군, 혹은 연소 증후군은 감정적인 피로, 정체성의 상실,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좌절감, 또는 무력감과 같은 증상을 포함한다. 실제로 실

3.3.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표현예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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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들이 겪는 정열소진 증후군으로 인해 그들이 속한 단체나 회사는 심리적 뿐 아

니라 경제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정열소진 증후군으로 인해 근무하는 

직장을 떠나는 실무자들이 많아질수록, 남아있는 실무자들의 소진율은 더 높아지게 

되며 그들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생기게 된다. 기관은 부족함을 채

우기 위해 새로운 실무자들을 채용하게 되고,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결국 내담자

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Nainis, 2005) 

연구에 따르면 건강 관련 및 사람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서비스 업무 종사자들에게 

높은 직업 소진율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높은 소진을 보이는 직업에는 정신적, 신체

적인 외상을 목격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례

로 병원 근무자들 중 암 병동 근무자들의 인사 교체율이 40%에 육박한 결과는 일반 

병동의 회전율인 14.2%에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Nainis, 2005) 

또한 소진율이 높은 실무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직업적인 목적이 높은 이상과 긍정

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높은 인간관계 기술

이나 스트레스가 가득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욕구들이 

현실과 차이가 생길수록 실무자들은 흔히 좌절감 및 무력감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정열소진 증후군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소진예방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

는데, 그 중 표현예술치료가 실무자들의 소진을 다루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

이 있었다.(Brooks et al., 2010; Italia et al., 2008; Salzano, Linderman & 

Tronsky, 2013) 많은 소진된 실무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또는 언어

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감성과 이성의 괴리, 즉 몸과 마음이 단절되는 양

상을 보인다. Malchiodi(1998)는 예술이 압도적이거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특히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예술 작업을 통해 감정을 직면하고 우울감을 극

복하며 몸과 마음의 전인적인 통합 및 정신적 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과 충분한 공감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스

스로가 먼저 자신의 다루기 어려운 감정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자신 주위에 있는 지

지환경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Saunders & Valente, 1994)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내담자와 일하는 것, 즉 누군가를 돕는다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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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들의 자기 인식과 더불어 그들이 느끼는 팀워크와 소속감은 집단의 역량강화

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만약 실무자가 동료들과 상사로부터 지지와 지원

을 받고 혼자가 아님을 느낀다면, 업무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대

처할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든든한 지지환경은 

실무자들의 소진을 막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고, 불안정한 업무 상황에서도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종의 닻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Nainis, 2005) 

표현예술치료는 자기 인식, 감정 표현, 소속감과 자기 돌봄의 기회를 포함한 역량강

화 프로그램을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제공한다. 예술 매체에는 미술, 무용/동작, 

음악, 연극, 시 등 여러 가지가 사용 될 수 있지만, 본 장에서는 미술과 무용/동작치

료를 사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3.3.2. 미술치료를 통한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많은 미술치료사들이 병원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

데, 그 결과, 실무자들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프로그램 후 자기 돌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Italia et al., 2008; Nainis, 2005; Salzano, 

Linderman & Tronsky, 2013) 

Nainis(2005)는 암 병동 실무자들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3년간 시

행 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실무자 뿐 아니라 신입 직원들을 위한 소진 예방 차원

의 미술치료 오리엔테이션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신입 직원들은 미술치료를 통한 

사전 지도로 암 병동 환자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실무자 스스

로가 새로운 병동에 적응해야하는 불안 수준을 낮출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병동의 

간호사들을 위한 점심시간을 이용한 미술치료도 진행되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간호

사들은 병동에서 본인들이 느끼는 무력감, 좌절감이나 고립감 등의 감정을 미술 작

업을 통해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실무자들의 스트레스

를 줄여주고 더 큰 소진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었다. 

Nainis(2005)는 그 기간 동안 시도했던 다양한 미술치료 방법 중에서도 연수원에서

의 워크숍을 강조했다. 실무자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팀워크 증진 및 건강한 자기 돌

봄의 기회로 마련된 워크숍은 퀼트 만들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작업을 통해

서 같은 병동에서 일하는 실무자 집단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이해 및 위로하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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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Nainis는 지속적인 미술치료를 통한 창의력의 사용이 

실무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하였다고 믿었다. 그러한 이유는 암 병동 

실무자들의 인사교체율이 줄어들고, 실무자들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직

접적인 결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퀼트 작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3장에서 다

루기로 한다.)

3.3.3. 무용 동작치료를 통한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성직자로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성직자 수는 계속 줄

어들고, 교단에서는 우리가 부족한 양을 한없이 채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양은 이미 우리의 한계를 넘은지 오래되었습

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맡은 일들을 완벽히 책임지고 통제하기를 기대합

니다. 우리가 성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안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하

는 법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진 능력에는 한계가 있

으며, 때로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만이 아님을 다시 배워야 합니

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의지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정

작 우리 자신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가야합니까?(Koch, 2008:71-72)”

뉴욕 타임즈(Vitello, 2010)에 따르면 다양한 소진 증상을 나타내는 직업군 중에

서도 목사나 성직자들이 가장 높은 소진율을 보이는 집단 중 하나임이 보고되었다. 

Kae-Je(1998)과 Serline(1990)은 직접적인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성직자들

에게, 상징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예술치료가 그들의 소진을 다루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Koch(2008)는 독일에서 수녀, 수도승, 신부를 포함한 가톨릭 성직자들 18명을 대

상으로 무용 동작 및 사이코드라마를 이용한 심리 치료를 3개월 동안 주말마다 실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타인이 아닌 자신을 돌보는 것이 미숙한 성직자들이 스스로

를 돌볼 수 있도록 ‘내 몸의 돌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깊이 호흡하는 것, ‘나와 남, 그리고 우리’를 인식하는 작업으로 내 몸의 돌봄은 시작

되었는데, 그 외에도 3개월 동안 무용 동작 치료에서는 ‘나의 삶의 이야기를 동작으

로 표현하기(Grubin & Moyers, 1997)’, 서로 보듬어주기, 스카프 놀이, 파트너 작

업, 그리고 원형 댄스 등이 포함되었다.*이런 작업을 통해서 참여 성직자들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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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몸과 마음을 통합하고 자기표현 및 자신을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

다.(*자세한 예는 4장을 참고하길 바란다.)

3.3.4. 예술치료와 창의력의 사용

미술과 무용 동작 이외에, Brooks et al.(2010)는 환자들에게 직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실무자들 65명을 대상으로 음악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진 감소에 관

한 연구를 하였다. 비록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한 소진 측정지수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

았지만 표현예술치료를 통해 참여 실무자들은 긴장을 이완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Italia et al.(2007)은 소아 암 병동에 근무하는 실무자들 20명을 대상으로 4개월

에 걸친 총 13회기 동안 예술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사이코드라마, 미술 및 놀이 치

료, 그리고 에릭슨의 이완 기법 기술을 함께 사용하였다. 말라크 소진 측정도구

(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사용한 이 연구는 흥미롭게도 위 Brooks et al. 

(2010)의 연구와는 달리, 표현예술치료가 암 병동 실무자들의 소진을 다루는데 효과

적임을 통계상으로 입증하였다. 

오늘날 신체 및 정신 건강, 사회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업

무를 포함한 동종 직업군의 실무자들에게 직업 소진은 실로 시급한 문제이다. 실무

자들의 소진이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듯,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좀 더 나은 내담자의 돌봄이라는 형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표현예술치료의 중심에는 자

기표현 및 이해, 몸과 마음의 전인적인 통합, 정체성 확립, 팀 강화 및 자기 돌봄이라

는 주제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다양한 표현예술치료 접근법이 업무에 지친 실무자

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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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적용사례를	소개한다.

◆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본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담자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돕는	데	적용할	수	있을지	소개한다.

본	장은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으로	개발된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장에	소개되는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은	국내외	문헌고찰,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방문	및	

실무자	심층	인터뷰,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서	

개발되었으며,	이는	국내	3개	기관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총	3회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수정	및	보완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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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프로그램의

개요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은 총 4회기의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과 진행방법 및 내용을 토대로 한다.

4.1.1. 프로그램의 목적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자들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자들의 업무소진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것을 돕는다.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자들의 심리상담 전문성을 강화한다.

4.1.2. 프로그램 진행 방법

▶	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회복 

과 재활 촉진에 도움이 되는 심리치료 개입방식을 제공한다. 

▶	표현예술심리치료 워크숍 경험을 통해서 실무자들의 소진을 다루고 정서적 돌봄

을 제공한다.

▶	분임활동을 통해 실무진 구성원들의 의사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여 심리사회적 지

원을 제공한다.

4.1.3. 프로그램 내용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헌고찰, 실무자 심층 

인터뷰,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취합한 재료를 토대로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

다. 각 주제는 다음과 같이 세션별로 다루어질 것이다.

◆세션1:	울타리와	공간	(Boundary	and	Space)

◆세션2:	공감과	소속감	(Empathy	and	Belonging)

◆세션3:	소진과	자기	돌봄	(Burnout	and	Self-Care)

◆세션4:	무력감과	임파워먼트	(Powerlessness	and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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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및 개념

울타리 

‘경계(boundary)’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 울타리는 개인, 혹은 집단의 공간을 물리

적 뿐 아니라 심리적 한계 혹은 범위를 구분 지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울타리는 관계라는 공간 안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막이 되

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울타리는 고립을 낳기도 한다. 울타리 안에서 개인과 집

단은 하나가 되고 분리가 되기도 하며, 개인이나 집단이 갖는 다양한 울타리들이 모

여 하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자에게 감정이란 실무를 위한 일부분일 수 있다.(Miller, 

2002)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에게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내담자 혹은 동료)

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

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울타리를 조정하기 위한 전조와 같은 것인데, 실무자에게 감

정적 울타리를 조정하는 기능은 실무자의 직업 소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2장에서 소진이 심리적·감정적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기능이 건강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감정적인 울타리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능력은 감정적으로 소진되

기 쉬운 상황에 노출된 실무자에게 자신의 울타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여 건

강한 울타리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는 결국 실무자가 성공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결과를 낳는다.(Hayward, 2011; Snyder & Ammons, 

1993)

개인의 울타리는 성격이나 성향, 성장 배경에 따라 높거나 낮고, 넓거나 좁을 수 있

지만, 도전적인 상황에 처할수록 필요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울타리의 유동성이 요

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실무자가 속한 공간, 집단이라는 일종의 큰 울

타리와 그 안에 속한 자신의 울타리를 인식하며 스스로의 심리적 경계선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4.2. 

울타리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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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사람은 항상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신체를 둘러싼 개인 공간을 유지한

다. 걸음을 옮기지 않고 손과 발을 통해서 가장 멀리 닿을 수 있는 공간을 개인 공간

이라고 하며. 그 외의 공간은 일반적-사회적 공간이라고 부른다. 공간의 사용과 활

용은 환경, 대상, 그리고 상황에 의해 유연성을 갖는다. 따라서 개인공간은 크기에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작은 공간 (Small Space)	피부를	둘러싼	공간

▶	중간 공간 (Medium Space)	팔꿈치	넓이로	둘러싼	공간	

▶	큰 공간 (Large Space)	팔과	다리를	뻗어	닿을	수	있는	모든	공간

공간(space)은 다른 대상과의 근접성 및 친밀감을 나타내며 안전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다.

개인 공간들이 모여 관계를 맺는 또 다른 공간을 형성하며 적절한 공간의 사용은 건

강한 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반대로 적절하지 못한 공

간의 사용의 신체적 정서적 침범의 요소이며, 곧 스트레스와 갈등의 요인으로 이어

진다.(Kornblum, 2002) 

4.2.1. <울타리와 공간>의 목적과 목표

목적

실무자들은 자신의 심리적·감정적 울타리를 인식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동

료들이나 내담자가 가진 다른 성격의 울타리들과 만났을 때 생기는 상호작용을 이해

한다. 더 나아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데에 필요한 적절한 심리적 경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탐색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소진을 예방한다. 

목표

1) <침묵벽화> 작업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이라는 의미의 큰 울타리와 성격을 이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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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묵벽화>를 통해 나타난 나의 울타리를 인식하고 그것이 집단과의 관계 안에서 

반영되는 모습을 관찰한다. 

3) 인신매매 피해자와 실무자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개인 공간, 경계선에 대한 중요

성을 이해하고 움직임을 통한 신체적 정서적 자기-공간 인식을 증진한다. 

4) 신체움직임을 통해서 다양한 물리적 공간의 크기를 탐색하며 심리적 공간과의 상

관성을 이해함으로써 관계 안에서의 친밀감과 건강한 공간의 경계를 인식한다.

5) 파트너와의 움직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공간이 침범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

는 다양한 대처능력을 강화한다.

6) 신체움직임을 활용한 집단작업을 통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공간의 크기와 타인과

의 물리적·정서적 경계를 이해함으로써, 서로간의 울타리의 차이에서 올 수 있

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4.2.2. <울타리와 공간>의 기법 소개

기법1: <침묵벽화>

벽화는 상징(symbol)을 이용해 동굴에 그림을 그리던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내

려온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인류의 예술적인 표현 중 하나이다.(Testa & 

McCarthy, 2004) 벽화가 미술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한 공식적인 기록은 불분명하

나, Kwiatkowska(1978)가 가족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한 벽화 작업을 계기로 지난 

40년간 활발히 사용되어 왔다. 벽화는 여러 가지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집단 벽화는 집단 전체의 역동과 정체성을 한 눈에 보고 집단 내에서 개인의 역

할과 위치에 대한 인식을 도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Rosen & Mayro, 

1995)

<침묵벽화>의 목표

개인이 가진 울타리의 개념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울

타리들의 상호작용을 집단 미술 벽화 작업을 통해 경험한다. 

<침묵벽화>의 준비물

전지 2장(참여 인원수에 따라 전지수를 조절한다.), 12~24색 파스넷(간단하고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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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건조한 재료: 크레파스, 두꺼운 사인펜 등으로 대처 가능), 테이프

<침묵벽화>의 방법

1) 움직임이 가능한 공간이 있는 벽면에 전지를 붙인다. 

2) 파스넷은 전지 근처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둔다. 

3) 참여자들은 벽화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지를 마주보고 앉는다.

4) 벽화를 시작하기 전, 리더는 모든 작업은 침묵 하에 진행됨을 알린다.

5) 참여자들은 한 번에 한 명 씩 벽화에 원하는 그림을 간단히 그리고 자리로 돌아

간다.

6) 이 때 그림은 추상적인 선이나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

도 무방하다. 정답은 없다. 참여자들은 원하는 그림을 자유로이 그릴 수 있다.

7) 주어진 순서는 없지만 집단 인원이 적어도 한번은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다. 단, 

강제로 권유하지는 않는다. 

8) 벽화는 모든 사람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 완성된다. 리더는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멈추었을 때, 완성여부에 관해 집단원들의 의견을 확인한다.

9) 참여자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침묵을 유지하며 관찰하고,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자신의 외부와 내부 반응을 살피고 기억한다.

10) 벽화가 끝난 후 집단원들과 자신이 관찰한 전체적인 상황 및 개인적인 느낌을 나

눈다. 

 

기법1
침묵벽화	과정

➊

➌

➋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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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벽화> 활동에 대한 논의사항

벽화가 완성 된 후, 집단은 각자가 관찰한 전체적인 벽화의 전개 상황과 개인적인 경

험 및 느낌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

해가 일어나고, 이는 더 나아가 다양한 집단원들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까지 함께 생

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의	울타리,	즉	심리적인	경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울타리의	견고함,	유동성,	공간에서의	크기와	위치	등등을	생각해본다.)

•나에게	그	울타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것이	내	직업적인	환경	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또한,	내담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나는	언제	내	울타리가	침범	당했음을	느끼는가?

•울타리가	침범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건강한	울타리와	그렇지	못한	울타리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침묵벽화>의 실무진 적용사례

본 프로그램의 워크숍에 참여하였던 실무진들은 <침묵벽화> 활동을 경험 한 뒤, 다

음과 같은 피드백을 나누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통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어요...내가 의도한 그림을 금방 알

아차린 사람이 있는가하면 전혀 다른 메시지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림 위에 그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는 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그림 위에 그리는 것은 괜찮았어요. 내가 상대방을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린 그림이 좀 구석에 떨어져 있어 보였는데 한 동료가 다른 사람들의 그림과 

이어줬을 때 고마움을 느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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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한지 오래되어서 서로에 대한 울타리는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렇

게 벽화로 눈앞에서 보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그린 그림 위에 다른 사람이 그렸을 때 내 울타리를 침범당하는 것처럼 

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그냥 참는 나를 보았어요. 나는 평

소에도 그냥 참는 것 같아요.”

 “나는 울타리가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림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침묵벽화> 기법을 내담자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침묵벽화> 기법을 통해 심리적 울타리의 개념과 그것이 다양한 울타리를 가진 사람

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울타리는 

심리적, 물리적으로 침범되어 왔다. 따라서 실무자를 위해 소개한 <침묵벽화>와 같은 

작업은 아직 심한 트라우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실무자와 라포 형성이 되기 

이전, 혹은 피해자가 집단 내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할 당시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인 안전 공간이 그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침묵벽화> 기법을 통해 실무자가 익힌 내용을 조금 더 내담자에 맞게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시켜 볼 수 있다. 

내담자는 개인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울타리를 종이 위에 이미지로 표현해 볼 수 있

다.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물감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내담자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내담자가 이미지 작업을 마친 후, 실

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도울 수 있다. 내담자가 표현

한 자신의 울타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담자의	울타리,	즉	심리적인	경계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미지로	표현된	울타리는	얼마나	견고한가?	혹은	약한가?	

•지금	내담자의	울타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울타리를 

이미지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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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실무자는 본 장에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

문을 던져 볼 수 있다. 

•내담자의	울타리와	나의	울타리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나의	울타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반응이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기억함으로써 실무자는 현재 자신의 울타리를 효과적으로 인식하

게 되고, 이는 내담자를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동시에 실무자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기법2: <개인 공간>

실무자들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예술 경험에서 공간을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간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는 이유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일차적인 피해가 바로 공

간적 침범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공간적 침범이란 개인이 자신의 공간에 다른 대

상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상에게 개인공간을 빼앗기는 것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일차적인 피해는 이렇게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신체적·정신

적 공간을 지속적으로 침범을 받았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들과 사건, 사고의 예

는 실무자들이 만나는 내담자들에게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이해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자신

의 목소리와 의견을 내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개인 공간(personal space)을 침범하는 것은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와 폭력의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공간 개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실

무자들의 심리사회적 안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재하지 않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침해와 폭행과 관련된 

감각을 갖게 하는 것이며, 사회적 부적응 및 자신과 타인에 대한 건강한 경계선 발달

에 장애를 초래한다. 또한 개인공간에 대한 낮은 인식은 스스로를 지속적인 스트레

스 상황에 놓이게 하거나, 침해당한 경우,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안전감을 잃게 된

다.(Kornblu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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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업은 신체 움직임 활동을 통해서 인신매매 피해자와 실무자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개인 공간, 경계선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움직임을 통한 신체적·정서적 

공간 인식을 중점으로 경험한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물리적 공간의 크기를 탐색하며 

심리적 공간과의 상관성을 이해함으로써 관계 안에서의 친밀감과 건강한 공간의 경

계를 이해한다. 또한 파트너와 함께하는 움직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공간이 침범 

당했을 때 다양한 대처능력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집단작업을 통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공간의 크기는 무엇이며, 타인과의 물리적·정서적 경계를 이해함

으로써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개인 공간>의 목표

움직임을 통해 개인이 가진 다양한 공간과 신체적·정서적 공간의 상관성을 이해하

고 한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지켜야 할 개인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 한다. 

<개인 공간>의 방법

1) 집단 전체가 일어서서 큰 원을 만든다. 

2) 네 박자 댄스(4 step dance): 리더는 시범을 통해서 댄스 스텝을 소개한다.(오른

쪽 두 번 찍기-왼쪽 두 번 찍기-두발로 앞으로 모둠 뛰기 전진 한번-두발로 모

둠 뛰기 후퇴 한번-두발로 앞으로 모둠 뛰기 두 번) 이 스텝에는 어떠한 네 박자 

음악을 활용해도 좋다. 

3) 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스텝을 통해서 자신이 서 있는 공간에 친숙해지도록 유도

하여, 다양한 공간의 방향성(앞, 뒤, 옆)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네 박자 댄스는 자신이 서 있는 반대편의 상대를 만날 때까지 댄스와 전진 및 후

퇴를 반복하며 이루어질 수 있다. 전체 참여자의 숫자에 따라서 반복 횟수가 증가

될 수 도 있다.

5) 건너편에 있는 참여자와 만나게 되면 가위, 바위, 보를 하고 이긴 사람을 앞에, 진 

사람은 뒤에 서서 함께 이전의 네 박자 댄스를 반복한다. 

6) 2명은 4명이 되고 점점 소집단의 크기는 배수로 확장되어 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긴 사람이 앞에 선다는 것과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공

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7) 마지막에는 집단전체가 한 줄로 연결되어, 마치 기차놀이처럼 다양한 방향과 스

텝들을 활용하여 공간을 탐색한다.

공간 활동 1:

네 박자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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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 참여자 전체가 공간을 자유롭게 걷도록 안내한다.

2) 리더는 다양한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주위를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가지도

록 안내한다.

3) 리더는 가끔씩 ‘정지’라는 신호를 통해서 참여자들을 즉시 멈추게 하고 참여자들 

간의 물리적 거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안내한다. 

4) 참여자들 사이 최대한의 거리감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공간을 한 곳 지정하도록 

한다.

5) 리더는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안전한 공간을 상징하는 색상을 하나 선택하게 하

고, 개인공간 안에서 자신의 손과 발이 붓이 되어서 자신을 둘러싼 입체적인 공간

에 색칠을 하는 상징적 작업으로 안내한다. 

6) 이미지작업을 통해서 개인 공간을 명확히 몸으로 이해하게 한 후 참여자들이 자

신을 둘러싼 개인 공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침범받지 않으면서 걷도록 안내한다. 

이때 서로 부딪히는 것은 침범이며, 폭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7) 리더는 동시에 천천히 시간간격을 두면서 물리적 거리를 큰 공간-중간 공간-작

은 공간 순서대로 제한해 간다.

8) 움직임 활동이 진행되는 장소의 구석 또는 벽면으로 참여자들이 몰아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이때 긴 스카프나 줄을 사용해도 좋다.

9) 리더는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신체가 최대한 좁은 공간에 머물 때의 신체적·정서

적 경험이 어떠한지 물어 본다. 

10) 제한된 물리적인 공간에 참여자의 신체가 머물도록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자

신의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 올 수 있도록 촉진한다. 

11) 마지막으로 자신의 공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마무리한다.

공간활동

공간활동	1:	네	박자	댄스 공간활동	2:	개인	공간

공간 활동 2:

개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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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간>에 대한 논의사항

<개인 공간> 활동을 모두 마친 뒤, 집단 전체가 서클로 모여 앉아 다음과 같은 질문

들로 경험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집단 논의 과정은 자

신의 무의식적인 경험을 의식화하고 정교화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개인 공간탐색 

경험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	공간이	침범	당했을	때	나의	반응과	대처방법은	어떠하였는가?

•내가	만나는	내담자에게	개인공간의	의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나의	공간의	선호도는	어떠한가?	친밀공간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관계의	친밀도나	감정	상태에	따른	공간의	필요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집단에서	내가	머물고	싶었던,	혹은	선택한	장소는	어디인가?

•내가	직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공간의	범위,	크기는	어떠한가?

•나의	쉼과	돌봄의	장소는	어디인가?

•내가	만나는	내담자들에게	있어서	쉼의	공간이	존재하는가?	그	곳이	어디일까?

<개인 공간>의 실무진 적용사례

본 프로그램의 워크숍에 참여하였던 실무진들은 공간 활동을 경험한 뒤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나누었다. 참여자들이 개인 공간을 탐색하였을 때 각자 상상하는 안전한 

공간의 상징적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내 공간이 침범 받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때는 항상 피곤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몰랐어요, 집에 와서도 언니들(내담

자: 역자 주*) 생각만 했어요.”

“나의 많은 내담자들이 자기 공간을 인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참여자들의 개인공간을 가장 작게 제한한 상태에서, “답답해요.” “화가 나요.” “숨

쉬기가 힘들었어요.” “밀고 나가고 싶어요.” “머리가 아파요.” “아무생각이 안나요.” 

“몸에 힘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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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개인공간을 좀 더 크게 허용한 상태에서, “아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이제 좀 보여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자유로워요.” “내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

을 이제야 알았어요.” 

<개인 공간>을 내담자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신체 움직임 표현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는 내담자들의 경우, 자신이 삶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면을 먼저 이미지 작업으로 표현해 보도록 제안할 수 있

다. 안내자는 간단한 미술도구와 조용한 음악을 준비한다. 

참여자들은 잠시 동안 침묵시간을 가지면서 각자가 상상하는 안전한 공간이나 자신

이 경험했던 안전한 장소를 회상한다. 참여자가 떠올린 안전한 공간에 대한 이미지

는 미술작업을 통해서 구체화한다. 이후에 자신이 작업한 이미지를 입체적인 움직임

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두 팔이 붓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원하는 색상을 자기 공간의 표면을 색칠하는 것과 

같은 상상작업을 실시함으로 참여자들에게 개인공간에 대한 명확한 신체적 감각을 

강화하도록 한다.

공간 활용을 인간의 발달단계와 비교해 본다면 인간이 초기 발달단계에서 모(母)와

의 공생기적인 관계를 충분히 맺고 점차적으로 엄마의 보호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이

동하는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초로 바닥에서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두발로 온전히 서서 바라보는 확장된 시야

를 가지는 시기이다. 외부의 세상으로 전진해 가는 인간은 타고난 본능과 초기의 모

(母)와의 경험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이러한 신호는 신체감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전해진다. 자신이 가진 타인과 주변에 대한 민감성을 이용하여 자신

을 보호하는 능력은 생존본능 중의 하나이다.(Levy, 2005) 하지만 인신매매, 성폭

력,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가지는 특징은 주변상황과 대상에 대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으로 신체를 둘러싼 공간과 환경에 

대한 움직임 작업은 매우 직접적이며 유용하다. 2인 1조가 파트너가 되어서 최대한 

미술작업을 

먼저 하고 난 후

개인 공간

신체화 하기

다양한

공간의 크기를

움직임으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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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거리를 유지하여 서로 바라보도록 한다. 한 명은 천천히 파트너에게 다가가며 나

머지 한 명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파트너가 조금씩 물리적 거리를 좁혀올 때 마

다 전달되는 신체감각적인 측면에 집중한다. 자신의 신체에서 조금이라고 불편한 느

낌이 든다면 상대방에게 ‘stop!’ 이라고 크고 단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작업한

다. 이때 파트너는 멈춰야 한다. 이러한 연습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민감성을 회복시

키고 자기공간에 대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여 폭력과 침범에 대한 추가피해를 예방하

는 개입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용어정리 및 개념

공감은 인간의 사회적 삶과 생존의 기초가 된다.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소통

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공감은 타인과 애착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도

록 해준다.(조성호, 2004) 이러한 타인의 욕구를 알아채고 공감해서 반응하는 능력

은 인간의 사회적 적응력, 즉 타인과의 관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소이다,(John 

Medina, 2010) 공감적 과정은 모든 인간 상호작용의 기본 요소이기도 하지만 심리

치료에서 치료적 라포 관계의 핵심이기도 하다. 

인신매매 피해 지원 실무자에게 공감은 내담자 중심(client-centered)의 지원을 제

공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공감은 같은 일을 하는 하나의 집단이 지지적

인 환경을 구성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집단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을 때 집단원들에게는 소속감과 연대감이 생긴다. 2장

에서 명시하였듯, 소속감은 직업소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집단에 대한 강한 신

뢰와 지지적인 환경이 뒷받침 되었을 때 실무자는 같은 상황을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이는 소진 예방으로 이어진다. 

사람들 간의 강력한 정서적 결합으로서 의미를 가진 공감과 소속감은 내담자들 뿐 

아니라 혼란에 빠져있고, 불안하며, 자기가치를 의심하거나 정체감이 불확실하게 느

껴지는 실무자들의 소진 회복에 필요한 심리사회적 요소이기도 하다. 사회 소속감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본인의 욕구와 감정을 더욱 잘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들

이 개인을 낮은 자존감, 불안 및 우울로 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Kohut, 1984) 

또한 사회 소속감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예측하는 데 중

요한 변인이기도 하다.(이수진, 2007) 

4.3. 

공감과

소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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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관계와 치료적 라포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감과 소속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가 가치 있다는 느낌을 가

지도록 함으로써 희망과 치유의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

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공감과 소속감을 몸으로 체화하고 비언어적으로 조율해 봄으

로써, 인지적인 수준에서의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좀 더 생생하게 경

험하고 그 경험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공감 

본 프로그램에서 공감(empathy)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공감은 감정적이고 인지적이기도 한데, 진

정한 공감이란 타인이 겪고 있는 감정 또는 정서를 함께 느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정(sympathy)과 구분된다.(Laurenz, 2011)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공감은 치료사

가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그의 경험 속

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소속감 

본 프로그램에서 소속감(belongings)이란 “개인이 환경이나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여 그 체계나 환경 안에 자신을 통합된 일부분으로 느낌을 가지는 것

(Hagerty, Lynch-Sauer, Patusky, Bouwsema & Collier, 1992; 박선화, 소희영, 

2008 재인용)”으로 정의하며, 자신을 환경 혹은 체계에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부

분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욕구를 포함한다. 

4.3.1. <공감과 소속감>의 목적과 목표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와 실무자 스스로가 느끼는 심리적 고립감을 이해하고, 공감 형성과 

소통 향상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소속감 및 팀워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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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 파트너와 미러링 활동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읽어주고 반영해주는 경험과 타인에 

대한 수용과 존중을 이해한다.

2) 집단 전체와 미러링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경험해보고 집단 전체의 연대감과 응

집력을 강화한다.

3) 퀼트 작업을 통해 개인 공간을 탐색하고, 집단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 

을 높이며, 집단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한다.

4.3.2. <공감과 소속감>의 기법 소개

기법1: <미러링>

무용/동작치료의 주요 기법인 미러링(mirroring)은 ‘신체를 통한 공감적 반영’을 의

미한다.(김나영, 2010) 무용/동작치료의 선구자, 마리안 체이스(Marian Chace)에 

의해 발전된 미러링 기법은 치료사가 내담자를 비언어적으로 공감해주는 치료사의 

태도와 치료적 관계를 내포한다. 

<미러링>의 목표

비언어적 공감 반응인 미러링 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공감적 반영이 무엇인지 이해하

고, 집단 전체로 그 미러링을 확장하는 경험을 통해서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한다.

<미러링>의 방법

1) 2인 1조 파트너를 만난다.

2) 두 사람의 손과 손을 가까이 만나게 하고(여기서 접촉은 하지 않는다.) 순서를 정

하지 않고 누군가가 움직임을 시작하면 상대방은 그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간다. 

3) 두 사람 모두 자발적으로 움직임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외부에서 보았을 때 누가 

리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함께 조율하면서 움직인다. 초기에는 천천히 시작하여 

파트너의 움직임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미러링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비언어적으로 이별의 인사를 충분히 나누고 파트너

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 

1단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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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 1조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다.

2) 한 사람이 먼저 움직임을 시작하면 파트너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거울처럼 그대로 

자신의 몸으로 반영해준다. 

3) 움직임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지금-여기(here-now)의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인

식하고 내적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그것을 몸으로 표현한다.

4) 움직임을 반영해주는 사람은 움직임 자체를 모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파

트너의 비언어적 표현을 자신의 몸으로 가져왔을 때의 느낌에 초점을 둔다.

5)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경험한 뒤 역할을 바꾸어 본다.

6) 미러링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파트너와 비언어적으로 충분히 이별 인사를 나누고 

파트너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 

1) 4인 1조 소집단으로 만난다. 

2) 처음 움직임을 시작할 리더를 정한다.

3) 리더는 지금-여기의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인식하고 내적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그

것을 몸으로 표현한다.

4) 나머지 세 사람은 리더의 움직임을 자신의 몸으로 가져와서 있는 그대로 반영해 

주면서 집단 미러링을 경험한다.

5)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을 집단의 다른 사람에게 비언어적 신호(눈맞춤)를 주면서 

넘겨줄 수 있다. 

6) 소집단에서 모든 집단원이 리더십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전체 집단의 미러링으

로 확장해 볼 수 있다. 

7) 집단 전체 미러링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비언어적으로 집단 이 이별 인사를 나누

고 집단원들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 

1:1	미러링

1단계	조율 2단계	1:1	미러링

2단계: 

1:1 미러링

3단계: 

집단 미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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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링> 활동에 대한 논의사항

미러링 활동을 모두 마친 뒤, 집단 전체가 서클로 모여 앉아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경험을 얘기하고 논의해 볼 수 있다. 신체 활동 경험을 집단에서 얘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자신의 경험을 의식화하고 객관화해 봄으로써 자기 이해와 통찰을 얻고 실제 

삶에서 일반화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러링 경험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

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진정한	공감적	반영이란	무엇일까?	

•파트너의	비언어적	표현을	미러링하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던가?

•파트너	혹은	집단에서	비언어적으로	공감을	받는	경험은	어떠한가?

•내가	공감을	받고	싶었던	적은	언제인가?

•내	직업에	있어서	공감적	반영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였나?

•내담자를	공감해주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공감적	반영과	함께	내담자와의	심리적	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미러링>의 실무진 적용사례

본 프로그램의 워크숍에 참여하였던 실무진들이 미러링 활동을 경험한 뒤 다음과 같

은 피드백을 나누었다. 

파트너와 미러링 활동을 하면서, “열 마디 말보다 온 몸으로 공감받는 경험이 훨씬 

더 친밀하고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친밀감 경험이 처음엔 좀 어색하고 부담

스러웠는데 함께 몸으로 움직이다 보니 빨리 적응이 되었어요.”

집단	미러링

3단계	집단	미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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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와 미러링 활동을 하면서, “나와 내 파트너의 성향과 소통하는 표현방식이 다

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내 파트너의 적극적인 시도가 처음에는 침범처럼 느껴

졌어요.”

파트너와 미러링 활동을 하면서, “관계에서 나는 주도하기보다는 따라가는 것이 익

숙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내 파트너 역시 주도하기보다는 ‘기다려주는 

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파트너와 미러링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둘 다 서로를 너무 배려해주었던 것 같아요. 크

게 역동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서로를 충분히 배려해주었고 편안했어요.”

집단 미러링을 하면서, “나는 집단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흐름을 지지해주는 역할이 

익숙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단 미러링을 하면서, “집단역동이 조용해지면 자꾸만 개입을 해서 그 역동을 이끌

고 가야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제안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

었어요....동료들과 함께 일을 할 때도 나는 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

각하게 됩니다.” 

미러링 경험을 통해, “내가 평소에 온전하게 내담자를 공감해주었는가에 대해서 다

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공감을 하면서도 심리적 경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경험이 무척 새롭게 느껴져요. 그 

관계가 소진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미러링> 기법을 내담자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1:1 미러링 활동은 관계 형성 초기 단계에서 혹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

움이 큰 상태의 내담자들에게는 위협적이거나 침투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소도구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접근 방법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소통의 막대기’라고 해서 대나무 스틱이나 

플라스틱 봉 같은 소도구를 파트너와 두 사람의 손바닥에 걸쳐놓고 떨어뜨리지 않으

면서 함께 리듬과 박자를 주고받는 비언어적 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소도구를

사용하는

미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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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막대기라고 하는 소도구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신체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의 리듬과 박자를 느낄 수 있어서 미러링 작업의 시작단계로서 안전하고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체 움직임 표현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는 내담자들의 경우, 신체의 한 부분

만을 사용하는 미러링을 제안해 볼 수 있다. 가장 편안하게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신체 부분 중 하나는 ‘손’이다. 두 사람이 ‘손’이라는 신체 부분을 통해서만 미러링을 

시작해 볼 수 있다. ‘손’이라는 신체 표현이 편안해지면 ‘얼굴표정’, ‘발’ 등 다른 신체 

부분으로 미러링을 확장해 볼 수도 있다. 신체 한 부분만 사용하는 미러링은 소도구

를 사용하는 1:1 미러링에서 신체 공감적 반영으로 넘어가기 전 중간과정으로 제안

해 볼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체 거리감은 심리적 거리감을 반영하기도 한다. 심리적 경계

가 무너져 있거나 너무 강한 내담자의 경우, 신체적인 공감 반영을 침범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미러링을 시작하기 전 내담자에게 스스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의 신체 거리감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미러링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거리감 조율(좀 더 가까이, 혹은 좀 더 멀리)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심리적 경계를 유지하면서 공감하는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 

기법2: <퀼트 만들기>

퀼트(quilt)는 미술치료에서 다양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다. 퀼트는 사랑하는 이

를 잃은 슬픔, 상실, 혹은 트라우마를 나누며 함께 애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고

(Covert, 1996; Junge, 1999), 여러 가지 이유로 방황하는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소

속감과 공동체에 관한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Martin, 2010)  

또한 퀼트는 집단원들이 미술 작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여 서로를 알아가고, 상호간 

의사소통 능력 및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다. 

퀼트의 본래 기능은 누군가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보호해주기 위함인데, Nainis 

(2005)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퀼트 작업이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병원 실무

자들과 같은 대상에게 적합하다고 강조하였다. Nainis는 가장 직업 소진율이 높은 

집단 중 하나인 암 병동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퀼트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경험을 

통해 실무자들은 전체가 하나 되어 퀼트를 완성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으며, 자신

신체의

한 부분만

사용하는

미러링

신체

거리감을 

조율하는

미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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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동료의 리드를 따르기도 하였다. 이 과정은 집단원들이 서

로를 알아가고 신뢰해 가는 경험이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집단의 연대감과 소속감

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전통적인 퀼트는 천, 실과 바늘을 사용하지만 미술치료에서 퀼트는 시간, 환경, 대상

에 맞게 전통적 퀼트의 조각을 잇는 형식을 빌려 캔버스, 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사

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변형된 퀼트의 형태를 사용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자들의 고립감과 소속감을 다루고자 한다.

<퀼트 만들기>의 목표

따로 또 함께 작업하는 퀼트 작업을 통해 주어진 개인공간의 탐색과 더불어 집단의 

소속감 및 유대감을 경험한다.

<퀼트 만들기>의 준비물

기본 재료: 하드보드 혹은 캔버스 인당 한 장(정사각형 추천), 아크릴 물감, 붓, 물

통, 파레트(일회용 접시 가능) 글루건, 하드보드를 이을 수 있는 끈(캔버스 사용시 글

루건 혹은 양면테이프 사용 가능)

추가 재료: 다양한 꼴라쥬 재료(글리터, 스팡글, 뿅뿅이) 

<퀼트 만들기>의 방법

1) 각 개인당 하드보드 한 장이(혹은 캔버스 하나) 주어진다.

2) 각자 편안한 위치 및 장소를 찾아 주어진 공간에 자신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미술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한다. 

3) 리더는 조용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참가자들이 개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

는다. 

4) 참가자들이 모두 개인 작업을 마칠 때까지 함께 기다려준다.

5) 개인 작업이 끝난 후, 작품을 가지고 둘러앉아 각자가 표현한 이미지에 대해 이야

기한다. 

6) 집단이 클 경우, 소규모로 집단을 구성하여 좀 더 친밀한 토론을 유도하여도 무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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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자의 이미지를 이야기 한 뒤, 참가자들은 퀼트 조각을 모아 하나의 퀼트로 배치

한다.

8) 이 과정에서 리더는 뒤에서 집단의 역동을 관찰하고 집단이 스스로 퀼트를 완성

하도록 돕는다.

9) 퀼트 조각 배치의 완성 여부는 모든 인원이 함께 결정한다. 

10) 배치가 끝난 후, 집단원들은 함께 퀼트 조각을 엮어서 완성한다.

11) 퀼트 완성 후, 집단원들은 퀼트 조각의 개인 작업부터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에 관

한 느낌이나 생각을 나눈다. 

 

<퀼트 만들기> 활동에 대한 논의사항

퀼트가 완성된 후, 집단은 개인 조각 작업과 퀼트의 완성 과정에 관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 볼 수 있다. 개인 작업 과정에 관한 논의로 자신의 공간 탐색 및 자립심과 

그 이면의 고립감을 반영해 볼 수 있으며, 퀼트를 배치하는 작업에서 드러난 집단에

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퀼트를 이어가는 과정에 

대한 집단의 소속감 및 연대감에 관하여 논해 본다. 

•나는	나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개인	공간(조각	퀼트)에서	작업할	때의	경험은	어떠하였는가?	

•동료들과	함께	퀼트	조각을	배치하는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나는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였으며,	집단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견을	제시하는	편인가?	따라가는	편인가?	공감해주는	편인가?	받는	편인가?)	

퀼트	만들기
과정

다양한	퀼트의
완성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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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이 직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동료들 사이, 그리고 내담자와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퀼트 만들기>의 실무진 적용사례

본 프로그램의 워크숍에 참여하였던 실무진들은 <퀼트 만들기> 활동을 경험 한 뒤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나누었다. 

“계속 작업을 같이 하다가 혼자만의 공간과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개인 조각 퀼트)” 

“다른 사람들이 내 상징에 공감해 주는 것을 느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어

느 부분을 표현한 것 같아요.”

“퀼트 배치를 할 때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서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믿으니깐. 나는 주로 따라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책임자들이 주로 목소리를 내며 배치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좀 내도록 말을 그만 해야겠어요.(웃음)”

“퀼트를 배치하는 모습이 우리가 사무실에서 지내는 모습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완성된 퀼트를 우리 사무실에 걸어놓고 싶어요.”

<퀼트 만들기> 기법을 내담자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퀼트 만들기> 기법을 통해 독립심과 고립감, 공감과 소속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

았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많은 경우 언어적인 자기표현이 어려울 수 있다.(IOM, 

2011) 그러므로 집단 퀼트 만들기가 아니더라도, 개인 작업을 통해 미술을 이용한 

상징적인 방법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미 고립감을 느끼는 내담자를 

실무자가 충분히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 작업이 가능하다면 본 프로그램에서 실무자들이 경험한 퀼트의 형식 또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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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공동 작업을 이용한 미술치료를 시

행함으로써, 비슷한 상처를 가진 피해자들의 고립감을 줄임과 동시에 상대적인 유대

감을 다지고, 사회적 지지를 상호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Riley, 

1997) 

Yohani(2008)는 난민 캠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퀼트 프로젝트를 

통해 각자의 퀼트 조각에 자신이 겪은 삶의 이야기를 표현한 후, 함께 묶어나가는 작

업을 하였다. 이는 어린 내담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미지를 통해 나누고, 함께 희

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 희망은 곧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이겨내

고 밝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Yonahi(2008)는 퀼트 작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완성된 퀼트의 전시작업

이라고 하였다. 이는 전시작업을 통해 참여 내담자들은 자신들이 나눈 희망을 바깥 

세상에 외치고, 그로 인해 그들의 희망이 다시금 다져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

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인신매매 피해 내담자들에게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퀼트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묶어가며 희망을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미술치료에서 

사용된 미술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윤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센터 내에서의 간단한 전시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

을 것이다. 

본 장을 통해 실무자가 익힌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들도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다. 

•내담자는	비언어적인	상징으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담자의	이미지는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며	어떤	공감을	필요로	하는가?

•내담자가	필요한	공감에	실무자인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을까? 

희망 퀼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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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및 개념

실무자들은 현장에서 내담자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보람과 보상을 받지만 높은 정서

적 요구와 도전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소진과 

무력감의 위험을 겪게 된다.(최해림, 2009) Maslach & Jackwon(1982)에 따르면,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로서의 소진은 정서적 고갈, 내담자에 대한 비인간

화, 개인의 성취감 결여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진으로 인하여 실무자들은 무력감, 절망감, 정서적 고갈과 같은 감정 상태

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상담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직으로까지 이어

지는 결과를 나타내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력자의 부재로 인해 상담서비스의 질

이 낮아지고 상담의 효과성이 저하되어 업무비용이 증가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

다.(공계순, 2005:86)

Baker에 따르면, “자기 돌봄이란 건강한 자기존중의 과정이며 성숙의 과정”이라

고 한다.(홍기목, 김광웅, 2012:160) 실무자들이 자신의 전인적 안녕을 돌보지 않

으면 효율적인 상담과 실무자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최해림, 

2009) 실무자 스스로의 자기 돌봄이 윤리적인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

무자들은 자기 돌봄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뿐 아니라 상담과정을 지속하고 

상담효과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원을 대상으로 소진에 대한 연구와 소진감소를 위한 방안을 모

색한 연구에서는 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담원 교육시간과 내용을 보강하는 재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원들의 소진 감소 및 치유를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김양이, 김형선, 2009:63) 특히 후속

연구로는 상담원들의 소진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자기 돌봄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소진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4.4. 

소진과

자기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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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본 프로그램에서 소진은 “실천가가 거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을 지속적

으로 수행할 때 생기는 태도의 부정적 변화로서 자신감 약화, 일에 대한 동기의 저

하, 적대감, 내담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 차단 등으로 나타나는 내적 상태(Maslach & 

Jackson, 1982:227-251)”로 정의한다. 

자기 돌봄 

자기 돌봄(이란 실무자가 “이타심과 자기보존 사이의 갈등을 지속하고 개인으로서

의 자아와 전문가로서의 자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자아의 욕구를 돌보는 과정

(Skovholt, 2001; 홍기목, 김광웅 2012, 재인용)”으로 정의한다. 

4.4.1. <소진과 자기 돌봄>의 목적과 목표

목적

실무자들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기 돌봄 경험을 통해 소

진을 해소하고 예방 전략을 탐색한다.

목표

1) 실무자 자신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에 대해서 이해한다.

2) 실무자의 소진에 대한 예방과 대처 전략으로서 관계에서의 신뢰와 정서적 지지를 

회복한다.

3) 실무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 온전하게 집중하면서 자기 돌봄 전략을 탐색한다.

4.4.2. <소진과 자기 돌봄>의 기법 소개

기법1: <신뢰 작업(Trust Work)>

 

실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담 도구는 실무자 자신이다. 실무자는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여 내담자와 라포 관계를 형성해나가면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다. 표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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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치료에서 신체 움직임을 매개로 하는 <신뢰 작업>은 자신의 몸을 통해 파트너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 알아볼 수 있고, 집단에서 리포 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

를 몸으로 체현화(embodiment)해보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신뢰 작업>은 

실무자들의 소진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서적 관계 회복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신뢰 작업>의 목표

파트너 작업을 통해 1:1 관계와 집단에서 어떻게 신뢰가 형성되고 소통될 수 있는 

지 경험한다. 또한 집단으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요구하고 충분히 

받아보는 경험을 통해서 소진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기-돌봄의 의미를 발견한다.

<신뢰 작업>의 방법

1) 2인 1조 파트너와 만난다.

2) 한 사람은 눈을 감고 파트너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고, 다른 한 사람은 눈

을 감은 자신의 파트너가 공간을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때 파

트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안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3) 파트너와의 모든 소통은 말이 아닌 몸으로만 진행한다. 이 때 안내자가 파트너의 

어깨를 접촉하거나 파트너와 손등과 손등의 접촉으로만 안내하라는 제한을 둘 수

도 있다. 

4)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경험 한 뒤 역할을 바꾸어 본다.

5) 신뢰의 걸음 활동이 끝나면 파트너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 

1단계	
신뢰의	걸음

1단계:

신뢰의 걸음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79

1) 2인 1조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다.

2) 두 사람은 등과 등을 접촉하고 말이 아닌 등으로만 소통한다.

3) 두 사람은 서로 기대고 받아주는 경험을 해본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자신의 몸 을 

상대방에게 기대어 보고 상대방의 무게를 받아주는 경험을 해본다. 이 때 자신의 

무게를 10%만, 50%를, 90%를 상대방에게 실어보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안

을 해 줄 수도 있다.

4) 등으로 기대고 받아주는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파트너와 등으로 이별 인사를 나

눈다. 활동이 모두 끝나면 파트너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본다. 

1) 6인 1조 소그룹으로 모인다.

2) 집단은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원을 만들고 한 사람이 원 안으로 들어간 

다. 집단원은 둘러싸고 몸으로 최대한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준다.

3) 원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눈을 감고 양쪽 발을 바닥에 뿌리를 내리는 이미지를 상

상하며 신체를 이완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집단원들에게 맡긴다.

4) 원을 둘러싸고 있는 집단원들은 눈을 감고 있는 원 안의 사람을 함께 다양한 방향

으로 움직이면서 몸 전체를 안아주고 받아주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때 눈을 감은 

사람이 집단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사람은 최대한 안전하게 몸을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5) 처음에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의 몸을 조금씩 기울이다가 점진적으로 더 기울이

면서 집단의 신뢰에 대한 도전을 제공할 수 있다. 

6) 한 사람이 원 안에서 충분히 집단으로부터 지지받는 경험을 하고 나면, 몸의 중 

심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눈을 뜰 때까지 기다려준다.

7) 이러한 방식으로 6인 모두가 한 번씩 원 안에서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경험을 

돌아가면서 해본다.

8) 집단 울타리 활동이 모두 끝나면 집단원들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 

2단계	등으로	
상호작용하기

3단계:

집단 울타리

2단계:

등으로 상호

작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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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작업> 활동에 대한 논의사항

<신뢰 작업> 활동을 모두 마친 뒤, 집단 전체가 서클로 모여 앉아 다음과 같은 질문

들로 경험을 얘기하고 논의해 볼 수 있다. 신뢰 작업에 대한 몸의 경험에 대해서 논

의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눈을	감고	자신의	몸을	파트너에게	맡겼을	때	얼마나	안전함을	느꼈는가?	

•	‘안전을	느끼는	것’(I	feel	safe-주관적	현실)과	‘안전하다’(I	am	safe-객관적	현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무엇이	신뢰를	방해했는가?

•파트너에게	나의	몸을	얼마나	기댈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경험과	연결시켜	

본다면?

•파트너의	무게를	받아주는	경험은	어떠했는가?	누군가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경험과	연

결시켜	본다면?

•집단에게	나의	몸을	맡기는	경험이	가능했는가?	실제로	눈을	감고	몸을	이완할	수	있었

는가?

•집단이	나의	몸	전체를	지지해주는	경험은	어떠했는가?	

•이	경험이	동료들과의	신뢰형성	과정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이	경험이	내담자와	신뢰형성	과정은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신뢰 작업>의 실무진 적용사례

본 프로그램의 워크숍에 참여하였던 실무진들이 <신뢰 작업> 활동을 경험한 뒤 다음

과 같은 피드백을 나누었다. 

눈을 감고 몸으로 파트너의 안내를 받았을 때, “파트너가 그리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내 파트너는 나를 끊임없이 도전시켰고 나의 몸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도전이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눈을 감고 몸으로 파트너의 안내를 받았을 때, “나는 처음부터 파트너에게 자신을 완

전히 맡겨버린 것 같아요....너무 편안했어요. 안전한가를 전혀 의심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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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감고 몸으로 파트너의 안내를 받았을 때, “파트너가 나를 너무 조심스럽게 안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지루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있는 파트너를 안내했을 

때 안전하게 안내하는 것이 내 초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위험에 대해 도전시킬 때 나

도 재미있었고 상대도 재미있어 한다고 느꼈어요.... 실무자들을 도전하게 하는 리더

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등과 등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파트너가 얼마나 내 무게를 받아 줄 수 있는지 확

인하고 파트너가 받아주는 만큼만 기댈 수 있었어요.”

등과 등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처음에는 파트너에게 기대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

요.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90%정도까지는 기대어 보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받아 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00%를 모두 기댈 수는 없었어요.... 관

계에서도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요.”

등과 등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파트너가 약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상대가 나의 무

게를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온전하게 기대기는 어려웠어요.”

등과 등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파트너가 나에게 완전히 기대고 내가 그의 무게를 

받아줄 때 내 안의 힘을 발견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임파워먼트라는 것을 느꼈어요.”

집단 울타리를 경험하면서, “머리로는 이 집단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그

것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웠어요.... 내담자의 입장에서도 신뢰라는 것이 머리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이해하게 되었어요.... 내가 과연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집단 울타리를 경험하면서, “나는 늘 집단의 리더로서 책임감을 지고 있는 것이 익숙

해서인지 집단에 내 몸을 맡기고 몸에 힘을 뺀다는 것이 상당히 도전이었어요.... 집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안아주는 느낌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감동스러웠고 눈

물이 났어요.”

집단 울타리를 경험하면서, “집단이 나를 몸으로 받아주고 안아주는 것은 신뢰하라

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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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작업>기법을 내담자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인간관계에서 폭력이나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들에게는 객관적인 안전함(safety)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안전감을 느끼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신뢰의 

걸음과 같이 눈을 감는 활동은 상당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라

포 형성의 초기 시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집단에서 신뢰의 걸음과 

같은 기법을 사용할 때는 안내자가 눈을 감은 사람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파트

너의 몸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안내하는 사람과 눈을 감고 따라가는 사람 사이의 비언

어적 소통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관계에서의 안전함과 신

뢰를 몸으로 경험해 보는 것은 외상회복 과정에서 상당히 치유적인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과 존중을 강조해야 한다. 

신뢰 작업은 파트너 혹은 집단원들과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내담자

의 몸에 대한 민감성과 외상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제안해야 한다. 성적 외상을 경

험한 내담자들에게 신체 접촉은 그 자체로 위협적이고 침범으로 느낄 수 있고, 어떤 

내담자들은 특정 신체 부분의 접촉을 성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표현예술치료 활동에서 따뜻하고 모성적 돌봄으로서의 신체 접촉 혹은 약간은 거칠

지만 장난이나 놀이로서의 신체 접촉과 같이 긍정적이고 다양한 느낌의 신체 접촉을 

경험하는 것은 몸과 접촉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신체 접촉에 도전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안전한 경험이 선행되어야 하고 내담자 

스스로가 도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

따라서 신체 접촉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내담자들에게 신체 접촉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은 존중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

고 신뢰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소도구(스카프, 막대기, 공 등)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내담자가 등이라는 신체 부분의 접촉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손과 손 혹

은 어깨와 어깨로 대체해서 기대고 받아주는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신체 접촉은 

최대한 조심해서

사용하기

안전감과 존중을

강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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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걸음과 같은 활동은 집단원들간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파트너를 안

내하는 목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큰 집단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집

단 크기가 너무 작거나 1:1 관계에서 신뢰의 걸음과 같은 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간 곳곳에 의자를 배치해 놓고 장애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기법2: <몸 이야기(Body Story)>

동작분석가이자 무용가인 라반은 인간의 신체는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담은 건축

물이라고 표현하였다. 우리의 몸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럼으로 자신의 몸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서 및 몸의 상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경순, 김나영, 남희경, 이상명, 최희아, 2005) 하지만 국내에서 

상담가 또는 실무자들의 자기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및 인식은 아직까지 미비

한 상태이다. 자신의 몸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높은 강도의 업무에 시달리

는 실무자들에게 자기 돌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실무자와 내담자 모

두에게 외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극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차단하고 신체 내부에

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에 집중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하

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몸 이야기>의 목표

참여자들은 각자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자신의 신체 부분

에 관심을 집중하며 이완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정서적 돌봄의 경험을 통해 실무

자들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소진을 이해 및 해소하고 예방 전략을 탐색한다.

<몸 이야기>의 방법

1) 참여자 모두는 각자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자신의 담요을 깔고 눕도록 

안내한다.

2) 평온한 배경 음악을 준비하고 낮은 명도의 조명을 유지한다.

3) 눈을 감고 잠시 자신의 호흡과 몸에 집중하도록 안내한다. 

4) 충분한 바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긴장을 이완하도록 안내한다. 

5) 리더는 참여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진적으로 신체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의자를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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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료사의 안내에 따라서 신체 각 부분에 관심을 두고 몸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다

음과 같은 언어적 안내가 가능하다. 

 예) 머리: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이 담겨있습니까? 

잠시 동안 자신의 머리를 충분히 바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내려놓으세요. 

 예) 목: 못 다한 또는 나누고픈 말들이 얼마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잠시 동안 귀 기울여 보세요.

7) 각자 신체부분이 제공하는 상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 한다. 

8) 마지막 발을 안내로 언어적 중재를 마무리 한다.

9) 잠시 동안 각자가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

하며 천천히 각자의 작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안내한다.

10) 활동이 모두 끝나면 파트너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 

<몸 이야기> 활동에 대한 논의사항

몸 이야기 활동을 모두 마친 뒤, 집단 전체가 서클로 모여 앉아 다음과 같은 질문들

로 경험을 얘기하고 논의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자신의	몸에	집중했었던	적이	언제인가?

•나의	몸은	온전히	이완할	수	있었던가?

•자신의	신체부분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곳은	어디인가?

•자신의	신체부분에서	가장	긴장이	되었던	곳은	어디인가?

•나의	몸이	온전히	바닥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느낌인가?	

•나의	몸은	어떠한	자신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러한	자기	돌봄	경험이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나의	내담자	몸의	긴장	정도는	어떠한가?	

•나의	내담자는	어떠한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특별히	관심이	가는	신체부분은	어디인가?

•나의	몸의	에너지	수준은	어떠한가?

•나의	몸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면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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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이야기>의 실무진 적용사례

본 프로그램의 워크숍에 참여하였던 실무진들이 몸 이야기 활동을 경험 한 뒤, 다음

과 같은 피드백과 모습들이 목격되었다. 작업을 모두 마친 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거나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나는 나의 가슴에 관심이 갔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저는 목이 좁혀오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하고픈 이야기들에 대해서 생각

했어요.”

“몸을 이완할 수 없었어요.... 그건 내게 어려운 일이에요.”

“몸의 한 곳 한 곳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신체 부분과 관련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와서인지 쉰다는 것은 이완한다는 것은 어려웠어요.”

<몸 이야기>기법을 내담자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인신매매나 성폭력 및 학대를 경험한 내담자에게 신체를 통한 긴장이완 및 자기 돌

봄이라는 작업을 하는 것은 몸에 대한 새로운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의 몸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리적, 정서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편안한 배경 음악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몸 전체에 관심을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 매 회기 마다 신체 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의미, 긴장도, 기억을 나누는 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심도 있는 작업은 왜곡된 신

체상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몸의 소중함과 감사함 

그리고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위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천천히 작업하는 것이 중요

하다. 움직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경우, 먼저 미술매체를 통해 특정 신체부분에 대

한 이미지 작업을 하고 난 후 움직임으로 전환하고 말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도 가

능하다. 

물리적 정서적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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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대한 기억, 감정을 나눈다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때로는 고통스럽고 다시 생각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럼으로 참여자들에 대한 긴장, 불안, 두려움들

은 작업에서 당연히 수용되어야 하는 그들 몸에 대한 진실된 감정적 반응이다. 이때 

리더의 비판단적 태도와 공감적 반영은 매우 중요하다. 간혹 우리는 침묵이라는 불

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과도한 중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몸 이야기 작업에서 침

묵의 순간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내면의 순간과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며, 진정으로 

나누고픈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과정일 수 있으므로 침묵의 순간들은 존중받아야

함을 치료사는 명시하여야 한다. 

몸 이야기 작업 시 기관에서 담요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내담자들이 각자 자신이 일

상에서 활용하는 간단한 담요를 하나씩 가지고 오도록 하여 정서적 이완을 가지는데 

촉진제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 담요를 사용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안

전한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이미지를 일상생활로 가져갈 수 있는 중간매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적·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부담될 수도 있고 바닥이 차가운 경우 이완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용어정리 및 개념

무력감  

무력감은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으로 정

의된다.(국립국어원, 2013) 통제력의 상실, 이상적 목표와 현실과의 격차와 같은 상

황이 무력감을 느끼는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무력감은 단순히 신체적, 물

리적인 부분을 넘어서 개인의 정체성에 위협이 될 만큼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Tsey, Harvey, Gibson & Pearson, 2009) 무력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

정적 상태이지만, 트라우마나 고통이 심한 내담자를 다루는 직업을 가진 개인일수

록 직업적 무력감에 노출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Aujoulat, Luminet & Deccache, 

2007)에서 알 수 있듯이, 반복된 무력감은 직업 소진을 야기하고 실무자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실무자 개인의 정신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4.5. 

무력감과

임파워먼트

자기담요

사용하기

침묵하며

머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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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감이란 개인이 느끼는 ‘힘’과 연관되어 표현할 수 있는데, Russell(1938)은 힘

이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힘이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잠재력”이며, 이와 반대로 무력감이란 어

떠한 행동에 있어서도 결정권이 없는 것, 즉 결정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개인 또는 집단의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선택들이 원하는 행동과 결과물로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 Aujoulat, Luminet & Deccache(2007)는 무력감을 느끼는 개인에게 총체적인 

임파워먼트의 회복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무력감의 초기 진화와 무기

력을 다루는 개인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실무자들이 가지는 무력감은 부족한 인력, 비현실적인 상담실

적 평가방법, 법률 소송 지원하면서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참여자들의 동기가 저하된 경우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반복되는 업무 

과정 속에서 실무자들의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는 작업은 그들의 업무 능률과 스트

레스 회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4.5.1. <무력감과 임파워먼트>의 목적과 목표

목적

외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실무자들의 심리적 무력감을 이해하고 그들의 회

복과 재활을 촉진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를 신체화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참여자

들이 내적의 힘을 강화하며 효과적으로 자신의 힘,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목표

1) 참여자들은 미술 작업을 통해 자신의 무력감과 내면의 힘을 탐색하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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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들은 상징적인 신체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 힘을 외현화하는 작업에 참

여한다. 

3) 참여자들은 자신의 내면의 힘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강화 또는 약화되는지 

살펴본다. 

4.5.2. <무력감과 임파워먼트>의 기법 소개

기법1: <가면 만들기>

가면은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인간의 삶 속

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술 매체이다.(Lommel, 1970) 가면은 공연이나 치료적 관점 뿐 

아니라 인류학적인 관점에서도 인간의 심리적 균형을 돕는 강력한 매개채로 인식되

어 왔다.(Janzing, 1998) 가면이 언제부터 의도적인 심리 치료 도구로 사용되기 시

작했는지는 불분명 하지만 1950년대에 남겨진 기록을 정신치료(psychotherapy) 사

용의 초기로 보고 있다.(Pollaczek & Homefield, 1954) 그 후 유럽과 미국에 의해 

발전된 심리 치료에서 가면의 사용은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연극치료(표현

예술치료), 게슈탈트, 및 통합적 치료의 출현과 더불어 치료의 도구로 활발히 사용되

게 되었다. Fryrear와 Stephens는 “로샤 검사를 통해 개인의 판타지, 생각, 역동이 

드러나듯, 개인이 만든 가면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다.(1988:227) 

예술치료에서는 가면의 ‘비억제 효과(disinhibitory effect)’에 초점을 맞춘다. 참여

자, 혹은 내담자는 자신의 가면을 사용하여 숨겨진 자신을 더 드러내기도 하고 새로

운 모습이나 행동을 시도해 보기도 한다.(Janzing, 1998)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가면을 통해 실무자들의 소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무력감을 대면하고, 자신의 

무력감을 다스릴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가진 얼굴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면 만들기>의 목표

<가면 만들기>를 통하여 각 개인의 내면에 양립하는 무력감과 내면의 힘을 상징적으

로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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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만들기>의 준비물

기본 재료: 종이탈(가면은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 아크릴 물감, 

붓, 물통, 추가 채료: 깃털, 글리터, 스팡글, 글루건, 기타 등등

<가면 만들기>의 방법

1) 참여자들은 사람 얼굴 모양을 가진 종이가면을 하나씩 받는다.

2) 리더는 참여자들에게 가면을 사용하여 한 쪽에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다른 한 

쪽에는 내가 가진 내면의 힘을 형상화 하도록 안내한다.

3) 참여자는 가면의 양면을 사용하여도, 한 면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결정은 참여

자가 하도록 한다. 

4) 마찬가지로 양면 사용 시, 어느 가면을 안이나 바깥쪽에 표현할지도 참여자가 정

한다.

5) 물감 외 추가재료를 사용할 시 물감을 먼저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물감이 어느 정

도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추후 작업에 들어간다. 

6) 가면 작업이 끝난 후, 집단원들과 자신의 가면에 대해, 그리고 가면 만들기의 경

험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 

기법1	
가면만들기	과정

➊ ➋

➌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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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만들기> 활동에 대한 논의사항

가면이 완성된 후, 집단은 각자가 만든 가면의 양면적 모습과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경

험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본인이 만든 가면에 대한 좀 더 깊은 

통찰과 이해를 돕기 위해 집단 논의 시간 전에 응답지를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자의 가면을 완성한 후 조용히 응답지를 작성하였으며, 논의 시에는 원하는 부분만 

집단과 나누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자신의 무력감, 그리

고 내면의 힘과 교류할 기회를 얻고, 가면이 가진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체

적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인신매매 피해 지원 실무자로서, 인신매매 피해 내

담자의 무기력한 가면을 통해 그들이 가진 내면의 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나누어진 응답지는 다음과 같다. 

 

무력감과 임파워먼트 가면 만들기

•본인이	만든	무기력한	가면을	바라보고	답	하십시오.

1)	무기력한	가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	가면에게	성별,	혹은	나이가	있다면?

3)	내	가면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4)	내가	가면을	썼을	때,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5)	내	가면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내면의	힘을	상징하는	가면을	바라보고	답	하십시오.

1)	내면의	힘	가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	가면에게	성별,	혹은	나이가	있다면?

3)	내	가면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4)	내가	가면을	썼을	때,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통합적	질문

1)	나는	언제	무기력한	가면을	씁니까?

2)	내면의	힘	가면은	언제	사용합니까?	

3)	나는	내담자의	무기력한	가면을	언제	발견하며	그	가면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4)	내담자의	무기력한	가면이	지금	원하는	것,	혹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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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만들기>의 실무진 적용사례

본 프로그램의 워크숍에 참여하였던 실무진들은 <가면 만들기> 활동을 경험한 뒤 다

음과 같은 피드백을 나누었다. 

“나의 내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기력한 가면을 먼저 표현했어요.나에겐 무기력한 얼굴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쉽

게 느껴졌어요.”

“내 무기력한 가면이 지금 필요한건 휴식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내면의 힘이 나를 

계속 갈 수 있게 해줘요.” 

“질문지에 답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

아요.”

“내 무기력한 가면은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내 내면의 힘 가면은 ‘멈출 수 있

다’고 이야기 해요.”

“내 무기력한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같아서 바깥쪽에 표현했어요. 내면

의 힘은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안쪽에 표현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내 내면의 힘을 알고 있어요.”

“내 마스크가 그냥 ‘나’ 같아요.”

<가면만들기> 기법을 내담자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가면 만들기>를 통해 실무자들은 각 개인 내면에 양립하는 무력감과 내면의 힘을 

상징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을 통해 실무자들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경험

하는 무력감을 반영하고 이해해 볼 수 있으며, 그들이 내면의 힘을 이끌어내도록 돕

는 방법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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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했듯이, 무력감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파괴적이다. 그렇기 때

문에 실무자가 내담자의 긍정적인 ‘임파워먼트’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내담자가 스

스로의 무력감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내면의 힘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중요한 

지지적 요소가 된다.(Aujoulat, Luminet & Deccache, 2007) 그 도구로서 가면은 

실로 유용한 매체이지만, 가면의 사용이 강력한 치료적 효과를 지닌 만큼, 각별한 주

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 내담자와 가면 만들기를 시도한다면 신중

하게 계획되어야 한다.(Janzing, 1998) 실례로 가면이라는 매체 자체가 가진 일종의 

강한 에너지 때문에 섭식장애가 있는 내담자가 작업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Hinz 

& Ragsdell, 1990)

본 프로그램에서 다룬 예는 가면 사용의 한 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

하였듯, 가면을 만드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 및 변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내담자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Petzold(1975)는 <가면 만들기>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면	만들기

•가면을	인터뷰하기

내담자는 두꺼운 종이나 혼응지(papier-mache)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가면을 만든다. 가면이 완성된 후, 집단원들은 자신이 만든 가면과 1:1로 대화를 먼

저 시도한다.(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형식을 참고하여도 좋다.) 자신의 가

면과 충분한 교류가 끝난 후, 집단원들은 정해진 규칙 없이 자연스럽게 놀이에 참여

하여 다른 가면들을 만난다. 

이와 비슷하게, 가면을 사용하는 대신 내담자가 자신이나 다른 집단원의 얼굴에 화

장을 통한 페이스 페인팅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석고와 같은 재료로 얼

굴에 직접 가면을 뜨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매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내담자가 

느끼는 심적 안전함에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만들어진 가면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처음부터 가면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시간적·물리적 제한이 있을 때, 혹

은 내담자의 미술 작업의 초기 이입을 도울 때 유용하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가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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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에서 질문지를 사용한 것처럼, 실무자가 내담자의 가면을 인터뷰하는 방

법을 사용할 수 있다.(Landy, 1984, 1985, 1986) 한 예로 내담자가 세 개의 가면을 

만들어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그 사이의 중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실무자는 내

담자가 아닌 내담자의 가면에게 질문을 한다. 물론 가면은 내담자의 목소리를 빌려 

대답한다. 이와 같은 기법은 일종의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가면을 이용해 내

담자와 일종의 거리가 생성됨으로써, 내담자는 직접적인 아픔을 표현하는데 조금 더 

안전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가면을 통해서 자신을 표출할 수 있다. 

기법2: <밀고 당기기(Push & Pull)>

자신의 내면의 힘을 외현화 한다는 것은 자기주장 및 개인이 가진 고유한 권한의 활

용과도 관계가 있다. 상대와 동등한 힘의 강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동등한 

관계를 말한다. 신체 활동을 통해서 상대방과 동등한 강도의 힘으로 저항하고 유지하

고 조율하는 경험은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조율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본 활동은 참여자들이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내

면의 힘을 다양한 강도로 표현하고 유지하고 주장하는 연습 기회를 제공한다.

<밀고 당기기>의 목표

참여자들은 상징적인 신체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 힘을 외현화하는 작업에 참여

하고 자신의 내면의 힘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강화 또는 약화되는지 살펴본다.

<밀고 당기기>의 방법

1) 2인이 1조가 되어 서로 손바닥을 마주대고 선다.

2) 서로간의 호흡을 느끼면서 파트너에게 집중한다.

3) 한 파트너가 손바닥을 통해서 힘을 가하면 상대편은 적절한 힘의 크기로 받아주

는 움직임을 경험한다. 이는 마치 노를 젓는 이미지와 비슷하다.

4) 서로 간에 힘을 주고받는 작업이 위의 설명된 바와 진행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5) 서로 접촉된 손바닥을 통해서 동시에 밀기를 시작한다. 이때 단계를 1단계에서 5

단계로 나누어 힘을 배분해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예, 1단계는 가장 약하

게, 5단계는 가장 강하게 힘을 활용할 수 있다.)

가면을

인터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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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대가 가하는 힘만큼 같은 크기의 힘으로 저항하고 유지한다.

7) 점진적으로 최고의 힘의 상태로 끌어 올렸다가 다시 조금씩 힘을 뺄 수 있도록 안

내한다.(예, 1단계에서 시작해서 5단계, 다시 천천히 1단계로 내리기)

8)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바닥 이외에 다른 신체부분들을 협응하도록 안내

한다.

9)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1단계의 힘으로 돌아와서 안정된 신체적 에너지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활동이 모두 끝나면 파트너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 

기법3: <가면 춤(Mask Dance)>

<가면춤>은 미술작업에서 만들어진 가면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된 내면의 힘을 움

직임으로 전환하여 체현화한다. 이러한 작업은 신체적·정서적 에너지를 활성화시

키는 방법으로 특히 내면의 힘을 외현화하는 안전한 통로를 제공해 준다. 본 활동은 

강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움직임의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내하며 공격적이지 않으

면서 단호한 자기표현을 경험하도록 한다. 

<가면 춤>의 목표

참여자들은 힘과 관련된 이미지 작업을 상징적인 신체활동을 통해서 체현화한다. 또

한 집단에서 개인의 내적힘을 외현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임파워먼트를 증진한다. 이

러한 과정에서 힘을 상징하는 마스크가 자신에게 미치는 정서적·신체적 변화에 민

감해 질 수 있다.

기법2
밀고	당기기

임파워먼트	1	 임파워먼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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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춤>의 방법

1) 이 활동은 미술작업과 병행된 작업으로 이전에 자신의 내면의 힘을 상징하는 가

면 만들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각자가 작업한 내면의 힘 가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눈다. 이러한 가면을 쓴 

사람은 어떠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야기 한다. 

3) 각자의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움직임으로 신체화하는 작업을 한다.

4) 이때 안내자는 다양한 종류의 힘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유지하며, 적절한 음악적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다.

5) 전체가 일어서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원형을 유지한다. 

6) 한명씩 돌아가면서 그 가면이 상징하는 힘을 반복 가능한 단순한 움직임으로 표

현하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같은 움직임을 반영주면서 힘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

공한다.

7) 전체가 돌아가면서 모두 자신만의 고유한 가면 춤을 마친 후, 각자의 경험에 대해

서 얘기 나눈다.

<밀고 당기기>와 <가면 춤> 활동에 대한 논의사항

위의 두 가지 움직임 활동을 모두 마친 뒤, 파트너 또는 집단 전체가 서클로 모여 앉

아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경험을 이야기하고 논의해 볼 수 있다. 

•타인과	동등한	힘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신이	가졌던	힘을	상실할	때는	언제인가?

기법3	
가면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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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인	힘을	강화	또는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의	힘을	조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면의	힘의	상징으로서	가면이	자신의	움직임	활동에	어떠한	영향	또는	변화를	주었는가?

<밀고 당기기>와 <가면 춤>의 실무진 적용사례

본 프로그램의 워크숍에 참여하였던 실무진들이 <밀고 당기기>와 <가면 춤>과 같은 

임파워먼트 활동을 경험한 뒤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나누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신체움직임이 확장되고 강해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저희는 매일 거의 전투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절하는 것도 필요한 거 같아요.”

“이런 일들을 하다보면 진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동료들이 힘이 됩니다.”

“잠깐 동안 힘을 주는 것은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점점 힘이 들었어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약자입니다. 힘이 없지요.”

“내가 상대와 같은 힘으로 저항할 때 나의 힘이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가해한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에요.”

“힘을 쓰는 만큼이나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네요.”

“내 힘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힘을 활용해 본다는 것은 나에게 너무 오래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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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 기법을 내담자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장기간 자신이 가진 권리나 힘에 대해서 지속적인 침범을 받은 인신매매, 성폭력 및 

학대를 경험한 내담자가 신체를 통해서 물리적·정서적 힘을 회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몸의 주인이 자신임을 인식하고 내면의 힘을 회복하게 하는 작업에서 수치

심이나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참여자들을 아주 민감하고 세심하게 대해야 

한다. 어쩌면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는 일, 그 자체가 힘을 회복하는 데 자신의 의견

과 주장을 가로막는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담자의 입장에서 가장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

다. 북을 활용하거나, 소리를 함께 내어보거나, 점진적으로 움직임의 강도를 증가시

키는 방법을 중간 단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실무자들은 외부에서 내담자의 경험

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여 같은 소리와 움직임으로 그들의 

표현을 지원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담자가 어느 정도까지 내면의 힘을 활용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면서 진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무용동작치료사 Boonie Bernstines는 인도 컬커타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

들을 위해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녀의 프로그램은 집단작업으로서 

피해자들이 수치심이나 당황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강조되었다.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집단주의 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작업으로 참여자들을 두 줄

로 촘촘히 앉아서 인간 장애물을 만든다. 

집단원들이 만든 인간 장애물을 한 명의 지원자가 자신의 힘으로 밀어내고 통과하는 

작업이다. 집단이 함께 몸으로 만든 인간 장애물은 인신매매를 강요하는 착취적 관

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를 밀쳐내고 빠져나오는 경험과 이러한 과정

을 목격하고 지지를 받는 경험은 매우 치유적이다. 

이 접근은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내담자의 내면의 힘과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효과적인 적용방법이 될 수 있다. 실무자들은 내담자들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가

장 힘들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최희아, 남희경, 고경순, 2009, 공역) 

점진적인

내면의 힘 회복

집단원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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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보고서

비디오 자료



IOM	인신매매	방지	실무자의	비전	서약

우리는 모든 형태의 이주자에 대한 착취,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겪는 심각한 인권유

린에 맞서 싸운다.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며 정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인신매매된	여성,	남성,	소녀,	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를	증진한다.

인신매매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