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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심리적 건강을 돌보는 심리치료 개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체험을 현상학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캐나다에서 입국한 17세 청소년(여)
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7회기, 회기당 90∼120분의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자료 
분석은 내용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진술을 파악하고, 연구자의 선이해와 판단중지를 바탕으로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3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공통된 10개의 주제묶음과 최종적으로 
‘자가격리 심리·정서’,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의 제한성’,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의 긍정성’이라는 3개의 대주제
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최초로 실시된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실천 사례연구로서,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중심에서 자가격리자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자기돌봄인 ‘심리방역’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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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ssessed the experience of telehealth digital art therapy with a phenomenological case 
study method based on the need for a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 of caring for the psychological 
health of self-quarantined people before confirmed with COVID-19. The research participant was a 
17-year-old adolescent (girl) from Canada, who participated in seven sessions in a structured telehealth 
digital art therapy program for 90∼120 minutes per session while she was self-quarantining.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conducted in the process of assessing significant statements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drawing themes based on the researcher’s pre-understanding and epoche. As a result, 34 
themes were drawn, which were classified into 10 common theme clusters and finally into three 
theses, including “psychology and emotions during self-quarantine”, “limitation of remote digital art 
therapy’, and ‘positiveness of remote digital art therapy.” This study is the case study of telehealth 
digital art therapy conducted first with a self-quarantined person before confirmed with COVID-19, and 
at the center of the crisis of COVID-19, hopefully, this study would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quarantine,” active self-care for self-quarantined people’s psychological health.

■ keyword :∣COVID-19∣Self-quarantine∣Telehealth Digital Art Therapy∣Phenomenological Case Study∣

    
접수일자 : 2020년 08월 28일
수정일자 : 2020년 11월 17일 

심사완료일 : 2020년 11월 18일 
교신저자 : 이지연, e-mail : run-1213@hanmail.net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647

I. 서 론

1. 연구 배경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는 국경을 넘어 

빠른 속도로 확산하였고, 전 세계를 감염병에 대한 혼
란과 두려움에 빠트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
년 3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을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상태를 일컫는 최고 경보 
단계 ‘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하였다[1].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고 빠르게 전
파되는 코로나19의 예측불허 공포가 지속되면서 전 세
계인의 심리적 건강은 위험해졌고, ‘코로나19’와 ‘우울
감’이 결합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일컫는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는 신조어가 등
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대인 간 접촉 및 비말전파가 코
로나19의 주 감염경로로 밝혀짐으로써 고강도의 ‘사회
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지속되었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2].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자에 대한 ‘자가격리
(Self-Quarantine)’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
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급증 및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 
다음 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12:00까지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함을 의무화하였다[3]. 

14일간의 자가격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오롯이 혼자 제한된 공간에서 그 시간을 보
내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심리적 건
강 상태가 취약한 경우 자가격리 상황은 심리적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일례로 평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한 여성은 자가격리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생을 마감하였으며[4], 이에 앞서 
자가격리 중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한 여성도 스스로 목
숨을 끊었다[5]. 이처럼 자가격리자의 심리적 건강 상태
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격리’라는 방법적 차원뿐만 아
니라 자가격리자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위험 상황을 예방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자가격리’라는 표현보다는 ‘격리 중 자기돌봄
(Self-Caring During Quarantine)’의 메시지가 선호
되어야 함[6]을 시사한다.

이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내의 경우 보건복지부
에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확진자와 자
가격리자에게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트라우
마센터와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는 확진자와 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가격리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핫라인
을 운영한다[7].

미술치료는 ‘미술’과 ‘치료’가 조화를 이룬 고유한 영
역으로, 다양한 이론적 배경하에 내담자의 욕구 및 상
황에 맞춰 적절하게 개입이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다. Rubin은 미술이 상징적인 특성을 보이고 본질
적으로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언어보다 더 쉽게 어
두운 면을 표현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과 위기중재 시
설에서의 치료적 개입 방법으로 미술치료가 유용하다
고 강조하였다[8]. 또한 Braus와 Morton는 코로나19
의 상황처럼 고립되고 소외된 환경에서 미술치료가 자
기 관리와 자기 표현, 자기 지지를 위한 건강한 대처 방
법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고립감과 소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9]. 코로나19는 전 세계
적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와 더불어 자가격리자는 이러
한 위기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가격리자가 자신이 처한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심리방역’이 필요하며, 이러한 면에서 
미술치료는 효과적인 개입이라 하겠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미술치료 선행연구는 ‘코로나19 
시대의 미술치료 개념에 대한 고찰’[9], ‘코로나19의 위
기를 대하는 미술치료사의 태도’[10]에 대해서 이루어
졌고, 직접적인 미술치료 개입에 따른 효과 및 내용을 
파악한 실천 사례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코로나
19와 관련된 미술치료 실천 사례연구가 진행되어 코로
나19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미
술치료 개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
적으로 내담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물리적 환
경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미술치료 실천 
사례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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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심리적 건강 
위기와 자가격리의 특성상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
는 치료환경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심리
적 건강을 돌보는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를 진행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체
험을 현상학적 사례연구 관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에서 자가격리자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자기돌봄인 ‘심리방역’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원격 디지털 미술
치료 체험 현상을 현상학적 사례연구 관점에서 파악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원격 디지털 미
술치료 체험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

Ⅱ. 연구 절차 및 방법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체험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
인 현상학적 사례연구 방법(Phenomenological Case 
Study)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적 사례연구는 개인의 주
관적 경험세계를 이해하고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는 현
상학 방법과 하나 또는 여러 사례를 구조적 맥락 속에
서 탐색하고 심층 분석하는 사례연구 방법을 결합한 것
이다[11][12]. 본 연구에서 현상학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미술치료 체험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기에, 당사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아 
내부자적 관점에서 주관적 경험세계를 생생하게 파악
하고 그러한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였다. 

둘째, 현상학적 사례연구는 체험의 의미를 개인의 내
적세계 안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
기 때문에[13], 코로나19 자가격리라는 전례 없이 특수
한 상황과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라는 새로운 시도를 연

구 참여자의 내적세계 안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기에 적
합하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체험의 근본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연구 참
여자 사례가 지닌 독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삶의 경험에 대한 본질을 탐색하는 현상
학적 연구 방법과 개별 사례의 특성을 파악하는 사례연
구방법이 결합된 현상학적 사례연구 방법[12][14]이 유
용하다고 사료된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 A는 캐나다에서 입국한 17세 청소

년(여)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
은 A는 중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전반적인 학교생활 부
적응으로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하고 자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와의 갈등도 심해져 A는 지속적
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고, 우울증 진단을 받으며 약
물치료를 하던 중 2019년 11월 캐나다로 홀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캐나다에서의 학교생활에서도 만족감을 
못 느끼며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제한되고, 일상생활도 어려워진 상황에
서 우울 증상이 커짐에 따라 유학생활 8개월 만인 
2020년 7월 귀국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당국의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명령에 따라 A는 정부에서 임시생활시설로 지정
한 서울시 소재 호텔에 자가격리 되었다. A의 연구 참
여는 보호자(모)에 의해 의뢰되었다. 의뢰 당시 A는 이
전에 언어상담 경험은 있었으나 미술치료 경험은 없어
서 미술치료에 대해 낯설어하였으며, 원격 디지털 미술
치료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다소 부담감을 보였
다. 그러나 A는 자가격리 상황에서 자신에게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본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혔다. 

3.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실행
본 연구의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는 2020년 7월 3

일～7월 14일에 진행되었으며, 총 7회기 회기당 90～
120분의 구조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 회기는 오
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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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를 돕기 위해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치료
사 시연 과정과 연구 참여자의 연습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미술치료 프로그램 내용은 손창배의 청소년 
대상 디지털 미술치료 프로그램[15]을 바탕으로, 본 연
구의 목적과 자가격리라는 상황에 맞추어 회기 수는 7
회기로 압축, 시간은 90∼120분으로 유동적으로 적용, 
회기의 제목과 목표를 수정·보완하였다. 프로그램 목적
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동안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심리·정서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
표는 자기 탐색 및 인식, 정서 표출 및 정화, 긍정 정서 
함양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프로그램 내용은 [표 1]과 같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프로그램 녹취록, 미술작품, 연구참

여자의 소감문, 심층인터뷰 내용, 연구자가 작성한 활동
일지와 연구노트다. 

연구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녹화할 것에 
대해 사전동의를 구하고 프로그램 전 과정을 녹화 후 
전사하였으며, 프로그램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만든 
디지털 미술작품은 전자 파일로 수집하였다. 프로그램 
종결 후 연구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전 과정에 대한 소
감문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후 연구 참여자와 대면하여 
심층인터뷰를 60분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치료사
로서 진행한 연구자는 프로그램 각 회기에 대한 활동일
지를 작성하였으며,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연구 진행 과
정에 대한 연구노트를 기록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의 고유성을 파악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먼
저 수집된 텍스트 자료에 대한 줄 단위 분석을 통하여 
연구와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파악하고 개념화하였
다. 이 개념들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의 
선이해를 파악하고 판단중지(Epoche)를 하였으며, 이
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분석이 사례의 맥락 내
에서 편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디
지털 미술치료 연구에 참여 경험과 질적 연구 수행 경
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 두 명에게 연구 결과를 확인하
는 검증 과정(Member Check)을 거쳤다.

6.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
가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
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집된 

회기 제목 목표 활동내용

1

오리엔
테이션

 라포 형성 
 프로그램 구조화
 디지털 매체 연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미술치료사의 디지털 매체 활용 시
연을 보고 디지털 매체 사용을 연
습한다.

 사용 매체: 태블릿 패드, 노트북, Zoom.us, 프로그램에 사용될 소프트
웨어 매체

2

이 름 으 로 
표현하기

 흥미 유발
 자기표현 경험
 정서 표출 및 정화

 자신의 이름(별칭)을 그래피티로 
작업한다.

 이미지를 선택하여 그래피티와 함
께 표현한다.

 사용 매체: 태블릿 패드, 노트북, Zoom, Graffiticreator.net, 
Pixabay.com, Pixlr.com

3
나를 소개
하기

 자기 탐색 및 인식
 자기와 타인(환경)

과의 관계 탐색 및 
인식

 자신을 표현할 이미지를 찾는다.
 이미지를 조합하여 나를 소개하는 

콜라주 작품을 표현한다.

 사용 매체: 태블릿 패드, 노트북, Zoom.us, Pixlr.com

4

나의 워드 
클라우드

 흥미 유발
 자기 탐색 및 인식
 정서 표출 및 정화

 ‘나는 _’ 워크시트로 나에 대한 시
를 작성한다.

 작성한 내용을 워드 클라우드로 표
현한다.

 사용 매체: 태블릿 패드, 노트북, Zoom.us, ‘나는 _’ 워크시트, 
Wordcloud.kr

5

나의 디지
털 랩 앨범

 표현력 및 창의력 
향상

 정서 표출 및 정화

 지난 자료(나의 워드 클라우드)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디지
털 앨범 표지를 표현한다.

 Auto Rap 앱을 활용해 ‘나는_’을 
랩으로 표현한다.

 사용 매체: 태블릿 패드, 노트북, Zoom.us, 이전 작품(나의 워드 클라
우드), Pixlr.com, Auto Rap 앱

6
미래의 나
의 모습

 자의식 향상
 긍정적 미래 조망

 적극적 상상(Active 
Imagination)을 통해 미래의 나의 
모습을 떠올린다.

 떠오른 이미지를 표현한다.
 사용 매체: 태블릿 패드, 노트북, Zoom.us, Pixbay.com, Pixlr.com

7 영 화 감 독
이 된 나

 통합적 자기 인식
 성취감 고취
 긍정적 자기 인식

 치료 과정의 전 작품을 감상한다.
 지난 자료를 활용해 나의 영화를 

만든다.
 작품 영상집과 영상작품을 알릴 초

대장을 만든다.

표 1.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프로그램

 사용 매체: 노트북, Zoom.us, 지난 작품 모음, 비디오 편집기, 
Greentingsis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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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연구자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된 파일로 보관하
고, 연구 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것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고지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지속해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 두 명과 지속해서 의견을 나눔으로써 연구
자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
도록 하였다.

 

Ⅲ. 연구 결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체험
에 대한 분석 결과 56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파악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34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
된 주제는 공통된 의미 10개로 주제묶음 과정을 거쳤
으며, 주제묶음을 다시 범주화하여 3개의 대주제로 통
합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1. 자각격리 심리·정서
1.1 자각격리로 인한 심리·정서적 불안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된 개인의 심리·정서

는 분노, 우울, 외로움, 공포 등으로 드러나며, 이동 및 
신체 자유의 일시적 박탈감은 자기 조절과 정신적 어려
움 등을 겪게 한다[16]. 유학 생활 불만족 등 부적응으
로 귀국하는 불안정한 심리적 상황에 놓인 A에게 코로
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자가격리는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편감, 여가활동의 제약, 제한된 환경으로 
인한 답답함과 스트레스, 외로움과 고독함 등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한국에 오기 전에도 불안감이 되게 컸어요. 혼란스럽
기도 했었고. (···) (자가격리로) 갑자기 바뀐 환경에 불
안하기도 했었고 불편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가끔 답답하게 느낄 때 있어요. (···) 제가 할 일 다 끝
내고 크게 할 게 없을 때. 컴퓨터도 했고 공부나 책 읽
기 노래 듣기도 했고, 그랬는데도 시간이 남고 딱히 
할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2회기]

심심하기보다는 좀 답답해요. 그냥 자의로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못 나가는 거니깐. 어떻게 보면 갇혀있는 
거고 (···) 제 OO도 자가격리를 했는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 독방에 있는 그런 느낌을 알겠다고 하던데 저
도 공감했어요. 약간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아요. [2회
기]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원하면 카페도 갈 수 있고, 답답
하네 하면 뭐 사러 나갈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아니니
까... 고독함. 그 안에서 내가 외롭고 고독한 느낌 안에
서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느낌이에요. [인터뷰]

1.2 자가격리 해제 후 예기 불안
청소년기 가족 갈등의 노출은 우울과 불안 등 불안정

한 심리상태를 유발하며, 이러한 부적응적 행동은 환경
과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므로[17], 일방적 관계가 아

주제 주제묶음 대주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불편과 불안함, 여가 
활동의 제약, 답답함과 스트레스, 외롭고 고
독함

자가격리로 인한 
심리·정서적 불안 자가격리의 

심리·정서가족 관계 불안, 부모 관계 불안 및 거부감, 
진로 불안

자가격리 해제 후 
예기 불안

낯선 경험에 대한 어색함과 부담감, 낯선 매
체에 대한 거부감과 스트레스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거부감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의 
제한성

기능적 표현 기술과 정서의 불일치, 조작 미
숙에 의한 만족감 하락, 자유로운 표현의 제
한

디지털 매체의 표현 
기능 및 조작 
미숙으로 인한 
정서적 이질감

템플릿 표현 기능 통한 자발성 촉진, 꾸미기
나 이미지 자료 통한 손쉬운 표현, 다양하고 
방대한 이미지 자료로 흥미 및 자발성 촉진, 
융·복합적 표현 기능이 흥미 및 자발성 촉진

쉽고 편리한 표현 
기능 통한 적극성과 

자발성 촉진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의 

긍정성

은유적·상징적 표현 통한 자기 탐색 및 인식, 
작품 감상과 나눔 통한 자기 탐색 및 인식, 그
림 통한 자기표현의 방어 완환, 작품 감상과 
나눔 통한 소통의 욕구 향상

표현의 촉진 및 자기 
탐색과 재인식

다감각적 자극 통한 정서 표출 및 해소, 간편
한 표현 기능 통한 성취감, 실시간 원격 기능
을 통한 상호작용,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의 
안전한 치료적 중재 공간 제공

정서 표출 및 
상호작용의 촉진

작업 과정의 집중과 몰입 통한 불안 감소, 규
칙적 미술치료 통한 안정감, 격리로 인한 외

미술치료 활동 통한 
안정감

표 2.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에 대한 체험의 의미

로움과 힘듦 위로
그림 통한 구체적 미래 조망, 상징적·은유적 
표현 통한 긍정적 미래 조망

긍정적 미래 조망 및 
성장의 욕구 촉진

포기하지 않고 작품 완성한 나, 치료 전 과정
의 작품 통한 변화 인식, 성실히 치료 과정을 
마친 나, 나와의 약속을 지킴, 포기하지 않은 
나에 대한 칭찬

미술치료 과정 통한 
자기 변화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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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긍정적인 상호역동적 관계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 불안과 우울의 불안정한 정서는 자기 및 세
계, 미래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경험하게 하여 진로미
결정이 높을 수 있다[18]. 한국에서 가족 관계 갈등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유학을 떠났던 A는 자가격리 이
후 가족 및 부모와의 이전과 같은 갈등 재발 및 불명확
한 진로 문제로 두려움과 불안한 심정을 드러내었다. 
특히 A는 미술치료 종결이 가까워지자 이러한 심리·정
서적 불안감을 자주 드러내었다.

걱정이 많이 돼요. ((제일 큰 걱정이 뭐예요?)) 가족이
랑 잘살아갈 수 있을까? (···) 선생님 부모님하고 잘 살 
수 있겠죠? [5회기]

나가는 게 좀 두려워요. (···) 부모님도 변화가 있겠지
만, 그런데도 불안하고 걱정이 들고... 다시 좀 뭔가 안 
좋게 될까 봐 걱정돼요. 부모님과 뭔가 마찰이 있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5회기]

부모님하고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도 되고, 걱정
도 돼요. [7회기]

성인이 되면 커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성인이 되면 독
립을 하려고 하거든요. [5회기]

일단 미술치료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가야 
한다는 불안감도 들었는데, 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요. 
[7회기]

2.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의 제한성
2.1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에 대한 거부감
A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동안 원격 디지털 미술

치료 진행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보였음에도 새롭게 바
뀐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데 
불안, 거부감 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서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땐 조
금 어색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은 해본 적 
없어서 어색해요. [1회기]

처음에는 사실 거부감이 있었어요. 안 해 봤던 거, 새
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이요. 디지털로 한다는 것도. 컴

퓨터도 잘 하지 않으니까요. (···) 처음이라서 그런지 
첫날은 약간 스트레스, 피로감 같은 게 있었어요. [인
터뷰]

2.2 디지털 매체의 표현 기능 및 조작 미숙으로 인한 
정서적 이질감

초기에 A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디지털 
매체의 표현 기능의 불일치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 불만
족한 모습과 불편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측면은 미술 
작업 활동의 주체자인 A의 정서가 디지털 매체의 기능
적 표현에서 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정서적 이질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그래피티 아트 작업 [2회기]

전 이게 제일 싫어요. 지저분하게 벽에다 그려놓으니
깐요. [1회기]

처음에는 그래피티 아트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
었다. (···) (내가 아름다운 그림을 망치고 있다는 느낌
이 들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소감문]

그림 2. 이름으로 표현하기 [2회기]

이미지는 너무 예쁜데... 다른 거와 너무 안 어울려요. 
(···) 제가 만든 게 사진을 더 안 예쁘게 만든 것 같아
서 속상한데요. (···) 마지막에 와서 이미지가 너무 예
쁜데 제가 옆에다가 한 게 별로예요. 너무 예쁜데 여
기를 망친 것 같아요. [2회기]

수채화 같은 거 좋아하는데. 내가 색을 만들 수 있고 
변형시킬 수 있는데 컴퓨터는 정해진 거로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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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많으니까. 저는 제가 직접 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아
요. [인터뷰]

3.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의 긍정성
3.1 쉽고 편리한 표현 기능 통한 적극성과 자발성의 

촉진
미술치료 임상현장에서 내담자가 미술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지니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A는 디지털 매체가 제공하는 템플릿의 표현과 꾸미기 
기능,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 매체를 통한 다양하고 방
대한 이미지를 통한 표현에 대한 부담감을 보이지 않았
다. 이러한 측면은 A가 미술치료 과정에 만족감과 성취
감을 경험하게 이끌었으며, 이로 인한 동기유발은 미술
치료 참여에 대한 수동적 방관자에서 능동적인 주체자
로 적극성과 자발성이 촉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데이터 베이스 이미지 탐색 [2회기]

좋은 점을 이야기하자면 이미지 고를 때 좋았던 것 같
고, 제가 발레 사진이나 동영상 보는 것 되게 좋아하
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도 영상 같은 거 보고했었는데. 
그런 것 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2회기]

그림 4. 디지털 초대장 [7회기]

초대장 만드는 게 좋았어요. 영상도 좋았고. 초대장 만
들기는 사실 처음에 (시연) 봤을 때 좀 궁금하기도 했
었고, 좀 가장 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7회기]

3.2 표현의 촉진 및 자기 탐색과 재인식
A는 미술의 시각적 표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이나 현실적 상황을 표출하고 개방하는 등 자기방
어가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험은 A의 
현실 상황과 내적 상황을 상징적, 은유적으로 표현하도
록 촉진하였으며, 미술 작품을 통한 자기 대상화를 통
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탐색하고 인식하는 객관적 외현
화의 모습을 이끌었다. 또한 치료사와 함께한 작품 감
상 및 나눔의 경험은 A가 지닌 소통의 욕구를 촉진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재인식의 경험을 가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나의 디지털 랩 앨범: 나에 대하여 [5회기]

디지털 랩 앨범은 나에 관해 포괄적으로 담은 사진인 
것 같다.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소감문]

그림 6. 영화감독이 된 나 [7회기]

되게 마음에 들어요. 다양한 사진을 넣어서 어떻게 보
면 너무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 사진 하나에 모
든 걸 많이 담고 있는 포괄적인 그런 사진인 것 같아
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7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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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원격 작품 감상 및 나눔 [2회기]

나는 왜 발레일까? 발레는 아름답고, 또 공연이나 영
상 봤을 때 아름답고 예쁘지만, 그 이면에 많은 연습
량과 아픔도 있고 (···) ((나에게 아름다움이란 뭔 것 
같아요?)) 노력. 절로 생각이 나오네. 이럴 줄 몰랐는
데. [2회기]

마지막에 대화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 저도 잘 몰랐었던 나 자신을 알게 된 
느낌도 있고, 제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제 생각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뻐요. [2회기]

그림 8. 원격 작품 감상 및 나눔 (03회기)

책이 친구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딱히 친구도 없고, 
같은 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책 
읽으면서 더 좋아졌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책을 읽으니 부모님도 더 관심을 주시는 것 같
고.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깐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3회기]

꽃은 아마... 제가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아로마 오일을 생각하면 저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 저에게 있어서 힐
링이랑 생각이 들어서 적었고, (···) 그림들을 조합해보
고 이 글을 봤을 때 comfortable place라는 편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3회기]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 이걸 
또 말하면 샘이 또 알 것 같은데. 어휴 어떡해. 다 말
해버리는 것 같아요. (웃음) (···) 이것도 다 알 거예요. 

정말로 선생님을 알 수밖에 없어. [4회기]

저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까발리는 그런 느낌도 있었
던 것 같아요. 전 평소에 누군가와 함께 (나를 표현) 
하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쓸 때 조금 부끄러운 부
분도 있었고. 아. 써도 되나?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4회기]

 (작품을 감상하며) 사실 좀 더 설명하고 싶었어요. 
(···) 그렇게 말을 하면 선생님이 자세하게 조금 더 자
세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네요. [6회기]

그림 9. 나의 워드 클라우드 [4회기]

3.3 정서 표출 및 상호작용의 촉진
A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그림과 소리, 문자, 움직이

는 것 등 융·복합적인 효과에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감각적인 자극을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활성
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원격 기술을 통한 A와 치료
사와의 가상공간은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대안적 공간을 제시하여, A의 자기방어를 감소시키고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심리·정서적 정화를 경험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원격의 실시간 기능을 통한 
즉각적인 상호작용은 A의 소통 욕구와 이전에 경험하
지 못했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효과를 나타
내었다.

그림 10. 융·복합적 매체 작업 [7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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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잘 된 것 같은데요. 중간에 모델 사진과 노래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 영상이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요. (웃음) [7회기]

괜찮은데요. 맘에 들어요. 이렇게 합시다. 생각보다 예
쁘게 된 것 같아요. [4회기]

그림 11. 원격 실시간 시연 과정 [1회기]

[원격 시연 과정 중] ((화면에 마우스 움직이는 것 보
여요?)) 네 ((제가 이곳에 원격 미술이라고 폴더를 만
들었어요. OO님도 이따가 저처럼 폴더를 하나 만드
셔서 작업한 것들을 한곳에 보관하면 돼요.)) 네 ((우리
가 사용할 프로그램에 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회
기]

((그래피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요.)) [원격으로 그래피티 작업 시연 화면 공유 중] (어
떤 이름으로 해볼까요? 슈즈 어때요?) 네. 좋아요. [글
자나 색, 효과 등 내담자에게 물어보며 흥미, 관심 이
끌며 시연 중] ((하는 것 보니깐 어때요?)) 괜찮아요. 
[2회기]

그림 12. 참여자 작업 중 원격 실시간 반응 [4회기]

아무거나 써도 되죠? ((네 떠오르는 것 아무거나 쓰면 
돼요.)) 어 이거 글자가 너무 띄어져서 써지는데요. 
((위에서 그 부분 드래그한 후에 왼쪽 위에 클릭해보
세요. 밑에 언더바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 지우면 돼
요.)) (···) 특별한 것인데, 좋아하는 것을 적었네... [치
료사가 내담자 글 작성 중 실시간 반응해 주었음] [4

회기]

디지털 미술치료가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는 잘 맞는 
거 같아요. 미술재료 같은 거 혼자 하면 어려움이 많
을 수 있는데, 디지털로 하니까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미술표현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잘 해결할 수 있고. 
마음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요. [인터뷰]

직접 만나서 하는 게 그림 그리고 표현하는 게 부담스
러운 사람한테는 이렇게 원격 디지털이 더 나을 거 같
아요. [인터뷰]

3.4 미술치료 활동 통한 안정감 경험
A는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자신의 내·외적 심리적 상황을 창의적으
로 표현하며, 의미 있는 활동에 몰입하는 모습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는 과거나 미래의 우울하
거나 불안한 심리적 상황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 현재
의 창의적 표현 행위에 몰입된 자기를 발견하며,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가격리라는 특수한 환경이나 몸의 변화나 불안한 
심정 같은 거... 이거를 안 했더라면 제 몸에 난 알러지
나 불안한 상황에 집중했을 텐데. 거기 있으면 솔직히 
되게 우울해질 수 있고. 갇혀있다는 거 자체가 혼자 
방 안에 있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 (불안한 생각 
말고)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장점이었던 
거 같아요. [인터뷰]

미술치료 하면서 도움이 됐던 건 시간... 정해진 시간
에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 자가격리하면서 혼자 있으면 아무
래도 아무 때나 자고 이러는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시간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됐어요. 생활 리듬이나 
흐름이 깨질까 봐 걱정했는데, 그게 있으니까 도움이 
됐어요. [인터뷰]

자가격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
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자가격리하는 동안 외
롭고, 힘들 수 있는데. 이런 거 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
잖아요. (···) 이런 게 잘 이루어지면 자가격리하는 사
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3.5 긍정적 미래 조망과 성장의 욕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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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과정 중에 그동안 억압했
던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표출하며 해소감을 경험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A는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창의적 표현 과정을 통해 성장의 
욕구 표출과 불명확했던 자신의 미래를 명료화하며 긍
정적인 미래를 조망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13. 미래의 나의 모습 [6회기]
 

사진 찾을 때 좀 어려움 있었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뭔가 좀 음... ‘나의 꿈이 이랬구나’ 이런 생각. 이걸 보
고 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런 좋은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6회기]

이 작품에는 좋아하는 장소, 물건 등을 넣어보았다. 개
인적으로 이 작품은 마음에 무척 든다. (···) 내가 이런 
장소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에게 또 다른 영감
을 준 작품인 것 같다. [소감문]

멋진 나의 미래의 모습이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고 (···) 미래에 진짜 내가 이렇게 됐으
면 좋겠다는 생각 (···) 달콤한 꿈이라도 꾼 것처럼 너
무 기뻤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었지. 사진을 
찾아보고 표현하는 건 다른 느낌이니까. (···) 긍정적이
고 희망적인 미래의 모습을 담아내는 작품이니까. 긍
정적인 게 좋았어요. [인터뷰]

그림 14. 디지털 초대장 [7회기]

도전해봐라! 이런 거 해볼까요? [‘여기서 너의 꿈을 도

전해 보아라’ 작성함] (···) 미래에 대한 거? future 
party 됐네. ‘너의 미래를 밝혀라’ 선생님 영어로 알려 
주세요. [실시간 채팅으로 알려줌] (···) 날짜를 언제로 
할까. 진짜 파티하는 거 아니야 (웃음). 23일. 검정고
시 다음날이에요. [7회기]

3.6 미술치료 과정 통한 자기 변화의 인식
A는 디지털로 보관된 자신의 지난 작품을 통해 치료 

전 과정을 통한 성장과정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하였다. 
A에게 이러한 경험은 처음과 달리 변화된 자신을 명료
하게 재인식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예전에는 중간에 포기했었어요.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요.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건 조금 낫네요. [4회기]

그림 15. 미술치료 전 과정의 작품 변화 [7회기]

처음보다 뭔가 화려해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조금 
단순했다면 지금은 사진도 훨씬 많이 넣고, 처음에는 
되게 단순하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네. [7회기]

끝나고 나서 내가 완성을 하고 뭔가 하긴 했네. 하나
를 해냈다는 느낌 (···)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까지는 하기 싫으면 포기하고 안 했는데. 이제는 
내가 변화하고자 하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것
도 알고,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한다고 마음을 가졌어
요. [인터뷰]

시간 약속을 잘 지킨 거에 대한 보람도 있고. 예전 같
으면 내가 그러지 못했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요. (···) 그렇게 한 게 잘 한 거 같아요.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이뤄내는 건 힘들잖아요. 저는 그 시간에 
만족해요. [인터뷰]

내가 열심히 끝까지 해낸 거. 포기하지 않고 한 거 
(···) 이번에는 안 그랬으니까 나에 대해서 칭찬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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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어요. 충분히 열심히 했다. 노력했다고. [인터뷰]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원격 디지털 미술
치료 체험이라는 주관적 경험세계에 대한 근본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연구 사례의 독특성을 이해하고자 현
상학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34개의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다시 공통된 10개
의 주제로 주제묶음 하였다. 최종적으로 ‘자가격리 심
리·정서’,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의 제한성’, ‘원격 디지
털 미술치료의 긍정성’이라는 3개의 대주제가 도출되었
다. 연구 참여자 A는 코로나19 자가격리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외로움, 고립감, 불안 등 심리·정
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자가격리라는 물리적으로 
제한된 상황에 의해 원격으로 진행된 디지털 미술치료
는 A에게 초반에는 어색함과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디
지털 매체의 미숙함으로 만족스러운 미술 표현을 하지 
못하는 등 제한성을 보였다. 그러나 디지털 매체에 차
츰 익숙해지면서 원격 디지털 매체의 다감각적인 자극
과 즉각적인 상호작용성을 통해 적극성과 자발성이 촉
진되었고, 디지털 매체로 표현한 미술작품을 통해 자신
을 객관적으로 외현화하며 자기 탐색과 변화된 자기 인
식, 그리고 긍정적 미래를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자
가격리 전에 파악하여 위험군을 스크리닝하고, 심리적 
건강 위험군에는 자가격리 동안 적절한 ‘심리적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는 유학 
생활의 부적응과 코로나19로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이 
차단된 상황에서 유학 이전 병력인 우울증 증상이 악화
되어 귀국하였지만, 정부의 ‘해외 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라는 특수한 상황은 새로운 환경의 
불편함, 답답함, 외로움, 고독감, 관계 및 진로 불안 등 
복합적인 심리·정서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처럼 코로
나19의 자가격리는 물리적 환경의 통제에 따른 스트레
스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불안을 촉
발할 수 있다. 특히 A처럼 정신건강 병력이 있거나 불

안정한 상태에 있는 대상자들의 자가격리 상황의 경우
는 일반적 상황과 달리 더욱더 심리·정서적 불안을 가
중하여 위험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자가격리자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자가격
리 전에 파악하여 위험군을 스크리닝하는 것이 필요하
며, 심리적 건강 위험군에는 자가격리 하는 동안 적절
한 ‘심리적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고 사료된다. 또 이러한 전문적 심리지원 개입은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후 일상으로 돌아가 적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의 심리적 건강 돌봄에 있어 몇몇 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흥미 유발은 물론 다감각 자극 촉진
을 통한 내담자의 내·외적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
출하고 인식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개입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술치료는 위기 상황과 위기중재 
시설에서 치료적 개입으로서 유용하며[8], 인간의 건강
한 힘을 재발견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의의
가 있다[19]. 또한 시각적으로 외현화하는 미술의 특성
은 마치 거울처럼 미술작품을 만든 사람을 비춰주어 자
신의 모습을 대상화해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인식
하게 돕는다[20]. 특히 디지털 기술 기반을 사용하며 미
술치료의 방법 및 재료에 관한 새로운 시도인 디지털 
미술치료[21]는 디지털 매체의 다감각적인 자극과 융·
복합적인 표현 기능을 통해 흥미, 자발성 및 적극성, 자
기표현 및 탐색 등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
가 있다[15]. 더불어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는 기존 미술
치료의 ‘치료사-내담자-작품’의 삼자관계를 가상현실의 
잠재적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가상공
간은 자신만의 따뜻하고 수용적인 경계인 치료적 ‘안전
한 틀’[8]을 제공하여, 탈중심화된 가상의 공간에서 자
유롭게 ‘참 자기(True Self)’를 드러내고 강렬한 감정
적·정서적 힘인 ‘정화(Catharsis)’를 경험하게 한다
[22][23]. A는 디지털 미술치료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수용적이고 안전한 가상의 공간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
을 그림의 상징적·은유적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출하고 
탐색하였다. 또한 미술작품을 치료사와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라는 중
재적 공간의 심리적 안정감과 통제감을 인식하며 평소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657

와 달리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드러내고, 현재 처한 
자신의 상황을 재해석하거나 반성하는 등의 성찰적인 
태도가 촉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가 제공하는 가상의 공간은 A에게 자
기 탐색 및 재인식의 경험을 더욱 촉진하게 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성찰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심리·정서
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자가격
리 후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원격 미술치료 개입이 코로나19라는 감염성 질
환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담자에게 적용 가
능하다는 시사점을 지닌다. 원격 미술치료는 기존에 암
이나 다른 질환을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도[24][25]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코
로나19 상황처럼 대인 간에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원격 미술치료는 효과적인 개입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A가 언급하였듯이 타인과의 직접적
인 만남이 부담스러운 내담자에게는 더욱 효과적일 것
이라 본다. 또한 질환의 특성으로 타인과의 만남이 제
한되는 환자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지역적으
로 미술치료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내담자를 
중심으로 원격 미술치료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미술치
료 체험을 파악한 최초의 연구로서 큰 의미가 있다. 특
히 평소에 우울증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상황
에 처하게 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건강을 
돌보는 전문적인 심리치료 중재로서 원격 디지털 미술
치료의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자의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체험을 단일사례로 파악하
였고, 현상학적 관점에서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세
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
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추후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체험을 파악하는 
데 있어 연구 참여자의 성, 연령, 심리적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사례가 다양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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