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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위한 다양한 심리치료법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뇌졸중을 치료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물리치료이

다. 그러나 환자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심리치료법이 환자의 예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

다. 이는 뇌졸중이 정서장애와 감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술가, 상담가, 문예학자, 교육학자 등이 

함께 참여한 뇌졸중 치료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뇌졸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 뇌졸중(Stroke), 심리치료(Psychotherapy), 물리치료(Physiotherapy),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

I. 서 론

뇌졸중 환자는 뇌혈관의 급성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해 운동 및 

감각, 언어, 인지 기능 장애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뇌졸중 환자는 

감정변화가 심하다. 따라서 치료사는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존하

여 치료하기보다는 환자가 원하는 치료요법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환자가 개인적 흥미를 느끼는 것일수록 

치료도 빨라지고 예후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치료법을 

소개하고 이를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뇌졸중은 환자의 의지와 심리적 상태에 따라 예

후가 달라진다. 그러나 현재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수단이 주로 물리치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뇌졸중에 관한 다양한 심리치료법을 제시하고, 이를 디지털 콘텐

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뇌졸중과 다양한 심리치료법

1. 뇌졸중 환자를 위한 문학치료

뇌졸중으로 인한 감정변화로는 우울과 불안을 들 수 있다. 우울

은 만성적인 슬픔이나 즐거움의 상실에 기인한 기분 장애로 볼 수 

있으며, 환자의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 역할이 많을수록 심하게 나

타난다. 뇌졸중 후에 나타나는 우울은 ‘뇌졸중 후 우울(Post 
stroke depression: PSD)라고 한다. 발병 초기에는 주로 생물학적 

요소와 관련되지만, 후기에 발생하는 우울은 사회적 기능과 관련

이 있다.

1.1 시치료

뇌졸중 환자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절규를 경험한다. 자신

의 심각한 고통을 마음껏 표현한 시인의 시를 읽음으로써 환자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감정의 변화를 경

험한다. 예컨대 환자의 몸부림과 질병의 고통을 절규하게 하는 라

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는 우울하고 쓸쓸한 상태에 빠진 우울증 환

자가 치료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심리치료에 효과

적이다.

1.2 이야기치료

뇌졸중 환자는 치료를 받으러 올 때 많은 이야기를 한다. 대체

로 비관적이고 비난하는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뇌졸중

이 만든 삶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문제로 가

득한 이야기(problem-saturated stories)’로 만든다. 한 마디로 환

자는 문제 속에 갇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
것을 다르게 바꾼 것이 ‘풍부한 이야기(thick description)’이다. 
뇌졸중 환자의 이야기 치료의 목표는 문제로 가득한 이야기를 풍

부한 이야기로 바꾸는 데 있다. 풍부한 이야기가 더욱 강화되면 

‘대안이야기(alternative stoey)’라고 말한다.

2. 뇌졸중 환자를 위한 예술치료

뇌졸중 환자는 만성적인 우울에 시달릴 수 있는데 식욕 감퇴나 

과도한 식욕, 불면증, 과다수면, 낮은 자기 존중감, 주의력 결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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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애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뇌졸중 후 우울(PSD)’에 시달

리는 환자에게 물리치료만으로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 물리치료와 

병행한 감각장애 재활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2.1 미술치료

뇌졸중 환자를 위한 미술치료는 특별히 ‘임상미술치료(Clinical 
Art Therapy)’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진과 함께 임상에서 

주로 미술이라는 시각 매체를 활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를 

도모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컨대 표 1처럼 이중섭의 ‘가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그림들은 뇌졸중 환자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

깨워 자신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표1 가족을 주제로 한 이중섭의 그림

2.2 음악치료

뇌졸중 환자를 위한 음악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접근 가능하다. 
첫째, 즉흥연주는 환자가 음악적 매개 수단인 목소리, 신체 소리, 
타악기, 현악기, 키보드, 목관악기 등을 선택하여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즉석에서 소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소리에 반응

하는 자신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음악을 통해 자신의 고통과 우울

을 투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음악적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둘째, 노래는 환자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표현하고, 외로움을 달래

줄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기쁨과 슬픔, 내
면의 희망과 좌절 등을 드러낸다. 치료사는 환자가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심리치료를 할 수 있

다. 셋째, 음악심상(music imaging)은 음악을 듣고 이미지화(자유

연상, 투사적 이야기, 이미지, 느낌, 신체 감각, 기억 등을 통해) 
하는 모든 경험을 일컫는 말이다. 환자는 치료사가 제공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따라 심상을 경험하면서 치료사와 대화한다. 음악치료

는 심리치료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환자의 억압된 감정을 이완시켜 

신체에 활기를 주며,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한다.

III. 결 론

뇌졸중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뇌졸중 환자의 약 20% 
정도는 3~6개월 사이에 회복이 약 90퍼센트 나타난다. 최근에는 

물리치료 외에 다양한 치료법을 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치

료법을 제시하였다.
차후에는 이러한 심리치료법을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

례로 이중섭의 가족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뇌졸중 환자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앞으

로 환자의 심리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

이 디지털 콘텐츠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스

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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