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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격이론은 치료자가 임상자료를 조직화하는데

I. 서

도움이 되며 치료에서 중재하는 시기와 성질을 결정하

론

는데 도움을 준다. Moreno (1974) 는 조작적으로 성격
심리극(Psychodrama)이란 정신치료법의 한 방법으
로 J.L짯Moreno의 방법론과 철학, 그리고

이론에 촛

점을 둔 행동실천방법 (action method)를 사용한 치료

고 일치되는 또

관찰할 수 있는 역 |행 태 로 정의 내

린다.
Bischof(1970)는 Moreno의 성격이론의 기본개념둘

법이다(Fine, 1967).
심리극의 방법에서.：
는 개 인이 .단순히

을 각 개 인이 자아로써 동일시하게 배운 통일된 그리

자신의 문제에

관하여 말하는 대신에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을 즉 사회 원자 (social atom), tele, 분위 기조성 (war
ming-up) ，역할놀이 (role playing) , 자발성 (spontane-

양식

ity), 창조성 (creativity) 의 보존과 같은 개 념들을 고

과 실험 분석 (experimental analysis) 의 양식, 참여 분

찰하면서 전이 (tranceference) 와 공감(empathy) 은 일

주는 것으로써 인지 분석 (cognitive analysis) 의
석 (participatory analysis) 의 차원을 통합시 켜

주고

있다.
특별한 심리극 절차는 표현과 자각，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그리고-행태변화를

이용한

다 . .그리 고 나와 타인의 만남 (existential I-Thou enco
unter) 에서 출발하여 즉각적인 순간의

방적 인 관계 이 나 tele는 사람과 사람 사이 에 전해지는
가장 단순하고 강렬한 감정 단위로서 한 개 인이 다른사

연속과정인 생

활에 촛점을 맞춘다 (Fine, 1967).
정신신치료과정옛서는 감정완화와 통찰력을 얻고 전
이되는 관계를 통합 작업이 주요 치료목적으로 감정과

람과 반응할 수 있고 또한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자아의 시작으로 이러한 심리극 과정중의 tele를 구별
하여 강조하였다.
심리극 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적절하고 적응적인 방
법으로，자발적으로 각 순간에 대처할 인간최초의

능

력을 되찾는 것이다(Moreno and EJefthery, 1975).
심리극은 현재 여러 관점 에서 실행된다. 치료를

지

-생각들을 말로 표!현했으나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다.

도하는 사람들의 개성과 배경이 있는 만큼

많은 종류

Moreno (1946) 에 의하면 심리극에 서는 정신치 료와는 달

의 심리극이 있다. Moreno의 고전적인

리 현재의 현실성이 인지되 어 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1959,1969) 에 더하여 정신분석학적인 기틀의 참조를가

심리극(1946,

그리고 Blatn삶 (1973)는 심리극의 참여자는 acting-

진 심리극(Sack, 1960), 심리극적 집 단치료학(Corsini,

out하려는 욕구틀 통찰의식속으로 이끌어 주는 acting

1957), Adlerian emphasis를 지닌 심리극(Starr,1977)

-in이라는 통로로 전환시키도록 하여 야 한다고 했다.

상호작용적 분석 , 원시 적치료와 실재 치료모필 (Yabb-

따라서 감정표현과 동시 에 개 인의 자아인식 (self-awa

nsky, 1978), 사회 적 인식된 유형 (Haskell, 1975) ，그

reness) 를 발달시키도록 한다.

리고 소심한 임상가들을 위한 심리극(Leventon,1977)
까지도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연극의 치료적 도입 (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지도 : 이 근후 교
수)

근후, 1977), 정신 질환에 대한 심리극 효과 (김유광,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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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980,1981, 임계원，1981) 등이 있다. 저자는 입
원환자군의 개방 집단에서의 심리극 적용에 있어 각기

다른 질적 , 양적 증상을 갖는 환자에 있어서의 다각적
문제점 에 접근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입원된

정

신증 및 신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향후 이에 관한 광범
위하고도 구체적인 연구를 위한 예비적
신증 및 신경증환자의

연구로써, 정

심리극 상 황 (psychodramatic

situation) 에서의 심리극과정 (process) 상의 특징과, 환
자의 병전성 격 (personality muke-up) 과 진단과

심리

극과정 의 특징 간의 유의 한 관계, 감독 (director) 의 심
리극 치료기 법 (behavioral practice) 으로

역할놀이 를

실시한 바 얻어진 결과를 관찰하고 각 환자를 유형별
로 분류해 보고, 또 청중의 반응을 관찰하며 임상적 특
징에 관하여 개관코저 하였다.

(1) 개인적 배경진단
전체 심리극을 35희 실시하여 주연역 할 35명과 보조
자아역할에 참여했던 86명의 성별, 연령 별, 교육 정도
결혼상태, 교육정도 및 진단분포는 표 1과 같다.
성 별분포는 남녀 비율이 1 : 2로 여자환자의 참여 가많
았다. 연령 분포는 20대가 주연 23명 (65.7%),

보조자

아 66명 (76. 7%)으로 과반수였으며 다음의 10대, 30대
40, 로 비슷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주연 21명 (60

% )，보조자아 67명 (77. 9%) 이 였고, 기혼의 경우 주연.
14명 (40%), 보조자아 19명 (22. 1%) 이 였다.

E. 연 구 대 상 및 방법

교육정 도는 주연이 고졸 13명 (37.1%), 다음으로 대

1982년 8월 4일부터 1983년 4월 21일까지

약 9개월

간 이화여자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된 환자 중 매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실시된

35회

의 심리극에 참여 했던 주연 (protagonist) 33명 (이중 2
명은 2회의 심리극에 참가) 과 보조자아 (auxiliaryego)
86명 (동일 인이 재 참여 시도 계 산함) 과 심 리극에 참여 한
인원중토의과정 에서 발언이 요청된
31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청중 (audiance)

연구방법은 본 저자가 감독으로서 주연 및 보존자아
로 참여 했던 환자군의 심리 극기 록일지 및 병.력일지 를

학재 학이 8명 (22.9%), 중졸이 7명 (20%) 순이 었으며,
보조자아는 대학재 학이 29명 (33.7%), 호졸 27명 (31.4^
% ), 대졸 17명 (19. 8%) 순이 었다. 진단분포는 주연에
서는 신경증상태가 19명 (54. 3% )이며 , 이 중 전환신경
증 및 보상신경 증이 각각 6명 (17.1%), 4명 (11. 4%) 으
로 많았으며 정신증상태 는 13명 (37.1多) 으로 정신분열 '
증, 회 복상태 가 10명 (28.6%), 조울층 2명 (5.7%), 정
동성 정신분열증이 1명 (2. 9%) 이 었다.

보조자아는 신.

경증환가 40명 (47. 7%) 이 였으며 이 중 보상신경증환7ᅡ
17명 (19. 896) 이었고 정신증상태 가 41명 (47.7%) 군 이

검토하였으며 또한 심리극을 참관하셨던 교수 2분의

중 조울증 27명 (31. 4%) 이 였으며 정신분열증환자가 13:

의견을 참조하였다.

명 (15.1%)이 었다.

연구내용은 주연 및 보조자아역 할에 참여한 환자 또
는 정상인의 1)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 교육정도, 진
단 둥에 대한 배경전반을 조사하고

그 특징 을 검토한

(2) 주연역할로 참여한 환자에서의 심리극상 특징
본 저자는 주연 35명을 대상으로 심리극상황에서와

뒤 다시 주연역 할로 참여 하였던 전체 환자의 심리 극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 과정 에서 유형 별로 대별_

황에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 본 결과 7군의 소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

본 저자

는 분석 과정 에서 유형 별 소집 단으로 분류하고 여 기에

집단별 증례의 병전성격, 진단 및 심리극 과정상의 특

서 각 증례별 (2) 병전성격, 진단 및 심리극 과정상의
특징 과 심 리극행 위실천기 법으로 역할놀이 를 실시 했을

징과 감독의 심리극기법 으로 역할놀이 를 실시 한 바 얻

때 얻어진 효과를 열거하고 (3) 각 집단별 청중의

집 단 1은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 었던 환자중 비교적
회복단계 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중에서 심리극

반

응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몇가지 제약점을 갖는 바, 본 저자 자
신의 감독으로서의 객관적 평가의 문제, 심리극기록내

어진 결과를 열거하면 표 2—8과 같다.

을 실시 한 바

‘정신증집 단 (psychotic group) ’ 이라 칭

했으며 다른 집 단에 비해 잔재된 정신증적 증상으로 심

용상의 신빙 성문제, 병 력진단상 주치 의의 객관적 평가

리극상황시 혼란을 겪 었으며 병전인격 또한

가 문제될 뿐 아니라, 청중의 반응으로 감독이 임의로

성 성격이 8명중 5명 (62. 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역할

선택한 청중의 의견 및 분석과정에서 객관도가 결여되

놀이를 시행한 결과 외계자극에 대한 수 용 (perceiving

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더욱 이런 점에 유념하여 본

the environment), 감정 표현 (emotional expression),

연구에 임하였다.

정 신분열

역할행 위 (role behavior), 습관조절 (controlling habit)
의 立과률 올릴 수 있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Table 2

Contents

*

No. of Protagonist N ：35 (96)

No. of Auxiliary Ego N : 86 (96)

Sex
Male

12(34. 3)

28(32. 6)

Female

23(65. 7)

58(67. 4)

Age
10—19Ys

4(11.4)

7( 8.1)

20—29Ys

23 (65. 4)

66 (76.7)

30— 3 9 Y s

3( 8.6)

1 ( 1. 6)

40—49Ys

4(11.4)

5( 5. 8)

50—59Ys

1 ( 2. 9)

7( 8.1)

Unmarried

21 (60. 0)

67(77. 9)

Married

14(40. 0)

19 (22.1)

Elementary

2( 5.7)

3( 3.5)

Middle

7(20. 0)

1(11.6)

Marital status

Education

High

13(37.1)

27(31.4)

College

8(22. 9)

29 (33.7)

Postgraduate

5(14. 3)

17(19. 8)

Diagnosis
Normal

11(12. 8)

Neurotic Level
Marital Problem
Anxiety Disorder
Ajustment Disorder
Conversion Disorder
Dysthymic Disorder
Posttraumatic Stress D.
(Compensation Neurosis)
Somatization Disorder
Substance Use Disorder
(Alcoholism)
Anorexia Nervosa

2 ( Z. 3) —
2( 2.3)
2( 2.3)

1 (2. 9) —
1 ( 2. 9)
6(17.1)
2( 5.7)
4(11.4)

—19(54. 3)

1( 1.1)
2( 2.3)
17(19.8)

3 ( 8. 6)
1 ( 2. 9)

4( 4.7)

1( 2. 9) —

1( 1 .1 )-

1( 2.9) —
1 ( 2. 9) — 2(5 .7)
—

1( 1.1) 一

10(28. 6) —
2( 5.7) —13(37.1)

13(15.1)27(31.4)

—41 (47.7)

Borderline
Borderline Personality D.
Schizotypal Personality D.
Antisocial Personality D.

— 2( 2.3)
1( 1 .1 )-

Psychotic Level
Schizophrenic Disorder
Major Affective D.
(Bipolar Disorder)
Schizoaffective D.
Organic Mental Disorder

—41 (47.7)

1( 2. 9) —

1( 1.1) —

1( 2. 9) —ᅳ 1 ( 2. 9)

2( 2 .3 )- _

2 ( 3. 3)

Case

1

Sex

Age

F

25

Personality - Diagnosis
Narcissistic

Schiz.

Char, of psychodramaticprocess
Autistic,

Perceiving the

Soliloquy (+)

environment

F

20

Schizoid

Schiz.

Persecutory delusion (+)

3

M

17

Dependent

Schiz.

Auditory hallucination (+)

4

M

18

Schizoid

Schiz.

2

Result of psychodramatic
technique

Auditory hallucination (+)
. Perceiving the
environment

Withdrawl, evasive

5

29

F

Schizoid

Schiz.

Regression

Emotional

Hostility (+)

expression

Autistic,

Role Behavior

Projection, Denial
6

M

16

Obsessive

Schiz.

Withdrawl

Emotional

F

27

Schizoid

Schiz.

No insight,

Controlling

Distort habit

habit

expression
7

35

F

8

Schizoid

Schiz.

Obsessive

Hallucination (+)

Emotional

Persecutory delusion (+)

expression

Table 3. Characteristics of Group 2 CDramatic’ Group)
Case

Sex Age- Personality

Diagnosis

Char, of psychodramatic process

Result of psychodramatic technique

F

42

Histrionic

Conversion D.

Conversion reaction

Emotional expression

10

F

22

Histrionic

Compensation N.

Hysterical acting out

Changing distorted habit

11

F

23.

Histrionic

Compensation N.

Dramatic gesture

Changing distorted habit

9

12

F

23

Histrionic

Conversion D.

Dramatic gesture

Desensitization

13

M

24

Histrionic

Conversion D.

Dramatic gesture

Insight

14

F

29

Histrionic

Conversion D.

Denial, Projection

Insight

15

F

29

Histrionic

Conversion D.

Repeat shock situation

Desensitization

16

F

47

Dependent

Organic mental

Dramatic gesture

Perceiving the

Histrionic

disorder

Passive-

Somatization D.

17

F

32

Aggressive
18

M

25

Histrionic

Conversion D.

environment
Repeat complained

Perceiving the

somatic symptoms

environment

Blocking, dramatic

Role behavior

gesture

참조).
집 단 3는 극적 인 (dramatic) 표현을 많이 했던 집 단

감각둔화 (desensitization)，통찰력 (insight), 역할행 위

으로 ‘ 연극적 집단 (dramatic group)’ 이라 칭했으며병

찰력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심리의
집 단으로 생각된다 (Table 3 찰조) .

적성격 또한 히스테리성 성격이 10명중 8명 (80.0%)으

외계자극에 대한 수용동의 효과가 있었으며 비교적 통
효과가 좋았던

로 대부분이였으며 역할놀이를 시행한 결과 감정 표현,

집단 3은 심리극과정상 행동표출이 그대로 노출되었

변경 (changing the distorted habit),

기에 ‘행동표출집단(acting-out group)’ 이라 칭하였다

잘못된 습관의

Case
19
20

Sex

Age

Personality

Diagnosis

M

32

Passive-

Compensation

aggressive

neurosis

Passiveaggressive

M

41

Char, of psychodramatic process

Result of psychodramatic technique

Acting out

Emotional expression

Compensation

Outburst of repressed

Emotional expression

eurosis

hostility

Table 5. Characteristics of Group 4 (‘Defensive，Group)
Case

21

Sex

Age

Personality

Diagnosis

Char, of psychodramatic process

M

28

Borderline

Borderline

Evasive, defensive

personality D.

fast speaking

22

F

24

Obsessive

-Anxiety D.

23

F

22

Borderline

Schizotypal

Result of psychodramatic technique
Emotional expression

Defensive, withdraw】

Emotional expression

Evasive

Emotional expression

personality D.

Alteration of
self image

Table 6. Characteristics of Group 5 (‘W ishful，Group)
Case

Sex

Age

Personality

Diagnosis

24

M

16

Dependent

Schizophrenic D.

Sibling rivalry

Emotional expression

25

M

20

Dependent

Dysthymic D.

Dependency

Self awareness

Char, of psychodramatic process

Result of psychodramatic techniquo

Table 7. Characteristics of Group 6 (‘Affection，Group)
Case

26

Sex

Age

M

22

27

F

28

F

29

F

Personality

Diagnosis

Char, of psychodramatic process

Cyclothymic

Schizophrenic D.

Expression of

Perceiving the

unreal world

environment
Emotional expression

Result of psychodramatic technique

Cyclothymic

Bipolar D.

Suicide setting

24

Cyclothymic

Bipolar D.

Distractibility

Emotional expression

20

Cyclothymic

Schizoaffective

Expression of

Concentration and

emotional turmoil

will power

23

병전 성격은 2명이 모두 수동 공격성 성격 (passiveaggressive personality) 으로 역할놀이 로써 감정 을 표

명 (33. 3%) 으로 주연의 본질적 인 문제 가 노출되 지

현하게 하였으나 달리 ‘act-out’을 fact-in’으로 바꿀수

칭했다. 역할놀이기법으로 4명 모두 감정 표현이 이루

않

았으므로 유형 상 ‘방어 적 집 단 (defensive group) ’ 이라

있는 좀더 변화있는 심리극 기법사용이 필요하지 않았

어졌으며 증례 23에서는 자아상의 잘못된 인식을 변경

나 생각된다(丁able 4 참조)

할 수 있었음은 역할놀이 기법으로 좋은 효과를 가질수

집단 4에서는

병'전성격이

경계성 성격 (borderline

personality)이 3명 중 2명 (66.7%),

강박적 성격이 1

있었다(Table 5 참조).
집단 5는 심리극 과정상 강한 의존욕구 및 소원 • 소

Case

Sex

Age

30

F

31

F

Personality

Diagnosis

Char, of psychodramatic process

29

Borderline

Adjustment D.

Outburst of repressed

27

Passive-

Result of psychodramatic technique
Role behavior

hostility
Dysthymic D.

Projection

Emotional expression

dependent
32

F

24

Histrionic

Anorexia nervosa

Self-contemptuous

Self awareness

33

M

49

Passive-

Alcholism

Repressed hostility

Self awareness

aggressive

Synical

Obsessive
34

F

50

Borderline

Somatization IX

Fixed personality

Role behavior

Somatization D.

Evasive, projective

Emotional expression

Histrionic
35

F

26

Passiveaggressive

Table 9. The Audiance No. Of Response Asked by Director in the Discussion of Psychodramatic Subgroup
Group

1
No.
(%)

2
No.
(%)

3
No.
(%)

No comment

13
(16. 7)

8
( 9.3)

1
( 5.6)

Pointed out psychotic
state or problem

15
(19. 2)

36
(41. 9)

5
(27. 8)

2
( 6.7)

2
(13. 3)

33
(38. 4)

8
(44. 4)

23
(76. 7)

8
(53. 3)

10
(11.6)

4
(22. 2)

5
(16. 7)

5
(33. 3)

Comment

Related opinion

4
No.
{%)

5
No.
{%)

6
No.
(%)

7
No.
{%)

Total
No.
(%)

6
(17. 6)

1
( 2.0)

29
( 9.3)

13
(25. 5)

73
(23. 4)

18
(52. 9)

19
(37. 3)

109
(40. 4)

9
(26. 5)

18
(35. 3)

90
(28. 8)

Sympathy or
encouragement

39
(50. 0)

Dependence on
religion

6
( 7.7)

6
( 1.9)

Expressed familiar
expenance

5
( 6.4)

5
( 1.6)

Total

78
(100)

86
(100)

망이 컸던 집단으로 ‘소원집단(wishful

18
(100)

group)’ 이라

30
(100)

15
(100)

34
(100)

성격은 4명 (100%)이 모두

51
(100)

312
(100)

순환성 성격 (cyclothymic

칭했다. 병전성격은 2명 (100%)이 모두 의존성 성격이

personality)으로 역시 역할놀이기 법이 원활치 못했으

었고 강한 의존욕구로 역할놀이 자체가 원활히 이루어

나 4명중 2명 (50%)에서 감정표현의 좋은 기회가 되어

지지, 못했으며 , 자신와 통찰이 어 려웠고 역할놀이기 법

졌고 그 외에 외계자극에 대한 수용, 집중과 의지력향

으로 얻어진 효과는 감정 표현과 자아인식 (self-awar

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Table 7 참조).

eness) 이 었다 (Table 6 참조) .
집 단 6는 심 리극과정 상 혼란스런 감정 상태 로 말미 암
아 ‘정동집 단 (affective group) ’ 으로 칭하 였 으 며 」
병전

집 단 7도 역시 앞의 집 단 4,5, 6과

마찬가지 로 내적

인 갈등으로 감장 표현이 어려워 ‘갈등 집 단 (conflict
group)’ 이라 칭하였으며, 병전성격은 수동 공격성 성

격이 6명중 3명 (50%), 경계성 성격이 6명중 2명 (33%

샤검사 등을 통하여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것이 라고 주

이 었다. 치료자 자신은 역할놀이 기법중 역할역전이 가

장하였다.

임 계원 (1981) 도 6명의 환자군에서 자아실

유용할 것으로 생 각되 었고, 역할행 위 , 감정표현, 자아

현 검사에 의한 치료효과틀 평가하여

인식의 효과가 있었다(Table 8 참조).

얻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긍정 적 인 결과률

본 저자는 특히 정신과입원환자의 개방군에서의
(3) 청중의 반응
심 리극과정 의 종결 단계 에 해 당되 는 토론과정 에서 치
료자의 요청 에 의해 발언했던•청중 312명의 반응을 분
석한 결과 집단 1에서는 잘 모르겠다, 할 말 없다등의
발언없음 (no comment) 이 13명 (16.7%) 이 었고, 관련
의견 (related opinion) 의 제시 없이 병적상태를 지적한
경우가 15명 (19. 2% ),

동정 을 표한 경우가 39명 (50. 0

% )、종교에 귀의 6명 (7.7%), 또는

유사한 경험이 었

다고 토로한 경우가 5명 (6. 4%) 으로 뒤의 두 반응이
주목할 만 하다.
또한 집 단 2에서는 연극적이고

과장된 행동에 대한

지적이 36명 (41. 9%)으로 매우 많았으며 , 집 단 1에 비
해 동정 또는 격려 가 10명 (11. 6%)으로 작게 나타났다.
집 단 3에서는 환자 자신의 성격적 문제 임을 지적하
는 것이 5명 (27. 8% )이 었으며 행동 표출을 저지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관련의견이 8명 (44. 4% )이었다.
집 단 4에서는 환자 자신의 문제 임을 지적하는 것이
2명 (6.7%),

심

리극실시 로 주연역 할을 단일환자에 1희 또는 2회로 그

관련의견이

23명 (76.7%) 이 었으며 공감

집 단 5는 '소원집단’ 으로 문제 지적이 2몇 (13. 3%),
관련의견이 8명 (53. 3%)이 었으며，공감 또는 격려가 5
명 (33. 3%) 이 었다.
집단 6은 ‘정동집단’ 으로 문제지적은 없었고 관련의
9명 (26.5%)이

었는데 강한 정서적 표출은 문제로 지적되지

않은 것

같다.
집 단 7은 ‘갈등 집 단’ 으로 환자 자신의 내적 인 갈등
을 지적한 것이 13명 (25. 5%)이 었으며 , 관련의견이 19
명 (37. 396), 공감 또는 격려가 18명 (35. 396) 이었다. 집
단 7에서도 주연의 내적인 갈등올 외부로 투사하는 경
우 주연 자신의 문제임을 지적하는

추적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집 단 상호간의 반응
을 청중의 반응으로 평가하고자 했으며, 심리극

청중의 의견이 많

았던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술 (역 할놀이 기법 증 역할제 시 (foie presentation) 와 역
할역 전이 (role reversal) 만을 사용함) 의 효율성의 달라
졌던 점으로 분석과정에서 7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

단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Mead (1934) 에 의하면 자아는 공동체 안에서 타인에
대한 공동체와 사회와의 자아의 관계를 변경시킴이 없
이는 결코 재편성되지 않는다고 했고，Abraham(1959
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 욕구는 자아실현이 라는 일반적
인 높은 차원 하에서 범례 지워 진다고

했다. 따라서

M ᄋreno의 심리극은 인간으로 하여 금 스스로 생 각하게
끔 자극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것을
기구 또는 장치를 발전 시켰던 것이 다.

내포하는

또한 Moreno

(1964) 는 환자는 자아의 발견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배
적이고 분석적인 의견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는다면 환
자는 학습할 수 있는 좀 더 좋은.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할 놀이에 의해 경험의 학습은 좋은
치료방법이 라 생각된다.
심리극과정상 주연을 선택한 뒤에는 보조자아의

또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보조자아를 사용한다. 보통
감독은 심리극 전반에 있어 책임을 지고 보조자들은강
독의 치료적 요원아 된다.

Gestalt therapy의 창시자

인 Peris(1969) 는 일반적인 심리극을 반대하였는데 이
는 치료자의 보조요원이 치료를 방해하여 개 인의 자체
탐구를 벗어나게 하며 보조원들 나름의 계획서를 가지
고 치료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원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고 하였다. 본원의 보조자아의 구성을 보면

안

선

택이 있게 되는 데 보통 집단의 임원 중에서 택하거나

11명 (12. 8%), 환자가 75명 (87.2%) 으로

W. 고

상황

시 주연으로 참여 한 환자의 특성에 따라 심리 극적용기

워간다고 했기 때문에 치료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해석

또는 격려가 5명 (16. 7%) 으로 낮은 편이었다.

견이 18명 (52.9%), 공감 또는 격려가

쳤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변화에 대한

정상인이

전문적 훈련

을 받육 보조자아는 없었다. 따라서 보조자아의

훈련

여부에 따라 심리극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조연구가
심리극 실시에 있어 치료효과에 대한 문제는 많은는
란이 있어 왔으나 결론은 주로 주관적 경험에 의한 것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Mann (1966) 은 시한부 정신치료 (time-limited psyc-

이 었고, 몇몇 보고에서 만 객관적 평가를 하였다(Solo

hotherapy) 에 의해 환자의 중심적 주제 즉 역동적 사

mon, 1970), Slawson (1965) 은

건이 정리되는데 최소한 12회의 Session이 필요하다고

다면성 인성검사, 로

했다 . 그러 나 본원에서는 단 주연환자 2명을 제외하고

자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된 환자중 매주

는 모두 1회의 심리극을 실시한 바 소기의 정신치료효

35회의 심 리극에 참여 한 주연 35명과 보조자아 86명및

꽈를 거둘 수 없었으나 개방군에서는

토의과정에서 발언이

각 환자의 문제

룰 여러 환자와 함께 해결하므로써 첫째는 자신의 감

요청된 청증 312명을

실시된
대 상으로

하여 이들의 개인적 배경전반을 알아보고 심리극상황

정과 encounter 할 수 있으며 집단간의 상호교류를 증

에서 특징 적 인 소집 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 단별 병 전성

신시킨다는 점에서 역시 치료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하

격 및 진단，심리극 과정상의 특징과

겠 다.
그리고 심리극의 치료적 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치료

심리극 표현기법상 역할놀이를 적용한 바 다음의 몇가

자의 능력으로 치료자의 역량에 의해 치료효과가 크게

청중의 반응 및

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1) 주연 및 보조자아의 남녀 비는 1 : 2였으며 20대는

달라진다. 감독은 치료자이며 분석가로서 환자가 보여

주 연 (65%), 보조자아(76% )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학

주는 단서에 귀를 기울의고 이것이 이끄는

력은 고졸이 상이 주연 (74%),

결론에 따

리•갈 수 있어 야 한다고 했다(walker, 1974).

또한 치

료자는 환자가 그의 문제 를 탐구하는데 쓰는 여러방법
즉 심 라극의 과정 에 대해 서는 능동적 이고 지시져일 수
있는 반면에 진지한 환자중심의 상호성을 유지 해야만
된다고 했다(김유광，1981).
심리극 상황에서 실시되는 기법, 즉 행위 실천의 적
용방법 상 전문적 기술훈련 (professional

skills train

ing) , 주장훈련 (assertion training)，감각 둔화, 역할

보조자아 (86%) 로 비교

적 높은 교육정도를 i •였고, 대부분이
진단분포는 주연은 신경증상태 가 54%,

미흔이였으며
정신증상태 가

37%이 었으며 보조자아의 경우 신경증상태가 48%, 정
신증상태 가 48%이었다.
2) 심리극 상황의 특징에 따라 7군으로

분류했으며

각 집단의 특징상 ‘정신증적’ ‘연극적’ "행동표출’ "방
어적’ ‘소원’ ‘정동’ ‘갈등’ 집단으로 분류했으며 역할
놀이에 의한 결과를 열거하면 외계자극에 대한 수용,

놀이, 자발성 훈련 등이 있으나 본 저자는 심리극 기'

감정표현, 잘못된 습관의 변경，감각둔화，통찰력주지

법상 역할놀이 에서 역할제시 , 역할역 전이룰 주로 썼으

잘못된 자아상에 대한 수정, 자아의식，집중과 의지력

며 얻어진 효과로는 의계자극에 대한 수용，감정표현,

증진, 역할행위의 효과가 있었다.
3) 심리극 토의과정 중에 치료자에 의해 발언이 요

잘못된 습관의 변경, 감각 둔화, 통찰력 주지 , 잘못된
자아상에 대한 수정, 자아인식, 집중과 의지력 증진,
역할행위 등의 효과가 있었다.
심리극 과정상 정신증상 즉 망상과 환청이 있는 경
우에 심리극표현기법의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
며 모든 스집 단에서 역할놀이만을 사용했으나
표현기법의 다양화를 추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각 증례별 표

현기법간의 비교 •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신분석학적 기틀위에 심리극의 치료자는 감정과 생
각을 행등으로 표현하도록 이끌어 주며 , 요컨대

모든

심리극의 참여자들이 그들의 감정을 발산하고, 감정정
.화가 퍼지고 집 단이.. 그들의 인간감정 의

일반 • 유대를

서 로 느끼 도록 해 주는 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개방군에서의 각 증례별 특징과 역할

청되었던 청중의 반응전반을 살펴보면 관련의견이 312
명중 109명 (40.0% )，동정 또는 격려가

312명중 90명

(28. 8%) 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적상태 또는

문제점 을

지 적한 것이 312명중 73명 (23. 4%) 이 었다. 문제점을지
적받은 집단은 집단 1(정신증적 집단), 집 단 2 (연극적
집 단) , 집 단 3 (행동표출집 단) ,

집 단 7 (갈등집 단) 이었

다. 집단 1에서는 종교에 귀의 또는 유사경험을

토로

한 청중이 각각 78명중 6명 (7.7%), 5명 (6. 4%) 이 었다
향후 개방군 또는 폐쇄군에서

각 증례에 유용한 표

현기법적용에 의한 치료효과의 비교 *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고, 심리극역할에 따른 역할간의

상호작용

에 관한 요인 및 추적조사, 객관적인 평가가 발전되어
야 할 것이다.

•놀이를 통한 심리극의 효과를 살펴본 바 역할(주연,보
.조자아, 감독, 청중)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객관적
인 평가 및 관여하는 요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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