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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드라마 참여자들의 자기실현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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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이코드라마에 참여한 개개인들의 자기실현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총 50시간의 사이코드라마 교육 과정에 참여한 일반인 13명으로, 이들에게
사전과 중간, 사후의 세 번에 걸쳐 자기실현 검사를 실시하여 다층모형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사
이코드라마 과정에서 자기실현의 변화 과정은 참여자들 개인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전체
적으로 보았을 때 사이코드라마를 실시하는 동안과 실시하고 난 후의 자기실현 경향의 성장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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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드라마는 행위를 통해 자발성을 계발하

사람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고 인간 내면의 창조성을 일깨운다. 여기서 말하

있다고 하였다. 즉 사이코드라마에서 인간 내면의

는 자발성과 창조성은 인간의 타고난 잠재력을

자발성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일컫는다. 그래서 사이코드라마는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자기실현이라고 할 수

힘으로서의 잠재성 곧 자발성과 창조성을 일깨우

있다.

고 실현하고자 한다.

사이코드라마에서의 자발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Moreno(1924)는 사이코드라마를 진실의 연극이

문화보존성(cultural conserve)인데, 문화보존성의 대

라는 말 이외에도 행위과학, 자기해방, 혹은 정신

표적 예는 개인이나 사회의 모든 변화에 저항하

의 완전한 실현화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또한

는 정상증(normosis)과 로봇화(robopathy)이다. 그리

그는 사이코드라마의 관객들은 그 지역사회에 거

고 사이코드라마에서의 자기실현 혹은 진정한 생

주한 모든 사람들이며, 이러한 광적인 열정과 환

존의 의미는 그러한 정상증과 로봇화에서 벗어나

각적 영역에서의 삶의 전개는 고통으로부터의 회

변화를 추구하는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

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최헌진, 2003 재인용)고

가겠다는 것이다(최헌진, 2003). 한편 이부영(2002)

하였다. 이는 사이코드라마가 어떤 특정인을 대상

은 자기실현을 통해 인간은 더 많은 것을 보지만

으로 하거나 치료의 방법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

그만큼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확장하고 확대하는 것

더욱이 인간의 개성을 억압하는 획일적․전체주

임을 의미한다.

의적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실현, 또는 개성화

최헌진(2003)은 사이코드라마가 치료라는 용어

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친다고 하였다. 그는

로 한계 지워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사이코드라마

자기실현이나 개성화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

란 생존을 위해 인간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탐구

이 아니고 고통을 감내하는 힘을 주고 고통에서

하고 개발하며 인간 확장을 지향하는 총체적․실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획일적

천적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이코드라마는

사회에서의 자기실현과 개성화는 사이코드라마에

인간의 확장을 추구하며, 현실의 경계를 확장하고

서의 로봇화에서 벗어나 자발성을 살리고 생존한

인간의 한계와 능력의 확대를 도모한다고 하였다.

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사이코드라마가 인간의 숨겨진 잠재력,

자기실현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 자기긍정과

즉 자발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면 이를 자기실

관련된 사이코드라마 문헌을 살펴보면, Karp(1998)

현의 개념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자기실현 이론

는 사이코드라마에서의 나누기가 주인공의 자기

을 종합적으로 발달시킨 Maslow(1970)는 자기실현

수용을 돕는데, 이는 타인의 경험에 의해 타인들

이란 한 개인이 그가 고유한 인간으로 실현할 수

에게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가능성을 최대한 수용하고 표현한 상태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카타르시

라고 하였다. 이부영(2002)은 Jung의 자기실현이란

스는 감정표출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패턴에 대

자기가 되는 것이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한 통찰 혹은 자기이해, 자기긍정을 초래한다고

나온 나의 모든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통합

하였다. 그리고 Osherson(Gershoni, 2003 재인용)은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전체 정신을 실

오랫동안 고통스런 경험을 해온 주인공과의 사이

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의식에 존재하며, 모든

코드라마에서 매우 높은 정도의 자기수용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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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음을 보고하였다.

급 교육 50시간을 이수한 후 본 교육 과정인 사

국내에서는, 임계원(1981)의 정신과 환자의 심리

이코드라마 실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극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심리극 실시 전과

의 연령은 21세에서 45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후에 자기실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긍정성을

평균 연령은 30.4세이다. 성별은 여성이 10명, 남

제외한 나머지 모든 척도, 특히 시간성과 자기수

성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성이 높아짐을 밝혔다. 성금영(1983)이 대학생들
에게 실시한 사이코드라마 전과 후의 자기실현검

사이코드라마 진행과 연구 절차

사 결과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
는데, 이는 전문적 교육 경력이 미흡한 검증되지

본 연구의 사이코드라마를 전체적으로 진행한

않은 디렉터가 사이코드라마를 진행한 결과이다.

디렉터는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에

박준희(1996)는 퇴원한 만성 정신과 환자에게 사

서 인정하는 1급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이고, 사이

이코드라마를 실시한 결과, 자기실현검사의 하위

코드라마 디렉터로서의 경험은 23년이며, 약 1000

척도 중 특히 자기수용성, 자기긍정성이 현저히

회 이상의 사이코드라마 실연 경험이 있다.

호전되었고 시간성, 인간관계, 포용성도 호전되었

본 사이코드라마는 총 50시간 동안 실시되었는

다. 이상에서의 사이코드라마와 자기실현과의 관

데, 1주일 간격으로 두 번의 2박 3일, 즉 4박 6일

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사이코드라마가 자

동안 실시되었다. 1인당 평균 사이코드라마 진행

기실현에 변화를 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대상과

시간은 나누기 시간을 포함하여 약 2시간 44분이

디렉터의 전문성에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었다. 사이코드라마 진행 과정에서 집단 구성원들

이와 같이 사이코드라마에서 추구하는 것이 고

은 주인공의 보조자 역할에 참여하였다.

통과 변화를 통해 인간이 자기확장을 하는 자기

참여자들에게 첫 2박 3일 시작되기 전과 끝난

실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코

후, 그리고 두 번째 2박 3일이 끝난 후에 총 세

드라마와 자기실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미

번의 자기실현검사를 실시하였다.

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사이코드라마 효
과 연구는 참여한 집단 전체의 평균을 내어 결과

측정 도구

를 보기에 구성원 개개인의 변화 정도를 살펴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코드라마에 참여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자기실현의 변화를 알

개개인의 자기실현 변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자기실현검사는 Shostrom
이 1963년에 개발한 인격적 지향검사(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 P.O.I.)를 김재은과 이광자

방 법

(1983)가 한국문화수준에 맞도록 표준화한 검사로,
총

1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Maslow(1970)의 자기실현이론에 근거를 두고 자기

연구 대상

실현에 포함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측정하
본 연구의 대상은 사이코드라마 실습 교육에

도록 제작된 검사이다. 이 검사에는 10개의 하위

참여한 일반인 13명이다. 이들은 사이코드라마 초

척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실현검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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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결과만을 살펴보았다.

제1수준의 모형은 개인 간 모형으로서 직선효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기실현검사의 신뢰도
(Ch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과를 포함하는 모형으로 나타내고 사전검사를 기
준시점으로 하였다. 한 개인의 특정 시점에서의
능력을 추정하는 제1수준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자료 처리

제1수준 모형

사이코드라마의 자기실현검사에 대한 효과를

Yti=π0i+π1i ati+eti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의 사전, 중간, 사후 점

eti ~ N(0, σ2)

수를 가지고 다층모형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접근 모형을 성장궤도 모

위의 식은 사이코드라마의 진행에 따른 각 개

형(growth trajectory model)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인별 행동성장을 탐색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준거

데, 이 2수준의 위계적 선형 모형은 Bryk와

변수인 Yti는 t 시점에서의 i번째 학생의 자기실현

Raudenbush(1987)가 학생의 성장궤도와 그 변화를

점수로, 측정시점을 나타내는 ati가 0일 때 학생의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값(π0i), 측정기간 동안 i번째 학생의 자기실현 점

본 연구에서의 변화과정 추정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각 개인의 능력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수의 평균 선형변화율(π1i ) 그리고 잔차(eti)로 표현
된다.

를 규명하고자 하므로 2수준의 다층 선형모형으

πqi(q=0, 1, 2)는 성장궤도의 모수치이다. π0i는

로 접근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

개인의 초기 상태, 즉 사전검사 점수를 의미한다.

간 비교가 아니라 개인 내 변화를 추적하는데 목

π1i는 직선궤도 계수로서 개인 i의 성장속도로 해

적이 있기 때문에 배경변인을 별도로 설정하지

석된다. 검사 시기를 나타내는 ati는 개인 i의 t시

않았다. 따라서 자료는 단순히 각 개인별로 사전,

점에서의 연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검사 시점

중간, 사후 검사 결과가 분석대상이다. 이 자료에

을 연령으로 할 때, 그 값은 0, 1, 2 중의 하나이

는 2수준의 다층모형이 적합하다. 분석을 위한 모

다. 이러한 조건에 맞도록 자료를 SPSS 프로그램

형식은 종속변수인 사이코드라마 참여자들의 자

을 통하여 재조정하였다.

기실현검사 점수가 실험과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

제2수준 모형은 다음과 같다.

것으로 가정하여 설정하였다. 따라서 사이코드라
마 효과에 의한 피훈련자들의 성장 속도를 제1수

제2수준 모형

준 및 제2수준의 선형 성장궤도 모형으로 분석하

π0i = β00 + r0i

였다.

π1i = β10 + r1i

2수준의 성장궤도 모형은 제1수준 모형인 개인
내 모형(within-subject model)과 제2수준 모형인 개

이 모형은 각 개인의 성장궤도를 그 집단의 평

인간 모형(between-subject model)으로 구분된다. 개

균적 궤도 모수치(β00, β10)와 이로부터의 각 개인

인내 모형은 각 개인의 관찰된 변화, 즉 한 개인

의 무선적 이탈효과(r0i, r1i)로 표현하고 있다. β00

의 종단적 변화는 그 개인의 성장궤도와 무선오

은 사이코드라마 실시 전(측정시점을 나타내는 ati

차의 함수로 가정한다.

가 0일 때)의 자기실현검사 점수의 평균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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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β10은 측정기간 동안 선형 성장률 평균을 의

표 1. 자기실현검사의 사전․중간․사후의 개인별 점수

미하는 계수이다. 이 모형은 각 개인의 성장궤도
모수를 설명하는 변인을 설정하지 않는 무조건적

검사 시기
주인공

사전검사

중간검사

사후검사

모델로서, 각 개인의 성장궤도 모수치의 변산은

1

249

261

257

전체적 평균 모수치를 중심으로 한 각 개인의 무

2

250

245

246

선적 이탈에 의한 것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각

3

261

264

274

무선적 효과들은 다원 정상분포를 이룬다고 가정

4

212

230

222

5

245

257

265

6

213

233

240

7

243

251

261

8

239

246

214

9

218

217

226

10

226

235

237

11

217

228

209

12

205

221

268

13

207

265

268

평균

229.87

244.13

245.60

표준편차

17.52

16.18

20.67

한다.
이상의 모형들을

추정하기 위하여 Bryk,

Raudenbush 및 Congdon(1996)의 HLM 6.0을 사용하
였다.

연구결과
자기실현검사 사전․중간․사후의 개인별 점수
자기실현검사에 대한 개인별 사전․중간․사후
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제1수준 모형의 추정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번 참여자는 자기실현 경
제1수준 모형인 각 개인의 성장궤도 모수는 최

향이 평균보다 높은 상태로 출발하여 사이코드라

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 OLS)에 의하

마를 실시하는 동안과 실시하고 난 후의 성장속

여 추정되었다. 사이코드라마에 참여한 13명의 자

도는 평균적 경향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실현검사의 개인별 성장궤도를 추정하면 표 2

반면에 2번 참여자는 자기실현 경향이 평균보다

와 같다.

높은 상태로 출발하지만 자기실현 경향성이 오히

최소자승법에 의한 성장궤도의 추정은 개인적

려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준의 궤도 추정에서 더 나아가 집단 수준에서
의 평균적 궤도도 추정할 수 있다. 표 2의 하단부

이상의 각 개인의 성장궤도를 추정하는 데 있
어서의 각 모수추정치의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최소자승법에 의한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절편의 신뢰도는 개

집단전체의 평균적 성장궤도는 MYt = 437.590 +

인 수준의 성장궤도 추정치들의 평균적 신뢰도이

11.154*X로 표현된다. 평균적 성장궤도는 위에서

다. 여기서 초기상태를 나타내는 절편의 신뢰도는

본 각 개인의 성장궤도나 집단적 경향과 어느 정

0.815로 매우 높다. 또한 성장속도의 신뢰도 역시

도로 비슷하거나 이탈했는가를 판단하는 준거가

0.620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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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기실현 점수의 개인별 성장궤도 추정 결과

성장궤도는 최소자승법(OLS)에 의해서 추정되었는

각 개인 ID

절편 π0i

성장속도

데 비해서, 제 2수준의 위계적 선형모형의 모수는

Level-2 Unit

INTERCPT1

X slope

EM 방법에 의한 베이즈 추정치이다. 제 2수준 모

1

476.667

5.000

2

467.000

-3.000

3

486.167

13.500

4

418.833

5.500

5

459.500

16.500

6

406.000

25.000

7

453.500

9.500

위 식에서 괄호 안에 표현된 부분은 피험자 전

8

450.333

6.000

체의 평균적 궤도로서 개인 수준의 성장궤도를

9

416.167

-8.500

예측할 때 작용하는 오차 부분이다. 그리고 표 4

10

439.167

-1.500

를 볼 때 평균성장 속도는 11.154(t=2.601, p<

11

406.833

18.500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12

401.167

3.500

라서 사이코드라마 참여자들의 사전검사에서부터

13

407.333

55.000

사후검사까지의 성장 궤도는 출발점인 사전검사

형의 추정치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상태 437.590에서
출발하여 성장속도는 11.154이다. 각 계수를 성장
궤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MYt = 437.590 + 11.154X + (r00 + r1iX + eti)

의 능력상태 437.590에서 중간검사와 사후검사 시

The average OLS level-1 coefficient for INTRCPT1

마다 11.154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437.590
The average OLS level-1 coefficient for
X = 11.154

제2수준 모형의 무선효과 추정
각 개인의 성장궤도가 평균적 성장궤도로부터

표 3. 자기실현 점수의 제1수준 모수 추정치의 신뢰도
제 1수준 모수

신뢰도

절편 π0

0.815

성장속도 π1

0.620

어느 정도로 이탈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결과는
표 5와 같다.
초기상태인 사전검사에서 참여자들의 능력모수
치의 평균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37.590이
고, 표준편차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6.891

다층분석에 의한 결과에서 성장속도와 개인별 차

로서, 초기상태의 변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나타났다(χ2=64.877, p<0.001). 이 결과는 각 개인
의 자기실현 점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수준 고정효과 모수 추정

그리고 성장속도의 개인차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χ2=31.552, p<0.01). 위에서 살펴보았듯

평균적 궤도는 위계적 선형모형 중 제2수준의
모형에서 다시 추정된다. 제1수준의 모형 평균적

이 성장속도의 평균도 11.154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t=2.6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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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2수준의 최종 추정치들
고정 효과

계수 추정치

추정의 표준오차

t-ratio

유의도

초기평균능력

β00

437.590

7.937

55.132

0.000

평균성장속도

β10

11.154

4.288

2.601

0.023

표 5. 각 개인별 성장궤도의 변산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산

자유도

χ2

p

초기상태

π0i

26.891

723.104

12

64.877

0.000

성장속도

π1i

12.666

160.429

12

31.552

0.002

제1수준 오차

eti

14.033

196.92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적 성장속도가 유

드라마가 참여자들의 자기실현 경향성을 높이는

의하고 개인 간 변산 또한 유의하므로 본 연구의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대상이 다르고

참여자들 간에 사이코드라마를 실시하기 전의 자

연구방법이 다르지만, 사이코드라마가 참여자들의

기실현 경향성이 차이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사

전반적인 자기실현 척도를 상승시켰다는 점에서

이코드라마를 실시하고 난 후의 자기실현 경향성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코드라마의

의 발달 속도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실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임계원(1981)과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들 간의 개인차는 크지만

박준희(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이코드라마가 참여자들의

사이코드라마가 인간의 확장을 추구하며, 현실

자기실현 경향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 경계를 확장하고 인간의 한계와 능력의 확대

보여주는 결과이다.

를 도모하는 것(최헌진, 2003)이라면, 이는 바로
한 개인이 그가 고유한 인간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을

논 의

최대한 수용하고

표현한 상태

(Maslow, 1970)인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기실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가 참여자 개개인의 자

현이 낮다는 것은 현실에서의 내적 저항이 높다

기실현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사이코드라마 과정을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통해 실제적인 내적 저항이 많이 감소함과 더불

먼저 참여자들의 자기실현검사의 개인별 성장

어 자기실현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궤도를 추정한 결과, 참여자들 간의 개인차는 크

사이코드라마를 시작할 때부터 자기실현도가 높

지만 평균 성장속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

다고 해도 사이코드라마 과정에서의 감정표현이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이코

나 행위화를 통해 한층 더 그 성장 정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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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들이

객관적인 측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극복해 내었다

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

는 자신감은 그만큼 더 높은 자기실현감을 느낄

이다.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인공의 개인 내 변화를

한편, 평균보다 높은 자기실현 점수에서 시작한

보고자 하였으므로 별도의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주인공 중에서 주인공3과 5를 제외한 5명(주인공

않았다. 그렇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가능한 통제

1, 2, 7, 8, 10)은 성장속도가 평균보다 낮다는 것

집단을 두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다. 이는 사이코드라마를 경험한 후 자신이 지

본다.

니고 있던 균형들이 한순간 깨어지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이것이 오히려 자신을 보는 시각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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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 of Self-Actualization
in the Participants of Psychodrama

Kim, Sang-Hee

Lee, Young-Soon

Kyungsung University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of reveal the degree of change in the self-actualization of each participants of
psychodrama. The number of subjects was 13 who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al course of psychodrama for 50
hours. Self-actualization test were used three times in pre-test, middle and post-test. And the results were
scrutinized by multilevel analysis. As a final result, the changing precess of self-actualization in psychodrama was
very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dividual protagonist. Considering the whole processes, the growth speed of
self-actualization tendency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prosess of psychodrama and post-psychodrama.

Key words : psychodrama, self-actulization, multi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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