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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드라마 연구에 관한 동향 분석
－2011년～2020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정 화 정* ‧ 최 승 은**
(인하대학교/박사과정, 인하대학교/연구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사이코드라마가 심리
치료와 교육영역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학문적, 실천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 사이코드라마와 관련
주제어로 ‘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심리극’, ‘사회극’ 등을 선택하여
KCI등재(후보)지 논문 중 내용이 주제와 적합하고 중복되지 않는 총 111편의
연구대상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 발행처 동향과 연구방법의 유형과 내용의
동향을 조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코드라마 주제 관련 학술지 논문은 총 28개의 기관에서 111편의
논문이 발행되며 세부 주제와 대상의 다양성을 선보였다.
둘째, 연구방법의 유형에서는 질적연구 41(36.9%)편, 양적연구 30(27.0%)
편, 문헌연구 28(25.2%)편, 혼합연구 12(10.8%)편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연구방법별 내용에서는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대상, 연구방법, 프로그
램 구성을 분류하고 각각 그 차이를 기술하였다.
사이코드라마의 영역 구분의 한계에도 이 논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이코
드라마 관련 주제에 관한 학술논문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사이코드라마의 세부 주제와 대상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교육적·치
료적 영역 확장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주제어

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심리극, 사회극, 연구동향,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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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12월 이후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보건
복지부와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심리지원을 진행하며 지역 상담 센터들과 손을 잡고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재난지원금이라는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OECD가 2011년부터 발간해 온

뺷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뺸에서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관계 단
절, 정서적 절망 등의 영향으로 33개국 중 32위의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한국은 1970년대 농경에서 산업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며 세계의 이목을 끌만
큼 짧은 기간 비약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가족
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형태를 바꾸는 데 일조하였고 경쟁적 사회 분위기와
불평등은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의 욕구만큼이나 불안과 우울을 가져왔다. 생
산성이 강조되는 사회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
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다.1) 우울증과 조울증, 자살, 이혼, 실직, 가정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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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상실감 등 물질문명의 발달로 찾아온 마음의 건강 문제는 특정 환자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2)
건강한 삶은 스스로 낯설고 위험한 감정을 탐험하며 자신의 무의식을 받아
들이고 충분하고 완전하게 체험하는 것으로 자신의 두려움, 분노나 예민함을
경험하고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이루게 된다.3) 건강한 삶을 위해 예술 매체는
심리적 치유의 도구로 카타르시스(catharsis)를 제공하며 변화를 돕는다.4) 특
히, 사이코드라마(Psychodrama)는 심리치료의 도구 가운데 ‘재연’을 치료적
과정으로 만들고 정서를 활성화하는 기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 상황을 재
연하고 이때 경험되는 강렬한 정서를 그대로 수용하고 확대하며 그전에 시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5)
사이코드라마라고 하면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환자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
았으나 최근에는 심리적 문제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의 TV프로그램에 사
이코드라마 전문가들이 출연하면서 자연스럽게 심리치료 과정이 방송에 노출
되었고 이는 일반 대중의 인식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국내에서는 ‘심리극’
으로도 불리며 교육, 심리치료, 상담,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는 집단치료의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6)
연구 동향 분석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에서 부족한 점, 혹은 연구주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하나의 학문이 학문적 위상과 독자적 영역
을 차지하려면 질 높은 연구성과를 통한 탄탄한 이론이 형성되고 발전 가능성
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다. 연구 동향 분석은 특정 목적을
가진 주제나 대상의 연구 동향을 살핌으로 통찰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인간
의 복잡하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을 풍부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사
1) 서동우,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역사｣, 뺷신경정신의학뺸, 49(2), 2010, 145쪽.
2) 이진남, ｢철학상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뺷철학 실천과 상담뺸, 1, 2010, 122
-124쪽.
3) 칼 로저스, 주은선 옮김, 뺷진정한 사람되기뺸 (서울: 학지사, 2009), 211쪽
4) 송시내, 뺷싸이코드라마의 연극적 양상 연구뺸(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석사, 2004),
8-13쪽.
5) 티안 데이튼, 김세준·이상훈(역), 뺷사이코드라마 매뉴얼뺸, 시그마프레스, 2012, 257
-261쪽.
6) 윤일수, ｢TV 프로그램의 사이코드라마 방영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뺷한민족어
문학뺸, 0(60), 2012, 193쪽, 237-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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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며7) 특정 주제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시
사점을 제공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8) 사이코드라마에 관한 연구는 다양
하고 비판적인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이미 이루
어진 연구에서 연구주제와 대상, 시사점과 제언이 이후 연구자료의 질적 성장
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코드라마의 연구 동향 분석 중에서 이미옥(2011)은 ‘사이코드라마학회
지’의 1998년 창간호부터 2010년까지의 게재된 논문 총 103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실험, 조사, 문헌연구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이미옥의 연구 이후 2011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사이코드라마를 주제로 한 학술지 논문의 연구 동향을 탐색하고, 사이코드라
마의 연구 방향과 적용 범위의 최신 흐름을 제시하며, 학문적 정체성을 논의하
는 계기를 만드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코드라마의 연구 발행처 및 발행연도의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사이코드라마의 연구방법의 유형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사이코드라마의 연구방법별 내용 동향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사이코드라마
최근의 사이코드라마는 정신 치료를 넘어 일반인들의 자기인식과 자기성장
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박미리(2019)는 연극치료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
로 사이코드라마의 잉여현실과 역할교대를 기법을 통해 주인공과 관객의 통찰
에 주목하며 성장과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9)
사이코드라마는 전문가(director)가 주인공이 가지는 생각과 내면의 이야기
7) 오세훈,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과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7-10쪽.
8) 김정란, 장유정, 조항,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의 트라우마(trauma) 연구동향｣, 뺷상
담학연구뺸, 20(1), 2019, 2-4쪽.
9) 박미리, ｢사이코드라마 기법을 통한 자기인식 사례 분석｣, 뺷연극예술치료연구뺸,
-(11), 2019, 3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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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극적 기법으로 시각화하고 몸을 통한 행위로 표현하며 무대 위 ‘지금-여
기’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드러내는 치료적 기법이다. 주인공은
자기가 가진 문제 상황의 재연을 통해 나와 다른 대상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기
어려웠던 자기의 보이지 않는 부분과 집단에 대한 고정된 인식에 변화를 경험
하게 한다.10)
사이코드라마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크게 관심을 끌던 1921년 모레노(J.
L. Moreno)에 의해 창시되었다. 모레노는 비엔나의 한 정원에서 아이들이 정
해진 대본이나 연습 없이 즉흥극을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자발성과 창조성을
발견하였다. 그는 아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며 극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며 인간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자발성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모레노는 이러한 자발성 감소 현상을
감정적 장애가 있는 상태로 과거의 경직된 감정과 기억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
았다. 그는 자발성 상실을 바로잡기 위해 연극적 기법을 도입한 ‘자발성 극장
(das Stegreif Theater)’11)을 시작으로 사이코드라마, 역할놀이, 소시오메트리
(sociometry) 등의 개념을 만들고 발전시켰다.
사이코드라마는 워밍업, 공연, 나누기의 3단계 절차로 진행되는데 반 이상의
시간은 공연에, 나머지 시간은 워밍업과 나누기에 할애한다. 워밍업은 집단이
긴장을 풀고 주인공을 선발하기 위해 초점을 지금 여기로 가져와 불편한 감정
을 처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다. 주인공이 선정되면 배역과 보조
자아의 역할훈련이 이루어지고 장면을 설정하여 감정을 정화하는 공연 단계를
거쳐 나누기 단계에서는 관객이 함께 통합의 과정을 경험한다.12)
모레노는 사람을 역할의 복합체로 보았는데 역할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는
역할과 개인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이코드라마’와
‘소시오드라마’로 분류하였다. 사이코드라마가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
다면 개인과 집단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 간의 분쟁 등 집단의 공통적인 문제
에 초점을 두고 다루는 방식을 소시오드라마라고 한다. 소시오드라마는 사이
코드라마 보다 자기 표출이 적고 공유된 역할에 관심을 가지며 치료보다는 교

10) 최헌진, 뺷사이코드라마뺸, 학지사, 2003, 75-80쪽.
11) 티안 데이튼, 김세준·이상훈(역), 앞의 책, 194-195쪽.
12) 위의 책, 4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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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가깝다.13)
사이코드라마가 국내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74년 신경정신의학지에 조현병
환자를 위한 치료의 방법으로 소개되었다. 본격적인 치료는 1975년 김유광이
국립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극적 방법의 사이코드라마를 시작하면
서 정신과 병원의 치료적 기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사이코드라마의 인
식은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환자들을 위한 집단정신치료의 기법으로 정신질환
자체의 부정적 이미지가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식되기도 했다.14)
국내에서 사이코드라마의 학문적 연구는 1982년 임계원의 석사 학위논문과
김유광의 학술지와 박사학위 논문을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 김혜남, 최헌진,
김수동, 김정일 등이 모레노의 이론과 사이코드라마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내놓으며 더욱 활성화되었다. 최헌진은 1997년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
마학회’를 창립하고 1998년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를 창간하면서 교육과 연
구의 전문적인 장을 마련하였다.
최근 사이코드라마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검증되면
서 상담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에서도 ‘역할극’이라는 표현으로 사이코드라
마의 역할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역할을 이용한 방식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준다.15) 이러한 방식은
상담이나 교육에서 역할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16)
최헌진은 모레노가 사이코드라마를 진실의 극장으로 정의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하나의 치료법으로 고착되고 있는 방식을 안타까워하며 인간을 매 순
간 변화하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사이코드라마를 과학적·철학적·예술적·총
체적·행위적 학문임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사이코드라마가 인간의 생존을 위
해 인간 잠재력의 기본으로서 자발성과 창조성을 탐구, 개발하고 정신확장을

13) 패트리샤 스텐버그, 조성희, 김광운(역), 뺷사회극: 원리와 적용뺸, 학지사, 2012, 2629쪽.
14) 윤일수, 앞의 논문, 193쪽.
15) 전은희, ｢사이코드라마가 미혼모의 우울, 충동성, 자존감 및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4쪽, 54-55쪽.
16) 권희숙, 2018; 김경미, 2012; 박승희, 2011; 박성, 2017; 박현아, 2020; 엄나영, 2014;
이은하, 2015; 정희승, 박승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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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최헌진의 이러한 정의는 사
이코드라마의 영역이 문제의 해결을 넘어 인간성장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며 최근 들어 변화되고 있는 사이코드라마의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주었다.17)

2.2 사이코드라마 연구 동향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사이코드라마 관련 부분별 동향을 분석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유채영(1999)은 우리나라 최초로 사이코드라마 관련 경향 분석 연구인 ‘한국
싸이코드라마 연구경향분석’을 발표하였다. 사이코드라마 연구를 처음 시작한
1974년부터 1998년 8월까지 석·박사학위 논문 51편을 대상으로 학문적 정체성
과 실천적 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방법, 디렉터의 특성, 참가
자의 특성,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정신의학을 전공한 디렉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양적연구 위주의 연구가 이루어짐을 밝혔고 아쉬운 점
으로 참여자의 발달단계나 특정 유형의 연구가 부족함과 연구성과에서 이론화
가 이어지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이론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상희, 천성문(2004)은 사이코드라마의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에서 사이코
드라마의 연구 경향성을 파악하고 차후 어떤 연구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
해‘사이코드라마의 국내 연구동향과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중 경험적 연구논문 총 57편을 대상으로 연출자의 특성, 참가자 특
성, 실행방법,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분석 틀을 사용한 결과 1996년부터 관련
논문이 늘어난 것과 교육학을 전공한 연출가가 많다는 것을 밝히며 구체적이
고 체계적인 연구의 아쉬움과 사이코드라마가 적합한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미옥(2011)은 사이코드라마 주제의 연구 동향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사이
코드라마 학회지의 창간호인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총 103
편의 논문을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헌연구(48.5%)와 실험연구(46.6%)가 사이코드라마 관련 연구의 대다수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연구에서는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관점 및 이
론에 대한 심층 이해를 집중해서 연구된 것을 분석했고, 실험연구 분석에서는
17) 최헌진, ｢싸이코드라마의 정의｣, 뺷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뺸, 2(1), 1999, 1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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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검사 필요성의 제안과 연구대상의 다양성의 필요를 지적하였다. 이미옥은
자신의 연구에서 사이코드라마 집단치료 수요자의 증가, 연구자들의 다양한
활동영역의 확대, 연구자료의 증가 등의 변화는 이미 대중의 달라진 사이코드
라마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도가 지나면서 전반적으
로 논문의 양이 많아진 점과 대부분의 연구가 문헌연구와 실험연구로 이루어
진 점을 이야기하였다. 실험연구의 경우 성인·일반인 대상의 연구가 주를 이루
었고 충 프로그램 소요시간은 11시간～20시간이 가장 많았다. 이미옥은 조사
연구의 미약함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문헌연구가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관점 및
이론에 집중된 결과를 보며 다른 이론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
하면서도 사이코드라마의 출발 시기부터 전체적 흐름을 제시한 것에 의미를
주었다.
박수병(2014)은 1998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사이코드라마의 프로그램 효과
성과 관련된 총 39편(학위 논문 15편, 학회지 논문 2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프
로그램 효과 영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박수병은 효과성을 영역별로 인지, 정서,
사회 영역으로 나누어 분류하면서 효과성 관련 연구의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유채영 연구에서 참여자 특
성을 참고하고, 김상희와 천성문의 연구방법과 실행방법의 분석 틀을 조사하
고, 박수병의 연구에서 양적연구의 프로그램 효과성 영역과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연구자가 재구성하고, 이미옥의 연구에서 문헌연구의
분석 틀을 참고하여 연역적 귀납적 방법으로 수정하여 분석 틀을 재구성하였
다. 이와 같은 탐색적 연구를 통해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연구 성과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에 대한 적용의 제언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계
기가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논문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사이코드라마’, ‘심리극’,
‘사회극’, ‘소시오드라마’를 주제어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
고 수집하였다. 선정 방법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데이터베이스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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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검색하였다. ‘사이코드라마’로 검색된 181편의 논문과 ‘심리극’으로 검
색된 32편의 논문, ‘사회극’ 혹은 ‘소시오드라마’로 검색된 128편의 논문 중 분
석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KCI등재나 등재후보지에 선정된 논문을 중심
으로 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논문과 원문 없음을 제외하고 ‘사이코드라마’ 관련
논문 86편과 ‘심리극’ 주제 논문 8편, ‘사회극’ 논문 3편, ‘소시오드라마’ 논문
14편을 포함하여 111편을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리극이라는 용어는 사이코드라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신병원에서 먼
저 시행되면서 일반인들에게 그 당시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부정적 이미지가
그대로 사이코드라마로 연결되고 그로 인한 거부감에서 사이코드라마의 다른
표현으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심리극이라는
용어를 사이코드라마로 통일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사회극이라는 용
어는 소시오드라마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용어로 이번 연구에서는 소시
오드라마로 통일하였다. 사이코드라마와 소시오드라마를 모두 총칭할 때는 ‘사
이코드라마’로 대표하여 사용하였다.
소시오드라마의 파생이나 발전의 소산으로18) 역할놀이와 비블리오드라마,
플레이백시어터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용하는 기법에 차이가 있고 특정 종
교와의 연관성이나 목적이 달라 동향연구의 관련 대상이나 목표에 혼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학위논문은 최근 10년간 박사 논문 기준으로 ‘사이코드라마’ 주제 논문 20편
이 검색되었으나 그중 직접적인 관련 논문은 11편이었으나 학위논문의 저자19)
가 같은 주제로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여 이번 연구대상에서 학위논문의 구분
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2 연구 동향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사이
코드라마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기본정보인 범주별, 논문

18) 데이비드 리드 존슨, 르네 에무나, 김세준·이상훈(역), 뺷현대 드라마치료의 세계뺸,
2011, 507-508쪽
19) 공현준, 2019; 김수진, 2015; 김주현, 2019; 박경란, 2015; 박수병, 2015; 서경아,
2020; 손창선, 2019; 신경애, 2016; 조미경, 2014; 조은숙, 2018; 허미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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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별, 연도별로 분류와 양적, 질적, 혼합, 문헌연구방법에 따른 세부범주를
나누어 <표 1>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1> 연구방법별 동향 분석 틀
범주

기초사항

연구방법

내용

해당범주

· 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논문출처

· 학술지 논문 발행처

발행연도

· 2011.-2020. 연도별 논문

양적연구

· 연구대상, 연구주제, 방법, 연구설계

질적연구

· 집단별 연구대상, 연구방법, 프로그램 구성

혼합연구

· 연구대상, 연구주제, 방법, 연구설계

문헌연구

· 연구목적별, 연도별 분류

<표 1>과 같이 사이코드라마 동향 분석 틀은 2개의 상위범주와 7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기초사항에는 사이코드라마 주제 해당 범주인 사이코드라
마와 소시오드라마를 분류하였고 논문출처에 사이코드라마 주제 논문의 출처
별 발행처를 분류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학술지 발행연도는 2011년부터 2020
년까지 1년 단위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양적, 질적, 혼합, 문헌연구방법으
로 범주를 분류하였다.
양적연구방법은 연구대상, 연구주제, 세부방법, 연구설계로 나누었다. 양적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 준거 틀은 프로그램 시행 후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연구
대상을 발달단계와 연구대상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연구주제를 이미옥
(2011)의 실험연구 연구주제와 박수병(2014) 양적연구 효과성을 알아보는 연
구주제의 분류를 수정하여 재구성하고 방법별 분류에는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를 구분하고 실험연구의 연구설계는 표본 크기, 실험설계 방식, 회기당 시간,
충 프로그램 회기로 분류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은 집단별 연구대상, 연구방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질
적연구방법에 따른 분석 준거 틀은 사이코드라마의 경험 과정 자체 연구가 다
수를 이루어 집단별 대상이 가지는 특성 자체가 주제를 나타내고 있어 집단별
연구대상을 세밀하게 나누고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
구방법을 세분하여 분류하고 질적연구 가운데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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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분류하였다.
혼합연구방법은 연구대상, 연구주제, 방법, 연구설계로 양적연구의 기본 준
거 틀을 사용하고 문헌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연도별 논문 발행의 동향
을 탐색하고자 분류하였다.

4. 연구결과
4.1 학술지 발행처 및 발행연도
4.1.1 학술지 발행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코드라마 주제 관련 논문 발행기관은 <표 2>와
같이 전체 28개의 발행기관이 조사되었다. 사이코드라마가 전체 111편 중
94(84.7%)편, 소시오드라마가 17(15.3%)편으로 분석되었다. 학술지 발행처는
사이코드라마 전문 학회지인 특정학회지의 논문 발행 편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심리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
구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질적연구학회,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국제차세대 융합기술학회, 한국예술교육학회 등
다양한 주제의 학회에서 사이코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는 상황은 이후 사이코드라마의 학문적 정체성과 실천성에 있어 새로운 가능
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사이코드라마 주제 논문 학회지 발행기관 분류
분야

사이코
드라마

발행기관

계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

1.8

국제문화기술진흥원

1

0.9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3

2.7

산업진흥원

1

0.9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

0.9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

0.9

질적연구학회

2

1.8

프랑스학회

1

0.9

학습자중심 교과교육학회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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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 상담심리학회

1

0.9

한국독어독문학 교육학회

1

0.9

한국드라마학회

1

0.9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1

0.9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62

55.9

한국심리학회

4

3.6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1

0.9

한국청소년 시설환경학회

1

0.9

한국청소년학회

1

0.9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1

0.9

한민족어문학회

1

0.9

국제차세대 융합기술학회

1

0.9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1

0.9

서울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1

0.9

한국가정간호학회

1

0.9

한국공연문화학회

1

0.9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10

9.0

한국예술교육학회

1

0.9

한국청소년학회

1

0.9

소시오
드라마

17
(15.3)

총 28기관 111편

4.1.2 발행연도
연도별 사이코드라마 주제 논문 발행 현황은 <표 3>와 같다. 전체 발행기관
의 논문과 특정학회인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의 발행논문 편수
를 비교해보았다.
<표 3> 발행처에 따른 연도별 논문 현황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전체

13

13

13

13

10

10

10

12

11

7

특정

12

8

10

10

8

5

7

9

3

2

(%)

92.3

61.5

76.9

76.9

80.0

50.0

70.0

75.0

27.3

28.6

’20

선행연구를 참고하면 1974년부터 1998년까지 25년 동안 110편의 연구가 발
행되었던 유채영(1999)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최근 10년 동안 111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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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발행된 성과는 연구 기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의 연도별 논문 발행은 <표 3>에서 보여주듯이 연도별 큰 차이가
없지만, 2012년부터 특정학회 위주에서 다양한 학회로 연구논문이 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논문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학회인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는 1997년 설립되어 사이코드라마 전문
교육과 연구를 담당했다. 학회의 전문가 유지 조건에는 연구성과가 포함되었
기 때문에, 다양한 학회에서 논문이 발행되고 있는 현상은 양적 논의가 아닌
학문적 확장의 의미를 탐색할 필요성을 주고 있다.

4.2 연구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와 같은 연구방법을 연도별로 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방법에 따른 연도별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

양적

5

1

6

3

1

3

4

3

2

2

30

27.0

질적

0

5

5

7

4

4

2

5

4

5

41

36.9

혼합

2

3

0

0

1

0

1

1

4

0

12

10.8

문헌

6

3

2

3

4

3

3

3

1

0

28

25.2

최근 10년 동안 연구방법에 따라 총 111편의 논문 중 양적연구 30(27.0%)편,
질적연구 41(36.9%)편, 혼합연구 12(10.8%)편, 문헌연구 28(25.2%)편으로 질적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구분하자면 2011년부터
양적연구와 문헌연구는 줄어드는 반면, 질적연구는 꾸준하게 늘어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9년과 2004년의 선행 동향연구 결과에서 양적연구가 전체
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결과와 비교하면 최신 연구에서 질적연구의 사
용 빈도가 늘어난 것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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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방법별 내용 분석
4.3.1 양적연구
양적연구의 분석 틀은 <표 5>와 같다. 이 분석 틀에서는 연구대상을 발달단
계 특성과 연구대상 특성으로 나누고 이를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연구주제는
인지, 정서, 사회, 기타로 분류하였고 인지에는 개방성, 창조성, 자발성, 편견,
인식을 포함하였고 정서에는 자아 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감정변화,
정서조절, 우울, 외상, 소진 등의 요인을 포함하고 사회에는 사회적 문제해결,
사회적응, 생활 만족도, 대인관계, 양육 태도를 기타에는 흡연 의사 결정, 치료
요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는 박수병
(2014)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다룬 연구주제 분석 틀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분
석 틀을 재구성하였다. 양적연구의 분석을 위해 연구방법과 연구설계를 구체
화하였다.
<표 5> 양적연구의 주요 내용
범주

연구대상

연구주제

방법

연구설계

내용

발달단계

아동, 청소년, 대학생, 성인

대상특성

일반, 부적응, 임상군

인지

개방성, 창조성, 자발성, 편견, 인식

정서

자아 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감정변화, 정서조절, 우울, 외상, 소진

사회

사회적 문제해결, 사회적응, 생활 만족도, 대인관계, 양육 태도

기타

흡연 의사 결정, 치료요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설문지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

연구설계

프로그램 이용한 연구방법

표본크기

6-10, 11-15, 16-20, 21-25, 26-30, 40-45, 46-50, 51-55, 66, 100이상

실험설계

단일집단 사전-사후, 단일집단 사전-사후-추후,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추후

회기당
시간(분)

45, 90, 120, 180, 300, 모름

총회기 수 단 회기, 3-6, 8-10, 12-15, 21

양적연구 방법의 연구대상은 발달단계와 대상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발달단계는 성인 15(50.0%)편, 청소년 8(26.7%)편, 대학생 6(20.0%)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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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편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과 성인이 21(70.0%)편으로 연구의 주 대상
을 이루었고 대상 특성에 따라서 특정한 문제를 보이지 않는 일반군 대상이
16(53.6%)편으로 주로 연구대상이 되었고 학교 부적응 문제와 폭력 문제를 포
함한 부적응 대상이 11(36.7%)편, 사회공포증과 외상을 경험한 임상 대상이
3(10.0%)편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 대상의 특성별 모집 수는 전체 2,520명이었다. 아동은 일반 20
(0.8%)명, 청소년은 일반 70(2.8%)명과 부적응 179(7.1%)명, 대학생은 일반 594
(23.6%)명과 임상 20(0.8%)명, 성인은 일반 2,187(59.6%)명, 부적응 97(3.8%)
명, 임상 37(1.5%)명이었다.
양적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시행 후 프로그램의 효과나 성과 등에 관한 주
제에 적합한 대상으로 일반군 대상이 주로 연구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경험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김상희와 천성문(2004)의 선행연구와 같다.
양적연구 방법에서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에서 인지, 정서, 사회, 기타의 주제
는 하나의 논문에 다른 주제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 중복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주제는 인지, 정서, 사회, 기타로 분류하였고 인지에는 개방성, 창조성, 자발성,
편견, 인식을 포함하였고 정서에는 자아 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감정
변화, 정서조절, 우울, 외상, 소진 등의 요인을 포함하고 사회에는 사회적 문제
해결, 사회적응, 생활 만족도, 대인관계, 양육 태도를 기타에는 흡연 의사 결정,
치료요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는 정서 14
(38.9%)편, 인지와 사회 각각 10(27.8%)편, 기타 2(5.6%)편으로 분석되었다.
양적연구의 연구방법은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 30편의
양적연구 가운데 조사연구는 6(20.0%)편, 실험연구는 24(80.0%)편으로 실험연
구가 월등히 높게 분석되었다. 실험연구 24편의 표본 크기를 보면 6-10명
4(16.7%)편, 11-15명 4(16.7%)편, 16-20명 5(20.8%)편, 21-25명 2(8.3%)편,
26-30명 1(4.2%)편, 40-45명 2(8.3%)편, 46-50명 1(4.2%)편, 51-55명 3편
(12.5%), 66명 1(4.2%)편, 100명 이상 1(4.2%)편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24편의
논문 중 표본 크기가 20명 이하가 13(54.2%)편으로 분석되었다.
양적연구의 실험설계에 따른 분류를 보면 단일집단 사전-사후 11(48.8%)편,
단일집단 사전-사후-추후 2(8.3%)편,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9(37.5%)편, 실
험통제집단 사전-사후-추후 2(8.3%)편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의 사전 사후를
마치고 추후 결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단일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2편씩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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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양적연구의 프로그램에서 총 프로그램의 회기 수와 회기당 시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4편의 논문 중 단 회기 4편(16.7%), 3～6회기 3(12.5%)편, 8～10
회기 12(50.0%)편, 12～15회기 4(16.7%)편, 21회기 1(4.2%)편으로 조사되었고,
회기당 시간은 45분 1(4.2%)편, 90분 4(16.7%)편, 120분 11(45.8%)편, 180분
4(16.7%)편, 300분 2(8.3%)편, 알 수 없음 2(8.3%)편으로 분석되어 회기당 시간
120분으로 총 8에서 10회기 프로그램이 가장 자주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3.2 질적연구
질적연구 방법의 해당 논문은 총 41편으로 분석 틀은 <표 6>과 같다. 전체
논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질적연구방법은 집단별 대상이 가지는
특성 자체가 주제를 나타내고 있어 집단별 연구대상을 세밀하게 나누고 연구
방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다문화’ 집단은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하는 집단으로
결혼이주여성과 중국 유학생이 포함되었다. 일반에는 특정 문제가 없는 대학
생과 성인이 포함하였고 시설에는 중장기 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
상으로 분류하였다. 병리의 카테고리에는 미국정신의학협회(APA)의 정신질
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 기준의 진단 가능 여부로 판단하여 분류하였다.
폭력은 법정 의무교육 4대 폭력에 포함되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이 성과 가정폭력으로 분석되었고 전문가는 현재 사이코드라마를 전문기관
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수퍼바이저에게 전문적인 수련을 받거나 혹은 이미
전문가이면서 수련을 하는 수퍼바이저를 포함한다. 즉, 사이코드라마의 디렉
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에서 사용한 FGI
(Focus Group Interview), Q방법론, 근거이론방법,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현상학연구로 구분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에서는 참여자의 수, 회기당 시간, 전체 프로그램 회기 수로 분석하였다.
<표 6> 질적연구의 주요 내용
범주

내용

다문화
연구대상

결혼이주여성, 중국 유학생

일반

대학생, 성인

시설

중장기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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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사회공포증 경험자, 말더듬 성인,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가족)

폭력

* 성 : 성범죄자, 성매매 경험 여성, 성폭력 가해자, 성희롱 피해자, 성폭력
피해 청소년
* 가정폭력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 자녀

전문가

연구방법
프로그램
구성

전문가(디렉터),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지

기타

장애인 가족

세부

FGI(Focus Group Interview), Q방법론, 근거이론방법, 문화기술지, 사
례연구,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현상학연구

참여자 수

1, 2-5, 6-9, 10-13, 14-17, 18-21, 28-32, 35이상, 모름(알 수 없음).

회기 시간(분) 60, 90, 120, 150, 180, 240이상, 모름.
총회기 수

단 회기, 2-6, 7-10, 11-15, 20이상, 알 수 없음.

집단별 연구참여자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과 중국 유학생을 포함한 다문
화가 2(4.9%)편, 대학생과 성인을 포함하는 일반이 14(34.1%)편, 중장기 쉼터
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가족을 포함하는 시설이 1(2.4%)편, 사회공포증 경험
자, 말더듬 성인,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 등을 포함하는 병리가
7(17.1%)편, 성범죄자, 성매매 경험 여성, 성폭력 가해자, 성희롱 피해자,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 자녀를 대표하는 폭력이 8(19.5%)
편, 전문가(디렉터),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지를 포함하는 전문가 9(22.0%)편,
기타의 장애인 가족 1(2.4%)편으로 조사되었다. 질적연구의 연구참여자를 보
면 특정한 주제나 문제를 갖지 않은 일반 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전문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하는 전문가 자체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이코드라마가 처음 병원에서 집단치료
의 방식으로 시작되었는데 병리의 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이코드라마의
최신 역할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프로그램 회기 수와 회기 당 시간은 질적연구방법의 논문 41편 가운데 조사
연구를 14편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한 경우 총 27편의 논문을 분석한 하
였다. 주로 사용된 회기는 6～9회기로 10(37.0%)편, 2～5회기는 7(25.9%)편, 10
～13회기는 6(22.2)편 순으로 조사되었고 회기당 시간은 양적연구보다 60분 많
은 180분이 7(25.9%)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알 수 없음이 6(22.2%)편,
120분이 5(18.5%)편 순으로 조사되어 회기당 180분으로 총 6～8회기의 프로그
램이 가장 자주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양적연구와 비교하면 회
기 수가 다양해지고 회기당 프로그램 시간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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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연구 방법의 논문에서 연구참여자의 수를 분석하면 1명 2(4.9%)편, 2-5
명 6(14.6%)편, 6-9명 11(26.8%)편, 10-13명 6(14.6%)편, 14-17명 6(14.6%)편,
18-21명 4(9.8%)편, 28-32명 2(4.9%)편, 35명 이상 3(7.3%)편, 알 수 없음은
1(2.4%)편으로 조사되었다. 6-9명의 표본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양적
연구방법에서 분석한 표본 크기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적연구방법의
세부방법을 분석하면 현상학연구 25(61.0%)편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
고 사례연구가 6(14.6%)편, 근거이론 방법이 5(12.2%)편, Q방법론 2(4.9%)편,
FGI, 문화기술지, CQR이 각각 1(2.4%)편 순으로 나타났다.

4.3.3 혼합연구
사이코드라마 주제의 혼합연구 방법은 111편의 논문 중 12편이 조사되었다.
연구방법에서 개념도 연구 4편을 제외하고 양적연구의 t-test, 혼합변량분석,
Wilcoxon 등의 분석방법과 질적연구방법 중 대상자의 경험보고서, 상담자 관
찰내용, 면담내용분석, 질적 자료 분석, Giorgi, Colaizzi 등을 함께 사용하였다.
혼합연구의 연구대상은 발달단계에 따라 대학생과 성인, 아동이 각각 3편, 8편,
1편으로 조사되었고 대상 특성에 따라서는 일반, 부적응, 임상이 각각 9편, 2편,
1편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주제는 양적연구의 주제 분석 틀을 참고하여 인지,
정서, 사회, 기타가 각각 2편, 3편, 5편, 2편으로 사회에 관한 주제가 가장 높았
다. 혼합연구의 범주 및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혼합연구의 범주 및 내용
범주

연구대상

연구주제

내용

발달단계

대상 특성 일반, 부적응, 임상군
인지

개방성, 창조성, 자발성, 편견, 인식

정서

자아 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감정변화, 정서조절, 우울, 외상,
소진

사회

사회적 문제해결, 사회적응, 생활 만족도, 대인관계, 양육 태도

기타

흡연 의사 결정, 치료요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개념도
방법

아동, 대학생, 성인

혼합연구

개념도 연구방법
t-test, 혼합변량분석, 경험보고서, 상담자 관찰내용, Colaizzi, Wilcoxon,
내용분석방법, 질적 자료분석, Giorgi 등 혼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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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설계

표본크기

3, 8-10, 14, 20-24, 26

실험설계

단일집단. 단일집단 사전-사후,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단일집단 사전사후-추후

회기당
시간

90, 120, 150, 180

총회기

3-6, 8-10

개념도 연구를 제외하고 8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집단의 표본 크기는
20-24명이 3(37.5%)편, 8-10명이 2(25.0%)편, 3명, 14명, 26명이 각 1(12.5%)편
으로 조사되었다. 혼합연구의 실험설계에 따른 분류는 단일집단이 1편, 단일집
단 사전-사후 설계가 2편, 단일집단 사전-사후-추후 설계가 1편,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가 4편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의 회기당 시간과 총 프로그
램 회기 수는 회기당 120분 3(37.5%)편, 90분 2(25.0%)편, 60분, 150분, 180분이
각 1(12.5%)편으로 조사되었다. 총회기 수는 3～6회기 3(37.5%)편, 8～10회기
5(62.5%)편으로 조사되어 회기당 120분의 프로그램을 8～10회기 동안 설계하
는 방법이 가장 자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4 문헌연구
문헌연구의 목적에 따라 타 학문과의 비교 융합, 사이코드라마 관점 및 이론
이해, 연구동향 및 연구방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목적에 따른 문헌연구 분류
합계

연도

타 학문과의 비교
융합

사이코드라마 관점 및
이론이해

연구동향 및
연구방법

#

%

2011

0

3

3

6

21.4

2012

0

3

0

3

10.7

2013

0

2

0

2

7.1

2014

1

1

1

3

10.7

2015

1

3

0

4

14.3

2016

3

0

0

3

10.7

2017

0

3

0

3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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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

0

3

10.7

2019

1

0

0

1

3.6

2020
합계

0

0

0

0

0.0

#

8

16

4

28

100.0

%

28.6

57.1

14.3

100

문헌연구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와 비교해보면 선행연구에서 전
체의 48.5%를 차지했던 연구가 최근 10년 전체 연구의 25.2%로 조사되었다.
최근 10년의 연도별 분석에서도 2011년도 21.4%를 차지했던 문헌연구가 2012
년부터 줄어들어 꾸준하게 진행되다가 2019년도와 2020년에는 매우 낮은 비율
로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분류에서는 사이코드라마의 관점
과 이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의 논문이 16(57.1%)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타 학문과의 비교 융합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이 8(28.6%)편, 연구 동향이나 연구방법의 연구가 4(14.3%)편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2014년 이후로 이루어진 타 학문과의 비교 융합을 목적으로 하
는 논문의 경우 앞서 학술지 발행처가 다양해진 요인과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코드라마 주제 관련 논문은 사이코드라마를 교육하고 수련시키는
특정학회에서 점점 교육, 인문, 심리, 예술 등 다양한 학회에서 논문이 발행되
고 있다. 발행기관에 따른 분류에서 특히, 교육학이나 인문학과 관련된 연구소
에서 사이코드라마 주제 연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미 교육 분야에서는 ‘역할’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었고
인문학 분야에서는 인문학과 사이코드라마가 학문적, 실천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그 분야를 확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연도별 분석에서는 개인의 문
제를 다루는 사이코드라마가 집단의 공통 주제를 다루는 소시오드라마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결과에서는 ‘역할극’이
라는 명칭으로 학교에서 소시오드라마의 형태로 진행한 연구가 제외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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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으로 소시오드라마에 대한 양적 논의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20)
둘째, 연구방법별 분석에서 질적연구가 2012년 이후 꾸준하게 자주 활용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11년 발행된 동향연구의 제언에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고정할 수 없는 특성과 복잡하고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21) 문헌연구와 양적연구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그 사용 비중이 작아졌으나 질적분석이 포함된 혼합연구의 논문은 증가하였다.
총 111편의 논문은 연구방법에 따라 질적연구 41(36.9%)편, 양적연구 30(27.0%)
편, 문헌연구 28(25.2%)편, 혼합연구 12(10.8%)편 순으로 발행되었다. 사회과
학 분야에서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추가 탐색
에서 사이코드라마 주제 관련 논문들이 사용한 질적연구방법을 볼 수 있었는
데 경험이나 체험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현상학 연구방법이 25(61.0%)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사례연구 6(14.6%)편, 근거이론 5(12.2%)편, Q방법론
2(4.9%)편. 문화기술지 1(2.4%)편, FGI 1(2.4%)편, CQR 1(2.4%)편 순으로 분
석되었다.
셋째, 연구방법에 따른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적연구를 살펴
보면, 대학생과 성인이 주를 이루는 일반 군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에 관한 연구
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실험설계의 표본 크기는 20인 이하가 13(54.2%)편
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설계에서는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사후 설계
가 11(48.8%)편,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설계가 9(37.5%)편을 차지하였고
사후 검사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추후검사까지 진행한 설계는 4(16.6%)편
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 시간은 120분(45.8%)이 가장 많고 회기는 8～10회
기(50.0%)가 주로 사용되었다.
질적연구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관련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수가 6～9명로
진행된 논문이 10(26.8%)편으로 가장 많았고, 집단별 연구대상에서는 대학생
과 성인 등의 일반 군이 14(34.1%)편,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집단이 9(22.0%)편
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프로그램은 시간은 양적연구보다 60분이 많은 180분
(25.9%)이 가장 많았고 회기는 6～9회기(37.0%)로 양적연구에 비해 적은 회기

20) 박정임, 이영숙, 2017; 정희승, 박승희, 2011; 허미경, 2008.
21) 김영천, 뺷질적연구방법론Ⅱ뺸, 아카데미프레스, 2013, 9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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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행되었다. 연구주제는 연구의 대상만큼이나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2015
년을 기점으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정서의 문제보다는 인식의 변화와 문제행
동의 수정 등의 주제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전에 이루어진 이론
적 접근의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상황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혼합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은 발달단계에 따라 대학생과 성인, 아동이
각각 3편, 8편, 1편으로, 대상 특성에 따라 일반, 부적응, 임상이 각각 9편, 2편,
1편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주제는 인지, 정서, 사회, 기타가 각각 2편, 3편, 5편,
2편으로 사회에 관한 주제가 가장 높았다. 프로그램은 회기당 120분, 8～10회
기 동안 설계하는 방법이 가장 자주 사용되어 양적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2011년도 21.4%를 차지했던 문헌연구가 2019년도와
2020년에는 매우 낮은 비율로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분류에
서는 사이코드라마의 관점과 이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논문이 16(57.1%)편, 타
학문과의 비교 융합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이 8(28.6%)편, 사이코드라마의 연구
동향이나 연구방법의 연구가 4(14.3%)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4년 이후로
이루어진 타 학문과의 비교 융합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의 경우 앞서 학술지
발행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 이는 사이코드라마의 새로운 학문적 실
천적 영역의 변화와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최근의 사이코드라마 관련 학술논문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특정 학회만의 연구 결과물
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거나 특정 연구 방법만을 선택하여 효과성이나 경향성
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한눈에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이코드라마의 연구에 대한 학문적 시야를 확장하고 사
이드라마의 교육적 실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 사이코드라마의 영역 확장은 인문학 치료의 영역에서도 연극치료와는
또 다른 사이코드라마만의 철학과 강력하고 직관적인 치료방식으로 높은 관심
을 받고 있다.22) 이는 단순히 새로운 학문과의 교류 이상을 넘는 학문 간 융합
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기존의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크게 일어
날 것으로 기대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흐름이 맞춰 사이코드라마의 대상들도

22) 김익진, ｢사이코드라마와 변별된 인문, 예술치료로서의 연극치료｣, 뺷유럽사회문화뺸,
0(12), 2014, 204-208쪽, 216-219쪽.

인하대학교 | IP:165.***.148.208 | Accessed 2021/08/21 16:01(KST)

사이코드라마 연구에 관한 동향 분석 _ 521

병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서 점차 적응적 발달과 개인 및 집단의 성장
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사이코드라마는 인간의 심리적 현실에서 자기 주체성을 키우고 삶을 통합하
는 힘을 만들어낸다. 사이코드라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역할의 변형은 자아
의 확장과 치료뿐 아니라 긍정적 집단 성장의 토대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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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Psychodrama
－Focusing on Articles from 2011 to 2020－
Jung, Hwa-Jeong & Choi, Seung-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 of Psychodrama and
identify the direction and academic and practical identity of Psychodrama in the field
of psychotherapy and education. In this study, 'Psychodrama' and 'Socio-drama' were
selected as the topics related to the recent 10 years of psychodrama from 2011 to
2020. Among the papers listed in KCI (candidate) papers, a total of 111 papers were
analyzed as the contents were suitable and not overlapping with the subjec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 total of 111 papers were published in 28 institutions related to psychology
journals.
Second, the types of research methods were 41 qualitative studies (36.9%), 30
quantitative studies (27.0%), 12 mixed studies (10.8%), and 28 literature studies
(25.2%).
Third, according to each research method, the subject and program composition
were classified and the differences were described.
This study systematically organizes the trend of academic papers on the topic
related to Psychorama. In addition, it make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scope
of educational and therapeutic areas, as well as the diversity of subjects and subjects
in Psychorama.
[Key Words]
psychodrama, sociodrama, research trend, explorator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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