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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사이코드라마에 기반한 공감능력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공감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 자녀의 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공감능력 향상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먼저 설계기반 이론모형 개발단계에서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인지적,

정서적 공감에서 더 나아가 현상학적 측면에서의 상호주관성을 공감의 구성요소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공감인식의 확장적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공감능력 향상 부

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적 설계의 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상호주관성은 한

사람의 주관적 경험이 다른 사람의 주관적 경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반

대도 성립하는 대인관계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기와 타자간의 공유된 경험이

다.

신경작용의 메커니즘적 공감능력의 기제인 거울신경 세포를 포함한 공감회로에서

는 운동성을 바탕으로 한 모방을 타인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

제로 보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방이나 흉내를 통해 공감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는 공감에 대한 현상학적 상호주관성에 대해 신경과학적 측면의 이해

와 연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이코드라마의 핵심적 원칙은 경험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코드라마의 개념과

기법을 통한 공감 과정적 경험이 현상학적 상호주관성의 의미세계를 공유할 수 있

도록 돕는 측면을 살펴보았다. 사이코드라마의 3대기법 즉, 역할놀이, 이중자 기법,

역할교대에서 특히 역할교대는 인지 과학적 측면의 공감인 상향식(bottom-up)과 하

향식(top-down)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돕는 현상학적 쌍방 공감이 이루어지게 하

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Yaniv, 2011). 그리고 역할놀이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의

재 경험과 공감발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과

정 순환모델과 상호주관성을 중심으로 사이코드라마의 발달론을 연결시켰다. 이로

서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한 확장적

공감과정 모델 제시하였다.

확장적 공감과정 순환모델을 기반으로 완성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모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단계는

공감의 생물학적 기제인 거울뉴런의 특징들을 기반으로 한 공감의 인식-행동 모델

(PAM)로서 일차적, 이차적 상호주관성을 제시하였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느낌에

대한 지각은 그러한 행동과 느낌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상된



다. 이를 뉴런체계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느낌에 대한 지각으로 뇌의 같

은 피질 영역이 자동적이고(automatically), 무의식적으로(unconsciously)활성화되어

다른 사람과 유사한 정서적 상태가 유발된다. 이것은 Husserl이 말하는 것처럼 신

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각이며, 이 지각에 의해 드러나는 타자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상호주관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4단계는 Barrett-Lennard의 순환적 공감 모델을

기반으로 자기인식, 타인인식, 정서인식, 상호이해, 그리고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공

감의 인식 초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감 인식에 대한 상호관계를 공유된 이해로서

공감요소를 상호주관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들이 다시 순환적 연결로

이어져 점점 증진되는 상호주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적용 및 개선을 위한 형성적 순환단계는 1차 프로그램 형성적 순환과

정과 2차 프로그램 형성적 순환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1차, 2차 형성적 순환과

정 모두 본 연구에서 계발된 확장적 공감과정 순환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된 부모대

상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프

로그램의 타당도와 개선 방향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전문성을 검토받기 위해

17명의 패널들을 선정하여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설문

문항은 프로그램 구성 체계와 프로그램 모형의 공감의 구성요소와 그에 따른 활동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설문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1,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활동 목표가 타당한지 여부와 각 회기별 활동에서 강의

와 중심활동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를 통한 반응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델파이 설문지 분석방법은 각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의 각 항목에 대한 내용 타당도 비율(, content validity Ratio), 전문

가 합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합의도, 수렴도의 통계 값 분석방법과 개방형식 질

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결

과를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된 결과와 1차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2차 참여자들의 효율성 조사를 중심으로, 1차에서 2차 프로그램을 그리고 최종 부

모대상 공감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최종 프로그램 구성은 4단계로, 프로그램 활동 총회기는 8회기로 구성하였다. 먼

저 예비단계로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현재 부모자신의 상태와 위치를 살

펴서 함께 공유하는 단계로서 자기열기 단계가 실시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단계별

구성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목표인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

하게 자기인식을 돕는 프로그램 활동내용으로 ‘자신의 감정탐색’, ‘가족과 관계 갈

등’, ‘애착의 대물림’으로 구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목표인 진정한 타인의 관심이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타인의 내적인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타인인식과 감정이입을 통한 정서인식을 도울 수 있는 ‘아이의 자존감’,

‘우리들의 아이 만나기’로 활동내용을 구성하였다. 3단계에서는 목표인 타인을 이해

하고 느낀 것을 상호이해를 돕는 의사소통, 즉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돕

기 위한 프로그램 활동내용으로 ‘감정코칭 대화법 역할극 훈련’으로 구성하였다. 4



단계에서는 목표인 상호관계를 통한 상호주관성의 증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활동

으로, ‘자녀(아이)와의 만남’을 통한 상호관계로 구성하였다.

본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넘어 상호주관성 대한 고찰은 넓은 시각으로서

의 공감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이고 신경과학적 측면

에서 공감이해의 시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지각 세계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흐

르는 의미를 느끼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 할 수 있는 공감의 경험적 본질이나 특

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둘째, 자신과 자녀의 이해를 돕는 부모교육 프

로그램 개발과정에 대한 타당화 과정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타당성이 검

증된 구체화된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셋째, 사이코드라

마는 주인공 중심의 치료적 경험을 완성시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소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이코드라마라 치료기법 활용하여 정서, 인지, 행동 측

면의 모든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일반화 되고 구조화 된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부모라는 대상과 사이코드라마가 가지는

치료적 접근성과 철학적 배경을 가지는 상호주관성이라는 공감적 이해는 다소 일반

화 대중적인 이해의 어려움과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후

속 연구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다양한 실시를 통한 효과성 검증을 제안

한다. 2) 현실적으로 현상학적 토대로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 현상

학 자체의 난해함으로 인해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학술적으로 더 엄밀

한 검정을 통한 확장된 공감의 개념에 대한 검토와 재해석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3)

실시 대상에 있어 부모양육의 직접 대상인 자녀에게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

그램을 적용하여 더욱 효과성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주요어 : 공감능력, 사이코드라마, 부모교육 프로그램, 상호주관성, 공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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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로 대인

관계는 개인의 발달과 성장, 나아가 행복한 삶을 이루는 기초를 마련한다(김진,

2016). 가정은 발달과정에서 개인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환경이며 자연스러운 교

육의 장이다(안영자, 1994).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족 내 상호작용은 부모-자녀

관계에 집중되고, 부모와의 관계형성이 자녀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

다(임성택·김나연·주동범, 2010). 특히 현명한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이희숙, 2012). 현대에는 빠른 사회적 변화, 아동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형성, 가족의 생애주기에 대한 이론적 변화, 그

리고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새로운 조망 등과 같은 변화로 더욱 새롭고 적절한 부

모교육이 요구된다(백혜리 외, 2003). 부모교육이란 부모역할 지침서와 정보를 제공

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과 경험(Earthart, 1980)을 의미하며, 자녀양육의 일환이다

(Caraldo, 1987). 또한 부모를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

고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Harman & Brim, 1980).

공감능력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해주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주는

것이 부모의 공감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공감적 태도는 유대감을 갖는 기초가 되며,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필

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조용주, 2010). 특히 어머니가 보여주는 공감능력은 자녀에

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래와의 관계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

승은·남은영, 2011). 어머니가 보여주는 공감적 행동은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바르

게 이해하여 적절하게 조절 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스스로의 행동을 점검하고 통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

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김혜경, 2005), 자녀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지하고 자신

의 감정에 대한 신뢰와 조절을 통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한다(문승

미, 2007).

자녀 양육에서도 공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Sullivan(1953)은 부모의 공감을 아

동에 대한 다정함과 아동 욕구에 대한 예민함으로 표현하였고, Winnicott(1965)은

어머니의 공감은 그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에 의거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Kohut(1971)는 부모가 지닌 공감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모의 공감은 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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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자아발달을 이루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유·아동기는 개인의 정서적 성향적 틀을 결정하고(유현하, 2012), 또래집단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함으로써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 나가는 사회성 발달의 핵심시

기이다(Shaffer, 2008). 이 시기의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 경험은 자녀의 정서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유·아동이 심리 사회적으

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우며,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박선영·조용주, 2011). 부모가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양육할 때 자녀

는 친절, 안정감, 자신감을 갖게 되고 바람직한 사회화를 이룰 수 있다(Rogers,

1983). 반면 부모의 냉정하고 통제적이며 구속적인 양육태도는 타인에 대한 두려움,

불안정한 애착의 형성(Birthnell, 1988),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공격모델 등을 야

기하며, 비행이나 문제행동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장휘숙, 1995; 정현주, 2002; 박

은성, 2012).

Goleman(1995)은 유아의 정서적 경험들이 정서발달의 토대를 형성하며, 성장한

이후의 정서반응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자녀의 정서는 그들이 경험

하는 정서적 환경 속에서 분화하고 발달한다(서경아·정종원, 2018). 부모의 공감은

부모-자녀 관계를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이끌고(Feshbach, 1987), 자녀가 적절한 정

서적 능력이 갖추어진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

이다(조용주, 2010). 특히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자녀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며, 자녀의 공감발달

을 촉진시킨다(Feshbach, 1995).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공감적인 반응을 하도록 훈련한 결과 자녀들의 공격성이 낮아졌다(Eagle, 2003). 부

모의 공감능력이나 조망수준이 높은 부모는 다른 부모에 비하여 자녀에게 타인의

의도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양육행동을 보인다(Bearson, 1971; 서경아·정종원,

2018, p. 35재인용). 문승미(2006)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은 정서조

절의 하위요인 중 분노와 두려움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녀에게 감정이입

을 잘하는 부모일수록 자녀가 고통을 받을 때 감정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하여 그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Eisenberg & Fabes, 1991). 반면 낮은 공감

을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공격성, 과다행동, 우울, 불안을 보이며, 높은 공감을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성취력, 낮은 공격성을 보인다(Freshbach, 1995). 양육과

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 받은 자녀들은 부모-자녀

관계가 좋고 애정을 보이며 서로 간에 갈등이 적었다(Hooven, Katz, & Gottman,

1994). Tomkins(1991)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공감적으로

반응할 때, 자녀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공감

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어머

니의 공감능력은 자녀의 정서발달과 공감발달,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형성의 주요

변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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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란 타인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현상과 그로인해 유발

되는 정서적 현상을 의미한다(박성희, 2004). 공감의 인지적 요소에는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이 있다. 자기인식은 공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내적 사고나 감정 등 자

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Feshbach, 1975). 그리고 타인인식은

타인에 대한 주의나 관심 등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으로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예측요인이 된다(Howe, 2013). 인지적 공감의 요소인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은 신뢰

감과 일관성이 있고, 타인인식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박정원·최명숙, 2009).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타인

의 위치에 들어가 봄으로써 느껴지는 정서적 상태를 의미하며 정서인식이라 한다

(Hoffman, 2010). 정서인식은 정서지능의 한 요인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파

악하고 변별하여,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데 잘 활용하는 것이다(박원주, 2016). 자

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함으로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 공감을 더 잘 할 수 있

다(Rogers, 1975). 특히 자신의 정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

한 공감적 표현을 돕는다(Salovey, Brackett & Mayer, 2004).

정서인식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및 문제해결력이 높았다(장지민,

2015). 올바른 자기인식은 역전이를 방지하고 타인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매우 중요하며(김해진·이명선, 2015),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 역시 사회성 발달

에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경자·유진영, 2013).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는 동시에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한 후, 이를 인

지적,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하여 자녀를 돕고자 하는 행동으로 표현할 때, 더

공감적 의사소통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상호적 관계 형성을 이룰 수 있게 된다(강명

옥, 2015).

한편 심리 치료적 접근에서, Carl Rogers(1959)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내적인

준거 틀을 정확하게, 그것의 감정적인 요소와 거기에 관련된 의미를 마치(as if)라는

사실을 망각함 없이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이다. Kohut은 대리적

내성을 통한 내담자의 이해를 공감으로서 정의함으로써 정신분석적 공감 개념을 전

개했다(김정선, 2018). 자기 심리학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Heinz Kohut과 Robert

D. Stolorow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과 현상학적 정황성(Phenomenological

contextuality)에 기초하여 공감이론을 발전시켰다(김정선, 2018). 여기서 상호주관성

이란 분석과정 속에서 상호주관적 주체로서의 분석가와 내담자(피 분석가)라는 다

르게 구조화된 경험적 세계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또한 현상학적 정황성

은 발달적 상황이나 정신분석적 환경에서, 주관적인 정서 경험세계는 모두 상호주

관적 정황에서 형성된다는 뜻이다(Stolorow, 2013).

여기서 상호주관성의 개념은 개인적 자아가 아닌 ‘공동체적 자아’를 의미하는 것

으로 Husserl, Levinas 등 현상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박정·장현아, 2015). 실

증주의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으로부터 발생한 개념으로 이들 현상학자들은 객관성

이라는 것도 인간의 주관성이 포함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최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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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한전숙, 1987). Husserl(1963)의 타자에 대한 이해는 타자를 나와 같은 하나의

주체로서 타자에 대한 내적인 의미부여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Husserl은 인간은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을 하나의 주체로서 파악하려 하며, 이때 타인이해의 유일한

직접적인 단서로 신체를 가리킨다. 즉 타인을 단순한 외적 대상이 아닌 이 신체의

주체이자 하나의 내적인 주체로 파악하며, 이를 위한 방식이 감정이입이다. 그에 따

르면 감정이입적 타인이해는 일종의 경험 즉, 직접적 지각인 외적인 신체지각을 토

대로 한 매개된 ‘경험’이다(박인철, 2012). 이때 타인을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한다는

것은 타인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하나의 포용적 태도이

다. 그리고 감정이입은 위치의 전환으로, 한편으로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겠다는

일종의 주체의 의지적 행위로 해석 할 수 있다(Huseerl, 1973b, p.188).

따라서 Huseerl(1963)의 감정이입은 타인을 나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타

인의 위치로 옮겨 타인 속에서 나와 타인의 동질성 내지 상호주관성을 새로이 확인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감정이입의 핵심은 나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

에게로 초월해 타인의 고유한 의미를 깨닫는 데에 있다(박인철, 2012).

최근에는 공감을 일종의 신경작용으로 보는 관점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논의로

거울신경 작용이 있다. 공감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동적 측면에서 공감능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두뇌 피

질 속에 내재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강준, 2012). 사람의 뇌는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데 고도로 특화되어 있다(Dunbar, 2007). 그러한 교감을 위한

특별한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데(Cattaneo & Rizzolatti, 2009; Hari, 2007; Keysers

& Fadiga, 2008; Pfeifer & Dapretto, 2009; Rizzolatti & Craighero, 2004), 거울뉴런

혹은 거울뉴런 체계라고 불리는 피질 영역들은 다른 사람의 정서 표현을 지각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강준, 2012). 이처럼 공감능력을 공감회로와 호

르몬의 작용 등과 같은 신경학적 요인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공감은 타인의 내적인 상태(예: 감정, 지각, 의도 등)에 대한 인지적 자각이면서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는 정서적 상태(Hoffman, 2011)로 설명될 수 있고, 최근 들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해부학적 기초 및(Shamay-Tsoory, Aharon-Peretz

& Perry, 2009), 뇌의 신경기제가 서로 다르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Krämer et

al., 2010). 거울뉴런 체제에 의해 타인 행동의 관찰이 운동 영역과 이어져서 ‘행위표

상’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한다는 점이다(박은경, 2017). 그리고 거울뉴런은 모방과 타인의 행위 표상을 가능

하게 하는 기제가 되므로, 인지적·정서적 경험을 행동과 연결하고 조정하다는 측면

에서 공감교육을 할 때 직접 경험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한일조, 2010).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공감 개념에서 더 나아가 공감의 확장적

이해를 위해 공감 경험의 본질과 특성이해의 바탕으로 하는 공감현상을 현상학과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현상학은 공감을 단지 타인의 이해라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타인과의 만남 내지 접촉을 통한 상호주관적 관계의 형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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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동적인 질적 변화의 측면을 보다 강조한다. 이러한 경험적 측면에서의 상호주

관성과 공감인식을 연결해서 살펴본다는 것은 자기와 타자간의 공감 이해를 보다

더 확장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각적 지향성과

신경과학적 측면에서의 운동성은 공감의 능동적 접근으로서의 공감이해를 돕는다.

의식의 지향적 특성인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으로서의 인지적 공감과, 정서가 가지

는 지향적 특성인 정서인식으로서의 정서적 공감,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으로서 공

감인식은 각 주체의 주관적 공감적 이해나 교류의 결과로서 상호주관성을 형성한

다. 이처럼 자기와 타자는 두 인식 주체가 서로의 각기 다른 생각이나 감정을 수용

하여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상호주관성은 공감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타자

에 대한 감정이입과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현상학적 공감이란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에 되어보는 경험이다. 이는 발생학적 특성으로서의 의식의 지향성 이

해로 자기전제나 선입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인 직관적 경험, 그리고 자기와 타자

의 공통성인 신체기반을 통한 지각적 특성인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입 요소로서 타

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감적 이해는 신체적 지각에 기반으로 하는 만남을 통한 공감과

상대방 입장에 대한 자기 경험적 공감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렇게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공감에서 더 나아가 서로 함께 나눈 경험과 공유된 정

서로서 능동적이고 확장적 공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사이코드라마는 개인이 처해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언어보다는 연극적 방법을

통한 행위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차원의 문제를 탐구하고 통

찰하도록 돕는 치료적 접근이다(Blanter, 1973). 개인에게 그들의 문제에 대해 단순

히 말하기 보다는 그들의 문제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Blatner, 1997; Ozbeck

& Leutz, 1987). 과거의 개인 문제와 이미지를 현재의 상황으로 가져와 재현하고

실연하면서, 언어적 치료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을 개인에게 알아내

도록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통찰 수준을 높이며 인지, 정서 및 행동적 수준에서 개

인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Avrahami, 2003). 사이코드라마에서의 직접적이고 사실

적인 만남으로 인해, 과거에 있었던 외상적 상황이 재창조된다. Moreno는 이 재창

조에 대해 ‘모든 재 경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최초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다’고 하였다(Ozbeck & Leutz, 1987). 이러한 행위화를 통한 사이코드라마 방법은

언어적 표현으로 진행되는 집단 상담에 비해 더 치유적 경험을 제공한다.

사이코드라마 무대에서 개인은 대인관계 방식을 그대로 투사함으로써 자신을 분

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무의식에 있는 심리적 내용을 통찰하게 되고, 보다 깊은

자기이해가 일어나며, 타인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김유광, 1983). 집

단과정의 일부로써 사이코드라마 참가자는 타인의 대처방법을 관찰할 수도 있고 모

방행동을 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인간관계에 대한 보다 건설적인 기준과 양식을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보

다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Blatn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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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이코드라마는 집단 안에서 개인의 성장과 태도의 변화를 위한 심리 치료적,

교육적, 절충적 접근으로 자존감의 향상, 자아의 강화, 대인관계적인 문제해결, 새로

운 방법의 학습, 가족 기능의 증진, 경험적 치료에 의한 심리적 외상의 치유 등에

효과가 있다(Blatner, 1998; 고강호, 1996; 최헌진, 1999).

이러한 점에서 사이코드라마는 주인공 자신의 잉여현실 속에 내재된 진정한 자신

을 만남으로 현실에서 꺼내놓지 못한 감정들을 표출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

한 인식을 명료하게 자각하게 한다. 자기내적 경험으로서의 이중자 기법과 같은 시

각화 작업은 더욱더 자신에 대한 명료화를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할

놀이 통해 다른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역할교대로서 상대방

의 관점에서 정서를 생생히 느끼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인식한 타인을 재인식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이 제공되는 것이다(김수진, 2013). 따라서 사이코드라마는 자신

의 지각을 기반으로 하는 타자의 이해인 상호주관성으로서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

유감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보다 공유적이고 능동적인 공감이해를 도와

더 적극적 적응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여러 사회의 변화로 인한 ‘주 양육자인 부모 대

상의 다양성’과 ‘부모 역할의 다변성’으로 보다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공감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접근에서 벗어나 확장적이고

능동적인 공감이해의 바탕으로 하는 현상학적 접근과 신경과학적 접근에서의 공감

적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자녀 정서발달을 돕는 부모의 긍정적 태도와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있는 부모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상호적이며, 함께 더

불어 공유될 수 있는 시도를 통한 정서, 인지, 행동의 통합적 공감 부모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공감능력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확장된 공감모델을 바탕으로 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공감능력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가?

둘째, 형성적 순환과정을 통해 도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형성적 타당

화 과정과 그 결과는 어떠한가?

셋째, 확장된 공감모델을 바탕으로 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공감능력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설계안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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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부모교육

1) 부모교육의 의미 및 유형

부모교육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 효과적이며 긍정적인 새로운 자

녀양육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이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부모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 보다 나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다(이원경,

2006). 교육학 사전에서는 부모교육을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을 위한 일종의 성인교

육’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성인교육 내지 사회교육의 일환으로서 부모교육은 자녀

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

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방법을 돌이켜 검토해 보도록 하고,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지칭한다. 요컨대 부모

교육은 자녀 양육과 교육활동에 관여 하는 부모들이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효

과적으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교육적 자질과 소양을 높이는 교육을 의

미한다(여순화, 2018). 따라서 부모역할의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활

동과 경험을 부모교육(Eathart, 1980)으로 지칭할 수 있다.

부모교육은 부모의 자질 향상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만,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

게 성장 발달하도록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부모역할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이

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모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면 개인적 의미에서나 사회 맥락

적 의미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부모교육의

개념은 더 포괄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모지지 혹은 양육지원의 형태

를 포함하기도 한다(윤혜경, 2014).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은 부모역할 준비나 체계적인 교육 없이 부모가 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부모역할에 대한 혼란과 좌절을 겪

는다. 특히 우리 사회는 사회적 욕구와 개인적 관점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맞벌이 가족, 한 부모 가족, 재혼 가족, 다문화 가족, 조손 가족, 특수아 가족 등과

같은 새로운 가족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부모

역할은 부부 공동육아, 성역활 개념의 변화 등 새로운 형태의 부모역할을 요구하고

있다(여순화, 2018). 이러한 현실적 요구로 사회교육의 맥락에서 부모교육은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 되고,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국가차원에서도 활발하게 개발되어지고 있다(김은설·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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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김문정, 2011).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우리나라 부모교육은 중앙 정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는 가족교육 활성화

를 위한 가족계획 증진 서비스와 부모교육 관련 제도적 기반의 구축, 그리고 가족

교육·상담의 전문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

및 가족구조 전환기에 따라 새로운 가족관계와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교육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

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 육아 종합 지원센터, 교육부의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중심으

로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우

리나라의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게 된 배경을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

저 왜곡된 교육열로 인한 조기·과잉교육의 확대, 저 출산 현상의 확대, 사회 구성원

의 다양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박선미, 2015).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자

녀양육 과정에 영향을 주는 생애 발달적 측면에서의 유·아동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

는 부모교육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은 더 큰 의미 있을 것이다.

유·아동기는 전반적인 생애 발달에 있어 부모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인격

형성과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더욱더 올바른

부모교육의 역할이 요구된다. 유·아동기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은 일차적 환경이

며, 가정환경의 핵심은 부모이다. 부모는 유·아동기에 상호작용하는 경험의 양적·질

적인 측면과 모든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자녀교육과 발달에 대한

효율적인 가치관, 의식, 태도, 행동, 교수방법을 가지고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Levenstein, 1970; Gordon et al., 1977).

이러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유·아동, 부모, 사회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

으로 살펴볼 수 있다(김현주·손은경·신혜경, 2000). 첫째, 유·아동기의 측면이다. 유·

아동기에는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방식, 양육방법 및 태도가 아동의 사회, 신체, 정

서, 인지, 언어 등의 모든 성장과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인 자녀양육을 돕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측면

이다. 현대 부모가 겪고 있는 양육경험과 양육모델의 부재, 자녀 교육과 관련된 상

반된 정보들, 자녀 양육에 대한 중압감, 현대문화와 대중매체가 심어주는 비현실적

이고 허상적인 부모역할, 예비부모 교육의 필요성 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해소하

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장희양,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양육에 필

요한 양육지식 등을 쉽게 조언 받기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적인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자기이해를 통한 성숙과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올바른 자녀양육 및 교육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

정형태 및 성역할 개념 변화로 인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시 자녀양육 및

교육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수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

게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자녀의 성장과 함께 변화하는 부모역할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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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고 적응함으로써 부모 자신의 성장의 기회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발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 셋째, 사회적 측면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 양성과 질 높은 인적 자원 확보 및

미래 사회에 대한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많아짐에 따라 요구되는 부모역할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적응적 부모교육이 필요하다(최정희, 2018).

국내에서 이루어진 지난 30년간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김혜경(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모교육의 양적 증가

추세는 뚜렷하다. 특히 최근 10년간 출간된 연구물수가 전체기간의 70.7%를 차지하

였으며, 2004-2008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연구물이 출간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모교육은 1960년대 이후 서구의 부모교육 이론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까지는 서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는 연

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이후 초기 10년간은 국내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기이고, 이후 20년간은 실천적인 프로그램 개발 시기를

거치고 있다(김혜경, 2014).

우리나라에서 부모교육은 1960년대 이후 서구의 부모교육에 관한 이론과 프로그

램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국내 자체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났다(김은향, 1999). 먼저 서구에서 도입된 부모교육으로는

Gorden(1975)의 부모효율성 프로그램(PET), Dinkmeyer와 Mckay(1973)의 체계적

부모 효율성 훈련(STEP), Popkin(1983)의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APT),

Gottman(2011)의 감정코칭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밖에도 Berne(1961)의 교류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Glasser(1965)가 개발한 선택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현실치료

부모교육 프로그램, Klein(1988)의 대상관계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여순화,

2018).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개발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을 위한 프로그램(한경님, 2012), 자녀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

그램(조숙경, 2014), 이혼이나 재혼가정의 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김미옥, 2014;

황은숙, 2006), 발달장애 특수아 부모의 양육행동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최인영,

2008),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여 전국 육아지원종합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클로버

부모교육 프로그램(2016)까지 필요한 대상과 목적에 따라 주제와 내용, 방법이 차별

화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프로그

램 주제 면에서는 양육태도 개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

자녀 의사소통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사회변화에 추세에 따라 주제가 다양화되고

있다(김지연, 2014).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다룬 주제는 양육, 구

조,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긍정적인 훈육을 이루는 중요한 특

성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모교육 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다(Ar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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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또한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유능감이나 자긍심,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고(First & Way, 1995; Pherson &

Robinson, 1990),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Noller & Taylor,

1989)는 보고도 있다(김지연, 2014). 국내의 부모교육의 효과와 관련 연구에서는 자

녀정서가 안정되고(강영순, 2010), 학습효과가 높아지고(이재택, 2014),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향상되며(오정선, 2011),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 그리

고 자아개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났다(김미경, 2012; 박영희, 2012; 김은숙,

2012; 장성오, 2011; 원지현, 2008).

그리고 자녀 발달 단계별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기한 연구들은

부모 환경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유아기를 지적한 연구가 많았으며, 영아기보다 유

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종한, 2011; 정계숙 외, 2013). 아동기 자녀의 부모들

에게는 상대적으로 심리와 관련된 부모교육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

녀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다양한 요구를 받게 되는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동기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아가 확립되는 시기로 사회

와의 교섭이 확대되므로, 부모의 역할도 보호와 돌봄 제공자에서 격려자, 훈육자,

교육 경험 제공자(이재연·김경희, 1990)로 다양해진다. 따라서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아동기의 특성상 (Shaffer, 2000) 부모와 대립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부모

는 점점 어려워지는 자녀와의 관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양육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자신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행동 특성에 대한 고려를 통한 심리적 변화를 겪는 것으

로 보인다(정계숙 외, 2013).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은숙(2017)

의 메타연구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종속변인으로는 부모-자녀 상호작

용,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녀변화(영·유아의 전반적 발달, 창의적 사고능력, 또래관

계 중 의사소통, 자기통제력 등), 부모 효능감, 양육태도(애정적, 합리적, 민주적 양

육태도 등) 순으로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 변인에서는 심리적 안정감(불

안, 우울, 분노), 자녀변화(공격성, 충동성, 반항성 등), 양육 스트레스, 양육태도(거

부/통제적, 방임적, 비 일관적 양육태도 등) 순으로 효과의 크기가 감소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효과적인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방법의 습

득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또한 부모교육은 부모의 불안이나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

는데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메타분석 연구인 조경란(2013)의 연구 결과

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및 의사소통, 부모의 내적 변화, 그리고

자녀의 변화 순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성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

다. 정필연과 임동선(2011)은 1980년에서 2011년 사이 출간된 국내외 학술지 20편에

서 나타난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교육이 아동의 언어 발달

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모의 상호작용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

였다. 박주용(2014) 연구도 부모교육이 기능적 의사소통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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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고하였다.

박영희(2018)는 메타분석을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인

지, 정서,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행동

적 영역의 긍정적 변인에 대한 효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동적 영역에서의

긍정적 변화로는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 독립적 양육행동, 민주적-자율적 양육태도,

양육 효능감, 개방형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정서적 영역에서는 부정적 변인인 우울

감, 불안, 특정분노, 양육스트레스 자기낙담 등의 개선에 있어서 효과 크기가 인지

적 영역이나 행동적 영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

형에 따른 효과성을 살펴보면 긍정적 변인에 대해서는 행동주의, 현실치료이론 순

서로 효과적이며, 부정적 변인에 대해서는 정서중심 이론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중심 부모교육은 자녀발달에 부모가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자녀관계 속에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모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

고 언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분명한 자기변화를

위한 자기 인식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다루고, 역기능적 정서문제를 직접

적으로 다룰 때 긍정적인 부모교육의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박영희, 2018).

이제까지 부모교육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 역할을 돕는 부모교육과 다양한 심

리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모 자신의 내적 변화를 도모하는 부모교육으로 크게 양분

되어 실시되어 왔다(박영희 2018). 그러나 인간의 변화는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의

세 차원이 함께 상호적으로 변화에 영향을 주고받는다(성균관대 응용심리 연구소,

2009). 또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보이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인지, 정서,

행동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Maccoby & Martin, 1983).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과정에서 인지적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속에서 정서적 경험을 활용하여 직접 행동의 변화까지 경험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일 것

이다(서경아·정종원, 2018).

2) 부모의 공감이 자녀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정이 조

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정서적 능력이 중요하다(Goleman, 1995). 이러한 정서적 능력

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자신을 동기화하고, 타

인의 감정 인식과 적절한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 등 정서지능의 5개 하위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서수미, 2011). 이러한 정서지능을 발달시키지 위해서는 자신의 정

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Hinnant & O'brie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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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정서수용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유·아동의 정서지능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녀가 표현한 정서를 부모가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때 유·아동의 정서지능이

높았고(이지현, 2007), 특히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가운데 자기인식 능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조수정, 2009). 반면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유·아

동은 자신의 정서를 잘 드러내지 않았다.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공감하고

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면 자녀는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기정서를 조절한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자녀는 타인의 욕구에 대해서도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워나갈 수 있다(Tomkins, 1991). 그리고 부모의 정서표현성은 자녀가 정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서 관련 지식의 습득이나 타인의 정

서 반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떤 정서가 적

절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유·아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자기

조절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Halberstadt, Crisp, & Eaton, 1999; 문선정, 2017,

p.25재인용).

특히 정서조절 능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동기는 사회적응에 중요한 자기

이해와 수용, 그리고 자기 감정조절 능력함양,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

는 기회를 갖는 시기이다(서수미, 2011).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

한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때, 유·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공감

반응이 높았다(Tomkins, 1991). 이것은 어머니가 유·아동의 정서표현성을 수용 할

수록, 유·아동은 의도 통제를 잘 하고(김혜수, 2015), 유·아동의 정서 표현성을 통제

하는 어머니의 유·아동은 정서지능이 낮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조수정·도현

심·김상원, 2010).

Truax(1971)는 상대의 입장과 생각을 정확히 아는 공감능력을 부모가 유·아동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러한 경험의 의미를 유·아동에게 반영하고 되돌려 줄 수 있는

부모역량이라고 설명한다. 부모의 높은 정서적 공감능력은 자녀들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높여준다(김미애, 2011). 즉 어머니의 감정이입

능력이 높으면 유·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과 정서조절 능력이 높았고, 어머니의 정

서인식과 표현이 높으면 유·아동의 감정이입 능력이 높았다(강민수, 2001). 이는 부

모가 자녀의 정서에 감정 이입하여 공감하는 능력이 자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부모

-자녀 사이의 유대감에 기초가 되며,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이룬다(조

용주, 2010). 특히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은 정서적인 상호작

용으로서의 공감이다.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유·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며, 유·아동의 공감을 촉진시킨다(Feshbach,

1995).

정서지능과 정서조절에서는 정서적인 공감이 영향을 주게 되지만 자기조절 능력

은 인지발달 능력과 관련이 있음으로 인지적 공감이 유·아동의 자지조절능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기조절 능력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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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외현적 행동조절과 정서적 경험이나 표현을 절제

하고 통제하는 내면적 상태의 조절인 자기조절 모두를 포함한다(Saarni, 1999). 또한

어머니의 공감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공감에서

인지적 공감이 정서적 공감에 비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용주·정남운, 2009). 그리고 부모 공감에서 정서적 요소는 부모-

자녀 간 직접 전수되며,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간접 전수 된다고 보았다(Soenens

et al., 2007).

Zahn-Waxer 등의 연구(Zahn-Waxer, Radke-Yarrow, & King, 1979)에서는 9개

월간 관찰조사 방법을 통하여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유·아동의 이타행동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갈등 상황에서 부모가 설명을 잘 해주고 공감적 입장을 취할수록 유·

아동은 이타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

(Trumpeter, Watson, O'leary, & Weathington, 2008)에서는 부모의 공감이 자녀의

건강한 자기애에 긍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Eagle(2003)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공감 훈련의 결과 가운데 하나로 자녀들의 공격

성이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감정이입을 잘하는 부모일수록 자녀가 고통을

받을 때 감정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도와 줄 수 있게 된다

(Eisenberg, 1991). Feshbach(1995)는 낮은 공감을 보이는 부모의 자녀들은 공격성,

과다행동, 우울, 불안을 보이는 반면, 높은 공감을 보이는 부모의 자녀들은 성취력,

낮은 공격성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자녀가 느끼는 행복감과 부모의 양육태

도 중 공감적 태도와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문민정, 2009). 이렇게

양육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 받은 자녀는 부모-

자녀 관계가 좋고 애정적이며 서로 간에 갈등이 적었다(Hooven, Katz & Gottman,

1994).

부모의 공감이 아동에게 미치는 여향에 관한 연구동향을 알아보는 연구(조용주·

정남운, 2009)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인 공

격성, 과다행동, 주의문제, 반사회적 행동과 내재적 문제인 사회적 철회, 불안/신체

적 및 자기중심적 행동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정서조절에서는 분노조절, 두려움

조절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Tomkins(1991)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아동의 부정

적 정서에 대해 공감적으로 반응할 때,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고통

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애정적 태도가 유·아동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친다(이미양, 2015).

그리고 부모의 온정적이거나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

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능력 등 모든 정서지능 하위영역과도 정적상관을 보였

다(이지현, 2007). 따라서 부모의 공감은 자녀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서경아·정종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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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에 대한 고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대리적으로 느껴보고 타인의 입장이 되

어 보는 것을 공감(empathy)이라 한다. 공감능력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적

인 지각 세계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흐르는 의미를 느끼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

하는 것(박성희, 1997)으로, 타인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의 사고

와 기분에 적절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Baron-Cohen, 2011). 이것은

타인을 위한 이타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박민, 2012).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라는 하위 범주로 다시 분

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바람, 믿음, 의도, 인식과 같은 마음 상태를 표상

하는 능력을 인지적 공감(cognitive empathy, CE)이라고 한다. 정서적 공감

(affective empathy, AE)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공유하고 그 표현에 반응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Blair, 2005; Smith 2006). 이러한 정의를 통해 공감의 구성요소를 인식

과 반응이라는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감의 인지

적 측면은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서적 측면에서의 정서인식

으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공감의 개념

공감이라는 단어는 19세기 후반 미학 분야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철학자 Robert Vischer(1846)는 예술품에 대해 고심할 때 경험하는 쾌락을 표현하

기 위하여 ‘Einfühlung’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심리학자 Edward

Titchener(1909)가 이를 영어 단어인 ‘empathy’로 번역하였다. 공감은 느낌(feeling)

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pathos’와 ‘∼안으로(into)’를 의미하는 ‘em'이 결합된 단어

로 타인의 느낌 안으로 들어가는 것(feeling into)을 뜻한다. 이는 타인의 느낌과 함

께하는 것(with feeling)을 의미하는 ‘동정(sympathy)’와 구분된다(How, 2013; 송해

리, 2017, p7 재인용). 서양의 경우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일치 현상에 관한 논의는 플

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및 당대 소피스트의 철학적 담론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언급된 ‘감정의 카타르시스’는 관객의 연민과 공포가

배우에 대한 관객의 감정과 일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박치범, 2015). 이후 18세기

Hume과 Smith는 ‘어떤 대상과의 친밀감(affinity)’이나 ‘질병과 치료제와의 관련성’,

‘타자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 ’, ‘함께 있는 사람이 고통에 영향을 받음’과 같이 다양

한 의미로 사용되었던(Jahoda, 2005) 'sympathy'라는 용어를 윤리적이고 친사회적

행위의 의미로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 18세기 영국과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Vischer과 Lipps 등이 이 용어를 'empathy'의 개념으로 제기하였다. Lipps(1965) 는

대상이 되는 힘, 즐거움 또는 갈망 등을 외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것 안에서 나 자신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정의하였다(송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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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p.7재인용). 공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 중에서 특히,

Feshbach(1975)는 공감을 타인의 정서 상태를 변별해내는 능력, 타인의 조망을 수

용하는 능력, 타인과 비슷한 정서적 반응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외에 공감을

다른 사람의 정서적 경험을 지각하고 이에 대해 정서적으로 대리 반응하는 것과

(Bryant, 1982) 함께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같이 느끼는 대리경험으

로 정의되기도 한다(Cain & Clarke, 1987).

(1) 인지적 공감

먼저 인지적 공감에는 역할 취하기, 감정의 재인, 조망수용, 상상하기 등이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구별하고, 다른 사람

의 관점과 역할을 가정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갖추어진 이후에 공감이 발달 할

수 있다고 보았다(박성희, 2004).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역할을 취하는 능력과 자기 자신의 관점과는 다른 상대의

관점을 채택하는 능력이다(Mead, 1934). 이러한 공감을 통하여 타자의 행위를 예측

하게 되고 적절한 반응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

용을 촉진시켜 준다고 본다(박성희, 1996). 즉, 공감이란 인지적인 행위이며 공감적

과정은 타인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지적인 기제로서(백현기, 2017) 역할놀이

(roleplaying)가 공감을 향상시켜 준다고 보았다(박성희, 2004).

Piaget는 언어나 개념의 인지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나 집단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인 인지능력처럼 공감능력도 연속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

다. 즉, 자기중심적인 아동은 탈 중심화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역할 취하기’

기능(role-taking skill)을 할 수 없으므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Chandler, Greenspan & Bareboim, 1974). 상대방의 의도나 느낌을 정확하게 식별

할 수 있는 탈 중심화 또는 역할 취하기가 이루어 질 때, 인지적 공감이 이루어진

다(박성희, 2004). 그래서 아동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자기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 주

의를 기울이는 탈 중심적 사고로 전환되는 7세 이후에 공감능력이 발달하여 형성된

다고 보았다(Piaget & Inhelder, 1956).

인지적 공감의 또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감정적 재인(recognition of emotion)은 상대방에서 발견되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식별하고 가려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적,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에 민감해야 한다(박성희, 2004). 공감의 인지적 구성요소로서 상대방

의 의도나 느낌을 정확하게 식별해 내는 감정 재인 능력과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취하기 능력인 역할채택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 역할채택은 다시

세분화하여 실제생활 혹은 현실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느낌, 관점을 취해

보는 조망수용인 조망 취하기와 가상적 허구적 상황에서 관점을 취하는 ‘상상하기’

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백현기, 2017). 즉, 유·아동기는 대인지각 능력을 발달시

킴으로써 상대방의 심리적인 상태를 추론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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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 공감이 가능해진다

는 것이다(박성희, 2004).

(2) 정서적 공감

정서적 공감은 정서의 공유, 정서적 공명, 정서적 전염, 공감적 관심, 동정적 고통

등 여러 가지로 불리 운다. 공감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Lipps(1907)는 공감의

최종결과를 공유된 느낌(shared feeling)이라고 보았다. 그는 공유된 느낌을 발생시

키는 기제를 인지적 능력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세, 몸짓, 표현 등을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신체가 작동 적으로 모방함으로써 야기되는 구심적 송환(afferent

feedback)에 두고 있다(박성희, 2004). 정서적 공감은 상대방의 상황을 관찰하게 되

면서 그에 대한 정서적 각성이 일어나 감정적인 일치, 즉 공유된 느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그에 따라 상대방에게 쏠리는 감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백현기,

2017). 이러한 관점에서 Hoffman(1984)은 공감을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는 다른 사

람이 처한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정서적 반응’으로 규정한다. Batson, Fultz &

Schroeder(1987)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한 결과로서 경험된 타자 지향적인 배

려, 자비, 상냥함의 느낌’이라고 공감을 설명하고 있다. Barnett, Howard, Milton &

Dino(1982)은 공감을 ‘다른 사람의 정서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부합하는

정서의 대리적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Eisenberg와 Miller(1987)는 다른 사람

의 정서적 상태나 조건의 이해로부터 촉발된 그와 부합하는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

한 바 있다(박영선, 2010).

정서적 공감의 원형으로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파악을 제시하는 심리학자들이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는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의 심리적 상태를 구성하게

되고, 그 결과 형성된 자녀의 심리상태는 어머니의 그것과 일치하는 식으로 공감

형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감정 감염(emotional contagion)이라 한다

(Fairbairn, 1952 ; Winnicott, 1965 ; Mahler, 1975). 이러한 관점은 공감의 모방적

특성이 유아기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으로, 부모-자녀간의 특수한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서전염은 동작모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거의 반사적으로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따라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동을 모방하는 것

이다(박성희, 2004). 원시적 공감으로서의 정서적 감염 현상은 고통 중에 있는 타인

에 대하여 연령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공통반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박영선,

2010). 정서적 감염의 의미를 포괄하는 정서적 공감의 용어로서 공유된 정서(shared

affect) 또는 대리정서(vicarious affect)가 있다. 공유된 느낌은 상대방이 그 상황에

서 느끼는 감정 및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과의 감정 일치된 상태를 공명으로 지칭한다. Kohut(1978)은 공명을 주로 본

능적으로 혹은 전의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소리가 공명하듯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듯

이 상대방의 감정을 느낀다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인간체험에 대한 인간적인 메아

리’로 정의하였다. 공감적 관심은 도움을 요청하는 타인에게 동정적이거나 연민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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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배려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정서적 상태이다. 즉, 고통 받는 타인을 돌보고자 하

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이는 이타적 동기로 작용하여 타인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허미화, 1997), 도덕적 행위의 동기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공감은 그 대상과 분리되어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대리적으로 느끼는

것(백현기, 2017)으로, 자신보다는 타인에 관심을 두고, 타인의 감정을 대리적으로

느끼는 정서적인 행동이다.

2) 공감 인식

(1) 공감 인식의 정의

공감의 인식이란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및 정서인식을 모두 포함한다(Karla, 2013).

인지적 공감의 요소에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정서

적 공감의 요소로서 정서인식을 살펴 볼 수 있다(권경은, 2017). 공감의 인식과정이

지니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인식이다. 이는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타인에

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대상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다(Fenigstein, 1979;

Legrain, et al. 2011). 대상자를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올바른

자기인식은 중요한 요소이다(김해진 외, 2015). 자기인식 없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

서 이해하거나 폭넓은 경험을 가질 수 없다(권경은, 2017). 자녀양육을 위한 효과적

도움을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높은

자기인식 수준은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공감능력,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도 높아지지만, 낮은 자기인식 수준은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지나치

게 과민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Fenigstein, 1979; 권경은, 2017,

p.6 재인용). 또한 자기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자기 이해도가 낮은 사람보다 공감능

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한금선 외, 2008; 오은

정 외, 2015; 권경은, 2017, p.6 재인용).

둘째, 타인인식이란 다른 사람의 태도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표정이나 행동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며, 타인의 내적인 사고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을 의

미한다(은혁기·부재율, 2004). 또한 타인인식은 자기 정체감, 이타적 행동, 대인관계

불안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며, 자신과 다른 타인을 인식하는 능력이다(오은정,

2013).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타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중요하다(강명

옥, 2015). 이는 대인관계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되며(지경자·유진영, 2013), 이처럼

타인의 견해를 아는 것은 공감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Ahweiler et al, 2014).

타인인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타인의 입장으로 바꾸어 타인의 감정을 공

감적으로 인식한다(이종화, 2005). 의사소통에서도 상대방에게 주의를 집중하여 타

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임숙빈·민복기·고진경, 2007). 그리고 그

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내면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상황판단을 민감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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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상대방을 잘 이해하여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다(은혁기·부재율, 2004). 그러나

타인인식이 낮을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과민하거나 대인불안

등이 형성된다(소명란, 2014). 또한 타인인식 능력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경청과 접촉 및 신체 움직임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교육 등이 함께 적

용될 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ack & Smith, 2007).

셋째, 정서인식은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명확

하게 인식하는 능력과 타인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의 감정을 경험하고 인

식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정서인식은 스스로 복합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Salovey et al., 2004).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진다(Extremera & Fernández-Berrocal, 2005). 정서인식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며, 대인관계와 적응능력 및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다(심은정·홍주현; 2013). 또한 정서인식은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감소시키는 완충

역할을 한다(Bodern & Thon, 2015; Helbig et al., 2015). 정서인식이 낮은 경우에는

신경증과 고통 등의 병리적인 증상을 보이고, 심리적 부적응이 높았다(심은정·홍주

현; 201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역시 정서인식이 명확한 경우에 자아

존중감과 공감 수준이 높고,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인식하며, 대인관계 문제가 적

었다(장정주, 2012).

(2) 공감인식의 구성요소

대부분의 공감현상은 여러 가지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공감은 감정적인 동시에 어떠한 사고의 결과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동시에

인식의 결과일 수도 있다. 즉, 정서적인 동시에 인지적인 반응으로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또 왜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다

(Hoffman, 2001). 요컨대, 공감은 인지와 정서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나는 현

상으로 볼 수 있다. 공감인식의 구체적인 요소는 공감적 지각, 공감적 관심, 역할

채택, 의사소통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백현기, 2017),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된다(조민정, 2016).

첫째, 공감지각이란,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하는 사람에

게 촉발되는 공감적 각성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가깝거나 관련이 있

는 사람에게 공감적 지각이 쉽게 이루어지진다(박경은, 2014). 공감지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감상황을 파악하는 민감성과 타인의 감정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 조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서적 과정은 뇌 과학의 발달로

신경 생리학적 이해와 신경과학적 관심이 부각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김태훈,

2015). 최근 공감능력의 기제는 거울 신경계를 포함한 공감회로로서 설명된다. 특히

거울뉴런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인의 행위를 모방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조민정, 2016).

둘째, 공감적 관심은 타자 지향적인 동정을 느끼고, 불행한 타인에 대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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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경향을 의미한다. Davis는 공감적 관심과 타인의 관점을 취하기 그리고 공감

자에게 직접 느껴지는 불편감(개인적 고통)등의 요소로 구성되는 공감의 다차원적

인 개념에 대해서 제시하였다(Hoffman, 1980). 그는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은 타인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불편감과 불안감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지만,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은 타인에 대한 온정, 연민과 같은 감정이라고 설명

하였다. 즉, 정서적 공감의 두 하위 유형인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모두 타인

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에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공감

적 관심은 타자에 대해 동정을 느끼고 불행한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향을 의

미하기 때문에 보다 타인지향적인(other-oriented) 성숙한 정서이다. 그래서 공감적

관심은 공감지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인지발달의 작용이 영향을 미친 공감의 구

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조민정, 2016). 타인의 부정적 정서를 관찰하면서 대상과 동

일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무의식적인 정서 반응은 타인의 역할이나 관점을 수용

하는 인지적 과정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서의 감정으로 변화하는 발달과정

을 거친다(Hoffman, 1982). 초기 애착관계 형성과 부모의 양육환경 그리고 공감적

인 분위기가 공감적 관심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감적 관

심은 정서발달과 함께 나타난다. 아동들은 타고난 신경계의 작용에 따라 모방이나

조건화, 직접적 연상 등의 공감 발생 매커니즘에 의해 타인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나아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발달과 함께

공감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조민정, 2016).

셋째, 공감요소는 역할채택이다. 이 역할채택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상해보는 것으로, 타자의 행위를 예측하여

적절한 반응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능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할채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고통을 당하는 누군가를 관찰

할 때 동일한 상황에서 자신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지를 상상하는 자기에 초점을

두는 역할채택이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해 알게 되자마자 그 피해자에게 직접적

으로 초점을 두고 그가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하는 타자에 초점을 두는 역할채택”이

있다(백현기, 2017, p37). 자기에 초점을 두는 역할채택은 타자에 초점을 두는 역할

채택보다 더욱 강한 공감적 정서를 만들어 내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를 이기적

표류(egoistic drift)라고 부른다(Hoffman, 1987). 성숙한 역할채택은 타인의 입장에

서 있는 자기 자신 상상하기와 그 결과로 생겨난 공감적 정서이다. 그래서 공감적

정서는 타자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 정보와 그 타자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

낄 것인가에 관한 자신의 일반적 지식과 통합시키기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Hoffman, 2001). 그리고 Hoffman에 의하면 12-14세 정도 아이들의 공감발달 단계

는 탈중심화가 가능해지면서 감정이입과 역할채택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보았다(조

민정, 2016). 신경과학의 발달로 거울뉴런이 알려지면서 공감 관련 신경작용의 메커

니즘으로 주목받는 것이 ‘운동성’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운동성을 기반 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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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다(백현기, 2017). 이 모방으로 인해 타인 행동의 의도와 감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뇌에서 관찰된 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한 것을 운동

적 측면, 즉 동작을 모방하는 과정을 하나 더 거침으로써 이해한다(한일조, 2008).

그리고 모방적 행동이나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공감을 더 잘한다고 주장

(Chartrand & Bargh, 1999)처럼 타인의 표정을 보고 자신의 뇌 속에서 모방하고 그

모방에 대한 감정을 느낀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모방이나 흉내를

통해 타인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적절한 감정적 반응을 할 수 있

는 것이다(백현기, 2017).

마지막, 의사소통적 공감은 공감 행동의 최종 목적이다. 공감은 타자의 내면세계

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전달’할 때 완성되는데, 여기서 중

요한 것은 감정의 전달이다(조민정, 2016). 공감은 혼자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낀 공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박

성희, 2004). 따라서 타인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의 사고와 기분

에 적절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능력으로 공감을 정의할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입장과 자신을 동일

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백현기, 2017, p38).

공감의 표현적 요소는 내적으로 이루어진 공감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표현은 언어적 형태와 비언어적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공감의 비언어적

표현은 주로 조력행동, 이타행동 등의 친사회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공감이 이러

한 친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백현기, 2017). 이기적 동기의 입장에서 Batson은 고통

중에 있는 타인을 관찰하게 되면 관찰자는 공감반응에 의해 대리적으로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관찰자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감

소시켜 줄 수 있는 조력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의한 이타적 동기에 의한 공감반응도 나올 수 있다(백현기, 2017).

공감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의사소통

은 공감을 잘 할수록 상호작용이 원활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정명실,

2014). 그래서 관계적 차원으로서의 공감은 함께 하는 존재의 방식으로서 사람들을

깊이 만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공감은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하

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관계에 둘러싸인 사회적 존재이며 공감

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의미를 공유하고 새롭게 창출하며 함께 살아가는 상호관

계적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O'Hara 1997; 고경희, 2017, p.12재인용).

이와 같은 전통적 공감에 대한 이해는 관계 속에서 자기와 타자 간의 인지적 공

감과 정서적 공감에 대한 관점이 가장 많이 논의 되어 왔다(Bohart & Greenberg,

1997). 이렇게 자기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과 태도, 경험, 과정으로서의 공감

을 이해하는 젓이 이제까지 많이 논의된 공감에 대한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

감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관점은 공감의 경험적 본질이나 특성(Boh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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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berg, 1997)에 대한 이해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에 대한

획일화 된 이해로 공감적 경험이라는 보다 본질적 문제의식의 접근에는 한계점을

가진다(김원숙, 2017).

(3) 공감의 순환모델 (G. Barrett-Lennard 모델)

G. Barrett-Lennard(1981)는 공감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순환적 공감

모형에 따르면 공감에는 인지적, 정서적, 의사 전달적인 흐름이 내포되어 있고 복잡

하게 여러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공감의 과정은 단일차원이 아닌 세분화

된 개념모형으로 분화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공감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일련의 흐름이나 계열을 통해 연속적,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5단계 모형

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감적 주의집중(empathic attentional set)’이다. 이 단계는 공감

적 과정의 조건이 되는 예비단계로서 자신과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이다.

상대방을 공감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인식하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권경은,

2017), 타인의 이해를 위해 개방적인 태도로서 상대방의 얼굴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자기지각과 관련된 자기 인식적 이

해와 상대방의 얼굴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경청하

기가 이루어진다(정계아, 2019).

두 번째 단계는 ‘공감적 공명(empathic resonance)’이다. 이 단계는 타인을 내적으

로 이해하는 과정으로 상대방의 정서에 공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경험

을 듣고 마음을 느끼며 공유하는 과정으로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함께 이루

어지는 단계이다. 상대방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인지적 공감과 상대방의 감정에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상상하는 정서적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

감적 공명은 어느 한쪽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공감을 수용하고 정서적 공

감의 공유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송지애, 2017).

세 번째 단계는 ‘표현된 공감(expressed empathy)’이다. 공감자가 앞 단계에서 공

감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공감의 대상자에게 표현하는 과정으로 두 사람 간의 감정

을 주고받는 과정인 ‘공감의 표현’으로 공감의 의사통적 요소에 해당된다. 이 단계

에서는 상대방에게 느끼고 이해한 부분을 어떤 표현으로 공감을 전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정계아, 2019). 앞에서 공감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으로서 공

감적 소통에 해당된다. 즉, 상대방에 대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통해 이해

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송지애, 2017).

네 번째 단계는 ‘지각된 공감(received empathy)'이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마

음에서 일어나는 공감 반응 정도에 대해 인식을 한다. 이때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새롭게 자신을 표현한다(송지에, 2017). 상대방이 표현한 공감에 대해 집중하고 더

나아가 지각된 공감의 피드백을 통해 공감 받은 정도를 인식하면서 새롭게 더욱 확

장되는 공감 단계이다(권경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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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인 ‘공감의 순환’에서 새롭게 더욱 확장된 공감이 처음 단계인 주의집

중으로 순환되면서 나선형으로 보다 확장되어 이어지는 단계이다(박성희, 2004 ;권

경은, 2017). 이렇게 우리는 공감을 통해 소통하며, 새로운 내용이 더해진 확장된 형

태의 공감 순환 과정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다(송지애, 2017).

3. 공감개념 확장을 위한 제이론의 검토

인간 유기체는 경험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은 그 경험 속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그 경험으로 되돌아가게 되기도 한다(Gendlin, 1961).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루어지는 타자와 함께하는 특정한 순간에 ‘느껴지는 의미(felt meaning)'의 상호작

용적 공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Husserl에 의하면 모든 경험의 흐름은 그것이 의식에 나타나는 그대로 존중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경험의 흐름 그 자체가 존재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영

필, 2007).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의식과 존재의 관계를 인식론적 경험에 대한 논의

를 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현상학에서 우리가 경험을 나누는 공동의 세계는 1인칭

을 중심으로 3인칭을 지향하는 상호주관성을 내포하고 있다(Gallagher & Zahavi,

2008). 한 개인의 주관은 다른 주관과의 관계에서만 비로소 주관으로 드러나고 현실

화 될 수 있다(김성동, 1993). Husserl은 인간의 의식을 항상 ‘∼에 대한 의식'으로

이것은 의식이 대상과 함께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현상학에서 말하는 의식은 심리

학적 대상으로서의 의식이 아니다. 대상과 함께 드러남이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조

건으로서의 의식인 것이다. 세상에 대한 지각이 의식을 드러나게 하고 이 의식은

세상, 세계 속에 있는 것이다.

1) 상호주관성

먼저 ‘상호주관성’은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주로 철학적 논의에서 다뤄 온 공감현상 중 하나로 전통적 공감의 정의에서는 논의

되지 않았던 개념이다(Coplan & Goldie, 2011; Staemmler, 2009; Zahavi, 2011). 상

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의미는 단어가 가진 뜻, 그대로 ‘두 주체사이(between

two subject)’를 의미한다(Leadbeater, 1989). 일반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작용 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공유된 이해를 뜻한다. 그 구성원들

의 상호작용으로 서로 다른 수준과 범위에서 이해하고 있던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

고, 서로 조정해 나가면서 의사소통을 통한 공동의 화제에서 공동의 의미를 창출하

는 과정이다. 즉, 활동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의 공유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

를 형성하는 과정이 상호주관성의 구성인 것이다(Göncü, 1993b; 배재정·정정희,

2003, p.158재인용). 따라서 상호주관성은 여러 사람이 가진 주관성이 공유되는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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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사람들 간의 공유된 경험을 말한다.

인간이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자와의 공존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것은 관계 즉, 상호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되지 않는 것은 공감 할 수 없다. 이 공감되는 경험은 그 사

람이 1인칭으로 겪는 경험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자기는 경험적 자기를 옹호하고

있고, 이 경험적 자기에는 타자와의 경험, 즉 상호주관성으로서의 공감에 의지하고

전제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Zlatev, 2014). 더 나아가 개인으로서 나의 존재는

나 자신과 타자가 맺은 ‘의사소통적 역임’의 결과로서(Husserl, 1973), 나와 너, 우리

그리고 세계는 함께 묶여있다(Huseserl, 1952). 따라서 만남은 ‘나’와 ‘너’의 존재론적

‘사이’가 성립하며 이 ‘사이’에서 서로가 전존재를 거는 행위자로서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관계를 ‘상호주관성’이라고 하였다(Buber, 1968).

(1) 현상학적 상호주관성과 공감

현상학적 심리학과 철학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공유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Zlatev, Sinha, & Itkonen, 2008)되어져 왔다. 두 사람 사이나

어떤 집단 속에서, 한 사람의 주관적 경험이 다른 사람의 주관적 경험에 지속적으

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반대로 성립하는 대인관계 과정을 상호주관성이라고 한다.

Husserl의 상호주관성 개념은 사실 상호(inter) - 주관성(subjective)에 대한 개념,

다시 말해 주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다. 즉, 타자를 전제하는 나의 경험들

과 더불어 다른 주관과의 관계에 대한 나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Zahavi, 2003).

인간은 상대적 주관으로 다른 주관과의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주관으로 현실화 될

수 있으므로, 주관은 오직 상대적 주관으로의 ‘상호주관성’(inter subjective)이다(김

성동, 1993). Husserl의 철학에서 ‘객관적’이라는 말, 역시 자기 인식적 타인에 대한

경험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즉, ‘객관적이다’라는 것은 ‘상호주관적으로 구성

되어 거기에 있음’과 같은 뜻이다(송인용, 1998).

Theunissen(1977)은 Husserl의 상호주관성의 구성과정을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

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내 자신의 신체의 유추에 근거하여 타자의 신체를 지각한

다. 둘째, 이렇게 하여 심리학적 방향성에서는 타자의 심리적 삶을 경험하고 더 나

아가 타자의 자아를 경험한다. 셋째, 자아의 일차적 세계와 타자의 일차적 세계의

동일성에서 객관적 세계(objective welt)를 구성한다. 넷째, 객관적 세계에서 타자를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시공간적으로 위치한 통일적인 대상으로 경험한다. 다섯째,

객관적 통일체로서의 인간 존재라는 의미를 내 자신에게 전이한다.

현상학적 공감은 지각적 특성, 직관적 특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의 경험

은 의식으로서의 경험 즉, 현상으로 기술될 수 있다. 현상학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

인 의식적 지향성은 대상에 대해 함께 드러나는 작용적 지향성을 말한다(왕지권,

2018). 이 작용적 지향성은 경험 세계에 대한 의미(meaning)와 관계가 있다

(Gallagher & Zahavi, 2008). 즉, 모든 현상은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의 행위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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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상호관계가 현상의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다. 신체

로서 하나의 표현된 통일체인 타자의 심리적 의미는 그 타자의 제스쳐, 억양, 얼굴

표정 속에 있는 생각, 느낌, 욕구를 즉,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다(Husserl, 1952).

현상학에서 개방적 태도는 자아 중심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선입관이나 신념체계

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판단을 중지하고 무의식적인 믿음 체계와 배경, 그리고 가정

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김영진, 2016). 이처럼

공감을 위한 마음의 개방적 태도는 현상학적 관점의 판단중지가 이루어질 때 가능

하다(김영진, 2016). 여기서 판단중지란 기존 신념체계의 타당성을 중립화시키고 무

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자기 선입견을 일단 판단중지(bracketing) 한 후

그러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태 자체로’ 귀환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현상

학적 환원(reduction)이다. 이렇게 될 때 상호 주관적인 것에서의 객관성이 드러나

게 되고, 타인이해의 직관적 경험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전제에도 방해받지 않고 ‘있

는 그대로의 현상’이 드러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이남인, 2004). 따라

서 인간이 지각을 통해 떠오르는 의식이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 조정되기 이전에

현상의 본질에 대한 직관적인 태도로서 현상을 주체적으로 포착할 때, 대상의 본질

로서의 공감적 타자이해에 다가갈 수 있다.

의식의 지향적 관점에서 지각은 개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 경험이기 때

문에 모든 인식활동의 일차적인 초석이다(Husserl, 1975; 김희원, 2010. p.25재인용).

타자에 대한 구체적 경험은 신체화 된 주관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경험하고

(Zahavi, 2003), 이 주관성의 특징들 중 하나는 세계 속에서 지각을 통한 행위함으

로 수반된다(Gallaghrt & Zahavi, 2008). 이렇게 드러난 표현은 내부의 심적 상태들

과 외부의 신체적 행동 사이를 좁혀주는 단순한 교량 역할을 넘어선, 다른 사람들

의 행위와 표현적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그 움직임의 의미를 본다. 그렇게 표현

적 행동은 마음의 ‘의미’로 가득 찬 것으로, 그렇게 드러난 표현들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게 한다(Gallaghrt & Zahavi, 2008). 이렇게 타자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은 언제나 신체적 현출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른 주관을 인식하

게끔 한다. 이처럼 현상학적 공감은 우리의 신체적 동질성으로 타자에 대한 지각적

특성을 가진다.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의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감정이입과 상호

주관성의 추구를 통해 가능하다. 먼저 Husserl(1963)에 따르면 감정이입적 타인이해

는 직접적 지각인 외적인 신체지각을 토대로 한 일종의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세계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의도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박인철, 2012, p.118

재인용). 즉 타자들의 표현적 행동과 유의미한 행위에서 그들의 정신적 삶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Gallagher & Zahavi, 2008).계속된다

(Gallagher, 2001 ; Zahav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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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감정이입은 타자가 되어보는 체험으로 한 인식 주체가 타자의 감정, 사유

나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화하는(identify) 것을 뜻한다. 모방이나 상상이나 가

정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타자가 되어보는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감

정이입(empathy)은 타자와의 마주침으로 일어나는 의식의 독특한 양상을 포함하고

있다(Gallagher & Zahavi, 2008). 이때 이 마주침은 지각을 통한 감정이입적 태도와

상호주관성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될 때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타자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와의 동일성으로 타자의 신체

를 통한 지각적 경험으로 타자의 내적 심리상태를 유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주관성에 기초를 둔 타자에 대한 짝지움(Paarung)이라는 개념으로 타자를 이해하게

된다. 이는 나의 육체를 통한 감각, 마음 같은 것들이 타자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할

것 이라는 경험으로서 타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Husserl(1966)의 지향적 측면에서

이 짝지움(Paarung)은 타자에 대한 이해의 패턴이 어떤 침전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

로 확립되고, 그럼으로써 이 이해의 패턴이 사후적 타자와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 짝지움에 대한 의미의 전이는 한쪽 방향만 일어나

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상호전이 이다(Huseerl, 1950). 서로 구성적으로 짝지워 짜

여 있음은 자기와 타자가 서로에 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Husserl,

1973), 이 상호 전이적 경험은 자기 혼자만으로 경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적인 경험인 것이다(Zahavi, 2014).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각할 때, 공명과정이 작동되는 마주침으로 먼저 타자들에

대한 지각을 만들어내고 타인을 인식한다(Gallagher & Zahavi, 2008). 이때 지각 경

험은 자신과 타자의 마주침이며, 이 지각을 통해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가

능하게 한다. 이러한 지각은 감각 자극에서가 아니라 감각-운동 협응에서 시작되며,

1차적인 것은 운동이고, 2차적인 것은 감각으로, 몸과 머리와 눈 근육이, 즉 신체의

운동이 지각 경험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소리는 단적인 감각이 아닌

자극, 움직임이다. 즉 행위(act)이다. 무서운 소리에 도망가는 것이 그 소리에 대한

반응이듯, 소리의 감각이 운동 반응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Dewey, 1896). 이렇게

자기와 타자와 서로간의 운동인 움직임과 그것을 지각하는 감각의 마주침으로 이루

어지는 인간의 공감 지각은 주체의 세계와 타자의 세계가 함께 만나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Merleau-Ponty도 감각주체와 세계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바로 지각이라는

원초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세계는 고정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각되는 의식은 끊임

없이 세계와 관계 지어지고 변화하는 것이다(이진이, 2015). 우리가 감각적인 것을

지각할 때 단순하게 대상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의미와

형태를 자기와 타인 그리고 세계라는 지각 장(場) 안에서 생성해 내는 것이다(이진

이, 2015). 그래서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를 ‘지각’으로 관계 맺음하면

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지각을 이끌어내는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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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하는 타자이다(Gallagher & Zahavi, 2008).

Husserl의 타자에 대한 논의는 인식주체가 어떻게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단순히 물리적 대상이 아닌 자신과 같

은 동등한 인식주체로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이진이, 2015). 그래서 타

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경험을 함께 나누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그 이해가 복잡한 심리현상인 경우 타인의 이해를 위해 더욱 경험을 나누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적 타자의 이해’는 신체지각을 기반으로 이해

할 수 있고, 이는 상호적 공유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주체들이 타자에 의해 형성된 주관적 경험인 공동마음(common mind)

이 상호주관성(김영진, 2016)이다. Husserl(1962)에 따르면, 나의 지각들은 나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실재하는 존재로서 주관성을 제시하고, 이는 대상

들, 사건들, 행위들을 나의 사적인 것인 아닌 공공의 것으로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서 상호주관성을 설명한다(Zahavi, 2003). 즉, Husserl의 상호주관성은 개인적 의식

혹은 자아가 아닌, 공동체적 의식 혹은 공동체적 자아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

는 인간을 출생과 동시에 상호주관적 존재로 여겼다(배재정, 2003).

상호주관성은 정서(조율)의 공유, 인식의 공유, 의도의 공유를 포함하며, 그 핵심

에 감정의 소통이 있다(Stern, 1985; 박미형, 2015, p.20재인용).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주기’라는 비언어적인 감각으로 몸짓과 움직임, 감각과 정서 등의

상호조절로서 대인관계상 공명이 일어난 직접적인 결과이다. 두 사람 간에서 진행

되는 상호조절은 시간을 두고 형성되며, 성공적으로 소통된 대인관계에서의 연결,

상호확신, 안정감들에 대한 느낌을 증폭하는 정서적 조율을 만들어 낸다(Fogel,

2009). 따라서 직관적이고 지각적인 특성으로서의 현상학적 공감이해는 주관과 타

주관과의 상호주관성의 형성에 주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박인철, 2012).

이 공통성으로 우리 자신이 타인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타인의 경험을 공

유하고 더 나아가 각 개인이 속한 세계의 지평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인간은

이러한 상호주관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서로 함께 하는 실존’으로서 공유되어진

다(Heidegger, 1969). 이러한 타인과의 공유와 참여의 강조(Buber, 1947)는 자기와

타인 사이의 상호주관성이라는 상호 교류적 존재로서 우리 존재(Ponty, 1962)를 설

명한다.

(2) 일차 상호주관성과 이차 상호주관성

사람은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Aron(2006)에 의하면

상호주관성은 비록 초보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다는 것이다(최

영민, 2008). 이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발달이 선천적 특징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2개월 된 아기와 비언어적 대화를 나누는 어머니에게 아기

앞에서 표현을 잠시 멈추고 무표정한 얼굴로 어떤 표정을 짓지 않고 아기와 대면하

게 한다. 그러면 그런 반응에 대해 즉각적으로 아기는 고통과 혼란적인 반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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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며, 아이는 그런 엄마의 눈길을 피하고 우울해 한다. 이 실험을 통해

Trevarthen(1998)은 ‘아기의 선천적 상호주관성(primary intersubjectivity)’ 즉, 일차

상호주관성을 발견했다. 이 시기에 발생하는 일차적 상호주관성(primary

intersubjectivity)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경험된다. 예를 들어 엄마와 놀이에서 짓는

미소는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경험하는 기쁨에 의한 것이자, 각자가 상대의 기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차 상호주관성은 지각하는 주체와 지각되는 타자를 관통해서 공유되고 있는 공

통의 신체적 지향성이다. 그래서 이 일차 상호주관성은 유아와 양육자 간의 몸짓,

손짓으로 표현하는 것에 ‘조율 하는 것’과 같은 정동적(情動的)인 방식, 즉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으로만 상호작용하는 것이다(Gopnik & Meltzoff, 1997). 타자에 대한 일

차적인 지각적 감각은 이미 갓난아이의 행동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는 자기

와 비자기의 어떤 의미에서 차이(contrast)에 의존하고,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고

유한 수용 감각에 의존한다. 그뿐만 아니라, 타자가 그 자신과 동일한 종류라는 사

실에 대한 반응성에도 의존한다(Bermudez, 1995; Gallagher, 1996; Gallagher &

Meltzoff, 1996).

발달과학에 따르면, 신생아 시기에도 타자들의 의도와 의미를 직접적으로 지각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들이 형성되어 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의 타고난 능력인

정서적, 감각 운동적, 지각적, 비개념적 행위들은 이미 감각-운동으로 신체화 된 일

정한 행위들로서 상호작용과 상호주관적 이해를 위한 역량이 된다. 이런 신체화 된

행위들은 타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일차적인 접근을 형성하게 되고, 더 나아

가 우리가 더 정교한 이러한 능력적 역량을 가지게 된 이후에도 영아기 초부터 인

간이 타자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즉 타자들의 의도와 의미를 직접적으로 지

각하는 능력들의 밑바탕을 이루는 역량(Trevarthen, 1979)이 된다.

유아들은 생명이 없는 대상과 사람을 구분한다. 유아들이 인간의 얼굴을 모방한다

는 사실은 그들이 주위 환경에서 인간적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

물들’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Meltzoff & Books, 2001). 유아에게 다른

사람의 몸은 행위와 표현적 행동을 위한 기회, 특히 모방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된다. 따라서 5∼7개월의 유아들은 정서들의 특정화하는 시각정보와 청각정보

간의 상보반응을 탐지하는데(Walker, 1982), 이는 신체화 된 행동을 지각적으로 경

험하는 것에서 비롯하여, 타자들의 움직임에서 정서를 지각하는 것이다(Bertenthal,

Proffit & Cutting, 1984). 그러므로 지각 기반에 둔 이런 종류의 이해는 다른 사람

의 행위들과 표현적 움직임들을 볼 때, 우리는 이미 그것들의 의미를 보고 있는 것

이다(Gallagher & Zahavi, 2008). 우리는 신체적으로 이미 존재함과 동시에 일차 상

호주관성에 포함되는 역량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욕구하

는지 궁금해 하는 위치에 있기 전에 이미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그들이 우리에

게 주의를 기울이는지 아닌지, 그들의 의도들이 우호적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특정

한 지각적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Gallagher & Zahav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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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체적인 ‘거울반응의 복합적 작용’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

식으로 아이에게 표현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운동 이미지’와 ‘느낌들’

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이를 통해 영아는 상대의 동기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으며, 공유하는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

게 된다. 이러한 점들은 거울뉴런과 공명체계에 대한 최근 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Gopnik & Meltzoff, 1997). 단지 행동관찰과 간접경험으로 거울뉴런이 활성화

되는 것은 행동인식에 관여하는 뉴런체계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에도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인식하는 것은 거울뉴런체계

(MNS)에서 일어나는 것이다(정유리, 2013).

영아들은 일차적 상호주관성으로 부모와 상호주관적 관계 맺기로서 자기와 타인

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Trevarthen, 2001)면, 이차적 상호주관성으로 세상의 대상이

나 사건을 향한 상호정서(reciprocal affect), 주의(attention), 의도(intention) 즉, 상

호주관적 3요소를 통해 세상에 대해 배운다. 영아들이 약 9개월이 지나면서 언어의

발달로 인해 엄마와 유아는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물체들, 그리고

사건들에 관하여 경험을 언어라는 상징적 체계를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것

을 Trevarthen과 Hubley(1978)는 이차적 상호주관성이라고 했다. 그리고 엄마와 상

호작용에서 획득된 이차적 상호주관성은 유아가 또래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이후에 새로운 상징적 능력으로 사용하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협상

하여 또래 상호작용에서 상호주관성을 구성하고 발달시켜 나가게 한다(배재성,

2003).

그리고 유아들이 표정, 어조, 몸짓, 손짓, 움직임 등을 자기 의식세계 속에서 발견

하면서 타자들이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곧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유아들이 행위를 실용적 맥락과 결합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차 상호주관

성’(Trevarthen, 1979)이라 부르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 살 정도의 유아들

이 일차 상호주관성의 사람 대 사람의 직접성을 뛰어넘어 사물들의 의도와 용도를

배우는 공유된 주위의 맥락들, 즉 공유된 상황들 속으로 들어간다(Trevarthen &

Hubley , 1978). 그래서 9∼14개월쯤 유아들에게서 공동 주의(joint attention)를 나

타내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Phillips, 1992). 그들은 타자의 맥락화 된 행위들

에서 의도성을 지각하고, 타자들을 행위 하는 행위자로서 지각하는 것이다. 즉, 다

른 사람이 문을 열려고 의도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타인이 문을 보고 있다 것도 이

해한다. 이때 그저 타자들을 관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타자들과

상호작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 상호작용의 맥락들 속에서 이해하고 관

계한다(Gallagher & Zahavi, 2008). 이것은 타인의 욕구나 믿음 같은 것으로 의도하

고 있거나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신체적이고 상호주관적인 환경의 맥락 속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머리 흔들기라 할지라도 상

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표현적 현상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특정한

경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현재의 상황 전체 속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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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Sartre, 1956). 이처럼 우리는 타자의 행위를 맥락화 된 상황들에 놓여 있

는 그들의 목표와 의도에 의거해서 해석한다

이렇게 감정과 인지가 공유됨으로써, 인간의 뇌를 서로 연결하고 모든 문화적 학

습을 매개하는 상호주관성이라는 심리현상이 탄생한다(박미형, 2015). Trevarthen과

Aitken(2001)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상호주관성을 이끌어 가는 힘은 감정이며,

감정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영역에서 개인뿐 아니라 문화 전체를 치유하는 핵심

이라 설명했다. 의사소통 속에서 관찰되는 영아의 섬세한 조절 능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역동적이며 표현적인 원리를 알게 되었

다. 초기 아이의 발달은 공생(symbiosis)으로 부터 자율(autonomy)로 나아가는 과

정이 아니라, 인간 상호작용의 형태를 획득하는 것으로 이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것

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행동을 수정하는 태도, 그것을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이다(Stern, 1985).

Stern은 아이의 상호관계의 경험에서 인지적 측면보다 공유된 정서적 측면의 중

요함을 강조하여, 상호 정서작용(interaffectivity)이라는 용어를 고안하였다. 그리고

이 상호 정서작용은 주관적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경험되고 가장 영

향력이 크며 즉각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호주관성 관계를 통해

정서적 조율(affective attunement)을 반복 경험하게 되면서, 아이는 어머니와 나누

는 상호작용의 단위들은 표상화 하여 일반화한다. 이를 RIGs(Representation of

Interactions Generalized)라고 부르고, 이는 이후 인간상호관계의 기본 틀이 된다.

이렇게 양육자와의 성공적인 상호주관성의 형성은 또래와의 상호주관성 형성에 대

한 기원이 되며, 이러한 양육자와 정서적 안정 및 애착 그리고 상호주관성의 형성

을 경험하지 못한 유아는 타인을 신뢰하고, 정서적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적 협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Howe & Matheson, 1992).

Fonagy(1991)은 상호주관성의 발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태어나 첫 달

이 되면 아이는 양육자와 감정의 공명(affect resonance)을 한다. 8개월이 되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공감적으로 느끼고 반응한다. 14개월이 되면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

해하고 협력적인 놀이를 한다. 그리고 2∼3세가 되면 자신과 타인의 심리상태를 반

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며, 6세가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 생각할 수 있

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Stern이나 Fonagy는 아이-엄마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

떻게 아이가 자기의 주관성을 얻어가고 인간 상호관계의 기본 틀을 형성해 가는지

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최영민, 2008).

부모-자녀가 함께 공유하는 순간은 서로가 정서적, 인지적으로 존재할 때, 서로의

정서상태가 잘 맞을 때, 그들이 동일한 사건이나 대상이 인지적 초점을 맞추고 있

을 때, 그들의 의도가 잘 맞을 때 등이다. 이렇게 두 명의 개인이 상호주관적 관계

를 맺고 있을 때, 그들의 정서는 공동 조절되고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과 사

건의 의미를 공동으로 창조해내게 된다(Hughes, 2011). 상호주관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정서적 삶을 확인하고,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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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공유되는 상호적이고 사회적인

경험들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 주관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 소망, 의도를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타인의 생각, 소망, 의도

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의 내적 세계는 자신의 내적 세계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 서로의 내적 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주관적 세계를 더욱 활

기 있고 흥미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공유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계 안

에서 그리고 이 세상과 세계 대해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게 해준다(Hughes, 2011).

2) 공감의 신경생리학적 측면

(1) 신경학적 공감회로

최근 공감의 기반이 되는 뇌의 신경생리학적 구조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울뉴런의 발견은 1996년 원숭이 뇌의 신피질 부위의 신경생리학적 구조 연

구에서 원숭이가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다른 원숭이가 하

는 것을 관찰할 때도 거울뉴런이 반응한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Rizzolatti et

al., 1996; Gallese et al., 1996). 이렇게 거울뉴런은 원숭이의 전운동 피질의 미측 영

역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발견이 이어져 나

갔다(Mukame et al.,; Oberman, Pineda, & Ramachandran, 2007). 거울뉴런이란 어

떤 행동을 직접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을 볼 때도 발화

하는 특수한 뉴런의 무리를 뜻한다(Rizzolatti, Fogassi, & Gallese, 2001). 인간에게

도 타인의 행동을 보거나 듣거나 상상할 때 유사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신체, 특히

뇌의 활동을 뇌 영상의 기구를 사용 분석하여 공감과 관련하여 밝혀진 뇌의 신경회

로가 거울뉴런(mirror neurons)이다(반신환, 2018). 인간의 거울 뉴런부위는 여러 형

태의 내적 모방을 통해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공감에 대한 거

울뉴런 가설에 따르면, 타인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자신의 얼굴 표

정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거울뉴런이 발화된다. 그리고 거울뉴런들은 또한 번연

계 안의 감정적 두뇌 중심부로 신호를 전달해서 타인이 느끼는 것을 우리도 느끼도

록 한다(Iacoboni, 2008 ; 반신환, 2010, p.98재인용).

하지만 인간의 경우 하나의 신경세포만을 분리해서 연구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

기 때문에 인간이 거울뉴런을 갖고 있는지는 엄밀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fMRI를 이용한 뇌 이미지 실험 결과,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

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인간의 뇌에서는 전두부 아래쪽 대뇌피질(inferior

frontal cortex)과 두정엽 위쪽(superior parietal lobe)에서 활발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인간에게도 원숭이의 전두하부(배측 전운동 영역 F5) 및 두정하부(PF와

PFG)영역에 상관되는 부위와 체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Iacoboni et al,

1999).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간주되는 후속연구들이 제시(Rizzolatti

& Craighero, 2004)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거울뉴런의 기능 영역이 동작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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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언어사용(Rizzolatti & Arbib, 1998), 의도파악(Iacoboni et al, 2005), 정서

파악(Vicker et al., 2003; Gallese et al., 2004)에서도 찾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Dinstein et al., 2008)에서 fMRI가 측정한 ‘거울뉴런영역’(mirror neuron

regions)에서 온 신호가 거울뉴런이 발생하는 신호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과학자들은 인간을 연구하는 경우 ‘거울뉴런’보다는 ‘거울뉴런체제

(Mirror Neuron System : MNR)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 신경회로 전체를

일컫는 개념이 바로 ‘공유회로’라고 말할 수 있다. 관찰자의 뇌가 경험하고 있는 실

험 대상의 뇌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활동을 등록하는 현상을 거울뉴런체계 즉 공

유회로라고 부른다(Keysers & Gazzola, 2006). 거울 뉴런이 가장 많이 연구되기는

했지만, 사실 거울 뉴런은 공유회로의 한 부분집합이다(Pally, 2010).

원숭이나 인간 모두에게 거울 뉴런은 행위와 의도를 설명하며, ‘공유 회로’ 는 감

정과 감각을 설명한다. 이는 관찰하는 뇌가 부분적으로 관찰자가 다른 사람의 감정

이나 감각을 관찰하는 동안 마치 관찰자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활성화된다. 더

나아가서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 거울뉴런체계(MNS)의 활성화로 타인의 정서인식,

평가(Carr, lacoboni, Dubeau, Mazziotta, & Lenzi, 2003 : Seitz et al., 2008) 및 감

정적 공감 (Jabbi, Swart. & Keysers, 2007; Schulte-Ruther, Markowitsch, Fink, &

Pieflce. 2007)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전두피

질(Inferior Frontal Cortex : IFC)에 이 거울뉴런 회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Cattaneo & Rizzolatti, 2009).

Gallese(2007)은 거울뉴런을 사회인지의 핵심으로 여기고, 체화된 시뮬레이션

(embodied simulation)이론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다. 여기서 체화된 시뮬레이션이

란 타인을 지각하면 자동적으로 관찰자 안에서 관찰된 것, 즉 거울뉴런 체계에 이

와 똑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신체에 바탕을 둔 경험은 타

인의 경험을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적으로 느껴진 공명으로 타인의 행

위와 감정에 대한 자동적, 비 의식적, 비 추론적 앎의 기초가 된다(Rustin, 2012). 따

라서 거울뉴런과 공유회로에 관한 연구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타고난 능력에

대한 생물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따라서 인간은 공유회로를 통해 자신의 행동, 정

서, 감각을 대리 활성화 함으로써 타인의 행동, 정서, 감각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공유회로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협력, 언어, 학습, 윤리 등 다양한 사회적 상호

작용의 근본원리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Christian, 2011). 이러한 거울 뉴런의 공

유회로를 통한 직접적인 시뮬레이션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질 수 있다.

행위하는 것과 거울뉴런 사이의 연관성은 UCLA에서 시행된 또 다른 fMRI 실험

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얼굴 전체 또는 일부를 관찰하면서 감정을 학습할 때 거울

뉴런이 어떻게 활성화되는가에 대한 연구다(Carr, Iacoboni, Dabeau, Mazziotta, &

Lenzi, 2003). 이 연구에서 실험 대상에게 행복, 슬픔, 분노, 놀라움, 역겨움, 공포 등

의 감정을 표시하는 얼굴 전체나 일부를 보도록 지시했다. 이 연구의 가설대로 감



32

정표현을 관찰하는 것은 관찰하는 실험 대상에서 같은 감정에 해당하는 전운동 영

역을 강하게 활성화시켰다. 더 나아가서, 실험대상이 관찰하는 얼굴 흉내 내고 모방

할 때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은 단지 관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육을 사용해 행동했던 것이다. 이 결과는 뇌에서 행위표상(action

representation)이 타인을 아는 방법을 확장하고 보강한다는 의견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는 것과 행위는 어떤 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신

체적 행위가 타인을 아는 방법을 보강한다(Rustin, 2012). Gallese(2006)는 거울 뉴

런과 공유 회로 모두 ‘우리 중심적(we-centric)’ 공간을 생성하고, 이는 거울뉴런과

공유회로 모두가 관계의 개념을 상호주관적 현상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신

경과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인을 아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모방의 중요성은 영아 연구에서도 상당히

지지를 얻고 있다. 영아 연구와 성인치료에서 상호주관성의 형태 연구는 거울 뉴런

의 발견 훨씬 전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아가 자신의 행위와 상대의 행위 사이의

상응성(correspondence)을 평가한다는 통찰을 보여주었다(Beebe et al., 2005).

Melzoff(1990)의 실험은 생후 42분의 신생아가 이미 어른의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영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모방을

강조함으로서 자기감을 생성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흉내 냄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유수용감각을 통해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타인과

의 관계에서 자신을 신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영아·신생아가 자기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최초의 자기개념은 자신의 외양의 특이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움직임, 신체자세 그리고 힘과 더 관련되어 있다(Melzoff,

1990). 이를 통해 우리는 거울뉴런 만이 아니라 그간 무시되고 과소평가되었던 측면

인 몸 대 몸 의사소통의 신체성(근육조직)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ustin, 2012).

호르몬 기능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는 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배려, 그리고 동료

들 혹은 다른 친족 간의 상호작용의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예컨대, 부모

배려의 질과 번식 호르몬, 즉 에스타라디올(estradiol),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간의 관련에 관한 여러 실증적인 몇몇 연구는 테스토스

테론과 성인들의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입증해주고 있다(Killen & Smetana, 2013).

그러나 호르몬 기능과 공감의 관련성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실정이라 아직

은 불명확하다. 실제적으로 이타적인 혹은 친사회적인 행동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

신경계(ANS: automatic nervous system)와 신체기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타

인에 대한 관심과 심장박동, 혈압, 피부 전기전도성, 그리고 호흡작용과 같은 그러

한 자율신경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태훈, 2015). 옥시토

신은 사회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유명한 호르몬이다. 인간의 경우 지나치

지 않는 수준의 고난에 처한 누군가를 볼 때, 두뇌 속에서 옥시토신의 분비가 촉진

되고(신경화학물질인 테로토닌과 도파민도 함께 분비된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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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도록 자극이 일어난다. Zark(2012)은 이 과정을 ‘옥시토신으로 중개되는 인간

적 공감회로’라고 부른다. 즉, 옥시토신이 공감을 유발시켜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만

든다. 옥시토신이 없는 사람들은 고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그리고 낮은 공감능

력을 보인다. 하지만 몇몇 과학자는 그 관계가 각각의 맥락과 인물에 따라 크게 달

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Roman, 2015).

(2) 공감의 운동모델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에서 여러 가지 결과들로 지지 받고 있는 ‘공감의 운동이론

(Motor of Empathy)’은 거울뉴런에 대한 연구들에 근거하고 있다. 공감 운동이론에

서는 다른 사람의 활동을 지각하는 것이 그 활동 자체와 그와 관련된 내적 상태에

대한 관찰자의 표상(representation)을 활성화 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

인지 능력들이 빠르고(fast), 자동적(automatic)이며, 상향식(bottom-up)의 처리과정

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는 관점을 설명한다. 그러한 표상은 관찰자가 스스로 그 활

동에 관여할 때뿐만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이 그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관찰할 때

도 같은 정도로 활성화되므로, 이를 공유되는(shared) 혹은 중첩되는(overlapping)

표상이라고 한다. 공감의 운동 이론에 따르면, 상향식(bottom-up processing) 혹은

자극에 의한 유도된 공유 표상의 활성화가 그것이 정서와 관련된 것일 경우, 관찰

자가 내부에 그 정서와 관련된 내적 표상을 실제로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Gallese, Keysers, & Rizzolatti, 2004). 그리고 거울뉴런이 생물학적이고 목표 지향

적(object-direct) 행동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활성화됨을 이후 연구에서 발견하였

다(Rizzolatti & Luppino, 2001). 이는 거울뉴런이 목표-지향적 활동을 표상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Rizzolatti & Arbib, 1988; 강준, 2012, p.13재인용). 타인들을 모방

(mirroring)하기 위한 특수한 체계로서(Buccino, Binkofski, & Riggio, 2004;

Rizzolatti & Craighero, 2004) 인간의 경우는 단일뉴런의 집합보다 훨씬 복잡한 ‘거

울뉴런체계(mirror neuron system)’로 이루어져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강준,

2012). 즉, 타인의 행동을 보는 것은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의 시각 영역을 아우르

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의도를 띈 행동에

특히 활발하게 반응한다(Rizzolatti et al. 2001).

이러한 거울뉴런의 특징들을 기반으로 Preston과 De Waal(2002)의 지각-운동 기

제(perception action mechanism)를 제시하는 PAM모델은 행동에 대한 인식-행동

메카니즘을 느낌과 감정의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느낌에 대

한 지각은 그러한 행동과 느낌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상되는

데, 이를 뉴런체계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느낌에 대한 지각으로 뇌의 같

은 피질영역이 자동적이고(automatically), 무의식적으로(unconsciously)활성화 되어

서 다른 사람과 유사한 정서적 상태가 유발된다는 것이다(강준, 2012).

최근에 이루어진 여러 뇌 영상 연구들은 공감의 PAM모델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

공하고 있는데, 감각 뿐 아니라 혐오감이나 고통 같은 주관적인 감정 경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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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관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후각 자극을 이용한 혐오정서

(disgust)에 대한 공감 연구에서, 역한 냄새를 맡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는 것은,

본인이 역한 냄새를 맡았을 때와 동일한 섬엽(insula)피질을 활성화(Wicker et al.,

2003)시켰으며, 다수의 연구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얼굴표정을 보여주면 실제

고통을 느낄 때와 같은 피질영역이 활성화 된다고 밝히고 있다(Botvinick et al.,

2005; Jackson, Meltzoff, & Decety, 2005; 강준, 2012, p.15재인용). Preston과 De

Waal(2002)의 지각-행동 모형(Perception-Action Model)에서 공감은 “대상의 상태

에 대한 주의력을 동반한 지각이, 주체의 이전 상태나 상황이라기보다는 대상의 상

태나 상황에 더 적합한 상태를 주체에게 발생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반신환,

2010, p.98재인용). 그들의 모형은 관찰자와 관찰대상이 공유하는 신경표상(shared

neural representations)을 강조한다. 타인을 관찰하거나 상상하면 관찰대상의 감정

상태와 같은 표상이 관찰자 안에서 활성화 되고 그것과 연합된 자동적 반응과 신체

적 반응이 활성화 되는 것을 설명한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면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관찰된 행동과 유사한 부위가 활성

화되면서 자신도 마치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모방이 일어나고, 이 모방으로 인해

타인의 행동 의도와 감정 등을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백현기, 2017). 우리의 뇌

는 시각에 의해 관찰된 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에 의한 관찰된 것을

운동적 측면, 즉 동작을 모방하는 과정을 하나 더 거침으로써 이해한다(한일조,

2008). 그리고 모방을 할 때 사용하는 거울뉴런과 번연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

문에 타인의 표정을 보고 자신의 뇌 속에서 모방하고, 그 모방에 대한 감정을 느껴

야 감정을 학습 할 수 있다(백현기, 2017). 그래서 거울뉴런에 의해 시뮬레이션 된

공감 행동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공감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여

기서 말하는 행동은 역할놀이와 같은 간접행동과 생활 속에서 실제로 행하는 직접

행동으로 형성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방(simulation)의 행동표현은 몸의 훈련을 강

조하면서 인지·정서 공감이 행동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인지·정서·행동표현 세

가지 공감 측면이 통합될 때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백현기, 2017).

이 모형에서 공감의 주도권은 감각적 지각에 있다. 지각부터 공감반응까지 의식이

나 의도의 개입이 없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모형에서도 인지적 처

리과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주의력과 억제로 표현된다(반신환, 2010). 관찰 대상에

대한 지각은 동반되는 주의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정황이나 관계에 대

한 평가(appraisal)에 따라 자동적 처리과정에서 억제나 통제가 발생한다. 결국 주의

력이나 정황적 평가가 공감을 조절한다(반신환, 2010). 이와 같은 인지적 과정이 공

감반응에 영향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각과 행동 사이를 연결하

는 표상을 억제하거나 증폭하는 직접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감각적 자극이 없는데

도 내담자의 상태를 상상하거나 예상해서 공감반응을 유발하는 간접방법이다. 이는

대표적인 공감의 인지요소로서 ‘감정의 재인’과 ‘역할 채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상상이다. 상상에 의한 입장전환(imagination change situation)이 공감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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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입장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김용환,

2003). 또한 더 나아가서 상상을 통한 감정이입은 상상이라는 공감의 인지적 측면과

감정이입이라는 정서적 측면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다(백현기, 2017).

거울뉴런 측면에서 공감에서의 상상은 무의식적 상상과 의식적 상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거울뉴런 작용에 따른 공감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면 무의식적

으로 관찰된 행동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자신도 마치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모방을 한다. 이것이 모방에 의한 행동화라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타인의

행동 의도 및 감정 이해가 무의식적 상상이다. 이러한 무의식적 상상은 주로 모방

과 함께 일어나며 모방에 의해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감정을 익히는데 작용한다.

그리고 의식적 상상은 타입의 입장이 되어서 타인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하고 느끼

는 것을 말하는데, 감정의 재인, 역할 채택은 의식적 상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식적 상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타인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상상해 보는

‘타인에 대한 상상’과 자신이 타인이 겪은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

해 보는 ‘자기에 대한 상상’으로 다시 나누어진다(백현기, 2010). 이때 ‘자기에 대한

상상’이 더 많은 정서적 공감을 일으키고,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이 높다(Howe, 2012). 왜냐하면 3자의 입장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타인에 대한 상

상’보다 자신이 마치 타인이 된 것처럼 감정을 이입하는 ‘자기에 대한 상상’이 더

적극적으로 몰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이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기제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경험이라는 투입이 없다면 그 기제는 소

용이 없다. 어린 시절, 주변 세계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거대한

신경 그물망을 구축하고 정교하게 만들어가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다

(Howe, 2012). 공감의 뇌 역시 경험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거울뉴런 및 신경 가소

성과 같은 공감의 신경과학적 기제를 타고나도 공감적인 상황에 노출되어야 공감을

할 수 있다. 경험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는 힘들다.

아기의 뇌는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타인에 의해 이해되고 이

해되었다는 느낌을 경험 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믿음, 공감 민감성 등에 영향을 주

어서 긍정적 심리적 자아형성에 도움이 된다(Howe, 2012).

과거에는 정서가 인지에 종속된다고 생각하였지만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정서와

인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있다. 감정의 뇌인 변연계에 속하는 해마와 편도체는

정서와 인지 연결 관계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부위이다. 해마는 사실적인 정보를

조직하여 장기기억 속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해마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편도체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강렬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영구적으로 저장

하는 곳이며 자신의 경험을 점검하고 의미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투입되

는 감각정보를 지속적으로 변별해주며 사고와 판단능력에도 영향을 끼친다(Connell,

2008). 두 기관은 서로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서 정서를 장기기억에 저장하고, 뇌는



36

기억된 정서와 그 정서와 관련된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김유미, 2002). 편도체

와 해마를 포함한 변연계와 인지를 담당하는 신피질 사이에는 광범위하게 신경이

연결되어 양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신피질에서 편도체 쪽보다는 편도체에서 신피질

쪽으로 더 많은 신경 연결을 ‘하향 이동(down shifting)’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인식과는 다르게 정서가 인지를 조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nnell, 2008). 이처럼 경험에 따른 정서가 기억으로 저장되어 인지 작용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경험에 따른 정서를 활용하는 것이 상상을 발휘한 대리적 경험보다는

더 큰 공감의 기초가 된다. 이처럼 경험에 따른 개인의 기억된 정서와 감정이라는

앎의 요소들이 타인의 정서와 감정을 공감하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백현기,

2017).

3) 공감의 치료적 관점

공감의 개념을 상담의 주요한 요인으로 처음 발전시킨 사람은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Carl Rogers이며, 그는 공감이 비지시적이고 내담자 중심 치유의 중요한 요

소로 강조하였다. 또한 정신분석에서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Heinz Kohut과 함께

자기심리학을 발전시킨 Robert D. Stolorow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과 현상

학적 정황성(phenomenological contextuality)에 기초하여 공감이론을 발전시켰다(김

정선, 2018).

(1) 로저스(Rogers)의 공감

Rogers(1961)는 ‘모든 인간의 삶은 유기체적으로 확장하고 뻗어나가고 자율적이

며, 발전하고 성숙하려는 욕구를 가진다. 이는 유기체의 모든 능력을 표현하고 활성

화시키는 경향성’으로의 자기실현 욕구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비적응적인 사람은

인지되는 자아와 유기체의 실제 경험의 불일치라고 정의한다. 로저스에 따르면, 일

치하는(congruent) 사람으로부터 공감적 이해의 정황 속에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과 수용을 느끼면, 내담자의 자아실현 욕구가 작동된다. Rogers에게 공감은 내담자

를 판단하지 않고 더 깊게 이해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노력과

관련된다. Rogers에 따르면 공감은 외적인 준거 틀에 기초한 모든 지각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의미와 변화를 민감하게 느껴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의미를 느

끼는 것이다(Rogers, 1980). 내담자 치료에서 요구하는 이해는 ‘내담자의 사고, 느낌,

투쟁을 내담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과 의지’이며 ‘내담자의 눈을 통해 완전히

보고, 그의 준거 틀을 채택하는 능력’이다(Kirschenbaum, 1979). 하지만 Rogers는

‘마치 ~처럼”(as if)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서, 공감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객관적 이해를 강조한다. 공감적 이해는 상담자의 일치성

(congruence)과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과 수용에 통합되어 있다. 그

래서 이를 통해 비지시적인 태도에 기초한 대인관계 과정인 내담자의 내적 준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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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자 하며, 무조건적인 관심과 수용을 전달하고자 한다(김정선, 2018).

이러한 Rogers는 공감의 필수적 전제요건으로 자기-타인 변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Eiseberg, Fabes, Schaller, Carlo, & Miller, 1991; Feshbach, 1982;

Zahn-Waxler & Radke-Yarrow, 1990). 그러한 이유는 공감의 목적이 이해에 있는

것이지 합일이나 융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조성호, 2004). 또한 Rogers는

공감을 하나의 정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Rogers(1975)에

따르면 공감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은 타인의 사적인 지각

세계로 들어가서 그 안에 철저히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감은 타인이 무엇

을 경험하든 타인의 마음속에 시시각각 변화하며 흘러가는 감지된 의미(felt

meaning)들에 매순간 민감해지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공감은 그 어떠한 판단도

없이 타인의 삶을 일시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타인이 스스로는 좀

처럼 자각하지 못하는 의미들을 감지하는 것이다. 넷째는, 공감은 타인의 세계에 대

해 느끼는 것, 즉 상대방이 두려워하고 있는 요소들을 두렵지 않는 눈으로 바라볼

때 느껴지는 것의 전달을 포함한다. 다섯째, 공감은 공감과정을 통해 느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에 대해 타인이 나타내는 반응을 통해 인

도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공감의 과정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타인의 지

각세계로 들어가서 머물기→ 매순간 감지된 의미들에 민감해지기 → 비판적으로 일

시적으로 체험하기 → 체험된 느낌을 전달하기 → 그 정확성을 점검하기’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조성호 외, 2008).

Rogers는 상담기법을 체계화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상담자의 특정한 행위는 내담

자에 대한 태도, 즉 내담자의 준거 틀에 대한 상담자의 내적 경험에 기초해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상담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Rogers의 감정 성찰과

재 진술 기법, 특히 성찰은 공감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엄밀히 말하면 성찰은 공감

자체가 아니고 상담자가 공감하도록 돕는 공감을 소통하는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

다(Bozarth, 1997). 성찰 이외에도 Rogers는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다양한 공감적

반응(empathic response)을 언급하는데, 내담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내담자를 존중하

고 신뢰하는 차원에서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답변할 것을 제시한다. 때로는 공감적

반작용이라고 일컬어지는 독특한 반응도 가능한데, 이는 Rogers에게는 인격적 만남

에서 일치성/진실성과 공감이 긴밀히 연결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Bozarth, 1997).

Rogers(1975)는 공감이 상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감적 분위기의 평가적이지 않고 수용적인 특성으로 내담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들어줌으로써 그는

자신을 더 정확하게 자신의 본능적인 경험, 자신이 희미하게 느낀 의미에 대해 더

큰 공감으로 들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은 그에게 더 정확하게 기초된 자아의 일부를 열어준다. 이제 그의 자아는 자신의

경험과 더 일치한다. 이리하여 그는 자신에 대한 태도에 더 돌보고 수용적이며, 더

공감적이고 이해하며, 더 진정성 있고 일치하게 된다.”(Warner, 1997; 김정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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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4 재인용).

Rogers의 공감은 우선적으로 상담자가의 태도와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며, 내담자

에 대한 어떤 전제나 이론적 성찰 없이 상담자의 자아를 내담자의 자아에 연결시킨

다는 점에서 여타 이론, 특히 정신분석 이론의 공감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는 상담과정의 중심적 요소로서 공감 개념 정립에 기여하였다. 이런 의미

에서 Rogers 의 공감은 지금-여기를 강조하는 현상학적 공감이라고 특징지어질 수

있다(Warner, 1997).

(2) 코헛(Kohut)의 공감

정신분석이론에서 공감은 한 사람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분적으로 잠정적

동일시를 한다. 동시에 그로부터 거리를 지킬 수 있으며, 그러면서 이 두 위치를 넘

나들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윤순임, 1995). Freud는 공감 없이는 내담자의 무의식

적 감정, 사고, 소망 등을 이해하여 무의식적 의미 종합에 이를 수 없으며, 공감을

통해서라야 다른 타인의 내적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공감을 핵심적 역할로 탈바꿈 시킨 사람이 Kohut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조성호, 2004). 그는 프로이드의 본능적 충동 이론에서 벗어나,

관계/구조 모델(relation/structure model)에 기초한 자기심리학을 발전시켰다.

Kohut은 먼저 공감을 ‘대리적 내성’ 곧 ‘다른 사람의 내면의 삶 안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렇게 그는 공감을 대리적 내성으로 정의

함으로써, 공감을 정신분석적 자료 수집을 위한 하나의 도구, 관찰 양식으로 바라본

것이다(박병탁, 1990).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는 공감 능력은 사람들 사

이의 강력한 정서적 유대로서의 의미이자 인간유대의 본질적 요소로도 정의 내릴

수 있다(Kohut, 1984, 김정선, 2018, p.514재인용). 그의 후기 논문에 소개된 “공감에

대하여”에서 공감을 경험 근접한 관찰로 정의하고, 이러한 공감을 단지 좋고 친절

한, 사랑을 통한 치유의 방법으로써 라기 보다는 인간의 내적 삶을 좀 더 깊이 있

게 이해해 가는 열쇠로 이해하길 바랬다(Maclsaac, 1997; 김영란, 2004, p.561 재인

용).

Kohut은 공감 즉, 대리적 내성(vicarious introspection)의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경험 속으로 자신을 들어앉히는 과정이 상담과정의 핵심이라고 보았다(조성호,

2004). Kohut이 말하는 자기(self)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세 가지 정신구조 중의 일

부(즉, 자아)가 아니라 이를 모두 포괄하는 마음의 중추이자 마음의 동인(動因)이다.

자기는 지각과 동기의 중심이며 마음의 핵이다. 이러한 자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는

데, 이를 자기구조 또는 자기체계라 한다. 또한 Kohut은 유아적 자기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공감(parental empathy)이 매우 중요하다. 공감적인 부모는 아동으

로 하여금 성격의 조직화와 발달을 증진시키는 자기-대상관계(self-object)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요컨대, 부모의 적절한 공감을 통해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응집성 있는 자기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기대상의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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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를 촉진하는 것은 아이의 유아적인 자기애적 소망에 대한 좌절인데, 이는 부모

로부터 제공되는 공감의 지연 혹은 실패로 인한 것이다. 유아가 발달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유아적 자기는 자기와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각을 재조직화 할

필요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점차 응집력 지닌 성인 자기(adult self)로 대체되어간

다(조성호, 2004). 그리고 공감은 아이의 자기대상으로서 어머니의 적절한 기능이

전제조건이다(Kohut, 1981). 공감은 사람들 간의 강력한 정서적 유대이며 공감 자체

즉, 공감의 단순한 현존 자체가 임상환경과 일반적인 인간의 삶에서 유익한, 넓은

의미에서의 치유적인 효과를 지닌다(Kohut, 1981). Freud는 전이와 역전이, 저항 이

론에서 내성과 공감을 사용했지만, Kohut은 이러한 접근을 체계화하고 정신분석 이

론을 세우고 치료를 이끌어가는 초석으로 공감을 만들었다(Maclsaac, 1997).

(3) 스톨로로우(Stolorow)의 공감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적 정신분석은 심리적 현상이란 한 개인의 고립된 심

리 내면에서 발생하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주관적 주

체로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최근의 정신분석적 흐름이다(이수진, 2016).

상호주관성은 개인적 의식이나 개인적 자아가 아닌 공동체적 의식 혹은 공동체적

자아의 의미로, 특히 심리학 등에서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이해’로

상호주관성을 이해한다(한전숙, 1987; Husserl, 1989; Marx, 1989). 정신분석에서 상

호주관성 개념도 이와 유사한데, 분석상황을 내담자(피분석가)와 상담자(분석가)라

는 두 주관적 경험 세계(주관성)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본다. 이것은 어떠한 심리적

현상도 각각의 주관적 경험과 관점을 가진 주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맥락을 떠나

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관찰자 역시 관찰하는 내용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론적 토대를 형성한다. 분석과정 속에서 상호주관적 주체로

서의 분석가와 내담자(피 분석가)라는 다르게 구조화된 경험적 세계들 간의 상호작

용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심리적 체계(organization)와 영역(field)이 있다는 맥락

(context)으로 본다(이수진, 2016).

전통적이고 고전적 정신분석 견해에 의하면 전이에서 강조되는 것은 환자의 무의

식적 주관세계로 본다. 그래서 전이는 본질적으로 내담자가 현재의 분석가를 마치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게 되는 것으로 오직 환자에 의해 야기되

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상호주관성 이론은 분석가와 내담자가 전이 반응을

함께 결정한다는 점(co-determining)을 강조한다(Leivine et al., 2000; Aron 2006).

분석가의 생각과 느낌과 판단 및 경험은 분석가로부터 분리되어 단독으로 생겨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분석가와 피분석가 서로 계속적으로 무의식적 영향을 주고받으

며 형성되는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이다. 즉 전이와 역 전이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게 형성된 내담자와 상담자의 주관적 세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본다.(최영민, 2014; 최이선, 2016, p.575 재인용) 따라서 서로 간에 형성된 맥락 안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정통 정신분석이 주장해 온 분석가의 객관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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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이수진, 2016).

Kohut의 자기심리학(self psychology)적 흐름으로부터 Stolorow와 Atwood(1992)

이나 Orange(1998), Bacal(1998)등에 의해 상호주관성 이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을 형성하였다. 특히 Kohut은 관계 속에서 자기(Self)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초점

을 둔 반면, Stolorow는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subjectivity)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구성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최영민, 2008). Stolorow는 상호주관적

인 관점에서 치유와 관련된 쟁점과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분석학 이론의 기초가 되

는 무의식의 개념, 몸과 마음의 관계, 트라우마 개념, 환상(Fantasy)의 이해를 새롭

게 이해하려고 하였다(Stolorow & Atwood, 1992). 그리고 그는 ‘현상학적 정황주의

(The phenomenological contextualist perspective)’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현상학적

이라는 것은, 현실은 오직 주관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정서적

경험 세계를 탐구하고 조명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정황적이라는 것은 경험의 조직

이 발달적 상황이나 정신분석적 환경에서 모두 상호주관적 정황에서 형성된다는 뜻

이다(Stolorow, 2013). 주체의 경험은 항상 주체가 놓인 정황에 의존하는데, 여기서

정황이란 주체의 실존과 주체가 실존에서 만들어내는 의미를 말한다. 또한 상호주

관성이란 두 주관적 체계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영역/장을 가리키며,

상호주관적 이론은 주관적으로 조직된 두 내면세계 사이에 동시에 쌍방으로 이루어

지는 상호교류를 다룬다(김정선, 2018).

Stolorow(2013)는 경험을 조직하려는 동기를 인간의 기본 원리로 보았다. 그리고

각 사람은 고유한 조직 원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경험을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형성한다. 또한 그는 모든 주관성을 조직하는 중심 동기로 감정적 경험,

곧 정서(affec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유아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체계에서

정형화된 무의식적 조직 원리가 인격 발전의 기초를 이룬다. 정서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적인 관계 체계들 안에서 같이 형성된다. 이러한 감정적 경험은 그것이 느껴지

는 (정서적)조율과 잘못된 조율의 상호주관적 정황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발달 초기의 정서적 조율을 통해 유아는 자기 분화를 위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데, 이는 정서를 동기의 중심에 놓는 것은 거의 모든 국면의 심리적 삶을 근본적으

로 정황과 연결시키는 것이다(김정선, 2018). Atwood와 Stolorow(1999)에 의하면 상

호주관성 이론은 주관(subjectivity)들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내는 공유 영역의 일로

이해하려는 일종의 영역(field) 또는 체계(systems)이론이다. 그래서 개인의 마음이

나 정신은 두 사람의 주관 사이의 관계 또는 유대 속에서 각기 고유한 정신기능의

도움을 받아 결정(crystallize)이 되는 정신적 산물로 본다. 이들은 무의식에는 종래

의 역동적 무의식(dynamic unconscious) 이외에 전반성적 무의식(pre-reflective

unconscious)이 있다고 가정한다. 개인의 주관세계의 구조를 특정 짓는 전반성적 무

의식은 의식적 인식 밖에서 작동하는 조직화 원칙(organizing principle)으로 기능을

하는데, 이 원리는 어린 시절 발달체계 내에서 반복되는 상호주관적 교류를 통해

고정된다. 이 각기 고유한 무의식적 조직화 원칙은 인격발달의 토대가 되고 주관세



41

계의 골격을 이룬다고 보았다(손진욱, 2005)

상호주관성 이론은 정신분석의 초점을 내담자 안에만 있는 고립된 병리적 지제로

부터 더 넓은 상호작용의 장으로 옮긴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심리학적 체계를

형성하고 이 체계를 탐구하는 것이 정신분석 탐구의 본질이다(Jeffrey, Robbert &

Stolorow, 1997). 지속적인 공감적 탐구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서로 다른 주관 세계

의 상호 작용이 만들어내는 상호주관적인 전체 영역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Stolorow에게는 공감과 내성이 함께 강조되는데, 공감과 내성의 탐구 대상은 내담

자의 경험을 조직하는 원리, 상담자 자신의 경험을 조직하는 원리,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이다(Stolorow, 1994; 김정선, 2018). Stolorow는 깊은 공감을 통해 정서적

트라우마가 극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공감을 ‘정서적 내주

(emotional dwelling)’라고 부르며, ‘릴레이셔널 홈’이라는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 내

주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정서 고통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서적 고통 안으로 자신이 들어가서 이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공감 자세를 강조하며, 유사한 고통의 경험이 이러한 내주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사람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에게

릴레이셔널 홈이 되어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점차적으로 견딜만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으로 변화한다(Stolorow, 2015; 김정선, 2018).

이처럼 심리 치료적 관점에서의 공감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심리 연구와 치유의

방법론으로, 관계적 차원의 인간 혹은 관계적 자아(The relation self)를 강조하는

이론적 토대를 발전시켰다. 점점 공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공감의 본

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감적 경험(empathic process) 등과 같이 보다 세분

화되고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공감연구의 확장이 필요해 보인다(Duan & Hill,

1996; 김은하, 2013).

4. 사이코드라마

1) 사이코드라마 정의

Moreno가 창시한 사이코드라마(psychodrama)는 연극적인 방법들로 진실과 인간

존재를 탐구하고자 하는 과학으로(양은미, 2008), 그는 사이코드라마의 세계가 자기

해방 혹은 정신적 실현의 표현으로서 좁은 언어의 틀 안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

았다(최헌진, 2003). 또한 Moreno의 부인인 Zerka Moreno(1989)는 Moreno의 말을

풀어서 자발적, 극적, 즉흥적 방법으로 주인공의 진실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사이

코드라마를 정의하였다. Kellermann(1987)은 극화, 역할놀이, 극적 자기표현을 통해

서 그들의 행위를 계속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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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심리과정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써 다양한 유사상황에

서 역할 놀이적 행위화를 통한 개인경험의 극화를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Kipper, 1988). 최헌진(1999)은 사이코드라마가 가진 속성을 낡은 상황에서 새

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자발성의 세계라고 보며, 사이코드라마를 생존을

위한 인간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개발·탐구 하며, 정신확장을 지향하는 총체적인 학

문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정신과 의사였던 Moreno의 문제의식은 당시 정신치료가 ‘개인’과 ‘언어(기억)’ 중

심적이고, ‘생물학적’ 모델과 ‘완전성(완전주의)’ 및 ‘정상증’을 따르며, ‘특권층’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이런 문제 제기로부터 ‘집단 또는 대인관

계’, ‘자발성’, ‘행위’, ‘창조성’, ‘불완전성(불완전주의)’, ‘삶의 현장과 치료의 현장의

일치’라는 개념들이 도출되었고, 그것들은 모두 Moreno에 의해 처음으로 정신치료

에 도입되었다(손창선, 2017). 이렇게 Moreno는 당시의 정신치료의 여러 한계들에

서 출발해 그것들을 극복할 대안으로 사이코드라마를 제시했다(손창선, 2017).

즉, 사이코드라마는 실생활, 좌절 상황, 그리고 자기실현에서의 욕구 등과 같은 일

련의 문제들을 연기로 표현하고, 자발성과 행위화를 통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이코드라마는 단순히 여러 역할에 대해서 언어에 대한

인지적 차원 뿐 아니라 신체적 행위에 따른 행동의 차원을 포함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고, 학습하는 효과적 방법이다(이은순, 1991). 그래서 주인공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와 자신의 정서적 문제나 갈등을 표현함으로써 행동

으로 직접 학습하는 강점 역시 가지고 있다(박희석·임수진, 2000).

오수성(1982)은 사이코드라마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

이코드라마에는 인지적, 언어적 차원은 물론이고, 신체동작에 기초한 행동적 차원까

지 포함되므로 인간의 모든 차원들을 활용하고 있다. 쉽게 의식되지 않는 상징적이

면서도 비언어적인 신체적 언어까지도 치료 단서로 활용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비지시적이고, 비언어적인 사람 또는 과도하게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내담자에게도

유용하다.

둘째, 사이코드라마는 특정한 내면의 문제를 행동으로 표출(acting-out)하려는 무

의식을 자아로 자연스럽게 통합시킨다. 즉, 행위화(acting-out)란 주인공이 지닌 욕

구를 자아의 통제 없이 무의식적이고, 퇴행적인 수준에서 만족시키려는 방어기제이

다. 이러한 행위화를 함으로써 잘 노출되지 않던 충동이 쉽게 표출되어 내면의 욕

구에 대한 인식 혹은 의식 수준에서의 통합이 비교적 쉬워진다.

셋째, 사이코드라마는 인간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집단성을 모두 활

용한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을 살펴볼 때, 대인관계는 갈등의 주요 요인이라

고 볼 수 있다. 사이코드라마는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단지 개인의 기억을

분석하는 것에서 문제점을 규명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부의 역동에서

의 관계된 특성 즉 보조자아, 청중(관객) 등과의 관계에서 해결점을 모색한다.

넷째, 사이코드라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참여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실



43

상황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지닌 문제에 심각하게 얽매인 까닭에 자신을 극도로 방

어해 갈등 속으로 보다 깊이 파고들기 어렵게 되며, 그것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을 찾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사이코드라마에서는 보조자아의 조력을 통해 현실의

구체적 상황을 현실이 아닌 무대 위에서 연기로써 ‘지금-여기’의 상태에 재연하게

된다. 즉, 현실 밖에서 현실과 상당히 유사한 수준의 구체적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화를 통한 정신내적 문제들을 다루는 특성들은 사이코드라마가

가지는 강점으로, 그 바탕이 되는 다양한 이론적 개념들로 인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이코드라마 주요개념

(1) 텔레와 만남

Moreno 이론의 관점에서 텔레는 ‘서로 간의 거리(the between distance)', 즉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상들 사이에서 흐르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텔레의 개

념은 본질적으로 ‘서로간’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말하며, 자발성(spontaneity)과 창조

성(creativity), 그리고 행동(action)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텔레는 항상 능동적이고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 또한, 상상의 범위(imaginal dimension)를 포함한다(Zerka

Moreno, Blomkvist & Rützel, 2000).

Moreno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개인의 개별성과 전체와의 상호성, 상호작용, 의사

소통, 충분한 감정이입과 같은 대인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 텔레이다(김수동·이우경, 2007). 그의 관심사는 관계

에 대한 개인이 느끼는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인

관계 그 자체였다(손창선, 2017). 이처럼 텔레는 임상경험을 통해 치료 초기에 내담

자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환상을 상담자에게 전치시키는 전이의 매커니즘과는 다

른 요인이고, 관계-텔레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끌어당기는 감정들의 복합체,

즉 상대방의 실재적인 속성들에 의해 일어나는 감정들의 복합체(Moreno, 1964)이

다. 텔레 관계가 일반적인 대인관계 과정이라면, 전이는 거기서 병리적으로 발전된

특수한 경우이다. 그 결과 내담자가 투사하는 모든 전이 과정에는 복잡한 텔레 관

계가 깔려 있다(Moreno, 1946 & 1977). Moreno는 텔레가 보편적인 대인관계 과정

이며, 이를 통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Zerka Moreno는 ‘텔레는 투사를 넘어서 사람들 간의 상호성을 유도하는 동

시에 집단의 구성원들을 응집 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Kellermann(1979)은 텔레란

대인관계의 현실 차원, 즉 ‘다른 사람의 실제적 성격 구성에 대한 통찰, 이해, 느낌

(Moreno & Zerka Moreno, 1959)'의 관점에서 가장 잘 정의 된다고 보았다. 텔레라

는 말에는 사람들 사이의 매력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면도 포함된

다. 이러한 진실한 만남 속에서 텔레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가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김수동·이우영, 2007).

즉, 사람들의 사이에 주목한 모레노는 결국 텔레를 그들 ‘사이’의 만남(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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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nter)을 위한 최소 단위이자, ‘만남의 과학적인 대응 개념’으로 설정했고, 그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들을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

(Moreno, 1975). 만남이란 단지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교대와 같

은 방식으로 ‘서로를 살아보고 경험하기 위해 마주하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치료 수행자가 되어줌으로써 고립된 개인을 넘어,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서로

를 돕는 것이다(손창선, 2017).

(2) 자발성과 창조성

Moreno는 자발성을 ‘기존 상황에 새롭게 반응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

하는 힘(power)’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적절하게’는 억눌림이 없는, 살아 있는 활력

있음을 의미한다(최헌진, 2003). Moren는 자발성을 보존할 수 없는 에너지의 종류

로 그것은 나타나는 대로 바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자발성이 빚어

내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창조성과 연결될 때 가장 귀한 가치를

띄게 된다. 자발성은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그 무엇, 또는 이전의 어떤 사

건과도 완전히 연관되지 않는 어떤 것을 만들어 낸다.(Zerka Moreno, 1989).

자발성은 ‘지금-여기’라는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고,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이끌어 내며, 친숙한 상황에서 새로운 반응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이다(김수동·이우경, 2004). Moreno는 자발성이란 유전적인 요인이 아

니며, 엄밀한 의미에서 환경적인 요인도 아니라고 말한다. 유전과 환경 사이에 유전

적인 힘들(유전자)과 사회적인 힘들(텔레)에 영향을 받지만, 그것들에 의한 독립적

인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자발성이 속한다. 모든 변화, 조합, 치환, 선택이 형성될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인간의 발명과 창조성이 나온다고 보았다(손창선,

2017). 이처럼 자발성은 창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창조적인 과정의 촉매제로 작

용한다. 자발성과 창조성이 전제되어야 주인공의 내적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자발

성은 인간의 내면세계와 외부세계가 사고와 행동 수준에서 자유롭고 쉽게 넘나들

수 있게 해 준다. 자발성은 창조성의 필수적인 요소로, 행위 하는 순간 스스로 유발

되는 행동과 강제가 아닌 새로운 과제와 상황에 자유롭게 몰입하게 한다(김수동·이

우경, 2004). 더 나아가서 그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창조자이기 때문에 자발성과 창

의성을 상실할 때 삶이 고통스러워 진다고 보았다. 여기-지금(here and now)의 삶

을 경험하는 대신 고착된 이미지와 문화보존성에 지배당할 때 우리는 무력감을 벗

어날 수 없게 된다(Dayton, 2005).

따라서 사이코드라마는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처해 있는 ‘부적응

(maladjustment)’수준을 하나의 출발 상황으로 설정하고, 거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적응(adjustment)’시키고, 나아가 보존에 지배

당하지 않고 스스로 ‘비-적응(de-adjust)’하게 하는 훈련방법이다. 달리 말하면 그들

을 적절히 준비시켜 자신이 속한 세계에 다시 탄생하게 하는 자발성 훈련이다(손창

선, 2017). 실제로 Moreno가 실시한 교육현장에서의 자발성 훈련은 참가자의 상황



45

에 대한 유연성과 능숙함을 전반적으로 증가시켰고, 어떤 상황에 적절히 워밍업 하

는 법을 배우게 했다. 더불어 반복되는 현실 맥락에서 자유롭고 새로운 즉흥들을

산출하고, 다른 역할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했고, 소통의 능력을 증진시켰다

(Moreno, 1963). 그는 자발성 훈련을 통한 의식의 진화는 인류 발달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열었고, 인간이 지속적으로 창조할 수 있도록 자발성의 기술을 개발해야 한

다고 하였다(손창선, 2017)

(3) 역할과 행위

인간은 역할행위(role acting)로 살아가고, 그것을 치료적으로 되풀이 하는 역할연

기가 사이코드라마인 것이다(손창선, 2018). 심리학에서의 자아나 자기가 초심리학

적 가정들인 것에 비해, 역할(role)의 개념은 ‘사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요소들

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경험의 단위(Moreno, 1964, p.184)’이다. ‘개인이 거쳐 온 활

동들의 특수한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의 최종결정체(Moreno, 1964, p.153)’로

서 측정가능하고 훈련 가능하다. 또한 결정적으로 ‘자아라고 알려진 것의 명백한 면

들은 그가 하는 역할들(Moreno, 1975)’이라고 설명하며, 자기나 자아를 역할로 대체

하고 이를 정신치료 영역에 처음으로 도입해 정신의 내용들을 구체화했다.

Moreno(1975)는 ‘행위가 언어보다 앞서며’, ‘역할놀이가 자기의 출현보다 앞선다.’고

하였다.

역할(role)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개발되거나, 지나치게 개발되

기도 하고, 개인 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역할

로 변질되기도 한다(Moreno. 1964). 역할개념은 사이코드라마, 사회측정학, 소시오

드라마의 기초이다. Moreno에 의하면 역할은 ‘자아가 취하는 구체적 형태’이며, 역

할에 따라 인간의 감정과 생각, 행동이 달라진다(Dayton, 2005). 또한 역할은 개인

이나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상황에 반응해야 할 때 취하게

되는 기능적 형태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 개인과 주위 사람들의 일생동

안 지속된다. 역할이 형성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는 체계적인 양식이 있다

(Moreno, 1964).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역할을 탐색하는 일은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

고 감춰져 왔던 진실을 드러내게 된다. 이처럼 역할은 공감각적 차원에서의 학습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을 우리의 자아체계와 통합하고, 우

리의 무의식에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Dayton, 2005).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적 맥락으로 역할이 발전한다. 역할에는 신

체적,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Moreno가 말한 ‘사이코드라마적’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체적 역할은 자아가 갖고 있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하며, 이 역할은 신체적

이고,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이루어진다. 유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주위환경, 그리

고 자기 자신을 하나의 존재로 느끼는 구별 없는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 유아가 수

행하는 신체적 역할에는 호흡하기, 대소변 보기, 먹기, 잠자기 등이 있다. 점점 성장

하면서 아이는 기어 다니기, 걸음마하기, 소리 지르기와 같은 신체적 역할을 갖게



46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행하게 되는 사회적 역할이 있는데, 어머니/자식,

형제/자매 등이다. 사회적 역할에는 사적 측면과 공적 측면 모두가 존재한다. 사이

코드라마적 역할은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와 같은 자아의 내적 측면을 나타내

는 상상속의 역할이다. 사이코드라마적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우리는 자아의 내적

측면에 형태를 부여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역할 교대를 통해 그와 관련된 문제

를 작업한다(Dayton, 2005).

Moreno가 행위(또는 연기)를 도입한 것은 인간이 생애 초기의 신체적인 역할들에

서 시작해, 점차 사회적인 역할과 상징적인 역할을 행위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부적응이나 성격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단지 언어만을 통

해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밀접한 상황 속에서 역할과 행위(또는 연기)를 통해서

‘훈련’처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손창선, 2018). 정신 치료적 시간의 개

념인 과거 중심에서 ‘순간(the moment)’중심으로 옮겨, 지금 이곳에서 자신의 삶의

상황 및 관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드러내고 동시에 창조

된다. 이 행위 하는 순간은 창조가 일어나는, 주관적으로 몰입하는, 살아있는 시간

이 된다(손창선, 2019).

정신치료에 역할과 행위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연극이라는 형식을 통

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신분석과 연극의 종합인 사이코드라마는 자아

와 언어를 부정하지 않는다. 동시에 자아를 역할들의 총합으로, 언어를 행위에 포함

되는 것으로 수용하면서 성격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치료하고, 무의식에 보다 더

깊이 접근했다(손창선, 2018). 그러므로 Moreno는 ‘사이코드라마는 대화 치료의 대

안으로서의 행위 치료가 아니다(Moreno, 1964).’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언어

대신 행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것은 자발적 행위인 것이다(손창선,

2017).

행위는 나를 드러내는 과정이며 인간은 행위 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최헌

진, 2010). 행위(act)가 전반적인 인간의 행위를 지침하는 일반화된 용어라면, 행위

화(acting out)는 보다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창조적 행위를 지향하는 하나의 행위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행위화(acting out)라는 개념은 내적 자기(inner self) 혹

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행위(acting from within)로 설명가능하다. 즉, 사이코드라

마 무대에서 드러나는 모든 행위(act)로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실

연(enactment)으로서 명명할 수 있다(최헌진, 2003). 특히 인간의 행위적 욕망이나

욕구가 행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때 나타나는 행위갈증(act hunger)은 사이코드라마

에서 실연이 자발성으로 인한 행위화로서 창조적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4) 카타르시스와 잉여현실

카타르시스는 정화(淨化)·배설(排泄)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아리스토델레스의 ‘시

학’에 나오는 용어이며, 비극이 연민(pity)과 공포(terror)를 불러일으켜 카타르시스

혹은 정화(purification)에 이르게 한다고 보았다. 20세기 초 Moreno는 무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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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에게 각본과 고정된 역할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는 사이코드라마를 고안하여 표

현되지 못한 정서적 잔유물을 배출하게 하였다(김수동·이우경, 2004).

Kelleman(1994)은 카타르시스를 감정의 방출과 해방뿐만 아니라 통정과 질서 세

우기, 과거로부터의 강력한 해방과 지금 이 순간에의 진실한 삶, 수동적이고 언어적

인 반영과 더불어 적극적이고 비언어적인 행위화의 과정으로 보았다.

사이코드라마는 상상적 진리를 현재적 진리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꿈과 환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드라마로서, 사이코드라마의 중심 행위중 하나가 카타르시

스이다(최헌진, 2010). 카타르시스의 구체적인 기능은 자기표현을 촉진하고 자발성

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자기표현은 단지 정서를 방출하는 것 이상이다. 자기표현은

지각된 내적·외적 현실, 자기 및 대상 표상, 가치, 방어, 신체 이미지 등으로 드러난

다(김수동·이우경, 2004).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감정의 해방과 통합의 과정은 과거의

삶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곳에서의 진정한 삶을 경험하게 한다(신경애,

2016).

사이코드라마는 현실의 범주를 뛰어넘어 주인공으로 하여금 좀 더 새롭고 확장된

실재의 경험, 즉 잉여현실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 잉여현실이라는 용어는 마르크스

가 말한 ‘잉여가치(surplus value)’의 개념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잉어현실

은 단순한 현실(reality)을 넘어 오히려 적극적인 상상력의 동원과 활용을 통해 얻어

지는 왕성한 현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험의 확장은 사이코드라마 기법을 사용함

으로써 가능해진다(Moreno, 1965).

‘잉여현실(surplus reality)이란 인간 각자가 완전히 주관적 방법으로 느끼고 지각

하는 인간의 진실이다’(Moreno, 1975). 또한 무시간성과 무공간성과 관련되어 인간

으로 하여금 우주적 힘과 닿게 해주고 우주적 실제를 경험하게 한다(Zerka Moreno,

2000). 사이코드라마 무대는 이미지, 상징적 세계이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터져

나오는 만큼 놀아볼 수 있는 시공간이다. 그것은 또한 무의식의 공간이다. 그 곳에

서는 어떤 모순도 부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주인공들이 순수하고 주관적인

세계로서 잉여현실 안으로 들어가 삶을 경험해 보지 않는 한 주인공의 프시케

(psyche, 정신)를 진정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Moreno, Blomkvist & Rutzel,

2000).

3) 사이코드라마의 치료 요인과 선행연구

(1) 사이코드라마의 치료 요인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집단 활동에서 공

통으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집단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거

나, 집단원의 행동 변화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존재하는데(권경인, 2001), 이러

한 변화요인을 치료요인이라고 한다(허미경, 2010).

사이코드라마의 치료 요인에 대해 Moreno는 그의 성격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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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원자, 텔레, 워밍업, 역할연기, 자발성, 창조성, 문화적 보존을 중요한 치료적 힘

으로 강조한다. Zerka Moreno는 진실한 관계요인(텔레), 자기노출, 치료자의 진실

성, 자기개방(실존적 타당화), 카타르시스, 행위통찰을 사이코드라마의 핵심으로 보

았다. Leutz(1985; 김주현, 2012, p.18 재인용)는 사이코드라마에서 효과적인 것은 특

별한 장면, 자발적 놀이라는 매개물, 보조자아의 기능, 사이코드라마 기법(이중자아,

거울, 역할 바꾸기)으로 꼽았다.

사이코드라마에 참여하는 과정을 인지적, 정서적, 행위적 접근으로 분류해 치료요

인을 살펴볼 수 있다(Kellermann. 1992). 먼저 인지적 접근은 주인공 경험을 하는

참여자와 관객의 역할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 접근, 인지의 통합, 개념의

재구조화 과정으로 인지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기

이해에 대한 객관적 접근’, ‘인지의 통합’, ‘개념의 재구조화 과정’이기도 하다. 정서

적 접근은 주인공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면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억압된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카타르시

스 혹은 ‘감정의 정화’를 통한 해결방식 등으로 접근하게 된다.

행위적 접근은 주로 사이코드라마 참여과정에서 진정한 만남, 텔레 라고 불리는

감정의 교류, 전이-역전이 탐색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 외에도 역할에 대한 훈련적

과정으로서의 행위적 학습, 상상하기로서 놀이와 상상적 표현, 흉내 내기 등이 있다

(Kelllermann, 1992). 국내 연구에서는 허미경(2011)은 사이코드라마 치료요인 5가지

를 개발하였는데, 감정정화 및 욕구충족, 새로운 인식과 이해, 집단분위기 및 상호

작용, 생명력, 자아확장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김광운(2000)은 주인공 경험을 실존적-현상학적 면접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사

이코드라마 경험 중에 실연에 대한 갈등, 깊은 정서적 몰입, 강한 정서의 표현과 격

렬한 신체적 행위의 표출, 정서와 신체의 탈진감, 전체적인 자기 경험, 실제상황의

경험, 소망 충족 등을 경험하였다고 보였다.

이처럼 사이코드라마 실연 중에 감정, 생각, 행동을 통해 전체적인 자기를 경험하

게 된다. 즉, 전체적인 자기-정서, 인지, 행동의 몰입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Kellermann(1984)은 모든 행위들이 정서이든, 인지이든, 그리고 행동이든 치료 장면

에서 몰입 즉, 정화경험이 허용되지 않으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

사이코드라마에서 그 상황을 실연하는 것은 실제상황으로 경험된다. 다시 말해, 말

로 이야기하는 대신 지금-여기의 상황 속에서 행동으로 실제상황을 재경험하게 된

다는 것이다(김광운, 2000).

또한 사이코드라마의 치료요인과 관련하여 보편성, 희망의 고취, 자기-이해, 집단

응집성, 정화, 실존주의, 동일시, 지지와 공감의 내용이 주인공 경험의 의미로 나타

났고, 사이코드라마의 보조자아로서 경험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봄으로써 공감적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김광운, 2000). 그리고 서경아·정종원(2018)은 사이코

드라마를 활용한 부모교육 참여자들의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 자료 분석 결과 자기

이해, 감정표현, 변화인식, 역할경험, 집단경험, 타인 재인식이라는 6개 중심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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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사이코드라마의 참여 유형에 따른 치료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차원척도

(ALSCAL 법)와 군집분석(Ward법)을 실시한 김진형(2016) 연구에 의하면, 주인공

이 지각한 치료 요인의 인식 차원은 상하로 ‘자신의 인지 및 행동 통찰 - 집단 내

정서 치유’, 좌우로 ‘변화-수용’ 차원이며, ‘보조자아가 지각한 치료 요인인 인식차원

은 상하로 ’자신의 문제해결 의지 상승-주인공 문제해결 지지‘, 좌우로는 ‘인지–정

서’이다. 관객이 지각한 치료 요인의 인식 차원은 ‘인생 공부–집단상담’, 좌우로 ‘나

의 일–당신의 일’이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인식 차원의 공통점을 자

기-타인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주인공과 집단원의 상호작용은 주인공

주제에 대해 보조자아와 관객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지

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하다. 또한 역할연기를 하는 주인공과 보조자아는

행동의 강화나 변화를 추구하고 관객에게 가장 효과 있는 요인으로 집단원과의 동

일시로 꼽는다(조성희 1999). 특히 주인공과 보조자아의 공통 치료요인으로 ‘감정해

소’가 있는데, 이는 행위화를 통한 감정의 표출과 행위갈증 해소가 사이코드라마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같다(허미경, 2011).

김진형(2016)은 주인공, 보조자아, 관객이 지각하는 치료요인을 분류하였다. 주인

공이 지각하는 사이코드라마 치료 요인에 대한 개념은 군집분류에서 ‘나에 대한 객

관적 이해로 인한 지신감 확립’, ‘실제 행동의 변화’, ‘감정의 해소’, ‘지속적인 상징

성’, ‘집단 지지’, ‘집단 역학에 의한 역할 몰입’이다. 보조자아가 지각하는 사이코드

라마 치료요인은 ‘문제 해결의 의지’, ‘타인에 대한 이해’, ‘이타심 증가’, ‘대리충족’이

다. 관객이 지각하는 치료요인으로는 ‘삶에 대한 인식 폭 확장’, ‘타인에 대한 이해’,

‘유대감 형성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 ‘대리 충족’이었다. 여기서 보조자아가 지각한

개념도에서만 유일하게 ‘이타성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주인공과 같은 무대에서,

주인공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감정에 이

입하여, 주인공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진형, 2016). 보조자아와 관객이 느끼는 치료요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인은

‘삶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사이코드라마가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집단에 참여한 구성원들에게도 무대 위의 주인공과 자기를 감정이입을 통해 문

제를 이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박희석,

2002). 이렇게 사이코드라마는 ‘디렉터’, ‘주인공’, ‘관객’, ‘무대’를 기본요소로 연극적

인 기법을 통해서 개인의 심리에 접근하며 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김주현(2014)은 사이코드라마 주인공 경험의 이론적 틀을 만들기 위해, 주인공 경

험 3회 이상인 일반인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근거 이론적 방

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심현상으로 ‘몸으로 펼쳐 나를 실현함’이 도출되었

다.

즉 사이코드라마는 자신을 펼치는 치유의 과정을 몸으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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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적 조건으로 ‘지금-여기의 몰입’, ‘놀이’, ‘정화의 실연’ 여부가 주인공 중심현상

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조절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인공들이 경험한

사이코드라마에서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행위 중 일어

나는 통찰’, ‘워밍업의 촉진작용’, ‘다양한 기법(역할교대, 장면실연, 거울기법, 더블기

법) 적용과 실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기법을 통해 몸으로 펼쳐 미해결된

것들 펼쳐내지 못했던 욕구들을 행위로 표현해 내면서, 충만한 재역동 속에서 재행

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이코드라마가 행위의 철학, 몸의 철학을 토대로 한다

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최헌진, 2003).

〔그림Ⅱ-1〕주인공의 사이코드라마 경험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김주현·이지

현, 2014, p.24)

(2) 사이코드라마 공감-치료 효과 선행연구

사이코드라마에서는 자신의 감정 외에도 자기와 관계를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감

정도 고려하게 됨으로써 감정이입적 이해를 발달시킨다. 이를 통해 보다 적응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서적인 문제 해결과정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사이코드라마의 이런 과정은 자기와 중요한 인물과의 역할교대 기법을 통해 실제적

이고도 중요한 통찰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이근후, 1987).

사이코드라마는 주로 심리치료, 집단상담, 교육적인 장면, 부부갈등 해결, 아동을

위한 적용, 비행 청소년, 상담을 배우는 지도자 등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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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latner, 1988). 사이코드라마 경험 후에 주인공들이 자신만의 고민이나 힘겨운

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신체적 행위와 정서의 분출을 통해 다시 태어남으로써 건설

적인 방향을 보게 되고 자아가 강화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다(이선화, 1992).

Shearon(1981)은 집단의 긍정적 지지는 주인공에게 용기를 주며, 거부감이나 고립

감을 줄여주고, 우리 집단이라는 느낌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사이코드라마 후에

주인공들은 행동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음을 보고하고, 사이코드라마 후에는 자신의

문제를 특수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다. Yalom(1985)

은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하였다. 김광운(2000)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드라마를 통

한 자기내부의 변화로는 자신감, 가족의 소중함, 자신의 노력의 중요성 등의 경험을

보고하였으며, 인상적인 경험으로는 각기 다른 문제들을 가진 주인공들의 사고, 정

서, 행동의 생생한 표현들이 인상적인 경험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변화의 중요

성으로는 자신감, 자신에 대한 심층적 이해, 공감의 증대, 욕구의 감소, 긍정적 사고

와 자기애를 들었다.

박수병(2015)는 1997년∼2014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사이코드라마 관련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 연령구분에 따른 효과 크기는 초등학생이 0.782로 유의미한 효과

크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은 0.557, 대학생은 0,550, 성인의 경우는 0.602

의 중간이상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여기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코드라마 연

구 주제의 키워드를 종합해 보면,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정신 병리적 어려움을 가

지고 있는 조현병 환자까지 다양한 임상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공포증, 트라

우마, 가정폭력,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같이 관계적인 문제와 정서조절, 우울, 충동

성, 분노표현, 심리적 분리,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문제 또한 사이코드라마가 효

과적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박수병(2015)은 사이코드라마 치료요인을 5가지(허미경, 2010)로 분류하여 메타분

석으로 살펴본 결과, 정서요인의 효과 크기가 0.072로 중간이상의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는 사이코드라마 과정에서 하게 되는 경험이 정서변인들에 영향을 주

며, 정서기능의 중요한 하위요인들인 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의 조절, 정서의 활

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이코드라마 경험을 통해 정서지능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수진, 2013). 인지요인의 효과크기로 0.622로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나

타내고 있다. 이는 사이코드라마 경험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특정 상황이나 문제

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것, 자신이 몰랐던 무의식적 동기나 관계, 느낌, 충동 등

에 대해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자기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인 실존요인의 효

과크기는 0.653으로 나타났고, 집단요인은 0.522효과 크기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코

드라마는 집단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간의 수용과 지지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감정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자연스럽게 위안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위화를 바탕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

나 자신과 타인과의 새로운 만남이 일어나고 내면의 자발성과 창조성이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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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자아요인은 0.401로 중간보다 낮은 효

과크기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박수병, 2015).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이코드라마는 참여자들의 정서안

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기감정을 보다 잘 인식하고 표현하게 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최영아, 2003). 특히 사이코드라마는 양가감정을 통합하고 감정을 명료

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토대로 정서 표현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상현(2004)의 연구에 의하면 사이코드라마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정서관련 문제

인 감정표현 불능증이 감소했고, 사회공포증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

코드라마를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 곤란과 우울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정재기·손

정락, 2013). 이러한 결과들은 사이코드라마 참여자들의 경험, 특히 주인공 경험이

지금까지 나타내지 못했던 감정분출을 하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잉여현실 속에

서 이전의 부정적인 정서체험을 교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전에는 거부하

고 인정하기 못했던 자신의 숨겨진 감정들을 수용하고, 더 긍정적인 정서적 상태를

가지게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수진, 2013).

김수진(2013) 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코드라마는 참여자들의 정서지능

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공감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으나, 공감능력 하위요인 중 관점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여기서 관점 취하기는 상대방의 심리적 관점이나 태도를 자발적으로 취해보려는 경

향성이다. 사이코드라마에서 사용했던 역할교대 기법은 갈등대상의 의도에 대한 재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 조망에서 보는 것이 적대적인 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태도변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Bohart, 1977). 유의미한

증가를 가져온 공감적 관심이란 타인에 대한 온정, 자비, 관심 등의 느낌을 경험하

는 정도이다. 사이코드라마 과정에서 주인공을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타인

의 고통을 함께 하면서 적응적인 대인관계에 필수적인 공감적 관심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수진, 2013).

서경아·정종원(2018)는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어

머니의 공감능력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음을 보고했다.

5. 본 연구의 개념적 틀

먼저 사이코드라마의 개념과 기법을 통해 공감에 대한 과정적 경험으로서 공감

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들이 이루어지는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경험들을

공감의 발달원리를 바탕으로 한 역할론의 관점에서,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를 재경

험을 할 수 있는 역할놀이의 과정들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감인식의 현상

학적 접근인 상호관계에서 공유된 상호주관성을 공감적 요소로 구성하여 공감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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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Barrett-Lennard, 1981)로 재구성하였다. 동시에 사이코드라마의 기법적 토대

인 사이코드라마의 발달론과 함께 재구성된 공감 순환모델을 기반으로 본 연구자는

사이코드라마 확장적 공감순환 모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적 틀을 기반으로 확정적 공감순환 모델

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이코드라마의 개념과 기법을 활용한 공감 과정적 경험

사이코드라마는 언어적 치료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을 개인에게 알아

내도록 하면서, 과거 개인의 문제와 이미지를 현재의 상황으로 가져와 재현하고 실

현하는 과정이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통찰수준을 높이고 인지, 정서, 행동적 수

준에서 개인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Avrahami, 2003).

주인공은 사이코드라마 실연 중에 감정, 생각, 행동을 통한 전체적인 자기를 경험

한다(Moreno, 1946). Kellermann(1984)은 모든 행위들이 정서이든, 인지이든 그리고

행동이든 치료 장면에서 허용되지 않으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것이 사이코드라마 이론의 핵심원칙이며, 주인공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경험이다(김광운, 2000). 이러한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자기 자신과의 사실적 만남으

로 인해 과거에 생긴 외상은 새로운 경험으로 재창조된다(Ozbeck & Leutz, 1987).

사이코드드라마의 3대 기법은 역할놀이, 역할교대, 이중자 기법이다.

먼저 ‘역할놀이 기법(Role playing)’은 사이코드라마의 가장 기본적인 기법으로, 자

기가 위치한 장면에서 어떤 역할을 선택해서 그것을 연기한다(Eva, 2002). 개인이

자유롭게 역할을 창출해서 즉흥적으로 행동하거나 특정 상황 속의 역할 등을 연기

해 보면서 적응성, 창조성, 자발성을 발휘하게 된다(김혜진, 2013). 이는 문화보존성

에 갇힌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할을 행위화 하는 것으로 다른 것 되어

보기를 통한 공감에서의 조망 수용과 같은 관점의 전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중자 기법(Double)’은 주인공과 나란히 움직이며 행동과 언어를 따라하고, 표현

되지 않은 내적 상태가 충분히 표현되도록 하는 것으로, 자기의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주인공에게 사용하는 기법이다(김정일, 2004). 가장 깊숙한 심정을

밖으로 유도해 낸다는 점에서 사이코드라마의 핵심적인 기법이다. 이 기법에서 보

조자아는 주인공 뒤에 서서 주인공의 또 다른 자아(Altered ego)역할을 한다. 주인

공의 심리적인 쌍둥이가 되어 주인공이 겉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 표현

하거나, 주인공의 표출된 마음을 보다 더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의 내면에 숨어

있는 생각, 관심, 감정 등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충분히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런 과정에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특정한 상황과 대상에 대한 감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다(조미경, 2014). 주인공은 그의 분신 역할자에

게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더 솔직한 자신을 드러낸다(이소우, 1977), 이중자 기법은

주인공의 의심, 공포의 감정을 ‘외부적인 거울’을 통하여 보여주며, 주인공이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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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치료적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모든 운동, 지각, 행위와 상호작용을 이루게 하는 자신의 영혼을 터치하

는 더블(이중자)을 만나게 될 때, 주인공 자신의 ‘정체감 기반’에 연결되는 것이다.

주인공과 분신이 함께 이러한 수준의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들은 마치 한 인격과

같은 존재가 된다. Moreno는 이렇게 주인공과 분신사이에 일어난 경험을 ‘공감

(empathy)’ 이상의 것으로 보았다. Moreno에 의하면 공감은 단지 일방적 과정일 뿐

이다. 그러나 무대 위의 주인공과 그의 분신이 나누는 생각과 느낌들은 어느 한쪽

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기보다는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런 경험을

가리켜 ‘쌍방적 공감(two-way-empathy)’이라고 불렀다. 무대 위의 두 사람은 서로

의 마음에 들어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모레노가 명명한 텔

레(tele)인 것이다(Zerka Moreno, 2000).

‘역할교대(Role reversal)기법’은 주인공이 극 진행 중 갈등 상황을 연기하고 있을

때, 극중 상대역과 하던 역할을 바꾸어 보는 것이다. 이 역할교대의 효과는 주인공

이 역할을 바꾸어 상대역을 함으로써,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

지는지를 인식하고 자아직면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효과 기법이다(김정일, 2004).

이때 참여자는 역할교대를 통해 실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본다. 이러한 역할

전환은 공감을 더 잘하고, 관점을 변화시키며 상황에 대한 이해를 중진하게 하고,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정화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김혜진,

2013). 사이코드라마의 기본 취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서로 다른 내적 역할과

인물들 사이에 텔레(tele)를 확립 또는 재확립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 알맞은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역할 바꾸기이다. 역할 바꾸기는 다른 사람의 눈 또는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Zerka Moreno(2000)는 이 기술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걸어 나와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역할 바꾸기를 통해 다른 관점

에서 보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 기법은 사이코드라마 무대에서 나타나는 디오니소

스적 도구라 할 수 있다(Simon, 1982). 이렇게 역할을 바꾸는 경험을 할 때, 그 과

정을 통해 또는 그 과정 후에 지각의 변동이 생긴다. 이 지각의 변화는 다른 역할

을 경험하면서 다른 역할의 본질적 모습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변화가 가까

이 다가올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역할 바꾸기를 통한 과정 속에서 지각된 관점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바로 그 변화의 순간이 완전한 변장으로 다른 존재를 통해 말하고 행

동하게 되는 디오니소스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Zerka Moreno, 2000).

이렇게 사이코드라마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 몸으로 펼쳐 미해결된 것들, 그리고

펼쳐내지 못했던 욕구들을 행위로 표현해 함으로써 치유의 과정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다(김주현, 2014).

공감을 현상학적으로 설명하면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느낌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두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위해 사이코드라마에서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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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현상들을 무대라는 공간으로 점유화 시키고, 그 속에서 시각, 청각, 촉각 등

의 감각을 통한 재연하는 실연과정 속에서 지각되는 행위화 경험을 한다. 역할놀이,

이중자 기법, 그리고 역할교대 등을 통한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 과정적 경

험으로 공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인지과학에서 공감에 대해 인지-행동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특정

한 감정 상태 또는 행동에서 다른 사람의 관찰 또는 상상력과 관련한 자율 및 행동

이 관찰자에게도 또한 동일한 상태/행동의 표현을 자동으로 활성화 시킨다(Preston

& de-Waal, 2002). 이 매칭 메커니즘은 또한 구체화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동 행

위를 이해하는 직접적인 형태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두뇌/신체가 세계와의 상호

작용을 모델링 할 수 있게 한다(Gallese, 2005, 2006). 추가 연구에 따르면 소리 또

는 정신적 표현과 같은 비시각적으로 방출되는 거울 뉴런의 활동을 통해 개인은 자

신의 운동 표현을 활성화하여 행동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Umila 'et al., 2001). 이

메커니즘은 또한 구체화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동 행위를 이해하는 직접적인 형태

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Gallese, 2005, 2006), 행동 예측과 의도의 언급 또한 동일

한 기능적 메커니즘에 의해 뒷받침 되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Gallese, 2006 :

Rizzolatti, 2001). 더 나아가 거율 뉴런의 활성화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 공감

(Jabbi, Swart. & Keysers, 2007; Schulte-Ruther, Markowitsch, Fink, & Pieflce.

2007)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간은 이 모델을 통해 인간의 두뇌와

신체를 통한 세계와의 상호 작용을 모델링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해당 감각 운동, 정서적 및 정신 상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형

성되어 공유 신경 표현을 생성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Gallese, 2003; Goldman,

2006).

이처럼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그 행동의 이해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상호작용 할 것인가”에서도 기여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Yaniv, 2011), 이러한 점을 현상학에서는 대상과 함께 드러나는 의식의 특성으로서

의 지향성이 가지는 ‘의미’ 부여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공감으로서의 상호주관성

으로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Moreno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를 통한 진정한 만남

을 위한 방법을 제시 하고 있는 것이다.

Decety & Lamm(2006)은 지각과 행동 사이의 직접적인 매칭인 신경처리 모드인

상향식과 의도적이고 인지적으로 주도되는 신경처리 모드인 하향식이 근본적으로

얽혀있는 인간 공감의 신경인지 모델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 공감은 상향식 정보

처리와 조절 및 자기규제를 허용하는 하향식 정보 처리에 모두 의존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공감은 상향식(top-down)과 하향식(bottom-up)의 두 가지 동시

처리 모드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이다(Adolphs, 2009; Decety, 2010;

Shamay-Tsoory, 2011).

먼저 상향식 신경 처리는 거울반응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다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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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서적 상태를 직접적이고 자동으로 공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하향식 신경 처리는 보다 성숙한 공감적 이해에 필요한 의도적인 별도의 자기 반영

과 기억의 소집으로 이루어진다(Yaniv, 2012). 특히 사이코드라마의 역할교대에서

일어나는 자신과 타자와의 상호공유를 통한 세계의 만남은 지각과 행동을 매개로

일으키는 상향식과, 의도적이고 인지적 주도에 의해 직접적 지각과 행동으로 일어

나는 하향식과의 상호작용적 만남이 모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공유

적인 경험이 내외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접근인 것이다(Yaniv, 2011).

〔그림Ⅱ-2〕 사이코드라마와 공감 요소

Kellermann (1994)은 역할 바꾸기 안에서 작동하는 3 가지 상호 의존단계를 제안

했다.

(1) 공감 적 역할 수행(empathic role taking) : 상대방의 더 깊고 완전한 명의 도

용 및 소개가 되기 위해 피상적 모방, 밀러링 또는 모델링으로 시작한다.

(2) 행동 재생산(action reproduction) : 개인이 자발적인 창작 과정에서 다른 사람

이 자신의 기초를 가지고 인식 한 것을 주관적인 방식으로 재생산하고 보고하려고

하는 행동을 재생산 한다.

(3) 역할 피드백(role feedback) :내가 어떻게 타인을 인식하는지 뿐만 아니라, 타

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인식 하는지 까지를 기초로 한 반응을

포함한다(Yaniv, 2012, p.5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번째 단계는 두 사람이 서로의 개인세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은 감정, 인지, 행동적 모든 공감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역할이 되어



57

볼 때, 즉 역할 수행적 모방이 이루어질 때 시작될 수 있다. 둘째 단계는 상대에 대

해 인식한 것을 주관적으로 재구성하며, Moreno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역할을 맡

은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것 등을 역할로 재연하는 것을 말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상대의 역할 속에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대한 자기 재인식을 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자기 관찰이

밖에 있는 타인의 역할과 타인에 대한 자기 역할 두 가지 모두가 이루어질 때 가능

한 것에 주목하였다.

Kellermann(1994)에 따르면 사이코드라마에서 역할교대는 서로가 새롭고 신선한

방식으로 상대방과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생성한다. 이런 역할교대는

직접접인 대화의 수준을 넘어 사이코드라마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그

런 만남은 서로의 세계에 대한 공유된 현상학적 상호주관성에 의한 의미세계를 경

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공감하는 곳이다(Yaniv, 2011). 따라서 역할교대를

포함한 사이코드라마 기법들과 사이코드라마적 만남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관점

에서 실제로 세상을 경험 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펼쳐지게 한다.

김수진(2015)은 역할교대를 통해 타인의 관점과 입장을 공감함으로써 전에 인식

하지 못한 타인의 긍정적인 부분을 수용하고, 신뢰감 형성으로 ‘부정적 타인표상’에

서 ‘긍정적 타인표상’으로 변화경험을 보고하였다. 역할교대 및 역할훈련 등은 정서

적 민감성을 증진시켜 자각하지 못했던 감정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주인공이 드라

마에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및 보조자아가 실연하는 역할에 대한 감정이

입적 경험은 정서 지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보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여기에서 직접 만나 상호작용하면서 현실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잉여현실과의 만남으로 자신, 타인, 그리고 공유된 경험들이 사이코드라마의

행위화를 통해 공감에 대한 상향식 메커니즘과 하향식 메커니즘으로 증대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Ⅱ-2〕과 같이 사이코드라마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 주요

개념과 기법들이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들로 인한 공감의 과정적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2) 역할론 바탕의 자기-타인 관계 재 경험과 공감 발달

오늘날 역할이론에서 쓰이는 ‘역할 개념’은 Mead(1934)가 처음 사용하였다.

Mead는 인간의 마음, 사회적 자아 그리고 사회의 구조를 사회적 상호과정으로 설

명하면서, 사회적 행동이 언어와 역할 맡기를 통해서 발달한다고 보았다. 반면

Moreno는 텔레와 상호간의 정서적 과정을 강조하였고, 역할연기(role play)라는 말

을 처음 사용하였다(김수동·이우용, 2004). 그는 개인적인 정신역동과 사회적인 정신

역동을 이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였고, 개인적인 역할들이 연결되어 사회적

인 역할 네트워크를 형성 한다고 보았다(김수동·이우용, 2004). 또한 Moreno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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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연기/역할놀이 ←―→ ①모방을 통한 행동

⇓ ⇓

역할교대 ←―→ ②상상을 통한 감정이입

⇓ ⇓

역할지각/역할훈련 ←―→ ③경험을 통한 결합

⇓ ⇓

역할통찰 ←―→ ④성찰을 통한 강화

을 자기(self)의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form) 또는 특정 시간·장소에서 타인

혹은 대상에 반응해 나타나는 인간 행위의 기능적 형태로 정의하였다(최헌진,

2003).

Landy(1993)는 인간의 모든 속성이 담겨진 용기로 역할을 정의하였고,

Starr(1977)는 역할을 인생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발달시킨

행동 패턴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역할이란 인간이 다양한 기능 혹은 속성

을 드러내는 그 어떤 일이나 행위 형태로 볼 수 있다. 역할을 맏고 그것을 내재화

할 때, 역할과 동일시하고 통합된 자기개념에 도달 할 수 있다(김수동·이우용,

2004).

<표Ⅱ-1> 사이코드라마 역할개념과 공감발달 원리 연계

Moreno(1960)에 따르면 역할들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통해 자

기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특성은 먼저 역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어

지는 것이며, 성장함에 따라 발달하고 변화한다. 따라서 그것은 학습, 교정, 훈련이

가능하다. 그리고 역할은 다른 역할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모든 관계는 역할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관계 속의 역할은 다양한 상황이나 배경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의 역할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최헌진,

2003). 인간의 신경망은 만남을 통해 형성 되는데, 역할은 공감각적인 차원의 학습

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을 자신의 자아체계와 통합하고, 각자의

무의식적 형태와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딸이 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은 역할 전환이 일어날 때, 그러한 역할학습은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Dayton,

2005).

본 연구에서는 사이코드라마의 역할개념과 연결해서 공감발달의 원리를<표Ⅱ-1>

에 제시했다.

즉, 공감은 모방에서 시작해서 상상을 통한 감정이입을 하면서 공감능력이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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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장하여 발전 할 수 있고, 모방 자체가 또 다른 경험이 된다. 경험은 다시 타

인의 감정을 상상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주고, 경험에 따른 감정을 성찰하는 것

은 자신과 타인을 새롭게 이해하고 행동변화의 동기를 제공한다. 성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시 상상을 통한 감정이입이 필요하다. 신경과학에 기반 한 공감발달의

원리는 ‘모방을 통한 행동’, ‘상상을 통한 감정이입’, ‘경험을 통한 결합’, ‘성찰을 통

한 강화’로 제시되며, 공감발달은 이들 원리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강화되어 공

감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백현기, 2017).

먼저 아동들이 몰두하는 가상놀이의 확대인 역할연기(role acting)와 사이코드라마

의 기초가 되는 수많은 역할들에 의해 정신세계를 탐구·개발·확장 시키고자 하는 기

법인 역할놀이(role playing)는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여 세계를 만들어 간다. 이를

통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공감능력을 넓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놀이에서

주인공은 자신과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 자기중심성에 대한 왜곡과 경향을 극복 할 수 있게 된다(Yaniv, 2011). 이러

한 놀이과정들은 보통 어린 시절 경험하게 되는데, 이 활동은 상상력뿐만 아니라

자기인식의 발달을 위한 기초 또한 제공 할 수도 있다(Whitehead, 2001). Moreno의

전기에 나온 일화에 나와 있듯이 그 역시 어린 아이들과의 놀이에서 창의적이고 자

발적인 능력이 있다고 확신 했다.

상대방의 역할을 해보는 역할교대(role reverse) 역시 타인을 직접적으로 감정이

입 한 상태를 경험하도록 하는데, 많은 사이코드라마 연구에 따르면 자녀 양육 상

황과 대인 관계 갈등 해결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역할을 반대로 바꾸면 상황

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취하고 그 차이를 희망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뿐만 아니라 역할교대는 두 사람 모두가 새롭고 신선한 방식으로 상대방과 자신

을 볼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생성한다(Yaniv, 2012). 더 나아가서 사이코드라마

에서 실험적으로 적용되는 역할교대의 원리는 '통찰력'이나 인식 그 자체가 아니라

창의성이다. 즉, 보다 적절한 행동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오래된 상황을 다르게 보거

나 오래된 인지 패턴을 재구성하는 것이다(Kellermann, 1994; Moreno, 1946, 1985 :

Moreno, Blomkvist, & Rutzel, 2000).

역할지각(role perception)과 역할훈련(role training)은 역할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

와 해석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역할을 재인식, 훈련하는 것이다. 즉, 단

일한 하나의 특정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역할 수행을 시도 하는 역할훈련과

달리 사이코드라마적 역할훈련은 역할 주변의 상황을 탐구 할 수 있게 한다(최헌진,

2003).

공감은 타인 지향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타인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인식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고

완성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있는 자신에 대한 이해는, 즉 반성적 과정

을 경험하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과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면에서 공감이 자기 성

찰과 연결되는 부분인 것이다. 이렇게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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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은 자기 성찰과 변화로 연결되는 지점인 것이다. 공감에서의 성찰은 경험에

대한 회상이자 반성이고 미래의 행동 변화를 위한 원동력이다(백현기, 2017). 즉 경

험에 대한 성찰이 타인과 자신의 이해로 연결될 때 비로소 공감이 완성된다.

3) 공감의 순환과정과 상호주관성

본 연구에서는 공감 순환모델(Barrett-Lennard, 1981)을 기반으로 공감의 구성요

소와 공감의 초점을 구성내용으로 하는 확장적 공감의 개념적 틀을 도출하였다.

첫 단계는 ‘공감적 주의집중(empathic attentional set)’으로, 공감적 과정의 조건

이 되는 예비단계이며 공감지각으로 이루어진다. 공감상황을 파악하는 민감성과 타

인의 감정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는 공감능력의 기제는 거울신경 세포계를 포함

한 공감회로에서 시작되는 공감지각이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으로, 자기와 타자의 마주침으로 일어난다. 여기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자

기인식이다. 공감 초점이 자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즉, 자기자각에서 자기를 중

심으로 한 타인의 인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지각과정으로 자

기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인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공감적 공명(empathic resonation)’으로, 자기에서 벗어나 타인을

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진정한 타인에 대한 관심인 연민과 온정과 같은 공감

적 관심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상해 보는 역할채택이 이루어진다.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정서에 공명하게 되

된다. 이때 공감의 초점은 타인지각과 함께 정서지각이 함께 일어난다. 이 단계에서

는 상대방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인지적 공감과 상대방의 감정에 자발적이고 무의

식적으로 느끼고 상상하는 정서적 공감이 함께 이루어진다. 타인의 입장되어 봄으

로써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여 자기 경험 속의 감정을 명

확히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으로 타인이 경험하는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정서인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표현된 공감(expressed empathy)’ 으로, 앞 단계에서 공감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공감의 대상자에게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타자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정확한 정서를 전달해야 한다. 이때 공감적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타인(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은 언어

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기-타인 사이의 소통을 통

한 상호이해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상대방이 표현한 공감에 대해 집중하고 지각하는 ‘지각된 공감

(received empathy)’이다. 피드백을 통해 공감 받은 정도를 함께 인식하면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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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확장되는 공감의 상호공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즉, 공감으로 진정한 상호관계

가 이루어지며, 그것으로 인한 공감의 확장 적이고 공유적인 상호주관성이 형성되

는 단계이다. 두 주관적 경험 세계 사이(inter-personal)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호주관성으로 더욱 더 공감적인 상호관계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감 과정 단계는 순환적 재 연결로서 점점 공감능력의 향

상을 형성해 나아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기인식을 초점으로 한 공감지각에서 부터 시작하여,

타인인식, 정서인식을 초점으로 하는 진정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 타인의 입장

이해적 역할 수용 태도인 역할 채택과정, 그리고 이타적 표현인 의사소통, 더 나아

가 함께 공유되는 상호관계로 공감능력을 이루게 한다. 더 나아가 상호주관성을 증

진시켜 나가는 공감과정으로서〔그림Ⅱ-3〕과 같은 공감 순환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Ⅱ-3〕공감 순환모델 / 공감의 초과 구성요소

4) 사이코드라마의 발달론과 확장적 공감과정 순환모델

Moreno가 제시한 역할발달이론에서 Dayton(2005)는 사이코드라마 기법에 내재된

이중자, 거울, 보조자아, 역할교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이중자(더블) 단계이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역할은 신체적 역할이

다. 인간은 먹고, 자고, 느끼고, 성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또는

대인 관계적 역할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어린 시절의 양육자와 함께 모든 것이

하나인 세계에서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개발된다. 처음에 아이는 전

적으로 감각에 의존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 감각에 의해 초기발달을 지속되므로

이시기의 신체 접촉은 유아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아이는 감각을 통

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한다(Dayton, 2005). Moreno는 이

단계를 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존재하는’ 상태를 공유하는 ‘정체성의 근원체계’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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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고, 역할을 맡고 있는 어머니와 아이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Zerka Moreno, 2004).

둘째, 거울(반영) 단계이다. 독립적인 자아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생

후9개월이 지나면 유아는 ‘동시집중(joint attention)’을 하게 되는데, 비언어적인 의

사소통을 통해 유아는 자신이 보는 것과 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을 조정한다. 이러

한 2차 상호주관성(secondary intersubjectivity) 속에서 어머니와 아이는 서로 개별

적인, 그러나 의식의 형태로 관계되어 있는 결합관계를 이룬다(Trevarthen et al.,

1998). 유아는 어머니와의 동시 집중을 통해 ‘타인은 세상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결

정되는 곳이며, 함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Hobson, 1993)라는 사실

을 알게 된다. 그래서 유아는 주위환경을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는 산물로 인식하게 되고, 세계와 자기 자신은 서로 다르다는 감각이 조금씩

생겨난다.

셋째, 보조자아 단계이다. 이 단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분리/개별화 단계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타인을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인

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개별적 존재가 아닌, 자신의 자아가 확장된

모습으로 간주한다. 타인과 완전한 분리는 아니지만 유아는 이 단계에서 타인을 이

용하여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게 되며, 타인을 개별적 존재로 생각은 하지만 감정은

서로 공유하고 있다(Dayton, 2005).

넷째, 역할교대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타인과 자신을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인

식하기 시작한다. 자신과 다른 감정과 동기를 갖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즉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동시에 자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인

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모든 역할은 상호적이며, 특정한 환경 속에서 발달

한다. 그러므로 역할을 탐색할 때 우리는 역할이 발달되어 온 환경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두 주체가 상호주관성을 유지하는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된다.

이러한 발달과정의 모델은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적절하기 못한’ 어린 시절의 대

인관계 및 가족과의 경험으로부터의 회복과정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그리

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발달단계를 지금 여기에서 실제적, 상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경험을 통한 학습과 적응력을 높인다(Dayton, 2005).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신경망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비록 어린 시절만

큼 왕성하지 않으면 때로는 쇠퇴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삶을 통해 자신의 신경망을

바꾸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내적, 외적 체계를 확장함으로

써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고 의식의 영역을 넓히는 것도 가능하다. 인간의 자아는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한 자아는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탐색

하고 강화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코드라마의 발달적 접근법은 새로운 역할을 경험

하는 동시에 기존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 기회를 제공 한다(Dayt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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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4〕사이코드라마를 기반 한 확장적 공감과정 순환모델

아래의〔그림Ⅱ-4]를 바탕으로 사이코드라마적 접근에서 보다 확대된 공감을 이

해한다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지는 신체적 공유로서의 일차적 상호

주관성을 가진다. 이는 사이코드라마의 인간발달 단계(Dayton, 2005)에서 이중자 단

계이자 정체성을 공유하는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차적 상호주관성은 신체적이고 상호주관적인 환경 속에서 지각된 타자와의 상

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이코드라마의 반영단계로서 타자에 대한 지각과 인

식이 시작된다. 이는 타자나 사물을 지각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나 정서는 공유된 단

계로 볼 수 있다(Dayton, 2005). 즉 자기 분리적 경험은 하지만 감정은 공유된 단계

이다. 이러한 내용은 일차적, 이차적 상호단계 공감의 생물학적 기제인 거울 뉴런의

특징들을 기반으로 한 공감의 인식-행동 모델(PAM)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느낌에 대한 지각은 그러한 행동과 느낌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상되는데, 이를 뉴런체계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느낌에 대한 지각으로 뇌의 같은 피질 영역이 자동적이고(automatically), 무의식적

으로(unconsciously)활성화되어 다른 사람과 유사한 정서적 상태가 유발된다는 것이

다. 이것은 Husserl이 말하는 것처럼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각이며, 이 지각에 의

해 드러나는 타자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를 사이코드라마의 인간발달 단계

로 살펴보면 보조자아 단계로 분리와 개별화된 자기와 타인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시기이다. 이외에도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적 상상이 가능한 역할교대 단계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일차적·이차적 상호주관성의 단계로 보는 이중자 단계와

반영 단계는 신체와 그것을 기반으로 신경생물학적 반응으로 지각되고 인식되는 공

감으로, 자동적으로 반응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사이코드라마적 행위화 그자체

로서 설명된다.

또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서인식으로 설명되는 공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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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단계는 사이코드라마의 보조자아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서로 공감적

의사소통을 하는 상호이해와 자기와 타인사이의 정서적 공유로서 상호주관성이 이

루어지는 상호관계를 공감인식 초점으로 하는 역할교대 단계는 사이코드라마에서

감정이입이 완성되는 단계로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의 과정들이 ‘공감의 순환’에서 새롭게 더욱 확장된 공감이 다시 처음

단계인 ‘공감적 주의집중’ 단계로 순환하여 나선형으로 증대되어 나아감으로써, 이

공감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흐름이나 계열을 통해 연속적, 지속

적으로 전개되어 상호주관성인 증대되어 나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이코드라마 발달단계와 Barrett-Lennard 순환적 공

감 모델을 기반으로 한 몸-행위의 경험으로 보다 상호주관성적 공감의 증진이 목적

인 확장적 공감과정 순환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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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설계기반연구(Design-Based Research)

1) 설계기반연구 정의 및 특징

본 연구의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설계기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

어졌다. 설계기반연구(Design-Based Research)는 종전연구가 실험실 위주의 연구로

서 효과성을 검증해 왔던 방법에 대하여 현실의 개선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는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설계기반연구의 주요 특징은 이론에 기반으로 한 설

계와 개발을 진행하는 동안 현장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연구 대

상자에게 도움이 되고 현장을 개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강정찬, 2011). 그 이유

는 교육환경에 제대로 적용되어 개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맥락과

문화적 요인을 설계과정에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Hoadley, 2004). 설계기반 연

구(Edelson, 2002)는 교육현장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현장의 모

든 참여자들과 협력하여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실행을 통하여 더 효과적인 교육적

개입을 창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적용을 위해 개발한 이론 또는 모형이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지속적으로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설계기반연구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요소를 가진다(DBRC, 2003;

Wang & Hannaffin, 2005). 이런 반복적 과정의 의미는 연구 결과로써 드러나는 산

출물이 일반화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현존하는 이론

을 실제적 맥락에 적용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Brown(1992)과 Collins(1992)가 처음 도입한 설계기반 연구는 연구와 설계, 공학

기술 간의 긍정적 상승관계를 기반 한 설계이다. 이 설계기반 실험은 연구자의 적

극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 과정의 발견, 탐구, 확인 및 보급에 대한 과정으로서 과학

적 및 교육적 가치를 나타낸다 (Kelly, 2003, p.3재인용). 초기 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개입을 설계 및 실행하여 궁극적으로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실용적 및 이론

적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다(Wang & Hannafin, 2005). 예를 들어, 설계기

반 연구는 상당한 문헌고찰과 이론 생성을 요구하고, 연구 방법으로 형성적 평가

(formative evaluation)를 사용하며, 그리고 양적 또는 질적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많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Orrill, Hannafin, & Glazer, 2003,

Reigeluth & Frick, 1999).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기반 연구는 다른 방법론을 대체하

는 것이 아니라, 연구, 이론 및 실습에서 직접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동시적인 개선

을 강조하는 대안적 접근법을 제공하는 것이다(Wang & Hannafin, 2005). 즉 실험

연구가 이론 중심의 현상 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설계기반연구는 환경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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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교육과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설계에 기초한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론 개발은 실행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Brown & Campione, 1996). 연구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이론

과 실습을 모두 개선해야한다(Collins et al., 2004). 궁극적으로, 이론의 가치는 이론

의 원리와 개념이 실행을 알리고 개선하는 정도에 의해 평가된다(Cobb, Confrey,

DiSessa, Lehrer, & Schauble, 2003; DBRC, 2003; Greeno, Collins, & Resnick,

1996). 그리고 설계기반 연구는 조사, 전문가 검토, 평가, 사례 연구, 인터뷰, 조사

방법 및 비교 분석과 같이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McCandliss, Kalchman, & Bryant, 2003; Richey et al., 2003). 이러한 설계기반 연

구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통제된 실험실 연구를 통한 특정변인의 조작에

있다는 전제를 거부하고 실제 교육 상황에서 교육 및 학습의 주체들이 어떠한 반응

을 보이는가에 주목하면서 반복적인 설계, 적용, 설계 변경의 과정을 중요한 연구

절차로 상정한다(임철일, 2012).

DBR은 현장연구(Action research)와도 구별되는데 Wang과 Hannafin(2005)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별하고 있다(강정찬, 2009). 먼저, DBR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산출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장연구

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거나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그

리고 DBR의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연구자와 설계자로서 연구과정에 참여활동 하는

참여자(participants)로 간주되지만 현장연구에서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연구를 주도

하거나 연구과정을 촉진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실행자(practitioner)로서의 역할

을 하게 된다. Wang & Hannafin(2005)은 설계기반 연구가 실용성, 근거성, 상호성,

형성성, 유연성, 통합성, 상황성 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그들은 설계기반

연구의 실용적 성격을 강조하며, 설계기반연구는 이론과 실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설계기반 연구는 이론과 실제를 동시에 개선 할 수 있으며, 해당 이론

의 가치는 원리들이 실제에 대한 정보를 주고 또 개선하는 것에 의해 평가될 수 있

다고 하였다.

모든 훈련된 조사와 마찬가지로 설계기반 연구도 목적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 기반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교수 설계와 유사하나, 실용

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맥락적인 설계 이론을 생성하려면 엄격하고 규율적이며 반

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Wang & Hannafin, 2005). 따라서 설계기반 연구는 이론개

발을 지도하고, 교수 설계를 향상시키고, 결과의 적용을 확대시키고, 새로운 설계의

가능성을 확인한다(Cobb et al., 2003; Edelson, 2002, Reigeluth & Frick, 1999). 그

러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설계기반 연구는 장점과 한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 (a)

미숙한 방법론 (b) 적용 가능성 및 실현 가능성, (c)패러다임 전환, (d) 데이터 활용

등 4가지 문제가 특히 어려움이 있다.

첫째, 설계기반 연구는 엄격성을 강화하고 현지 맥락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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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 개발이 필요하다(DBRC, 2003). 예를 들어, 반복 설계를 계속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결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표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Dede, 2004). 더욱이 설계가 지역적 맥락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

되는 경우에도 유효한 설계 원칙이 생성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

음으로, 설계기반 연구는 내부적으로 일관되지만 많은 형태를 가정하고 다양한 수

준의 규율과 엄격성을 반영하는 여러 연구 프레임 워크의 모음으로 구성된다. 그러

나 이러한 틀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Wang & Hannafin, 2005).

둘째, 현재 교육시스템 안에서의 적용가능성과 실용가능성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연구와 실천의 책임 문화는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방법론, 즉 그들은 특

정한 규칙을 증명하고 특정한 종류의 증거를 제공한다. 설계 기반 연구는 과학적으

로 기반 한 연구에 대한 정책 입안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Cob,

2001). 이러한 과학적 근거가 요구되는 연구는 설계기반 연구의 선제 자금 지원전망

을 제한하고, 사용을 방해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잠재력을 제한 헐 수도 있다.

따라서 실용적 및 정책적 구속조건은 많은 환경에서 설계 기반 조사 접근법을 방해

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Wang & Hannafin, 2005).

셋째, 설계기반 연구 방법은 기존의 평가 접근방식을 공유하거나 확장한다. 어떤

경우에는 확장이 중요하며 목표, 범위 및 방법론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TELE(Technology-Enhanced Learning Environments)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형태별 평가 방법에 매우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새로운 이론과 일반화 가능한 설계

모델을 생성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또한 설계자들이 참가자들과 친밀하게 협력

하기 때문에 Hawthorne 효과와 같은 예상치 못한 영향이 널리 보급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과정에 문서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설계자의 영향이 의도하지 않

게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설계자가 시스템 접

근방식을 계획하고 구현하는 방법과 참여자와 협력하는 방법의 변화를 요구한다

(Wang & Hannafin, 2005).

넷째, 설계기반 연구는 지나치게 방법론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져 왔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극히 일부만이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데 사용된다(Dede, 2004). 그리고 설

계 기반 연구는 전체 설계 과정을 문서화하고 실제 학습 환경에서 여러 연구 방법

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수집 및

분석할 시간과 자원 모두 필요하다(Collins et al., 2004). 그러나 시간과 자원이 제

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는 일상적으로 폐기된다. 그래서 연구 질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에 사용되는 방법론과 그 의

미 있는 활용 사이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Wang & Hannafin, 2005).

2) 설계기반 연구의 절차와 모형

Wang과 Hanaffin(2005)은 설계기반 연구를 활용하는데 9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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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그 요소는 의미로운 연구주제 제시, 현장참여자와의 협력, 교수와 학습의

이론적 통합, 참고문헌 고찰, 요구분석 등을 통한 연구문제 도출, 교육적 모형 설계,

모형 개발·실행·평가, 모형의 영향력 평가, 반복적 설계 과정, 설계기반연구 보고서

작성 요령 등이다(이유나, 2011).

Reeves(2006)는 4단계 설계기반 연구 절차를 제시하였다. ①연구절차와 실천가들

이 함께 문제 분석하기, ② 이론적 틀에 따른 해결안 개발하기, ③ 교육현장에 적용

하면서 해결안 순환적으로 검증하기, ④ 설계원리 성찰하고 종합 정리하기이다. 이

과정은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으로서 시간 흐름에 따라 문제, 해결안, 방법, 그

리고 설계 원리가 정련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여전히 개인이 설계

기반연구 방법론을 활용할 때, 각 단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점이 한계점일 수 있다.

Voight와 Swatman(2006)은 Bell과 그의 동료들(2004)과 Sandoval(2004)의 설계기

반연구의 개념과 특성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설계기반연구 순환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Ⅲ-1〕Voigt와 Swatman(2006)의 DBR 순환(이유나, 2011, p.45재인용)

설계기반 연구에서의 설계는 연구 설계(research design)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된 매체, 교육과정, 학습 자료, 그리고 참여자 구조 등을 포함한 교육 환경적

설계를 의미한다(Salomon, 1996). 따라서 교육적 개입을 일반적인 원리로 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과정을 순환적 및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환모형 그림을 살펴보면 1차 순환과정에서의 첫 번째 활동은 초기에 설

계자는 현존의 연구를 검토한다. 두 번째로 검토된 현존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상황

을 개선시키기 위한 설계원리를 도출하게 된다. 세 번째로 도출된 설계원리를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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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 연구 활동

설계기반 이론

모형 개발단계
선행연구 검토(부모교육, 공감능력, 공감 프로그램 등)

현장적용 및

개선을 위한

형성적 순환단계

프로그램

모형 완성단계
반복적 설계와 적용 및 평가를 통해 도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완성

적으로 교육적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추측하면서 교육 설계를 하고, 실제 교

육에 적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설계자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때가지 기존의 원리의 일부는 제거하거나 수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원리를

추가하면서 일반화된 원리로 정립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교

육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진 다양한 관찰된 자료를 정리하는데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설계자들이 다른 교육적 맥락에서 정련된 원리를 적용할 때, 어떻

게 실행하면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유나, 2011).

2. 프로그램 개발과정

1)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절차

〔그림Ⅲ-2〕 본 연구 프로그램의 DBR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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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반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혹은 연구자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설계기반 연구들을 통합하여 본 연구의 특성에 맞

게 절차를 재구성하였다.

설계기반 이론 모형 개발단계, 현장적용 및 개선을 위한 형성적 순환단계, 프로그

램 모형 완성단계의 세 단계로 재구성하였다.

(1) 본 연구의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의 역할 행위화 속에서 일어나는 공감의 인식과정을 통해

유·아동기 부모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의 공감능력 향상하고, 이를통해 자녀의 정서

및 공감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에 목적이다.

본 프로그램 부모의 자기지각, 지각의 대상이 되는 타인(자녀)지각, 정서지각, 의

사소통, 상호 관계를 통한 부모 자녀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다.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지각과정으로 자기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정

확하게 인식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인식하는 자

기 인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실시한다.

둘째, 공감적 관심으로 다른 사람의 태도나 모습, 표정이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

는가를 생각하며, 타인의 내적인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타인인식이다. 이

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한다. 타인의 입장 되

어 봄으로써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여서 자기경험 속의 감

정을 명확히 인식한다. 이때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으로 타인이 경험하는 감정을 인

식하는 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상호이해를 돕는 언어

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두 주관적 경험 세계 사이(inter-personal)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호주

관성으로서의 상호관계의 변화로 나아간다.

2) 델파이 연구 설계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은 예측 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는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

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는(이종성, 2006) 일종의 패널 식 조사연구 방법이다. 또한 전문가 집단에게

질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추출해 내는 구조화된 방법

으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 해 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Ziglio, 1996). 그리고 델파이 기법은 델파이 패널(Delphi Panel)이라

고 하는 델파이 참여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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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류
인

원
패널선정 기준

응답률

1차 2차

부모교육 전문가 6 부모교육 전문 강사 경력 5년 이상 6(100%) 6(100%)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6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자격 5년 이상 6(100%) 6(100%)

부모교육 &

사이코드라마전문가
6

부모교육과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자격

3년 이상
5(83%) 5(83%)

된 집단 반응의 피드백과 소수의견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다음 조사 시 자기 판단

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이 일반 조사절차와 다르다(이종성,

2006).

그리고 델파이 연구의 설계단계는 일반적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승용, 2006). 첫째 단계는 사전준비 단계로, 전체적으로 델파이 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질문지를 개발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

된다. 세 번째 단계를 여러 차례 반복된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

여 정리하는 단계이다.

(1) 사전준비 단계

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한 공감능력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이라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수렴하는 델파이(Delphi)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를 위한 패널 선정은 사이코드라마와 부모교육

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모교육 전문가 집단, 사

이코드라마 전문가 집단, 그리고 사이코드라마와 부모교육 전문가 집단과 같이 3그

룹으로 나누어서 1,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Ⅲ-1> 전문가 패널 구성 계획

한편, 각각의 전문가 패널들의 나이, 학력, 자격사항 등을 정리하면 다음 <표Ⅲ

-1>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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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경력사항 나이 학력 자격사항

1 부모교육 경력 5~10년 40대 박사
- 클로버 부모교육 강사(보건복지부)

- 부모교육 전문 강사(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부모교육 경력 15년 이상 50대 박사

- PET 부모교육(한국 상담심리 연구소)

- 부모교육 전문 강사(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클로버 부모교육 강사(보건복지부)

3 부모교육 경력 15년 이상 50대 박사수료
- PET 부모교육 강사(한국 상담심리 연구소)

- APT 강사과정 이수(홍경자 심리상담 센터)

4 부모교육 경력 5년 이하 50대 석사

- 부모교육 강사(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

- 감정코칭 강사 멘토(사단법인감정코칭 협회)

- 어울림 부모교육 강사(교육부)

- 전문상담사 2급 (상담학회)

5 부모교육 경력 5~10년 40대 석사 - 상담심리사 1급 (치유상담협회)

6 부모교육 경력10년~15년 40대 박사
-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산업인력공단)

7
부모교육 경력 5년이하

40대 박사

-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2급

(한국 사이코·소시오드라마 학회)

- ORPT부모교육 강사(경남가족치료연구소)사이코드라마 경력 15년이상

8

부모교육 경력 15년이상

50대 박사

- APT 부모교육 전문 강사

-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 강사(한국청

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

(한국 사이코·소시오드라마 학회)
사이코드라마 경력 15년이상

9

부모교육 경력 15년 이상

60대 박사수료

- 부모교육 전문 강사 양성교수요원(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

(한국 사이코·소시오드라마 학회)
사이코드라마 경력 15년이상

10

부모교육 경력 15년 이상

50대 박사

- AP NOW 부모교육 전문강사(홍경자상담센터)

- 감정코칭 전문 강사 (사담법인감정코칭 협회)

-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

(한국 사이코·소시오드라마 학회)
사이코드라마 경력 15년이상

11

부모교육 경력 5~10년

50대 석사

-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1급

(한국 사이코·소시오드라마 학회)

- 전문상담사 2급(상담학회)

- 가족상담사 1급(한국원격교육진흥원)
사이코드라마 경력 5~10년

12 사이코드라마 경력 15년이상 40대 박사
-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1급

(한국 사이코·소시오드라마 학회)

13 사이코드라마 경력 5~10년 50대 박사
-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1급

(한국 사이코·소시오드라마 학회)

14 사이코드라마 경력 5~10년 50대 박사
-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1급

(한국 사이코·소시오드라마 학회)

15 사이코드라마 경력 15년이상 60대 박사
-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

(한국 사이코·소시오드라마 학회)

16 사이코드라마 경력 5~10년 40대 박사
-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1급

(한국 사이코·소시오드라마 학회)

17 사이코드라마 경력 15년이상 40대 석사
-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1급

(한국 사이코·소시오드라마 학회)

<표Ⅲ-2> 전문가 패널들의 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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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단계

설문조사 단계는 1차 설문지를 작성하여 발송한 뒤 회수한 그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회수하여 최종 분석과정을 거쳤다.

먼저 1차 설문지는 본 연구가 구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체계에 관한 내용 타

당도 여부와 그러한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공감의 구성요소별 활동내용에 대한 내용 타당도 여부와 그 평가에

대해 자유롭게 기입된 개방형 설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에 대한 설문문항으로 먼저 확장적 공감모델에 따른 각 회기별

목표와 회기별 활동내용에서, 강의와 중심활동 내용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그 평가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조사 설

문은 패쇄형 5점 Likert 척도와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델파이 조사 1차와 2차 과정은 동일한 패널들 하고, 각 차시 설문에 대한 전문가

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매 순환과정을 거친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1차 조사에서 개방형 설문지로 작성된 자료

는 회수하여 개방형 코딩 후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패쇄형 설문은 문항별 빈도수와

타당도와 내용분석 등을 실시했다. 여기서 내용분석이란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문서의 내용을 가능한 정확하게 정의하고, 적절한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법

이다(이종성, 1988).

2차 설문 작성은 1차 델파이 조사 개방형 설문, 폐쇄형 설문 결과와 1차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효과성 검증을 토대로 다시 수정·보완된 프로그램 세부내용에 대한 설

문 문항으로, 다시 5점 Likert척도를 활용한 폐쇄형 설문과 개방형 설문을 내용분석

과 함께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설계에서 각 회기별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기타의견으로 추가 제시할 수 있도록 전체에 대한 개방형 설문으로 마무리하

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와 응답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1차 델파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세

부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한 폐쇄형 설문과 개방형 설문으로

평가하게 하여 다시 내용 분석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2차도 1차와 마찬가지로 전

자우편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패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

문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하였다. 전문가 패널 총 18명중 1차, 2차 동

일하게 17명 모두에게 회수되었으며, 2차는 회수된 설문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여 반응분포를 살펴보았다.

델파이 조사에서 회수된 개방형 설문 자료는 전문가 패널들이 제시한 의견을 문

항별로 내용 분석 및 유목화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유사항목들은 세부항목

별로 묶어 각 항목별 하위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회수도니 폐쇄형 설문자료에

대한 통계치는 집중경향과 변산도(중앙값과 사분위 범위 : interquartile range ‘사

분위’라고도 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며(이종성, 2006), 중앙값과 사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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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범위(중앙 50%를 포함하는 점수범위)를 제시하여 전체 응답 경향을 알 수 있도

록 하였다.

2차 설문지는 1차 조사를 통해 도출된 통계분석 결과와 1차 집단 참여자들의 프

로그램 효과성을 함께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2차 집단 프로그램 재설계를 거쳐 재

설계된 2차 프로그램에 대한 2차 델파이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차 설문지는 1차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되 1델파이 패널 본인의 2차 응답 내용도 함께 포함시

켜 본인의 응답을 다시 한 번 재고하여 2차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정리 및 평가 단계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정리하는 단계이다. 최종적으로 1차와

2차 델파이 검사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내용 보완 등을 검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3차 프로그램 설계를 확정하였다(노승용, 2006).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방법은 크게 델파이 조사의 개방형 질문형식에 대한 내용분석과 질문

각 항목에 대한 내용 타당도 비율( , content validity retio), 전문가 합의 정도

를 알아보기 위한 합의도, 수렴도의 통계 값 분석방법 2가지로 나뉜다.

델파이 조사에서 1차, 2차 설문지 형식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설문지는 본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 체계와 공감의 구

성요소별 활동내용에 대해 5점 Likert 척도 폐쇄형 2개 문항과 각각의 개방형 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세부 내용에 있어서 사이코드라마 확장

적 공감 모델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와 회기별 활동내용에서 강

의와 중심활동 내용을 각각 5점 Likert 척도 폐쇄형 설문 문항과 개방형 설문 문항

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Likert 척도 폐쇄형 문항들은 본 연구에서 수립된 자료 편

집과정을 거쳐 기호화(coding)한 후 전산처리를 하여, 통계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인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방형 설문문항은 내용분류와 유목화를

시도하여 2차 프로그램 구성하는데 활용하였다. 2차 설문 문항은 1차 프로그램을

재설계한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와 회기별 활동내용에서 강의와 중심활동 내용에 대

한 5점 Likert 척도 폐쇄형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응답 양식으로서, 2차 설문 문항과

동일하게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된 분석방법은 각 항목에 대한 내용 타당도 비율()과 합의도, 수렴

도다. 먼저 내용 타당도 비율()은 내용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

되는 방법으로 Lawshe(1975)가 개발한 내적 타당도 산출 공식을 적용하여 부모교

육 프로그램의 기초연구를 위해 마련된 각 문항별 을 산출하였다. Lawshe가

개발한 은 전문가 패널들이 특정문항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

의 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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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수  최소값(P<.05)

10 .62

11 .59

12 .56

13 .54

14 .51

15 .49

20 .42

25 .37

30 .33

35 .31

40 .29

여기서 Lawshe(1975)가 제시한 비율( : content validity ratio)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은 패널 수에 따라 최소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소값 이상이 되었

을 때,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는 ‘타당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전문가 패널의 빈도 수, 즉 Likert 척도에서 4, 5점으

로 평정한 것을 의미한다. 은 동 항목에 응답한 전체 전문가 패널수를 의미한다.

이 공식으로 알 수 있는 값은 항상 -1과 +1에 위치하는데, 델파이 패널 모두

가 ‘타당하다’고 응답한 경우 값은 0이 된다는 것이다. 값이 양수인 경우

는 반 이상의 전문가 패널들이 적절하다고 평정한 것을 의미하고 값이 음수인

경우는 전체 전문가 패널의 절반 이상이 보통 혹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유현실, 2009). 값의 최소값은 델파이 패널 수에 의해 좌우되는

데, 이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델파이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 이상을 가진 항

목만이 내용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Ⅲ-3>은 패널수와  최소값

과의 관계를 보여준다(Lawshe, 1975).

 




  



 : 전체 평정 자 수

 : ‘적절하다’고 응답한 평정 자 수

<표Ⅲ-3> 응답자 수에 따른 의 최소값 기준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 수는 17명으로 값이 .49이상

이면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합의도와 수렴도를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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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도 
 합의도



공식의 은 중앙값이고, Q1과 Q3은 각각 제1사 분위와 제3사 분위 계수로서

전체 사례수의 누적 값 중 25%, 75%의 값을 의미한다. 합의도는 Q1과 Q3이 일치

하여 합의됐을 때 1의 값을 갖고, 의견의 편차가 커져 Q1과 Q3이 벌어져 감에 따

라 그 수치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수렴도는 의견이 한 점에 모두

수렴됐을 때 0의 값을 가지고 의견의 편차가 커질 경우에는 그 값이 커지는 특징이

있다.

이윤조(2009)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들의 합의도가 0.75이상, 수렴도가 0∼0.5일 경

우 패널들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연구도 델파이 조

사의 합의도와 수렴도 값을 비교하여 합의도가 0.75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수렴도가

0∼0.5의 값을 가질 때 긍정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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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모형

(순환모델)

공감

초점

공감

구성요소
활동목표 활동내용

공감적

주의집중
자기인식 공감지각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자기지각

자기감정 탐색

원가족 탐색

애착의 되물림

공감적 공명
타인인식

정서인식

공감적 관심

역할채택

타인의 내적인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타인지각과 감정이입을

통한 정서지각

아이들의 소환(만남)

나와 아이의 마음의 창

표현된 공감 상호이해 의소소통

타인을 이해하고 느낀

것을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의사소통

가족의 규칙과 신념

지각된 공감 상호관계 상호주관성
타인과의 만남을 통한

상호관계

아이와의 만남을 통한

상호 관계

Ⅳ. 연구결과

1. 1차 순환과정

1) 1차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공감순환 모형

(Barrett-Lennard, 1981)을 기반으로 공감의 구성요소와 공감의 초점을 구성내용으

로 하는 개념적 틀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공감순환 모델의 과정은 공감적 주의집중,

공감적 공명, 표현 된 공감, 그리고 지각 된 공감의 단계들로 제시되며, 그 과정들

을 통한 ‘공감의 순환’에서 새롭게 더욱 확장된 공감은 다시 처음 단계인 주의집중

으로 순환되어 나선형으로 증대되어 나감으로써, 공감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흐름을 통해 연속적, 지속적으로 전개 되는 확장적 공감순환 모형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계발되었음을 <표Ⅳ-1>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프로그램 활동의 목표와 내용이 구성되었

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Ⅳ-1> 1차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 활동 목표와 내용

첫째,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자기지각을 돕기 위한 활동내

용으로 자기감정 탐색, 원 가족 탐색, 애착의 대물림으로 구성해 실시한다. 활동내

용은 자기인식을 초점으로 한다.

둘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진정한 타인의 관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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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공감 순환모델 ·목 표 활동내용

1 만남

집단 활동과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집단 원

들의 이해를 돕고, 현재 아이와 엄마와의 관

계의 객관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강의)

- 색종이로 가족을 색깔로 표현하기

(중심활동)

- 나누기

2 공

감

적

주

의

집

중

공

감

지

각

자기

인식

아이의 정서 발달과 공감에 대한 교육적 이

해를 바탕으로, 양육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현

재 감정들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 배경과 원

인 등을 살펴보며 표현함으로써 자신과의 만

남을 돕는다.

-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공감(강의)

- 사이코드라마의 만남이란?(강의)

- 만남 워밍업으로 신체화 활동

- 감정의 웜 홀 프로그램 운영(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3
자기

인식

아이와 부모가 속하는 가족 안에서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피는 교육적 이해를 바

탕으로, 현재가족과 부모 자신이 자라온 원가

족의 가족 역동 속에서 자기 주요 정서를 직

면하고 표현한다.

- 갈등과 가족 갈등 (강의)

- 돼/안돼 워밍업

- 가족조각, 원가족 소시오매트리 프로그

램 운영(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인의 내적인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타인지각과 가정이입을 통한 정서지각

을 돕는 활동으로 아이의 귀환(만남), 나와 아이의 마음의 창으로 구성해서 실시된

다. 이 활동내용은 타인인식과 정서인식을 초점으로 한다.

셋째, 타인을 이해하고 느낀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돕기 위한 활

동내용으로 의사소통, 가족규칙의 신념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활동내용이 실시된다.

이 활동내용은 상호이해를 초점으로 한다.

넷째, 상호관계를 통한 상호주관성의 증진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아이와의 만남을

통한 상호관계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활동내용은 상호관계를 초점으로 한다.

2) 1차 프로그램 실시

본 프로그램은 울산 ** 영육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센터 웹

페이지에 프로그램을 공지하여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10명을 접수 받았다. 그

리고 이 집단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특성과 과정에 대한 설명한 후 총 8회기 참여가능 여부가 가능한 7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4세∼9세 자녀를 둔 부모들로 평균나이는 38.7세였다.

예비 집단 프로그램 구성은 총 8회기로, 매주 120분씩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은 프

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 2∼3주 이후에 개별면담을 통해 녹취한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회기별 과정은 아래 표와 같

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본 연구자로 상담경력 20년 이상이며, 한국 사이코드라마·소

시오드라마 학회 수련감독전문가, 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전문가로 활

동 중이다.

<표Ⅳ-2> 1차 공감교육 프로그램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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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

인식

부모-자녀 관계에서 애착의 주요성과 자녀양

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기 삶의 전

체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심리적 변화

가 자기 현재모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본다.

- 애착이란?, 애착의 되물림(강의)

- “나를 걸음걸이로” 신체화 워밍업

- My life를 걸음걸이로 ~ 프로그램 운영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5

공

감

적

공

명

공

감

적

관

심

역

할

채

택

타인

인식

정서

인식

부모의 무의식적 성격과 자아상이 양육과정

에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아이

가 보는 나에 대한 부모 자신의 무의식적 자

아와 내 아이와의 관계를 직면하면서 깊은

만남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극적 진행으로 깊

은 소통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 나의 무의식과 잉여현실 (강의)

- 그림자놀이 신체화 워밍엎

- 마음의 창(엄마 ok, 아이 ok, 엄마 no,

아이ok, 엄마 no, 아이 ok, 엄마 no, 아

이 no) 프로그램 운영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6

타인

인식

정서

인식

정서적 공감에 대한 교육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와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을 역할극

으로 시연함으로써 어른과 아이라는 관계의

형상화를 구체적으로 하여 관계의 밀도를 높

인다.

-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강의)

- 우리아이 놀이터 워밍업

- 우리 아이들을 소환하기 소시오드라마

프로그램 운영(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7

표

현

된

공

감

의

사

소

통

상호

이해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과 의사소통의 중요성

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가족규칙, 자기 신념이나 도식을

찾고 자녀양욱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규칙 (강의)

- 자연과 동물이 되어 소통하기

신체화 워밍엎

- 나의 부정적 신념이나 규칙 프로그램

운영(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8

지

각

된

공

감

상

호

주

관

성

상호

관계

자녀양육에서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 역할과 양육태도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바탕으로, 공감하는 건강한 부모 역할에 대한

훈련과 자녀양육에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

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집단 활동에 대한

마무리를 한다.

- 건강한 가족과 자녀양육이란?

(강의)

- 함께 놀이줘 신체화 워밍엎

- 나와 아이 만남 프로그램 운영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 진행은 각 회기별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 15분 →

간단한 신체활동(warm-up) 20분 → 중심주제 활동(act) 25분 → 한 장면 드라마

40분 → 나누기(sharing) 20분으로 총 120분으로 진행이 되었다.

위의 진행에서 한 장면 드라마는 중심활동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주요 장면으로

만들어 1-2장면으로 실연화 과정으로 드라마를 진행하여 주인공의 중심 주제를 다

루는 것을 지칭한다.

3) 1차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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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중심주제

공감능력

의 변화

인지적 공감
- 아이입장에서 아이를 이해하고 한 번 더 생각함

- 엄마인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이입장에서 이해함.

정서적

공감

정서적

공명

- 아이 정서에 감정이입 하여 마음을 느끼고 따라감

-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고 친근하게 느낌

정서적

관심

- 아이에게 관심이 많아지고 변화에 민감해짐

- 아이의 마음을 읽으면서 좀 더 기다려야하는 필요성

을 이해함

(1) 공감능력, 양육태도, 그리고 변화과정 경험

공감교육 프로그램 실시 이후 효과성 검토를 위해 실시한 인터뷰 자료 가운데 공

감능력과 양육행동의 변화 경험은 사전에 추출된 이론적 구인들을 중심으로 한 연

역적 분석으로, 전반적인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변화의 과정은 개방적 코딩을 활용

한 귀납적 분석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감능력과 관련한 자료의 분석은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

력으로 나누었으며, 정석적 공감능력은 다시 공감적 관심과 정서적 공명이라는 이

론적 구인을 통해 범주화 하였다. 양육행동은 이론적 구인인 애정, 거부와 통제, 독

립성 지향, 과보호라는 네 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참여경험과 이러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의 다양

한 요인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참여자 인식과 경험은 자기이해, 감정표현,

변화인식, 역할경험, 집단경험, 타인 재인식이라는 6개의 중심범주로 축약되어 살펴

볼 수 있었다.

먼저 프로그램 참여 후 공감능력의 변화에서 인지적 공감은 아이의 입장에서 아

이를 이해하고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며, 아이 입장에서 어머니 자신을 어떻

게 보는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아이입장으로 관점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서적 공감 가운데 정서적 공명은 아이의 감정이나 느낌에 감정이입 하여 마음을

느끼고 따라가는 경험과 그 반대 경험인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에게 관심이 많아지고 변화에 민감해지며, 아

이 마음 읽으면서 좀 더 기다려줄 필요성을 이해하는 경험으로 공감적 관심이 넓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Ⅳ-3> 공감능력 변화의 범주와 중심주제

프로그램 참여 후 양육행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때, 애정은 아이와 관계회복이

되어 서로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아이에게 내던 화가 부드러운 어투와 친절히

설명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거부와 통제는 잔소리가 줄어들고 아이의 요

구에 허용적인 태도로 변하고, 양육에 대한 선입관을 내려놓으면서 여유 있게 아이

들에게 천천히 반응하는 양육행동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음을 보고했다. 또한 아

이의 반응이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행동하는 것으로 아이들에 대한 과보호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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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중심주제

자기

이해

과거 양육과정에

대한 이해

- 원 가족이 미친 영향으로 인한 과거 모습 이해

- 자신이 경험한 양육 행동의 반복과 대물림

현재 자신에

대한 이해

- 나에 대한 소중함을 점점 알아감

- 부정적인 나의 모습 직면과 그 이유를 안고 있는 내 모습 이해

감정

표현

감정표현과 변화
- 감정 표현을 통한 카타르시스 경험과 내 감정의 소중함 인식

- 힘들었던 감정에서 표현함으로써 조금씩 풀려남

감정조절과

재인식

- 나의 감정에 대한 직면과 감정 조절에 대한 필요성 인식

-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화가 누그러짐

변화

인식

긍정적

행동 변화

- 관계가 좋아지고 주변을 보게 됨

- 육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함

안정적 심리변화
-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워짐

- 나에 대한 비난으로 넘어가지 않고 장기적 안목이 생김

범주 중심주제

양육행동

의 변화

애정
- 아이와 관계회복이 되어 서로 심리적으로 가까워짐

-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설명함

거부

/통제

- 잔소리가 줄어들고 아이의 요구에 허용적 태도가 형성됨

-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여유 있게 반응 함

과보호 - 아이의 반응이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행동함

독립성

지향

-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 하는 인격적 대화가 가능해짐

- 아이 입장에서의 자율성을 수용하는 태도가 증가함

들이 조절되고, 독립성 지향적 양육행동은 점점 아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

는 인격적 대화가 늘어나고, 아이 입장에서의 자율성을 수용하는 태도로 변화되어

아이와 엄마가 보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 할 수 있게 돕는 과정으로서 변화를 경험

하고 있었다.

<표Ⅳ-4> 양육행동 변화의 범주와 중심주제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의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 자료 분석 결과는 자기이해, 감정

표현, 변화 인식, 역할 경험, 집단 경험, 타인 재인식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었다.

자기이해는 구체적으로 과거 원가족에서의 양육경험에 대한 인식이 현재 자신에 대

한 이해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이해는 양육 행동을 포함하여 자신

의 행동을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사이코드

라마를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경험한 감정 표현과 그 속에서 일

어나는 자기 변화 그리고 변화를 통한 감정 인식과 조절경험은 또 다른 자기인식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다시 적응적 행동형성이라는 자기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상대방 입장에 대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 태도 변화

로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하고 자녀양육에 있어 자신감을 회복시키

는 기제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Ⅳ-5> 공감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변화과정의 범주와 중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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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경험

직접 경험
- 직접 형상화로 객관화 시키는 것

- 보조자아 역할로 상대에게 감정이입

감정 이입
- 역할에 내재된 감정 그대로를 느낌

- 점점 빠져들고 정서에 푹 빠지는 느낌

정서 자각
- 장면으로 기억하니 기억에 오래남음

- 역할경험이 실제로 실천하기도 쉬웠음

집단

경험

공감적 정서경험
- 같은 엄마로서 서로 공감

- 서로에 대해 가까워진 느낌

집단 동질성의

형성

-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고 다른 집 아이랑 똑같음

- 나만, 우리 집만 이상한 게 아님

타인

재인

식

상대 입장이해
- 남편에 입장과 그 배경에 대한 이해

- 원가족에 대한 긍정적 재인식

타인 수용
-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니 용서가 됨

-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싶으니 다 들어줌

프로그램에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한 역

할놀이를 통해 심리적인 여러 현상들을 직접 형상화 시켜보거나 역할로서 감정이입

되어 보는 경험을 통해 마치 의식 되지 못한 다양한 정서를 만나 자각하게 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집단 활동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자기 경험

의 동질성과 어머니의 역할로서의 집단적 공감 역시 프로그램의 참여 과정에서 또

한 긍정적인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공감, 아이와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공감, 나에게 영향을 준

원가족이나 현재 관계에서 일어난 공감은 보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건강한 부

모-자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한 시사점

1차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참여경험 인터뷰를 통해 프로

그램 내용이나 과정, 방법 등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매회기 강

의내용에서 동영상은 전달 효과가 더 컸으나, 강의식 내용은 이론적 용어가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좀 더 전달이 쉽고 용이한 표현이 필요와 전체적으로 부모 자신

의 치유과정에 집중된 점에서 좀 더 아이들 양육에서 어려운 문제를 역할 훈련 적

측면으로 좀 더 다루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단원 전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워밍업 등 전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구성이 필요. 등으로 제시

하였다.

4) 1차 델파이 분석

(1) 부모 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 구성 체계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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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주제 전문가 의견 요약

구성 타당성과 적절성

- 현실적 해결방법으로서 사이코드라마 진행 구성이 매우 타당함

- 공감 구성 타당도가 매우 높음

- 사이코드라마의 개념적 접근에서 공감 구성 타당함

- 순환적 접근으로서의 공감인식 연결이 적절함

- 공감 구성의 내용 설명이 적절해 보임

구성의 일관성

- 프로그램 설계 5단계와 모형 4단계 구성의 일관성을 요함

- 공감모델 구성에서 1단계부터 도입부 구성 필요함

-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 구성 단계별 구분이나 기술 되어야 함

상호관계

구성의 필요성

- 자기이해와 자녀이해 부분이 잘 연결 된 적절한 구성임

-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 진행이 중요함

- 8 회기는 자기인식만 다루기에도 시간 역부족

구성요소의 경계구분

- 정서 인식은 정서를 축소된 단어처럼 느껴짐

- 관계를 기반에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으로 구분이 어려움

- 자기 인식과 타인 인식, 그리고 상호 작용에 정서도 포함됨

내용진술

수정 필요성

- 타인인식을 자녀 인식으로 바꾸면 접근성 높음

- 인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제시 필요함

- 프로그램 단계에서 설명한 문장을 명료하게 수정 필요함

- ‘현상에 대한 접촉’이나 ‘현상의 발견’ 등이 더 적절한 표현임

구 분 프로그램 구성 체계 프로그램 구성요소

평균 4.12 4.18

평균의 표준오차 0.208 0.214

표준편차 0.857 0.883

최소값 2.00 2.00

최대값 5.00 5.00

백분순위

25 4.00 4.00

50 4.00 4.00

75 5.00 5.00

 0.65 0.65

수렴도 0.50 0.50

합의도 0.75 0.75

1차 델파이 조사에서 프로그램 구성 체계와 구성 요소에 대한 패쇄형 설문의 적

절성을 평정한 분석결과 프로그램 구성 체계 평균값(M=4.12), 표준편차(SD=0.208),

프로그램 구성요소 평균값(M=4.18), 표준편차(SD= 0.214)로 각각 프로그램 구성 체

계와 구성요소의 적절함에 대해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설문의 내용 타당성을 검증하는 값이 모두 0.65로 패널 17명일 경

우 제한하는 0.49(15명의 경우)에 충족하고, 합의도가 0.75이상, 수렴도가 0∼0.5이므

로, 패널들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6> 1차 델파이 프로그램 구성 체계와 구성요소 - 폐쇄형

<표 Ⅳ-7> 1차 델파이 프로그램 구성 체계에 대한 의견 -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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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주제 전문가 의견 요약

활동내용의

적절성

- 공감 구성 요소와 활동 내용이 적절함

- 강의를 넣어서 보다 높은 접근성 있는 방향성

- 프로그램 경험 이후 강의가 덜 방어적인 듯

-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가족규칙과 신념 제시 매우 적절함

- 가족규칙과 신념은 자기 인식에 관련된 활동으로 다소 부적절

- 사이코드라마 특성인 비구조화 된 진행의 방향성이 더 적절함

활동목표의

구체성

- 활동목표와 내용의 연결성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일 설명 필요함

- 활동내용에 대한 목표가 좀 더 추가 시킬 사항이 필요함

구성요소와

활동 내용의

상호관계

- 각각의 공감의 구성 요소 간의 연결성 있음

- 공감 구성요소와 활동 내용이 상호주관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 보임

- 부모의 자기발견, 성찰, 역할 훈련 과정의 변화 요인의 인식적 구성 인상적

- 공감모델 과정으로 부모 자신의 체험적 방향성 제시

- 공감 이해를 위해 드라마 진행시 집단원 활동과 반응 제시 필요성 제안

용어에 대한

정의 명확성

- ‘역할 채택’이라는 용어의 의미해석이 모호함

- 용어 적으로 공감적 주의집중은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으로 인지 되기도 함

- 공감인식을 자기 공감인식으로 용어 변경 제안

1차 델파이 조사의 프로그램 구성 체계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의 개방형 설문에

대한 의견은 <표 Ⅳ-7>와 같다. 이 의견들은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과 적절함, 구

성의 일관성, 상호관계 구성의 필요성, 구성요소의 경계 구분, 그리고 내용 진술 수

정의 필요성으로 총 5가지 검토 주제로 구분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

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나머지 3가지 범주의 의견

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일관성과, 상호관계 구성의 필요성, 구성요소의

경계구분과 내용 진술 수정에 대한 필요성 등 프로그램 구성 체계에 대한 어려움과

수정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표 Ⅳ-8> 1차 델파이 조사 프로그램 구성요소별 활동내용 - 개방형

1차 델파이 프로그램 구성요소별 활동내용에 대한 개방형 설문에서 전문가 패널

들의 의견을 활동내용의 적절성, 활동목표의 구체성, 구성 요소와 활동 내용의 상호

관계, 용어에 대한 정의로 4가지 검토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활동내용에

서 가족 규칙과 신념 활동이 자기 인식으로 보여 진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프로그

램 활동 후 강의 실시, 비구조화 된 사이코드라마 진행을 보다 적절한 진행의 방향

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활동 목표가 구체적이고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명확

성이 요구된다고 제시하였다.

(2) 1차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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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회기
적절성

 합의도 수렴도 
M SD

1회기 4.17 1.015 0.41 0.60 1.00

2회기 4.12 0.781 0.53 0.63 0.75

3회기 4.47 0.624 0.88 0.80 0.50

4회기 4.29 0.686 0.76 0.75 0.50

5회기 4.06 0.748 0.53 0.63 0.75

6회기 4.18 0.728 0.65 0.75 0.50

7회기 4.12 0.928 0.53 0.63 0.75

8회기 4.53 0.752 0.65 0.75 0.50

회기 활동 회기별 목표 활동 회기별 목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요약

1
- 집단 활동과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이해.

- 자녀와 엄마와의 관계의 객관적 모습을 파악

-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참여 동기에 초점을

맞춘 목표 설정 필요함

- 가족을 부모-자녀로 구체적인 용어 변경 제안

2

- 아이의 정서발달과 공감에 대한 교육적 이해

- 부모 자신의 현재 자기감정들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 배경과 원인 파악

- 자기지각은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좋은 목표임

5

- 부모의 무의식적 성격과 자아상이 양육과정

에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부모 자신의 무의식적 자아와 내 아이와의

관계 직면

- 무의식적 자아의 의미가 자기 이해와 자녀 이

해에 대한 차별성의 가능 의문

- 목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져야

함.

7

- 가족 의사소통 유형과 의사소통의 중요성 이

해

- 부정적 가족규칙, 자기 신념이나 도식을 찾

아 자녀양육에서의 부정적 영향 이해

- 목표가 많은 것 같음

- 강의 내용은 삭제해도 될 것 같음

- 7회기 목표 내용도 이해가 어려움

8

- 아이와의 상호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공유감

으로 새로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도

- 전체 집단 활동에 대한 마무리

- 부모역할 훈련과 역할교대로 해법도출

<표 Ⅳ-9> 1차 델파이 조사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 - 폐쇄형

1차 델파이 조사에서 회기별 목표에 대한 폐쇄형 설문의 적절성을 평정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회기(M=4.17, SD=1.015), 2회기(M=4.12, SD=0.781), 3회

기(M=4.47, SD=0.624), 4회기(M=4.29, SD=0.686), 5회기(M=4.06, SD=0.748), 6회기

(M=4.18, SD=0.728), 7회기(M=4.12, SD=0.928), 8회기(M=4.53, SD=0.752)의 평균값이

4.06 ∼ 4.53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였다.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에 대한 내용 타

당성을 검증한 값도 대체로 0.53 ∼ 0.88로 0.49(15명의 경우)에 충족하나, 프

로그램 1회기(M=4.17, SD=1.015)는 내용 타당도가 0.41로서 패널 17명일 경우 제한

하는 0.49(15명의 경우)를 중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wshe, 1975). 그리고

1회기, 2회기, 5회기, 그리고 7회기는 합의도가 0.75이상, 수렴도가 0∼0.5의 값을 충

족하기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각 회기들은 전문가 패널들 간의 다

소 의견 차이를 보이는 회기로 나타났다.

<표 Ⅳ-10> 1차 델파이 조사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 -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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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회기
적절성

 합의도 수렴도 
M SD

1회기
강의 4.53 0.717 0.76 0.80 0.50

중심활동 3.82 1.074 0.41 0.50 1.00

2회기 
강의 4.24 0.831 0.53 0.63 0.75

중심활동 4.35 0.702 0.76 075 0.50

3회기 
강의 4.35 0.606 0.88 0.75 0.50

중심활동 4.53 0.800 0.88 0.80 0.50

4회기 
강의 4.47 0.514 1.00 0.75 0.50

중심활동 4.00 0.935 0.65 0.75 0.50

5회기
강의 4.18 0.728 0.65 0.75 0.50

중심활동 4.06 0.659 0.65 0.875 0.25

6회기
강의 4.53 0.624 0.88 0.80 0.50

중심활동 4.35 0.786 0.65 0.80 0.50

7회기
강의 4.35 0.702 0.76 0.75 0.50

중심활동 4.24 0.903 0.65 0.75 0.50

8회기
강의 4.29 0.772 0.65 0.75 0.50

중심활동 4.12 0.697 0.75 0.75 0.50

1차 델파이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은 <표 Ⅳ-10>

제시되었다. 2회기 활동목표는 자기이해를 돕는 좋은 목표를 제시하였음을 지지하

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1회기, 5회기 그리고 7회기의 목표설정에 대해 다시 수정·검

토 할 것을 제시하였다. 8회기는 부모역할 훈련적이고 역할교대적인 해법을 도출

할 수 있는 목표 설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3) 1차 프로그램 목표에 따른 회기별 활동에서 강의와 중심활동

<표 Ⅳ-11> 1차 델파이 조사 프로그램 회기별 강의와 중심활동 - 폐쇄형

본 연구의 1차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폐쇄형 설문에서 강의와 중심활동 내용 응

답에 대한 적절성을 평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값이 4.00 ∼ 4.53로 대체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 1회기의 중심활동 평균(M=3.82, SD=1.074)이 가장 낮고, 6회기의 강의 활

동(M=4.53, SD=0.624)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설문의 내용 타당성을 검증하는

값도 대체로 0.53 ∼ 0.88로 패널 17명일 경우 제한하는 0.49(15명의 경우)에

충족하였다. 그러나 1회기의 중심활동 내용 타당도 점수가 0.41로 중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조(2009)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들의 합의도가 0.75 이상, 수렴

도가 0∼0.5일 경우 패널들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본 연구

의 결과는 수렴도는 대체로 0.25 ∼ 0.5이고, 합의도는 대부분 0.75 ∼ 0.88로 나타

났다. 따라서 합의도는 1회기 중심활동 0.5와 2회기 강의 0.63, 수렴도 역시 프로그

램 1회 중심활동 1.0과 2회 강의 0.75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전체 모두

합의점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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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활동 활동 주제 회기별 강의와 중심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요약

1

강의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가족을 부모-자녀 명칭 변경 제안

- 오리엔테이션을 사이코드라마 워밍업으로 진행이 좋을 듯

중심

활동

색종이로

가족을 표현하기

- 색종이 보다는 행위적인 방법의 활동이 사이코드라마 적 활동임

- ‘만남’과정에 전체적 지각(정서, 생각, 이미지, 느낌, 해석 등)을 자극하는

‘동물 가족 화’ 같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 좋을 듯

-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활동은 가족역동을

이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음

2

강의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공감

사이코드라마의 만남이란?

- ‘아이들의 감정을 어떻게 공감해주는가’에 대한 강의 내용 제안

- 사이코드라마 경험과 연결 되는 ‘부모의 정서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강의 내용 제안

중심

활동
내감정의 웜 홀

- 한 회기에 수용하기에는 너무 큰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음

- 감정을 직접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궁금함

3

강의 갈등과 가족 갈등
- 강의내용에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식이 포함 되어야 다음 회기 주제인

애착유형과도 흐름이 연결될 수 있음.

중심

활동

가족조각-원가족

소시오메트리

- 가족조각 - 원가족 소시오메트리 활동은 가족과의 갈등에서 가장 중요

한 본질로서 부모의 주요 정서를 파악하기 위한 개입으로 중요함.

- 원가족에 대한 작업은 상당한 직면 작업으로 집단의 일반적 부모활동

작업이나 관계 맺기를 위한 협력 작업이 있는 회기 확보 필요함.

4

강의
애착이란?,

애착의 되물림

- 원가족과의 애착 형성 유형이 자신의 현재 모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는 것이 자기 인식적 활동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

- 애착유형이 프로그램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좋을 듯.

중심

활동

My life를 걸음걸이로 ~

- 나와 나의 부모와 사이 애착과 나와 내 자녀와 사이에서 애착탐색의 연

결성을 알아보는 활동이 추가되면 좋겠음.

- 애착과 My life는 너무 광범위한 느낌으로 부모가 자녀와 연결되는 유

년기나 학령기로 제한해서 다루어도 좋을 듯.

5

강의 나의 무의식과 잉여현실
- ‘나의 무의식과 잉여현실’ 강의와 마음의 창 중심활동이 연결성이 낮음.

- 강의 내용에서 자녀의 무의식과 잉여현실도 추가 되면 좋을 것 같음.

중심

활동
네 가지 마음의 창.

- 부모 자신과 자녀의 잉여현실에 대한 연결과 자각이 될 수 있는 활동이

추가되면 좋을 듯.

6

강의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동영상이 우리나라에 맞게 연출된 것이 좋을 듯.

중심

활동

‘우리 아이들 소환하기’

소시오드라마

- 아이들을 소환하기라는 의미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우리 아이들 소환하기’의 명칭을 ‘우리 아이의 지금·여기’가 더 좋을 듯.

- 소시오드라마 진행으로 좋음.

7

강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규칙 - 강의에서 의사소통과 가족규칙 두 가지를 다루기는 시간이 부족.

중심

활동

가족의 부정적 신념과

가족 규칙

- 자기 신념이나 도식을 찾는 행위는 자기지각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됨.

- 강의 내용과 중심 활동의 내용 일치가 안 됨.

- 부모가 가지는 신념이 자녀와 의사소통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인지적

통찰 뿐 아니라 역할훈련의 기회 제공이 필요.

- 가족의 신념과 규칙이 오랜 시간 뼈에 각인된 신념과 규칙이라는 점의

싱징적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돌 맹이 활용 제안.

8
중심

활동

나와 아이 만남

프로그램 운영(중심활동)

- ‘기대하는 미래의 가족’에 대한 가족화로 희망적 메시지 제시가 좋을 듯.

- 만약 첫 회기에 제안한 가족화 도구를 사용하면 가족상호 간의 관계도

변화를 활동으로 다룰 수 있음을 제안하고, 점점 역할교대를 할 수 있

는 단계가 되면서 가족 화 그림도 변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표 Ⅳ-12> 1차 델파이 프로그램 회기별 강의와 중심활동 내용 -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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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델파이 프로그램 회기별 강의와 중심활동 내용에 대한 개방형 설문에서 전문

가 패널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표 Ⅳ-12>로 제시하였다. 모든 회기의 강의와 중심

활동에 대해 명칭에서부터 활동 방향성, 그리고 새로운 활동 제안까지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서 2차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한 후 2차 프로그램 구정을 수정·보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이코드라마 워밍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강의내용을 제안하였고, 2회기 ‘아이들의 감정을 어떻게 공감해주는가’

에 대한 강의 내용과 사이코드라마 경험과 연결되는 ‘부모의 정서가 아이에게 미치

는 영향’ 강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 3회기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식이 포함되

어야 다음 회기 주제인 애착유형과도 흐름이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 내용으로, 5회

기 자녀의 무의식과 잉여현실도 강의내용으로 제안하는 패널들의 의견이 있었다.

(4) 1차 델파이 조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 추가 의견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추가 의견 제시들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본 프로그램에서 상호관계/상호주관성이 포함된 부분은 좋은 시도로서 긍정

적인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조작적 정의나 개념적 정

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전체 8회기 프로그램에서 공감적 주의집중 단계가 4

회기, 공감적 공명 2회기, 표현된 공감과 지각된 공감은 각 1회기로 구성된 필요성

도 함께 설명된다면, 확장적 공감모델의 프로그램이 적용된 과정적 이해가 용이할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활동내용에서 드라마를 위한 심층 워밍업이라

는 의미인 중심활동 용어는 한 장면 드라마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지

적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강의, 중심활동, 한 장면드라마 세 개로 구성된 것에 너무

좋았다는 긍정적 피드백도 있었으나, 강의 내용이 주입식이기 보다는 경험식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것을 더 좋은 방안으로 제시하여 다소 상반되는 의견도

있었다. 더 나아가 본 프로그램에서 현실적 역할 훈련에 대한 내용이 더 주요 활동

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가족의 변화와 자녀의 변화를 실제로

행위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에서는 7회

기 프로그램의 활동내용에서 표현된 공감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구체

적인 훈련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역할 속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이 소진되는 부모의 자기 돌봄과 자기 위로,

자기 공감 시간들로 힘이 되고 위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

하며, 이러한 것들을 다룰 수 있는 회기 구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시작에 참여자 각 개인이 주인공 경험을 하게 됨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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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모형

(순환모델)

공감

초점

공감

구성요소
활동목표 활동내용

공감적

주의집중
자기인식 공감지각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자기지각

현재가족 모습

자신의 감정탐색

가족과 관계 갈등

애착의 되물림

공감적

공명

타인인식

정서인식

공감적 관심

역할채택

타인의 내적인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타인지각과

가정이입을 통한 정서지각

자녀의 자존감

‘우리들의 아이

만나기’

(소시오드라마)

표현된

공감
상호이해 의사소통

타인을 이해하고 느낀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 함

의사소통

(가족규칙과 신념)

지각된

공감
상호관계 상호주관성

타인과의 만남을 통한

상호관계
자녀(아이)와의 만남

써 활동 참여 동기를 올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시에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부모의 공감능력 향상이 실제 자녀

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와 향후 부모-자녀관계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

고 지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프로

그램 후 사례 관리 계획 내용도 추가하여 공감능력의 향상 및 지속성의 한계를 보

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2. 2차 순환과정 프로그램 개발

1) 2차 공감교육 프로그램 개발

1차 델파이 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활동의 목표와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표 Ⅳ-13> 2차 공감교육 프로그램 활동 목표와 내용

첫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자기지

각을 돕기 위해 현재가족 모습, 자신의 감정 탐색, 가족과 관계 갈등, 애착의 되 물

림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활동내용을 실시한다. 이 활동내용은 자기인식을 초점으로

한다.

둘째, 진정한 타인의 관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타인의 내적인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타인 지각과 가정 이입을 통한 정서지각을 돕는 활동으로, 자녀의

자존감, 자녀의 소환으로 구성 및 실시된다. 이 활동내용은 타인인식과 정서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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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공감 순환모델 활동 목표 활동 내용

1

공

감

적

주

의

집

중

공

감

지

각

자

기

인

식

사이코드라마의 개념과 특성, 진행과정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현재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정서

상태 등을 표현하게 한다.

- 사이코드라마란?(강의)

- 몸으로 인사 나눠요.

- KFD(동적 가족화) 그리기

-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중심활동)

KFD를 몸(조각)으로 표현하기

- 나누기

2

자

기

인

식

자녀들이 정서적 경험을 통한 공감의 발

달 과정을 알아보고 그러한 자녀와 정서

적 관계 경험을 하게 하는 부모 자신의

현재 긍정적, 부정적 감정 상태를 살펴 표

현하게 한다.

- 자녀들의 공감발달과 정서경험 (강의)

- 만남 워밍업으로 (신체화 워밍업)

- 감정의 웜 홀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3

자

기

인

식

부모와 자녀가 속하는 가족 안에서 갈등

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본다.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초점화 하기위

해 자녀의 눈으로 보는 가족의 모습을 자

녀의 역할에서 가족조각으로 형상화 하고

그 속에서의 갈등을 드러내도록 하며 직

면하도록 돕는다.

- 관계와 가족 내 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

(강의)

- 엄마 참새/아기 참새 짹짹

(신체화 워밍업)

- 자녀가 조각하는 우리 집 가족조각(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초점으로 한다.

셋째, 타인을 이해하고 느낀 것에 대해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돕기 위해 의사

소통(가족규칙의 신념)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활동내용을 실시한다. 이 활동내용은

상호이해를 초점으로 한다.

넷째, 상호작용으로 인한 상호관계의 변화를 돕기 위해 자녀와의 만남을 통한 상

호주관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내용을 실시한다. 이 활동내용은 상호관계를 초점으

로 한다.

2) 2차 공감교육 프로그램 실시

1차 프로그램 실시와 동일하게 울산 ** 영육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들을 대

상으로 센터 웹페이지에 2차 프로그램 사항을 공지하여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총 9명을 접수 받았다. 그리고 이 집단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과

정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특성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후 총 8회기 참여가능 여부가

가능한 8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3세∼7세 자녀를 둔 부모들로,

평균나이는 38.9세였다. 2차 집단 프로그램 구성도 총 8회기 구성되었으나, 진행시

간은 1차 델파이 패널들이 회기 진행에서 시간 부족을 제시한 점을 보안하여 매주

150분씩 실시되었다. 2차 집단 참여자들의 자료 수집은 프로그램 전체 참여 직후에

각 회기별 목표에 대한 집단 원들의 호응도와 간단한 서술을 통한 피드백을 중심으

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2차 프로그램 회기별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Ⅳ-14> 2차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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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

기

인

식

부모-자녀 관계에서 애착의 유형과 애착

형성, 자녀의 정동조절과의 관계를 살펴

부모-자녀관계에서 정서적 되물림을 살펴

보도록 한다. 사이코드라마의 텔레를 중심

으로 원가족과 나와 연결된 애착적 정서

가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전이

되어 흘러가는지를 끈을 활용한 소시오그

램을 통해 행위로 경험 할 수 있도록 한

다.

- 애착과 애착유형, 애착의 되물림, 그리고 정동

조절 (강의)

- body 소시오 매트리 워밍업

- 원가족/나/현재 가족 소시오그램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나누기

5

공

감

적

공

명

공

감

적

관

심

역

할

채

택

타

인

인

식

정

서

인

식

자녀들의 자기 정체감 형성의 중요성과

부모의 부정적 의시와 긍정적 응시로 자

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부모의 얼굴표정에 대해 반응하는

자녀의 정서적 경험과 자존감을 경험함으

로써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정체감 형성, 부정적 응시와 긍정적 응시, 그

리고 아이의 자존감 형성(강의)

- 세탁물 놀이 워밍업

- “엄마 표정이 보여요” 아이가 말하는 엄마표

정 그리기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나누기

6

타

인

인

식

정

서

인

식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으로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게 하고,

프로그램 내에 집단원이 돌아가면서 한명

의 “우리들의 아이”가 된다. 그 아이와 상

호작용하는 과정을 소시오 드라마 과정으

로 진행한다. 그리고 공감의 뿌리 프로그

램 마무리 과정으로 “우리들의 아이”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쓰고 함께 나눌 수 있도

록 한다.

-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강의)

- 우리아이 놀이터 (신체 화 워밍업)

- ‘우리들의 아이 만나기’ 소시오드라마(중심활

동)

- 집단 원 역할훈련

- 나누기

7

표

현

된

공

감

의

사

소

통

상

호

이

해

자녀의 감정 읽기에 도움 되는 감정코칭

대화법에 대한 강의와 자녀 양육방식 속

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패턴을 살펴보

게 하고 그 속에 내재된 부정적 가족규칙

과 신념을 통한 이해로 긍정적 의사소통

에 장애 요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아이의 감정을 읽어

주세요.” 감정 코칭 5단계 (강의)

- 자연과 동물이 되어 소통하기(신체화 워밍업)

- 의사소통 패턴 속에서 부정적 가족 규칙과 신

념 찾기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8

지

각

된

공

감

상

호

주

관

성

상

호

관

계

자녀양육에서의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 역할과 양육태도 등에 대한 부

모교육과 첫 회기 가족 동작화를 다시 장

면으로 실연화하여 그 속에서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형성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건강한 가족과 자녀양육이란?(강의)

- 눈싸움 (신체 화 워밍업)

- 동적 가족화((KFD)의 장면속애서

‘ 내 아이와 다시 만나기’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전체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내용을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정 및 재설계하여 2

차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실시하였다. 2차 집단은 집단실시 전 예비모임을 가져 본

연구 진행 과정과 특성, 참고사항 등을 먼저 나누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차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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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역시 본 연구가에 의해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그리고 2차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사전 인터뷰 (20분) →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은 매회기 각 회기별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 (20분) →

간단한 신체활동(warm-up, 20분) → 중심주제 활동(act) (30분) → 한 장면 드라마

(40분) → 나누기(sharing, 20분) 순서이다. 전체 프로그램 총 2시간 30분으로 진행

되었다.

1차 프로그램의 활동 목표에서 타당도가 낮은 1회기, 그리고 패널들의 의견 합일

이 낮은 2회기, 5회기, 7회기의 활동 목표 수정을 중심으로 2차 프로그램은 수정·보

완 하였다. 프로그램의 1회기 중심활동과 2회기 강의활동 역시 패널들 간의 의견

일치도가 낮은 구성들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하기위해 노력하였다. 기타 의견 또한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수정·보완된 2차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구성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회기는 1차 델파이 조사를 토대로 한 전체 프로그램의 개괄적인 회기로서, 사이

코드라마에 대한 소개와 프로그램에서 진행방법 등을 강의 내용으로 재구성 하였

다. 그리고 현재 가족의 모습을 중심으로 가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동적

가족화 (KFD검사)를 그리게 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과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변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열어가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2회기는 자녀들의 정서 경험이 오감을 통한 지각활동에서 정서경험으로 이루어지

는 것과 공감의 발달과정 등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강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3회기는 강의 내용에서 가족 관계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 문제점 등을 직면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녀가 조각

하는 가족으로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4회기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이루어진 원 가족 자체만을 다루는 주제는 다소 광

범위 하다는 피드백을 토대로 애착을 중심으로 원가족과 나(자신) 그리고 자녀와

이해관계에서 느끼는 전이적 흐름을 사이코드라마의 텔레로서 드러내고, 그 속에서

자기 애착적 경험이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어떤 영항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5회기는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 구성을 위해 자녀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보완 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에게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도와 자녀의 입장이나 정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6회기는 소시오드라마 형식의 진행을 통해 자녀가 되어 자녀들의 입장이 되는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7회기는 자녀 양육 방식 속에 있는 가족의 규칙과 신념을 중심으로 긍정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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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회기
적절성

 합의도 수렴도 
M SD

1회기 4.88 0.485 0.88 1.00 0.00

2회기 4.94 0.243 1.00 1.00 0.00

3회기 4.94 0.243 1.00 1.00 0.00

4회기 4.77 0.437 1.00 0.90 0.25

5회기 4.88 0,332 1.00 1.00 0.00

6회기 4.77 0.437 1.00 0.90 0.25

7회기 4.94 0.243 1.00 1.00 0.00

8회기 5.00 0.000 1.00 1.00 0.00

소통 변화의 동기를 구체화 시켰다. 동시에 공감적 대화를 돕는 현실적용에 활용할

수 있는 감정 코칭 적 대화법 5단계를 함께 제시하여 공감적 대화로 이끌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8회기는 1회기에 사용한 같은 활동(KFD)을 중심으로 다시 재연하여, 그 속에서

변화된 자신과 자녀와의 만남을 통한 역할놀이로 새로운 관계 형성을 돕고 경험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 하였다.

3) 2차 델파이 조사

(1) 2차 공감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

<표 Ⅳ-15> 2차 델파이 공감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 - 폐쇄형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 적절성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표

Ⅳ-15>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회기(M=4.88, SD=0.485), 2회기(M=4.94,

SD=0.243), 3회기(M=4.94, SD=0.243), 4회기(M=4.77, SD=0.437), 5회기(M=4.88,

SD=0.332), 6회기(M=4.77, SD=0.437), 7회기(M=4.94, SD=0.243), 8회기(M=5.00,

SD=0.000)으로 평균값이 4.77 ∼ 5.00로 모든 회기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설문의 내용 타당성을 검증하는 값은 1회기 0.88가 가장 낮고 나머지 모든

회기는 1.00으로 패널 17명일 경우 제한하는 0.49(15명의 경우)를 매우 충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Lawshe, 1975). 1회기 ∼ 8회기 모두 합의도가 0.75이상, 수렴도 0∼

0.5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패널들의 의견이 긍정적인 합의점을 이루고 있

다고 볼 수 있다(이윤조, 2009).

<표 Ⅳ-16>에서 살펴보면 2차 델파이 공감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에서 전문

가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한 회기는 1회기, 3회기 그리고 5회기이다. 1회기와 3회기

는 활동목표를 지지하는 긍정적 피드백도 있었으나, 좀 더 회기의 목표 달성을 도

울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제시해 주었다. 5회기 활동 목표를 타인인식이라는 공감

구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자기 인식적 활동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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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활동 회기별 목표 활동 회기별 목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요약

1

- 사이코드라마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본

프로그램에서의 진행과정에 대해 오리엔

테이션

- 현재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정서

상태 등을 표현

-가족의 현재 상황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 좋음

- 참석자들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워밍업 필요

- 동작 가족 화가 놀이 식 진행이 되어야 할 것

- 집단의 신뢰감과 안정감 형성을 위한 활동 제안

- 부모의 수용과 애씀에 대한 이해와 격력 부분 필요

3

- 부모와 자녀가 속하는 가족 안에서의 갈

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봄

- 자녀의 눈으로 보는 가족의 모습을 자녀

의 역할에서 가족조각으로 형상화 하여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초점

화 하고 갈등을 직면

- 자녀의 눈으로 바라보는 갈등만 다루는 것 같음

- 자기인식의 중요한 요소인 타인인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음

- 자녀의 눈으로 보는 가족의 모습 그 속에 있는 갈

등을 드러내도록 하고 직면하도록 도울 수 있어 보

임

5

- 자녀들의 자기 정체감 형성의 중요성과

부모의 부정적 응시와 긍정적 응시로 자

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부모의 얼굴 표정에 대해 반응하는 자녀

의 정서적 경험과 자존감을 경험함으로

서 자녀의 입장을 이해

- 이 회기의 목표는 부모의 자기인식 활동으로 보임

<표 Ⅳ-16> 2차 델파이 공감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 - 개방형

(2) 2차 델파이 프로그램 회기별 강의와 중심활동 내용

본 연구의 1차 프로그램 활동에서 강의와 중심활동 내용 응답에 대한 적절성을

평정한 결과, 먼저 강의 활동에 대한 평균값은 4.77 ∼ 5.00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

다. 평균이 가장 높은 강의 활동은 7회기(M=5.00, SD=0.000), 8회기(M=5.00,

SD=0.000)이다. 중심활동에 대한 평균값은 4.71 ∼ 5.00으로 또한 높은 점수로 나타

났다. 가장 낮은 중심활동 회기는 1회기(M=4.71, SD=0.588)이고, 가장 높은 회기는

8회기(M=5.00, SD=0.00)이다.

그리고 강의와 중심활동 설문의 내용 타당성을 검증하는 값도 0.88 ∼ 1.00

으로 패널 17명일 경우 제한하는 0.49(15명의 경우)에 매우 충족하였다. 1회기(

=0.88), 3회기(=0.88)를 뺀 나머지 다른 회기들은 모두 =1.00이었다. 그리

고 중심활동 내용 타당도에서 1회기 강의와 중심활동(=0.88), 2회기 중심활동

(=0.88), 3회기 강의활동(=0.88), 그리고 5회기 중심활동(CVR=0.88)을 뺀

나머지 회기들은 모두 이 1.000이다. 이윤조(2009)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들의

합의도가 0.75이상, 수렴도가 0∼0.5일 경우 패널들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수렴도는 대체로 0.25 ∼ 0.00이고, 합의도는 대부

분 0.88 ∼ 1.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의와 중심활동들에 대해서 전체 모두 이루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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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회기
적절성

 합의도 수렴도
M SD

1회기
강의 4.82 0.529 0.88 1.00 0.00

중심활동 4.71 0.588 0.88 0.9 0.25

2회기 
강의 4.82 0.393 1.00 1.00 0.00

중심활동 4.77 0.562 0.88 1.00 0.00

3회기 
강의 4.88 0.332 0.88 1.00 0.00

중심활동 4.77 0.437 1.00 0.90 0.25

4회기 
강의 4.77 0.437 1.00 0.90 0.25

중심활동 4.77 0.437 1.00 0.90 0.25

5회기
강의 4.82 0.393 1.00 1.00 0.00

중심활동 4.77 0.562 0.88 1.00 0.00

6회기
강의 4.82 0.393 1.00 1.00 0.00

중심활동 4.82 0.393 1.00 1.00 0.00

7회기
강의 5.00 0.000 1.00 1.00 0.00

중심활동 4.94 0.243 1.00 1.00 0.00

8회기
강의 5.00 0.000 1.00 1.00 0.00

중심활동 5.00 0.000 1.00 1.00 0.00

<표 Ⅳ-17> 2차 델파이 프로그램 회기별 강의와 중심활동 내용 - 폐쇄형

먼저 1회기 강의활동에서 ‘불리워지고 싶은 이름 만들기’ 로 자신들의 소망, 원함

이 드러날 수 있는 자기소개 활동 제안하였고, 2회기 중심활동에 감정 상태를 배

치를 위해 바닥에 색종이보다 색깔 천을 쓰면 더 확실하다고 제안 하였다. 5회기

중심활동에 엄마의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매세지(엄마의 음성, 자세, 태

도, 눈빛, 동작 등)까지 표현 할 수 있는 활동 제안하였다, 그리고 5회기 사이코드라

마적 요소를 가미해 부모가 직접 자녀가 되어 찡그린 표정, 화난 표정 등을 만들어

상대방이 거울이 되어 볼 수 있게 하는 활동을 제안 하였다.

6회기 중심활동으로 타인지각, 정서 지각을 돕는 활동으로 부모가 자녀가 되어보

는 role play를 제안 하였고, 마지막 편지쓰기를 빈 의자 기법으로 우리의 아이들에

게 직접화법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7회기 강의활동에서 강의 내용이

생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적용 정도를 물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는 의견과 훨씬 더 많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비언적인 메시지까지 포함

하여 강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도 있었다. 말 걸기의 세 가지 대화법(원

수 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에 대한 실습을 한 이후, 감정코칭 5단

계 대화법 연습을 실시 할 것에 대한 제안과 끝나가는 단계로 볼 때 6회기와 7회기

앞뒤로 바꾸기 회기의 구성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강

의 내용처럼 중심활동도 감정코칭 대화연습으로 진행하는 방법적 동일성을 제안하

기도 하였다. 마지막 8회기에서는 단어의 어감 상 눈싸움 보다는 Snow Play라는

표기가 더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3차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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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활동 활동 주제 회기별 강의와 중심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요약

1

강의
사이코드라마란?

자기소개

- ‘불리워지고 싶은 이름 만들기’ 로 자신들의 소망, 원함이 드러날 수

있는 자기소개 활동 제안

중심

활동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KFD를 집단원 전체가

조각해 보기

- 가족에 대한 다각도로 접근이 좋음.

- KFD는 표정과 몸짓을 통해 구성원의 특성을 파악에 용이.

- KFD를 몸(조각)으로 표현하는 목적성이 불명확

- 1차 내용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

- 가족사를 표현하기에 다소 무리한 자기개방의 시간

- 자기 지각에 도움 되는 워밍업 과정 필요

2

강의
자녀들의 공감발달과

정서경험(동영상)

- 강의 내용과 중심 활동이 서로 다른 초점을 다루는 것 같음

- 강의활동을 통해 부모 정서 표현이 아이의 정서 발달까지 연결해서

인식할 수 있는 동력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의문

중심

활동
감정의 웜 홀

- 좀 더 부모의 부정적 정서 해소를 돕는 정서표현 활동 필요

- 감정 상태를 배치를 위해 바닥에 색종이보다 색깔 천을 쓰면 더 확실

- 자녀의 정서를 공감하는데 있어 상호주관성의 역동에 약한 활동

3

강의
관계와 가족 내 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

- 관계와 가족 내 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강의)그리고 가족조각(활동)

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 좀 더 고려

- 엄마/ 아기 참새는 가족 내 역기능 순기능과 관련이 없어 보임

중심

활동

자녀가 조각하는 우리 집

가족조각

- 자기 인식 단계의 목적에서로 자신에게의 몰입이 줄어들 수 도 있을

것 같아 우려됨

4

강의

애착과 애착유형,

애착의 대물림,

그리고 정동조절(동영상)

- 가족 안에서의 관계형성을 통한 타인인식은 자기인식이 우선적 이루

어질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애착은 중요

중심

활동

원 가족 / 나/ 현재 가족

소시오그램

- 원 가족/나/현재가족 속의 되물림 이라는 인식의 틀에 가두는 것이

될 수도 있음

- 한 장면 드라마 속에 녹여낼 수 있다면 매우 좋은 경험

- 원가족의 가족신념을 알아차리고 실연함으로서 참가자가 얻을 수 있

는 경험 필요

5

강의

부정적· 긍정적 응시,

그리고 아이의 자존감

형성

- 부모 정서와 자녀 정서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좋음

중심

활동

“엄마 표정이 보여요”

아이 입장에서 말하는

엄마표정 그리기

- 엄마의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메세지(엄마의 음성, 자세,

태도, 눈빛, 동작 등)까지 표현 할 수 있는 활동 제안

- 자신을 알아차리고 자녀의 마음을 유추함으로 자녀와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갈 수 있는 좋은 활동

- 자기 객관화와 더욱 성장한 확장 적 공감이해가 이루어짐으로 타인의

역할과 그의 치료적 과정에도 큰 도움

- 부모와의 관계 파악이 용이한 활동임

- 사이코드라마 적 요소를 가미해 아이가 되어 찡그린 표정, 화난 표정

등을 만들어 상대방이 거울이 되어 볼 수 있게 하는 활동제안

한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서 내용을 정리한 후 2차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하

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표 Ⅳ-18> 2차 델파이 프로그램 회기별 강의와 중심활동 내용 -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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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의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없음

중심

활동

‘우리들의 아이 만나기’

소시오드라마

- 타인지각, 정서 지각을 돕는 활동으로 부모가 자녀가 되어보는 role

play를 제안

- 마지막 편지쓰기를 빈 의자 기법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직접화법으

로 이야기하기 방법 제안

- 소환이라는 단어 보다는 다른 단어로 대치 바람

- 다른 회기 같이 한 장면 드라마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듯

7

강의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세요.”

감정코칭 5단계(동영상)

-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 코칭’ 동영상 제안.

- 생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적용정도를 물어 보는 것도

좋을 듯함

- 의사소통 단계에 감정 코칭의 5단계는 아주 적절한 개입

- 감정 코칭 5단계 강의를 20분 내에 진행이 다소 어려울 듯

-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실용적임

–훨씬 더 많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비언적인 메시지까지

포함하여 강의를 하면 더 좋을 듯

중심

활동

의사소통 패턴 속에서

부정적 가족규칙과 신념

찾기

- 말 걸기의 세 가지 대화법( ‘원수 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에 대한 실습을 한 이후, 감정코칭 5단계 대화법 연습을 실시

제안

-끝나가는 단계로 볼 때 6회기와 7회기 앞뒤로 바꾸기 제안.

- 강의 내용처럼 중심활동도 감정 코칭 대화연습으로 진행하는 방법 제

안

8

강의
건강한 가족과

자녀양육이란?

- 건강한 가족과 자녀양육의 강의가 모든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지금 여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생각

중심

활동

동적 가족화 (KFD)의

장면 속에서

‘내 아이와 다시 만나기’

- 1회기와 8회기는 사전사후 검사의 역할과 같이 변화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 눈싸음 표현 보다는 Snow Play라고 표기 제안

(3)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 추가의견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패널들의 추가의견 제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2차 프로그램 역시 진행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는 잘

짜여 진 구성이며, 1차에 비해 더 체계화되어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이 일관성 있는

진행 구성 된 점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

는 방법들을 적용하여 참여자들이 행동변화와 감정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을 재구성한 점 등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의 구성된 내용상 자기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우선적

으로 확실히 경험하게 한 후에 타인 지각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진행하는 편이 프

로그램 진행상 보다 명확한 자기와 타인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체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있었다.

특히 2회기에서 4회기의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기인식 만으로 이루어진 활동이라

기보다는 다소 타인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활동으로 보다 자기인식이라는 분명한 명

제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자기 이해나 통찰적 성격의 밀도가 높

아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부모역할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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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적절성
1차



2차



1차

합의도

2차

합의도

1차

수렴도 

2차

수렴도1차 M 2차 M
1차 

SD

2차 

SD

1 4.17 4.88 1.015 0.4851 0.41 0.88 0.60 1.00 1.00 0.00

2 4.12 4.94 0.781 0.2425 0.53 1.00 0.63 1.00 0.75 0.00

3 4.47 4.94 0.624 0.2425 0.88 1.00 0.80 1.00 0.5.0 0.00

4 4.29 4.77 0.686 0.4372 0.76 1.00 0.75 0.90 0.5.0 0.25

5 4.06 4.88 0,748 0,3321 0.53 1.00 0.63 1.00 0.75 0.00

6 4.18 4.77 0.728 0.4372 0.65 1.00 0.75 0.90 0.50 0.25

7 4.12 4.94 0.928 0.2425 0.53 1.00 0.63 1.00 0.75 0.00

8 4.53 5.00 0.752 0.0000 0.65 1.00 0.75 1.00 0.5 0.00

운 점을 이해 받기, 보호 받기, 비난 받지 않음을 통해 수용 받은 경험으로, 그 안

에서 타인(자녀)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만나야 변화의 자발적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해와 격려의 시간을 제시한 패널도 있었다.

전체 프로그램 구성이 1단계 4회기, 2단 2회기 3단계 1회기 4단계 1회기로 1단계

에만 너무 많다라는 지적과 함께 구성에 대한 의견과 프로그램 구성상 강의부분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면 프로그램 이후 강의 진행을 제안 하는 의견이 있었

다. 즉 2-5회기에서 자기 자각이 강한 부분은 경험 후 강의가 방어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6-8회기는 명확한 역할 훈습과 같은 목표가 있어서 강의를 듣고 활동에

참여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때 본 연구는 활동 주제가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 구성과 가족 내 갈등, 역기능, 애착의 대물림과 같이 굉장히 큰 작업이

필요한 근원적 문제를 다루기에는 중심 활동으로서 확보해야 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4) 1차, 2차 델파이 조사 비교

3차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공감교육 프로그램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비교해 <표 Ⅳ-19>, <표 Ⅳ-20>를 제시하였다.

<표 Ⅳ-19> 1차, 2차 델파이 공감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 비교

먼저 <표 Ⅳ-19>를 살펴보면 1차,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의 비

교를 살펴보면 모든 회기에서 평균이 증가하였고, 표준편차는 낮아졌다. 그리고 1차

델파이 조사에 비해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타당도가 증가 되었고, 합의도와 수렴도

를 통해 패널들의 의견이 긍정적인 합의점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9

프로그

램 회기

적절성
1차



2차



1차

합의도

2차

합의도

1차

수렴도 

2차

수렴도 
1차 

M

2차 

M

1차 

SD

2차 

SD

1

강의 4.53 4.82 0.717 0.529 0.76 0.88 0.80 1.00 0.50 0.00

중심

활동 
3.82 4.71 1.074 0.588 0.41 0.88 0.50 0.90 1.00 0.25

2 

강의 4.24 4.82 0.831 0.393 0.53 1.00 0.63 1.00 0.75 0.00

중심

활동 
4.35 4.77 0.702 0.562 0.76 0.88 075 1.00 0.50 0.00

3 

강의 4.35 4.88 0.606 0.332 0.88 0.88 0.75 1.00 0.50 0.00

중심

활동 
4.53 4.77 0.800 0.437 0.88 1.00 0.80 0.90 0.50 0.25

4 

강의 4.47 4.77 0.514 0.437 1.00 1.00 0.75 0.90 0.50 0.25

중심

활동 
4.00 4.77 0.935 0.437 0.65 1.00 0.75 0.90 0.50 0.25

5

강의 4.18 4.82 0.728 0.393 0.65 1.00 0.75 1.00 0.50 0.00

중심

활동 
4.06 4.77 0.659 0.562 0.65 0.88 0.88 1.00 0.25 0.00

6

강의 4.53 4.82 0.624 0.393 0.88 1.00 0.80 1.00 0.50 0.00

중심

활동 
4.35 4.82 0.786 0.393 0.65 1.00 0.80 1.00 0.50 0.00

7

강의 4.35 5.00 0.702 0.000 0.76 1.00 0.75 1.00 0.50 0.00

중심

활동 
4.24 4.94 0.903 0.243 0.65 1.00 0.75 1.00 0.50 0.00

8

강의 4.29 5.00 0.772 0.000 0.65 1.00 0.75 1.00 0.50 0.00

중심

활동 
4.12 5.00 0.697 0.000 0.75 1.00 0.75 1.00 0.50 0.00

<표 Ⅳ-20> 1차, 2차 델파이 공감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강의와 중심활동 내용 비교

1차, 2차 델파이 조사 프로그램 회기별 강의와 중심활동 내용 비교에서 모든 회기

의 강의와 중심활동에서 평균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타당도도 패널 17명일 경우 제

한하는 최소값 0.49(15명의 경우)를 충족하면 되는데(Lawshe, 1975), 1차 델파이 조

사에서 프로그램 1회기 중심활동(=0.41)이 충족되지 못했지만 2차에서는 모든

활동이 최소값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타당도 1.00을 충족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더

많았다. 그리고 합의도가 0.75이상, 수렴도가 0∼0.5을 때 패널들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차보다 2차의 합의도와 수렴도가 일치성을 높였다. 따

라서 패널들의 의견일치가 좀 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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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질문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본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나요? 3.80 0.447

현재 우리가족 모습을 표현해 볼 수 있었나요? 4.00 0.707

2
공감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4.50 0.548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나요? 4.33 0.516

3
가족관계 갈등에 대한 역동성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4.50 0.837

가족 갈등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의 만남에 도움이 되었나요? 4.67 0.516

4
부모-자녀의 정서적 관계와 애착의 중요성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4.75 0.500

원 가족 - 나 - 자녀와 연결되는 정서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5.00 0.000

5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자존감 형성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4.57 0.535

자녀 역할 경험으로 자녀의 정서를 만나는 경험에 도움이 되었나요? 4.57 0.535

6
자녀들과 공감을 나누는 과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4.60 0.548

감정 이입적 경험을 통한 자녀의 입장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4.20 0.447

7
감정 읽기(감정코칭 대화)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었나요? 3.67 1.211

가족규칙과 신념을 통한 비언어적 메시지 읽기에 도움이 되었나요? 3.67 0.816

8 새로운 부모 역할 시도로서 양육의 긍정적 경험에 도움이 되었나요? 4.29 0.756

5) 2차 공감교육 프로그램 집단원 효율성 설문응답

2차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총 8회기 실시한 직후 전체 집단 참여자 7명에게 실시

한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 효율성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Ⅳ-21>과 같다.

<표 Ⅳ-21> 2차 공감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 효율성

먼저 평균이 4.0(좋았다)이하의 범주들을 살펴보면 1회기의 오리엔테이션(M=3.80,

SD=0.447) 목표와 7회기의 감정코칭 강의(M=3.67, SD=1.211)와 중심활동(M=3.67,

SD=0.816) 목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이 4.5이상의 범주

들을 살펴보면 2회기 강의(M=4.50, SD=0.548)목표, 3회기 강의(M=4.50, SD=0.837)와

중심활동(M=4.67, SD=0.516)목표, 4회기 강의(M=4.75, SD=0.500)와 중심활동(M=5.00,

SD=0.000)목표, 5회기 강의(M=4.57, SD=0.535)와 중심활동(M=4.57, SD=0.535) 목표, 6

회기 강의(M=4.60, SD=0.548) 목표 내용 등에 대한 집단의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4회기의 강의와 중심활동 목표 내용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 받았다.

다음은 2차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원들의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을 정리해서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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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중 지루했거나 도움이 되지 않은 점

- 7회기에서 감정 코칭 5단계가 아이에게 적용하기 어려웠다. 감정을 읽기 어려웠다.

- 감정코칭 수업이 이론 시간이 길고 실습시간이 짧아 조금 깊이까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

- 좀 더 몸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활동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다.

-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 인원이 많아 한번 씩 다 돌아가면서 하지 못해 본 것 같아 아쉬웠다. 그러나 지루하진 않

았다.

- 도움이 되지 않은 부분은 없었으나 중간 중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었다.

- 지루하거나 도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

프로그램 내용 중 가장 흥미 있고 도움이 된 점

- 1회기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내가 힘들어 하는 것을 인정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4회기에서 나의 원가족 속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의 존

재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다. 아이가 나를 보는 눈을 느낄 수 있게 하

는 프로그램이 좋았다. 참새-짹짹 이라든지 가족화 그리고 원가족과 나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았다. 참새-짹짹의 경우 아이의 감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고 가족화

는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과 그 곳의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고 원가족과의 관계는

나의 정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 몰랐던 내 자신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해보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그 입장이 되어 느껴졌다. 역할극 자체가 감정이입이 될 줄은 몰랐는데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신선했다.

- 보통 부모교육을 하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하면 빨리 잊어버리

고 원래상태로 돌아가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역할을 해

봄으로서 더 빨리 와 닿았고, 문제해결도 빨리 되었다.

- 강의식이 아닌 참여수업 형식이라서 단순히 듣기식 강의보다는 나와 아이의 입장을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이지만 오히려 ‘참 나’를 찾는데 많은 도

움이 되었다. 그런 ‘참 나’를 통해 아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천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어서 좋았고

새로운 자녀 교육방식을 함께 찾고 제시해 주는 것을 나눌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행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

게 해줬던 시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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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모형

(순환모델)

공감

초점

공감

구성요소
활동목표 활동내용

공감적

주의집중
자기인식 공감지각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자기지각

자신의 감정탐색

가족과 관계 갈등

애착의 되물림

공감적 공명
타인인식

정서인식

공감적 관심

역할채택

타인의 내적인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타인 지각과 가정 이입을

통한 정서지각

자녀의 자존감

‘우리들의 아이

만나기’

소시오드라마

표현된 공감 상호이해 의소소통

타인을 이해하고 느낀

것을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함

감정코칭 대화법

역할극 훈련

지각된 공감 상호관계 상호주관성
타인과의 만남을 통한

상호관계
자녀(아이)와의 만남

3. 최종 순환과정 프로그램 개발

1) 최종 공감교육 프로그램 개발

먼저 2차 프로그램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도와 합의

도는 만족 되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각 회기 목표에 대한 호응도 반

응(평균, 표준편차)과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집단 원들의 의견을 중심

으로 수정·보완 하였다.

집단원의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7회기에서 감정 코칭 5단계를 아

이에게 적용해서 감정 읽기가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감정코칭 수업이 이론

시간에 비해 실습시간이 짧아 조금 깊이까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1, 2차에 걸쳐 패널들이 프로그램 전체 과정에서 보다 나은 방향성을 위해

패널들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최종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22> 최종 공감교육 프로그램 활동 목표와 내용

첫째, 전체 프로그램 구성이 1단계 4회기, 2단 2회기 3단계 1회기 4단계 1회기로

1단계에만 너무 많다라는 점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3차 프로그램은 1회기 공감열기

단계로 공감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를 여는 과정으로 워밍업으로

동적 가족화를 그리는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정·보완 하였다.

둘째, 부모 역할의 어려운 점을 수용 받고, 위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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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공감

순환모델
활동 목표 활동 내용

1

오리엔

테이션

·

공감

열기

자기

열기

본 프로그램에서의 진행과정과 사이코드라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현재의 나와 가족을 소개하고, 빈의자 기법을 활

용하여 부모역할을 하면서 힘든 마음을 표현하

고 집단 속에서 위로 받는 경험을 하게 한다.

- 프로그램 진행과정과 사이코드라마란?(강의)

- “나와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워밍업)

(동적 가족 화 그리기)

-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치고 힘든 내가 위로

받기(중심활동)

- 나누기

2

공

감

적

주

의

집

중

공

감

지

각

자기

인식

자녀들이 정서적 경험을 통한 공감의 발달과정

을 알아보고 그러한 자녀와 정서적 관계 경험을

하게 하는 부모 자신의 현재 긍정적, 부정적 감

정 상태를 살펴서 표현하게 한다.

- 자녀들의 공감발달과 정서경험 (강의)

- 만남 워밍업으로 (신체화 워밍업)

- 감정의 웜 홀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3
자기

인식

부모와 자녀가 속하는 가족 안에서 갈등의 순기

능과 역기능을 살펴본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

의 갈등을 중심으로 초점화 하기위해 자녀의 눈

으로 보는 가족의 모습을 자녀의 역할에서 가족

조각으로 형상화 하고 그 속에서의 갈등을 드러

내도록 하고 직면하도록 돕는다.

- 관계와 가족 내 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강의)

- 엄마 참새/아기 참새 짹짹

(신체화 워밍업)

- 자녀가 조각하는 우리 집 가족조각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1회기의 중심활동으로 사이코드라마의 빈의자 기법을

활용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치고 힘든 내가 위로받기 활동을 중심활동으로 프로

그램을 구성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6회기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의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동

영상으로 보게 하고, 프로그램 내에 집단원 돌아가면서 한명씩 ‘우리들의 아이’가

된다. 그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소시오 드라마 과정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나서는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마무리 과정으로 ‘우리들의 아이’에게 보내는 메시지

를 직접 보내기로 좀 더 사이코드라마적 활용으로 수정·보완 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에서는 7회기 프로그램의 활동내용에서 표현된 공감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이 부족함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자녀의 감정 읽기에 도움 되는 감정코칭 대화법에 대한 강의와 자녀 양육방식 속에

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상황을 역할극을 통해 실연화하며, 그 과정

속에서 감정코칭 대화법를 훈련 하도록 한다.

그리고 1차,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기타 의견을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수정·보완 하

였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최종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표 Ⅳ-22>, <표

Ⅳ-23>에 제시하였다.

<표 Ⅳ-23> 최종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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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

인식

부모-자녀 관계에서 애착의 유형, 애착형성과 자

녀의 정동조절의 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부

모-자녀관계 정서적 되 물림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사이코드라마의 텔레를 중심으로 원 가

족과 나와 연결된 애착적 정서가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전이 되어 흘러가는지를 끈을

활용한 소시오그램을 통해 행위로 경험 할 수

있도록 한다.

- 애착과 애착유형, 애착의 되물림, 그리고 정

동조절 (강의)

- body 소시오매트리 워밍업

- 원 가족/나/현재가족 소시오그램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나누기

5

공

감

적

공

명

공

감

적

관

심

역

할

채

택

타인

인식

정서

인식

자녀들의 자기 정체감 형성의 중요성과 부모의

부정적 응시와 긍정적 응시로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부모의 얼굴표

정에 대해 반응하는 자녀의 정서적 경험과 자존

감을 경험함으로써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정체감형성, 부정적 응시와 긍정적 응시, 그

리고 아이의 자존감 형성(강의)

- 세탁물 놀이 워밍업

- “엄마 표정이 보여요” 아이가 말하는 엄마표

정 그리기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6

타인

인식

정서

인식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으로 공감 능력을 증진시

키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게 하고, 프로그램 내

에 집단 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우리 아이들”이

된다. 그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소시오

드라마 과정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나서는 공감

의 뿌리 프로그램 마무리 과정으로 “우리 아이

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직접 보내고 응원한다.

-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강의)

- 우리아이 놀이터 (신체 화 워밍업)

- ‘우리들의 아이만나기’ 소시오드라마‘

(중심활동)

- 집단 원 역할훈련

- 나누기

7

표

현

된

공

감

의

사

소

통

상호

이해

자녀의 감정 읽기에 도움 되는 감정코칭 대화법

에 대한 강의와 자녀 양육방식 속에서 이루어지

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역할극을 통해 실연화와

함께 감정코칭 대화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아이의 감정을 읽어

주세요.” 감정코칭 대화법

(강의)

- 자연과 동물이 되어 소통하기

(신체 화 워밍업)

- 감정코칭 대화법 역할극 훈련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8

지

각

된

공

감

상

호

주

관

성

상호

관계

자녀양육에서의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 역할과 양육 태도 등에 대한 부모교육과

첫 회기 동적 가족화를 장면으로 실연 화하여

그 속에서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형성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건강한 가족과 자녀양육이란?(강의)

- 눈싸움 (신체 화 워밍업)

- 동적 가족화(KFD)의 장면속에서

‘ 내 아이와 다시 만나기’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1∼2차 델파이 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활동의 목

표와 내용을 재구성 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자기

지각을 돕기 위한 활동내용으로 자신의 감정탐색, 가족과 관계 갈등, 애착의 되 물

림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활동내용이 실시된다. 이 활동내용은 자기인식을 초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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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최종 활동내용 최종 강의내용 최종 중심활동 내용

1

- 프로그램 진행과정과 사이코드

라마란?(강의)

- “나와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동적 가족화 그리기(워밍업)

-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치고 힘든

내가 위로받기(중심활동)

- 나누기

프로그램 전체 진행과정과 진행방법

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이코드라마

에 대한 소개 (강의)

사이드라마의 정의, 특성과 기법 등

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본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치고 힘든 내

가 위로받기(중심활동)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모습을 떠올리고 빈 의자 기법을 활

용하여 나를 포함한 집단원이 행위

로서 위로 받는 경험함

2

- 자녀들의 공감발달과 정서경험

(강의)

- 만남 워밍업으로(신체화 워밍업)

- 감정의 웜 홀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자녀들의 공감발달과 정서경험

(강의)

아이의 감각을 통한 정서발달, 어머

니의 정서표현과 아이의 정서경험

그리고 아이의 정서적 경험을 통한

공감발달에 연결해서 이해.

감정의 웜 홀 (중심활동)

바닥에 색종이로 자신의 감정 상태

를 배치하게 하고 그중에서 중심 정

서를 선택하고 그 정서에 대한 한

장면 드라마를 실연함

3

- 관계와 가족 내 갈등의 역기능

과 순기능(강의)

- 엄마 참새/아기 참새 짹짹

(신체 화 워밍업)

- 자녀가 조각하는 우리집 가족조

각(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관계와 가족 내 갈등의 역기능과 순

기능 (강의)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유형들과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

자녀가 조각하는 우리 집 가족조각

(중심활동)

부모-자녀관계의 갈등을 초점 화 할

하도록 자녀가 바라본 현재 가족을

조각하고 가족의 갈등이 드러나게

하여 한 장면 드라마를 실연함

둘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진정한 타인의 관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타

인의 내적인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타인지각과 가정이입을 통한 정서지각

을 돕는 활동으로, 자녀의 자존감, 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 활동내용은 타인인

식과 정서인식을 초점으로 한다. 그리고

셋째, 타인을 이해하고 느낀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하는 것을 돕기 위한 활

동내용으로, 의사소통(감정코칭 대화법 역할극 훈련)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활동내용

을 실시한다. 이 활동내용은 상호이해를 초점으로 한다.

넷째, 상호작용으로 인한 상호관계의 변화를 돕기 위한 활동으로, 자녀와의 만남

을 통한 상호관계로 구성된 내용을 실시한다. 이 활동내용은 상호관계를 초점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확장적 공감 순환모델에 따른 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공감

능력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최종 설계는 다음과 같다.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따른 최종 프로그램 활동에서 강의와 중심활

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은 <표 Ⅳ-24>이다.

<표 Ⅳ-24> 최종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강의와 중심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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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애착과 애착유형, 애착의 되물

림, 그리고 정동조절 (강의)

- BADY 소시오 매트리 워밍업

- 원 가족/나/현재가족 소시오그램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나누기

애착과 애착유형, 애착의 되물림, 그

리고 정동조절 (강의)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착형성과

중요성 그리고 애착의 유형을 살펴

보고 부모-자녀의 애착이 자녀의 정

동에 주는 영향 등을 이해

원가족/나/현재가족 소시오그램

(중심활동)

사이코드마의 텔레를 활용하여 나를

중심으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형성

된 텔레가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주

는 영향등을 살펴서 관계 속에서 일

어나는 정서 역동을 파악하고 이해

하여 한 장면 드라마 실연함

5

- 정체감 형성, 부정적 응시와 긍

정적 응시, 그리고 아이의 자존

감 형성(강의)

- 세탁물 놀이 워밍업

- “엄마 표정이 보여요” 아이가 말

하는 엄마표정 그리기(중심활

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정체감 형성, 부정적 응시와 긍정적

응시, 그리고 아이의 자존감 형성

(강의)

발달적 측면에서의 성격과 자기 정

체감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양육과

정과 자녀의 자존감과의 관계 이해

“엄마 표정이 보여요” 아이가 말하

는 엄마표정 그리기(중심활동)

자녀가 바라보는 엄마의 좋은 표정

과 나쁜 표정을 엄마가 그런 표정을

짖는 상황에 대해 한 장면 드라마를

실연함

6

-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강의)

- 우리아이 놀이터(신체화 워밍업)

- ‘우리의 아이들이 되어보기’ 소

시오드라마 (중심활동)

- 집단원 역할훈련

- 나누기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강의)

캐나다에서 아이들의 공감발달 형성

을 돕는 프로그램 활용과 효과를 다

룬 동영상 시청으로 아이들이 경험

하는 공감의 효과를 이해

‘우리들의 아이를 만나요’ 소시오드

라마 (중심활동)

집단 원이 돌아가면서 우리의 자녀

가 되어보고 그 역할을 중심으로 공

감 뿌리 프로그램을 소시오드라마

형식으로 실연 함. 그리고 마무리 과

정으로 ‘우리들의 아이’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나눔

7

-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세요.” 감정코칭

대화법 (강의)

- 자연과 동물이 되어 소통하기

(신체 화 워밍업)

- 말 걸기의 세 가지 대화법(원수

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

가는 대화) 역할극 실연과 감정

코칭 대화법 실연화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아이의 감

정을 읽어주세요.” 감정코칭 대화법

(강의)

자녀양육 방식에서 축소전환형, 억압

형, 방임형, 감정코칭형 4가지로 나

누어 설명하고 공감적 대화를 돕는

감정코칭 대화법을 이해

감정 코칭 대화법 역할극 훈련

(중심활동)

자녀 양육방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상황을 역할

극을 통해 실연 화하며(ex,원수 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

화), 그 과정 속에서 감정코칭 대화

법을 훈련함

8

- 건강한 가족과 자녀양육이란?

(강의)

- 눈싸움 (신체 화 워밍업)

- 동적 가족 화((KFD)의 장면속애

서 ‘ 내 아이와 다시 만나기’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건강한 가족과 자녀양육이란?

(강의)

자녀양육에서의 정서적 공감을 바탕

으로 하는 부모 역할과 양육태도 등

에 대한이해

동적 가족화의 장면속애서 ‘ 내 아이

와 다시 만나기’ (중심활동)

1회기에 그린 동적 가족화(KFD)를

활용하여 변화된 자신과 변화된 관

계로 자녀를 만나 실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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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부모의 공감능력은 자녀 양육에서의 공감적 이해를 통해, 보다 긍정적 태도로 증

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감에 대한 인

지적, 정서적 접근에서 벗어나 조금 더 적극적이고 상호적이며, 함께 더불어 공유될

수 있는 공감이해의 바탕으로 하는 정서, 인지, 행동의 통합적 공감 부모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공감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 자녀의 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공감능력 향상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프로그램 개발과 타당화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1)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

첫째, 공감인식에 대한 이론적 확장 측면에서의 고찰이다.

공감능력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눌 수 있으며(Bair, 2005 : Smith,

2006), 그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공감인식 과정은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그리고 정서

인식으로 주로 설명되었다. 또한 공감은 여러 가지 요소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

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감이 촉발되는 공감의 각성상태인 공감적 지각, 타인 지향적

온정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으로서의 공감적 관심,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감정이

입을 시도하는 역할채택, 그리고 공감의 행동으로서의 의사소통적 공감으로 설명된

다(백현기, 2017). 여기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한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은 공

감이 더 잘 이루어질수록 하는 요인이다(정명실, 2014). 그러나 이러한 공감의 관점

은 관계적 측면에서 의사소통을 보다 강조한 공감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공감에서 타인의 입장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은 자기인신과 타인인식

이 초점화 되고,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이 되어 봄으로써 일어나는

정서적 공감은 자기와 타인의 정서인식에 초점화 된다. 기존관점에서는 인식 주체

로서 경험되는 인지적, 정서적 공감 두 가지가 모두가 이루어질 때를 공감인식 현

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더 나아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공유된 의식의 지향적 측

면에서의 공감적 고찰을 상호주관성이라 한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적 측면에서의

공감이해를 돕는다. 또한 거울신경 회로라는 공감기제에 대한 제시는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타고난 공감능력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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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공감의 확장적 고찰은 교사와 학생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상담

자와 내담자관계에서 보다 수용적이고 상호 공유적인 공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

발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확장적 공감이해의 이론적 바탕으로, 현상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공

감을 살펴보았다. Husserl에 의하면 모든 경험의 흐름은 의식의 지향성 속에서 타

자와의 마주침에 의한 지각 경험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지각 되어질 때 자기와 타

인, 그리고 세계라는 의미가 부여된다고 보았다(Gallaghrt & Zahavi, 2008). 타인에

대한 의식 지향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현상학적 공감에서는 자기 주관에 의한 다른

타자의 이해를 위해 자기 선입견에서의 벗어나 판단중지(bracketing) 한 후 현상학

적 환원으로서의 시도(이남인, 2004)인 ‘사태 그 자체’로서의 직관적 특성으로서 공

감적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체의 주관은 신체적 지각을 기반으로 두고 있

는 지각적 특성을 통해 의식적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 이때 공감은 타자에 대한 감

정 이입으로 가능해지고, 타자와의 공존적인 관계에서 서로가 공유된 세계로서의

상호주관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상학적 공감이해는 두 주체 상호간의 동일성과

의식의 지향성을 타자의 이해라는 경험적 측면에서 공감에 대한 이해에 또 다른 관

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주관적 경험이 다른 사

람의 주관적 경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로 성립하는 대인관계 과정

을 상호주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Husserl, 1963). 이렇게 공유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주관성을 공감으로 제시하는 본 연구의 시도는 기존의 심리 과학적 측면

에서의 결정론적 접근이 아닌 공감의 주체인 동질적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공감의 발생적이고 현상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 상호주관성을 가

지고 태어난다. 이것이 일차 상호주관성(선천적 상호주관성)이며, 행위 하는 타자를

지각하기 시작하면서 인식하는 이차상호주관성이 형성되어 나간다. 그래서 유아기

의 애착과 상호주관성의 관계 형성은 인간 상호관계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데 주요

한 요인이 된다(Stern, 1985). 타고난 인간의 공감능력의 기제인 거울신경 세포를

포함한 공감회로는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이 타고났음이 증명

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점점 성장하면서 타고난 신경계의 발달에 따라 인지적 발달

과 더불어 공감 능력이 더욱더 형성되어 나간다. 이때 이 신경작용의 메커니즘에서

운동성을 기반한 모방은 타인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이며,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방이나 흉내를 통해 공감이 더 잘 이루어진다(Chatrand &

Gargh, 1999). 이러한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적 기제로서의 공감적 반응과

현상은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공감에 대한 이해와 가능성을 열어준다.

둘째, 확장된 공감 순환과정 모델과 사이코드라마와 결합이다.

본 연구에서 공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양육에서 공감능력을 증진하기 위

한 부모교육 개발에 대한 사이코드라마의 개념적 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사이코드라마의 개념과 기법을 통한 공감 과정적 경험이다. 사이코드라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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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핵심적 원칙은 경험이다. 무대, 주인공 그리고 관객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주인

공의 심리적 현상을 실연화 과정을 통해 자발성으로 재연하므로 새로운 경험을 창

조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사이코드라마의 3대 기법이 역할놀이, 이중자 기법 그

리고 역할교대이다. 자기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할을 행위화 하는 것인 역할놀

이(role playing)는 공감에서의 조망수용과 같은 관점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든다. 모

든 운동, 지각, 행위와 상호작용을 이루게 하여 자기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중자 기법(Double)은 쌍방적 공감(two-way-empathy)을 경험하게 하는 기법의

완성인 것이다(Zerka Moreno, 2000). 또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할교대(role

reversal)는 공감을 더 잘하게 하고, 관점을 변화시키며,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킨다. 역할교대로서 지각되는 관점이 바뀌는 순간의 경험은 자신이 아닌 타자와의

역할교대를 통해, 인지 과학적 측면에서의 공감인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

(top-down)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돕는 현상학적 쌍방적 공감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Yaniv, 2011).

사이코드라마는 주인공의 내적이해나 갈등을 과정적 경험으로 재연하고 재창조

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러한 과정적 경험 속에서 재경험화를 통해 인지적 공감

과 정서적 공감을 사이코드라마의 기법과 개념들의 상호성을 살펴봄으로서 사이코

드라마의 치료적 관점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공감의 상호주관성이라는 의미의 공유를 사이코드라마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가를 주인공이 인식하는 세계의 재연을 통한 공감인식의 확장

성과 행위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로서 공감의 능동성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사이코드라마의 기법들

과 개념들은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에 대한 과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이코드라마적 만남을 통해 현상학적 상호주관성에 의한 의미세계를 공유할 수 있

도록 돕는다.

역할은 자기(self)에 반응해 나타나는 인간행위의 기능적 형태로 역할들이 자기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통해 자기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Moreno,

1960). 인간의 신경망은 공유되는 만남을 통해 형성하는데, 역할은 공감각적 차원의

학습을 통해 만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생각, 감정, 행동들을 자신의

자아체계와 통합하게 하고, 무의식적 형태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변화와 성장을

돕는 기제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Dayton, 2005). 이러한 과정을 사이코드라마

의 역할개념과 공감의 발달적 원리를 함께 제시하여, 보다 성찰적 자기 형태의 총

합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공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자기 이해를 넘어 타자에 대한 이해는 자기 통합적 측면으로서 자기성

찰의 이해를 만든다. 그런 점에서 사이코드라마의 역할개념인 신체적 역할, 사회적

역할, 더 나아가 사이코드라마적 역할로서의 성숙한 자기이해는 자기성찰로서의 공

감적 성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제시된다. 이렇게 역할놀이를

통한 부모-자녀 관계의 재경험은 결국 부모 자신의 자기통찰과 성장적 경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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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공감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연구의 개념적 틀로서 제시된 것이 공감과정 순환과 상호주관성이다. 공감

과정 순환모델(Barrett-Lennard, 1981)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확장적 공감의 개

념적 틀로서 공감의 구성요소와 공감의 초점으로 구성된 공감과정 순환모델로 제시

하였다. 1단계는 ‘공감적 주의집중’으로 이때 초점은 자기인식을 중심으로 자기와

타인의 마주침이며 공감적 지각이 공감의 구성요소가 된다. 2단계는 ‘공감적 공명’

으로 자기에게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고 정서를 나누게 된다. 이때 초점은 타인인

식과 정서인식을 중심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적 관심과 감정 이입을 통한 역할채택

이 공감의 구성요소가 된다. 3단계는 상호이해를 초점으로 하여 표현된 공감으로

타인의 정서적 이해를 전달하는 것으로 공감의 구성요소는 의사소통이다. 4단계는

표현된 공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공감 받은 정도를 함께 인식하면서 상호관계가

더 확장된다. 이때 두 주관적 경험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호주관성이 공

감의 요소가 된다. 그리고 다시 공감의 순환과정을 재순환 하면서 상호주관성을 증

대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측면에서의 공감과정 순환모델의 제시

는 공감인식의 확장성과 능동성을 모델화 시켜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

다.

최종적으로 사이코드라마의 발달론과 확장적 공감 순환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사

이코드라마 기법에 내재된 이중자, 거울, 보조자, 역할교대의 기능이 반영된 역할

발달이론(Dyton, 2005)을 기초로 현상학적 상호주관성의 확장적 공감과정 순환모델

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사이코드라마 인간발달 단계(Dayton, 2005)의 이중자 단계

이며, 정체성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신체적 공유인 일차

상호주관성에 기초한 단계이기도 하다. 2단계에서는 사이코드라마의 반영 단계로서

타자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신체적이고 상호주관적인 환경 속

에서 지각된 타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이차적 상호주관성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이기

도 하다. 타자나 사물을 지각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나 아직 정서는 공유된 단계로

볼 수 있다(Dayton, 2005). 즉 자기 분리적 경험은 하지만 감정은 공유된 단계이다.

이러한 일차적·이차적 상호주관성으로 설명되는 이중자 단계와 반영 단계는 신체와

그것을 기반한 신경생물학적 반응으로 지각되고 인식되는 공감이다. 이 두 단계는

자동적으로, 반응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사이코드라마의 행위화 그 자체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3단계는 주체가 자기와 분리해서 타자를 경험하는 시기로 분리

와 개별화된 자기와 타인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의 공감인식 초점

은 자기지각과 타인(자녀)지각,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서지각으로, 이는 사이코드

라마의 보조자아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타자에 대한 감정 이

입적 상상이 가능한 단계로 서로 공감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호이해와 자기와

타인 사이의 정서적 공유로서 상호주관성이 이루어지는 상호관계를 공감인식의 초

점이 된다. 이는 사이코드라마에서 감정이입이 완성되는 역할교대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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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단계는 공감의 생물학적 기제인 거울 뉴런의 특징들을 기반으로 한 공감의 인

식-행동 모델(PAM)로서 일차적, 이차적 상호주관성을 제시하였다. 다른 사람의 행

동과 느낌에 대한 지각은 그러한 행동과 느낌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

으로 표상된다. 이를 뉴런체계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느낌에 대한 지각으

로 뇌의 같은 피질 영역이 자동적이고(automatically), 무의식적으로(unconsciously)

활성화되어 다른 사람과 유사한 정서적 상태가 유발된다(강준, 2012). 이것은

Husserl이 말하는 것처럼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각이며, 이 지각에 의해 드러나

는 타자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상호주관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4단계는 자기지각, 타인지각, 정서지각, 상호이해, 그리고 상호관계라는 공감의

인식 초점을 Barrett-Lennard의 순환적 공감 모델을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공

감 인식에 대한 상호관계를 공유된 이해로서의 상호주관성으로 공감요소를 설명 하

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들이 다시 순환적 연결로 이어져 점점 증진되는 상호주관성

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장적 공감과정 순환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한 확장적 공감과정 순환모델의 제시는 상

호주관성이라는 공감적 이해를 사이코드라마의 과정적 경험 속에서 초점화하여 주

관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 한다. 더 나아가 신

체 지각적 측면과 의식 지향적 측면에서 직관적 특성으로서의 공감 현상을 무대 위

에서 사이코드라마 행위화됨으로서 공감 의식의 확장적 경험으로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이코드라마의 확장적 공감순환 모델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구성은 4단계, 프로그램 활동 총회기는 8회기로 구성하였다. 먼저 예비단계로 프로

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현재 부모자신의 상태와 위치를 살펴서 함께 공유하는

단계로서 자기열기 단계가 실시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단계별 구성을 살펴보면, 1단

계의 목표인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자기인식을 돕는 프로

그램 활동내용으로 ‘자신의 감정탐색’, ‘가족과 관계 갈등’, ‘애착의 되물림’으로 구성

하였다. 2단계의 목표인 진정한 타인의 관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타인의 내적인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타인인식과 감정이입을

통한 정서인식을 도울 수 있는 ‘아이의 자존감’, ‘우리들의 아이 만나기’로 활동내용

을 구성하였다. 3단계의 목표인 상호이해를 위해 타인을 이해하고 느낀 것을 의사

소통 즉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활동내용으로 ‘감정코

칭 대화법 역할극 훈련’으로 구성하였다. 4단계의 목표인 상호관계를 통한 상호주관

성의 증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활동으로, ‘자녀(아이)와의 만남’을 통한 상호관계

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설계기반연구를 통해 이론적 바탕위에 이해된 공감모델의 제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연구자가 제시한 사이코드라마 확장적 공감과정 순환 모델을 근거

로, 공감 프로그램 내용을 설계하고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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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시사점을 가진다.

2) 프로그램 타당화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설계기반연구(DBR) 방법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이 개발 되었다. 이

연구방법은 상당한 문헌고찰과 이론 생성을 요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

적으로 연구대상에게 도움을 주는 현장개선을 지향한다. 본연구의 과정은 설계기반

이론 모형 개발단계, 현장적용 및 개선을 위한 형성적 순환단계, 그리고 프로그램

모형 완성 단계와 같이 모두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1단계는 설계기반 이론 모형 개발단계로 부모교육, 공감능력, 공감 프로그램,

사이코드라마 등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기존의 공감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접

근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되고 수용적인 공감이해를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현상학

적 접근과 신경과학적 접근의 보다 넓은 공감 이해로서 함께 더불어 공유될 수 있

는 상호주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지, 정서, 행동의 통합적 공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2단계, 현장적용 및 개선을 위한 형성적 순환단계로, 1차 프로그램 형성적 순환과

정과 2차 프로그램 형성적 순환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차 형성적 순환과정은 본 연구에서 계발된 확장적 공감과정 순환 모델을 기반으

로 설계된 1차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이때 1차 프로그램 구성은 총 8회기로 구성 설계하였고, 프로그램 내용에서 사

이코드라마 진행과정을 부모교육이라는 특성에 맞게 강의와 중심활동으로 초점화시

켜 활동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타당도와 전문성을 검토받기

위해 17명의 패널들을 선정하여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패널들의 구

성은 부모교육 전문가 6명,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6명, 부모교육과 사이코드라마 전

문가 6명을 구성하였으나, 응답자는 부모교육과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1인의 무응답

으로 총 17명에게 응답을 회수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설문 문항은 프로그램 구성체계의 타당성 여부와 프로그램 모형

의 공감의 구성요소별 활동내용의 타당도 여부를 설문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활동 목표가 타당한지 여부와 각 회기별

활동에서 강의와 중심활동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

여 실시하였다. 이렇게 실시된 조사 설문지를 회수한 폐쇄형 문항에 대해서는 기술

통계(평균, 표준편차)를 실시하여 반응분포를 살펴보았고,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알

아보기 위해 값, 합의도 그리고 수렴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개방형 문항은

진술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다

먼저 1차 델파이 조사 설문구성에서 프로그램 구성체계와 구성요소별 활동내용

타당도는 값이 모두 0.65로서 패널 17명일 경우 제한하는 0.49(15명의 경우)에

충족하고, 합의도가 0.75이상, 수렴도가 0∼0.5이므로, 패녈들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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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을 검증됨으로서 확장적 공감과정 순환모델이 타당한 모델임을 입증했다.

프로그램 세부내용 질문 문항에서 첫째, 1차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에 대한 내용

타당도는 1회기가 0.41로 패녈 17명일 경우 제한하는 0.49(15명의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도가 검증되지 못하였다. 1회기, 2회기, 5회기 그리고 7회기에서 패널들

간의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1차 프로그램 회기별 강의와 중심

활동에 대한 타당도 검증에서 값이 1회기의 중심활동 내용타당도 점수가 0.41

로 패녈 17명일 경우 제한하는 0.49(15명의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도가 검증

되지 못하였다. 합의도는 1회기 중심활동 0.5와 2회기 강의 0.63, 수렴도 역시 프로

그램 1회기 중심활동 1.0과 2회기 강의 0.75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만 전체

패널들 모두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한 집단원을 대상으로 전체 회기를 마치고 2∼3주 이후 인터

뷰를 실시하여 이를 질적 분석하였다. 이때 집단원들이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공감능력과 양육행동의 변화 경험은 사전에 추출된 이론적 구인들을

중심으로 한 연역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변화의 과

정은 개방적 코딩을 활용한 귀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1차 형성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2차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2차 형성과정은 2차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1차와 동일하게 영·유아 부모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재구성된 프로그램 각 회기별

목표와 활동내용들에 대해 조사 했다. 패널들은 1차와 동일하게 총 17명으로 구성

했으며, 응답내용은 모두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에 대해 폐쇄형 문항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를 실시하여 반응분포를 살펴보았고,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알아보

기 위해 , 합의도 그리고 수렴도를 산출하였다. 개방형 문항은 진술에 대한 내

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프로그램 세부내용 질문 문항에서 첫째, 1차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에 대한 내

용 타당도는 모든 회기에서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프로그램의 1∼8회기 모두 합의

도가 0.75이상, 수렴도가 0∼0.5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패널들의 의견이

긍정적인 일치도가 보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1차 프로그램 회기별 강의와 중

심활동에 대한 타당도 검증에서 강의활동에 대한 평균값은 4.77∼5.00으로 높은 점

수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타당도도 모두 검증되었다. 또한 중심활동에 대한 평균값

은 4.71∼5.00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모든 회기에서 타당도도 검증되었다. 수렴도

와 합의도 역시 강의와 중심활동 모두에서 패널들 간의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됨으로서 2차 프로그램 내용이 부모대상 공감프로그램 내용으로 타당함이 입증

되었다.

그리고 연구자가 프로그램 이후 참여자에게 각 회기별 목표 달성에 대한 효율성

을 설문 문항과 프로그램 전체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좋았던 점과 지루하고 도움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한 피드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대한 설문문항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회수된 설문지에 대해 기술통계(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여 반응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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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봄으로서 프로그램의 효율성 재검토와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대한 긍정적, 부정

적 피드백을 검토 하였다. 이렇게 2차 형성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다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3단계, 프로그램 모형 완성단계로 1∼2차 프로그램 실시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집단 원들의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분석하였다. 1∼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얻어

진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 역시, 값, 합의도 그리고 수렴도를 살펴보았으며, 모

두 연구과정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결

과를 중심으로, 2차 프로그램에 대한 델파이조사에서 패널들이 제시한 프로그램 방

향성에 대한 의견과 2차 프로그램 집단원들의 각 회기 목표에 대한 효율성과 관련

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활동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부모대상 공감프

로그램을 완성하였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이코드라마 기법과 개념을 기반으로 확장된 공

감 순환모델과 공감능력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첫째, 공감능력은 타인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감정으로 대응하

는 능력을 말한다(Baron-Cohen, 2011). 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

적인 지각 세계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흐르는 의미를 느끼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

해 할 수 있는 공감(박성희, 1997)의 경험적 본질이나 특성(Bohart & Greenberg,

1997)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이고 신경과학적 측면에

서 공감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특히 현상학에서 자기는 경험적 자기를 옹호하

고 있고, 이 경험적 자기에는, 타자와의 경험 즉 상호주관성으로서의 공감적 이해에

의지하고 전개된다(Zlatev, 2014). 이러한 공감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넘어 상호주관

성 대한 고찰은 넓은 시각으로서의 공감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 형태는 양육태도 개선,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지연, 2014). 현재는 다양한 심리·발달이론 중심과

다변화 되는 사회에서의 대상별 부모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공감교육과 관련된 철학적 이해와 사이코드라마라는 치료적 기법이 융합된 확장

된 삶의 태도로서 자신과 자녀의 이해를 돕는 부모교육을 시도하였다. 무엇보다 이

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대한 타당화 과정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

으며, 타당성이 검증된 구체화된 부모대상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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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이코드라마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갈등들을 무대 위에 펼치는 즉,

자기세계를 펼쳐서 몸과 행위를 통한 연극적 기법을 활용하는 집단치료 방법이다

(Kipper, 1988). 자기를 이루는 역할들을 직접 몸을 통한 행위화로 재연하고 변화시

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역할 레퍼토리의 확장까지 도모할 수 있다. 이처럼 주인

공 중심의 치료적 경험을 완성시키는 사이코드라마가 가지는 특성은 다소 일반화가

어려웠다. 그러나 사이코드라마라 치료기법 활용하여 정서, 인지, 행동 측면의 모든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 되고 구조화 된 사

이코드라마 프로그램을 개발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코드라마적 인간 발달론을 바탕으로 한 과정적 경험으로서 공

감에 대한 확장적 공감과정 순환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경험적 상호주관성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해석의 시도로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완성하였다. 그러나 부모라는 대상과 사이코드라마가 가지는

치료적 접근성과 철학적 배경을 가지는 상호주관성이라는 공감적 이해는 다소 일반

화 혹은 대중적 요소에서 어려움과 한계점을 가진다.

2)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적용에

한계점을 가진다. 보다 다양한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을 제안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실제 부모교육과 관련된 실천적 노력으로서의 개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다양한 실시를 통한 효과성 검증

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공감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과 그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확

장된 공감 순환과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상학적 토대로 이

루어진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어렵고, 현상학이 가지는 난해함으로 인해 이

해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학술적으로 더 엄밀한 검정을 통한 확장된 공감의

개념에 대한 검토와 재해석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셋째, 사이코드라마 기법의 특성상 다년간의 훈련과정과 수련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보다 일반적이고 다양한 적용적 측면에서 확장된 공감과정 순환 모델 적용 가

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변형의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부모의 공감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자녀의 안정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시 대상에 있어 부모양육의 직접 대상인 자

녀에게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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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1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로서 바쁘신 줄 알지만 이렇게 연구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

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한 공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기초자료(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한 공감능력향상 프로그램)를 고찰하시여 전문

가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8월

연구자 : 서경아(울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지도교수 정종원)

------------------------------------------------------------------

● 다음은 부모교육 전문가 ·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① 30대 ②40대 ③50대 ④60대 이후

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① 대학교(학사) ②대학원(석사) ③대학원(박사수료) ④대학원(박사)

3. 현개 귀하가 활동하는 전문영역에 따라 다음 문항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 3-1, 사이코드라 3-2, 부모교육 & 사이코드라마 3-1, 3-2)

3-1. 귀하께서 부모교육 전문가로서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5년 미만 ② 5년 ~ 10년 ③ 10년 ~ 15년 ④ 15년 이상

3-2. 귀하께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로서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5년 미만 ② 5년 ~ 10년 ③ 10년 ~ 15년 ④ 15년 이상

4. 귀하께서는 부모교육 or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로서 소지하고 계시는 자격증이

있으시면 대표적인 자격사항을 아래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APT 부모교육 전문강사,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2급)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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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현상학적 접근과 신경과학적 접근의 좀 더 확장된

공감의 이해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상호적이며, 함께 더불어 공유될 수 있는 사이

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정서, 인지, 행동의 통합적 공감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

다.

2. 확장적 공감이해 : 현상학적 접근과 신경과학적 접근으로 본 확장 적 공감이해

① 타인이해는 일종의 경험 즉, 직접적 지각인 외적인 신체지각을 토대로 한 매개

된 경험으로서의 공감이해입니다.

② 타인과의 만남을 통한 나와 타인의 동질성내지 상호주관성을 새로이 확인하고

공동의 마음으로서 공감이해입니다.

③ 자동적 측면에서 공감능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두뇌 피질

속에 내재된 ‘능력’(ex. 거울뉴런)으로서의 공감이해입니다.

※ 상호주관성 :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공

유된 이해

3. 본 연구의 기본개념들

이와 같은 확장적 공감의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사이코드라마의 기본 기법과 개념의 활용은 공감의 과정적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2) 사이코드라마의 워밍업, 행위화, 나누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정서 및 행동의 행위화 과정을 통해 더 깊은 공유를 통한 자기

(부모)-타인(자녀) 관계 이해로서 상호주관성을 형성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사이코드라마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놀이의 재 경험을 통하여 부모- 자녀 관계의

역할통찰과 더 나아가 역할 훈련까지 이루어 질 수 있고, 4) 사이코드라마의 발달

론과 공감과정 순환모델을 기초로 한 사이코드라마의 확장 적 공감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개념적 구성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단계

이를 위해 사이코드라마의 역할 행위화 속에서 일어나는 공감의 인식과정을 통한

유·아동기 부모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의 공감능력 향상으로 자녀의 정서 및 공감

능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

인 프로그램 내용은 부모의 자기인식, 지각의 대상이 되는 타인(자녀)인식, 정서인

식, 상호이해, 상호관계를 통한 공감능력 향상으로 인한 부모 자녀간의 바람직한 관

확장적 공감과정 순환모델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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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형성을 돕고자 5단계로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1단계는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부로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집단원 자기소개,

집단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합니다.

2단계는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지각과정으로 자기(부모)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

울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타인(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부

모)를 인식하는 자기인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단계는 공감적 관심으로 다른 사람의 태도나 모습, 표정이나 행동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를 생각하며, 타인(자녀)의 내적인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타인인식

입니다. 타인(자녀)의 입장되어 봄으로써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부모)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여서 자기(부모)경험 속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감정이

입으로 타인(자녀)이 경험하는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시

하여 정서인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단계, 타인(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

어적 표현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기(부모)-타인(자녀)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

호이해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단계, 자기(부모)-타인(자녀)간 두 주관적 경험 세계 사이(inter-personal)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상호주관성으로서의 더욱 더 공감적인 상호관계의 변화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프로그램 모형에 따른 공감 구성과 활동내용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의 인간발단 단계를 근거로 공감의 확장적 순환모델을 제시

하였습니다. 먼저 첫번째 단계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신체적 공유인 일

차 상호주관성을 가집니다. 이는 사이코드라마 인간발달 단계(Dayton, 2005)의 이

중자 단계로 정체성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신체적이고 상호주

관적인 환경 속에서 지각된 타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이차적 상호주관성을 가집니다.

이는 사이코드라마의 반영 단계로서 타자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 시작되는 단계입니

다. 이 단계는 타자나 사물을 지각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나 아직 정서는 공유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Dayton, 2005). 즉 자기 분리적 경험은 하지만 감정은 공유

된 단계입니다.

이러한 일차적·이차적 상호주관성으로 설명되는 이중자 단계와 반영 단계는 신체와

그것을 기반으로 신경생물학적 반응으로 지각되고 인식되는 공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계는 자동적으로, 반응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사이코드라마 적 행위화 그

자체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일차적, 이차적 상호주

관성을 공감의 생물학적 기제인 거울뉴런의 특징들을 기반으로 한 공감의 인식-행

동 모델(PAM)로서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느낌에 대한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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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러한 행동과 느낌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상되는데, 이를

뉴런체계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느낌에 대한 지각으로 뇌의 같은 피질 영

역이 자동적이고(automatically), 무의식적으로(unconsciously)활성화되어 다른 사람

과 유사한 정서적 상태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Husserl이 말하는 것처럼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각이며, 이 지각에 의해 드러나는 타자를 경험하기 시작합

니다. 세번째 단계는 주체가 자기와 분리해서 타자를 경험하는 시기로 분리와 개별

화된 자기와 타인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의 공감인식 초점은 자

기지각과 타인(자녀)지각,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서지각으로, 이는 사이코드라마

의 보조자아 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단계는 타자에 대한

감정 이입적 상상이 가능한 단계로 서로 공감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호이해와

자기와 타인 사이의 정서적 공유로서 상호주관성이 이루어지는 상호관계가 공감인

식의 초점이 된다. 이는 사이코드라마에서 감정이입이 완성되는 역할교대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기지각, 타인지각, 정서지각, 상호이해, 그리고 상호관계라는 공감의 인

식 초점을 Barrett-Lennard의 순환적 공감 모델을 기반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공감 인식에 대한 상호관계를 공유된 이해인 상호주관성으로 공감요소를 설명 한다

는 점에서 좀 더 확장적 공감모델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

자는 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한 몸-행위의 경험을 시작으로 하여, 부모-자녀 사

이에 서로 공유되는 상호주관성의 확장적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합

니다.

<표 1.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분류된 활동내용>



149

Ⅰ.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체계 질문 문항

1. 본 연구가 구안한 공감능력 향상으로 인한 부모 자녀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돕고자 구분한 5단계(프로그램 도입부, 자기지각, 타인지각, 정서지각, 상호이해, 상

호관계) 구성이 타당한지 여부를 평가해 주시기 바라며, 그 평가에 대한 의견을 자

유롭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적절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적절하다. ⑤매우 적절하

다.)

2. 본 연구의 <표1>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모형에 대한 공감의 구성요소별 활동내

용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평가해 주시기 바라며, 그 평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적절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적절하다. ⑤매우 적절하

다.)

※ 본연구의 전체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내용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은 매회기 각 회기별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 15분

→ 간단한 신체활동(warm-up) 20분 ,→ 중심주제 활동(act) 25분 → 한 장면 드라

마 40분 → 나누기(sharing) 20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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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목 표 활동내용

1
집단 활동과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집단 원

들의 이해를 돕고, 현재 아이와 엄마와의 관

계의 객관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강의)

- 색종이로 가족을 색깔로 표현하기 (중심활동)- 나누기

2

아이의 정서 발달과 공감에 대한 교육적 이

해를 바탕으로, 양육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현

재 감정들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 배경과 원

인 등을 살펴보며 표현함으로써 자신과의 만

남을 돕는다.

-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공감(강의)

- 사이코드라마의 만남이란?(강의)

- 만남 워밍업으로 신체화 활동

- 감정의 웜 홀 프로그램 운영(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3

아이와 부모가 속하는 가족 안에서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피는 교육적 이해를 바

탕으로, 현재가족과 부모 자신이 자라온 원가

족의 가족 역동 속에서 자기 주요 정서를 직

면하고 표현한다.

- 갈등과 가족 갈등 (강의)

- 돼/안돼 워밍업

- 가족조각, 원 가족 소시오매트리 프로그램 운영(중심활

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4

부모-자녀 관계에서 애착의 주요성과 자녀양

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기 삶의 전

체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심리적 변화

가 자기 현재모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본다.

- 애착이란?, 애착의 되물림(강의)

- “나를 걸음걸이로” 신체화 워밍업

- My life를 걸음걸이로 ~ 프로그램 운영(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5

부모의 무의식적 성격과 자아상이 양육과정

에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아이

가 보는 나에 대한 부모 자신의 무의식적 자

아와 내 아이와의 관계를 직면하면서 깊은

만남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극적 진행으로 깊

은 소통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 나의 무의식과 잉여현실 (강의)

- 그림자놀이 신체화 워밍업

- 마음의 창(엄마 ok, 아이 ok, 엄마 no, 아이ok, 엄마

no, 아이 ok, 엄마 no, 아이 no) 프로그램 운영 (중심

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6

정서적 공감에 대한 교육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와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을 역할극

으로 시연함으로써 어른과 아이라는 관계의

형상화를 구체적으로 하여 관계의 밀도를 높

인다.

-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강의)

- 우리아이 놀이터 워밍업

- 우리 아이들을 소환하기 소시오드라마 프로그램 운영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7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과 의사소통의 중요성

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가족규칙, 자기 신념이나 도식을

찾고 자녀양욱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규칙 (강의)

- 자연과 동물이 되어 소통하기

신체화 워밍엎

- 나의 부정적 신념이나 규칙 프로그램 운영(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8

자녀양육에서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 역할과 양육태도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바탕으로, 공감하는 건강한 부모 역할에 대한

훈련과 자녀양육에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

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집단 활동에 대한

마무리를 한다.

- 건강한 가족과 자녀양육이란? (강의)

- 함께 놀이줘 신체화 워밍엎

- 나와 아이 만남 프로그램 운영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Ⅱ. 부모교육 프로그램 세부적 내용에 대한 설문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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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공감 순환모델 목 표

내용 타당성

1 2 3 4 5

1 만남

집단 활동과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집단 원들의 이

해를 돕고, 현재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의 객관적 모

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2

공감적

주의집중

공감

지각

자기

지각

아이의 정서 발달과 공감에 대한 교육적 이해를 바

탕으로, 양육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현재 감정들을 들

여다보고 그 감정 배경과 원인 등을 살펴보며 표현

함으로써 자신과의 만남을 돕는다.

3
자기

지각

아이와 부모가 속하는 가족 안에서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피는 교육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가족

과 부모 자신이 자라온 원가족의 가족 역동 속에서

자기 주요 정서를 직면하고 표현한다.

4
자기

지각

부모-자녀 관계에서 애착의 주요성과 자녀양육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기 삶의 전체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심리적 변화가 자기 현재모습에 미

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

5

공감적

공명

타인

관심

역할

채택

타인

지각

정서

지각

부모의 무의식적 성격과 자아상이 양육과정에서 자

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아이가 보는 나에

대한 부모 자신의 무의식적 자아와 내 아이와의 관

계를 직면하면서 깊은 만남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극

적 진행으로 깊은 소통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6

타인

지각

정서

지각

정서적 공감에 대한 교육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소

개와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을 역할극으로 시연함으

로써 어른과 아이라는 관계의 형상화를 구체적으로

하여 관계의 밀도를 높인다.

7
표현된

공감

의사

소통

상호

이해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바탕

으로,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

족규칙, 자기 신념이나 도식을 찾고 자녀양욱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8
지각된

공감

상호

주관성

상호

관계

자녀양육에서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 역

할과 양육태도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바탕으로, 공감

하는 건강한 부모 역할에 대한 훈련과 자녀양육에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집

단 활동에 대한 마무리를 한다.

1. 다음에서 확장적 공감 모델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가 타당한지

여부를 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적절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적절하다. ⑤매우 적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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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목 표 활동내용 강의 내용 중심활동 내용

활

동

내용 타당성

1 2 3 4 5

1

- 집단 활동과 전체적

인 진행에 대한 이해

- 현재 아이와 엄마와

의 관계의 객관적 모

습을 파악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강의)

- 색종이로 가족을 색깔로 표현하기

(중심활동)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강의)

- 프로그램 목적과 과정 안내

- 프로그램 서약하기

색종이로 가족을 색깔로 표현하기

(중심활동)

- 우리가족 구성원들을 떠올리며 색종이

조각을 활용하여 색깔로, 가족의 구조를

색종이 붙이기로 표현하여서 현재 가족

의 모습을 살펴보고 집단 원들 전체가

발표한다.

강

의

중

심

활

동

2

- 아이의 정서 발달과

공감에 대한 교육적

이해

- 양육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현재 자기감

정들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 배경과 원인

파악

-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공감(강의)

- 사이코드라마의 만남이란?(강의)

- 내감정의 웜 홀 프로그램 운영(중심

활동)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공감(강의)

- 자녀의 뇌 발달적 측면에서 정

서와 공감의 발달에 대해 살

펴본다.

사이코드라마의 만남이란?(강의)

- 사이코드라마의 주요개념으로

만남과 텔레 그리고 기법에 대

해 설명한다.

감정의 웜 홀 프로그램 운영(중심활동)

- 집단 원들이 현재 자주 경험하는 정서

들을 드러나게 표현시키고 그런 감정들

을 형상화 시켜서 그 속에 머물면서 느

끼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한다. 그리

고 1인 집단원의 한 장면 드라마 시연

으로 장면 속에서 경험한다.

강

의

중

심

활

동

3

- 가족 안에서의 갈등

의 순기능과 역기능

적 이해

- 현재가족과 부모 자

신이 자라온 원가족

의 가족 역동 속에서

의 자기 주요 정서파

악

- 갈등과 가족 갈등 (강의)

- 가족조각, 원 가족 소시오매트리 프로

그램 운영(중심활동)

갈등과 가족 갈등(강의)

-인간관계에서 갈등의 의미와 가

족 갈등들의 배경과 유형들을

살펴본다.

가족조각, 원가족 소시오매트리 프로그램

운영(중심활동)

- 집단 원들 중 현재의 생활에 영향을 미

치는 원 가족에서의 갈등을 조각과 사

회측정학적 요소로 표현해 본다. 그리고

1인 집단원의 한 장면 드라마 시연으로

장면 속에서 경험한다.

강

의

중

심

활

동

2. 다음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목표에 따른 회기별 활동내용에서 강의와 중심활동 내용에 대해 타당한지 여부를 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적절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적절하다. ⑤매우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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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모-자녀 관계에서

의 애착의 주요성과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 자기정서의 심리적

패턴과 자기 현재모

습 에 미치는 영향

- 애착이란?, 애착의 되물림(강의)

- My life를 걸음걸이로 ~ 프로그램 운

영(중심활동)

애착이란?, 애착의 되물림(강의)

-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의 애착

의 유형과 애착경험이 자녀의

정서와 성격 발달에 대한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다.

My life를 걸음걸이로 ~ 프로그램 운영

(중심활동)

- 전 생애 적 자기발견과 그 속에서 이루

어지는 정서적 연결고리를 탐색하고 통

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1인 집

단원의 한 장면 드라마 시연으로 장면

속에서 경험한다.

강

의

중

심

활

동

5

- 부모의 무의식적 성

격과 자아상이 양육

과정에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아이가 보는 나에 대

한 부모 자신의 무의

식적 자아와 내 아이

와의 관계를 직면

- 나의 무의식과 잉여현실 (강의)

- 마음의 창(엄마 ok, 아이 ok, 엄마

no, 아이ok, 엄마 no, 아이 ok, 엄마

no, 아이 no) 프로그램 운영 (중심활

동)

나의 무의식과 잉여현실 (강의)

- 성격에서의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잘

자각하지 못하거나 드러내 본

적이 없는 자신의 세계를 사이

코드라마의 잉여현실과 연결해

서 설명한다.

마음의 창(엄마 ok, 아이 ok, 엄마 no, 아

이ok, 엄마 no, 아이 ok, 엄마 no, 아이

no) 프로그램 운영 (중심활동)

- 엄마와 아이가 함께 관계 속에서 인식

하는 모습, 아이는 인식하나 엄마는 인

식 못하는 자기모습, 엄마는 관계 속에

서 인식하나 아이에게 수용되니 않는

모습, 모두 인식 못하는 모습 등 4가지

로 나누어 살펴보고 직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1인 집단원의 한 장면 드

라마 시연으로 장면 속에서 경험한다.

강

의

중

심

활

동

6

- 공감의 뿌리 프로그

램을 역할극으로 시

연함으로서 어른과

아이라는 관계의 형

상화로 관계의 밀도

높임

-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강의)

- 우리 아이들을 소환하기 소시오드라

마 프로그램 운영(중심활동)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강의)

-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루어지는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과정을

동영상으로 시청하면서 자녀와

의 공감형성 과정적 이해를 돕

는다.

‘우리 아이들을 소환하기’소시오드라마 프

로그램 운영(중심활동)

- 부모들이 공통의 아이를 만들어내는 소

시오드라마 적 경험을 통하여 집단 원

들이 함께 자녀문제의 해법에 접근해

본다. 그리고 1인 집단원의 한 장면 드

라마 시연으로 장면 속에서 경험한다.

강

의

중

심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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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오리엔테

이션단계

Ⅱ-1 Ⅱ-2

2~4회기

자기지각

단계

Ⅱ-1 Ⅱ-2

7

- 가족의 의사소통 유

형과 의사소통의 중

요성 이해

-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가족규칙, 자기

신념이나 도식을 찾

고 자녀양욱에서의

부정적 영향 이해

-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규칙 (강의)

- 나의 부정적 신념이나 규칙 프로그램

운영(중심활동)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규칙(강의)

- 가족 내에서 이루지는 의사소

통 유형(사티어)들을 5가지를

살펴보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으

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규칙이

나 신념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나의 부정적 신념이나 규칙 프로그램 운

영(중심활동)

- 집단 원 각자가 풍선을 불어서 자신의

현재 가족 내에서 암묵적으로 통하는

가족의 신념이나 규칙을 찾아보고 자녀

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본다. 그리고 1인 집단원의 한 장면

드라마 시연으로 장면 속에서 경험한다.

강

의

중

심

활

동

8

- 아이와의 상호적 관

계를 통해 형성된 공

유 감으로 새로운 만

남을 경험할 수 있도

록 시도

- 전체 집단 활동에 대

한 마무리

- 건강한 가족과 자녀양육이란?(강의)

- 나와 아이 만남 프로그램 운영(중심

활동)

건강한 가족과 자녀양육이란?

(강의)

-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족이라는

화두를 찾아보고 그 속에서 이

루어지는 자녀양육의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나와 아이 만남 프로그램 운영(중심활동)

- 현재의 가족 화를 그리고 그려진 그림

을 장면으로 만들어서 장면 속에서 아

이와 역할교대를 통해 직접적인 내 아

이가 되어보는 경험을 한다. 그 속에서

관계의 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강

의

중

심

활

동

2. 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타당도 질문 문항 Ⅱ-1, Ⅱ-2에서 ①,②로 표시하신 경우, 그 이유와 수정 및 보완사항을 아

래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③~⑤로 기입 하셨더라고 추가 사항이나 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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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기

타인지각

정서지각

단계

Ⅱ-1 Ⅱ-2

7회기

상호이해

단계

Ⅱ-1 Ⅱ-2

8회기

상호관계

마무리

단계

Ⅱ-1 Ⅱ-2

3.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추가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의견을 기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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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현상학적 접근(신경과학적 접근 포함)의 확장된 공

감의 이해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상호적이며, 함께 더불어 공유될 수 있는 사이코

드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정서, 인지, 행동의 통합적 공감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 확장적 공감이해란? : 타인이해는 일종의 경험 즉, 직접적 지각인 외적인 신체지

각을 토대로 한 매개된 경험으로서의 공감이해이다. 자동적 측면에서 공감능력은 대

부분의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두뇌 피질 속에 내재된 ‘능력’(ex. 거울뉴런)에

서 시작하며, 타인과의 만남을 통한 나와 타인의 동질성내지 상호주관성을 새로이

확인하고 공동의 마음의 공유나 형성으로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3.. 본 연구의 기본개념들

이와 같은 확장적 공감의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록 2. 2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로서 바쁘신 일정에 1차에 이어 2차 델파이 설문조사에 응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1차와 동일하게 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한

공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따라서 1차 델파이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수정

된 2차 부모교육 프로그램(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한 공감능력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가 패널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연구자 : 서경아(울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지도교수 정종원)

------------------------------------------------------------------

● 께서 1차 델파이 조사를 충실히 살펴서 답변해 주신 점 과 더 나은 연

구 성과를 위하 2차 델파이 조사까지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1차 델파이에 기입하신 부모교육 or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로서 소지하

고 계시는 자격사항을 기입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바라며 자격사항 발행처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1)

2)

3)

확장적 공감과정 순환모델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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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코드라마의 기본 기법과 개념의 활용은 공감의 과정적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2) 사이코드라마의 워밍업, 행위화, 나누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정서 및 행동의 행위화 과정을 통해 더 깊은 공유를 통한 자기(부

모)-타인(자녀) 관계 이해로서 상호주관성을 형성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사이코드라마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놀이의 재 경험을 통하여 부모- 자녀 관계의

역할통찰과 더 나아가 역할 훈련까지 이루어 질 수 있고, 4) 사이코드라마의 발달

론과 공감과정 순환모델을 기초로 한 사이코드라마의 확장적 공감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개념적 구성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확장적 공감모델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의 인간발단 단계를 근거로 확장적 공감 순환모델을 제시하

였습니다. 먼저 첫번째 단계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신체적 공유인 일차

상호주관성을 가집니다. 이는 사이코드라마 인간발달 단계(Dayton, 2005)의 이중자

단계로 정체성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신체적이고 상호주관적인

환경 속에서 지각된 타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이차적 상호주관성을 가집니다. 이는 사

이코드라마의 반영 단계로서 타자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타자나 사물을 지각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나 아직 정서는 공유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Dayton, 2005). 즉 자기 분리적 경험은 하지만 감정은 공유된 단계입니

다.

이러한 일차적·이차적 상호주관성으로 설명되는 이중자 단계와 반영 단계는 신체와

그것을 기반으로 신경생물학적 반응으로 지각되고 인식되는 공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계는 자동적으로, 반응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사이코드라마의 행위화 그 자

체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일

차적, 이차적 상호주관성을 공감의 생물학적 기제인 거울 뉴런의 특징들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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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감의 인식-행동 모델(PAM)로서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느낌에 대한 지각은 그러한 행동과 느낌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상되는데, 이를 뉴런체계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느낌에 대한 지각으로

뇌의 같은 피질 영역이 자동적이고(automatically), 무의식적으로(unconsciously)활성

화되어 다른 사람과 유사한 정서적 상태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Husserl이

말하는 것처럼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각이며, 이 지각에 의해 드러나는 타자를 경

험하기 시작합니다.

세번째 단계는 주체가 자기와 분리해서 타자를 경험하는 시기로 분리와 개별화된 자

기와 타인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의 공감인식 초점은 자기지각과

타인(자녀)지각,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서지각으로, 이는 사이코드라마의 보조자아

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단계는 타자에 대한 감정 이입적 상

상이 가능한 단계로 서로 공감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호이해와 자기와 타인 사

이의 정서적 공유로서 상호주관성이 이루어지는 상호관계가 공감인식의 초점이 된

다. 이는 사이코드라마에서 감정이입이 완성되는 역할교대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지각, 타인지각, 정서지각, 상호이해, 그

리고 상호관계라는 공감의 인식 초점을 Barrett-Lennard의 순환적 공감 모델을 기반

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공감 인식에 대한 상호관계를 공유된 이해인 상호주관성

으로 공감요소를 설명 한다는 점에서 좀 더 확장적 공감모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한 몸-행위의 경험을 시작으로 하여,

부모-자녀 사이에 서로 공유되는 상호주관성의 확장적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5. 확장적 공감 순환모델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과 활동내용

사이코드라마의 역할 행위화 속에서 일어나는 공감의 인식과정을 통한 유·아동기 부

모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의 공감능력 향상으로 자녀의 정서 및 공감능력 발달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

용은 부모의 자기지각, 지각의 대상이 되는 타인(자녀)지각, 정서지각, 의사소통, 상

호관계를 통한 공감능력 향상으로 인한 부모 자녀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돕고자

5단계로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예비단계로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부로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집단원 자기소

개, 집단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합니다.

1단계는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지각과정으로 자기(부모)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

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타인(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부모)

를 인식하는 자기인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단계는 공감적 관심으로 다른 사람의 태도나 모습, 표정이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

는가를 생각하며, 타인(자녀)의 내적인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타인인식입니

다. 타인(자녀)의 입장되어 봄으로써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부모)의 정서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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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울여서 자기(부모)경험 속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으

로 타인(자녀)이 경험하는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시하여

정서인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단계, 타인(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

어적 표현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기(부모)-타인(자녀)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

호이해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단계, 자기(부모)-타인(자녀)간 두 주관적 경험 세계 사이(inter-personal)의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는 상호주관성으로서의 더욱 더 공감적인 상호관계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1∼4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되어지는 부모- 자녀간의 상호주관성을 다시 순환

적 형태를 이루면서 점점 부모-자녀간의 더 확장적 공감을 형성해 나아갑니다.

<표 1.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분류된 활동내용>

※ 상호주관성 :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공유된 이해

☆ 공감적 지각 :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하는 사람에게 촉발되는 공감적 각성

상태

★ 공감적 관심 : 타자지향적인 동정을 느끼고 불행한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향.

☆ 정서인식 : 공감과정에서 일어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서 인식을 설명한 것.

★ 역할채택 :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상해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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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회기
활동 목표 활동 내용

1차

1회

집단 원들이 집단 활동과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이해

를 돕고, 현재 자녀와 엄마와의 관계의 객관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강의)

- 색종이로 가족을 색깔로 표현하기 (중심활동)

- 나누기

2차

1회

사이코드라마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본 프로그램에서

의 진행과정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현재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 속에서 자신

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정서 상태 등을 표현하게 한

다.

- 사이코드라마란?(강의)

- 자기소개와 별칭 짓기

- KED(가족 동작화) 그리기

-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중심활동)

가족 동작화를 몸(조각)으로 표현하기

- 나누기

1회기

수정

방향

1차 델파이 조사를 토대로 한 전체 프로그램의 개괄적인 회기로서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소개와 프로그램에

서 진행방법 등을 강의 내용으로 재구성 하였다. 그리고 현재 가족의 모습을 중심으로 가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KDE(가족 동작 화)를 그리게 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과 자녀를 중심으로 변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열어가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1차

2회

자녀의 정서 발달과 공감에 대한 교육적 이해를 바탕

으로, 양육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현재 감정들을 들여

다보고 그 감정 배경과 원인 등을 극화 살펴보고 표

현함으로서 자신과의 만남을 돕는다.

- 자녀들의 정서발달과 공감(강의)

- 사이코드라마의 만남이란?(강의)

- 만남 (신체화 워밍업)

- 감정의 웜 홀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2차

2회

자녀들이 정서적 경험을 통한 공감의 발달과정을 알

아보고 그러한 자녀와 정서적 관계 경험을 하게 하는

부모 자신의 현재 긍정적, 부정적 감정 상태를 살펴서

표현하게 한다.

- 자녀들의 공감발달과 정서경험 (강의)

- 만남 워밍업으로 (신체화 워밍업)

- 감정의 웜 홀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2회기

수정

방향

1차 델파이 조사를 토대로 자녀들의 정서 경험이 오감을 통한 지각활동에서 정서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공감의 발달과정 등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좀 더 수정하였다.

1차

3회

자녀와 부모가 속하는 가족 안에서의 갈등을 살피는

교육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가족과 부모 자신이 자

라온 원가족의 가족 역동을 극화시켜서 그 속에서의

자기 주요 정서를 직면하고 표현한다.

- 갈등과 가족 갈등 (강의)

- 돼/안돼 워밍업

- 가족조각, 원 가족 소시오매트리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2차

3회

부모와 자녀가 속하는 가족 안에서의 갈등의 순기능

과 역기능을 살펴본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

을 중심으로 초점 화 하기위해 자녀의 눈으로 보는

가족의 모습을 자녀의 역할에서 가족조각으로 형상화

하고 그 속에서의 갈등을 드러내도록 하고 직면하도

록 돕는다.

- 관계와 가족 내 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

(강의)

- 엄마 참새/아기 참새 짹짹 (신체화 워밍업)

- 자녀가 조각하는 우리 집 가족조각(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 본 연구의 전체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내용에 대한 수정사항

- 본연구의 전체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내용이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수정 및 재

설계로 2차 프로그램 완성하여 2차 집단에 실시하였습니다. 2차 집단은 집단실시

전 예비모임을 가져 본 연구 진행 과정과 특성, 참고사항 등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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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수정

방향

1차 델파이 조사를 토대로 강의 내용은 가족 관계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피게 함

하여 문제점 등을 직면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자녀가 조각하는 가족으로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수정 보완 하였다.

1차

4회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착의 주요성과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부모교육을 바탕으로 자기 삶

의 전체과정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자기 심

리적 변화의 패턴과 그것이 자기 현재모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

- 애착이란?, 애착의 대물림(강의)

- “나를 걸음걸이로” 신체화 워밍업

- My life를 걸음걸이로 ~ 프로그램 운영(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2차

4회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착의 유형과 애착형성과 자

녀의 정동조절과의 관계를 살펴서 부모-자녀관계 정

서적 대물림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사이코드라마

의 텔레를 중심으로 원 가족과 나와 연결된 애착 적

정서가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전이되어 흘

러가는지를 끈을 활용한 소시오그램을 활용하여 행위

로 경험 할 수 있도록 한다.

- 애착과 애착유형, 애착의 되물림, 그리고 정동조

절 (강의)

- BADY 소시오 매트리 워밍업

- 원 가족/나/현재가족 소시오그램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나누기

4회기

수정

밯향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이루어진 원 가족 자체만을 다루는 주제는 다소 광범위 하다는 피드백을 토대로 애착

을 중심으로 원 가족과 나(자신) 그리고 자녀와이 관계에서 흐르는 전이적 흐름을 사이코드라마의 텔레로서

드러내고 그 속에서 자기 애착적 경험이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어떤 영항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수정, 보완 하였다.

1차

5회

부모의 무의식적 성격과 자아상이 양육과정에서 자녀

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부모교육을 바탕으로,

아이가 보는 나에 대한 부모 자신의 무의식적 자아와

내 아이와의 관계를 직면하면서 깊은 만남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극적 진행으로 깊은 소통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 나의 무의식과 잉여현실 (강의)

- 그림자놀이 신체 화 워밍엎

- 마음의 창(엄마 ok, 아이 ok, 엄마 no, 아이ok, 엄

마 no, 아이 ok, 엄마 no, 아이 no)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2차

5회

자녀들의 자기 정체감 형성의 중요성과 부모의 부정

적 의시와 긍정적 응시로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부모의 얼굴표정에 대해 반응

하는 자녀의 정서적 경험과 자존감을 경험함으로서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정체감형성, 부정적 응시와 긍정적 응시, 그리고

아이의 자존감 형성(강의)

- 세탁물 놀이 워밍업

- “엄마 표정이 보여요” 아이가 말하는 엄마표정

그리기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나누기

5회기

수정

뱡향

1차 델파이 조사를 토대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 구성을 위해 본회기를 자녀의 자아 존중감에 대

한 내용으로 수정보완 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에게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도와 자녀의 입장이나 정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 하였다.

1차

6회

정서적 공감에 대한 교육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소

개와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을 역할극으로 시연함으로

서 어른과 아이라는 관계의 형상화를 구체적으로 하

여 관계의 밀도 높인다.

-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강의)

- 우리아이 놀이터 (신체화 워밍업)

- 우리 아이들을 소환하기 소시오드라마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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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6회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으로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게 하고, 프로그램 내에 집단 원

한명이 “우리들의 아이”가 된다. 그 아이와 상호작용

하는 과정을 소시오드라마 과정으로 진행한다. 그리

고 나서는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마무리 과정으로

“우리들의 아이”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쓰고 함께 나

눌 수 있도록 한다.

-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강의)

- 우리아이 놀이터 (신체화 워밍업)

- ‘우리 아이들을 소환하기 소시오드라마’(중심활동)

- 집단 원 역할훈련 - 나누기

6회기

수정

뱡향

1차 델파이 조사를 토대로 본회기는 소시오 드라마 형식의 진행을 통해 자녀가 되어 자녀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경험을 하루 있도록 하였다.

1차

7회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과 의사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원 가족으로 부모의 가족 규칙 등의 부모교육을 바탕

으로,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

족규칙, 자기 신념이나 도식을 찾고 자녀양육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규칙 (강의)

- 자연과 동물이 되어 소통하기

(신체화 워밍엎)

- 나의 부정적 신념이나 규칙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2차

7회

자녀의 감정 읽기에 도움 되는 감정코칭 대화법에 대

한 강의와 자녀 양육방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

통 패턴을 살펴보게 하고 그 속에 내재된 부정적 가

족규칙과 신념을 통한 이해로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

한 장애 요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세

요.” 감정코칭 5단계 (강의)

- 자연과 동물이 되어 소통하기(신체화 워밍업)

- 의사소통 패턴 속에서 부정적 가족규칙과 신념

찾기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7회기

수정

뱡향

1차 델파이 조사를 토대로 자녀 양육 방식 속에 있는 가족의 규칙과 신념을 중심으로 긍정적 의사소통 변

화의 동기를 구체화 시켰고, 공감적 대화를 돕는 현실적용에 활용할 수 있는 감정 코칭적 대화법 5단계를

함께 제시하여 공감적 대화로 이끌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1차

8회

자녀양육에서의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

역할과 양육태도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바탕으로, 공

감하는 건강한 부모 역할에 대한 훈련과 자녀양육에

서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집단 활동에 대한 마무리를 한다.

- 건강한 가족과 자녀양육이란?(강의)

- 함께 놀이줘 신체화 워밍업

- 나와 아이의 만남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2차

8회

자녀양육에서의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

역할과 양육태도 등에 대한 부모교육과 첫 회기 가족

동작화를 다시 장면으로 실연화하여 그 속에서 긍정

적인 관계 경험을 형성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건강한 가족과 자녀양육이란?(강의)

- 눈싸움 (신체화 워밍업)

- 가족 동작화(KED)의 장면속애서

‘ 내 아이와 다시 만나기’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8회기

수정

방향

1차 델파이 조사를 토대로 1회기에 사용한 같은 활동을 중심으로 다시 재연화 하여 그 속에서 변화된 자신

과 자녀와의 만남을 통한 역할놀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 형성을 돕고 경험 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 하였다.

※ 본연구의 전체 프로그램 진행과정 (총 2시간 30분)

프로그램 사전 인터뷰 (20분) →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은 매회기 각 회기별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 (20분) → 간단한 신체활동(warm-up, 20분) ,→ 중심주

제 활동(act) (30분) → 한 장면 드라마 (40분) → 나누기(sharing, 20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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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공감 순환모델 2차 활동 목표

귀하

1차

응답

내용 타당성

1 2 3 4 5

1

공

감

적

주

의

집

중

공

감

지

각

자기

지각

사이코드라마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본 프로그램에서의 진행과

정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현재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정서 상태 등을 표현하게 한다.

2
자기

지각

자녀들이 정서적 경험을 통한 공감의 발달과정을 알아보고 그

러한 자녀와 정서적 관계 경험을 하게 하는 부모 자신의 현재

긍정적, 부정적 감정 상태를 살펴서 표현하게 한다.

3
자기

지각

부모와 자녀가 속하는 가족 안에서의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을 살펴본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초점 화

하기위해 자녀의 눈으로 보는 가족의 모습을 자녀의 역할에서

가족조각으로 형상화 하고 그 속에서의 갈등을 드러내도록 하

고 직면하도록 돕는다.

4
자기

지각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착의 유형과 애착형성과 자녀의 정동

조절과의 관계를 살펴서 부모-자녀관계 정서적 대물림을 살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사이코드라마의 텔레를 중심으로 원 가족

과 나와 연결된 애착 적 정서가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

게 전이되어 흘러가는지를 끈을 활용한 소시오그램을 활용하여

행위로 경험 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

감

적

공

명

공

감

적

관

심

역

할

채

택

타인

지각

정서

지각

자녀들의 자기 정체감 형성의 중요성과 부모의 부정적 의시와

긍정적 응시로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

고 부모의 얼굴표정에 대해 반응하는 자녀의 정서적 경험과 자

존감을 경험함으로서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6

타인

지각

정서

지각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으로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동

영상으로 보게 하고, 프로그램 내에 집단 원 한명이 “우리들의

아이”가 된다. 그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소시오 드라마

과정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나서는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마무

리 과정으로 “우리들의 아이”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쓰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

7

표

현

된

공

감

의

사

소

통

상호

이해

자녀의 감정 읽기에 도움 되는 감정코칭 대화법에 대한 강의와

자녀 양육방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패턴을 살펴보게

하고 그 속에 내재된 부정적 가족규칙과 신념을 통한 이해로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장애 요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8

지

각

된

공

감

상

호

주

관

성

상호

관계

자녀양육에서의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 역할과 양

육태도 등에 대한 부모교육과 첫회기 가족동작화를 다시 장면

으로 실연화 하여 그 속에서 긍정적인 상호관계 경험을 형성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Ⅱ-1. 2차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동 목표에 대한 설문문항

확장적 공감모델에 따른 부모교육프로그램 회기별 목표가 타당한지 여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적절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적절하다.

⑤매우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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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2차 활동목표 2차 활동내용 2차 강의내용 2차 중심활동 내용

활

동

귀하

1차

답변

내용 타당성

1 2 3 4 5

1

- 사이코드라마의 개념과 특성 그

리고 본 프로그램에서의 진행과

정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 현재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표

현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

과 위치 그리고 정서 상태 등을

표현

- 사이코드라마란?(강의)

- 자기소개와 별칭 짓기

- KED(가족 동작화) 그리기

-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중심활동)

동적가족화를 몸(조각)으로 표현하기

- 나누기

사이코드라마란?(강의)

사이드라마의 정의, 특성과 기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본 프

로그램과 연결해서 진행과정

에 대한 이해.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중심활동)

집단 원 전체가 가족 동작 화를 몸

(조각)으로 표현하고 그 속에 있

을 때와 빠져 나왔을 때 경험.

강

의

중

심

활

동

2

- 자녀들이 정서적 경험을 통한

공감의 발달과정을 알아보기

- 자녀와 정서적 관계 경험을 하

게 하는 부모 자신의 현재 긍정

적, 부정적 감정 상태를 살펴서

표현

- 자녀들의 공감발달과 정서경험 (강

의)

- 만남 워밍업으로 (신체화 워밍업)

- 감정의 웜 홀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자녀들의 공감발달과 정서경험

(강의)

아이의 감각을 통한 정서발달,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아이의

정서경험 그리고 아이의 정서

적 경험을 통한 공감의 발달

을 연결해서 이해.

감정의 웜 홀 (중심활동)

바닥에 색종이로 자신의 감정 상태

를 배치하게 하고 그중에서 중

심 정서를 선택하고 그 정서에

대한 한 장면 드라마를 실연 함.

강

의

중

심

활

동

3

- 부모와 자녀가 속하는 가족 안

에서의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을 살펴봄

- 자녀의 눈으로 보는 가족의 모

습을 자녀의 역할에서 가족조각

으로 형상화 하여 자녀와 부모

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초점화

하고 갈등을 직면

- 관계와 가족 내 갈등의 역기능과 순

기능 (강의)

- 엄마참새/아기참새 짹짹 (신체화 워

밍업)

- 자녀가 조각하는 우리 집 가족조각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관계와 가족 내 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 (강의)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에서 드러나

는 갈등의 유형들과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

자녀가 조각하는 우리 집 가족조각

(중심활동)

부모-자녀관계의 갈등을 초점화 하

도록 자녀가 바라본 현재 가족

을 조각하고 가족의 갈등이 드

러나게 하여 한 장면 드라마를

실연 함.

강

의

중

심

활

동

Ⅱ-2. 2차 부모교육 프로그램 목표에 따른 회기별 활동내용에 대한 설문문항

2차 부모교육 프로그램 목표에서 강의와 중심활동 내용에 대해 타당한지 여부를 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적절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적절하다. ⑤매우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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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착의

유형과 애착형성과 자녀의 정동

조절과의 관계를 살펴서 부모-

자녀관계 정서적 대물림을 살펴

봄.

- 텔레를 중심으로 원 가족과 나

와 연결된 애착적 정서가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전이

되는지를 끈을 활용한 소시오그

램을 활용하여 행위로 경험

- 애착과 애착유형, 애착의 되물림,

그리고 정동조절 (강의)

- BADY 소시오 매트리 워밍업

- 원 가족/나/현재가족 소시오그램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나누기

애착과 애착유형, 애착의 되물림,

그리고 정동조절 (강의)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착형성

과 중요성 그리고 애착의 유

형을 살펴보고 부모-자녀의

애착이 자녀의 정동에 주는

영향 등을 이해

원가족/나/현재가족 소시오그램 (중

심활동)

사이코드마의 텔레를 활용하여 나

를 중심으로 원가족과의 관계에

서 형성된 텔레가 현재 자녀와

의 관계에 주는 영향등을 살펴

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

역동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한

장면 드라마 실연 함.

강

의

중

심

활

동

5

- 자녀들의 자기 정체감 형성의

중요성과 부모의 부정적 응시와

긍정적 응시로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부모의 얼굴표정에 대해 반응하

는 자녀의 정서적 경험과 자존

감을 경험함으로서 자녀의 입장

을 이해

- 정체감형성, 부정적 응시와 긍정적

응시, 그리고 아이의 자존감 형성(강

의)

- 세탁물 놀이 워밍업

- “엄마 표정이 보여요” 아이가 말하는

엄마표정 그리기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나누기

정체감형성, 부정적 응시와 긍정

적 응시, 그리고 아이의 자존

감 형성(강의)

발달적 측면에서의 성격과 자기

정체감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양육과정과 자녀의 자존감과

의 관계 이해

“엄마 표정이 보여요” 아이가 말하

는 엄마표정 그리기

(중심활동)

자녀가 바라보는 엄마의 좋은 표정

과 나쁜 표정을 엄마가 그런 표

정을 짖는 상황에 대해 한 장면

드라마를 실연 함.

강

의

중

심

활

동

6

-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으로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동영

상으로 보게 하고, 프로그램 내

에 집단 원 한명이 “우리들의

아이”가 된다. 그 아이와 상호작

용하는 과정을 소시오드라마 과

정으로 진행

-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강의)

- 우리아이 놀이터 (신체화 워밍업)

- 우리 아이들을 소환하기 소시오드라

마 (중심활동)

- 집단 원 역할훈련 - 나누기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강의)

캐나다에서 아이들의 공감발달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 활용과

효과를 다룬 동영상 시청으로

아이들이 경험하는 공감의 효

과를 이해

우리 아이들을 소환하기 소시오드

라마 (중심활동)

집단 원 중 누군가가 우리의 아이

가 되어 역할을 하고 아이를 중

심으로 공감 뿌리 프로그램을

소시오드라마 형식으로 실연 함.

그리고 마무리 과정으로 “우리

들의 아이”에게 보내는 메시지

를 쓰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

강

의

중

심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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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오리엔테이션

단계

Ⅱ-1 Ⅱ-2

7

- 자녀의 감정 읽기에 도움 되는

감정코칭 대화법에 대한 강의와

자녀 양육방식 속에서 이루어지

는 의사소통 패턴을 살펴봄.

- 그 속에 내재된 부정적 가족규

칙과 신념을 통한 이해로 긍정

적 의사소통에 대한 장애 요소

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

-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아이의 감정

을 읽어주세요.” 감정코칭 5단계 (강

의)

- 자연과 동물이 되어 소통하기(신체화

워밍엎)

- 의사소통 패턴 속에서 부정적 가족규

칙과 신념 찾기 (중심활동)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세요.” 감정코칭

5단계 (강의)

자녀양육 방식에서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칭형 4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공감

적 대화를 돕는 감정코칭 5단

계를 이해

의사소통 패턴속에서 부정적 가족

규칙과 신념 찾기 (중심활동)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로 드

러나는 자신의 의사소통 패턴

속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가족규

칙과 신념을 찾고 그것을 중심

주제로 한 장면 드라마 실연 함.

강

의

중

심

활

동

8

- 자녀양육에서의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 역할과 양

육태도 부모교육

- 첫 회기 가족 동작화를 다시 장

면으로 실연 화하여 그 속에서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형성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건강한 가족과 자녀양육이란?(강의)

- 눈싸움 (신체화 워밍업)

- 가족 동작화(KED)의 장면속애서

‘ 내 아이와 다시 만나기’

- 한 장면 드라마 - 나누기

건강한 가족과 자녀양육이란?(강

의)

자녀양육에서의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 역할과

양육태도 등에 대한이해

동적가족화(KFD)의 장면속애서 ‘

내 아이와 다시 만나기’

1회기에 그린 KFD를 활용하여 변

화된 자신과 변화 가능성의 자

녀를 만나 실연 함.

강

의

중

심

활

동

2. 위의 2차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타당도 질문 문항 Ⅱ-1, Ⅱ-2에서 ①,②로 표시하신 경우, 그 이유와 수정 및 보완사항

을 아래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③~⑤로 기입 하셨더라고 추가 사항이나 제언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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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기

자기인식

단계

Ⅱ-1 Ⅱ-2

5~6회기

타인인식

정서인식

단계

Ⅱ-1 Ⅱ-2

7회기

상호이해

단계

Ⅱ-1 Ⅱ-2

8회기

상호관계

마무리

단계

Ⅱ-1 Ⅱ-2

3.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추가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의견을 기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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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프로그램 내용 설 문 문 항

매우

어려

웠다.

어려

웠다.

보통

이다.

좋았

다.

매우

좋았

다.

1 2 3 4 5

1

-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가족화 그리기

- 자기 감정 표현하기

1) 집단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나요?

1)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현재 모습을 프로그램 활동에서 표현하였나요?

2

- 공감의 뿌리 동영상 시청

- 신체화 몸풀기

- 아이들의 귀환 소개

- 우리엄마 화난 얼굴, 웃는 얼굴

2) 아이입장에서 엄마를 바라보는 과정이 잘 이루어졌나요?

2) 역할교대를 통한 아이입장이 되어 보기가 아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3

- 아이들의 정서발달 / 공감과 뇌

동영상 시청

- Mirroring

- eye contect

- 아이가 소개하는 우리가족

3)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공감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도왔나요?

3) 아이 입장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감정이입이 아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4

- 관계 그리고 갈등 강의

- 신체화 몸풀기

- 몸 스펙트럼

- 한 장면(현재-원가족) 드라마

4) 관계와 갈등에 대한 이해로 가족관계를 역동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4) 자신의 현재가족과 원 가족을 잊는 자기정서에 대한 이해를 도움이 되셨나요?

5

- 애착의 되물림 동영상 시청

- 신체화 몸풀기

- 워킹으로 나를 표현해 보기

- My life story

- 한 장면(묶인 곳 풀기) 드라마

5) 엄마의 애착이 자녀와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5) 자기 경험세계 속의 힘든 마음을 직면함으로서 자기이해에 대한 도움이 되셨나요?

부록3. 프로그램 참가자 효율성 설문지

<프로그램명 : 사이코드라마를 기반으로 한 공감능력 향상 부모교육>



169

6

- 자기 정체성과 부정적 응시 강의

- 마음의 창 잉여현실

(엄마ok+아이ok, 엄마no+아이ok,

- 한 장면(엄마와 아이) 드라마

6) 엄마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정체감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6) 아이와 무의식적으로 관계하는 내 모습을 아이의 눈으로 조망하는 것에 도움이 되

셨나요?

7

- 의소소통 유형 강의

- 동물소통 놀이

- 역기능적 가족규칙이나 신념 표현

- 한 장면 드라마

7)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도왔나요?

7)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역기능적 가족신념에 대한 자기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8

- 건강하게 기능하는 가족이란? 강의

- 몸풀기 워밍엎

- 아이와의 또 다른 만남(가족화)

8) 건강하게 기능하는 가족에 대한 이해와 자녀와의 공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

나요?

8)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시도의 긍정성을 경험했나요?

1) 프로그램 내용 중 가장 흥미로웠거나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2) 프로그램 내용 중 지루했거나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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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enhancing empathy ability based on

psychodrama

Seo. Kyung A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Major Advisor : Jung, Jong Won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rogram of parent education for enhancing empathy 
based on psychodrama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helping promote parents’ empathy.

First, in the step of design-based theory model development, the researcher examined 
intersubjectivity in a phenomenological aspect as a component of sympathy, going 
further from the traditional cognitive, emotional sympathy, based on the existing studies. 
By presenting the aspect of the expansion of the recognition of sympathy, the researcher 
would draw the framework of the design of the components of the program of parent 
education for enhancing empathy. Intersubjectivity refers to the process of interpersonal 
relations in which one’s subjective experience continuously affects the other’s subjective 
experience and vise versa, which is the experience shared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 

In the sympathy circuit, which includes mirror neurons, the mechanism of empathy in 
the neurergic mechanism, the imitation based on motility is considered an important 
mechanism through which others’ intention and emotions can be understood, and it is 
explained that sympathy is fulfilled better through imitation or mimicry through 
simulation. This connects with the understanding of phenomenological intersubjectivity of 
sympathy from a neuroscience perspective.

The core principle of psychodrama is experi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pect in 
which the experience of the sympathetic process through the concept and techniques of 
psychodrama helps share the world of meaning of phenomenological intersubjectivity. Of 
the three techniques of psychodrama, that is, role-playing, doubling and role reversal, 
especially, the role reversal is the technique that allows phenomenological bilateral 
sympathy that helps sympathy in terms of cognitive science, bottom-up and top-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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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taneously (Yaniv, 2011). Also,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of the 
re-experienc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the development of sympathy through 
role-playing.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connected the theory of the 
development of psychodrama centering around the sympathy process cycle model and 
intersubjectivity. By doing so, this study proposed an extensive sympathy process model 
based on psychodrama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of sympathy for parents. 

The program completed based on the extensive sympathy process cycle model can be 
summarized by each step as follows: In the program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Steps 1 and 2 is a perception-action model of sympathy (PA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irror neuron, the biological mechanism of sympathy, which presented 
primary and secondary intersubjectivity. The perception of the other’s action and feeling 
is represented in the same way as one experiences the action and feeling oneself. To 
describe this with the neuron system, the perception of the other’s actions and emotions 
automatically and unconsciously activate the same cortical region in the brain, which 
causes emotional status similar to that of the other. This is the perception based on the 
body as Husserl says, which can be described by the intersubjectivity in which one 
begins to experience the other revealed by this perception. Steps 3 and 4 presented the 
focuses of recognition of sympathy, including self-recognition, other-recognition, emotion 
recognition, mutual understanding and interrelation based on Barrett-Lennard’s model of 
empathy cycle. In particular, the model describes the interrelation of the recognition of 
sympathy as a sympathetic element with intersubjectivity as a shared understanding and 
proposes intersubjectivity in which these processes lead to cyclic connection again and 
are gradually enhanced. 

In addition, steps of a formative cycle for field application and improvement consisted 
of the 1st program formative cycle process and the 2nd program formative cycle process. 
At the time, in both the 1st and 2nd formative cycles, the education program of 
sympathy for parents designed based on the extensive sympathy process cycl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was implemented with parents with infants. Also, to get the 
expertise reviewed through gathering opinions on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program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a panel of 17 persons was selected to conduct the 1st 
Delphi survey. The questions in the 1st Delphi survey were those asking if the program 
structure, the components of sympathy in the program model, and the activity contents 
accordingly would be appropriate. Through the 1st and 2nd Delphi surveys, this study 
examined if the activity goal of each session of the program would be appropriate and 
the lecture and main activities in the activities of each session would be appropriate 
with the response distributions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mean, standard deviation). 
As for the method for analysis of the Delphi survey,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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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validity ratio (CVR) for each item of the questions to examine the validity of 
each question, consensus to examine the experts’ consensus, the analysis of the 
statistical value of convergence and content analysis of the open-form questions. With 
the results finally agreed, centering around the results which were in a significant level, 
qualitative survey of the 1st survey participants’ experience and the efficiency survey of 
the 2nd survey participants, the 1st program and 2nd program were completed and the 
final sympathy program for parents were completed. 

The final program consisted of four steps, and the total sessions of the program 
activities were eight sessions. First, the preliminary step. It is a step for the orientation 
of the program and the examination and sharing of the parents’ present condition and 
position, which is called “opening up oneself.” To examine the composition of the 
program by step, Step 1 consisted of “exploring one’s emotions”, “conflict in the 
relationship with family” and “passing down affection.” for the goal of paying attention 
to one’s thoughts and emotions and helping for self-awareness. Step 2 aimed to achieve 
the goal of one’s true interest in others. For this purpose, it consisted of the activity 
contents, including “child’s self-esteem” and “meeting with our children” to help 
recognize others, paying attention to others’ internal thoughts or emotions and recognize 
other’s emotions through empathy. Step 3 consisted of “emotional coaching dialogue 
role-play training” as the program activity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 to help 
achieve the goal of understanding others and understanding what each other felt. Step 4 
consisted of the interrelation through ‘meeting with children as the program activity to 
help promote intersubjectivity through interrelation, the goal of this step.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discussion of intersubjectivity 
beyond the existing understanding of sympathy broadened the horizon of sympathy from 
a wide perspective. To do so, this study would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tial essence or characteristics of sympathy through which one can go into the 
other’s world of perceptions and feel the meaning flowing inside and understand the 
other’s perspective as an attempt to understand sympathy in terms of phenomenology 
and neuroscience. Second, this study shows the validation proces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an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which helps understand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and presented a concrete education program of sympathy for parents, of 
which the validity is verified. Third, psychodrama has a characteristic that completes the 
therapeutic experience centered around the main character. In that it is somewhat 
difficult to generalize this characteristic, this study presented a generalized and structured 
psychodrama program that could promote all the changes in emotional, cognitive and 
behavioral aspects, utilizing the therapeutic technique of psychodrama, which is 
significant.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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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ublic due to the subjects of parents, therapeutic accessibility of psychodrama, 
sympathetic understanding of intersubjectivity with a philosophical background. 

Thus, based on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ould be made for follow-up 
studies. 1) It is suggested that the effectiveness should be verified through the various 
implementations of the developed program. 2) Realistically, there ar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due to the difficulty in the concrete verification of the research conducted 
based on phenomenology and the abstruseness of phenomenology itself.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interpret the extended concept of sympathy through 
stricter verification academically. 3) It is suggested that in terms of the subjects, a 
program should be applied for enhancing the empathy of children, the direct subjects of 
parenting for more effective research.

Key words : empathy, program of parent education, psychodrama, intersubjectivity, 
model of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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