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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적

사람은 누구나 가정을 배경으로 태어나고 살아간

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이며 인간의 존엄성

과 자아가 형성되는 곳이며 대인관계를 배우고 삶의 

가치와 삶의 목표를 배우는 곳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의 급격

한 변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 고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경쟁과 갈등 속에서 인간의 이

해와 사랑이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가정이 

파괴됨으로써 역기능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람은 어린 시절의 각 발달시기에 따라 단

계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정상적이고 당연한 욕구

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기능가정에서 자라난 아

이들은 이러한 욕구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고 아

이로서 당연히 경험하고 받아보았어야 할 신뢰와 안

전한 환경,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부

분이 ‘상처 입은 내면아이’를 품은 채로 어른이 된다.

이처럼 상처 입은 내면아이를 가슴에 품은 채 겉만 

성장한 성인을 성인아이라고 한다[1]. 이 성인아이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처를 대물림 하

면서 역기능 가정을 만들어 나간다. 오늘날 많은 가

정들의 역기능성으로 개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하는 세상에서 대인관계를 기피하거

나 심리적인 장애와 정서적인 고민을 알고 고통 속에

서 살고 있다.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아

이를 발견하고 치료함이 목적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성인아이의 치료를 위해 이미지와 영상에 

영화를 이용한 성인아이 치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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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현대인들이 청각, 시각을 통한 영화치료의 효

과를 드러내고자 함이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된 문헌과 학위논문, 단행

본들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고찰하였으며 영화치

료프로그램은 심영섭의 ‘영화를 이용한 내면아이치

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우울증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척도로 우울증 척도검사는 

Beck(1967)이 우울의 유무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영호

(1991)가 번안한 K-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

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들을 포함하

는 21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형 척도이다. 각 

문항은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므로 점수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며 0-10

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1-16점은 가벼운 우울상

태, 17-20점은 중한 우울상태, 24-63점은 심한 우울

상태로 본다. Beck의 연구에서 cronbach’s a는 .86

이었다[2].

대인관계측정은 성인은 Schiein, Guerney &

Stover(1971)의 Relationship Change Scale(RC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선모(1980)가 번안한

고 이룰 진석균(1994)이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전체 25개 문항으로 된 5점 Likert

척도이며 하위영역은 7개로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

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대인관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는 cronbach’s a=.88.이다[3].

성인의 자아존중감 검사는 Rosenberg(1965)가 개

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역한 Rosenberg Self-

Fig. 1. A child in me : Erika J. Chopich.

Criteria for depression diagnosis

□ 1. Most of the day, almost every day depressed
      (sad or empty).
□ 2. There is no interest and pleasure in life.
□ 3. Special weight control is not done, but it is 
      fattening or falling, and there is appetite 
      increase or decrease.
□ 4. Sleeping or sleeping with insomnia.
□ 5. There is nervousness or anxiety.
□ 6. Every moment is fatigue and vitality.
□ 7. I feel that I am not worthy of myself, or 
      I feel guilty.
□ 8. I have low concentration and I am indifferent 
      to everything.
□ 9. I think about death and suicide repeatedly.

Fig. 2. Korean-Beck Depression Inventory-II.

Table 1.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Adult Interperso-

nal Questions

subscale item number cronbac’s α

satisfaction 1, 2, 3, 4

.88

communication 9, 14, 18, 19

understanding 7, 8, 13, 25

confidence 15, 23, 24

friendliness 5, 11, 16

sensitivity 6, 10

openness 12, 17, 20, 21, 22

Table 2. Adult Self-esteem Test Item Composition

subscale item number cronbac’s α

positive 1, 2, 4, 6, 7
.85

negative 2, 5,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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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em Scale(RSES)을 사용하였다[4]. 개인이 지각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느낌과 평가의 정도 및 자기

수용의 척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이는 모두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

아존중감 5문항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눠져 있다.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되어 있으며 긍정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한다. 범위는 총 10점에서 

40점까지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s α 값이 .85

이다.

2. 이론적 고찰

2.1 역기능가정과 순기능가정에 대한 정의

2.1.1 가정의 기능

가정은 결혼을 통하여 시작되며 모든 사람들은 가

정을 배경으로 태어나고 살아간다. 가정을 통해서 자

녀를 양육하고 가정 안에서 도덕과 윤리규범을 배우

며 말을 배우고 삶의 방법을 배운다. 또한 가정은 의

식주의 충족과 평화와 안식의 제공으로 신체적 심리

적 기능을 한다.

변상해는 가정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가정의 고유기능이다. 가정의 

고유기능은 가족원의 대내적인 기능과 대외적인 기

능으로 나눈다. 대내적인 기능은 성(性), 애정의 기능

과 생식양육의 기능이 있으며 대외적인 기능으로서

는 각각 통제와 종족 보전의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가정의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종족 

보존을 위한 기능’이라고 한다. 둘째, 가정의 기초기

능이다. 가정의 기초기능은 경제적 기능을 말한다.

이것 역시 가족원의 대내적인 기능과 대외적인 기능

으로 들 수 있으며 대내적인 기능으로는 생산소비의 

기능을 들 수 있다. 대외적인 기능으로는 노동력의 

제공과 생활보장, 경제 질서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가정의 부차적인 기능이다. 가정의 부차적 기

능은 가정의 고유기능과 기초기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의미에는 본질적인 것 못

지않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부차적 기능 중 종교

적 기능은 가족의 신앙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

능이며, 정신적 기능은 문화적인 면에서 사회 안정화

를 위하여 작용한다[5].

Willson은 모든 가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부양의 기능, 둘

째는 양육의 기능, 셋째는 안내의 기능이다. 전통적

으로 문제가 되는 가정을 불행한 가정, 병든 가정,

약한 가정, 비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불러왔으나 가족 

상담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은 가정을 설명

하고 기술하는데 정상적이나 비정상적이라는 말 대

신에 순기능적(Functional), 역기능적(Dysfunctional)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6].

2.1.2 순기능 가정의 특징

순기능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잠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자유로움을 느끼

는 가족을 말한다. 가족 간에 서로 지지하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은 건강한 

의미에서 갈등을 느끼고 이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동섭은 건강한 가족 또는 순기능 가정을 다

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첫째, 순기능 가정

은 도전과 위기에 능동적으로 반응 한다. 둘째, 순기

능 가정은 명확하게 설정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셋째, 순기능 가정은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한다. 넷

째로 순기능가정은 여러 가지 일에 동참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다섯째, 순기능 가정은 가족

에 대해 책임감을 공유하며 서로의 언약을 중요시 

한다. 가정 안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이행한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며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한다. 여섯째, 순기능 가정은 서로 사

랑과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안다. 건강한 가정의 힘의 

원천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는 데 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수

용하고 지지하며 격려하는 것이 순기능 가정의 특징

이다[7]. 존 브래드쑈(Jhon, Bradshow)는 순기능 가

Fig. 3. about john bradshaw.



85영화를 이용한 성인아이 치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연구

정의 특징으로 친밀감의 증진, 협상을 통한 갈등해

소, 명확하고 일관된 의사소통, 상호신뢰, 개성의 격

려,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역할, 욕구의 충족,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공유, 실수를 용납하는 융통성 있는 

가족 규칙,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

고, 느끼고 원하고, 선택하고, 상상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열거했다[8].

2.1.3 역기능 가정의 특징

역기능 가정이란 가정의 역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가정을 말한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

고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는 자녀들이 성숙하는데 필요한 사랑이 부족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

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감정이 억압되

어 자아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가정이다[9].이

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

를 안고 성장하게 되며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브래드 쇼

(Jhon Bradshow)는 역기능 가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역기능 가정은 그들의 문제를 

부인한다. 둘째는 역기능 가정에는 친밀감에 공백이 

있다. 셋째는 역기능 가정의 기반은 수치심에 두고 

있다. 넷째는 역기능 가정은 고정되고 경직된 역할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다섯째, 역기능 가정의 식구들은 

서로의 경계선 안에 속박되어 있다. 즉 비 분화된 가

족자아집합체(Undifferent ego mass)라고 할 수 있

다. 여섯째, 역기능 가정의 식구들은 개인적인 필요

를 충족시킬 수 없다. 개인은 체계 전체를 위해 자신

의 욕구를 희생한다. 언제나 낮은 수준의 분노와 우

울한 감정이 깔려 있다. 일곱째, 역기능 가정은 진정

한 인격적 접촉이 없다. 이런 가정의 대화스타일은 

공개적인 갈등이거나 의견을 결코 달리 하지 않기로 

합의 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이 간접적이고 애매모호

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표현능력도 부족하다. 여덟째,

역기능 가정에서 개인은 가족을 위해 존재한다. 개인

적 차이는 가족체계의 필요를 위해 희생된다. 역기능

적 가정을 떠나가기 어렵다. 아홉째, 역기능 가정의 

가족규칙은 경직되어 비인간적 ·비타협적이고 바꿀 

수가 없다. 가족들이 느끼고 행동하는데 기초적인 규

범이 되며 가족제도로 발전한다. 이러한 규칙은 대개 

통제와 완전주의 그리고 비난이다. 열째, 역기능가정

은 공개된 비밀에 대해서도 모든 가족이 모르는 척한

다. 열한째, 역기능 가정은 각자가 가정을 지배하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한다. 열두째,

역기능 가정은 갈등과 좌절을 부인한다. 열셋째, 역

기능 가정은 가족들 사이의 자아경계가 결여되어 있

다[10].

역기능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방식은 병적이고 

문제를 유발하는 성인아이로 키우게 되는데 Wright

(2000)는 이러한 부모의 유형을 다음 아홉 가지로 구

분했다. 첫째는 지나친 강압형, 둘째는 과보호형의 

부모이고, 셋째는 완전주의형 부모이고, 넷째는 무절

제한 부모이고, 다섯째는 체벌형의 부모이고, 여섯째

는 방치형 부모이고, 일곱째는 거부형 부모이고, 여

덟째는 심기중형 부모이다. 이러한 부모는 병적으로 

신체 기능이나 기관에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 작은 

통증이나 고통들이 과장된다. 마지막으로 성적 자극

형이다. 이 태도는 아동으로 하여금 너무 빠르게 성

에 몰두하면서 죄의식과 적대감을 생긴다[11]. 역기

능 가정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건강치 못한 자아

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인아이로 성

장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2 성인아이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2.2.1 성인 아이의 개념 및 특성

Fig. 4. The Power of a Parent's Words Author: H. Norman W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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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슬리지(Tim Seldge)는 ‘성인아이(Adult child)’

를 ‘내면아이(Inner child)’라고도 하는데 일정한 행

동과 태도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또 그들

은 낮은 자존감과 많은 죄책감을 지니고 있어서 충동

적이거나 중독 상태이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

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성

향으로 인해 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일상적인 

기능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부적응으

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생활의 어떤 영역에

서 어른과 같이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어린이를 말하

기도 하고 아직도 어린 시절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성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한다[12].

역기능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성인아이 특성을 와

티스(Woititz)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인아이는 

무엇이 정상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처음 계획한 것은 끝까지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 쉽게 진실을 말 할 수 있는 때에도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

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또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

려워서 항상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며 상대가 

충성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분명한 때에도 

지나치게 충성하고 남들에게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

받기를 원한다. 성인아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고 충동적이어서 대안

이나 대책 없이 가능한 것에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며 지나치게 책임을 지려하거나 지나치게 무

책임하다.” 페린(Perrin)은 성인아이의 특징에 대해

서 “지연된 만족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긴

장과 위기를 구하고는 그 결과에 대하여 불평하고 

갈등을 조장하거나 이것을 처리하려 하지 않는다. 성

인아이는 거절과 버림받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

의 성공을 일부러 방해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

면서도 자신을 위하여 일이 잘 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비판과 판단을 두려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한다

[13]. 이와 같이 성인아이의 특징은 육체적으로는 어

른이지만 역기능 가정에서 양육되어 정신적으로는 

상처받은 내면아이인 상태로 남아 있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다.

2.2.2 성인아이의 상처 입은 내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

존 브래드쇼는 성인아이는 공허함과 같은 만성적

인 우울증을 앓게 되는데 이런 우울감은 진정한 자신

의 모습은 남겨둔 채 거짓자아를 받아들인 결과이고 

진정한 자아를 잃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감,

감정, 욕구바램을 잃게 되고 진정한 자아를 버린 만

큼 사람의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게 마련이며 이것을 

‘영혼의 구멍(Hole in one’s soul)이라고 말한다. 그는 

상처 입은 내면아이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인

생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상호의존증, 폭력적 행동, 자기애적 인격 장애,

신뢰의 문제, 표출적 행동과 내향적 행동, 마술적 믿

음, 친밀감 장애, 무절제한 행동, 중독적·강박적 행동,

사고의 왜곡, 공허감, 무관심, 우울 등이다[14].

2.3 예술치료 분야인 영화치료에 대한 개요와 효과

2.3.1 예술심리치료의 이해와 영화치료의 개요

예술치료(Art therapy)라는 용어는 1942년 Adrian

Hill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1950년대 걸쳐 다

양한 매체로 확산되어 기존의 언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가치 있는 표현적 도구가 될 수 있

다는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분석 심리학이나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예술매체를 심리치료에 이용

하게 되었다[15]. 예술치료는 크게 표현주의 치료와 

감상위주의 치료법으로 나뉠 수 있다. 표현예술치료

Adult v.s. Child

"What does an adult say?"

Fig. 5. Adult Children/Friel,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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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음악, 미술, 무용 등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의 신체, 정서, 인지를 통합하기 위하여 복합

모형의 예술과정을 사용함으로써 표현예술과 심리

치료를 통합할 수 있다. 표현예술치료의 본질인 놀이

와 상상은 일상적으로 억압되었던 심리적인 문제를 

외부로 상징화 되고 정서적 고통을 치유하며 일상을 

넘어선 경험의 적극적인 변용을 중요시 여긴다[16].

1895년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에 의해 영화가 처

음으로 선보인 후 95년이 흐른 1995년에 버그크로스

(Berg-Cross)등에 의해 처음으로 ‘영화치료(Cin-

ematherapy)’라는 이름으로 상담과 심리치료에 활용

되었다. 역사적으로 영화치료는 1990년대 초 미국에

서 사회복지, 간호, 임상심리학의 전문가들이 집단상

담이나 부부상담 등에 영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

하면서부터 싹이 트기 시작했고 미국의 노스리지 병

원의 월터 제이콥슨(Walter E, Jacobson)박사는 영

화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영화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

시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

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심리

학과의 스튜어트 피쇼프(Stuart P, Fischoff)교수도 

‘영화란 영혼에 놓는 주사’이며 영화를 통해 환자의 

심리상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1990년 대 초부터는 의미치료분야에서 영화 

속 주제를 하나의 메타포로 삼아 실존적인 혹은 인본

적인 관점에서 상담에 응용하기 시작했다. 최근 영화

치료는 자기조력적인 방법으로 영화목록을 작성하

는 방식을 떠나 다양한 심리치료에 통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치료법으로 영화치료만의 가능성

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17].

2.3.2 영화치료의 장점과 효과

영화치료의 장점과 효과를 심영섭은 그의 저서 

“영화치료의 이론과 실제”에서 순응성(Compliance),

접근성(Accessbility), 활용가능성(Availability), 호

기심(Curiosity), 정서적 통찰(Emotional insight), 라

포 및 커뮤니케이션(Report & Communication) 등 

7가지로 구분한다.

순응성은 상담받기를 싫어하거나 회피하는 내담

자나 청소년에게 영화를 활용하여 상담할 경우 영화 

관람자체가 강화제가 되므로 상담요구에 더 잘 순응

하고 상담을 받을 기회를 높이고 접근성은 독서치료

보다 시간이 절약되고 더 대중적인 매체이며 관람하

기 쉽다는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상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또 문제 해독력이 약하거나 지능이 

낮은 환자나 아동·청소년도 접근하기 쉽다. 활용가

능성면에서 영화는 상담에서 교육 및 연수까지 그 

활용 가능성이 광범위하고 생각을 확장하고 재구성

하며 상식화하고 교육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호기심

에서, 영화는 어떤 형태의 예술보다 핍진성이 강하고 

청각과 시각, 문자언어 모두를 동원하므로 수용자의 

지각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장점이 있다. 지지 면에

서는, 영화치료에서의 등장인물은 또 다른 보조치료

자이거나 훌륭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영화를 같이 

본 내담자들은 영화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내담자

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내담자는 자신만

이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아님을 알게 되고 역경

을 극복하는 주인공을 자신과 비교하며 자신의 내적

인 심리적 자원을 파악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

망과 용기, 심리적 위로를 받게 된다. 정서적 통찰은 

영화를 보는 동안 관객들은 정서적 정화의 경험을 

하고 자신의 정서를 그 어느 때보다도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 라포 및 

커뮤니케이션은, 치료자와 내담자는 영화 관람이란 

공통의 경험을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영화치료과정은 치료자와 내담자, 혹은 부

부나 부모 간에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서 친화력

을 높일 수도 있다. 영화 관람은 내담자간에 또는 치

료자와 내담자간에게 공통의 화젯거리를 제공하고,

이는 초기 상담 시 집단의 응집력을 높일 뿐만 아니

라 치료자와 내담자가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라포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영화치료에 참석한 모

든 사람에게 영화를 같이 보는 과제를 줌으로써 내담

자 모두에게 치료회기 동안에 할 일을 줌으로써 치료

의 효과를 높인다[18].

2.4 ‘성인아이’를 위한 영화치료의 방법

치료를 위한 영화 분야에서는 다양한 내면아이를 

다룬 영화들이 있다. <키드 Kid, 2000>, <앤트원 피

셔, Antwone Fisher, 2002>, <천국의 아이들 Ba-

cheha-aseman, 1997>, <연을 쫒는 아이 The Kite

Runner, 2007>등의 영화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

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대인관계에 문제

를 일으키는 내면아이, 혹은 치유되지 못한 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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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어떻게 성인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는지를 다루

고 있다. 심영섭은 내면아이 치유를 아래와 같이 다

섯 가지 단계로 소개하고 있다[19]. 상처받은 내면아

이를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감상하기’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내면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

저 마음의 상처가 어디에서 오는지, 내 안의 상처 입

은 내면아이를 찾을 필요가 있다. 영화 속 주인공과

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 그동안 억압되어서 알아차릴 

수 없었던 내 안의 어린아이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된다. 보고하기는 영화를 보고 떠오르는 어린 시절에 

대한 초기 고통의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먼저 

내담자의 가족체계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발달단계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 정확하

게 정보들을 적어 놓는 것이 좋다. 이때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분명하게 알아내

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내면아이에 대해 나누기는 내

담자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충분히 적

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고 큰 소리로 

읽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영화 속 내면아이와 자신의 

내면아이를 통일시 해보고 비교도 해 본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담자

가 겪은 어린 시절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일이다. 감

정 느끼기는 내담자가 ‘잃어버린 아이’라면 아마도 

아이 때의 감정들을 아직 지니고 있을 것이다. 영화

를 보면서 내면아이와 연관된 역할극을 진행할 수도 

있고 어릴 때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

을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떤 방법이든 그 아이의 ‘생에 대한 에너지’에 주목 

해본다. 돌보기는 현명하고 부드러운 어른이 되어 상

처 입은 내면아이의 새로운 부모가 되어 준다. 부모

가 되고 싶어 하는 내담자의 마음을 그 아이에게 편

지로 써 줄 수 있다. 내면아이가 들을 읽을 줄 모르고 

편지를 길게 쓸 필요도 없지만 글을 쓰는 일을 중요

하다. 또는 내면아이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

3. 사례연구

3.1 내담자 소개

52세의 여성으로 딸만 둘 낳은 친모를 버리고 다

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아버지는 내담자

가 2살 때 돌아가셨다. 친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관계

로 내담자는 어니와 함께 시골 할머니댁에 맡겨졌고 

친할머니는 손자가 아니고 손녀라는 이유로 소녀들

을 학대하며 키웠다.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내담자

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첫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에

게 아버지 같은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원했지만 마음

이 여린 남편은 내담자에게 지지가 되어주지 못했고 

늘 남편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 

속에서 살다가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성에게 아버지

같이 든든하고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사람이라 생각

하여 그 남자와 함께 재혼을 하였다. 전 남편과의 자

녀 둘과 재혼한 남편의 자녀 둘, 재혼남과의 사이에

서 낳은 아이 등 다섯 아이들을 키우며 15년간 시댁

의 사업을 도우고 열심히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지자 재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알게 되고, 다

시 이혼을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며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녀들도 역기능 가정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장남이 게임중독에 빠져 역기

능 가정의 대물림됨을 볼 수 있었다. 우울증 척도 검

사와 대인관계척도 검사, 자아존중감척도 검사를 실

시하였다. 우울증에서는 38점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보였고, 대인관계에서도 53점으로 낮게 측정되었으

며 자아존중감검사에서도 16점으로 낮게 나왔다

3.2 상담

첫 만남에서 내담자는 자존감이 낮았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참고 억누르며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

던 내담자는 계속 울기만 했다. 특히 재혼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로 더욱 힘들어하는 내담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

는 것이 중요하고, 역기능 가정에서 상처받은 성인아

이를 발견하고 성인아이 치료가 필요함을 알았다..

3.3 영화를 활용한 성인아이치료

영화를 활용한 성인아이 치료는 심영섭 아트테라

피의 워크샵을 통한 프로그램을 적용했고, 대상영화

는 ‘키드’와 ‘앤트윈 피셔’를 활용했다. 영화는 영화 

전체에서 적용할 부분을 편집하여 감상하였다. 상담

기간은 일주일에 한번 씩 총 10회 상담을 하였고 영화

를 이용한 성인아이 치료는10회기 중 2회를 하였다.

3.3.1 대상영화

① 제목 : 키드

제작국 : 미국(2001),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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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 존 터틀타웁

주연 : 브루스 윌리스, 스펜서 브레슬린, 에밀리 

모티어

② 제목 : 앤트원 피셔

제작국 : 미국(2002), 드라마

감독 : 덴젤 워싱턴

주연: 데릭 루크, 덴젤 워싱턴, 조이 브라이어트

3.3.2 영화 감상하기

처음 1회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우울증척도 검사,

대인관계척도검사, 자아존중감척도 검사를 하였다.

2회기에서는 마음을 열고 상담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3회기에서 영화 ‘키드’를 감상하였

다. 내담자는 영화 속 주인공 ‘러스’가 어릴 때 상처받

은 내면아이로 인하여 이기적이고 원활한 인간관계

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친구

도 없이 외롭게 살면서 자신을 억압하며 살아왔던 것

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영화의 주인공과 동

일시하면서 그동안 알아차릴 수 없었던 자신 안의 상

처받은 어린아이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고 했

다. 그리고 4회기에서는 영화 앤트윈 을 감상하였다.

3.3.3 보고하기

내담자는 영화, ‘키드’의 러스를 보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냈다. 아버지의 부재와 

자신과 언니가 친할머니 집에 맡겨지고, 할머니는 딸

이라는 이유로 언니와 자신을 싫어했으며 늘 울고 

있는 자신의 어릴 때의 모습을 기억했다. 자신보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언니 때문에 주눅이 들었으며,

초등학교 다닐 때도 친구가 없이 외로웠고 엄마는 

경제적인 활동으로 거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

었다. 특히 엄마는 본인보다 언니를 의지하면서 살았

음을 얘기했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보잘 것 없다는 

생각으로 자존감이 매우 낮았다는 얘기를 하며 그동

안 아무에게도 내어놓지 않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

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였다. 앤트윈 피셔를 통해서

는 자신을 학대한 할머니와 가정을 버린 아버지,, 자

신을 버린 남편을 용서하기 힘들었는데 용서해야 내

담자 자신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였다.

3.3.4 내면아이에 대해 나누기

자신의 어린 시절의 아이에 대해서 자신의 성인아

이는 늘 울고 있다고 얘기했다. 또 어릴 때는 남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고 매사에 자신이 없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의 양육 속에서 사랑을 거의 받지 못했고 

엄마가 고생한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영화 속 앤트윈 피셔가 양모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자라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프며 피셔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또 피셔의 분노하는 그 감정을 공감한다

고 했다. 자신은 화가 날 때마다 참고 살았는데 앞으

로는 자신의 화난 감정을 참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도 피셔가 어긋나지 않고 

성실한 사람으로 성인이 된 것을 보면서 비록 역기능 

가정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고

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해 대학에 들어가 전문직을 

가지게 된 것을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3.3.5 감정 느끼기

내담자의 어릴 때 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감

정을 느끼게 했다. 내담자는 자신의 어릴 때 사진을 

보면서 그 아이가 착하고 마음이 여렸고 항상 외롭고 

두려움 감정을 가졌음을 느낀다고 했다.

3.3.6 돌보기

이 단계에서 내담자에게 자신의 상처 입은 성인아

Fig. 6. Here is a snapshot of the Kid.

Fig. 7. Here is a snapshot of Antwone Fi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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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게 든든한 부모가 되어 줄 것을 말했다. 내담자

는 자신의 성인아이에게 “00아 왜 울어? 무엇이 힘들

었어? 이제는 울지마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를 돌봐주고 지켜줄게”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Fig. 9의 내용으로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썼

다.

3.3.7 상담결과

상담을 시작하면서 자존감 많이 떨어지고 무기력

한 내담자의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의 부재와 딸이라

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핍박받으며 자랐던 어린 시절

의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성인아이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영화 ‘엔트

윈 피셔’를 본 후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용서가 힘들지만 

용서하고자 하니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없어지

면서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였다. 가족 관계에

서도 자신이 외롭고 지금까지 자신이 참으로 비참하

게 살아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주위에 언니

가 큰 힘이 되어주고 있고 재혼한 남편의 전처의 자

녀들을 키웠는데 아이들이 힘이 된다고 하였다. 어릴 

때 공부를 잘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에게도 

장점이 많았던 것을 기억해 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 삶의 의욕이 

없었는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희

망을 가지겠다고 하였다.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가지

면서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먼저 말을 

붙이기로 한다고 했다. 친구들도 찾아보고 타인들에

게 관심을 가져 보겠다고 하였다. 내담자는 무엇보다

도 이번 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으

며 가족에게도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

고 자신을 피하는 아들에게 다가가기가 힘이 들었는

데 이제는 가서 말도 붙이고 아들과의 사이가 좋아져

서 감사하다는 말도 했다. 이제 앞으로는 자신을 사

랑하며 자신에게 투자하고 친구도 사귀고 운동도 하

겠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우울증척도 검사도는 38점에서 13점으로 떨어졌

다. 일반적으로 13점에서 우울증을 의심하지만 시작

할 때보다 훨씬 자신감을 가지고 좋아졌다. 대인관계 

척도에서도 54점에서 96점으로 향상을 보였다. 자아

존중감검사에서도 16점에서 30점으로 향상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걸린 50대 초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영화를 이용한 성인아이의 치료를 연구한 

것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울증검사에

서도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으며 대인관계, 자아존중

검사에서도 향상되었다. 이번 상담을 통해서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성인아이의 문제점인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대인관계척도도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내담자 아들의 중독을 보면서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엄마의 상처 입은 성인아이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됨

에 대한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상담의 회기를 

거듭할수록 자존감의 회복과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서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은 우리의 정서발달과 행동양식, 자신의 정체

감과 가치관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된다.

역기능 가정으로부터 받은 어린 시절의 크고 작은 

상처들은 내면에서 자아를 억압하고 있다가 성인아

이가 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원만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면서 자신의 불행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을 알 수 있었

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서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 볼 수 있음이 의미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성인아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성

인아이 치료’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화를 활용한 성인아이 

치료는 경제적이고 또 청각과 시각을 통한 강한 호소

력과 접근의 용이성 등의 영화치료의 장점이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데 유익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I love you 00 Oh!
I am so glad that you are born in this world.
I do not know how important you are.
Do not worry about it now.
I will keep you.
Do not be afraid and do not cry.
And I love you.
- Adults who love you 00 -

Fig. 8. Write up ca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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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언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한 명으로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치료 후 검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얼마나 지속되는 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정기간 후에 효과가 지속

되는지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영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성인아이 치료에 

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지 않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해 성인아이 치료에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

다,

넷째, 영화프로그램이 집단상담 뿐만 아니라 개인 

상담에도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내담자들의 문

제점이 다양하므로 각기 다른 문제점에 접근해서 상

담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영화를 적용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영화를 활용한 영화치료의 특징은 굳이 

상담자를 찾지 않아도 자기조력적 치료가 일어난다

는 것이다. 치료자의 개입이 없어도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

한 영화치료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화치

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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