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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893년 발명왕 토마스 엘바 에디슨(Thomas Alva

Edison)과 그의 조수인 윌리엄 K.L(William K.L.

Dickson)이 촬영용 카메라인 키네토그래프(Kineto

graph)와 그렇게 촬영된 활동사진을 개인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고안된 키네토스코프(Kinetoscope)의 완

성품을 세상에 선보인 후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가 

에디슨의 발명품들을 벤치마킹하여 ‘시네마토그래

피(Cinematography)'를 선보였다. 그리고 1895년 12

월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1분짜리 영화 10편을 대중

에게 선보이면서 탄생한 영화는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게 하며 감동을 주고 있다. 영화는 

오락으로서의 영역을 넘어 이제는 치료에 접근하게 

만드는 일종의 심리적 다리가 되어 상담 또는 정신과 

환자의 재활과 중독 상담의 교육도구로도 효과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1895년 12월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1분짜

리 영화 10편을 대중에게 선보이면서 탄생한 영화는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게 하며 감동을 

주고 있다. 영화는 오락으로서의 영역을 넘어 이제는 

치료에 접근하게 만드는 일종의 심리적 다리가 되어 

상담 또는 정신과 환자의 재활과 중독 상담의 교육도

구로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5년부터 매해 

출간되고 있는 전 세계 영화치료 관련논문들은 영화

치료와 영화를 활용한 상담의 효용성과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단계로 새롭게 영화치료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1]. 영화치료의 여러 방법 중 스토리

텔링을 활용한 영화치료가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를 

주고 있다. 사람은 고통 중에 있거나 충격적인 경험

을 당했을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없을 때 마음의 병을 

일으킨다. 특히 한국에만 있는 ’화병‘이라고 표현되

는 이 병은 분노와 좌절, 깊은 슬픔을 표현하지 못했

을 때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을 말로 표현될 

때 우리는 그 감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다. 이야기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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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영화치료의 정의 

‘영화치료’란 심리치료에 영화매체를 활용하는 예

술치료의 하나이다[2]. 예술치료(Art therapy)라는 

용어는 1942년 Adrian Hill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

었다. 그는 영국의 킹 에드워드 7세 병원에서 결핵환

자들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작업을 하였는데 곧 

이 작업이 환자들에게 단지 시간을 보내는데 유용한 

것일 뿐 아니라 그들의 불안과 심리적 외상을 드러내

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1950년대 걸

쳐 다양한 매체로 확산되어 기존의 언어치료에 반응

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가치 있는 표현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분석 심리학이

나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예술매체를 심리치료에 이

용하게 되었다[3].

영화를 본다는 것은 자신을 잠시 현실공간에서 스

크린이라는 낯선 세계로 빠져 들어 다양하게 펼쳐지

는 가상의 현실 속을 여행하게 된다. 영화는 이런 감

상만으로 끝나지 않고 영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

온 자신 안에 내재된 기억들을 도식화하고 복잡한 

삶의 방식에 기인한 인식 전반에 대한 메타포를 정화

텍스트란 시스템 구조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영화를 통해 우리는 ‘몰입’이라는 

혼합된 감정을 통해 자기만의 심리적 해소와 위안을 

통해 ‘감정치유’라는 무의식의 긍정자극이 일어난다 

하겠다. 영화치료의 본질적 성격은 영화와 대상 간에 

적당한 거리감이 영화의 소외효과가 주는 비현실감 

사이의 일어나는 심리치유효과라 하겠다. 현실에서 

이루기 힘든 일들이 잘 구성된 영화텍스트 구조 하에 

감상자들이 감정에 변화를 주어 카타르시스라는 절

정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긴장이완이라는 신체적 해

소과정을 겪게 된다. 영화란 가상현실의 책임감의 화

려한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충분한 거리로부터 보호 

받으며 감상하기 때문에 영화치유의 영향이 크다 하

겠다[4].

영화는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영화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공감하고 이해하며 자신을 이

해하며 또 감정의 정화를 느끼게 하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준다[5].

Helsey(2001)는 영화치료란 행동계획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자기이해를 촉진시키고 향후 치료적 개

입의 토대가 되도록 영화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6].

2.2 영화치료의 장점

영화치료는 경제적으로 다른 활동보다 저렴하며,

시간적으로 경제적이고 편리하며, 청각을 통한 정보 

전달성이 뛰어나고 또 강한 호소력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영화가 사람들과 친숙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 이 점이 내담자들과 친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7].

Fig. 1. Thomas Alva Edison(1847–1931).

Fig. 2. Kinetoscope.

Fig. 3. Cinema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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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영화치료의 장점을 심영섭은 그의 저서 ‘영

화치료의 이론과 실제’에서 ‘순응성(Compliance) ‘접

근성(Accessbility)’, ‘활용가능성(Availability)’. ‘호

기심(Curiosity)’, ‘지지(support)’, ‘정서적 통찰(Em-

otional insight)’, ‘라포및 커뮤니케이션(Rapport &

Communication)’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1-1]. 순

응성은 상담받기를 싫어하거나 회피하는 내담자나 

청소년에게 영화관람 자체가 하나의 강화제가 되므

로 상담요구에 더 잘 순응하고 상담을 받을 기회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영화치료는 시간이 절약되고 더 

대중적인 매체이며 관람하기 쉽다는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상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영화는 상

담에서 교육 및 연수까지 그 활용 가능성이 광범위하

다. 또 영화는 핍진성(Verisimilitude)이 강하고 청각

과 시각, 문자언어 모두를 동원하므로 내담자의 지각

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또한 영화는 관객들로 하여

금 영화 속에서 어떤 반전이 있을지 기대하고 이러한 

호기심이 영화를 지속적으로 보게 만든다. 내담자는 

‘다음번 영화는 어떤 것을 볼지?, 어떤 주인공이 나오

는 어떤 영화 일까?’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상

담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영화치료에서 영

화를 같이 본 내담자들은 영화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

고 내담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내담자

는 자신만이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아님을 알게 

되고 역경을 극복하는 주인공을 통해 희망과 용기.

심리적 위로를 받게 된다. 또 내담자들은 영화를 보

는 동안 정서적 정화의 경험을 통해 정서적 통찰을 

할 수 있다. 영화 관람을 통해 치료자와 내담자는 공

통이라 경험을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내담자와 치료자에게 공통의 화젯거리를 제

공함으로써 라포가 형성되면서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3 영화와 심리학의 만남

2.3.1 정신분석의 시작

프로이드(Freud)는 무의식의 발견자로서 39세가 

되던 1895년에 수많은 증례를 모아 브로이어와 함께 

<히스테리 연구(Studien uber Hysteria)>라는 책을 

썼으며 이것이 정신분석의 시작이다. 정신분석 이론

은 무의식에 초점을 두어 인간행동이 주로 무의식적

인 성적, 공격적 충동과 초기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

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프로이드는 환자의 기억에서 

심리적 손상을 준 사건들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는데 

신경증을 일으키는 손상은 대부분 성적인 흥분과 관

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이드는 히스테리의 원

인이 성욕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범성욕

주의자로 불리기 시작했다[1-2]. 프로이드는 히스테

리 환자들이 증세와 관련된 억압된 감정을 기억해 

내지 않으려 하는 것을 저항(Resistance)이라 불렀고 

저항은 인간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고통스러운 일에 

대한 능동적인 억압(Repreddion)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프로이드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면

술을 쓰는 대신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숨기지 않고 

Photo Movie Theater Psycho Expressive Enimeter Psychological

Therapy therapy therapy drama art therapy gram. examination

Fig. 4. Types of art Therapy.

Fig. 5. Sigmund Freud (1856년~193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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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하게 하는 자유 연상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896년 이 방식을 정신분석이라고 명명했다[8]. 영화

의 정신분석적 측면은 관객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이 

영화와 어떤 식으로 접촉하고 어떻게 반영하고 얼마

만큼 충족되느냐이다[9]. 관객은 무의식을 통해서 의

도하지 않았던 변화를 겪게 된다.

2.3.2 영화와 정신분석의 공통점

영화와 정신분석은 모두 근대성(Modernity)이라

는 힘에 의해 형성된 공통의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화가 정신

분석과 심리학을 받아들여 영화이론을 정립한 것은 

대략 1960년대이고 반대로 심리학이 영화를 받아들

여 영화치료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였다. 1895년에 

태동한 영화와는 근 6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서로 

조우하였고 예술치료 분야에서 서로 만나기까지는 

약 100년 정도가 걸렸다[1-3].

정신분석치료의 목표는 무의식적 갈등을 분석하

는 과정이다. 치료방법으로는 분석, 자유연상, 직면

과 명료화, 해석 등이 있다. 이러한 정신분석 이론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경험하는 동일시, 전이, 투사,

카타르시스와 같은 개념의 근거를 제시한다.

2.3.3 영화와 정신분석의 학문상 유사점

꿈과 영화는 시각과 청각을 동원하며 영화의 디졸

브(Dissolve, 화면겹침), 슈퍼임포지션(Superimpo-

sition, 이중인화), 슬로모션(Slow motion)등과 같은 

특수한 기법들은 꿈꾸기와 본성에 부활하는 유사한 

감각 형태로 인간에게 수용된다. 또한 꿈과 영화 모

두 개인의 무의식과 욕망이 투사되어 있으며 상징과 

은유 등의 방식으로 제시된다. 프로이드는 자신의 이

론을 기술하기 위해 영화언어에 의존했다. 진실의 기

억을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크린 기억’이라 칭

한 것, 거세이론에서 여성 성기의 클로즈업에 의해서 

각인된 충격이라고 주장한 것 등이 그 예이다[1-4].

2.3.4 해석학적 정신분석

해석학적 정신분석은 정신분석이 갖는 해석의 힘

과 그 해석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서사, 즉 이야기의 

치유력에 주목한다. 김서영은 <잉마르 베리만의 영

화에 나타난 치유적 이야기>에서 “영화 텍스트의 세

계는 내러티브의 허구적 세계와 관객의 실제 세계 

사이를 영화가 중개함으로써 구성된다. 이처럼 하나

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과정은 독자 또는 관객의 과거

를 구성하는 조각들과 텍스트의 이야기가 공명하여 

또 하나의 삶의 지평을 여는 과정이다”라고 했다

[10]. 정신분석에서 치료과정은 상담, 즉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때 이러한 고정된 이야기에 수정을 

가하여 새로운 서사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 도구가 

바로 상징이다[11]. 리쾨르는 <해석에 대하여: 프로

이드에 관한 시론>에서 상징을 ‘이중의미의 영역’으

로 정의했다[12].

2.4 영화치료에 스토리 콘텐츠 효과

2.4.1 이야기의 힘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이야기

라는 매체를 사용한다. 이야기는 의사전달의 도구만

이 아니라 인간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인간의 삶이 지속되는 한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

며 또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은 재창조되기도 한

다. 이야기는 의사전달의 도구만이 아니라 인간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

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

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정

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이야

기의 치료하는 힘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돕고자 하

는 상담분야가 이야기 치료이다. 스토리텔링의 치유

적 힘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내면에 갖고 

있는 억압되어 있는 욕망,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욕망, 그래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욕망들을 스토

리텔링 속 인물을 통해 경험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점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4.2 영화와 내러티브

영화에 대한 반응은 심층의 무의식으로부터의 인

식을 나타낸다. 영화 줄거리는 의식의 저항을 피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직접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다. 영화 속 스토리텔링을 통해 

정신의 성장과 변화를 도울 수 있다. 또 우리는 과거

에 얽매여 있던 고통과 미래에 투사된 공포와 불안을 

풀어낼 수 있는 용기와 만날 수 있고 주인공들이 이

러한 것들과 결별하는 과정을 따르고 명확성을 가지

고 행동할 수 있는 현재 시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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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1-5].

2.5 영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치료의 방법

‘영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영화치료 방법’에 대해 

심영섭은 그의 저서 <영화치료의 이론과 실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Fig. 1은 영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치료 프로세

스를 나타낸다.

2.5.1 스토리텔링의 준비단계

영화를 본 후 내담자에게 본 영화를 바탕으로 스

토리텔링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 점으로 스토리

텔링에는 정답이 없으며 스토리가 생각나지 않는 사

람을 플롯을 차용하거나 그 중 한 두가지를 조합해서 

살을 붙일 것을 권유한다. 단 플롯을 만들 때 ‘나의 

이야기와 유사하고 ’치유적 함의나 문제해결책‘이 들

어가 있는 플롯을 만들어 볼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스토리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림으로도 가능하

다는 말을 해준다.

2.5.2 영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종류

①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라면 영화 속 나의 선택

을 스토리텔링하기.

② 영화에서 지운 대사에 상상하여 대사 덧입히

기.

③ 영화 클립을 감상한 후 새로운 결말 만들기.

④ 영화에 가상의 주인공을 덧붙여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

2.5.3 주의 사항

① 영화를 활용해 내담자의 문제와 유사한 매끄러

운 이야기를 끌어내라.

② 치료적 암시가 들어 있는 이야기를 만든다.

③ 스토리텔링 시 촉진 도구를 활용하라. 인형, 예

술적인 물건, 모래접시, 동물 인형, 사진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것과 조개, 돌멩이, 막대기 나뭇잎과 같

은 무의식적인 변화를 도울 수 있는 도구들.

④ 영화를 마치 문장 완성검사처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정 영화의 일부분을 보여 준 후 그 뒤의 이야

기를 내담자에게 만들어 보도록 한다.

⑤ 영화를 끊을 때는 대개 영화의 클라이맥스나 

어려운 선택지점에서 혹은 윤리적 고민을 하는 이야

기를 만든 후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 내담자의 가치

관과 세계관, 이제까지 사용해 왔던 문제해결책이 드

러난다.

⑥ 같은 영화로 스토리텔링을 했을 경우 내담자에

게 자신의 가치관과 문제해결책을 다른 내담자와 비

교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장점이 있다.

2.5.4 스토리텔링 공개, 나눔 및 후속 상담

스토리텔링공개는 각각의 사람들이 만들어 낸 스

토리텔링이나 그림을 공개하고 이러한 스토리텔링

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

나눔과 공유는 첫째, 스토리텔링의 어떤 부분에서 

강한 감정이 일어났는지 살펴본다. 둘째, 스토리텔링

의 어떤 부분이 나의 모습이나 관계와 비슷한지 살펴

본다. 셋째, 스토리텔링 안에 반영되어 있는 나의 가

치관과 세계관을 찾아본다. 넷째, 스토리텔링 안에 

반영되어 있는 나의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본

다.

후속상담으로 첫째, 똑같은 영화를 보았지만 서로 

다른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가 

절대 평가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둘째, 스토리텔

링과 내담자의 자기 이야기 브리징한다. 셋째, 스토

리텔링과 브리징 된 내담자의 자기 이야기를 심리적

으로 지지 해준다. 넷째, 내담자가 스토리텔링에서 

다룬 것 외에 해결 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

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다섯째, 다음 회기를 계획 한

다. 마지막으로 내담자들과 소감을 나누고 상담을 마

무리 한다.

3.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영화치료의 사례분석

3.1 분석대상과 분석방법

치료대상은 우울증인 중년여성과. 자존감이 낮은 

preparations open share
follow-up 

consultation

Fig. 6. Storytelling therapy process using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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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개인상담 요청과 학교에서 의뢰한 분노조

절이 안 되는 중학교3년생과 또래들과의 대인관계가 

부족한 초등6년생이었다.

우울증여성의 우울증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

울증 척도검사는 Beck(1967)이 우울의 유무와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BDI(Beck Depression In-

ventory를 이영호(1991)가 번안한 K-BDI를 사용하

였다[13]. 분노측정을 위하여 대상자의 공격성을 측

정하기 위해 노안녕(1983)이 번역하고 수정한 Buss

(1983)와 Durkee(1957)의 공격성 검사지(Buss-

Durkee Hostility Inventory: BDHI)의 총 75문항 중 

32문항을 사용하였다[14]. 또래들의 관계를 측정하

기 위하여 Gullone과 Robinson의 또래관계척도

(IPPA-R)를 황숙영(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

다[5-1]. 이들을 대상으로 총 17편의 영화를 활용하

였으며 상담회기는 우울증 중년여성은 일주일에 한

번 총 10회기, 자존감이 낮은 대학생, 분노조절이 안 

되는 중학생, 또래관계형성이 안 되는 초등학생은 총 

9회기로 상담이 이루어졌다. 매회기마다 목표를 두었

으며 영화선정은 각 회기의 목표에 맞게 선정하였다.

3.2 분석결과 

우울증 중년여성은 영화, <굿 윌 헌팅>, <키드>,

<앤트윈 피셔>, <가족의 탄생>, <나의 왼발>, <델

마와 루이스>, <바그다드 카페>, <행복을 찾아서>

총 8편을 적용하였다. 분노조절이 안 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된 영화는 <굿 윌 헌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앤트윈 피셔>, <마빈의 방>, <빌리 

엘리어트>, <보통 사람들>, <옥토버 스카이>로 총 

7이었다. 자아존중감이 부족한 여대생을 위해 적용

된 영화는 <굿 일 헌팅>, <키드>, <김씨 표류기>,

<내일의 나를 만드는 방법>, <모나리자 스마일>,

<빌리 엘리어트>, <옥토버 스카이>로 7편을 적용

하였고, 또래관계가 힘든 초등6년생을 대상으로 영

화 <굿 일 헌팅>, <키드>, <앤트윈 피셔>, <김씨 

표류기>, <내일의 나를 만드는 방법>, <말아톤>,

<옥토버 스카이>를 적용하였다. 상담결과 우울증 

중년여성은 우울증 척도검사 (0-63점)가 상담전 38

점에서 13점으로 떨어졌다. 분노조절이 안 되는 중학

생은 공격성 척도(0-96점) 검사에서 상담전 80점에

서 30점으로 떨어졌다. 자아존중감이 떨어진 여대생

은 자아존중감척도(10-40)검사에서 상담 전 18점에

서 상담 후 29점으로 상승했다. 또래관계형성이 잘 

안되는 초등6년생은 또래관계척도(25-125점)검사에

서 상담 전 54점에서 79점으로 상승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영화치료를 통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는, 영화 

속의 시나리오와 등장인물이 내담자의 영혼에 직접 

말하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침을 알게 되었다. 즉 

과거에 얽매인 자신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과 미래에 투사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도록 해주었다. 둘째는, 영

화 속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와 유사한 

이야기를 이끌어 내면서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

했으며 또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었고 그 문제

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음을 볼 수 

있었다. 셋째는 같은 영화를 보았지만 내담자들의 각

각 다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그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과 또 공감을 통해 위로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화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

이고 상담자를 찾아가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더

라도 영화의 주인공들의 상처나 행동의 변화를 통해 

자신들이 변해갈 수 있으므로 스스로 상담자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영화가 앞으로 잠재성을 가진 예술치료의 한 

분야로써 유익한 매체가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

다. 특히 영화치료의 방법 중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영화치료’는 이야기의 치료하는 힘을 응용해서 문제 

해결을 돕고자 하는 상담분야로 매우 의미 있는 치료

방법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이 4명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상담 후 검사를 통하여 영화

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치료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

던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확인

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정 기간 후에 효과가 지속되는

지 후속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영화치

료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화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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