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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discusses

on

comparing

between

Strategic

Family

Therapy

and

Solution - Focused Family Therapy fo r applying fam ily therapy to fam ily n니rsing to
nursing

practice.

Family

nursing

foe 니ses

on

the

strength

of

individual

family

members and the fam ily group to promote their mutual s 니pport and growth where
possible. Family nursing is considerate o f the relationships between or among family
members. Family therapy is any psychotherapeutic endeavor which explicitly focuses
on altering the interactions between or among fam ily members, seeks to improve the
functioning o f the fam ily as a unit, the functioning o f its

subsystem, and the

functioning o f individual members o f the family. Therefor fam ily nursing is related to
fam ily therapy.
Among various fam ily therapy approaches, Strategic Family Therapy and Solution
- Focused Family Therapy are method-oriented and brief in duration. Brief therapy
has to more with clarity about what needs to be changed rather than time. Both of
them obtained the ideas from M ilton Erikson. Erikson's goal in treatment was change.

* 본 논문은 1998년도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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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believed in utilizing the resources o f his clients and designing a

strategy for

each specific problems” . Nevertheless, they are distinct.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approaches are as followers .： (1) Strategic family
therapists are innovative and they emphasized power techniques and the expertness
o f the therapists. In general, they use six techniques
pretend,

；

reframing, paradox, ordeals

and positioning. (2) Solution - Focused fam ily therapists assist fam ilies in

defining their situations clearly, precisely, and with possibilities. The therapist's job is
to produce change by helping them, by challenging their world view, by asking them
appropriate questions, and by giving them "skeleton keys", that is, universal tasks
that have the power to help fam ilies find ways to unlock their potential.

I. 서

론

는 간호사가 문제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이
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의료모델이나 심

가족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의존적이

리적 모델에 익숙해진 간호사들은 새로 배출

며 역동적인 통합된 전체로서 가족성원의 신

된 간호사들보다 대상자 개인을 가족과의 관

체 및 정신건강장애는 가족구성원간의 상호

계속에서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 또는 넓

작용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구성

은 범위의 지역사회속에서 정의하는 능력이

원에게 서로 영향을 준다. 현대가족이 개인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관리 전달수

중심의 다양한 형태로 수렴되고 있다면 그

준을

개인차원에서

가족차원으로

높인다는

내포한다

것은 상호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공，1995). 대부분의 한국가족은 수 천년간

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요구된

한국전통문화를 통해 내려온 의식구조와 근

다(Wright and Leahey, 1994).

이면에는

공동체의

유용성약화를

형성되어온 현대적

가족간호실무에서 적용가능한 방법론의 하

의식구조간의 상반된 의식구조 안에서 가족

나로서 가족치료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초

구성원간에

기에 개인심리치료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
어나 가족의 역동성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대이후 수 십년 사이에
심각한

가족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문제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며 급기야는 가족해체에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가족치

이르기까지 한다. 특히 고위험 가족들은 가

료에 있어서도 모델을 개발한 사람들이 대부

족전체의 건강과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

분 가졌던 주된 의문은 전통적인 과학적 방
법의 객관론에 의해 구성된 것처럼 ‘무엇이

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거나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어 빠른 중재를 필요로 한

문제의 원인인가?’였으나 1950년대에 인공두

다.

뇌학이 탄생한 이후 ‘무엇이 문제를 지속시
무엇보다

키는가?’로 바꿈에 따라 획기적으로 새로운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방향이 시작되었다(Walter and Peller, 가족

위한 간호에 그치고 가족구성원간의 상호관

치료연구모임 역，1996). 이처럼 가족치료분

계나 가족전체를 한 단위로 간호하는데 많은

야는 1950년대 후반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어려움을 갖는다. 이처럼 가족중심의 간호를

되었다. 즉 기존의 정신역동적 접근은 직선

증진시키거나 방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

적 원인론(linear causality)에 근거하여 문제

간호실무에서는

가족중심간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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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상을 정의하고, 환자의 병리와 과거사

족원들 사이의 관계에 첫 번째로 초점을 맞

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순환론적 접근방법을

추며, (3) 가족원들의 상호관계 및 속성을 변

채택하고 있는 체계론적 가족치료에서는 가

화시키려는

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개인보다는 가족

1991). 그러나 가족치료에 대한 시도는 그 형

시도를

전체에, 과거보다는 현재(here and now)에

태나 내용에

초점을 두어(김，1985; 김, 1993에서 재인용)

가족치 료이 론은

포함하고

있어서

있다(김

등,

다양하다. 보편적으로

Bowen 가족치 료 이론, Haley

다양한 가족치료모델이 개발되었다. 실제 가

가족치료이론, Minuchin 구조적 가족치료이

족치료는 치료 그 이상을 의미하며 장애가

론’ Milan학파의 가족치료이론，Satir의 경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체계내에 있

적 가족치료이론，de Shazer둥의

다는 원칙을 가지고 구체화하는 철학적 접근

단기가족치료로 구분된다. 이러한 이론과 실

으로 가족구성원들은 체계 내에서 서로 연속

제를 위한 접근법들은 이론배경과 가족기능

해결중심

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기본적인 부분이며 그

과 증상에 관한 관점을 달리하며 주요개념과

체계에 기여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가족사

치료과정과 치료기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

정과 중재는 연속적인 기능부전을 변화시키

고 있다(송，1995).

고 성장촉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

본 고에서는 가족간호실무의 향상을 위해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Group for the

다양한 가족치료기법들 가운데 단기가족치료

advancement of psychiatry, 1970； 최 등,

방법론에 속하는 전략적 가족치료(strategic

1988에서 재인용). 이러한 가족치료의 개념들

family therapy) 와 해결중심 (solution-focused)

은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에게 강조되어 왔으

가족치료를 비교 고찰하여 가족치료의 효율

나 최근에는 정신질환으로 정의된 사람들에

적 사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게 뿐만 아니라 부분적, 일시적, 만성적인 문
제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되

n. 본

고 있다(최 둥，1988). 가족치료가 필요한 경

론

우는 가족관계성에 어려움이 존재할 때와 죽
음, 이별, 입양 등 앞으로 가족에게 닥칠 변

전략적 가족치료(strategic family therapy)

화를 생각해 볼 때는 물론 가족이 문제의 원

와 해결중심(solution-focused) 가족치료는 단

인이 되지 않으나 가족이 재 강화되어야 할

기가족치료

필요가 있을 때이다(Kramer, 1980；엄, 1994

Erikson의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

방법론에

속하고, 모두 Milton

에서 재인용). 그리고 가족치료가 바람직하지

고 각 접근법들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않는 경우는 가족원들이 극단적으로 분리되

고에서 전략적 가족치료이론과 해결중심 단

어 있어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희박
할 때，폭력，망상 등의 정신병 증상이 너무

기가족치료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 이론의

가정 및 전제, 개인치료와 가족치료의 관점，

심할 경우, 가족의 방어기제가 너무 심할 경

가족기능 및 정상성에 관한 관점，치료의 목

우이다(Goldenberg, 1985；엄, 1994에서 재인

표，치료자의 역할，치료적 개입기법의 측면

용).
일반적으로 모든 가족치료는 (1) 각 가족

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

구성원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단기가족치료란

체계에서 모든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윤리적
관심을 갖고, (2) 정신내부적 역동보다도 가

-

여러

가지

가족치료모델

중의 하나로 여기에서 단기란 단순히 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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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단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

대한 속성에 대한 개념의 영향을 받고, 의사

델만의 독특한 이론과 기법을 적용하여 10

소통보다 변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sessions 이내의 단기간에 가족문제를 이해

리고 Madanes와 함께 Washington에 돌아와

하여 이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가족치료

가족내의

위계구조와

상호작용의

연쇄과정

가운

(sequence of interaction)에 초점을 두는 이

데 가장 오래된 전략적 가족치료이론과 해결

른바 전략적 가족치료를 개발하였다(김, 1994;

중심 단기가족치료이론의

모델이다(김종옥, 1993). 단기가족치료

역사적 배경을 살

송, 1996). 이러한 발달과정을 거친 Haley의

펴보므로써 이들 이론의 발달과정상 공통점

전략적 가족치료는 현재의 문제를 제거하거

과 차이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감소시키는 기술과 전략에 관심을 두고

전략적 가족치료는 Mental Research Institute
(M RI)와 the Family,

or Haley-Madanes,

Institute와 Milan System Group에 의해 명
료화되었으며 (Gladding, 1995), 역사적

발달

있어 증상위주의 행동중심적인 경향이 있다
(김소야자，1995).
단기가족치료로서
해결중심

다른

혁신적인

접근은

단기가족치료인데, 전략적

가족치

과정은 대체로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

료와는 달리 de Shazer는 1972년까지 M R I학

다(김，1994) ：첫째 단계는 1950년대에 Haley

파와는 교류가 없는 가운데 1969년에 단기가

가 Madanas와 함께 문화인류학자로서

인간

족치료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인 모델을 발달

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연구를

시켰으며，1975년에는 “Brief Therapy：Two's

실시한 Bateson과 함께 일한 시기이다. 이때

Company” 를 줄판하였다(de Shazer et al.,

그들은 가족의 병리적 의사소통 유형이 정신

1986；송, 1995에서 재인용). 해결중심(solutionᅭ

분열증상 발달에 기여하는 것과 관련된 이중

focused

theories)이론의

첫

이론가는

de

속박개념을 발달시켰다(송, 1995). 둘째 단계

Shazer 와

는 1962년부터 Jackson이 설립한 MRKMental

Erikson과 함께 일하였으며 M RI group의 단

Research Institute)에 참여하여 활동한 단계

기치료(Brief therapy)의 영 향을 받았다. 따

인데, Haley는 M R I에서 Jackson의 의사소통

라서

이론과 역할이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의사소

focused family therapy)는 전략적 가족치료

ᄋ'Hanlon 으로

초기의

해결중심

이들은

Milton

가족치료 (solution -

않게 고려되었다. 그러나 Insoo

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의 성격규정에 관

와 다르지

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Haley의 관계규정

Berg는 전통적인 이론과 1970년대 이후 가

에 관한 개념이 Jackson의 이론과 다른 점은

족치료 이론가들이 일반체계이론의 사이버네

관계규정에 있어서 권력의 역할을 보다 강조

틱 개념을 근거로 사회심리치료적 모델을 문

한 점이다(Hansen 등, 송, 1996에서 재인용).

제해결 모델로 발전시킨 이론의 대혁신을 수

셋째 단계는 Haley가 1967년 M R I를 떠나

용하면서 Erickson의 논문 “Special Techniques

Minuchine,

of Brief Hypnotherapy” 에서 자극을 받아 해

Montalvo

둥의

Philadelphia

Child Guidance Clinic에 참석하면서부터 시
작하여

Fam ily

Therapy

Institute

of

결중심적

단기치료로

발전시켰다 (Gladding,

1995). 그투 de Shazer와 Insoo Berg는 1978
Milwaukee 에

Brief

Washington D.C.를 설립하여 Madanes와 함

년에

께 전략적 가족치료를 개발한 단계로 구분할

Family Therapy Center(BFTC)를 설립하여

수 있다(Stanton, 1981； 김, 1993에서

위치하고

있는

재인

체계이론과 인간의 잠재능력에 대한 철학을

용). 즉 1960년대 후반에는 Erikson의 최면기

기초로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의 전략과 기

개입기법, Montalvo의 변화에

법을 발전시켰다.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 모

법과 역설적

가족간호실무에서 가족치료 적용을 위한 고찰

델에서

해결방안 구죽(solution building)모

서 Bateson의 이론에 충실한 가족치료에 비
전략적 (strategic)이다. 이에

델로 발전시키는 과정에 기여한 대표적인 동

해 보다

료들로는 Eve Lipchik, Weiner Michele, Bill

Haley의 가족치료이론을 구조적 • 전략적 가

더해

O'Halon 등으로，그들은 계속적인 깊은 연구

족치료이론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Minuchin

와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의 가족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견해의 영향을

내담자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매우

받아서이다. 즉 가족을 의사소통의

중요시하며, 가족치료자로서 인간에 대한 긍

뿐만 아니라 위계구조를 가진 조직으로 보았

정적인 가정과 전제가치, 전문인으로서의 철

다(Madanes, 1981, 김， 1994에서

학을 실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다(송, 1996).

Haley의 후기 가족치료이론은 위 계구조와 상

이상에서 전략적 가족치료이론과 해결중심

체계일
재인용).

호작용의 연쇄과정에 초점을 두어 가족생활

단기가족치료이론의 역사적 발달배경을 살펴

에서 가족규칙(family rule), 가족향상성 (family

본 결과 유사점은 모두 단기치료접근법의 범

homeosatsis), 보상(quid pro quo), 반복원칙

주에 해당하며 이론적으로 체계이론과 Milton

(redundancy principle), 구두(punctuation),

Erikson의

영향을

받았고, M RI문제해결과

변화에 조점을 두어 대상자의 가족을 돕기

상호균형적 • 상호보완적인 관계(symmetrical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s),

것이다.

인과관계(circular causality)의 개념을 강조

차이점은 전략적 가족치료는 Minuchin과 함

한다(Gladding, 1995). 이러한 과정을 근거로

께 일하면서 구조적인 접근법의 영향을 받아

Haley 이론의 주요개념은 관계규정, 관계통

가족내의

연쇄과정

제，위계질서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관계’

(sequence of interaction)에 초점을 두는 이

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모든 ‘의

론바 전략적 가족치료를 개발한 반면, 해결

사소통’은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시

중심

인간의

도로, 가족 내에서 성원들의 의사소통수준의

잠재능력에 대한 철학을 기초로 문제해결중

불일치는 위계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심의 단기가족치료의 전략과 기법을 발전시

결국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문

켰다는 점이다.

제를 겪게 된다.

위한 치료기법을

개발하여

위계구조와

왔다는

상호작용의

단기가족치료이론

체계이론과

해결중심
2. 이론의 가정 및 전제

가족치료는

전략적

가족치료와

달리 이론에 얽매이는 것을 거부하지만, 해

Haley의 초기이론이 체계론적 가족치료의

결 중심적 접근법을 위해 사용하는 원칙은

이론적 기반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병리적인 것 대신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두어

사실이지만，Bertrand Russell의 논리적 형태

단순하고 가장 솔직한 의미를 추구하고, 구

에 관한 이론, 사이버네틱이론, Bateson의 역

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워 내

설적 의사소통과정에서의

담자 가족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해결방법을

환류와 정보이론,

Sullivan의 대인관계이론，Minuchin의 구조적

파악하도록 돕는데 주력한다(Berg and Miller,

가족치료이론 둥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치료

1992). 즉 해결중심 단기치료의 핵심은 내담

적 기법면에서는 Erikson의 최면기법과 역설

자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욕구를 충족시키

적 지시의 기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기 위해 가지고 오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Haley는 Bateson의 기본적인 이론에 중실하

이와 같은 견해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적

기보다는 문제에 맞는 개입전략, 즉 치료적

응을 교정하려고 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제거

변화이론을 발전시키는데

하려는

주력하였다. 따라

노력은

필요

없다고

하는 Mi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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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다.

Bateson의 영향을 받은 점과 M RI를 떠나

문헌들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의 기초가 되는 가정과 전제가

Minuchin의 연구에 참여 하므로서 초기 이

치 (Nichols & Schwartz, 1991； de Hazer,

‘구조/ 조직’에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서 Haley

1991；송, 1995에서 재인용)들은 다음과 같다

의 전략적

: 내담자는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원하고, 내

Berg의 해결중심

담자의 문제들은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표면

많은 차이를 갖는다. 즉 해결중심 가족치료

에 나타나지 않는 기능을 한다. 내담자의 가

는 전통적인 가족치료 모델들과 다른 일반적

족성원들은 문제에 대하여 양가감정을 가지

인 가정，전제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

Erickson의 견해에서

영향을

받은

론의 관심영역이던 상호작용의 ‘과정’보다는
가족치료와 de Shazer와 Insoo
단기가족치료

이론은 더

고 있으며 그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은
3. 개인치료와 가족치료의 관점

가지고 있다. 즉 내담자들은 문제해결을 위
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고，이미 자신

일반적으로 개인심리치료자들은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

임상문제

으나, 다만 문제가 너무 커서 기능을 잠시

를 정신내부적 과정면에서 개념화해 왔고,
가족치료자들은 임상문제를 대인간 과정면에

상실했을 뿐이다. 치료자의 과업은 내담자들

서 개념화해 왔다(Feldman, 김 역, 1992). 따

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라서 가족치료는 전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것을 구축하도록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정들이 개인치료와 서로 상이하다. 즉 개

내담자가 해결과정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

인치료는 치료자는 개인의 심리내적인 문제

다. 즉 내담자들의 목표성취를 돕기 위해 내

들에 초점을 두며 그 개인의 사회적 환경과

담자의 자원을 신뢰하고 사용한다. 치료자는

가족관계보다 개인을 깊이 연구하고, ‘왜’라

과거에 이미 성공하였던 해결방안에 관하여

는 질문, 직선적인 원인/결과적 사고, 주관적

생각하도록 할 때, 효과가 없는 것에 몰두해

/객관적 이원론，양자택일/ 이분법，가치를 배

있는 내담자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치료자

제한 과학，결정론적/ 반응적, 법과 현실적인

는 ‘내담자의 작은 변화는 큰 변화의 모체가

것, 역사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개인 중심

돕는

되며 해결을 위한 출발이며，역기능적인 것

적, 감소화/ 단순화, 절대론적인 것에 기초한

은 문제해결을 위해 잘못 시도한 것에서 발

다. 반면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한 가족치

생한 것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치료과정

료는 가족안에서 발생하는 과정들에 초점을

은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것과

두어

같은 것이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또한 문

연결된 가족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그 개인을

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보다 해결하는 것이

연구하고, ‘무엇’에 관한 질문, 순환적 원인

더 유용하다는 관점을 가지므로 처음부터 해

론, 전체적인

결방안 모색에 관심을 둔다.

지각적, 선택 또는 찬성행동의 자유，유형들,

가족성원들간의

것, 변증적인

상호작용에

것, 주관적이며

현재 여기에 초점，관계가 있는 것, 상황적,

이상에서 이들 두 이론의 유사점과 차이점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aley의 전략적

상대론적인 것에 기초한다.

Shazer 와

단기치료유형에 속하는 전략적 가족치료와

단기가족치료 모델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는 두 이론의 가정 및

Erickson으로부터 가치, 철학, 기술，전략 등

전제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모두 가족내의

에서 받은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Haley가

현재 문제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변화

가족치료이론과

마찬가지로

Insoo Berg가 해결중심

de

치료자는

-

68

-

가족간호실무에서 가족치료 적용을 위한 고찰

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Haley의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Walsh, 1993)：

전략적 가족치료의 치료적 초점과 목적은 증

첫 번째 오류는 정상적인 유형을 병리적인

상을 가진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체계의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차이(일탈)를 병리

변화를

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으키는데

(1992)은 가족의

초점을

둔다. 특히

김

임상업무는 개개인에게 방

예로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가족의 경 우 대

향을 맞추는 치료모델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양상은 병리적인 것으로 오진하는 경우로

고 하면서 개인환자의 치료에서도 치료사는

들고 있다. 이는 가족스타일의

가족배경범위에서 문제를 보고, 다른 가족에

적인 양상을 혼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상

변형과 병리

게 영향을 받거나 주는 것을 관찰하지만 가

에서의 사정은 가족을 유형화하는 것을 피하

족치료에서는 치료의 초점을 가족 상호작용

고 가족기능에 얽혀진 요소와 다양한 체계에

의 모형에 두지 개인적인 정신상태에 두지

서의 사정, 그리고 역기능이 아닌 차이에 보

않는다고 하였다.

다 관심을 두어야할 것이다. 두 번째 오류는

최근 들어 Feldman은 통합적 다수준 모델
(Integrative Multilevel Model)을

역기능적 가족유형을 정상으로 간주하므로써

개발하여

역기능가족을 알아내는 것을 실패하는 오류

정신내부적 관점과 대인간 관점을 통합한다

이다. 그리나 실무에서 가족치료자가 가족정

고 제시하였다(김 역, 1992). 그리고 Cierpka

상성에

대한 이슈에서 완전히 중립을 지킬

(1994)는 개인은 dyad의 하위체계이며 또한

수 없는데, 이는 가족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가족 전체의 한 부분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관점이 치료자의 결정과 치료대화내용에 영

기능이 부적응이나 병리적 상황에 의해서 위

향을 주기 때문이다.

혐을 받게 되면 치료자는 우선 (1) 장애의

전략적 가족치료는 순환적 접근(circulatoiy

초점을 찾아야하고, (2) 개인이 안팎으로 또

approach)에 근거한 가족치료이론으로, 가족

는 대인관계와 심리내적 대인관계간에 조화

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항상 상호작용하며

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고, (3) 개입의

상호의존하는 하나의 체계로 본다, 또한 가

초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이 두

족내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진공상태에 있는

가족치료 이론 모두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과

다면 가족의 보다 효율적인 변화를 예상할

관련성을 지니고, 이러한 증상이 가족기능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왜냐하면 가족체계의

나 균형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위체계인 부부체계에 있어 부부의 각 원가

본다. 즉 Haley는 ‘가족 중에서 자녀가 문제

족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를 일으킴으로써,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그
리고 자녀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부

4. 가족기능 및 정상성에 관한 관점
가족치료임상가는

어느

정도의

부관계를 유지한다’고 본다(송， 1995). 이에
전략적 가족치료 접근법은 건강한 가족은 문

규범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상가 스스로가 규

제에 대처하는 폭넓은 목록을 사용하며 유연

정하고 있는 정상에 대한 개념과 문화적 규

성이 높다고 보는 반면, 병리적인 가족은 경

범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자각하여야 할 필

직성과 대안의 부족 등이 있다고 본다. 그러

요가 있다. 따라서 임상가 훈련과정에서 정

나 이러한 변화를 넘어서 전략적 접근에서는

상가족에

대한 전제를 어떻게 내리는 가를

정상성에 대한 개념접근을 심사숙고하여 피

탐구하는

것이

정상성과

한다. 왜냐하면 Haley는 가족기능을 생태체

관련하여 실제 가족치료에서 임상가가 범할

계맥락에서 보고, 개인증상과 가족위기를 가

중요하다. 가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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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생애변천과정에 적응할 수 없을 때 일

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하게 된다. 둘째 단계

어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

는 치료전략의 수립 및 개입 단계로 문제가

적 가족 치료에서 치료의 초점은 증상을 유

명확하게 규정되고, 문제를 유지시키는 상호

지시키는 피드백 고리를 변화시켜 문제해결

작용의 연쇄과정을 파악하고 난 후에 치료

을 하고자 하는 데 두고 있다.

자는 치료전략을 수립한다. 치료전략은 대부

반면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는 무엇이 문

분 직설적 또는 역설적 지시(directive)로 구

제이고 문제가 아니냐는 상대적인 것으로 가

성된다. 셋째단계는 분리단계로，전 단계의

족문제의 상세한 내력에 초점을 두지 않고

치료적

(Gladding, 1995), 실재의 구성주의적 관점을

역기능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게 되면，치료자는 가족이 변화를 유지할 수

문

개입을 통하여
상호작용의
있으므로

현재문제와

가족의

연쇄과정이

변화하

제와 문제를 유지하는 유형에서 문제해결에

있는 능력이

주목하는 치료로 변화를 가져왔다. 치료관계

(disengagement) 되어

역시 덜 위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내담자의 자

치료를 시작하면서 제기했던 문제는 해결되

원과 능력을 인정하고,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었지만, 치료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구성주의 철학을 기반

가족이

치료하기를

가족체계에서

나온다.

만약

분리
가족이

원한다면， 일단 치료를

으로 하여 복잡한 현실이 수용되고 있으며,

종결한 후 새롭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다

만일 유용하다면 실용적으로 가치를 부여하

시 계약을 맺고 치료를 한다.
전략적

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위험은 모든 관점

가족치료의

대표적인

개입기법은

이 동등하게 가치 있으며 경험에 대한 정확

직설적 지시(straight directive), 역설적 개입

하고 정직한 표현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paradoxical intervention), 그리고 시련기법

(Walsh, 1993).

(ordeal directive) 등이

있다(김, 1994; 송,

1996).
5. 치료개입기법

첫째

전략적 가족치료와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

Haley는 부적절한 행동의 연쇄과정을 변화시
키기 위하여 치료적 과제를 부여하거나 지시

면 다음과 같다.

를 한다. 직설적 지시에는 대상자나 가족에

Haley의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일차적인 초

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직설적 지시와

점을 두는 것은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들 중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역설적 지시가 있
으며, 직설적 지시와 역설적 지시 중 어느

에서 가족들이 가장 해결하기를 원하는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송성자, 1996)，치
1994).

다음의

3단계로

하나를 편중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Burbatti

이루어진다(김,

& Formati，1988, 김, 1994에서 재인용). 둘

첫째 단계는 문제규정 단계로，가족

째, 역설적 개입(paradoxical intervention)은

의 문제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족의 조직적

가족성원들이 저항하도록 하여 변화를 일으

문제와 가족외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
호작용의

연쇄과정

즉， 가족의

키는 치료기법으로 (1) 전체가족에 대한 개

위계구조를

입과 (2),특정성원에

관찰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연쇄과정을 관

대한 개입으로 구분된

다. 역설적 기법에는 주로 처방(prescribing),

찰하여, 현재문제가 가족의 혼란된 위계구조

제지(restraining), 재정의(reframing, redefining),

의 은유이며, 가족의 조직적 문제를 해결하

-

지시(straight directive)로는

등이 있으며(송, 1995) 이 기법을 사용할 때

의 치료기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각 치료목
표와 치료과정을 논한 후 치료기법을 소개하

료과정은

직설적

충고, 직접적 제안，코오칭, 시련행동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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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기법 (pretending)이 있다(송, 1995). 처방

여하는 방법, (4) 두 사람 이상을 하나의 단

(prescribing)은 역설적 개입전략중에서 가장

위로 시련과제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해결중심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증상을 없애기 위하

단기치료에서는

치료의

목표를

여 증상을 지속하게 하거나 증상을 과장하게

잘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치료의 성공을

하고, 자의로 증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목적을 강조하고 내

역설적 개입전략이다. 제지(restraining)는 치

담자와 협상하고, 협동하여 목표를 잘 설정

료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재발을 예측하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때 치료자와

여 경고하거나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 게 빠르

내담자와의 관계유형은 방문자형, 불편형, 고

다고 지적하여 변화의 속도를 통제하기도 하

객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내담자의

는 것으로 재발을 처방하는 것은 증상을 재
연하도록 처방하므로써 증상에 대해 역겹고

그러한 성격을 이해하고 가족치료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료자의 역할은 그들을

지겹게

것이다. 재정의(reframing,

도우므로써 변화하게 하고，그들의 가치관에

redefining)는 특정한 사건의 속성을 변화시

도전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므로써

만드는

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사실에 대

골격이 되는 해결의 열쇠，즉 가족들이 그들

한 관점, 감정, 태도를 좀 더 구체화하고 긍

의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

정적으로 재규정하므로써 사건과 관련된 감

므로써 가족을 돕는다(Gladding, 1995). 그리

정, 의미, 가치판단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

고 목표를 잘 설정하기 위해 (1) 내담자에게

다. 이러한 재정의를 통하여 어떤 사건이나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하기, (2) 작은 것을 목

문제행동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표로 하기, (3)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목

되면, 문제에 대한 개인 관점뿐만 아니라 가

표로 하기, (4)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관

족전체의 견해도 점차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심 두기，(5) 목표를 종료보다 시작으로 간주

결과적으로 재정의는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

하기, (6) 내담자의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

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가장기법 (pretending)

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하기, (7) 목표수행은

은 IP(Identified Person) 와 치료자사이의 관

힘든 것이라고 인식하기 둥의 7가지 원칙을

계를 방해하는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서 IP 에

제시하였다(김，1992；송, 1995).

게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결중심

행동하게

단기가족치료의

치료전략으로서

하고, 가족들에게는 IP를 보호하고 원조하는

de Shazer 와 Insoo Berg & Miller (1991) 는

것처럼 하게하는 기법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치료적 대화를 중요시하며 치료과정에서 문

까지 IP의 문제행동을 은연중에 조장하였던

제해결방안을 구축하는데 유용한 질문을 개

가족들의 행동이 변화하게 되고, 이로 인하

발하고 발전시켜 왔다(송, 1995에서 재인용).

여 IP는 지금까지

위하여

치료자는 1차 가족치료를 위한 만남에서 다

한다. 셋째,

음의 질문을 하므로서 치료의 진전효과를 볼

가족을 보호하기

수행하던 문제행동을 쏘기하게

시련기법(odeal techniques)은 변화를 원하는

수 있다. 치료자는 처음 치료면담 이전의 변

사람에게 증상보다 더 고된 체험을 하도록

화에 관한 질문을 통해 어떻게 문제의 심각

과제를 주어 증상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가 완화되었는지를 내담자가 파악할 수

다. 시련기법의 종류는 (1) 직접적인 방식으

있도록 질문한다. 그리고 성공했던

로 시련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 (2) 역설적인

현재 잘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예외질문

방법으로 시련과제를 부여하는 방법, (3) 재

을 통해 문제에 관한 부정적인 사고의 해결

정의와 직면기법을 활용하여 시련과제를 부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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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더해 현실화의 구축，가능성에 대한

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치료적인 제안, 과

자기상을 형성하게 하는 기 적질문을 통해 문

제 또 는 지시를 말한다(de Shazer 등, 1986).

제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문제와 분

이러한 기법은 치료팀이 내담자 문제에 대해

리하여 해결을 상상하게 하여 문제에

더욱 객관적이며 다양한 관점을 줄 수 있다.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후 내담자에게 희
망과 가능성을 갖게 한다. 또한 적도질문을

111. 결

사용하여 내담자가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

론

하고 다음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탐색
하게 한다. 특히 척도질문은 문제의 심각도

가족은 개인을 통합하고 사회와 연결시키

를 사정하는데 사용되며 치료목표의 성취정

므로 가족의 안정이 개인의 안정은 물론 사

도와 사정평가, 결과평가에 매우 유용한 질

회의 안정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가

문이다. 마지막으로 대처/극복질문은 만성적

족의 안정과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 어려움과 위기에 관련된 것으로 이루어진

맥락에서 가족간호는 가족의 문화적 맥락을

다. 다음 2차와 그 이후의 가족치료를 위한

고려한 가족구성원간의 상호관계를 다루어야

만남에서

하고, 가족을 돌보는

치료자는

치료효과의

유지, 강화

건강전문가의

목표는

확대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포함

가족의 항상성을 분열시키는 행동과 반응을

되는 질문유형은 ‘지난번 치료 이후 변화한

줄이는

것을 이끌어내는 질문’, ‘긍정적인 변화에 대

(1989)은 가족을 위한 일차관리에 있어서 건

해 자세한 질문’, ‘강화하기

강전문직요원들은 현 보건체계에 있어서 단

위해 내담자가

것이

되어야 한다. 이에 Gillis

등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에 대한 인정과 가치를

위로서 가족을 돌보는 방법을 묘사하면서 가

확인하는 질문’，‘동기, 과정, 희망 등에 대한

족치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계에서

척도로 질문’이다. 이에 더해 변화가 없거나

는 간호전문직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가족들

나빠졌다고 보고할 경우 나빠진 것을 자세히

을 상담하면서 가족치료를 실무에 적용하지

질문하고, 대처방법에 관하여 질문하여 작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1995).

해결방안을 발견하며 상담 중 자문시간 활용
에 사용되는 기법에는 메시지

작성과 과제

이에 본 고에서는 가족간호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론으로서

다양한 가족치료모델

주기가 있다. 특히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에

가운데 전략적 가족치료와 해결중심 단기가

중요한 기법의 하나는 일반경 뒤에 있는 치

족치료를 비교 고찰하였다. 먼저 두 모델의

료 팀으로부터 인터폰을 사용하여 상담 중에

유사점은 모두 치료의 기간이 10희 정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단기 간이 고 , Erickson의

치료 팀이 없는 경우에도 휴식시간을 갖음으
로써 치료과정을 검토하고, 적절한 메시지와

Erikson은 가족치료의 목표를 내담자를 포함
한 가족구성원의 변화로 두고，내담자의 자

영 향을

받았 다 .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일반적으

원을 활용하여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로 휴식시간에 구성된 메시지는 칭찬과 단서

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었다. 또

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칭찬의 목

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어 문제에 대한 자

적은 문제해결로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것으

세한 서술을 통하여 문제를 파악하여 가족구

로, 특정한 내용이나 문맥에 관계없이 내담

성원들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유

자가 하고 있는 좋거나 옳은 것을 기반으로

도하는 점이다. 두 접근법의 차이점은 전략

하고, 단서는 내담자가 그들에게 좋은 해결

적 가족치료에서는 치료자가 내담자 가족의

가족간호실무에서 가족치료 적용을 위한 고찰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신학대학교 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치료자의 준거틀을
중요시하며 치료자 중심으로 치료개입과 개

학논단，211-237.

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반면，해결중심 단기

김종옥(1994). 단기가족치료의

이론과 기법.

가족치료에서는 내담자 가족의 준거틀을 중

연세사회복지연구，제1권，33-62.

시하여 내담자 가족이 그들의 문제에 관한

송성자(1996).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법문사.

전문가로 간주하고 내담자 가족이 가지고 있

엄예선(1994). 한국가족치료개발론. 서울: 홍

는 장점이나 예외에 대한 탐색이 내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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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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