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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치료에서 근거기반실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여 년간 이
루어진 가족치료 성과연구가 치료효과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향
후 성과연구의 양적/질적 수준의 제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임상적 개입효과의
과학적 검증에 대한 신뢰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도출되었던 ESTs 기준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하였으며,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발표된 가족치료 성과연구 22편의 연구방법 엄
격성 정도 및 연구보고방식의 구체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연구들은 내적
타당도의 위협을 배제하기 어려운 유사실험설계나 전실험설계 등을 주로 사용하였고, 표본수의 부족
으로 적합한 자료분석방법의 활용에도 제한이 있어 효능성 연구보다는 효과성 연구의 성격에 더 가까
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보고방식의 구체성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근거기반 실천연구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더불어 이러한 성과연구에서 시도된 다
양한 효과평가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측정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주제어 : 근거기반실천, 효능성, 효과성, 성과측정의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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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가족치료와 같이 임상적 실천을 중요시 하
는 학문분야에서 연구-실천 통합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연구-실천 통합이
란 전문적 이론이나 모델의 임상적 실천효과
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다시 실천에
적용하는 것으로, 치료의 효과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효과 검증이 이루
어진 개입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전문직의 책임성
증진 뿐 아니라 임상치료서비스의 위상제고에
도 기여할 수 있다.
연구-실천 통합의 중요한 부분인, ‘실천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개입의
결과로 보고된 변화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신
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1950년대 Hans Esynck
가 심리치료의 효과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이
래로 원조전문직 분야에서 치료성과의 과학적
검증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Sprenkle, 2002).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 하나로, 1990년대에
는 미국 정신의학회와 심리학회가 공동으로
“경험적 근거가 마련된 치료: ESTs(empirically
supported treatments)”라 불리는 공식적인 성과
연구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Sprenkle, 2002) 치
료성과의 과학적 검증이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ESTs에서 제시한 기준은 해당연
구가 충분한 경험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필요한
가에 대한 일종의 합의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매우 엄격한 실험설계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원조전문직의 치료적 개입은 반드시
이러한 경험적 근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이 마련된 것은 아니나, 관련 전
문가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이렇게 될 가능성

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방향의 변화는 앞
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Royce,
Thyer, Padgett, & Logan, 2001).

이처럼 임상치료서비스의 책임성 증가에 대
한 원조전문직 내 외부에서의 요구는 가족치
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가족치료연구의 변화추이를 간략히
돌아보면, 초창기에는 가족치료의 성과와 과
정을 평가하는 주요 방법으로, 녹음/녹화나 일
방경을 통한 관찰 및 회기에 대한 치료자들
간 토론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이러한 방법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적 의견이나 인상에 바탕
을 두고 이루어진 다소 ‘무른(soft)’ 질적 연구
라는 비판과 함께 보다 양적이고 객관적인 실
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통제집단을
사용하지 않는 등 방법론적인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특정문제에 특정한 모델을 적용하는
성과연구가(예. Minuchin et al., 1975, Sprenkle &
Piercy, 2005 재인용) 시도되기도 하였다. 또한,
1990년대 ESTs의 영향으로 가족치료분야에서
도 근거기반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방법
론적 발전의 성과가 보고되기도 하는 등, 이
제 가족치료분야에서 증거기반의 실천이 상당
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prenkle, 2002).
최근 우리나라 가족치료분야에서도 연구와
치료의 간격(gap)을 줄이는데 보다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가족치료 성과연구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영순(2000)은 성과연
구가 임상치료방법으로서 가족치료의 위상 및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족치
료의 미래는 성과연구의 수행에 달려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1993년부터 발간되어온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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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으로써 우리나라 가족치료 성과연구의 현황
을 가늠해보면 , 가족치료학회지 창간호부터
2010년 6월 현재 17권 1호까지 발표된 전체
학술논문 176편 중 성과연구는 22편으로, 전
체 연구 중 비율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나
(12.5%), 1998년 이후로는 한 회도 거르지 않
고 회당 1-3편의 분량으로 발표되어 왔는데,
전반적으로 성과연구가 양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더라도 비교적 꾸준히 지속되는 양상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는 국
내에서 이루어진 성과연구의 수량적 현황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성과연구에서 보
고된 결과가 실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가
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내 가족치료분야 내외에서도 가족치료성과
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되
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에 발표된
성과연구가 연구방법 면에서는 어떠한지 국제
적으로 마련된 기준을 통해 점검해봄으로써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족치료가 가족치료 효과
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치료효과에 대한
원조전문직 내․외부의 비판에 따라 근거기반
실천의 기반이 마련되고 다양한 연구방법의
발전이 이루어져왔던 외국의 연구-실천 통합
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치료 성과연구
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이에 본 연구는 치료효과의 과학적 검증에
1)

1)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외에도 가족치료분야의 학
술지는 여럿 있으나, 가족치료분야에서 한국가족
치료학회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해 전반적
양상을 추정해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
인다.

대한 신뢰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도출되었던
실험연구의 엄격성 기준인 ESTs 기준을 고찰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발표된 가족치료
성과연구 22편의 연구방법 및 연구보고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성과연구에서
시도된 다양한 효과평가 방식들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연구방법에서의 다원주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이를 통해 성과연구의 양적/질적
수준의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성과연구의 유형과 유형별 기준
가족치료 성과연구란 치료의 효과에 대해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로, 가족치
료가 치료를 안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입
증함으로써 가족치료 사용의 정당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다른 방식의 치료와 비교하여 가
족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증명을 함으로써
가족치료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혹은
가족치료방법 중 특수한 치료전략과 기법이
더 효과적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함으로
써, 치료모델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특
정한 모델이나 기법의 적용결과가 ‘효과적이
다’, ‘부부관계가 좋아졌다’, ‘의사소통방식이
개선되었다’ 등과 같이 보고할 때, 이러한 개
입의 성과를 “믿을 수 있다”라고 결정하기 위
해서는 과학적 검증과정에 사용된 연구방법의
엄격성 정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연구자들
은 이러한 연구방법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 성
과연구를 효능성(efficacy)연구와 효과성(effectiveness)
연구로 분류하고 있다. 효능성 연구와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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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과연구의 유형: 효능성 연구와 효과성 연구 비교
효능성 연구

배경

치료성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는 취지에서 1990년대에 시작된 연구방법론 개발노력인 EST
(empirically supported treatment)운동을 통해 엄격한 실험연구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 기준이 충족되어야 효능성 입증연구(efficacious
research)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념

특정 모델 적용에 매우 전문적 훈련을 받은 치료자가 비교적 엄격
한 기준을 통해 선발된 대상자를 무선으로 할당한 이상적인 실험
상황에서 치료할 때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연구로, 관찰된 변화
가 우연이나 다른 오염변인이 아니라 치료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게 된다.

연구
질문

1.
2.

개입이 통제된, 이상적인 ‘연구치료'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가?
이 새로운 개입방법이 이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여타의 개
입이나 플라시보 보다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오는가?

효과성 연구
치료의 유용성이나 효과성 즉 치료가 실제 임상
에서 효과가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통제된 임상적 실험이 실제 임상실천의 풍부함,
다양함을 포착하지 못하며, 무선화 과정 자체가
임상적으로 접하는 대상의 대표성을 침해하게 되
는 등 효능성 연구의 일반화 문제를 지적하며 출
현하였다.
체계적인, 자연스러운 실험 즉 외적타당도를 강조
하고, 개입 결과를 다른 임상가, 임상적 세팅, 다
른 대상자 그룹에게 일반화시켜주기 위한 실험연
구이다.
1. ‘일반적 치료’ 상황 즉 평균정도의 임상가가
전형적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적 상황에서 이 치료가 효과적인가?
2. 이 새로운 치료방법이 실천에서 효과가 있는
가? 즉, 이 치료는 실제 임상세팅에서 제공될
때 내담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적어도 두 집단의 집단간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통제집
단 유형으로, 비처치집단, 약물집단, 플라시보 집단, 다른 치료집
단이 있는데, 이는 연구의 수준의 위계를 결정한다).
2. 두 집단 대상자는 무선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자연적인 임상적 세팅에서 치료에 대한 평가를
3.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한다.
통계적 분석을 해야 한다.
연구방법 4.5. 적절한
2. 유사실험설계를 사용한다: 비교집단의 할당은
재실험이 가능하도록 치료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술, 무선할당이 아니며, 따라서 비교집단은 독립변
및
즉
매뉴얼 사용이 필요하며 이에는 대상자 기준 및 주요절차가 인을 포함한 여러 변인이 치료 전에 실험집단
기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과 다를 수 있다.
6. 치료가 '효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기 기준을 모두 충족시
3. 매뉴얼이 꼭 필요하지 않다.
키는 독립적인 다른 연구자에 의한 재실험연구 최소 2회 이상,
‘효능이 있을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 1회 요구된다.
7. 치료자들은 치료의 표준화를 보장하기 위한 훈련과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치료성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효능성 연구보다는 강력한 인과성을 제시해줄 수
비치료집단이 아닌 다른 치료집단과의 비교에서 해당 치료집 없지만,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유
유용성 특히
단 변화가 더 우수할 경우 특정이론이나 모델에 대한 확신을 줄 사실험설계나 전실험설계의 가치에 대한 근거를
수도 있어 치료이론의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시해준다.
1. 너무 구조화된 고도로 통제된 실험상황은 실제 치료현실과 유사
하지 않으므로 일반화의 문제를 야기한다.
2. 매뉴얼사용이 동일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가져온다. 예를 내적타당도의 위협으로 관찰된 변화에 대한 여러
들어, 통합방법론 사용 치료자의 증가로 순수하게 특정모델의 설명이 가능하며, 따라서 재실험을 통해 가설검증
제한점
효능검증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치료자는 같은 용량에 이 필요하다. 즉, 연구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과
같은 효능을 갖는 약물이 아니다.
학적 근거의 제시는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3. 결국 실험연구에 요구되는 절차기준이 엄격할수록 연구와 치료
의 통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출처: Chambless & Hollon(1998); Howard, Moras, Brill, Martinovich, & Lutz (1996); Lyness, Walsh, & Sprenkle (2002); Pinsoff & Wynne (1995);
Pinsof & Wynne(2000); Sprenkle(2002)을 참고로 요약정리함
1.

- 4 -

가족치료 연구-실천의 통합을 위한 성과연구 분석-한국 가족치료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의 주요 특징을 비교해보면(<표 1>) 이들
은 각각이 나름의 방식으로 연구-실천의 통합
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특정 연구방법에 우위
를 둔 비교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실천 통합의 주요 흐름의 하나
인, ‘경험적으로 근거가 마련된 개입(empirically
validated treatment)’, 혹은 ‘증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의 입장에서는 효능성 연구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효능
성 연구의 연구방법 기준은 연구방법의 엄격
성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개입의 결과로
보고된 효과의 신뢰여부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연구방법의
엄격성 정도를 평가하는 분석틀로 효능성 연
구의 연구방법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2. 연구분석틀
효능성 연구의 기준은 집단간 비교여부와
무선할당 여부, 성과측정방법, 자료분석방법,
매뉴얼 사용 혹은 보고의 구체성 정도, 재실
험연구 횟수, 그리고 슈퍼비젼 여부의 여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표 1>), 이들 중 앞
의 네 가지 기준이 본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
될 것이다 .
2)

비교집단의 사용과 무선할당: 실험설계
효능성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집단
간 비교와 무선할당으로 이는 실험설계와 관
련이 있다. 설계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얻
기 위해 고안한 구조와 전략으로, 엄격한 실
1)

2)

재실험 연구회수와 슈퍼비젼 여부는 일반적으로
학술지에 발표된 성과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정
보가 아니므로 본 연구의 분석에서 이를 제외한
다.

험설계를 통한 프로그램 성과평가는 관찰된
변화에 대해서 실험적 처치이외의 다른 설명
을 배제할 수 있게 해주므로, 설계가 정교할
수록 개입성과에 대해서 더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집단을 분석단위로 하는 실험설계는
비교집단의 유무와 무선할당여부 기준에 따라
(진)실험설계, 유사실험설계, 전실험설계로 구
분이 되며 이들이 설계의 엄격성 정도를 결
정한다(김계현, 2000; Bloom, Fischer, & Orme,
3)

1995; Rubin & Babbie, 2009).

무선할당이 이루어지는 진실험설계는 실험
설계의 엄격성정도 면에서 가장 상위단계이나,
대상자 모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윤리적 문제
가 발생하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임상치료현장에서는 치료자가 대상자를 사전
에 평가하여 자기가 제공하려는 개입프로그램
에 적합한지 스크리닝을 하게 되므로, 무선할
당은 개입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 자
체를 할 수 없게 하기도 한다(김계현, 2000).
그러나, 유사실험설계는 개입집단과 비교집단
간 동질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두 집단 간 결과차이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된
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집단 간 동질성 근
거의 제공 정도가 이 설계를 사용한 연구결과
의 확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
다. 동질성 근거 제공의 방법으로는 우선, 개
입집단의 핵심 특성을 가능한 한 매칭하여 비
교집단을 구성하는 방법과, 독립변수의 도입
전 두 집단 간 핵심적인 알려진 차이에 대해
서 통계적인 통제를 함으로써 개입집단과 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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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단일사례설계는 단 한
편의 연구에서 전실험설계와 병행되어 부가적으
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8권 제2호, 2010

교집단을 동일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단
순 t 검정을 하거나, 두 집단 간 차이가 나는
배경변수 및 사전검사점수를 공변량(covariatees)
으로 통제하면서 치료조건 간의 차이를 평가
하는 ANCOVA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표본
크기가 적거나 여타의 이유로 상기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동일성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연구에서 수
행한 할당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
함으로써 연구결과가 갖는 제한점을 인식한
가운데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연
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뿐 아
니라, 연구결과가 갖는 제한점을 명료하게 인
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계현, 2000; 김동배, 이윤로, 2000; Royce et
al., 2001; Rubin & Babbie, 2009).

전실험설계는 내적타당도가 낮기 때문에 증
거기반 실천연구의 위계상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가설의 개연
성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어, 개입에 대한 지
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는 높다. 그러나,
시험적 연구이므로 주어진 접근방식으로부터
향후 가장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와
치료효과에 관한 ‘잠정적 가설’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설계상 한계를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집단이 예견된 방향으로 변화했
는지 여부만 논의해야지, 해당 연구가 개입효
과를 타당한 방식으로 검증 한 것처럼 보고해
서는 안 된다. 이 설계에서는 충분한 수의 표
본을 통해 검증했어도 사전조사와 사후결과
간 유의한 차이가 이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Royce et al., 2001; Rubin &
Babbie, 2009).

따라서, 실험설계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
석은 첫째, 분석대상 연구들은 어떠한 실험설
계를 활용하였는가, 둘째, 유사실험설계 연구
에서 내적타당도 보장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였는가, 셋째, 전실험설계연구에서 연구
결과 해석상 시험적 연구설계의 한계에 대한
명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의 세 가지 틀을
적용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측정도구의 사용
효능성 연구 기준의 하나인 ‘표준화된 측정
도구의 사용’은 개입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료의 비교와
통계적 분석 및 일반화에 유용하다. 개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입의
목표와 대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척도의 선택
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입프
로그램이 겨냥한 행동/인지/정서변화는 프로그
램의 개발과정에서 해당 내담자에게 결핍되거
나 문제가 되어 증가/향상 혹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논리적으로 논의되고, 문헌연구
등을 통해 이론적 근거가 제시된 후 측정지표
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Royce et al., 2001)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척도를 찾기
가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며, 더욱이 표준화
된 측정도구는 규모가 큰 표집대상에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수의 가족치료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통계
적 분석에 제한이 있어, 표준화된 측정도구에
만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측정방법을 병행
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측정도구의 사용 측면에서 본 연구
의 분석은 첫째,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
고 있는가, 둘째, 사용한 측정도구와 개입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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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목표가 부합되는가, 셋째, 표준화된 측정
도구 이외에 사용되고 있는 성과측정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사용되
고 있는가의 세 가지 틀을 통해 이루어질 것
이다. 측정도구 사용 측면에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이외의 다양한 효과측정방법에 대한 고찰
은 효능성 연구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
이나, 양적측정을 통한 과학적 근거의 제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임상적 치료연구 세팅
에서는 성과측정방법의 다각화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므로(Sprenkle & Piercy, 2005), 이들
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자료분석방법: 통계적 유의성 검증기법
자료분석은 해당 개입프로그램의 바탕이 되
는 이론 및 모델의 활동과 결과간의 가설적
관계를 검증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개입 전과
후에 혹은 개입집단과 비교(통제)집단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결
론을 내리기 위해서 자료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게 되며, 일련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기법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기법은 크게 모수검증과
비모수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모수검증을 사
용하기 위해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변수가 등간 또는 비
율변수의 형태로 측정되어야 하고, 그 변수들
에서 모수의 표본분포는 정규분포여야 한다
(유태균, 2006; Rubin & Babbie, 2009). 따라서,
실험연구에서 모수검증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응답항목이 등간 또는 비율변수인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표본을 확보해야
한다 . 통계적 유의성 검증기법 선택에서 고
3)

려되어야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분석에 포함될
변수의 개수인데, 실험연구에서 변수의 개수
를 결정하는 것은 분석집단의 개수와(개입/ 비
교 집단 수) 측정시점의 개수(예; 사전, 사후,
추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분석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은 첫째, 통계적 유의성 검증기법의 선택
이 모수검증기법의 선택기준에 적합하게 이루
어졌는가, 둘째, 변수의 개수에 따라 각기 어
떠한 검증기법이 선택되었는가의 분석틀을 통
해 이루어질 것이다.
재검증을 위한 연구보고의 구체성 정도
과학적 검증을 통하여 개입의 성과가 확인
된 후, 검증된 방식을 다시 실천에 적용해야
비로소 연구와 실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검증한 개입프로그램이 유
사한 대상이나 문제 상황에 다시 적용 보급되
어야,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개발하고
검증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임상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효능성 연구에서는 재실
험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매뉴얼이나 치료 상
황, 대상자 관련기준, 주요 절 차 등에 대한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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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분포가정은 모집단의 상태에 대한 가정으로,
모집단의 정규분포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는 표본수가 크더라도 비모수검증기법을 사용하
고 그러한 가정이 타당할 경우에는 표본의 수가
작더라도 모수검증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
장도 있다(박광배, 엄진섭, 2001). 그러나 정규분
포가정은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는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큰 표본인 경우 대개 정규분포가정을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김순흥, 정영해, 양철호,
1999), 표본의 크기가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통
용된다. 모수검증기법의 선택에 권장되는 표본의
최소크기는 학문분야별로 그 기준이 약간씩 다
르나 의학 분야의 경우 n≥20, 사회과학분야의
경우 n≥30-40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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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분명한 명시를 그 기준의 하나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처치집단과의 비교보
다는 다른 종류의 치료집단과의 비교연구가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로 간주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문제영역이나 진단명을 구분하지 않
거나 치료자의 이론적 접근을 명확히 하지 않
고,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보편적으로’ 즉 각
종 문제의 내담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알
아보는 방식을 주로 취했으나, 1960년대 후반
부터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종류의 치료가
가장 유효한가?’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특
정 연구문제’가 성과연구의 추세가 되어왔다
(김계현, 2000). 실제로, 모든 모델이 모든 대
상의 문제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대
상 집단이나 특정 문제에 대한 적용 결과를
아는 것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개
입프로그램의 개발에 배경이 되는 이론이나
모델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특
정대상을 겨냥하여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는
개발과정에 대한 정보 역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상의 모집이나 선발/할당 방법, 대상
의 특성(진단명, 나이 등.),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 활동요소와 내용, 진행방법, 준비물 등
뿐 아니라, 주요 실험절차 예를 들어, 실험설
계와 표집 및 할당방법, 측정도구, 자료분석방
법에 대한 구체적 정보 및 결과표의 해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공되어야 재검증이 가능하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재검증을 위한 정보제공의 구체성
정도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은 첫째, 각 개
입프로그램 개발의 배경이 되는 모델은 무엇
인가, 둘째,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대한 정보제
공은 어떠한가, 셋째,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어떠한가, 넷째, 실험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어떠한가의 틀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창간
호부터(1993년) 17권 2호(2009년 하반기)까지
발표된 전체 연구 중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효과를 검증한 성과연구이다.
2. 연구방법
효과검증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이 되
는 효능성 연구 기준에 따라 도출된 연구 분
석틀을 적용하여, 대상 연구들의 실험설계, 성
과측정방법, 자료분석방법, 연구보고의 구체성
정도를 분석한다.

Ⅲ. 연구결과
1. 분석대상 연구의 전반적 현황
전체 176개 연구 중 성과연구는 22개로, 전
체의 12.5%의 출현율을 보였다. 권별 현황을
보면 1996년 최초로 발표된 이후 1년 간 출연
이 없다가 1998년 이후로는 매회 1~3편이 꾸
준히 발표되어 왔다.
2. 연구방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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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의 엄격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

가족치료 연구-실천의 통합을 위한 성과연구 분석-한국 가족치료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논문

대상 집단
특성

심혜숙, 유수경(1996)

청소년자녀가족

정민희(1998)

알콜중독자

이현숙(1999)

부부
남성중도
척수손상부부
대학(원)생

유양숙(1999)
심혜숙, 김수연(2000)

<표 2> 성과연구의 특성 분석
표본
수
10명
명

7

쌍

52

쌍

5

개입
설계
적용 회기 비교 자료수집
모델
집단 방법 /시기
Satir
10
O
사전사후
녹음기록
해결중심 7 X 목표성취척도
인지행동
X
사전사후
부부관계 8 O 사전사후
증진
Satir
8
O
사전사후

모의희(2002)
양소영, 전영주(2002)

명
아내구타자 852집단
명 인지행동
부부
9쌍
Satir
한부모 가족아동 4명 해결중심

강말숙, 정영주(2003)

신혼 초기여성

6

이화자, 최연실(2003)

중년기 부부

5

황은, 이현주(2003)

장애아동 모
가정폭력피해자원
조전문가+도우미

최선령(2001)

조재경(2004)

정문자, 어주경(2004) 학교 부적응아동
공성숙(2004)
고미영(2005)

부부
학대아동

박민자, 정혜정(2006) 가정폭력피해여성
최정은, 김성천(2006)
권수정, 전영주(2007)

시설 가출소녀
결혼초기부부

11

사전사후

성과평가방법
통계적 질적
측정방법 유의도
검증 분석
표준화된 척도
t-test
O
척도질문

N/A

O

표준화된 척도

t-test

X

표준화된 척도

Mann-Whitney
Test, wilcoxon

증

표준화된 척도
표준화된 척도

검

t-test
wilcoxon

검증,

10

X

8

O

6

X

명 인지행동

6

X

사전사후

쌍

8

O

사전사후

4

X

사전사후

검증
기술통계
표준화된 척도 (사전후평균비교
)
표준화된 척도
N/A

13

X

사전사후

표준화된 척도

wilcoxon

6

X

사전사후

표준화된 척도

wilcoxon

5

X

8

X

사전사후
사전사후

표준화된 척도
질적면접

Satir

9

O

사전사후

표준화된 척도

해결중심

7

X

ENRICH

6

O

사전사후
사전사후

표준화된 척도
표준화된 척도

부부성장

6

O

사전사후

표준화된 척도

8

x

x

x

6

o

8

x

Satir

명 해결중심
15명
위기
+18명 패러다임
3

명 해결중심

19

쌍 Gottman
이야기치
5명
료

14

명

13

명
12쌍
이동숙(2008)
중년부부 7쌍+9+8명쌍
엄헤정, 이종우(2009) 비만여대생
4명
소병숙, 정혜정(2009) 결혼이민여성부부 4쌍
김유순, 김은영(2009) 빈곤지역아동
28
출처: 서진환(2008)에서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7

해결중심
해결중심
해결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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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st

사전사후 표준화된 척도 이원변량분석
축어록, 활동 현상학적 분석
N/A
물, 일지소감
표준화된 척도

사전사후추후 표준화된 척도
사전사후 표준화된 척도

Paired t-test,

wilcoxon

검증

Pairedt-test,

검증

X

O
X
X
O

O

X
X
X

X

Paired t-test

X

N/A

O

wilcoxon

검증,

Paired t-test
wilcoxon

검증,

Mann-Whitney test

공변량분석
공분산분석,

t-test,

Paired t-test
x

검증
Wilcoxon 검증
Wilcoxon

O

O
O
x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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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구를 각각 실험설계, 성과측정, 자료 유사실험설계 9개, 전실험설계 9개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정보제공의 구체성의 네 가지 측면 유사실험설계에서 내적타당도를 보장하기
에서 상기한 분석틀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위한 노력방법으로는 두 집단의 동질성 확인
과 할당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1) 실험설계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연구에서 이루어진
성과연구 22개 중 양적 측정이 이루어진 18 이러한 노력의 정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개 연구의 실험설계 유형은, 진실험설계 0개, 같다.
<표 3> 내적타당도 강화방법의 활용: 동질성 확인과 모집 및 할당 방식 설명의 구체성 정도
모집 및 할당 방식 설명의 구체성
발표
동질성
확인
방법
년도
실험집단
비교집단
선정 후 배경변인 매
‘96
일반특성표(나이, 학력, 자녀성별) 광고 모집한 자발적 참여자 무작위
칭하여 선정
일반특성표(성별, 나이, 학력, 손상부 척수손상인 남성과 부인 모집/할당방식 설명 없음
‘99
위)
중 무작위 11
‘00
성별과 평균연령 기술
광고 모집한 자발적 참여자 관련과목수강생
명 선정
① 일반특성표(성별, 연령, 교육, 배
우자선택, 결혼기간, 직업, 수입, 종 광고 모집한 18쌍 중 배정 배정절차 설명 없음.
‘02
교, 가정내주도권) ② 종속변수평균
비교(F검정)
일반특성표(성별, 연령, 결혼형태, 광고 모집한 10쌍 부부 중 같은 문제호소 5쌍 부부
‘03
결혼기간, 학력, 직업, 수입, 자녀수) 상담참여 경험 없는 5쌍 (할당방식 설명 없음)
① 일반특성표(연령, 결혼상태, 동거 상담기관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기관 접수 가정폭력피해
‘06
기간, 교육) ② 종속변수 평균비교 피해여성 중 희망자 7인 여성중 비희망 자 7인
(t-test)
① 종속변수 평균비교(t-test)
자발적 참여자 12쌍 중 6쌍 자발적 참여자 12쌍 중 배경
‘07
② 공변량 분석
(모집절차 설명 없음)
변인별 동질 집단 6쌍 선정
일반부부(희망자중 10쌍) 일반부부(희망자 10쌍 배정)
‘08
공변량분석
갈등부부(동의자 10쌍)
(배정방식 설명 없음)
일반부인(희망자 10명)
① 일반특성표(성별, 입국년수, 학 결혼이민여성 부부 및 이들
‘09
력, 나이, 종교, 월 소득, 가족, 자녀 이 소개한 부부 중 참여가 참여관심은 있으나 참여가 어
수, 결혼유형, 직업, 언어능력정도) 능 부부 4쌍
려운 부부 4쌍
② 종속변수 척도별 평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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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활용된 동질성 확인 방법은 일반
특성의 나열식 비교표이며, 실험전 종속변수
의 평균비교나 공변량분석 등 통계적 통제는
전체 9개 중 5개에서 사용되었다. 모집 및 할
당방식의 경우, 두 집단의 모집방법이 다를
때 각 집단의 모집방법은 기술되었으나, 비교
집단의 할당방식 설명은 생략되거나 충분하지
않았다.
전실험설계의 연구설계 한계에 대한 명시경
향의 경우,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 내용은 주
로 ‘적은 표본의 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다
수의 연구에서 개입효과의 검증에 대한 확인
적 보고(예; “ ~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검증을 거쳤다는 점이다”, “효과
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가 나타났다. “새로운
접근을 도입하고자 시행된 연구로 후속연구에
서 대조군 설정, 표본 수 증가를 통해 재검증
해야 한다”는 전실험설계의 한계를 명시한 연
구는 9개 중 1개로 나타났다.
2)

성과측정

표준화된 척도 사용
전체 22개 성과연구 중 양적 평가방식의 18
개 연구 모두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한 연구 당 최소 1개에서 최대 5개, 평균 3.16
개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국내외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번안하거나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
하였는데, 종류로는 의사소통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결혼만족도척도, 갈등해결척도의 순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측정도구와 개입목표와의
부합성 정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지난 20여년 간 개입프로그램이 겨
냥해온 목표의 성격도 가늠해 볼 수 있다.
(1)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측정도구 몇 가지는,
관계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의사소
통,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갈등해결, 성생활
만족, 부부친밀성, 관계 척도가, 의사소통향상
을 목표로 한 경우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갈
등해결, 가정폭력, 우울, 결혼관계신념 관련
척도가, (성)적응을 목표로 한 경우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성생활만족, 부부적응, 스트레스
대처, 문제행동 관련척도가 사용되어, 대체로
개입의 목표와 부합되는 척도가 선택된 것으
로 보인다.
성과측정 방법의 다각화
표준화된 측정도구 이외에 사용되고 있는
성과측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
되는데, 우선, 전체 22개 연구 중 질적인 성과
측정만을 사용한 연구는 4개이며, 표준화된
척도와 다양한 양적/질적 측정방법을 병행한
연구는 10개로 나타났다.
질적인 성과측정방법 만을 사용한 연구는
해결중심모델(3개)과 이야기치료 모델(1개)이
배경인 연구로, 성과측정에서 적용모델의 철
학이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연구들
의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회기별 녹음된 과정
축어록, 참여자 작성 프로그램 활동지, 개입
(사전)사후 면접 축어록, 글, 그림, 만들기 등
의 활동물, 소감문, 보조촉진자와의 토론자료
축어록, 경험보고서, 전화상담, 편지, 사명선언
서 등이 있으며, 개입성과 평가의 예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표 5, 6, 7, 8>과 같다.
질적자료분석을 통해 개입의 성과를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질적연구의 초창기에는
참여자 서술이나 변화내용을 단편적으로 나열
하거나 서술하였으나, 보다 최근에는 일련의
단계별 범주구분이 이루어지고 각 범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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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연구 개수)

(

의사소통 (12)

자아존중감 (10)

<표 4> 척도사용 현황: 개입 목표와 척도의 부합성
개발자와 측정도구 명칭
Olson&Barnes 부모자녀의사소통(PAC)
김수연 부부의사소통
Miller 부부대화진단척도(MCCP)
Deruck & Miller 부부의 이해측정도구
Navran 의사소통척도(PCI)
유후정(1999) 김득성외(2000) 의사소통유형척도
Bienvenu 부부대화척도, 부부간의사전달목록(MCI)
Canary 대인간의사소통능력평가척도(CEICC)
Gottman 의사소통악화요인도구
Coopersmith 개발 SEI 김정연 수정번역
Battle 다문화 자기존중감척도CFSEI-2
Rosenberg

자아존중감검사지

Nugent & Thomas SERS

결혼만족측정척도)
권정혜.corn만 한국판 결혼만족측정척도 K-MSI
Walter 캔사스결혼만족척도
Sachumm(KMSS)->정현숙결혼만족도척도수정판(RKMSS)
Roach, Fraizer, Bowden 결혼만족도도구(MSS)
Gottman 의사소통악화요인
Hudson 결혼만족도색인(IMS)
조소희 결혼만족도(조소희 재구성)
Olseon Journier, Drukman 부부갈등해결척도(ENRICH)
Christensen & Sullaway 부부갈등대처척도(CPQ)
Strus 갈등관리척도(CTS: Form N) 신체폭력문항
Gottman 갈등조정방식도구
Kerdek 갈등해결유형척도(CRS)
Dreuter, Suulivan & Siosteen 부부간성생활척도(SIAS)
김숙남, 장순복, 강희선 여성 성만족측정 도구
서선영 성의사소통척도
Spanier & Cole 부부적응척도(DAS)
Husley & Pinsent DAS-수정형
Mairuo 등 가정폭력보호서비스제공자조사DVHCPS
Strus&Sugarman 가정폭력피해정도(CTS 3)
Radloff 우울 CES-D
Spaneier DAS(

결혼만족도 (8)

갈등해결 (5)
성생활만족 (3)
부부적응(2)
가정폭력(2)
우울(2)
상담회기평가(2)
결혼관계신념(1)
부부친밀성(1)
부부관계(1)
인생태도(1)
불안(1)
스트레스대처(1)
아동문제행동(1)
긍정적감정(1)
일치성(1)
공격성(1)
상담효과요인(1)

Beck BDI

이상희와 김계현 상담회기평가질문지(SEQ)
Eidelson &Epstein 결혼관계신념척도(RBI)
이경희 부부친밀성 척도
Barrett-Lennard 부부관계질문지
한국교류분석협회에서 표준화 인생태도척도
Spielberger 상태특성불안
민하영&유안진 아동일상적스트레스대처행동척도
Achenbach 아동의 문제행동 선생님보고양식
Gottman 긍정적감정도구
Lee 일치성척도
Buss&Perry 공격성척도
Yalom 상담효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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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표
학교부적응아동 적응향상/ 행복한가정만들기
행복한 가정만들기
부부의사소통기술향상 / 중년기부부관계증진
중도척수손상인부부관계증진
부부적응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존감과 의사소통향상
결혼초부부관계향상/결혼이민여성부부관계향상
빈곤아동 심리사회적응향상
부부관계증진
행복한가정만들기/중년기부부 개인및관계성장
부부적응
결혼이민여성부부관계향상
빈곤아동 심리사회적응향상
학교부적응아동 적응향상
장애아동부모 자아존중감증진
전문가와도우미위한 가정폭력예방과대처교육
중년기부부관계증진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존감과의사소통향상
가출소녀자아존중감향상과생활태도
부부의사소통프로그램 개발
부부의사소통기술향상
중도척수손상인 부부관계증진
중년기부부 관계증진
부부관계증진
부부관계증진
결혼초기부부 관계향상
결혼이민여성 부부관계향상
중도척수손상인부부 관계증진
부부의사소통기술향상
구타행동의 중단 및 감소
부부관계증진
결혼초기부부 관계향상
중도척수손상인부부 관계증진
신혼기여성 성생활적응 향상
신혼기여성 성생활적응 향상
부부적응
신혼기여성 성생활적응 향상
전문가와도우미위한 가정폭력예방과대처교육
가정폭력피해여성자존감과의사소통향상
전문가와도우미위한 가정폭력예방과대처교육
가정폭력피해여성자존감과의사소통향상
가정폭력피해여성자존감과의사소통향상
신혼기여성 성생활적응 향상
부부의사소통기술향상
중년기부부 개인및관계성장
중년기부부 개인및관계성장
대학(원)생의 인생태도향상
전문가와도우미대상 가정폭력예방과대처교육
학교부적응아동 적응향상
학교부적응아동 적응향상
부부관계증진
중년기부부 개인및관계성장
빈곤아동 심리사회적응향상
대학(원)생의 인생태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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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질적분석 사례 1. 알콜중독자 대상 프로그램(1998)
목표성취와 관련된 3개 하위 영역에 대해 4회에 걸쳐 수집된 척도질문점수 제시
각 참가자별 척도질문 점수와 관찰된 행동특성이나 변화내용을 관련지어 나열식으로 설명
2회에 걸친 사후면접을 통해 알게 된 각 참가자별 근황에 대한 간략히 기술.
<표 6> 질적분석 사례 2. 한부모가족아동 프로그램(2002)
자료분석 -> 단위화 -> 주제별범주화 -> 상담효과요인범주화
1. 범주화된 상담효과요인별로 개입과정 중의 관찰내용과 아동들의 반응을 서술
2. 아동별 변화된 점 기술
<표 7> 질적분석 사례 3. 학대받은 아동들을 위한 이야기치료(2005): 개입전후 이야기 변화분석
사전주제 사후주제 대상
이야기
1
“부모님 잘못도 있고 우리 잘못도 있으나 부모님 잘못이 더 크다”
“잘못도 없는데 부모님이 때릴 때도 있으니까, 그건 나쁜 것 같애요.
“학대는
“학대는
2
잘못된 생각!”
나의 학대자의
잘못이다” 잘못이다” 4 “그러면 엄마가 잘못한 거죠”
5
“부모님 잘못”
<표 8> 질적분석 사례 4. 비만여대생 대상 프로그램(2009): (자료분석 -> 하위구성요소 도출 -> 상위구성
요소로 범주화)
대상
내담자 표현
자료 출처
상위구성요소
A
‘음식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고...’
6회기 전화상담 식이 해결지향 태도변화
“식사량과 음식선택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조금은
B
8회기 활동지 식이 해결지향 태도변화
음식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잘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하니까 좀 덜 힘
C
2회기 전화상담 관계를 통한 변화다짐
들 것 같고요

한 참여자 서술이 범주의 근거로 제시되는 비
교적 체계적인 보고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표준화된 척도와 다양한 양적/질적 연
구방법을 병행하는 목적은 표준화된 척도사용
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성과측정의 다각화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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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행동관찰이나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한
행동 및 언어반응 변화의 평가 등 측정도구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집단 변화와 개별 참여자 변화를 함께
제시하여 개별 참여자의 변화과정과 결과에 대
한 정보 뿐 아니라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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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보고된 척도측정결과의
타당성을 높여주고 이의 해석에 근거를 제시
해주는 데에 있는데, 분석대상 연구에서 나
타난 다각화 유형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triangulation)

6)

① 다각화 유형 1: 척도측정이 이루어진 종
속변수와 직접 관련없는 전반적 프로그램의
도움정도를 묻는 간단한 조사를 통해(예; ‘아
주 도움이 되었다’ 90%, ‘도움이 되었다’
10%), 긍정적 방향으로 나타난 치료결과를 지
지해주고자 하였다.
② 다각화유형 2: 별개의 종속변수측정을
병행한 경우로, 예를 들어 단일사례설계(A-B
설계)를 적용하여 관찰을 통한 변화정도(예;
졸기나 집중 등 수업태도, 인사성이나 출결사
항 등 근면성)를 개인별 그래프로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해결중심척도
에 대한 참여자의 주관적 점수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측정의 다각화
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각각의 측정결과가 같
은 방향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측정한 종속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결과의 나열
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다각화 유형 3: 회기 중 과정기술이나
참가자의 구술보고, 혹은 관찰을 통해 척도측
정결과의 근거를 제시한 유형으로, 회기마다
변화된 개별 참가자의 말이나 행동 기술, 관
6)

예를 들어, 아동기능측정도구와 아동 및 부모와
의 면접 두 가지 모두 시행하는 등 다각적 측정
을 모색할 경우, 다양한 자료출처 간에 일치도가
높다면 평가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수 있
으며, 자료의 출처 간에 모순된 결과가 나타난다
면,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줄 수도 있다.

찰자/연구자의 상담회기 중 관찰, 주관적 느낌,
소감을 기술함으로써, 척도를 통해 측정한 행
동변화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예; ‘5회
에서는 ~야외활동을 했는데 참여자들의 반응
이 매우 좋았다.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
를 불렀으며, 터놓고 시설생활의 어려움과 각
오에 관해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이러한 과정기술이나 소감문 보고 등이
제시된 방식은 근거가 될 만한 참가자나 관찰
자의 주관적 보고를 나열한 수준에서 각 표현
들을 유목화하여 제시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④ 다각화 유형 4: 보다 최근에는 성과측정
의 다각화가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
전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출현했는
데, 예를 들면, 미술치료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종속변수와 동일한 차원인 자아개념과 대인관
계 수준을 평가하거나, 척도를 통해 측정한
종속변수와 동일한 차원의 행동에 대한 참가
자의 소감문 내용분석이 제시되었는데, 이들
은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통해 보고된 변화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
해주고 있다.
성과측정의 다각화 유형을 요약해보면, 양
적측정 결과와 변화의 방향이 정적인 관계임
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간접적이고 비구체
적인 방법에서, 표준화된 척도를 통해 보고된
결과를 지지해줄 수 있는 자료를 직접적으로
매칭하여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계획된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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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방법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개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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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실험설계의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
paired t-test

표본 수(평균)

wilcoxon

6, 14, 17~19, 52 (22.5)

순위부호검증

19, 14, 15, 18, 28 (18.8)

<표 10> 유사실험설계의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

표본 수
설계
(연구개수)

분석
목적

paired

독립

t-test

t-test

사전
사후
비교

10
5

두 집단 사전사후
설계(6)

√

11
10
6

동질성
비교
변화량
비교
√

모수통계
일원변량 이원변량
분석 분석
세 집단
동질성 사전사후
비교 비교

√
√

9

√

6
7,8,
9,9

공분산
분석
사전점수
통제한
집단간
사후비교

√

4

두 집단 사전사후
추후설계 (2)
네 집단 사전사후
설계 (1)

주효과
분석
두 집단
사전사후
비교

√
√

√

를 측정한 18개 연구 중에서 평균차이만을 제
시한 1 개 연구를 제외한 17개 연구가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17개 연구를
모수검증기법의 선택기준에 따라서 살펴보면,
17개 연구 모두 응답항목이 등간변수나 비율
변수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분석
대상 연구 모두 일차적 조건에는 부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조건인 정규분포가정
충족여부 및 변수개수별 검증기법의 양상을

비모수통계
wilcoxon

mann-

√

√

√
√

√

부호 순위 whitney U
두 집단
사전사후 동질성
비교 비교

√
√

살펴보기 위해 실험설계 유형별로(전실험설계
8개, 유사실험설계 9개) 표본 수를 제시하여
기법선택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표 9, 10>).
전실험설계의 경우(<표 9>), 실험설계 유형
별 표본 수를 살펴보면(<표 9>), 8 개 연구
중 사전사후(추후)간 점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
도 검증을 위해 paired t-test를 사용한 연구는
4개 , wilcoxon 부호순위검증을 사용한 연구는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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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연구에서 측정된 종속변수의 표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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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나타나, 모수검증기법 수행 연구의 표
본 수는 각각 6쌍, 14쌍, 17~19명, 52쌍, 비모
수검증기법 수행 연구의 표본 수는 각각 19명,
14명, 15명과 18명, 28명이었다. 평균 사례 수
는 모수검증기법 사용연구에서 더 많았으나,
각각의 사례수를 살펴볼 때, 모수통계분석방
법의 선택에 요구되는 표본 수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사실험설계의 9개 연구 중(<표 10>), 두
집단사전사후실험설계는 6개, 두집단사전사후
추후실험설계는 2개, 네집단사전사후실험설계
는 1개로 각 실험설계별로 다양한 방식의 분
석방법이 사용되었다. 표본수별 모수통계방법
의 사용경향을 살펴보면, 모수검증기법에 사
용된 표본 수는 각각 10, 11, 10, 6, 9, 6, 7~9
(평균 8.57)이며, 비모수검증기법에 사용된 표
본 수는 각각 5, 6, 4(평균 5)였다. 이 역시 모
수검증기법 연구에서 사례 수가 더 많았으나,
평균 사례 수는 8.57로 일반적인 모수검증기
법 선택에 요구되는 표본의 최소크기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사례 수
6인 동일 연구에서 모수와 비모수 검증기법을
함께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분석에 포함될 변수개수 및 분석목적별로
선택한 검증기법의 양상을 실험설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두집단사전사후설계의 경우 사전점
수의 동질성 검사나 사전사후점수의 평균차
비교의 경우 independent t-test, 실험/비교 집단
각각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비교의 경우 paired
t-test가 주로 사용되었고, 주효과분석을 한 것
으로 보고된 연구의 경우 t값 혹은 f값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무슨 통계검증을 한 것
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한편, 두집단사전사후
5

설계에서 비모수검증기법을 사용한 경우 사전
집단간 동질성 검사로 mann-whitney U, 실험/
비교 집단 각각의 사전사후비교에 wilcoxon 부
호순위검증이 사용되었다. 두집단사전사후추
후설계의 경우 사전사후추후의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의 평균점수의 비교는 이원변량분석이
사용되었는데, 점수 차에 대한 사후검증은 실
시되지 않았으며, 이 중 한 연구에서는 동질
성확보를 위해 t-test와 공변량분석을 함께 실
시했다. 네집단사전사후설계의 경우 실험집단
의 유형과 효과크기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
해 세집단의 사전검사를 공변량으로 한 공분
산분석으로 사후검사점수를 비교하고 사후검
증을 실시하였으며, 네 집단 각각의 사전사후
변화비교를 위해 paired t-test를 하였다.

재검증을 위한 연구보고의 구체성 정도
(1) 프로그램 개발의 배경이론(모델)
분석대상 연구의 프로그램에서 적용된 배경
이론 혹은 모델은 <표 11>과 같다.
개입프로그램의 개발에 가장 많이 적용된
배경이론은 해결중심이론, Satir 모델과 인지행
동의 순으로 나타났고, Gottman 모델, 이야기
치료, ENRICH 프로그램, 위기패러다임이 각각
한 편씩 출현하였다. 대상 집단이나 문제로는
홍보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반집단, 연
구목적에 따라 선발한 특정 문제나 장애 집단,
전문가나 도우미집단(가정폭력피해경험자)등이
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별 특성 혹은 문제유
형이 개입에 바탕이 되는 이론의 특성과 일관
된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Gottman 모델이나 인지행동이론, 해결중심,
Saitr 모델 모두 부부관계증진을 목적으로 하
는 프로그램에 적용되었으며, 대상집단이나
17~19명인 경우 paired t-test를, 표본수가 14명인
문제유형이 적용이론과 특정한 방식으로 일관
경우 wilcoxon 부호순위검증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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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표 11> 프로그램 개발의 배경이론

대상집단과 대상문제
알콜중독자
한부모가족아동
취학전발달장애아동부모
해결중심(8) 학교부적응아동
시설가출소녀
비만여대생
결혼이민여성
빈곤지역아동
청소년자녀가족
대학(원)생
건강한 부부
Satir(6)
중년기부부
가정폭력피해여성
중년기부부(일반 및 갈등)
일반 부부
인지행동(4) 아내구타자
신혼초기여성
남성중도척수손상부부
Gottman
일반 부부
이야기치료 학대받은 아동
ENRICH
결혼초기부부
위기패러다임 가정폭력피해자 원조전문가와 도우미

된 관련성 양상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에 발표된 연구와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입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새로이 프로그램을 개발할지 혹은 이미 개발
된 프로그램을 사용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표 11>에 제시된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대한 정보

개입목적(개입결과)

음주습관해결
감정정화, 강점 및 자원 발견과 인정, 문제대처경험
자아존중감증진
자아존중감과 대처능력향상
자아존중감 향상과 생활태도변화
식이태도, 운동태도, 심리태도변화
부부관계 향상
심리사회적 적응향상
행복한 가정만들기
인간잠재력 개발과 성장
적응
관계증진
자존감과 의사소통 향상
개인 및 관계성장
결혼만족 향상
폭력행동 감소
성생활적응
부부관계증진
부부관계증진
학대에 대한 표현변화
관계향상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지식, 자기효능감과지지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방식으로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예; 정문자, 어주경,
2004),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한국
적 상황에 적합하게 재구성, 수정 보완하거나,
국내외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요소와 여러 가
지 자료들을 기초로 재구성한 경우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유양숙(1999), 이현숙(1999)의 경우
모두 미네소타 부부의사소통프로그램(M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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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공성숙
(2004)은 Gottman 이론을 한국적 상황 및 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재구성, 수정
보완하여 국내 적용을 시도하였으며, 심혜숙
과 김수연(2000)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개발
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들
과 워크숍 비디오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이처
럼 여러 프로그램 요소를 통합적으로 재구성
하거나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할
경우 원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을 왜 수정했는
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
를 들어, 이현숙(1999)에서는 원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을 왜 취사선택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단일모델을 비교적 충실하게 적용한
경우는 해결중심모델, 이야기치료, 대다수의
Saitir 모델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해당 이론
의 구체적 치료요소들을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의 준거
와 구성을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이론적 바탕이 각기 다른 두 가지 이상
의 모델이나 개입기법 등을 통합 적용한 경
우로, 미네소타 프로그램과 인지행동적 요소
의 통합(이현숙, 1999), 미네소타 프로그램과
D'Zurilla 문제해결 훈련과정 통합(유양숙, 1999),
미술치료와 Satir 집단프로그램의 통합적용(박
민자, 정혜정, 2006)이 있었다. 두 가지 이상의
모델이나 개입기법이 적용될 때, 대상 집단(혹
은 문제)의 특성이나 개입목적과 연관지어 각
모델의 통합근거를 제시하고, 통합될 각각의
모델이 서로 상충되는 이론적 근원을 가졌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기한 세
연구들의 경우 통합한 모델이나 기법의 이론
적 근거가 상충되기보다는 서로 보완될 수 있
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입
Nunnally, & Wackman, 1996

모델이나 기법의 통합적용에 대한 이론적 근
거나 통합의 필요성이 자세히 제시되기보다는,
각 개입기법들이 별개의 개입목표달성을 위해
적용되었음을 시사하는 평면적인 설명이 제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Satir 모델의 적용목적
과 미술치료의 적용 목적이 각각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왜 두 가지를 통합적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다.
프로그램 진행
대다수의 연구가 프로그램의 진행에 필요한
정보로, 회기별 목표와 활동내용, 준비물, 진
행방식 등에 대해 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기
술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이 명시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표 12>, <표 13>,
<표 14>, <표 15>와 같다.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설명에서 제시된 정보
의 유형과 정도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나,
주요 특징을 종합해보면 치료기법의 구체적
적용방식, 회기별 활동내용에 대한 이론적 근
거, 회기 내 활동별 시간배분, 회기별 목적과
내용은 물론 진행자와 준비물 등에 대한 구체
적 설명이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실험절차 및 결과보고의 구체성
대다수의 연구에서 실험절차와 결과 관련
정보를 비교적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그
러나, 일부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
이 다소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연구보고의 완
성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
연구들에서 발견된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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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① 실험연구 용어사용의 정확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 중 진실험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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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활동요소
* 부모의
원가족 조각

<표 12> 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Satir 가족이론적용 연구(2000)의 4회기 예
가족조각
활동내용
준비물
어머니의 원가족을 조각한다.
아버지의 원가족을 조각한다
이때 부모가 원가족에게서 주로 배운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자랐는가 등 지난 시간의
부모님의 상황과 역할을 이해한다
가족 도표
부모님의 만남, 연애, 결혼 모습을 조각한다
이것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희망과 꿈을 다루면서 가족의 초기 역동성
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표 13> 가정폭력피해여성 대상 미술치료를 활용한 Satir 집단프로그램 연구(2006)의 2, 3회기 예
이론적 근거
회기
내용
2

3

제목: 나 알기
목표: 나는 누구인가?
진행과정: MBTI, 자기자신탐색, 자기 확인
제목: 나는 나
목표: 자기 장점 찾기를 통한 자기탐색 및 자존감 증진
진행과정: 신체본뜨기, 진정한 자신의 모습

Satir

Loeschen

정체상태
변화준비)

자각하기

외부요인
도입

자기
받아들이기

(

<표 14> 중년기부부관계증진위한 Satir 집단프로그램 연구(2003)의 6회기 예
점검(20분)
과제점검
준비물
나눔(40분)
지난주에 경험한 대처방식과 방어 나누기
일치적 의사소통 훈련: 상대방의 메시지를 잘 경청하고 명확하게 질문하며
주제설명(20분) 적절하게 반응하고 상대에게 의견을 분명히 전달 할 수 있는 방법 설명
일치적 자기표현의 중요성 강조
부모, 부부, 자녀들의 의사소통 유형을 재검검하면서 평소에 사용하는 언 새로운
어 확인
가족조각
부부워크숍
의사소통에
방해되는
걸림돌
찾아보기
(150분)
일치적 자기표현과 특히 상대의 행동수정에 대한 직면적 자기표현에 e한
것을 연습하기
부정적인 상황에서 생각, 감정, 기대를 표현하는 연습하기(3회이상)
과제(10분)
상황-느낌-영향에 대한 일치적 자기표현을 하면서 반응을 적어오기(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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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Gottman 이론 적용 집단프로그램 연구(2004)의 1회기 예
회기별 제목
목적
내용
1.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과 참
서로 소개하기
여자들이 서로를 소개한다. -- 부부
구성원 응집력 형성을 위한 워밍업
제1회:
2) 긴장을 풀고 동기부여를 통
부부가 만드는 건강한 결혼이란?
부부가
해 부부관계 증진을 위해 준 2.- 행복한
부부/불행한 부부의 7가지 특성
행복해지는 길 비한다.
- 우리 부부의 관계유형 알아보기
3)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강의
- Gottman의 checklist를 이용하여 부부관계의 강점
를 듣는다.
과 약점 점검하기
진행자: 정신과의사 1인, 사회복지사 1인
준비물: 의자 20개. Gottman의 결혼만족도,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 의사소통checklist, 명찰
진행과정: 워밍업을 위한 질문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배우자로서 점수매기기’(게슈탈트식 척도질문) 강
의 및 checklist 활용한 부부 상호이해

사용한 경우는 0개이며, 유사실험설계와 전실
험설계가 각각 9개씩 사용되었다. 그러나 모
든 연구가 ‘실험설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어 실험설계유형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선할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 유사실험설계에서 ‘비교집단’ 대신 ‘통제집
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결과표 작성의 완성도
연구결과의 결과표에서 표본 수가 명시되지
않은 연구도 상당수 있었는데, 전체 18개 연
구 중 10개 연구에서 결과표에 표본 수가 명
시되지 않았으며, 표본 수가 명시된 경우에도
실험/비교집단 각각의 사례수가 아닌 전체표
본 수가 명시되어 각 집단별 표본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등
결과표 해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자료분석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술
대상연구 대다수에서 사용한 통계 패키지프
로그램의 명칭을 비롯해서 자료분석방법에 대
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명시하였으나 , 일부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거나(3
개) 있다 해도 각 자료별로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고 분석방법 중 일부만 명시한 연구도
있었다(1개).
8)

8)

예) 공성숙(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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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를 SPSS WIN 10.0을 사용하여 입
력하고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서술하였다
(2) 부부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결혼만족도,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 의사소통 악화요인의 전후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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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논의 및 제언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발표된 대다수의 성
과연구들은 엄격한 실험설계를 통해 효과를
입증하는 효능성 연구보다는 효과성 연구의
성격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비교연구는 전체 중 절반 정도에 머물렀고,
집단 간 비교연구의 경우에도 무선할당이 이
루어진 연구는 없어, 거의 모든 연구들이 내
적타당도의 위협요인을 배제하지 못하는 실험
설계유형을 활용했고, 표본 수의 부족으로 적
합한 통계적 자료분석 방법의 활용에도 제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가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상
당수의 연구에서 양적측정의 결과를 지지해졸
수 있는 다양한 효과 평가방식을 고안하여 병
행하는 성과측정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연구에서 재실험이 가능
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치료 및 연구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으나 일부 중요
한 내용이누락 보고된 연구도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근거기
반의 실천 및 연구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개
선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연구 중 진실험설계의 출현은 0개,
유사실험설계 연구는 절반 정도에 머물렀는데,
이는 가족치료 실천-연구 환경에서 상위수준
의 실험설계를 통한 효과검증에 어려움이 있
음을 시사해준다.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의 하
나로 표본 수 확보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표본 수는 무선할당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
조건의 하나로 자료분석을 하는데 있어 적절
한 통계적 검증력의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실험설계 유형 뿐 아니라 자료분석 방
법의 선택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결국 치

료효과의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
22 개중 양적분석을 시행한 18개 연구에서 사
용된 실험집단의 표본 수는 최소 3명(쌍), 최
다 52쌍이며, 평균 13.04(총 분석대상 274명/
21개 ) 명(쌍)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치료
를 포함한 대다수의 개입프로그램에 적합한
참여인원은 8~10명 정도로 실제 임상적 개입
프로그램의 성격상 20~30 명 이상을 대상으
로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
라서, 임상적 개입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적
절한 통계적 자료분석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반복사전사후설계(replicative before
and after design)를 시도해볼 수 있는데 이는
일정기간 동안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몇
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개입을 하고 자료를 얻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학이나 의학 분야에
서 활용하고 있는 ‘협력연구(collaborative study)’
는 어떤 처치법의 효과를 연구할 때 여러 병
원에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데, 정신
약리학 분야에서는 처치를 표준화하기가 비교
적 쉽기 때문에 여러 병원의 자료를 통합하는
협력연구가 일찍부터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계현, 2000). 이처럼 협력연구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치료와 상담절차, 기법을 표준화
시켜 서로 다른 치료자들이 같은 절차와 방법
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로 이는 해당연구에서 치료효과의 경험적 근
거 확보에 유리할 뿐 아니라 이후 재실험연구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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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가족치료의 보
급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연구 중 한 연구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 여러 곳(다섯 곳 의 교회)에서 각각
6~16쌍씩 총 52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프로
그램을 제공했으나, 각 교회별로 각각의 개입
을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인지, 52명에게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인지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2. 개입효과의 평가를 위해 양적 측정을 사
용한 모든 연구가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이와 더불어 대상연구의 대다수에서 다
양한 성과측정의 다각화 방법이 고안되어 적
용되었다. 유사실험설계와 전실험설계의 비중
이 큰 상황에서 성과측정 다각화의 중요한 목
적의 하나는 내적타당도의 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양적측정결과에 다양한 방식으로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에서 활용된 성과측
정의 다각화 방식은 과학적 근거로 인정되기
어려운 정도의 간접적인 근거자료에서 종속변
수에서의 변화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
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족치료
성과 연구에서 양적측정을 통한 효과의 검증
에 대해 확신이 부족한 점은 연구자의 역량이
나 연구 환경의 문제보다는 임상적 개입이라
는 특성자체에서 파생되는 불가피성이 더 큰
요인이 된다. 따라서 양적측정과 병행하여 이
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타당한 성과측정방법의 고안이 향후 가족치료
연구의 발전에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대상연구 일부에서 보여준 성과측
정 다각화는 이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에서는 유사실
험설계의 활용이 보편적이었으나, 내적타당도
강화를 위한 두 집단 동질성 근거 제시방법의
발전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연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
는 실천-연구의 추세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
전실험설계의 비중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
났는데, 시험적 연구로서의 가치에도 불구하
고 전실험설계 연구는 향후 증가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며, 전실험설계의 한계에 대한 명
시 등 연구결과 보고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료분석 방법 면에서
모수와 비모수 검증기법의 선택기준이 일관되
지 않았고, 실험설계와 관련된 용어의 사용이
다소 정확하지 않았으며, 실험절차와 결과보
고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 중 누락된
부분이 일부 나타나, 성과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상위 수준의 실험설계 적용
의 증가 뿐 아니라 연구결과 보고서의 작성에
도 일련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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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Outcome Studies of Family Interventions

Jin Hwan Suh
(Dept. of Social Welfare, Sungkonghoe University)

The human service professions are moving in the direction of evidenced-based practice,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an adequate empirical foundation for interventions. To be claimed as an empirically supported
treatment (EST), a therapeutic approach should meet the standards criteria set out for ESTs. This study
reviewed 22 outcome studies of family intervention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the interventions met the criteria of ESTs. The studies reviewed were found to
be closer to studies of effectiveness rather than studies of efficacy, as they were exposed to the threat of
interval validity. Based on these findings,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methods of research to enhance
credibility and to promote triangulation in outcom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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