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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족치료이론의 발전과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에서 탈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가 미친 영향과
탈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가 강점관점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그리고 강점관점과 해결중심적 접근법을 통
합하는 가족치료 접근법의 가정과 실천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강점관점의 관점
과 개념들이 탈근대주의 및 사회구성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것을 논증하였다. 또한 해결중심적 접근법과 강
점관점에서 주장하는 주요개념들을 근거로 통합적인 가족치료접근법의 가정과 실천원칙을 제시하였다. 통
합적 가족치료 접근법의 가정과 실천원칙에서 초점을 둔 것은 인간의 속성인 레질리언스를 존중, 클라이언
트의 주관적 의미를 중요시,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 협동적인 관계형성과 치료적 대화, 치료적 목표와 활
동으로써 강점과 자원 발견과 활용, 강점과 자원에 관한 사정과 평가, 새로운 관점과 성장을 촉진하는 치료
적 질문기법, 전문가로써의 책임의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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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가족치료사들은 새롭고 다양한 가족치료 개념과 접근법들이 등
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며,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은 가족치료 패
러다임의 변화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가족치료를 비롯한 구조주의적 가
족치료와 인지행동적 가족치료 등은 탈근대주의와 구성주의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으며, 사회
구성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야기치료와 해결중심치료 등은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치료 학자와 실무자들은 20세기 가족치료 이론이 발전과 더불어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패러다임을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정의할 때, 20세
기말에 발전한 가족치료모델로써 해결중심치료와 이야기치료는 기존의 근대주의적 패러다임
을 기초로 하는 가족치료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관점과는 다른 측면에서 클라이언
트를 바라보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족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탈근대주의 혁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다양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패러다임을 선호하게 되었
다. 탈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치료와 해결중심치료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치료 패러다임의 변화 가운데 강점
관점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의 활용은 이 시대 가족치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야기치료와 해결중심치료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
존의 가족치료모델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접근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과정에서 언어
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며, 클라이언트와 치료자의 협동적 관계를 강조하고, 문제가 아닌 해결
에 관심을 두는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두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접근모델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
였으며, 큰 변화의 선두에 서 있음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패러다임의 변화측면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약간의 의문이 있으나 해결중심치료에
서 강조하듯 치료과정의 초점이 문제중심에서 해결중심으로 변화한 것은 매우 커다란 시각의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해결중심치료는 이론체계보다는 실제적인 접근법에 관심을 두고 발전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접근법들이 탈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접
근전략과 기법들을 뒷받침 해주는 이론적 근거를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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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떠한 패러다임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초점을 두는 시각의 변
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성을 설명할 수 있는 관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최근에는 가족치료 접근법을 개인, 집단, 지역사회, 조직체 등
에 적용하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대상 역시 연령층과 문제의 성향 그리고 사용의 목적
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구조와 현상이 변화하면서 개인과 가족의 문제도 그 성향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새
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가족치료사들은 개인
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특정한 접근모델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접근법들을 창의적이며 적절하게 절충하여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점관점이 가족치료 이론의 관점을 좀더 분명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가족치료이론의 발전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탈근대
주의와 사회구성주를 수용하며 강점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가족치료 접근법으로 구성
하는 시도는 가족치료접근법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연구라고 생각한다. 실제적으로 좀더 영향
력 있는 접근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강점관점의 핵심적인 개념과 해결중심적 접근법을 통합
하는 연구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질문은 첫째, 강점관점은 탈근대주의 및 사회구성주의의 주장을 어떻
게 수용하고 있는가, 둘째, 강점관점을 중심으로 하며 해결중심적 접근법을 통합하는 접근법
은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탈 근대주의와 사회
구성주의가 가족치료 패러다임의 변화과정과 강점관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좀더 영향력 있는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강점관점과 해결중심적 접근법을 통합하여 가족치
료의 가정과 실천원칙을 제시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는 이론연구와 실제
적인 접근기술에 관한 연구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즉 강점관점과 해결중심
적 접근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접근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자의 논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II. 가족치료 패러다임의 변화과정
1980년대에 다양한 가족치료 접근법이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에는
탈근대주의 만이 아니라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여권주의, 다문화주의 등의 영향을 지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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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970년대까지는 근대주의적이며 일반체계이론의 영향을 받은 Bowen, Satir,
Minuchin, Whitaker, Haley 등의 가족치료 이론모델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붐
을 일으켰다(Goldenberg & Goldenberg, 1985: 118). 그러나 그들의 치료방법은 일반체계이론
을 기초로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 이론들은 다양하게 세분화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Nichols & Schwartz, 1998: 315). 20세기말에 접어들면서 근대주의적 가족치료이론들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근대주의적 가족치료가 탈근대주의적 가족치료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가족치료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전환기를 제공하였다. 여기서는 현대의 가족치료이론발
전에 가장 영향을 미친 탈근대주의,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의 공통된 관점과 개념을 고찰하
려고 한다.

1. 탈근대주의의 회의적 논점
1980년대는 근대주의적 가족치료 이론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한계점 등에 대하여 도전
을 받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탈근대주의 시기를 회의주의와 재검토의 시기라고 규정
한다면(김영애 외, 2002: 374), 1980년대는 가족치료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시험기적인 시대로
써 탈근대주의의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당시 논의된 근대주의적 가족치료의 한
계와 탈근대주의적 관점을 고찰하려고 한다.
1) 근대주의적 가족치료에 관한 회의적 논점
근대주의 이전에 세계를 지배하였던 낭만주의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어떤
힘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근대주의는 낙관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조로서 우주를 지배
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근거로 인간의 행동을 보편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Nichols &
Schwartz, 2001: 309). 그리고 보편적인 원리를 적용하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하게 설명
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더 쉬울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일반체계이론과 사이버네틱 개념을 이용하여 기능적인 가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역
기능적인 가족체계를 가계도 또는 도표로 작성하고 사정 및 평가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가
족치료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관하여 평가능력을 갖춘 기법전문가로서 인식하고 수행하는 경
향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론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은 무시되었으며, 치료자들은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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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트의 경험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더 신뢰하였다. 가족치료자들은 청사
진을 근거로 문제를 사정하고 평가하였다.
Goldenberg와 Goldenberg(2000: 297)는 근대주의적 가족치료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
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충동과 무의식의 갈등, 가족구조의 문제, 정서적 무능력, 인식의
왜곡, 역기능적인 인성 등과 같은 문제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 문제의 원인은 가족 상호작용
에 있다고 보았으며,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진단하기 때문에 확대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
지 못했다. 또한 기능적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문화적 배경과 다문화적 영향
을 고려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가족치료자의 주요한 과업은 클라이언트에게 새로운 견해를
제공하여 분화를 촉진하며, 경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과제 주기, 인식을 재구조화 함으로써
가족들이 자신의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근대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론체계에 반발하면서 심한 회의가 나타나게 되었으
며, 기존의 이론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비평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회의적 논점의 핵심적인
것으로써 근대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며 보편적인 원리를 근
거로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절대적
인 진리가 존재하며 현실은 과거의 산물로 보는 근대주의적 주장에 관하여 회의적인 의심이
제기되었다. 탈근대주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현실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단지
관점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주장하였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며 신념체계를 사회적인
구성물로써 보는 관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현실을 구성하고 의미
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과정에 관심을 두었다(송성자, 2001: 98).
탈근대주의와 구성주의의 영향으로 근대주의를 기초로 하는 가족치료이론의 한계를 지적
하고 비판한 내용 그리고 새로운 관점과 이론의 필요성에 관하여 주장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
이 지적할 수 있다(송성자, 2002: 141). 일반체계이론을 기초로 하고있는 가족치료 이론모델들
은 주로 핵가족체계를 분석 단위로 하였으며, 남자 중심적으로 설명하였고, 인종, 계층, 종족,
성차별 그리고 편모가족, 입양가족, 재혼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에는 관심이 적었으며, 각
이론모델들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준거 틀을 근거로 사정·평가하고 분석한 것이다. 가족치료
자들은 가족의 항상성적인 경향성을 극복하고, 구조를 재조직하고, 가족들이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구조내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둔 반면에 가족구성원 개인의 경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학교, 직장, 친
구, 지역사회 등과 같이 더 큰 체계의 영향력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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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근대주의적 관점
탈근대주의적 관점을 가진 가족치료자들이 근대주의적 가족치료와는 상대적으로 다른 측
면에 관심을 둔 것에 관하여 Goldenberg(2000: 297- 300)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가족을
기능적/ 역기능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가족을 보는 사람의 시각에 의한 선입견이라고 주장했
다. 그리고 가족의 기능적인 수준을 규정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것에는 민족성, 문화, 성, 성적
성향, 가족구성형태, 인종, 개인적 경험, 가족구성원의 견해,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근대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는 접근법의 핵심적 관점은 현실이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
면서 대화를 통하여 전개되는 과정에서 현실을 구성하게 된다고 본다. 현실에 대한 견해들을
연결해주고 새로운 현실을 구성해주는 것은 언어이며, 현실의 구성은 언어적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식의 발달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이루
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다. 탈근대주의적 가족치료는 인간의 삶을 조직하고 있는 이야기가 만들
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미영, 1998: 27).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만
들어 가는 과정과 현실을 구성해 가는 과정, 그리고 언어를 적극적으로 치료에 활용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Goldenberg와 Goldenberg(2000: 299-300)는 탈근대주의적 관점을 기초로 하는 가족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첫째, 치료자는 전문가보다는 면허를 갖고 있는 자이며,
가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자세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자세를 취한다. 둘째, 절충주의를 보
다 폭넓게 수용하며, 치료자는 특정한 개입기법만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인지적이고 전략적
인 기법이나 가족, 부부에 대한 사정·평가양식을 보다 쉽게 결합하여 사용한다. 셋째, 다양한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며, 정상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피하
고 상황에 대한 진실을 찾지 않음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이 제공하는 다른 견해를 통하여 배울
수 있다. 넷째, 클라이언트와 치료자는 그들의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는다.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진실한 것을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회적 구성물로
서 재정의 한다면, 그들의 삶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발전시킬 가능성은 많아진다.
현실의 사회적 구성과 언어의 기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견해와 의미부여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탈근대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치료자들은 현실에 대한 가족구성
원들의 각각 다른 신념체계에 관하여 알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생겼다. 그리고 가족성
원이 특정한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문제의 원인에 집중하는 대신 가
족구성원들과 함께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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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근대적 사고를 가진 치료자들은 가족구성원을 독립적인 참가자로 생각하며, 클라이언트
와 치료자가 함께 치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강조한다. 그리고 치료자
는 외부의 관찰자나 전문가가 아니라 이야기를 소생시키고 새로운 차원에서 고쳐서 이야기하
게 하며, 실현이 가능한 대안이나 새로운 해결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한
다. 치료자들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며 새로운 의미를 함께 구축해 가는 협동자의 위치에서
일하며, 문제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함께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고 가족과 치료자간
의 연합적인 대화를 하는 평등한 위치를 취한다. 치료자는 가족구성원들이 가능성이 있는 대
안을 찾도록 함께 대화하는 과정에서 고착되고 경직된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에 초점
을 둔다.

2. 페러다임의 변화과정
1) 가족치료에 미친 구성주의의 영향
탈근대주의가 인간이 삶에서 사실을 구성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관심을 두었다
면, 구성주의는 현실을 개인의 내적인 구성물로 보고 개인들이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그 동안 객관적인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이나 가족구조에
관심을 두었던 것 대신에 사람들이 문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미체계를 탐색하는 것에 관
심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구성주의는 사물에 관한 의미는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신념과
의미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의미변화는 개인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1980년대에는 인간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족치료 접근에서 의미변화가 중요한 도구
와 기술이 되었고 일차적인 목표가 되었다(Nichols & Schwartz, 1998: 319).
이와 같이 신념체계와 의미체계에 관심을 두고 가족을 보는 관점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1980년대부터 가족치료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접근전략이나 기술 측면 그리고 치료보다는 보호에 더 관심을 두고, 공감적 대화와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가족치료자는 전문가의 위치에서 벗어나 클라이
언트와의 보다 평등한 관계형성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또한 변화는 전통적인
치료자- 클라이언트의 위계를 민주화시킨 협동적 접근 그리고 협동적 관계형성을 기초로 하는
대화적 접근법을 구체화 시켜나간 것이다.
신념체계를 설명한 구성주의는 가족치료 이론모델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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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규정 그리고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접근전략과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이 시기에 중요한 변화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문
제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중심적인 관점으로의 변화이다. 즉 사람들의 부족한 것보다는 가지
고 있는 것,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 제한적인 것보다는 가능한 것 등에 관심의 초점을 두게
된 것이다(송성자, 2001: 106). 과거의 접근법과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의 성향과 원인적인 요
인에 관한 추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원,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기초로 한 것이
다.
2) 가족치료에 미친 사회구성주의 영향
사회구성주의는 가족치료접근 이론이 아니고 사람들이 세상과 개인적 경험에 관하여 해석
하는 이론에 대한 이론이다. 그리고 사실을 보는 관점과 기본가정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새로
운 가족치료이론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기존의 가족치료이론을 좀 더 개방적이며 다면
적인 측면에서 발전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송성자, 1998). 사회구성주의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가족치료이론이 이야기치료와 해결중심치료라고 할 수 있다.
근대주의의 전환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논리적 실증주의와는 달
리 객관성과 주관성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현실은 존재할 수 없으며 단지 관점
이 존재할 뿐이라는 관점을 제시한 탈근대주의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가족치료분야가 탈근대
주의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공헌을 한 이론이 바로 사회구성주의(고미영, 1998)이다.
구성주의는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관심을 두었으며, 사회구
성주의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영향력에 관심을 두었다. 사회구성주의의 주
창자인 Kenneth Gergen은 사람들이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Nichols & Schwartz, 1998: 323-324).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현실을 지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
고, 우리가 구성한 현실은 언어체계를 사용하며 언어체계의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리고 Gergen은 우리의 신념은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신념은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화
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ibid.: 324).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관계에서 형성되며, 다
른 상황에서 다른 관계로 옮겨가면서 계속적인 변형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의 가족치료
접근법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과 달리 사람

- 8 -

강점관점과 해결중심치료 접근법을 통합한 가족치료 접근법 개발에 관한 연구

들이 새로운 대화환경에 처하게 되면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족치료 전반의 관점과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친 사회구성주의의 가정과 실천의 원칙을 다
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고미영, 1998; 송성자, 1998).
① 사실에 대한 진정한 진실은 존재할 수 없으며 사실은 사회적인 구성이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사회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만의 진실이 존재할 수는 없으며 모든 사실
은 사회적인 구성이라고 본다.
② 언어를 치료적인 매개체로 본다. 사회구성주의는 대인관계 속에서 문제로서 구성된 것
을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개인은 다양한 관계에서 하나의 참여자로 본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와 경험에 관하여 치료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관점이 변화하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가정한다.
③ 의미 그 자체가 표적이다. 가족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는 대신에 문제와 관련된 가정
과 의미를 탐색하고 재평가하는데 초점을 둔다.
④ 이론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하나만의 가장 유용한 이론이 존재할 수 없으
며, 유용한 많은 이론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를 질병으로 보지 않으며 항상성 개념
과 이상성격 이론을 사용하지 않는다. 문제나 증상에 대하여 명칭을 붙이는 것은 상담실로 가
지고 오는 이야기의 일부로 본다.
⑤ 개인의 경험을 중요시한다. 사람들은 경험을 하면서 깨달아 알게되는 지속적인 과정
속에 있으며, 지식이나 사실은 깨달아 알게되는 과정의 결과로 본다(Durrant & Kowalski,
1993; 송성자, 1998에서 재인용). 치료에서 다루는 것은 진실이나 사실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과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견해를 다루는 것이다.
⑥ 인식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관한 모든 지식은 사람들 자신이 구성하고, 서
열을 정하고, 조작하고, 만들어낸 결과이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을 발견해 낸 결과가 아
니라는 인식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⑦ 치료자와 클라이언트의 협력관계를 중요시한다. 가족성원이 특정한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를 탐색하거나 구성하고,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실현이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축
하는 과정에서의 협력관계는 치료과정을 더욱 촉진시킨다.
⑧ 치료 팀을 사용한다. 치료 팀은 가족이 말하는 것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⑨ 치료자는 알지 못한다는 자세(not- knowing posture) 를 취한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은
현실에 대하여 각각의 가족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신념체계와 의미체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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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치료자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행동이 이야기적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구성한 것이기 때문이며,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의 관
점, 전제, 의미부여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지 않고는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유
숙, 2002a: 5).
⑩ 문제에 대하여는 클라이언트가 더 전문가이다. 이것은 문제와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지
식, 경험, 가치, 의미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Anderson, 1993)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자
신의 경험과 문제에 관하여는 누구보다 전문가로써 인정과 존중을 받는 것이다.
⑪ 새로운 견해를 발전시킬 때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 새로운 견해와 의미를 만드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치료자가 상호간에 신뢰하며 협동적으로 형성한 관계와 대화과정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Eron & Lund, 1996).

III. 탈근대주의 및 사회구성주의가 강점관점에 미친 영향
최근에 강점관점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실천현장의 적용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새
로운 현상이 아니다. 전통적인 가족치료 이론과 접근기술에 강점관점은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특히 가치와 윤리측면에서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20세기말에 치료적 목적으로 병리적
인 것에 초점을 두고 원인규명, 진단, 치료계획 그리고 치료실시를 하는 전통적인 접근법에
관하여 학자들과 실무자들의 회의적 반응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강점관점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두면서 병리적 관점에 도전을 하게 되었다. 여
기서는 강점관점과 병리적 관점과의 차이점, 강점관점의 영역과 주요개념 등에 관하여 설명하
고, 탈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가 강점관점에 미친 연향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그리고
해결중심적 접근기술과 강점관점을 통합한 가족치료의 가정과 실천원칙을 서술하려고 한다.

1. 병리적 관점과 강점관점의 차이점에 관한 논의
심리치료를 포함하는 사회과학분야는 문제, 결점, 잘못된 것 또는 실패 등에 관심을 두어
왔으며, 대부분의 전통적인 이론, 실천 모델 그리고 교육자료 등은 의료적·병리적 또는 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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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패러다임의 형태로 존재해 왔다(Rapp, 1998; Goldstein, 1997; Specht & Courtney, 1994;
Lubove, 1965; Blundo, 2001에서 재인용). 가족치료이론은 초기에 의료과학에서 사용되었던 병
리적이고 문제중심적인 패러다임과 문제진단과 원인규명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모델(의료적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영향은 매우 크다. Blundo(2001)는 이렇게 병리적인 관
점을 기초로 하는 패러다임이 1900년대 초부터 1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회과학의 분야와 교
육현장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현재에도 일반적으로 실무자들이 초점을 두고 수행하는 것은 제기된 문제를 파악하고, 문
제의 원인을 규명하며, 자료를 확인 및 평가하고, 원인적인 것과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진단함
으로서 문제를 재규정하고, 진단한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치료계획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
한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자 또는 전문가가 먼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Weick, 1992). 즉, 전통적인 접근법의 근거는 과거를
알게 됨으로써 현재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과 원인적인 것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믿는 신념이다.
강점관점을 체계화하며 개념을 발전시킨 Saleebey(1996: 298; 2002: 3-6.)는 강점관점을 전
통적이며 병리적 관점과의 차이점에 관하여 서술함으로써 강점관점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Early 와 GlenMaye(2000: 1203- 127) 역시 병리적 관점과 강점관점을
대비하여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클라이언트, 치료, 개인적 설명, 개인의 생활역사, 전문가,
치료활동에서의 자원, 원조 등의 측면에서 병리적 관점과 강점관점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차이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강점관점은 병리적 관점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다. 개인을 문제를 가진 존재로써 보다
는 강점과 자원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본 것이다. 치료적 활동에서는 문제보다 가능성을 보았으
며, 개인의 진술내용을 중요시하는데 그것은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자료로 사용하였으
며, 어린 시절 정신적 외상이 성인기에 병리적 또는 장애요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오히
려 힘든 상황과 경험을 잘 극복함으로써 강하게 될 수도 있는 측면에 관심을 두었다. 치료활
동에서는 치료자의 진단과 치료계획보다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치료자를 진단과 접근기술사용의 전문가로 보는 것에는 관심이 적으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과 문제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을 최대로 존중하며 자신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
로 본다. 따라서 치료활동을 위한 자원은 클라이언트의 강점, 능력, 적응기술, 자원 등으로 보
았으며, 치료자의 역할은 문제를 감소 또는 제거시키는 것보다는 클라이언트의 가치와 책임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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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관점에서 병리적 관점과의 차이점으로 주장하는 것들은 탈근대주와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전통적인 접근법의 한계점으로써 지적한 것들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주의적 가족치료에 관하여 회의적으로 지적하였던 것들은 다음
과 같다: 문제에만 관심을 둔 것, 다양한 가족형태에는 관심이 적었던 것, 가족구성원 개인의
경험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 친구·직장·지역사회 등과 같이 더 큰 체계의 영향력을 고려하
지 않은 것, 보편적인 원리를 근거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한 것, 기능적인 가족의 개념
을 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역기능적인 가족을 사정하고 평가한 것, 치료자를 평가능력을 갖
춘 기법전문가로서 인식하고 지식과 기술을 더 신뢰한 것, 치료자의 권위를 사용한 것 등이
다.
강점관점이 병리적인 관점을 근거로 하는 문제중심적인 접근법과 차별화 하고자 하는 논
점들이 탈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에서 주장하는 논점과 일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주장하는 변화 또는 문제해결에 대한 패러다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차원에서 도전 즉 통합적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는 근
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강점관점의 가정과 영역
특정한 사상이나 관점이 근거로 하고 있는 확신, 신념, 전제가치, 가정 등에 대한 지식은
특정한 이론과 개념 그리고 접근기법을 깊이 이해하며 치료적 활동의 방향과 접근기법의 사
용목적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 강점관점은 어느 누구라도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강점관점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와 결핍된 것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는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치료자의 협력과 협조적인 관계
를 강조하는데 이것이 치료과정을 활성화시키며 임파워 시킨다고 본다. 그리고 변화는 치료자
가 클라이언트의 열망, 지각, 그리고 강점에 대해 믿고 협조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1) 강점관점의 가정
Saleebey(1992: 6- 8; 2002: 14- 18)는 클라이언트를 임파워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 자신, 가
족, 지역사회가 갖고있는 자원을 포함하는 강점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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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점관점의 전제가치인 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①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존중한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긍정적인 성향과 능
력, 재능과 자원, 욕구와 소망 등을 존중하는 것이다.
② 클라이언트는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 삶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강점을 소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신체적·
정서적·인지적 대인관계,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 자원, 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③ 클라이언트의 동기는 강점을 조장할 때 증가한다. 개인과 집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기술 등을 발견하였을 때 자발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동기
는 자신의 강점을 계속적으로 의식하고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을 때 증가한다.
④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의 협력자다. 강점은 치료자와 클라이언트사이의 협력적 탐구과정
에서 발견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별성에 관하여 존중과 이해를 받을 때 강점에 관하여 깊은
인식을 하게된다.
⑤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들은 피해자라는 의식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⑥ 모든 환경은 자원이다. 모든 환경은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자원과 가능성을 갖고 있으
며 환경 그 자체가 자원이다. 모든 환경에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 원
조물, 실제적인 자원, 시간과 장소 등이 있다.
강점관점의 중요한 기본가정은 인간의 속성, 자원, 변화에 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
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주위
환경에 많은 자원들이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것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확인할 때 변화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고 문제중심적인 사고에서 벗
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점관점의 가정은 탈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에
서 주장하는 것들과 매우 유사하고 일치하는 내용들이다.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은 강점관점의
가정이 근대주의적 관점에 관하여 회의적으로 지적한 것과 탈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에서
주장하는 가정과 개념들을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강점관점은 탈근대주의와 사회구성
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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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점관점의 영역
강점관점의 가정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결핍된 것 대신에 강점에 관심을 두
고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강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강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생존기술, 능력, 지식, 자원 그
리고 희망과 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Saleebey(2001a: 185)는 아래의 내용들을 강점의 영역으로써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꽃가꾸기, 외국어하기 등), 재능(음식 만들기, 스포츠 등), 자신에 대
한 가치와 특성(인내력, 관계능력, 유머감각 등), 상호작용기술(위로하고 중재할 수 있는 능력,
긴장을 줄일 수 있는 능력 등), 주변환경(확대가족, 친밀한 관계의 사람, 좋은 이웃 등), 문화
적 의식 또는 예식에 관한 지식, 가족과 가족간의 이야기(가족의 역사, 전승되는 교훈적인 이
야기 등), 역경을 통하여 얻은 지식, 직업 또는 부모역할을 통해 얻은 지식, 영성과 믿음, 그리
고 희망과 꿈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강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강점의 영역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이며 습관적
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강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강점의 영역에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일상생활을 지속하거
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누구나 할 수 있고 갖고 있는 것들이다. 중요
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강점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는 것이다. 이것은 치료자의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소시키는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미 클라이언트가 경험하였고, 알고 있고, 갖고 있는 강점들을 성장
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3. 강점관점의 핵심적 개념
Saleebey(1992: 8- 13; 2002: 9- 13)는 강점관점을 실제 상담에 적용하는데 있어 원칙이 되며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임파워먼트(empowerment), 소속감(membership), 레질리언스(resilience),
치유(healing), 대화와 협동(dialog and cooperation), 그리고 불신의 종식(suspension of
disbelief) 등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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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가 내부 또는 외부에 가지고 있는 자원과 도구 등
을 발견하고 확장하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준다는 것이 아
니고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Rappaport는 클라이언트를
임파워한다는 것을 클라이언트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가 이미 갖고
있는 힘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라 규정하였다(De Jong & Miller, 1995: 734에서 재인용). 이
것은 클라이언트가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강점들을 회상하고 확인하며, 강점이라
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강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관한 동기가 강화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지식과 힘을 갖게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와 치료자가 협력하는 탐색과정을 통해서 힘을 발견해 내는 것에 초점을
둔다.
2) 소속감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물리적으로 거처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정
신적으로 소속감이 없으며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강점의
발견과 회복이 쉽지 않다.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거나 사용
할 수 없으며 자신의 힘을 지각할 수 있는 감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책임과 가치가 있는 구성원이 되고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집
단이나 조직의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권리, 책임, 확신, 안전함 속에서 행복감을 추구한다. 사
람들이 아무 것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을 때 소외되고 고독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Saleebey(2001: 185)는 사람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것을 인식하고 소속감을 가질
때 자신의 소중함, 존중감, 책임감을 갖게 되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은 소속감이 강점발견과
임파워먼트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레질리언스
강점관점의 근본적인 가정은 인간은 레질리언트 하다는 것이다. Walsh(1998: 4)와
Saleebey(2002: 11)는 레질리언스 개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와 극한상황
의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Early & GlenMaye(2000)는 레질
리언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와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또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극한적인 경험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약해지고,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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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못하고, 정신병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레질리언스는 엄청난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시련, 자기 정당화, 성장해 가는 적극적인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유지해 왔는지에 관한 지식은 앞으로 살아
가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4) 치유
치유의 개념은 사람들이 혼란, 질병, 분열에 당면할 때 자신을 회생시킬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것으로써 신체와 마음이 전체적으로 건강한 것과 선천적인 재능 등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Saleebey, 2002: 11).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기-회생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선
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진화론적이고 유전적인 인간의 자기-회생적인 성향은 정신적 충격, 환경의 유해한 것, 신
체적 질병 등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 또한 인간에게는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들은 선천적이며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은 상황에 따
라서 절충되기도 하고 조정되기도 하면서 성장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기적이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무엇이 자신에게 정당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를 갖고 있다. 이러한 성향과 지혜는 인간유기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5) 대화와 협동
대화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확인, 동정, 동일시, 타협, 적응,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 등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변화나 경험을 하지 않고는 자신의 힘을 발견하거나 확인하기가 어렵고, 새
로운 지식을 학습할 수 없으며, 내적 강점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도 없다.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대화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좀더 이해할 수 있고 관계의 회복이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협동의 개념은 클라이언트와 협동을 할 때에만 우리가 실제로 돕는자, 상담자, 중재자, 자
원을 갖고 있는 자의 역할이 분명해진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치료적 활동에서 치료자와 클라
이언트의 협동적 관계는 클라이언트가 자율적인 참여와 독립적인 결정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
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성취감을 증대시키며 변화를 좀더 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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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신의 종식
불신의 종식은 클라이언트를 믿고자 하는 강점관점의 의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직 세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이야기에 대하여 진실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다. 강점관점을 기초로 하는 접근법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견해가 클라
이언트 입장에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사실에 관하여 설득력 있게
진술하는 클라이언트의 견해, 설명, 보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불신의 종식에 관한 개념은 클라이언트 이야기의 진실성 여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내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을 신뢰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중
요한 것은 클라이언트가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존중하고, 클라이언트, 가족, 지역사
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것이 좀더
인간적이며 클라이언트 이야기의 진실성에 가치를 두지 않고 좀더 수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위에서 설명한 여섯 개의 개념들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탐색하고 발견하여 활용하는 과
정에서 치료자가 취해야 하는 관점, 기본자세, 접근의 방향, 클라이언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 잠재능력, 자원 등을 치료에 활용하는 것, 클라이언트와의 협동관계와 절대적인 신뢰 등
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탈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에서 주장한 이념들을 포함하
고 있다고 본다.
강점관점의 주요개념으로써 임파워먼트, 소속감, 레질리언스, 치유, 대화와 협동 그리고 불
신의 종식 등의 개념들은 탈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의 가정과 실천의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
는 내용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탈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 그리고 강점
관점의 유사한 관점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다양한 개인들의 견해, 관점, 의
미, 경험 등을 존중한다. 협동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관점, 견해, 의미 등이 변화한다고 본
다.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의 견해, 관점, 의미, 경험 등을 중요시하지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려고 노력한다. 치료자의 지식이나 사정기술 보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경험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강점과 자원을 기초로 문제해결의 동기를 강화시키고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앞으로 가족치료이론과 접근방법을 발전시켜나가는데 기초적인 실천의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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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결중심적 접근법과 강점관점의 통합적 가족치료 접근법의
가정과 실천원칙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가족치료는 사람들의 생활형태가 점차로 복잡해짐에 따라 가족치료
접근법도 내담자 중심적으로 개별화되며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사람
들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의 복잡한 체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사고하고, 느끼고, 행
동하는 것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
이론이 모든 사례에 임상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인식
이 일어나게 되었다(김영애 외, 2002: 507). 가족치료의 통합적 모델에는 다양한 다른 모델과
방법들을 자유로이 수용하는 절충주의, 특수한 모델을 지지하는 경우라도 다른 접근법에서 기
법을 적용하는 선택적 차용, 특수하게 고안된 통합 모델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근대주
의와 사회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해결중심적 접근법과 강점관점을 통합하는 접근모델을 만
드는 전 단계로서 가정과 실천원칙에 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해결중심적 접근법과 강점관점의 통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탈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가
강점관점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먼저 고찰하였다. 해결중심적 접근법이 탈근대주의와 사회구
성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이미 논증되었기 때문이다(송성자, 1998: 28- 29; 허남순, 노
혜련, 1998: 334- 336). 또한 본 연구에서 주장하려는 통합적 가족치료 가정과 실천원칙도 탈근
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를 기초로 하는 실천 접근법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결중심적
접근법과 강점관점의 관점과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해결중
심적 접근법이 강점관점의 관점과 통합할 때 접근법이 좀더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점관점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접근기법으로써 해결중
심적 질문기법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송성자, 최중진 2003: 120- 122)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가족치료 접근법에 대한 가정과 실천원칙은 탈근대주의,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를 기초로 하며, 해결중심적 접근법과 강점관점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연구자의 관
점, 확신, 가정, 전제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과 실천원칙은 근대주의와는 매우 상
대적인 것으로써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는 관점을 기초로 하며, 치료자가 변화를 만들어내
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새로운 차원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것이다. 해결중심적 접근법의 주요개념과 접근법에 관하여는 김유숙(2002), 송성자
(2002), 허남순, 노혜련(1998) 등의 저서, 학술지, 학술 논문 등에 이미 소개된 것이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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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기서는 통합적 가족치료 접근법의 가정과 실천원칙을 서술하면서 지적하려고 한다.
1) 인간의 본질인 레질리언스를 존중한다.
사람들은 약한 것과 병리적인 것을 갖고 있는 반면에 장점과 강점을 갖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 잠재력,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신뢰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힘과 대처방법을 갖고 있다고 믿고 존중한다. 이것은 최악의 문제
라고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즉 레질리언스를 인정
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할 때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강점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좀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수
록 점점 더 많은 강점을 생각해내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며 자기존중감이 향상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존감이 향상되면서 다른 사람의 강점도 존중하고 수용하게 되며 자
신의 부족한 것에 관하여도 수용적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원리이지만
사람의 존중받고자하는 기본욕구를 가장 충족시켜주는 접근법이라고 본다.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강점을 탐색하는 치료적 활동은 주로 언어를 사용하는 질문기법에
의한 대화과정이다. 질문기법은 해결지향적 예외질문을 들 수 있으며, 예외질문이 과거에 문
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에 초점을 두는 것을 좀더 확대해서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강점은 물론 레질리언스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질문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 문제와 변화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의미를 중요시한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문제를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예로써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
준이 모두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있으나 많은 경우
본인들이 이혼사유에 관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치료 과정에서 관점이 변화하면서 문제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가 변화함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문제에 관하여 주관적으로 부여한 의미가 변화하면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과 행동
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관점과 개념 그리고 의미가 변화하는 것은 치료적인 활동
의 초기에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 치료자와의 신뢰적이며 협동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솔
직한 대화과정에서 강점을 탐색하고 발견할수록 클라이언트는 점차로 문제중심적 사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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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게 되며, 자아인식이 강해지고 자존감이 향상되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
게 된다. 치료과정에서 변화와 성장을 발견하고 촉진하는 해결지향적인 예외질문, 척도질문,
대처질문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통합적 접근법에서는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개
인의 견해와 의미를 파악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자신의 견해와 의미를
이야기하고 치료자의 견해를 듣는 과정에서 의미변화가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으로써 알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취한다.
치료자의 기본자세는 클라이언트의 관점, 견해, 감정, 원하는 것, 경험, 강점, 자원, 대처방
법, 생존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하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게서 발견한 강점과 자원을 치료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발견한 강점을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접근기술이 필요하기도 하다. 치료자가 클라이언트를 좀더 알고 이
해를 하려는 자세는 개인의 관점, 견해, 감정 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치료적 활동
이 치료자의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강
점과 자원을 활용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알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실천으로 옮기는 치료적 접근법은 해결중심치료에서 제시하는 것
과 일치하는 것으로써 경청, 이야기에 대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 감정이입, 전문지식
을 근거로 하는 의견제시와 의미부여, 인정과 칭찬, 개방적 질문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다.
4) 협동적인 관계형성과 치료적 대화는 치료적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의 만남에서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다. 그리
고 신뢰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자신의 부족하거나 부정적인 것을 솔직하게 이야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면 협동적인 관계형성과 치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접근
기술은 면담 초기에 상대방이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 즉 강점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대화를 하는 것이다. 예로써 비자발적인
관계유형인 비행청소년의 경우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초기면접에서 강점중심으로 대
화를 할 때 좀더 쉽게 대화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 협동적인 관계형성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통합적 접근법의 초기 치료활동은 강점 탐색과 발견을 기초로 하는 협동적 관계형성과 치
료적 대화가 치료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해결중심적 접근법의 경우 첫 면담에서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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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기 위한 질문으로써 무엇이 변화하면 상담을 받으러온 보람이 있겠느냐는 질문을 한다.
이러한 질문은 클라이언트와의 협동적인 관계가 형성된 이후 한다면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
하는 과정에서 좀더 솔직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5) 치료적 목표와 활동으로써 강점과 자원 발견과 활용
문제의 심각한 정도를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는 것이 가족치료의 일반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통합적인 접근에서 구체적인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인식을 근거로 성장과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변화를 위해 강점을 활용하도록 돕는 것
이다. 그리고 문제보다는 강점과 자원을 탐색하는 치료적 활동에서 클라이언트의 자아의식이
강화되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을 근거로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적응력, 자원활용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접근법의 목표이며 활동이다.
해결중심적 접근법은 각 클라이언트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적 활동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행동적 변화, 문제해결 내지 감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초기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치료적 활동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통합적 접근법은 클라이
언트의 기능회복, 자아존중감 회복, 동기 강화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며, 행동변화나 문제해
결은 이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치료적으로 활용하
는 것은 치료적 목표이며 치료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6) 강점과 자원에 관하여 사정과 평가를 한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의 성격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측면과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 그 자체와 원인에 초점을 두고 진단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과 변화를 돕는 치료적 활동
을 하기 때문에 문제 대신에 개인의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고 사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치료적 활동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식하도록 하며,
인정하고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자신
의 강점에 관하여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인정과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수록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행동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인의 문제가 감소 내지 해결되는
것도 평가의 대상이지만 자아존중감, 강점과 자원활용 능력, 문제대처능력의 향상은 중요한
평가내용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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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료적 질문기법은 새로운 관점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통적 접근법은 주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질문을 사용하며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치료
자가 치료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해결중심적 접근법의 질문기법들은 문제해결
에 관한 목표성취에 초점을 둔다.
통합적 접근법의 질문기법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과 자원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기능회복과 자아존
중감 회복을 자극하는 질문기법은 계획적이고 전략적이어햐 한다. 즉 질문은 자기 자신에 관
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생각하고, 응답을 준비하면서 내적으로 변화와 성장과정이 일어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질문은 치료활동 과정에서 중요한 치료적 도구가 된다.
8) 전문가로써의 책임의식을 강화한다.
치료자는 전문가로써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존중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인정하는 것
과 문제와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치료자의
모든 행동과 치료적 활동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제와 병리적인 것보다는 강점과 자원을 중
요시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 제한적인 것보다
는 가능한 것 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과 자세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좀더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치료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표면적인 문제를 감소 내지 해결하는 책임이 있지만 치
료적 활동과정에서 기능이 회복되고 자아존중감이 회복되고 성장과 변화를 위한 동기를 강화
시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본다. 이것이 인간성 회복과 대처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 되기 때문이다.
점차로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좀더 전문적이며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론과 접근기술 그리고 정보와 자원에 관하여 개방적이며 창의적이고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치료자가 전문인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두어야 하
는 것은 언어의 기능과 대화, 치료적 대화과정,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의미체계,
클라이언트의 신념체계에 관하여 알고 이해하려는 자세, 절충적이며 통합적인 접근법과 질문
기법들에 대한 폭넓은 수용, 창의적인 치료적 도구의 사용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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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탈 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가 가족치료 패러다임의 변화과정과 강점관
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실천현장에서 좀더 영향력 있는 접근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강점
관점과 해결중심적 접근법을 통합하는 가족치료의 가정과 실천원칙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
구결과 강점관점이 탈근대주의 및 사회구성주의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논증하
였다. 그리고 탈 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해결중심적 접근법과 강점관점에서
주장하는 주요개념들을 근거로 통합적인 가족치료에 관한 가정과 실천원칙을 제시하면서 실
천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서술하였다. 연구결과로써 제시한 통합적 접근법에 관하여 논의를 하
려고 한다.
첫째, 탈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해결중심적 접근법과 강점관점을 통합하
려는 목적이 실천적 접근기법을 좀더 강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강점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개념과 실천원칙들은 탈근대
주의와 사회구성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합적인 가족치료에 관한 가정과 실천원칙은 강점관점과 해결중심적
접근법의 가정과 실천원칙을 통합하면서 탈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에서 주장하는 관점과 개
념을 수용하고 있다.
둘째, 해결중심적 접근법이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었다면 통합적 접근법은 개인의 기능회복
과 자아존중감 회복 내지는 향상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며, 이것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
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즉 통합적 접근법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능과 능력을 회복 내지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람들이 기능과 능력이 회복
내지 향상되면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행동변화 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
다. 여기서 치료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기능과 능력을 회복하고 향상시키며, 스스로 행동
변화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하는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셋째, 통합적인 접근법이 갖는 강점은 전통적인 병리적 접근법과는 차별화가 되는 것의 근
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문제나 병리적인 것을 직접 다루지 않고 강점과 자원
을 주로 다룸으로써 체면을 중요시하는 한국 클라이언트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다. 그리고 비
자발적인 클라이언트의 경우 협조적인 고객형으로 이끄는 것이 좀더 가능하다. 그리고 자아인
식 강화, 자아존중감 향상, 대처능력 향상, 문제해결능력이 향상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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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변화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넷째, 가족치료의 패러다임은 바뀌어 왔으며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라고 볼 때 강점관점
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다. 강점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법이 문제와 병리적인 것을 직접 다루지 않고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여 활용하는
접근기술을 사용하는 것의 효과를 검증한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리라고 본다. 예로써 클
라이언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문제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접근법, 문제와 직접
적인 관계가 적거나 없는 대처방안이나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접근법, 변화되고 성장
한 것을 유지 또는 발전시키도록 돕는 접근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의 한계로써 구체적인 목표설정 방법, 질문기법 등에 관하여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목표설정 방법, 질문기법 등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를 기초로 하는 다음 단계의 연
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가정과 실천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한계로
하였다.
여섯째,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와 강점 및 자원을 좀더 깊이 이해하며, 강점과 자원을 탐색
하고 발견하여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통합적 접근법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실험연구와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조사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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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to a Strength- Based Family
Therapy Paradigm

S ong , Sung ja
(Kyonggi University)

This paper describes the influence of postmodernism and social constructivism in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family therapy theories and paradigms. It also presents the assumptions and the practice
principles of a strength- based integrative family therapy model.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strength
perspective fits well with postmodernism and social constructivism views.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include the following: a commitment to finding client strengths; the assumption that problems
can change; the adoption of a not-knowing posture; the development of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rapist and client; and an attention to therapeutic dialogue and questioning skills, goals and activities,
responsibilities of the professional, and the position and role of the therapist.
KEY WORDS: strength perspective, postmodernism, social constructivism, integrative family therap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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