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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치료의 변천과 발전:
이야기확장을 추구한 마이클 화이트의 이야기치료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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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야기치료의 창시자인 마이클 화이트의 생애를 통해 그가 이야기치료의 발전에 기여해
온 바를 고찰하면서 이야기치료 이론의 변화 추이와 함의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치료는 초
기에는 문학적이며 인류문화학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이야기의 해석과 의미를 치료에 적용하는 독특한
치료체계를 구성하였다. 이후 진보적인 구성주의 시각과 사회비평 철학을 받아들인 이야기치료는 개
인 및 가족의 문제와 삶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 문화적 비평을 덧붙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야기치료의 작업은 거대 담론의 비평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친밀하고 익숙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개인과 가족의 삶과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 확장을 통해 삶의 변화를 추구 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실천
가들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이야기치료 이론의 변화와 발전에는 마이클 화이트의 끊임없는 지적 탐구
와 모험적인 임상 실천이 그 뒷받침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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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와 방법

I. 서 론

연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본고는 화이트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이야기치료자로서 이론을 성립하고 보급해
마이클 화이트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여의

온 실적을 찾기 위하여 그가 남겨놓은 저작들

시간이 지났다. 그는 이야기치료의 창시자로

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마이클 화이트의 삶

서 그가 축적해 온 이야기치료의 이론과 사례

을 개관하고 그의 논문과 저서들을 초기, 중

에 대한 상당한 분량의 자료들을 남겨 놓았다.

기, 후기 시기별로 나누어 이야기치료 이론이

이야기치료 이론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

변화해 온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이 과정에

은 이야기치료가 가족치료 이론의 발전에 공

서 어떻게 이야기치료가 구성주의적 이론과

헌한 바를 짚어보고, 후세대 치료자들에게 남

진보적 비평주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가족치료

겨진 임상적 함의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의 동향과 전략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볼

다. 마이클 화이트는 2001년과 2004년 한국을

것이다. 또한 이야기치료가 한국에서 실시된

방문하여 직접 이야기치료를 소개하였고 이를

사례들을 찾아보고 이야기치료의 한국적 적용

계기로 한국의 가족 치료자들에게도 이야기치

에 대한 적절성을 가늠해 볼 것이다.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후로 한국에서

연구 방법은 주로 문헌고찰로 이루어졌다.

도 이야기치료가 간헐적으로 실시되었고, 국

문헌 고찰에서는 이론적 자료의 검토와 사례

내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치료의 사례들이 보

보고 검토를 주로 사용하였다. 문헌고찰 작업

고되기 시작하였다(고미영, 2005; 고영옥, 권도

을 위해 화이트가 발표했던 논문들과 저서 20

하, 2009; 이경욱, 2007, 2009).

편을 사용하였으며 이 자료들을 시기별로 묶

료가

화이트를 가족치료자로 분류하는 것이 얼마

어서 분류하였다. 또한 화이트의 작업에 대한

나 타당한지는 알 수 없다. 화이트 자신은 가

평가들을 찾아보기 위해 그가 했던 인터뷰나

족치료자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에 관한 신문 기사 등을 수집하여 자료로

그는 가족치료 분야가 매우 포용적이고 개방

삼았다. 화이트가 직접 출간한 문헌 외에 덜

적이라고 믿고 있었다(Denborough, 2001). 그러

윜 센터에서 발간한 동료 치료자들의 이야기

나 그의 치료는 확실히 전통적인 가족치료와

치료에 관한 문헌 11편을 함께 살펴보았다.

결별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그를

또한 한국의 가족치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

따라서 많은 가족치료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기 위하여 이야기치료를 적용한 한국의 사례

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본고의 목

8편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화이트의 죽

적은 이야기치료 이론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음을 애도하기 위해 동료 치료자들이 신문과

맥락과 가족 치료 이론의 틀 안에서 조명해보

학술지에 발표한 단편 에세이들과 덜윜 센터

고 이야기 치료가 후대와 한국의 가족 치료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발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저자가 수년간 모아온 자료들과, 덜윜 센터에

자 하는 것이다.

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및 저널 위주로 진행되
었다. 이와 더불어 학술 저널에 발표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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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PROQUEST, JSTOR, EBSCO 등의 학술 저

도 했다. 이 경험으로 화이트는 두 가지 중요

널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였다.

한 삶의 방향을 정했다. 먼저 자신이 사람들

연구의 기간은 연구 주제를 구상하면서 자료

과 일하기를 더 원한다는 것과 반(反)기계론자

를 모으고 분류하기 시작한 2009년 8월경에서

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가 체계적인 사고와

부터 자료수집이 끝난 2010년 4월까지이다. 수

사이버네틱스를 거부하게 된 것은 이런 과

집된 자료들은 화이트가 혁신적인 가족치료자

거의 경험을 통해서이다(Nichols & Schwartz,

로서 겪어온 사상적 변화와 작업의 발전을 조

2009). 1967년부터 사회사업가로 훈련을 시작

명하고 재구성하기 위하여 시기와 주제별로

한 그는 1970년대에 초반에 Adelaide 아동병원

분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화이트에 관한 모

의 정신사회사업가로 일하였다.

든 자료를 총망라하여 정리하기보다는 이 논

아동 병원에서 화이트는 가족들을 접하면서

문의 주제에 적절한 자료들을 선택하여 사용

자연스럽게 가족치료 영역에 입문하였다. 가

하였다.

족치료는 1950년 후기에 태동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 널리 퍼지기 시작한 치료방식으로
1970년대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특히 1975년에

II. 본 론

서 1985년은 가족치료 접근법의 황금기로서
여러 다양한 학파의 치료법이 소개되고 시도
되었다. 가족치료의 공헌은 전통적인 학문 중

1. 마이클 화이트(1948-2008)의 삶의 역사

심의 제한적 치료를 다수의 직업과 학문 전통
한 개인의 삶을 개관하는데 있어서는 다양

을 가진 사람들에게 개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한 관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화

다(Nichols & Schwartz, 2009). 정신과 의사, 심

이트의 삶을 이야기치료의 발전과 연관시켜

리학자, 인류문화학자, 사회사업가 등의 구분

해석함으로써 이야기치료의 이론이 변화해온

없이 가족 치료라는 큰 틀 안에서 함께 연구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바로 이야기치

하고 연합하여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냈다는

료의 이론의 성향이 화이트라는 인물의 삶과

점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

가족치료가 한창 치료의 흐름을 왕성하게

이트는 한 개인의 역사에서 객관적인 사실보

주도하고 있었던 1970년대에 화이트는 가족치

다 삶의 플롯에 따른 설명을 더 중요시했다.

료에 자연스럽게 입문하여 가족치료자로서의

그는 개인적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한

삶을 시작하였다. 그는 특히 그레고리 베이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믿었다

슨(Gregory Bateson)과 사이버네틱스 학파의 이

(Wood, 1991). 따라서 본인은 화이트의 개인적

론 등을 접하였고 매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삶을 이야기치료 발전의 역사라는 플롯 안에

밝히고 있다(Wood, 1991). 그러나 병원에서 한

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초기 경험은 그가 전통적인 가족 치료 접근법

마이클 화이트는 1948년 남 오스트레일리아
Adelaide에서 노동자계급의 부모에게서 태어났

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족들을 접하는 데에 관
심을 가지도록 했다.

다. 한때 그는 전기 및 기계 제도사로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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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자이다. 화이트는 가족치료 이론을 자기의

를 추구하고 있을 당시에 지금까지 시도되지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였고 그가 해석한

않았던 내적인 가능성들과 대안적인 역사를

이론의 함의들을 가족들에게 실제로 적용해보

찾고자 하였다(Madigan, 2008). 화이트는 진보

기 시작하였다(White, 1995c). 전통적 가족치료

적 사상가들의 제안을 내담자와의 만남에서

문헌과 방법에 만족하지 못했던 화이트는

실험 하였다. 즉 내담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그

1970년 초반부터 과학 철학을 탐구하면서 새

만남을 주도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도록

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발

하는 작업 방식을 개발하였다. 그는 치료의

전시켜갔다(White, 1995c). 그의 특이한 점은

분위기와 맥락을 협력과 공통 목표를 향한 자

사상에 대한 혁신적 탐구와 더불어 이것을 끊

연적인 관계성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을

임없이 자신의 임상 작업과 연결해 나아갔다

고안하였다(White, 1995a). 따라서 기존의 방식

는 점이다. 그 이후에도 그는 치료 문헌 밖에

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서 탈근대

있는 문헌들에 더 관심을 가졌는데 그 중의

혁명의 완벽한 표현으로 평가되는 치료 이론

몇 가지를 보면 1980년대에 여성해방주의 이

과 철학을 구축하였다.(Nichols & Schwartz,

론과 문학적 이론들, 문화인류학, 비평철학 이

2009). 그에게 특히 영향을 준 이론들은 제롬

론 등을 들 수 있다. 말년에는 프랑스 비평철

부르너 (Jerome, Bruner)의 문학적 이론, 클리포

학자 DeLeuze의 이론을 이야기치료에 접목시

드 기어츠(Clifford Geertz), 바바라 마이어호프

키고자 노력했다(Winslade, 2009). 그가 새로운

(Barbara Myerhoff), 빅터 터너(Victor Turner)의

패러다임의 치료를 성취했다는 평가를 받는

문화인류학,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나 레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험적이며 지적인 호기

브 비고츠키(Lev Vygotsky) 등의 비구조주의 심

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꾸준히 다

리학자들, 프랑스 비평가이며 후기구조주의

양한 학문적 분파의 문헌들로부터 새로운 방

철학자인 제크 데리다(Jacques Derrida)와 미셀

식의 사고와 은유들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

푸코(Michel Foucault) 등이 있다(White, 2007).

였다(White, 1995a). 화이트의 치료가 혁신적인

화이트는 치료에서 은유(metaphor)라는 용어

치료로 구분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를 자주 사용하였다. 베이트슨은 치료에서 지

치료 분야를 뛰어넘는 방대한 독서 특히 과학

도(maps)의 은유를 사용했는데 이때 지도는 사

에 대한 넓은 철학적 시각과 사회적이며 비평

람들이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적인 이론들에서 얻은 통찰력에 기인하는 것

의미하는 것이다(Freedman & Combs, 2009). 화

이다.

이트는 자신의 치료를 이야기 은유를 사용하

이야기치료라 불리게 된 그의 방식은 가족

는 치료법이라고 표현하였다(Wood, 1991). 그

치료 방식의 한 분파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

가 전통적인 가족 치료 방식을 떠났던 이유도

러한 분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

가족치료에서 사용하는 은유들(개념, 아이디어,

유는 이야기치료 방식이 단순히 가족들과 작

사상, 방법을 포함)보다는 이야기 은유(narrative

업하는 새로운 어떤 방식을 제시하는데 그친

metaphor)가 사람들의 삶과 관계 양식에 더 적

것이 아니라는 평가 때문이다(Beels, 2008). 그

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의미한 이야

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내재된 병적인 문제

기 은유는 이야기가 시간을 통해 전개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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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써 사람들의 삶과 관계성에서 문제를 지

디어를 찾아내고 이를 즉각 임상 실험에 적용

속시키거나 그치게 해주는 힘을 지닌다는 것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이야기치료를 널리

이다. 가족치료 역사가 발전하면서 가족 구조,

알리게 된 “치료적 목적을 위한 이야기적 수

경계선, 세대 간 연합, 자기분화 등과 같은 은

단” (Narrative Means to Therapeutic Ends)을 1990

유들은 각 치료 학파마다 다르게 형성되어왔

에 함께 출간하였다.

다. 가족치료가 1985년 이후에 쇠퇴하게 된

이야기치료는 1986년부터 덜윜 센터 뉴스레

이유 중의 하나도 가족치료 분야에 다양한 학

터(Dulwich Centre Newsletter)를 통해 17년간 치

파들 간의 경쟁과 자신의 방법론에 대한 과신

료이론과 방법을 보급해왔다. 덜윜 센터 뉴스

에 있었다(Nichol & Schwartz, 2009). 이야기 은

레터는 이야기치료의 발전과 변천을 한 눈에

유에 대한 화이트의 입장은 후기로 갈수록 점

볼 수 있는 학술지로 동료치료자들의 기여와

점 더 진보적인 구성주의를 따르게 되었다.

검토를 통해 이야기치료의 사례와 이론들을

그는 치료자가 내담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

정기적으로 출판하였다. 2002년 이후 이야기치

는 안정되고 확실한 은유를 떠나 좀 더 느슨

료와 지역사회 작업의 국제적 학술지(The

한 재귀적 입장으로 치료적 현실을 대해야 한

International Journal of Narrative Therapy and

다고 권고하였다(Wood, 1991).

Community Work)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그

1970년대에 마이클 화이트는 가족치료자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서 어느 정도 입지를 세우기 시작하여 1979년

마이클 화이트의 삶과 사고는 상당히 개방

도에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적이었다. 그는 동료 치료자들과 함께 작업을

Family Therapy(ANZJFT) 의 설립 편집위원으로

하면서 이야기치료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 중

참여하였다. 1983년도에는 덜윜센터(Dulwich

캐나다 Calgary 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Karl

Centre)를 창립하여 실제로 치료뿐만 아니라

Tomm이나 미국 일리노이 에반스톤의 전략적

훈련 프로그램과 다양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가족치료사이자 정치 활동가로 활약했던 Jill

이야기치료의 발전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덜

Freedman과 Gene Combs 부부, 또한 Jeffrey

윜 센터는 출판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화이트

Zimmerman, Vicki Dickerson, Stephan Madigan 등

뿐만 아니라 동료 이야기치료자들의 저작과

의 여러 동료들의 기여는 어느 한사람의 역량

인터뷰 모음들을 출판하였다. 이후 화이트는

을 넘어서 이야기치료 이론을 혁신시키는 데

아델라이데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이야기치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오늘날 이야기치

의 훈련과 보급에 주력하게 되었다.

료는 창시자인 마이클 화이트 한 사람의 혁신

마이클 화이트가 이야기 치료자로서의 출발

적인 치료법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 활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동하는 다양한 동료 이야기치료자들에 의해

출신의 데이비스 엡스틴과의 만남이다. 첫 만

계속적으로 실험되고 발전되어져 가는 중이다.

남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이것은 화이트의 갑작스러운 죽음(2008년 4월)

임상 작업을 해왔다. 문화인류학적 배경을 지

이후에도 이야기치료가 유지되고 발전되어 가

닌 엡스틴은 이야기치료의 특징적인 경향들을

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다수 도입하였다. 이 두 사람은 새로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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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과 이루어졌다. 이

구조주의적이며 전략주의적인 가족치료 방식

야기 치료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존중

으로 치료한 사례였다(White, 1979). 이 논문에

하면서 그들이 꿈과 희망의 이야기, 자신들이

서 그는 아동병원에서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발전시켜온 독특한 그들만의 해결지식과 양식

정신신체증을 가진 아동의 가족들을 치료하면

들을 특정한 대화양식으로 나누게 한 것이 성

서 아동의 증상을 완화하고 가족들의 상호관

공의 요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Denborough et

계성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계별 치

al. 2006). 화이트는 모든 개인적인 삶과 관계

료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화이트가 어

성이 지속적으로 정치·사회·문화·역사의 맥락

디에서 출발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한 부당하게 취급되어

사례이다. 그는 가족치료 중에서도 전략적인

온 것을 비평하고 이를 치료라는 맥락과 연결

가족치료를 선호하였다. 인류학자인 Gregory

시켰다. 그는 모든 표현을 저항의 행위로 간

Bateson이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의사소통에

주하였고 문제에 저항해온 내담자들의 삶의

관해 실시한 연구와 정신과 의사인 Milton

표현을 확장시키는데 주력했다.

Erickson의 실용적이며 문제해결 중심의 기발
한 치료기법이 그의 전략적 치료의 성장 기반

2. 이야기치료 이론의 발전

이었다(Nichols & Schwartz, 2009). 따라서 처음
부터 화이트는 의사소통이나 독특한 해결방식

마이클 화이트는 생애 중 거의 30여년을 치

에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료자로서 살았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계속
혁신하면서 이론적 변화를 시도해 나갔다. 여

(1) 이야기 은유

기에서는 그의 생애를 3단계 즉 초창기, 발전

화이트는 Bateson(1972, 1979)의 영향으로

기, 완숙기로 나누어 변화된 이론의 추이를

이야기 은유를 발견했다(Denborough, 2001).

살펴보고자 한다. 이야기치료의 중요한 주제

Bateson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사건은 매

의 변화를 대략 10여년의 단위로 묶어서 나누

우 제한적이며 선택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고 시기별로 가장 두드러진 주제들을 찾아 이

제한된 선택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

야기치료 이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로써 해석적인 구조와 의미가 사람들에게 중
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해석과

1) 초창기(1979-1989)

의미의 중요성을 화이트는 이야기 은유로 연

이야기치료의 초창기는 마이클 화이트가 가

결시켰다. 해석적 구조로서의 이야기 은유는

족치료자로서 어느 정도 입지가 선후에 새로

화이트의 치료 작업의 출발이 되었다. 화이트

운 방식의 치료를 개발하고자 노력했던 시기

는 해석과 의미를 담는 이야기라는 도구를 발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과거를 통

견하게 된 것이다(Wood, 1991). 이야기는 사람

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창의적으로 움트

들의 경험을 해석하게 해주는 틀을 제공하지

기 시작한 새로운 정신의 개화기라고 표현할

만 이 해석의 행위들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

수 있다. 우선 화이트가 가장 처음 발표한 논

여하여 성취하는 것이다(White, 1995b). 따라서

문은 정신신체적 증상을 겪는 아동의 가족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에 부여한 의미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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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을 구성하게 된다는 이론을 성립하

1984, 1985, 1986). 외재화 기법은 사람들이

였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객관화시키거나

이러한 이야기적 은유를 사용하여 쓴 개념

때로는 의인화시키는 치료 방법이다(White,

은 ‘상대적 영향력’ 질문에서 나타났다. ‘상대

1988/89). 이 외재화 기법은 화이트가 본문 유

적 영향력’ 질문은 두 개의 다른 해석을 찾아

비 이론의 도움을 받아 성립한 개념이다. 본

낼 수 있도록 고안된 질문이다(White, 1986).

문 유비 이론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석함으로

첫 번째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써 자신들이 사는 세계를 알게 된다는 이론이

알아보고 문제의 파괴력을 노출시켰다. 두 번

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의미는 사람들이 살아

째는 거꾸로 사람들이 문제에 미친 영향력을

온 경험(lived experience)을 이야기로 만들어 낸

찾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지닌 문제

결과로 얻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는 이

에 대한 저항과 기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야기는 경험에 주는 의미를 결정하게 된다.

등을 표현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질문은 문제

그 뿐 아니라 이야기는 경험을 골라내는 역할

적 이야기에 빠진 내담자의 삶에 정면으로 모

을 한다.

순되는 이야기를 찾도록 사람들의 주의를 돌

아동의 문제를 겪는 가족들은 아동의 문제

린다. 초창기에 만들어진 ‘상대적 영향력’ 질

에 관한 경험만을 골라내어 이야기로 만든다.

문은 이야기치료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동의 문제의 이야기는 문제적 삶을 지속하

기법이다. 이후에 발전된 여러 기술들에서도

도록 해준다. 그러나 가족들이 이야기를 다르

같은 방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명

게 한다면 그들이 경험에 주는 의미가 달라지

백하게 입장진술 지도(the statement of position

고 골라내는 경험도 달라진다. 이야기는 사람

map)라 불리는 기법에서는 문제의 영향력을

들의 삶을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찾거나 사람들이 문제를 이긴 해결지식의 영

지배적인 이야기를 바꾸면 새로운 이야기에

향력을 찾는 질문을 사용하여 상대적 영향력

의해 사람들의 경험은 재해석 되고 사람들은

질문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특히 후

세계를 다르게 경험하기 시작한다. 외재화 기

자(사람들이 문제에 영향을 미친 이야기)는 해

법은 이러한 재해석을 위한 기법이다. 문제를

체(deconstruction)나 재 저작(re-authoring) 작업에

사람처럼 다룸으로써 가족들은 문제에 대해

서 좀 더 정교하게 반-문제적 관점을 불러일

다르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된다.

으키는데 사용되었다.

이때 가족들은 비로소 문제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아동과 자신들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된다.

(2) 외재화 기법과 재 저작 대화
초창기에 널리 알려진 기법은 외재화 기법

이 새로운 이야기 방식에서 사람들은 문제

(externalizing)이다. 1988년/89년에 발표한 이 논

이야기 안에서는 전혀 감지할 수 없었던 그들

문에서 화이트는 이 외재화 기법을 거의 10년

의 삶과 관계성에 대한 색다른 ‘사실’을 발견

전부터 사용해왔고 그 효력을 보았다고 말하

하게 된다. 이러한 발견이 문제 이야기와 모

고 있다. 이 기법은 아동이 문제가 되는 가족

순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발생시키는 핵심이다.

들과의 치료 맥락에서 주로 사용했다(White,

이야기를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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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White, 1988/89). 결론

(3) 거시 담론의 비평

적으로 외재화 기법은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초창기부터 화이트는 문화인류학적, 문학적

해석을 유도하는 기법이다.

사상들과 더불어 푸코의 사상들을 탐독하였다.

화이트가 진보적인 구성주의자로서 자신의

푸코의 사상은 이야기치료를 치료자와의 개인

정체성을 확실히 굳힌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적인 만남에 정치적 색체를 띠도록 영향을 주

그러나 이야기 구성에 대한 보다 진보적인 구

었다. 비평적인 구성주의자로서 화이트는 자

성주의적 아이디어는 1995년에 와서야 완성되

신이 이야기를 은유로 보는 견해에만 머물렀

었다(White, 1995). 이때 화이트는 사람들의 삶

다면 치료의 상당 부분을 잃었을 것이라고 고

은 실제로 이야기로 살아가며, 단지 수동적이

백하고 있다(Wood, 1991). 푸코의 사상은 화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또 해체

트가 문제에 대해서만 아니라 그 문제를 지속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치료 상황에서 재

시키는 보다 더 넓고 은밀하게 작용하는 문화

현해 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게 되는 과

적 가설과 사회적 거시담론에 대해서도 관심

정은 사람들이 문제의 이야기와 결별하면서

을 갖도록 했다. 결국 이야기치료는 일차적으

그 이야기들로부터 소외되었던 경험들을 찾아

로 문제를 문화적인 맥락에서 다루는 치료라

내는 것이다. 이 빠뜨려진 이야기는 문제가

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Freedman, 1996). 푸코

지배적인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아

의 근대적인 힘과 권력에 대한 비평은 이야기

무리해도 찾아질 수 없었던 경험들이지만 내

치료가 인간 상황적 갈등과 가족 간의 상호작

담자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이렇게 빠뜨

용 맥락을 넘어서 정치적 세력과 문화적 가설

려진 경험들을 Goffman(1961)이 사용한 은유

에 대항하는 시각을 갖도록 확장시켰다(Nichols

인 ‘독특한 결과’(unique outcomes)라고 부르며

& Schwartz, 2009). 특히 이야기치료는 내담자

이것을 찾는 과정을 독특한 재 서술(unique

들이 사회적 잣대로 자신의 신체나 건강, 성,

re-description)이라고 명명했다. 이 독특한 결과

인격 등을 잘못 판단 받는 부당함에 저항하도

들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요청한다. 의미는 독

록 해체(deconstruction)를 치료의 중요한 방향으

특한 결과들을 이야기의 플롯 안에 자리 잡게

로 선택하였다.

하여 플롯의 흐름 안에서 그 사건의 발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찾아진다. 이는 독특한 결

2) 발전기(1990-1999)

과들을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계기로 삼고,

이 시기에 중요한 저술로는 엡스턴과의 공

이야기를 새로 만들거나 과거 이야기를 부활

저 ‘치료 목적을 위한 이야기적 수단’과 이야

시키는 데에 사용함을 말한다(White, 1988/89).

기치료의 대표적인 기법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삶의 재 저작: 인터뷰와 에세이들’이 있다. 이

Myerhoff(1986)가 사용한 재 저작(re-authoring)이

시기는 화이트의 치료 작업에서 새로운 기법

라는 용어로 부르게 되었다. 재 저작 대화는

이나 개념들이 가장 왕성하게 만들어지고 발

문학적인 기법들을 도용했던 초기 단계에서

표된 시기로 대부분의 중요한 이야기치료 기

이후에 조금씩 구성주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추

법들과 사상들이 나타난 시기이다.
이야기치료는 치료적 문서(White & Epston,

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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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들을 사용하여 치료를 돕도록 했는데 바

팀에서 일방경을 사용하던 양식과는 매우 다

로 문학적 기법들을 치료 작업에서 활용한 것

르게 구성되었다. 화이트는 앤더슨의 양식을

이다. 치료적 문서들은 주로 재 저작 대화 후

빌려와 인정 예식이라고 이름 붙인 새로운 방

에 가족들이 선호하는 이야기를 문서로 남기

식의 팀의 대화를 구성하였다. 이 대화 양식

는 것이다. 이 문서들은 문제의 지배적 이야

은 내담자들이 ‘자신의 역사에 적극적인 참여

기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고 새로 만들어진 이

자로 가담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새롭게 만

야기에 내담자들이 더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들어가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양식으로

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치료

발전되었다(White, 1995c).

문서들은 주로 아동들에게 유용한 기법이었으

인정예식에는 외부증인이라 불리는 청중들

며(Morgan, 2000) 성인들도 편지나 증서, 목록

이 함께 참여하여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문서를 치료자와

면서 그들이 살아온 역사나 정체성 그리고 그

의 의사소통 도구로도 삼았다. 가장 잘 알려

들이 공언한 이야기의 실행을 인정하며 믿을

진 치료 문서는 화이트가 정신분열증 환자들

만하다고 인증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White,

이 그들의 목소리를 다루는데 유용했던 방법

1995c).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인정예식의 형

들을 문서화 하도록 한 사례에서 볼 수 있다

태는 각 부분마다 대화자와 청중이 바뀌면서

(White, 1997). 그러나 이러한 치료적 문서들에

가족이나 내담자를 대화의 참여자로서 그리고

대한 지지는 1995년 ‘재 저작의 삶’에 언급되

청중으로서의 참여하게 한다. 이는 재귀적 자

었으나 그 이후 문헌에서는 또렷이 드러나지

기의식(reflexive self-consciousness)을 불러일으키

않았다.

려는 의도적인 대화 양식이다. 재귀적인 자기
의식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나 삶의 결과

(1) 청중의 사용

에 대해 의식적이 되면 그들 삶의 결과들이나

이 시기에 외부 증인 집단과 인정예식 기법

행위의 산출물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접근하며

이 나타났다(White, 1995c). 이야기치료에서 청

그들이 말한 것의 실제적인 영향에 대해 더욱

중은 전통적 가족치료와 확연히 다른 대화 구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식을 말한다(White,

조를 창조해냈다. 청중의 초청은 처음에는 개

1995c).

인적 치료 작업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팀 작

인정예식 방식은 이후에 지역사회 작업으로

업으로 발전하였다. 가족과 친지를 치료의 증

발전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이 전통적인

인으로 초청하기 시작한 인정예식 기법은 이

치료 팀과 다른 점은 모든 대화를 가족들 앞

후 외부증인 집단을 사용하거나 전문가를 사

에서 숨김없이 진행하여 투명한 대화를 실천

용하는 반영 팀 작업으로, 또한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이다(White, 1995c). 따라서 치료자는

주민들을 함께 모아 실시하는 지역모임 등으

가족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

로 계속 확대되었다. 가족치료에서 치료 팀을

다른 점은 외부증인들은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사용한 전통은 이탈리아의 밀란 팀에서 시작

순수한 청중으로 참여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되었다. 1987년 노르웨이의 탐 앤더슨이 발표

청중의 역할은 이야기가 타인들의 삶의 맥락

한 반영 팀에 대한 획기적인 생각들은 밀란

안에서 함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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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료자로서는 탈 중심적(de-centered) 작

주 등장한다. 그는 치료 작업 중에서 단지 개

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길을 터주었다(White,

인적 수준의 이야기를 넘어선 기존 문화의 담

1997).

론에 도전하고 대항하는 이야기를 만들 것을

인정예식은 내담자들에게 새로운 경청 양식

역설하였다. 특히 기존문화에서 성과 계급, 인

을 자극함으로써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인정

종, 문화적 경험을 다루는 방식에 저항하는

예식은 이야기 확장의 원리를 화이트에게 알

경험의 정치학(politics of experience)을 강력히

려 주었다. 이후로 화이트의 치료기법은 근본

주장하였다.

적으로 이야기를 조금씩 덧붙여가는 방식에서

화이트가 정치(politic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인정예식과 같은 시기

문맥은 주로 관계적 성격을 강조하는 문맥이

에 등장한 다른 기법인 회원 재구성 대화

다. 이는 문제가 성과 계급, 인종과 문화나 이

(White, 1997)는 이야기의 형성과 소멸에 기여

성애, 불리함 등의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며

한 주변 인물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대화 기

내담자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법이다. 특히 지배적 문제 이야기를 형성하는

주장으로 내담자를 속이거나 설득하는 다른

데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에 대해 회원 재구성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

대화는 그들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 내담자가

미한다(White, 2000). 이때 정치적인 성격과 반

선호하는 사람의 기여를 촉진시키려는 의도로

대되는 것은 ‘개인적’ 혹은 ‘사적’이라는 용어

진행되었다. 이것은 이야기의 구성에서 어느

로 표현된다. 대부분 가족치료 영역에서 문제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와 관계하는 주변의 인

는 사적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

물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관점

라서 가족치료의 작업은 사적인 영역을 다루

을 빌려오는 방식이다. 이 기법 역시 이야기

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야기치료

의 확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

는 이러한 사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다루

존하는 사람 뿐 아니라 현존하지 않는 사람의

고 이를 폭로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관점까지도 빌려올 수 있는 이 대화는 사람들

사람들이 문제의 정치성을 의식할 때에 그

의 정체성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풍부하게 얻

에 대항하는 대안적 해석이 나오게 된다. 이

어 이야기를 덧붙여 나아가는데 유용한 방식

러한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외재화

이 되었다(Morgan, 2000).

대화를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초기에 외재화
대화는 문제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2) 경험의 정치학

또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하여 새로운

이 시기에 화이트는 비평적 구성주의자로서

의미를 주는 기법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

의 정체성을 확고히 굳혔다. 이는 그의 사회

후 비평적 구성주의적 관점이 덧붙여지면서

적인 비평과 대안적인 삶에 대한 의지로 표명

외재화 대화는 당연시 되고 있는 문화적 가설

되었다. 그는 개인적이며 정치적인 다양한 수

에 도전하고 이전에 ‘진실’로 받아들였던 것들

준에서 문화에 대항해야만 대안적인 삶을 살

을 해체시키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White, 1992). 이때부터

었다(White, 1995d). 이러한 예는 남성의 문화

그의 문헌에는 정치, 정치학이라는 용어가 자

에 대한 도전을 강력히 주장한 논문(White,

- 92 -

이야기치료의 변천과 발전: 이야기확장을 추구한 마이클 화이트의 이야기치료의 여정

1992)과 학대 받은 여성의 치료(White, 1995d)

각 곳에서 워크숍을 주도하면서 이야기치료의

에서 볼 수 있다.

보급에 주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기존

예를 들어 학대받은 여성을 이야기치료에서

이야기치료의 방식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덧

다루는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다.

붙여 나아갔다. 화이트는 그가 만난 가족들

그 이유는 학대는 사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

이 보여준 독특한 생각들로부터 자신의 작

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존

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고 말하였다

방식에서는 치료자나 내담자 모두 학대 받은

(Denborough, 2001). 그는 계속 호기심을 가지

부정적인 사실에 주목하고 내담자를 피해자로

고 독특한 생각들이나 그 생각의 역사를 탐구

규정한다. 따라서 내담자는 자신을 피해자로

했다. 그 중의 몇 가지 작업을 정리하면서 이

보는 이야기를 만들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야기치료 이론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재화 대화를 하게

다.

된다. 이에 반해 이야기 치료는 피해자가 아
닌 학대를 이겨낸 생존자로서의 이야기에 더

(1) 지역사회 모임

관심을 둔다. 생존자 이야기는 학대 사건을

먼저 이 시기에 화이트는 지역사회와 주민

잘못된 문화적 가설의 일부로 부각시키고 부

들을 치료 작업에 포함시켰다. 그는 처음에는

당한 지배에 대해 저항하도록 해준다. 이때

두 세 사람이 그의 방에서 치료를 시작하지만

내담자들이 겪은 경험이 부당한 세력에 의해

치료가 진행될수록 친척이나 친구들, 또는 지

지배당한 것 이므로 이를 경험의 정치학이라

인들을 특별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초청하게

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 학대받은 사

되어 점점 그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람들이 자신에게 행해진 학대를 개인적인 잘

(White, 2000). 이는 주변 인물들과 지역 사회

못으로 보던 지배적 플롯을 바꾸어 지배나 착

공동체가 모두 함께 참여할 때 이야기의 실행

취, 노역, 말살, 고문 등으로 새롭게 이름붙일

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수 있게 된다(White, 1995e). 화이트는 이를 지

인정예식이나 외부 증인 집단, 반영 팀 등은

엽적 관계의 정치성(local relationship politics) 안

사람들을 치료에 초청한 대화 형식이다. 치료

에 자아-학대의 역사를 재정립 한 것이라고

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야기는 점

밝힌다(White, 1995e). 그 결과 문제는 이제까

점 더 풍부해진다. 이러한 양식은 이야기치료

지와는 다른 틀로 이해되기 시작하고 학대 행

가 개인치료나 가족치료라는 기존의 모델을

위들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을 치료에 도입한 예를

다. 경험의 정치학은 이야기치료 이론에 사회

보여준다.

적 담론 비평을 담아 탈 근대적 경향을 강화
시켰다.

화이트는 사람들을 치료에 초청하는 데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지역사회로 나아가 이
야기를 나누는 집단 이야기의 장을 마련하였

3) 완숙기(2000-2008)

다. 이 일은 1990년 중반부터 원주민 동료치

이 시기에 이야기치료는 큰 호응을 얻었고

료자의 초청으로 시작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많은 치료자들을 끌어들였다. 화이트는 세계

원주민들이 가진 이야기에 대한 열정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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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의 이야기 실천은 실제로 화이트의

자신이 속했던 소집단에서 나온 중요한 이야

작업에 반영되었다. 그는 이야기 작업이 지역

기와 이미지들을 전체 집단 앞에서 나눈다.

사회 안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희망을 원주민

이때 이들은 이야기치료 기술과 경험을 사용

동료치료자들과 함께 키워나갔고 그 결과는

하여 그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둔 문제를 의미

지역사회 모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White,

있게 나눌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은 전체 집

2003).

단에서 방금 들었던 외부 증인들의 나눔에 대

지역사회 모임은 인정예식의 대화를 지역

해 반응하도록 한다. 이런 방식으로 지역사회

사회 모임에 적용한 것이다. 모임은 사전 준

모임은 단계가 진행될수록 이야기가 덧붙여지

비를 거쳐 이야기치료자와 주민들 간에 이루

고 풍부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나눔은

어진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되었다. 화이트는

여러 다른 지역 사이에도 이루어지며 비슷한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지역사회

문제를 겪는 멀리 떨어진 지역과도 말하기와

과제‘라고 불렀다. 이때 과제는 팀 워커들과

다시 말하기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에 반응하

지역주민들이 함께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도록 하여 이야기의 확장을 꾀한다.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White, 2003). 팀

이러한 양식은 쓰나미를 겪은 스리랑카나

의 책임은 이야기적 실천과 구조를 제공하는

빈곤에 처한 방글라데시, 팔레스타인 점령지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책임은 그 지역의 고유

역에서도 시험되었으며 그 진가를 발휘하였다

한 삶의 지혜와 실천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력

(Denborough et al. 2006). 가장 대표적인 지역

적이면서 동등한 책임과 위상을 갖도록 했다

사회 모임의 형태는 자살 문제를 겪는 서로

(White, 2003).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 지역사회가 서

지역사회 모임은 대략 2-5일 정도의 시간을

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지혜와 해

사용했다. 대화는 일단 관심을 가지고 모인

결 지식을 나눈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 몇 사람이 문제의 주제에 대해

(Denborough et al. 2006). 이들 지역은 인정예식

말하기(telling)를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형태로 말하기와 다시 말하기를 반복하면서

여러 소집단으로 나누어 발표된 주제에 대한

그 결과물을 서로 편지로 교환하고 그들의 이

다시 말하기(re-telling)를 진행한다. 이때 다시

야기를 덧붙여 갔다. 이러한 이야기 작업은

말하기는 먼저 말하기에서 들었던 것에 대해

원주민 사회에 익숙한 것으로 그들의 지혜를

반응하도록 하며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가도록

전수하고 돕는 방식으로서 매우 유용하였다.

했다. 팀 워커들의 역할은 소집단에 함께 참

한 지역에서 나누어진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여하여 주제에 대한 대화의 내용들을 문서에

대해 반응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 전달되어

담고 이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반드

다양한 삶의 지식들이 덧붙여져서 점차 풍부

시 글이 아니라도 노래나 시, 사진, 비디오테

해질 수 있었다. 치료자 역할은 이야기를 여

이프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세

러 지역사회로 잘 전달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

번째 단계에서는 다시 전체 집단으로 모이되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이다.

소집단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한 워커들이

따라서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덧붙이는 주인

외부 증인으로 활약한다. 이 외부 증인들은

공은 지역사회 주민들이며 그 이야기를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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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들이다. 이러한 방식의 성공은 화이트에

준이다. 이야기 발달에 이를 적용시킨다면 현

게 이야기의 확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고

재 이미 잘 알고 있고 친숙한 이야기는 실제

이는 이야기치료 이론의 또 하나의 발전 계기

적인 발달 수준의 이야기이다. 잠재적 발달

가 되었다.

수준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
지만 어떤 자극이나 도움을 받아 알아낼 수

(2) 이야기의 확장

있는 이야기이다. 비계 작업은 바로 잠재적

이야기치료는 초창기로부터 변함없이 대안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 치료자가 할 수 있는

적 이야기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디딤돌과 같은 질문들이다.

가졌다. 1980년대에 화이트는 문제 이야기를

비계 질문(scaffolding question)은 사람들이 미

벗어나 대안적 이야기를 찾는 치료법을 제안

리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새롭게 배

하였다(White, 1989). 그러나 후기로 올수록 이

울 수 있도록 한 단계씩 치료자가 질문을 던

대안적 이야기는 선호하는 이야기로, 내담자

져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이다. 이때

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이야기로 표현되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선호하는

(Carey, Walther, & Russell, 2009). 이것은 이야기

이야기의 영역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되고 선

치료 이론의 초점이 대안적 이야기를 찾는 데

호하는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잘 고안된 비

에서 사람들의 의도를 강조하는 ‘선호하는 이

계 질문들은 사람들이 ‘잘 알고 친숙한’ 문제

야기’를 만들고 확장시키는 데로 옮겨졌음을

의 경험으로부터 조금씩 ‘아직 알려져 있지는

뜻한다. 화이트가 주력했던 중요한 후기 작업

않지만 알아낼 수 있는’ 선호하는 이야기의

들은 ‘선호하는 이야기’의 확장에 있다. 화이

영역으로 발을 옮겨 놓도록 지원한다(Carey,

트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가려져 있고 알려

Walther, & Russell, 2009).

지지 않은 선호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인식하

이야기를 덧붙이고 탐구해가는 방식에 대한

고 의식 안으로 끌어내어 표현 하도록 하는

화이트의 생각은 그가 사용한 다양한 은유를

가에 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통해서 발전되었다. 이 시기에 자주 사용한

여기에는 러시아 심리학자 Lev Vygotsky

여행(White, 2004)의 은유나 이주(White, 2000)

(1978)의 아동의 학습 이론이 큰 영향을 주었

의 은유, 통과의례(White, 2000)의 은유 등은

다. 2000년에 들어와서 화이트는 선호하는 이

모두 새로운 영역으로의 탐구를 추구하도록

야기를 찾아내는 데에 비계작업(scaffolding)이라

한다. 이러한 탐구는 이야기의 변화를 유도한

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Vygotsky의 학습

다. 이러한 이야기 변화는 처음부터 마지막

발달 이론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Vygotsky

결과를 미리 예측 하지 못한다. 화이트는 항

는 아동의 학습과정에서 실제적인 발달과 잠

상 치료 작업에서 지도를 강조해왔다. 이 지

재적 발달의 두 수준을 구분하였다. 실제적인

도는 치료적 대화의 착상으로 치료자가 따라

발달은 아동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안내해주는 것이다.

발달 수준이다. 잠재적인 발달은 아직 완결되

이야기가 발전해가는 과정은 알지 못하는 영

지 않았지만 성인의 도움이나 또래와의 협동

역으로의 모험 여행에 비유될 수 있다. 따라

을 통해 아동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수

서 그것은 마치 잘 알고 친숙한 세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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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낯설고 색다른 곳으로 인도되는 궤도를

현의 발굴과 확장이다. 외상 경험을 지닌 내

따라가는 것이다(White, 2004). 이것은 이야기

담자들과의 작업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의 확장이 방향은 있으나 처음부터 예측될 수

(White, 2006). 외상 경험은 사람들이 가치 있

있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게 여겨온 것들을 위축시키고 제한하여 사람
들의 정체성에 위협을 준다. 외상 경험으로

(3) 이중경청

사람들은 삶에서 중요한 가치나 삶의 목적,

이중경청의 개념은 ‘개인의 역사에 재관여

정취를 상실하게 된다. 이중경청으로 사람들

하기: 함의되어 있으나 드러나지 않은 이야

은 ‘나 자신에 대한 감각’과 연결되어 그들이

기’(White, 2000)에 서술된 것으로 Derrida(1978)

외상 경험으로 잃어버린 가치 있게 여겨 온

의 텍스트 해체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나왔다.

것들을 찾아내고 인정하게 된다. 이야기는 한

이 이론은 사람들이 삶에 대하여 나타내는 표

사람의 잃어버린 가치를 부활시키고 그것을

현과 그 표현이 전달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나

전달해준 주변 인물들에 대한 풍부한 서술로

다른 서술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대조 속에서

발전된다. 이러한 작업으로 내담자들은 처음

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절망이라는

과 다른 ‘나 자신에 대한 감각’을 얻을 수 있

표현은 희망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의미를 가

게 된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표현 뒤에 그

진다. 어떤 사람이 절망을 말하는 것은 그가

들이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배경적 이야기를

희망해 온 것을 상실했음을 의미하고 그렇다

숨기고 있는데 이를 찾아내는 것이 이중경청

면 그의 희망은 그의 절망과 대조적으로 그에

이다.

게 존재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표현되어 있
지는 않지만 찾으려고 노력하면 찾아낼 수 있

(4) 삶에 대한 표현과 저항

는 표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이트는 사람들이 문제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러한 가정 하에 이야기치료자는 사람들이

문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표현한 어떤 표현의 배경에서 새로운 이야기

다른 일종의 저항 행위로 간주하였다. 고통과

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 치료

슬픔, 불평 등의 표현은 문제와 관련하여 일

자는 문제 이야기가 표현되기 위해서 그 표현

종의 행위를 취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들은

의 배경이 되는 의미에 대해 탐구하고 이 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삶과 정체성에 대한 이

미를 선호하는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야기 위에 근거하여 취해진 것이다(Carey,

한다. 화이트는 이를 이중 경청(White, 2003)이

Walther, & Russell, 2009). 따라서 이야기 치료

라 불렀다. 이중 경청은 문제 이야기와 함께

는 이와 같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문제 이야

그 이야기가 숨기고 있는 다른 이야기를 들으

기와 다른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하는 경청

화이트는 사람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방식이다(White, 2003).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경험을 표현함으로

이야기치료 작업에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

써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반응을 드러낸다

은 이야기를 찾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결국 목

고 본다. 따라서 문제적 이야기가 아닌 모든

표는 내담자의 역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표

것은 더 유용하며 사람들이 행위의 주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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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 된

연결시킨다. 사람들의 표현에 관한 자세한 탐

다(Carey, Walther, & Russell, 2009). 초기에 화이

구는 해결 기술과 지식, 가치를 주는 것이나

트는 독특한 결과를 통해 대안적 이야기를 찾

의도하는 바를 더 선명히 드러내준다. 이 모

는데 주력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이야기 구성

든 과정은 사람들이 행위의 주체자로서, 그리

에 확장된 개념을 사용하였다. 즉 문제와 다

고 이야기의 창조자로서 능동적인 존재임을

른 이야기는 항상 존재하며 언제나 찾아낼 수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 작업에서 사람들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야기치료의 이론은

은 능동적으로 문제 경험을 표현하는 것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영역을 더 늘리는 방

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그들이 선호하고 의도

향으로 발전되어왔다.

하는 바를 분명히 드러내는 다른 이야기를 만

사람들의 표현이 모두 하나의 행위이며 반

들어갈 수 있다.

응이라는 시각은 이야기 확장을 위한 초석을

화이트는 이 발전 과정을 매우 자연스럽고

놓았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들과의 사회적이

단순한 틀로 표현해냈다. 다음의 도표는 그가

며 관계적인 영역 안에서 탐구될 수 있다. 특

말년의 워크숍에서 사용한 틀로 이야기 확장

히 문제의 정치적 성격을 개인적 삶의 경험과

의 과정을 한 눈에 보여준다(White, 워크숍 노

이야기 확장의 틀1)
알아낼 수 있는 이야기
경험에 대한 의도적인 이해와
가치에 맞도록 실행한 이해

이 발전에 대한 경험

관계성 안에서 본 초기 문제

초기 문제의 특성

시간의 경과
잘 알려지고 친숙한 이야기
1) White, 워크숍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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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이 도표에서 이야기는 밑에서 위로 진행

이 2000년대 이후의 문헌에 종종 나타났다.

된다. 이야기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정은과 이경욱(2005)은 외재화 대화의 유용성

특성을 자세히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을 가정폭력 피해 모녀들을 상담한 사례를 통

이것은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한 이야기이다.

해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가정폭력과 빈곤,

이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과제이다. 중간 단

장애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과

계에서는 초기 문제가 내담자의 사회적이며

어린 자녀에 대해 내담자 해결중심 기법과 함

관계적인 면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활동하고

께 이야기치료의 외재화 기법을 절충하여 시

있는 지를 자세히 살펴본다(문제의 영향력).

도한 결과 아동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모녀간

이때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취한 반응과 행위

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들을 자세히 알아본다. 좀 더 높은 단계로 가

증명한 사례연구였다. 이 연구는 외재화 기법

면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 새로 발전된 인식이

을 아동과의 대화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나 생각을 갖게 되고 자신의 주체성을 더욱

음을 보여주었다. 이경욱(2007)은 위탁가정 모

실현하게 된다(사람들의 영향력). 그리고 마지

자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치료에서 아동의 문

막 가장 높은 단계의 과제로는 자신의 주체성

제 행동에 외재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

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과 아동이 문제 행동과 분리되어서 아동과 위

서 경험을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새롭게

탁부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문

해석하고 자신의 가치와 맞아떨어지는 행동

제에 더 잘 대처하게 되었다. 또한 위탁모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선호하는 이야기).

지녔던 위탁 양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아동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알

불신에 대한 문제 중심의 이야기를 해체시켜

지 못했지만 결국 알게 되는 새로운 이야기에

서 모자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대시켰고

도달하게 된다.

아동을 위탁 양육하기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4.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사례와 제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치료는 성인보
다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심은영과

이야기치료는 어느 가족치료보다 문화적 맥

김정모(2004)는 낮은 자아개념을 지닌 우울 성

락을 강조하는 치료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

향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치료와 Gardner의

이론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적 상

상호이야기하기 기법을 접목하여 15회기 치료

황에서 이야기치료의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보

를 실시하고 아동의 자아개념 변화와 우울 수

는 것은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준, 문제행동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야기치료

이야기치료의 이론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의 요소로는 문제와 자신과의 분리, 자기수용

사용될 수 있는지 이야기치료를 한국적 상황

과 대안적 문제해결 방식의 적용, 능동적 문

에 적용해 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야기

제해결에 참여하여 유능감 경험하기와 대안적

확장의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

이야기로 표현하기 등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안해 보고자한다.

자아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자아

이야기치료를 실시하고 이를 보고한 사례들

개념이 높아졌으며 우울 수준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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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문제 행동이 내재화와 외현화 문

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제에서 모두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고미

성인 말더듬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야기치

영(2005)은 학대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야

료를 실시한 독특한 사례 연구는 고영옥과 권

기치료를 실시하여 아동들이 학대 경험에 대

도하(2009)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해 다른 의미를 주고 새로운 표현을 하도록

말더듬는 문제는 ‘말더듬이’라는 외재화된 언

유도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은 자기혐오와 자

어로 표현되었다. 치료자들은 말더듬이가 내

기질책을 벗어나 학대를 부당한 폭력으로 바

담자의 각 생애별 단계마다 어떠한 영향을 미

꾸어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긍정적인 자기표현

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여 문제를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객관화시켰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야기치료

박설미와 여인숙(2009)은 한 부모 가정 아동

가 유창한 구어를 장기간 유지시키며 상태 불

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놀이중심의 이야기치

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말더듬는 행동을 감

료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야기치료 요소로는

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자신과 문제의 분리, 대안적인 문제해결, 능동

이와 같이 한국적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아

적인 문제 해결과 유능감 경험 등이 사용되었

동, 모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야기치

다. 이것은 아동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놀이

료가 실시되었고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특

의 치료적 요소와 함께 시도되었다. 그 결과

히 외재화 기법은 대상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실험집단에 속한 3명의 아동이 통제 집단에

사용되었으며 그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한국

속한 3명의 아동에 비해 자아 존중감 척도에

적 상황에서도 치료자들은 이 외재화 기법을

서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고, 긍정적인 언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

어표현이 증가하였으며 부정적인 언어표현이

저 외재화 기법은 시각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감소하였다. 또한 행동과 이야기 내용이 긍정

에 사용될 수 있다. 아동이나 다른 가족 구성

적으로 변화 되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원을 비난하는 가족에게 외재화 대화는 문제

관찰할 수 있었다.

를 비난하도록 관점을 바꾸어준다. 또한 이야

여인숙과 김춘경(2007)은 이야기치료의 다시

기치료에서 외재화 기법은 ‘진실’로 위장된 문

쓰기 기법을 활용한 생애 회고적 이야기치료

제의 세력을 해체시키고 은밀한 정치적 성격

집단 프로그램이 노인의 자아 통합감 증진에

을 드러내어 정치적 힘에 도전 하는 대화를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학대, 폭력, 외상적

하는 이야기치료는 이경욱(2009)에 의해 중풍

체험,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비평을 이끌어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에서 시도되

는 데에서 외재화 기법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었다. 이 연구는 주간보호센터의 중풍 노인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치료 집단 상담을 통해 치매노인과의

이선혜(2008)는 이야기치료가 가부장적 제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

관습, 사고 등의 억압적 구조 속에서 나타나

때 사용된 이야기치료 작업으로서 문제와 사

는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에 대해

람을 분리시키기, 내담자를 자기 문제의 전문

시사를 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야기

가로 존중하기, 독특한 결과 찾기 등이 도움

치료는 내담자의 정체성과 가족관계의 억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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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화 시켜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원리는 한국의 치료자들도 사용할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비슷한

수 있고, 외재화 기법과 같이 단순한 형태로

맥락에서 정문자(2008)는 사회·문화·과학기술

인식될 수 있다. 화이트는 이야기 확장은 하

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정서 행동에 관한 지

나의 기본 원리로써 그가 만든 다른 초기 지

식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도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야기

가족의 문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

확장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은 내담자들이 단

다고 보고하였다. 이야기치료는 문제를 어느

계별로 조금씩 원래 친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사람과 그의 특성에 두지 않고 사회 문화적·

(known & familiar)이야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 부당성을 찾도록 한다.

(possible to know)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야기치료는 내담자들이 가져오는 문제 인식

이다. 예를 들어 외재화 기법은 문제를 객관

을 바꾸어 줌으로써 대안적인 삶을 추구할 수

화 시키는 방식으로, 치료자는 이야기 확장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원리를 외재화 기법에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모순을 경험하는 가족들에게 개인적 역기능을

외재화 기법에서 처음에는 문제의 특성, 성격

부과시키지 않으면서 사회적 억압과 힘의 불

에 대하여 외재화를 시도하여 내담자가 느낀

평등을 비판하고 대안적 가치와 해결지식을

문제와의 가장 가까운 경험을 말하게 한다.

추구하도록 하는데 이야기 치료는 그 유용성

그 다음 조금씩 거리를 두고 외재화된 문제의

을 가진다.

영향력을 삶의 여러 관계들 안에서 찾을 수

그러나 한편 이야기치료사들이 문화적인 측

있다. 이것은 그만큼 문제와 사람의 거리를

면의 병폐만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족의 역동

떨어뜨리는 작업이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내

성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외면하려 든다면 커

담자가 선호하는 경험에 대해 말하게 함으로

다란 한계에 직면하리라는 지적도 있다(Nichols

써 내담자는 문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최종

& Schwartz, 2009). 이러한 비평은 이야기치료

적으로 내담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그의 의도

가 개인과 가족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새로운

와 일치되는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분명히 표

이야기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한 다른 면을

현하도록 함으로써 완전히 문제와 떨어진 다

간과한 비평이다. 화이트가 제안한 이야기확

른 삶을 찾게 되는 것이다(White, 워크숍노트).

장의 원리는 바로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관계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내담자와 문제의 거리는

적인 갈등과 문제를 드러내는데에 유용하게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이야기는 처음과는 다

적용시킬 수 있다. 화이트는 내담자들이 하는

른 지점으로 이동해 간다.

모든 표현에 관심을 두었고 이를 일종의 저항

입장지도 질문에서도 이야기 확장의 원리는

행위로 바꾸어 해석하였다. 이야기 확장의 원

적용될 수 있다. 입장지도는 먼저 문제에 이

리는 내담자들의 삶에 대한 철저한 검토이며

름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이름은

동시에 내담자가 솔선수범하여 문제를 해결할

내담자의 경험에 가장 가깝게 표현된 것으로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새로운 이야기 안에서

문제를 쉽게 잘 표현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시작하도록 해주는 이야기의 변형을 초석을

다음 단계에서는 문제가 지배하고 영향을 미

놓아준다.

치고 있는 내담자의 삶과 관계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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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제의 활동 범위를 내담자가 관계하

Ⅲ. 결 론

는 모든 영역들에서 구분해 내는 것이다. 이
제 문제와 내담자 사이에는 그만큼 거리가 생

이야기치료는 가족의 역기능적 순환성을 강

기게 되고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내담

조한 사이버네틱스 모델을 거부하고 이야기

자는 문제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은유를 도입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요구함

따라서 다음 단계는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의

으로써 전통적인 가족치료를 떠나고 가족치료

지배와 영향력에 대해 평가를 내리도록 질문

이론을 탈근대주의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얻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내담자가 왜 그

고 있다(Nichols & Schwartz, 2009). 지금까지 화

러한 평가를 내리게 되었는지 그 평가의 정당

이트가 이야기의 은유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

성을 기술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는지에 대해 그의 초기 작업에서부터 살펴보

내담자는 자신의 가치나 선호도, 목적, 의도

았다. 화이트는 문학적인 이론과 인류학적 이

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그 의미를 찾아내

론들로부터 이야기를 해석과 의미를 담는 도

게 된다. 이 새로 나타난 이야기는 내담자의

구로 보았다. 또한 이야기는 경험들을 해석해

목적과 의도와 일치하며 그가 잠시 잊었거나

주며, 사람들의 경험에 주는 의미를 결정함으

방치해 두었던 해결 지식과 기술을 다시 생각

로써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나게 할 것이다.

결국 내담자는 자신의 정체

이후에 화이트는 구성주의적 관점과 사회적

성에 대한 빈약한 서술을 떠나 대안적인 결론

비평 철학을 받아들여 이야기의 은유를 확장

을 내리게 되며 이 결론에 따라 새로운 삶을

시켰으며 이야기를 조직하는 두 가지 은유-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인적인 이야기와 사회적인 구성-를 치료 작업

이야기확장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이

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표현을 중시

야기로부터 점점 더 원하는 이야기로 발전시

하고 문제를 해체하여 새롭게 표현하도록 유

켜 가는 작업으로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도하는 이야기 작업을 시도하였다. 특히 그는

있는 원리이다. 따라서 이야기치료는 구체적

이야기 작업에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반응하

인 이야기 만들기 작업에서 어떠한 이야기라

고 표현함으로써 저항하고 있다는 철학을 발

도 내담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

전시키게 되었다. 결국 화이트는 이러한 반응

는 지도를 모든 치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을 이야기로 담아내어 그들의 삶의 가능성을

이 원리를 터득하고 적용한다면 내담자와의

무한히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을 치료 작업으

협력적 관계 안에서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로 간주하였다.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적

이야기치료에서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특정 기법에 매이

성하는 이야기를 치료의 새로운 은유로 삼았

지 않고 이야기 확장을 목표로 내담자의 이야

다. 이야기치료를 시도하고자 하는 치료자는

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

내담자를 저자로 초청하여 문제를 지지하지

한다는 점에서 이야기확장의 원리는 한국적

않는 대안적 이야기를 만들게 함으로써 새로

치료 상황에도 적절하다고 본다.

운 이야기 안에서 새로운 자아상과 관계에 대
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도록 한다(Freedman &

- 101 -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0

Combs, 2009). 치료자는 이 이야기의 증인으로

화시킨 성공적 사례들은 그의 저작을 통해 확

이야기 탄생과 확장에 기여하며 중심에서 벗

인할 수 있다.

어나 있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
야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마이클 화이트의 저작
을 연구자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정리하였다는

이야기 확장의 근거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점이다. 연구자는 화이트의 작업이나 저술 중

관계에 대하여 다수의 의미와 현실이 존재한

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자주 사용된

다는 구성주의적 사고이다. 화이트는 이러한

주제와 기법들을 분석에 주로 사용하였다. 그

사상을 후기에 더욱 발전시켜서 이야기는 항

러나 이러한 주제와 기법의 선택은 객관적인

상 존재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에서든지 문제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

이야기 밖의 영역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

관적 견해가 많이 작용하였다. 특히 이 논문

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도

에서 기술한 이야기확장의 원리는 화이트의

달하는 결론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가장 후기 저술과 워크숍을 통해 알려진 것이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협상되며

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화이트가 간혹 아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재협상을 통해 끌어

동들과의 작업에서

내진다(White, 2001). 따라서 화이트는 이야기

Morgan, 2006) 외에는 이야기확장의 원리를 사

를 작업실 안에 국한시키지 않았으며 많은 사

용한 사례를 문헌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람들을 초청하고 서로를 연결시켜 이야기를

화이트 자신이 이야기 확장의 원리를 사례에

덧붙여가는 과감한 실험을 통해 가족치료를

서 사용한 외에 그 효과에 대해 비평할 기회

진보시켰다.

가 없었다. 따라서 저자 자신을 통한 평가나

사용한

사례(White

&

화이트가 마지막까지 주력했던 이야기 확장

동료들의 피드백에 대한 자료가 매우 희박한

의 작업은 지금까지의 모든 기법들을 총망라

실정이어서 연구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하여 어디에든지 적용될 수 있는 핵심적 원리

검증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다. 이야기 치료의 모든 기법은

한국에서의 이야기치료 작업은 주로 몇몇

이 원리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특정 기법들(주로 외재화 기법)에 제한적으로

적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야기 확장의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야기치료 전반에 대한

원리는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이야기치료를

임상적 실험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인 것도 연

사용하고자 하는 치료자들에게 적절히 사용될

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수 있는 원리이다. 화이트는 그의 작업을 통

이야기치료의 여러 이론들을 실제 치료 상황

해 사람들이 문제 이야기의 제한적인 해석을

에서 다양하게 적용해보는 것이 될 것이다.

떠나 그들이 선호하는 대안적 이야기로 옮겨

특히 이야기확장의 원리를 특수한 상황이 아

갈 수 있도록 내담자의 능력과 선한 마음에

닌 일반적인 다양한 치료 상황에서 적용해 보

지속적으로 확신을 줌으로써 변화를 위한 효

고 그 효용을 가늠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후

과적인 처방책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얻었다

속 과제로 적절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사례

(Nichols & Schwartz, 2009). 실제로 화이트가 내

보고의 결과물들이 축적되었을 때에 비로소

담자들과 함께 대안적 이야기를 찾아내고 변

이야기치료는 한국적인 치료 상황에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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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과 철학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정은, 이경욱 (2005). 가정폭력피해 모녀에 대
한 해결중심 가족치료 사례 연구. 한국가
족치료학회지, 13(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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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Michael White's Notion of
Narrative Increment

Me-Young Ko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author looked into the development of narrative therapy through exploring the works of Michael
White. Originally, White derived his therapeutic ideas from literary and anthropological theories. Later, he
used radical constructivism and critical philosophy to endow personal lives and relationships with political
meanings, criticizing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of problems. Narrative work is not just a criticism of
political discourse but also an effort to change the real problems of persons whose lives are in distress.
Narrative therapists use the well-known and familiar narratives of their clients to develop an alternative
narrative, one that is still unknown but possible in the future. The author argues that the principle of
narrative increment has implications for Korean practitioners in Korean situations.

Key words : narrative therapy, Michael White, narrative increment, politics of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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