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Transnsactional Analysis & Psychosocial Therapy
Vol. 5, No. 1, 2008, 5, 115-133

교류분석(TA)으로 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실행연구
최 은 봉1)
안산가정폭력상담소
본 연구는 상담소 창구를 통해 가정적 문제가 있어 상담을 필요로 한 피해자의 제공으로 가정폭력 행
위자를 대상으로 교류분석 이론을 활용하여 행위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교정. 치료에 목적을 두고 프로
그램을 진행하며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교류분석이론의 임상적 측면을 활용하여 구성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행위자에게 개인상담 3차시, 집
단 상담 활동 8차시로 나누어 그들의 성격구조기능과 심리상태를 분석하여 폭력의 관계성을 밝히고 낮
은 자존감 향상과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의 의사소통 법으로 인간성 회복과 정체성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
개인상담 진행에서 참여인원 10명중 우울증 증세와 참여도가 낮은 초기탈락자 2명의 행위자로 인하
여 남은 멤버 8명의 집단상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8차시를 진행하였다.
자아상태 파악방법으로 언어적 단서, 행동, 표정상의 태도를 듣거나 보고 그 개략적 유형을 추정하여
판단하는 행동관찰법과 존. 두제이(John Dusay)의 이고 그램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기진단을 하고
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진행과 연구방향을 논의 하였다
주요어 : 교류분석이론, 이고그램 체크리스트, 개성화과정, 자기 효능감, 자기분화

1)

교신저자 : 최은봉 / (425-90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2 삼영타운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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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1) 486-4366 / E-mail : ansanwm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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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가족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새
로운 변화과정을 보이고 있다.

어기제를 배우자에게 사용하여 서로 상처
를 주는 패턴을 반복하다 못해 자신들의

전통적 직계가족에서 부부중심 핵가족화

힘으로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의 돌

와 집단주의적 가치창조와 성역활 고정관

파구라고 생각하며 내담자중 피해자들의

념을 근간으로 가부장적 체제극복과 민주

남은 심적 에너지를 갖고 상담소를 찾게

적 가족형성이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된다. 사전면접을 통한 원가족 관계도 살

의식변화에 수용과 비수용의 두 입장의

펴보게 되고 피해자의 특성중 하나가 자신

대결양상에서 가정의 고통과 갈등을 겪고

에 대한 확신이 없고 너무 상대에 대해 의

가족의 해체라는 위기의식이 남녀 모두 피

존적이며 폭력에 공포와 두려움을 가진 삶

해자임을 주장해오고 있다

의 희생적인 면을 반복하며 피해자 유발론

한국 가족체계로 볼 때 남성보다 여성이

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에 반해 가정폭력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행위자는 원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듯이 부

우리나라 부부폭력의 연간 발생률은 30.9%

모세대의 피해자의 성장이

라는 통계이며 남편의 폭력이 37.8%, 아내

이루게 되었을 때 가정폭력 행위자로 되어

의 폭력 23.2%로 나타난다.(1990, 김광일)

버린다. 이처럼 자아상태의 오염과 장애가

새로운 가정을

어버이 자아상태(P) 또는 어린이 자아상태
가정폭력을 묵인 또는 방치해온 사회분

(C)가 청명한 사고를 하는 어른의 자아상

위기로 폭력은 폭력을 구사한다고 하지만

태(A)의 경계 안으로 침범하여 왜곡된 경

더욱 가해자의 성격특성과 관계가 있음이

험하지 못한 자아를 갖고 정당화, 합리화

드러나고 있다.

하여 현실에 대한 분명한 지각을 할 수 없

특히,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으로 어릴
적부모의 무관심과 잘못에 대한 수치심 죄

이 행동과 감정의 혼란을 반복하여 가져오
게 된다.(2003, 우재현)

책감의 인식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원망과
자기중심적 감정의 충동조절이 어려워짐이

CP 대 CP, NP 대 NP가 서로 싸우게

반복되어 정서적 불안상태이거나 스트레스

되어 가정폭력은 지속 일어나는 것으로 보

상황해결의 피동공격형 인격 장애 등 그들

아짐으로 자아상태의 활성화를 통한 자기

성격구조에 문제로 폭력이 거듭 일어남을

변혁을 함으로써 건강한 자아상태의 변화

볼 수 있다.

가 필요한 것이다.

이혼위기 상담의 진행

부부는 각자의 어린 시절 상처와 부부갈
등의 공통분모를 갖고서 발달단계에서 채
워지지 못했던 결핍과 욕구를 배우자를 통

종종 자신이 결혼생활에 얼마나 불행한

해 채우려고 힘겨루기를 (2004, 한국가정

지를 알리기 위한 절박한 의도로 이혼위

위기와 상담자료집)하고

기상담을 하게 되는 이혼초기, 이혼중기,

어린 시절 - 생존을 위한 서로 다른 방

이혼 후기의 과정에서 후회 없는 이론을

- 116 -

최은봉 / 교류분석(TA)으로 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실행연구

택할 것인지 가정복귀 할 것인지에 대한

해 상담, 지원체계를 갖추어 진행하고 이

선택의 고민하며 만나게 된다.(2004, 박

혼 소송 전 이혼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성규)

인식으로 의료지원, 법률, 타 기관 연계 등
의 도움을 제공한다.

상담자 견해로 볼 때 가정폭력의 행위자

그런데 폭력의 특수한 성향이 있어 집단

와 피해자의 의식의 무게를 달자면 객관적

상담진행에 강화프로그램 적용이 TA심리

인식으로 중량은 같아 보인다.

치료의 핵심이고 장점의 특수성을 살려 구

그들에게 진실성과 공감적 이해, 무조건
적 존중으로 지지를 보내면 신뢰감을 갖고

조기능분석의 황성화기법으로 자기변혁 상
담지원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보인다.
클라이언트의 솔직한 대화와 이해를 통

첫째, 폭력은 폭력을 반복하게 하므로

한 해결의지가 보일동안까지 상담자의 부

조기발견, 조기대책이 중요하다 폭력은 숨

단한 인내와 성의를 갖고 상담의 결과가

겨진 범죄이며 피해자의 생명도 위기상황

긍정적 결론을 얻도록 조력가로서 역할을

으로 치닫게 됨은 물론 행위자의 폭력성을

다한다.

더욱 길들여지게 하고 잘못에 대한 죄책감
을 합리화 시켜 폭력에 관한 중독으로 진

가정폭력 행위자의 교정․치료와 피해자의

행되면 상담을 통한 교정․치료가 불가피하

회복․치유 프로그램의 일반적 상담기법은

게 되어 병원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게

기관마다 많이 적용을 하고는 있지만 TA

됨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의 TA 4대 3

이론 특유의 기본이론을 배경으로 임상경

소 이론구성 중 병리학적 이론의 가치를

험을 통한 현상학적 해결방법으로서 ‘지금

기준하여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자기 분

그리고 여기’ 를 강조하여 배우자의 폭력

석법은「지금, 여기에서(here and now)」

- 피해자 및 행위자의 심리치료에 활용했

의 결단을 강조한다.

을 때 자아상태의 부족한 심적에너지 활성
화 기법으로 자기변혁을 실천하여 자기분
화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다.

둘째, 피해자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지원이 필요하고 지속적 개인상담과 집단

그리고 집단상담 활동은 현재 위기를 겪

상담으로 회복․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 있는 행위자들의 자조모임형태로 구성

여기에 집단 상담 활동에 TA이론과 이고

되어 그들 스스로가 자원 활동가들로 거듭

그램으로 자아상태의 마음그림을 통해 사

태어나 상대의 상황에 대한 자신을 비교하

고, 감정에 따른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

며 서로 위로받고 긍정적 자아 상태를 몸

하여 행위자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의 분

소 실천해가는 삶의 태도로서 주위 가족집

노에너지를 삶에 충전할 수 있는 심적에너

단 구성원에 적용하여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로 전환하는 단계로 엮어졌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정은 물론 사회일

교류분석(TA)이론의 4대 이론(분석 이

원으로 밝은 미래로 나갈수 있었으면 한다.

론)과 3소 이론(욕구 이론)을 인지하여 A

상담소를 찾은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

와 FC 자아 에너지를 상향시켜 그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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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세를 긍정적 관점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살펴 보는 것이다.

나타내어 성격구조의 다양성을 보인다.
생애초기 부모의 관계를 통한 경험으로
발달된 일관된 자아의 강점, 경험 행동으

셋째, 폭력피해자로서 행위자폭력에 노
예화된 형상과 (Victimization) 희생화 과

로 주 양육자와 교류가 형성되어 애착관계
도 의미를 가진다.

정에 폭력 행위자의 게임의 연속된 상황으

구조기능 자아상태를 갖고 의사소통의

로 의도한 바 폭력에 죄책감이 반복되면서

교환으로 인간관계 교류가 일어난다. TA

때리고 싶은 충동과 때릴 구실을 만들어

이론 특색은 구체적이고 명료함이 장점이

때린 후 긴장이 풀리면서 폭력성은 더욱

며 교류분석 이론은 “자신이 바꿔야 세상

악화 된다.

이 변한다”. 자아 이해와 자아실현 할 수

폭력가정 되물림의 악순환이 거듭되므로

있는 열쇠는 “수지맞는 인생장사를 하라”

폭력은 근절되어야 하고 지속적TA이론을

등 자신의 성격의 부족한 부분을 바꾸어

바탕으로 게슈탈트 심리치료로서 자신의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교류 분석의 이론

과거에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 인생 패턴

의 특색이며 기본적 사고이다

변화와 재 결단한다는 관점에서 구조화 된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진다.

프로그램 구성과 배경

이론적 배경

프로그램 구성

교류분석(TA)개념

지금까지 가정폭력교정치료 프로그램이
가족간 차원의 사티어모델과 인간관계 이

미국의 정신의학자 에릭 번(Eric Berne)

해면에서 통상적 MBTI검사를 통한 자아와

이 인간행동의 분석체계이론을 바탕으로

가족구성원 이해를 돕는 이론의 전개였지

하여,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체계적

만 TA이론은 자기탐색, 자기실현욕구, 자

인 심리치료법”(1995. 3, 우재현)으로 효

기효능감으로 자신이 변할 수 있는 인지적

과적인 집단치료법의

적용과 프로이드(S.

상담부분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언어와

Freud)의 정신분석이론과 왓슨(G.B.Watson)

생각이 변화되어 인생태도와 자기혁신이

의 행동주의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명시되어

되어 TA집단 상담의 형태가 보다 효과적

있다.

아라고 판단되어 적절히 활용하게 되었다.

교류분석은 인간이 심리적 상태가 어떤

프로그램이 8차시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조인지 자아상태 모델로 설명하여 현실

으로 진행되어 TA통합이론의 4대분석 이

에 대한 내담자의 신념을 확장할 수 있는

론과 3소 욕구이론 중 OK 그램의 인생태

근거를 제시한다.

도검사지로 구성하여 강의와 실습을 하고

세 개의 자아상태 즉, 어버이 자아(P),

구성원 서로의 인지적 TA심리치료로 구성

어른의 자아(A), 어린이 자아(C), 상태로

원 서로의 피드백(느낌나누기)으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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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진행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대상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의 건전한 대화가
이뤄지도록 토의와 발표의 기회를 갖게 되

폭력 증상으로 우울증 치료중이거나 배

어 폭력행위자의 극도의 스트레스상황에

우자가 정신과적 치료(DSM-IV 진단 및

인지능력저하가 오게 되면 행위자 스스로

통계편람)를 받은 적 있는 성격의 특질을

위기대처능력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TA이

가진 융통성 없고 부적응적이며 사회적,

론의 대화 분석의 상보 교류로서 적극적

직업상 손상을 가져오거나 (직업을 여러

경청과 나-전달법(I- massage)으로 의사

차례 바꾼 경험) 주관적 고통을 야기할 때

소통기술을 실습하도록 하여 말하기- 듣

기준으로 행위자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토

기법 연습 적용으로 상대의 감정과 마음을

록 하였고 피해자가 행위자 폭력으로 외상

읽을 수 있다

후 스트레스장애 증세로 호흡곤란, 자율신
경과민증으로 고생하거나 정신이 멍함을

1∼3차시 : 자기성찰 및 자기수용단계

느끼는 순간을 경험한 피해자의 배우자(행

4∼7차시 :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단계

위자)와 몇 차례 폭력 후 외상에 대한 근

8차시 : 새로이 탄생된 자신의 모습과

거로 진단서 첨부한 경우의 대상으로 하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재결단의 단계로

다.

미해결 된 과제 해결로 복잡한 관계에서
단순해 질 수 있는 마무리 단계로 구성하

프로그램 목적

였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폭력으로 인해 유
특히 3차시 ‘화, 역사 차시에서 구성원

린된 피해자의 회복, 치유상담을 효과적으

의 CP자아의 높은 에너지성향으로 감정의

로 진행하고 폭력의 반복성을 근절하는 근

표현을 ’화’로 나타내어 폭력상황을 만들고

본적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폭력제공자인

심적에너지 총량의 법칙으로 조정되어 낮

행위자 상담을 TA이론으로 의사소통의 올

은 현실적자아 A를 높여줌으로써(불변성

바른 대화법 - 비폭력 대화법을 사용하여

가설) 높아져 있는 CP자아가 다소 내려가

익히고 임상적으로 실습하여 훈련함으로서

는 현상으로 조정가능한 기회가 학습된다

낮은 자존감 향상과 자아정체성 정립과 인

고 본다.

간관계성 회복으로 삶을 살 권리와 부부로

그리고 4차시에 「물사진」과 강아지 만

서 선택의 책임감을 느끼며 상호존중하는

화그림을 통해 폭력행위자의 분노표출과

가족구성원의 소중감을 갖고 가정과 사회

왜곡된 감정의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FC자

에 일원으로 소임을 다하도록 하고 잠재적

아 결핍증세로 볼 때 FC자아 높임에 많은

능력개선으로 인간다운 삶의 주체가 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록 함에 있다.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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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행위자 상담 프로그램
차시

프로그램명
오리엔테이션

1

자기소개
(나는 누구인가)

목

표

내용 / 활동

집단규칙

규칙정하기

이름표

목표, 내용이해.

(서약서작성)

볼펜

구성원 친밀감

이런 점이 힘들어요

용지

ICE BREAKING

신호등게임

출석확인

이고-OK그램작성(성인용)

설문지

직관적 ‘나’

지난 한주

마음그림

삶 나누기

친숙해지기(warming up)
2

내 마음의 PAC

응집력 높이기

스타일 찾기

자기이해
원가족 문제

3

4

5

6

7

8

통제와 지배

구성원 성격구조분석

→평등한 관계로

(5가지유형별)

‘나’ 변화

이고그램 그림화

의사 소통훈련

폭력의 득과실

비고

실천행동
변화나누기
‘화’ 표현조절,
활성화법

대화양식

바람직한

(폭력→비폭력)

언어메세지(A)

상보교류, 경청과표현

의사소통 걸림돌

폭력상황나누기
폭력정의와 유형

지난 한주
삶 얘기
영상
「물사진」강아지
만화 그림 자료
대화나누기
토의-참여식

단기적/일시적/장기적

‘화’지적기법

폭력 득과 실

강의후

(성격구조 연관성)

토의식

2중 자아보기

소시오역할극

내인생

(심리적 게임)

나의 역할바꾸기

토의-참여식

주인공은 ‘나’

주체적인 삶

미해결과제재결단

노래부르기

게슈탈트치료법

( 자기변혁7일과제)

인생

인간은가소성동물

마음을열어요 / 스트로크

OK그램

탐색

타성적 ‘나’ 버리기

자기-타인이해

재결단,참여식

허깅 나누기

1가지 발표하기

서로 칭찬해주기

감정편지쓰기

소감 발표

(배우자에게~)

칭찬
홍수게임

자기평가
참여식

주1회 총 8차시 실시하여 매차시 2시간

프로그램 진행

진행되었고 장소는 본 상담소 집단상담실
2006년 4월부터 2개월간 매주 목표일

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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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진행자는 TA지도자과정 수료 /

관리 등으로 표현된다.

가정폭력 행위자 전문상담사 자격 소지자
로서 상담실무 담당자와 보조자는 역기능
적 가족학 박사과정 연구원 도움을 받고
진행하였다.

자기분화(differentiation of self)
자신이 속하는 시스템에 대한 자기의 자
유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문제를 가진
시스템의 압력 하에서 자기의 건강도를 나

용어의 정의

타 낼 때 사용되어진다.
특정한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 대

이고그램 체크리스트 (Egogram

한 상대적 의존도와 자율성의 정도를 나타

Checklist - ECL)

내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관계개선을 위해 타인이해를 정확히

보웬이 사용한 것으로 개인치료의 경향

판단함은 중요한 일이다. 겉으로 표현하는

도 강하며 개인의 지성과 감정의 분화정도

말과 행동을 통해 직관적 판단법 - 행동

를 나타낼 때에도 사용된다.

관찰법도 있겠지만 TA의 자아상태 에너지

보웬의 가족치료의 개인치료와 시스템이

양과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로 수치화된 존

가족치료의 다리를 건너는 역할을 하고 있

듀제이(John Dusay)의 창안한 자아상태

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만 역설로 시스템

를 5가지 기능으로 구별하여 기능별로 10

이해에서 개인이해 방향으로 추진해 가는

문항씩 50문항으로 나누어져 문항마다 5

것도 가능하다는 특색이 있다.

점 척도로 주어져 있어 50점이 최고점에
달하도록 주어져 있다.

개성화과정(Individualization)
G. Carl Jung의 개념으로 인간이 고유
한 자신이 되는 과정으로 ‘self' 즉 진정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개인이 스스로 생활을 극복할 수 있고

한 자기를 찾아가는 자기실현의 과정 즉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

인간의 성숙, 발달과정으로 육체적 성장과

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

비교되는 정신 성장과정으로 잠재된 가능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성-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즉 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주장 *반두라의 학

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에

습이론으로 모방과 직접적인 강화를 받지

대한 평가라고정의하며 “반두라” 의 인간

않고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긍정적인 자극

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습

이 주어질 때 동기화되고 자신의 분화된

이론으로 모방과 직접적인 강화를 받지 않

수행과 지각에 의해 결정되는 것

고도 타인의 행동으로 긍정적 자극이 주어
질 때 동기화 되고 자기 내면화 된 수행의

자기효능감의 근원이 되는 네 가지
1. 성공적 성취경험

수준과 지각에 의하여 결정 된다고 정의

2. 타인의 성공경험 즉 간접경험

내린

3. 언어적인 설득

자기 효능감의 근원이 되는 4가지

4. 부정적 감정경험의 효율성과 즉흥적

1. 능력의 지표로 제공되는 성공적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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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상대를 만날 때 그와 같이 부모의 부정적

2. 다른 사람의 성공 경험 즞 간접경험

모습의 어조와 몸짓으로 타인을 억누르고

3. 언어적 설득력으로 긍정적 평가와 과

명령,

지시적인

태도

You're

not

OK-NOK 이다. 어렸을 때 부모로 부터

거성공경험
4. 부정적 감정을 효율적 관리, 대처하
는 능력

메시지가 각인되어 나타나 보이는 것인데
CP 자아 상태 에너지가 높아도 자기 주도

“매 순간 성취 경험을 하자”는 것으로
정의 내려져 있다.

적 입장을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가 제기
되지만 지나치게 결핍하여도 법과 질서를
무시 해 버리는 성향으로 불합리적인 행동

불변성가설(Constancy hypothesis)

을 보인다고 볼 수도 있다

이고그램에서 하나의 자아상태가 강도
면에서 증가할 때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또 다른 하나의 자
아상태가 그를 보상하기위해 감소하게 되
어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나 한 개인의 심
적 에너지 총량은 같다는 존 두제이(John
Dusay)의 가설로, 하나의 자아상태가 급
격히 증가할 때 다른 하나 또는 다른 상태
들은 그를 보상하기 위해 대신 감소하게
되므로 심적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도록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자신의 이고그
램을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부분이 증가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쪽의 에너지가 원하

NP(Nurturing Parent : NP 로 약칭)
: 양육적. 보호적 어버이 자아로 어머니
적 어버이(M P)로 나타내기도 한다. 상대
에 대한 긍정적 면으로 관심을 나타낸다
타인을 도우려고 진정하게 마음을 쓰는 자
세를 본인이 학습 되어진 모습 그대로 모
방하여 타인을 염려하게 되어 이 모습의
자아상태기능이 발달 된 아이가 성인이 되
어 사회생활을 했을 때 직장 동료에게 같
은 언어적 메시지가 던져 질 것 이다 .예
를 들어, ‘그 일 도와줄까’ 도움 필요하면
‘말 해줘’ You're OK의 태도를 취한다는
뜻이다 . NP 과잉형 일 때 ‘숨 막히게 친
절한’ 질식할 듯 한 어머니(smother -

는 쪽의 에너지로 이동하는 것이다.

mother)의 모습으로 과 보호적이며 결핍

Ego-Gram 연구의 자아 상태 기능
분석(Functional Analysis)
CP(Critical Parent : CP로 약칭)

할 때는 내버려 두는 ‘방임형의 부정형도
건전한 주 양육자의 모습은 아니다.
A(Audult : A) : 프로이드 성격 모델의

: 통제적이고 비판적 어버이로서 아버지

비교에서 자아(Ego)와 에릭번의 신심리

적 어버이(FP)표시하며 상대에 대한 부정

(Neopsycho)라고 정의 되어 있는 ‘생각

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는 나’의 자세로 성인으로서 자원들을

어린 시절 어떤 시기에 부모가 내가 하

사용하여 ‘ 지금 여기’의 상황을 직면하여

는 일들에 간섭하고 방해했던 행동의 단서

반응을

에 의해 주어진 자아 상태로서 “나”역시

(behavioral descriptions)의 자아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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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나 만의 자아 상태’에너지로 생각하고

AC(Adapted Child : AC로 약칭) : 부

보고 결정하는 자아로서 과잉할 때 상대에

모의 CP 자아를 강조하여 성장 한 아이의

게 일 중심형의 컴퓨터 조형물처럼 인간미

가정교육으로 남은 자녀 모습은 AC가 높

가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결핍 할

은 아이로 남을 것으로 보아진다. 일상생

때 판단력 부족으로 선택을 두고 망설이는

활의 규칙과 가정에서 부모가 정한 뜻으로

태도와 일 처리가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순응한 아이를 부모들은 좋아하며 착하다

처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자랑 한다. 자신의 의지대로 성장하

「어른 A」의 컴퓨터 같은 성향 속에

지 못했으므로 의존적 일 수도 있고 선택

「어버이 P」와 「어린이 A」의 두 가지

을 두고 일일이 부모의 결정에 따라야 하

특성이 있어 윤리적, 도덕적인 면과 동심

므로 본인의 뜻은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적이고 성격의 솔직함으로 표현 할 수 있

살기 때문에 I'm not OK 이다 . 초기 교

는 용감성과 신뢰성으로 사람에게 꼭 활성

류 분석(TA) 저술가들이 분리된 자아 상

화 되어야 하는 자아 상태 에너지이다

태를 반항에 대하여 설명했다고 한다.
AC 자아 상태가 결핍 할 때 독단적이며

FC(Free Child : FC로 약칭) ; ‘느끼는

반항 아이의 모습을 나타내고 넘칠 때는

나’이며 어린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C'

자신을 비하하여 우울한 느낌을 가질 것이

자아 만으로 태어난다고 한다 개구장이처

라고 볼 수 있다. 고분고분한 어린이(C C

럼 어린 시절 행동 모습 그대로 자신에 대

: Compliant Child)와 반항하는 아이(R C

한 긍정성인 I'm OK 자세로 자발성, 창의

: Rebellious Child) 로 나눠 볼 수 있다.

성을 나타내는 자아 상태를 말한다 거침없
이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솔직한 마음과

집단상담과정 분석 및 평가

자신있는 자기 모습 그대로의 감정을 드러
내 보이며 뛰어 난 아이디어로 무궁 무진

행위자의 일반적 사항으로 탐색하면, 본

하게 창의성 발휘 할 수 있는 기업의 산업

프로그램 구성원의 성별은 남성이고 연령

현장에서 젊은이에게 요구되는 창의성 자

은 결혼 3년~10년차로 직업은 무직 또는

아 상태이며 적당히 유지 상태에서

재미

일용직으로 스스로 자존감 저하와 상실의

있고 자유롭다 는 느낌을 상대에게 전 한

분노가 내재되어있는 계층으로 가해당시

다 지나 칠 경우 자기중심 적이며 넘친다

알콜섭취 상태인 사람 8명중 3명으로 결

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결핍 할 때

혼, 미혼, 사실혼, 이혼, 동거 등으로 나타

쉽게 마음을 닫고 패쇄적으로 우울한 기분

났고 폭력발생원인은 성격차이와 외도가

을 전환 못한 채 의욕 상실 한 모습으로

주요인으로 나타났고 신경증과 편집증적

보이는 자폐적 상태로 보일 수 있다

성격장애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연스런

어린이(NC-Natural

Child)

와 작은 교수(LP - Lilltle Proffesor) 의
두 모습의 어린이로 구분 된다

직장을 여러 곳 옮긴 경험과 가정, 사회
부적응 생활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
정, 비판적 감정이 많고 처음부터 과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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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기를 죽이겠다 등 사고, 행동과 감

양상도 있어 폭력의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정으로 신체적 폭력이 월평균 3회 이상,

심리 정서적 지원이 상담소에서 필요하고

지속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후속

교육을 통한 교정치료도 필수이므로 TA이

덧붙여지는 폭력양상이 언어적 욕설 / 물

론과 심리치료 접근으로 스스로 인지하고

건던지기 / 음성 높여 소리를 질러 위협

구성원의 부족한 판단력과 자신의 분노조

과 행위자의 사전면접 설문지 문항 중 배

절 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자에게 흉기를 연간 2번 들었다는 행위

더욱 부부관계 문제점과 상담의 동기를 부

자가 8명중 6명으로 공포 분위기로 이끌

여할 수 있는 진행과정에서 OK그램을 실

어감으로 언어적, 정서적 폭력의 가해를

시하여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하여 왔다는 것이다. 행위자의 자기의사

부분을 살펴보며

수용의 불일치와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힌
열등의식으로 고집스런 자기주장, 힘의 불

1단계 : 자기이해 단계(1∼3차시)

균형을 느끼며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여

2단계 : 타인이해 단계(4∼7차시)

자기주장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의도와 거

3단계 : 관계형성 단계 (8차시)

듭 반복된 본인의 의도와 다른 상황의 태
도를 볼 때 순간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것

위의 3단계 변화로 이어져

TA 이론의

에 과격한 표현으로 인하여 폭력을 행사

핵심적 분석과 욕구이론을 주 핵심으로 내

한다.

부 변혁, 외부 표현계획으로 인생을 재각

다시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긴장이 풀리

본 하여 새로운 사고와 행동으로 삶을 재

면서 상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자신의

조명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 구성

처지를 합리화 하게 되어 스스로 위안을

하였다

얻고 폭력은 반복된다는 뜻을 내포했을 때
여시 폭력은 충동적 행동으로 거듭된다고

개별상담을 하는 동안 행위자의 말, 행

보았고. 아내구타의 동반되는 폭력은 역시

동, 상담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형태관찰

자녀폭력에도 이어진다고 본다.

법을 사용 행위자에 대한 직관적 마음그

구성원 8명중 6명이 폭력 다음날 폭력

림(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그림) 그려보

의 확인 겸 아주 상냥하게 대하게 된다는

았고 집단상담 2차시 때 Ego-OK그램

점을 들으면 Gekyll과 Hyde게임처럼 때리

체크리스트 결과와 비교하였고 집단상담

고 달래며 피해자로 하여금 폭력의 울타리

후 자신에게 주어진 심적에너지의 양의

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도하며 가해자 역

크기를 느껴보며 부족한 부분이 성격구조

시 의존적 성향을 나타낸다.

분석 5가지 자아상태중 어느 곳인지 파악

구성원의 집단상담 진행과정에서 나타나

하고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점을 재조명하

듯이 폭력 행사 후 스스로 느끼기도 하는

며 불변성 가설이론을 전개하여 활성화

가볍게 나타나는 일시적 자기반성과 자기

기법을 사용하여 행위자 직접 참여하도록

상실로 무기력하게 되어 의욕상실(알콜의

진행하였다.

존) 자괴심등으로 힘들어 하는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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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행동관찰법(개별상담 3차시)
구분

행동

성격 구조 분석

행위자 1

팔짱을 끼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미간을 찌푸리며 ‘여기 뭐하는 곳
이예요?’ 란 상투적 말

CP가 높고 A가 낮다
비판적 성향과 자기-타인긍정성 억제 심
한 열등감 분노표현

행위자 2

상담은 왜 하나요
전 받을 필요 없어요
나 주위에 아무도 없거든요
모두 떠났어요

자기 부정성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고집스
럽기만 하며 CP>U－여서 과격한 표현에
익숙하다

행위자 3

아주 마른 체격과 검게 탄 얼굴
이런 곳은 오는 것 자체가 싫다
노모를 모시지 못함이 정말 죄스럽다
제 인생 제가 살죠
스트레스상황 섭식 장애

A와 FC자아 에너지 낮다
신경증 편집증적 성격 자신표현이 어렵고
현실적자아가 낮고 AC<I－ 고집스럽기만
하다.

행위자 4

걸음걸이 어깨에 힘을 주며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아내 술 담배피우는 모습도 싫고
저가 피해자죠
40대 초반 남성,

극히 언어표현이 없고 CP<U－ 상대 부정
성을 표현하기 어려워함

행위자 5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아니예요, 맞죠.
잘 될 거예요
아이참. 이런 곳을 내가 오다니
참 억울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이해하고 살아야지 별 수 없네요
40대 중반 2번 이혼경험

행위자 6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담을 함께 받아 야죠
들어서자 한 두 마디 내 뱉고 나가더니
복도에서 담배를 한참동안 피우고 있다
극히 심각한 표정이었고 마른 체형
60대 초반 남성, 자녀 2명 함께 방문

CP, NP가 높고 FC, AC 낮다
스트레스상황을 견디지 못해 거듭갈등-성
격 장애 FC<I+ 조심성 있고 침착한 인상

행위자 7

10분간 무언으로 상담자를 응시하는
눈빛만 보내며 무언가를 향해 질시하며
얼굴색 검붉고 눈이 많이 충혈된 작은
체구의 40대 후반 남성
‘고무공을 받아보라고 하며 굳은 표정
과 몸을 풀게 했다’ 그때서야 웃으며
재미있어 하며 상담에 임했다
행동이 갑자기 변함

CP가 높고 A, AC 모두 낮다
FC<I+ 자신 장점표현을 어려워하고 열등
감으로 고집스럽고 자기실수로 자존감 저
하

행위자 8

심한 열등감에 고집스럽고 상대 긍정적 표
현을 힘들어한다. FC > I+로 객기 부린다

상담예약을 두 차례 어겼고 오면서 다시
집으로 가버린 행동 컴퓨터일 종사.
NP와 A가 높다. AC 자아 상태는 낮다
검사 같은 건해요 30대 중반
FC도 높아 행동자율성이 있다.
상담 중 자세를 순간마다 바꿨다
자신, 타인 장점 표현
상담 후 나가려 할 때 폭력으로 불편해하는 아내
를 부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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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행위자의 특성
구성원

성별 연령

직업

장애유무

결혼
상태

혼인(동거)
기간

가해자
상태

가해유형

행위자1

남

33 중장비운전

무

동거

1년반

알콜

신체적,언어적

행위자2

남

36 택배

대인기피

미혼

-

정상

신체적,언어적

행위자3

남

43 자영업

편집증성격장애
정신과치료

기혼

9년

정상

정신적,신체적

행위자4

남

41 생산직

무

기혼

8년

알콜

신체적

행위자5

남

37 도금공

우울증,조증

동거

3년

정상

정서적

행위자6

남

62 무직

성격장애

기혼

30년

정상

경제적,성적학대

행위자7

남

43 택시기사

무

기혼

10년

알콜

신체적,정신적

행위자8

남

35 컴퓨터수리공

성격장애

결혼

3년

행위자별 이고그램
4 0

4 0

3 5

3 5

3 0

3 0

2 5

2 5

2 0

2 0

1 5

1 5

1 0

1 0

5

5

0

0

4 0

4 0

3 5

3 5

3 0

3 0

2 5

2 5

2 0

2 0

1 5

1 5

1 0

1 0

5

5

0

0

4 0

4 0

3 5

3 5

3 0

3 0

2 5

2 5

2 0

2 0

1 5

1 5

1 0

1 0

5

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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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4 0

3 5

3 5

3 0

3 0

2 5

2 5

2 0

2 0

1 5

1 5

1 0

1 0

5

5

0

0

부모의 행동’이 지금의 성장에 미친 영향

집단상담 진행

과 구성원간 같은 성격구조를 가진 사람과
짝을 지어 토론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많

1차시
구성원과 진행자와의 굳어진 몸풀기로

은 대화를 함에 있어 나의 언어 전달체계

spot game중 신호등 게임으로 O, ×퀴즈

가 구체적이지 못하는 감정에 치우쳐 타인

5문항의 설문과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통해

의 행동만 질타 했었던 점을 느낄 수 있고

스트레칭을 하고 집단규칙 설명과 서약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TA 성격구조분석

작성에 임하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별칭

중 ‘A' 자아가 필요함을 전하고 활성화

을 지어 구성원에게 자기소개를 하여 낮은

하기위한 방법(외계인요법, 관찰법)과 ‘화’

자존감형성과 행위자의 높은 CP와 낮은

조절법으로 잠깐 눈감고 쉬는 자세를 취하

NP가 조화를 이울수 있는 과정이었다

고 명상하며 자신의 숨을 들숨, 날숨의 심
호흡을 통한 자기 인식법

2차시
TA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Ego 그램 체

4차시

크리스트 작성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와

‘화’의 역사를 설명하고 ‘화’는 하나의

다른 구성원의 성격구조는 다를 수 밖에

개인의 정서이다. ‘화’날 때 개인의 행동,

없다는 생각을 인지치료로 타인에 대한 이

화나기 전 신체 증상 등을 구성원이 서로

해가 싹트는 과정이었고 8명의 구성원이

나눠보며 ‘화’ 조절법 읽힌다. 화날 때 어

검사를 통해 본 자신의 가장 높은 자아상

떤 행동을 취하는지? 상대가 왜, 어떻게

태와 낮은 부분에 대해 일상행동과 연관지

화가 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화’를 일단

어 자신의 말과 태도에 강한 에너지로 상

중단 시킨 후 구성원은 느껴본다. 모두 화

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느낄

를 참지 못해 자기주위를 떠나게 했고, 지

수 있었던 과정이었다.

난 삶의 죄업을 단절하는 시간을 가진다.
물 사진, 강아지 사진보고 느낀 대로 표현

3차시

하기, 상보적 교류 연습으로 적극적 경청

2차시 작성한 이고그램을 보면서 내마음
의 PAC 스타일을 찾아 어린 시절 ‘자신의

법과 나 전달법으로 의사전달 타인과의 교
류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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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부분은 행위자 1차시~8차시까지

5차시
폭력과 비폭력 단어 3가지씩 말하기.

공통적 반응결과가 현실적 자아 A가 건전

폭력의 양상, 종류 폭력의 영향등 설명

한 사고에너지로 발전되지 못한다는 결론
을 얻고 A를 활성화 시키는 기법의 자기

후 폭력의 득과 실에 어떤 것이 있을까?
폭력도 범죄인가? 성격구조상 성질이 급

변혁 1주일과제를 주었다.

한 사람의 행위이긴 하지만 왜 폭력이 범

첫째 날, 행동에 대한 부정적 자신의 말

죄일까? 인간존엄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과 태도에서 긍정적 메시지를 적어보도록

인권이 소중하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

했다. 각 행위자마다 실천덕목이 다르겠지

다”모두 소중한 존재며 가정에서 나의 존

만 집단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공통

재 의미 새기기 등 자기와 타인관계이해

적으로 제시하여 실천내용으로 한다.

구성원의 성격구조 비폭력적 대화법 책 소

둘째 날, 배우자에게 편지 써보기 과제

개와 폭력 경험에 대한 느낌 얘기와 타인

는 긍정적 관계성을 갖는 내용의 편지를

이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느낌 등 입장

써보도록 한다.
셋째 날, 피해자인 아내의 역할을 바꾸

바꾸어 생각한다.

어 가계부작성을 도와 구체적으로 나열하

6차시

여 본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 가장 소중한 ‘나’

넷째 날, 전날 있었던 일 기억하며 천천

의 소중한 만큼 상대의 소중함을 느껴보게

히 간격을 두고 꼼꼼히 일기를 써보도록

한다. 그 중 자아에 대해 설명하고 가정폭

한다.

력 행위자, 피해자 역 방관자 역할로 소시

다섯째 날, 영화나 연속극을 본 후 주인

오 심리극을 하며 행위자는 이중아자 즉

공 남자의 역할을 대신 행동으로 표현해

부정적, 긍정적 두 가지 자아상태에서 갈

봄으로써 FC자아와 A자아에너지가 활성화

등을 겪는 모습을 직접 역할을 해 봄으로

되도록 한다.

써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전 구성원이

여섯째 날, 자녀에게 감정의 표현을 즉

알아차리고 특징 중 낮은 FC, A 자아를

각 반응하지 않고 자녀행동에 따라 시실대

활성화 시키는 기법을 인지하도록 설명했

로 생각하여 표현하는 습관을 기른다.

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행동사항을 제시
하였다.

일곱째 날, 자녀의 과제를 도와주고 또
한 자녀가 관심갖는 부분에 신문스크랩을

어른 A의 건강한 자아를 개선하기 위해

하여 현실을 파악하는 일을 함께 한다.

안정된 기분을 갖도록 노력하고 냉정히 침

자기변혁 일주일 과제를 통하여 달라진

착한 태도로 사물에 대한 주관보다 객관적

자신의 모습에서 긍정적 심적에너지를 갖

사고를 하도록 하고 이성적 태도로 상대를

고 가족관계 형성을 하도록 하였다.

대하도록 한다.
TA 구조기능분석의 의사소통의 걸림돌

7차시

이 됨을 해소하는 A성향 높이기로 행동관

‘마음을 열어요’ 프린트물 작성 후 구성

찰법과 행위자별 이고OK그램의 검사결과

원이 자조모임형태의 집단상담에서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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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 봄으로써 낮은 자존감 향상과 자아

번을 제외하고 동시에 낮게 나타나 있어

정체성 확립으로 ‘건강한 자아’로 한걸

삶이 의욕적이고 창조적으로 와 닿지 않다

음 나가게 된다. 쉽게 상대의 하나의 행동

는 면을 읽을 수 있고 동시에 에릭 번에

에 바로 ‘마음의문’이 닫혀버린 삶의 태

의한 집행적(실행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도가 긍정적 사고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

의 행동의 부조화 현상이 집단상담 진행과

는 인생태도를 갖게 한다. 상대의 기분을

정 6차시 때 결과로 인지되어지는 부분이

좋게 하는 말은?

다
삶의 태도는 자기 긍정성 (OK ness)

8 마지막 차시

으로 밝고 즐거운 마음상태 유지가 필요한

소중한 프로그램 차시였다

데 그렇지 못하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구성원 서

해 에너지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로 칭찬해 주기로 정말 몰랐던 부분이다

8차시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폭력 행위

라고 감동했고 마지막 구성원과 진행자간

자에게 성향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기부

‘허깅’을 통한 신체적 접촉이 정신적 결합

여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평가해 본

으로 이어져 긍정적 인정자극을 받게 하여

다.

조금은 변화했다는 느낌과 타인도 긍정적
차원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생활 태도가 있

결 언

어야 함을 느끼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전 구성원 8명의 5가지 성격구조분석으

본 연구는 폭력행위자를 위한 집단상담

로 나타난 자아상태 에너지의 양이 모두

활동프로그램으로서 교정, 치료, 교육을 받

낮게 나타남을 인지할 수 있다.

긴 했지만 폭력 행위자의 심리가 폭력행사

첫째, 공통사항으로 CP가 그 중 높게 나

후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깊이 사고해 볼

왔지만 정상적 CP자아상태가 그들이 나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수감명령대

나는 겉마음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쌓인 스

상으로 각 상담소 의뢰되어 일정한 교육을

트레스,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등으로 병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여 교육이수한

리적인 CP 상태에 대한 부정성이 분노로

행위자 중에서도 다시 폭력을 반복한 탓에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성인 자

본 상담소 창구로 오게 된 구성원도 있었

아(A) 를 오염시킨 결과로 평가 된다.

다. 본인도 ‘피해자이다’라고 하며 억울함
을 하소연하며 분노를 말한다. 그들 얘기

둘째, A가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을
들 수 있었는데 현실적 자아상태 에너지가
판단 능력저하로 나타남으로써 폭력성이
현저한 것으로 간주 되었다.

는 ‘왜 나만 죄인이냐’고 반문한다.
당연히 맞을 짓을 했기에 화가 나서 때
렸다는 식이다.
가정폭력은 묵인과 형식에 그친 가정 사
회분위기에서 폭력은 폭력을 구사할 수 있

셋째, FC 자아상태 에너지가 행위자 5

었기에 일어난다는 평범한 이치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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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잘못에 대한 자기인식이 수용되어

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상담

통제와 지배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자기

실무자에게 보수 교육을 통해 열람이 되었

분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으

으면 한다.

로서 본 연구는 많은 기여가 있었던 것 같
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제한점에 대하여
하는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새로운 심리

Ego-OK그램 체크리스트 검사로써 자기

치료적 제안으로 다양한 임상적 접근 내용

분석을 통해 상대에 대한 배려심을 기를

으로 구성원의 참여시 흥미를 끌어내어 행

수 있는 마음그림 발표를 통해 역할을 바

위자 분노 해결에 중심적 자기보고형 성격

꾸어 동기 부여의 전환점 이 되었다고 보

심리치료검사가 전문가에 의해 해석하고

고 깊이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변혁으로 자

진단되어 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첫째,

나의

정체성을

알도록

신이 바뀌면 세상이 변한다. 잘못에 대한
부정적이던 행위자의 시각을 달리하도록

둘째, 배우자 폭력에 대한 심리를 정신
과적측면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면 치료자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도 의료분야 전문가 진행으로 도움이 될
둘째, 개별상담을 초기상담에서 3회 실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시하였는데 초기 개인상담에서 Client에

볼 때 집단구성원간의 역동에 대비한 또

대한 상담자의 직관적 사고를 행동관찰법

다른 프로그램개발로 접근이 가능해져야

을 통한 TA 이론의 성격구조분석으로서 5

할 것이다.

가지 자아상태 성향을 개별화하여 나타내
고 집단상담 2회까지 이고-오케이그램 체

셋째, 집단 구성원의 대상 선정에서 행

크리스트를 통한 자기성향분석으로 자기에

위자 본인 스스로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서 과격한 자신의

을 하기에 억울하다는 감정을 해소 시킬

폭력행동에 대한 반복적 죄책감 자기상실

수 있는 사회 복지차원의 시설에서 마음을

로인한 분노가 내적에너지로 고착화되어

열고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감수성 훈

자존감 저하, 타인에 대한 원망 욕구불만

련의 내용으로 자신의 과거 죄업을 단절

으로 주위가족을 괴롭힘은 물론 사회적응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기에

도 못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명시하였다.

직장 해체되어 위기를 자초하

는 극한 상황으로 진행됨을 예방하는 차원
넷째, 언어적 표현에 익숙하여 있지 않

의 프로그램이라 본 것이다.

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분노가 정서의 표현
셋째, 집단상담 진행 전 직관적 사고로

으로 인식 될 때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상담자의 행동관찰법과 EGO - OK 그램

훈련으로 TA(교류분석) 비폭력 대화법 프

의 분석 비교를 통해 상담사례별 나타난

로그램을 구성하여 행위자 교정, 치료에

행위자 개인별 성향 비교법은 상담 현장에

적용을 못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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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프로

이해 / 잠재된 개인의 부정적 관점들이 긍

그램 속에 자녀에 대한 행위자의 태도로서

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구성원간 좋은 관계

이 프로그램의 행위자 대상연령으로 보아

를 형성하는 분위기로 진행되었지만 개인

사춘기 자녀대상 TA욕구이론 중 스트로크

차에 따라 치료의 효과에 차이가 있고 내

(인정자극) 검사지를 실행하여 인격체로서

담자 모두는 물론 상담자로서도 지각에 대

자녀의 존재적 가치부여와 상대에 대한 긍

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어 치료적 요인에

정적, 부정적 관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본 프로그램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함이

만 이론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부

필요하다고 본다.

분도 인정된다.
앞으로 더욱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한편 GT(게슈탈트)이론으로 심적자기훈

치료 강화프로그램의 지속 개발되어 상담

련을 통하여 자조모임형태로서 집단에 대

현장에 적용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 폭력

한 몰입과 적극적 참여가 있어 자기문제

은 근절되리라 조망해 본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감정에 대한 통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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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nsactional Analysis & Psychosoci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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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diation Program Pratices Study for
Family Violence Doer reviewed
by Transactional Analysis
Choi Eun-bong
Ansan Family Violence Counseling Center
This study is for the progress of program and the effectiveness for the purpose of
correction and remedy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 utilizing transactional analysis for the
subject of family violence doers by the victims’ provision.
Utilizing the clinical side of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the study intended to be helpful for
the recovery of humanity and identity establishment by analyzing the doers’function of
characteristic structure and mental status, finding out the relativity of violence, and enhancing
pride and the sense of self-virtue, and communicating with other persons.
In the progress of personal consulting,the study was progressed in 8 times for the subject
of 8 participant of group consulting by recognizing it as individualization process and solving
the problem, since there might be a possibility to depress the morale of the remained
members and curer in that remediation due to two doers who dropped out of it in the middle
of curing with melancholia symptoms and low degree of participation among 10 participants.
The progres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and study orientation were
discussed with self-judgment for identifying self state using behavior observation method that
estimates and judge the approximate type of linguistic clue, behavior, and attitude with facial
expression by seeing and hearing them and check list by John Dusay.
Key words :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Ego-gram Check List, Individualization Process, Constancy
Hypothesis, Differentiation of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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