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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용자가 지각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분석
김 용 수* ․ 박 현 주**

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의 범죄문제는 그 사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이며,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사회가 다양한 가치와 복잡한 체계들을 함축하면서 범죄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범죄에 대한 예측과 대처가 쉽지 않게 되
었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수용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이르며, 최근 들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75년에는
2,000명에 미치지 못하던 것이 1985년에는 4,78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
는 약 5,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수용자 중 장기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5년에 6.6%이던 것이 1980년 7.8%, 1985년 15.9%, 1990년
11.3%, 1995년 12.4%, 2000년 10.9%, 그리고 2004년에는 14.0%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법무연수원, 2005). 이처럼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교
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기수용자들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수용자들은 사회로부터 고립, 사생활과 자유의 제한, 규율과 통제가 심한 교
정시설 환경에 접하면서 커다란 스트레스에 직면하면서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Wilfey, Rodon, & Anderson, 1986). 특히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으로
가족에 대한 불만, 불화, 갈등 등의 다양한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전
수길, 1989; 정유희, 2000; Belknap, 1996; Stanton, 1980). 이러한 수용자의 가
족관계 스트레스는 교정시설 내에서 또는 출소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
고 자살을 하거나, 재범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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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상당수의 수용자들은 구금을 계기로 또는 구금기간동안 가족이 해
체되거나 가족관계가 불안정해지게 된다. 구금으로 인해 가족이 물리적으로 장
기간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부부가 이혼하거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빈번하
게 단절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하
고,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용자의 가족들
은 생계부양자의 구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범죄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비난과 낙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겪게 된다(남상철 · 신연희, 2002;
Reilly, 1992). 가족과의 분리는 수용자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의 분리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가족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 가족들
의 안정에 대한 우려,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가족 내의 역할 수행을 제대
로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가족들로부터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가족관계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구금된 동안 가족들과의 강한 유대 내지 지속적인 관계형성은 출소 후 재범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일치
된 주장이다(Glaser, 1964; Holt & Miller, 1972; Howser & McDonald, 1982). 그
러나 수용자와 가족들의 문제가 그 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가족
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책임이 있으며 가족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과 더불어 국가의 가족정책 역시 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리적, 문화적 여건 속에서 수용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중요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는 장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
관계 스트레스에 관해 진행된 연구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장기수용자에 대한 가족자원의 활용측면에서 가족의 역할을 주시하
고 있는 입장에서는 장기수용자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가장 잘 알고, 이 사실
을 토대로 적절하게 장기수용자와 장기수용자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소자 교화 및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행정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여 진다. 따
라서 장기수용자의 가족관계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교정정책으로의 시각전환이
요구되어지며, 장기수용자들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바탕위에
가족관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기수용자들의 스트레스를 조사 분석하
는 일이 더욱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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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수용자의 정의와 심리적 특성
수용자라 함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말한다(행형법 제1조, 제6조 제1항,
1999). 수형자는 재판이 모두 끝나고 형이 확정이 된 재소자를 말하며 미결수용
자는 아직 재판 단계에 있는 재소자를 말한다. 즉 수용자라고 하는 것은 교정시
설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재소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수용자가 범죄행위로 인해 구속 수감이 되면 자신의 안전과 조속한 출소에 대
한 욕구가 다른 어느 욕구보다도 강하게 작용하여 정상적인 생활에서 보여주던
의사소통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으로 대인관
계에 있어서도 소극적이 되고 사회에 강한 적대감을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장
기적인 수용생활을 하고 출소를 했을 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재범을 하
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용자의 심리특징은 범죄행위에 대해 불법 또는 불량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와 자신감의 상실, 자포자기로 열등감에 빠져 대인관계를 회피하
는 경우와 책임전가, 현실도피의 경향과 정신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고,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후회와 자학으로 인해 정서생활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고 한다(이정찬, 1981).
수용자는 처음 미지의 생활에 대한 공포 또는 불안감으로 신경병적 경향이 나
타나고, 자기중심적 편견으로 경험이나 견문이 좁아지고, 지성과 이성이 위축,
감정적으로 흥분, 공격, 도피 등 감정의 통제를 잃게 되어 여러 가지 정신장애를
일으키다가 수용생활의 순응화로 무감동해지는 경우 등의 심리 특징을 가진다
(정갑섭, 1987).
수용자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종종
불안을 느끼고 침울해 있으며 그 행동도 불안정하고 소극적인 편이다. 가족으로
부터의 소외감 때문에 가정생활에서는 가족에 대한 불만, 불화, 갈등을 느끼며,
자신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자기 통찰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상황
을 직면해서 해결하기보다 부인, 억압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전수
길, 1989; 정유희, 2000).
수용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특히 반사회적 성격으로, 수동-공격형 성격의 소
유자일 가능성이 많으며, 성격적 적응 곤란이 있다. 강력범일수록 갈등이 있는
대상과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은근히 남을 화나게 만들거나 무의
식적인 욕구나 소망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충족시키려고 하거나 갈등이나 좌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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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하거나 유치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신정인, 1997).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수용자의 일반적인 심리적 특징은 미성숙하며 취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수용자들은 자기 잘못을 반
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탓을 사회나 환경 탓으로 돌리고 그로 인한 심한 피
해의식과 자책감을 느끼면서 부정적 정서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낮은 가치관과 정체성 혼란으로 인하여 수용기간 중에도 위반행위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

2. 장기수용자들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가족은 수용자 및 출소자의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수용자가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석방의 성공적인 완성 내지는 수용생활
중에 규율위반행위가 없거나, 처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긍정
적이 효과가 있다. 출소 후 적응기간의 정서적, 재정적인 지원은 일차적으로 가
족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출소자가 이상과 현실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안내할 수 있는 역할도 가족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Mustin, 1987). 따라서 수용
자와 그 가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교정정책이 요구되어진다.
구금기간 동안 자녀들의 방문을 많이 받은 수용자일수록 출소 후에 자녀와 재
결합하는데 문제를 적게 겪으며, 가석방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 또한 구금기
간동안 가족과 친지 사이에 강한 결속을 유지한 사람들과, 석방되고 난 뒤 부부
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한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결속이나
기대, 의무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 사람보다 재범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shman & Cassin, 1981; Hairston, 1991).
구금과 통제, 사생활 및 자유의 극심한 제한,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그리고 반
복되는 일상생활로 특징지을 수 있는 수용생활에서 수용자들은 스트레스가 팽배
할 수 있다. 이때 가족과의 관계 유지는 수용자들이 수용생활에서 오는 스트레
스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며, 역으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단절되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수용자들은 심리적으로 무능해져서 출소 후에는 새
로운 환경에의 적응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지지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하여 결
국 사회적응에 실패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송미애, 2007).
특히, 수용자들 중 장기간 수용생활을 함으로써 가족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장기수용자들의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하
고 실행할 수 있도록 수용자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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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진을 위한 가족기능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연구
자에 따라 내용과 체계가 다양하게 제시되어오고 있으며, 이에는 가족의 역할과
행위, 가족의사소통, 친밀감, 문제해결, 가족갈등, 가족일치성, 적응성, 협력성, 권
위, 가족규범, 가족규칙, 역할과 책임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가족의사소
통(김유숙․전영주․김수연, 2003; 어은주․유영주, 1995; 정수경, 1993; 최희진․
유영주, 2003; Beavers, Hampson, & Hulgus, 1985; Epstein, Baldwin, &
Bishop, 1983; Olson, Sprenkle, & Russell, 1979; Skinner, Steinhauer, &
Sitarenios, 2002), 가족친밀감(김혜숙, 2003; 양옥경, 2001; 최희진․유영주, 2003;
Bray, 1995), 가족역할(김유숙․전영주․김수연, 2003; 정수경, 1993; Epstein 등,
1983; Skinner 등, 2002)이 가장 공통적인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용자들의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의사소통 부족, 친밀감 및 신
뢰감 부족, 그리고 가족역할 부족 요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장기수용자들을 대상
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참여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심층적
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문화기술적 연구는 복잡하고 미묘한 사회적 관계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사건의 맥락, 흐름, 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할
때에 특히 유용하다(조용환, 2003). 또한 개인의 내적 상태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수용자들의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
단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접과 관찰방법을 활용한 문화 기술적 연구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장기수용자가 지각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에 위치한 B교도소에서 장기수용자들을 위해 실시하는
가족캠프 참가자들이다. 수용자 1283명 중 첫째로 최소 5년 이상 형기를 채워야
하는 장기수용자이며, 둘째로 결혼경력자이며, 셋째로 자녀가 있으며, 넷째로 가
족관계증진의 필요성이 높으며, 다섯째로 면회 및 접견이 상대적으로 다른 수용
자에 비해 드물다는 등의 요건에 부합되는 9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차면담이 이뤄진 2008년 8월 기준으로 연구에 참여한 수용자들의 가족사항과
수용경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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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는 현재 초등
4학년인 자녀가 4살일 때 수감되어 현재까지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
며, 그리고 아내가 최근 사고를 당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B는 8년 전에 수감된 이후로 두 딸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3년 전부터 아내가 면회를 오지 않고 편지에 대한 답장도 거의 보내오지 않
고 있으며, C는 20세와 22세인 자녀들이 초등 4학년과 6학년일 때 수감된 이후
로 집이 가깝지만 1년에 1회 정도로 드물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무기수인 관
계로 아직까지도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며, D는 수용된 지 5년 8개월이
지났지만 한 번도 가족과 신체접촉을 할 기회가 없었으며, 아내가 가정경제를
꾸려가는 일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E는 결혼이민자인 아내
가 타향인 우리나라의 시골에서 어린 두 자녀를 키우며 시집살이를 하고 있으
며, F는 가족이 먼 고장에 거주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면회를 하기가 어려
운 입장이며, G는 군에 입대할 아들을 염려되고, 자신을 만나길 거부하는 딸의
태도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H는 아직 어린 두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함
께, 아내가 떠나갈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며, I는 수감 이후 아내의 요
구로 이혼을 하였지만, 전처가 아빠의 존재를 숨긴 채 키우고 있는 아들의 건강
한 성장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연구대상자 현황

번호
1
2
3
4
5
6
7
8
9

성명
A
B
C
D
E
F
G
H
I

나이
42
38
57
48
42
56
51
37
50

형기
12년
15년
무기
10년
15년
무기
15년
5년 6개월
무기

배우자유무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무(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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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현황
13세(남)
16세(여), 10세(여)
20세(남), 22세(남)
22세(여), 18세(남)
7세(여), 4세(여)
21세(여), 11세(여)
4세(남), 25세(여)
13세(남), 15세(남)
17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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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은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면담과 관찰기법을 주로 사용하였
다.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연구자는 상담심리전공 박사학위와 상
담수련감독전문가 자격 보유자로서,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문화기술적 연구
를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가지 이상 진행해온 경력이 있다.
연구를 위해 첫째, 정보제공자인 대상 수용자들과 라포 형성을 하고자 노력하
였다. 대상 수용자들은 면담자의 지도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실시되는 ‘가족사
랑 캠프’에 참가하는 것으로 예고되었다. 그래서 가족캠프를 진행하면서 자연스
럽게 라포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면담은 1차면담과 2차면담 및 수시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관찰은 가족캠
프를 실시할 때 수용자의 상황 및 행동반응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1차면담은 가
족캠프를 실시하기 전인 2007년 7월 25일과 26일에 교도소 내에서 한 명씩 개별
적으로 하였으며, 2차면담은 가족캠프를 실시하고 1년이 지난 2008년 8월 6일과
7일에 걸쳐 한 명씩 개별적으로 만나서 1차면담을 보충하는 질문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셋째, 면담의 내용은 가족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점, 가족관계 스
트레스 및 가족별 스트레스 등으로 면담자가 수용자들과의 개별적, 전체적 라포
형성의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1차면담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고 본 연구의 필
요성과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넷째, 그 결과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장기수용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분석하
였다. 자료 분석의 절차는 면담 자료를 토대로 먼저 영역분석을 실시하고, 다시
각 영역별 내용을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면담내용을 대상에 따라 배우자
관계, 자녀관계 및 부모․형제관계 스트레스로 분류하였으며, 그렇게 분류된 대
상별 스트레스 내용을 각각 요인별로 영역분석을 해본 결과, 3가지 대상별 스트
레스가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소통부족, 친밀감부족 및 역할부족 스트레스로 구
분되었다. 그리고 요인별 스트레스영역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세부영역
으로 나누었는데, 의사소통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기회 및 시간부족’, ‘표현
능력부족’, ‘애정 또는 감사표현부족’ 및 ‘이해부족’으로, 친밀감부족으로 인한 스
트레스는 ‘대면기회부족’ ‘내면적 마음교류 기회부족’ ‘신체적 접촉의 기회제한’
및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감정’으로, 역할부족 스트레스는 ‘경제력 부족’ ‘역할수
행부족’ 및 ‘생활적응력 부족’으로 분류가 되었다.
다섯째,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의 내용에 따라 2차면담을 실시하여 미흡한 내용
과 누락된 내용을 수시 면담으로 보충하였다. 1․2차면담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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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분석을 실시하여 각 영역별․요인별 내용영역 표를 작성하였다. 성분분석에서
정리된 스트레스에 관한 정보제공자들의 보고 내용들을 토대로 의미를 해석하
고, 얻어진 의미에 보완할 내용이 발견되면 추가하는 순환과정을 거쳐 연구 보
고서를 완성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수용자들이 지각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대상
별로는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및 ‘부모․형제관계’로 구분하였으며, 요인별로는
‘의사소통 부족’, ‘친밀감 및 신뢰감 부족’ 및 ‘역할 부족’ 요인으로 구분하여 파악
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별로 장기수용자들이 겪고 있는 요인별 스트
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함께 각 요인별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
인해 보았다.

1. 배우자관계 스트레스
장기수용자들이 겪고 있는 배우자관계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 장기수용자들이 지각하는 배우자관계 스트레스 분석표

영역

세부 영역
1. 기회 및 시간 부족
부족
의사소통 부족 2.3. 표현능력
애정 또는 감사표현 부족
4. 이해 부족
1. 대면 기회 부족
친밀감 및 2. 내면적 마음교류 기회 부족
신뢰감 부족 3. 신체적 접촉의 기회 제한
4.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감정
1. 경제력 부족
역할 부족 2. 역할수행 부족
3. 생활적응력 부족

A B
X X
X
X
X
X
X
X
X X
X X
X

수용자
C D E F G H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영역(공란은 언급되지 않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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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계
4
2
X 6
2
X 6
X 5
X 8
X 9
6
X 7
X 3

계
합계
14
(24.1%)
28
(48.3%)
16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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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따르면 첫째, ‘친밀감 및 신뢰감 부족’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는데,
전체 58건 중 28건으로 전체 사례에서 48.3%를 차지했다. 둘째, ‘역할부족’이 다
음으로 많이 확인이 되었으며, 전체 58건 중 16건으로 전체 사례에서 27.6%를
차지했다. 셋째, ‘의사소통 부족’은 가장 적게 보고되었는데, 전체 58건 중 14건
으로 24.1%를 차지했다.
1) 의사소통 부족 스트레스
배우자와 관련하여 장기수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중 의사소통 부족에 해당되
는 내용으로는 형량에 따라 전화사용이 제한되는 것부터 인터넷 서신사용이 제
한되거나, 접견횟수가 제한되기도 하고, 1회 면회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
분도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접견을 할 때 참관자가 있거나 도청을 의식하여 의
사표현에 어려움을 느끼며, 스스로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함을 느끼는 수용자도
있으며, 아내의 접견 횟수가 점점 감소하거나, 아내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접견이 감소되는 수도 있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
보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면 : 필요할 때 위로를 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힘이 든다고요?
E : 예!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못 했던 것
같아요. 우선 경제적으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부모님들까지 모
시고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고맙다는 표현도 하
고 싶고, 위로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면 : 해줬으면 했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E : 그냥 살아오면서 주위라든지 남들이 하는 거 보면서 부러운 부분이
많아서 한 번씩 해보긴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 친밀감 및 신뢰감 부족 스트레스
장기수용자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중 아내에 대한 신뢰감 및 친밀감 부족 스
트레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뭔가 모를 거리감을 종종 느끼며, 아내의 외도가
능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수용자도 있으며, 접견을 오랫동안 오지 않는 아내에게
불만이 쌓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내가 편지에 답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애를 태
우는 경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거나, 아내의 접견 횟수가 점점 감소되거
나, 아예 아내의 소식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으며, 아내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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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A수용자 :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혼을 다 한 상태고... 10년
이상 동기들이 70～80% 이혼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료들도 물
어보면 잘 있다가 6년, 7년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혼서류가 들어온대요.
여기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도장 찍는 거
그런 거 없이. 안 해줘도 법으로 넣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항
상 마음은 비워놓고 있었어요. 저도 ‘때가 되면 오겠지. 언젠가는 오겠지,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한 6년째 되는 해에 접견이 왔는
데... “나중에 나갈 때 쯤 돼서 그 때 되면 나갈 때는 가족들이 있어야 밥
도 먹고 할 건데, 그때 없으면 더 막막하니까 갈라면 일찍 마음 비워놨을
때 가라. 그리고 내 나름대로 생각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3) 역할 부족 스트레스
장기수용자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중 아내에 대한 역할 부족으로 인한 것은
그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심각하게 보고하고 있는 스트레스영역 중의 하나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부양을 위해 아내가 식당일 등 궂은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도 어쩔 도리가 없으며, 접견에 따른 아
내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걱정하거나, 어떤 수용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결혼
이민을 온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하며, 수감생
활로 인해 남편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특히 아내의 성
적 불만족에 대해 염려하는 등의 사실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B수용자 :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편지가 오니까... 아직까지 그런 얘기
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힘들다.” 이런 소리는 가끔 했는데 못 버티겠다
고 편지가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면담을 해가
지고 집에다 연락도 하고 엄마한테도 연락을 해서 웬만하면 부탁을 안 하
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 없었는데 “한번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요즘에 다들 힘들어가지고 집에도 힘들다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여유가 되면 나가가지고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살
아왔으니까,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약간 참고 있거든요. 나가야 될 입
장인데 내년에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벌어가지고...
면담자 :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마음이 정말 아프시겠네요?
B수용자 : 그게 최고 마음 아프죠. 애기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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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관련 스트레스
장기수용자들이 겪고 있는 자녀관계 스트레스를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 3>
과 같다.
<표 3> 장기수용자들이 지각하는 자녀관계 스트레스 분석표

영역

세부 영역
1. 기회 및 시간 부족
부족
의사소통 부족 2.3. 표현능력
애정 또는 감사표현 부족
4. 이해 부족
1. 대면 기회 부족
친밀감 및 2. 내면적 마음교류 기회 부족
신뢰감 부족 3. 신체적 접촉의 기회 제한
4.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감정
1. 경제력 부족
역할 부족 2. 역할수행 부족
3. 생활적응력 부족

수용자
A B C D E F G H I 소계
X X X X
4
0
0
X X
X
3
X X X X X X X 7
X
X
2
X X X X X
X
6
X X X X
X X 6
X X
X
3
X X X X X X
6
X
X
2

계

합계

7
(17.9%)
28
(48.3%)
16
(27.6%)

X: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영역(공란은 언급되지 않은 영역)

<표 3>에 따르면 장기수용자들의 자녀관계 스트레스도 배우자관계 스트레스
와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친밀감 및 신뢰감 부족’이 가장 많이 보
고되었는데, 전체 39건 중 21건으로 전체 사례에서 53.8%를 차지했다. 둘째, ‘역
할부족’이 다음으로 많이 확인이 되었으며, 전체 39건 중 11건으로 전체 사례에
서 28.3%를 차지했다. 셋째, ‘의사소통 부족’이 가장 적게 보고되었는데, 전체 39
건 중 7건으로 17.9%를 차지했다.
1) 의사소통 부족 스트레스
자녀와 관련하여 장기수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중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상시적으로 의사소통의 기회가 부족하고, 신체
적 접촉기회도 부족하며,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거나, 자녀와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거나, 자녀가 의사소통을 회피하거나, 또는 아예 반응을 보이
지 않으며, 자녀들과 정감어린 대화가 어려우며, 자녀가 답장편지를 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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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H수용자 : 애들하고 가까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그 자체가 스트레스였거든요. 그 전에도 이야기는 못했고, 그러
니깐 서로 애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믿음도 없었고... 그전에는 이
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깐 걱정이 되고, 애들이 면회를 오더라
도 마음을 서로 모르니깐, 그냥 얼굴만 서로 보고 하다가 깊은 있는 이야
기를 못했거든요.
2) 친밀감 및 신뢰감 부족 스트레스
장기수용자들이 자녀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친밀감 및 신뢰감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는 자녀에게 아빠의 처지를 숨겨야 하는 답답함, 자녀가 친구들에게
아빠의 처지를 숨겨야 하는데 대한 죄책감, 아빠 얘기가 나오면 자녀들이 주눅
이 들어 하는 것에 대한 무거운 감정, 아버지가 재소자인 것이 자녀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 자녀의 탈선에 대한 염려, 자녀들과 괴리감이
있고, 만나면 친밀감이 부족하고 왠지 서먹서먹함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면담자 : 아이가 잘 성장할까 걱정이 된단 말이죠?
H수용자 : 예! 사춘기 때는 옆에 있어가지고 조금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
데, 저 자체가 감방에 들어와 있으니깐... 또 집사람 혼자서 아들 키우기에
도 문제가 되고, 애들이 또 그쪽 부분에서 생각이 변화가 돼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고.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3) 역할 부족 스트레스
장기수용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주로 자녀에게 교육비 등 경제적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하
는 미안함, 자녀의 입학․졸업식에 불참하거나, 운동회에 참석하여 함께하지 못
하고, 그 외 유아원의 아빠참여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아들이 군에 입대를 하
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일 등이 이에 해당되며, 그 외에도 아빠로서 조언을 할
기회가 부족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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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 아이가 몇 살이죠?
A수용자 : 6학년! 4살 때 들어와서 6학년이란 거죠. 가끔씩 와요. 커가는
거보니깐 내가...!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제일... 요즘 그렇잖아요? 많
이도 안 낳고, 남들은 둘씩 낳고 이러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초등
학교 입학 할 때 아휴...(눈물을 흘린다)

3. 부모․형제관계 스트레스
장기수용자들이 겪고 있는 부모·형제 관계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 장기수용자들이 지각하는 부모·형제 관계 스트레스 분석표

영역

세부 영역
1. 기회 및 시간 부족
부족
의사소통부족 2.3. 표현능력
애정 또는 감사표현 부족
4. 이해 부족
1. 대면 기회 부족
친밀감 및 2. 내면적 마음교류 기회 부족
신뢰감부족 3. 신체적 접촉의 기회 제한
4.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감정
1. 경제력 부족
역할부족 2. 역할수행 부족
3. 생활적응력 부족

수용자
계
A B C D E F G H I 소계 합계
X
X X 3
3
(16.7%)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
2
9
2 (50%)
4
2
6
4 (33.3%)

X: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영역(공란은 언급되지 않은 영역)

<표 4>에 따르면, 앞에서 살펴본 배우자관계와 자녀관계 스트레스와 거의 유
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친밀감 및 신뢰감 부족’이 가장 많이 보고되
었는데, 전체 18건 중 9건으로 전체 사례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역할
부족’이 다음으로 많이 확인이 되었으며, 전체 18건 중 6건으로 33.3%를 차지하
고 있다. 셋째, ‘의사소통 부족’은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가장 적게 보고되었는
데, 전체 18건 중 3건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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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소통 부족 스트레스
장기수용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형제와의 의사소통 부족 스트레스에 관
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접견 시간부족이 너무 부족하며, 모범수가 되어야 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전화사용이 제한되며, 노모와 형제를 직접 만나볼 기회가 상
당히 적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
다.
H수용자 :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접견을 하더라도 창문이 가려 막혀 가지
고 정을 느끼더라도 좀 한정이 되어 가지고... 직접 대면을 해서 “걱정하
지 말고, 나는 잘 있으니깐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2) 친밀감 및 신뢰감 부족 스트레스
장기수용자들이 부모․형제에 대한 친밀감 및 신뢰감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형제와 같이 제대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출소할 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게 될까 봐 염려
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들의 방문이 줄어드는 일도 있고, 형제들에게 피
해를 줘서 미안한 부분도 있으며, 자신으로 인해 노모와 형제가 고통을 받는 것
같아 괴로운 등의 사례가 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이다.
C수용자 : 만약에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나를 안쳐다보고 외면이라도 하
면, 이 안에서 자포자기하고 성격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누구와 감정이
있으면, 뭐라 할 수도 있지만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
참고참고... 때론 남몰래 이불속에서 울면서도 참습니다.
3) 역할부족 스트레스
장기수용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형제에 대한 역할부족 스트레스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자신을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고 계시며, 자신으
로 인해 겪고 있는 부모․형제의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미안하고, 외아들인 자
신이 치매 걸린 노모를 돌보지 못하고 있어서 속상하고 괴로우며, 누나들과 누
나들의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안타까운 등의 내용들이 있다.
다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보다 자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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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수용자 : 저 같은 경우는 모친이 올해 팔순이 넘으셨거든요. 치매가 오
셔가지고, 시에서 3급인가 판정을 받아가지고 매일 간병인들이 와가지고,
오후에는 부모님을 수발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으로서 여기 있으니
까 마음은 있는데 가슴은 되게 아프거든요. 지금이라도 뛰어 가서 어떻게
해드리고 싶지만... 생신날 다른 자식들은 하다못해 양말짝이라도 드리고
하고, 어버이날 되면 하다못해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달아드릴 수 있잖습
니까? 저희들은 마음은 있어도 그런 건 힘들죠.

4.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종합
이상에서 장기수용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부모·형제관계
스트레스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대상별 스트레스들을 종합하여 가족관계 스트레
스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장기수용자들이 지각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종합 분석표

영역

세부 영역
1. 기회 및 시간 부족
부족
의사소통부족 2.3. 표현능력
애정 또는 감사표현 부족
4. 이해 부족
1. 대면 기회 부족
친밀감 및 2. 내면적 마음교류 기회 부족
신뢰감부족 3. 신체적 접촉의 기회 제한
4. 가족에 대한 불편한 감정
1. 경제력 부족
역할부족 2. 역할수행 부족
3. 생활적응력 부족
합계

가족 구분
배우자 자녀 부모·형제
4
4
3
2
0
0
6
0
0
2
3
0
6
7
1
5
2
2
8
6
2
9
6
4
6
3
2
7
6
4
3
2
0
39
18
58 (33.9%)
(15.7%)

소계
11
2
6
5
14
9
16
19
11
17
5
115
(100%)

계

합계
24
(20.9%)
58
(50.4%)
33
(28.7%)
115
(100%)

이 표를 근거로 대상별 스트레스를 분석해 보면, 첫째, 장기수용자들은 배우자
관계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보고하고 있는데, 전체 115건 중 58건으로 전체 사
례에서 50.4%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자녀관계 스트레스를 그 다음으로 많이
보고하고 있으며, 전체 115건 중 39건으로 33.9%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부모·
형제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적게 보고되고 있는데, 전체 115건 중 18건으로
1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요인별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첫째, 친밀감 및 신뢰감 부족 스트레스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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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115건 중 58건으로 전체 사례에서 50.4%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역할 부족 스트레스가 총 33건으로 전체에서 28.7%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의사소통 부족 스트레스가 24건으로 전체에서 20.9%를 차지하고 있다.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용자들이 지각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들을 파악하고자
문화 기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B시에 위치한 교도소 수용자 1283명
중 장기수용자 9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면담을 진행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다시
두 번째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얻은 내용을 요약하고 논의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수용자들은 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형제와의 관계에서 모두 공통적
으로 친밀감 및 신뢰감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가족친밀감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김혜숙, 2003; 양옥경, 2001; 최희진․유영주, 2003; Bray,
1995)의 주장과 일치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 전체로 볼 때에는 가족에 대한 불편
한 감정과 신체적 접촉 제한 및 대면기회 부족 순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
로 해석이 되고, 배우자관계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자녀관
계에서는 대면기회부족이, 부모·형제관계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가장 큰 스트레스
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각 관계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후속프로그램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둘째, 역할부족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가족역할 요인
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러 학자들(김유숙․전영주․김수연, 2003; 정수경, 1993;
Epstein et al., 1983; Skinner et al., 2002)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모든 가족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역
할수행 부족 스트레스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경제력 부족으로 인한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역할수행 부족 스트레스에 경제력 부족과 관련된 경
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최근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려 더욱 이 영역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셋째, 의사소통 부족 스트레스는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수용자들에게는 관계의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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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족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들(어은주․유영주, 1995; 최희진․유영주, 2003; Beavers et al.,
1985; Olson et al., 1979)의 주장과 일치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런데 세부
요인을 살펴보면, 배우자관계에서는 애정 또는 감사표현 부족을, 자녀관계와 부
모·형제관계에서는 기회 및 시간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적합한 후속대책이 강구되는 게 효율적
일 것으로 판단이 된다.
넷째, 가족 구성원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면접 대상 수용자
9명 모두 지각하고 있고, 신체적 접촉 기회 제한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명을 제
외한 8명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사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만이나 심리적인 불편함은 우
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장기수용자들처럼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고, 그 정도에 따라 그들의
수용생활과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것
으로 판단이 된다.
다섯째, 자녀관계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양적으로 배우자보다 빈도가 비록
낮게 보고되었지만, 연구자가 장기수용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경험에서
볼 때, 질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배우자 관계에 못지않게
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심지어 어떤 수용자들은 아내와의 이별은 감수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을 뜻을 비치기도 하였다. 한편,
성년인 자녀를 둔 수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린 유·초·중학교 정도의 자녀를
둔 수용자들이 더욱 자녀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
므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수용자를 분류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부모·형제관계 스트레스 부분은 배우자와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
고하고 있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로 근거해 볼 때,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약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에 비하면 그만큼 비
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
서의 역할수행 부족과 불편한 감정이 상당히 큰 것으로 해석이 된다.

2. 제언

앞에서 고찰했던 선행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수용기간동안 가족과 친지 사이에
강한 결속을 유지한 사람들과, 석방되고 난 뒤 부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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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역할을 다한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결속이나 기대, 의무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 사람보다 재범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shman & Cassin, 1981;
Hairston, 1991). 따라서 이상에서 파악한 스트레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기수
용자들로 하여금 가족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부부 및 부모 등 가족으로서의 역
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수용자들로 하여금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고 심리
적인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나아가 가족과의 이별 혹은 이
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
으로는 부부교육프로그램, 아버지교육프로그램, 자기표현훈련프로그램, 생애설계
프로그램 그리고 온가족캠프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장기수용자들이 배우자 및 자녀와 보다 원활한 상호 의사소통 및 접촉
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프로
그램의 세부방안으로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의 활성화, 감사와 사랑의
표현 강화, 신체적 접촉활동 확대, 가족별 자유 소통시간 확대, 그리고 미래를
위한 가족생활설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인 방안으로 가족들
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도록 전화, 인터넷서신, 구조화된 서신교환행사(예를 들어
사진 주고받기, 행운의 편지 등), 특별 접견, 가족만남의 날, 그리고 가족만남의
집 등을 적절히 시행하거나 혹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셋째, 장기수용자들이 가족관계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교정행정 당국에서 직업
교육, 정규 및 비정규 학교교육, 어학교육 등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수용자들이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를 보다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수용자들로 하여금 그 필요성
을 절감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를 유발시켜줄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안한 방안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각 방안들
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추
가 연구가 수행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실행되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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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용자가 지각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분석(김용수․박현주)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Family-Relationship
Stress Perceived by the Long-Term Convicts
Kim, Yong Soo* ․ Park, Hyun Joo**
This research aimed to analyze the family-related stress perceived by the
long-term convicts through the ethnographic methods. To this end, 9 out of
1,283 convicts from B prison were selected to have each of them individually
interviewed for 2 sessions, respectively, along with an observation of them
through a 1 night 2 day family camp. Based on the results, the research
carried out the procedures of area analysis, classification analysis and
componen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family-related areas of
stress perceived by the long-term convicts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into
broadly including the spouse-related stress, offspring-related stress and
parents and siblings-related stress. Also classified into 3 factors of a lack of
communication, a lack of affinity and trust and a lack of role as well as 11
detailed areas.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A great deal of stress
coming from a lack of affinity and trust come first, a lack of role as second
and a lack of communication in the last by the long-term convicts in
common family relations. And classified by the family member, it's confirmed
that spouse-related stress comes first, offspring-related stress as second and
parents and siblings-related stress in the last by the long-term convicts.
Based on the results above, some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long-term convicts’ family relationship so that they could lead a healthy life
in a society after their release from prison.
Key Words : Stress, Long-Term Convicts, Long-Term Convicts’ Family,
Long-Term Convict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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