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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자장치부착 성폭력범죄자에게 교류분석이론을 적용한 개인상담이 특성불안,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진행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
지 진행하였으며, 개인상담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양적 자료 분석으로서 통제집단과 실험

․

집단을 설정하여 실시 전 후에 검사지를 실시 한 후 t-test를 실행하였고, 질적 자료 분석으

․

로서 연구자 관찰자 중심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참여대상자의 특성불안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위험성에서는 절망감과 자살생각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심
리적 특성불안과 자살위험성에 대한 감정정서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정시설관련 실천현장에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에게 교류분석이
론을 적용하여 개인상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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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대중매체에 의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사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성폭력하려다 실패하자 도주하였고,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불안 해
하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 범죄와 같이 강력한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성폭력 사범 재범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 재범 방지교육 이수율은 매년 줄고 있다. 강력범죄가 미성년자 대상 피해
자로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4대 범죄 중 방화, 살인,

․

강도, 강간은 전년도에 비해 비슷하거나 감소했는데 아동 청소년 성범죄만 10년 사이에 5배가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완벽한 주민등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범인 검거율이 95% 달하지만, 여
전히 국민들은 불안한 환경에 놓여 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자장치부착 대상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불안,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적 불안
과 일상적인 감정상태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자살에 대한 상념에 빠져있는 등 정신건강문제
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의 스트레스 초 고위험군 비중보다 약 4배가 높은 것은

․

전자장치부착대상자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위험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성칠 김충
섭, 2013). 2008년에 도입한 전자장치부착제도의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소급적용
이 되었는데 전자장치부착 이후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
도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초 고위험군의 스트레스로 우울, 재
범, 자살위험의 적절한 방지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매년 100여명 가까운 전자장치부착 대상자들

․

이 자살충동으로 인해 자살시도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이성칠 김충섭, 2013). 보호관
찰 대상자는 선량한 시민에 대하여 위해를 가한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매
우 열악한 소외계층이라는 점에 깊은 관심을 두고 교정 복지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지원하여야
할 중요한 대상자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엄벌주의나 병리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것 보다
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자신을 새롭게 재결정 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류분석이론을 적용하여 자신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신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며,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는
자각성, 자발성, 친밀성 통해 자율성을 회복하여 자율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서혜석,

․

2013; 서혜석 이길구, 2017).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 감정, 행동 등의 자아를 이해하고, 타인
과 교류하는 방식을 통해 의사소통을 분석하여 대인관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또한 불안감정과 우울감정을 라켓감정으로 가지고 있어 심리내면의 자살위험성으로 설
명한 교류분석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한 문헌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특성불안과 자살위험
성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교류분석 이론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은 재범예방은 물론 개인적 차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점이다.
한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들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후회, 대인관계 결여, 죄책감, 자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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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상념(이성칠 김충섭, 2013)뿐만 아니라, 우울, 무망감,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피해의식, 대
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낙인 부여, 의사소통 부진, 미래에 대한 불안, 공격성, 무질서한 생활리듬,
자기통제, 도덕적 해체, 성교육의 부재, 수치심, 성에 대한 이중성, 자기부정, 사회 환경에 적응

․

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서혜석 이정은, 2016).
성폭력범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어린 초기시절에 양육자로부터 관계형성이
되지 않았고, 폭력으로부터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건
강한 상호작용의 경험이 없었고, 보호와 안정되지 않은 경험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
었다. 초기 어린 시절에 가졌던,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적인 라켓감정이 자살위험성을 불러일으

․

․

킬 수 있는 요인과 관련이 있다(서혜석 양경화, 2010; 서혜석 이길구, 2017; 임지언, 2006). 이

․
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 동료들과의 관계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들은 성인에 비해 약해 보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성인보다는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한다(공은경, 2005). 뿐만 아
들은 대부분 이러한 라켓감정으로 인해 사회에서도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며, 특히, 아동 청소

니라 이들은 취업에 제한이 있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가 사회복
귀 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실직한 상태의 경우보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으며,

․

사회적 결속력이 강할수록 재범할 가능성이 낮아진다(이전구 강정석, 2018).
이상과 같이 전자장치부착 대상들의 성폭력범죄자들은 미래에 대한 특성불안과 우울한 감정
이 자살위험성의 정신건강 문제에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류분석을 적용한 개인상담이 성폭력 범죄자 전자장치부착 대상자의 특성불안, 자살
위험성 변화로 인한 일상생활 적응과 정서적인 문제에 필요한 심층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
하다. 성폭력범죄자에게 집단상담을 적용하여 연구한 논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개인상담으로 실시한 첫 번째 이유는 성폭력범죄자들의 공통적 특징으로, 어린 시절 성장과정에
서 자라온 환경을 통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 치료되지 않아 미해결된 상태이다. 두 번
째 이유는 성폭력이라는 범죄에 대해 자신 스스로 큰 범죄라는 지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자
신이 처해 있는 성폭력 범죄의 범위에 대한 인식과 과거의 경험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각기 다른 성폭력 범죄유형에 대한 부정적인 각자의
경험들이 또 다른 새로운 학습으로 강화, 촉진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응집이 될 수 있는 가

․

능성이 있기 때문(김건숙, 2011; 서혜석 이정은, 2016; 김태명, 2018)에 집단상담보다는 개인상담
에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개인상담을 통한 관계의 형성은 전자장치부착 성폭력 범죄자를 담당하
고 있는 보호관찰관들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해 긴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교류분석을 적용한 개인상담이 성폭력 범죄자 전자
장치부착 대상자의 특성불안, 자살위험성 변화에 대한 상담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교정상
담 관련 담당자들이 교정시설 실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며, 본 연
구에서의 연구문제는 개인상담을 개입하지 않은 통제집단이 교류분석을 적용하여 개인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에 비해 특성불안, 자살위험성 변화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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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류분석

교류분석은 Eric Berne이 인간중심 이론에 기초하여 자아상태, 대화패턴, 인생태도, 각본분석
등으로 정신병리의 기초의 틀로 제공하였다.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도와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심리상담과 치료뿐만 아니라, 교육과 조직으로 관련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방법을 설명
해주고 있으며 그 활용성을 인정받고 있다(김정희, 1992; 서혜석, 2014; Stewart & Joins, 1987). 또
한 어떤 대상이든 인간의 심리적 문제로 호소하는 심각한 문제에 개입하여 효과를 이루는 유용
한 도구로 나타났다(서혜석, 2013; 서혜석, 2014).
교류분석이론에서 말하는 3가지 철학을 설명하면(Stewart & Joins, 1987), 첫째는, 모든 인간은
긍정적이다. 둘째는, 모든 인간은 사고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자기
가 결정한 각본을 스스로 재결정 할 수 있다. 또한 교류분석이론의 목표는 개인의 인생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해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회복하는 것
이다. 교류분석의 주요개념으로는 자아상태분석, 인생태도분석, 대화패턴분석, 스토로크분석, 각
본분석, 라켓분석, 게임분석, 재결정, 시간의 구조화 등이 있다.
교류분석이론을 적용한 문헌을 살펴보면, 국내연구의 경우에는 교류분석이론을 소개하고 교류
분석이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많았다. 자율성 회복(김건숙,

․

․

2011; 김현주 김정희, 1998; 서혜석, 2013; Erskine, 2013), 인관관계의 증진(여춘근 이영호, 1999;

․

조성희, 2011), 인생태도 향상(서혜석, 2013; 이정미 전영자, 2011), 직업유형과의 관계(조정미 외,
2018)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인생태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생에 대한 자세는 일상생활에서의
각본이 기초가 되어 자기 안에 있는 특성불안이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우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최초의 양육자로 부터의 부모명령이나 금지명령 같은 양육태
도를 통해서 어린 시절 초기에 결정되어진다. 성인기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자주 경험하
는 정서로서 문제해결에 적절하지 않은 부정적 정서로써 라켓감정을 느끼게 만든다. 이러한 감
정은 반드시 각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낡은 전략을 반복하며 재연하는 것이라
고 표현한다. 각본에 따라 계속 미해결된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습관처럼 문제를 반복하고 반
응하고 살아간다면 이들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양육자로부터 전달되는 이러한 메시
지들의 경험에 의해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 대하여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는 교류분석이론의 중
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결정의 이론적 틀을 가지고 지금-여기서의 실제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데 있어서 성폭력 범죄자 전자장치부착 대상자들의 정신건강문제로 우울
이나 특성불안 등의 라켓감정이 자살위험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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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장치 제도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시행한 것은 2008년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감시하는 장치이
다. 도입한 지 11년이나 되었으나, 우리사회에서 계속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범죄 등 적용대상에서 미성년자 유괴범(2010년 2차 개정), 살인범(2010년 3차 개정)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부착기간도 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는 등 대상범죄
와 부착기간 등에 대한 법 개정들이 변하고 있다. 그 실례가 조두순, 김길태 사건으로 부착기간
을 10년에서 30년으로 2010년에 3차 개정되었으며, 초등학생 성폭력 통영사건 등 강도죄가 2012

․

년 4차 개정으로 추가되었다(김혜정, 2015; 서혜석 이정은, 2016). 형을 다 마친 이들과 형의 집
행이 만료되기 전에 가석방 등으로 출소 할 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을 받
아야 하는 대상이다.
선진국 등 외국의 전자장치제도의 경우에는 세계 약 22개국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가택
구금과 접목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하루 종일 24시간 전자감독체제를 갖추고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불과 30%에 해당된다.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게 된 기대효과는 교정비용절감, 교도소의
과밀 수용의 해소, 대상자의 원활한 재사회화, 낙인효과 감소에 있었다(강호성, 2012; 김혜정,
2015).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범죄자 대상이 총 0000명이며, 전자장
치 부착 대상자는 전국 57개 준법지원센터와 2개의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
가 전자장치부착 이후 성폭력 재범률이 크게 감소하였고, 제도시행 이전인 2004부터 2008년까지
성폭력 범죄 재범률은 14.1%를 기록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동종 재범률이 1.86% 수준으로 낮아
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전자장치부착을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
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성범죄로 전자장치부착을 한 뒤 성폭력으로 재범을 저지른 사건은 48건
(2014, 53건(2015), 58건(2016), 66건(2017)으로 최근 4년간 증가추세이다.
또한 전자장치부착을 끊고 도주하는 사건도 한해 평균 10건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부
터 2017년 동안 전자장치부착을 훼손한 사건은 총 62건 가량에 달한다.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건수도 792건으로 조사되었다(법무부, 2018). 이와 같이 전자장치부착을
유기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이 이어지자 정부는 전자장치부착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이 추
진되고 있다. 전자장치부착의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통합한 ‘일체형’장치를 개발하고 전자장치
부착 내 금속 삽입물의 두께를 3배로 보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자장치 부착은 발목에 착용
하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가 몸에 소지하는 휴대장치, 집에 두고 다니는 재택장치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분리형’ 전자발찌는 휴대장치를 휴대해야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크고 장치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잠적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장치부착의 기술적 개선과 더불어 전자장치부착 대상자를 관리감독 할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재질강화나 장치통합 등을 통해 전자장치부착 파손, 도주 문제를 완
화할 수는 있어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는 없는 만큼 전자장치부착 파손이나 도주가 발생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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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인적자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최근 전자장치부착 대상들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감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
면서 보강인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장치 감독을 실행하는 특징으로 인해 전자장치의 정
상적 작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전자장치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모니터링 하는 센터 직
원 1명당 보호관찰 대상자는 331명이다. 전자장치 훼손 등으로 현장에 출동하거나 대상자들의
상담, 심리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인력은 1명이 18.4명을 맡고 있다. 보호관찰관 수가 부
족한 상황이지만 전자장치부착 대상자와 관련한 문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조두순법’이 국회에 법안 통과로 조두순과 같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
자 성폭력범죄자는 출소직후 1:1로 전담 감시하는 보호관찰관이 배치되어 앞으로는 관심이 더
집중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자장치부착 감독대상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
고 전자장치부착을 끊고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특정불안으로 인해 문제행동을 끊임없
이 일으키고 있으며, 강화된 처벌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오히려 불안감정과 우울감정을 일으켜
성폭력범죄자의 자살위험성까지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적응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 전자장치부착으로 인한 성폭력 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를 긍
정적으로 바라보며, 자기존재와 사고하는 능력을 통해 새로운 삶을 재결정할 수 있는 교류분석
이론의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3. 전자장치부착 성폭력 범죄자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전자장치부착 대상자와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효

․

과가 확실하게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문헌(강호성 문희갑,

․

․

2010; 서혜석 이정은, 2016; 서혜석 이길구, 2017; Finn & Muirhead-Stenes, 2002; Padgett et.al,
2006; The Florida Senate, 2004)들과 부정적 효과로 나타나는 문헌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박선영,
2010; 이연희, 2004; 최정학, 2014; Elzinga & Nijboer, 2006; Gendreau et al., 2000; Grossi, 2017;
Renzena & Mayo-Wilson, 2005; Rogers & Jolin, 1989). 이러한 연구들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대부분 전자장치부착 제도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전자장치 감독을 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사회적 결
속과 관련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을 취약하게 만들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위축되며, 이
들에게 현실적으로 취업과 매우 밀접하여, 경제적 빈곤으로 재범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주장하

․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서혜석․이정은, 2016; 조윤오, 2010), 학력수준과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

고 있다(김상균, 2014; 이전구 강정석, 2018; 최정학, 2014). 또한 전자장치에 대한 수치심, 처벌
계성이 전자장치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에게

․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 등의 심한 정서 심리적 고통을 갖게 하여 재범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자장치를 부착했기 때문에 강하게 보호관찰 감독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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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 범죄자 대상자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처벌에 대한 저항의 감정을 촉진 유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성폭력 범죄자가 오히려 분노와 불안감정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처벌이
성폭력범죄자들의 동일범죄를 감소시킨다는 것과 달리 강화된 처벌이 오히려 특성불안과 공격
성, 우울로 인한 자살위험성의 문제행동을 강화, 촉진시킬 수 있다(조윤오, 2010). 전자장치부착
으로 인한 범죄자들의 심리적 고통이나 두려움, 특성불안, 자살위험성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
길구, 2017; 이성칠․김충섭, 2013; 이전구․강정석, 2018; 이길구, 2018).

․

교육이나 상담의 개입이 필요하다(강호성 문희갑, 2010, 박성수, 2016; 서혜석, 2010; 서혜석 이
이와 같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전자장치부착 대상자로 자신
에 대해 알아보지 않을까하는 심리내면의 정서가 어린 시절의 상처를 받았던 감정들로 오랜 시
절부터 미해결된 과거의 응어리가 개인의 각본신념체계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다. 이러한 각본형성은 어린 시절의 패자각본으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며, 비극적 결말로 이어
지게 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박순조, 2012; 이길구, 2018). 이러한 감정이 계속 반복
되면서 마치 현재 느끼는 감정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하며, 긴장 및 두려움과 특성불안을 갖게 된
다. 여기서 특성불안은 두려움과 신체적 각성을 고조시키는 주관적인 감정이며 객관적으로는 전
혀 위험하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으로 지각하도록 자신을 내모는 동기이며 선천적

․

행동경향이다(표내숙 홍선옥, 1997). 특성불안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위협이나 위험
성을 덜 지각하고 불안을 덜 경험한다(Spielberger, 1972). 이들은 전자장치부착 사실이 노출되었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활동의 위축, 특히 빈곤
문제와 결부되어 분노나 공격성, 우울증,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어 자살
위험성을 갖게 된다. 여기서, 자살위험성은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자기 자신을 부정
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희망이 없어져 자살하고 싶은 생각에 빠져 있으며,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위험성(고효진 외, 2000)을 평가하는 자기
평가, 적대감, 절망감, 자살생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4. 개인상담 프로그램 내용

전자장치부착 성폭력범죄자의 특성불안, 자살위험성 변화를 위한 개인상담에 대한 이론적 근
거는 에릭 번의 교류분석이론을 활용하여 개입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교류분석
이론의 핵심적인 주요개념들과 내용에 근거하여 교류분석 이론에 대한 강의, 결과해석 및 설명,
계약하기, 공개적 의사소통의 원리를 통해 진행되었다. 개인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특히, 자율성 회복을 위해서는 자발성, 자각성, 친밀성을 포함해서 건강한 자
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편견과 고정관념 없이 있는 그대로 느끼고 경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신의 자아상태를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타인을 이해
하고, 타인을 수용하며, 스트로크를 통한 장점. 유연성, 능력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
히, 자아인식을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인생태도분석, 대화패턴분석, 아동기의 어린 시절 각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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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초기에 결정한 것을 새롭게 각본을 재결정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서혜석, 2005; 2006;

․

2013; 서혜석 이길구, 2017). 특히, 성폭력 범죄자 전자장치부착 대상자들의 특성을 주의하여 교
류분석 이론을 활용한 회기별 개인상담을 구축하였으며, 범죄유형별, 범죄대상별 등 각자의 개
인 문제에 따른 상이한 부분에 대해 차별화하여 경험적 기법과 인지-경험적 기법 등 다양한 기
법을 사용하였다. 전체 총 12회기로 초기단계, 작업단계, 재결정단계 및 마무리단계로 재구성 하

․

였다(서혜석 이길구, 2017).
본 연구는 교류분석상담 수련감독자격증과 전문영역 수련감독 전문상담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자가 개인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관찰자로는 교류분석상담 수련감독자, 전문영역 수
련감독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박사 1인이 참여하였다. <표 1>과 같이 개인상담 프로그램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1> 개인상담 프로그램 개요

단계

회기

1회기
초기

제목

목표

비고

* 오리엔테이션

* 전체 프로그램의 소개 및 이해

* 검사지, 명찰

* 사전검사지

* 서약서, 녹음 및 면책동의서, 사전검사지 실시

간식, 유인물,

* 전체프로그램 소개

* 친밀 신뢰감 형성

녹음기

* 자아상태 및

* 자아상태 검사지 실시 및 강의

단계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작업
단계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인생태도 검사 1
* 자아상태 및
인생태도 검사 2

* 인생태도 검사지 실시 및 강의
* 자아상태 검사 실시 결과 분석
* 인생태도 검사 실시 결과 분석
* 긍정성 자아 활성화 위해 실천
* 평행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에 대한 이해

* 대화패턴분석

및 해석
* 일상생활에서의 대화패턴 역할극 시연

* 스토로크분석

* 긍정적 스트로크 이해 및 시연
* 상대방과 친밀성, 자아존중감 향상
* 내 인생의 재결정은 무엇인가?를 자각하는 것

재결정

10회기

* 자율성 회복

것에 대해 자각 하는 것

단계
및
마무리

* 삶의 의미를 인식하고 자율적인 생활을 하는

11회기

단계
12회기

* 재결정하기

* 성공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재결정하기

* 사랑의 선물주기

* 사탕바구니에 사랑의 선물주기

및 종결

* 사후검사지 및 전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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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지, 간식
유인물, 녹음기
* 유인물. 간식
녹음기

* 유인물. 간식
녹음기
* 유인물, 간식
녹음기
* 유인물, 간식
녹음기
* 유인물, 간식
녹음기
* 검사지, 유인물
녹음기,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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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대상자 표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A지역의 000준법지원센터 전자장치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이 선정하여
의뢰된 사람 중 개인상담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자 10명과 개인상담에 참여하지 않겠다
고 동의한 10명을 선정하였다. 동의한 집단과 동의하지 않은 집단들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8
월까지 낙오자 없이 진행되었다. 개인상담은 본 지원센터 개인 상담실에서 실시되었으며, 주1회
각 60분씩 총 12회기로 진행하였다.
2. 측정도구

1) 특성불안
특성불안 척도지는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rene, R., & Jacobs, G. A.(1983)의
Manual of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Form Y)를 번안하여 이영자(1996), 최경애(1994)가
재구성한 척도지를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의 리커트식 척도이며, 각 문
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정에 대한 서술이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피검자가 스스로
체크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채점은 문항별로 1점에서 4점까지의 원점수를 더한 후 표준점수
로 환산하는데 원점수가 더하는 과정에서 불안이 없음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경우에는 거꾸로
채점한다. 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다는 것을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94로 나타났다.
2) 자살위험성 척도
Cull & Gill(1988)의 자살 가능성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고효진 외(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하위영역으로는 부정
적 자기평가, 절망감, 자살생각, 적대감이며, 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자살위험성이 고 위험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 대상의 특성불안,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성을 확인보고자 양적
자료 분석과 질적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적분석은 수집된 특성불안, 자살위험성 검사지를
부호화하여 SPSS for Window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t-test를 실행하였고, 개인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

사전 후 검사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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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연구자와 관찰자 중심기법을 사용하
였다. 사실적 자료와 회기마다 녹음된 상담진행과정 기록과 연구자와 관찰자가 직접 관찰한 기
록, 경험보고서를 통해서 각각의 사례별 연구를 개인별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회기 후 연구자와
관찰자가 함께 사실적 전체 자료로 분석 한 후, 서로 토론해서 동의되는 부분을 종합한 결과 일
치도는 95%였다.
4. 연구의 윤리문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 연구절차, 연구에 대한 기
대효과와 상담내용의 녹음, 비밀보장, 추후에 자료의 폐기 등의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에 알렸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원 자료들은 연구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밝히고,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가 참여의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동의를 받았다.

Ⅳ. 연구결과
1.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2>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

성별

연령

사례1

남

35

사례2

남

47

사례3

남

27

사례4

남

33

사례5

남

43

사례6

남

45

사례7

남

60

대표죄명
성폭력특례법
(아동미성년)
성폭력특례법
강도강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특례법
강간상해
성추행
성폭력특례법
특수강간
강간치상
성폭력특별법

직업

전자장치
부착유형

학력

결혼

전자장치

여부

부착기간

종교

회사원

형기종료

고졸

무

10년

기독교

일용직

소급

고졸

무

7년

무교

무직

소급

중졸

동거

5년

불교

무직

형기종료

대졸

무

5년

기독교

일용직

소급

고졸

이혼

10년

천주교

일용직

가석방

고졸

동거

5년

기독교

일용직

형기종료

초퇴

유

10년

기독교

무직

소급

대졸

무

5년

무교

사례8

남

39

사례9

남

37

성폭력특례법

일용직

형기종료

중졸

무

10년

기독교

사례10

남

63

성폭력특례법

자영업

가석방

초졸

이혼

5년

기독교

강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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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

특성불안 및 자살위험성 사전점수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3>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

영역 및 집단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10)

평균(표준편차)

t

p

특성불안

2.28(.31)

2.44(.51)

-.879

.392

자살위험성

2.11(.33)

2.42(.50)

-1.936

.054

*p<.05

3. 집단의 차이검증

전자장치부착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특성불안 및 자살위험성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표 4>과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특성불안에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점수 차
이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자살위험성에서는 절망감과 자살생각 영역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특성불안 및 자살위험성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5).

<표 4> 집단의 차이검증

실험집단
영역 및 집단

자
살

성

t

평균(표준편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통제

실험

특성불안

2.23(.41)

1.59(.43)

2.26(.36)

2.14(.30)

-1.634

-2.467*

부정적 자기평가

2.23(.82)

1.65(.33)

2.16(.44)

2.21(.97)

.320

-1.830

적대감

2.30(.67)

2.08(.43)

2.32(.54)

2.51(.84)

.000

-1.814

절망감

2.41(.68)

2.23(.62)

2.44(.61)

2.81(.85)

.921

-2.044*

자살생각

1.85(.41)

1.44(.42)

1.93(.58)

2.07(.74)

.588

-2.746*

위
험

통제집단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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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특성 불안 및 자살 위험성 척도 대한 사전 후 비교

4. 개인별 사례연구분석

매 회기마다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경험보고서, 녹취된 기록, 회기별 및 전체 평가서, 유인물
자료들을 통해, 각각의 사례별 변화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그림 2]와 같다. 특성
불안, 자살위험성에 대해 회기마다 분석하여 점수로 자신의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이 중

━ 특성불안

━ 자살위험성

[그림 2] 개인별 관찰분석

- 98 -

이길구 / 교류분석을 적용한 개인상담이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불안 및 자살위험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
현저히 변화한 사례1, 사례3, 사례4, 사례9를 제시하였으며, 대상자들의 변화를 보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으나 회기가 진행될 때 마다 점점 다양하
게 변화함을 볼 수 있었으며, 처음 1회기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일인 12회기에서는 모두 긍정
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였다. 또한 사례들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사례 중에는 어느 회기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상담회기가 거듭될수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렴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교류분석을 적용한 개인상담이 성폭력 범죄자 전자장치부착 대상의 특성불안, 자살
위험성의 변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를 토대로 OOO준법지원센터에서 성폭력 범죄자 전자장치부착 감독담당 보호관찰관이 선정된
대상자로 의뢰되어 실시되었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적 자료 분석에서는 전자장치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불안, 자살위험성의 변화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
적 자료 분석에서는 각각의 개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성불안 감소에

․

있어서는 서혜석(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살위험성 변화에서는 서혜석 이길구(2017), 이

․

․

성칠 김충섭(2013), 이전구 강정석(2018), 이길구(2018) 연구논문과 일치하며, 이 논문을 뒷받침
해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자아상태에서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을 통해 건강한 자아
가 활성화 될 때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낄 수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전자장치부착을 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 대상자들 뿐 만 아니라 전자장치부착 성폭력 범죄자
대상들에게도 특성불안과 자살위험성 변화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장치부착 성폭력범죄자의 특성불안과 자살위험성의 변화를 위한 개인
상담의 효과를 양적 자료 분석과 질적 자료 분석을 병행하여 검증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실천
적 의의라 할 수 있겠다. 양적 자료 분석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구체적인 변화과정의 부분에 대
해 개인별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경험적 기법 및 인지-경험적 기법 등 활용하여 개인의 서로 다
른 면이 ‘지금-여기’에서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하여 확인한 바, ‘부모자아’,
‘어른자아’, ‘어린이자아’가 긍정적으로 활성화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인
생태도에 있어서는 자기긍정, 타인긍정으로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
었다. 특히, 특성불안과 우울로 인한 자살위험성에 대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 무조건 스
토로크를 통한 자기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음을 시사해 주었
던 것이다. 이것은 교정기관 관련된 교정실천현장에서 용이하게 접근하여 적용 할 수 있는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
의 대상이 전국의 성폭력 범죄자 전자장치부착 대상자들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지

- 99 -

교류분석상담연구
고 있으며, 후속연구로 전국을 확대하여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방법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 전자장치부착 대상으로 차별화된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하고 포괄적
인 예측변인을 포함한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폭력 범죄자 전자장치

․ ․

부착 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민 관

․

학과 협력하여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뿐 만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하
기 위해 지역사회에 있는 관련 유관기관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둘째는 교정기관 관련 교정실천 현장 내의 교정담당자들과 지역사회에서 성폭력 범죄자 전자장
치부착 대상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

필요하다. 이것은 이들의 일상생활 뿐 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직접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적지지망을 확보하는 전략이
이들에게 재범을 예방하고, 보다 더 새로운 삶을 영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관 직원들
이 가지고 개입하고 있는 체계적인 사고와 집중적인 관심으로 접근하는 개인상담이 새로운 관
점에서 이들에게 더 효율적인 긍정적인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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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ersonal counseling using Transactional Analysis on
Characteristic Anxiety, Suicide Risk of Sexual Offenders with GPS

Kil Ku, Lee

Jeonju University Basic Convergence Education Institute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sonal counseling using transactional analysis on characteristic
anxiety, suicide risk of sexual offenders with GPS. Period was March. to August. 2018. For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 counseling, setting the experiment group/control as quantitative data analysis,
before/ after implementation, t-test was performed, researcher/observer-centered techniques were used for
qualitative analysis. The results were positiv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espair and
thought of suicide in the risk of suicide. We could see the importance of providing them with a chance
to express their feelings fo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anxiety and suicide risk. Besides, it is a great
achievement to apply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to GPS attached objects at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o
utilize them through personal counseling.

Key words : GPS attachment, sexual offenders, characteristic anxiety, suicide risk, transact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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