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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양극성장애를 겪고 있는 딸(IP)에 대한 가족치료를 통하여 가족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개입
의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사례에 적용된 이론적 준거 틀은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모델과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이다. 본 연구는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방코딩을 사용하였고
Miles와 Huberman이 제시한 매트릭스와 네트워크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자 가족이 시도했던 상호작용의 방식은 역기능적 교류방식이었으며, 회피하는 방식, 비난하
는 방식, 공격적인 방식이 포함되었다. 둘째, 내담자 가족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든 요인은 부부갈등
이었는데, 남편의 원가족 특성, 남편의 외도, 남편의 의처증, 부인의 원가족 특성이 포함되었다. 셋째,
내담자 가족의 상호작용을 개선시키기 위한 치료자의 개입기술은 시도된 해결책 탐색과 새로운 해결
책 제시, 통찰력 강화를 통한 인식변화 유도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치료를 통하여 변화된 가족상호작
용방식은 기능적 교류방식이었는데, 반응하는 방식, 호의적인 방식, 비자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다
섯째, 상담회기가 진행되면서 딸은 기능적인 상호작용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구성원의 양극성장애가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작용방식과 연관이 있었으며, 기능적인 상호작용 방식에
의해서 내담자의 양극성장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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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양극성장애(bipolar disorder)에 관한 가족연구,
쌍생아 연구, 양자연구를 통해 양극성장애가
유전적 성향이 높다고 알려지게 되고, 양극성
장애의 치료에 있어서 리튬(lithium)이나 항경
련제 같은 기분조절제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
지면서(김은주, 조현상, 이은, 김세주, 석정호,
김택수, 전덕인, 2007), 양극성장애의 발병원인
에 있어 정신사회적 원인보다는 생물학적인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유전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은 증상의 출현, 시기 등
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있거나 재발
하기도 하며(김정현, 차보석, 하규섭, 2002), 항
정신병 약물유지치료는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
기 때문에(이선우, 1998), 심리사회적 원인 즉
환경적 요인 역시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관심
을 받고 있다(박원명, 전덕인, 2009). 그런데
환경적 요인 가운데 부정적 사건들은 양극성
장애의 발병 뿐 아니라 재발에 일조하며, 경
과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부정적인 가족상
호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재발을 경험하고 더
많은 회복시간을 필요로 하며, 가족이나 친구
로부터의 스트레스를 부가하는 표출감정은 경
과를 악화시킨다.
반면에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긍정적인 지
지는 양극성장애 환자를 스트레스에 의한 악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완충역할을 해준다.
양극성장애 환자의 질환과 가족의 기능은 서
로 영향을 미친다(George, Taylor, Goldstein, &
Miklowitz, 2011). 그런데 이와 같은 양극성장애
환자에게 가족치료는 보호인자와 위험인자 사
이의 균형을 이루는 가족환경을 조성할 수 있
다고 보인다. 특히, 의사소통과 문제해결기술

을 익혀 부정적인 가족상호작용을 줄이는 것
은 양극성장애 재발률을 감소시키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박원명, 전덕인, 2009). 양극
성장애 환자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상호작용보
다 지지적인 상호작용과 같은 사람 간의 상호
작용의 효과가 양극성장애 증상의 경감에 있
어서 중요하다(Cohen, 2001). 이처럼 양극성장
애 환자와 가족 간의 기능적 상호작용은 경과
를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
소이다. 가족 간에 긍정적으로 상호교류하는
의사소통방식은 부부갈등의 완화와 자녀의 문
제행동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가족체계는 모빌과도 같다(Satir, 1972).
하나의 모빌에서 파편의 미동이 파동을 일으
켜 전이되듯이, 가족관계도 기능적인 가족상
호작용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변화, 개선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상호작용의 효과는 모빌,
곧 움직이는 조소(mobile sculpture)와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 모빌은 여러 모양의 조각적
재료들을 선적인 재료를 활용하여 매달아 균
형을 이루게 한 조형물이다. 모빌은 유동성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움직임은 모빌의 조형
요소이자 본질이다. 모빌이 외부의 개입 곧
대기의 진동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평형을 유
지하는 모습은 본 연구에서 가족치료의 개입
에 의하여 내담자 가족이 변화해나가는 상태
를 투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능적인 가
족상호작용의 효과는 역기능적 교류방식에서
기능적 교류방식으로 전환되는 가족관계의 긍
정적이며 의미 있는 변화의 창출을 의미한다.
가족체계론적 입장에서 가족은 모빌이라는 입
체구성물과 같은 하나의 체계이므로 서로 역
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양극성
장애에 대한 가족체계적 접근의 중요성에도

- 148 -

양극성장애를 겪고 있는 딸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가족상호작용방식을 중심으로-

불구하고 양극성장애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의학적으로 접근하였고, 가족치료 분
야의 연구가 제한적이며 특히, 가족상호작용
의 효과를 초점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미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양극성장애를 겪고 있는
딸(IP)에 대한 가족치료를 통하여, 가족상호작
용방식을 향상시키는 개입의 효과를 심층적으
로 밝히고자 하였다.

Ⅱ. 문헌검토
1. 이론적 배경
본 사례에 적용된 이론적 준거틀은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모델과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이며 이에 대한 각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 모델
MRI(Mental Research Institute) 모델은 가족체
계내 현재의 상호작용과 행동의 변화에 초점
을 둔다. MRI 집단에는 Gregory Bateson, John
1) MRI

Weakland, Jay Haley, William Fry, Don Jackson,

등의 연구자가 있
다(박태영, 2001). Gregory Bateson은 이중구속이
론의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정신분열증을 의사
소통 분석을 통해 재해석하였다. 그는 의사소
통이 가족관계를 규정하며, 규정된 관계가 항
상성을 유지하려는 가족 본래의 속성에 의해
확고해진다고 보았다(Bateson, Jackson, Haley, &
Weakland, 1956). 또한 Don Jackson은 이중구속
과 가족항상성을 발견하였고 Watzlawick 등과
함께 병리적 의사소통이 정신분열증의 발병에
중요한 관계가 있으나, 환자가족의 고유한 것
Jules Riskin, Paul Watzlawick

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고 가족 내의 새로운
관계적 균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오래된 항
상성을 깨고자 하였다(Becvar & Becvar, 1988).
Paul Watzlawick의 의사소통이론의 기본적
가정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현상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Watzlawick,
Beavin, & Jackson, 1967). 그는 MRI의 단기치료
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는 내담자의 현재의
구체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으로 작은 문제
의 해결이 가족의 다른 전반적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에 근거하였다. 치료의 주된
기법은 내담자의 의사소통 방법의 변화였다
(박태영, 2001). MRI 집단은 내담자가 가진 문
제는 어려움에 잘못 대처하기 때문에 발생하
며 지속된다고 보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된 해결책(attempted solution)’ 자체가 오히
려 문제를 유지시키거나 문제를 더욱 악화시
킨다는 것이다(Goldenberg & Goldenberg, 2012).
따라서 문제를 유지시키는 행동이 적절히 변
화되거나 제거되면 문제의 성질, 기원, 기간에
상관없이 해결되거나 사라진다(Watzlawick,
Weakland, & Fisch, 1974).

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 모델에서 치료
자의 일차적인 역할은 문제를 지속시키는 내
담자와 그와 상호작용하는 이들이 반복하는
특정행동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가 이제까지
시도해 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내담자에
게 소개하고, 기존의 시도된 해결책을 새로운
해결책으로 대체한다(박태영, 2001). 본 사례에
서 치료자는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 모
델을 적용하여, 내담자 가족에서 시도된 해결
책 즉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방식을 탐색하
고 결과를 확인하며,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을 사용함으로써 가족관계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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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족체계이론
Murray Bowen은 가족을 하나의 정서적 체계
로 보고, 한 집안에 사는 핵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확대가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가족
체계이론의 목적은 가족성원들을 미분화된 가
족자아집합체로부터 분화(differentiation)시켜 확
고한 자아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치
료의 목표는 불안 수준을 감소시키고 자아분
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Murray Bowen은 가
족성원 중 한 사람이 분화될 때 그 효과가 가
족을 통하여 발생된다고 보았으며, 정신분석
적 개념인 ‘미분화된 가족자아군’이라는 용어
를 체계론적인 개념인 ‘융합과 분화’의 용어
로 대체하였다(박태영, 2001). 가족체계를 변
화시키고 가족원들의 분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부부가 다른 가족구성원을
끌어들이는 삼각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2) Murray Bowen

(Goldenberg & Goldenberg, 2012).

의 가족체계이론에서 핵심 개
념은 자아분화이다. 이는 정신 내적이고 인
간관계적 개념으로 자신과 타인의 구분, 정
서과정(emotional process)과 지적과정(intellectual
process)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확고한 자기
(solid self)와 거짓자기(pseudo self)의 구분을 가
리킨다. 확고한 자기는 지적, 합리적이며 대안
적 고려를 통해 신념, 의견, 믿음 등의 삶의
원칙을 가진다. 반면에 거짓자기는 감정적 압
력에 기반하여 선택하며 결정과 선택에 일관
성이 없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분
화되어 있고, 가족체계의 정서로부터 분화되
어 있으며, 가족의 정서적 융합(fusion)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역기능적인 가족일수록 분화
수준이 낮으며, 자아분화가 안 된 경우에 나
타나는 인간관계의 추구형은 너무 지나치게
Murray Bowen

친밀한 관계 유형을 추구하거나 지나치게 거
리감을 두는 관계 유형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박태영, 김현경, 2004).
가족체계이론에서 문제는 개인에게 있는 것
이 아니라 가족체계에 원래부터 존재하여 왔
으며, 개인의 변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변화
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본 사례에서
치료자는 이러한 준거 틀을 가지고 문제에 접
근하였는데 원가족과의 미분화로 인해 발생된
부부갈등을 사정하여 내담자 가족의 상호작용
을 어렵게 만든 요인을 탐색하였고, Murray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을 적용하여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개입을 하였다.
2. 선행연구
양극성장애
양극성장애는 19세기 말에 조울정신병(manicdepressive insanity)이라는 진단적 실체로 개념
화되었으며, 서로 상반되는 두 극의 증상들
이 공존하는 혼재성 상태를 말한다(정영인,
2008). 조증 삽화(manic episode)와 우울증 삽화
(depression episode)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기
분장애로 조증과 우울증으로 기분상태가 반복
되는 순환 혹은 변화를 가리킨다. 자살의 70%
가 우울증 삽화에서 일어나는데, 우울증 삽
화는 조증 삽화보다 지속기간이 더 길며, 가
족관계와 사회생활에서 더 심한 갈등과 문제
를 초래하기도 한다(김양진, 강시현, 김창윤,
2007). 양극성장애 환자들 중 다수는 삽화가
재발됨에 따라 사회적․직업적 기능 손상이
수반된다.
양극성장애의 발병연령은 20대에 가장 흔하
며 평균발병연령은 30대로 보고되고 있으며,
평생 유병률은 약 1%로 추정된다. 양극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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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우울삽화 혹은 조증/경조증 삽화는 반
복 재발이 특징적이다(김정현 등, 2002). 30세
이전의 조기 발병군이 30세 이후의 후기 발병
군에 비하여 기준 시점에서 더 많은 정신병적
삽화를 보였다. 30세 이전에 양극성장애가 발
병한 환자들은 정신병리 척도점수와 무관하게
30세 이후에 발병한 환자들에 비하여 사회
적․직업적 기능수준이 떨어졌다. 정신병적
삽화는 그 자체로 양극성장애에서의 안 좋은
예후와 관련이 있다(나경세, 김용구, 2007).
조증 환자는 흥분되어 있고 과잉행동을 보
이며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어 있어 사
소한 일에 분노를 일으키고 과격한 행동을 일
으킬 수 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비정상
적인 사고의 흐름으로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
나기도 한다. 또한 주의력이 빈약하고 적절한
판단능력이 떨어지며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어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여 직업
적․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박
원명, 전덕인, 2009; Crowe et al., 2012).
양극성장애 환자는 분노표출에 있어 충동적
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주요우
울장애, 강박장애, 편집형 정신분열병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손
옥선, 배금예, 이승재, 2009), 양극성장애에서
삽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재발하지 않는 것 자
체가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Goldberg & Harrow,
2005).

양극성장애와 가족상호작용
Ludwig Von Bertalanffy(1956)는 일반체계이론
을 창시하였으며, 하나의 체계는 일련의 상호
관련 요소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있다고 보았
다. 그 영향으로 가족을 하나의 체계이자 기
능적 단위로 보고, 치료의 관점이 개인에서
2)

가족으로 변화되었다(이영분 등, 2010). 체계론
적 입장은 가족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상황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조직으로 파악한다.
가족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위로
서 그 역동적 과정은 자녀들에게 중요한 환경
이 된다. 가족은 하위체계들 간의 연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안
정이 유지된다.
Murray Bowen(1985)은 가족을 상호관련된 체
계와 하위체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총체로서
정서적 관리체계로 본다. 가족 내 문제가 발
생한 것은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가족체계적
증상이며 가족원들의 지적체계와 정서체계가
분화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가족체계의 한 구성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
면, 가족 전체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 전
체의 체계의 변화가 구성원들에게 다시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
서적 감정은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전이될 수
있다(김여진, 2008).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구성원의 양극성장애
의 증상 호전과 재발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인 가족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가족구성
원의 정신신체질환, 정신병, 신경증은 가족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되는데, 정신신체질환의
대표적 증상에는 위궤양, 과민성 대장염, 고혈
압 등이 있다. 이 때문에 가족상호작용과 관
련이 있는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대인관계 형태에 관심과 치
료적 초점을 두어야 한다(Miklowitz, 2012). 따
라서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족은 역
기능적인 행동을 보이며(홍성화, 1990), 한 가
족구성원의 신체 및 정신질환이 나머지 가족
들에게 심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에 따라서 신체 및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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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악화될 수 있다
(고천석, 이형영, 1985). 양극성장애 환자가 양
극성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을 했던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역기능적인 가족환경에 노출되
면 양극성장애 증상이 재발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Miklowitz, 2008). 반면에 가족의 상호작용
이 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을수록 자녀들의
사회적응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이순애,
2003; 정선영, 1989). 이와 같이 가족은 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는 이에게 있어서 그가 속한
여러 체계에 적응을 돕는 중요한 체계이다.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형
성되고, 가족의 대응방법이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므로 가족의 지지는 정신장애 환자
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윤지은, 2006).
기분장애와 가족치료, 지지적 정신치료
Novalis, Rojcewicz와 Peele(박민철 역, 1996)는
지지적 정신치료(supportive psychotherapy)가 약
물치료가 호전시켜주는 증상과는 다른 증상들
을 호전시켜주기도 하며, 양극성질환 치료, 급
성 조증 치료, 다른 정신과적 문제를 보이는
우울증 환자 등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
혔다. 또한 Novalis 등(박민철 역, 1996)은 약물
요법의 효과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당수의 우울증상이 약물에 반응하지 않기도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울증 환자를 위한 지지
적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환
자의 고통을 수용하기, 둘째, 환자의 인지기술
과 대인관계기술 향상시키기, 셋째, 환자의 자
기상 향상시키기, 넷째, 만성질환과 관계되는
자존심 감소에 대항하게 하기, 다섯째, 환자의
약물 순응도 향상 및 부작용 감내를 돕기, 여
섯째, 질환의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환자와
가족대상 교육 실시, 일곱째, 위기에 대한 지
3)

지 제공과 자살의 가능성 줄이기가 해당된다.
이정연(1999)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주부(IP)
에게 구조적 가족치료를 적용하였는데,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치료를 하여 IP와 남편
의 정서적 관계를 형성시켰다. 이로써 부부체
계가 강화되었고 IP의 정서적 안녕과 자녀의
사회적응을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위의 연
구에서 IP의 저항이 나타나거나 변화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담자에게 사실을
직면시켰고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방향으로 견
인하면서도 내담자가 자율성과 주도권을 갖도
록 치료적 접근을 하였다(이정연, 1999)고 밝
혔다.
Miklowitz, George, Richards, Simoneau와 Suddath
(2003)은 양극성장애 환자에 대한 약물요법과
더불어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교육, 의
사소통훈련, 문제해결기술훈련으로 구성된 가
족중심치료(family focused therapy)를 했을 때 양
극성장애 환자의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고 보고하였다. 양극성장애 환자에게 있어서
약물요법뿐만 아니라 가족에 기반한 치료를
병행할 때 치료효과가 높으며,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와 기능적인 상호작용은 증상의 예후
에 있어서 중요하다(Miklowitz, 2004; Miklowitz,
Goldstein, Nuechterlein, Snyder, & Mintz, 1988;
Ozerdem, Oguz, Miklowitz, & Cimilli, 2009;

등
(2003)에 따르면, 개인치료를 받은 양극성장애
환자와 가족중심치료를 받은 양극성장애 환자
를 비교하였을 때, 2년의 연구기간 동안에 가
족중심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개인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재입원율이 낮았으며, 또한 가족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기분장애 재발을 더 적
게 경험하였다.
박태영과 정선영(2004)의 우울증을 겪는 부
Simoneau, Miklowitz, & Saleem, 1998). 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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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IP)에 대한 부부치료 사례연구에 따르면, IP
는 고부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원가족과 분화
가 되지 못한 남편으로 인해 남편과 의사소통
이 어려웠다. 이에 대해 가족치료사는 부부
상담과 개인 상담을 병행하여 치료하였는데,
남편이 원가족(시부모)으로부터의 분화를 시도
하였고, 부부간에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부부간에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
졌다. 또한 원만해진 부부관계의 변화로 인해
고부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되었고 IP
의 우울증이 매우 호전되었다(박태영, 정선영,
2004)고 하였다.
박태영(2006)의 우울증과 폭식장애가 있는
여대생(IP)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에서 IP
는 어렸을 때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
후에 분노조절이 안 되며 우울증, 폭식장애를
겪었고 자해행위를 하게 되었다. IP와 친오빠
는 부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
고 있었고, 그 이면에는 부부의 원가족 문화
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호작용방식이 부재하였다. 이러한 가족에
대해 가족치료사가 가족치료를 실시한 결과,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가 생겼으며,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통해
서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변화되었고 특히 IP
의 우울증상과 폭식장애 증상이 감소되었다
(박태영, 2006).

Ⅲ. 연구방법
1. 사례개요
본 연구의 대상은 큰딸(IP)의 양극성장애(조
울증)로 인해 상담을 의뢰한 가족이다. 상담기
간은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였으며, 남편(53
세), 부인(52세), 큰딸(23세), 둘째 딸(20세), 아
들(19세)을 대상으로 총 14회기의 가족치료를
진행하였다(1~2회기 부인 상담, 3회기 둘째
딸 상담, 4회기 아들 상담, 5회기 큰딸 상담,
6~7회기 남편 상담, 8회기 부부 상담, 9회기
세 자녀 상담, 10회기 부인․큰딸․둘째 딸
상담, 11회기 남편․큰딸․둘째 딸 상담, 12회
기 부부 상담, 13회기 부부․큰딸 상담, 14회

[그림 1]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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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부․둘째 딸․아들 상담).
부인이 상담을 의뢰하기 2년 전, 큰딸이 신
경정신과에서 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
해 3개월간 약물을 복용한 전력이 있었다. 큰
딸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분노조절을 못하
며,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폭식과 자살생각을
하였다. 부부의 원가족 특성과 남편의 외도와
의처증으로 인해 부부간에 긴장관계가 지속되
었고, 갈등관계에 있는 부모를 지켜보면서 큰
딸은 부모의 이혼을 원해왔을 만큼, 극도의
긴장과 불안이 내재하고 있었다. 부부는 결혼
초부터 부부갈등 때문에 이혼을 하려 했었는
데, 이 과정에서 가족 간에 자신의 생각과 감
정을 솔직하게 교류하지 못하였다. 이 가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명확하지 않
았으며, 가족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안
되고 있었다(그림 1 참고).
2. 연구문제

과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매트릭스와 네트
워크 방법을 활용하였다. 매트릭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차원(변인)이 교차하는 것으로 이들
의 상호작용 방법을 제시해준다. 네트워크는
변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줄 뿐만 아니
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련의 연결된 이야
기를 재창조하도록 해주며, 사례지향적인 통
합적 접근에 유용한 분석방법이다(Miles &
Huberman, 1994).

본 연구자는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분석할
때 개방코딩을 통해 개념을 추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개념들을 범주화
하고 이를 다시 상위단계로 범주화하여 핵심
적인 범주들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다섯 개의 연구문제를 구성한 후
에는 각 질문에 관해 원자료를 재검토하면서
이미 추출했던 개념들을 확인하거나 수정하고
새로운 개념들을 보완하여 앞서 범주화시켰던
내용들을 교정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분석에
있어서 귀납적인 방식과 연역적인 방식을 넘
나들면서 자료의 범주화를 완성한 다음에는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내담자 가족의 가족상호
작용의 변화를 가족치료적 개입 이전과 개입
이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고, 상담회기별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네
트워크를 통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가족
치료의 효과를 요약하였다.

첫째, 내담자 가족이 시도했던 상호작용 방
식은 무엇인가?
둘째, 내담자 가족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
든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내담자 가족의 상호작용을 개선시키
기 위한 치료자의 개입기술은 무엇인가?
넷째, 가족치료를 통하여 변화된 가족상호
작용방식은 무엇인가?
다섯째, 상담회기에 따른 딸(IP)의 변화는 4. 신뢰도 검증 및 윤리적 고려
어떠한가?
본 연구는 상담자와 연구자들의 토론, 질적
3. 분석방법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연
구자의 삼각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상담축어
본 연구는 질적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록과 상담녹화자료, 상담메모 등을 사용하여
개방코딩을 사용하였으며, 가족상호작용의 효 자료의 삼각화를 구축하여 연구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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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높였다. 상담내용의 사용에 있어서 내담 하면 그에 응수해서 동조를 하는 의사소통방
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 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과의 대화
해 내담자의 사적인 정보를 삭제하였다.
가 마치 벽을 마주보고 혼잣말을 하는 것과
흡사하게 여겨졌다.

Ⅳ. 연구결과
1. 내담자 가족이 시도했던 상호작용의 방식
내담자 가족이 시도했던 상호작용의 방식은
역기능적 교류방식으로 회피하는 방식, 비난
하는 방식, 공격적인 방식을 포함하였다.
회피하는 방식
부인은 남편과 대화를 할 때에 남편의 무반
응으로 인하여 의사교류에 장벽을 느끼고 있
었으며, 부부간에 호응하는 표현방식이 되지
않아서 기능적인 상호작용이 되지 않았다. 아
빠가 큰딸에게 질문을 하면 큰딸은 무반응을
보이는 방식을 취했다. 둘째 딸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족에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내어놓기보다는 홀로 해소하는 방식을 취해왔
다. 아들 또한 가족들과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었다. 이 가족은 가족구성원들이 이야기를
1)

상위 범주
역기능적
교류 방식

부인> 거의 저 혼자 떠들어요. 어떤
때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남편)은 반응도 없어서 혼자서 떠
들다 보면 짜증나요. (8회기 부부 상담)
<

큰딸> (남동생은) 모든 일에 신경을
안 써요. 심지어 사람이 물어봐도 대답을
전혀 안 해요. 분명히 말했는데, 귀가 먹었
는지. (9회기 세 자녀 상담)
<

남편> (큰딸이) 친구 만나러 갈 때
“어디 나가니? 누구 만나니? 어디 갔다 오
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
요. 너는 너, 나는 나. 대꾸도 안 했거든요.
(11회기 남편․큰딸․둘째 딸 상담)
<

둘째 딸> 저는 특히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이런 것 보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를 너무 많이 받고. 혼자 짜증내고 아, 왜
<

<표 1> 내담자 가족이 시도했던 상호작용의 방식
하위 범주
개념추출
. 말을 하지 않음. 의견을 마음속에 묵힘. 혼자 말하게 됨. 가
회피하는 무대응함
얘기하면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음. 상대방의 반응이 없음.
방식 족과
말로써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음. 짜증을 표정으로 표출함.
비난함. 맞장구를 쳐주지 않음. 호응하지 않음. 가족에게 탓을
비난하는 가족을
돌림
. 가족을 옹호하지 않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입장을 변호함.
방식 가족에게 동조하지 않음.
공격적인 언어적 자극(욕설, 긁는 표현, 자극적인 표현, 거친 표현, 무시함), 신체
방식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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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냐, 큰 소리 내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치료자> 그런 것을 언니한테 이야
기했어요? <둘째 딸> 아니요. <치료자>
동생한테는? <둘째 딸> 저는 그런 이야
기 아무한테도 안 해요. (11회기 남편․큰
딸․둘째 딸 상담)
부인> 애 문제로 전화를 애한테 걸어
달라고 하면,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남
편이) 전화를 왜 끊었지?” 하면서 다시 전
화를 걸면, 그냥 신호 가자마자 끊어버리
고…. (14회기 부부․둘째 딸․아들 상담)

비난하는 방식
큰딸이 엄마와 대화할 때, 엄마는 큰딸에게
호응해주고 맞장구를 쳐주기보다는 큰딸을 오
히려 비난하는 방식을 보였다. 엄마는 큰딸과
관련된 사건의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타인이 아닌 큰딸에게 탓을 돌림으로써 큰딸은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2)

<

남편> (아들이) 대화하는 게 성의가
없어요. 얘기도 거의 없고 얘기를 시키면
대답도 안 하니까. <치료자> 또 어머니께
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부인> 저는
(아들이) 누가 이렇게 얘기를 걸면 쳐다라
도 봐줬으면 좋겠어요. (14회기 부부․둘째
딸․아들 상담)

큰딸> 저 혼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난 왜 이렇게 병적일까?’, ‘나는 진짜 미
쳤나보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었을 텐데. 저 사람
들이 내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엄마에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그
렇게 생각하냐? 너가 이상한 거다.” 그래
서 ‘내가 돌았나 보다.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10회기 부인․큰
딸․둘째 딸 상담)
<

<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고 마음속에 감정을 차곡차곡 쌓
아 두었다가 나중에 느닷없이 표정이나 행동
으로 짜증을 표현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상대
방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남편과 부인을 포함한 온 가족의 의사소통방
식이기도 하였다.

공격적인 방식
남편은 부인에게 욕설을 하며 부인을 무시
하고 공격하는 표현방식을 사용하였다. 한편,
부인은 남편과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말
로써 대항하지 않고 물건에 화풀이를 하는 식
으로 공격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보였다.

큰딸> 가족들이 다 그래요. 말 안하고
그러는 거. 엄마도 꾹꾹꾹 쌓아놓았다가
나중에 가서 화내고 짜증내고 이래요. (13
회기 부부․큰딸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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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인> 제가 무엇을 지적해서 얘기를
하면, (남편이) 욕을 해가면서 (중략) <남
편> (부인이) 어느 날부터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막 깨고. 그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그런 행동이 나오니까…. (중략)
<치료자> 그런 현장을 큰 따님이 목격했
을 때가 있었나요? <남편> 제가 알기로
는 아이들이 목격했을 때가 있었어요. (8회
기 부부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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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은 엄마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의 자극적인
방식을 사용하였다. 둘째 딸은 엄마에 대한
아빠의 자극적인 표현방식으로 인하여 초등학
교 시절부터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며 스트레
스가 높았다.

불만이 있어서 아이를 호되게 야단쳤는데,
빗자루로 때리고 겁을 주면서 바깥에 내쫓
아버렸어요. (6회기 남편 상담)
큰딸> 저랑 아빠랑 엄마랑 (한약방에)
셋이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을 많이 했나? 장난을 많이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가 복도로 데리고 나
와 가지고 싸대기를 때렸는데 진짜 세게
때렸거든요. 진짜 어렸을 땐데. 그때 충격
을 먹은 적이 있어요. (11회기 남편․큰
딸․둘째 딸 상담)
<

부인> 자기(큰딸) 생각하고 내 생각하
고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화내고 욕하고 그
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엄마인데 엄마한테
욕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10회기
부인․큰딸․둘째 딸 상담)
2. 내담자 가족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든 요인
<

둘째 딸> (아빠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엄마한테 푸는 것 같아요. “아
우 씨” 하면서 무섭게 쳐다보고. 표정이
되게 무서워요. 막 때릴 것처럼. 불안하고,
엄청 짜증나요. 저는 엄마하고 둘이서 알
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치료자> 두
분이 이혼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들 때도
있었어요? <둘째 딸> 어렸을 때. 초등학
교 때. 저는 특히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이런 것 보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11회기 남편․큰딸․둘째 딸
상담)
<

아빠는 큰딸이 어릴 적에 신체적 폭력을 가
한 적이 있었다.
남편> (큰딸이) 어렸을 때 저한테 충
격받은 게, 제가 아내 때문에 화가 나서
아이를 크게 야단친 적이 있어요. 그때가
3살, 4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아내에 대한
<

내담자 가족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든 요
인은 부부갈등이었다. 부부갈등의 하위요인에
는 남편의 원가족 특성, 남편의 외도, 남편의
의처증, 부인의 원가족 특성이 포함되었다.
남편의 원가족 특성
남편의 원가족은 부모와 자식 간에 상호작
용이 적었다. 남편의 부친은 잔소리가 매우
심했고 가부장적이었으며, 외도와 의처증이
있었다. 남편의 모친은 괄괄하며 다혈질이었
다. 남편의 모친은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을 비
꼬는 식으로 말하는 표현방식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남편의 부친과 모친은 항상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남편의 부모는
자녀 간 차별을 하였고 남편의 원가족의 표현
방식은 이중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상대방의 속을 뒤집어놓는 방식이었다.
이에 남편은 상대방과 공감하는 대화를 하며,
애정표현을 하는 방식이 원가족을 통해 학습
될 수 없었다. 남편의 형제들 역시 부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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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만치 않았는데 그의 누나와 막냇동생이
외도를 하여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다.
남편> 어머니가 성격이 욱하고 굉장
히 다혈질이에요. 저희 외갓집이 엄청 다
혈질이셨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가 건들지도 못할 정도로. 성질이 참 더러
워요. <큰딸> 할머니가 표현을 빈정 상하
게 하세요. <남편> 아버지는 잔소리가 많
고 소심하셨어요. <치료자>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표현방식의 유사성은 어떤 게 있
어요? <큰딸> 아빠가 원하는 건 속에 숨
겨놓고서 부드럽게 말하는 척 하는 거. (11
회기 남편․큰딸․둘째 딸 상담)
<

남편의 외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세 자녀 모두가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 문제로 인하여 부
부갈등이 발생되면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와 자녀관계가 악화되었다. 자녀들은 가족에
게 말을 꺼내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갈등
이 증폭되었기에 대화를 회피해왔다.

남편의 의처증
남편은 부인과의 첫 성교 이후에 부인을 순
결하지 않은 여자로 보았고 부인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남편은 이에 대해 자기의
원가족(시댁)에 발설하여 부인이 시댁식구들로
부터 음란한 여자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로 부인은 남편과의 성관계에서 성
적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시켜 왔다.
남편은 부인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검사하는
등 의처증을 보였기 때문에 부인은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응수해 줄 겨를이
없었다. 남편은 부인에 대한 실망 내지는 불
만을 큰딸에게 전이하여 큰딸을 빗자루로 때
리고 겁을 주고 바깥으로 내쫓는 등 자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2)

3)

부인> 그때부터 (남편이) 약간 저를
의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의처증
이 최근에 굉장히 심한 적이 있어요. 신혼
초부터 (의처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항
상 조심을 했는데, 딸이 한창 힘들어서 휴
학계를 내고 왔잖아요. 그 무렵에 저를 잠
을 안 재웠어요. 일일이 핸드폰을 점검하
고, 어느 누구하고 놀아났다고 일일이 체
크하고. (1회기 부인 상담)
<

치료자> 왜 막내가 집에서 말을 안
하는지 혹시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였는
지? <남편>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구요.
일단은 내 문제, 집사람과 나와의 문제로 4) 부인의 원가족 특성
인해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감지를 했어요. 부인은 부모와 자식 간에 속 깊은 대화가
그게 사춘기로 들어오면서 말수가 더 없어 없는 원가족 특성을 갖고 있었다. 또한 부인
요.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하고 가슴 은 자녀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아픈 게 저로 인해 아이들이 말을 꺼내봤 을 호소하였다.
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라
고. (6회기 남편 상담)
<부인> 애들이 저보고 답답하대요. 즉
흥적인 대답을 안 해주는데, 큰딸이 그것
때문에. <치료자> 친정어머니가 대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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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어땠나요? 친정어머니한테 얘기하
면 속마음이 시원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
세요? <부인> 엄마한테 그런 말을 안 했
어요. 아버지한테도 그런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2회기 부인 상담)
3. 내담자 가족의 상호작용방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치료자의 개입기술
상담 1회기부터 7회기까지는 초기단계로써
가족구성원들을 개별적으로 상담하여 가족구
성원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가족의 문제와 가
족관계, 가족의 상호작용방식 등을 사정하였
다. 초기단계에서 치료자는 남편과 부인의 원
가족 특성을 파악하여 원가족의 핵가족에 대
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8회기부터 12회기까지는 중기단계
로써 가족의 하위체계별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8회기에서 치료자는 부부 상담을 통해 부부간
에 시도되었던 역기능적인 해결책을 탐색하였
다. 또한 치료자는 부부에게 배우자의 원가족
특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원가족의 정서체계가
현재 핵가족의 상호작용방식에 미친 영향을
인식하도록 유도하였다. 부부 상담을 통해 남
편과 부인은 부부간 생략되었던 언어를 탐색
할 수 있었으며 치료자가 소개하는 유사사례
(외도사례)를 통해 남편의 외도문제를 가족체
계적인 관점에서 조망해볼 수 있었다.
9회기에서 치료자는 세 자녀를 대상으로 상
담하여 핵가족에서 이뤄지고 있는 역기능적인
상호작용방식을 인식하게 하였고, 이를 부모
의 원가족 특성과 연결시켜서 통찰해볼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치료자는 세 자녀에게 솔
직하게 교류하는 상호작용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세 자녀는 자신들이 사용해왔던 역기

능적인 상호작용방식이 자신의 결함에서 발생
된 것이기보다는 비효과적인 가족상호작용의
순환성 안에서 산출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
게 되었다.
10회기에서 치료자는 부인, 큰딸, 둘째 딸을
대상으로 그들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방식을
살펴보았고 이를 더 확대하여 핵가족의 상호
작용방식을 탐색하였다. 큰딸은 아빠의 외도
로 인하여 어릴 때부터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이는 기능적인 가족상호작용을 막는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 치료자는 10회기에서 가족구
성원들에게 맞장구쳐주기, 지지(옹호)해주기와
같은 기능적인 교류방식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11회기에서 치료자는 남편, 큰딸, 둘째 딸을
대상으로 핵가족의 상호작용방식을 인식하도
록 하였다. 상담을 통해서, 부인과 자녀들은
남편(아빠)의 외도로 인해서 부인과 자녀들이
남편(아빠)과의 상호작용에 거부반응을 일으키
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가족구성원들
은 남편(아빠)과 부인(엄마)의 원가족 특성으로
인해 역기능적 표현방식이 세대 간 전수된 것
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치료자는 가족구
성원들에게 가족과 대화를 할 때, 가족의 편
을 들어주는 방식, 솔직한 표현방식, 상대방과
공유하는 방식과 같이 기능적인 교류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치료자는 핵가족에서 부부관계가 기능적으
로 정립되어야 큰딸(IP)을 통해 나타난 증상이
호전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에
12회기에서 부부 상담을 재차 실시하였다. 본
사례에서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자신과 상이
한 배우자의 원가족 문화를 절충해갈 수 있는
기능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웠고, 이러한 비효
과적인 표현방식은 핵가족에서 자녀들을 통해
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남편(아빠)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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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심한 감정기복과 공격적인 표현방식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12회기 상담에서 치
료자는 부부체계 강화를 위하여 부부로 하여
금 그들의 자극적인 상호작용방식을 인식시키
고, 이를 기능적인 방식으로 개선시켜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종결단계에 해당하는 13회기, 14회기에서도
치료자는 중기단계(8~12회기)에서와 마찬가지
로 큰딸과 가족구성원들의 변화된 내용을 매
회기마다 확인하였다. 또한 치료자는 가족구
성원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
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방식(훈계하기, 잔소리
하기, 욕하면서 폭발하는 방식, 젊은 세대에
맞지 않는 과거사 늘어놓기, 자녀의 얘기를
듣기도 전에 부모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면서
자녀의 말을 막기)을 통찰하도록 하였고 이를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방식(호응하기, 맞장구치
기, 반응하기, 솔직하게 교류하기, 상대방을
응시하며 대화하기)으로 변화하도록 인식변화
와 행동변화를 동시적으로 촉진하였다. 치료
자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상호작용방식
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시도해 온 역기
능적인 상호작용방식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그
러한 비효과적인 방식이 유지되며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즉 부부(부모)의 원가
족 특성, 남편(아빠)의 외도와 의처증을 파악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치료자는 가족 하위체
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전체 가족체계가 재구조
화될 수 있도록 개입하였다.
위와 같이 내담자 가족의 상호작용방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치료자의 개입과정을 상담
회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2와 같으
며, 양극성장애를 겪고 있는 큰딸(IP)에 대한
가족치료과정에서 치료자의 개입기술은 시도
된 해결책 탐색과 새로운 해결책 제시, 그리

고 통찰력 강화를 통한 인식변화 유도로 나
타났다.
1)

시도된 해결책 탐색과 새로운 해결책

제시
치료자는 내담자 가족에서 시도된 해결책을
탐색하였고 나아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였
다. 즉 치료자는 가족구성원들의 기존의 표현
방식을 탐색하고 가족구성원들이 새로운 의사
소통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료
자는 남편이 부인이나 큰딸에게 적절하게 또
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맞장구쳐주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치료자는 가족구성원들 간에 자
신의 의사를 서로 솔직하게 내놓고 절충해갈
수 있는 상호작용방식, 개방적이며 솔직한 의
사소통 방식의 교류를 제안하였다. 치료자는
내담자 가족이 자신의 얘기를 솔직히 표현하
고 상대편이 그것에 대해 솔직히 반응을 해줄
수 있는 표현방식만 변화되어도 큰딸의 표현
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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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자> 큰 따님이 엄마한테 ‘이년아,
저년아, 병신 같은 년아! 너는 왜 날 낳았
냐?’ 엄마한테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딸이 엄마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
편>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용서가 안 되고
인간 말종이 할 수 있는 짓이지. (중략)
<치료자> 그 방법으로 따님하고 엄마하
고 관계가 변했는가? 전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하고 또 부닥쳤을 거
예요. ‘너는 뭐 잘했다고 그러냐?’ <남편>
네. 그렇죠. 그런 식이죠. <치료자> 그런
데 그건 안 먹히는 방식이라는 거죠. 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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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양극성장애를 겪고 있는 큰딸(IP)에 대한 가족치료과정

상담대상

가족치료적 개입방법
1
W
 부인이 진술하는 문제사정(큰딸의 문제, 가족관계, 가족 간 상호작용방식)
2
W
 남편 및 부인의 원가족 정보수집(가족관계, 가족 간 상호작용방식)
3
D₂
 둘째 딸이 진술하는 문제사정(가족관계, 가족 간 상호작용방식)
4
S
 아들이 진술하는 문제사정(가족관계, 가족 간 상호작용방식)
 큰딸이 진술하는 문제사정(가족관계, 가족 간 상호작용방식)
5
D₁
 부모의 부부갈등에 대한 배경 이해
6
H
 남편의 가족상호작용방식 탐색, 부부관계사정
7
H
 부부문제사정, 남편의 원가족 정보수집(가족관계, 가족 간 상호작용방식)
 가족의 변화 내용 확인(큰딸의 긍정적 변화 및 부부관계 개선)
 부부간 상호작용방식 인식(부부간 시도된 해결책 탐색, 통찰력 강화)
8
H, W
 배우자의 원가족 특성(상호작용방식 포함) 인식
 핵가족의 상호작용방식(시도된 해결책) 인식
 유사사례소개(외도 사례)
 가족관계의 변화 내용 확인
 핵가족의 상호작용방식 인식
9
D, D, S
 부모의 부부갈등에 대한 배경 이해(부모의 원가족 특성, 아빠의 외도와 의처증)
 새로운 해결책 제시(솔직한 교류방식의 적용 제안)
 가족관계의 변화 내용 확인
10
W, D , D₂
 부인과 자녀들 간의 상호작용방식 인식, 핵가족의 상호작용방식 인식
 새로운 해결책 제시(맞장구치기, 지지․옹호해주기)
 변화내용 확인
 남편과 자녀들 간의 상호작용방식 인식(아빠의 외도사건으로 인한 자녀들의 거부반응)
11
H, D , D₂
 핵가족의 상호작용방식 인식
 표현방식의 다세대 전수(남편의 원가족의 영향) 이해
 새로운 해결책 제시(공유, 교류하는 방식, 가족의 편을 들어주기)
 변화내용 확인(큰딸의 변화, 가족관계, 상호작용방식)
12
H, W
 부부간 시도된 해결책(자극하는 방식) 인식, 새로운 해결책(솔직하게 반응하기)의 적용
 변화내용 확인(아빠와 큰딸의 관계 개선, 표현방식의 긍정적 변화)
 핵가족의 상호작용 방식(시도된 해결책: 감정을 쌓아놓았다가 폭발함.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지
13
H, W, D
않고 짜증을 냄)에 대한 인식
 기능적인 상호작용방식(새로운 해결책: 호응하며 맞장구치기, 편들어주기, 의견절충하기, 순차적
으로 이야기하기)의 지속적 실행 제안
 변화내용 확인(큰딸 및 가족구성원의 긍정적 변화, 가족관계개선)
 핵가족의 시도된 해결책 인식(부모의 방식: 훈계, 잔소리, 욕하면서 폭발, 젊은 세대에 맞지 않는
14
H, W, D , S
과거사 늘어놓기, 부모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여 자녀의 말을 막아버림)
 새로운 해결책(호응, 맞장구치기, 반응하기, 솔직한 교류, 상대방을 응시하며 대화)의 지속적인 적
용 제안
H: 남편, W: 부인, D : 큰딸, D : 둘째 딸, S: 아들
1

2

1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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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할 수 있는 건 딸하고 엄마하고 부닥쳤
을 때 거기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마시고
딸의 편을 들어주어야 돼요. <남편> 음.
<치료자> 딸이 엄마한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에 대해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표
현방식을 이 가족이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딸 앞에서 엄마를 두둔하지 마세
요. 그 방법으로는 안 먹히니까. 이해되셨
습니까? <남편> 네. <치료자> 또 반대로
와이프 앞에서 딸 편을 들어주면 안 돼요.
(6회기 남편 상담)
남편> 사위놈들은 다 도둑놈이라든가
그런 말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치료
자> 아버님은 처가 식구들이 툭툭 내 뱉
는 말의 뉘앙스가 ‘너는 처가의 부(富)를
바라봐서 그걸 믿고 돈을 쓰느냐’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남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그런 면에서 깔본
다고 할까요? 그런 속사정도 있는 거 같
고. <치료자> 만약 아버님이 실제로 집
안에 여유가 있었고 진짜 그런 걸 사도
아무 부담이 없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런
거까진 못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남
편> 그런데 사람이 참 웃기는데 사람이
다 그런가 봐요. <치료자> 저는 그런 거
죠. 사람들은 내용이 중요하다 하겠지만.
저는 내용보다도 표현을 어떻게 솔직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표현
을 솔직하게 하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긁
는 게 아니고 그냥 덤덤히 있는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걸 내놓는 표현방식이 안
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8회기
부부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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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자> 아빠가 실수하시기 전에 엄
마한테 솔직하게 내놓는 것 자체가 힘드셨
다 이거지. 엄마 또한 있는 그대로를 이야
기해주지 못하고 참는 분이셔. 두 분이 위
기가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살아오셨는
데, 위기가 들어오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 대응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예요. 댁에서 큰 따님, 둘째 따님의 표현방
식과 여기서 대화하는 표현방식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큰딸> 아빠의
진심을 들을 수 있어서. 처음이니까. <치
료자> 처음이에요? <큰딸>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여기서는 아빠가 내놓기 힘든 이
야기를 했다는 것. 그걸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 터놓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니까 그게 다른 것 같아요. (11회기 남
편, 큰딸, 둘째 딸 상담)
<

치료자> 분명한 건 아빠에 대한 큰
따님의 표현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문
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역기능적인 방식에
서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
이라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표현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정신과에서 약
을 먹던 사람들이 복용량이 줄어들거든요.
저는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간
에 표현방식이 큰 따님한테도 걸렸고 둘
째, 막내도 걸리는데 문제는 그 외도라는
상당히 안 좋은 변수가 탁 걸려 터졌다는
거죠. (중략) 솔직한 교류를 하는 가정이
되자 이거예요. 지금까지 두 분이 썼던 원
가족에서 내려오는 표현방식이 솔직하게
딱 ‘난 이거야’ 내놓고 상대편은 ‘난 이거
야’ 내놓고 그 다음에 또 내놓고 하면서
절충이 돼야 하는데 그 방식이 양쪽 가에
<

양극성장애를 겪고 있는 딸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가족상호작용방식을 중심으로-

서 안 내려오지 않냐 이거예요. (12회기 적인 방식(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사용을 제안
부부 상담)
하였다.
치료자는 부모에게 큰딸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일단은 인정해주고 맞장구를 쳐주
고 나서 이야기를 진행시켜나가도록 제안하였
다. 큰딸이 아빠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빠가
큰딸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큰딸로
하여금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강요하면
큰딸이 아빠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치료자> 아버님은 내 딸을 배려하기
보다 상대편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냐 이
거예요.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꾸 교
육을 시키려고 해요. ‘그건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 그럼 자녀는 분명히 그걸 느끼
고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부
모의 말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자녀로 하여
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격이 된다는 거죠. (11회기 남편, 큰딸, 둘
째 딸 상담)

치료자> 큰 따님이 아빠하고 표현방
식이 유사하지 않냐 이거예요. <남편> 제
가 봐도 답답해요. 저게 닮을 걸 닮아야지.
왜 저걸 닮았어. <치료자> 그런데 표현방
식이 닮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도, 큰 따님도 감정기복이
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분간
에 있어서 표현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면
따님들이 안정화 될 거고 따님한테 직결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보셨
을 때 남편이 옛날 얘기 꺼내고 언짢은 얘
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댁에서 했던 표현
방식과 여기서의 방식에서 오는 차이점과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감정에 어떤 차이가
있으시나요? <부인> (남편의) 억양과 표
정이 여기서는 좀 부드러워요. 여기에서는
저를 배려하는 말이 중간중간 들어가니까
저를 공격한다고 보지는 않죠. (12회기 부
부 상담)

남편이 부인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시도된
해결책 자체가 부인을 변화시키는 방식이기보
다는 부인을 더욱 자극하는 표현방식이었다.
부인은 남편의 표현방식으로 인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놓기보다는 남편을
더욱 자극시키는 표현방식을 사용하였다. 큰
딸의 표현방식 또한 아빠의 표현방식과 유사
하였다. 따라서 부인은 남편의 표현방식과 더
불어 큰딸의 표현방식으로 더욱 힘들어 하고
있었고 부인의 표현방식 또한 남편, 큰딸과
충돌하고 있었다. 이에 치료자는 부부로 하여
금 시도된 해결책을 인식하도록 하고 비자극

통찰력 강화를 통한 인식변화 유도
치료자는 큰딸에게 부모의 부부관계가 악화
된 배경을 설명하여 큰딸의 통찰력을 강화시
켜서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치료자는 남편
의 통찰력을 강화시켜서 남편이 기존에 고수
했던 자신의 관념을 재고하여 자신의 입장에
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접근
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다. 이에 더하여 치
료자는 세 자녀에게 가족의 표현방식에 대한
통찰력 강화를 통해 큰딸의 양극성장애에 대
한 인식 변화를 도모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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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자> (중략) 이런 얘기를 서로 하
면 오해를 풀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표
현하는 방식이 애정표현도 없어. 아빠는
감정 기복이 심해. 그런데 그 표현하는 방
식이 큰딸이 비슷해. <큰딸> 저도 감정
기복이 심해요. <치료자> 엄마가 여유가
없었어. 아빠가 늘 의처증을 가지고 의심
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을 돌
볼 겨를이 없었다는 거야. 애들 스트레스
를 풀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 남편한
테 쪼이니까. (5회기 큰딸 상담)

남편> 네. 저는 기존의 제 관념에 대해
서 허물어뜨릴 필요가 있고 상대방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내 주관보다 상
대방을 배려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치료
자> 부인께서는 남편의 표현방식의 차이
에 대해 뭘 느끼세요? <부인> 제가 느끼
기에는 자기감정,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
오는 것. 그게 제일 크게 다른 것 같아요.
(8회기 부부 상담)

<

남편> 대화, 애정표현, 공감하고 공유
하는 성숙된 분위기의 가정이었으면 얼마
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거. (중략) <치료
자> 그 문제가 걸려서 큰 따님의 표현하
는 방식도 거칠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표
현하는 방식,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자체도
항상 부닥치시는 표현방식이었다는 거예
요. 형제들 관계에서도 관계들이 결론적으
로 썩 좋지 않다는 거죠. 본인 어머님, 아
버님 두 분간에 타협을 하고 협상하실 수
있는 방법을 쓰셨더라면 자녀들 또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타협하고 절충이 가능했
을 텐데. 아마 그게 쉽지 않았던 거라고
보는 거예요. (중략)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인정을 하고 협상을 하는 이런 건 약하지
않았나? 속으로 다 삭히지 않았나? 이거예
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 맞구요.
진지하게 서로 대화하고 있는 그대로 교류
를 했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어요. (7회
기 남편 상담)

<

치료자> 세 사람이 한 시간 십분 정
도 대화를 나눴거든요. 이런 대화가 처음
이에요? <아들> 처음. <치료자> 여기서
대화할 때랑 집에서 대화할 때의 차이점은
일단은 본인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이 집에서는 순차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내놓는 방식을 배
우겠냐 이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언니가 조울증이라는
게 터져 나와버렸거든. 이 가족이 엄마, 아
빠한테, 내 동생한테, 우리 누나한테 속 시
원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증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9회기 세 자녀 상담)
<

<

4. 가족치료를 통하여 변화된 가족상호작용 방식
가족치료를 통하여 변화된 가족상호작용
방식은 기능적 교류방식이었고, 반응하는 방
식, 호의적인 방식, 비자극적인 방식이 포함되
었다.

반응하는 방식
<치료자> 댁에서 나누는 대화방식하고
내담자 가족은 치료적 개입 이전의 회피하
여기서의 대화방식에서 차이를 느끼세요? 는 방식으로부터 반응하는 상호작용 방식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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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교류 방식

<표 3> 가족치료를 통하여 변화된 가족상호작용방식
하위 범주
개념추출
반응하는 문자메시지 주고 받음. 전화통화함. 대화가 잦아짐. 아빠가 자녀들에게
방식 관심을 가짐. 가족 간에 대화함. 아빠가 자녀들에게 표현을 하려고 함.
큰딸이 아빠에게 호의적임. 외식을 했는데 큰딸이 음식을 떠서 아빠
호의적인 입안에 넣어드림. 둘째 딸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해하려고 함. 남편이
방식 자녀들을 탓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고 억제하려고 함. 남편이 부인
에게 맞춰주려고 애를 씀. 가족이 함께 영화관람과 외식을 함.
부드럽게 말함. 큰딸의 짜증이 감소됨. 엄마와 충돌이 감소됨.
비자극적인 큰딸이
동생과 충돌이 감소됨. 막내아들이 부드러워짐. 남편이 가족에
방식 큰딸이
게 표현을 긍정적으로 하고 부드럽게 함.

변화되었다. 가족성원들 간의 무대응하고 상
대방의 의견을 묵살시키던 방식에서 가족 간
에 대화가 잦아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관심을
갖는 교류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가족 간 대
화가 증가하고 아빠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
고 긍정적이며 부드러운 표현을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치료자> (큰 따님과) 동생들과의 관계
는 어때요? <부인> 동생하고 문자를 주
고받고. 그전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
은 전화통화도 하고. (8회기 부부 상담)

치료자> 남편의 변화는요? <부인>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
아요. 애들한테도 신경 쓰려고 하고 관심
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전에 관심을
가졌던 걸 표현을 안 했대요. 니네가 알아
서 해라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관
심을 갖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10회기 부인․큰딸․둘째 딸 상담)

<

부인> 전에는 아빠한테 할 얘기를 꼭
저를 거쳐서 얘기하게 했는데 상담받고 나
서 아빠한테 직접 문자하고 전화 주고받
고. <치료자> 그전엔 문자도 안 했던 거
예요? <부인> 네. <큰딸> 아빠한테 문자
오면 다 씹었어요. <치료자> 다 씹어버렸
어요? <큰딸> 네. 답장 안 했어요. (13회
기 부부․큰딸 상담)
<

가족구성원들은 상대방에게 말로써 의사표
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짜증이 나는 것을
표정으로만 표출하거나 물건에 화풀이를 하였
는데, 가족치료를 통하여 가족 간에 반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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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전에는 무심결에 내 식대로 했
는데, 많이 조심스러워지고 표현을 긍정적
이고 부드럽게 달리 해야겠다.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요즘 많이 고치려고 하는데, 손
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제 자신부터 많이 돌아보고
억제하고. (11회기 남편․큰딸․둘째 딸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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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어제 피자, 치킨을 시켜서 부르
면 와야 되는데, 얘는 컴퓨터 하고 있고.
막내는 지 공부한다고 있고. 몇 번 불러도
안 나와. 전에 같으면 안 좋은 소리가 나
왔는데, 요즘은 자제하려고 그런 소리는
안 해요. 몇 번 크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모여주고. (중략) 생각들
이 있고 마음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노력하
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제 바램이에요.
(11회기 남편․큰딸․둘째 딸 상담)
<

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깐 우리 아빠가 이
렇게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8
회기 부부 상담)
남편> (큰딸이) 저한테 호의적이에요.
(중략) 엄마한테 평소에 안 쓰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잔다 안 잔다 이
런 말도 안 하거든요. 그날은 제가 얼핏
듣기에. <치료자> 주무신대요? <남편>
아빠 주무신다고. 그 표현을 쓰더라고. 어
제 같은 경우는 예배 끝나고 오랜만에 다
섯 명이서 영화를 봤어요. (중략) 영화 끝
나고 외식을 했는데 음식 떠가지고 아빠
먹여주고. (12회기 부부 상담)
<

호의적인 방식
치료적 개입 이전에는 큰딸이 어떤 이야기
를 했을 때에 가족구성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
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큰딸을 비난하는 방식
이었는데, 개입 이후에는 가족구성원들이 다
<남편> (둘째 딸이) 오히려 더 많이 참
른 가족구성원들에 대해 호의적인 방식으로
고 이해하려 하고. (14회기 부부․둘째
변화되었다. 가족이 함께 영화관람과 외식을
딸․아들 상담)
하고 큰딸이 가족과의 외식에서 음식을 떠서
아빠의 입안에 넣어드린다던지, 둘째 딸이 부 3) 비자극적인 방식
모와의 관계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치료적 개입 이전에 존재하였던 욕설, 긁는
보였다. 남편은 자녀들을 탓하기 전에 자신부 표현, 자극적인 표현, 거친 표현, 무시하는 표
터 돌아보고 역기능적인 표현방식을 억제하려 현과 같은 공격적인 표현이 비자극적인 가족
고 하였으며,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 부인에게 상호작용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맞춰주려고 애를 쓰게 되었다.
<치료자> (큰딸이) 엄마한테 대하는 거
<부인> (큰딸이) 아빠를 보니 미안하니
는요? <부인> 안도감이 있으니까 그 불
까 수박도 먹고 가라 잘라주고 아빠 챙기
안감에서 짜증 부리던 게 조금 덜해졌죠.
니까. (8회기 부부 상담)
(8회기 부부 상담)
2)

부인> 애기 아빠가 저한테 많이 맞추
려고 애를 쓰셔요. 저도 그렇고 애기아빠
도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집안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 힘들까봐 도와주고 애들한
테도 잘하려고 애를 쓰고 애들도 그걸 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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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나아진
것 같아요. “2학기 수강 시간표를 출력해
야 되지 않냐?” 전에 같으면 난리를 떨었
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그 얘기까지 하더
라구요. 내가 원하는 수강신청을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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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밀려서 3과목이 바뀌게 될지 모르겠
으니까 기다려보라고. 제가 느끼기에 (큰딸
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요. (12회기 부부 상담)
부인> 제가 간섭을 안 하니까 (큰딸
과) 부닥치는 게, 잔소리를 안 하니까 없
죠.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면 짜증난다고
<

변화내용
변화주체

상호작용
대상자
부인

남편

큰딸
둘째 딸
아들
남편
큰딸
둘째 딸
아들
아빠
엄마
여동생
남동생
아빠
엄마
언니
남동생
아빠
엄마
큰누나
둘째누나

부인

큰딸

둘째 딸

아들

화난다고 하길래 그런 거를 안 하니까. (12
회기 부부 상담)
치료자> 아드님도 말을 안 한다고 그
러잖아요. <남편> 요즘은 부드러워졌어
요. (12회기 부부 상담)
<

치료자> 큰 따님은 어떠세요? <남

<

<표 4> 내담자 가족의 가족상호작용 변화 매트릭스
가족치료적 개입 이전
역기능적 교류방식
회피하는 방식, 비난하는 방식,
공격적인 방식
회피하는 방식, 비난하는 방식,
공격적인 방식
회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비난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공격적인 방식
공격적인 방식
회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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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치료적 개입 이후
기능적 교류방식
반응하는 방식, 호의적인 방식,
비자극적인 방식
반응하는 방식, 호의적인 방식,
비자극적인 방식
반응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호의적인 방식
반응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비자극적인 방식
비자극적인 방식
반응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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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예, 많이 좋아졌어요. 표정이나 나를 가족구성원들 간에 선순환적인 상호작용방식
부르는 행동이 전처럼 부정적인 건 없어 이 만들어졌다.
요. (14회기 부부․둘째 딸․아들 상담)
양극성장애를 겪고 있는 큰딸의 가족에 대
한 가족치료적 개입 이전에는 모든 가족구성
<치료자> 큰 따님과 둘째 따님은 어떠
원들이 역기능적 교류방식을 사용한 반면에,
세요? <둘째 딸> 나쁘지 않아요. (중략) 가족치료적 개입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기능적
<치료자> 부딪치는 횟수라든지 강도는
교류방식의 사용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어때요? <둘째 딸> 요즘은 거의 없어요. 내담자 가족의 가족상호작용의 효과 네트워크
(14회기 부부․둘째 딸․아들 상담)
는 그림 2와 같다.
위와 같은 가족치료적 개입을 통한 내담자
가족의 가족상호작용방식의 변화에 관한 매트
릭스를 변화주체와 해당 변화주체에 따른 상
호작용 대상자를 대비하여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가족치료과정을 통해서 내담자 가족은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족상
호작용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양극성장애를
가진 큰딸에 대한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변화
된 상호작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아빠)은 큰딸에 대한 회피, 비난
하는 방식과 공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반응
하는 방식, 호의적인 방식, 비자극적인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둘째, 부인(엄마)은 가족치료
적 개입 이전에 큰딸에게 주로 비난하는 방식
을 사용해왔었는데, 치료자의 개입 이후에는
큰딸에게 호의적인 방식을 보였다. 셋째, 둘째
딸은 언니(큰딸)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회피
하는 방식이 아닌 반응하는 방식을 보였다.
넷째, 아들은 큰누나(큰딸)와의 상호작용에 있
어서 둘째 딸과 마찬가지로 회피하는 방식에
서 반응하는 방식을 보였다. 이러한 가족구성
원들의 기능적인 상호작용방식은 큰딸로 하여
금 회피하는 방식과 공격적인 방식에서 탈피
하도록 하였고, 큰딸 또한 가족구성원들에게
반응하는 방식과 비자극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5. 상담회기에 따른 큰딸의 변화
양극성장애를 겪고 있었던 큰딸은 상담이
거듭될수록 표 5와 같이 가족과의 상호작용방
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상
담 첫 회기에서 큰딸은 가족에게 역기능적인
감정 표출의 정도가 심하였었는데, 상담의 중
반을 넘어선 8회기에서 큰딸이 엄마를 대하는
데 있어 짜증이 감소되었다. 12회기에서는 큰
딸이 아빠에게 호의적이며, 엄마와의 충돌이
덜하였다. 13회기에서는 큰딸이 아빠와 부딪
히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엄마를 통해 우회
적으로 아빠와 소통하지 않고, 큰딸이 직접
아빠와 화해하고 대화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종결 회기에서는 큰딸이 가족과 기능적인 상
호작용을 하는 변화를 보였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자 가족이 시도했던 상호작용의 방
식은 역기능적 교류방식이었으며, 회피하는
방식, 비난하는 방식, 공격적인 방식이 포함되
었다. 둘째, 내담자 가족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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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담회기별 큰딸의 변화
상담회기
큰딸의 변화
예시
치료자> 증상이 어떠한가요? <부인> 화를 딴 사람
1회기
가족에게 화를 표출 <한테는
표출을 못하니까 가족들한테 막 표출을 해요.
(부인 상담)
아빠에게 욕설 아빠한테도
병신 같은(이라고) 욕을 했대요.
<치료자> 혹시 따님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8회기
짜증이 감소됨 <부인> 엄마한테 대하는 것도 안도감이 있으니까 짜증
(부부 상담)
부리던 게 조금 덜해졌죠.
<치료자> 큰 따님과 엄마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부
12회기
아빠에게 호의적임 인> 제가 간섭을 안 하니까 부닥치는게 없죠. <치료
(부부 상담)
엄마와 충돌 감소 자> 아빠하고 큰 따님하고 어떠세요? <남편> 저한테
좀 호의적이에요.
<치료자> 그전에 아빠랑 부딪히고 이런 메시지 오고간
적은? <큰딸> 아니요. 그런 적 전혀 없었죠. <치료자>
13회기
변화가 있네요? <큰딸> 네. 그냥 딱 단절하고 그랬었
아빠와
직접
소통함
(부부․큰딸 상담)
죠. <치료자> (아빠와 큰딸이) 다투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부딪히고 있고, 그 뒤에 나름대로 화해의 문자가
됐든 직접 소통한다는 변화가 분명히 있네요.
<치료자> 큰 따님은 어떠세요? <남편> 예, 많이 좋아
졌어요. 표정이나 나를 부르는 행동이 전처럼 부정적인
건 없어요.
<치료자> 어머니하고 따님 관계는 어떠세요? <부인>
제가 개입을 안 하니까 부딪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호의적임
저를 배려하려고 나름대로 하는 게 있는데, 좋아지긴
14회기
엄마와
충돌
감소
했지만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치료자> 그렇죠.
(부부․둘째 딸․
여동생과
충돌
감소
그런데 어머니하고 부딪치는 거는 훨씬 줄었나요? <부
아들 상담)
남동생과 충돌 감소 인> 그렇죠.
<치료자> 본인과 언니의 부딪치는 횟수라든지 강도는
어때요? <둘째 딸> 요즘은 거의 없어요.
<치료자> 큰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어때요? <아들>
누나랑 비슷해요.

만든 요인은 부부갈등이었는데, 하위요인으로 내담자 가족의 상호작용을 개선시키기 위한
남편의 원가족 특성, 남편의 외도, 남편의 의 치료자의 개입기술은 시도된 해결책 탐색과
처증, 부인의 원가족 특성이 나타났다. 셋째, 새로운 해결책 제시, 통찰력 강화를 통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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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변화 유도로 분석되었다. 넷째, 가족치료를
통하여 변화된 가족상호작용방식은 기능적 교
류방식이었으며, 반응하는 방식, 호의적인 방
식, 비자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상담회기별로 큰딸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기
능적인 가족상호작용방식을 통해 가족과의 관
계가 향상되었고, 양극성장애 증상이 경감되
었다.
남편은 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원가족 특성으로 인하여 생각과 감정을 솔직
하게 내어놓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마음속
으로 삭이고 덮어놓는 방식을 취해왔다. 남편
은 진지하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
원의 대화방식을 배워 본 적이 없었다. 남편
이 표현하는 방식은 남편의 모친이 표현하는
방식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묻어놓고 상대방
을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편, 부인은
속 깊은 대화가 오가는 원가족에서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부인의 표현방식을 자녀들이 답
답해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의 가정문화
에서 성장한 부부가 신혼초부터 서로의 차이
를 절충할 수 있는 표현방식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간 잦은 마찰이 있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엄마와 얘기하면 답답하고 아빠와
는 부딪히기 때문에 대화 자체를 회피하였다.
즉 부모의 역기능적인 표현방식으로 인하여
자녀들 또한 부모의 역기능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부부가 충돌하듯이 자녀
들이 충돌을 하게 되었으며, 부모와 자녀 또
한 유사한 방식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되었다.
부부는 결혼 초부터 대화가 되지 않았고 일
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오해가 누적되어 이혼
을 고려하고 있었다. 남편이 의처증을 갖고
부인을 의심했기 때문에 부인은 건강한 가족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의 스

트레스를 완충시켜줄 여유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구성원 간에 자신의 생각과 감
정을 솔직하게 교류하지 못하였다. 이 가족은
자신의 의중을 표현하는 방식이 명확하지 않
았으며 가족 간에 타협을 못하였다. 큰딸이
엄마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엄마
는 딸에 대하여 맞장구를 쳐주기보다는 오히
려 큰딸을 비난하고 큰딸에게 탓을 돌리는 대
화방식을 사용하여 큰딸은 엄마와 얘기할 때
벽을 마주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
다. 큰딸은 부친의 외도 후 부모(부부) 간에
긴장관계가 지속되었고 불안한 부부관계를 지
켜보면서 부모의 이혼을 원해왔을 만큼, 극도
의 긴장과 불안이 있었는데 큰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전혀
없었다. 다른 가족구성원들 또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되지 못하였고, 가족구성원 중에
단 2명이 함께 있어도 교류가 없는 것은 마찬
가지였다. 이는 부부갈등이 부부관계 뿐만 아
니라 자녀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체계에서
의 가족구성원들의 행동과 체계 전체로서의
행동이 규제된다(이순애, 2003)는 선행연구와
같이 가족의사소통방식이 가족상호작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기능적인 의사소통방
식이 원만한 가족기능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자
녀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자녀 개인의 문제
가 아닌 가족관계로 파악하고 접근해야 함을
보여준다. 가족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가족체계적 증상이며(Bowen,
1985), 가족체계는 모빌과 같으므로(Satir, 1972)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부부갈등은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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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족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가족상호작용을 감
소시키게 되면 양극성장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게 된다(박원명, 전덕인, 2009; Miklowitz,
2007).

본 사례에서 부부는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의 주장에 반응하며 문제해결을 위
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있는
상호작용 형태를 보이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
한 구체적 전략은 없으면서 불만을 축적하는
갈등회피전략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Gottman,
1979). 부부가 역기능적 교류방식을 보인 것은
‘갈등상황에 있는 부부가 정서적 반응성이 매
우 낮거나 비대칭적이다(Gottman, 1994)’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내담
자 가족이 역기능적 교류방식을 사용하였을
때, 큰딸의 양극성장애가 호전을 보이지 않았
던 것에 반해서, 가족치료적 개입을 통하여
가족구성원들이 기능적 교류방식으로 전환되
었을 때 가족관계가 개선되었고 양극성장애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적이거
나 부정적인 정서적 감정이 가족의 다른 구성
원에게 전이될 수 있다(김여진, 2008)는 결과
를 입증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가족 간 상
호작용의 양상에 따라서 정신질환이 형성, 유
지, 악화될 수 있으며(고천석, 이형영, 1985),
가족구성원의 양극성장애가 가족상호작용과
연관이 있다(홍성화, 1990)는 결과를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가족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방
식을 기능적인 상호작용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족구성원들의 기존의 의사소통방식
에 대한 새로운 표현방식이 선결되어야 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사례설계로 효용성과
재현 가능성은 높으나 설계가 단순하며 인과

관계의 추론에 있어서 외부사건의 영향을 통
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양극성장애를
보이는 IP의 가족치료에 있어서 본 연구와 동
일한 치료모델의 적용을 통해 그 효과성을 재
평가하거나 종단적 조사를 통해 개입의 효과
를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극성
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관련한 연구에 있
어서 양적 연구방법론, 질적 연구방법론, 통합
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기를 바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치료모델 외에도 다른 치료모델의 적용을
통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증상 호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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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Therapy for Bipolar Disorder:
A Case Study Examination of Family Interaction Methods

Tai-Young Park

Sun-h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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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family therapy interventions for enhancing the
interactions of a family with a daughter diagnosed with bipolar disorder. The therapist used an MRI
interactional model and Bowen Family Systems theory as methods of treatment. Methods: The researchers
employed open coding and Miles and Huberman’s matrix and network display to analyze the data from
the family therapy case. Results: Three failed solution attempts by the family were identified in the study:
an aversive method, a detractive method, and an offensive method. The factors influencing these
dysfunctional family interactions were marital conflicts, the husband and wife’s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ir families of origin, the husband’s affair, and the wife’s jealousy. The therapist intervened to enhance
their interactions by probing attempted solutions, suggesting new solutions, and inducing change by
strengthening family members’ insights. Three functional interactive methods evolved from the family
therapy intervention: a reacting method, a favorable method, and an inoffensive method.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daughter’s bipolar symptoms were associated with her family
members’ interaction methods. Furthermore, the researchers found that the symptoms of bipolar disorder
may be alleviated through functional interaction methods implemented with the entire family.

Keywords: bipolar disorder, family interaction methods, marital conflict, Mental Research Institute, Bowen Famil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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