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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치료의 가치와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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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론

전문직의 발전과정에서 가치와 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는 것은 그 전문직의 성숙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전문직의 초기형성단계에서는 사회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주로 기법 수행능력 발전에 초
점을 맞춘다. 그리하여 기법적인 면의 전문성이 확고히 성립된 다음에야 비로소 가치와 윤리 문제에 눈을 돌리
게 된다 (Reamer, 1987). 이는 가족치료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나라에는 1970년대 말에 가족치료가 도입 (이정숙, 1995)되어 2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가족문제에 대
한 다양한 모델들의 이론과 치료적 기법에 대한 관심은 활발하였지만, 가치와 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약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치료의 가치와 관련하여서 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 (김성천,
1992; 이은주, 1993), 그리고 우리 나라 문화에의 적용에 관련된 연구 (엄예선, 1988; 송성자, 1997)가 있다. 그러
나 가족치료 전반에 걸쳐서 실제의 임상장면에서 부딪치는 가치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실천적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직을 구성하는 3대 요소를 지식, 기술, 윤리라고 할 때 그동안에는 가족치
료의 보급과 정착을 위하여 지식 및 기술 부분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이제 가족치료가 어느 정도 정착된 이 시
점에서는 가치와 윤리문제에도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전문직의 진정한 성숙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에 가족치료라는 방법이 시작된 이래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가족치료의 가치와 윤리문
제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토의가 일정한 흐름을 형성한 것은 1980년대이다. 따라서 가치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경향이라고 하겠다. 미국에서 가족치료의 가치와 윤리문제에 대한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70년대에 Hare-Mustin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기존의 가족치료의 가치입장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이 시초가 되었으며, 이후 가족치료의 가치와 윤리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었다. 1980년
대에는 가족치료에 미치는 개인적 및 문화적 가치의 영향, 성적인 편견의 존재, 연구조사의 윤리,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만 (예를 들면 역설적 기법)에 대한 논쟁이 대두되었으며, 그밖에 비밀보장, 고지된 동의, 개인 대 가족
의 욕구 등의 기본적인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생각들이 보다 명확해 졌다 (Doherty & Boss, 1991).
Green과 Hansen (1989)은 미국 부부 및 가족치료협회 (AAMFT)에서 만든 윤리적 원칙 및 기타 문헌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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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족치료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들을 다음의 16가지로 정리하여, 이를 미국의 가족치료자들이
실제로 경험하는가를 조사하였다. 각각의 딜레마를 경험한다고 대답한 가족치료자의 수가 많은 순서로 이 딜
레마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가족이 참석하지 않아도 치료를 시작하기’ (가족 전체를 다루기), ‘치료
자의 가치와 가족의 가치가 다른 경우’, ‘한 가족원이 떠난 후 가족전체를 다루기’, ‘전문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활동’, ‘치료자의 여성주의적 가치부과’, ‘치료적 이득을 위하여 가족을 기만하기’, ‘서비스료를 지불할 수 없는
가족을 치료하기’, ‘결혼 지위 (marital status)에 대한 결정’, ‘아동학대에 대한 보고’, ‘피훈련자에 대한 지도감
독’, ‘비밀보장-가족 대 개인의 욕구’, ‘유능함-다른 전문가의 자문’, ‘고지된 동의’, ‘비밀보장-법정에서의 증언’,
‘전문직으로서의 책임-비윤리적인 조직,’ ‘연구조사결과를 공유하기’ 등이다.
황성철의 연구 (1996)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현장에서 윤리적 갈등상황에 부딪칠 때 그것을 임상적 개
입방법 차원의 문제로서만 인식할 뿐, 그 문제가 윤리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윤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임상적 실천가들의 민감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인 실천을 위하여서는 가치와 윤리 문제에 대한 가족치료사들의 민감
성 증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가족치료의 16가지 윤리적 딜레마들 중에
서 첫째, 임상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면서 당면하는 윤리적 딜레마, 둘째, 어떠한 모델의 이론과
기법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여러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딜레마에 초점을 맞
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위의 가족치료의 16가지 윤리적 딜레마들 ‘전문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활동’, ‘피훈련자에 대한 지도감독’, ‘유
능함-다른 전문가의 자문’은 가족치료사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과 교육에 대한 문제이다. 또한 ‘아동학대
에 대한 보고’, ‘비밀보장-법정에서의 증언’은 대사회적으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료를 지불
할 수 없는 가족을 치료하기’와 ‘전문가로서의 책임-비윤리적인 조직’은 전문직 조직 및 규정에 관련된 문제이
다. 그리고 ‘연구조사결과를 공유하기’는 연구조사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 역시 가족치료에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육훈련, 법률, 전문직 조직, 연구조사 분야의 문제는 임상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직
접 만나면서 부딪치는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8가지 딜레마들은 임상실천현장에서 당면
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본 연구의 초점을 벗어나므로, 제외하기로 하겠다.
또한 위의 가족치료의 16가지 윤리적 딜레마들 중 ‘전체 가족이 참석하지 않아도 치료를 시작하기 (가족 전
체를 다루기)’, ‘한 가족원이 떠난 후 가족전체를 다루기’, ‘치료적 이득을 위하여 가족을 기만하기’는 임상실천
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각 가족치료 모델에 따라서 임
상적 접근방법이 다르며, 따라서 이 문제들이 과연 윤리적 문제인지, 아니면 치료적 선택의 문제인지는 명확하
지 않다 (Green & Hansen, 1989). Green과 Hansen (1989)의 연구에서, 이 3 가지 딜레마는 다 가족치료자들의
경험도에 있어서는 16개의 딜레마들 중 상위 6위안에 들지만, 윤리적으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위
5위안에 위치하고 있다. Green과 Hansen은 이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이 딜레마들을 윤리적 차원의 문제라기보
다는 치료적 선택의 문제로 보아서 자기들의 치료실천에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1989). 따라서 이 3 가지 딜레마들은 여러 모델
에 공통되는 기본적 윤리적 딜레마를 논의하는 본 연구의 초점을 벗어나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볼 때 가족치료의 16가지 윤리적 딜레마들 중,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본 연구의 논의의 초점을 벗어나
는 11가지 딜레마를 제외하면, 본 연구의 논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딜레마는 5가지이다. 즉 임상실천 현장에
서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면서 경험하는, 그리고 다양한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
적 딜레마로서, ‘치료자의 가치와 가족의 가치가 다른 경우’, ‘치료자의 여성주의적 가치 부과’, ‘결혼 지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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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 ‘비밀보장-가족 대 개인의 욕구’, ‘고지된 동의’가 부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딜레마들에 초점을 맞
추어 문헌고찰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윤리적 문제에 관한 가족치료자들의 민감성을 증진하고 윤리
적 딜레마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헌연구이다.
이 5 가지 딜레마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족 대 개인의 욕구’에 관련된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면서 가장 먼
저 논의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는 가족원들을 함께 만나는 치료양식 자체로 인해 본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로서, 가족치료의 윤리적 딜레마들 중 가장 기본이 되며, 다른 딜레마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
로 ‘치료자의 가치와 가족의 가치가 다른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려 하며, ‘결혼지위에 대한 결정’은 여기에서
성역할 및 기타의 가치와 함께 다루기로 한다. 또한 ‘치료자의 여성주의적 가치 부과’는 ‘가족 대 개인의 욕구’
및 ‘치료자의 가치와 가족의 가치가 다른 경우’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이슈로서, 이 두 주제를 논하면서 함께
고찰될 것이다. 그 다음 ‘비밀보장’ 문제 역시 ‘가족 대 개인의 욕구’와도 관련되는 딜레마로서, 여기에서는 부
부간 및 부모-자녀간으로 나누어서 논의하겠다. 마지막으로 ‘고지된 동의’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 딜레마들을 고찰하는 틀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 딜레마의 성격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고, 이를 미국 부부
및 가족치료협회 (AAMFT)의 윤리강령에서는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살펴본 후, 가족치료자가 실제 임상현장에
서 이 딜레마들을 경험하는 예를 알아본다. 그리고 나서 딜레마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상반된 입장들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논점들을 토의한다.
가족치료자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대하여서는 통일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결국 가족치료자 개인의 가치에 기반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무릇 어
떠한 연구든지간에 연구자의 가치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완벽하게 객관적인 연구는 불가능하다고 볼 때, 본 연
구에서도 연구자의 가치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어
떠한 입장의 선택을 해야한다고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가족치료자들의 민
감성 증진 및 판단능력 배양에 우선적 목적이 있다. 만약 윤리적 딜레마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
연구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한다면, 이는 결국 한쪽 방향으로의 편향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의도를 벗어나는 결
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들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균형있게 토의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가족치료자 각 개인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가족치료자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본 연구자의 어떠한 입장이 아니라, 윤리
적 딜레마라는 주제의 중요성 및 각 가족치료자의 개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용어정의 및 윤리강령의 제한점으로 논의를 시작한 후, 각각의 윤리적 딜레마 및 상반된 입
장들을 하나씩 고찰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나서 가족치료자의 가치관에 대해 토의하고, 고지된 동의절차의 중
요성을 강조하며,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II. 용어의 정의 및 윤리강령

가족치료는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 전문직이며, 본질적으로 도덕적 활동을 내포하고 있다(Odell & Stewart,
1993). 가치는 인간의 결정을 인도하는, 소중히 여기는 믿음과 선호를 말한다. 가족치료에서 가치는 가족을 다
루는 방법에 관하여 전문직이 갖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윤리는 행동에 있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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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선택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다. 가족치료에서 윤리는 가족치료자가 윤리적 영역에서 어떤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Doherty & Boss, 1991; Maddock, 1993).
가치와 윤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치는 윤리적 결정의 기초가 되며, 모든 윤리적 이슈들은 결정의 기반으로서
가치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윤리적 결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모든 가치가 드러나
게 된다(Doherty & Boss, 1991). 따라서 가치와 윤리는 궁극적으로 일치하므로, 윤리와 가치라는 말은 혼용되
어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윤리와 가치의 차이점은, 가치는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와 관련되고, 윤리는
무엇이 옳고 바르냐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가치는 이상적인 면을 다루고 윤리는 현실적인 면을 다루며, 가
치는 윤리적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 (황성철, 1996).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율성 존중이 우리 사회의 가치라
면,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기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실천가의 윤리라고 하겠다.
윤리적 딜레마는 두 개 이상의 가치, 원칙, 의무가 상충할 때 발생한다. 즉 윤리적 딜레마란 ‘다른 행동을 취
할 훌륭한 이유가 있는 상황’으로 규정된다 (Kitchener, 1984, Gottlieb & Cooper, 1993에서 재인용; Woody,
1990). 양자의 선택이 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그 장단점들도 확률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택해야
할지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윤리적 딜레마라고 한다. 개별치료 및 집단치료에서도 윤리적 딜레마
는 심각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치료자와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가 만나는 개별치료와는 달리, 가족치
료에서는 같은 윤리적 딜레마라도 훨씬 더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여러 가족성원들을 치료상황에서 한꺼번에
만나 그들의 관계를 다룬다는 자체가 치료자의 역할에 있어서 개별치료보다 더 복잡한 이슈를 제기하기 때문
이다 (Maddock, 1993). 또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만난다는 점에서는 집단치료도 가족치료와 같다. 그러나 이
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가족성원들간의 관계는 집단성원들간의 관계보다 친밀성의 강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Margolin, 1982). 이러한 점들은 본질적으로 가족치료에 있어서의 독특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지침은 전문직의 윤리강령이다. 우리 나라에는 가족치료윤리강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미국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미국 부부 및 가족치료협회 (AAMFT)의 부부
및 가족치료자 윤리강령은 전문적 행동에 대한 ‘절대적인’ 원칙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물론 도움이 된다. 그
러나 구체적인 실천상황에서 충분한 방향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우선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일반적이므로 정의와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윤리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가 상충할 때,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동료, 고용주, 연구조사 등에 대한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
무엇이 더 우선 순위인지 명시하지 않는다 (Haverkamp & Daniluk, 1993; Woody, 1990).
Green과 Hansen (1986)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부부 및 가족치료 윤리강령이 일부 윤리적 문제해결에 도
움이 되기도 하지만, 가족치료자들이 자주 겪는 윤리적 딜레마를 전부 다루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에
대해 Green과 Hansen은 가족치료 윤리강령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강령을 강화 보강한다
고 하더라도 윤리강령이 모든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Woody는 임상실천의 윤리적 결정을
위한 통합적 분석을 위하여 전문직의 윤리강령이 유일한 결정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 이외에도
윤리이론, 치료의 이론적 전제, 사회적 법적 맥락, 치료자의 개인적/ 전문적 정체성을 다 결정기반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90). 윤리강령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윤리강령의 선언적 성격, 그
리고 본질적인 모호성 때문에 가족치료자는 윤리강령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한 나름
1) Green과 Hansen이 선정한 31개의 윤리적 딜레마 들 중 가장 자주 부딪치는 상위 8개의 문항 중에서 윤리강령에 포함된 것은
단 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6개, 즉 ‘가족전체를 다루기’, ‘훈련 혹은 자격요건’, ‘다른 가족원 없이 한 가족원만 만나기’, ‘치료
양식에 내재된 가치를 클라리언트에게 알리기’, ‘정보에 대한 가족원의 요청을 다루기’, ‘클라이언트와 가치를 공유하기’의 딜
레마는 윤리강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리강령에 포함된 2개의 딜레마는 ‘가족치료의 새로운 발전을 따라가기’, ‘가족치료에
관한 법과 규정의 발달’이다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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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의 민감성과 통찰력, 그리고 판단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는 주요 윤리적 딜레마
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I. 가족치료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1. 가족 대 개인 욕구의 딜레마
가족 대 개인의 욕구에 관한 갈등, 그리고 여러 가족원 중 누구에 대한 책임이 우선하는가에 대한 갈등은
여러 가족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치료라는 양식 자체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이 딜레마는 미국의 가족치료자
들이 당면하는 16개의 윤리적 딜레마들 중 윤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Green & Hansen, 1989).2) 이 딜레마의 핵심은 여러 클라이언트와 일하는 상황 (가족치료상황)에서 한 가족
원에게는 혜택이 되는 개입이 때로 다른 가족원에게는 혜택이 되지 않거나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Margolin 1982; Johnson, 1986). 가족이 가족치료를 받고자 하는 이유 자체가 그들이 상반되는 목표 및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런 상황은 가족치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족관계에서 약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실제로 가족치료에서
윤리적 딜레마의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개인의 욕구 대 가족의 딜레마 문제로 시작되었다. 즉 1970년대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기존의 가족치료를 비판한 Hare-Mustin의 글이 효시가 되었으며 (Doherty & Boss, 1991),
이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에서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다.3) 그러나 개인의 권
리 대 가족의 권리의 딜레마는 여성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문제, 즉 아동, 노인, 장애인 문제에서 다양
하게 제기된다. 그 예로서 퇴원을 앞둔 정신과 환자가 자기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하지만 가족은 이를 원치 않
는 경우 (Johnson, 1986), 어머니가 자기 아이의 행동문제로 인해 치료를 원하는 경우 아이의 행동문제가 개선
되면 어머니의 긴장은 감소되겠지만 아이의 건전한 발달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 (Margolin, 1982), 치료자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삼을 때 가족연대가 위협받는 경우 (Ryder & Tepley, 1992), 아
들가족과 함께 살던 치매노인을 아들가족은 노인요양원으로 보내고 싶어하지만 노인은 이를 원치 않는 경우,
그리고 우리 나라 특유의 문화권에서 고부간의 갈등 문제 (예를 들면 3세대 가족에서 분가를 원하는 며느리와
이를 허락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욕구, 특히 약자의 욕구와 가족
의 연대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치료자의 개입이 한 가족성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가
족성원에게는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치료자가 약자의 권리를 옹호할 경
우 그 동안 균형을 유지해 왔던 가족연대가 깨질 우려가 있으며, 그렇다고 가족의 연대를 옹호할 경우에는 약
자의 권리가 무시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 부부 및 가족치료협회 (AAMFT) 윤리강령 1조에서는 ‘부부 및 가족치료사는 가족과 개인
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원조를 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서비스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노
력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윤리강령에서는 개인의 복지가 먼저인지 가족전체의 복지가 먼저
인지, 그리고 어느 가족원의 복지가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 누구의 욕구가

2) 윤리적 중요성의 1위는 아동학대보고이다.
3) 자세한 논의는 Allen & Wolfgram (1988); Boss & Thorne (1989); Avis (1986); Dell (1989) 등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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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되어야 하는가, 치료자는 어떤 기준으로 개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가는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의 개입이 있다 (Margolin, 1982). 첫 번째 입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 가족’을 클라이언트로 보는 입장이다. 이 때 가족치료자는 한 가족성원의 옹호자가 아니라 가족
체계전체의 옹호자가 되어, 모든 문제규정과 변화계획을 전체가족의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행한다. 이러한
입장의 기본전제는 순환적 인과론, 즉 문제의 원인은 쌍방에 있으며 어느 한 성원의 변화는 다른 성원의 변화
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관계유형으로 재규정함으로, 가
족치료자는 관계유형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강한 감정표현을 장려하고 대화방식의 규칙을 정하
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상호작용유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는 가족치료의 기본이 되는 체계이론
에 입각하여 있으며, 많은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입장에서는 체계이론에 기반을 둔 방법이 적절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가족수준의 목표 (가족원들의 연대 및 관계 강화라는 목표)는 개인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런
가족들을 임상현장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치료자는 가족체계 자체를 보호하기보다는 힘이 약
한 가족성원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힘이 약한 가족
성원에게 폭력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에 가족간의 역동을 순환적 인과론 및 공
격-위축 사이클로 보지 말고, 단선적 현상, 즉 힘의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이 때는 개인의 복지가 가족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Avis, 1986; Dell, 1989). 이 입장에서는 만
약 약한 가족원 보호라는 목표가 가족합동치료에서 달성될 수 없으면, 가족치료자의 윤리적 책임은 관계옹호
역할을 버리고 약한 개인을 보호하고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을 가족으로부터 유리시
키도록 돕는 개입 (쉼터나 위탁가정과의 연결)이 가족간의 관계옹호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다(Willbach, 1989).
이러한 논쟁의 대표적 경우인 가정폭력문제에 있어서, 서구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는 이를 가족치료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서는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내학대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만큼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입
의 우선적 목표가 피해자의 신체적 해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는 데에는 일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렇게 볼 때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우선적 목표가 가족관계 옹호가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복지라는 것이 명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구체적 사례에 들어가면 개인의 복지 대 가족의 복지 문제는 많은 논란의 소지
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치료 도중에 아동학대, 특히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을 가족치료자가
가지게 되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를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한다는 것은 가해자입장의 가족원과의 치료적
연합이 깨지고 다른 모든 가족원들에게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averkamp
& Daniluk, 1993). 또한 증거가 있어도 피해자가 보밀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정서적 및 언어적 폭력의
규정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 역시 심각한 논란을 야기시킨다. 결국 치료자가 어느 가족 성원의 이익이 먼저
보호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할 때 약자의 이익보호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많은 경우 가족연대
의 약화나 해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은 개인의 권리보호 대 가
족보존이라는 두 입장 사이의 딜레마를 필연적으로 야기시킨다.
가족치료에서 가족성원의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문제를 다 제거하지는 못하며, 가족치료가 모든 가족성원에
게 동등하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장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가족치료가 가족성원들에
게 정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족치료자는 여러 가족성원, 그리고 가족전체에게 있어서 치료적
개입의 장기적, 단기적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어떤 방향으로의 개입이 가족 전체에게 진정으로 최선인가?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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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erty와 Boss에 의하면, 개인의 복지 대 가족의 복지라는 논점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1991). 즉 미국의 가족치료에서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는 것은 개별인간의 가치를 강조하는 서구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만약 자율적 개인의 권리가 언제나 우선적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이는 가족체계이론
의 지혜를 훼손할 것이며, 반면 가족집단의 요구를 앞세우고 개인의 권리를 붕괴시켜버린다면 개인의 자율성
을 추구하는 서구의 중요한 전통을 외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치료윤리의 미
래발전은 이러한 변증법적 논리 사이의 어딘가에 놓여 있으며 (Doherty & Boss, 1991), 가족치료자는 개인을
향한 책임과 가족전체를 향한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Margolin, 1982). 따라서 개인의 복지 대
가족의 복지라는 연속선상에서 어느 지점이 어느 특정 사회문화에서 적정점인지는 그 사회문화의 맥락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 사회내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치가 변한다는 것이 이슈를 더욱 복잡하
게 한다 (Maddock, 1993). 따라서 그 시대와 사회문화의 맥락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나라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보다는 집단 및 가족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전통적 가족
가치가 개인의 자율성 지향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는 각 개인, 각 가족마다 다르다. 따라서 개인
의 복지와 가족의 복지 사이에서 어느 지점이 균형점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족치료를 행할 때 우리 나라의 문화적 가치에 민감해야 하고, 서구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가족 치료적
접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문화적 요인을 고려할 때 전통문화로
인해 개인, 특히 약자의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Ho는 아시아계 이민의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개입방법을 논하면서,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전통문화 존중이 남성우위행동의 합리화로 이
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96). 우리 나라의 문화는 역사적으로 개인보다는 가족집단, 여성
보다는 남성, 아동보다는 성인, 장애인보다는 일반인에 우위의 가치를 두었다. 또한 근래에 가치관이 변하고 있
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보수적이며 가족집단지향적다. 가족지향적 가치는 가족의 연대와 화목을 강조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전체의 연대를 강조함으로 인하여 개인의 욕구가
가족전체의 연대에 파묻힐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가족치료자가 의도
적으로 약자 및 개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것이 궁극적인 균형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의 복지 대 가족의 복지, 그리고 어느 가족원의 이익을 더 우위에 놓느냐를 결정하는 데 대
한 치료자의 선택방향은 결국 그의 개인적 가치를 반영하게 된다. 결국 치료는 치료자의 개인적 가치와 직결되
지 않을 수 없으며, 치료자의 가치와 가족의 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중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시킨다.

2. 치료자의 가치와 가족의 가치가 다른 경우
치료자의 가치는 어느 치료에서나 중요하며, 부부 및 가족치료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가족치료자는
가족성원 각자의 견해를 이해하고, 어느 한 성원과 지속적인 연합관계를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
나 어떤 타입의 치료이든지 치료자가 아무리 가치 중립적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치료자의 완벽한 가치중
립은 불가능하다는 데에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여러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Doherty &
Boss, 1991; Odell & Stewart, 1992). 즉 치료자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가, 어떤 것에 반응하고 어떤 것을
무시하는가, 치료적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 건강한 가족은 어떠한 가족이라고 보는가 등의 모든 치료적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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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형태로든지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때 치료는 본질적으로 가치를 함유하고 있으며, 가치를 다루는 것이야말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고 하겠다 (Odell & Stewart, 1993). 가치 문제는 치료자의 가치와 가족의 가치가 다른 경우에, 그리고 가족원
들간에 가치 및 태도가 갈등을 일으킬 때, 더욱 윤리적 딜레마를 가중시킨다.
치료자의 가치와 가족의 가치가 다른 경우에 치료자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는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이 있다. 한 입장은 치료자의 가치중립이 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명시적으
로 가족의 가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 입장이다. 다른 입장은 가족의 가치변화를 치료자가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가족치료에서 빈번하게 논
의되는 이슈로서, 결혼지위에 관한 가치, 성역할에 관한 가치, 그리고 기타의 가치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결 혼지위에 관한 결정

미국 부부 및 가족치료협회 (AAMFT)의 윤리강령은 ‘부부 및 가족치료자는 결정을 내리는 클라이언트의 권
리를 존중하며, 그들이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치료자는 결혼지위 (marital status)에 관한 결정은
클라이언트의 책임이라는 것을 확실히 조언한다’ (AAMFT 윤리강령 1.4)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결정
이 부부당사자에게 달려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실천상황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지
켜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치료자가 완전히 가치 중립적인 것은 불가능하며, 치료자의
가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쪽이 결혼생활로 인해 심한 정서적 고
통을 받는 사례에서 치료자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는 윤리적 딜레마를 준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의 논쟁을 Margolin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한 입장은 부부가 이혼하
는가의 여부는 오직 당사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어떤 경우에라도 치료자는 자기의 의견을 명시적
으로 표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성인으로서의 인생결정에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이 과연 의미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따라서
설혹 가족치료자의 가치가 치료과정에서 묵시적으로 드러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자는 적극적으로 자
기의 가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입장은 치료자가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결정을 내려 줄 필요
가 있는 상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즉 클라이언트가 결혼생활에서 매우 불행할 때,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효과
가 없었을 때, 부부관계 개선 예후가 거의 0%일 때, 치료자는 결혼생활을 끝낼 것을 충고하는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이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보다 윤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양자의 절충적 입장으로서,
치료자의 의견을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의견으로서 말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Margolin, 1982). 이 때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론이 없으며, 이는 가족치료자의 개인적 가치관
에 달린 것이라고 하겠다.

2) 성 역할에 관한 가 치

부부간의 성역할 규정과 관련되는 가치 문제는 가족치료에서 많이 당면하는 문제이며, 이것이 가족이 제시
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부부간의 성역할 규정에 대한 가족치료자와 가족간의 가치의 차이, 그리
고 가족원들간의 가치의 차이에 대하여 가족치료자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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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 즉 지배적인 남편과 복종적인 아내의 규범에 의하여 운용되는
가족의 경우에 치료자는 흔히 딜레마를 겪게 된다. 만약 이러한 전통적 규범이 치료자가 생각하는 건전한 가족
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때 가족치료자는 클라이언트 가족의 성역할 규정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
의 태도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그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윤리적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다. 한 입장은 가족이 제시하지 않는 한, 성역할 규정에 대하
여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치료자가 개인적으로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가치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
의한다 할지라도, 가족치료를 자기가 옹호하는 가치의 캠페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
족치료자의 임무는 클라이언트 가족이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들을 전통적 가치
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현재 제시된 문제를 치료하는 데에 여성주의 가족치료가 필요하
다는 과학적 임상적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가족에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다. 가치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명백하게 어떤 가치를 옹호한다는 것은
비윤리적이 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해야 행복
한지를 치료자가 안다는 전제아래 그들의 삶에 원하지 않는 변화를 일으키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Wendorf & Wendorf, 1985; Odell & Stewart, 1993).
이에 대한 다른 입장은 가족치료자는 현재 제시된 문제 이상으로 성역할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여성주의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가족치료는 일반적으로 전통적 성역할을 강
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즉 가족치료자가 부부의 전통적 위계구조 및 가치관에 도전하지 않고 비심
판적 태도로 수용함으로써, 그러한 전통적 가치를 존속 강화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직된 전통적 성역할 규정에 도전하고 이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

로 치료자는 처음에 제시된 문제 이상으로 개입하여 치료자가 바람직하다고 믿는 가치로의 변화를 향해 노력
하는 것이 보다 윤리적이라는 입장이다 (Jacobson, 1983; Avis, 1986).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만약 가족이 전통
적 성역할에 문제를 느끼지 않는 상태라면, 오히려 가족에게 새로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남편은 아내가 가사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아내는 남편이 가사일을 돕지 않는다고 불
평하는 사례를 살펴보자. 만약 치료자가 첫 번째 입장이라면, 이 부부가 문제를 제시한 방식대로 아내가 가사
를 보다 잘 운영하고 남편은 가사를 보다 많이 돕는 방향으로 상호협상을 통해서 타협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개입할 것이다. 이는 가사일은 아내의 영역이라는 전통적 관념의 기반 위에서 일하는 것이며, 클라이
언트 부부가 제시한 문제 이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입장에서는 가족치료자가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는 가치, 즉 가사일은 근본적으로 부부 상호 균등한 책임이라는 양성평등성에 대한 가치에 대하여
부부에게 질문을 제기하고 부부의 가치변화를 다루는 방향으로 개입할 것이다 (Margolin, 1982). 결국 이 중
어떤 입장을 택할 것인가는 가족치료자의 개인적 가치관에 달린 문제라고 하겠다.
3) 기 타
위에서 논의한 결혼지위 및 성역할 문제 이외에도 가족치료에서는 치료자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진 클라
이언트를 빈번하게 만나게 된다. 바람직하다고 믿는 생활방식 및 삶의 가치에 대하여 치료자와 클라이언트의
일치하지 않을 때, 더욱이 치료자가 보기에 클라이언트의 가치 및 이로 인한 생활방식이 그 자신 및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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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된다고 생각될 때, 치료자의 딜레마는 더욱 가중된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체벌을 일상적으로 사용하
면서 체벌이 자녀훈육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부모, 가족의 화합을 깨는 것이 두려워서 어릴 때 아버지에게 성추
행 당한 사실을 숨기는 여성,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개선
을 시도하지 않는 성인,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는 알콜중독자,

친구들과의 사회적 친교활동이 불필요하다고

거부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생활방식 및 기저의 가치관이 치료자가 보기에는 건전한 개인 및 가족기능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것이다. 이 때 이들이 현재 상태에서 변화를 원치 않고 자기가 가진 가치관을 그대로
고수하고자 할 때, 치료자가 이들의 가치를 존중하여 이들의 가치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치료자의 가치판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들의 삶에 개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여전히 해
결되지 않는 윤리적 딜레마이다.
Odell과 Stewart는 이러한 딜레마에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치료의 목표를 명백하게 결정하여 구
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993). 즉 치료의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문제중심치료와 성장중심치료로 분류하
는데, 이는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아 결정한다. 문제중심치료는 행동문제를 보이는 자녀, 시가
및 처가 식구와의 문제, 역할문제를 가진 가족 등에 적합하며, 그들의 가치에 도전하는 것은 문제로 제시한 영
역에 한정하며 명백한 토의 없이 그 밖의 영역의 가치변화에 도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
다.4) 한편 성장중심치료는 상황적 우울증, 초조, 인생의 의미 상실 등의 문제, 즉 본질적으로 실존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적합하며, 이들은 제시된 문제영역 이상의 가치변화 시도를 허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가치변화가 잠재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해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클라이
언트와 명백하게 토의하는 것이 윤리적이다.5) 치료자의 가치에 관해서는 제 IV장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3. 비밀보장에 관한 문제
치료세션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은 치료자의 책임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러나 실제 상황에서 이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하여 AAMFT 윤리강령 제 2조에서는
‘부부 및 가족치료에서는 치료적 관계내의 클라이언트가 한 사람 이상일 수 있으므로 치료자는 독특한 비밀보
4) Od ell과 Stewart의 문제중심치료의 예로서, 어느 가족이 13세된 아이의 행동문제 (방을 안 치우고 숙제를 안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등)로 가족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 경우 그 아이의 행동개선으로 개입의 목표가 정해졌으며, 몇 번의 세션 후 아이
의 행동문제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치료자의 관찰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내 및 아이와의 정서적 교류가 거의 없으며,
가족에게 고압적 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부의 성역할 규정문제는 처음에 제시된 문제는 아니며, 이 가족은 여
기에 대해 현재로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Odell & Stewart는 가족이 정한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 윤리적
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시된 문제 이외에 더 변화시키고 싶은 것은 없는지 가족에게 물어보거나, 치료자 자신이 성역할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 만약 원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주제를 다
루는 것에 관해 명백한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상은 다루지 않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본다
(1993).
5) Odell & Stewart의 성장중심치료의 예로서,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여성이 치료에 홀로 왔는데, 남편이 아내의 자존감을 손상
시키는 식으로 대우하며, 부부치료를 거부하고 변화를 향한 아내의 노력을 비웃는다. 이 때 치료자가 윤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그녀가 원하는 모습이 됨으로써 (자기주장, 자존감획득) 결혼을 잃는 것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그녀에게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물을 수 있다. 이 때 Od ell & Stewart는 만약 아내가 이혼보다
는 변화없이 살겠다는 것을 선택하면 삶의 가치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아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변
화를 추구하기를 택하면, 이는 아내의 개인적 가치를 재규정하도록 치료자가 도울 것을 아내가 허락하는 것이므로, 가치변화
를 추구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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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책임을 가지며, 치료자는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을 존중하고 지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족치료
에서 비밀보장에 대한 원칙은 두 가지 상황으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상황은 가족체계 외부의 대
사회적인 면에서의 비밀보장이고, 두 번째 상황은 가족체계 안에서 가족원 사이에서의 비밀보장이다.
우선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비밀정보공개를 고려해야 하는 예외적 상황에 관해서는 AAMFT 윤리강령 제 2
조 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우, 사람에게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치료자가 자기의 치료 때문에 법정에서 피고가 된 경우, 이전에 서면으로 작성된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권리 포기서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들은 개별적 접근에서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
조항과 대개 일치한다.6) 이러한 상황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충성과 사회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사회에 대한 충
성이 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조건이 극단적 상황인지에 대해
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Reamer, 1987), 이에 대한 딜레마는 개별치료상황과 가족치료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두 번째 상황은 가족치료 특유의 상황으로서, 이는 가족치료에서는 근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여러 명이라는 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가족원들 사이에서 치료자가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것
이 개별치료에서의 비밀보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 때 필연적으로 윤리적 딜레마가 생기는데, 이는 가
족 대 개인의 욕구의 딜레마가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AAMFT 윤리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 본고에서는 가족치료의 실무상황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려
고 하며, 부부하위체계간, 그리고 부모-자녀하위체계간의 비밀보장 문제로 보다 세분화하여 알아보겠다.

1) 부 부간의 비밀보장의 문제

부부치료에서 비밀보장의 이슈가 복잡해질 때는 개별치료가 부부치료로 바뀔 때처럼 치료의 양식이 바뀌거
나 혼용될 때, 그리고 한 쪽 배우자가 숨기고자 하는 사실이 다른 쪽 배우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때
등이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쪽이 혼외 관계를 가진 부부가 부부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다른 쪽 배우자는 상
대방의 혼외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이를 지속한다면 이혼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몇 개
월 후 혼외관계를 가졌던 배우자는 치료자와의 개별세션에서 다시 혼외 관계를 시작했다고 고백했으며, 결혼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므로 부부합동세션에서 이를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때 치료자는 윤리적으로 어떻
게 해야 옳은가? 만약 치료자가 개인의 비밀보장을 준수하여 어느 한 쪽의 혼외 관계사실을 다른 쪽 배우자에
게 모르는 척하고 치료를 계속한다면, 이는 다른 쪽 배우자의 미래에 대한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감추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를 기만하고 그의 복지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아니면 치료자가 이 문제를 개방적으로 의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를 원치 않는 한쪽 배우자에 대한 비밀보장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는 안 된다. 또한 치료자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 사례를 중단하려고 하여도, 중단하는 이유를 부부에
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Margolin, 1982; Johnson, 1986). 이럴 때 가족치료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적
인가?

6) 개별 사회사업에서 비밀보장원칙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다. (1)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힘이 약한 가족성원 (아동, 배우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일어날 때, (3) 클라이언트가 사법체계
에 연루되어 사법체계에서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 등이다. 이러한 경우의 극단적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어쩔
수 없이 비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Ream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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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이 위반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비밀보장을 유지하는 것의 잠재적 결과가 비밀보장을 위
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오직 치료자의 판단이다. Margolin은 가족치료의
비밀보장의 딜레마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한 입장은 치료자가 각 가족성
원을 각각의 클라이언트로 생각하여 각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다. 어떤 가족치료자들은 가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가족성원 중 일부와의 세션을 의도적으로 가진다. 이 때 개인클라이언트가 드러낸 정보를 가
족합동세션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그 클라이언트가 이를 원치 않는다면, 치료자는 그 가족성원의 보밀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개
별면담을 통하여 치료자는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 가족원의 비밀을 지킴으
로써 다른 가족원과의 치료에 제한점을 가지고 가족치료 전체가 비효과적이 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입장은 치료자가 가족성원들 사이에 비밀이 없도록 하는 것, 즉 언제나 가족합동세션만 가지거나 개별세
션을 가져도 비밀보장은 없다는 것을 미리 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한 개인과의 연합관계를
방지하고, 치료과정이 덜 복잡해지고 개방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치료자가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며, 가족입장에서는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두 입장
의 중간입장으로서, 치료자가 일부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비
밀보장은 적용되지 않지만, 클라이언트가 어느 특정정보를 비밀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치료자가 이를 지
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Margolin, 1982).
이럴 때 위의 어느 입장을 택하는가 하는 것은 치료자의 선택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입장을 택하든
지간에 자기의 가족치료방식과 일관되는 비밀보장의 원칙 및 한계를 미리 결정하고, 이를 가족에게 정보를 받
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Margolin, 1982; Doherty & Boss, 1991). 만약 가족이 치료자의 비밀보
장에 관련된 정책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가족원은 잘못된 가정 위에서 행동할 수 있으므로, 치료 시작전에 미
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알리는 방식은 치료를 시작할 때 치료자의 비밀보장 정책을 설명한 양식을 나누어
주고 토의한 후 각 가족성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는 ‘고지된 동의’양식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어느 입장을 택하는가 하는 것은 임상적 기법에 관한 치료자 각자의 개인적 선택이다. 그러나 어
느 입장을 택하든지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의무이다. 사실 임상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은
치료적 관계의 신뢰유지라는 면에서 분리될 수 없다(Doherty & Boss, 1991). 비밀보장은 치료자-클라이언트 간,
그리고 부부간의 신뢰의 이슈와 관련된다. 치료자가 비밀보장의 원칙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으면 (따라서 신뢰
받지 못하면), 부부간의 신뢰를 악화시키게 되며 (Margolin, 1982), 따라서 치료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비밀유지의 원칙에 있어서 치료자의 명확한 입장이 견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어느 한 쪽 배우자는 실망
할지라도 치료자가 위의 입장 중 어느 한 쪽의 명확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것이 임상적 기법면에서나 윤리
적인 면에서나 옳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2) 부 모-자녀간의 비밀보장 의 문제

아동은 자기 권리를 이해하거나 지킬 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덜하기 때문에, 아동치료에서는 아동권리를 보
호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부각된다. 부모와 자녀간은 지위와 성숙도에서 차이가 나고, 부모는 자녀의 건전한 성
장발달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간의 비밀보장은 매우 어려운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우선,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가족치료자의 책임이다. 특히 자녀와 분리하여 부부하위체계의 경
계설정에 문제가 있는 부부는 부부간의 프라이버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를 놀라거나 화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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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정보를 자녀에게 알려줌으로써 자녀에게 정서적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
(Margolin, 1982). 그리고 부모로서의 실패를 치료세션에서 노출시키는 것 역시 부모의 권위를 손상시키므로 피
해야 한다 (Johnson, 1986).
그 다음 부모에 대하여 자녀 (아동 및 청소년)의 비밀보장원칙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이다. 치료자가 자녀
와 개별세션을 가질 때 비밀보장의 원칙은 성인클라이언트와 마찬가지로 미성년클라이언트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치료자는 부모의 관심에도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모의 원조가 자녀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자녀가 치료자에게 말한 내용에 대해서 부모가 알 권리가 있는가는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개별세션에서 드러낸 내용을 어느 정도 부모에게 알리는가는 치료자에게 딜
레마이다. 특히 사춘기자녀와의 상담내용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에 대한 문제는 청소년의 독립성과 개별성, 그
리고 치료자와의 관계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청소년과의 개별면담에서 그 청소년이 약물을 사용
하는 것을 치료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만약 이를 치료자가 부모에게 알린다면 청소년과 치료
자의 치료적 관계가 손상될 것이며, 부모로부터의 청소년의 독립성은 침해받을 것이다. 반면 이를 부모에게 알
리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의 약물중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원조할 수 있는 부모라는 자원이 제한됨으로 인하
여 청소년의 복지에 위배될 수 있다. 이 때 치료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청소년과 가족을 위하여 보다 윤리
적인가?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서는 부부간의 비밀보장문제와 마찬가지로 자녀와의 개별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자녀
및 부모와 함께 자녀와의 개별세션의 어떤 정보가 부모와 토의될 것인지를 미리 동의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즉 비밀보장의 제한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Margolin, 1982).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와의 세션에서 무슨
일이 오고 갔는가를 알 권리가 있는가? 있다면 무슨 정보를 얼마나 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가? 자녀는 어떤 정
보는 부모에게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치료자,
부모, 자녀가 함께 협의하며, 협의된 내용을 ‘고지된 동의’ 양식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고지된
동의는 가족치료의 윤리적 실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4. 고지에 입각한 동의 (informed consent)에 관한 문제
고지에 입각한 동의라는 것은 인간은 치료에 자유롭게 동의해야 한다는 상식적 생각 이상의 것으로서, 클라
이언트가 자기가 받을 치료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알고 이에 근거를 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즉 치료자
가 클라이언트와의 치료 시작 전에 치료에 관한 정보를 미리 주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AAMFT 윤리강령 제 1조의 ‘원조를 청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수단이 된다 (Haverkamp
& Daniluk, 1993).
치료자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받을 때 클라이언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즉 Bray,
Shepherd와 Hays (1985)에 의하면, 클라이언트는 동의여부를 결정할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발적으로
행해야 하며, 자기가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충분한 설명이 주어져야 한다 (Haverkamp &
Daniluk, 1993 재인용). 이러한 원칙은 개별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가족치료상황에서의 문제는 모든
가족원들로부터 각각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 때 치료에의 참석을 원치 않는
가족원이 있을 경우, 그리고 아동의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딜레마가 된다.
우선 전자의 경우 치료자는 치료에의 참석을 거부하는 가족원의 참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결국은 그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치료자의 이론 및 기법적 선택에 있어서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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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족원을 반드시 함께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치료자의 경우에는, 가족원 중 일부가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가족치료 자체를 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런 경우, 치료받기를 원하는 다른 가족원의 욕구에 대해서는 어
떻게 해야 윤리적일 것인가? 이에 대해 Doherty와 Boss (1991)는 그러한 원칙의 치료자라면, 가족의 일부도 만
나는 다른 가족치료자의 명단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윤리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치료를 받기 원하
는 다른 가족원의 욕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의뢰체계가 필요할 것이
다.
또한 판단능력이 있는 모든 가족원에게 다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아동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최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치료에 대한 아동의 고지된 동의의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성적 결정을 할 판단능력이 있다고 간주된다
(Haverkamp & Daniluk, 1993). 그렇다면 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Margolin (1982)은 고지된 동의의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서면 동의절차를 밟으라고 압력
을 가하지 말 것, 그리고 아동의 이해능력에 맞게 고지된 동의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라도 설명해 줄 것을 제안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 및 판단능력에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실제 임상현장에서 어떤 아동에
게 얼마만큼 고지된 동의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지는 계속 치료자에게 어려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사료된
다.

IV. 결론 및 제언

1. 가족치료자의 가치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가족치료실천현장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에 있어서 치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쪽보다 바람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
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안내해 줄 전문직의 구체적 규범은 존재하지 않고, 결국 선택은 치료자의 개인적 가치
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치료자의 개인적 가치가 치료과정,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치료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가치, 혹은 편견에 따라서 치
료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자가 자기의 개인적 가치의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따라서 치
료자가 가족에게 자기 편견의 영향을 줄이는 길은 치료자가 자기자신의 믿음과 가치의 편향을 자각하는 것, 그
리고 자기가 어떠한 가치를 치료과정에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가족치료의 가치에 관해서 논할 때 치료자의 개인적 가치에 덧붙여 그 사회문화에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족치료에서 다루는 여러 이슈들은 가족원의 가치 및 치료자의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형성하는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Johnson, 1986). 따라서 가족치료자는 자기가 속한
사회의 가치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문제에 대한 개입과정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가치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때로 치료자는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가 가치를 두지 않는 변화
(예를 들면 이혼)를 촉진할 우려 (Odell & Stewart, 1993)도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며, 모든 가족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가치란 없고, 건강한 개인, 결혼, 가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진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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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개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이 반영된 전문인로서의

가치관으로 정리하여, 전문인로서의 자신의 가치판단기준 및 윤리적 원칙 등을 정리해 놓아야 할 것이다 (양옥
경, 1993). 치료자는 자기의 가치와 믿음만을 고수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의 가치와 믿음을 무시하고 가족의 가
치와 목표를 다 수용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권고는 다음과 같다 (Odell & Stewart, 1993;
Margolin, 1982; Doherty & Boss, 1991).
첫째,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임상실천과정에서 효과적인 가족치료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는지를 끊임없이 주
의 깊게 살핀다. 자기의 가치관이 임상적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 치료자는 자기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이 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가치에 민감한 사례에 대해서는 동료 혹은 슈퍼바이저와 의논하도록 한다.
둘째, 치료자의 가치와 클라이언트의 가치가 일치하는 않는 경우, 치료자의 가치에 반대하는 클라이언트를
비하하기보다는 그의 권리가 존중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한다.

특히 가족성원들간에 가치갈등이 있을

때 치료자의 개인적 가치가 그 중 한 명에게 기울어지는 경우에, 치료자와 다른 가치를 가진 가족원과의 치료
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한다. 물론 부부 및 가족치료의 원칙은 가족원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고 각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전히 중립적 입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경우 치료자
와 가족원간의 가치갈등은 서로의 관점을 넓혀 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만약 가치갈등이 너무 심하
면, 다른 치료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접수 과정에서 치료자의 가치 (건강한 개인, 부부, 가족에 대한 치료자 개인의 가치), 그리고 치료자의
가족치료수행원칙 등을 알리는 서류를 치료시작 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주고, 여기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토의
하도록 한다. 앞에서 밝힌 대로 치료자의 가치입장을 ‘고지된 동의’ 양식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다른 치료자를 원하면, 다른 치료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다 윤리적이고 효과
적인 가족치료실천을 위해서는 ‘고지된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하므로 다음에서는 그 절차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겠다.

2. 고지에 입각한 동의 절차
고지에 입각한 동의절차는 윤리적인 가족치료실천에서는 필수적이다. 이 절차에는 비밀보장의 제한, 치료의
목표 및 절차, 치료자의 역할 및 전문적 자격, 치료에서 예상되는 불편 및 위험, 치료에서 예상되는 혜택, 비슷
한 혜택을 가진 대안적인 치료에 대한 정보를 서류양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Margolin, 1982; Doherty
& Boss, 1991; Haverkamp & Daniluk, 1993). 그 외에도 고지에 입각한 동의의 절차와 목적, 이 절차에 대한
질문은 언제든지 대답될 것이라는 점, 클라이언트는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치료참석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진술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Margolin, 1982).
이러한 고지에 입각한 동의절차를 행할 때, 여태까지 본고에서 논의가 되었던 이슈들에 대한 치료자의 입장
을 포함시키면 훨씬 윤리적 딜레마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족치료자가 가족 대 개인의 욕구의 딜레마에
서 어느 입장을 택하는지, 가족의 가치와 치료자의 가치가 다른 경우 어느 입장을 택하는지, 가족원간의 비밀
보장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를 원치 않는 가족원 및 아동의 경우 고지된 동
의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하여 미리 알린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치료의 단기적 결과로 가족
원들에게 정서적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치료자의 가치에 따라서 때로는 가족의 보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등의 위험부담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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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받는 절차는 구미에서는 표준적인 임상적 실천 절차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본질적으
로 힘이 불균형한 치료자-클라이언트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며 (Haverkamp & Daniluk,
1993), 소비자로서의 클라이언트의 권리보호, 그리고 심리치료실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한다 (Doherty & Boss, 1991).

이러한 절차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치료자의 임상활동에

대한 법적 분쟁시에 치료자를 보호하는 구실도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소비자권리 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고지에 입각한 동의절차가 보다 널리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3. 발전을 위한 제언
여태까지 가족치료자가 당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윤리적 딜레마는 너무 어려워서 명확
한 해결방법에는 도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명백한 답은 없다. 그러나 가족치료가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전문직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며 (Reamer, 1983),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하여 전문직이 향상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치료자 양성의 공식적인 교육과정 안에 가족치료의 윤리와 가치에 대한 교과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윤리와 가치에 대한 훈련은 구체적이고 사례 중심적이며 토의위주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훈련
지침서 개발 및 보급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우리 나라에서도 가족치료윤리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가족치료 발달 과정을 돌이켜
보면, 그 동안에는 가족치료의 각 모델들의 이론과 기법을 소개하기에 치중하였다. 이제 가족치료의 보급이 어
느 정도 정착된 지금, 윤리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윤리강령 제정은 이를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
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윤리강령이 모든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윤리적 문제에 대
한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근본적인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윤리강령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크다고 하
겠다.
셋째, 가족치료의 윤리와 가치문제에 대한 토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윤리적 딜레
마에 대한 대답은 없다. 그러나 치료자가 딜레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갈등을 많이 겪을수록 옳은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며, 따라서 좋은 치료자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이에 대한 토의가 활성화되어야만 가
족치료전문직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시한 여러 이슈들, 그리고 건강한 가족에 대한 치료자 개
인의 가치와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해서 보다 활발한 토의와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실무에서 가치와 윤리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인 슈퍼비젼이 이루어져야 한다. 슈퍼비젼이라고 할 때
보통 사례의 문제를 사정하고 개입하는 방법에 대한 임상적 기법의 면에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슈퍼비
젼에서 그 사례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이슈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한 슈퍼바이저 교육이 필요하
다.
다섯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윤리적인 가족치료실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고지된 동의를 위한 서류양식이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고지된 동의양식에는
가족치료자의 가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접수과정에서 고지된 동의양식을 통해 그 가족치료자가 자기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클라이언
트는 다른 가족치료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의뢰체계가 기관간에 확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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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곱째, 가족치료의 윤리 문제에 대한 토의가 앞으로는 문제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 배우자학대, 성폭력, 가해자 치료, 부부간의 혼외관계문제, 알콜중독, 청소년의 약물중독
등 문제영역별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토의와 연구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여덟째, 앞으로는 법률에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 아동학대신고제도에 관련된 문제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문
제), 연구조사에 관한 문제, 전문직의 조직에 관련된 문제, 훈련과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윤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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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Values and Ethical Dilemmas in Family Therapy

Eun Joo Lee
(Kkottongnae Hyundo University)

Since family therapy was introduced to Korea in the 1970s, its development tended to focus on theories
and techniques with little attention on values and ethic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family therapists to
promote more interest and sensitivity in values and ethics for the maturity of the profession,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starts with the examination of the definition of the terms and the

limitations of AAMFT code of ethics and then discusses several basic ethical dilemmas which many family
therapists tend to face in their clinical practices. First, the dilemma of family versus individual needs,
which comes from the very mode of family therapy itself, is discussed. It is followed by the dilemma of
value differences between the therapist and client, especially in terms of marital status, sex roles, and
others. Third, issues of confidentiality between spouses and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re discussed.
Forth, issue of informed consent is discussed. For each dilemma, different ways to approach the dilemma
and controversies over such approaches are discussed. Since there is no clear answer on how to solve these
dilemmas, the choice over the most appropriate approach is based on the therapist's personal values and
attitudes. In that sense, the importance of self-awareness of the therapist's own values, referral, and
procedures of informed consent are discussed. Finally,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to make the profession
of family therapy more ethical and m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