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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치료의 새로운 접근: 관용과 수용

김중술† 조두영 홍강의 조수철 신민섭 류인균 유성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부부관계 갈등에 대한 전통적인 행동주의적 치료 개입은, 주로 원하지 않는 행동의 감소 및 바
람직한 행동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행동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통합행동적
부부치료는 Neil S. Jacobson과 동료들이 발달시킨 것으로, 부부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
면서 ‘정서적 수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치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부들에게 치료적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통합행동적 부부치료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을 강조하는 ‘변화와 수용’의 개념을 소개하고, 부부관계의 갈등 및 치료
적 변화에 대한 설명 모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임상장면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부부관계
갈등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행동적 변화 및 정서적 수용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치료전
략을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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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행동적 부부치료(IBCT: Integrative Behavioral

다고 주장하고 있다.

Couple Therapy)는 기존의 행동주의적 심리치료
양식을 부부(married couple)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부부관계의 갈등에 대한 설명모형

확장한 것이다. Jacobson 등(1979, 1986), Stuart
(1980) 등의 일련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

기존의 행동주의적 모델들은 부부관계의 갈등

행동적 부부치료는 부부 혹은 커플의 문제를 행

에 대한 설명을 위해 소위 ‘기능적 분석(functional

동주의의 강화원리(reinforcement principle)를 통해

analysis)’이라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는 관계 속

개념화하면서 부부간의 문제에 개입하려고 시

의 개인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관

도한다. 여기에는 부부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평

계의 어떤 측면들이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

가방법들(질문지법, 관찰법 등)이 포함되며, 행

향을 받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도록(identifying) 돕

동교환(behavioral exchange)이나 의사소통 훈련

는 것이다. 행동주의 이론들이 인간행동의 원인

(communication training) 및 문제해결 훈련(problem-

으로 외부환경의 영향을 강조한다는 것은 주지

solving training)과 같은 전통적인 치료전략들도

의 사실이며, 또한 이들은 인간 자체가 행동-환

포함된다.

경간의 상호교류에서 인과적인 기여를 한다고

그러나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는 기존의 행동

보는데, 이를 부부(혹은 커플)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의적 접근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볼 때는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 해결 기술(conflict

우선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는 그 개입의 범위를

resolution skill)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만일

결혼한 부부에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양자관

부부(혹은 커플)가 이런 기술들을 적절히 가지고

계(dyad)로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함께 살지는

있지 않다면, 그들은 상호 피해를 주는 교류를

않지만 친밀한 애정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커플

하게 되고, 관계에 대한 만족감에 악영향을 주고,

들과 심지어는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동성애 커

장차 이 같은 기술이 더 발휘되지 못할 것이라

플도 포함된다. 둘째로,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는

고 가정된다.

‘수용(acceptance)’이라는 개념을 행동주의 이론과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출현하고 발달하는 양상

통합하고 있다. 기존의 행동주의 접근에서는 배

에 대한 설명에서도,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는 개

우자(혹은 파트너)의 행동과 커플 상호간의 차이

인의 배우자 선택이 각 파트너의 유전적 소인,

를 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략보다는 바람직하고

만남 이전의 개인의 과거력(learning history), 관계

배우자가 원하는 행동으로 변화(behavioral change)

속에서 제공되는 상호 강화 등에 의해 이루어진

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통합 행

다고 가정하며, 이 같은 선택 이후에 결혼과 같

동적 부부치료는 행동변화에 대한 전통적인 강

은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이런 관계가 유지

조와 수용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

되는 것은 상술한 요인들과 다양한 강화물들 간

하며, 오히려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에 강화물은 관계-외적인 이득과 관계-내적인 이

배우자(혹은 파트너)의 행동을 수용하도록 이끄

득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외적인 이득은 특정

는 절차들에 의해 기존의 치료에서 도움을 받을

한 파트너가 지니고 있는 부, 지위, 명예와 같은

수 없었던 커플들에게 치료적 도움을 줄 수 있

것들이고, 내적인 이득은 정서적 지지,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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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성적인 만족과 같이 배우자와의 상호교류

수의 감소나 말다툼의 증가와 같이 관찰가능한

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이에 더해 실제적인 처

현상들의 기저에는 사랑과 지지, 가치의 부족이

벌 혹은 잠재적인 처벌과 같은 기제도 중요한

라는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자리잡고 있을 수 있

역할을 한다.

으며,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진정하고 중요한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서로간에 큰 만족을 주

치료적 변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다.

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지 못
하고, 만족 없이 같이 살아가는가에 대해 의문

기능적 분석

을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발달론

따라서,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는 대안적으로

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첫째로, ‘강화부식

기능적 분석을 통해 특정행동의 선행조건, 행동

(reinforcement erosion)’에 의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 결과 등을 탐색하고, 변화에 뒤따르는 행동의

파트너가 제공하는 강화물의 가치가 감소할 수

변산을 고려하여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 습관화

적인 변인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부

되거나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과거에는 새롭고

부(혹은 커플)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능적 분석에

흥분되는 경험이었던 것들이 평범하고 관습적인

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

것으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아무

에 치료자가 부부(혹은 커플)의 문제를 초래하는

리 배우자 선택과정에 신중을 기하였다하더라도

상황이나 행동을 직접 관찰할 수 없고, 그들의

사소한 습관이나 의견 차이는 물론 다양한 개인

보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치료 회기

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접촉과정에

내에서 치료자의 직접 관찰이 가능하지만 이는

서 양립불가능한 불일치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이

극히 제한적인 것이다. 둘째, 개인의 과거력이

다. 셋째로, 삶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일

개인에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동일한 기

치한 점들이 일반화된다.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

능을 하게 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

와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넷째로, 각

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제한점은 치

배우자의 개인 생활들에서 새로운 불일치점들이

료자가 부부(혹은 커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생겨나기도 한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배우자 사

끼칠 수 있는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의 불일치는 강화를 주고받는 과정에 지대한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인을 찾아내기 위해 부부

영향을 주게 된다.

(혹은 커플)의 삶을 변화시켜보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어려운 일이고, 결정적인 변인을 잘
못 파악하고 개입을 통해 변화를 유도했으나 만

치료적 변화에 대한 설명모형

일 실패할 경우에는 더 이상 긍정적인 치료관계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는 부부(혹은 커플) 문제

가 유지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에 대한 기존의 행동주의적 접근들이 상호교류

이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부부(혹은 커플)

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들을 다루지 못하고, 자

들은 치료자가 결정적인 변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보고형 질문지나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쉽게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스스로 결정적인 변

파악되는 비교적 사소한 관계의 파생물들만을

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다루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성관계 회

제공하는 정보는 치료자에게 서광을 주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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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관계에 대

치료적 개입의 전략

한 적절한 설명보다는 일종의 고발(accusation)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런 고발은 한 쪽 배우자

변화

가 다른 배우자의 행동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부부(혹은

상을 띠고, 대체로 광범하고 과장되고 과잉 일반

커플)의 행동변화를 이끄는 두 가지 주요한 방법

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결정적인 변인보다는 그

이 있는데, 행동교환(behavioral exchange: BE)과 의

에 의한 파생물에 가까운 내용일 수도 있다. 따

사소통 및 문제해결 훈련(communication/problem-

라서 숙련된 임상가는 내담자가 제공하는 정보

solving training: CPT)이 그것들이다.
행동교환은 어떤 행동이 강화 혹은 처벌되는

들을 잘 분류하고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를 확인하고, 그 빈도를 바꾸도록 직접 개입
부부문제에서 정서(affect)의 가치

하는 전략이다. 여기서는 행동과 그 결과간의

부부 관계의 곤란과 관련된 결정적인 변인을

관계와 수반성(contingency)에 대한 기능적 정의

찾는데 있어 그들의 감정표현은 중요한 단서를

(functional definition)가 이루어진다. 대체로 행동교

제공한다. 종종 격한 화냄, 적대감, 분노감 등이

환은 갈등적인 문제에 대한 부부간의 타협안을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이보다 좀더 부드러운 형

만들 수 있도록 도우며, 이들 관계의 긍정성을

태의 슬픈 감정이 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

증가시키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의 초반에 수행

가 많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상실을 반

되며, 이후 점차로 갈등 영역 밖의 문제로 옮겨

영하는데, 만일 내담자들이 치료자의 제안에 쉽

가게 된다. 내담자들은 잠재적으로 (긍정적) 강화

게 동의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한다면, 치료자는

를 제공하는 행동들을 확인하고, 이를 증가시키

결정적인 변인을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록 유도되며, 치료자는 이들이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강화하고, 변화된 행동들은 자연적인 수반

정의, 구체화, 주제

성을 획득하게 되고 지속된다.

일단 부부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훈련을 통해서, 내담자

각되는 잠재적으로 결정적인 변인이 확인되면,

들은 자신들의 갈등에 대해 비처벌적인 방식으

치료자는 이를 관찰가능한 형태로 정의하고 구

로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비처벌적인 해결방안

체적인 행동에 조준해야 한다. 잘 정의되고 구체

을 타협하도록 이끌어지며, 관계를 긍정적인 방

적인 행동은 훨씬 쉽게 이해될 수 있고, 변화가

향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필요한 분명한 표적(target)을 설정하기 쉽게 하기

훈련은 현재 부부(혹은 커플)가 당면하고 있는

때문이다. 또 치료자는 각 배우자가 지닌 다양한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에

불만들의 핵심주제를 파악해야 하는데, 주제를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파악하면 각 파트너의 반응양식들을 알 수 있고,

기술을 습득하게 돕는 것이다. 내담자들은 갈등

내담자에 의해 언급되지 않은 다른 불만 영역들

적인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타협안을 내놓고, 변

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불만들

화에 대한 계약 혹은 동의를 얻게 된다. 치료자

의 공통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이들을 강화하고, 자연적인 강화물들이 부부
간의 계약을 유지시키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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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수용(Emotional Acceptance)

이용해 평가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부부 갈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에서 정서적 수용은 바

등의 심각성 평가에서 보통 정도의 문제가 시사

람직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혹은

된다면 정상적인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가 시도

파트너가 요구하는 것만큼의 행동 변화가 일어

되지만, 만일 부부관계가 위기상황이거나 일련의

나지 않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을 말한

평가단계를 거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다. 정서적 수용이 이루어지면, 과거에 공격적이

라면,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고 받아들일 수 없고 비난 받을만 했다고 여겨

둘째, 부부(혹은 커플)의 관계에 대한 몰입 수

졌던 행동들이 이제는 이해할 수 있고 참을만

준을 평가해야 한다. 보통 관계에 대한 몰입의

하며, 바람직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행

정도는 부부관계의 갈등 수준과 반비례한다고

동이라고 여겨지게 된다. 기존의 행동주의 접근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부부(혹은 커플)는 높은

들이 변화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통합 행동적 부

몰입 수준을 지닌 채 심한 갈등에 빠져있을 수

부치료는 수용과 변화의 균형을 강조한다는 점

도 있고, 반대로 몰입도 적고 갈등도 적은 경우

이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이다.

도 있을 수 있다. 몰입 수준에 대한 평가는 치료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의 입장에서는 정서적

자로 하여금 내담자의 치료 의지를 대략적으로

수용도 일종의 변화이며, 다만 그 수준이 다른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 때는 개별적인 면담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정서적 수용과 행동 변화

실시하는 것이 좋다.

는 서로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 정서적 수용의

셋째, 이 부부(혹은 커플)의 갈등적인 이슈가

주된 목표는 행동의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부부

는 것이 아니며, 파트너의 행동에 대한 상대의

관계의 갈등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

반응을 바꾸는데 있다. 내담자들은 파트너의 행

과 더불어, 각 파트너가 문제에 대해 지니고 있

동에 대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는 입장 혹은 시각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행동이 불쾌한 것이기는 하지만 파트너의 통

넷째, 위에서 찾아진 이슈가 이 부부(혹은 커

합된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갈등을 해

플)에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평가해야 한

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다. 여기서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까지 부부(혹은 커플)이 시도했던 노력이 무엇이

치료에 앞서 평가해야 할 것들

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들이 문제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는 통상적으로 3-4회기

왔는지, 혹은 서로 불평하면서 계속해서 말다툼

정도의 평가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시기 동안

을 해왔는지, 한 파트너가 상대방에게 변화하기

치료자는 다음의 6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를 강요했는지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된다.

있다. 치료자는 갈등적인 요소에 대한 논쟁이나

첫째, 이 부부(혹은 커플)가 얼마나 고통을 겪
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부부 갈등의 심각성

상호교류에서 발생하는 악순환적인 양상에 민감
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을 평가한다. 보통 부부(커플)를 함께 면접함으로

다섯째, 부부(혹은 커플)를 한 데 묶어주는 강

써 갈등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고, 질문지를

화요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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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치료

계의 초반에 이들이 서로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것이고, 반대로 서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

것은 치료의 자원이 되고 변화의 주요소가 되므

하고 저마다 자신이 무고한 희생양인 것처럼 주

로, 치료자는 두 사람이 서로 어울리게 된 계기

장한다면 수용을 촉진하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가 무엇인지, 호감을 느낀 상대방의 특징이 무엇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대부분의

이었는지 등을 탐색해야 한다. 또 과거에 부부간

경우, 치료의 초반에 협력적 마인드를 형성하는

의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잘 해결했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서적 수용과 관련된 전략

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당면한 문제해결에 중

들이 동원되는 경향이 잇으며, 이 점이 전통적인

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행동주의 접근과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간의 차

마지막으로, 치료를 통해 부부(혹은 커플)에게

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평가해야 한다. 통

뒤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정서적 수용을 촉

합 행동적 부부치료의 목표는 행동의 변화와 정

진하기 위해서는 치료자의 중재에 힘입어 자신

서적 수용을 잘 조합하는 것이다. 상호간의 차이

들의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수용하고, 이런 차이를 다룰 수 있는 변화를

대화는 크게 네 가지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①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형적으로 행동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 ②문제를 촉발시키

변화는, 갈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방적이고 서

는 상황에 대한 대화, ③ 문제를 잘 드러내는 최

로 비난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포

근의 부정적 사건에 대한 대화, ④ 비록 효과적

함하며, 상대방의 특정한 요구에 맞추는 작업을

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함한다. 치료자는 평가단계에서 어떤 종류의

이들이 시도했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대화가

정서적 수용이 필요한지를 파악함과 더불어 내

요구된다. 이런 대화 과정은 결국 부부관계의 긍

담자들이 서로를 위해 어떤 행동을 변화시킬 수

정적 변화를 바라는 두 사람간의 협력적 마인드

있을지를 파악해야 한다. 즉, 각 파트너의 변화

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와 수용에 대한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에 의하면, 개인이 지니고 있는 변화할 수

구체적인 치료 전략과 기법

있는 역량은 심각성의 정도, 이혼 가능성, 성관
계의 중단 정도, 전통적인 성역할 구도와 부적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가
추구하는 두 가지 큰 틀의 치료전략은 행동의

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변화와 정서적 수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에서, 긍정적인 치료적

져 있다. 다음에서는 각각 행동적 변화와 정서적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의 갈등에 대해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적 전략을

파트너 각자가 서로 책임이 있고, 관계를 향상시

간단히 기술하였다.

키기 위해서는 둘 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을 공유하는 협력적 마인드(collaborative set)를 형

행동적 변화를 촉진하는 전략

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부부(혹은 커플)가

행동적 변화를 위한 직접적인 전략에는 크게

서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수 있다면, 행동변화

행동교환과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훈련이 포함

를 위한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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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교환(Behavioral Exchange).

치료자를 찾

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행동을 할 사람은 받을

아온 부부(혹은 커플)들은 대개 서로에게 만족을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이 관계를 향상시킬

주거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수 있을지를 고려하게 된다. 다음으로, 구체적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전 관계양상과 비교했을

로 선택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과정이 진

때, 서로가 강화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소실되었

행된다. 예를 들어, 사랑의 날(love day)이나 보살

다고 볼 수 있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덜 하고,

핌의 날(caring day)과 같은 것을 만들고, 한 파트

이로 인해 상처받거나 분노를 느끼고 있을 수도

너가 상대를 위해 가능한 많은 방법으로 원하는

있다. 행동교환의 한 가지 목표는 각 파트너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이 때 치

‘최소의 비용(minimal cost)’을 들여서 서로 강화할

료자는 그냥 많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수용자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곤경에 처해있는 부부

로 하여금 특정한 요구를 하도록 격려하는데, 이

(혹은 커플)에게 즉각적인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

를 통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를 강화할 수 있는 바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한편 특정한 요구

직한 행동들을 확인하고, 그런 행동의 빈도를 증

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행

가시키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동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데,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부부(혹은 커플)는

그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도록 이끄는 것도 중요

뒤이을 치료단계에서 당면하게 될 서로간의 양

한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수용자가 강화를 주게

립불가능한 불일치점들을 보다 나은 시각에서

함으로써 이런 행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돕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처럼 강화를 유도할 때는

치료 초기에 즉각적인 만족과 위안을 얻기 위

치료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이런 과정

해서는 각자가 원하는 행동들을 확인해야 하는

을 거치면서 부부 각자가 행동의 변화를 위해

데, 이 때 원하는 행동들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

서는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주는

요해지고, 행동교환의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가 나타날 수 있다.

이어야 한다. 최소의 비용이 드는 행동들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ㄱ) 이런 행동들은 상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훈련(communication /

호간에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ㄴ) 새로

problem-solving training).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운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어야 한다,

훈련의 목표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상

ㄷ) 대체로 부정적인 행동을 줄이기보다는 긍정

호간의 의사소통 기술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비판이

것이다.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과

나 비난을 줄이는 것보다는 칭찬을 늘이는 것이

이로 인해 만족을 얻는 것도 유용하지만, 더 중

더 쉽고, 행동을 억압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동을

요한 것은 필연적으로 미래에 발생하게 될 문제

하는 것이 더 눈에 띠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서 적절한 문제해결 기술을 발휘할 수 있

이 같은 행동교환의 단계를 도식화해 살펴보

도록 훈련시키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면, 우선 행동교환의 대상이 될 표적을 선택하는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훈련은 행동교환과 크

것이다. 잠재적인 수용자(receiver)가 원하는 행동

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우선 행동교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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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내용중심적인데 반해 의사소통 및 문제

앞서 언급한 문제 정의 단계와 문제 해결 단

해결 훈련은 과정중심적인 방법이다. 둘째, 행동

계에도 각각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 우선 문제

교환은 치료자의 지시에 의해 새로운 행동을 부

정의 단계에 고려해야 할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추기는데 반해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훈련은 부

① 상대의 이야기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부(혹은 커플)간의 대화, 협상, 기술습득의 과정

이를 언급하도록 한다. 칭찬의 보자기에 싸서 표

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이끌어낸다. 셋째, 의사

현하라는 것이다, ② 각자가 자신의 문제를 구체

소통 및 문제해결 훈련은 행동교환보다 더 많은

적, 기술적, 행동적인 용어로 표현하도록 훈련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켜야 한다, ③ 비교적 한정된 문제에 대해 자신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에서는 논쟁과 의사소통

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④ 각자는

및 문제해결 훈련간의 중요한 차이점도 교육한

갈등적인 문제를 지속시키는데 자신이 어떤 역

다. 치료자는 논쟁은 공격과 방어로 특징지워지

할을 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손바

는 양자간의 경쟁적인 대결이지만, 의사소통 및

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점을 아는 것이다,

문제해결 훈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간

⑤ 그들의 문제를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어야

의 협동적인 노력과정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부

하는데, 이를 통해 결국 문제를 정의하게 되는

부(혹은 커플)에게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훈련

것이다.

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제 정의(problem

문제 해결 단계에서 고려할 지침들은 다음에

definition)’와 ‘문제 해결(problem solution)’을 구분

기술하였다; ① 이 단계에서 논의는 문제를 더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문제 정의 단계 동안, 부

정교화하는 것보다는 해결책을 찾는데 중점을

부(혹은 커플)는 자신들의 문제를 구체화하여 공

두어야 한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과정

식화하게 된다. 다음의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부

에서 나온 해결책들을 각자의 이익과 손실에 비

부(혹은 커플)가 가능한 해결책들을 직접 도출해

추어 평가해본다, ③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논의

보고, 이에 관해 서로 협상하게 되고, 특정한 해

는 상호 협의와 화해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책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효과적

④ 이 과정에서 얻어진 합의점은 구체적인 것이

인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훈련을 위해서는 부부

어야 하고, 기록되어야 한다. 부부(혹은 커플)가

가 성급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치료자가 잘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훈련에 익숙해지기 위해

막아주어야 한다.

서는 교육과 피드백, 행동시연 등과 같은 방법들

위와 같은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훈련을 수행

이 동원될 수 있다.

하는 데는 몇 가지 지침이 있다. 첫째, 부부(혹은
커플)는 한 번에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논의

정서적 수용을 촉진하는 전략

해야 한다. 둘째, 각 파트너는 상대방의 생각, 동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에서는 정서적 수용을

기, 태도, 감정 등이 어떨 것이라고 추론하지 않

촉진하기 위해 크게 다음에 기술하는 네 가지의

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한다. 셋째,

전략들이 동원된다. 앞의 두 가지 전략에서는,

각 파트너는 상대의 의견에 부연하거나 이를 종

갈등적인 문제를 (서로가 고통받게 되는 이해할

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이끌어져

수 있는 딜레마와 같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야 한다.

경험하도록 도움으로써 수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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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뒤의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는, 파트너의 행

는 점이 다르다. 또 내담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동에서 부정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용이 증가된

대해 이야기할 때, 보다 ‘부드러운’ 감정이나 생

다고 가정한다.

각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는데, 보다 ‘강한’ 자기
공개와 비교할 때 이런 부드러운 자기 공개는

문제에 대한 공감적 참여(empathic joining)를

파트너에 대한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통해 정서적 수용을 촉진하는 전략. 치료자를

다. 이런 부드러운 감정에는 상처받은 느낌, 두

찾아온 부부(혹은 커플)들은 서로의 행동에 의해

려움, 실망, 불신, 위험, 불확실함 등이 포함된다.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강한 자기 공개는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

이다. 혹자는 파트너를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기

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이뤄질 수 있지만 파트너

만적인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 또

를 비난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상대가 들어주기

다른 사람은 파트너가 정신적 혹은 정서적인 문

어려운 면이 많다. 이에 반해 부드러운 자기 공

제를 지닌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을 수도 있으며,

개는 수월하지는 않지만, 상대가 듣기에는 분명

혹은 말이 안 통하고, 사랑할 수 없고, 친해지기

히 보다 편한 면이 있다.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어내는 것은 부드러운 자기 공개이고, 이는 서로

맥락에서 파트너를 바라보는 것은 상대에 대한

간의 친밀성을 촉진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므로

정서적 수용을 무척 어렵게 만든다. 어떻게 이처

치료적이다. 따라서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에서는

럼 나쁘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부적절한 파

서로가 자신의 부드러운 면을 공개할 수 있는

트너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상적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자들은 정서적 수용을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에서 부드러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서로

강조하는 것은 Greenberg와 Johnson (1986)의 정서

가 겪고 있는 고통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시 개

중심적 부부치료에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에

념화할 것을 강조한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

관심을 갖는 것과 유사하지만, 후자에서는 분노

하고 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요구

나 적개심과 같은 강한 감정들에 초점을 둔다는

된다. 때로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자들은 다음과

것과 차이가 있다.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는 고통

같은 공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

이나 상처, 실망과 같은 부드러운 감정들이 결국

Pain + Accusation = Marital Discord

에는 분노나 적개심과 같은 강한 감정들과 연관

Pain - Accusation = Acceptance

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부인이나 최소
화 없이 종국에는 이를 편안히 다룰 수 있게 된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자들은 내담자의 문제

다고 가정한다.

에 대해 이야기하는 새로운 방식을 교육한다.

다른 한 편으로 듣는 이의 행동에 대해 생각

즉, 상대방의 경험을 추론하여 이야기하지 말고,

해 볼 필요가 있다. 파트너가 자신의 경험들에

자기 스스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강

대해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동안

조한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나-전달법

듣는 상대방은 방어나 설명, 반증, 반박을 할 필

(I-statement)’과 유사한 방법이지만 통합 행동적

요를 덜 느끼게 되고,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부부치료에서는 문법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둔다

되며, 치료자의 도움을 통해 방어적인 태도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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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수 있게 된다. 또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에

어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부

서는 파트너의 이야기에 부연하고 이를 반영해

터 거리를 두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주는 등의 적극적인 경청(active listening)을 격려

한다.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왜곡이 일어나

이런 거리두기(detachment) 작업이 잘 진행되면,

는지, 어떤 부분에서 대화가 단절되는지를 알 수

부부(혹은 커플)는 자신들의 문제와 비건설적인

있게 되며, 치료자가 지속적으로 대화의 방법을

상호교류의 결과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다양

교육하고 문제를 재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에

한 사건들간의 관계에 대해 통찰을 얻을 수 있

대한 수용이 가능해진다. 내담자들은 전에는 경

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부(혹은 커플)는 상대방

험하지 못했던 무언가 즉, 치료자의 시각을 얻게

을 비난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상호교류에서 자

될 수 있는데, 보다 더 수용할 수 있으면 논쟁을

신이 했던 비건설적인 역할을 인식할 수 있게

더 쉽게 끝낼 수 있게 되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

된다. 이처럼 자신들의 문제를 이해할 능력이 생

으며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기는 것을 소위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바탕을

는 이런 갈등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

마련한 것’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때로 ‘또 다른 의자

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수용을 촉진하는 치료적 대화에서 주

(the fourth chair)’ 같은 기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

안점이 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자신들의 문제 즉, ‘그것’에 대해 가상의 치료자

첫째, 서로간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전반적인

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에게 직접 표

논의와 이에 뒤따르는 상호교류 양상에 초점을

현하기 힘든 문제들을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맞춘다. 둘째, 장차 갈등적인 문제를 촉발할 개

된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실제로 고발행위를

연성이 있는 사건에 관련된 논의를 해야 한다.

하는 것보다 자신이 뭔가를 고발하고 싶다는 것

셋째, 최근에 문제를 일으킨 부정적인 사건에 대

을 더 많이 표현함으로써, 수용이 증가하게 된다.

해서 논의해야 한다. 넷째, 최근에 비교적 잘 해

이처럼 정서적 수용 작업에서 변화전략들에는

결한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덜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변화가
촉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로부터 거리를 둠(detachment from the
problem)으로써 정서적 수용을 촉진하는 전략.

자기-패배적인 전략들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훨씬 쉽게 문제해결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

치료자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관용(tolerance building)을 통한 정서적 수용

고발을 하기보다는 다소 거리를 두고 그들의 문
제에 대해 묘사하도록 이끈다. 이는 문제에 대한

을 촉진하는 전략.

일종의 지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되도록

이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는 상대의 행동이 유발

정서적이거나 평가적인 표현을 삼가고 문제로부

하는 고통 때문이다. 수용을 촉진하는 한 가지

터 일정한 거리를 둔 기술적이고 외현화된 견해

방법은 상대의 행동에 대한 관용(tolerance)을 키

를 논의하도록 유도된다. 이 때 그들의 문제는

우는 것인데, 관용을 키우는 과정에서 부부(혹은

‘너’ 혹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커플)들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에 둔감해지는

된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조롱이 아닌 유모

행동들을 학습하게 되고, 이는 고통을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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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낳는다. 점차로 고통이 줄어들면서,

떤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부정적

파트너들은 상대방의 단점에 더 많은 관용을 보

인 행동을 거짓으로 연기해 봄으로써 부정적인

일 수 있게 되고, 서로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거짓 행동을 해

선순환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때 연기자(faker)는

관용은 오직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거

침착함을 잃지 않고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

나,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거기서 벗어나

는데, 이런 침착함 혹은 평온함은 연기자로 하여

기 위해 파트너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금 파트너의 고통을 잘 관찰할 수 있게 하고 부

것에서 얻어질 수 있다. 관용을 키우는 가장 중

정적인 행동이 증폭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요한 포인트는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포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 치료자들이 이런 전략을

기하는 것이고, 수용이 촉진되는 맥락에서 상대

채택하는 것은 부정적인 행동의 연기를 통해 보

의 행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관용을 키우는 방법

다 둔감해지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부정적인 행동들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다고 생

첫째, 상대의 부정적인 행동에서 부분적이더라

각하기 때문이다.

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여기에 주목하는 것
이다. 서로의 차이를 긍정적인 균형감을 지니고

자기-관리(self-care)를 통해 정서적 수용을 촉

보는 것은 수용과 변화를 이끌어 낸다. 서로가

진하는 전략. 만약 어떤 파트너가 특별히 요구

상대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는 것은 관계를 향

적이거나 취약하다면, 그를 수용하는 것은 어려

상시킬 뿐 아니라, 상대방 쪽으로 한 걸음 다가

울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정서적 수용을 증가

서게 이끌 수 있다.

시키는

방법은

각

파트너의

자기-신뢰감

둘째, 부정적인 행동을 가지고 역할연기나 행

(self-reliance)을 증가시켜 상대의 도움을 받기 어

동시연(behavior rehearsal)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부

려울 때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부관계에 대한 행동치료의 보편적인 전략인데,

데, 예를 들어 욕구 만족을 위한 대안적인 방법

치료 회기중에 이를 연습하게 되면 나중에 회기

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파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합 행동적 부

트너가 아닌 다른 것에서 욕구 만족을 얻는 것

부치료에서는 파트너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은 차선책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는 신중해

것 뿐 아니라 그들의 낡고 비효과적인 욕구에

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파트너가 항상 자신

대한 의사소통 방식을 수용하도록 이끈다. 치료

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는 점을 수용

자의 도움에 힘입어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감정

할 수 있도록 돕고, 상대의 욕구 만족에는 자신

을 역할연기나 행동시연을 통해 표현할 수 있게

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되고, 이 같은 노출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부정

취약성은 파트너의 매우 호전적이고 부정적인

적 사건에 둔감화되고, 보다 수용적인 모습을 지

행동에 직면할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통합

닐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행동적 부부치료자들은 변화의 노력이 아무리

셋째, 상대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수용을 촉진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에 어떤 문제

하기 위해 통합 행동적 부부치료에서는 일부러

가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

부정적인 행동을 해 보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어

라고 가정하며, 각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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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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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Approach To Couple Therapy:
Tolerance and Acceptance

Zoung-Soul Kim, Ph.D., Doo-Young Cho, M.D., Kang-E Hong, M.D., Soo-Churl Cho, M.D.,
Min-Sup Shin, Ph.D., In-Kyoon Lyoo, M.D., Seong-Jin Yoo, M.A.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Behavio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traditional behavioral intervention to marital conflict addressed behavior change in terms of
reducing unwanted behavior and increasing desirable behavior between each other. The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IBCT), Neil S. Jacobson and Andrew Christensen developed, emphasized
the concept of tolerance and acceptance as a new approach to the old problem. They were able
to give therapeutic help to those couples who could not get improved with their marital conflict
through traditional measures. In this brief review we introduce the main concepts of the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which focuses on tolerance and acceptance as a new model
to explain conflicts between wife and husband including effective intervention. We also reviewed
detail strategies that could be effectively used to solve marital problems commonly found in
clinical settings focusing on the IBCT concepts.
Key words :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IBCT), marital conflict, behavioral change, tolerance,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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