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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여권은 많이 신장되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 사회구조의 근간은 가부장주의로서 가족문
제의 많은 부분은 남녀불평등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김광일, 1988; 김연옥, 1990; 심영희, 1990). 성차별로
인한 대표적인 가족문제로는 아내구타 문제, 주부의 스트레스의 문제, 성폭력과 근친강간으로 인해 파생되는
가족문제, 취업모 문제, 고부갈등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존 가족치료
의 대응이 가족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성차별이라는 변인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강화시킴으로서 문제의 본질
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여 왔고, 이의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여성주의 가족치료

(feminist family

therapy)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여성주의 상담은, “한국여성의 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
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예숙, 1999). 그러나 여성
주의 상담과는 달리 여성주의 가족치료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다. 여성주
의 상담에 대한 연구나 사례집을 보면 여성주의에 입각한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에 대한 것은 있으나 (한국여
성의 전화, 1995, 1999)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사례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여성주의
가족치료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김성천, 1992; 이은주, 1993).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성주의 가족치료와 기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주의 가족치료가 효과
적으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여성주의 가족치료에 대한 개괄적 고찰

1.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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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여성해방운동에 기초한 여성주의는 여성의 상황은 물론 사회문제를
분석하는 새로운 인식론적 개념틀이면서 동시에 분석양식으로 인식되면서 사회문제 특히 여성문제에 대한 재
개념화와 재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김인숙, 2000).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기존 가족치료가 가족문제 해결에 있
어서 성차별이라는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의 대안으로 나타났다. 여성주의자들은 기존의
가족치료가 체계이론의 순환적 인과성, 전체성 등을 중시하면서 성차별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강화함으로써 성
불평등에 기초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 가족치료가 사회구조적인 남녀 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이 부족하고, 가족의 내적 구조와 역동성의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가족성원을 가부장적 자본주의
의 사회구조에 적응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구조의 모순을 정당화시켜 왔다는 비판을 한다 (V.
Goldner, 1988).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vis, 1986;
Elizabeth, 1989; Chaney, 1987; Dominelli & Mcleod, 1989).

2.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규정
Goodrich (1988)는 기존의 가족치료에 여성주의 이론과 가치가 적용된 것이 여성주의 가족치료라고 규정하
였다. 그는 기존의 가족치료가 가족문제를 성적 고정관념의 문화, 권력관계와 관련시켜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가족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사회제도에 연계시키려는 접근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가
족성원들을 전통적 성차별이 존재하는 가족구조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가족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며, 더 나아가 남녀 차별적 구조를 유지하는 사회와 가족 그리고 개인을 변화시킴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존재
를 규정하는 남녀 불평등한 가부장주의적 사회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고 본다. Chany (1987)
도 Goodrich와 같은 견해로,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여성주의의 생각과 기법이 기존의 가족치료에 통합된 것이
라고 보았다. Rice (1977)는 여성주의 가족치료와 비성차별적 가족치료를 구별하였다. 비성차별적인 가족치료가
성문제에 있어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성차별적인 사회화의 결과로 여
성들이 겪게 되는 독특한 문제를 주 대상으로 하고, 여성의 편에서 여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
았다 (Wheeler, 1985).
기존 학자들의 견해에 입각하여 여성주의 가족치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1) 여성주의 가족치료
는 기존의 가족치료의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여성주의의 이론과 가치 및 방법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모델이
다. (2)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성차별적 사회화의 결과로 가족에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독특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족문제의 해결을 유도하여 주는 치료방법이다. (3) 여성주의 가족치료
의 목표는 가족성원들을 가부장주의에 입각한 전통적 가족구조에 적응시키는데 있지 않고 전통적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있다. (4)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가족문제를 성적 고정관념의 문화, 권력관계와 관련시켜 보려 하
고, 가족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사회제도에 연계시켜 파악하고자 한다. (5)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가족 전체의 요
구뿐만 아니라 가족성원들의 개별화된 요구도 중시한다.

3.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과정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과정은 기존 가족치료의 과정과 큰 차이 없이 일반적으로 접수, 조사, 사정, 치료의 단
계를 거친다. 그러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내담자와 치료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한 관계를 매우 강조하고, 치료자는 숙련가 (experts)라기보다
는 촉매자 (faciliators)의 역할을 한다 (Thomas, 1977). 또한 치료자는 자신들의 가치를 내담자에게 명백하게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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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다. (2) 내담자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자로 간주되며, 그들이 가진 장점과 유용성들이 강조된다. 내담자의 행
동은 도전받을 수 있지만 클라언트의 저항에 대한 해석은 가능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문가로서 치
료자의 우월한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환경적 스트
레스가 중시된다. 남녀간의 권력 차이를 유지시키는 사회제도, 성역할에 대한 기대, 성에 의해 결정된 세계관,
행동에 대한 가부장적 규칙 등이 여성문제를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Wheeler, 1985). (4)
진단 검사와 낙인 (label)은 여성에게 편견을 갖게 하고, 치료자의 권력을 크게 하며 검사의 결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특성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치료전략과 기법은 내담자 행위
의 전후맥락을 변화시키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 중시된다. 특히 성차별적인 전통적 구조와 제도를 평등하게
변화시키는데 전략의 초점이 주어진다.
치료 과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Wheeler, 1985). 치료의 목표와 규칙에 대해 계약하는 것은 치료과정의 한
부분인데 이러한 작업은 치료자의 권력을 제한하여 주며, 여성의 협상기술을 제고하여 준다. 내담자는 소비자
(consumer)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자의 서비스를 평가하게 된다. 내담자가 자신의 성역할
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득실을 가져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내담자의 의식을 변화시키
는데 사용된다.
치료는 내담자가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구분하게 도와줌으로써 여성들은 자신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해와 통찰력은 여성
에게 힘을 부여하여 주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도와주며, 내담자가 변화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도와준
다. 치료자가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치료자와 내담자간에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경험의 공통성을 강조하여
주는 것이고, 전문가의 성격을 덜 강조하는 것이다. 과제 (homework)는 치료에서 다루어진 것 이상의 것이 제
공될 수 있으며, 내담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가 제공된다. 잘못 사회화된 내담자의 역할을 보완하여 주는
데 자기주장훈련 (assertiveness training), 의사소통 기술구축 (communication skill building), 성적 자기자극기
법 (sexual self stimulation) 등이 사용된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여성의 역할로 사회화됨으로써 당했던 불이익
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생기게 되는 분노의 처리를 도와준다. 엄격하고,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문제해결 접근법
으로 대표되는 남성적인 이상형에 도전하기 위해 정서적 표현에 대한 확인 (validation of emotional
expression)이 사용되어진다. 시간 제한적인 치료와 행동목표들이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내담자 생활에서 행동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치료자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여성들이 서로간에 신뢰하도록 배우고 여성문제
의 공동성을 인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집단이 활용된다.

4. 여성주의 가족치료 기법의 특성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기존의 가족치료의 틀에 여성주의 원리를 접목시켰기 때문에 여성주의 개별상담, 여성
주의 집단상담,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과 매우 유사한 기법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인숙 (2000)
은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의 방법 및 기법을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여성주의 가족치
료기법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여성주의 가족치료기법은 Hare-Mustin (1978), Wheeler, Avis, Miller, Chany (1985), Avis (1986), Chany
(1987) 등이 발전시켜 왔다. Hare-Mustin이 여성주의의 방법을 가족치료를 처음 접목시켜 효시를 이루었다면,
Wheeler, Avis, Miller, Chany (1985)는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기술을 인지적/ 개념적 기술과 실행적 (executive)
기술로 나누어 구체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들 연구 이후 여성주의 가족치료기법의 행동목록을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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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학자로는 Chaney (1987)를 들 수 있다. 그는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행동목록 이라는 학위논문에서 여
성주의 가족치료의 행동목록을 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가족치료자들이 사용하는 기술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Chaney, 1987).

1) 성 역할의 분석 : ① 남녀간의 성차에 의한 지위와 권력의 불평등을 고려하도록 내담자를 교육한다. ②
남성의 학대 행위 (예: 근친강간이나 구타)를 사회가 남성에게 폭력을 조장시키는 것으로 재규정한다. ③ 내담
자가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치료자가 성역할의 쟁점을 제기한다. ④ 본가(本家)의 문제를 다룰 때 성역할의 쟁
점들을 도입한다. ⑤ 이혼이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논한다. ⑥ 사회화의 영향
을 받은 문제에 대해 내담자가 내린 규정을 재규정한다. ⑦ 사회화의 영향을 받는 문제를 내담자가 규정한 것
에 대해 도전한다. ⑧ 내담자에게 남성과 여성에게 억압적인 역할에 대해 교육한다.

2) 남성과 여성 내담자간의 권력균형의 변화 : ① 남녀간의 평등한 관계를 발달시키도록 내담자에게
도전하도록 한다. ②내담자에게 대안적인 성역할 행동을 제시하여 준다. ③ 부부가 보다 평등하게 자녀 양육의
책임을 맡도록 논의하게 한다. ④ 가사책임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게 한다. ⑤ 개인의 행복이
결혼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준다. ⑥ 가족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비성차별적 가정 (假定)들을 제공한다. ⑦ 남녀 내담자에게 변화의 책임이 같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⑧ 남녀
내담자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공히 할 수 있도록 도전시킨다. ⑨ 여성 내담자가 가족 외부에서 지위를 획득
할 수 있는 일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준다. ⑩ 가족에서 자녀들에게 부여된 성역할에 고정적으로 얽매
이지 않도록 지원한다. ⑪ 예견된 성역할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이 지원망을 발달시키는 것을 돕는
다. ⑫ 전통적인 성역할을 극복하는 내담자의 행동을 지원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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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의 방법 및 기법
단계
계
약

원리

방법 및 기법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가 가진 전문적 지식이니 기술을 확

강점 확인
재명명(renam ein

인한다.
·바람직한 현실을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한다.

g)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지위상의 차이를

및
민주적이고
관

평등한 관계수립

계
형
성
단
계

줄인다.
·클라이언트를 파트너로 보고 협력적 관계를 수
립한다.
·관계의 상호성을 주지시킨다.

사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의미

·클라이언트 자신의 얘기로 말하게 한다.

(m eaning) 확인
여성 경험의
고유성을 강조

·기존의 추상적 개념보다 여성의 경험을 검토하
면서 시작한다.
·여성의 얘기를 신뢰한다.
·조건과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

조
사

클라이언트의

맥락 (context)을 ·이념적이고 물적인 장애요인과 기회를 조사한다.
중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의

와 맥락과의 관계를 권력 차원에서 분석한다.
·클라이언트가 한 말과 그가 경험한 사건의 의미

및
사

·사회학적 시각을 갖는다.

의미를 탐구

정

강점과 건강성을

단

강조

계

를 탐구한다.
·강점의 개인적 패턴과 문화적 패턴을 확인한다.
·건강을 추구하는 인간 본래의 열망 및 노력과
연계하여 조사한다.

의식고양 필요성 ·내면화된 ‘이즘’(ism )의 영향을 확인한다.
확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지한다.

비합리적 도구의 ·강점과 권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기위해 꿈,
활용

환상, 이야기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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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원리

방법 및 기법

과정을 결과만큼 ·합의를 끌어내는 의사결정을 가르친다.
중시

·과정을 중시하고 분석한다.
·여성의 강점과 문화를 명확히 한다.

여성의 고유성을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중요시 한다.
강조

·여성을 긍정하는 문헌을 읽도록 장려한다.
·여성을 새로운 자아이상(ego id eal)로 발전시킨다.

능력고취
지
속

(em p ow erm ent)를
중시하고 강조

적

·개인의 책임과 집단적 행동을 장려하고 가르친다.
·자기를 규정하고 자신의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지지집단이나 행동집단을 장려한다.
·직업(일)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한

개
입
단

선택의 다양성을
중시

다(특히, 여성에게)
·선택하는 것을 실천의 목표롤 삼는다.
·여성에게는 모든 역할이 열려있음을 강조한다.
·실천과정과 환경에 다양성을 끌어들인다.

계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임을
중시

·권력과 특권을 분석하고 공유하기 위해 남성에게
도전한다.
·자기 옹호를 가르친다.
·억압구조의 변화를 위해 협력과 집단적 행동을 통

집단적 실천을

해 정치적 파워에 접근한다.

중시

·팀과 집단의 형태로 실천한다.
·사람들간의 연계를 만들어 낸다.

* 이 표는 김인숙이 기존학자들의 여성주의실천의 방법 및 기법의 논의를 재구성한 것을 재인용한 것임.

3) 치료자는 여성 내담자에게 힘을 부여 : ① 여성 내담자가 가족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서 여성
내담자의 자부심을 증진시킨다. ② 여성 내담자의 능력을 강조한다. ③ 여성 내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지지하
여 준다. ④ 여성 내담자가 지금 보다 주장을 잘 할 수 있게 격려한다. ⑤ 여성 내담자가 남성에게 지지를 얻
기 보다 그녀 자신의 사회적 지지망을 개발하도록 격려하여 준다. ⑥ 여성 내담자가 자신의 의존성 유형을 파
악하고 다루도록 가르친다. ⑦ 여성이 전통적이고 비전통적인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 능력을 지원하여 준다.
⑧ 가정 내외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논의하는 여성 내담자를 돕는다. ⑨ 개인적인 시간에 대해 논의
하려는 여성 내담자를 돕는다.

4) 기술 훈련 : ① 여성 내담자가 화를 낼 때, 나-전달법과 같은 기능적인 자기주장의 방법으로 의사 표현
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② 내담자가 새로운 성역할 행동을 익히는 것을 돕기 위해 역할연기를 사용한다.
③ 여성 내담자가 남편과 아동의 요구에 덜 민감하도록 가르친다. ④ 여성 내담자가 자신의 요구를 평가하고
충족하도록 가르친다. ⑤ 남성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가르친다. ⑥ 남성 내담자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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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서적이고 양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가르친다.

5) 치료자와 내담자의 평등한 관계 : ① 도구적 (instrumental)인 행동과 표출적

(expressive)인 행동

양자를 모델화하여 준다. ②성과 여성의 성역할 가치에 대해 명백하게 의사소통한다. ③ 가족과 협력적인 역할
을 맡는다. ④ 내담자가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격려하여 준다.
이러한 여성주의 가족치료기법의 목록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들은 교육, 재규정, 도전, 대안의 제시, 쟁점
에 대한 논의, 치료자의 준거, 충고, 지도, 지원, 지원망의 형성, 자기주장, 격려, 역할연기, 모델링 등이다. 그러
나 이러한 기법들이 여성주의 가족치료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기법은 아니고 대부분 기존의 다양한 가족치료
모델에서 취사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특히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자
주 사용되는 기법들을 뽑아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주의 가족치료에서는 치료자와 클라이언트의 평등한
관계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치료자는 전문가로서보다는 조력자로서의 입장을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것은 여성주의 가족치료자 남녀권력의 평등화를 주장하는 만큼 일체의 권위주의와 불평등을 배척하는 페미니
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문제를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시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특히 강조되고 자
주 사용되는 지시적인 기법은 도전, 충고, 지도, 주장훈련, 의사소통 기술형성, 성적 자기자극 기법 등이다. (3)
치료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활용이 강조되어 모델링, 치료자의 준거 등의 기법이 사용되며, 성차별과 통제행동
에 도전하도록 클라이언트의 인지구조를 바꾸기 위해 교육의 기법을 자주 사용한다. (4) 여성의 강점을 부각하
여 주고, 가족에서 긍정적인 여성상을 부각하고 여성의 역할을 존중하여 주기 위해 지지의 기법을 사용한다.
(5) 성차별적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사회변혁 운동에 관심을 갖
는다.
이러한 특성을 놓고 볼 때 여성주의 가족치료모델은 의식개발 (consciousness-rasing) 모델의 특성을 지녔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찰한 여성주의 가족치료기법에 대해서는 몇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치료자와 클라이언트 가족간에 평등한 가족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주로 사용되
고 있는 기법들은 클라이언트의 견해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치료자의 견해나 주장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는 점이다. 치료관계와 치료기법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때 치료자 중심의 지시적이고 도전적인
치료기법들이 과연 치료자와 클라이언트 가족간에 평등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
이 든다. 둘째, 여성주의 가족치료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육, 도전, 충고, 지도 등의 기법들에 대한 의
문이다. 다른 가족치료 모델들에서도 이러한 기법들은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위험성이나 역효과로
인해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여성주의 가족치료에서는 주로 치료자가 여성 클라이
언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의 불평등한 성차별적 관계를 여성의 도전, 주장 등을 통해 변화시
키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큰 갈등과 보다 힘든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성차별로 인한 가족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는 남편이 치료에 참
여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여성주의 가족치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고 있을 것이기에 부인의 이러
한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가족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의문이 간다. 모든 의식개발모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주위의 다른 체계는 변하지 않고 여성만이 변하여 자기가 처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생겼을 때에서 오는 자기 혼란 혹은 주위의 압력에 대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여성은 의식개발의 결과로
일시적으로라도 자기가 처한 사회적 위치에 대해 좌절감 및 불행한 느낌을 예전에 비해 더욱 심하게 느낄 수
도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주위의 비난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즉 깨달은 상황이 그 이전
의 상황보다 괴로울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은주, 1993). 셋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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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가족치료는 여성의 사회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지원망을 연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치료자가 주부의 사회활동을 권장한
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결혼 후 상당 기간을 전업주부로 있다가 취업을 하려 할 경우, 자기의 학력이나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사회의 탁아시설도 미비하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오히려 곤혹스러
운 상황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여성 개인의 독자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함으
로써 여태까지는 표면적으로나마 유지되던 가족내의 안정과 균형이 손상 받을 수 있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손상이나 갈등이 관계의 진정한 민주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성의 돌봄에
익숙해 있던 남편이나 자녀, 부모는 이에 반발할 가능성도 많으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
섯째,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사회 전체의 맥락 및 영향을 인식하게 하여 사회행동에의 참여로 이끄는 방법이 장
기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여섯째, 부부간 힘의 위계관계에서 강자인 남편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치료
에 참여하지 않으면 남성의 변화는 여성의 변화를 통해서 유도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은주, 1993).

Ⅲ. 한국에서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적용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상담에 의
뢰되는 가족문제에 남녀불평등적인 요소가 많고, 여성주의 운동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가족치료자와 내담자
의 많은 수가 여성주의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가능
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김성천 (1992)에 의하면 조사
대상이었던 상담자 (가족치료사)와 내담자의 여성주의 의식은 높게 나타났고, 여성주의 가족치료 기법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주의 가족치료기법의 상당 부분을 기존의 상담자 (가족치료사)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치료사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주의 가족
치료기법이 한국에 체계적으로 소개되고,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되
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들의 파워가 강해지고, 여성주의 상
담을 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적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 이후 부분적으로나마 가해자를 위한 치료프
로그램이 시행되고, 여성을 위한 쉼터가 증가하면서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적용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성주의 가족치료와 기존의 가족치료 간에는 쉽게 동화될 수 없는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여성주의 가
족치료에 대한 거부세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갈등과 문제점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기존 가족치료에 여성주의 치료를 통합시키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1) 가족치료는 가족문제의 원인을 순환적 원인론 (casuality)에 입각하여 파악하고 있고,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성차별이나 힘의 문제에 있어서 직선적 (linear) 인과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가족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2) 가
족치료는 가족성원들의 상호작용 유형에 주로 초점을 두나,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가족성원의 상호작용뿐만 아
니라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강조한다. (3)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사용
하고, 강력한 질문을 제기하며, 조작 (manipulation)과 간접적인 제안을 거부한다. 반면에 기존의 가족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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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 지시, 과제 부여, 구조적 재배열, 재규정과 재명명과 같은 기법을 사용한다. (4) 성과 계급, 인종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성역할과 관련된 인종과 계급의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도전
한다. 기존의 가족치료에서는 계급과 인종의 문제를 체계에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고려하나 여성주의 가족치
료에처럼 사회적 정치적 운동을 통한 개혁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양 접근은 각기 공통점도 갖
고 있지만 접목되기 어려운 상이한 차이점도 있다. 기존 가족치료는 가족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족내의 상
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문제해결에 강점을 갖고 있고,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가족 외부의 거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양 이론이 통합되는 데 있어서 부정
적인 요인으로만 고려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 이론이 독창적으로 통합하여 제 3의 가족치료 이론으로 발달
하는 계기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 이론이 추구하는 목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문제에 대한 접근법
과 기법의 차이가 절충과 극복을 통해 통합된다면 이 방법은 가족체계 내의 상호작용적 문제 뿐만 아니라 사
회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유용한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직도 가부장주의의 전통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가족치료에 여성주의 가족치
료 기법이 접목되는 것에 저항감을 갖는 세력은 여성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또한 현재 여성주의
상담을 하는 상담자들이 전문적인 상담이나 가족치료능력의 유무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Ⅳ.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사례

우리나라에서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사례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Chany (1987)가 소개한 여성주의 가족치료
기법의 예 중 일부를 사례로 제시한다.

1. 성역할의 분석
◈ 가족에서 남녀간의 性差異에 의한 지위와 권력의 불평등이 가족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내담자를 교육한다.
ㅇ부 인 : 아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편이 집에 오기 전까지 떼쓰며 맘대
로 하는 것 같아요.
ㅇ치료자 : 이러한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습니까?
ㅇ남 편 : 예, 그런데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나는 아들에게 어머니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녀
였다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애들이 어떤지 당신은 알지 않아?.
ㅇ치료자 : 예, 나는 여성이 얘기하는 것이 남성이 얘기하는 것에 비해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종종 교육
을 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ㅇ부 인 : 선생님의 말이 옳아요. 나는 그러한 일이 다른데서 생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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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족문제를 다룰 때 가족성원들이 성역할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치료가가 가족문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성역할의 쟁점을 가족성원들에게 제기한다.
ㅇ부 인 : 아기가 태어난 이후 매우 자주 화를 냈어요. 남편과 쉽게 싸우므로 우울해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결함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랐어요.
ㅇ남 편 : 우리는 매일 저녁 싸움을 했습니다.
ㅇ치료자 : 당신들 중에 누가 애를 보고, 집안 청소를 하며 음식을 하는 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것들 중
어느 부분이 당신들의 싸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치료사가 부부의 원가족 문제를 다룰 때 성역할의 쟁점을 도입한다.
ㅇ부 인 : 나의 부모는 내 직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친정에 와 주기를
원할 때 친정에 갈 수 없는 나에게 화를 냅니다. 남편의 일 때문에 친정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
면 그들은 이해를 하나 내 일이 어떤 계획을 방해할 때 마다 부모는 나와 내 직업을 증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ㅇ치료사 : 부인은 이것이 부모들이 남녀에게 중요한 것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ㅇ부 인 : 네. 그것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치료사 : 부인이 하는 일에 대해 부모들의 입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
ㅇ부 인 : 기대한 것만큼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나봐요. 그것이 내게 죄의식을 느끼게

해요.

2. 남성과 여성 내담자간의 권력균형의 변화
◈ 내담자에게 대안적인 성역할 행동을 제시하여 준다.
ㅇ치료사 : 문제는 부인이 보다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부인은 학교로 돌아 가길 원
하지만 남편은 그것에 반대합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하지만 애들을 돌보거
나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킬 때 부인이 당신을 항상 방해한다고 느낍니다. 말하자면 남편은 부
인이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부인의 얘기를 경청하여 주고, 부인이 가정밖의 활동에 관심을 가
질 때 그녀를 격려하여 주고 또한 부인은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놀아줄 때 남편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전한다면 당신이 하던 싸움은 멈추어질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 예견된 성역할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이 지원망을 발달시키는 것을 돕는다.
ㅇ남 편 : 내 친구 중 하나는 내가 남는 시간을 애들과 보내고 요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놀리고 있다.
ㅇ치료사 : 자, 당신 친구는 아마도 당신이 자녀들과 즐겁게 지내고 새롭게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는 그
럴 수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졌을 겁니다. 당신의 부인과 아이들은 당신의 행동을 보고 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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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가족들은 각자가 어떻게 성역할에 대해 실행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남녀차별을 강화시키는 억압적인 사회구조와 사회적으로 강화된 성역할을 인식시킨
다.
◈ 남성의 학대적인 행위 (예: 아내 학대나 근친강간)를 사회가 남성의 폭력을 조장시키는 것으로 재규정한
다.
ㅇ남 편 : 부인이 나에게 말한 것에 대해 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났고 그녀를 때렸던 것
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이 매우 나빴다고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ㅇ치료사 : 테레비죤이나 영화에서 남성들이 화가 나 싸우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번 보게
되는 것을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남성이 폭력을 쓰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기도 합
니다. 사실 그것은 거의 기대된 것입니다.
ㅇ남 편 : 예. 때론 나 자신에게 여기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이며, 그녀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 하도록 강
요하는가 라고 자문하게 된다. 내가 미칠 정도가 될 때 나는 그녀를 때리게 됩니다.
ㅇ치료사 : 자, 당신이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다른 방법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치료사는 여성 내담자에게 힘을 부여한다.
◈ 여성 내담자가 그녀 자신의 사회적 지지망을 개발하도록 격려하여 준다.
ㅇ치료사 : 당신 친구의 대부분이 남편의 사업동료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친
구들을 사귀는 것을 원합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이 취미나 직업, 정치적 행동에 개입하게
될 때 당신은 이것을 함께 할 사람들을 사귀어야 될 것입니다.
◈ 여성 내담자가 가족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둠으로서 여성 내담자의 자부심을 증진시킨다.
ㅇ부 인 : 아기가 태어난 이후 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저는 전혀 모릅니
다. 남편과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사업을 내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ㅇ치료사 :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군요. 당신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어느 직장
인 보다 당신은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려요. 그리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자녀를 다루
는 법, 요리하는 법, 청소하는 법 등은 당신이 잘 알아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
져도 됩니다.
◈ 여성 내담자가 보다 주장적이 되게 격려한다.
ㅇ내담자 : 나는 그가 나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내가 그에게 얘기할 때 보다 심각하게 들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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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
ㅇ치료사 :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 때, 당신은 앉아서 그것을 큰 목소리로 말하고, 당신 자신이 그것
을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 처럼 행동 한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에 대
해 함구하고 있는 것보다 당신이 원할 때 하는 행동을 해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
낍니까?

5. 기술 훈련
◈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가치에 대해 명백하게 의사소통한다.
ㅇ치료사 : 나는 당신이 애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해요. 그 이유는 그것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
고 문제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
은 진정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로 부터 배울 수 있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없게 되고, 아버지와 공유할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머니
는 과로하게 됩니다.
◈ 여성 내담자가 화를 낼 때, 기능적이고 주장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ㅇ치료사 : 부인, 당신은 화가 자주 안난다고 얘기하지만 슬프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번 당신이
슬프거나 우울, 불안하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묻길 바래요. 때
로 여성들은 미쳐서는 안된다고 얘기해 왔거나 그것을 못 본척 해야만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느
낄 때, 남편에게 당신이 화났고, 미칠 지경이라는 것을 밝히고, 남편의 어떤 점이 변해야 할 것으
로 원하는가를 그에게 말하도록 노력하시오. 지금 그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길 바래요.

6. 사회행동에의 참여
◈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사회행동에 개입하도록 지지 받는다.
ㅇ보충 설명 :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나 가족보다는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
문에 가족치료사는 비슷한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집단화하여 사회개혁운동을 벌이거나 여성
의 문제를 사회화 및 쟁점화시키도록 지지하여 준다 (예: 가족법 개정운동, 김부남 사건 대책
위 구성 등).

Ⅴ. 결론 :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효과적 활용방안

한국에서 성차별로 인한 가족문제가 많고 가족치료에 성차별로 인한 가족문제가 많이 의뢰되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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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그 활용 가능성이 높은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 의하면 여성주
의 가족치료기법은 꼭 여성주의의 이념을 갖고 있지 않은 가족치료사들의 상당수가 비체계적이나마 이미 여성
주의 가족치료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천, 1992). 그리고 이미 여성의 전화나 성폭력 상담
소 등의 여성단체에서 여성주의 상담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주의 가족치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여성주의 가족
치료의 핵심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신념에 기초하여 있고, 가족성원의 의식화와 교육에 강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방법에 회의를 품고 있고, 가족관계의 순환성을 믿고 있는 가족치료사들은 여성
주의 가족치료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성주의 가족치료가 특별한 모델이 아니라 이
미 기존의 가족치료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고, 오히려 여성주의 상담을 하는 상담자들이 상담의 전문성이
낮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운동이나 교육을 하는 것은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주의 가족치료가 잘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성차별적 가족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
법에 대한 소개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주의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이 빠른 시일내에
한국의 가족치료 교육기관과 실무에서 소개되고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기존 가족
치료 교육에서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가족치료의 워크샵이나 세
미나 등을 통해 기존 가족치료사를 대상으로 여성주의 가족치료 기법에 대한 소개와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수용 가능성은 가족치료사나 가족치료를 받는 내담자의 여성주의 의식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의 여성주의 의식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한국인
들은 여성주의 하면 여성의 입장이나 권리만을 주장하고 여성의 권익을 보호받으려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주의와 여성주의 접근법이 남성 위주의 시각에서 전개되어 온 각 분야의 편견과 모순으
로 인해 파생하는 문제를 양성 평등적인 시각에서 바로 잡으려는 관점이자 실천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이에 대
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은 여성주의 가족치료 기법의 수용 가능성을 한층 높여 주는 필요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가족치료의 교육에서는 성차별적 문제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여성주
의와 여성주의의 주장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기관에서부터 한국 사회의 잘못
된 성차별의 문제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문제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여성주의 운동을 통
해 한국에서 가족문제의 많은 부분들이 성차별의 문제에서 기인되고 있음을 쟁점화시키고, 이러한 성차별적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기법이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족치료사와 내담자가
인식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세째,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기존의 가족치료를 전면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며 기존 가족치료의 한계를 보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것은 여성주의 가족치료가 체계이론을 비판하면
서도 부정하지 않고 이론적 기반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가족치료와 여성주의 가족치료 간에는 많은 이
론적인 공통점도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가족치료와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부분적인
상이점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접목되어 양이론이 독창적으로 통합됨으로서 새로운 제3의 가족치료 이론이 탄생
한다면 기존의 가족치료와 여성주의 가족치료보다 가족문제를 잘 분석해 주고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가족치
료이론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째, 한국에 여성주의 가족치료가 도입 될 경우, 전통적 가부장주의 의식에 젖어 있는 치료사나 내담자에
의한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반발을 최소화하고 여성주의 가족치료기법을 전통적 가족치료에 접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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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여성주의 가족치료 기법의 소개와 적용도 생각해 봄직하다. 즉 여성주의 가족치료 기법
중에서 부부의 합의를 중시한다든가 남성에 대한 재교육과 재규정 등의 기법을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서 여성주
의 가족치료 기법이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기존의 가족구조를 여성의 입장에서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 아니라 부부합의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의 가족치료에 여성주
의 가족치료를 접목시키는데 있어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여성주의 상담을 하는 상담가들이 가족치료사와 전문가족치료사의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야 할 것이
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주의 가족치료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그 접근법의 전문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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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Feminist Family Therapy to
Korean Families

Sung Chun Kim
(Chung Ang University)

Recently, family problems arising from sexual inequalities are critical social problems in Korea, most of
those social institutions are predominantly based on the patriarchal capitalism. Family therapy, one of the
direct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family problems is,

however, not very appropriate and of

effectiveness.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current family therapy in the level of both theory and practice, strongly
depends on the patriarchal ideology, while the problems derive from the ideology. In order to overcome
the flaws of existing family therapy strategies, feminist family therapy has been practicing in many Western
Countries. Although feminist individual counseling had been practiced since about 15 years ago, feminist
family therapy has not yet been properly introduced and practiced in Korea.
Against this backdrops, the study aims to propose the strategies & skills of feminist family therapy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family therapy and examine the application of introducing and practicing feminist
family thera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