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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경험적 치료사례 연구:
정서인식 및 정서표현 문제를 가진 부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Process-Experiential Therapy
Focused on a married couple with problems in emotional recognition and
emotiona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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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urpose of chis research is co study a case of counseling based on the theory of Process-Experiential
Therapy focused on a married couple with problems in emotional recognition and emotional expression. The
treatment sessions consisted of 14 sessions and suggested Process-Experiential Therapy and progression steps. The
intervention techniques were analyzed by dividing into empathic refleaion and empathic affirmation as empathic
understanding response, into empathic conjectures, process observation, evocative reflection, exploratory questions
as empathic exploratory response, into process suggestions, awareness homework as process

g 띠ding

response, in

detail. This result of this case study present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cess-Experiential
Therapy in both marriage counseling as well as family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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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뿐 만 아니라 나아기 안정된 기,．수관계를 이

론

루시 위해서는 부부의 정서가 중요히다고
부부논 개성과 성장내경이 다른 두 사란

알 수 있다. 이에 부 부성당에 뮈힌 다양힌

이 모여 행복괴 성장음 항 해 인생음 공유히

이군이니 기법들에

고 현력하논 관계편서, ｛성윈인 남편과 아

대한 개입이 강조되고 있다.

내의 관세는 상효의촌석이머, 부모체세 , 부
l,［자니세계, 헝세세계

선체성을 기지고

능과 협께

기눕-자안

었디\최규린, 2015).

대한 연-+에서 징서에

무 부치료의 새로운 분야로씨 성시와 성

사석인 교류들 중요시히는 정서중심치료

이에

(Emotion Foc:us여 111-erapy: EFT)릉 세시 하였다

부부른의 상굽작g. 패단 밋 미해결뒤 감등

(Johnson & ('-,reenl,erg, 1985), 징 서 중심 치 묘 는

능은 부 구 낭사자?'H만 아니라 자니에개 영

상담 장민에서

항우 미지게

내힌 분석 2

되고, 결괴석으도 역시능석이

내담사의 정서의

의미통에

기조로 하여, 심리치료과정예

서의 정서의 여할을 이해하고 적용하논 치

간 북안성헌 가족구]계론 헝성하/|l 힌다.

가수의 중심죽인 부부에게 있어서 상호자

료라간 할 수 았다(Greenberg, 2015). 성시

8괴 친민감은 무엇보나도 중요히 나고 힉

중심치료논 체계이근과 경험주의, 에자이

수가 었다 부부간 긴밀갑의 임차지 요소는

류음 이류석 배성으무 히고 있냐Johnson &

부부신 정서적 표현과 경험 0 군서 특히 부

Greenberg, 1989). 성사5심치료에시 내답자

부 상호자용에서의 에차 징서기 무부- 친밀

톤은 정서들 너 잔 인식이고, 성현히고, 수

갑에 많은 잉항음 미구]니〈아정애, 2013). 부

용하간, 닦색하여, 성시늘이 가지 는 의미 붕

부간의 친밀갑과 상호석용을 원확하개 하기

너우 간이 이해하여 사산른의 정서들 변회

위해 부부기 정사릅 인식하고 뵤현하논 섯

시키 /ll 닌다.

이와 간은 정서적

이 중요히며 이들 통하여 부부간에 서로물

번화 과정을 통하여

디 실 이해하/|l 되 W-, 새빙지으로 의사소둥

자기 (Sdt)의 다인,

유 함으도써 부부관/|l 의 항상괴 결혼만족수

섞 뻔 만 아니라 내인구1 계에시의 상호식용

준:;'._· 향성시킴 수 있다 부부가 성시릉 안

에T 영향을 미치서 강정적인 빈화를 기 져

식하고 표현하논 섯에 이려8이 었디변 지

오세 된다(Greenb따; & Johmon, 1988). 이예

녀도 부모의의 관개에서 정현했던 것음 기

정서중십치 료를 부부에게 적용시 피 亡너들

바으로 하여 부성지안 성호식용:;'._· 찰 가눕

간의 애착지향성괴 서부간의 정서들 건이

성이 농아신다고 불 수 있다 이군 인한 부

섭구하T- 표현할 수 있 I|| 하는네 효과지이

부갈눔으로 아등의 내인구1계에노 영향 2· 미

다(Johnson, Hunsley, Greenlkrg, & SchinJler,

치 무부간등이 심할수록 부모지녀 관계 뿐

1999).

만 아니리 또래관/ll 에서도 어리유유 나나내

맞춤0편서 부부의 상호자용 태T를 새구子

간 디 많은 심리 자 문세릉 나타낸다간 하였

회 히고 재조식한나召屈양민, 2011). 이에 대해

디{신영미, 2()()'-)).

여러 선행인 7에시 성시중심치 료릉 둥힌 부

띠라서

안정된 부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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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세상에 내한 관

정서중심치료는

정서성헌에

초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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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등감수(이징에, 2013), 부부체계의 빈

료에의 환용기능성을 재시하였다 i:r: 한 기

회{강진이, 2017), 부부간 상굽작g 의

변회

족도이물 활용한 정서중심상딥음 가족에게

및

증진

지용힌 소춘화〈2017)의

새 센시 미아, 2016), 결은만족노의

인T에시는 자니의

(박성다, 이우경 장혜린, 2() 10; 유숙인, 서미

에차충신, 가수신 궁정적인 징서 교류의 촉

이, 2015) 등이 보고되었나. 신혼시 부부를

진음 보고히었다. 정서중심 부부상담온 내

내성으로 힌 아성애(2013)의 안 7에시는 성

남자의 성신 내지 측면이 내지 경험의 변화

서중심지료들 통해 내면에 숨겨진 애착학구

들 가져?고, 대인관/|l 주면에서 부부간 상

와 성시릉 자사하T- 이룽 표현하/ll 님으로

호식용 방사의 변화릉 가지은다.

서 궁정적인 상오자용의 번화 경험 및 견등
의 효.고l·석인 감소물 보있다.

한편 최근에돈 정서중신치료의 한 유형인
괴 정 -성 현 석 치 료(Process-Ex]X'ricntial TI1crapy:

성시중심치료는 성시(성진아, 2017)와 애

PET)가 세안되간 었다. 과성-경험지 치료는

차더미아, 2(）16) 에 추집을 맞추이 부부간에

내담지가 정서인식의 중습성을 일止, 그 징

성시지 만응을 재 7성하뀐 아성하노'.； 하여

시론 디 융상성

부정적인 상호자용을 새구옵 샹호자용°로

속에서 경험하게 한디 이를 통해 내담지기

재구조회 한다. 유숙인괴 서미이{2015)는 부

시던 정서지능음 빈진시키고, 이해머음 항

구간의 성시경험과 성시표현 능 성시지 딘

성시킴으로시 자신의 심리지 어려움2 해

십음 성현한 중년시

결히고, 나인괴도 조회잡고 원만히게 실이

부부에서

결혼만족도

았개

다’,守’는 병법:- 회기

향성의 변화문 보 T-하였다. 또힌 성시 문세

가노'';

의 부부 문제들 굽소히는 부부에게 정서중

2002). 괴정-성현석 치료는 강감석 빈잉 , 따

심치료릉 심시힌 섬과 아내의 우 2깁 및 지

라시 나오는 반웅, 강겁지 와인, 남색지 질

대감의 감令 남편의 강박 시고 및 행동, 우

붙 등의 선형적인 상담자 반3과 十子적 과

움감, 불안감, 석내감 등이 감소, 결호만족

제빈응, 괴정석 제안, 정서사긱 괴제 , 정현

노의 향성이 보간되었다(빅성덕, 이우경, 싱

지 nI_ 훈 바웅, 과성지 관찰, 과성지 자기 /l

혜린, 2(.) 1()). 이와간이 정서중십치규논 징서

방 등과 간은 섀 T요 상담자 반3 의 통합적

지 변화릉 성 소(Zuccarini, Johoson, Dalgleish,

인

L.,Makinern, 2014)함.O로써 부부 상담에

Greenberg, Watson, Elli()tt, ('n)]Jman, 2()()4).

있

어서 효괴석인 접근 방법이리고 히겠나.

놉는

지 료이 다(Feldman &

Salovey,

섭 근법 으로 확용되 W- 있다(Davis,

1')')4;

괴정-성현석 지료에서는 신뢰관개가 형성

이러힌 성시중심치료는 가족2- 내성으로

된 후에는 경험 지 과성 2

농힌 자샤수준의

또 적용뇌었다(박닌-라, 2() 14; 子춘화, 2017).

발덜이 내담지의 빈화를 위해 반느시 필요

박보라(2011)는 사십사고물 가진 초시청소

히다고 보고, 내담사외의 관세에 초점음 투

년의

한 치료과징에서

고 신행된디고 뀔 수 있디. 징서중심치료와

Jolmson의 정서중심지료들 석 8서있고, 정서

괴정-성현석 치료의 늑징에 대해서 십피보

중심치 료의 효과성 2- 보 민협으로씨 가족치

자면 성시궁심치료는 환경과의 지극지안 싱

가수을

대상0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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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용을 통하여

경험을 처리하돈 과징을

들을 대상 0 단 한 연--f(Paivio & Kieuwenhws

강조6]논 성협주의석 관점괴 상굽작g_ 형성

2001)에서도 과장성현석 지료가 아른의 감

하간 소지하T- 처리하는 과성~- 성소하는

성 안시 및 깁 성 소절 문세릉 해 심하는 네

체계근적 관점, 에자이군을 중심0T 十성

효과적이라고 닙고하였디. 이와 간이 대인

되어 었니-<Johoson, 2011; 정혜정, 20l8; 서미

관개 문제, 부부 뮤제

아, 2016), 성사중심치료와 7별되는 과상징

우마 눔의 다양힌 치료 분야에시 과성-경

현석 치료의 사장 큰 늑징은 사이, 심리석

현석 치료/｝ 효괴가 있는 것으무 나나났나

기눕 성애, 치료지 변화의 과성에 내힌 뮈

(GD!dman, Greenberg, & Angi1s, 2006; Wieber

집을 설명하돈 빈층법적 규성주의와 간은

& Johnson 2016)

해결, ？움증, 드리

신인산주의에 토내물 두고 있다논 접, 문제

따라서 몬 연구에서는 1 회 시부니 12회 기

해짐_2 심소하는 내담자에세 조심화하기와

까지는 남편과 아내릉 내상으로, 13 회기와

두 의자 기법을 환용한디논 집과 과재 수행

14 회기놈 두 아들을 V힘휴L 선체 가수원

전략의

기소판

을 내 상으로 성 담2· 진 행 하던시 Greenberg,

관계구 넘논 집,

Watson, Elll0tt, ＠ldman(2(）（씨)이 새시 한 과정

사용,

경험지

인 7 십과에

두고 상담지를 안내자적

상담사의

빈웅 人나일음 중시히는 것이나

겅현석 지료들 석 g6]고

I

효과들 검증히

(Greenberg, Watson, Elliott, Goldman, 2004).

간자 하였다. 7세자으로는 섯째, 과성-경험

나시

먄해서 괴정-성현석 지료눈 내답사에

석 치료 괴정인 진 규식 만개, 퓨식괴 작업

내힌 공겁 지 이해와 성 남자의 반응홑 성소

새시, 어려 움~- 亡러내기, 남색과 심화, 부

이는 정서중심석이고 인본석인 치료모넬이

언적 해결(변회의 시작), 재구성괴 Il1 획 변

디{Da,'is,

화, 변화 유지가 어떻개

Edwards, \\'arson, 2015; Goldman,

전개되며

과성별

주재와 세부 주재돈 무엇인지를 산펴넘고자

Greenberg, & Angu.~, 2006).
내한 성현석 연구는

히있나. 7째, 상딥사사 치료 개업시법음 어

사내에시는 거의 보T도l T- 었지 않으나, 냐

떻I|l 화용하여 내 남자의 변화릉 가지왔는지

외에서논 과정-경험적 치규가 매타분서적인

를 산펴납고, 셋째, 상담을 통해 내담지의

빙법 으로 인 7결과문 분삭하였~- 때 효과가

부 부 지웅 및 가족핀계에시

었디{Elliott, Green\x;rg, & Lietaer, 2003)고 넘

있논지예 대해 산펴나고지 하였다 이릅 통

고히있고, ?움중음 쉬고 있는 성인음 대상

하여 과장성현석 치료가 부부관개 뿐 이니

으로 힌 언7에시도 치료효과가 있음~- 보

라 가족성답에시의 효과성과 확용가눕성옵

고하였디-{.Greenlx;rg & Watson,

산펴넘고지 한댜

괴장성현석 지료에

1998)_ 그려

어띠힌 변화가

고 어간시심 외국에서 성장히여 정체감 갈

능 및 미해걸 술감을 기신 재.짜묘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Davis,

Edwards, Watson,

2015) 와 미해심뉜 아동희내 문세릉 지닌 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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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참여자

지서 모눈 꾼재를 해결하려고민 했0며
이내외 대회들 나누는 시간이 점점 줄

뷰 안구는 부부와 누 아늘~- 내성으로 수

어늘기 시식하면시 생화에 피요힌 성노

있

의 대화 외에논 반g-하지 않논 부부 살

고, 이내눈 사시의 감정퓨fl 에 어리유이 있

회 의 모습음 나나냈다. Spanier 부부 석

다.

응 저노(0-151)의 사저 접사 십과에시

행되었다 남편은 정서인식에

이려 웁이

이늘 부부는 함께 읍사점 홑 운영하간

있다. 연구 참여사의 늑징은 나유괴 김나.

남편은 50점으노 나나났나.

/_리고 님

편은 구 ?간의 문세가 자신 때문인 것

- 남편아세) · 대아교를 출업한 아후 회

간디면서 심己]김시를 9청하여 MMPl-2

사에서 잉업식으고 잉음 히나가 식입에

겁시U『l 네소다 나면석 인성 겁사)들 산

내힌 권내깁릉 느껴

자싱옵 고만누전

시하였는네, 이상의 저노늘~- 살펴보면,

움식점을 개업하였다. 성

입상칙 토 PJ(반시 회 성 , T=70), Pt(강박

격이 매우 급하전 사소힌 임에노 쉽게

중, T=65), 재 7성 임상저도 RC4(만사

화롭 내며, 쁜인의 기분에 따라서 분노

회 적 행 동, T=68), 성 격 병 리 5 l"l인 칙

들 퓨-~16]는 강도의 자이가 심한 편이

도 DISC( 통제 결여, T=67), 내 8척도

아내와 함께

었다 아내의 보간에 의하면 남선의

?

ANG(분노,

T=7'.i),

FAM(가성

문세,

모가 초등학교 시설부니 음식점음 운잉

T=68)도 유의한 수순으노 상승한 것으

하여

로 나타녔다. 남번은 현재

았기

때 문예

남위 은 부’,’로부터

임상지으로

못했고, 성재석

유의한 수순의 정서석 불편감음 쵸소해

안 문세로 안하여 부모가 심하개 싸운

간 었는 성내이며 가족과의 갈능과 동

적이 많았O며, 그때논 외가집에 가서

재 상실, 권위적 인물에 대한 적대감이

학머니의 시내시도 이었다고 한다. 초

높으며

능힉 ii'· 시절에는 신구가 없어 온자 지

원인옵 놀리며 지내깁2 표현하전 이릉

낸 적이 많았°며, 수업 군비물을 재대

행동화할 기능성이 있논 섯-OT 니타났

로 챙기지 못하여 힉 111_생확에 어려움을

댜 다폰 가족원의 욕구나 갑성에 무겁

겪기또 하였다 건인의 주 호4、 꾼재논

각하서니 대인관계기 파상적이며 충동

보십뭐음 제대도 반지

가족괴 합깨 있어도 행복합음

`

끄1 시

못하전 아내와 갈능 시, 성신지으로 너

사신의

뮤제에

대해

가족에게

석이고 행농 통제력이 부족한 가능성이
놉은 깃으로 나타났다.

무 힘 들止 고통스 ¢.1 위서 혼자 있고 싶

나는 것이었다. 남편온 겅재석인 문제
와 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이

- 이내(39세) : 어린 시십부디 동생음 똑
닌논 릅 부모님의 여할을 대신하논 경

히면서도 자신의 재임음 감딩 해 왔다.

?가 많았고,

고러나 남편은 힘눌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깁성 2 표현하지 않뀐 억누르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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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때표에 본인의 감정뵤현에 이려웁

2 연구 설계와 절차

이 많었나 대학교를 졸업한 수 회사에
시 경리임 옵 남낭하다가 지금의 남편옵

뷰 안 7는 성시인시에 어려움이 있는 남

민니 결혼을 하게 되었디. 결혼한 이후

편, 지 신의 감징뵤현에 이 려 움이 있논 아내,

도 님편괴의

부족으도 인 0]여

2명의 아른음 대상으노 괴정겅 ?1 석 치료를

소농에 어려움2- 십간 있었으며 시 부모

지용현 딘임사례인구로 수행되었다. 성남에

의도 감등관개에

참여 6]시

대회의

있있나. 늑히 남편이

진에

연구의

목적, 상딤 내용의

갑자기 화판 내는 성왕에시는 뷰인의

녹음과 안용, 개안성보에 내힌 비밀보성 낯

감정을 뵤현하지 않으며 남편의 기분에

익명처리, 연十 짐여자가 동의하지 않논 부

빛추는 행농으부 상황옥 회피한나고 히

T에

였댜 자신의 깁성옵 표현하려간 시노

뷰인의사에 의힌 안 7철회 가눕성 둠 안구

한 적은 있° 니 회피하논 남편의 태 -T

및 상담의 윤리적 측면에 대하여 상세한 안

에

십망깁과 소외깁 2

내한 삭재시리, 연구 찬여 중이리도

느낀다던 하였

내릉 힌 이후에 안了 참여 동의시릉 식성하

다 아내논 남편이 지신의 이야기릅 잘

고 상담을 신행하였다 상담은 2019년 3 월~

른어주고 이이틀에게도 감정규선음 잔

5월까시 총 11회시사 진행되었으며 , l 회시

하는 아빠가 되기붕 바란다간 하였다.

?터 12회기까지는 남편과 아내판 내성으로

Spanier 부부 석응 척도의 사진 결괴 에

회시 딩 60선 동안 부부 상담음 진행히었

시 아내의 부부 지 웅 저 노 섞수는 63 집

간,

으부 나나났고 이내는 MMPI-2 검사물

진체 사족위음 대상으도 회 /l 딩 120꾼 농안

거 ?-하여 시 행하지 못하였다. hk

가족 싱담옵 진행하였다 성남2 진행하는

13 회기와 l4 회기는 누 아늘옵 포함힌

과정 예 서 Greenberg, Wat.~on, Elliott, (',ol<lman

- 이톤- 1(7세) : 동생음 때리는 등의 부석
웅지언

행동~- 보였으며, “나는 피요

이 제시한 괴정-성현석 치료사 석 g 되었고
축어 ‘';옵

식성하였다.

성남의

효과겁승 2-

없논 시랍이아"라止 표현을 하논 등 지

위해 상담과정 분석 및 사선사후김사가 이

신에 내헌 부성지인 사처-와 갑성 및 아

','어섰다.

빠에 대한 반갑을 기지고 있었디

3. 자료 분석
- 아늘 2('>세) 헝과 싸올 때 "싫어, 1-.11 위"
라고 형에 대한 부정적인 징서를 느니
내너
다

형음 때리는 등의

행농음 보있

본 연구는 난일 사례연十면서 사례에 대
한 심층 선석 밋 사진사수 검 사무 상딤효괴
已 김충하고지 하였다. 첫째 본 시례의 축
어록음 시초도 본 상담이 괴정-성현석 치료
과성이돈에 근거하여 어떻 Il| 전개되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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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주재와 섀부 주재돈 무엇인지에 대하여

2) 가주관계 칙또

보석음

사족관/1] 들~ 주정 히 시 위 해 Hudson(1997)의

이었냐

통째, 괴장성현석

지료에

근거하여 성남자가 치료 새입기법옵 어떻게

가족구]계

환용하였논지에

IFR)를 이희 영(1997)이 번안한 섯을 시용하

대한 분서

및

내담지에게

저 노(inventory

Family lklatiomh1p:

어떠한 변회가 있었七시예 대이여 상딤내용

었다. 몬 척도눈 가족 구성우村톤이

서노의

의 전재와 구분간의 안심성과 안뮈성 2· 간

뮈계에시 갓/|l

미히면서 세 T.－회 6]여 꾼석음 히있나. 셋째,

정도들 주정히시 위한 것으무서 총 25문항

구?

지웅 및 가족핀계의 변화릉 측성하기

으로 아저지 있다 뷰 처도는 0에시 100

위해 부부 적3 및 가·수관계 측장F구군. 사

까지의 법위편 집수가 산출되돈데, 집수기

진·사후검사물 신시히고, 부부 석응 밋 사

높음수목 문제의

족뮈겨1 치노의 원 접수에 었어시의 자이릉

깃읍 말해준다. 특히 누 가지 기준 접수가

비교하였다.

있논데, 첫째 .30집 이상의 집수논 입상적0

되는 문세의 범위, 심사성,

크시의 심각성이

크다는

로 유의마힌 눈세가 었다는 깃을 세시해 수

4 측정도구

고 둘째, 70집

이상의 집수논- 내담자기 꾼

제들 나루시 위해 멋 사시 유형의 꾸려이

l) ?꾸 지웅 적도

간려되기나 사용될 수 있다는 분명힌 가눕

부부 석응려움 주정히시 위 6]여 Spanier

싱괴 합깨 심각한 소드래2곡물 성헌이고 있

(1976)의 무 부 지옹 저노(Dyadic Adjustment

음옵 나타낸다 원저노의 Cronbach's

Scale: DAS)를 최 여미 (1997)사 비안한 부부

었다.

α는 .95

지웅 처도릉 사용하였다. 본 처도는 4하위

9인인

부부만찬또, 부부일체감, 부부합의

m.

도, 애정퓨현에 대해 충 32문항으무 이루어

연구 결과

지 있다. 하위요인에 따라 5~7집 Likert치노

rr논 에, 아니오탄 측정하게

뇌이

었이서

1. 상담의 과정: 과정-경험적 치료

전세 섞수는 0-151 의 범위륜 가진다. 이예
집 수기 놈을수곡누 관계가 더 준다논 섯 주

El2회/]는 정서인식에

어리유이

있는

어려움이

었는

부부관/ll 에서 일반석인 만족이 높나는 것음

남핀과 자신의

의 미힌댜 원처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아내릅 대상°모,

α는

선제 .96, 하위 요인인 부부만한또는 94,

포힘힌 전세가족2 내성으로 진행하였다.

부부일체감는 .81, 부부협의도는 .90, 에정표

본 상담의 과정에 대해 과정-경험적 치묘

현은 전이었디

과정 (Grccnbc1.g,

갑성표현에

13~14회기논 두 아들을

\\Vacson, Elliott,

Goldman.

2004) 을 기조로 분삭하였컵 그 결과 치묘지

뵤식과 자업개시, 심화, 탑색, 재十성과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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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담

과정-경험적

단계

치료과정

2020

1> 상담의 과장 고園-경험적 치료

주제

세부주제

· 남편과 아내의 부정 적 상호작용, 갈등 파악
치료적 표식

1

(Marker)과

작업개시

·부정적

상호작용 방식

의 파악

· 남편과 아들사이, 두 아들사이의 부정 적 상호작용 방
식 파악

· 아들 문제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부정적 상호작용 방
식의 파악

2

심화

· 시부모 문제와 관련된 아내의 힘든 경험에 집중하기

·심화하기

· 아내의 힘들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 며, 그때

·재경험하기

에 느꼈던 감정 인식과 표현하기

·핵심정서에의

3

탐색

접근 촉

· 아내와 남편의 가치와 욕구와 관련된 감정의 근원과
이차적인 반응적 감정에의 접근 촉진

진
접근하기

· 애착욕구에

· 첫째 아들의 일차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애착욕구에

위한 정서 풀어내기

· 비수용적인 태도에

접근하기 위한 정서 풀어내기

대

· 남편의 정서인식 어려움에 대한 공감적 확인과 재구

한재구성

4

재구성과

변화

·상대방의

入J

새로운 관점

· 남편의 아내에 대한 정서적 접근을 위해 아내를 보는

받아들이기
·자신의

정서적

관점에 대한 재구성

세계에

대한 인식 확장하기

· 아내를 보는 관점에 대한 재구성
· 남편의 정서적 세계에 대한 인식 확장하기
· 남편과 아들간 갈등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모색

· 새로운 관점

5

변화유지

해결책

가지기와

모색으로

· 아들과의 관계 문제(가족 규칙)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인한

긍정적 관계의 강화

제안

· 부부 서로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가지기와 긍정적 관계
의 강화

화, 변화 유지의 과정이었댜 두 아들을 포

작용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작업단계를 진행

함한

하였댜

l3~14회에서도 그와 동일한 과정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상담의 과정 및 주제
는 <표 l> 에 제시하였고, 상담의 과정에서

의 주요 예시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1) 남편과 아내의 부정적 상호작용과 갈

등파악
남편과 아내의 상호작용 유형에서 아내는

l) 치료적 표식과 작업개시

추궁, 불평 힘듦의 반응을 보이며, 이에 대

부부와 함께 치료적 표식인 부정적 상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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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디 이논 추적-위축형의 선형적인 상으

2) 심화

작용으부봉 수 있다,

부부의 핵심 의구의 가지의 관련된 감정의

11: 저 같은 경우에는 스느레스릉 받거나
하논 경우에논 그냥 혼자 었고 싶이

론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내남자의 경험에

추집을 두었다

히기든요, 혼.사서 생긱도 솜 히고 감

성노 주스르간 하기붕 원하는네, 세
이내는 무조건 감이 이야시해서 해결

(1) 시 부 모님 문세와 핀련닌 아내의 힘든

정헌에 집중히시

하자전 말해요. ＜중략> 이런 실 아내

W: 시 ? 모님께시는 시로 씨우시거나 어

논 선 여 이해 를 돗 하돈 섯 간아요 (:3

떤 일에 대해 해결을 윈하실 때, 항상

회시)

시부모님 긱각 양쪽에서 남편음 짖고
또 해섬해 수기붕 원하시간, 누 분의

(2) 남편과 아들시 이, 두 아들시 이의 부징

의견을 宅정해 주기릅 인하고 그내년

지 성호식용 방사 파아

남천은 양쪽 이야기른 보누 수립해야

T: 분노를 표현하논 방식 Q편 아이들을
통제히려는

하고, 잉쪽 두분의 힘는 부분까지 모

방법음 남편은 부모님으

두 떠만아야 히는 모습음 보면서 저

로?터 힉습 2 농하여 전수 믿으셨전

도 같이 힘들어 지는 것 같아요. (6 회

니중에

시)

이이톤조자도

학습되어시눈

거예요. 소금 저에 아이늘이 둘이 시
도 ：：나사 회 가 나니까 회들 제대도

(2) 이내의 합틀었던 괴기 사서의 모습음

표현하지노 못하，，－， 수믹이 시로 먼저

띠음리며, 그때에 느꼈난 깁성 안시과 표현

오고 기돈 걸 재기 보았어9_. 현새 아

하기

이톤이 회를 행농회해서 퓨－연히고 있

T: （대이복 위에

어요. (13 회기)

었는 여사아이

인형음

아내 앞에 '＆으면시) 이 여자 아이 안
형을 이린 시전 구등아교 때의 00씨
라간 생샤하뀐 H~}보세 요. 이 아이는

(3) 아늘 문세에 내현 남선과 아내의 부성

적 상호자용 방식 피악

이른들 때 E에 힘들이 하면서로 부모

W: 식사시간미나 진생음 치르는 것이 니

역?］도 해야 되고, 듀고 심어도 제대

무 힘둘어요. 아이들 시사 시간에 밥

로 놀지도 못하면시 살간 었어요 지

머이논 것r;:_ 힘눈데 , 남편은 아이 들이

갑 성인이 된 내가 초등학교 이린아

시 1/럽게 떠튼기나 밥음 홀리기나 빈

이었던

찬을 혼리변

주고 싶°신기요? (7 회기)

폭발하듯이

아이들에게

화물 내니까 <중략> 식사 시간만 되

w:

나물 만난다면

뭐리고

마해

（호' －－//門) 해 줄 만이 없어요.

l닝

인아수민 싶어 요. (7 회기)

면 겁이 나전 북안해지 요. (1 업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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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색

치면 아빠논 화를 많이 내잖아 그때

내남사의 성현에 대한 1 자석인 감정의 정

니의 미유온 어떠니? (13 회기)

시노시에

S: 무시위요. 아빠는 임성 무섭 /|l 세세 화

접근하기 위힌 닦색식업옵 하였

를· 내이 휴 (13 회기)

디.

T: 이삐 마노눈 회들 내고 아단음 쳐도
(l) 아내와 남변의 가치와 욕7와 뮈련된

감정의 근원괴 이자석인

빈응석

너는 계수

감정에의

성난2 진다간

말하닌네

어떤 미음으도 개속 장난음 쳤던 견

접론 휴전

까? (l3 회기)

S: 계속 놀고 싶이서 }) __ (1.효회기)

H: 하지만 아내기 시한데서 이민 것을 인
히는지 어렵풋이 안 것도 김은데 어

T: 이빠한대 혼이 나너리도 니는 이삐랑

떻 JI| 해야 될지 붕 모르겠어요. 고리 전

계 수 놀간 싶었닌 거 7-나 (13 회 기)

:업직히

이아기하면

위 T라논게 사란

늘힌네 왜 피요힌지른 모르겠어요. (10

4) 재구성과 변화

회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폭넓은 관점을 기지

W: 당신한대 궁급한 게 히나 있는데 딩

게 되는 변화들 가셔의서 사신괴 나인음 있

신은 나힌네 위로릉 받은 자이 없어.》

는 고내로의 모습으로 수용하며 궁성 자으로

(10회 /])

바리보시 시작이었다.

T: 남변분이 방금 하신 이야기 붕 늘으니
이내꾼의

미유 속에는

어떤

생긱괴

깁정이 트시나요? (10회기)

(1) 님편의 정서인식 어려움에 대한 강감
지 와인과 재7성

W: 서요해 9. 재 입장에서논 자기 생각해

T: 그내년 남편분은 지 급까지 위안과 위

서 했던 마이고 가족 뮤제예 대해 이

도들 반으셨던

야기힌

자기가 암아시

위로가 어떤 것인지 칭험해보지 않으

할 일이라止민 하면서토 자기논 힘들

셔서 위안과 위 T기- 이떤 섯인지 잘

어하전 고 힘든

가족늘에세

멀라시 받지 못했다민 생샤하신 깃뻔

하겠디논

이지 <중력> 남편 분은 그동안 아내

것인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10회

에게서 위안괴 위부들 반이 Q셨던 기

기)

예요 지금부터는 위안과 위로에 내힌

깃인네

선부 보이면서

고냥

모습을
뭘

알아서

기예요. 내사 위안괴

내 생각과 개념 들을 비꾸셔아 할 섯
(2) 첫째 이튼의

일자정서에 쏘합되어 있

논 에차욕-+에 집근하기 위한 징서 홀이내기
T: 00이, 궁급해서 물어봄게

있는데 이

빠와 밥을 믹을 때 내가 성난2 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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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그동안 몰랐이요. 위안과 위딘가 무엇
인시, 왜 필요한시들 ..... 앞으도 생긱
해 봉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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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의 아내에 대한 정서적 집근을 위

해, 이내물 보는 관점에 내한 재구성

(1) 남편과 아들신 건등에 대한 섀구요 헤

경객 모색괴 궁정석 관/ll 의 강회

T: 지금이라노 고령/|l 생사해 숴시 아내
분이 고맙다고 하시네습

W: 어세

<중리> 내

/]순으도 판단음 내리니까 이내가

남편이

아이늘과 같이 놀면시

이야기하다기 아이들에게

갑지기

기

T- 이 어떠냐고 물어 보너리구요. 믹내

I-

령 /II 힘든 세 아닌 성왕으로 생사되

가 훌간 었으니까 냐내에 /II

"기분이

니 힌든 것음 인정음 못 히시는 기예

어때"리고

＜중략>

요 나의 사，，가 고깃2」 인성 2一못 하

그 모습2 보，，－ 낌짝 놀랐어요. 절내

니까 아내의 힘눈 감정이

내 정서에

안 비껄 줄 알았던 남편이 바뀌기 시

나사Q지 않고 ' ?1 시시가 않는 기예

작했구나 하는 생각이 틀면서 제 미

요. (11 회기)

음이 올긱했었어요. (14 회기)

물어보너리고요.

H: 네 맞아R. 쉽신 않겠지만 지급부터라
노 아내의

힘든

갑성을

이해하려전

노력해 섭게요

(2) 아놀과의 뮈겨]

문세(가족 규처)에 내

한 섀구-t 해걸책 재안

T: 방급 이아시 냐누었던 내 g론음 久`j-ll
(3) 자신의 성시지 세계에 내현 안시 와성

치북 종이에다가 아이늘과 같이 지으
시서 이이틀이 사주 보논 곳에 붙여

히시
11: 갑성지으로 화가 와 유라았홑 때 외에

`싶으세요. 아이늘이 약수옵 어실 때 는

는 이내 미유이 어떻는 지에 대해서

위 내용론음 나시 읽도록 해서 이이

충분히 이해했다，，－ 생사해요 세임 중

늘이 가족규지으로 받아늘임 수 있도

습한게

록 설명해 주세요 이와 간은 방법O

갑신

마른이 저에게

마음-O로 받아들이라돈

확 가슴에

외 낳았어

무 사족 규칙음 서부 의논해서

히나

씩 만늘어 가시던 돼요. (l 업회 기)

요. (14회기)

H: 시희가 기 '수규칙을 만들이 시 -T해 불
5) 변화 유지

세요.

가수원 규성인들과의 욕十와 기치이 상충
뮤제들 해결히시 위하여 거촌과는 나른 방

(3) 사시의 나인(이내)에 대한 섀부운 관

시으로 행동하거나 심성지 경험에 내힌 섭

심 가지기와 궁성지 무Uil 의 심화셈분노 조절)

촉 노력을 하여 궁징적이止 적 응적인 빈화

H: 그 묘재에 대해서 얼마 선에도 아내랑

들 유시호！ 수 있도록 히었나.

진시히게

이아시들 했었기든요.

1때

논 제가 아내한테 화를 냈이요 지갑
은 아내가 저들 위한 마유에서

I랬

다는 것을 암개 되어시 고런지 아내

- 87 -

한국아동십리치료학회지 제 15권 제 1 호,

2020

에게 화기 니서나 하는 선 선여 없이

야기를 하니까 화기 나돈 시죠. 그게

요 (12 회기)

니무 싫어요. (3회시)

T: 내가 노덕하는네 고실 물라쉬시 그래
(4) 자기(남편)와 타인(아내)에

서 화기 나시논 것 간아 -닌이네R. ( 3

대한 새 T

운 관점 가시시의 궁정석 관/ll 의 강회(이내

에

회시)

내힌 이해 증가)

H: 예진에는 이내가 저에게 간소리만 한
다던

생사하?－ 화릉

많이

냈었는데

(2) 공감석 확안 님편의 정서

인식의 취

약성에 내힌 공겁지 호-!-안

이재 돈 아내의 감정과 마음이 조규씨

T: 아내에게서 궁정적인 이아기만 들었0

보이니까 회도 단 냐고 예전보나 이

면 좋겠눈네 부정석인 이야시들 히니

내릉 디 많이 이해하개 닌 깃 같아요.

까, ‘자기 힘든 이야기붕 왜 내가 는

(12회기)

止 었지! 본인이 알아서 감정 디'복을
해야 하는대라는 이런 생十늘이 드신
디 논 말쓴이신기 요? (5 회기)

2 상담자 개입과 내담자 변화에 대한 분석
본 사례에 내힌 과성-경험지 치료릉 궁심

2) 성갑지 탐색 만옹

으노 한 상담사의 개입음 구체석으부 십 피

보면

것쎄 공김지

이해

바응으로 공갑지

빈잉, 공감식 확인음 사8이었고 7째, 공감

(1) 강감석 추주: 님편의 협든 성헌에 대

힌 느낌과 생샤에 내힌 싱담자의 공갑지

,--. ,

로,:;:._

지 남색 만웅으로 공겁지 주측, 과성지 뮈

T: 남변 분은 살민시 그런 부분늘에 내힌

찰, 환기적 반영, 답색적 질꾼을 시용하였으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넘지

더, 샛째, 괴정 안내의 빈응.으부, 괴정석 제

셨던 기 김네요. 조금 진에도 님편꾼

연, 성시자사 과세릉 사용하였다. 이에 상담

이

자의 개입을 十체적_C_r,' 산펴 본 결과논 다

받았논대 T-

움과같다

깃2 보디라노, 뷰인은 어떤 깃이 위

말씀하셨눗이
받은

쿠라논 섯인지

아내에세시
적이

선여

않0

위로릉

없다고

하신

모己고 계시고,

1) 공감석 이해 반응

'난 인생음

(l) 성겁지 반영

지

H: 내가 화를- 목발하듯이 내면 안 된디돈

서 산아 왔이' 라고민 생각하시논 섯

것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히고 싶어
서

하논 섯로 아닌대

되어서

내기 그게

I 누구의 어떤 도유도 반

않간 스스로 ·모든 깃옵 해결하면

감아요. (6회기)

안

고치러고 인마나 도력히는지

(2) 괴정석 판찬: 님편이 회가 나서 깁사

노 세내 로 모르면시 아내가 고런 이

기 성 남실 밖으로 나간 행동과 안관뉜 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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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신호 관찰과 내담자의 내인이적 의

기 생각하돈 위안과 위근인 서

사소통음 빈잉

요. (6회 /l)

간아

T: 아내분이 많은 구분늘 2· 이야기 하셨
네습.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본인의

3) 과정 안내의 반옹

속 마유4]시 도요. ＜중략> 조급 진에

아내분이

말씀하실

때에, 나노 이런

일틀도 인해서 많이 합론있나고 마씀

U) 괴정석 제안: 상담자의 괴정 안내의
바웅으로시의 구소지 과세 반응과 과정지
제안

하셨는네, 남변분이 고 말옵 는간 화

T: 내, 낮아요. 사람의 깁성이라는 세 싱

가 니서 잠깐 상담실 밖에 니갔다가

횡에 띠라 그때그때에 번화하기 때꾼

화물 식히시고 다시 통어인시 기

에, 님편꾼이

김

은네 세 말이 맛나요? (8 회기)

방금 마씀하신

것시럽

그 때 고때마다 `모어봐 수시는 개 가성
중은 서 간아l'.l. 징밀 중Q한 핵십을

(3) 환기지 반영: 위축자의 익차성시에 포

깨날으셨네요.

이세 부터는 깨날은 깃

함되어 었논 욕-+에 집급하기 위아 흰기적

들을 실생환에서

빈잉 전문

것만 남았네요. (9회 시)

11:

그디1 구_ 실선하시논

글쎄요 나도 실 모르겠어요. 고냥 아
내랑

더

이상

이아시

히고

심시

(2) 정서사각 괴제

가않아요.

성남자는 남핀에세 가족에 내하여, 지금

T: 나의 어떤 미유이 이내에게 이무 마도

여시의 순간에서 정현히는 사신의 감정, 의

하y_ 싶지 않JIl 만들었2까요? 내 수:

미와 특별힌 성시에 내힌 경험자 접꾹옵 주

의 이민 마음이 더 아상 아내랑 이아

신시키기 위하여 정서지각 과재인 의미부여

시 히시 싫어’라는 미유음 불러 O1O
亡一

히시 작업음 히있나.

켰옵까요? (5 회기)

T: 가족늘에 내힌 의미부여하기 석입~
해오라·논 과재 결 내이 드렸이습 <중

(4) 남색지

질문 아내에 /|l

었어시의 ‘위

략> 나힌네

부여되는 의미가 다르니

까요 그린 섯처럼 남편분에게 아내와

안과 위판에 대한 탑색적 질꾼

T: 이내 선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위안

이이른괴 시간음 합깨 보내민서 의 미

? 여하기

과 위로인가요?

식업 2

해 보시라JI_ 말씀드

W: 슬立,서니 힘논 감정을 추수 럴 수 있

렸던 서에 \'.l_. 그럼 이민 의미부어하기

도목 도의주고, 이아시물 많이 른어주

작업음 해 Q셨는지 이야시들 나누어

.i.L, 내 편이 뇌이 주고, 상대방의 기분

실까fl_? (1n회기)

음 이해히고 배리해 주고, 웃게 해 순
다든지 해시 힘이 되어 수는 것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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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담자의 개입으로 인한 내담자의 변화 내용

상담자의 개입

내담자의 변화 내용

공감적 반영

공감적 이해

남편의 분노 조절의 어려움을 점진적으로 극복하면서 통제하기 시
又L 굽1.
기口

공감적 확인
공감적 추측

과정적 관찰

공감적 탐색

아내의 속상하고 힘들었을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남편의 힘든 경험에 대한 자신의 인정과 아내의 위로에 대한 고마

움표현
아내의 힘든 경험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아내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임

환기적 반영

아내와의 의사소통에 편안해짐을 느낌

탐색적 질문

아내와의 다른 생각에 대한 관점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기

과정안내의

과정적 제안

아내와 아들들에게 감정을 물어보면서 마음을 살펴봄

반응

정서자각 과제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함

화를 연결 지어 제시하면 <표 2> 와 같다.

났다<표

3>.

다음으로 가족관계 척도의 사전·사후 검

3. 치료효과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사전집수는 79
집, 사후접수는 55 집으로 나타나서 가족문

치료과정에서의 내담자 변화를 분석하기

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감소하

위해 먼저 부부 적응척도의 사전·사후 검사

였다 아내의 사전집수는 52, 사후접수는 22

결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사전집수는 50 집,

집으로

사후접수는 85 집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표

부부합의도,

부부만족도, 부부일체감,

애정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

남편은 과정-경험적 치료 과정음 통하여

표현에서도 전부 접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

전반적으로 심리적

타났댜 또한 아내의 사전집수는 63 집, 사후

졌다고 볼 수 었으며, 가족 구성원과의 관

접수는 95 집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부

계

부합의도,

애정표

볼 수 었지만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패턴

현에서도 전부 접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

이나 효과의 지속성 여부 확인에는 제한집

<표 3> 부부 적응척도의 사전 · 사후 결과

<표 4> 가족관계척도의 사전 · 사후 결과

남편
O}내

부부만족도, 부부일체감,

사전

사후

50

85

63

~

15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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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낮아

패턴에도 궁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사전

사후

남편

79 점

55 점

O}내

52 점

22 점

총점범위

0

불편함의

총점 범위
0~10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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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례를 재시하여 이묘의 적합성을 김층하고

이 촌새한다

사 히었냐 Greenberg 동2001)이 제시한 괴

성-경험지 치료 과정인 저표시 단계는 내당

N 결론 및 제언

자와의 관계 형성 및 안선과 관련된 내용인
데 신제 상딤장면에서七 상담음 진행 히면서
어려움이

이'l·어지는 경우가 내부분이口-로 벌노의 던

었는 가족을 내상으로 Greenberg 능(2004)이

/|l 노 구성 하는 것은 이류석 석협성이 부족

재시한 과장경험적 치규를 적용하고 그 치

하다간 생사된댜

본 연구는

정서인식괴 퓨현에

사례연구모서,

본 연十에서돈 상담신행 과징 중 8 회기에

과성-경험지 치료가 부부성남에 효과가 었

서七 괴장석 관한 9회시에서七 과장석 제

는시외

I- 활8가능성이 어떠한시물 팀 색해

안, 10 회기에시는 정시자가과세와 같은 과

보간자 수행되었다 뷰 안구의 수요결과릉

정경험적 치규에서 강구하논 섀 T요 상담

중심O 탄 논의하변 디음과 간디.

자 반웅옵 확용하여

료괴정괴

결과물

꾼석해는

첫째, 본 연구결괴 상딤진행 괴정은 치료

상남2- 진행함으로씨

내담지의 빈화롭 기져왔디.

이논 과정-경험

지 표사과 석업개시, 심화, 남색, 재 7성과

석 치료가 부부문제, 대인관개 뮤제

빈화,

난계군 十분할 수 있디.

에 효과지이라는 선행인구 섬과와 임치힌다

Greenberg 능〈2004) 이 치 규- 자업 난계 릅 7 단

(Goldinan, Greenberg, & A11gi1s, 2006; Wieber

개인 진 표식 단/l1, 퓨식괴 작업 개시, 어리

& Jolmson 2016).

번화

유지

해결

움을 트러내기, 남색과 심화, 부분지 해경

또한 본 연구에서 상딥괴정에 대한 구체

(빈화의 사자), 새十성과 계획 번화, 빈화 유

지인 내용2 분식하여 딘계별 수세 및 세 ?

시모 구T한 것과는 나소 자이가 있었다.

주재를 재시하였다 과상경험적 치표의 단

뷰 안 7에시는 Greenberg 능(2004) 의

개벽 주제는 부장석 상굽작용 방식의 파익,

1 딘계

‘진 퓨식단/ll' 외 3 단/11 ‘어리유유 드러내시'

심화하기,

가 뚜렷하세 트러나지 않았다 이러헌 심과

촉신, 에차 욕十에 집근하기 위한 정서 훌

논 진 표식 난계'기 내담지와의 관계 형성

어내기, 비수용자안 내 노예 내현 재 T성 , 싱

밋 안진괴 관련뒤 내 8이므노 본 연구의‘표

대방의 새구－오 관점을 받아들이기, 지신의

시과 식업새시'에시 힘께 다'（어셨기

정서석 세세에 대한 인식확장히시, 섀도운

때문

재경험하기,

가지기와 해섬책

핵십성시에의

섭근

이라고 생각된다 마찬기지구 `이려웁을 느

뮈섞

모색으로 인힌 궁

러내기’의 딘계 역시 남색과 함께 진행되었

정적 관계의 강화군 9개의 주재구 분서뇌

기에 본 연十결과에서 분명한 구분이 뇌지

있나.

본 연구사는 Gl.ccnbc·l.g 등

둘째, 본 연구의 시례에서 상담자기 시용

(2004) 의 과성경험 지 치묘릉 소개하는 네에

한 괴정-정현석 지료의 개입시법이 어떻게

그차지 않고 과징-경험적 치규의 실재 상담

확용되어 내담자의 변화릉 가지았는지에 내

않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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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서한 걸과, 상담자의 공감적

이해

자업 재사릅 통하여 내담지의 정서적 경험

반응, 공감석 립색 반응, 괴정안내의 빈응온

에 대한 자긱괴 인식에 내한 공감려음 증진

내남자의 성시인시

및 성시표현의 향성 옵

시켰다간 할 수 었다. 또힌 과세 상화는 과

十체적0 T . 산펴닙년, 상담지의

정경험적 치규에서 중습한 기능.OT. 본 연

개업인 깅감석 빈잉으도 인하여 남편온 ~-

구에서논 정서사각 괴제도 님편에게 사족통

노 소절의 어려움2 섞저지으로 극터하면시

에 내힌 의마부여하기 식업을 세시하였는네

통제히시 시작히었고 상딥사의 개업인 공감

이것의 목적은 치료의 목규의 작업 ·주면에

지 와안으로 언하여 아내의 수성하T- 힘늘

시 치료자와 내남자간의 성호식용옵 추진시

었을 마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자했O

키돈 여할을 한디 치료과징 중에 이루이지

며 상남사의 개업인 공감석 추추으부 인히

는 성현석 괴제눈 내담사 자신의 내면 안식

여 남선의 힘든 경험에 내힌 자신의 인성과

의 승가릉 가지은다. .Klein과 Elliott(2006) 은

아내의 위 T에 대한 고마g- 뵤현하려고 노

과징-경험적

덕하는 보습2 보였다 성남자의 새입인 과

과성으로 안현 변화의 크기가 승가할수’‘;

징적 관찰을 통하어 남편은 아내의 힘는 경

내담지구 하어겁 자신의 경험에 대한 더 깊

협에 대한 미유우- 이해히시 사작6]고 이내

온 인식괴 통합음 이들 수 있나고 히 었다.

의 말2· 꿉까지 징성하려간 노락하는 자세

이러힌 측민예시

들 보있으며 환/1 석 빈잉음 통6]여 이내외

성헌괴

의 의사소농에 l'니안해짐 2- 느끼기 시석하였

진시키 는 치료석업의 중요힌 부분이라y_ 알

나. 상담사의 개입인 팁색석 전문으도 인한

수 있나〈Davis,

기져왔다

변화는 아내와의 다몬 생사예 내힌 뮈섞 옵

치겁중에

이루이지논

경험적

경험지 과세는 내답자의

1에 대한 감정음 팁색 6]눈 것음 촉

따라시

1991).

뷰 인T 섬과는 상담자가 사용힌

집신적0로 수용하기 시자하였다논 집이디

과정-경험적 치단의 다앙한 번옹· 양식들이

I-리고 상담사의 개입인 괴정석 제안음 통

내담사들 팀색 6]는 효괴석인 도구부서 활용

하여시는 아내와 아늘늘에개 갑성옵 뮤어보

되어, 내남자로 하여금 경험에 수의문 기울

년서 마움을 산펴닌기 시자했0며 정서지각

이.T·록 하여 주된 정서적 자원에 집근할 수

과세문 둥하여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었도··'; 노을 수 았음읍 보여수는 바 이는

을 넘내려고 노력하논 모습을 닌이논 궁정

Hermann

석인 변화들 나타냈다.

감이 한나.

한 유형0구서 정서적

빈

연구결과와또

맥 락을

셋쌔, 과정-경험지 치료의 치료효과릉 살

본 성남에시 지용힌 과성겅험지 치료가

정서중심치급의

능-(2016)의

펴 닌기 위 한 부부 적3

및 기 ·~-관계 의 시

화들 가져왔유음 보여순나-<Zuccarini, Johoson,

진사후 검사결괴 부부 석응력괴 가족관세

Dalgleish, L.,Makinern, 2014).

논 남편과 아내 모두에서 궁정적◊-~- 빈화

즉 상담사의 괴정-성한석 치료의 석심한
공갑지 질문과 남색지 질문, 구소지안 과세

하었나. 이에 괴장성현석 치료들 통해 부부
간에 부부 자웅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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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겠다 특히 기수관계의 향상은 기:수

정서인식 및 징서뵤현 꾼재블 가신 가:주올

뮤제노 인한 소드래소가 전빈석으부 감소히

대상으무 한 괴정-성현석 치료들 통해 부부

여 가족구1계가 승진되었음옵 보여수었는네,

간 안성지 유내깁과 결합옵 승진시키전, 가

이논 기수-+성원을 모두 V함한 가주상담의

수관계의 개신예 효과적이라논 결과를 넘였

효괴리고 한 수 있나.

다. 이에 상딤섞장에서 가족지료의 효괴석

뷰 안 7가 가지는 세힌섞

및 고에 내힌

인 상남노7로시 과성경험지 치료른 지용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나유괴 김나. 칫

하여 사족이 겪는 나양한 어러유음 해결힉

쌔, 뷰 안T는 성시안시에

있는

수 었 2- 깃으로 여겨진다. 이에 과성-경험지

남편과 감정뵤현이 이려요 아내와 투 아들

치 군가 부부차료와 더 깔이 기 ·수치 묘에i-;-:_ ;현

이

용힉 수 있는 근기물 제시한네 몬 연구의

있는

사족음

어려움이

대상으무

Greenberg

등

(2004), 이 세시힌 과성-경험 자 치료릉 화용
하여

그 효과를 획인하였0니,

언?라는 섞에시

세현이

었다

의의가 있다

난일 시례

이에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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