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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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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아성폭력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성폭력피해 아동에 대
한 표준화된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가 가장 잘 입증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외상집중 인지행동치료를 근간으로 저자들이 수정 보완하여 적용한 인지행동치
료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성폭력을 당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은 2명의 여
아에게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심리학적인 평가도구를 통해 치료전후 임상적인 변화
를 평가하였다. 사례 A는 2년간 친부에 의해 만성적으로 성폭력을 경험한 여아로 사건을 폭
로한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사례 B는 집에 무단 침입한 괴한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경우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
에 대한 왜곡된 지각을 교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심리학적 평가에서 두 아동 모두 우울
과 불안뿐만 아니라 내면화 및 외현화 점수에서의 임상적인 호전을 보였다. 비록 두 사례 모
두 치료초기에는 부정적적 사고에 대한 대안 사고를 찾고 노출작업을 하는데 특히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할 수 있었다. 추후 보다 많은 사례
들의 축적 및 비교연구를 통해 본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성폭력, 아동, 인지행동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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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폭력(child sexual abuse)은 ‘성적인 행위

적 발달이 아직 부족하며 전적으로 부모의

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 능력이 부족한

보호 하에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미성숙하고 의존적인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인

Cohen, Mannarino(1996, 1997, 1998)과 Deblinger,

행위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정의된다(Schecter

Mannarino, Steer (2004)은 이런 점들을 고려한

& Roger, 1976). 2002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는

성폭력피해아동에 초점을 맞춘 인지행동치료

소아기에 성적인 피해를 입는 평생 유병률이

를 개발 적용하고 있으며 체계화된 연구를

여자는 20%, 남자는 5-10%이며, 민족, 인종,

통해 그 치료적 효과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유병

다(이승재, 김혜정, 강민아, 정성훈, 박용진,

률은 일관된다고 하였다(Krug, Dahlberg, Mercy,

2008).

Zwi, & Lozano, 2002). 국내 보고에서도 전체

국내에서는 채규만(2004)이 인지행동적 접근

성폭력상담건수 중 청소년 및 그 소아 관련

을 통한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개인치료사례

건수가 약 35%에 달하며(한국성폭력상담소,

가 있지만, 성폭력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

2006), 만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전담센터

조화된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보고는 거의

의 2006년 자료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으로 등

없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가 가장 잘 입증

록된 아이는 1,013명이었다(여성부, 2007). 이

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외상집중 인지행동

런 자료들은 소아성폭력이 우리의 관심과 개

치료(Trauma-Focused CBT; Cohen, Deblinger, &

입이 필요한 위기상황에 이르렀음을 명백히

Mannarino, 2005)를 근간으로 저자들이 수정 보

시사하고 있다.

완하여 적용한 인지행동치료 사례를 보고하고

소아성폭력이 성인성폭력과 차별화되어야

자 한다.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폭력피해아동들이 아
직 발달과정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방 법

임상적인 양상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치료적
인 접근법에서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임상
적으로 아동에서의 성폭력피해는 성인에 비해

연구대상

보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Tonge
& King, 2004). Mullen, Romans-Clarkson, Walton,

본 연구에서는 만 13세 미만 성폭력피해아

Herbison(1988)과 Mullen, Martin, Anderson,

동을 전담하는 00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Romans, Herbison(1994)은 소아성폭력의 과거

방문한 아동 2명1)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폭력

력을 가진 성인은 우울장애, 섭식장애를 겪

피해 사실에 대한 사실유무 확인은 사회사업

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살이나 자학적인 행동,

가의 일차평가, 소아 정신과 전문의 면담, 산

성적인 문제, 이혼이나 별거 빈도가 높고, 학

부인과 전문의 및 법의 간호사의 의학적 소견

업이나 직업적 성취도가 저하된다고 보고하였

1) 사례 A, B 모두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해 기재되

다. 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동들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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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졌다. 성폭력피해아동으

통하여 자신의 성폭력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

로 판단된 아동 중 소아정신과 의사와 임상심

을 표현하도록 한다.

리학자의 심리학적 평가에 의하여 인지행동치
료가 가능하며,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

생각바꾸기: 4～5회기

단된 아동에게 인지행동치료가 실시되었다.

이 회기에서는 우선 아동에게 생각, 감정,
행동의 삼각관계를 설명하고 어떻게 이 세 요
소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소개한다. 다

인지 행동치료 프로그램

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
성폭력피해아동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 프로

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동으로부터 이

그램은 Heflin과 Deblinger의 프로그램(1996,

끌어 낸다. 그리고 생각을 다르게 함으로써

2003)과 Tonge과 King(2004)의 프로그램을 우리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나 행동 변화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프로그

탐색하도록 도와준다. 더불어 아동의 성폭력

램에서 다루는 세부적인 사례나 구체적인 내

사건과 관련된 생각을 살펴봄으로써 잘못된

용은 10-15세 아동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을 파악하고 수정하도록 도와준다.

치료자들이 고안하여 사용하였으며, 표준 12
회기로 구성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폭력 양상,

노출회기: 6～9회기

동반질환, 가족 문제 등에 따라 회기가 변경

앞서 설명하였듯이 점진적 노출은 본 치료

될 수 있다. 회기 구분과 각 회기에서 다루는

법의 요체이다. 점진적 노출의 목표는 성폭력

내용은 표 1에 요약하였다.

경험과 관련된 사고, 기억, 다른 유해한 상기
물을 아동에게 점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아동

오리엔테이션: 1회기

이 큰 감정적 동요 없이 그런 기억을 견뎌내

이 회기의 목표는 치료동맹을 잘 형성하는

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많

것이다. 아동에게 치료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은 아동이 처음에는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기

설명을 하고 아동의 증상과 주요 증상 및 문

때문에 이런 작업에 저항을 보인다. 성폭력

제를 파악한다. 이 과정을 통해 치료목표를

아동이 초기에는 이런 접근에 대해 저항하거

설정한다.

나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부모에게
미리 경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다루기: 2～3회기
정서적 및 인지적 재처리: 10～11회기

여기서는 감정과 관련된 교육과 활동을 실
시한다. 감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다음으로

본 작업은 성폭력에 의해 초래된 역기능적

는 상황을 주고 그에 맞는 감정 찾기를 연습

사고를 탐색하고, 명료화하고 수정할 수 있는

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느낄 수 있는 각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노출

각의 감정에 대한 경험을 나누게 되며, 이를

작업 이 후 성폭력에 대한 아동의 이해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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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dividual cognitive behavior therapy program in Sexually Abused Children
Session Goal

Contents

1. 오리엔테이션 치료관계 형성/치료

2. 감정 다루기

Case A

Case B

사건에 대해서 편안해 지 무서움과 공포심 호소

목표 설정

는 것(1회기).

(1회기)

감정단어 교육

높은 수치심과 낮은 용기 사건에 대해서 후회스러움

감정파악훈련

호소

과 슬픔, 사건 재발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정 (2～3회기)

무서움과 막막함. 가해자에

찾기

대한 화난 감정과 두려움을
표현(2～4회기)

3. 생각 바꾸기

생각, 감정, 행동의 관계 자신이 엄마와 떨어지지 다른 친구들이 내 비밀을
이해

않았어야 했고, 자신이 사 알게 되면 나랑 더 이상 놀

생각에 따른 감정, 행동의 건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아주지 않을꺼야!, 왜 세상
차이 이해 및 적용

이야기 했어야 했다는 것 에서 나만 이런 일이 일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잘못 과 관련된 자신의 행동에 나는 걸까?, 힘들때 나를 도
된 생각 찾기

대한 책임의식

와줄 사람이 없다는 세상과

아빠의 행동이 나쁜 행동 타인에 대한 불신과 관련된
인지 몰랐던 자신에 대한 사고
비난

나 때문에 가족들에게 나쁜

비밀 유지를 하지 못하여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집에
가족 간의 불화를 심화시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
켰다는 자책감(4～5회기)
4. 노출회기

간접노출/직접노출

을 텐데라는 자책(5～7회기)

두 차례의 시도 끝에 노출 강한 저항을 보였으며, 몇
을 성공, 그림그리기를 통 회기에 걸쳐서 그림과 해부
한 사건과정을 재현

학 인형을 통하여 사건 노

(6～8-1회기)

출을 완성함
(8～11, 14～15회기).

5. 감정 및 인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정 부끄러움과 용기라는 감정 가해자에게 쓰는 편지를 통
재처리 회기

표현

의 변화, 비밀유지 압력에 하여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잘못 대한 부담감 감소 표현

이고 솔직한 감정정화작업

된 생각 수정

을 이루었음. 사건 재발에

(8-2～9회기)

대한 두려움이 감소 됨
(12～13회기).
6. 성폭력
재발예방
교육 및 종결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비디오 시청에서 주인공이

치료에 대한 요약

믿을 만한 어른에게 알려
서 다행이었음을 강조함
(10～11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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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통념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토론 위주로
함
(16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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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보다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성

인적 사항

폭력에 대한 혼동된 정서적 및 인지적 문제를
명확히 하고 아동의 정서적 고충을 완화시키

사례 A

게 된다.

7세 초등학교 1학년이며, 외동딸이고, 부모
는 별거 중이었다. 2005년부터 눈에 띄게 어

성폭력 재발 예방교육 및 종결: 12회기

머니에게 의존적이고, 혼자 멍하게 있을 때가

성폭력 재발에 대한 예방교육은 추후 성폭

많으며, 악몽을 잘 꾸고, 성기부위가 간지럽다

력을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자신의 신체

는 등의 말을 하여 누군가에 의한 성적 피해

는 자기가 보호해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심어

가 의심스러워 아동에게 물어 보았으나 “아니

주고 유쾌한 신체접촉과 불쾌한 신체접촉을

다. 모른다.”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한다. 2006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불쾌한

년 별거를 하면서 아동이 2004년부터 여러 차

신체접촉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방법

례 친부로부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조금씩 말

에 대해 토론하고 역할 연습을 하게 된다. 또

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본 센터 첫 방문 때

한 아동에게 기본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게 된

정신과 전문의와의 면담에서 아동은 “아빠가

다. 종결회기는 그 동안의 치료과정을 요약,

○○ 집 안방에서 아빠 성기로 내꺼에 했다.

평가하게 된다. 부모에게는 앞으로 아동에게

겨울에 한번 그랬다. 그리고 아빠가 잠지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만진 적도 있다.”고 진술을 하였다.

장래에 추가적인 치료가 요할 수 있음을 주지
시킨다.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과 심리학자의 심리평
가 결과, PTSD 진단을 받았으며, 산부인과 소
견에서 처녀막 파열 소견이 있었다.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 6월 30일

측정도구

에서 10월 2일까지로 총 11번의 회기를 가졌
치료 전․후 심리학적 평가에는 아동․청소

다.

년 행동평가척도(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사례 B

1997), 소아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13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1남 2녀 중

Anxiety

Inventory:

STAI;

조수철과 최진숙,

막내였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였다. 사건 경

1989), 소아우울 척도(Kovacs' Children's Depression

위는 2006년 7월 혼자 집에 있었는데 가스회

Inventory: CDI; 조수철과 이영식, 1990)를 이용

사직원으로 가장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와 칼

하였다.

로 위협, 성폭력을 하였다. 사건 당일 어머니
에게 위 사실을 얘기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특이할 만한 산부인과적 소견은 발견되지 않

사례 연구

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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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에는 아동이 특별한 행동이나 감

록지에서 아동은 5가지 항목(이 일이 일어난

정 변화 없이 평소와 같이 지내 왔으나, 한

것은 내 책임도 크다, 내가 그 곳에 놀지 않

달이 지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무섭다고 울면

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나쁜

서 전화를 자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여 본 센

일을 하여서 벌을 받는 것이다, 부모님이 다

터에 내원하였다.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과 심

투는 것은 이번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리학자의 심리평가 결과 PTSD의 진단을 받았

나 때문에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

다. 이에 2006년 8월 18일에서 2007년 2월 13

다.)에 대해 가장 심각한 수준인 5점을 체크하

일까지로 총 16회기의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

였다. 이 항목들에 대한 사고 탐색에서 내가

였다.

스스로 엄마를 떨어지지 않았어야 했으며, 자
신이 빨리 이야기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치료과정

않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 아빠의
행동이 나쁜 행동인지 몰랐던 자신에 대한 비

사례 A

난, 비밀 유지를 하지 못하여 가족 간의 불화

오리엔테이션 및 감정 다루기. 사건 연상

를 심화시켰다는 자책감이 아동의 주요 왜곡

에 따른 감정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된 사고 내용이었다. 그러한 사고 내용에 대

100점 만점에 1000점이다.”라고 하였고, “용기

해 아동은 ‘미안하다’ 또는 ‘부끄럽다’는 죄책

는 10점이다.”라고 하였다. 그런 부끄러움을

감과 수치심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대

이기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토의를 하면서 사고

니 노력을 해서 할 수 있고, 그 노력이란 자

내용을 수정해 나갔다.

신을 속이지 않고 말할 것이 있으면 말하는
노출 회기.

것이라고 하였다. 센터에 오게 되었을 때 찝

아동에게 사건에 대해서 그림

찝한 기분이 들었는데, 치료를 하면서 “선생님

그리기나 만들기 재료를 이용하여 사건장면에

이 도와주니깐 기쁘고 즐겁고 살맛이 난다.”라

대해서 표현해보도록 권유하였다. 아동은 고

고 표현하였다. 사건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을

무 찰흙을 이용하여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면서 아동은

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표현하였다. 아버지

편안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였다.

와 함께 있었던 위협적인 사건을 표현하였다
는 점에서 아동이 직접 노출을 할 수 있을 것

생각 다루기 회기.

일반적 내용에 대해서

으로 판단되어 다음 회기에 재시도를 하였다.

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보

노출 재시도에서 그림을 통하여 그때의 장소,

통의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엉뚱한 이

시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표현 하

야기를 하거나 화장실을 들락거리거나 치료실

였다.

의 다른 물건 등에 대해서 물어보는 등 회피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정적 사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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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다 말했으니깐 속시원하다. 경찰

나 목소리가 커지고 연신 웃으면서 하였다.

서에 갔을 때는 아빠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종결하면서 사건 노출에 대하여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웠는데, 지금 내가 자랑

아동의 용기에 지지를 하면서 마무리 하였다.

스럽고, 씩씩하고, 용기 있는 것 같다.”고 하였
다. 100점 만점에서 부끄러움이 3점, 용기는

사례 B

100점으로 평가하였고, 초기에는 표현하지 못

오리엔테이션 및 주요 문제 파악.

첫 회

했던 감정인, 사건 폭로에 대해 아빠에게 죄

기 때 치료의 이유에 대해 ‘무서움, 공포심을

송하다는 말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

줄이는 것’이라고 하였고, 증상의 정도에 대해

다. 가해자에게 쓰는 편지에서 ‘나는 아빠가

100점 만점에 70점이라고 하였다. 최근 걱정거

만지고, 키스하는 것이 싫어요…. 제가 아빠한

리가 도둑이 들까봐 걱정하면서 자꾸 확인하

테 만지지마! 아니면 소리라도 치지 않은 내

는 것이라 하였고, 저녁 혹은 해질 무렵에 불

자신이 부끄러워요…. 아빠 그래도 저는 그렇

안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과 무서움을 느낄

게 믿어요. 아빠가 날 만진 것을 후회하리라

때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

고…. 아빠! 아빠가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

였다. 아동은 사건 후 공포심으로 인해 상당

였는데 어긴 것은 죄송해요. 다음에 (다른) 약

히 고통스러워 보였으나, 감정 억압이 심하여

속을 어긴지 않을게요….’로 가해자인 부에게

사건 관련한 감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비교적 잘 표현하였다.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조차 느끼거나 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래도 마

표현하지 못하였다.

음에는 (아빠가)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며 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

감정 다루기. “놀란 적은 있다.”며 한참 동

이 엿보였다. 가해자에게 보내는 편지와 가해

안 말하지 못하고 울고 나서 처음으로 사건에

자와 자신이 각각 잘한 행동과 잘못한 행동을

대해 자발적으로 사건을 얘기하였으며, 그 후

나열해 봄으로써 잘못된 책임의식에 대해 다

무서움이 40점으로 감소하였다. 억압이 심했

시 한 번 확인하였다.

던 아동이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는 과정만으
로도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준 것으로 판단되

재발 예방교육 및 종결 회기.

성폭력 피

었다.

해 아동과 관련된 비디오 시청을 하고 난 뒤,
주인공이 부모님, 이웃집, 경찰서에 알려야 되

생각 다루기 회기. 사건에 대한 아동의 생

는데 선생님께 알려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

각이나 사건이 떠오를 때 드는 생각이 무엇인

다며 자신의 경우처럼 노출이나 신고에 중점

지 탐색하면서 아동의 생각과 감정을 구별해

을 두어 이야기 하였다. 활동지 작성을 할 때

보도록 하였다. 아동은 ‘후회스럽다-슬프다, 다

에는 이야기를 하다가 금방 생각난 다른 대안

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무섭

들을 말하고, 역할연기에는 신이 나서 동작이

고 막막하다, 그 사람도 후회스러울까-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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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잡히면 어떡할까?- 약간은 통쾌하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였던 아동은 가해자

그 사람이 학교로 찾아오면 어떡하지!- 두렵

에게 쓰는 편지에서 빨간색 펜으로 A4용지 3

다,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약간은

장을 작성하였고, 사건 당시, 사건 후, 그리고

희망적이다.’라고 하면서, 아직은 ‘슬프다’, ‘화

현재 자신의 감정, 생각에 대해 구체적이고

난다’는 감정을 표현할 때 가장 힘이 든다고

솔직하게 적었다. 치료자의 질문에도 크게 주

하였다. 또한 부정적 사고 기록지에서 아동이

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답을 하는 등 이전과

2가지 항목(다른 친구들이 내 비밀을 알게 되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런 행동은 사건에 대

면 나랑 더 이상 놀아주지 않을꺼야, 나 때문

해 정서적으로 압도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에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에

내적 힘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대해 4점을, 3가지 항목(집에 없었더라면 일어

평가할 수 있다. 편지의 내용에서 ‘…엄마에게

나지 않았을 텐데, 왜 세상에서 나만 이런 일

해코지를 할까 걱정되었고 꿈인가 생시인가

이 일어나는 걸까?,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

생각이 들었다….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

이 없다.)에 대해 2점을 체크하였다. 그래서

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엄마가

아동의 감정에 대한 지지, 공감과 함께 부정적

자신을 버릴까봐, 더러운 사람 취급할까봐 걱

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에 대해 근거, 확률 등을

정되고, 친구가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까봐,

검토하면서 사고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하였다.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봐, 예전과 다르게
보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엄마가 다르게 행동하

노출 회기.

간접 노출회기의 첫 시도에서

면 의심이 든다…. 내가 친구들과 다르다는

아동은 치료자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

생각이 든다…. 답답함과 친구를 속이고 있다

지 않았다. 잠시 후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닌

는 미안함, 얘기하고 싶지만 이전과 달리 대

것 같다.”라고 하여, 그에 대한 탐색 중 “엄마

할까봐, 너무 신경쓸까봐 말하지 못하는… 억

가 진짜 엄마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이전

울함이 든다….’고 기술하였다.

보다 더 든다.”라고 하였으며, 무서움도 더 증

이 후 가해자에 대한 감정 표출과 처벌 회

가되었다고 하였다. 아동이 제기한 막연한 의

기를 따로 가졌다. 감정에 대한 정화 작업을

심에 대한 탐색을 위해 어머니에게 의심이 드

거치고 난 뒤 사건과 관련하여 왜곡된 생각을

는 구체적인 상황, 행동, 의심이 줄어들 수 있

수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 뒤 사건을

는 방법 등에 대해 상의하였다. 이런 의심의

시간 순으로 시각화하여 직접 노출을 실시하

증가는 사건 이후 대인관계에서 신뢰감, 믿음

였다. 노출 작업 중 아동이 선뜻 얘기를 꺼내

의 상실과 관련 있었고, 가족, 특히 어머니의

지 못하여 그림, 해부학 인형을 사용하여 노

사랑, 애정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

출하도록 시도하기도 하였고, 치료자가 구체

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으로 질문하고 신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유도하기도 하였다. 노출 후 소감이 “좀 이상

감정 및 인지 재처리 회기. 치료 초기에

한데?” 라고 하여 이유를 묻자 “생각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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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렇지 않다.”고 하며, 현재 무서움에 대해 20

시하였다. 사례 어머니들이 CBCL에 보고한 사

점으로 평가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왜곡

전, 사후 평가 비교에서 내면화 점수는 사례

된 사고와 감정을 점검하였다.

A는 12점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임상군에 해당
되는 T점수 68점이었다. 이는 아동의 우울, 불

성폭력 재발 예방교육 및 종결.

성에 대

안 등과 관련된 어려움이 감소되었으나 부모

한 통념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토론에 중점을

의 이혼, 법적 소송, 전학 등의 문제가 여전히

두었다. 아동은 성에 대해 편견이 심하였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사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경직된 태도

B는 6점이 감소되었고, 사전(56점), 사후(50점)

를 보였다. 그래서 치료자는 아동이 가벼운

모두 T점수가 정상범주에 해당되었다. 외현화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쉽고, 편

점수에서 사례 A는 11점 감소하였고 T점수 60

안하고,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점으로 정상군 범주에 해당되었다. 사례 B는

기울였다. 종결을 하면서 아동이 용기를 내어

사전, 사후 검사 결과와 동일하고 정상군 범

이야기를 하고, 협조적인 자세를 보인 아동의

주에 해당되는 점수였다(50점). 성문제는 사례

역할이 컸음을 칭찬하면서 치료를 마쳤다.

A는 10점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임상범주인 T
점수가 70점으로 성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관
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B는 동일

결 과

한 점수로 정상범주에 해당되었다(50점). 사례
A 보호자는 치료과정을 통하여 아동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고, B 아동의 경우는

표 2에 치료 전후 심리학적 평가 결과를 제

Table 2. Pre- and post-treatment T scores on assessment measures
Case A

Case B

Pre-treatment

Post-treatment

Pre-treatment

Post-treatment

Internalizing score

80

68

56

50

Externalizing score

71

60

50

50

Sexual problems

80

70

50

50

18

14

11

5

State

38

27

43

25

Trait

29

32

37

31

CBCL

CDI
STAI

Abbreviation: CBCL, Child Behavior Checklist; CDI,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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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에 두드러진 증상(외현화 및 성문제

모두 감정과 사고를 나누어서 다루는 것을 어

점수가 기본점수인 50점)이 적었기 때문에, 이

색하게 여기기는 하였지만, 감정과 사고가 외

런 영역에서 추가적 호전은 없었던 것으로 판

부 자극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들에 의해서 선

단된다.

택되고 통제됨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동이 보고한 점수에서 우울증 점수가 정

상황에 대한 대안사고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

상범주(사례 A: 18점, 사례 B: 11)에 해당되었

은 상당히 어려워하였다. 이런 어려움이 두

으며, 사후 평가에서 사례 A는 4점, 사례 B는

아동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점을 미루

6점이 감소하였다. 상태불안은 사례 A는 정상

어 볼 때, 아동의 인지능력이나 연령 변인의

범주였고, 사례 B가 ‘경도의 불안 상태’였으며,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자기주장이

사후 평가에서 사례 A는 11점, 사례 B는 18점

나 표현을 잘 수용해주지 않는 아동의 환경적

감소하였다. 특성불안은 사전 평가에서 사례

요인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A와 B는 정상범주에 해당되었으며, 사후평가

성폭력 상황에 대해서는 흔히 아동이 자신의

에서는 사례 B는 6점 감소하였으나, A는 오히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

려 3점이 높아졌다. 이는 사례 A의 경우 감정

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서 이전

아동의 생각은 매우 혼돈되고, 부정확하고, 역

에는 알지 못하였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기능적일 수 있다(Deblinger & Heflin, 1996). 이

되어 오히려 사후 평가에서 상승되는 결과가

로 인해 성폭력 상황과 관련하여 아동이 대안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두 사례

적 사고들을 생각해 내는 것이 상당히 힘들

아동은 상태불안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출치료는 외상을 회상하고 외상 경험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들을 직면하는 과정이며,

논 의

그 잠재적인 효과는 외상에 대한 회상을 경감
시키고 성폭력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을 직면

본 저자들은 성폭력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성

하도록 도와준다는데 있다. 이런 노출치료는

폭력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들을 감소시

성폭력피해아동과 그 부모들이 주로 사용하는

키는데 중점을 둔 개인 인지행동치료 프로그

폭력 경험과 관련된 생각과 기억을 회피하는

램을 적용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반응이 오히려 증상을 장기화시키게 된다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은

증거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Johnson &

스트레스 대처훈련과 노출치료를 근간으로 하

Kenkel, 1991; Leitenberg, Greenwald, & Cado,

고 있다(Heflin & Deblinger, 2003). 본 프로그램

1992). Deblinger & Heflin (1996)은 많은 아동이

에서도 스트레스 대처훈련에서 감정 및 생각

처음에는 노출이 불쾌한 감정을 만들어 내기

다루기를 통하여 불안과 공포를 관리하는 기

때문에 이런 작업에 저항을 보이지만, 점진적

술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A, B 아동

노출을 하는 동안 유발된 고통스러운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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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재경험하고 견뎌내

수 있다. 흔히 아동의 사고가 회피 행동 이면

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학대와 관련된

에 있는 감정적 고통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경우, 부정적인 생각을 논박하는 방법을 가르

을 아동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됨을 강

침으로써 아동이 점진적 노출에 보다 전적으

조하였다.

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방식으로는 이

본 사례 보고에서도 A, B 아동도 모두 초기

완 요법을 사용하여 불안이 높은 아동을 진정

에는 큰 저항을 보였다. A는 아버지와 있었던

시킴으로써 점진적 노출 작업에 참여시킬 수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있다(Deblinger & Heflin, 1996). 그리고 노출치

언급을 회피하였고, B도 노출을 주저하고 행

료를 포함하여 계획된 치료적 개입들이 효과

동도 둔해져 다른 회기들에 비하여 많은 시간

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동 개개인의 특

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성이나 상황을 고려한 치료자의 유연한 태도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

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A는 가해자

한 것은 아동, 보호자, 치료자 모두의 유기적

가 친부이기 때문에 폭로에 대한 죄책감, 가

인 노력과 협조이다. 치료자는 아동이 치료에

해자에 대한 양가감정을 다루는 것이 중요했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아동뿐만

던 반면, B는 가족, 친구 등 사람들의 신뢰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치료에 대한 믿음을 심

을 다루어주는 것이 중요하였다.

어줘야 한다. 왜냐하면 노출 후 일어나는 긍

치료를 통한 호전은 치료 전후 심리평가에

정적인 효과를 아동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

서도 증명되었다. 보호자는 내현화와 외현화

당한 회기가 거듭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

문제 점수에서, 아동은 우울과 상태불안 점수

은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치료자 간의 관

에서의 호전을 보고하였다. 이런 수치상의 변

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으로, 무

화는 임상적인 증상의 완화와 인지적 측면에

엇보다도 치료자와 치료에 대한 신뢰가 큰 역

서 부정적 사고의 긍정적인 변화와 일치하는

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점진적 노출

결과이다.

과정에 대한 아동의 저항, 회피를 극복하기

결론적으로 본 사례 연구를 통해 성폭력에

위해 치료자는 몇 가지 단계를 취할 수 있다.

대한 아동의 부정적인 사고 및 그것에 대한

첫 번째로 노출의 방식, 시기, 기간을 아동이

수정, 노출과정, 그리고 그 치료적 효과를 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치료 회기에서

시하였다. 실제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하는 동

다소의 조절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두 번

안, 사례 아동들은 부정적 사고에 대한 대안

째, 점진적 노출 위계에서 한 걸을 뒤로 물러

사고 찾기와 노출작업을 특히 힘들어 하였다.

나 학대 경험 중 아동이 덜 힘들어하는 삽화

실제 임상에서는 이보다 더 복잡한 아동 성폭

나 자극을 토론하는 것이다. 세 번째, 치료자

력 사례도 많고, 장기간에 추적관찰이 요구되

는 학대 경험을 토론하는 동안 아동이 경험하

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런 사례 연구들의

고 있는 사고와 감정을 찾아내도록 지시해 볼

축적 및 비교연구를 통해 본 치료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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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pite of the growing recognition of child sexual abuse, a standard treatment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Korea. In this report, we introduce a modified individual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program and illustrated two clinical cases applying our program. A
standard 12-session CBT program was applied to two female children suffer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s a result of sexual abuse. The clinical changes were assessed by several psychological measures.
Case A, offended by her biological father for 2 years, was focused to diminish guilty feelings about the
disclosure and the resulting divorce of her parents. Case B, molested by the unacquainted man who broke
into her house, was centered to correct distorted perceptions of others’ reactions. Psychological measures
revealed clinical improvement in depression and anxiety as well as i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cores
in both cases. This case report showed the successful engagement of our CBT program for sexually abuse
children, although both cases, in particular, had difficulties in generating alternative positive thoughts and
practicing gradual exposure. A comparison study with large sample size are needed to confirm the efficacy
of this program.
Key words : Sexual abuse, Chil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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