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제 좀 더 익숙한 지역으로 들어가보자. 여러분은 아마도 성격이론과 개인상담/치료 이

론들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제1부에서 다루었던 틀에 의하면, 그 이론

들은 체계이론/사이버네틱스 패러다임이 기초한 가정들과는 다르지만 보완이 되는 가정들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성격이론들의 대부분은 개인이 분석단위이자 치료의 초점이었던 맥락에

서 발전되었으며, 이 전통으로부터 풍부하고 다양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다. 

체계이론/사이버네틱스 패러다임 안에서 제1단계 사이버네틱스와 제2단계 사이버네틱스

를 구분하였다. 개인심리학 이론이 번성하였듯이, 가족치료에 대한 많은 모델과 접근들 역시 

만들어졌다. 여기서는 제1단계 사이버네틱스 범주에 속한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모델들을 다

룰 것이다. 이 모델들은 순수한 제2단계 사이버네틱스 관점에서 볼 때 체계이론적이지 않다. 

말하자면 이 이론들은 흔히 가족 조직과 과정을 선형적이고 비회귀적인 방식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선형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 접근이 제공하는 설명은 선형적

이고 비회귀적이며 비체계이론적 패러다임에서 사회화되었고 그런 패러다임을 내면화하였

던 가족과 개인에게 의미 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부에서는 제1단계 사이버네틱스의 기계론적이고 도구적인 느낌과는 불일치한 많은 다

른 것들 가운데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서술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제1단계 사이버네틱스와 제2단계 사이버네틱스를 구분 짓기도 하고 연결 짓기도 하였다.

제2부(제6~12장)에서 개인심리학과 일치하는 성격이론과 상담이론에 견줄 수 있는 것으로 

실용적인 제1단계 사이버네틱스 수준의 가족치료 모델 가운데 몇 가지를 설명한다. 각 접근

을 제시할 때 제2단계 사이버네틱스 관점에서 체계이론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에 주의를 기

울인다. 이때, 제3장 끝에 요약된 개념들로 돌아간다. 그리고 제2단계 사이버네틱스/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의 몇 가지 성찰과 질문을 함으로써 각 접근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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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질문과 성찰은 학생이나 치료자가 제2단계 사이버네틱스 시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제1

단계 사이버네틱스 수준의 개념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13

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자각에 반응하여 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가족치료 접근을 제시한다.

제13장에서 제시한 접근과 비교해볼 때 제6~12장까지 제시할 접근들은 모더니즘/제1단계 

사이버네틱스와 포스트모더니즘/제2단계 사이버네틱스 간의 구분을 예시해준다. 제4장에서 

주목하였듯이, 모더니즘은 20세기 초에 나타났고, 오늘날에도 우리들 사고의 많은 부분에 스

며있다. Doherty(1991)에 의하면, 후기 모더니즘의 분명한 특징은 “특정 문화적 맥락이 어떠

하든 모든 인간의 언어, 관습과 행동의 기초가 되고 또 지배하는 보편적인 코드와 구조를 파

악하기 위한”(p. 40) 다양한 학문 분야의 노력들을 포함한다. 구조주의로 알려진 이 운동은 프

랑스 인류학자인 Claude Lévi－Strauss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20세기 모더니즘의 분명한 

측면이었다.

그래서 구조주의의 목적은 전통적인 실증과학과 일치하여 인간행동의 세계에 대한 절대적

인 진실을 발견하고 지도를 그리며 아는 것이다. 모더니스트/구조주의자가 가족치료에 미친 

영향은 일반적으로 건강한/건강하지 못한 가족의 특징을 찾는 데서 볼 수 있다. 특히 구조적 

가족치료의 경우가 그렇다. 따라서 가족은 치료자가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조직을 갖는 것

으로 가정된다.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치료자는 치료목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목표를 설정한

다. 치료자는 코치이고 안무가이자 감독이며, 치료목적은 치료자의 이론에 의해 설정된다. 치

료자는 그렇게 가정된 실제 문제, 즉 가족체계의 기본적인 구조적 결함으로 확립되어 증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치료한다.

모더니스트/구조주의자의 아이디어는 ‘증상’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맞추어져 있으며, 증상

은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 정신적 혹은 구조적 문제, 말하자면 불일치한 위계, 겉으로 드

러나지 않은 부모갈등, 낮은 자아존중감, 잘못된 의사소통, ‘더러운 게임’ 등의 결과 같은 

아이디어를 말한다(de Shazer, 1991, pp. 30－31).

그래서 모더니스트/구조주의자 관점과 일치하는 이론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종류의 개인, 결혼, 가족을 정의하며, 누구보다도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그렇게 필요

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개인, 결혼, 가족을 만들어내는 데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공학자가 된다. 기계처럼 이해되는 세상과 세상 안의 사람들뿐 아

니라 “증거 기반 은유”(Lowe, 1991, p. 41)가 이 전통의 지배적인 주제이다. 이 지향에 대한 추

가적인 공헌은 ‘자연주의의 신화’로, 이는 가령 자녀양육은 훈련받지 않은 채로 둘 수는 없다

고 가정한다. 이 전통에서 언어는 실재를 나타내며, 혹은 Gergen(1994a)이 “표상주의 … 말하

자면 세상과 세상 사이에 결정적인(고정된 혹은 본질적인) 관계가 있다(혹은 있을 수 있다.)는 



가정”(p. 412)이라고 말한 바이다.

모더니스트/구조주의 세계관은 (사람 혹은 체계 밖의 입장에서) 관찰, 진단, 치료계획, 치

료의 정신건강 실천 순서뿐 아니라 정상 사회과학에 관한 것이다. 치료자는 전문가로서, 과학

으로부터 비롯되는 ‘지식’을 기반으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치료자로 하

여금 “가족이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넘어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

는지에 대해 특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치료자가 변화의 대행자로서 증상의 

상태나 원자료를 진단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한다”(Lowe, 1991, p. 42). 그리하

여 치료과정은 논리적 실증주의와 경험주의의 전통과 일치한다.

1. 편견 없는 관찰을 해서 사실을 발견한다.

2. 그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나 가설을 만든다.

3. 그 이론으로부터 예측을 한다.

4. 또 다른 편견 없는 관찰을 함으로써 예측을 검증한다(Hayward, 1984, p. 65).

반대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일반적으로 궁극적인 진실 탐구와 그에 수반되는 보편적 

이론에 대한 서술을 확신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론이 발전한 역사적 맥락과 가치 맥락에 초점

을 두며, 그러한 맥락 밖에서는 어떤 타당한 지식도 주장할 수 없다고 여긴다. 사실 문화역사

학자인 Michel Foucault는 “객관적 진실을 나타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세계와 인류에 관한 설

명이론들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권력의 도구이며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이라고까지 제안했

다”(Doherty, 1991, p. 40). 

문헌 고찰을 통해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의 다음과 같은 특징들에 주목하게 되었다. 

 ●  언어는 실재(reality)를 반영하거나 나타내기보다는 실재를 중재하거나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경험에 직접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경험에 대한 직접 표현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  총체화 담론은 그 담론이 권력관계에 대해 무엇을 놓치고 모호하게 하며 표현하는지에 

눈을 돌리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 과학으로서의 치료는 치료를 대화와 협력적 과정으로 보는 아이디어로 대체된다. 

 ● 치료자들은 자신의 이론 형성에 스스로를 포함해야 함을 자각하고 있다.

 ● 가족이 이야기하는 가족문제의 내용은 치료적 대화의 초점을 제공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전통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가족치료자는 제2단계 사이버네틱스

에서와 같이 참여자－관찰자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그들은 치료를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협력

과정으로 보는 구성주의자들이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치료에 가져오는 보편적 진실을 해체하



는 데 내담자와 함께 참여하며, 내담자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협력한다. 어떤 

의미에서 치료자는 이론 중심적이라기보다 내담자 중심적으로 더 많이 보일지 모른다(즉, 개

인에게, 커플 간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지각에 

초점을 두기보다 내담자에게 더 많은 초점을 둔다.). 치료자는 (치료자의 이론에 따라) 개인, 

커플, 가족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어떤 정상적인 아이디어를 강요하려고 하지 않는

다. 이론이 강제하는 어떤 문제도 ‘실제적’이지 않다. 그보다 치료는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대

화 혹은 회귀적 무도(舞蹈)를 더 많이 닮았다.

가족치료의 학생이자 실천가인 여러분이 이 단락에서 제시하는 고전적이고 중요한 이론

과 치료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론들이 처음 발

전된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진화하고 변화하였지만, 그 이론들의 영향은 보다 최근에 발전된 

거의 모든 접근들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서 중심 치료에 대한 Satir의 영향

(Johnson, 1996)이 인정되며, 성적 시련 접근(Schnarch, 1991)에 대한 Bowen의 공헌도 인정된

다. 마찬가지로 해결 중심 접근(de Shazer, 1985)과 해결 지향 접근(O’Hanlon & Wilk, 1987)

은 MRI 치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 발전하였다.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하면, 새로운 치료

에 대한 가장 완전한 이해를 위해 그러한 치료들의 근본이 되는 주제들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치료 분야와 현재의 실천가들이 서 있는 거인의 어

깨를 인정함에 있어서, 제2부는 ‘모든 가족치료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신역동적, 자연체계, 경험적, 구조적, 의사소통, 전략적, 행동적 접근

이 소개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반영팀, 해결 지향, 해결 중심, 이야기, 협력적 언어체계 접근

도 소개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또한 이런 범주들에 일반적으로 속하는 오리지널 이론가와 임

상가들에게도 익숙해질 것이다. 한편 특정 범주 안에서도 치료자들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것

이며 마찬가지로 다른 범주에 속한 사람들 간에도 많은 유사성이 있을 것임을 배우게 될 것이

다. 오리지널 모델과 비교할 때 가장 크게 보이는 몇 가지 변화도 주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껏해야 가족치료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접근들의 해석자에 불과하다

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원저를 옮긴 2차 자료일 뿐 아니라, 2

차 자료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책에서 배운 

것이 도움이 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이 다양한 이론가/치료자들과 그들의 접근들이 설명된 

원저(原著)를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보기를 권한다. 또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분의 개인적인 가정과 일치하고 또 각 내담자 체계의 고유성에 민감한 치료이론을 여러분 스

스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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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역동적 가족치료에서는 체계이론적 사고와 정신역동적 심리학 또는 분석심리학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접근은 흔히 다세대 치료 또는 확대가족 치료라고 부른

다. 오래전 Murray Bowen(1976)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 이론과 치료를 모두 이용하는 대다수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신분석학의 

두 가지 기본 개념을 따르고 있다. 하나는 정서적 질병(emotional illness)은 타인과의 관계에

서 발달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서적 질병을 보편적으로 ‘치유(treatment)’하기 위해서

는 치료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p. 44).

정서적 질병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치료된다는 가정이 정서적 질병의 원인은 대인관

계 차원을 포함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됨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Bowen의 관찰

은 타당한 것 같다. 사실 Freud 이론은 은유적인 언어가 풍부한 정신분석 모델로서 가족관계

의 역동을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분석적 가족치료라고 말하는 것은 역설인 

것 같다. 정신분석학은 개인에게 초점을 두며 정신 내적 영역에 관심을 둔다. 한편 가족치료

는 관계에 초점을 두며 사회적 체계 영역에 관심을 둔다. 동시에, 이 두 영역의 차이는 대상관

계이론이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Nichols & Schwartz, 2004). 말하자면 과거 경험이 정신구조

(혹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미지)의 창조를 통해 현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초점이다. 차이

점은 정신분석학의 관점은 공상적인 대상에 대한 내면 세계를 더 많이 강조하고, 가족치료의 

경우 외부 세계와 공상의 대상을 더 많이 강조한다는 점이다.

학습 목표

 ●  Boszormenyi－Nagy의 맥락적 가족치

료와 대상관계 가족치료의 기본 개념/

이론적 구념을 서술하고 비교한다.

 ●  Boszormenyi－Nagy의 맥락적 가족치

료와 대상관계 가족치료의 건강/정상

성의 이론을 서술하고 비교한다.

 ●  Boszormenyi－Nagy의 맥락적 가족치

료와 대상관계 가족치료의 치료전략/

개입을 서술하고 비교한다.

 ●  Boszormenyi－Nagy의 맥락적 가족치

료와 대상관계 가족치료의 체계이론

적 일관성을 서술하고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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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계이론이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론가들은 Freud의 기본 이론

에 대충 들어맞는 그들 고유의 대상관계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이 이론가들은 대상관계이론

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Freud가 만든 개념을 이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기도 하였

다. 게다가 가족치료 운동의 수많은 연구자들, 예를 들면 Ackerman, Alger, Boszormenyi－Nagy, 

Bowen, Jackson, Lidz, Minuchin, Whitaker, Zwerling 등은 정신분석이론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델을 개발할 때, 적어도 초기에 교육받은 정신분석학의 향기를 

담고 있었다. 더욱이 보다 최근에 가족치료 분야로 진입한 대상관계 가족치료는 정신역동적 

지향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정신역동적/정신분석적 가족치료는 내담자의 현재 가족관계에서나 내담자 생활의 일부분

인 다른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발달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내재화된 무의식

적인 대상관계를 정신 내적으로 탐색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러한 초기

의 경험이 현재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며, 이 어려움의 성격을 설명한다고 가정

한다. 그래서 정신역동적 가족치료는 흔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이며, 내담자가 자신의 

원가족에서 가져온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정신역동적 치료는 가족보다 

개인에게 초점을 둠으로써, 개인이 성장하고 더 성숙하도록 돕는 데 관심을 둔다. 치료 시 해

석이 필요할 때는 흔히 Freud 심리학의 다양한 개념을 이용한다.

정신역동적 가족치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은 많다. 이 책에서 다루는 모

델은 Ivan Boszormenyi－Nagy가 개발한 모델이다. 이 책에서 논의되는 모든 모델과 더불어, 이 

두 사람은 가족치료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제1세대 이론가로 여겨진다. Nagy(‘Naahge’라고 발

음됨)는 모두 정신분석이론을 기초로 세대 간 관계에 초점을 두지만, 대인관계 현상을 포함하

여 몇몇 개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Nagy의 맥락적 가족치료 외에도 개인적 관

점과 체계이론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명백한 시도인 대상관계 가족치료에 대해서도 간략히 

고찰할 것이다.

Ivan Boszormenyi－Nagy

2007년에 사망한 Ivan Boszormenyi－Nagy의 맥락적(contextual) 가족치료에서는 정신 내적 차원

뿐 아니라 대인관계 과정에도 초점을 맞추었다는 기묘함을 찾아볼 수 있다. 정신분석적 전통

에 대한 Nagy의 배경은 그의 이론에서 증명되며, 그가 서술하는 치료는 일반적으로 정신분석 

치료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다. 그의 접근은 정신 내적인 것과 대인관계적인 것을 모두 다루면

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는 전통을 통해 생활의 연속성을 깨닫게 한다. 흥미롭게도 그의 

이론은 치료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성격(이는 맥락과는 상관이 없다.)에 초점을 두도록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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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람들을 맥락 안에서 보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것이 더욱 포괄적이고 공

평한 이해를 도모한다고 여겨진다.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관계 윤리가 신뢰와 믿음을 통해 가족과 사회관계를 함께 묶을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다면적 논리에 의하면 사람들 간 공평성의 균형은 관계 현상의 가장 

깊고 포괄적인 ‘무리(cluster)’이다. 이것이 바로 ‘맥락적 치료’라는 용어가 적용되는 맥락이

다(Boszormenyi－Nagy, Grunebaum, & Ulrich, 1991, p. 204).

Nagy에게 있어서 맥락을 떠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고, 성인이나 죄인도 아니기 때문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환상이라고 본다. 사람들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기이며, 원가족으로부터 물려

받은 유산을 포함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 고집이 세거나 사악하게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너그럽게 봐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것은 바로 이해다. 도덕성과 맥락에 기초한 판단에 초점을 

둠과 동시에 그렇다.

■■ 기본■개념/이론적■구념

맥락적 치료에서 Nagy는 새로운 가족은 백지판(tabula rosa)으로 시작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다. 각 배우자는 새로 시작하는 결혼생활에 이전 세대 가족의 전통을 가져온다. Nagy에 의하

면 사람은 자신이 ‘근본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 맥락을 벗어날 수 없다. 새로운 가족관계의 

성격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보이지 않는 충성심(invisible loyalty)에 달려있을 것이다. 보

이지 않는 충성심은 흔히 무의식적이며, 각 배우자의 원가족에 대한 그리고 그 부모의 원가

족, 그 조부모의 원가족 등에 대한 일종의 유대감이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전 세대의 분투

는 현재 핵가족의 구조 안에 살아있다”(Boszormenyi－Nagy &Ulrich, 1981, p. 162).

Nagy는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적 관심은 관계의 공평함(fairness)에 있다고 가정한다. 이것을 

관계 윤리(relational ethics)라고 말하며, 이는 공평성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맥락에서 고려되고 존중될 것임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 현재 부부가 된 각 배우자가 자신의 원가족에서 높은 공평성을 경험하였다면, 이

들은 빚과 권리의 균형 장부(balanced ledger of indebtedness and entitlement)를 새로운 결혼생활

에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들은 각 가족원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사실 빚 장부는 무엇이, 어느 정도로,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나타낸다. 이것은 

대인관계 회계장부이다.

이 장부에는 두 가지 윤리적 구성요소가 있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유산(legacy)이라고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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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가족 안에서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을 맡음으로써 획

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어떤 가족의 유산에 의하면, 아들은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고, 딸은 부끄러움을 당할 자격

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산은 딸과 아들에게 완전히 불공평하게 넘어간다…. 아동은 윤

리적으로 자기 유산에 어느 정도 생활을 맞출 의무가 있다(Boszormenyi－Nagy & Ulrich, 

1981, p. 163).

유산이라는 구성요소는 일종의 운명이며, 원가족에서 획득한 역할을 자기가 이룬 새 가족에

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다. “유산의 이행에 대한 대가는 배운 방식대로만 가능하다”(Piercy, 

Sprenkle, Wetchler, & Associates, 1996, p. 35). 가령 매를 맞아본 아이가 이후에 자기의 아이를 

때릴 것이다.

두 번째 윤리적 구성요소는 “타인의 행복을 위한 공헌(contribution to the welfare of the 

other)”(Boszormenyi－Nagy & Ulrich, 1981, p. 163)으로, 개인이 쌓은 공적에 관한 기록이다. 

이 기록은 한 사람이 부모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 그리고 그의 공적과 가치로움을 

합한 것이다.

우리들 각각은 원가족으로부터 장부를 가지고 온다. 우리는 허공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완

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빚과 권리의 장부가 불균형을 이룰 때 새로운 출

발을 시도하게 된다. 또는 이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실제로 빚과 권리에 문제가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균형을 이룬 장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사람들이 지나친 충성

심 없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고려하게 하며, 공적을 얻고, 빚을 돌

려받게 한다.

빚과 권리의 문제에 부딪쳐서 그 문제가 효율적으로 다루어지면, 그 관계는 ‘신뢰할 수 있

게(trustworthy)’ 된다. 관계를 상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의 기본 

요소이다. 그래서 관계 윤리는 치료자에 의해 부과되는 일련의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적 선호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관계 윤리는 가족의 역동성과 가족 내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

심을 두며, 또 다른 가족원의 행복을 고려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빚과 권리의 장부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은 공적으로, 즉 타인의 행복

에 대한 고려로 빚을 지며, 이 빚은 빚을 진 사람에게만 갚을 수 있다. 그래서 “관계 윤리는 어

떤 것으로도 정당하게 대체될 수 없다”(Boszormenyi－Nagy & Ulrich, 1981, p. 160). 그러므로 

만약 한 사람이 공적을 쌓아서 빚을 지급받으려 한다면, 이는 빚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

터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이 이론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결혼생활에

서 부부가 자기의 원가족에 빚을 지고 있다면, 이 빚을 자기 배우자로부터 받으려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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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내의 부모가 아내에게 친절하지 못하였다는 빚을 졌는데, 

남편이 그 빚을 갚으려 한다면, 그 빚은 만족스럽지 않을뿐더러 남편은 권리를 얻었다고 느낄

지 모르나, 아내는 남편이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권리를 얻었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이들

의 관계에서 빚과 권리 장부는 균형을 잃게 된다. 남편이 이 빚을 돌려받으려 하면 아내가 “무

슨 빚?” 하면서 저항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에 남편은 아내의 자산에 근거하였으나 남편 자신

이 갚을 책임이 없는 빚을 갚으려 하였던 것이다.

Boszormenyi－Nagy와 Ulrich(1981)는 빚과 권리의 상대적인 균형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주

관적이며, 어떤 가족원도 혼자서는 빚과 권리 장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다각적으로 고려된 정의(justice)의 ‘객관적’인 균형”(p. 164)을 필요로 하

는데, 이는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이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일부분은 가족 내에서 자녀의 역할을 언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는 비대칭적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아직 어린 자녀는 자연히 빚보다 권리

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불균형이며, 자녀의 유년기 동안 자녀로부터 

돌려받는 것 없이 공적을 쌓는 부모의 책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기로 접어듦에 따

라 빚과 권리 간의 윤리적 균형은 점점 더 적합해진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유년기 동안 진 빚을 공평하게 돌려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 부모는 

이러한 공로를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돌려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초기의 

이런 공로를 청소년이나 청년이 된 자녀에게 받으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에

게는 발달단계와 실행의무 능력에 맞게 빚과 권리가 일치한 장부를 유지하도록 기대할 수 있

다. 사실 자녀가 성숙함에 따라, 부모는 점점 더 권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성

숙 정도에 맞는 권리를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에 관한 빚과 권리 장부는 자녀의 상환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 시기가 

되기도 전에 자녀에게 빚을 지우는 것은 자녀의 발달에 문제가 된다. 그러한 시도는 예금통장

에 돈이 있기도 전에 그 통장에서 돈을 청구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자녀의 실제 나이보다 나이를 더 먹으라고 자녀에게 요구하는 형태 또는 원가족이나 남편(또

는 아내)에게 진 빚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잠재

적인 위험은 자녀의 신뢰 자원이 없어지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음은 빚과 권리 장부 그리고 

타인이 한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두는 경험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계속 대물림될 수도 있는 

증상행동이 이러한 조건하에서 나타날 수 있다.

Nagy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을 희생하고 자기에게만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열된 충성심(split filial loyalty)이라고 부른다. 단순한 형태의 분열된 충성심으로는 (1)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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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녀에게 아버지를 설명해주는 경우, (2) 남편(또는 아내)이 자녀에게 아내(또는 남편)에 관

해 불평하는 경우, (3) 부모 간에 성관계가 없는 경우 자녀가 성적 충동의 대체물이 되는 경우

이다. 더욱 심각한 형태의 분열된 충성심은 부모와 조부모가 부모 중 한 편을 반대하는 데 자

녀가 개입하도록 기대할 때 발생한다. 자녀는 부모 중 어느 편에 대한 충성심도 포기할 수 없

으므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자녀의 이러한 자세는 충성심에 균형을 이루려는 한 가

지 방법이다. 이는 삼각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난 상관하지 않아요.”라는 태도

는 성인 자녀가 받은 유산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가족에게로 전수된다. 충성

심은 보이지 않는 충성심이다. 이는 보편적이며 “중추적인 관계적 역학”(Boszormenyi－Nagy & 

Ulrich, 1981, p. 166)이다.

회전판(revolving slate)은 좋든 나쁘든 “헛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패턴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

대로 반복될 것”(Boszormenyi－Nagy & Ulrich, 1981, p. 166)임을 나타낸다. 앞서 주목하였듯

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존재의 뿌리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 있다”(p. 167).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산에 대항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

로는 언제나 유산에 구속되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유산에 충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적 유산을 의식적으로 초월함으

로써 느끼는 만족감은 아마도 사람이 뭔가 다른 배우자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는 실존적 죄책감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충성심에서 나온 죄책감에 의해 위태롭게 된다. 

사실 Nagy는 역기능적인 결혼과 가족의 중심 문제는 회전판이라고 생각한다. 침체된 가족의 

성인 자녀는 자기와 배우자, 자녀 및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공정한지를 계속 가늠

하는 일에서 손을 뗄 것이다.

따라서 맥락적 가족치료의 기본 이론에 의하면 다각적인 관심과 실행해야 할 의무에서 벗

어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증상 발달을 준비하는 것이다(Boszormenyi－

Nagy & Ulrich, 1981). 증상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고 IP(Identified Patient, 확인된 환자)에

게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미쳤다’거나 ‘나쁘다’는 부류에 반드시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보다도 이 자녀는 지나치게 착하거나, 매우 희생적이며, 관심이 많거나 또는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 충성심, 유산, 장부의 균형이라는 이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

친다.

■■ 건강/정상성의■이론

잘 기능하는 가족의 주요 특징은 위에서 설명한 기본 개념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이 특징

은 공평함, 융통성, 다각적 관심, 불균형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살아있다는 의미가 있

어서 침체감이 거의 없는 상태를 포함한다. 또한 가족과정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믿고 의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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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황적인 불균형을 인식하고자 노력한다. 개인적 책임의 증

대, 다시 말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권리를 가지는 만큼 개인의 욕구가 고려된다면 그 관

계는 신뢰할만하다. 어느 가족원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나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분리된 개체가 되기 위한 각 개인의 능력이 손상될 것이다. 동시에 자율

과 분리는 친밀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관계적인 윤리가 없는 자율이란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도 변화가 협상된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충성을 다해야 

할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인식하며, 또 이러한 필요성은 존중된다. 장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개방적이고 정직한 노력을 한다. 사실 “장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어떠한 정직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애정, 따뜻함, 친밀감 등의 능력은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이 맥락적 

치료의 본질적인 생각이다”(Boszormenyi－Nagy & Ulrich, 1981, p. 171). 만약 부모가 공평하고 

책임감이 있다면, 자녀가 충성심을 갖게 되고, 따라서 자녀는 공평함과 책임감이라는 유산을 

물려받는다.

■■ 치료전략/개입

맥락적 가족치료의 목적은 가족원들이 재연합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는 

관계를 통합시키도록 하고, 관계에 전념하도록 하며, 공평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치료과정을 통하여 가족원들은 서로에게 솔직하게 응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신뢰할 만한 정

보를 줌으로써 신뢰를 쌓기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가족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태도로부

터 다각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태도로 변화할 것이다. 다각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만이 

개인의 이익이 만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치료목표는 윤리적 합류(ethical joining)이다.

치료자는 모든 구성원이 다각적인 관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가족원은 자신의 입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가족원은 또한 다른 가족원의 입장을 이해할 책임이 있다. 각 개인

은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한다. 각 개인에 대한 낱낱의 정보를 가지고서 상대방이 만일 그 자

리에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도모시키는 것이 치료자의 몫이다. 상대방이 그 자리에 있

다면, 치료자는 그 사람의 입장을 조사한다.

치료 시 원래의 역사적 맥락, 즉 현재 가족 상황의 관계적 근원에 관심을 둔다. 내담자는 각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살펴야 한다. 솔직한 진술이 필요하며, 우

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믿을 만한 정보가 투입되면 이를 신뢰의 발단으로 간

주한다. 치료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각 개인의 노력과 관계에 도움이 되는 연합적 노력을 

지원한다.

치료작업은 가족원들의 몫이며, 모든 가족원은 다각적인 관점에 대한 책임을 진다. Na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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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것을 “자기와 타인 모두를 ‘책임질 수 있음을 연습’하는 것”(Boszormenyi－Nagy & Ulrich, 

1981, p. 174)이라고 말한다. 각 개인이 발전하는 모습은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 상황의 어려

움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개인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괴물

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게 된다. 치료작업은 윤리적 합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

성, 도전, 관심과 호기심을 필요로 한다. 사실 각 가족원은 다른 가족원에 대한 편견을 제쳐 

두고, 어느 정도 개방적으로 각 관계에 접근하도록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핵가족 안에서 일어나며, 때로는 원가족으로 다시 돌아가서 관계에 대한 탐

색을 재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핵가족 안에서의 교섭과 원가족 가족원들과의 교섭이 모두 성

공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섭이 실

패할 때, 치료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실패 후에 일어설 수 있고 새

로운 대안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도록 도울 수 있다. 

처음에 치료자는 부드러운 노력을 기울일 것인데, 이는 다각적인 관점의 탐색에 대한 호기심

과 관심을 기초로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신뢰가 확립되면, 치료자는 더욱 대

항적일 것이다. 치료자는 맥락적 치료의 기본 규칙을 확신하며, 치료과정에서 내담자가 더 긍

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내담자는 침체에서 벗어나고 자기 이익을 

높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재개입(reengagement)과 재연합이 가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맥락적 가족치료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치료는 몇 주 또는 1~2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가족은 재연합한다는 목표를 위해 자체적으로 치료의 속도를 결정한다. 이론적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이상적인 시점은 가족원들이 충분히 신뢰감을 쌓을 만큼 변화되어 자체적으로 재균

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계속할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가족이 한다. 어떤 가족은 증상

이 멈출 때 치료를 그만둔다. 증상이 멈추어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는 가족도 있다. 맥락적 

가족치료 이론은 미래의 자녀가족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것은 이상적으로 가족이 자기 이익

과 타인의 이익 간에 균형체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

연합하는 노력은 다음 세대의 가족이 현재와는 다른 충성심, 유산과 장부를 가지게 될 시점까

지 계속될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치료자는 제시된 문제가 부부문제일 때에도 자녀를 치료에 참여시킨다. 왜

냐하면 부모됨은 부부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치료자는 자녀가 치료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하게 해준다. 자녀는 부부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

다. 부부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분열된 충성심은 공통된 문제이므로, 자녀의 장부가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녀와 후대 자녀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높이 고려되며, 치

료자는 윤리적 원칙을 갖출 필요가 있다. 자녀가 치료에 포함되고 개방적인 표현과 다방면적

인 시각을 경험하기 시작함에 따라, 자녀는 가족 내의 관계들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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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은 부모가 도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될 때, 결혼생활에 대해 느꼈을 수도 있는 비난을 덜

게 될 수 있다.

맥락적 치료의 관점에서 개인치료와 가족치료를 구별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가족치료와 동일한 틀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치료대상이 한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치료자의 일은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 다방면에서 융통성 있게, 순서대로 한 사람

씩 편을 들어주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Boszormenyi－Nagy & Ulrich, 1981, p. 176).

그러므로 맥락적 치료는 모든 가족원들이 서로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

다. 그뿐 아니라 치료자가 이러한 영향을 깨닫는 것은 윤리적인 의무이다. 치료자는 이미 사

망한 가족원은 물론 다세대의 확대가족을 포함하여 관계적 맥락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변호자

이다. 치료자는 편파적이지 않다. 치료자는 ‘다방면에서 편파적’으로, 똑같은 정도의 감정이

입과 관심을 가지고 각 가족원의 말을 들어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치료

자는 각자가 상대방에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치료자는 처방을 내리지 않으며, 역할을 재구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구성(reframe)도 하

지 않는다. 재구성은 흔히 어떤 사람을 좋은 입장에 놓게 하려는 시도인데, 따라서 재구성은 

처방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보다도 치료자는 가족원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깊은 상처를 느끼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내담자가 상대방의 이익과 입장을 생각해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한 사람에게만 치우치지 않게 신중하게 ‘편을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깊은 상처가 

있더라도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한다.

맥락적 치료에서 저항은 고전적 의미의 저항이라는 용어를 의미하지 않는다. 맥락적 치료 

모델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저항은 보이지 않는 충성심, 유산의 보존 그리고 분열된 충성심을 

나타낸다. 이러한 저항은 해석되거나 무시되는 것이 아니다. 저항은 윤리적 문제로 간주된다. 

다방면에서 편을 들어주는 치료자는 내담자를 지원하고, 동시에 내담자가 이러한 문제에 직

면하도록 지시한다. 불안은 정상적이며 기대되는 반응이다. 불안을 초월한 변화는 신뢰를 가

꾸고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 체계이론적■일관성

Nagy의 맥락적 가족치료도 분명히 관계에 초점을 두고 관계를 의식하지만, 체계이론적 일관

성 면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정신역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증상이 가족의 맥락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해되기는 하지만, 병리의 원인은 모두 선형적 모델에 따라 정의한다. 

맥락적 가족치료가 세대에 걸쳐 패턴이 반복됨을 알고 있고, 공평성, 융통성, 충성심과 부

모의 책임이라는 견지에서 가족을 설명하는 것은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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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론적 관점과 일치한다. 그러나 가족은 어떤 일정한 방식대로 존재해야 한다는 가정과 서

술자의 역할을 무시한 채 병리가 서술되는 점은 제2단계 사이버네틱스와 불일치한다. 마찬가

지로, 가족을 ‘치료’한다는 생각은 제1단계 사이버네틱스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논점에서 볼 때, 블랙박스＋관찰자 은유가 맥락적 치료모델을 적절하게 묘사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Nagy는 회귀와 피드백이라는 사이버네틱스의 기본 특징을 분명하게든 함축적으로든 언급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맥락적 가족치료는 제2단계 사이버네틱스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단계 사이버네틱스 이론과 마찬가지로, 이 실용적인 접근이 유용한 지

도는 제공할 수 있지만 아마 지형은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할 것을 감안하고 치료에 적용할 

때, 치료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단계 사이버네틱스/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의 질문과 성찰

1.  나는 내담자를 병리적으로 보는 것을 피하면서 맥락적 가족치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

는가?

2.  내가 치료맥락에 있다는 것이 내가 받는 정보와 내가 내담자 체계에 관해 추측하고 있는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3.  가족과 치료에 관한 Nagy 이야기의 렌즈를 통해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감하게 주의

를 기울여야 하는 다른 종류의 이슈가 있는가?

4.  ‘보이지 않는 충성심’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

는지 궁금하다. 

5.  관계 윤리 이외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맥락적 변인은 무엇인가?

6.  내담자 체계가 건강과 정상성을 어떻게 정의할지 궁금하다.

대상관계 가족치료

대상관계 가족치료(object relation family therapy)는 개인의 내면세계, 대인관계 이론, 치료 간

의 관련성을 찾고자 하는 접근법이다(Slipp, 1984, 1988). 이와 관련하여 완전히 통합된 이론

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접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경청하기,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해석하기, 통찰력 발달시키기, 이해와 성장을 위한 전

이와 역전이는 정신분석적 원리에서 파생되었다. 이 접근에서는 가족을 여러 개인들이 모

인 집합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가족 구성원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일련의 관계들이 포함된 체계로서 가족을 이해한다(Scharff & Scharff, 198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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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계 가족치료의 대표적인 인물로 Samuel Slipp, David Scharff와 Jill Savege Scharff를 꼽을 

수 있다.

대상관계이론은 Freud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였다. Freud는 내담자로 하여금 ‘상실한’ 사

람들의 이미지를 내면화시키고, 이를 떠올리게 하여 그것이 마치 실제 사람인 것처럼 여기

도록 한 뒤에, 이로부터 벗어나 지속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

다(Hamilton, 1989). 대상관계는 Ferenczi, Klein, Fairbairn, Balint, Bion, Winnicott, Guntrip, 

Dicks, Kernberg, Mahler, Kohut, Sullivan과 같은 이론가들에 의해 강조되었으며, 정신분석 

분야에서 시작되고 발달되어 왔다(Friedman, 1980; Hamilton, 1989; Kilpatrick & Kilpatrick, 

1991). 대상관계 관점에서는 “현재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역동적이고 개인사

적인 이유들”을 찾고자 한다(Friedman, 1980, p. 63). 다시 말해 대상관계이론은 개인이 성

장과정에서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과 형성해온 관계방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Hamilton, 1989).

대상관계 가족치료에서 개인 내적·대인관계적 수준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

계 안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은 발달 초기,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내면화된 대상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내적 세계를 탐색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Klipatrick & Kilpatrick, 1991). 따라서 대상관계 가족치료 접근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핵심적 요소는 대상관계이론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기본■개념/이론적■구념

가장 대표적인 발달적·심리학적 메커니즘으로서의 분열(splitting)은 현대 대상관계이론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분열의 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상관계의 성취는 목표를 달

성하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Hamilton, 1989). 이 개념에 따르면 아동은 나이와 발달단계에 맞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상

으로 내적 세계를 분리시킨다. 분열은 유아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금지되거나 위험수위를 넘

나드는 즐거움과 같은 측면들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대상과 다른 부분을 내적 관계로

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엄마와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보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자폐증은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불완전한 심리적 작동체계

(insulation)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약 8주차가 되면 유아는 공생적 관계에 있는 

엄마와 함께 통합적인 하나의 온전한 개체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생(symbiosis)하게 된

다. 생후 6개월이 되면 분리/개별화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은 분화기, 연습기, 화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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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prochement), 대상 항상성을 포함하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분화는 아동이 엄마를 비롯

한 다른 사람들의 특성들을 탐색하기 위한 신체적·정신 내적 능력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연습기(10~16개월)는 기동성 향상으로 아동이 매우 활동적이고 의기양양해지며, 

자신의 세계를 탐색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화해기는 생후 16~24개월에 해당하는 단계로, 

이때 아동들은 세상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재충전을 위해 엄마를 떠났다가 다시 돌

아가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분리에 대해 보다 확장된 인식을 갖게 

된다(Mahler, Pine, & Bergman, 1975). 이 과정에서 양육 또는 박탈을 통해 세상을 모두 좋거

나(all－good) 모두 나쁜 것(all－bad)으로 양분하고자 하는 아동의 시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분열은 지배적인 방어기제와 분리/개별화 과정의 중요한 국면이 된다(Hamilton, 1989; Mahler 

et al., 1975). 대상 항상성은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모와 자신의 관련성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아동은 대체로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을 느끼지만 원하지 않는 형태로 나

타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의식은 생후 24~36개월경에 형성된다(Hamilton, 

1989). 근본적으로 애정과 파괴적 충동성은 투사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되는 것이며, 자아와 

대상은 분리되어 있지만 또한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온전한 대상

관계성이 성립된다.

자신과 중요한 타인들 간의 관계를 내면화하는 과정은 내사(introjec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

되어 왔다. 이는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비교적 미숙한 단계에서 시작하여 점차 정교한 수준으로 발전해가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대상관계를 내면화하는 가장 빠르고 주요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Kilpatrick & Kilpatrick, 

1991, p. 216).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한 측면을 특정 대상

에게 투사하고, 타인에게 투사한 요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대상을 통제하고자 한다”

(Hamilton, 1989, p. 1554). 비록 투사적 동일시가 무의식적 방어기제이지만, 이는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자신이 투사한 정서 및 태도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상호작용적 과정 또한 포함하고 있다. 담합이란 다른 사람들, 즉 투사적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동참함을 의미한다. 또한 전이, 전가, 공생, 가족 투사 과정은 모두 투사적 

동일시와 담합이라는 주제가 변이된 형태라 할 수 있다(Kilpatrick & Kilpatrick, 1991).

Winnicott은 안아주는 환경과 이행대상(transitional object)의 개념에 대하여 소개했다

(Hamilton, 1989).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은 훌륭한 양육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으

며, 온전한 대상관계의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분리보다는 접촉에 대한 욕구를 강조한다. 

즉, 아동은 자신을 안아주고 달래주는 부모의 역할을 내면화하고 나면 부모로부터의 분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동 자신도, 부모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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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대상의 발달이라 할 수 있는데, 아동은 이행대상이 마치 자녀를 매우 사랑하는 부모이자 

그 자신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 전통적으로 아동의 이행대상은 곰 인형과 담요이다(Cohen & 

Clark, 1984). 성인에게 있어 이행대상은 에너지를 얻고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관계이론은 정신구조의 발달과 자아정체성(ego identity)이 형성되는 방식에 초점을 둔

다. Kernberg(1976)에 의하면, 자아정체성의 가장 높은 수준은 가족, 친구, 사회적 집단, 문화

적 정체성을 표상함으로써 내면화된 대상의 내적 세계가 개인에게 조화로운 지지를 제공하

고, 현재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작용이 그 깊이를 더해갈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 

따라서 “상실, 유기, 분리, 실패, 외로움과 같은 고난의 시기에 개인은 일시적으로나마 내적 

세계에 의지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신 내적·대인관계적 세계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

며, 서로를 강화시킨다”(Kernberg, 1976, p. 73).

전이(transference)는 개인의 생애 초기 경험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관련 인물들

을 근간으로 하여 그들과의 관계 양상이 다소 수정된 형태로 현재의 대인관계를 형성해나가

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실제적 인물뿐 아니라 그 자체로 개인의 감정 상태와 외현적인 행동 반응에 영

향을 미치는 정신적 표상으로서 내적 타인에게 반응하고, 그들과 소통한다(Greenberg & 

Mitchell, 1983, p. 10).

예컨대 내담자는 자신의 어머니와 경험했던 관계의 역동에 기초하여 여성 치료자와 관계

를 형성해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은 안아주기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요 인물이 사용한 

방식을 내적 모델 삼아 관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 역전이(countertransference)는 타인의 전

이에 대하여 나타나는 상보적 상호작용으로서, 이는 외적으로 확연히 나타나며, 정신적 표상

은 치료관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개인은 과거의 대인관계에서 현재의 대인관계에 

이르는 수평적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화된 대상관계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행위

의 목적은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건강/정상성의■이론

내사와 동일시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성격, 정신적 과정의 조직,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형성

해나가는 방식에 대한 판단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유아－어머니 관계에서 시작된 심리적 발달

은 어느 단계에서도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개인의 능력은 물론 인식, 인지, 자기감(sense of self)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러나 개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립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때까지도 이와 같은 손상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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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1) 관계의 내면화와 외현화, (2) 

애착과 분리, (3) 내사와 투사, (4) 변형된 내재화 등을 발달에 있어 중요한 주제로 꼽고 있다

(Hamilton, 1989). 유아와 양육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이론을 기초로 볼 때, 자신의 고유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부모와 자녀는 그들의 관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lanck & Blanck, 1986).

대상관계 가족치료자들은 초기 부모－자녀라는 양자적 맥락 안에서 개인의 성격 발달에 대

한 이해와 “가족 구성원을 위한 가족 유지 기능 및 서로를 지탱해줄 수 있는 가족 역량 확대 구

현” 모두를 추구하였다(Scharff & Scharff, 1987, p. 62). 따라서 가족의 건강 수준은 가족 구성

원들 서로가 온전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능력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온전한 관

계를 형성한다(fully relating)’는 것은 진정한 이해와 연민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치료전략/개입

정신 내적인 영역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새롭고 색다른 방식

들은 대상관계이론에서 (1) 내면화된 대상들 가운데 분열되고 부적절한 대상을 확인한 후, 통

찰력을 발휘하여 이를 적절하고 온전한 형태로 ‘재작업하기’, (2) 앞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사된 대상을 확인한 후, 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하기 위해 통찰력을 발휘하여 

‘재작업하기’와 같은 형태로 기술된다(Ryle, 1985). 이와 같은 작업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발달

적 과정에 필요한 구성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기능할 수 있는 논리적 방

식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의 자아기능 구현을 돕는 치료적 동맹관계에서 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Blanck & Blanck, 1986). 

대상관계 가족치료에서 타인과의 상호 의존성, 정신, 대인관계 간 상보적·다차원적 상호

작용 역동은 치료요인으로 이미 인정된 개념들이다. 따라서 치료자의 역할은 현재 개인의 대

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대상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치료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과거 가족 안에서 요구되었던 방어적인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 인식하고 재작업하기

2.  가족 구성원의 애착 욕구와 성장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가족 간에 서로를 지탱해줄 수 있

는 맥락적 능력 향상 요인 다루기 

3.  각 개인이 ‘거기에서 그것을 행하도록(take it from there)’하는 데 충분한 애착, 개별화, 성

장에 대한 욕구를 지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유지에 필요한 일련의 중심 요

인들을 회복시키고 구조화하기

4.  가족에게 맡겨진 과업들을 수행해나가는 데 있어 개인 각자의 선호와 가족 구성원의 욕구

에 따라 적합한 발달 수준으로 가족을 회복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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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개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욕구를 명료화하고, 개인이 필요로 하는 만

큼 가족들이 충분한 지지를 제공해서 개인의 욕구 충족시켜 주기. 이를 통해 우리는 심리

치료에서 다루어야 할 개인의 욕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

의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Scharff & Scharff, 1987, p. 448). 

이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구체적인 기술은 가족의 맥락적 전이에 대한 작업 및 가족 구성원

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염려에 대해 함께 나누고, 이해하며, 그 의미에 대해 해석을 해주는 것 

등이다. 치료자는 개인, 하위집단에 초점을 둘 수 있으나, 가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

용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Scharff & Scharff, 1987). 결국 구체적인 치료 

목표에 대한 결정과 치료 결과에 대한 평가의 책임은 치료자와 가족이 함께 지게 된다.

■■ 체계이론적■일관성

대상관계 가족치료는 체계이론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치료효과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Slipp(1984)에 의하면, 이 치료접근은 인과적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

만 특별히 ‘문제’로 정의되는 상황에서 순환성을 포착하려는 시도는 관계의 내면화와 외현화, 

애착과 분리, 내사와 투사 그리고 변형적 내면화의 견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관계 가족치료에서는 피드백과 회귀가 중요한 기법으로 활용된다. 또

한 가족 구성원들은 구체적인 치료목표와 치료의 종결을 둘러싼 제반 문제들을 결정하는 등 

치료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이 접근을 지지하는 수

많은 치료자들이 자신을 참여관찰자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치료자와 내담자의 심리적 변화를 

통해 상호 간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과 치료 참여에 대한 인식방법의 몇몇 측면들을 추

론해볼 수 있다(Nichols & Schwartz, 2001). 또한 이 접근은 각 개인의 발달과정과 대인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개인의 지각과 인지구조를 통해 구성된 다중 우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목표 혹은 규정된 치료적 맥락에 따라 치료자가 운영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그들의 구체적인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관계 가족치료 접근의 

운영방식은 획일적이지 않다.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은 병리 및 건강 기능의 정의에 기초한 틀

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목적 없는 표류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며, 진전이라기보다는 새로

운 조직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상관계이론에서 자기준거의 개념은 그리 중요하지 않

다. 따라서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의 다양한 기원을 감안하여 우리는 대상관계 가족치료를 

실용적 접근, 제1단계 접근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접근은 체계이론적 일관성이 다소 부

족하긴 하지만, 개인심리학과 가족치료 세계의 가교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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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2단계 사이버네틱스/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의 질문과 성찰

1.  대상관계 가족치료는 내담자들이 나를 전문가로 인식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2.  현재 내가 내담자들과 나누는 대화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는가? 

3.  내담자가 그들의 내·외부 세계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나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4.  전이/역전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는 설명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5.  내담자 체계를 중심으로 설정한 목표 추구가 그들에게 큰 도움으로 작용할 것인가?

6.  내담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 나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1.  모더니즘/구조주의적 세계관과 포스트모

더니즘에서 추구하는 관점 간에 존재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

시오. 여기서 도출된 두 가지 개념이 가족 

치료에 어떠한 역할로 작용하는지 설명하

시오. 

2.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에 대해 제공된 정보

를 바탕으로, 아버지가 부재한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 치료의 핵심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3.  Ivan Boszormenyi－Nagy의 접근을 바탕으로 

하여 맥락적 가족치료에 대해 논의하시오.

4.  Ivan Boszormenyi－Nagy가 제시한 윤리적 

요소, 즉 부채 장부(ledger of indebtedness)

와 자산(entitlement)에 대해 정의하시오. 

그리고 아동과 함께 치료회기를 진행하는 

동안 가족 구성원 각 개인이 어떠한 역할

을 수행하였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5.  Nagy가 잘 기능하는(well－functioning) 가

족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제시한 세 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가족 내에서 참된 관계

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각자가 어

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6.  맥락적 가족치료가 체계이론적 관점과 일

치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방식 및 제2단계 

사이버네틱스와 상반된 성격으로 활용되

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시오. 

7.  치료회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이 및 역

전이 시나리오의 예들을 기술하시오.

8.  대상관계 가족치료에서 치료자로서 당신

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 접근

을 활용한 치료회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목표의 예를 두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실전문제

다음의 질문은 이 장에서 다룬 내용의 적용과 분석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임상실천과 더불어 

이 장에 대한 추가적인 사정, 적용, 분석, 합성, 평가를 위해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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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EARCHLAB 살펴보기 

www.MySearchLab.com에 다음의 비디오, 사례, 문서 등이 제시되어 있다.1

추천 비디오 

∧ Genograms: The Tool That Brings Resilience 

to Life－Constructing the Genogram(Part 4 of 

12)(가계도: 삶에 회복탄력성을 가져오는 도구－가계

도 구성하기)  

당신은 치료에서 어떻게 가계도를 구성할 것인가?

Genograms: The Tool That Brings Resilience 

to Life－Lisa’s Extended Family(Part 6 of 12)(가

계도: 삶에 회복탄력성을 가져오는 도구－리사의 확

대가족) 

치료사는 가계도에 확대가족을 어떻게 포함시키

는가?

Genograms: The Tool That Brings Resilience 

to Life－History of Loss(Part 7 of 12)(가계도: 삶

에 회복탄력성을 가져오는 도구－상실의 역사) 

상실에 대해 그녀의 가족들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추천 사례/문서 

△ The Baby Boomers: The Story of the 

Johnsons(베이비부머: 존슨 가족 이야기) 

내담자의 가족 안에서 세대 간의 차이점은 가족과 

치료사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 A Caregiver Support Group(양육자 지지 그룹)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될 때, 가족 구성원들은 노

인 가족 부양에 직면한다. 당신은 가족 중 소진을 

현재 (가족 부양에 대해) 소진을 느끼는 사람과 함

께 어떻게 노인 가족을 부양할 것인가? 

△ The Community Heals a Family: The Story 

of the LaSotos(지역사회가 가족을 치유하다: 라소

토스 가족 이야기)

필라와 아카시오는 자녀 브리타니를 양육하는 것

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가? 부모의 차이점 또

는 성차와 관련이 있는가? 설명하시오. 

추천 자원

웹사이트：Crisis, Grief and Healing: Men and 

Women

Professional Voices from the Field(가족치료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Salvador Minuchin

웹사이트：Multisystemic Therapy

연구 주제

Modernism and Postmodernism(모더니즘과 포스

트모더니즘)

Ivan Boszormenyi－Nagy

David와 Jill Savege Scharff

1 그러나 www.MySearchLab.com의 자료 접근 권한을 이 번역서에서는 제공할 수 없음

∧＝AAMFT 핵심능력자산, △＝사례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