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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에 대한 상담 모델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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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미국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피학대아동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들을 개관하고 피
학대 아동을 상담할 때 고려해야할 중요한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학대는 이미 개인이나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정신건강전문가들도 아동학대의 예방 및
상담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피학대아동을 위한 경험적으로 검증된
적절한 상담 모델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학대아동을 위한 기존의 상담 프로그램들의 치료적 이론과 기제
및 성과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피학대 아동의 상담에 대한 관심과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최근의 피학대아동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들을 개관한 결과, 학대경험을 회기 내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강조되며, 부모의 개입이 상담성과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측요인이었고, 구조화된 단기상담을 지향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의 상담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경험
적 연구를 통해 성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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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아동학대 고발센터를 개설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에 따르면, 2001년 접수

였고 1989년에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설립되었으

된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는 2,606건인데 비해 2006

나 피학대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잘

년에는 6,452건으로 2.5배가량 증가하였다. 계속 증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김현용, 윤현숙, 노혜련, 김연

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발생률과 더불어 지난 몇 년간

옥, 최 균, 이배근, 1997). 국내의 아동보호체계가 본

사망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의 사례들이 매

격적으로 마련된 것은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

스컴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아동학대는 더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 운영되면서 피학대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

아동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가 갖추어지면서부터이

되었다.

다. 그 결과 2007년 3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

미국 내에서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

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43개

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것은 1874년 후견인 부부에 의해 잔인하게 맞고 방

발생률과 17개 아동학대 관련기관에 의뢰된 사례수

임되어왔던 피학대아동 Mary Ellen의 사건이 알려진

를 비교해볼 때, 피학대 아동의 0.66%만이 상담 서

후이다. 당시 9세였던 Mary Ellen의 구제에 적용할

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박형원, 2004).

수 있는 법이 없어 결국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

피학대아동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과 심리적 문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제에 대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졌지만, 우

Animals)의 도움을 받은 이 사건을 계기로 첫 번째

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피학대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아동학대방지협회(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

to Children)가 조직되었고, 미국전역에 아동학대와

력이 매우 부족하며 상담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만

관련된 예방기관 설립과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한 상담 모델을 찾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Watkins, 1990). 이후 1960대

미국에서는 이미 피학대아동의 치료를 위한 합의

에 들어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급격히 발

된 지침서를 발표하고 정신건강전문가들에게 소개하

전하였는데, Kempe와 동료 의사들(Kempe, Silverman,

여 피학대 아동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치료

Steele, Droegemneller, & Silver, 1962)이 피학대아동의

가 가장 적합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신체증상을 관찰하고 증명하여 처음으로 학대아동증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후군(The battered Child Syndrome)을 학회지에 발표한

1998; Cohen, Berliner, & March, 2000; Foa, Davidson, &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학대아동증후군이란 아동이 부

Frances, 1999).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조

모나 보육자, 형제자매로부터 반복해서 신체적인 학

사 및 문제현황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이 시행

대를 받아서 발생하는 각종 증상의 총칭으로 골절,

된 편이나, 피학대 아동을 위한 상담 개입 프로그램

두개 내 출혈, 고막파열, 시력상실, 성장 지연 등이

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정신건강전문

야기될 수 있고 나이가 어릴수록 치명적인 영향을

가들 사이에 합의된 상담 모델도 제시된 바가 없다.

받게 된다. Kempe의 논문 발표 후, 아동학대는 사회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저소

적 문제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득층 밀집지역의 방임 아동을 대상으로 자존감 향상

후속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974년

을 돕기 위해 현실치료 모델을 토대로 한 프로그램

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이 있다(김혜영, 2001). 프로그램 참여 후 아동의 자

and Treatment Act)이 통과되었다.

존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프로그램의 유익성은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공립기관으로는 최초로

88.9%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양혜원(2002), 배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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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선화(2000)가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건강한

를 보였다. 자기를 비난하게 되면 죄책감과 수치심,

성장발달 지원 및 적응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무기력감을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Goodwin,

개발한 바 있고, 김명희(2001)가 근친 성학대를 받은

1988; Sanders, Berliner, & Hanson, 2004).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표출 훈련 프로그램을, 박형원

분노감은 학대사건이 부당하다는 생각과 학대를

(2004)이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공격행동 감소 프로그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과 관련된다. 학대로 인한 분

램을 개발하여 효과검증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프

노감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

로그램들은 외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등

보다는 다양한 적응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보인다. 이는 신경생물학적인

이에 본 연구는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학대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는데, 만성적으로 외상을

아동을 위한 기존의 상담 프로그램들의 치료적 이론

경험한 아동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에피네프린과 같

과 기제 및 성과 연구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은 신경전달물질이 정상아동에 비해 과도하게 방출

피학대 아동의 상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피학대

됨으로써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Cohen,

아동을 상담할 때 고려해야할 중요한 점들을 제시하

Mannarino, & Deblinger, 2006).

고자 한다. 먼저 아동학대의 부정적 결과 및 심리적
후유증들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둘째, 행동적 문제로써 거짓말, 도벽, 약물남용,
공격성, 가출, 자살 충동 및 시도 등이 관련된다. 가
정 내에서 폭력 외에 다른 갈등해결기술을 습득하지

아동학대의 후유증

못한 경우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학교생

아동학대는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며 아동에게 있

활의 부적응을 야기하기도 한다. 피학대아동 집단과

어 이후 많은 정신건강 문제를 발달시킬 수 있는 지

학대받지 않은 아동 집단을 비교한 한 연구(Kurtz,

속적인 위험요인임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

Gaudin, Wodarski, & Howing, 1993)에서는 두 집단의

사이에서도 아동학대의 예방 및 상담 개입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통제하였을 때조차 피학대집단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학대의 정도와 지속기간,

아동이 더 낮은 학업 수행 및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

아동의 성과 연령, 발달단계 등에 따라 학대 경험에

제를 나타내었다. 피학대아동은 약물남용의 위험도

대한 반응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서적, 행동적, 인

높은데, 이는 학대와 관련된 기억으로부터 회피하고

지적 차원에 걸쳐 빈번하게 발견되는 학대 후유증은

부정적 자기상에 대해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을 사용

다음과 같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정서적으로 아동은 불안과 공포, 우울감, 슬

또 다른 심각한 행동 문제는 폭력의 세대 간 전

픔, 분노감 등을 경험한다. 피학대 아동은 학대 상황

승이다.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성장과정에서 폭력

을 연상시키는 비슷한 자극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불

적 행동을 관찰할 기회가 많으므로 모방과 학습과정

안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안반응패턴

을 통해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폭력적

은 학대와 관련된 사람, 장소, 사물, 상황 등에 일반

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

화되어 위험이 없는데도 높은 수준의 불안을 일으킬

을 때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성인이

수 있어 과잉각성상태를 유지시킨다.

되었을 때 자신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

피학대 아동은 학대경험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이 높다(Hutchings, 1998; 박형원, 2004에서 재인용).

돌리고 우울감을 느끼기기도 한다. Sternberg 등(1993)

셋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

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비폭력 가

던 타인과 세상에 대한 관점에 혼란을 겪고 왜 그러

정의 자녀들보다 우울증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

한 일이 자신에게 생겼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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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합리적인 설명을 찾지 못하면 피학대 아동은 상

피학대아동을 위한 상담 모델과 프로그램

황에 대한 통제감과 예측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해 원

평가가 이루어진 후 상담가의 중요한 임무 중 하

인에 대한 잘못된 귀인을 하게되고 비합리적인 신념

나는 어떤 상담 개입이 피학대 아동의 문제 회복에

들을 형성하게 된다(Cohen, Mannarino, & Deblinger,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6).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비합리적인 신념 중

서 상담전문가들은 피학대 아동을 위한 상담 프로그

하나는 자기비난이다. 즉, ‘내가 나쁜 아이기 때문에

램을 개발하고 검증해야할 뿐 아니라 이론적 기반

아빠가 나를 때린거야’, ‘내가 삼촌 방에 들어간 게

위에 경험적으로도 입증된 상담 프로그램을 익히고

잘못이야’ 와 같이 학대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자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현재

에게 돌리게 된다. 자신을 보호하고 보살펴줄 것이

피학대 아동을 위해 사용되는 상담 모델 중 이론적

라고 믿고 기대했던 부모 및 성인으로부터 의도적

으로 타당하며 경험적으로 효과성이 검증되어 상담

이고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에는 자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델들을 중심으로 개

신의 기대와 상반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

관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 중 최근 미국에서 사

우 어렵기 때문에 자기 비난을 발달시키고 지속시

용되고 있는 피학대 아동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으

키기 쉽다.

로는 인지 처리 과정 치료(Cognitive Processing

또 다른 인지적 왜곡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Therapy; CPT), 외상 중심 인지행동치료(Trauma-

신념으로 이는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F-CBT), 외상

된다(채규만, 1997).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주요

중심 통합적-절충치료(Trauma-focused integrative-Eclectic

집단은 가족, 가족의 지인이나 친척, 이웃 등 평소에

Therapy; IET), EMDR(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가깝게 알고 지냈던 성인들인 경우가 많아(한국성폭

Reprocessing), 학대 중심 인지행동치료(Abuse-focused

력 상담소, 2007), 이후 아동이 타인을 신뢰하고 대

Cognitive-Behavioral Therapy; AF-CBT) 등이 있다.

인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피학대 아동이 가지는 왜곡된 인지는 외상 후 스트

인지 처리 과정 치료(CPT)

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 불

CPT는 12-16주 정도가 소요되는 단기적이고 구조

안, 우울 및 다른 행동 문제를 야기하고 유지시키는

화되어있는 인지행동치료로 특별히 성학대로 야기된

데 영향을 미친다.

PTSD 및 이와 관련된 우울감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학대 아동의 치료 개입 시에는 PTSD 증상이 반

고안되었다(Resick & Schnicke, 1992). CPT는 외상적

드시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필요성은 성학

기억에 대한 노출, 인지적 재구성훈련, 외상에 의해

대 아동의 절반과 신체적 학대 아동의 삼분의 일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PTSD 진단 규준을 만족시킨다는 보고에서도 입증된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노출치료(Foa & Kozak, 1986)와

다(McLeer et al.,1998; McCloskey & Walker, 2000). 특

인지치료는 종종 외상 희생자들을 위한 치료에 사용

히, 아동학대와 같이 외상이 의도적-인간 발생적이고

되어 왔는데, CPT는 이 두 가지 접근을 통합하여 사

장기적으로 지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PTSD 증상으로

용한다. 즉, CPT의 첫째 목표는 외상 기억에의 노출

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복합

이고 인지적 요소가 여기에 더해진다. CPT는 피학대

PTSD(complex PTSD) 혹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극단

아동으로 하여금 어떻게 사고와 정서가 서로 연관되

적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Disorders of Extreme Stress

는지를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외상 경험을 무시하거

Not Otherwise Specified; DESNOS)"로 명명하기도 한다

나 없애버릴 수 없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으로써

(Herman, 1992).

받아들이고 통합하도록 돕는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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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서를 충분히 경험하고 부적응적인 신념을 직

내담자들은 치료를 마친 후 PTSD 증상을 보이지 않

면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이전 경험들과 신념들

았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Owens, Pike와 Chard(2001)는 아동기 성학대를 겪은

이 외상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항을
받았는지를 탐색하게 한다.

53명의 여성 내담자를 대상으로 17주의 구조화된

외상경험은 이전의 도식에 맞지 않는 새로운 정

CP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PT는 PTSD 증상의 심

보이기 때문에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

각도와 상관이 높다고 알려진 개인 신념 및 반응 척

‘세상은 안전하고 어른은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존재

도(Personal Beliefs and Reactions Scale; PBRS)와 세상 가

다’ 라는 믿음이 외상경험으로 인해 무너지면 이를

정 척도(World Assumptions Scale)에서의 인지왜곡을

이해하고 범주화할 새로운 방법이 없으므로 외상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그 효과는 3개월과 1년 후

관련된 강한 정서는 처리되지 않고 남겨지게 된다.

의 추수시점에서도 유지되었다. PBRS는 50개 문항으

이전의 믿음이나 도식에 불일치하는 정보를 접하게

로 이루어진 척도로, 대인간 일어난 외상사건에 의

되면 두 가지 중의 한 과정이 일어나는데, 즉 동화

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되는 안전, 신뢰,

(assimilation)와 순응(accommodation)이다. 동화는 새

친밀감 등과 관련된 인지를 측정한다.

로운 정보를 왜곡시켜서 기존의 믿음 체계와 일치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Resick과 동료들이

시키는 것이고, 순응은 기존의 믿음 체계에 불일

(2002) 171명의 성폭력 희생자를 대상으로 CPT와 노

치하는 새로운 정보에 맞추어 신념을 변경하는 것

출치료, 통제집단을 비교하였다. 치료효과는 치료전

이다(예: ‘좋은 사람은 성폭행을 할 리 없는데, 그

후, 3개월과 9월 추수시점에 PTSD 증상 척도와 Beck

렇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해‘). 과순응

우울척도, 외상과 관련된 죄책감 척도로 평가되었다.

(over-accommodation)은 외상경험의 결과로 극심한 수

그 결과, 두 치료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효과가 있

준의 신념 변화가 있을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때

었고 치료 3개월 후 CPT 집단의 83.8%와 노출치료

때로 나쁜 일들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기도 해‘ 라

집단의 70.3%가 더 이상 PTSD의 진단기준을 충족하

는 신념은 건강한 순응과정이지만 사회적 지지체계

지 않았다. 특히, CPT 집단은 노출치료집단에 비해

가 부족한 피학대 아동의 경우에는 ’아무도 믿을 수

서 외상관련 죄책감의 감소에 더 효과가 높았는데,

없어‘ 혹은 ’나는 결코 안전하지 않아‘와 같은 부적

이는 CPT가 외상과 관련된 죄책감이 두드러진 내담

응적이고 극단적인 순응과정을 따르게 된다(Saunders,

자의 경우에 더 적합한 치료적 접근이 될 수 있음을

Berliner, & Hanson, 2004). 동화와 과순응은 종종 자

시사한다.

기 비난, 죄책감, 수치심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문제
가 된다. 따라서 CPT는 외상경험과 관련된 인지를

외상 중심 인지행동치료(TF-CBT)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과순응 대신 적응적 순응

TF-CBT는 학습이론과 인지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을 사용하도록 돕는다.

써,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반응을 감소시키고

Resick과 Schnicke(1992)는 CPT가 성폭력 피해 내담

외상 경험과 관련된 부적응적인 믿음과 귀인양식을

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을 경감시키는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부모(가해자가 가

데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유사실험 설계로 이루어

족 내에 있을 경우에는 비가해자 부모)와 협력하여

졌던 이들의 연구결과, 12주간의 CPT 집단상담에 참

부모 자신이 겪는 정서적 고통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여한 내담자들은 대기자 집단과 비교하여 치료효과

아동에게 긍정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지

가 우수하였고 치료 후와 6개월 추후검사 시점에서

원한다. 부모 역시 자녀의 학대경험으로 인해 충격

모두 유의미한 향상을 유지하였다. CPT 집단의 모든

을 받으며,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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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부모도 폭력의 희생자일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

14세 사이의 성학대 피해아동 82명에게 외상 중심

한 지원이 필요하다. TF-CBT는 비가해부모들의 우울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여 통제집단인 비지시적 지지

증상과 학대 관련 증상을 감소시키고 자녀에게 효과

치료집단과 치료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외상

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도록 돕는다(Cohen,

중심 인지행동치료 집단에서 아동의 성행동과 외현

Deblinger, Mannarino, & Steer, 2004).

화 및 내현화 문제, PTSD증상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

TF-CBT에서는 증상이 학습된 행동반응과 부적응
적 인지에 의해서 발달되고 유지된다고 가정하므로

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치료의 효과가 1년의 추수시점
에서도 유지되었다.

사고, 행동, 감정과 생리적 반응의 상호 연관성을 강

부모의 참여가 TF-CBT의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

조한다. 치료는 외상과 관련된 조건화된 정서반응과

을 검증한 연구결과도 있다. Deblinger, Lippman과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지,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

Steer의 연구(1996)에서는 100명의 성학대 피해아동을

에 대한 부정적인 귀인에 초점을 둔다. 치료는 보통

세 개의 치료 집단에 무선적으로 배치하였다. 즉, 아

12회기를 기본으로 하는데,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동만 치료에 참여시킨 TF-CBT 집단, 부모만 치료에

비가해자 부모는 아동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치료

참여시킨 TF-CBT 집단, 아동과 부모를 모두 참여시

후반기에는 필요에 따라 형제를 포함한 가족회기를

킨 TF-CBT 집단으로 나누어 치료를 실시하였다. 치

시행하여 가족 간의 대화를 향상시키기도 한다.

료 후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나 아

TF-CBT의 장점 중 하나는 개인치료, 가족치료, 집단

동과 부모를 모두 참여시킨 집단은 아동만 참여시킨

치료로 시행될 수 있고, 상담실이나 학교 기반 환경

집단보다 아동의 우울감과 행동 문제에서 더 유의미

모두에서 사용된다는 것이다(Cohen, Mannarino &

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Deblinger, 2006).

부모의 경우에 양육기술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 즉,

치료의 주요 구성요소는 외상 후 나타나는 전형

부모의 참여는 부모 자신이 치료적 이득을 얻게 될

적인 반응들에 대한 교육, 안전행동에 대한 교육, 호

뿐 아니라 피학대 아동의 상담 성과에 매우 중요한

흡훈련과 근육이완훈련과 같은 스트레스 대처 기술,

역할을 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정서 조절 기술, 언어적, 서면 혹은 인형 등의 상징
적 매개체를 이용한 학대 사건에 대한 점진적 노출,

외상 중심 통합적-절충 치료(IET)

학대경험의 원인, 책임소재, 결과에 대한 부정확한

IET는 외상이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은 아동의 기

귀인을 탐색하고 수정하는 인지적 재구성, 불안조절

능수준과 아동의 주변 관계 및 삶의 실제 맥락 속에

과 인지적 왜곡의 수정을 포함한 부모회기, 아동의

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에 기초한 심리사회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부모교

적 개입이다. IET는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 빈곤한

육, 학대에 관련된 치료적 대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가정의 피학대아동과 부모를 위해 발달된 것으로 이

아동-부모회기 등이 포함된다.

들에게 치료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한

외상 중심 인지행동치료는 원래는 외상의 성인

다. 이 상담 모델은 가정 내에서의 안전을 증가시키

생존자를 위해 발달되었으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외

고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며 아동 및 청소

상에 노출된 아동들에게도 효과적임이 입증되었고,

년이 보다 정확한 자아인식과 대처기술을 습득할 수

피학대아동의 치료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적 연구들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Saunders, Berliner, &

이 축적되어왔다. Cohen과 Mannarino(1996, 1997)는 내

Hanson, 2004).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은 이미 가

담아동의 연령에 따라 두 개의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정 내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전 세대에 학

3세에서 6세 사이의 성학대 피해아동 67명과 7에서

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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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의 바운더리 확립, 안전 확보, 가족구성원의

이 상담모델은 매우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역량 키우기 등을 강조한다. 또한, 피학대 아동의 어

그러나 이 상담 프로그램은 치료의 매뉴얼이 구성되

머니 자신이 이전에 학대경험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어 있고, Friedrich와 동료들이(1992) 성학대를 받은

평가의 내용에 포함된다. 학대경험을 해결하지 못한

남아를 대상으로 치료효과를 검증한 바 있지만, 그

어머니는 자녀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어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후속

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연구들이 필요하다.

IET가 기반으로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첫째는 아동은 가족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EMDR

것이다(Kegan, 1982). 부모-자녀 간의 안정적인 애착

EMDR은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심리치료절차로

은 외상을 당했을 때 아동의 적응적 기능과 회복할

외상과 관련된 증상들을 경감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수 있는 탄력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는

알려져 있다.

정확한 자기개념은 미래에 닥칠 상황에서도 사용될

우연히 자발적인 안구 운동이 고통스러운 요소에 대

수 있는 필수적인 심리적 준비상태이며 장기적인 대

한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생각

처 기술을 촉진시켜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에서

을

는 애착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서 부모에게 부모역

(Shapiro, 1989), 인지치료 요소와 안구 운동을 결합시

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아동의 정확한 자기개념

킨 개입방법으로써 외상기억의 차단된 과정을 촉진

확립을 위해 수치심이나 자기 비난 등을 다룬다.

하고 더 적응적이고 긍정적 인지, 대처 전략과 적응

EMDR은 1987년 심리학자 Shapiro가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발달되었고

구체적인 치료의 구성요소는 가족의 삶에 포함된

적 행동을 하도록 돕는다. 즉, EMDR에서는 내담자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밝히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

에게 심리적 외상과 연관된 기억, 신체적 감각, 이미

기, 부모-자녀 애착의 영역에서 특정한 목표를 세우

지 등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외상기억이 갇혀있는

고 가정 내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안전과 부모-자

기억 네트워크를 자극하려고 시도한다. 동시에 안구

녀 연결의 영역에서 치료 계획 세우기, 부모-자녀관

운동을 통해 신경계의 다른 기억 네트워크를 자극하

계 향상,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확한

여 갇혀있던 외상정보가 적응적인 경로로 빠르게 진

지각 수정, 어떻게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에게 영

행되도록 촉진한다(Parnell, 1999; 김준기, 2008에서

향을 미치는지 부모가 깨닫도록 돕기, 아동과 부모

재인용).

에게 생각, 감정, 행동의 관계 이해시키기, 이완과

EMDR의 외상 기억과 “가속화된 정보 처리” 모델

연상, 자기말 등을 포함한 대안적 대처기술 가르치

은 몇 가지 중요한 원리에 기반을 둔다. 첫째, 외상

기 등이 포함되며 일단 부모와 자녀관계가 향상되면

기억은 개인의 더 광범위한 인지에 완전히 순응하지

발달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교육한다(Friedrich, Luecke,

못한다. 즉, 외상 기억은 개인의 더 큰 인생 경험들

Beilke, & Place, 1992).

에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된 채 남아있다. 둘째, 외상

IET는 놀이 활동을 통해 학대하지 않은 비가해

기억들은 개인의 기존 인지 도식 안에 완전히 동화

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된 기억은 이후의 정보 처

모-자녀 관계를 보다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인

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EMDR 이

지행동치료와 차이가 있으며, 치료 길이는 사례에

론은 인간 내부에 EMDR 과정에 의해 활성화되는

따라 다양하다. 아동학대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의

자기 치료적 기제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활성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아동 개인의 변화로만은 학대의 재

자기 치료적 기제는 외상 기억의 통합을 위한 과정을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촉진하며 매우 빠른 치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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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아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외상과 관련된 특정 사고나

자가 1-3개월 추수시점에도 증상의 경감을 유지하였

이미지, 부정적 믿음, 신체 감각을 발견하도록 도와

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증상의 변화가 없었다. 이

주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그리게 한 상태에서 치료자

러한 결과는 매우 극적이지만 참가자 중 일부는 전

의 손을 따라 안구운동을 하게 한다. EMDR 치료 중

혀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연구 설계시 무

에는 학대 경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렬한 제반응

선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수시점이 한 달에서

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인 정서적 혼란을

세 달로 상대적으로 짧고 일정하지 않아 결과의 해

아동이 견디어 낼 수 있을지를 미리 평가하고 준비

석에 제한이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EMDR은 후

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치료 중에 표현되는 격렬

속 연구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경험적 자료가 축적되

한 감정을 당황하지 않고 다루려면 치료자 또한 충

고 효과성이 검증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분히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EMDR에 대한 정식교육

결과들은 성인에게서 얻은 결과의 방향과 일치하고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있다.

EMDR을 경험해 볼 것이 권장된다. EMDR은 기존의
치료와 달리 평균 6회기 정도로 치료기간이 매우 짧

학대 중심 인지행동치료(AF-CBT)

다는 것이 특징이다.

AF-CBT는 피학대 아동과 학대한 부모를 모두 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EMDR 효과 연구에 비해 아

상으로 하여 학대가 일어난 가족 환경과 아동과 부

동에게 EMDR을 실시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그 결

모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개입방법이다(Kolko,

과는 고무적이다. Chemtob, Nakashima와 Carlson(2002)

1996). 이 치료는 학대 및 폭력에 관한 신념체계를

은 3회기의 EMDR 치료가 PTSD를 치료하는데 대기

다루고 자기 통제 능력을 증진시키고 폭력 행동을

자 집단에 비해 효과적이었음을 밝혔고, Datta와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아동 학대가 일어나

Wallace(1996)도 과거에 성학대를 경험하였고 현재

는 가정은 빈곤이나 실직 등 가정 내 스트레스를 경

성폭력 가해자가 된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

험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로 3회기의 EMDR을 실시하여 효과를 증명하였다.

있어 가족 상호간에 분노나 공격성이 증가되어 있는

EMDR 참가 청소년들은 개인집단과 집단치료를 받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러한 가정에서의 피학대아

은 대조집단과 비교하여 심리적 외상과 관련된 불안

동은 행동문제, 외상관련 정서증상, 빈약한 사회기술

과 고통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희생자들에 대한

및 대인관계 기술을 보이게 된다. AF-CBT는 학대를

공감능력도 증가하였다(Parnell, 1999; 김준기, 2008에

일으키는 가족 내 다양한 요인과 아동의 학대에 대

서 재인용).

한 행동적, 정서적인 반응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Greenwald(1994)는 외상 경험이 있는 5명의 아동을

접근방식으로써 학대 행동이 시작되고 유지된 과정

대상으로 해서 단 1-2회기의 EMDR 회기로 외상 증

과 학대경험이 각각의 발달적 시기에 아동에게 미친

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심지

다양한 영향을 탐색한다.

어 1회기의 EMDR로도 외상 관련 증상이 감소하였

치료는 보통 12-16주 정도 소요되며 아동과 부모

다(Puffer, Greenwald, & Elrod, 1998), 이들은 외상경험

는 각각 개별적이지만 내용면에서는 병행하는 치료

이 있는 20명의 아동 및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여 1

회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부모

회기의 EMDR을 실시하였는데 내담자 중 절반이상

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부모-아동회기를 갖게 된

이 외상 후 장애 증상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다. 아동은 가정 내의 스트레스와 폭력에 관한 생각

있는 척도인 IMS(Impact of Events Scale)에서 점수가

을 나누고 안전 교육,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는

정상수준으로 감소하였고, 3명을 제외한 모든 내담

대인관계 기술 훈련,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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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훈련 등을 교육받고 부모는 폭력과 신체

논 의

적 처벌에 관한 자신의 관점, 귀인양식을 확인하고
비폭력적인 양육방법, 분노 통제 및 스트레스 관리

아동학대는 심각한 후유증을 양산하는 문제임에

기술을 훈련한다. 아동-가족 혹은 가족 회기에서는

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실태조사 및 아동

비폭력 서약을 맺게 하고 안전계획을 세우며 건설적

학대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대화기술훈련

대부분이고 상담 개입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는 많지

과 비폭력적 문제해결 기술 훈련 등을 다룬다.

않다. 또한, 피학대 아동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과

Kolko(1996a)는 55사례에 대해서 AF-CBT집단과 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반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은 통제집단을 비교하

외국에서의 많은 치료 연구들도 최근에 이루어졌기

였는데, AF-CBT 집단에서 부모의 분노감과 양육시

때문에, 현장에 있는 상담자들은 이런 연구 결과들

아동에게 신체적 힘을 행사하는 정도, 양육 스트레

을 아직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상담 현장

스와 학대 위험, 가족 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가 유

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의미하게 감소하였고 그 효과가 1년 후까지 지속되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 아동을 위한 몇 가지 상담 프

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Kolko, 1996b) 38명의 아동

로그램을 개관하였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담현장

과 그 부모를 AF-CBT와 가족치료 두 집단에 무선적

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고려할만

으로 할당한 후 치료효과를 비교하였다. 치료 전 아

한 몇 가지 점들을 제시하였다.

동과 부모 모두 갈등전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와

첫째, 위의 상담 프로그램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

가족환경척도(Family Environment Scale)를 작성하였고,

되는 것은 회기 내에서 학대경험을 직접적으로 다룬

부모는 아동 학대 잠재성 검사(Child Abuse Potential

다는 것이다. 어떤 상담자들의 경우에는 아동의 증

Inventory), 양육척도(Parenting Scale)와 벡우울척도를

상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

작성하였다. 아동과 부모는 매회기 전에 분노, 물리

움 때문에 외상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를 꺼릴 수 있

적 훈육방법과 같은 잠재적인 학대 지표를 보고하게

다. 그러나 외상경험을 억압하고 회피하면 정서적

하였는데, 부모의 분노와 물리적 훈육은 치료가 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처리의 과정에 부정적

행됨에 따라 감소하였고 AF-CBT 집단의 부모가 더

인 영향을 주게 된다. 외상경험을 직접 다루는 상담

큰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다.

모델에서는 반복적으로 외상에 대해 직면하고 표현

AF-CBT는 특히 학령기 피학대 아동과 신체적 학

하게 함으로써 외상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처리를

대를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사용할 때 적합한 것으

하도록 돕는다. 외상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의

로 알려져 있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높은

중요성은 Finkelhor와 Berliner(1995)가 성학대 아동을

분노 및 공격성, 가혹하고 처벌적인 양육 방식을 가

대상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들 29개를 분석하고 향후

지고 있는 부모에게 적합한 반면, 주요 우울장애나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할 점을 제안하면서 학대 중

약물 사용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가 있

심 치료와 목표지향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

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적 치료를 권한다. 또한, 매우

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PTSD 증상을 보이는 피학대

어린 아동이나 지적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부모에게

아동을 치료할 때 정신건강전문가들 사이에 합의된

도 보다 단순한 치료적 접근이 권고된다.

중요한 지침에도 이완훈련과 같은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특정 기술들의 사용, 외상과 관련된 부정확한
귀인에 대한 탐색과 수정, 부모의 상담 참여가 필수
적이라는 것과 더불어 외상에 대한 직접적인 탐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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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Friedrich, 1996).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상담과정에서 학대 경험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

실제로 피학대 아동을 상담할 경우, 아동이 학대 사

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적 내용과 이완훈련과

실 및 이와 관련된 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

같은 행동적 기법을 치료 초반에 시행하여 피학대

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우리

아동으로 하여금 외상을 구체적으로 다룰 만큼의 역

사회에서는 아동학대가 아직까지도 사회문제로 인식

량을 키워주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앞서 살

되기보다는 가정 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펴본 상담 프로그램들에서 점진적 근육이완훈련이나

있고, 피해자인 아동이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

호흡훈련 등과 같은 스트레스 대처 기술을 훈련하는

기는 어렵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대사실을

것을 중요한 치료 요소로 포함하며 상담과정에 있어

감추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은폐되거나 축

서 이러한 훈련이 학대경험을 다루는 회기보다 선행

소될 가능성이 많다. 피학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된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연구(권해수, 2002)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상담 과정에서 학대 경험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실을 주변사람에게 알린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

것은 아동이 학대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과, 43.78%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

오류 및 잘못된 귀인양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

고 형제나 친척, 경찰, 상담기관에 알린 경우는 극소

히고 이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수였다.

중요하다. 권해수와 이재창(2003)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외상

성학대 피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

경험을 다루기보다는 상담자와의 라포 형성 및 안전

치는 변인은 성학대 경험 자체보다는 이후 피해경험

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권

을 공개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 개인의 귀인양

해수(2002)는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성학대피

식과 대처전략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점은

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는데 치

피학대아동을 상담할 때 피해자들이 성학대에 관련

유를 위한 결정적인 단계로써 학대와 관련하여 “비

해 가지고 있는 귀인양식과 대처 전략을 자세히 검

밀 깨뜨리기”를 회기에서 다루려고 시도하였으나 집

토하고 수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단원들의 강한 거부감과 저항에 부딪혀 집단상담의

지지해준다.

진행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피학대 아동을 위한 상담

는 집단원간, 집단원-상담자간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

개입은 그 수가 많지 않은데다가 대부분 학대 경험

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행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적응문제에 초점을 두

라고 지적하였다. 반면, 성학대 피해 청소년들도 주

고 이루어져 왔다(김혜영, 2001; 박형원, 2004; 백희

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 때

분, 옥선화, 2000; 양혜원, 2002). 향후 피학대 아동을

는 피해 경험을 노출하고, 노출에 대한 긍정적인 반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서는 외상을

응을 받는 경우에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낮아진다는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회기 내에서 다루어주

연구 결과는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학대

는 시도를 함으로써 국내에서도 그 효과를 검증할

경험을 안전한 상담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필요가 있겠다.

때 치료적 개입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지해준다(권해

둘째, 피학대 아동의 상담에서는 부모를 상담과정

수, 이재창, 2003). 따라서 학대 사실의 공개에 대한

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TF-CBT,

심리적 부담이 큰 우리사회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학

IES, FT-CBT에서 모두 부모를 치료에 참여시키고 있

대경험을 직접 다룰 때 그 준비과정을 더욱 세심하

는데, 특히 Cohen과 Mannarino(2000)는 TF-CBT의 치

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료 효과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은 아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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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의 지지와 외상과 관련된 아동의 귀인이라고

도 있다. 또한, 성학대와 같이 민감한 문제를 부모와

밝혔으며,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회기 시간을

다룰 때는 아동이 속해있는 가정의 고유한 환경 및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절반씩 배분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적 배경, 가치와 신념, 종교 등을 고려하여 접근

부모를 상담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폭력 가정의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자녀가 성

아동이어도 비가해부모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학대를 당했을 때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여 학대사실

받는다면 심리정서적인 문제와 행동문제 등의 부정

을 숨기려고 한다거나 ‘순결을 잃었다‘ 는 식의 반

적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가 다수 있다. 아

응을 하면 아동은 수치심을 느끼고 학대의 원인을

동기 때 학대를 받은 248명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돌리는 등 잘못된 귀인을 발달시키기가 더

한 Wyatt와 Mickey(1988)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지 정

쉬울 것이다(채규만, 2005). 부모를 성학대 피해아동

도가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중요하며 학

의 치료에 포함시킬 때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쟁점

대에 대한 귀인양식이 이후의 증상발달에 강한 예측

은 비밀보장의 문제이다. 만일 피학대아동이 청소년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학대를 경험했던

기 연령에 해당한다면 부모와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여성들의 연구에서도, Peters(1988)는 어머니의 정서적

피해 청소년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지는 학대의 빈도나 기간보다 더 강력하게 학대의

가정 내에 빈곤이나 과도한 양육 스트레스, 부부

심리적 후유증을 예측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갈등과 같은 문제와 폭력의 가능성이 계속 존재한다

결과를 볼 때, 부모에게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과 적

면 아동 개인의 인지적 및 행동적 변화만으로는 학

절한 부모 역할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

대 경험을 극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학대의 재발

하다.

생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대자

부모를 상담에 참여시킬 때는 고려해야할 몇 가

가 부모인 경우가 80%에 달하고 있어 가정내 학대

지 점이 있는데, 일단 상담 초기부터 부모와 자녀를

가 매우 심각하며(보건복지부, 2003), 아동학대가 일

함께 참여시키기 보다는 아동과 부모에게 각각 개별

어난 가정은 비폭력가정에 비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적인 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부모-

이 유의하게 낮았고, 부모의 약물 중독률이 높은 것

아동회기 및 가족회기를 시도해야한다. 더구나 가해

으로 나타났다(이창호, 권해수, 전은경, 2002). 이러한

자 부모를 상담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 아동의

역기능적 가정은 대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가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면 가해자가 자신의 행

족 외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익숙지 않으므로, 피학

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전에는 상담에 함께 참

대 아동의 상담에 있어서 가정환경이나 부모를 고려

여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와 아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상담과정에

동간의 만남이 있기 전 주의 깊은 사전 준비가 있어

참여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피학대 아동의

야 하고 의사소통의 선택권과 종결할 수 있는 권한

상담에 부모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구체

이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져야한다(Yokley &

적인 치료 계획을 제시하고 아동과 가족의 의견을

McGuire, 1990).

확인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성학대 피해 아동의 부모 경우에는 자녀를 지키

것이다.

지 못했다는 죄책감, 우울감, 가해자에 대한 분노 등

셋째, 모든 상담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매우

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어 자녀에게 필요한

구조화된 목표 지향적 단기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지지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채규만, 2005).

EMDR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담 프로그램은 사례에

만일 부모의 심리적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아동의

따라 융통성이 있지만 대개 12-16회가 소요된다. 단

치료와 별개로 부모를 개인 치료에 의뢰해야 할 수

기간의 상담을 통해서도 피학대 아동의 심리적 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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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들이 경감되고 외상 이후에도 건강한 발달 과정을

과 발달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피학대

이루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아동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개입이 초기에 신속하게

사실이며, 피학대 아동을 위한 상담 서비스가 신속

이루어지는 것은 그 피해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

하고 적절히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지한다. 실

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피학대 아동을 위한

제로 부모의 협조를 얻고 피학대 아동을 상담에 참

전문상담인력이 부족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목

여시키려면 아동과 부모에게 실현가능한 상담계획을

표지향적 단기 상담 모델이 적합하다.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치료 과정이 너무

이상으로 피학대 아동을 위한 상담을 실시할 때

길다든지 가정의 재정적 형편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고려해야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앞으로는 위에 언급

제대로 치료가 진행될 수 없다.

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외국에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볼 때, 피학대 아동을

서 시행되고 있는 상담 방법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위한 전문상담센터 및 상담원이 부족하므로 제한된

맞게 적용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

시간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학대 아동의 상담은 많은 서비스

피학대 아동의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 중의

들과의 연계가 필요한 복잡한 분야이므로, 상담의

하나는 쉼터이다. 신체적 학대가 가정 안에서 일어

내용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상담

날 때는 대개 비가해부모 역시 폭력의 희생자인 경

의 전달방법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가 많고, 쉼터 등에 아동이 함께 입소하여 단기적
으로 머물며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장기
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이다. 가정폭력피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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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Counseling Models for Abused Children

Hyun-A Chang
Jeonju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troduce various counseling models for abused children and to encourage the use of those with
sound theoretical bases, high levels of acceptance among practitioners, and empirical evidences of their utilities with
victims of abuse. Although child abuse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in Korea, interventive efforts for the abused
children are yet lacking. Treatment guidelines will guide practitioners with treatment planning, treatment selection,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increase the likelihood of children receiving the best treatments available. In general,
empirically supported interventions were found to be abuse-focused in content, built around structured short-term
counseling frameworks, and involving non-offending parents in the treatment process. Treatment procedures may need to
be adjusted to accommodate the context and circumstances in our society,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in this area.

Key words : child abuse, counseling models,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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