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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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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연구는 OO 법지원센터에서담당자에의해의뢰된성폭력 자장치부착 상자들로의사소통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에 해사티어경험 성장모델을 용한부부상담사례연구이다. 상담진행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주 1회

씩 총 5회에 걸쳐 120분씩 본 센터 상담실에서 실시하 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주 인 평가로서 연구자와

찰자 심기법을사용하 다. 연구결과를토 로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성폭력 자장치부착 상자들의자아존

감과의사소통변화가 정 으로나타났다. 이것은 교정시설실천 장에서부부상담의활용가능성을제시하는데에의의

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자, 의사소통, 자아존 감, 사티어, 경험 성장모델, 부부상담

Abstract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couple counseling case applying Satir Empirical Growth Model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and self - esteem of the sexual offenders who are attached to the electronic devices requested 

by the representative at the 00 Compliance Support Center. The counseling process was carried out in this center 

counseling room for 120 minutes from March to June 2017 once a week for 5 times in total. To validate the effects 

of this study, researchers and observer-centered techniques were used as subjective evalu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The self - esteem and communication change of the subjects 

with sexual violence electronic devices were found to be positive.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effect in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marital counseling in the practice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Key Words :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Sexual offenders, Communication, Self esteem, Satir, Empirical 

growth model, Couple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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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인을하나의 으로설명하기는어려우나지 까

지 밝 진 바로는 크게 개인 심리학 �사회심리학 �사

회구조 인 것에 주요한 원인이 있다. 재 진행하고 있

는부부상담은주로가부장제도에서의피해자로서의여

성에 을 맞추고 있고, 주된 서비스 상도 이미 문제

가만성화되어버렸거나, 피해자입장에서 여성집단에게

만 을 맞추고 있다. 부분의 부부‧가족문제는상호

작용의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폭력 계 속에 있는

많은피해자스스로가부부‧가족 계를지속하기를원한

다는사실을간과하고있다는데에서부터문제의소지가

있다[1]. 부부문제도사회문제와마찬가지로어떤 으

로 보느냐에 따라 근하는 개입이 다르다. 부부상담은

심각한 삶의 문제를 가진 부부‧가족들의 입장에서 원조

하고자 출발했으나, 아직까지 이들의 인식이 미약한 분

야로 시행착오를 통하여 발 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에는 부부‧가족 간의 문제 발생요인으로 인간의

계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회는 성폭력범죄로

인해 매우 심각하며, 성폭력 범죄에 한 과 이해는

매우 다양하게 보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성범죄 소식에 사회 불

안감이갈수록높아지고있는가운데 C지역내에서도매

년 700여 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 여 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공분을샀던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출소

한다는 소식이 해지면서 성범죄에 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있는모양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상성폭력

등강력범죄가기승을부리면서 “자칫내자녀도성범죄

자의희생양이될수있다”는불안에부모들의걱정이이

만 만이 아니다[2].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의 자장치부착 상자들은 반

드시부착기간 에보호 찰 에의한지도감독을받아

야 하며, 일반 보호 찰 상자에 비해 보호 찰 과의

빈도가 약 10배 이상 높다. 이들에 한 문제 상황

악이용이하고문제해결을 한개입이 극 으로가

능하다는것이다. 자장치부착제도가강력한처벌을통

한범죄를 방하는데 을맞추어시행되었지만여

히재범을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처벌이일정한요

건 하에서 오히려 분노감정을 일으킨다고 하 다. 한

자신에 해 힘이 매우 약해져있으며, 의사소통, 인

계, 지기통제, 사회생활 응, 공격성, 비애감등의어려움

을 호소하고 있다(서혜석, 이길구, 2018)[3].

성폭력범죄자의 자장치부착 상으로 부부상담 사

례로 연구되어진 문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련 문헌을살펴보면, 성폭력, 가정폭력의요인을주로부

부간의 갈등표출이라는 에서 부부 상호작용 인 측면

으로 보는 것이다. 부부의 원활하지 못한 상호 계로 인

해 부 응과 손상된 자아는 계속 끊임없이 연결되어 부

정 으로 래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가해자 상

심으로 로그램을 실시하여 정 효과로 만족했지만

부부가 응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치료효과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4]. 가족문제에 한 제 근 방법 가장 주

요한 것은 의사소통으로 가족 역동성 이해의 열쇠로 강

조되고 있다. 의사소통은 부부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족구성원간의 구조 계를 만드는데 매개체로 작용한

다[5].

이와 같이, 성폭력을부부간의의사소통유형과 련시

켜 볼때 성폭력의 원인은경험 상호작용모델에 의하

여규명되어질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 Satir[6]는 가족

을 하나의 단 로간주하여한 개인의문제를개인의

역에 한정시키지 않고, 그 개인과 상호 작용하는 부부와

가족에 을두고문제를해결하고자시도하는역동

인 개입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론적 배경

2.1 Satir 경험적 

Satir는 가족원들의 감정과 정서 인에 것에 심을

갖고가족체계와의사소통방법을개선하는데 을두

었다. 부부간의 계를 성장시키고 개선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기능 의사소통인 일치 의사소통과 자기

존 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 다. 이러한 에서

Satir의 경험 성장모델이론은 기능 의사소통 기술과

자기존 향상이 필요한 성폭력범죄자에게 용시킬 수

있으며더나아가가해자부부에게도유효하다고사료된

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 부부가 의사소통할 때 감정 이

면에흐르는것에 한통찰을통해부부가맺고있는각

자의 의사소통 방법을 알게 하여 역기능 갈등 계로

지내왔던 과거의 경험을 정 으로 재해석하고 자신의

내면의감정과행동과언어가일치하는의사소통을통해

자기를 존 할 수 있음이 향상되고 의사소통이 향상될

수있는부부상담이 실히필요하다[7]. 즉,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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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해 자장치부착 상자들의상담은자신을얼마나

정 으로보느냐와미해결된자신의내면을충분히경

험하며 드러내지 못했던 감정을 드러내고, 겉으로 드러

나는 자신에 한 처방식, 신념, 감정, 열망, 자기존재

를통찰하며일치된의사소통을할 수있도록 구체 개

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2 전 치 착 폭력 범죄  련된 행연

자장치부착성폭력범죄자와 련된선행연구를살

펴보면, 강호성[8]은 자장치부착이상당한수 으로성

폭력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자장치부

착으로인한 과자들의심리 고통이나두려움을감소

시켜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으며, 처벌 불공

정성 인식, 자장치부착의 수치심, 학력수 , 보호 찰

과의애착이 자장치부착의고통증가에 향을미치

는 핵심변수[9]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계, 친구 계를

나쁘게 하고, 외부활동이 축되어 인 계에어려움이

있으며, 한, 자감독 상자들에게 실 인 구직의

장벽은 경제 곤란을 다고 주장하 다[10]. 자장치

의부착은부착 상자에게수치심과두려움등의심리

고통을주어서재범을억제한다는것보다는 치추

자장치를 이용한 강화된 수 의 보호 찰 감독이 실제

성폭력범죄자의행동을변화시켜처벌에 한반감을유

발하게 되어 성범죄자가 오히려 항이나 반항심이라는

부정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처벌이

범죄자의분노감정을일으켜범죄자의문제행동을 진·

강화시킨다는것이다. 자장치부착자의사회복귀 지원

체계강화, 효율 인 리감독, 일 성있고지속 인

로그램으로 근본 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화되

어야 한다[11].

한, 자장치부착 성폭력 범죄자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질 연구는 윤은주[12]의 연구 결과, 자

장치부착을통한고통에 한감수성을발달시키는것에

따라상 방의고통을느낄수있으며, 그들의삶에자발

으로 응해 나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범죄 자장치를 부착

한 과자들은 타인에게들킬까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수치심, 불안을갖게만들어가족 계뿐만아니라부부

계, 인 계의 악화로 인해 실업문제와 연 되어 분

노, 공격성, 우울 등과 같은 부정 인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것은가족구성원뿐만아니라부부 계에지 한

향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장치부착 부

부 상자를 심으로 Satir 경험 성장모델이론을 용

한 부부상담 사례연구에 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실

정이다. 이에 련된 문헌 에 유사 련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자 상으로 Satir 경험 성장모

델 이론을 용한 문헌에는 자아존 감과 성의식 의

사소통 변화에 미치는 효과[13]에서 성폭력가해자 자신

들에게 있어서 부정 인식을 개선하기 한 노력을 기

울이는데 매우 요한 향을 미쳤으며, 건강한 지역사

회를확보하는데사회 지지망이매우 요하다고밝혔

다. 따라서 이들을 유지하고 부부를 건강하게 리할 수

있는 지지망은 최우선 으로 가족체계이고 부부체계로

구체 인 개입 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성폭력범죄와 사회 지지와의 계에 한 연구

자장치부착 상자를 심으로 연구[14]가 있었고, 비

행청소년을 상으로이루어진연구는국・내외다수있

었다. 가족의 지지와 부모와의 애착 계가 청소년 비행

을 억제하는 효과[15] 있으며, 수형자 부모의 부정 양

육태도[16], 지지 체계 개인의 직업과 결혼 활동이 재

범억제에 효과가 있다[17].

특히, 강호성(2012)은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향을

강력하게 지니고 있는 요소는 기능정도, 친 감, 성취수

과 같은 사회 결속의 질 인 요소임을 지 하 다.

여기서사회 결속의최소한의단 가부부가속해있는

가족임을 생각할 때 부부체계가 매우 요함을 설명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장치부착 상자들에게 미치는

향을 하나의 체계로 볼 수 있다. 한 개인의 문제를 개

인의 역에 한정시키지 않고 그 개인과 경험론 상호

작용에의하여작용하는부부에 을두고부부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역동 인 개입방법으로 Satir 경험

성장모델 이론을 용하여 부부 상으로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2.3 상담 프로그램 

자장치부착 성폭력범죄자의 부부간 의사소통, 자아

존 감의변화에 해 Satir의 경험 성장모델을 용한

내용들로구성하 다. Satir의 경험 성장모델의원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잠재력에 한 확고한 신념과

원리 8가지를 구축하 다. 부부체계가 경험하는 변화의

가능성, 내 경험, 부부자원의 통합, 기능 의사소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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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되는것에 을두었으며, 빙산탐색, 자기존재의 가

치에 해경험하며성장할 수있도록하는 것이목표이

다. 연구참여자들을 고려하여 비단계, 감정자각단계,

일치 의사소통단계, 자기존 단계, 종결단계 12회기로

부부상담 로그램을 구축하 다.

본 연구의부부상담 로그램은연구자가진행하 으

며, 수련감독 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박사이고, 교

정시설 장 실천 문가이다. 찰자로는 수련감독

문상담사자격증을 소지한 박사 1인이 참여하 다. 부부

상담 로그램은 Table 1과 같다.

3. 연 방법

3.1 연  참여  정

연구 참여자 선정에는 OO 법지원센터의 보호 찰

상자 에서 『특정 범죄자에 한 보호 찰 자

장치 부착 등에 한 법률』에 의거 치추 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들로 징역형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은 자들이다. 이들 에 부부상담을 희망한 자

들에게본연구의취지와목 을충분히설명한후, 참여

에 동의 한 3명의부인과 함께 참여하 다.

3.2 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 첫 주 부터 2017년 6월말

까지 으며, 연구자들은심층면담을 하여분석에 필요한

원 자료를구성하 다. 심층면담은 00상담실에서 수행되

었고, 편안한 분 기와 원활함을 해 한 물리 환

경을조성하 다. 자료수집에있어서연구자는 충분성과

성을 확보하고자 하 으며, 심층면담을 5회 이상 수

행하여 포화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 다. 심층면담은

한회기당 평균 120분이 소요되었으며, 심층면담이 끝나

고 자료를 분석하고 기술 할 때에도 보충질문과 추가질

문을 하여 자료의 최선을 기하고자하 다. 한 연구자

는 면담 에 작성한 장노트와 동의를 얻어 녹음테이

, 담당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열람한 자장치부착에

한기록, 연구 상자의 매회기 면담 후에 제출하는 소

감문을연구에사용하 다. 자장치부착에 한기록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기 정보를 확인하고 범죄경력

성폭력범죄내용을통하여연구참여자를이해하는데참

고하 다. 매회기마다 생활나 기와 상담 후 경험을 작

성하고 서로 나 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해 필요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사용하 다.

step title goal remarks

Preparations
step

(1,2 session)

* O,T
* Pre-examination

* O,T
* Couple Counseling Program Complete Course Description
* Written pledge and consent

* handouts, test
papers, snacks

* Conduct preliminary examination * Creating intimacy and trust

Emotion
consciousness

step
(3,4session)

* Couple's
Exploring the

Iceberg

* To cope with external actions to survive,
Understanding my defenses like negation, projection, rationalization
* Hidden inner feelings, emotional feelings, new perceptions, expectations for
perception, aspiration for expectations, vitality and intrinsic awareness of ones
own value of existence

* handouts.
snacks

Uniform
communication step
(5,6,7session)

*Couple's
communication type

* Understanding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types
* Knowing the type of couple communication
* Understanding mutual couples through communication types * handouts, test

papers, A/4paper,
snacks

* Listening,
acceptance
* Share one's
feelings

* Listening, listening positively, accepting unconditionally, understanding
attention and attention * Acceptance, Listening, Speaking, Drill, Practice
* Congruent communication experience in inconsistent, practice

Self-esteem step
(8,9,10session)

* Couple's family
* Understanding each couple's family
* Understanding the impact of different marital behavior and attitudes

* handouts, A/4paper,
snacks

* Finding Strengths
* Find each strength and know the importance of self-existence value.
* Finding and discussing each resource and strength
* Experience preciousness through the resources of the couple.

Closing step
(11,12session)

*Share one's heart
* Wrap-up

* Expressing the changed appearance of the couple and presenting the
experience gained through learning
* Post-test and evaluation

* handouts, test
papers, snacks

Table 1. Couple Consultation Program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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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료

주 자료분석을 해서 과정을 녹취하여 축어

록을 작성하 고, 사실 자료와 부부상담 진행과정 기

록을 진행자와 찰자가 직 기록, 경험보고서 등을 통

해서 사례별 연구를 상담 실시단계로 분석하 다. Satir

경험 가족치료 이론을 근거로 감정자각 단계, 일치

의사소통 단계, 자기존 단계에 미치는 효과를 언어 ‧

비언어 으로 구분하여 상담 기와 상담 후기로 비교

분석하 다. 상담 매회기 후 연구자와 찰자가 함께 주

자료로참여자들의비언어 메시지와부부간의역

동성을서로토론하여동의되는부분을종합한결과분석

일치도는 96% 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과정 결과에 한 연구의 객 성

과타당성을 해질 연구경험이많은심리분석사 1인,

문상담사 1인 정신과 문의 1인과 담당 보호 찰소

경력이 15년이상인보호 찰 에게개념과 성등에

해 감수와 피드백을 받았다

3.4 연  리적 문제

연구자들은철 하게비 보장을 해고려했으며, 지

명이나 인명 등은 모두 익명 처리하 고 부호화 하 다.

녹음과 기록에 한 자료들은 연구목 이외에 다른 용

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제시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참여

자들의 스스로 선택한 것을 검하기 해서 연구의 목

과 취지는 물론 언제라도 연구 참여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 고 동의를 얻었다. 연구자들

한 연구 참여자 보호체계를 구축하 으며, 찰자 참여

에 해 동의를 받았다.

4. 연 결과 

4.1 연  참여 들  반적 특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 특성은 Table2 와 같다.

4.2  상담과정에  사례

부부 상으로상담과정에있어서감정자각, 일치 의

사소통, 자기존 3단계로구분하여언어 , 비언어

기‧후기로나 어분석하 다. 이것은서혜석‧이길구, 서

혜석[18], 김득성‧김정옥‧송정아[19]의 기 로 비난형,

산만형의사소통유형을가진사례1(비난형)과 부인, 사례

3(산만형)과 부인에 해 분석하 다.

의 부부상담 진행과정에 한 내용분석 결과에 따

르면, 감정자각분석에서언어 은 큰소리로상 방을비

난하는 태도가 부인에게 잘못된 것이라 깨달음을 알 수

있었고, 비언어 은 기에 비해 태도가 정 으로 변

화됨을 알 수 있다. 일치 의사소통분석과 자기존 분

석에서는상 방에 해존 하는마음과부부 계의존

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Classific
ation

Sex Age Crime Name Occupation Family
Types of

Electronic Device
Wear

Education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period

Type of
communication
coping

case1 M 39
Sexual Violence
Special Act

Daily worker
Daughter2
, son1

Retrospective
appli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10yrs critical

case2 F 46 self-employment(wife)
High school
graduation

propitiatory

case3 M 59 Special rape Daily worker

Daughter
2

Retrospective
appli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10yrs propitiatory

case4 F 56 Daily worker(wife)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propitiatory

case5 M 54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Sex
(Rape of Youth

etc.)

Daughter
1, son1

Termination
high school
dropout

5yrs distracted

case6 F 51 self-employment(wife)
High school
graduation

propitiatory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rried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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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Emotional awareness analysis Coherent communication analysis Self - esteem analysis

Lang
uage

Early
One raised sideways, beckoned only
when one spoke, and loudly

complained.
One speak unilaterally

One raised one's voice and ignored the
other person as if one was the best

person

Late

One realized that it was hard for one to
shout and loudly shake one's

opponent, and One was sorry for the
other person.

When the other party talks at the
same time, one give up and tell them

to talk to the other party

Notice how caring for the other person
has to do with yourself

non-l
angu
age

Early a displeased expression
One's feelings are more
uncomfortable than words

full of accusations and complaints
against the other

Late
One look right and comfortable with

your face.

When one spoke, one showed an
attitude to make a logical expression

rather than an emotion

One said to one's wife he was sorry for
one's attitude, and he said he would be

good in the future.

Table 3. case1 : Critical Type

division Emotional awareness analysis Coherent communication analysis Self - esteem analysis

Lang
uage

Early
One could not express oneself well

without strength.
One was listening to the other person.

One only listened to the other person's
words and actions unilaterally, and did

not speak his position

Late
One was listening to one's head
rightly, looking at one's opponent,
expressing one's feelings well.

After the other person spoke, he
recounted the wrong words and
expressed them in his own words.

When one said what one wanted to say,
one saw identity.

non-l
angu
age

Early One was tilting one's head a little.
One was listening to all the other
people 's unilateral words in a

shrinking manner.
One looked a little less confident.

Late
One's shoulders were spread out, and
one was looking at the face of the
other person with a bright expression.

When the other person spoke
logically, he hit the ball, hit his eyes

and responded.

When one see the other person different,
Happy, comfortable.

Table 4. case2 : Denial, Propitiatory Type

구분 Emotional awareness analysis Coherent communication analysis Self - esteem analysis

Lang
uage

Early
One did not look at the other person,
one did not have an answer.

One would throw meaningless words.
One seemed to be unaware that one's
husband was a member of the family.

Late
When the other party said, they

answered.
If one ask a question, one answered

honestly and appropriately.

One said that it was important for one's
relationship with one's wife and said that

the family was also important.

non-l
angu
age

Early
When the other party said, they

answered.
It was consistent with uninterested

behavior in everything.
One did not care about one's wife at all.

Late
One looked up at the other person 's
eyes with one's head, and
sometimes one saw a smile.

One looked around and the other
person looked at me, and one listened.

When one spoke, one looked at one's
face and responded, feeling the
presence of the couple and one's

presence.

Table 5. case3 : Distracted Type

구분 Emotional awareness analysis Coherent communication analysis Self - esteem analysis

Lang
uage

Early
There were not only emotions for
oneself, but also about others.

One did not say much.
She was absent and saw one's

husband's attention.

Late
One had the courage to show one's

emotions.
One tried to talk to one's husband

first.

One talked about one's husband 's
frustration and explained one's wife' s

existence.

non-l
angu
age

Early
One almost gave up on one's

opponent.
One made a cool expression.

One was negative about one's
relationship with one's husband and had
a negative attitude toward oneself.

Late
One looked at one's husband with
interest and showed affectionate eyes.

One was lively in one's face
expression to express one's feelings

frankly.

One was very happy and thankful for the
way one's husband responded to one

Table 6. case4 : Denial, Propitiator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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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부상담 진행과정에 한 내용분석 결과에 따

르면, 감정자각분석에서 자신이 축된 모습에서 환한

표정으로 변화하 고, 자기존 분석에서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매우 행복해하며, 부부의 소 함을 통해 자아존

감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 다.

의 부부상담 진행과정에 한 내용분석 결과에 따

르면, 상담 기에는매우감정표 하기에어려워했으나,

부부상담후기에는 감정표 을다양하게깨닫고있

음을 알 수가 있었고, 자기존 분석에서는 부인에 한

친 과존 , 심이있음을알수있었다. 이것은부부가

서로에게배려와 심속에 다른 경험을 통해나타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 부부상담 진행과정에 한 내용분석 결과에 따

르면남편과의 계에서부정 인것에 해힘들었는데,

자신에 해 호응을 해주는 것에 해 자존감이 회복되

었으며, 자신에 해 애정 어린 빛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자각할수있었다. 부부가서로에게지지 인

계의 요함을 깨달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Satir의 경험 성장모델을 용한 부부상

담이 자장치부착성폭력범죄자의의사소통 자아존

감 향상을 한 효과성에 한 연구이다. 목 을 달성

하기 해 선행연구를 토 로 00 법지원센터에 자장

치부착감독을맡고있는 담당자가 의뢰되어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부상담은 통계자료

분석에서 알 수 없는 부분에 해 주 자료분석으로

선택하여연구자와 찰자연구기법으로분석하 다.

자장치부착 상성폭력범죄자의부부가의사소통 자

아존 감이향상되는지에 해분석한결과는모두 정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본연구는 자장치부착성폭력범죄자 상의

의사소통 자아존 감 향상을 한 Satir 경험 성장

모델을 용한 부부상담의 효과성을 주 자료분석으

로 검증한 것이 본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통계자료

분석에서 놓치지 쉬운 변화에 하여 회기별 사례를 살

펴보면, 사례1에서 공격 인 자신의 의사소통에 해 자

각하고있음을알수있었으며, 사례5에서는부인에 한

편견과 고집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음을 자각하 으며,

그것에 해 역지사지로 통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Satir(1991)가 강조하는 것으로서, 자아존 감이

향상되어야 일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즉, 감정,

언어, 행동이조화를이루게되며, 자기존재를느낄수있

다고 하 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부부 계에서의 의

사소통이실제로어떻게다른변화가되어졌는지에 해

통찰할수있었으며, 부부간의서로상 방에 한자원

을 찾아주며 자기존재의 요성 뿐 만 아니라 상 방에

한소 함을깨닫고서로가서로에게 정 에 지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 다. 높은 자아존 감이 의

사소통을 해결하고 처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정

인결과(서혜석․이길구, 2018; 서혜석․양경화, 2010; 김

득성 외, 2000)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교정기

과 련된 교정실천 장에서 용이하게 용 할 수 있

도록 보여주었다는 것이 정 인 성과라 할 수 있으며,

반면. 부부상담의 상이 어일반화하기에는 한계 을

둘 수 있다.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교육이나 상담이 종료 된 후

에도 지역사회의 문기 과의 원활한 소통이 지속 으

로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인 ‧물 자원을 활용하기

해서는 련기 들과유기 조체제를구축하는것이

매우 요하다. 교정기 실천 장 내의 자장치부착

담당자들과그지역사회의 련 문인력들은 자장치

부착 성폭력범죄자들을 해 개입하는 로그램에 한

정 인식으로 환하기 한다각도의노력이필요하

다. 이것은 자장치부착성폭력범죄자부부들이행복한

가정으로유지하며지켜나갈수있는 략으로체계 인

사후 리가 이루어져야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정 으

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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