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가

잠재적 내담자의 자기개방 의사와

상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김 현 민



- 2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여부 및 고지 방식이 잠재적 내담

자의 상담 이용 의도, 자기개방 의사, 상담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

학생 및 대학원생 9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는 3개 집

단으로 나뉘어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하지 않은 집단, 비밀보장 예외

항목 추상적 고지 집단, 비밀보장 예외항목 구체적 고지 집단에 배정되

었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 및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한 대학생의 시

나리오를 읽고,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상담을 이용할 것인지,

상담자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방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응답하게 된다

(상담이용의도, 자기개방의사에 대한 사전측정). 다음으로 실험자극인 비

밀보장 예외항목을 제시받게 되고 상담 이용 의도, 자기개방 의사, 상담

자 평가 문항에 응답하게 된다.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여부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하지 않은 집단과 비밀보장 예

외항목을 고지한 집단(추상적 고지 집단+구체적 고지 집단)을 비교하였

고,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방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밀보장 예

외항목 구체적 고지 집단과 추상적 고지 집단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상담 이용 의도 및 자기개방 의사 측정치에 대해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상담자 평가 측정치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SPSS 22.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적 내담자의 상담 이용

의도는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하지 않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으

며,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방식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잠재

적 내담자의 자기개방 의사 역시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하지 않은 집

단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방식에 따라서는 차이

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 평가의 경우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여



부 및 고지 방식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잠재적 내담자들이 상담 첫 회기에서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받았을 때의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상담자들이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방식이 잠재적 내담자의 상담 이용 의도, 자기개방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불편감에 대한 고민

없이 상담자 윤리강령과 사전동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여부에

따라 상담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비밀보장 예외항목이

초기 상담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사전동의, 비밀보장 예외항목, 자기개방,

상담자 평가, 상담윤리

학 번 : 2014-2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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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란, 내담자에게 상담개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로서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각각의 개입에 참여

할지의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Fallon,

2006). 사전동의 절차는 내담자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Arthur

& Swanson, 1993), 내담자 스스로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신념에 기초한다(고향자, 현선미, 2008). 사전동의 절차를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알리고, 내담자는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므로, 사전동의는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김인규, 2004).

최근 이러한 사전동의의 중요성은 상담 관련 전공 서적 및 논문, 학회

등에서 일관되게 다루어지고 있다(하혜숙, 조남정, 2012에서 재인용;

Bridges, 2010; Patterson, 1999). 사전동의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사전

동의와 내담자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 사전동의 제공과 상담자에 대한

신뢰와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고향자, 현선미, 2008). 사전동의

와 자기개방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 사전동의는 내담자가 상

담을 시작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eahrs &

Gutheil, 2001; Handler, 1990) 내담자의 자기개방, 상담결과에 대한 긍정

적인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Goodyear et al, 1986). 또한 사전동의와 상

담자에 대한 평가를 연구한 결과, 내담자는 사전동의 과정을 거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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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를 더 신뢰롭고 전문성 있다고 지각하였다(Sullivan, 1993).

이러한 사전동의 내용의 구성 요소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비

밀보장 예외항목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사전동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다(Hass, 1991; Arthur & Swanson,

1993; 하혜숙, 조남정, 2012). 사전동의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비밀보장 예

외항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담 전문가로서의 법적,

윤리적 책무이며, 내담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상담 과정에 참

여할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내담자의 권리를 보

장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담에서의 비밀보장 및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받기를 원하

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6%가 비밀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알기를 원했고

45%는 상담 첫회기 이전에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대해 고지받기를 원했

다(Miller & Thelen, 1986).

하지만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내담자와의 첫 만남에서 고지하는 데에는

부담이 따른다. 많은 상담자들은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할 경우 내담

자들이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을 수 있고, 상담과정에 참여한다 하더라

도 상담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Miller & Thelen, 1986). 상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와 같은 제한점을

상세히 알릴 경우, 상담과정을 오염시키고 내담자와의 자연스러운 상담

관계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하혜숙, 조남정, 2012에서 재인

용; Gabbard, 2000). 또한 상담자들은 비밀보장의 문제가 상담관계에서의

신뢰감과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평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하게 된

다고 하였다(Merluzzi & Brischetto, 1983).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들 중에서는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하지 않거

나,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고지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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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상담자를 대상으로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여부를 조사한 연구에

서 응답자의 59.5%만이 내담자에게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고(Somberg, Stone, & Claiborn, 1993), 비슷한 연구에서는 응답자

의 56%만이 위험성과 관련된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대해 내담자들에게

고지하였고, 45%만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대해 고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Shaw, Chan. Lam, & McDougal, 2004). 또한 어

떤 상담자들은 세부적인 비밀보장 예외 항목을 내담자에게 고지하였을

경우 내담자의 자기개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기도 한다

(Nowell & Spruill, 1993).

그리하여 선행 연구들은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여부와 고지 방식이

내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바 있다. 비밀보장 예외항목

의 고지 여부가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가 자

기개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지만(Muehleman,

Pickens, & Robinson, 1985; Haut & Muehleman, 1986; Nowell &

Spruill, 1993),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포함한 사전동의 정보를 제공해도

자기개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Dauser, Hedstrom, & Croteau, 1995). 또한,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방식에 따라 자기개방 의사가 달라지는지 검증한 연구에서는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간략하게 제시한 경우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 따라 자

기개방 의사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두 경우 간 자기개방 의

사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Muehleman, Pickens, &

Robinson, 1985; Haut & Muehleman, 1986; Nowell & Spruill, 1993).

이렇듯 선행 연구에서는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여부 및 고지 방식

이 내담자 혹은 잠재적 내담자의 자기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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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하지만 자기개방 의사를 측정함에 있어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해당

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거나,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이전

의 자기개방 의사를 측정하지 않아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영향력을 검증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사전동의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으며 상

담자들이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를 꺼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

내담자의 상담 이용 의도와 상담자 평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밀보장 예외항목이 상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방 의사의 측정 방식을 개선하고 선행연구

에서 측정하지 않았던 상담 이용 의도, 상담자 평가 병인을 추가하여 비

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여부와 고지 방식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최근 상담 현장에서는 사전동의가 권장되고 있으며(고향자, 현선미,

2008), 비밀보장 예외항목은 사전동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를

고지하는 것이 내담자의 자기개방 의사와 상담자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

지 여부와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잠재적 내담자의

자기개방 의사와 상담자 평가가 달라지는지 검증함으로써 비밀보장 예외

항목 고지의 영향력과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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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여부에 따라 잠재적 내담자의 상

담 이용 의도, 자기개방 의사, 상담자 평가가 달라지는가?

가설 1.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받지 못한 집단은 비밀보장 예외항목

을 고지받은 집단보다 상담 이용 의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받지 못한 집단은 비밀보장 예외항목

을 고지받은 집단보다 자기개방 의사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받지 못한 집단은 비밀보장 예외항목

을 고지받은 집단보다 상담자에 대한 평가가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방식에 따라 잠재적 내담자의 상

담 이용 의도, 자기개방 의사, 상담자 평가가 달라지는가?

가설 1.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추상적으로 고지받은 집단과 비밀보장 예

외항목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은 집단 간 상담 이용 의도에 차이

가 없을 것이다.

가설 2.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추상적으로 고지받은 집단과 비밀보장 예

외항목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은 집단 간 자기개방 의사에 차이

가 없을 것이다.

가설 3.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은 집단은 비밀보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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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목을 추상적으로 고지받은 집단보다 상담자 평가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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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비밀보장과 비밀보장 예외사항

1) 비밀보장의 개념

비밀보장이란, 내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내담자가 상담에서

말한 내용을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구승영, 김계현, 2015).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나아가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장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강진령 외, 2009). 또한 비밀보장을 통해 상담자-내담자 간의 라포와 신

뢰가 형성될 수 있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자기개방이 이

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도 비밀보장은 필수적이

라고 볼 수 있다(김현아 외, 2013).

이러한 비밀보장의 원칙은 학회의 윤리강령 및 각종 법률에 상담자가

지켜야 할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현재 국내 외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학회의 윤리강령(한국상담심리학회, 2005; 한국상담학회, 2007; 한국임상

심리학회, 2003; 한국학교상담학회, 2004; 미국상담학회, 2005; 미국학교

상담가협회, 2010)에서는 상담자의 비밀보장 의무와 내담자 사생활 보호

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구승영, 김계현, 2015에서 재인용).

한편 대한민국 ‘헌법’을 위시하여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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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강진령 외, 2009).

이렇듯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상담자가 비밀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내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학회 혹은 소속단체로

부터의 경고, 제명, 자격증 박탈 등의 윤리적 제재와 배임 행위 소송 등

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강진령 외, 2009).

2) 비밀보장 예외사항

그러나 비밀보장의 원칙이 항상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밀보장

의 원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예외상황이 존재한다(김현아 외, 2013). 구

체적으로 상담 관련 학회의 윤리강령에서는 내담자 또는 확인된 타인을

위험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때,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내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상담내용 요청 시 등을 비밀보장 예외상황으

로 규정하고 있다(구승영, 김계현, 2015). 상담자는 상담초기에 비밀보장

과 비밀보장 예외사항에 대하여 내담자에게 구조화해야 하며, 상담 중

비밀보장 예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내담자에게 관련 절차를 알리고

관련인에게 알리도록 한다(김현아 외, 2013). 자신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대상과 보호자에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 관련인 및 관련기관에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김현아 외, 2013). 대표적인 비밀보장 예외상황은 다음과 같

다.

(1) 내담자가 자신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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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가 자신을 해치려는 생각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자신을 해칠

가능성이 높을 경우(예, 자살의 위험, 자해)를 말한다(김현아 외, 2013).

(2) 내담자가 특정한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내담자가 분노나 원한 등을 표현하고, 이를 특정한 타인에 대한 보복과

연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내담자의 분노 에 대한 특정한 대상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상담자

는 잠재적인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 적절한 보호조처를 취하

도록 한다(김현아 외, 2013).

(3) 내담자가 현재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아동과 청소년내담자의 경우 이들이 현재 아동학대(신체적, 언어적, 성

적 학대 등)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상담자는 이를 아동학대

예방센터(1577-1391)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도

록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김현아 외, 2013).

(4)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상담자는 요구되는 정보를 관련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김현아 외, 2013).

(5) 기타

그 외에도 감염성이 있는 질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해야 할 때(구승영,

김계현, 2015에서 재인용), 내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상담 내

용 요청 시 (Remley, 2002)를 비밀보장 예외상황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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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회의 경우, ‘내담자 또는 확인된 타인에 대해 위협적인 위험 상

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때’,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의 두 가지 상황

을 비밀보장 예외상황으로 명시하고 있다(손현동, 2007). 한편, 각종 법률

에서도 내담자의 권리와 학부모 권리 간의 갈등, 아동학대, 청소년 성범

죄, 전염성 질병 등에 대해 상담자의 경고의 의무, 학교에 보고할 의무,

법적 증언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구승영, 김계현, 2015).

2. 사전동의

1) 사전동의(informed consent)의 개념과 효과성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란, 내담자에게 가하는 상담개입에 대한 기

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로서 이는 내담자의 상담 과정에서 각각의

개입에 참여할지의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Fallon, 2006). 사전동의 과정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문제나 진단의 대상

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 인간으로 보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향자, 현선미, 2008). 즉, 사전동의는 내담자를 자신의 인

생에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 상담

자와 협력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인간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Croarkin, 2003).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라는 용어는 정보에 의거한 동의, 고지된 동의, 주지

된 동의, 자발적 동의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다

(하혜숙, 조남정, 2012).

사전동의의 효과성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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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담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원하며(HendricK, 1998) 전문적이고 신뢰

할 만한 사전동의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Walter & Handelsman,

1996) 사전동의 과정을 거치는 상담자를 더 신뢰하고 전문성 있다고 지

각한다(Sullivan, 1993). 또한 사전동의는 내담자가 상담을 시작하고 유지

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Beahrs & Gutheil,

2001; Handler, 199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동의가 내담자의 자기개

방, 상담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으며

(Goodyear et al, 1986) 사전동의가 내담자를 덜 불안하게 하고 치료계획

에 따르게 하여 빠른 회복을 가져오고, 치료의 부정적 영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Gabbard, 2000).

그러나 사전동의를 경직되게 적용하면 상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상담의 효과성, 안전성, 유해성 등에 대하여 사

전에 적절히 기술하기가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으며(Nishizono, 1994), 사

전동의가 오히려 내담자의 수동적 자세를 강화하여 치료시작 시 작업동

맹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 치료 초기에 내담자를 상담자로부터 멀어지

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Beahrs & Gutheil, 2001).

2)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와 사전동의

사전동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관한 연구에서 비밀보장 예외항목

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먼저 Hass(1991)의 연구에서는 상담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부정적인 측면, 상담 진행의 행정적 절차, 내담

자가 받게 될 상담의 이론적 토대와 상담방법에 대한 개략적 설명, 비밀

보장의 한계를 사전동의의 주요 요소로 보고 있다. 또한 Arthu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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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son(1993)는 상담자의 배경, 상담절차, 비밀보장과 예외상황 등을

문서화하여 내담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혜숙과 조남정

(2012)의 연구에서는 한국 상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상담 사전동의

구성요소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상담 및 상담실 소개, 상담에 대한 기

대와 불안, 상담의 이득과 위험, 상담자 전문성, 내담자 자세, 상담절차,

비밀보장, 자문 및 의뢰, 내담자 권리, 심리검사, 상담비용, 기록관리, 연

락방식 및 불평사항, 동의확인 및 서명 등 총 14개 영역이 확인되었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는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사전동의 항목의 주요한 요

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상담 사전동의에서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가 잘 이루어지

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Claiborn

등(1994)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6%만이 상담자로부터 비밀보장

한계에 관한 설명을 고지받았다고 응답하였다(Claiborn, Berberoglu,

Nerison, & Somberg, 1994). 또한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Somberg 등

(1993)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 중 59.5% 만이 내담자에게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하였다고 응답하였다(Somberg, Stone, & Claiborn,

1993). 비슷하게 Shaw 등(2004)의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

중 56%만이 위험성과 관련된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대해 내담자들에게

고지하였고, 45%만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대해 고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Shaw, Chan. Lam, & McDougal, 2004). 한편 국

내 연구를 살펴보면, 우홍련 등(2015)의 연구에서는 집단상담에서 비밀보

장 한계에 대한 불명확한 안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3%를 차지했

다(우홍련, 허난설, 이지향, 장유진, 2015). 반면, 하혜숙과 조남정(2012)의

연구에서는 사전동의 요소 중 비밀보장 및 비밀보장 한계 항목이 적합

도, 중요도, 현재사용여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하혜숙, 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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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2), 국내 상담자들의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자기개방

1) 자기개방의 개념

자기개방은 자기노출, 자기표현이라고도 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생

각, 감정, 소망, 약점, 열등감, 가정상태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내보이는 것을 말한다(김은혜, 2009). 자기개방은 한 개인이

진실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타인이 알도록 할 때 생겨나며(김종희,

1980),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박수미, 2004).

자신의 문제점 등을 노출하지 않고 억압, 은폐하면 타인과 원만하게 상

호작용 하거나 대화를 할 수 없어 정신적인 성장을 할 수 없게 되며 피

상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김은혜, 2009). 자기를 노출하지 않는 이

유는 거절당하거나 어리석은 바보라고 생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망설

이게 되는 것이다(김은혜, 2009).

2) 비밀보장 예외항목과 자기개방

(1) 비밀보장과 자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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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이 자기개방에 있어 필수적인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다(Taube & Elwork, 1990).

먼저, 비밀보장이 자기개방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

다. Woods와 McNamara(1980)의 연구에서는 비밀보장의 약속을 받은

피험자들이 그렇지 않은 피험자보다 자기개방에 있어 더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내담자들이 자신의 상담 내용에 대

해 비밀보장을 약속받는다면, 그들은 덜 불안해질 것이고 자신에 대해

더 개방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Woods & McNamara, 1980).

반면, 비밀보장이 자기개방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

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obaco 등(1983)의 연구에서는 비밀보장 약

속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개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

였다.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한 경우에 가장

빈번한 자기개방이, 확실하게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경

우에 가장 드문 자기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Kobaco, McGuire, & Blau, 1983). 또한 대학 상담센터

를 방문한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13개의

각기 다른 시나리오에서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선호하는 정도,

기대하는 정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완

전한 비밀보장을 선호한 반면, 어떤 내담자들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이는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

와 정보가 누구에게 공개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랐다(Van de Creek,

Miars, & Herzog, 1978).

(2) 비밀보장 예외항목과 자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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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가 내담자의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Dauser 등(1995)의 연구에서는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포함한 사전동의

정보를 제공해도 자기개방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없음을 밝혔다

(Dauser, Hedstrom, & Croteau, 1995).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받은 집단은 비밀

보장을 약속받은 집단보다 자기개방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uehleman, Pickens, & Robinson, 1985; Haut & Muehleman, 1986;

Nowell & Spruill, 1993). 그리고 Taube and Elwork (1990)의 연구에서

는 비밀보장 예외 조항이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예:

아동학대, 약물 남용)들의 자기개방을 처음부터 막아, 치료를 망칠 뿐 아

니라 애초의 목표였던 공익 보호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였다.

(3)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방식과 자기개방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방식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Muehleman, Pickens, 그리고 Robinson (1985)의 연구에서는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대한 구체성 정도가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

였는데, 구체적인 정보가 자기개방 의사를 저해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상담자들이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내담자

에게 전달해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Muehleman, Pickens, and Robinso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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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자 평가

1) 상담자 평가의 개념과 하위요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이며, 이 두 사람 간의 효

과적인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Strong, 1968). 그렇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지각은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

며,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평가는 상담의 지속과 효과성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신미, 2009).

먼저, 상담자에 대한 평가는 내담자의 상담 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다음 상담약속을

더욱 잘 이행하며(Kokotovic & Tracey, 1987),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 평

가가 상담 종결로 이어질 수 있다(Acosta, 1980).

LaCrosse(1977)는 "상담의 효과는 대부분 내담자가 상담자의 행동을 지

각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으며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느끼는 신뢰

감이 높을수록 상담의 효과는 촉진된다고 하였다. 또한 Strong(1968)의

영향이론에 따르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할 만하다고 지각할수록 치료

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상담자에 대한 평가의 하위요인은 전문성, 진실성, 호감도이며 상담자가

이러한 속성을 소유했다고 내담자가 인식하는 정도가 상담자의 능력과

효능성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박원주, 1998). 지각된

전문성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문제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내담자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

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내담자의 믿음"으로 정의된다(Str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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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xon, 1971). Strong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증명, 자신 있는 태도와

지적인 합리성,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명성 등이 이러한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trong, 1968). 진실성은 진심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 다른 숨겨진 속셈이 없는 것을 말한다(Corrigan, Dell, Lewis, &

Schmide, 1980). 진실성은 정직하다는 평판, 탁월한 사회적 역할, 신실함

과 개방성, 그리고 개인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Strong, 1968). 지각된 호감은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감

정, 좋아함,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 상담자를 담고자 하는 욕망으로

정의된다(Schmidt & Strong, 1971). 호감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좋아할

만하다고 지각하는 것이며 상담자와 내담자가 견해와 배경이 유사한 것

과 관련이 있다(Strong, 1968).

2) 비밀보장 예외항목과 상담자 평가

Merluzzi와 Brischetto(1983)의 연구에서는 비밀보장 여부가 상담자 평

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문제의

심각도가 높은 시나리오를 제시받은 집단은 상담자가 비밀보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비밀보장을 한 경우에 비해 상담자에 대한 지각된 신뢰감

(trustworthiness)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는 상담자의 전문성 조작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상담자에 대한 지각된 호감도

(attractiveness)는 비밀보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비밀보장 자체가 상담자에 대한 지각된 신뢰감의 중요한 요인이며,

비밀보장이 파기될 경우 내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상담자의 영향력에 제

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Merluzzi & Brischetto, 1983).

이렇듯 선행연구에서는 비밀보장 여부가 상담자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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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 규명하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이것이 비밀보장 파기의 직접적

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

의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에서 비밀보장 예외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담자

가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

에서는 언제나 비밀이 보장된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보

장에 대한 내담자의 믿음이 비밀보장을 파기한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졌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밀보장 및 비밀보

장 예외에 관한 고지가 상담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비밀보장 예외항목 자체가 상담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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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2016년 12월에 걸쳐 온라인으로 모집하

였다. 회수된 설문 응답 중에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응답을 제외하고 최

종적으로 총 90명의 응답 자료를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

자 43명(47.8%), 여자 47명(52.2%)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연령은 만 18

세에서 32세(평균 25.4, 표준편차 2.5)로 분포되어 있었다. 대학생은 75명

(83.3%), 대학원생은 15명(16.7%)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상담 경험 여부

를 조사한 결과 연구 참여자의 40%가 상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 자료에 응답한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에 요약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실험자극으로 제공된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여부 및 고지 방식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연구 참여자는 어

떠한 설문지에 응답하였는지에 따라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하지 않은

집단, 추상적 고지 집단, 구체적 고지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각 집단별

연구 참여자 사례 수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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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여자

43

47

47.8

52.2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생

9

16

22

28

15

10.0

17.8

23.4

31.1

16.7

상담경험여부
있다

없다

36

54

40.0

60.0

변인 구분
통제집단 실험집단1 실험집단2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여자

13

17

43.4

56.6

14

16

46.7

53.3

16

14

53.3

46.7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생

1

8

9

9

3

3.4

26.7

30.0

30.0

10.0

4

5

6

9

6

13.4

16.7

20.0

30.0

20.0

4

3

7

10

6

13.4

10.0

23.4

33.4

20.0

상담경험

여부

있다

없다

9

21

30.0

70.0

13

17

43.4

56.6

12

18

40.0

60.0

<표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90)

<표 2> 실험집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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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1) 시나리오

(1) 가상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취업 실패로 인해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

으며 자신과 타인을 해칠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 한 대학생의 이야기

를 가상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상담에서의 비밀보장 예

외 상황에 해당하는 설정이다. 연구 참여자는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도록 안내받는다. [그림 1]

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상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다.

(2) 실험 자극

본 연구에서는 실험자극으로 비밀보장 관련 항목을 제시하고, 연구 참

여자의 상담 이용 의도, 자기개방 의사, 상담자 평가가 달라지는지 확인

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실험자극은 [그림 2]와 같다.



- 22 -

김OO은 26세 대학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환경이 어려웠지만 공부를 열심

히 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학에 와서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학생활이

힘들었지만 졸업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

왔다.

4학년이 되어 진로를 고민하던 김OO은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

지만 경제적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취직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이렇다 할 스펙을 쌓지 못했던 김OO은 지원하는 곳마다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영어공부를 하는

고된 나날들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별다른 성과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중 최종 면접을 보고 왔던 기업에서 합격자 발표가 났다. 다른 기업은

다 떨어진 터라 김OO은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불

합격이었다. 김OO은 절망했다.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더 이상 이렇게 힘들

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 김oo은 홧김에 커터칼로 손목을 그었다. 상처가

깊지 않아 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절망적인 기분이 자주 들었다. 지금까

지 밤낮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돈은 항상 부족하고 취직은 2년째 되지 않

고 있다. 취직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것 같고 삶이 너무 버거워서

다 놓아 버리고 싶다. 거의 매일 울면서 지내고 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

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면제를 사 모으면서 자살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한

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게다가 요즘 옆방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밤마다 친구들을 데려와서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더 화가 난다. 조용히 하라고 얘기도 해 보고 문을 부

서질 듯이 두드려 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자신은 너무 힘든데 누군가는

저렇게 행복하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옆방의 소음 때문에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잠도 푹 자지 못하고 있다. 요즘은 매일 옆방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할지 생각한다. 자취방에 있는 칼로 옆방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해버

리는 상상을 자주 한다. 분노가 치밀어오를 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옆방 사람

을 해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끔찍하고

무섭다.

[그림 1] 가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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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안녕하세요? OO씨와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A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자입니다. 오늘부터 OO씨와 함께 상담을 시

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OO씨가 상담에서 원하는 바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의 상담에 있어 중요한 부분

이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보장

먼저 상담에서의 비밀보장에 관해 안내드릴게요. OO

씨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OO씨가 상담에서 말

씀하신 내용은 모두 비밀로 지켜집니다. 위와 같은 내

용은 OO씨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

다.

비밀보장

예외항목

추상적 고지

다만 여기에는 예외사항이 있어요. OO씨가 자신의 생

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려는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OO씨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

을 보호자나 학과,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예외항목

구체적 고지

이러한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대해 잘 이해하실 수 있

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는, 자살이나 자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를 위험

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

련 사실을 보호자와 소속 학과에 알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분노나 원한을 표현하고 그로

인해 특정인에게 보복하고 싶어 하거나 타인을 해치려

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

담자는 관련 사실을 잠재적인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림 2] 실험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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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 확인 문항

(1)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확인 질문

연구 참여자들이 가상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나

리오를 읽은 후 3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 내용은 시나리오

주인공의 현재 기분을 묻는 주관식 문항, 시나리오 주인공이 자살을 생

각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O/X 문항, 시나리오 주인공이 다른 사람을 해

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O/X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질문

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연구 참여자의 설문지만을 분석에 사용하

였다.

(2) 실험자극에 대한 조작 확인 질문

연구 참여자들이 실험 자극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나리오

를 읽은 후 3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 내용은 상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항상 비밀로 지켜지는지, 자살 계획을 이야기할 경우 상

담자는 비밀을 공개하는지, 다른 사람을 해칠 계획을 이야기하는 경우

상담자는 비밀을 공개하는지를 묻는 O/X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항에 대해 비밀보장 집단은 ‘O, X, X’,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집단은

‘X, O, O’ 라고 응답해야 한다. 이 질문에 올바르게 응답한 연구 참여자

의 설문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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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변인

(1) 상담 이용 의도

상담 이용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당신이 김OO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

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담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7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자기개방 의사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겪고 있는 문제(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 시도 경

험, 분노, 타살 사고, 타살 계획)를 제시하고, 각 문제에 대한 자기개방

의도를 측정하였다. 문제를 나열한 후, ‘당신이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상담자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7점 척도(1점: 전혀 아

니다~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상담자 평가

상담자 평가는 내담자가 상담회기 중 느끼는 상담자의 전문성, 호감도,

진실성에 대한 평가로서 본 연구에서는 Barak에 의해 최초로 제작되고

그 후에 Barak과 Dell(1977)에 의해 2회에 걸쳐 수정된 평가도구를 강영

선 (1996)이 번안한 상담자 평가 척도(CRF: Counselor Rating Form)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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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수 문항구성 Cronbach's α

전문성 12
2, 3*, 8, 11, 15, 16, 19*, 20*,

21, 23*, 25*, 31*
.78

호감도 12
1*, 4, 5*, 6*, 7*, 9, 10*, 14, 17,

22, 32*, 36*
.74

신뢰감 12
12, 13, 18*, 24*, 26, 27, 28, 29*,

30*, 33, 34*, 35*
.79

전체 36 .93

<표 3> 상담자 평가 척도(Counselor Rating Form)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는 역채점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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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1) 실험자극 개발

(1) 가상 시나리오 제작

본 연구에서는 가상 시나리오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과 계획

을 갖고 있는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밀보

장 예외항목의 고지가 잠재적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

였는데, 특히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해당하는 자살과 타살 이슈를 중점적

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살과 타살 이슈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

를 연구에 참여시키기에는 현실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들에게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가상 시나리오의 내용은 취업 실패 때문에 절망감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으며, 자살 및 타살 사고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대학생에 관한 것

이다. 자살과 타살 이슈를 주요 문제로 삼은 것은 상담 관련 학회의 윤

리강령에서 이를 주요한 비밀보장 예외상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상담심리학회, 2009; 한국상담학회, 2011;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2). 또한 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는 진로

및 취업 문제(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를 선정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시나리오 몰입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청년기의 취업 실패와 실업은 불안,

분노, 우울감 등의 정서를 유발할 수 있고(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나아가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자살, 대인관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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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아라, 이주영, 김계현, 2013에서 재인용;

임선영, 김태현, 2005).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지속적인 취

업 실패로 인해 우울과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자살 및 타살

을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2) 실험자극 제작

본 연구에서는 실험자극으로 비밀보장 및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제작하

였다. 먼저 국내외 상담 관련 학회의 윤리강령과 상담 윤리 관련 서적

및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비밀보장 예외상황으로 여겨지는 항목을 수집하

였다. 그 결과 ‘내담자가 자신이나 특정한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 ‘아동학대의 경우’, ‘감염성이 있는

질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해야 할 때’, ‘내담자가 미성년자일 때 보호자

의 상담 내용 요청 시’ 등을 비밀보장 예외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국내 상담 관련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상담심리학회, 2009; 한국상담학회, 2011), 실제 상담 현장에서 주로

고지되고 있는(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6;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영

재교육연구원, 2016)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에 관한 항목을 실험자

극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자극은 실험집단에 따라 3개로 구성되었다. 먼저 비밀보장 예외항

목을 고지한 집단의 경우, 비밀보장과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집단에 따라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다르게 제시하였으며,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추상적 고지 집단의 경우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해당

하는 행위를 추상적 언어로, 구체적 고지 집단의 경우 해당되는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였다(Muehleman, Pickens, & Rob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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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Haut & Muehleman, 1986; Nowell & Spruill, 1993). 반면, 비밀보

장 예외항목을 고지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안내하

지 않고 비밀보장에 관한 설명만을 제시하였다.

(3) 상담전문가의 평정

가상 시나리오와 실험자극을 제작한 후, 상담전공 박사과정 및 수료자

3인에게 전문가 평정을 받았다. 가상 시나리오의 경우 길이가 적절한지,

내용 이해가 용이한지, 자살 및 타살 위험성이 잘 묘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평정을 받았으며 실험자극의 경우 길이가 적절한지, 내용 이해가

용이한지, 내용이 목적에 맞게 잘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평정을 받았다.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6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가상 시나리오와 실험자

극의 내용의 길이가 적절하고 내용 이해가 용이하며 목적에 맞게 잘 구

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검토

가상 시나리오 및 실험 자극으로 개발된 비밀보장 항목에 대한 검토,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 기타 실험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여부 확인을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의 검토를 거쳤다. 그 결과 2016년 12월 6일에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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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연구 실시

연구 설계의 타당성과 보완점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

다. 예비연구는 상담 경험이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실험 과정은 ‘연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동의서 작

성, 시나리오 읽기, 상담 이용 의도 및 자기개방 의사에 관한 사전 측정,

실험 자극(비밀보장 예외항목) 읽기, 상담 이용 의도 및 자기개방 의사에

관한 사후 측정, 상담자 평가에 관한 문항 응답, 사후 설명(Debriefing),

연구 설계 및 실시에 관한 피드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예비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 설계와 실시에 관한 다양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실험 과정 및 설문지 내용을 수정하였다. 대표

적인 피드백으로는 문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문 수정,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내용의 일부 수정 등의 의견이 있었다.

3) 본 실험

(1) 연구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작성

모집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 방식을 설명하고 동의서

에 서명을 받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연구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서’를 제공하고 이에 동의하고 서명한 경우에만 실

험을 실시하였다.

이 때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것, 연구 참여에

동의했더라도 실험 과정에서 불편감이 느껴질 경우 언제든 이를 철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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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을 알려 연구 참여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다만, 연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릴 경우 결과가 오염될 수 있어 초반

에는 연구목적을 ‘사전동의 내용이 잠재적 내담자의 자기개방 의사와 상

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사후설명(Debriefing) 과정에

서 정확한 연구목적을 알렸다.

또한 시나리오에 자살 충동과 타인을 해치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려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연

구에 참여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 개인정보에 관한 문항 제시

성별, 나이, 학년, 학력(대학교 재학, 대학원 재학), 상담경험여부 등 개

인정보에 관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시나리오 제시

연구 참여자들이 비밀보장 예외상황을 대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자살 충동과 타인을 해치고 싶은 충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한 대학생에 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대학

생 김OO은 지속적인 취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좌절감과 분노

를 경험하고 있으며, 자살 충동과 타인을 해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

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어떠

한 상황인지, 어떠한 마음일지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읽도록 안내하였

다. 시나리오를 읽은 후,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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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분, 자살 생각 여부, 타살 생각 여부를 묻는 간단한 질문을 제시하

였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응답한 연구 참여자의 설문지만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4) 사전 측정 : 상담 이용 의도, 자기개방 의사

연구 참여자가 시나리오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상

담 이용 의도와 자기개방 의사에 관해 측정하였다. 이는 실험 자극(비밀

보장 예외항목)을 제시받기 전의 상담이용의도와 자기개방의사에 관한

사전 측정치이다.

(5) 실험 자극 제시

다음으로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김OO가 상담실에 방문하여 첫 상담 시

간에 상담자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를 제시한다. 이 때 실험 자극인 비밀

보장 예외항목을 제시하되, 집단에 따라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방식

을 달리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김OO의 상황이라고 상상하면서 실험 자

극을 읽도록 안내한 후,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밀보

장 예외항목에 관한 간단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응

답한 연구 참여자의 설문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6) 사후 측정 : 상담 이용 의도, 자기개방 의사

연구 참여자가 실험자극인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제시받은 후의 상담 이

용 의도와 자기개방 의사에 관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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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담자 평가 측정

실험자극을 제시받은 후, 실험 자극에 등장하는 상담자를 평가하는 문

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8) 사후 설명(Debriefing)

연구 참여자가 설문에 모두 응답한 후, 사후설명(Debriefing) 과정을 통

해 연구의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연구 참여자가 설문 내용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이나 의문점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 때, 특정 집단에 속

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대한 추상적 정보 및 구

체적 정보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이에 관해 안내하여 연구 참여자

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후설명(Debriefing) 과정을 통해 연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도 실험 참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여기

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의 설문지만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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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여부와 고지 방식에 따라 잠

재적 내담자의 상담 이용 의도, 자기개방 의사, 상담자 평가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수

된 설문지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인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여부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비밀보장 예외항목 추상적 고지 집단과 구체적 고지 집단

을 하나로 통합하여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리하

여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하지 않은 집단,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집단을 비교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방식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비밀보장 예외항목 추상적 고지 집단, 비밀

보장 예외항목 구체적 고지 집단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담의향과 자기개방 의사에 대해서

는 사전에 측정한 상담의향과 자기개방 의사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사

후 검사 결과에 대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담자 평가 측정치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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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지X 30 5.34 1.539 5.40 1.191

고지O 60 5.50 1.546 4.15 1.645

합계 90 5.44 1.537 4.57 1.615

Ⅳ. 연구 결과

1.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1) 상담 이용 의도 차이 분석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여부에 따른 상담 이용 의도의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해,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하지 않은 집단과 비밀보장 예외항목

을 고지한 집단(추상적 고지 집단+구체적 고지 집단)에 대한 실험자극

제시 전후의 상담 이용 의도를 측정하였다. 두 측정치에 대한 집단별 평

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4> 상담 이용 의도의 집단별 기술통계

실험자극 제시 이전에 측정한 상담 이용 의도 측정치를 통제한 후에도

상담 이용 의도의 사후 측정치의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측정한 상담 이용 의도 측

정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이 집단 간 상담 이용 의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받지 않은 집단의 경우 비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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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η2

공분산 58.236 1 58.236 35.527 .290

집단 35.702 1 35.702 21.779*** .200

오차 142.614 87 1.639 - -

합계 232.100 89 - - -

장 예외항목을 고지받은 집단보다 상담 이용 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사후 상담 이용 의도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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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지X 30 5.60 1.522 5.83 1.117

고지O 60 5.72 1.379 4.45 2.672

합계 90 5.68 1.420 4.91 1.640

2) 자기개방 의사 차이 분석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여부에 따른 자기개방 의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하지 않은 집단과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한 집단(추상적 고지 집단+구체적 고지 집단)에 대한 실험자극 제시

전후의 자기개방 의사를 측정하였다. 아래는 자살사고, 자살계획, 타살사

고, 타살계획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 측정치의 분석 결과이다.

(1) 자살사고

자살사고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 측정치에 대한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

차는 다음과 같다.

<표 6> 자기개방 의사(자살사고)의 집단별 기술통계

실험자극 제시 이전에 측정한 자기개방 의사(자살사고) 측정치를 통제

한 후에도 자기개방 의사(자살사고)의 사후 측정치의 집단 간 평균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측정한

자기개방 의사(자살사고)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7>과 같이 집단 간 자기개방 의

사(자살사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보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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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지X 30 4.57 1.995 5.20 1.710

고지O 60 4.85 1.755 3.37 1.717

합계 90 4.76 1.832 3.98 1.914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η2

공분산 47.853 1 47.853 27.181 .238

집단 41.616 1 41.616 23.639*** .214

오차 153.164 87 1.761 - -

합계 239.289 89 - - -

외항목을 고지받지 않은 집단의 경우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받은 집

단보다 자살사고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사후 자기개방 의사(자살사고)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p<.001

(2) 자살계획

자살계획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 측정치에 대한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

차는 다음과 같다.

<표 8> 자기개방 의사(자살계획)의 집단별 기술통계

실험자극 제시 이전에 측정한 자기개방 의사(자살계획) 측정치를 통제

한 후에도 자기개방 의사(자살계획)의 사후 측정치의 집단 간 평균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측정한

자기개방 의사(자살계획)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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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지X 30 4.70 1.489 4.93 1.660

고지O 60 5.07 1.582 3.45 1.760

합계 90 4.94 1.553 3.94 1.856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η2

공분산 73.647 1 73.647 34.618 .285

집단 77.547 1 77.547 36.451*** .295

오차 185.086 87 2.127 - -

합계 325.956 89 - - -

(ANC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9>와 같이 집단 간 자기개방 의

사(자살계획)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보장 예

외항목을 고지받지 않은 집단의 경우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받은 집

단보다 자살계획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9> 사후 자기개방 의사(자살계획)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p<.001

(3) 타살사고

타살사고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 측정치에 대한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

차는 다음과 같다.

<표 10> 자기개방 의사(타살사고)의 집단별 기술통계

실험자극 제시 이전에 측정한 자기개방 의사(타살사고) 측정치를 통제

한 후에도 자기개방 의사(타살사고)의 사후 측정치의 집단 간 평균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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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η2

공분산 69.737 1 69.737 31.439 .265

집단 56.648 1 56.648 25.538*** .227

오차 192.980 87 2.218 - -

합계 306.722 89 - - -

집단 N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지X 30 3.43 1.775 3.77 1.633

고지O 60 3.85 1.793 2.52 2.455

합계 90 3.71 1.788 2.93 1.620

자기개방 의사(타살사고)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1>과 같이 집단 간 자기개방

의사(타살사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받지 않은 집단의 경우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받은

집단보다 타살사고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1> 사후 자기개방 의사(타살사고)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p<.001

(4) 타살계획

타살계획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 측정치에 대한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

차는 다음과 같다.

<표 12> 자기개방 의사(타살계획)의 집단별 기술통계

실험자극 제시 이전에 측정한 자기개방 의사(타살계획) 측정치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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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η2

공분산 60.773 1 60.773 37.345 .300

집단 41.180 1 41.180 25.306*** .225

오차 141.577 87 1.627 - -

합계 233.600 89 - - -

한 후에도 자기개방 의사(타살계획)의 사후 측정치의 집단 간 평균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측정한

자기개방 의사(타살계획)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3>과 같이 집단 간 자기개방

의사(타살계획)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받지 않은 집단의 경우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받은

집단보다 타살계획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3> 사후 자기개방 의사(타살계획)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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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X (n=30) 고지O (n=60)
t

M SD M SD

전문성 4.44 .853 4.58 .744 .803

호감도 4.00 .853 3.74 .706 -1.540

신뢰감 4.49 .750 4.40 .827 -.490

3) 상담자 평가 차이 분석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여부에 따른 상담자 평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하지 않은 집단과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한 집단(추상적 고지 집단+구체적 고지 집단)에 대해 실험자극 제시

이후에 상담자 평가 척도(Counselor Rating Form)를 실시하였다. 상담자

평가 척도의 하위 요인인 전문성, 호감도, 신뢰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에서는 각 요인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얻어진 t값을 제시

하였다.

<표 14> 상담자 평가 측정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여부가 상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하위요인(전문성, 호감도, 신뢰감)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

을 실시한 결과, <표 14>와 같이 집단 간 상담자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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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추상적

고지
30 5.80 1.606 4.37 1.671

구체적

고지
30 5.20 1.448 3.93 1.617

합계 60 5.50 1.546 4.15 1.645

2.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방식에 따른 차이 검증

1) 상담 이용 의도 차이 분석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방식에 따른 상담 이용 의도의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해, 비밀보장 예외항목 추상적 고지 집단과 비밀보장 예외항목 구

체적 고지 집단에 대한 실험자극 제시 전후의 상담 이용 의도를 측정하

였다. 두 측정치에 대한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15> 상담 이용 의도의 집단별 기술통계

실험자극 제시 이전에 측정한 상담 이용 의도 측정치를 통제한 후에도

상담 이용 의도의 사후 측정치의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측정한 상담 이용 의도 측

정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6>과 같이 집단 간 상담 이용 의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방식은 상담 이용 의

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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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η2

공분산 31.736 1 31.736 14.460 .202

집단 .295 1 .295 .135 .002

오차 125.098 57 2.195 - -

합계 159.650 59 - - -

<표 16> 사후 상담 이용 의도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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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추상적

고지
30 5.60 1.589 4.63 1.629

구체적

고지
30 5.83 1.147 4.27 1.721

합계 60 5.72 1.379 4.45 1.672

2) 자기개방 의사 차이 분석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방식에 따른 자기개방 의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밀보장 예외항목 추상적 고지 집단과 비밀보장 예외항목 구체적

고지 집단에 대한 실험자극 제시 전후의 자기개방 의사를 측정하였다.

아래는 자살사고, 자살계획, 타살사고, 타살계획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

측정치의 분석 결과이다.

(1) 자살사고

자살사고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 측정치에 대한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

차는 다음과 같다.

<표 17> 자기개방 의사(자살사고)의 집단별 기술통계

실험자극 제시 이전에 측정한 자기개방 의사(자살사고) 측정치를 통제

한 후에도 자기개방 의사(자살사고)의 사후 측정치의 집단 간 평균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측정한

자기개방 의사(자살사고)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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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추상적

고지
30 4.63 1.866 3.23 1.775

구체적

고지
30 5.07 1.639 3.50 1.676

합계 60 4.85 1.755 3.37 1.717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η2

공분산 27.097 1 27.097 11.379 .166

집단 3.456 1 3.456 1.451 .025

오차 135.737 57 2.381 - -

합계 164.850 59 - - -

(ANC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8>과 같이 집단 간 자기개방

의사(자살사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

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방식은 자살사고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8> 사후 자기개방 의사(자살사고)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2) 자살계획

자살계획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 측정치에 대한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

차는 다음과 같다.

<표 19> 자기개방 의사(자살계획)의 집단별 기술통계

실험자극 제시 이전에 측정한 자기개방 의사(자살계획) 측정치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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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추상적

고지
30 4.70 1.466 3.23 1.716

구체적

고지
30 5.43 1.633 3.67 1.807

합계 60 5.07 1.582 3.45 1.760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η2

공분산 23.311 1 23.311 8.885 .135

집단 .179 1 .179 .068 .001

오차 149.555 57 2.624 - -

합계 173.933 59 - - -

한 후에도 자기개방 의사(자살계획)의 사후 측정치의 집단 간 평균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측정한

자기개방 의사(자살계획)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0>과 같이 집단 간 자기개방

의사(자살계획)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

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방식은 자살계획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0> 사후 자기개방 의사(자살계획)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3) 타살사고

타살사고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 측정치에 대한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

차는 다음과 같다.

<표 21> 자기개방 의사(타살사고)의 집단별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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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η2

공분산 28.810 1 28.810 10.859 .160

집단 .143 1 .143 .054 .001

오차 151.223 57 2.653 - -

합계 182.850 59 - - -

실험자극 제시 이전에 측정한 자기개방 의사(타살사고) 측정치를 통제

한 후에도 자기개방 의사(타살사고)의 사후 측정치의 집단 간 평균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측정한

자기개방 의사(타살사고)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2>와 같이 집단 간 자기개방

의사(타살사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

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방식은 타살사고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2> 사후 자기개방 의사(타살사고)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4) 타살계획

타살계획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 측정치에 대한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

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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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추상적

고지
30 3.50 1.614 2.53 1.592

구체적

고지
30 4.20 1.919 2.50 1.333

합계 60 3.85 1.793 2.52 1.455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η2

공분산 28.437 1 28.437 16.792 .228

집단 1.384 1 1.384 .817 .014

오차 96.530 57 1.694 - -

합계 124.983 59 - - -

<표 23> 자기개방 의사(타살계획)의 집단별 기술통계

실험자극 제시 이전에 측정한 자기개방 의사(타살계획) 측정치를 통제

한 후에도 자기개방 의사(타살계획)의 사후 측정치의 집단 간 평균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측정한

자기개방 의사(타살계획)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4>와 같이 집단 간 자기개방

의사(타살계획)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

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방식은 타살계획에 대한 자기개방 의사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4> 사후 자기개방 의사(타살계획)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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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고지(n=30) 구체적 고지(n=30)
t

M SD M SD

전문성 4.55 .735 4.61 .764 -.307

호감도 3.76 .774 3.72 .643 .212

신뢰감 4.38 .735 4.41 .921 -.144

3) 상담자 평가 차이 분석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방식에 따른 상담자 평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밀보장 예외항목 추상적 고지 집단과 비밀보장 예외항목 구체적

고지 집단에 대해 실험자극 제시 이후에 상담자 평가 척도(Counselor

Rating Form)를 실시하였다. 상담자 평가 척도의 하위 요인인 전문성,

호감도, 신뢰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에서는 각 요인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얻어진 t값을 제시하였다.

<표 25> 상담자 평가 측정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방식이 상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하위요인(전문성, 호감도, 신뢰감)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

을 실시한 결과, <표 25>와 같이 집단 간 상담자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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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가 내담자의 상담 이용 의도, 자기

개방 의사, 상담자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비밀보장 예외항목

의 고지 여부와 고지 방식이 위와 같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전국의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생 90명을

대상으로 가상 시나리오 및 실험 자극을 제시하고 상담 이용 의도, 자기

개방 의사, 상담자 평가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적 내담자의 상담 이

용 의도는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하지 않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방식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잠재적

내담자의 자기개방 의사 역시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하지 않은 집단

에서 가장 높았고,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방식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

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 평가의 경우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여부 및

고지 방식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종합하면, 상담을 받으러 올 수 있는 잠재적 내담자들은 비밀보장이 철

저하게 지켜진다고 믿을 때 상담 이용 의도와 자기개방 의사가 가장 높

으며, 상담자가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고지하느냐에 관계

없이 비밀보장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담 이용 의도와 자

기개방 의사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담자에 대한 평

가는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여부 및 고지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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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잠재적 내담자들이 비

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받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비밀보장이 파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내담자들에게 큰 부

담이 될 수 있으며 자기개방이나 상담을 받는 것 자체를 망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담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각인시킴

으로써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고지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을 촉

구하였다.

둘째,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고지 방식이 잠재적 내담자의 상담 이용 의

도, 자기개방 의사, 상담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불편감에 대한 고민 없이 상담자 윤리강령과 사전

동의 절차에 따라 내담자에게 비밀보장 예외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내담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상담

자에게 필수적인 윤리적 의무이다.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고지하느냐에 관계 없이 내담자의 상담 이용 의도, 자기개방 의사가 일

정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비밀보장 예외항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여부 및 고지 방식에 따라 잠

재적 내담자의 상담자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비

밀보장 예외항목이 상담자의 지각된 전문성, 호감도, 진실성을 떨어뜨리

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상담 이용 의도, 자기개방 의사에서의 부

정적인 응답이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

담자는 내담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가 상담을 지속적으

로 받으면서 자기개방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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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비밀보장 예외항목이 자살 및 타살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의 상담 이용 의도, 자기개방의사, 상담자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연구 대상을 잠재적 내담자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가상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시나리오의 주인공

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마음일지 상상하면서’ 시나리오 내용을 읽을

것을 부탁하였지만, 이는 실제 상황에 놓여 있는 내담자의 반응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실제 내담자들이 보이는 반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로 인한 상담 이용 의도와

자기개방 의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비밀보장 예외항목 고지 이전의

사전 측정치를 통제한 후, 사후 측정치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러나 상담 이용 의도나 자기개방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

들, 예컨대 문제의 심각도, 문제 해결 의지, 자기은폐성향 등은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인을 고려한다면 상담 이용 의도와 자기

개방 의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상담 첫 회기에 비밀보장 관련 항

목을 고지받은 직후의 상황을 가정하고, 상담 이용 의도, 자기개방 의사,

상담자 평가를 측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생각이 상담회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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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비밀보장

예외상황에 놓여 있는 내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담 이용 의도 및 자기

개방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다면 연구의 타당

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 회기가 지속되면서 상담 이

용 의도, 자기개방 의사, 상담자 평가에 대한 비밀보장 예외항목의 영향

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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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사전동의 내용이 잠재적 내담자의 자기개방 의사와 상담자 평가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되므로 시나리오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 주시고 설문 내용에 빠짐

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편안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자료는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

다.

또한 순수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지도교수 : 김 계 현

연 구 자 : 김 현 민 (erwache@hanmail.net)

성별 ① 남 ② 여

나이 만 ( )세

학년 ( ) 학년

대학교/대학

원 재학 여부

① 대학교 재학

② 대학원 재학

상담경험

여부
① 없다 ② 있다

<부록 1> 비밀보장 집단

No. _______

실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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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은 26세 대학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환경이 어려웠지만 공부를 열심

히 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학에 와서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학생활이

힘들었지만 졸업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

왔다.

4학년이 되어 진로를 고민하던 김OO은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

지만 경제적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취직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이렇다 할 스펙을 쌓지 못했던 김OO은 지원하는 곳마다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영어공부를 하는

고된 나날들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별다른 성과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중 최종 면접을 보고 왔던 기업에서 합격자 발표가 났다. 다른 기업은

다 떨어진 터라 김OO은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불

합격이었다. 김OO은 절망했다.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더 이상 이렇게 힘들

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 김oo은 홧김에 커터칼로 손목을 그었다. 상처가

깊지 않아 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절망적인 기분이 자주 들었다. 지금까

지 밤낮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돈은 항상 부족하고 취직은 2년째 되지 않

고 있다. 취직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것 같고 삶이 너무 버거워서

다 놓아 버리고 싶다. 거의 매일 울면서 지내고 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

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면제를 사 모으면서 자살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한

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게다가 요즘 옆방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밤마다 친구들을 데려와서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더 화가 난다. 조용히 하라고 얘기도 해 보고 문을 부

서질 듯이 두드려 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자신은 너무 힘든데 누군가는

저렇게 행복하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옆방의 소음 때문에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잠도 푹 자지 못하고 있다. 요즘은 매일 옆방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할지 생각한다. 자취방에 있는 칼로 옆방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해버

리는 상상을 자주 한다. 분노가 치밀어오를 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옆방 사람

I. 시나리오 A

1. 다음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

생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일지 상상하면서 아래

내용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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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끔찍하고

무섭다.

번

호
문항내용

전
혀
X

대
체
로
X

별
로
X

보
통

다
소
O

대
체
로
O

매
우
O

1 내가 김OO라면 상담을 받을 것인가? 1 2 3 4 5 6 7

※ 위 내용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1) 현재 김OO의 기분은 어떠한가? __________

2) 김OO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가? ( O / X )

3) 김OO은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하고 있는가?

( O / X )

2. 김OO은 위와 같은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꺼려져서 지금까

지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학내 상담

센터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상담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

니다.

1) 당신이 김OO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담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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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전
혀
X

대
체
로
X

별
로
X

보
통

다
소
O

대
체
로
O

매
우
O

1 반복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2
수면제를 사 모으는 등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6 7

3
최종면접에서 떨어진 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7

4 옆방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5
옆방 사람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6 옆방 사람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6 7

2) 다음은 김OO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

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자신이 이

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상담자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상담자

에게 이야기할 의향이 전혀 없으면 1점, 이야기할 의향이 매우 있다

면 7점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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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나리오 B

김OO은 오랜 고민 끝에 상담실에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OO가 상담자와의 첫 만남에서 상담자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김OO의 상황이라고 상상하면서 다음 내용을 읽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OO씨와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A대학교 학

생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자입니다. 오늘부터 OO

씨와 함께 상담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OO씨가 상담에서 원하는 바

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

요. 앞으로의 상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담에서의 비밀보장에 관해 안내드릴게요. OO씨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OO씨가 상담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비밀로 지켜집

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OO씨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

다.

※ 위 내용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1. 다음은 시나리오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상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항상 비밀로 지켜지는가? ( O / X )

2) 자살 계획을 이야기할 경우 상담자는 비밀을 공개하는가? ( O / X )

3) 다른 사람을 해칠 계획을 이야기하는 경우 상담자는 비밀을 공개하는가?

( O / X )

2. 김OO은 상담자와의 첫 만남 이후 상담을 계속 받을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담자와의 첫 만남에서 위 시나리오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면 상담을 계속 받겠습니까? 문항을 잘 읽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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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전
혀
X

대
체
로
X

별
로
X

보
통

다
소
O

대
체
로
O

매
우
O

1 반복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2
수면제를 사 모으는 등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6 7

3
최종면접에서 떨어진 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7

4 옆방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5
옆방 사람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6 옆방 사람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6 7

번

호
문항내용

전
혀
X

대
체
로
X

별
로
X

보
통

다
소
O

대
체
로
O

매
우
O

1 내가 김OO라면 상담을 받을 것인가? 1 2 3 4 5 6 7

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3. 다음은 김OO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위 시나리오에 등장한 상담자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4. 다음은 위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상담자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

다. 36쌍의 서로 대비되는 형용사를 읽고, 두 가지 형용사 중 위 시나리

오에서 받은 상담자에 대한 느낌과 가까운 번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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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와 뜻이 맞을 것 

같다
1 2 3 4 5 6 7

나와 뜻이 안 맞을 

것 같다

2
상담에 정신을 

집중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상담에 정신을 

집중한다

3 핵심파악을 잘 한다 1 2 3 4 5 6 7 산만하다

4 안목이 낮다 1 2 3 4 5 6 7 안목이 높다

5 매력이 있다 1 2 3 4 5 6 7 매력이 없다

6 자연스럽다 1 2 3 4 5 6 7 형식적이다

7 마음이 밝다 1 2 3 4 5 6 7 침울하다

8 모호하다 1 2 3 4 5 6 7 명쾌하다

9 거리감이 느껴진다 1 2 3 4 5 6 7 친밀감이 느껴진다

10
나와 잘 지낼 것 

같다
1 2 3 4 5 6 7

나와 잘 지내기 

어렵겠다

11 확신이 없다 1 2 3 4 5 6 7 확신이 있다

12 의심스럽다 1 2 3 4 5 6 7 믿을 만하다

13 의존할 수 없다 1 2 3 4 5 6 7 의존할 만하다

14 무관심하다 1 2 3 4 5 6 7 열성적이다

15
상담경험이 많지 

않다
1 2 3 4 5 6 7 상담경험이 많다

16 비전문적이다 1 2 3 4 5 6 7 전문적이다

17 우호적이지 않다 1 2 3 4 5 6 7 우호적이다

18 정직하다 1 2 3 4 5 6 7 정직하지 않다

19 박식하다 1 2 3 4 5 6 7 무식하다

예를 들어, 상담자에 대한 느낌이 ‘나와 뜻이 맞을 것 같다’에 가까우면

1점, ‘나와 뜻이 안 맞을 것 같다’에 가까우면 7점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둘 다 아니거나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4점에 표시하시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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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통찰력이 있다 1 2 3 4 5 6 7 통찰력이 없다

21 멍청하다 1 2 3 4 5 6 7 지적이다

22 호감이 안 간다 1 2 3 4 5 6 7 호감이 간다

23 조리가 있다 1 2 3 4 5 6 7 조리가 없다

24 마음이 열려 있다 1 2 3 4 5 6 7 마음이 닫혀 있다

25
상담준비가 잘 되어 

있다
1 2 3 4 5 6 7

상담준비가 안 되어 

있다

26 신뢰할 수 없다 1 2 3 4 5 6 7 신뢰할 만하다

27 무례하다 1 2 3 4 5 6 7 예의바르다

28 책임감이 없다 1 2 3 4 5 6 7 책임감이 있다

29 헌신적이다 1 2 3 4 5 6 7 이기적이다

30 진솔하다 1 2 3 4 5 6 7 진솔하지 못하다

31 상담을 잘 한다 1 2 3 4 5 6 7 상담을 못한다

32 사람을 잘 사귄다 1 2 3 4 5 6 7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한다

33 기만적이다 1 2 3 4 5 6 7 솔직하다

34 믿음직스럽다 1 2 3 4 5 6 7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35 진실하다 1 2 3 4 5 6 7 진실하지 못하다

36 따뜻하다 1 2 3 4 5 6 7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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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사전동의 내용이 잠재적 내담자의 자기개방 의사와 상담자 평가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되므로 시나리오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 주시고 설문 내용에 빠짐없이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편안하고 솔직하게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자료는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또한 순수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지도교수 : 김 계 현

연 구 자 : 김 현 민 (erwache@hanmail.net)

성별 ① 남 ② 여

나이 만 ( )세

학년 ( ) 학년

대학교/대학원

재학 여부

① 대학교 재학

② 대학원 재학

상담경험 여부 ① 없다 ② 있다

<부록 2> 추상적 고지 집단

No. _______

실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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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은 26세 대학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환경이 어려웠지만 공부를 열심

히 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학에 와서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학생활이

힘들었지만 졸업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

왔다.

4학년이 되어 진로를 고민하던 김OO은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

지만 경제적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취직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이렇다 할 스펙을 쌓지 못했던 김OO은 지원하는 곳마다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영어공부를 하는

고된 나날들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별다른 성과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중 최종 면접을 보고 왔던 기업에서 합격자 발표가 났다. 다른 기업은

다 떨어진 터라 김OO은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불

합격이었다. 김OO은 절망했다.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더 이상 이렇게 힘들

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 김oo은 홧김에 커터칼로 손목을 그었다. 상처가

깊지 않아 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절망적인 기분이 자주 들었다. 지금까

지 밤낮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돈은 항상 부족하고 취직은 2년째 되지 않

고 있다. 취직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것 같고 삶이 너무 버거워서

다 놓아 버리고 싶다. 거의 매일 울면서 지내고 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

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면제를 사 모으면서 자살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한

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게다가 요즘 옆방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밤마다 친구들을 데려와서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더 화가 난다. 조용히 하라고 얘기도 해 보고 문을 부

서질 듯이 두드려 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자신은 너무 힘든데 누군가는

저렇게 행복하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옆방의 소음 때문에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잠도 푹 자지 못하고 있다. 요즘은 매일 옆방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할지 생각한다. 자취방에 있는 칼로 옆방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해버

리는 상상을 자주 한다. 분노가 치밀어오를 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옆방 사람

I. 시나리오 A

1. 다음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

생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일지 상상하면서 아래

내용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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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끔찍하고

무섭다.

번

호
문항내용

전
혀
X

대
체
로
X

별
로
X

보
통

다
소
O

대
체
로
O

매
우
O

1 내가 김OO라면 상담을 받을 것인가? 1 2 3 4 5 6 7

※ 위 내용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1) 현재 김OO의 기분은 어떠한가? __________

2) 김OO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가? ( O / X )

3) 김OO은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하고 있는가?

( O / X )

2. 김OO은 위와 같은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꺼려져서 지금까

지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학내 상담

센터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상담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

니다.

1) 당신이 김OO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담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2) 다음은 김OO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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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전
혀
X

대
체
로
X

별
로
X

보
통

다
소
O

대
체
로
O

매
우
O

1 반복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2
수면제를 사 모으는 등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6 7

3
최종면접에서 떨어진 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7

4 옆방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5
옆방 사람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6 옆방 사람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6 7

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자신이 이

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상담자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상담자

에게 이야기할 의향이 전혀 없으면 1점, 이야기할 의향이 매우 있다

면 7점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77 -

II. 시나리오 B

김OO은 오랜 고민 끝에 상담실에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OO가 상담자와의 첫 만남에서 상담자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김OO의 상황이라고 상상하면서 다음 내용을 읽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OO씨와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A대학교 학생

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자입니다. 오늘부터 OO씨

와 함께 상담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OO씨가 상담에서 원하는 바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

요. 앞으로의 상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담에서의 비밀보장에 관해 안내드릴게요. OO씨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OO씨가 상담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비밀로 지켜집니

다. 위와 같은 내용은 OO씨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사항이 있어요. OO씨가 자신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

전을 위협하려는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OO씨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을 보호자나 학과,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1. 다음은 시나리오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상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항상 비밀로 지켜지는가? ( O / X )

2) 자살 계획을 이야기할 경우 상담자는 비밀을 공개하는가? ( O / X )

3) 다른 사람을 해칠 계획을 이야기하는 경우 상담자는 비밀을 공개하는가?

( O / X )

2. 김OO은 상담자와의 첫 만남 이후 상담을 계속 받을 것인지 고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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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전
혀
X

대
체
로
X

별
로
X

보
통

다
소
O

대
체
로
O

매
우
O

1 반복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2
수면제를 사 모으는 등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6 7

3
최종면접에서 떨어진 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7

4 옆방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5
옆방 사람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6 옆방 사람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6 7

번

호
문항내용

전
혀
X

대
체
로
X

별
로
X

보
통

다
소
O

대
체
로
O

매
우
O

1 내가 김OO라면 상담을 받을 것인가? 1 2 3 4 5 6 7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담자와의 첫 만남에서 위 시나리오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면 상담을 계속 받겠습니까? 문항을 잘 읽고 해

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3. 다음은 김OO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위 시나리오에 등장한 상담자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4. 다음은 위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상담자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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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와 뜻이 맞을 것 

같다
1 2 3 4 5 6 7

나와 뜻이 안 맞을 

것 같다

2
상담에 정신을 

집중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상담에 정신을 

집중한다

3 핵심파악을 잘 한다 1 2 3 4 5 6 7 산만하다

4 안목이 낮다 1 2 3 4 5 6 7 안목이 높다

5 매력이 있다 1 2 3 4 5 6 7 매력이 없다

6 자연스럽다 1 2 3 4 5 6 7 형식적이다

7 마음이 밝다 1 2 3 4 5 6 7 침울하다

8 모호하다 1 2 3 4 5 6 7 명쾌하다

9 거리감이 느껴진다 1 2 3 4 5 6 7 친밀감이 느껴진다

10
나와 잘 지낼 것 

같다
1 2 3 4 5 6 7

나와 잘 지내기 

어렵겠다

11 확신이 없다 1 2 3 4 5 6 7 확신이 있다

12 의심스럽다 1 2 3 4 5 6 7 믿을 만하다

13 의존할 수 없다 1 2 3 4 5 6 7 의존할 만하다

14 무관심하다 1 2 3 4 5 6 7 열성적이다

15
상담경험이 많지 

않다
1 2 3 4 5 6 7 상담경험이 많다

16 비전문적이다 1 2 3 4 5 6 7 전문적이다

17 우호적이지 않다 1 2 3 4 5 6 7 우호적이다

다. 36쌍의 서로 대비되는 형용사를 읽고, 두 가지 형용사 중 위 시나리

오에서 받은 상담자에 대한 느낌과 가까운 번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담자에 대한 느낌이 ‘나와 뜻이 맞을 것 같다’에 가까우면

1점, ‘나와 뜻이 안 맞을 것 같다’에 가까우면 7점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둘 다 아니거나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4점에 표시하시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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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직하다 1 2 3 4 5 6 7 정직하지 않다

19 박식하다 1 2 3 4 5 6 7 무식하다

20 통찰력이 있다 1 2 3 4 5 6 7 통찰력이 없다

21 멍청하다 1 2 3 4 5 6 7 지적이다

22 호감이 안 간다 1 2 3 4 5 6 7 호감이 간다

23 조리가 있다 1 2 3 4 5 6 7 조리가 없다

24 마음이 열려 있다 1 2 3 4 5 6 7 마음이 닫혀 있다

25
상담준비가 잘 되어 

있다
1 2 3 4 5 6 7

상담준비가 안 되어 

있다

26 신뢰할 수 없다 1 2 3 4 5 6 7 신뢰할 만하다

27 무례하다 1 2 3 4 5 6 7 예의바르다

28 책임감이 없다 1 2 3 4 5 6 7 책임감이 있다

29 헌신적이다 1 2 3 4 5 6 7 이기적이다

30 진솔하다 1 2 3 4 5 6 7 진솔하지 못하다

31 상담을 잘 한다 1 2 3 4 5 6 7 상담을 못한다

32 사람을 잘 사귄다 1 2 3 4 5 6 7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한다

33 기만적이다 1 2 3 4 5 6 7 솔직하다

34 믿음직스럽다 1 2 3 4 5 6 7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35 진실하다 1 2 3 4 5 6 7 진실하지 못하다

36 따뜻하다 1 2 3 4 5 6 7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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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사전동의 내용이 잠재적 내담자의 자기개방 의사와 상담자 평가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되므로 시나리오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 주시고 설문 내용에 빠짐없이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편안하고 솔직하게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자료는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또한 순수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지도교수 : 김 계 현

연 구 자 : 김 현 민 (erwache@hanmail.net)

성별 ① 남 ② 여

나이 만 ( )세

학년 ( ) 학년

대학교/대학원

재학 여부

① 대학교 재학

② 대학원 재학

상담경험 여부 ① 없다 ② 있다

<부록 3> 구체적 고지 집단 설문지

No. _______

실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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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은 26세 대학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환경이 어려웠지만 공부를 열심

히 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학에 와서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학생활이

힘들었지만 졸업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

왔다.

4학년이 되어 진로를 고민하던 김OO은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

지만 경제적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취직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이렇다 할 스펙을 쌓지 못했던 김OO은 지원하는 곳마다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영어공부를 하는

고된 나날들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별다른 성과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중 최종 면접을 보고 왔던 기업에서 합격자 발표가 났다. 다른 기업은

다 떨어진 터라 김OO은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불

합격이었다. 김OO은 절망했다.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더 이상 이렇게 힘들

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 김oo은 홧김에 커터칼로 손목을 그었다. 상처가

깊지 않아 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절망적인 기분이 자주 들었다. 지금까

지 밤낮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돈은 항상 부족하고 취직은 2년째 되지 않

고 있다. 취직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것 같고 삶이 너무 버거워서

다 놓아 버리고 싶다. 거의 매일 울면서 지내고 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

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면제를 사 모으면서 자살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한

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게다가 요즘 옆방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밤마다 친구들을 데려와서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더 화가 난다. 조용히 하라고 얘기도 해 보고 문을 부

서질 듯이 두드려 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자신은 너무 힘든데 누군가는

저렇게 행복하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옆방의 소음 때문에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잠도 푹 자지 못하고 있다. 요즘은 매일 옆방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할지 생각한다. 자취방에 있는 칼로 옆방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해버

리는 상상을 자주 한다. 분노가 치밀어오를 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옆방 사람

I. 시나리오 A

1. 다음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

생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일지 상상하면서 아래

내용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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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끔찍하고

무섭다.

번

호
문항내용

전
혀
X

대
체
로
X

별
로
X

보
통

다
소
O

대
체
로
O

매
우
O

1 내가 김OO라면 상담을 받을 것인가? 1 2 3 4 5 6 7

※ 위 내용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1) 현재 김OO의 기분은 어떠한가? __________

2) 김OO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가? ( O / X )

3) 김OO은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하고 있는가? ( O /

X )

2. 김OO은 위와 같은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꺼려져서 지금까

지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학내 상담

센터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상담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

니다.

1) 당신이 김OO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담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2) 다음은 김OO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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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전
혀
X

대
체
로
X

별
로
X

보
통

다
소
O

대
체
로
O

매
우
O

1 반복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2
수면제를 사 모으는 등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6 7

3
최종면접에서 떨어진 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7

4 옆방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5
옆방 사람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6 옆방 사람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6 7

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자신이 이

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상담자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상담자

에게 이야기할 의향이 전혀 없으면 1점, 이야기할 의향이 매우 있다

면 7점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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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나리오 B

김OO은 오랜 고민 끝에 상담실에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OO가 상담자와의 첫 만남에서 상담자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김OO의 상황이라고 상상하면서 다음 내용을 읽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OO씨와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A대학교 학

생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자입니다. 오늘부터 OO

씨와 함께 상담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OO씨가 상담에서 원하는 바

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

요. 앞으로의 상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담에서의 비밀보장에 관해 안내드릴게요. OO씨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OO씨가 상담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비밀로 지켜집

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OO씨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

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사항이 있어요. OO씨가 자신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

전을 위협하려는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OO씨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을 보호자나 학과,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대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더 구체

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는, 자살이나 자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

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사실을 보호자와 소속 학과에 알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분노나 원한을 표현하고 그로 인해 특정인에게

보복하고 싶어 하거나 타인을 해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담자는 관련 사실을 잠재적인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

게 알릴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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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전
혀
X

대
체
로
X

별
로
X

보
통

다
소
O

대
체
로
O

매
우
O

1 반복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2
수면제를 사 모으는 등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6 7

3
최종면접에서 떨어진 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7

번

호
문항내용

전
혀
X

대
체
로
X

별
로
X

보
통

다
소
O

대
체
로
O

매
우
O

1 내가 김OO라면 상담을 받을 것인가? 1 2 3 4 5 6 7

1. 다음은 시나리오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상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항상 비밀로 지켜지는가? ( O / X )

2) 자살 계획을 이야기할 경우 상담자는 비밀을 공개하는가? ( O / X )

3) 다른 사람을 해칠 계획을 이야기하는 경우 상담자는 비밀을 공개하는가? (

O / X )

2. 김OO은 상담자와의 첫 만남 이후 상담을 계속 받을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담자와의 첫 만남에서 위 시나리오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면 상담을 계속 받겠습니까? 문항을 잘 읽고 해

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3. 다음은 김OO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위 시나리오에 등장한 상담자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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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와 뜻이 맞을 것

같다
1 2 3 4 5 6 7

나와 뜻이 안 맞을

것 같다

2
상담에 정신을

집중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상담에 정신을

집중한다

3 핵심파악을 잘 한다 1 2 3 4 5 6 7 산만하다

4 안목이 낮다 1 2 3 4 5 6 7 안목이 높다

5 매력이 있다 1 2 3 4 5 6 7 매력이 없다

6 자연스럽다 1 2 3 4 5 6 7 형식적이다

7 마음이 밝다 1 2 3 4 5 6 7 침울하다

8 모호하다 1 2 3 4 5 6 7 명쾌하다

9 거리감이 느껴진다 1 2 3 4 5 6 7 친밀감이 느껴진다

10
나와 잘 지낼 것

같다
1 2 3 4 5 6 7

나와 잘 지내기

어렵겠다

11 확신이 없다 1 2 3 4 5 6 7 확신이 있다

4 옆방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5
옆방 사람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6 옆방 사람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6 7

4. 다음은 위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상담자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

다. 36쌍의 서로 대비되는 형용사를 읽고, 두 가지 형용사 중 위 시나리

오에서 받은 상담자에 대한 느낌과 가까운 번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담자에 대한 느낌이 ‘나와 뜻이 맞을 것 같다’에 가까우면

1점, ‘나와 뜻이 안 맞을 것 같다’에 가까우면 7점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둘 다 아니거나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4점에 표시하시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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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심스럽다 1 2 3 4 5 6 7 믿을 만하다

13 의존할 수 없다 1 2 3 4 5 6 7 의존할 만하다

14 무관심하다 1 2 3 4 5 6 7 열성적이다

15
상담경험이 많지

않다
1 2 3 4 5 6 7 상담경험이 많다

16 비전문적이다 1 2 3 4 5 6 7 전문적이다

17 우호적이지 않다 1 2 3 4 5 6 7 우호적이다

18 정직하다 1 2 3 4 5 6 7 정직하지 않다

19 박식하다 1 2 3 4 5 6 7 무식하다

20 통찰력이 있다 1 2 3 4 5 6 7 통찰력이 없다

21 멍청하다 1 2 3 4 5 6 7 지적이다

22 호감이 안 간다 1 2 3 4 5 6 7 호감이 간다

23 조리가 있다 1 2 3 4 5 6 7 조리가 없다

24 마음이 열려 있다 1 2 3 4 5 6 7 마음이 닫혀 있다

25
상담준비가 잘 되어

있다
1 2 3 4 5 6 7

상담준비가 안 되어

있다

26 신뢰할 수 없다 1 2 3 4 5 6 7 신뢰할 만하다

27 무례하다 1 2 3 4 5 6 7 예의바르다

28 책임감이 없다 1 2 3 4 5 6 7 책임감이 있다

29 헌신적이다 1 2 3 4 5 6 7 이기적이다

30 진솔하다 1 2 3 4 5 6 7 진솔하지 못하다

31 상담을 잘 한다 1 2 3 4 5 6 7 상담을 못한다

32 사람을 잘 사귄다 1 2 3 4 5 6 7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한다

33 기만적이다 1 2 3 4 5 6 7 솔직하다

34 믿음직스럽다 1 2 3 4 5 6 7 믿음직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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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

35 진실하다 1 2 3 4 5 6 7 진실하지 못하다

36 따뜻하다 1 2 3 4 5 6 7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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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informing about the limits to

confidentiality on the willingness to

self-disclosure and counselor evaluation of

potential clients

Kim, Hyun Min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forming

about the limits to confidentiality on the willingness to self-disclose

and counselor evaluation of potential clients. A total of nine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hree groups (absolute

confidentiality group, general information group, and detailed

information group), then informed different information about the

limits of confidentiality in the therapy relationship. Participan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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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e scenario of a college student having intention to harm

him/herself and someone else, and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about the willingness to get counseling and to

self-disclose in a counseling session. Participants in the three groups

were informed different information about the limits of confidentiality

in the therapy relationship and they answered the questions about the

willingness to get a counseling and self-disclose, completing the

Counselor Rating For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nalyzed by

two sample t-test, and ANCOVA.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participants offered absolute

confidentiality reported greater willingness to get counseling and to

self-disclose in counseling session than did participants informed of

limits to confidentiality.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participants

who received general information and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limits to confidentialit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he perceived expertness, attractiveness, and

trustworthiness of the counselor.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at

any information about limits to confidentiality appeared to inhibit

reported self-disclosure; however a detailed information did not result

in more inhibition than general information. And informing potential

clients about the limits to confidentiality in the initial counseling

session did not hinder the evaluation of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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