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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진로 불확실성에 대한 타당화 개입이 불안, 우울 및 수

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서울

소재 대학의 대학교 3, 4학년 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49명이었다.

실험 참여자들은 진로 불확실성에 관한 시나리오에 이입한 후에

불안, 우울 및 수용행동을 사전측정하였다. 그 다음, 상담자의 음성

반응을 듣고 불안, 우울 및 수용행동을 사후측정하는 방식으로 실험

이 진행되었다. 실험 참여자는 사전에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 중

하나에 무선배정되어, 각각 다른 상담자의 음성 반응을 들었다. 연

구결과의 분석을 위해서 우선 사전점수를 토대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두 집단이 동질한지 확인하였다. 그 다음, 집단별로 불안,

우울, 수용행동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점수

의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불안 수준이 감소하였다. 둘째, 타당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울 수준이 감소

하였다. 마지막으로 타당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수용행동이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진로 불확실성에 대한 타당화 개입이

진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적인 사

적 경험을 수용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제하거나 회피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가치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수용행동이 타당

화를 통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진로 의사결

정과정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의 각성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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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한편, 불확실성을 수용하여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

담자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였다는 데에서 본 연구는 의의

를 가진다.

주요어 : 진로 불확실성, 타당화, 불안, 우울, 수용행동

학 번 : 2015-2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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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로 의사결정과정은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비일관적이고 부족한 정보의 특성(Xu & Tracey,

2014)으로 인해 그 자체로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게다가 오늘날 직

업 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 그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기술적 진보로 인해 예전에 촉망받던

직업 중 어떤 것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된 한편, 전혀 새로운 직

업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이십대 중반에 직업 세계에 입문하여 60대까지 한 직업에 머무르다

가 퇴직하는 단선적인 경로는 불안정하고 복잡하며 다변화된 현대

직업사회에서의 진로를 묘사하기에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

른다(유현실, 2013).

이렇게 수많은 직업이 출몰하고 사회의 요구가 급변하는 상황에

서 단선적이고 논리적인 방향에 따르는 전통적인 진로 의사결정모

형만을 진로상담에서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Mitchell 등, 1999). 지금까지 대다수의 전통적인 진로이론에서는 진

로 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양적인 정보를 기초로 논리적이고 합리

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여겨왔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상담

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선택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Miller, 1995). 그러나 격변하는 외부 환경으로 인

해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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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Gati, 1990),

진로상담 영역에서는 개인이 진로 불확실성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

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다(이아라, 2013; Gelatt, 1989; Miller;

Trevor-Roberts, 2006).

진로 불확실성이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요

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개인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행동적 경험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Ito & Brotheridge,

2001; Tien, Lin, & Chen, 2005). 진로 불확실성을 직면한 개인은 무

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행동을 회피하는 행동적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무력감, 두려움, 불안함, 우울감, 상실감, 불행, 공허함, 낙담

함 등의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Tien 등). 이렇게 진로 의사

결정상황에서 개인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확실함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맞닥뜨리면 사람들은 심리적인 불

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 이를 제거하거나 회피하

고자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Bar-Anan, Wilson, & Gilbert, 2009;

Curley, Yatew, & Abrams, 1986; Van Den Bos, Euwema,

Poortvliet, & Maas, 2007).

특히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지각하는 것

은 불안 및 우울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백인철, 2016). 먼저 불

확실성과 불안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해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발생 가능성이 아무리 적더라도 부정적

인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개인

의 경향성은 범불안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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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Buhr & Dugas, 2002; Dugas, Freeston, & Ladouceur, 1997;

Dugas & Ladouceur, 2000). 한편 불확실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사건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개인이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느끼도록 만

들어 우울한 정서를 낳게 된다고 주장한다(Metalsky, Alloy, 1989).

진로 불확실성은 심리적 불편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

라, 더 나아가 진로 미결정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Germeijs

와 DeBoeck(2003)은 진로 미결정의 원인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대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목표나 결과의 가치에

대한 평가 어려움과 함께 결과의 불확실성이 진로 미결정의 원인이

된다고 밝힌다. Saka, Gati, 그리고 Kelly(2008)의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정서적, 성격적 변인을 세 가지 군집에

속하는 열한 개의 척도로 구분한다. 그 중 불안 군집에 속하는 불확

실성에 대한 불안, 선택 불안,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불안은 모두 미

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고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실패할지도 모

른다는 생각에서 오는 불안을 의미한다. 즉,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이 진로 미결정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확실성의 경험은 개인에게 심리적인

불편감과 스트레스를 준다(Humphreys & Berkeley, 1985).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사용하고,

정작 문제해결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게 한다(김환,

이훈진, 2007).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Dugas, Buhr, & Ladouceur, 2004; Buhr & Dugas, 2006)에 관한

연구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해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역기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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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상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문제에 초

점을 맞추지 않고 충동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이끈다고 지적한

다(조성연, 조한익, 2014; Freeston, Rheaume, Letarte, Dugas, &

Ladouceur, 1994).

따라서 진로 및 직업상담의 영역에서는 진로 불확실성에 직면하

여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하고 이러한 심리적 불편감을 회

피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를 의사결정상황의 문제해결

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자의 역할이 필요하

다. Gelatt(1989)는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내담자가 불확실성에 직

면할 경우, 긍정적인 태도로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선택의 직관적인

측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Miller(1995) 또

한 진로상담의 내담자가 불확실성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계

속해서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원하는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

는 작업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불확

실성에 대한 수용이며,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은 의사결정과 관련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지 않게 하며

(Klein & Boals, 2001)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행동을 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Gelatt, 1989).

본 연구에서는 특히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하

고 불확실성을 수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준비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자의 기법으로 타당화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타당화 개입은 경계선 성격장애 내담자를 위해 개발된 치료적

개입방법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행동, 감정, 그리고 생각을 이해하

고자 노력하면서, 내담자에게 지금의 맥락 안에서 그의 행동이 그럴

만하고 이해할만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Line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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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타당화는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당한 것으

로 받아들여 수용하게 함(고유림, 2012)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면서도, 동시에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다는 치료적 기능을 가진다(Linehan, 1997). Lynch, Chapman,

Rosenthal, Kuo, & Linehan(2006)은 타당화가 안정된 자기감 형성,

부정적 정서적 각성의 완화 및 학습의 증진, 상담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효과적인 행동 양식의 강화라는 네 가지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실제 상담에서 타당화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에서도 타

당화가 상담성과를 높이고(유성경 등, 2009) 작업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성예경, 최한나, 2011)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상담이 아닌 실험 설계를 통해 타당화 개입의 즉시적인 성

과를 확인하려는 연구들도 이뤄졌는데, 타당화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김은하, 2011)과 관계맺음동기(고유림, 2012)를 높이

고 자기수용(고유림)과 자아존중감(김은하; 유현경, 2015)을 높이는

등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타당화는 공격성(김나영, 2015; 김은하; 신서원, 2014), 수치심

(신서원), 분노(김나영; 신서원), 보복심리(유현경) 등의 부정적 정서

의 각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실험 설계를 통한 타당화 개입의 효과성

연구는 사회적 배제 상황, 자기애 성향자의 실패 경험, 혹은 집단

따돌림 장면과 같은 한정된 맥락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다양한 맥락 속에서도 타당화 개입이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나 자기애 성향자의 실패 경험과 같은 맥락에서 부정적 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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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을 감소시키고 경험에 대한 수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된 타

당화 개입이 진로상담의 맥락에서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특히 진로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부정적인 결과에 대

한 예측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을 줄이고,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정서

에 대한 수용과 함께 의사결정을 위한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

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불확실한 진로탐색상황

에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불확실한 상황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불

편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으로서 타당화가 얼마나 효과적

인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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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진로 불확실성에 대한 타당화 개입이 효과

가 있는가?”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

정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1. 진로 불확실성에 대한 타당화 집단에서 통제 집단

에 비해 불안이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진로 불확실성에 대한 타당화 집단에서 통제 집단

에 비해 우울이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1-3. 진로 불확실성에 대한 타당화 집단에서 통제 집단

에 비해 수용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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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진로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

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결과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심리상태(이아라,

2013)’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의사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추

어 불확실성에 대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따라서 진로 불확실성이란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결과에 대해 예측

하지 못하는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인 상태’로 정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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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불확실성

1) 불확실성의 의미

불확실성은 삶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고 계

획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일상의 많은 활동들에서 불확실성을

경험한다(Brashers, 2007). 오을임과 김구(2002)는 인간행동의 대부분

은 의사결정을 수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은 의사결정 상황은

최선의, 혹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불

확실성을 동반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혹은 이와 연관된 개념인 위험이나 모호성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지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Lipshitz & Strauss, 1997).

그러나 불확실성은 모호함, 예측 불가능성, 복합성, 가능성, 불명확

성, 알 수 없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학문 영역이나

학자, 혹은 불확실성을 느끼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정의가 다르다(이아라, 2013). Argote(1982)는 연구 대상에 대한 치

료법의 개수만큼 많은 불확실성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공통적

으로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은 불완전한 정보라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Lipshitz와 Strauss(1997)는 불완전

한 정보에 더해 부적절한 이해와 대안들 사이의 충돌을 불확실성이

라는 개념 안에 포함시킨다. 불확실성에 관한 문헌들에서 불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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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가장 자주 언급되는 특성이기는 하지만, 의사결정상황 안에

충돌되는 정보들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모든 대안의 매력이 구별

되지 않아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과 자주 혼동되는 개념인 모호성(Ambiguity)과의 차이점

을 통해 불확실성이 갖는 특성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Grenier, Barrette 그리고 Ladouceur(2005)는 시점에 초점을 맞춰 두

개념을 구분한다. 그들에 따르면 모호성은 “여기 지금”의 불분명한

상황을 의미하는 반면, 불확실성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초점을 맞

춘 것이다. Anderson(1981) 또한 불확실성의 개념 안에 예측 불가능

한 미래에 관한 개념을 포함시켰는데, 그는 불확실성이 무엇이 일어

났는지 혹은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

다(Lipshitz & Strauss, 1997에서 재인용). Mishel(1988)의 불확실성

에 대한 정의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초점을 맞춘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는 의사결정자가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명확한 가

치를 부여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고 말한다.

불확실성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개념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예

측 불가능한 환경 그 자체에 더해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심리

적인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이아라, 2013). 불확실한 상황 자체

는 중립적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인지적으로 해석

하는가에 따라 심리적인 반응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Mishel,

1988). 이상에서 언급된 불확실성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이아라(2013)

의 정의를 참고하여 불확실성을 정의하면, 불확실성이란 미래에 일

어날 사건이나 결과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그에 대한 심리

적 반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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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가 확실하다고 느끼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

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편감과 스트레스를 유

발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제거하거나 피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Bar-Anan 등, 2009; Curley 등,

1986; Van Den Bos 등, 2007). Lipshitz와 Strauss(1997)는 의사결정

자가 불확실성을 다루는 세 가지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불

확실성을 인정하거나 불확실성을 억압하는 전략을 언급한다. 그 중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은 다른 두 가지에 우선되는 것으로,

개인은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는 전략을 세우거나 불확실성을 부인

하기 이전에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감소시키려는 반응을 먼저 보이

게 된다.

한편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성 안에 내포된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된다(백인철,

2016). 먼저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위협적으

로 지각하는 것은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 불확실성 속에서 예상되는

위협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

로 걱정을 하게 되면, 개인은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

어드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Leary & Barlow, 1993). 걱정을 통해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사건에 대해 통제감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

이다(Borkovec & Lyonfields, 1993; Roemer, Borkovec, Posa &

Lyonfields, 1991). 그러나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걱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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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과 불안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역설적으로 다른 걱정들을 촉발

시켜 불안이 증가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낳게 된다(백인철, 2016).

한편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를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백인철, 2016; Yook,

Kim, Suh, & Lee, 2010).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 결과를 부정

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개인이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무기력

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우울한 정서를 낳게 된다(Metalsky, Alloy,

1989). 특히 과거에 발생했던 부정적인 사건에 비추어 불확실한 미

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불확실함을 줄이기 위한 시도일 수 있

지만(Dupuy, Ladouceur, 2008), 이로 인해 개인은 회의적인 삶의 태

도를 갖게 되고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3) 진로탐색과정에 내재한 불확실성

IT의 빠른 진보와 세계시장의 확대로 대변되는 21세기 현대사회

에서는 직업 사회 구조의 개편이 끊임없이 이뤄지면서(Savickas,

2011) 진로탐색과정에 내재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게다

가 진로의사결정의 과정은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보가 부족하고 비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Xu & Tracey, 2014) 진로 및 직업상담의 영역에서 불확실성

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시도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Saka 등(2008)은 진로 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이고 성격

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준비를 지연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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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결정의 원인을 세 가지로 구분한 Germeijs와 DeBeock(2003)의

연구에서도 정보의 부족, 평가의 어려움과 함께 결과에 대한 불확실

성이 미결정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많은 연구에

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으로 부정

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Dugas,

Buhr, & Ladouceur, 2004; Buhr & Dugas, 2006)이 진로결정수준을

낮춘다고 지적한다(김경욱, 2009; 김은지, 2016; 이수정, 2015).

그러나 진로탐색상황에 내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진로

미결정의 문제는 단순히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도록 도와서 불확실

성을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Barak, Carney &

Archibald, 1975). 또한 급속한 변화에 기반한 현대사회에서는 미래

에 대해 예측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개인의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Krumboltz, 2010), 우연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즉,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불확

실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있

도록 돕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이아라, 2013).



- 14 -

2. 타당화

1) 상담에서의 개입

상담을 받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상담 실제

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상담 성과에 기여하는 요인은 크게 내

담자 변인, 상담자 변인, 상담 과정 변인, 그리고 법과 제도와 같은

기타 변인이 존재한다(김계현, 2002). 이 중에서 상담 과정 변인은

상담자의 개입, 개입 절차, 상담자의 개입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과

같이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것을 말한다(김계현,

2000). 특히 상담과정에 관한 연구 가운데 상담자의 개입은 내담자

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요인으

로서 주목을 받아왔다(김창대, 2009; 장재홍, 권희경, 2002).

그러나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한 회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개

입이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개입이 어떠한 상담 성과

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구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신서원,

2014). 또한 상담자의 개입은 무엇이 말해지는가의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말과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그리

고 그것들이 얼마나 잘 수행되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

가될 수 있다(Elliott, Hill, Stiles, Friedlander, Mahrer, & Margison,

1987). 더불어서 개입에 효과를 보이는 내담자 집단이 누구인지(김계

현, 2000)나 개입에 의해 어떤 즉시적인 성과가 일어나는지(Elliott,

Barker, Caskey, & Pistrang, 1982)에 따라서도 상담자 개입의 효과

를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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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화의 정의

타당화 개입은 Linehan(1993)이 경계선 성격장애 내담자를 위해

개발한 통합적인 인지행동치료의 일환인 변증법적 행동 치료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타당화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행동, 감정, 그리고 생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내담자에게 지금의 맥락 안에서 그의 행동이 그럴만하

고 이해할만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Linehan, 1993).

다시 말해서 상담자는 타당화를 통해 내담자 반응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의미와 이해가능성을 발견하고 내담자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담자와 소통하는 개입이다(유성경 등, 2009).

타당화는 내담자의 경험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공감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동시에 지각된 내담자의 참조틀이 진실인지를

평가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과는 구별된다(유성경 등, 2009).

타당화와 공감은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 측면에서도 차이를 갖는

데, 먼저 공감은 인간중심 상담이론에 기반을 두고 내담자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인 반면 타당화는 행동주의 이론에서 시작하

여 인간의 인지, 정서, 신체반응을 통합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기반

을 둔다. 또한 자아실현의 촉진적 조건으로써 공감을 사용한다는 점

에서는 두 개입이 유사하지만, 타당화의 경우에는 상담자가 내담자

의 경험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지각한 것에서 거리를 두면서 내담자

의 통찰을 이끌어내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성예경,

최한나, 2011).

이와 같은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Linehan(1997)은 상담자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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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여섯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치료적 효과가 달라

진다고 주장하였다. 유성경 등(2009)은 Linehan의 타당화 수준을 다

음과 같이 정리한다.

1수준은 내담자가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이를 이해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 속 사실과 경험을 구체화를 촉진하는 질

문을 통해 공감적으로 탐색해나가게 된다. 상담자가 이렇게 내담자

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자신의 경험이 이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확인하

게 된다.

2수준은 내담자의 느낌, 생각, 가정, 혹은 행동에 대해 내담자에게

정확히 되돌려 반영해주는 것이다. 상담자는 이 과정에서 관찰한 것

이상의 내용을 덧붙이지 않으며, 비판단적으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요약해준다. 상담자의 타당화를 들은 내담자는 이 요약한 내용에 대

해 수정하거나 첨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담자와 내담자

는 정확한 이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내담자는 또한 요약을

수정하고 첨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 중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주관적 경험이었는지를 구분하게 되어 자신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유현경, 2015).

3수준 타당화는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경험에 대해

상담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전달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

음을 읽고, 내담자가 인정하기 꺼려했거나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의미에 대해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담자가 인식하기

를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약점에 대해서도 상담

자가 전달해주고 내담자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주면, 내담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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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전적으로 수용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 결과, 내

담자는 자신의 지각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 타당화하고 변화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4수준 타당화는 과거 맥락이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내담자의

행동이 충분히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돕는 것으로, 상담자는

비록 지금 내담자의 느낌, 생각, 행동이 역기능적인 것일지라도 내

담자의 삶의 맥락 안에서는 충분히 타당한 것임을 전달한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혹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믿

게 된다면, 누구든지 지금의 내담자와 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 없음

을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담자가 그러한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얼마나 변화하기 어려웠을지에 대해 공감해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4수준 타당화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이 처

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바로 보게 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5수준에서는 4수준과 유사하게 내담자의 행동이 현재 맥락 안에

서 타당하다는 것을 전달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반응이 역기능적

인 것임을 인식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반응이 그가 처한 현실에서는

타당하다는 근거,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지혜에 대해 발견

하고 지지해준다. 그러나 5수준 타당화에서는 비록 지금은 타당한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4수준 타당화

와는 차이가 있다. 그 결과 내담자는 자신의 반응이 분명 정당한 것

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

게 된다.

마지막 6수준 타당화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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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자신과 동등한 개인으로 바라보고 내담자의 존재 그 자체

를 수용하게 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진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

서도, 내담자 안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만한 강점과 자원에 대해

주목하고 상담자가 발견한 것에 대해 내담자에게 반영해준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

는데, 자신의 어려움과 무능함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장

점과 잠재력에 대해서도 함께 수용할 수 있게 된다.

3) 타당화의 치료적 기능

타당화는 내담자가 자기 개념과 자신의 경험 자체를 확인하고 수

용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면서도, 동시에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다는 치료적 기능을 가진다(Linehan,

1997).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불신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

는 내담자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든 다른 사람에 의

해 만들어진 것이든지간에 공포, 분노, 수치심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Linehan, 1993). 그러나 상담자가 타당화로 내

담자의 이야기 속에서 내담자의 경험이 이해될 수 있을만한 근거들

을 찾아 내담자에게 전달해주면, 내담자는 자신의 반응을 새롭게 인

식하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자기 개념 안에 재조직화하여 수용

할 수 있게 된다(고유림, 2012).

Lynch, Chapman, Rosenthal, Kuo, & Linehan(2006)은 타당화의

효과를 네 가지로 제시한다. 먼저, 타당화는 안정된 자기감을 갖게

한다. 자기 개념과 불일치하는 경험이 타당화를 통해 조직화되면서

내담자는 일관되고 안정된 자기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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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는 정서적 각성의 완화 및 학습의 증진과 연관되어 있다. 목

표가 좌절되거나 자기개념이 어긋날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의

각성이 일어난다. 내담자의 자기개념에 대한 타당화는 이러한 정서

적 각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기 중에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세 번째로 타당화는 자기개

념을 확신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가 상담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당화

는 상담 회기 중 진행된 행동의 변화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타당

화를 통해 상담 중에 발견한 효과적인 행동 양식이 강화될 뿐만 아

니라 내담자는 상담자로부터 자신의 반응과 행동을 타당화하는 방

법을 모델링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상담에서 타당화의 효과를 검증한 유성경 등(2009)의 연구에

서는 Linehan(1997)이 제안한 타당화의 수준에 따라 상담성과에 차

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당화 횟수의

단순 총합보다는 높은 수준의 타당화를 받는 것이 상담 성과를 높

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의 타당화 경험과

회기평가의 관계에 관한 성예경과 최한나(2011)의 연구에서 또한 타

당화 개입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내담자가 경험한 상담자의 타당화 개입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작업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정서적

유대와 목표 및 과제 합의와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상담자의 타당화 개입은 내담자가 상담을 깊이

있고 순조로운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

혀냈다.

실제 상담이 아닌 실험 설계를 통해 타당화 개입의 성과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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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었는데, 실험 연구의 결과는 타당화 개입

과 이로 인한 즉시적 성과를 더욱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신서원, 2014). 특히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타당화의 효과를 검증하

는 연구가 많이 이뤄졌는데, 김은하(2011)는 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

타당화와 감정반영이 모두 통제 반응에 비해 친밀감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지만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부적정서와 공격성을 낮추는 데에

는 타당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모의 상담 영상을 통

해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타당화와 감정반영의 효과를 확인한 고유

림(2012)의 연구에서는 타당화와 감정반영이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모두 효과적이었지만, 타당화에서만 자기수용과 관계맺음동

기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한편 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

타당화 개입의 효과성을 확인한 김나영(2015)의 연구는 타당화가 공

격성, 분노, 그리고 불안 수준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한편 신서원(2014)은 일반 대학생이 아닌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패 경험 이후에 타당화 개입의 효과를 연구하였

는데, 타당화 개입은 이들의 수치심, 분노 그리고 공격성을 낮추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이 아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현경(2015)의 연구는 타당화 개입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

로 구분하여 개입을 실시했다. 집단 따돌림 모의 상황에서 높은 수

준의 타당화를 받은 초등학생은 낮은 수준의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우울, 보복심리가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효

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실험 설계를 통한 타당화 개입의 효과성 연구는

타당화가 이뤄진 직후에 즉시적인 성과를 확인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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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적 배제 상황, 자기애 성향자의 실패 경험, 혹은 집단

따돌림 장면과 같은 한정된 맥락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다양한 맥락 속에서도 타당화 개입이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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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행동

1) 수용행동의 의미

스트레스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부정적이거나 불

편한 정서를 회피함으로써 심리적으로 편안해지려고 노력한다(안진

영, 2014). 이처럼 불안과 같은 특정한 신체적 감각, 정서, 사고, 기

억 및 행동적 경향성을 통제하려 하거나 수정하려는 시도는 경험회

피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Hayes, Wil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통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험회피는 개인

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지

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정서적 고통을 겪도록 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는다(오주용, 권석만, 2011; Hayes, Follette, & Linehan, 2004;

Luoma, Hayes, & Walser, 2007; Roemer, & Orsillo, 2005).

수용은 경험회피와는 반대되는 속성(Luoma 등, 2007)으로 사적

사건의 빈도와 형태를 변화시키려는 불필요한 시도를 하지 않고 적

극적이고 비판단적으로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을 충분히 끌어안는

것을 의미한다(Hayes 등, 2004; Sanderson & Linehan, 1999). 다시

말해서, 수용은 불쾌한 정서를 유발하는 사적 사건에 대응하여 회피

하거나 투쟁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Cordova & Kohlenber,

1994), 직접적으로 사고, 감정, 그리고 신체적 감각을 경험함으로써

방어하지 않은 채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Hayes 등, 2004). 여기에

서 수용은 목적이라기보다 이를 통해 가치를 부여한 행동을 지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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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Dougher, 1994).

이와 같은 심리적인 수용은 수용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문현

미, 2006), 수용행동은 연속선상에 있는 수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

다. 가장 낮은 수준은 ‘물러남과 견디기’의 단계로 변화라는 맥락에

아직 영향을 받고 있는 단계이다. 그 다음은 ‘기꺼이 경험하기’로 사

적 경험에 대한 개방을 의미한다. 더 높은 수준의 수용행동은 ‘인지

적 탈융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나아

가게 되면 심리적 경험에 방어하지 않고 접촉하면서도 이와 함께

온전히 존재하면서 효율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된다(Hayes, 1994).

Roemer와 Orsillo(2005)가 제시한 수용기반 행동치료의 목표에서도

이와 같은 수용행동의 수준이 잘 드러난다. 가장 처음 목표는 내담

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다. 그 다음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인 경험에 대해 판

단하고 통제하려는 자세로부터 벗어나 동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용기반 행동치료

에서는 내담자가 극심한 고통을 주는 내적 경험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이는 내담자가 심리

적 고통을 회피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활

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수용행동의 효과

내담자가 내적 사건을 충분히 경험하고 자각하도록 돕는 것은 모

든 상담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인(문현미, 2006)일 뿐만 아

니라, 상담성과와 일관되게 정적 상관을 보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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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Orlinsky & Howard, 1986). Roemer와 Orsillo(2005)에 따르면 수

용 기술을 가르치는 치료가 정신병리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

고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많은 연구에서 수용행동의 수준이 높아질

수록 심리적 고통의 호소가 감소한다고 보고하는데, 이훈진(2009)은

수용행동이 높을수록 불안, 우울, 피해사고 및 자기비난, 반추, 파국

화, 사고억제와 같은 역기능적인 사고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

을 확인했다. 또한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행동의 효과

를 검증한 연구들에서도 수용행동은 평가염려 완벽주의,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김정은, 손정락, 2012), 우울 및 자살 생각(양수연,

신현균, 2013), 그리고 상태 및 특성불안과 우울(이선영, 안창일,

2012)의 감소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용은 내면적 조화를 증진시켜 개인이 현재 순간에 온전한

존재로 있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자신의 경험이 그렇게 위협적

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허용하게 되

면서 심리적 불편감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긍정적인 정서

를 경험하는 것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Greenberg,

1994). 감정, 사고, 그리고 기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현실 그

자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개인은 또한 다양한 반응을 선

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Blackledge & Hayes, 2001). 수용기반 개입

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에 관한 이아라(2013)의 연구에서는 수용행

동의 효과로 위협적 자극을 덜 두려워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부정적

자극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게 된

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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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 27 55.1

여 22 44.9

학년

3학년 13 26.5

4학년 이상 17 34.7

대학원생 19 38.8

총합 49 100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대학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모

집되었다. 실험 자극에 대한 몰입을 높이기 위해 실험 참여자는 대

학교 졸업을 앞두거나 그 시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대학교 3-4

학년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실험참여에 대해 감사

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총 52

명이었으며, ‘시나리오 속 학생의 감정이나 생각이 잘 이해가 된다’

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2명과 대학교 3학년 이하인

1명을 제외한 49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27명(55.1%), 여자 22명(44.9%)으로,

평균 연령은 24.61세(표준편차 3.35)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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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백분율(%)

타당화 집단

남 12 48

여 13 52

합계 25 100

통제 집단

남 15 62.5

여 9 37.5

합계 24 100

총합 49

<표 2> 실험 집단 구성

총 49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선 배

정되었으며 실험 집단의 구성은 <표 2>과 같다.

2. 연구도구

1) 연구자극

(1) 가상 시나리오

본 연구는 피험자들이 자신의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에 대해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에서 상담자

의 반응 음성을 청취한 다음 내담자의 입장에 이입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험자들을 내담자의 입장에 이입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Greenberg(1996)의 연구와 고유림

(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절차를 참고하여,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

성하고 시나리오를 읽은 후에 피험자가 가상의 인물의 상황을 가능

한 한 자신의 상황인 것처럼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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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는 진로 불확실성을 경험하면서 그 상황에 내포된 부정

적 결과를 예상하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

록 했다.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진로탐색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한 개인은 자신이 다른 대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업

세계에 진입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아닐지, 자신에게 이 일을 잘

해낼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된다(이

아라, 2013).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개인은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 위

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한편 자신이 지금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

을지 모른다는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백인철, 2016).

따라서 본 시나리오에서는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을 법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

해 이아라(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시나리오 초안은 상담

전공 교수 1인, 박사과정 3인, 석사과정 4인과의 논의 및 검토를 거

쳐 최종 시나리오로 작성되었다. 가상 시나리오의 세부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2) 실험 자극

본 연구는 진로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내담자에 이입한 피험자들

이 내담자의 시나리오 속 이야기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을 듣고 평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내용을 털어놓은 내

담자에게 상담자가 보인 반응을 오디오 자극으로 피험자들에게 제

공할 필요가 있었다.

상담자의 반응은 타당화 반응과 통제 반응인 단순 정보제공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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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위축되는 당신 마음이

이해가 가요. 아직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미래가 확실

하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결과도 미리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불

확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두렵기도 하고 ‘내

가 혹시 실패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

운 감정이에요. 나는 열심히 준비해왔고 어딘가에 내가 필요한 곳

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아직은 확인된 게 없으니까요. 친구

를 만날 때도 떳떳하고 싶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부모님의 기대

도 충족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잖아,’

‘나도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걸 인정받고 싶지만 그게

아직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마음이 답답한 게 이해가 되

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걸

보니까 당신에게 내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싶은 소망

<표 3> 타당화 반응 스크립트

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는데, 타당화 반응의 경우 진로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대학생의 정서반응에 대해 이아라(2013)의 연구를 참고하

여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이후 초안은 상담전공 교수 1인, 박사과정

3인, 석사과정 4인과의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수정되었는데, 상담 장

면이라고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반응이나 타당화 개입이라고 보기에

는 부적절한 반응을 수정하여 최종 상담자 반응을 완성하였다.

두 종류의 반응은 연구자가 여러 번 녹음하여 가장 상담 상황에

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을 채택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타당화

음성 반응의 길이는 1분 29초였고, 단순 정보제공 음성 반응의 길이

는 1분 23초였다. 각 음성 반응의 내용은 <표 3>과 <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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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고시를 한동안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취업으로 방향을 바꾸셔서

이번 하반기에 지원을 하셨네요. 하반기 공채에서는 보통 8월 말

부터 10월까지 서류접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 후에는 많은 기업에

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합격자에 한해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

죠. 만약 당신이 여기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면접을 보게 될 겁니

다. 면접에서는 “당신을 우리 기업에서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5년 후의 당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와 같은 질문들이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면접

을 볼 때는 내가 이 기업의 인재상과 부합하는지도 고려해볼 필요

가 있어요. 2013년에 우리나라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인재상을 조사한 결과 많은 기업에서 도전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어요. 주인의식과 전문성이 그 뒤를 이었고요. 창의성은 그 다

음인 4위였는데, 2008년에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

되었던 것과는 변화된 모습이죠.

<표 4> 통제(단순 정보제공) 반응 스크립트

2) 측정도구

(1) 상태불안 질문지(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te,

STAI-S)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 Gorsuch, 그리고 Lushene(1970)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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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한덕웅, 이장호, 전겸구(1996)가 한국어로 번안 표준화한 상

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사용하

였다. STAI는 총 40문항으로,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불안을 확인하

는 특성불안 문항 20개와 현재 느끼는 긴장과 불안에 대해 평정하

게 하는 상태불안 문항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40개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

다)로 보고하게 되어있다.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을 확인하는 문항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상

태불안 질문지만을 사용하였다. STAI-S의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80점까지이며, 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이 높은 것으로 간

주된다. 20문항 중 10문항(1, 2, 5, 8, 10, 11, 15, 16, 19, 20번)은 역

채점하여 계산하게 되어있다. 한덕웅 등(1996)에 따르면 STAI-S의

내적합치도는 .93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5였

다.

(2) 한국판 우울형용사 체크리스트 (Depression Adjective

Checklist-Korean version, K-DACL)

음성 반응을 듣기 전과 후의 짧은 시점 동안 현재의 우울감이 변

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영호(1993)가 제작하여 타당화한 한국

판 우울형용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K-DACL은 개인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현재의 우울정서를 측정하는

도구로,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우울정서의 민감한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이영호).

본 척도는 총 32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는 11개의

긍정 형용사와 21개의 우울 형용사에 대해 자신의 현재 기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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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형용사에는 O표, 현재 기분과 상관없는 형용사에는 X표를

하도록 요구받는다. O표로 반응한 우울 형용사의 개수에 X표로 반

응한 긍정 형용사의 개수를 합하여 총점이 계산되며, 가능한 총점은

0점에서 32점까지의 범위에 분포하는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정서

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영호(1999)에 따르면 본 검사도구의

내적합치도는 정상집단과 환자집단에서 각각 .92와 .93으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77이었다.

(3) 수용 행동 질문지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16:

AAQ-16)

수용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Hayes 등(2004)이 개발하고 문현미

(2006)가 번안한 수용 행동 질문지(AAQ-16)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총 16문항으로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그 중 8

개의 문항(2, 3, 6, 8, 9, 11, 14, 15)은 역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계산

한다. 총점이 낮을수록 수용행동이 낮고 경험회피가 높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수용행동이 높고 경험회피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AAQ-16은 두 가지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꺼이 경험

하기’는 내적 사건을 기꺼이 경험하려는 경향을 말하고 ‘전념행동’은

원치 않는 내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행동을 수행해가는 능력을 의

미한다. 하위척도별 문항은 각각 7문항과 9문항으로 이뤄져있는데,

각 하위척도에 속하는 문항은 <표 5>와 같다. 문현미(2006)의 연구

에서 내적합치도는 .8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는 .8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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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척도 문항수 문항번호

기꺼이 경험하기 7 3*, 4, 5, 7, 8*, 9*, 11*

전념행동 9 1, 2*, 6*, 10, 12, 13, 14*, 15*, 16

전체 16 -

<표 5> 수용 행동 질문지의 하위척도별 문항

*는 역채점 문항

(4) 조작확인

본 연구는 피험자가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

의 상담 장면에 피험자들이 이입하여 평정해야 하는 연구이기 때문

에, 피험자가 내담자의 상황에 얼마나 이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타당화 집단의 경우에 상담자의 반응을 듣고

타당화를 받았다고 지각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피험자들이 시나리오 속 내담자의 상황에 적절히 이입했

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시나리오 속 학생의 감정이나 생각이 잘

이해가 된다.”는 문항에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했다. 또한 김

은하(2011)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조작확인 문항을 활용해 타당화 반

응이 피험자에게 제대로 지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제

시했다. 피험자는 7점 Likert 척도로 제시된 타당화 조작확인 5문항

에 대해 평정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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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내용 자료
소요시간

(분)

1 실험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 2

2 시나리오 읽고 이입하기 시나리오 자료 4

3 사전 측정 사전 설문지 6

4
집단별 개입(타당화) 타당화 음성 반응

2
집단별 개입(통제) 통제 음성 반응

5 사후측정 사후 설문지 6

6 디브리핑 3

<표 6> 실험 절차

3. 실험절차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표 6>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

다. 모든 절차는 실험에 불필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가능한 한 통제하기 위해 연구자 1인의 안내로 진행되었으며, 실험

에는 약 20~25분이 소요되었다.

1) 실험 안내

연구 참여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자는 본 실험에 앞서 연구

자의 정보와 함께 연구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본 연구

의 경우에는 연구 주제를 미리 안내하는 것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진로 의사결정과

정에서 상담의 효과’라고만 설명하였다. 더불어 참여자들에게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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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적사항과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2) 시나리오 읽고 이입하기

본 연구는 피험자가 직접 겪은 상황에 대해 평정하는 것이 아니

라, 시나리오 속 내담자의 입장에 이입하여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나리오의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가 필요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먼저 피험자에게 시나리오를 나누어 준 후, 그 내

용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꼼꼼이 읽어줄 것

을 안내하였다. 지시문은 Greenberg 등(1996)의 연구와 고유림

(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지금부터 가상의 인물이 진로 의사결정상황의 불확실함 속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경험에 대해 머릿속에서 재현해보

십시오. 제가 나누어 드린 종이에는 진로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는

인물의 일기가 담겨있습니다. 잠시 동안 이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들지에 대해 주의 깊게 읽으시면서 떠올려보십시오.”

약 2분가량 시나리오를 읽도록 한 다음 모든 피험자에게 눈을 감

게 하고 연구자는 다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여러분이 방금 읽은 내용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보십시오. 어떻게 느꼈을 것 같은지 최대한 분명하고 생생하

게 상상해 주십시오. 지원한 기업에 모두 떨어졌을 때, 잘 되어가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부모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때, 주변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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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둘씩 취직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나는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이 들지에 대해 떠올려보십시오. 제가 눈을 뜨라고 말씀드리기 전까

지 계속 생각해주십시오.”

연구자가 지시문을 읽고 나서 내담자들은 지시에 따라 눈을 감고

약 1분 정도 시나리오 속 인물에게 이입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사전측정

시나리오에 이입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피험자들은 사전측정을

위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사전측정에서는 상태불안, 우울정서, 수

용행동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4) 집단별 음성파일 청취

사전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마친 후에 피험자들은 시나리오 속

인물이 상담자에게 일기의 내용을 털어놓았을 때의 상담자 반응을

들어보도록 안내받았다. 피험자들이 상담자의 개입 내용을 듣기 전

에 연구자는 고유림(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

다.

“이제부터 방금 일기를 쓴 인물이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상담자

의 반응에 대한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속 인물은 일기

속 내용을 상담자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일기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고 이 사람의 입장에 최대한 이입하면서 상담자의 반응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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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조용히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 조작확인 및 사후측정

음성파일을 청취한 다음, 피험자가 상담자의 반응을 집중하여 들

었는지를 확인하고 들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

해, 먼저 음성으로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여 한두 문장으로 적어내도

록 안내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에는 시나리오 속 인물에게 얼

마나 이입하였는지를 묻는 문항 1개와 영상을 본 후에 타당화를 받

았다고 지각하는지를 확인하는 5문항에 응답하는 조작 확인이 이뤄

졌다. 그 후에, 연구 참여자들은 사후측정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안

내받았다. 사후측정에서는 사전측정과 동일하게 상태불안, 우울정서,

수용행동에 대한 평정이 이뤄졌다.

6) 디브리핑

사후측정을 위한 설문지 작성이 완료되고 나서 피험자들은 실험

에 대한 디브리핑을 들었다. 연구자는 연구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과 연구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불확실한 상

황에 이입하면서 불쾌감이 유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때의 불안,

우울과 같은 감정에 대해 연구자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험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

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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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진로 불확실성에 대한 타당화가 불안, 우울

및 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집단별로 타당

화 조작을 확인하고 인구통계학적으로 두 집단이 동질한지를 검증

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이 실시되었다. 그 다음으로, 진로 불확실성

에 대한 타당화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단계의 검증이 실

시되었다. 첫째, 사전점수의 분포를 토대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여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한 집단인지를 확인하였다. 두

집단이 동질하다는 것을 먼저 확인한 후에는 두 번째 단계로 불안,

우울, 그리고 수용행동의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다. 이는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종속변인별로 개입의 효

과차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자료 분석에는 SPSS 22.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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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타당화 정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p)

타당화 정도

타당화 집단(n=25) 26.32 4.42

10.974 .000

통제 집단(n=24) 10.88 5.40

Ⅳ. 연구결과

1. 조작확인

피험자들이 타당화 및 통제 반응 음성 파일을 듣고 난 후 타당화

정도를 평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타당화 정도의 점수 범위는

5점에서 35점 사이였는데, 타당화 집단(M=26.32, SD=4.4226)이 통제

집단(M=10.88, SD=5.3997)에 비해 타당화를 더 받은 것으로 지각하

였고,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연구자극이

연구자의 의도대로 피험자에게 다르게 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2. 집단의 동질성 검증

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

한 것과 같다.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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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p)

성별
타당화 집단(n=25) 1.52 .50

1.01 .318
통제 집단(n=24) 1.37 .49

나이
타당화 집단(n=25) 24.96 2.85

.73 .465
통제 집단(n=24) 24.25 3.83

성별(남자=1, 여자=2)

<표 8>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한 집단의 동질성 검증

않아 두 집단이 성별, 나이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서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집단 간 개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상담자의

음성 파일을 청취하기 이전인 사전 검사 점수에 집단 간 차이가 있

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상태불안 질문지에

대한 타당화 집단(M=71.80, SD=5.93)과 통제집단(M=71.33,

SD=5.28)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울형용사 체크

리스트의 사전점수 또한 타당화 집단(M=29.48, SD=2.87)과 통제 집

단(M=30.45, SD=2.34)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

막으로 수용행동의 경우에도 타당화 집단(M=56.13, SD=11.89)과 통

제 집단(M=50.33, SD=9.33)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

었다. 따라서 사전점수를 토대로 확인해볼 때, 두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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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p)

사전

상태불안

타당화 집단(n=25) 71.80 5.93
.290 .773

통제 집단(n=24) 71.33 5.28

사전

우울정서

타당화 집단(n=25) 29.48 2.87
-1.303 .199

통제 집단(n=24) 30.45 2.34

사전

수용행동

타당화 집단(n=25) 56.13 11.89
-1.894 .064

통제 집단(n=24) 50.33 9.33

<표 9> 사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M SD M SD

불안
타당화(n=25) 71.80 5.93 52.68 10.36 -19.12

통제(n=24) 71.33 5.28 65.50 9.67 -5.83

<표 10> 집단별 불안 점수의 기술통계

3. 불안의 변화

진로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이입하는 과정을

거친 뒤 측정한 불안의 사전점수, 그리고 상담자의 반응 음성을 들

은 뒤에 측정한 불안의 사후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0>에 제

시한 바와 같다.

<표 9>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의 불안

사전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확인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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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불안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p)

사후

불안

타당화 집단(n=25) 52.68 10.36
-4.472 .000

통제 집단(n=24) 65.50 9.67

에, 두 집단은 사전점수에 있어서는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의 음성 반응을 들은 이후에 측정한 불안의

사후점수를 비교하여, 타당화 반응이 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불안의 사후점수 평균은 타당화 집단(M=52.68,

SD=10.36)이 통제 집단(M=65.50, SD=9.67)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타당화 집단의 사후 점수가 통제 집단의

사후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즉, 진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을 낮추는데 타당화 반응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통제 반응에 비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4. 우울의 변화

진로 불확실성에 관한 가상 시나리오에 이입하는 과정을 거친 뒤

측정한 우울의 사전점수, 그리고 상담자의 반응 음성을 들은 뒤에

측정한 우울의 사후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2>에 제시한 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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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우울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p)

사후

우울

타당화 집단(n=25) 14.28 7.73

-5.825 .000

통제 집단(n=24) 26.79 7.27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M SD M SD

우울
타당화(n=25) 29.48 2.87 14.28 7.73 -15.20

통제(n=24) 30.45 2.34 26.79 7.27 -3.66

<표 12> 집단별 우울 점수의 기술통계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상의 시나리오에 이입한 후 측

정한 우울 사전점수에서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음성

반응을 들은 후 측정한 우울의 사후점수에 대한 두 집단 간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하여 타당화 개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타당화 집단의 사후점수(M=14.28, SD=7.73)의

평균이 통제 집단의 사후점수(M=26.79, SD=7.27) 평균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이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검증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불안과 마찬가지로 우울 또한 타당화

집단에서 통제 집단에 비해 개입의 영향을 받아 더 크게 변화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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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M SD M SD

수용행동
타당화(n=25) 56.13 11.89 71.52 11.97 15.38

통제(n=24) 50.33 9.33 54.70 13.72 4.37

<표 14> 집단별 수용행동 점수의 기술통계

5. 수용행동의 변화

진로 불확실성에 놓인 내담자의 가상 시나리오에 이입한 후 측정

한 수용행동 사전 점수와 상담자의 음성 반응을 듣고 난 후 측정한

수용행동 사후 점수의 기술통계는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수용행동 또한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집단의 사전점

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사후점수의 비

교를 통해 개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수용행동

의 사후 점수 평균은 통제 집단(M=54.70, SD=13.72)보다 타당화 집

단(M=71.52, SD=11.97)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사후점수의 평균을

비교하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5>에 제시

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의 음성 반응을 들은 후 타당화 집단의 수

용행동 평균이 통제 집단의 평균에 비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타당화 개입이 수용행동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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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수용행동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p)

사후

수용행동

타당화 집단(n=25) 71.52 11.97

4.574 .000

통제 집단(n=24) 54.70 13.72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M SD M SD

기꺼이

경험하기

타당화(n=25) 23.00 5.55 29.72 6.84 6.72

통제(n=24) 21.08 4.51 22.16 6.20 1.08

전념행동
타당화(n=25) 33.14 7.68 41.80 6.53 8.65

통제(n=24) 29.25 6.22 32.54 8.46 3.29

<표 16> 수용행동 하위척도별 점수의 기술통계

한편, 수용행동은 ‘기꺼이 경험하기’와 ‘전념행동’을 포함하는 것이

므로, 각각의 하위척도에 있어서도 집단별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먼저, 가상 시나리오에 이입한 후 측정한 사전 점수

와 상담자의 음성 반응 개입 후 측정한 사후 점수의 기술통계는

<표 16>에 제시하였다.

‘기꺼이 경험하기’의 사후 점수에 있어서 타당화 집단(M=29.72,

SD=6.84)이 통제 집단(M=22.16, SD=6.20)에 비해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타당화 개입이 자신의 내적 경험을 판단하고 통제하기보다 수용

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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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수용행동 하위척도별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p)

사후

기꺼이 경험하기

타당화(n=25) 29.72 6.84
4.043 .000

통제(n=24) 22.16 6.20

사후

전념행동

타당화(n=25) 41.80 6.53
4.297 .000

통제(n=24) 32.54 8.46

원치 않는 내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

능한지와 관련된 ‘전념행동’ 또한 <표 17>에 제시된 것과 같이 타당

화 집단(M=41.80, SD=6.53)에서 통제집단(M=32.54, SD=8.46)보다

사후점수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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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진로 불확실성에 대한 상담자의 타당화 개입이 내담자

의 불안, 우울을 감소시키고 수용행동을 증진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이아라(2013)의 연구에서 사용

하였던 진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

하고, 시나리오를 피험자에게 이입시키는 절차를 거쳐 사전 불안,

우울, 그리고 수용행동을 측정하였다. 측정 이후에는 피험자들을 타

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상담

자 음성파일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음성을 들은 후 다시 한 번 불

안, 우울, 수용행동을 측정하여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결과분석

은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먼저 사전점수의 평균비교를 통해

두 집단이 동질한지를 확인하였다. 그 후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의 사후점수의 평균비교를 통해 집단 간 개입효과의 차이를 검

증하였다.

연구 결과 불안의 사후 점수 비교에 있어서 타당화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우울 또한 타당화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타당화 개입을 통해 불안과 우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본 연구를 통해 지지된 것이다. 특히 ‘한

국판 우울형용사체크리스트’는 실험 연구나 치료성과 연구에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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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짧은 시간동안의 우울 정서 변화를 확인하는데 적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이영호, 1999; 이효진, 2014).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우울 정서의 민감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진로 불확실성 시

나리오에 이입하도록 하여 우울 정서를 유발하였을 때의 ‘한국판 우

울형용사체크리스트’의 평균은 두 집단 모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

으나, 타당화 집단에서는 음성을 통한 개입 이후에 평균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내적 사건을 기꺼이 경험하며 원치 않는 내적 사건이 발생

하더라도 행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과 관련된 수용행동의 경우 사후

점수가 타당화 집단에서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타당화 개입을 통해 수용행동이 증가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용행동은 ‘기꺼이 경험하기’와 ‘전념행동’의 두 하위척도

로 나눠진다. 수용행동 질문지의 두 하위척도를 각각 나누어서 확인

해보아도 타당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타당화 개입이 ‘기꺼이 경험하기’와 ‘전념행동’ 두

가지 모두를 증가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타당화의 효과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정적 정서의 각성이

감소하는 효과(Lynch 등, 2006)는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개

인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고 통제하려 시도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증폭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백인철,

2016; Borkovec & Lyonfields, 1993; Roeme 등, 1991). 또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개인이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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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능력을 평가절하하고 무기력감과 우울한 정서에 빠지도록 만든다

(Metalsky, Alloy, 1989; Yook, Kim, Suh, & Lee, 2010). 본 연구에

서는 진로 불확실성과 그 안에서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불안과 우울 정서를 타당화 개입을 통해 감소하

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음

성 반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화 음성 반응을 통해 불안과 우울

정서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타당화 개입이 부정적 정서의 각성을 완

화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타당화가 자신의 경험을 비판단적으로 수용

하며 심리적 고통을 회피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려

고 시도하는 수용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

었다. 수용행동을 ‘기꺼이 경험하기’와 ‘전념행동’으로 나누어서 검증

해보아도 타당화는 두 가지 하위요인 모두 증가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서, 타당화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경

험하는 ‘기꺼이 경험하기’의 태도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사적 경험

속에서도 가치를 추구해나가는 ‘전념행동’을 증가하도록 도울 수 있

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가 상담 연구 및 실제에서 갖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타당화 개입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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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Linehan(1997)과 Lynch

등(2006)이 타당화의 기능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고 유성경 등

(2009)과 성예경, 최한나(2011)가 상담현장에서 이를 검증하려고 시

도하였으나 이는 회기 전체나 사례 전체의 성과를 측정한 것이어서

타당화 개입의 즉시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실험연구를 통해 타당화 개입과 다른 변인들 간의 인

과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고유림, 2012; 김나영, 2015; 김은하,

2011; 신서원, 2014; 유현경, 2015)이 다양하게 이뤄졌는데, 이 중 자

기애 성향자를 대상으로 한 신서원의 연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연구

들이 사회적 배제 상황 및 따돌림 상황에서의 타당화 개입의 효과

성을 검증하는 연구였다. 따라서 더욱 다양한 상황에서 타당화 개입

이 효과를 갖는지가 검증될 필요가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의 맥락에서도 타당화가 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진로의사결정과정의 맥락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개인

에 대해 타당화 개입이 불안과 우울 수준을 낮추고 수용행동을 증

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타당화가 적용될 수

있는 맥락을 진로상담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 및 직업상담의 영역에서 불확실성을 다루는

개입 전략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불확실성을 위협적

으로 지각하는 것은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백인철, 2016; Borkovec & Lyonfields, 1993;

Roeme 등, 1991),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진로미결정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Germeijs & DeBeoc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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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a & Gati, 2007). 따라서 불확실성을 다루는 진로상담에 있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각성된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도록 돕는 전략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진로결정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

록 돕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화 개입이 불확실한 진로의사결정상황에서 불

안과 우울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용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

을 수용하는 것은 대한 수용은 정보탐색 과정에서 접하는 부정적

자극을 회피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도울 수(이아라, 2013)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보와 위협적인 정보 모두에 대해 방어 없이 탐

색(Niemiec 등, 2010)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개방적인 태도로 받아

들이고 선택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리는 자신의 선택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다시 말해 선택이 틀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선택을 지연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Metzger, Miller, Cohen, Sofka, & Borkovec,

1990). 타당화를 통해 수용행동을 증진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수용하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진로 의사결정상

황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진로결정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 제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

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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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실제 진로상담의 내담자가 아닌 시나리오에 이입

한 피험자를 통해 개입의 효과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불확실한 진로탐색상황을 경험하거나 경

험해봤을 법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시나리오도 최대한 실제 진로

탐색상황에 가깝게 작성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담

은 내담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뤄지므로 시나리오에 이

입한 피험자가 느끼는 타당화 개입의 효과와 실제 상담을 경험한

내담자가 느끼는 타당화 개입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시나리오에 이입한 피험자가 아닌 실제 진로상담

에 참여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 상담 상황이 아닌 언어 반응을 통해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 상담장면에서의 개

입은 언어적 개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서도 이

뤄진다. 그리고 상담자의 개입뿐만 아니라 내담자 변인, 상담관계

변인 등 다양한 변인이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모의 상담 연구 등을 통해 최대한 상담 실제와 가까운

타당화 개입의 효과에 대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

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불

확실성에 직면하고 보이는 정서 반응이나 수용행동 등에 있어서 해

당 학교 학생의 특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타당화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에서 연구 결과가 검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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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0일

오늘 A 기업의 1차 결과가 나왔다. 불합격이었다. 서류 심사만 벌써 20

번째 탈락이다. 이게 이번에 지원했던 하반기 마지막 발표였는데 이것마

저 탈락해버려서 이제 이번 시즌에 더 이상 남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

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눈물이 난다. 자소서도 오랜 시간 공들여서 썼

고 내 기준에는 하향지원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어서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다.

저번 학기까지는 친구들이 다들 준비하는 고시 공부를 했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방법이 잘못된 건지 내 능력이 부족했는지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다. 미련을 두지 않기로 겨우 마음먹고 이렇게 취직 준비를 

하게 된 건데, 결국 나에게 남은 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나이와 텅 빈 

이력서뿐인 것만 같다. 마치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부끄럽고 답답한데, 부모님을 뵐 때면 그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죄송

할 뿐이다. 부모님은 잘 되어가고 있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이제 나이

도 적지 않은 내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어도 괜찮은 걸까? 살면서 이뤄놓

은 게 하나도 없는 것만 같고 앞으로 무엇부터 준비하면 잘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어서 막막하게만 느껴진다. 이러다가 졸업하고도 속한 곳 없이 

백수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난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혹시 내가 적성에 안 맞는 직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야가 좁아서 나에게 더 잘 맞는 다른 대안을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힘들기만 한데, 친구들에게서는 하나 둘씩 취직하기도 하고 

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같이 시험을 준비하던 친구들 

중에도 이미 합격을 한 애들이 있다. 아직은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이미 잘 된 저 애들처럼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을 다잡아보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가도 지금처럼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로 졸업하게 될까봐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손에 잡히지 않는

다.

[부록 1] 가상 시나리오

※ 다음은 취업준비생인 A의 일기입니다. A의 입장이 되어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해보면서 아래의 일기를 읽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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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자용 동의서

No.________

실험 안내

실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각 개인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연구를 위해 얻어진 모든 설문 혹은 실험 데이터는 연

구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시사항에 따라 끝까지 성실하게 실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장 혜 미

------------------------------------------------------------

1. 성별 : 남 / 여                         

2. 나이 : 만        세   

3. 소속 :           대학교           대학  (ex.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4. 과정: 학부생(        학년) / 대학원생

5. 취업준비 경험 여부: 예 / 아니오

나는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끝까지 성실하게 실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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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안하다. 1 2 3 4

2 나는 안정된 느낌이다. 1 2 3 4

3 나는 긴장감을 느낀다. 1 2 3 4

4 나는 심하게 긴장한다. 1 2 3 4

5 나는 마음이 편하다. 1 2 3 4

6 나는 속상하다. 1 2 3 4

7 나는 불행이 닥칠까봐 걱정한다. 1 2 3 4

8 나는 흡족하다. 1 2 3 4

9 나는 두렵다. 1 2 3 4

10 나는 편안하다. 1 2 3 4

11 나는 자신감을 느낀다. 1 2 3 4

12 나는 안절부절하다. 1 2 3 4

13 나는 초조하다. 1 2 3 4

14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15 나는 느긋한 기분이다. 1 2 3 4

16 나는 만족감을 느낀다. 1 2 3 4

17 나는 불안하다. 1 2 3 4

18 나는 혼란스럽다. 1 2 3 4

19 나는 동요 없이 안정되어 있다. 1 2 3 4

20 나는 기분이 좋다. 1 2 3 4

[부록 3] 사전 설문지

Ⅰ. 질문지 A

1. 당신이 이야기 속 인물의 입장이 되었다고 할 때, 각 문항

을 읽고 자신이 현재 어떻게 느끼는가와 일치하는 정도에 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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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O/X 단어 O/X 단어 O/X 단어 O/X

가뿐

하다

따뜻하

다
맥빠진다

어수선하

다

우울

하다

막막하

다
뿌듯하다 침울하다

든든

하다

죽고싶

다
허탈하다 비참하다

시원

하다
편하다 울적하다

넌더리난

다

슬프

다

홀가분

하다

절망적이

다
서글프다

외롭

다
좋다

무기력하

다
개운하다

멍하

다

허무하

다

의기소침

하다
허전하다

쓸쓸

하다

부드럽

다
느긋하다 맥없다

문항

전혀

그 렇

지 

않다

거 의 

그 렇

지

않다

드 물

게 

그 렇

다

때 때

로 

그 렇

다

자주

그 렇

다

거 의 

항 상 

그 렇

다

항 상 

그 렇

다

1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옳은

지 확실하지 않아도 나는 행동을 취

할 수 있다.

1 2 3 4 5 6 7

2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나는 책임을 다

할 수가 없다.
1 2 3 4 5 6 7

2. 당신이 이야기 속 인물의 입장이 되었다고 할 때, 다음 단

어들을 순서대로 읽으며 지금 기분을 묘사하는 단어에 O표, 그렇지 않은

단어에 X표 합니다. 비슷한 단어들도 있으나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

다. 반드시 모든 단어에 O 또는 X를 해주셔야 합니다.

3. 당신이 이야기 속 인물의 입장이 되었다고 할 때, 다음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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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이 들면 이

를 생각지 않음으로써 억제하려고 애

쓴다.

1 2 3 4 5 6 7

4 우울하거나 불안해도 괜찮다. 1 2 3 4 5 6 7

5
불안, 걱정 및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별로 염려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6
중요한 일을 하려면 나는 모든 불확

실함을 해결해야 한다.
1 2 3 4 5 6 7

7 내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쓴

다.
1 2 3 4 5 6 7

9 불안은 나쁘다. 1 2 3 4 5 6 7

불확실하더라도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느끼며 그에 전념한다.
1 2 3 4 5 6 710

내가 인생에서 겪은 모든 고통스런 

경험을 없앨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

게 할 것이다.

1 2 3 4 5 6 711

내 삶을 잘 통제하고 있다. 1 2 3 4 5 6 712

과업이 지겹더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 1 2 3 4 5 6 713

걱정이 나의 성공에 방해가 될 수 있

다.
1 2 3 4 5 6 714

나는 그 순간의 감정대로 행동한다. 

(내 행동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1 2 3 4 5 6 715

무엇을 하기로 다짐했다면 (나중에 하

고 싶지 않더라도)나는 그것을 한다.
1 2 3 4 5 6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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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시나리오 속 학생의 감정이나 생각이 잘 이해가 

된다.
1 2 3 4 5 6 7

2 상담자는 학생이 느꼈던 감정을 반영해 주었다. 1 2 3 4 5 6 7

3 상담자는 학생의 마음을 읽어주었다. 1 2 3 4 5 6 7

4
상담자는 학생의 경험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도왔

다.
1 2 3 4 5 6 7

5
상담자는 학생의 감정반응 뒤에 숨겨진 긍정적인 

의미를 알게 해주었다.
1 2 3 4 5 6 7

6

상담자는 학생의 감정반응의 긍정적인 의미를 알

려줌으로써 내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 

주었다.

1 2 3 4 5 6 7

[부록 4] 사후설문지

No.

Ⅱ. 질문지 B

1. 이야기 속 인물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을 듣고 기억에 남는 말을 한두

문장으로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2.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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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아니

다

조금 

그렇

다

상당

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평안하다. 1 2 3 4

2 나는 안정된 느낌이다. 1 2 3 4

3 나는 긴장감을 느낀다. 1 2 3 4

4 나는 심하게 긴장한다. 1 2 3 4

5 나는 마음이 편하다. 1 2 3 4

6 나는 속상하다. 1 2 3 4

7 나는 불행이 닥칠까봐 걱정한다. 1 2 3 4

8 나는 흡족하다. 1 2 3 4

9 나는 두렵다. 1 2 3 4

10 나는 편안하다. 1 2 3 4

11 나는 자신감을 느낀다. 1 2 3 4

12 나는 안절부절하다. 1 2 3 4

13 나는 초조하다. 1 2 3 4

14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15 나는 느긋한 기분이다. 1 2 3 4

16 나는 만족감을 느낀다. 1 2 3 4

17 나는 불안하다. 1 2 3 4

18 나는 혼란스럽다. 1 2 3 4

19 나는 동요 없이 안정되어 있다. 1 2 3 4

20 나는 기분이 좋다. 1 2 3 4

3. 당신이 이야기 속 인물의 입장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이 현재 어떻게 느끼는가와 일치하는 정도에 표시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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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O/X 단어 O/X 단어 O/X 단어 O/X

가뿐

하다

따뜻하

다
맥빠진다

어수선하

다

우울

하다

막막하

다
뿌듯하다 침울하다

든든

하다

죽고싶

다
허탈하다 비참하다

시원

하다
편하다 울적하다

넌더리난

다

슬프

다

홀가분

하다
절망적이다 서글프다

외롭

다
좋다 무기력하다 개운하다

멍하

다

허무하

다

의기소침하

다
허전하다

쓸쓸

하다

부드럽

다
느긋하다 맥없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드물

게 

그렇

다

때때

로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거의 

항상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옳은지 

확실하지 않아도 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1 2 3 4 5 6 7

2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나는 책임을 다

할 수가 없다.
1 2 3 4 5 6 7

3. 당신이 이야기 속 인물의 입장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다

음 단어들을 순서대로 읽으며 지금 내 기분을 묘사하는 단어에 O표, 그렇

지 않은 단어에 X표 합니다. 비슷한 단어들도 있으나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단어에 O 또는 X를 해주셔야 합니다.

4. 당신이 이야기 속 인물의 입장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다

음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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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이 들면 이를 

생각지 않음으로써 억제하려고 애쓴

다.

1 2 3 4 5 6 7

4 우울하거나 불안해도 괜찮다. 1 2 3 4 5 6 7

5
불안, 걱정 및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별로 염려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6
중요한 일을 하려면 나는 모든 불확실

함을 해결해야 한다.
1 2 3 4 5 6 7

7 내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쓴

다.
1 2 3 4 5 6 7

9 불안은 나쁘다. 1 2 3 4 5 6 7

10
불확실하더라도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느끼며 그에 전념한다.
1 2 3 4 5 6 7

11

내가 인생에서 겪은 모든 고통스런 경

험을 없앨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1 2 3 4 5 6 7

12 내 삶을 잘 통제하고 있다. 1 2 3 4 5 6 7

13 과업이 지겹더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 1 2 3 4 5 6 7

14
걱정이 나의 성공에 방해가 될 수 있

다.
1 2 3 4 5 6 7

15
나는 그 순간의 감정대로 행동한다. 

(내 행동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1 2 3 4 5 6 7

16
무엇을 하기로 다짐했다면 (나중에 하

고 싶지 않더라도)나는 그것을 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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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Validation of 

Career Uncertainty on Anxiety, 

Depression, and 

Acceptance-action 

Jang, Hyemi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validation of career uncertainty on anxiety, depression and 

acceptance-action. In this study junior and senior 

undergraduate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participate,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were forty nine.

  At first, participants were asked to empathize with the 

scenario about career uncertainty. Then they were requested 

to answer to the pre-test about anxiety, depress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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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action. After listening to counselor’s verbal 

response recodings, they were asked to mark the post-test 

about anxiety, depression, and acceptance-action.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validation 

group or control group, and listened different counselor’s 

verbal responses from another group. In order to analyze the 

results, firstly the independent t-tests on the pre-test scores 

were used for cheking whether the two groups were 

homogeneous. Secondly, the independent t-tests on the 

post-test scores were run to investigate changes in anxiety, 

depression, and acceptance-action by group.

  The result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ly, participants 

in the validation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anxiety than participants in the control group. Secondly, 

participants in the validation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depression comparing to the participants in the 

control group. Lastly, participants in the validation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acceptance-action than 

the control group participants.

  In conclusion, it i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that 

validation of career uncertainty has an effect on relieving 

anxiety and depression caused by uncertain career decision 

making situations. This study also verifies that validation 

encourages acceptance-action which allows to accept 

negative private events and act for values without attempting 

to control or avoid these events. Therefor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nvestigates the way for counselor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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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viate negative emotional arousal caused by career 

uncertainty and help facilitate career decision making by 

accepting the uncertainty.

Keywords : Career Uncertainty, Validation, Anxiety, Depression,

Acceptance-action

Student number : 2015-2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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