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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담에 대한 불만의 구조화 방식이 불만에의 대처와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상담에 대한 불

만이란 내담자가 상담 과정 또는 상담자에 대해 갖는 부정적 감정으로,

상담의 부정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 본 연구는 내

담자의 불만 표현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상담 구조화를 채택하여 그 영향

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불만에 대한 구조화가 소비자의 상담 서

비스에 대한 위험인식과 불안을 야기한다고 가정하고, 구조화의 방식을

불안을 완화하는 안심구조화와 불안을 유발하는 불안구조화의 방식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상담이용경험이 없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총 9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상담 구조화 방식에 따라 안심구조화 집단, 불안구조화 집단, 통제 집단

에 각각 31명씩 무선 배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정을 거쳤다. 첫째, 다른 방식의 구

조화를 실시한 안심구조화 집단과 불안구조화 집단의 조작 여부를 확인

하였다. 이를 위해 두 집단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

째, 처치를 실시하기 전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 집단

을 대상으로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처치를 실시한

후 불만 표현 의사, 상담 지속 의사, 상담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세 집단을 대상으로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만 표현 의사에서 구조

화 방식의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구조화를 실시한 두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불만 표현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안심구조

화 집단과 불안구조화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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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화를 실시하기만 하면 그 방식과는 무관하게 내담자의 불만 표현

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상담 지속 의사에서 구조화 방식의 영향력이 일부 확인되었다.

안심구조화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

면, 불안구조화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구조화에 내포된 위험특성이 상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에 차이를 유발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는 불만

에 대한 구조화를 실시할 때, 불만 발생에 대해 낮은 위험으로 인식되도

록 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상담에 대한 태도에서 구조화 방식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안심

구조화 집단과 불안구조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안심구조화 집단이 부정 정서가 긍정적 상담 성과

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됨으로써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기대와 태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는 내담자를 안심시키는 방

식으로 구조화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상담 목표와 성과에 중요하다는 것

을 시사한다.

연구를 요약하면, 안심구조화 방식은 불만 표현 의사에 대해서는 불안

구조화 방식과 유사한 영향력을 지니지만, 상담 지속 의사와 상담에 대

한 태도에 있어서는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였고,

상담 구조화의 효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상품으

로서의 상담의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마케팅 연

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상담에 대한 내담자 불만, 불만 표현, 상담 구조화, 상담에 대한

태도, 소비자 불안, 상담 마케팅

학 번 : 20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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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내담자들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상담에 찾아

온다(Bordin, 1955). 따라서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원하는 바를 얻도록 만

드는 일은 상담 분야에서 오랫동안 고민되어온 본질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담학은 효과적인 상담이론과 기법들

을 정립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상담서비스의 이용

률을 점진적으로 늘리는데 기여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에 만 18세

이상의 일반 성인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중 22.2%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한 번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미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

나 2006년 11.4%, 2011년 15.3%를 함께 고려한다면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상담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상담서비스의 질적 성장 또한 상담

학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즉, 내담자가 충분한 도움

을 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상담과정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힘쓰는

것이 서비스 양적 확대 다음의 당면과제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에 전국에 거주하는 각 4,000개의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서

비스의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들은 이용 후

삶의 개선 정도에 대해 ‘적당한 편(3점)’에 해당하는 3.0을, 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3점)’과 ‘대체로 만족(4점)’ 사이의 3.7을 응답하

였다. 상담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상담과정에

서 만족하지 못한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상담 성과를

높일 방안에 대해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상담성과 연구들은

긍정적 성과, 즉 성공 요인들의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치중해온 반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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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성과의 발생에 대해서는 다소 과소평가해온 경향이 있다(권경인

등, 2011). 그러나 최근에는 상담의 부정적 성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Castonguay et al., 2010; Lilienfeld, 2007; Barlow,

2010; Dimidjian & Hollon, 2010; 한영주 등, 2012).

상담에 대한 불만이란 상담 혹은 상담자의 전반적 상담 진행이나 특정

반응, 개입 등에 대해 내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다고 느

끼는 것 혹은 그로 인해 갖게 되는 부정적 감정들로 정의된다(김정임,

1999; 문보경, 장성숙, 2001). 상담에 대한 불만은 윤리적 측면과 성과적

측면에서 지양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먼저 내담자가 경험하는 불만

은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First, do not harm.”,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는 윤리적 원칙을 위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내담자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은 상담은 조기종

결, 동맹 결렬, 내담자의 역기능적 대인관계 패턴 강화 등 낮은 상담성과

를 초래할 수 있다(Hatcher & Barends, 1996; Hill et al., 1996)는 점에

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불만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상담에 대한 불만이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상담과정에서 그 발생은 불가피하다. 숙련된 상담자들임에도 불

구하고 실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들이 다

수의 선행연구에 의해 보고되고 있으며(Strupp, Hadley, &

Gomez-Schwartz, 1977; Foa & Emmelkamp, 1983; Rhodes et al., 1994;

Mays & Franks, 1985; Lilienfeld, 2002; 문보경, 장성숙, 2001; 권경인

등, 2011), 상담자는 내담자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내담

자를 완벽하게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실존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내담자의 불만에 관한 연구는 예방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맞

추어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내담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내담자가 상담과정

에서 불만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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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들이 자신의 불만을 상담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fran & Muran, 2000; Rhodes et al., 1994;

Hill et al., 1996; Safran et al., 1990). 상담자와의 작업동맹이나 내담자

개인의 주장성 수준이 내담자의 불만 표현 수준을 높일 수는 있으나, 내

담자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정서 표현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학

습해왔고(Regan & Hill, 1992) 내담자의 성격, 상담자의 기분을 고려해

서, 자기 생각에 확신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상담과정에서도 자신의 불

만에 대해 잘 표현하지 않게 된다(김정임, 1999). 그러나 이렇게 표현되

지 않은 내담자의 불만은 상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여(Watson &

Greenberg, 2000; Rennie, 1994; Regan & Hill, 1992) 결국 불만이 미해

결된 채 조기종결되기 쉽고 종결되지 않더라도 그 상담은 낮은 성과만을

거두게 된다.

내담자의 상담 불만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불만의 발

생 그 자체보다는 내담자가 불만을 표현하고 상담자가 이를 다룰 기회가

없는 것으로 뒷받침된다(Rhodes et al., 1994). 다시 말해,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불만과 오해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내담자를 통해 표현되고

상담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진다면 그것이 해결되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상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내담자의 불

만을 해결하는 것은 내담자의 치료적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상담자가 공감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작업

하는 과정은 내담자에게 중요한 교정적 정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Kohut, 1984), 상담자가 내담자의 불만을 수용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

하는 과정이 내담자의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Safran & Muran, 2000; Watson & Greenberg, 2000;

Malinckrodt, 1996; Henry & Strupp, 1994; Safran, 1993). 상담자와 달리

내담자는 상담과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경험 자체를 낮은 상담성

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권경인 등, 2011; 한영주 등, 2012), 내담자들

은 불만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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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이것이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담자가 내담자의 모든

불만을 알아차리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 상담자가 알아차리더라도 이

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들킨’ 것이 되므로 상담성과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Regan & Hill,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내담자가 불만을

자발적으로 상담자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내담자의 불만에 대한 대처와 상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상담 구조화란 상담 초기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 상담의 목표, 상

담의 과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다(김계현, 1995; 이장호,

1995). 상담 구조화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내담자에게 상담에 관한 필요

한 지식을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 활동으로 이해되어 왔다(김인규,

2004). 따라서 상담의 주된 상호작용 방식이 비지시적이고 내담자 중심

적인 것에 비해, 상담 구조화는 다소 지시적이고 일방적인 교육활동이라

고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상담 구조화가 내담자의 상담

에 대한 기대와 태도를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조정하여 궁극적

으로 상담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Cartwright,

1976; Childress & Gills, 1977; Davidshofer & Richardson, 1981; Jakes,

1982; Gordon, 1983). 따라서 본 연구는 내담자가 상담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만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지식을 구조화라는 경로를 통해 상

담 초반에 제공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내담자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내담자가 상담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일이다.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불만을 소비자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비

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상담에서 불

만을 경험할 가능성에 대해 미리 고지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이면적 의

미를 떠나, 내담자로 하여금 불안이나 비호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

끼게 할 수 있다(Zeelenberg & Pieters, 2004). 즉, 불만에 대해 구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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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면 오히려 내담자의 불만과 불안이 유발될 수 있고, 불만을 느낀

소비자는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을 꾀하거나 부정적 구전, 구매거부와 같

은 치명적 처분행동(Fornell & Wernerfelt, 1987)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상담자들은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상담 구조화 단계에서 상세하게 고지하는 것을 꺼리게 된

다. 이에 관한 대표적 예시는 비밀보장 예외항목으로, 일부 상담자들은

비밀보장 예외항목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면 내담자가 상담을 받지 않으

려 할 수 있고 상담과정과 상담 관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한다(Miller & Thelen, 1986; Gabbard, 2000).

본 연구는 상담 구조화를 통해 불만에 대해 사전 고지하는 행위가 내

담자의 위험 인식과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구조화의

방식을 달리하여 실시했을 때 불만 발생 상황에서의 내담자의 대처와 상

담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소비자 불안

(consumer anxiety)은 소비의 전체과정에 걸쳐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인

해 유발되는 긴장, 위험, 염려 등의 감정으로 정의되고, 이러한 불안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은 소비자의 위험 인식(risk perception)이라고 알려

져 있다(Taylor, 1974). 즉, 소비과정에서 소비자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수준의 불

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 인식은 크게 통제가 어려움

(uncontrollable)과 알려지지 않음(unknown)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

(Slovic, 1987). 본 연구에서는 불만에 대한 구조화 자료를 제작하는 과

정에서 이러한 위험특성들을 고려하여, 불안을 유도하는 구조화와 완화

하는 구조화를 각각 실시하여 구조화 방식에 따라 잠재적 내담자의 불만

에 대한 대처와 상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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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불만에 대한 구조화의 방식에 따라 잠재적 내담자의 불

만에의 대처와 상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가?

가설 1. 불만에 대한 구조화의 방식에 따라 불만 상황에서의 불만 표현

의사에 집단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불만에 대한 구조화의 방식에 따라 불만 상황에서의 상담 지속

의사에 집단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불만에 대한 구조화의 방식에 따라 상담에 대한 태도에 집단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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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불만

본 연구에서 불만은 상담에 대한 불만으로서, 상담과정 또는 상담자에

관해 내담자가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정의한다.

2) 위험

본 연구에서 위험이란 불만 발생에 대한 위험을 일컫는다. 즉, 내담자

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불만 그 자체 또는 불만을 상담자에게 표현하는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한다.

3) 불안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가 상담 이용을 결정한 상황에서 불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유발되는 상태불안으로 정의하며, 내담자의

기질적인 특성불안은 본 연구에서 가리키는 불안에서 제외한다.

4) 대처

대처는 상담 이용 도중 불만이 발생했을 때 내담자가 불만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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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선택하는 행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처를 ‘불만 표현 행동’과 ‘상담

지속 행동’으로 분류한다.

5) 태도

본 연구에서 태도란 상담에 대한 태도를 일컫는 용어로, 잠재적 내담

자가 상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평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

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와 ‘부정적 상담결과에 대한 내인성’을 상담에 대

한 태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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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상담에 대한 불만

1) 상담에 대한 불만의 개념

상담에서 내담자가 경험하는 불만은 상담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로서, 그동안 동맹 결렬, 치료적 난국, 저항, 공감의 실패, 기대의 좌

절, 오해 등의 다양한 주제에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

까지 상담에 대한 불만이 어떠한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는지, 국내외 선

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맹 결렬(strain)은 내담자의 상

담에의 참여에 현저한 일탈이 발생하는 것(Bordin, 1994)으로 정의된다.

Safran과 Muran(1996)은 이러한 일탈은 상담자가 무의식적으로 내담자

의 부적응적 관계 패턴에 참여함으로써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가 손상

되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치료적 난국(impasse)은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한 나머지 진전이 불가능하여 종결에 이르게 되는 교착상태를 의미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담자나 상담자는 분노와 실망, 지루함, 실패감

등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Elkind, 1992). 이러한 동맹 결렬이나 치료

적 난국은 내담자의 불만이 초기에 해결되지 못했을 때 그 부정적 영향

력이 파급되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공감의 실패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에

도 불구하고 독립적 개인인 내담자의 경험을 완벽히는 이해하지 못한 상

황을 말한다(Kohut, 1984). 저항은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적 자료를 드

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상담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반응으로 상담자

가 내담자의 표현을 서투른 기법으로 다루려고 할 때 발생한다. 내담자

에게는 상담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경험된다(Rogers, 1942). 공감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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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항은 상담자의 관점에서 묘사한 용어이며, 공감의 실패나 저항이

일어나는 순간에 내담자는 상담이나 상담자에 대한 실망이나 불쾌감 등

불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misunderstanding)는 상담자

의 개인적 문제나 개입이 내담자의 경험이나 자기감과 맞지 않을 때 발

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Brown, 1981; Rhodes et al., 1994에서 재인용).

즉, 상담자의 개입에 대해 상담자의 의도가 내담자의 경험과 내적 세계

에 의해 왜곡되어 해석될 때 오해가 일어난다고 본다. 김정임(1999)은

오해가 특정 이론적 지향점을 함축하고 있지 않으며 관계나 정서, 상황

에 초점을 맞춘 다른 개념에 비해 넓은 개념이라는 점에서 ‘상담에 대한

불만’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

리하면, 상담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개념들은 불만을 서로 다른 측면에

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상담자와 내

담자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경험이라는 공통성을 띤다.

국내 상담학 분야에서는 아직 내담자의 불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념 정의나 용어 사용에 있어 통

일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담에 대한 불만’, ‘불만 경험’, ‘상담 불

만족’ 등 연구마다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보

경과 장성숙(2001), 오충광(2008)은 내담자의 회기 내 불만 경험을 다루

는 반면, 권경인 등(2011)은 상담종결 후 낮은 상담 성과를 보고한 내담

자에 한하여 그들의 상담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축소된 의미의 불만

을 연구하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 장면에서 상담 혹은

상담자의 전반적인 상담진행이나 특정 반응, 개입 등에 대해 내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혹은 그로 인해 갖게 되

는 부정적 감정”(김정임, 1999)을 ‘상담에 대한 불만’으로 정의하고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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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에 대한 불만의 요인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불만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불

만은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기대와 실제 상담경험 사이의 불일치에서 발

생한다는 점에서, 내담자가 상담 초반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가 불만에 선행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Goldstein, 1962;

Tinsley, Bowman, & Ray, 1988; Overall & Aronson, 1963). 즉, 상담으

로 충족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이 상담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담자의 의

존성(Heilbrun, 1970)이나 무망감(Frank, 1968)이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내담자가 기대하는 내용에는 상담

자와 내담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역할(Sarbin, 1954; Goldstein,

1962에서 재인용)이나 내담자와 상담자가 말을 하는 비중(Lennard &

Bernstein, 1960), 상담자의 진실된 태도와 수용적인 행동,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Tinsley, & Harris, 1976), 헌신성(Price & Iverson,

1969), 지시성(Apfelbaum, 1958)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

대를 가진 내담자에게 실제 상담 경험은 기대를 만족시켜주어 상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불만을 촉발하고

상담에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내담자가 상담과정에서 경험하는 불만의 구체적인 요인을 밝힌 선행연

구로는 Rhodes 등(199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경험한 오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오해를 촉진한 요인은 크게 ‘내담자가

원하지 않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상담자가 했을 때’와 ‘내담자가 원

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상담자가 하는데 실패했을 때’ 영역으로 분류

되었다. 두 영역에 포함되는 하위 범주들은 그 빈도가 모두 과반수 이하

로 발생하여 변동적인(variant)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담자가 원하지 않

는데 상담자가 한 것’의 하위 범주에는 ‘비지지적인 직면’, ‘초점이 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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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원치 않는 조언을 함’, ‘해석이 잘못됨’, ‘내담자 외의 다른 것에 집

중함’, ‘부적절하게 안심시킴’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상담자가 하는데 실패한 것’의 영역에는 ‘문제의 중요성을 놓침’,

‘중요한 세부사항을 잊어버림’ 등이 있었다. 상담과정에서 이러한 사건들

이 발생했을 때, 내담자는 이를 오해라고 인식하였고 분노나 좌절감, 괴

리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상담에 대한 불만과 관련하여 연구된 바가 있다. 김정임

(1999)이 실제 내담자 56명을 대상으로 상담에서 경험한 불만의 내용을

질문한 결과, 상담자의 반응이나 태도(32%)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상담자의 특정 개입에 대한 불만이나 상담자와의 의견차, 상

담의 효과에 대한 회의, 의사소통 문제 등에 관한 불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에서 경험하는 불만과 그 해결과정을 분석한 문보경

과 장성숙(2001)의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원치 않는 반응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경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원

치 않는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 상담자가 상담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 그

리고 상담자가 주로 듣는 편일 경우에 내담자는 불만을 경험하고, 상담

또는 상담자에게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권경인 등(2011)의 연구에서 상담성과가 낮은 내담자들의 상담

경험을 분석한 결과,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내담자는 상담자의 진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아쉬움과 의심을 갖거나 사무적인 관계라고 느낀 경험을

하였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상담과정 및 기술 영역에서는 상담이 깊어지

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부정적 감정과 주호소문제가 잘 다루어지지 않고,

상담에 대해 몰입과 헌신도가 떨어지며 상담자의 조언과 해석에 대해 불

만을 가지는 등 부정적 경험들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내담자들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특성이나 반응뿐만 아니라 상담의 전반적인 흐름 등 상담자와 상담에 관

련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불만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

한 내담자의 불만은 근본적으로 내담자가 갖고 있던 상담에 대한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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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3) 상담에 대한 불만이 상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담에 대한 불만은 상담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써 작용한다.

불만은 작업동맹 약화와 조기종결을 이끌어 상담성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불만을 잘 해결한다면 내담자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상담 성과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증한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Hatcher과

Barends(1996)은 동맹의 측정도구를 요인분석한 결과, 내담자가 치료의

가치에 대해 의심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지가 작업 동맹의 약화를 유

의하게 설명한다고 하였다. 작업 동맹이 상담 성과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임(Horvath & Symonds, 1991)을 고려할 때,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

이 궁극적으로 상담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Hill 등(1996)은 치료적 난국을 겪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경험을 질

적으로 분석하였다. 치료적 난국 단계에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분노, 원

망, 불편함, 초조함 등을 표현하였고, 대부분의 상담자는 이러한 난국을

다루고 내담자가 다시 치료에 참여하도록 시도하였으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내담자는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상담을 종결하는 모

습을 보였다.

Rhodes 등(1994)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불만이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불만이 발생했을 때 상담자가 이를 알아차

리지 못하는 경우 조기종결로 이어지게 되고 알아차리더라도 기존의 태

도를 유지할 경우 상담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러나 불만이 발생한 상황에서 회복을 위해 상호 간 노력을 한 경우에는

불만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성장하고 상담 관계 또한 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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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내담자의 불만은 그 자체로 상담성과에 일관된

영향을 주기보다는 불만이 상담자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Heilbrun(1972) 또한 상담 초기의 불만은 내담

자로 하여금 체념하거나 조기종결을 선택하게 하여, 불만 해결의 기회가

영영 사라지고 내담자의 이후 도움추구행동의 가능성까지 낮춘다는 점에

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Foreman과 Marmar(1985)의 연구에서도 상담 초반의 동맹 결렬이 개

선되지 않은 사례의 상담성과가 결과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만, 동맹 결렬이 개선된 사례의 경우 내담자가 상담자와 관련하

여 느낀 문제적 감정을 상담자가 다루고 이를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짓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개선되지 않은 사례와 차이가 있었다. 이처

럼 내담자의 불만을 다루는 것은 불만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내담

자의 자율감을 발달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Safran, 1993). 더 나아가 불만과 그로 인한 동맹의 결렬은 내담자의 호

소문제와 대인관계 패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갈등에 대해 함

께 협상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부적응적 패턴

을 통찰하고 수정할 수 있다(Safran & Muran, 1996; Mallinckrodt,

1996).

4) 상담에 대한 불만의 해결의 어려움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불만은 상담장면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상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

문에 상담자에게는 내담자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상담 성과를 보

장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지만, 안타깝게도 내담자의 불만은 현실적

으로 그 발생이 불가피하다.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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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오랫동안 수련을 쌓았을지라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독립된 개

인이라는 점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Kohut, 1984). 지금까지 적지

않은 상담성과연구들이 상담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내담자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을 보고하였음(Eysenck, 1985; Foa & Emmelkamp,

1983; Mays & Frank, 1985; Strupp et al., 1977)을 고려한다면, 상담전

문가들은 불만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보다는 불만 발생 후에 상

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이 현

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내담자의 내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상담에 대한 불만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문보경, 장성숙, 2001). 첫 번째는 내담

자가 직접 상담자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Gelso & Carter(1994)

는 작업동맹이 강할수록 내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한 부정적 감정을 더 쉽

게 자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담자가 상담에서 불만을 표현

할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의 표현에 대해 수용해주고 감정에 대해 타당

화해줌으로써 불만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Rogers, 1942). 그러나 실

제로는 많은 경우에 내담자는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기보다는 소극적인

참여나 조기종결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주로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fran & Muran, 2000; Hill et al, 1996; Safran et al., 1990). 내담자가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김정임(1999)은 내담자의 원래 성격 때

문에, 상담자의 기분을 고려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확신이 부

족해서, 부담스러워서 등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Regan &

Hill(1992)은 말하지 않은 감정의 비율과 상담만족도 간에 정적상관이 있

음을 밝혔는데, 이는 내담자가 솔직한 감정 표현이 위험하다는 것을 사

회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성과가 낮은 상담에 대

해 인식의 차이 또한 상담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킨

다. 즉, 상담자는 밋밋한 상담을 성과가 낮다고 보는 반면, 내담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불만이 곧 낮은 상담 성과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상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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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룰 수 없거나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권경

인 등, 2011; 한영주 등, 2012). 그러나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불만의 해

결을 이끈 결정적 요인이 ‘내담자의 자기주장’이었다는 Rhodes 등(1994)

의 연구결과를 볼 때, 상담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스스로 불만을 표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

민해볼 필요가 있다.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내담자가 표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담자가 내담자의 불만을 알아차리고 내담자가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동안 상담학에서는 내담자의 불만

표현에 대해 상담자의 역할이 일부 있음이 강조되어 왔다(Foreman &

Marmar, 1985; Davanloo, 1992; Safran & Muran, 1996, 2000; 권희경,

안창일, 2001). 그러나 숙련된 상담자라도 내담자가 표현하지 않으면 불

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Watson & Greenberg, 2000;

Hill et al., 1996; Rennie, 1994). 그리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불만을 알아

차릴지라도 이를 상담에서 다루는 것을 내담자가 원하지 않았던 경우에

는 오히려 불만이 가중되고 상담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 예로, 내담자의 표현을 상담자가 서투른 기법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하는데 내담자의 저항에 대해 상담자가 지시적으로 반응할

경우 저항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Rogers, 1942). Regan

& Hill(1992)은 내담자가 표현하지 않은 감정과 사고에 대한 상담자의

매치율을 살펴보았는데, 매치율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내담자

가 말하지 않은 것을 더 잘 추정할수록 내담자들은 치료에 대한 만족도

를 낮게 평가하였다. 더 숙련된 상담자들과 장기치료 사례를 대상으로

한 Hill 등(1993)의 연구에서도 매치율이 조금 더 높아졌을 뿐 여전히 내

담자의 부정적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이 치료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담자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알아차림이 상담자의 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과 알아차림 이후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보다는 상담자 자신의 수행에 주의를 기울이게 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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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상담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결과들을 고려하면, 상담자가 알아차리고 내담자를 표현하게 하는

방법보다는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상담자에게 표현하는 방법이 효과적임

을 알 수 있고, 불만이 발생한 사후보다는 사전에 개입하여 내담자의 불

만 표현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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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구조화

1) 상담 구조화의 개념

상담 구조화(structuring)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의 역할과 상담의

목표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말한다(김계현, 2002; 이장호,

1989).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견해로는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담 구조화는 내담자의 기대를 확인하고

상담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상담 구조화는 내

담자에게 전달해야 할 지식의 내용이나 지향점이 비교적 뚜렷하게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담과정에 비해 다소 지시적이고 일방적인,

일종의 내담자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 구조화는 전통적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구조화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

나, 최근에는 비디오나 오디오, 서면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구조화를 실시

하는 방법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 또한 입증된 바 있다(김

인규, 2002).

상담 구조화를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초기면

접에서 내담자가 호소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상담 목표를 정하는 것에

서 구조화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담 도중에 목표를 수정하거

나 상담 관계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이은순, 1994). 한 회기에서 다음 회기로 넘어갈 때의 모든 전환

표현(transition statement) 또한 구조화로 보는 관점(Nelson-Jones,

1983)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조화는 상담 초반뿐만 아니라 상담의 전

반적인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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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구조화의 목표와 내용

김인규(2004)는 문헌연구를 통해 상담 구조화의 목표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상담 구조화의 목표와 내용은 크게 ‘상담에 대한 정확

한 지식’, ‘정서적 안정과 희망 고취’,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 형

성’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상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상담의 성질,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 상담 시간과 빈도, 총 상담 횟수, 장소, 연락 방

법 등 인지적 측면(이장호, 1989; 김계현, 2002; 유성경, 1998; Day &

Sparracio, 1980)의 내용을 말한다. 두 번째, ‘정서적 안정과 희망 고취’는

불안감과 패배감, 상담과 상담자에 대한 의심, 부끄러움 등 내담자가 지

닌 부정적 정서가 상담의 진행과 성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소시켜주고

상담과 내담자 자신에 대한 적정한 기대를 갖고 상담에 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고취시키는 기능이다(이은순, 1994). 세 번째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 형성’은 내담자의 꾸준한 출석, 적극적인 자기개방과

상담자와의 의사소통 등 능동적인 참여에 관한 내용으로, 상담자뿐만 아

니라 내담자의 적극성 또한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불만에 대한 구조화 또한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목표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내담자가 불만을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상담과정과 내담자 역할

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내담자의 기대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

한다. 그리고 불만을 경험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상담자에게 불만을 표현

해도 괜찮고, 불만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어 상담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

음을 알려줌으로써 내담자를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상담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고취한다. 마지막으로 내담자에게 불만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내담자가 불만 해결의 주체임을 느끼게 하고 내담자의 적

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형성하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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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구조화의 역할과 효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상담 구조화는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궁극

적으로는 상담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상담 구조화의

효과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상담 구조화가 내담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상담 성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한

다. 먼저 Cottle(1973)에 따르면 상담 구조화를 통해 녹음이나 기록의 필

요성과 비밀보장을 내담자에게 알림으로써 자료수집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특히 초심상담자들의 경우 상담 구조화가

더 나은 작업동맹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은순(1994)은 치료적 난국 상황이나 내담자의 상담 동기가 약화되어

회의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상담 구조화는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에 오게 된 계기를 다시금 환기시키

고 초기의 상담목표와 현재 상담의 흐름을 비교하여 앞으로의 방향에 대

해 함께 논의하는 구조화 과정을 가짐으로써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에 가

까워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북돋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담을 종결하는

단계에서도 구조화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얻은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의 과제에 대해 탐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조화와 유사한 개념인 상담전 교육 또한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현실

적인 기대와 책임감을 가지도록 돕고, 상담자를 신뢰하며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Davidshofer & Richardson, 1981;

Jakes, 1982). 또한 상담에 요구되는 내담자의 참여와 태도를 미리 알려

줌으로써, 자신의 기대와 불일치하는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을 그만두게

하거나 기대와 태도를 조정하여 상담을 지속하도록 하는 스크리닝의 기

능을 하기도 한다(Gordon, 1983). 이외에도 상담 구조화를 통해 상담에

대한 명확하고 긍정적인 기대와 태도, 올바른 지식 등이 형성되는 효과

가 있다(Cartwright, 1976; Childress & Grills, 1977).

반면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하는데, 상담전 교육이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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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가 내담자의 스트레스 수준이나 개인적 믿음, 치료 동기, 자기공개의

양과 수준, 상담에 대한 불안, 상담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Jakes, 1982; Gordon, 1983; Day & Sparacio, 1980;

Davidshofer & Richardson, 1981). 상담전 교육이 상담에 대한 정보도

더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연구에서는 상담에 오게 되는 과정에서 내

담자들은 상담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오기 때문이라고 이러한 결과를 설

명하였다(Childress & Gills, 1977).

4) 상담에 대한 불만과 상담 구조화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담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위험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학습한 내담자

에게 그러한 행동은 자연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상담에서 불

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담자의 불

만 표현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불만 표현 행동을 내담자 역할로

내담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알려주는 방법으로서 상담 구조

화가 사용될 수 있다.

상담 구조화가 내담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게 한다는 일

부 연구결과가 존재하지만(Jakes, 1982), 실제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화의 내용에 불만 표현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고 있지는 않은 실

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상담초기에 상담자가 상담관계 형성에 치중

하여 내담자 교육의 중요성은 비교적 간과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김계현, 2002; 이은순, 1994). 또한 김계현(1992)은 초급 상담자에 대한

수퍼비전 분석 결과, 실습상담자가 상담의 빈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내

담자에게 말해주나 그 외에 다루어야 할 많은 내용들은 거의 전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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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내담자 불만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 구조화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선행된 바가 없지만, 많은 상담자들이 상담

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내담자에게 상세히 알리

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가 존재한다(Miller &

Thelen, 1986; Gabbard, 2000; 하혜숙, 조남정, 2012).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내담자 불만에 대해 상담 초반에 미리 알리는 것 또한

내담자에게 상담에 대한 불안 또는 불신을 일으키고, 상담관계도 방해받

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많은 상담자들이 우려할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Heilbrun(1972)은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실험을 진행했다. 최초 면접

에서 내담자의 기대에 대해 브리핑하는 것이 내담자의 상담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브리핑 내용은 주로 상담자의 지시성에 관한

것으로, 내담자의 기대보다 상담자는 더 지시적이거나 덜 지시적일 것이

나 어떤 접근이든 효과적일 수 있고 내담자가 상담자의 순응하려는 노력

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브리핑 결과, 상담자에 대한 만족도는 상담준비

도가 높은 여성 집단에서만 유의한 상승을 보였지만 상담지속률은 브리

핑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상승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과정에

내담자가 겪을 수 있는 부정적 경험과 그것의 의미, 내담자의 대처방안

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내담자의 상담 참여를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상담 구조화 효과의 측정 : 상담에 대한 태도

지금까지의 상담 구조화 연구들은 구조화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내

담자의 상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다양한 측정변인을 사용하여 왔다.

상담에 대한 태도와 지식, 기대감(기소예, 2002), 정서(이현림, 강은희,

2004), 상담 준비도(김인규, 2002), 그리고 상담자에 대한 만족도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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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률(Heilbrun, 1972) 등 상담 구조화의 목표와 의도대로 내담자가 상

담을 이용하고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화하였는지 내담자 변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 또한 불만에 대한 구조화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내담자의 불만 표현 의사와 상담 지속 의사, 그리고 상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때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이 가능한 비교적

명료한 앞의 두 변인에 비해, 상담에 대한 태도는 여러 가지 구인을 포

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정리하고자 한다.

‘태도’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상에 대해 가지는 선호 혹은

비선호의 평가로 정의된다(Eagly & Chaiken, 1993). Fischer와

Turner(1970)은 상담에서의 태도를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불편을 겪는 사

람이 심리적 도움을 추구하는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과 태도라고

정의하였고, 그 하위요인으로 ‘심리적 도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낙인

에 대한 내인성’, ‘대인개방성’, ‘정신건강 전문가에 대한 신뢰’ 등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되는 태도는 개인의 보편적인 성격특성에 가

까워 일반인들이 상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비판(최성인, 김창대, 2010)이 제기되었다. 상담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개

념으로서 상담에 대한 기대를 규명하는 시도들도 이루어졌으나, 이미 상

담을 받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상담자가 수

요자에게 기대하는 기대’에 가깝다는 점에서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할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상담 마케팅 측면에서는 내담자를 소비자 및 서비스의 주체자로 간주

하고, 그들의 상담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부응하는 상

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상담이용률과 궁극적으로

는 상담 성과를 높이는 데에 관심이 있다(최성인, 김창대, 2010). 또한 내

담자를 소비자로 보는 관점은 잠재적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해 오해나 부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의 구조화 기능을 일부 담당하며 그들의

상담준비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최성인과 김창대(2010)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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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관점을 채택하여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와 ‘부정적 결과에 대한

내인성’, ‘상담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대’라는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

된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한국판(K-BEAC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여러 상담 마케팅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다(정진원, 2017; 김동현, 2018).

본 연구에서도 상담 경험이 없는 잠재적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불만

구조화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상담에 대한 태도 변인으로 측정하고자 한

다. 구조화의 목적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불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

공하고 불만 발생 가능성을 고지함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불안을 완화하

며, 불만 해결에 있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만에 대한 구조화를 통해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를 현실

적인 수준을 조정하고, 불만 발생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

라 예측된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상담에 대한 태도 중에

서도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와 ‘부정적 결과에 대한 내인성’ 두 가지

하위 변인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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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불안

본 연구에서는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불만이 소비자학의 관점에서 서

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관한 구조화를 실시

하는 것이 내담자의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여기

에서는 소비자 불안에 대한 개념과 소비자 불안의 영향요인으로서 위험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비자 불안의 개념

불안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전통적으로 철학과 심리학에 그 기반을 두

고 있다. 불안은 실존주의의 창시자 Kierkegarrd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Freud에 의해 최초로 연구되었다. Kierkegarrd(1844)에 따르면 불안은

욕망과 더 높은 상태를 추구하는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서로,

일정한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공포와 구별되는 정서라고 설명하였다. 한

편, Freud(2003)는 불안이 결과라기보다는 신호라고 보았는데, 위험에 대

한 반응으로 불안이 유발되어 심리적 방어 과정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Kierkegarrd와 Freud 모두 불안을 가상적 위험에 대해 보이는 주관적인

반응으로 본다는 공통점을 보인다(사지연, 2014).

Freud 이후 심리학에서 불안은 Spielberger(1972)에 의해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확립되었다. Spielberger는 불안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구

분하였는데, 상태 불안(state anxiety)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일시적인

정서 상태로, 의식적으로 지각된 불안감을 가리킨다. 그와 달리 특성 불

안(trait anxiety)은 개인이 기질적으로 갖고 있어 행동 성향으로 나타나

는 고정된 불안 상태를 말한다.

철학과 심리학에 기반을 둔 불안 개념은 이후 소비자학에서 소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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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행동과 관련지어 연구되어왔다. Bauer(1960), Fischer와

Turner(1970)는 소비자의 선택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

비자의 의식변화에 주목하였고,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와 불안을

연결 지으려는 시도가 Talyor(1974)에 의해 이루어졌다. Talyor는 소비

자행동이론에서 소비자 불안(consumer anxiety)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

용하였고 선택이라는 구체적 상황에서 소비자가 겪는 위험 인식과 불안

사이의 이론적 구조를 밝혀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소비자 불안은 소

비자가 상품선택과 구매라는 의사결정상황에 직면했을 때, 선택이 낳을

결과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유발하는 감정이다. 이러한 소비자 불안은 비

단 구매와 직결된 상황뿐만 아니라, 문제를 의식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구매 전(前)과 구매 후 결과까지 포함하는 소비의 전(全) 단계에 발생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기춘 외, 2001).

2) 소비자의 위험 인식

Bauer(1960)는 소비자가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갖게 되는 인식을 위험 인식(risk perception)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가 처음 제시한 위험 인식이라는 개념은 이후 Taylor(1974)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는 선택과 위험 인식, 불안 간의 구조를 밝혀냈는데,

상품 선택과 구매의 의사결정상황에서 소비자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인식

하고 경험하며,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인식할 경우 높은 불안

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그림 1>. 즉, 소비자의 위험 인식은 불안의 중

요한 선행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사지연, 여정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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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택-위험 인식-불안의 관계(Talyor, 1974; 사지연. 2012)

이후 소비자의 위험 인식의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

게 이루어졌다. Slovic(1987, 2000)은 응답자에게 위험사례를 제시하고

다양한 위험특성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는 심리측정방식을 적용하여, 위

험 인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위험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위험특성이 크게 두 요인, 통제가 어려움

(uncontrollable)과 알려지지 않음(unknown)으로 묶인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즉, 소비자가 선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스스로

통제가 어렵고 잘 알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높은 위험으로 인식하고 큰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위험 발생의 자발성(Frewer,

Shepherd, & Sparks, 1994; Starr, 1985)과 위험에 대한 친숙성(Walkley,

1999) 등이 소비자의 위험 인식과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

가 있다.

한국인의 위험인식도 Slovic이 제시한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Slovic과 유사한 연구설계를 적용한 연구

들이 수행된 바 있다. 즉, 다양한 위험 항목을 참여자에게 제시하고 위험

특성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대체로 Slovic과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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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와 이나경(2005)은 위험인식에 두려움과 지식이라는 두 차원을 발

견하여 Slovic(1987)과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고, 집단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김영평 등(1995) 또

한 한국인의 위험인식의 특수성을 살펴보기 위해 ①노출의 자발성

(Voluntariness), ②피해의 심각성(Severity), ③효과의 발현시기(Effect

manifestation), ④노출 유형(Exposure pattern), ⑤통제가능성

(Controllability), ⑥친숙도(Familiality), ⑦위험에 따른 이익(Benefit), ⑧

위험행위의 필요성(Necessity)이라는 8가지 위험특성을 기준으로 위험사

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

출하였다.

사지연과 여정성(2014)은 Slovic의 다차원적 위험특성척도와 김영평 등

(1995)의 연구를 토대로 여섯가지의 위험특성을 선정하여 식품에 대한

위험특성인식이 소비자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섯가지의 위

험특성은 각각 낯선 정도,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도, 결과의 지연

도, 피해의 심각성, 노출의 비자발성, 통제불가능성이었다. 각 특성의 조

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낯선 정도’란 위험이 지금까지 발생되

지 않았거나 경험되지 않았던 정도를 말하며, 두 번째로 ‘과학적으로 알

려지지 않은 정도’란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정

도를 말한다. 세 번째로 결과의 지연도는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상황에

노출된 후 그에 따른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

며, 네 번째 ‘피해의 심각성’은 위험에 따른 결과가 피해를 미치는 영향

력의 정도를 말한다. 다섯 번째, ‘노출의 비자발성’은 자의에 의해 위험한

상황이나 행동을 선택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통제 불가

능성’은 위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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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다. 실험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각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사

이트에 실험 참여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고, 공고를 읽고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과거 상담 경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상담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대상을 모

집하였다. 연구가 끝난 후에는 실험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총 103명이었으며, 이상치와

내담자 시나리오 및 불만 시나리오의 조작확인 단계에서 조작이 되지 않

은 총 10개 사례를 제외하고 93개의 사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36명(38.7%), 여자 57명(61.3%)이었으며, 평균 연

령은 23.49세(표준편차 2.761)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 구분 표본 수 백분율(%)

성별
남 36 38.7
여 57 61.3

총합 93 100

학년

1학년 11 12.1
2학년 11 10.1
3학년 21 23.1
4학년 32 35.2

4학년 초과 4 4.4
대학원생 12 12.9

총합  97.8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a. 학년 변인에서 2개의 결측치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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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실험자극으로 제시되는 구조화 방식에 따라 안심구조

화 집단과 불안구조화 집단, 통제 집단에 무선 배정되었다. 실험 집단의

구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구분
안심구조화

집단

불안구조화

집단
통제 집단 총합

성별
남 14 10 12 36

여 17 21 19 57

총합 31 31 31 93

학년

1학년 4 7 0 11

2학년 3 4 4 11

3학년 7 3 11 21

4학년 12 9 11 32
4학년

초과
1 2 1 4

대학원생 3 6 3 12

총합  31  91

<표 2> 실험 집단 구성

a, b. 학년 변인에서 2개의 결측치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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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1) 실험 자극 개발

(1) 가상 시나리오 제작

본 연구의 실험 과정에서는 모든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가상 시나리

오 A와 B를 제시하였다. 먼저 시나리오 A는 상담을 받고자 하는 대학

생의 이야기로, 실험 참여자가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이후 실험 과정에서 상담에 대한 불만이나 대처에 대해

보다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 김현민

(2017)이 제작한 시나리오를 기초자료로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

게 수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들에게

중요하면서도 스트레스가 되는 진로 및 취업문제(박미진, 김진희, 정민

선, 2009)를 선정하였다. 그래서 20대 대학생이 지속적인 취업 실패로 인

해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상담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구성하였

다(부록 3).

시나리오 B는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불만을 겪는 내용으로,

본 실험 절차에서 구조화 처치 이후에 제시되어 실험 참여자의 대처 행

동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이 시나리오는 상담 불만의 구체적인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Rhodes et al., 1994; 김정임, 1999;)을 참고하여,

상담자에 대한 불만과 상담과정에 대한 불만 상담에 대한 불만을 적절히

구성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내담자의 불쾌감, 반발심, 실망감,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드러나도록 제작하였다(부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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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화 자료 제작

구조화 자료는 상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에 관한 정보와 내담자의

역할을 알려주는 내용을 포함하되, 내담자의 불안을 완화하는 안심구조

화와 불안을 유발하는 불안구조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구조화 처치를 통해 실험 참여자들의 위험인식과 궁극적으로는 불안을

조작하기 위해, Slovic(1987)과 그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행된 국내 연구

(김영평 등, 1995; 사지연, 여정성, 2014)를 참고하였다. 소비자의 위험인

식에 영향을 미치는 친숙도, 효과의 발현시기, 피해의 심각성, 노출의 자

발성, 통제가능성, 과학지식의 6가지 위험특성을 다르게 반영하여 구조화

자료를 구성하였다. 즉, 안심구조화 자료에서는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불만’에 대해 친숙하며 결과가 지연되어 나타나고, 피해가 일상적이며 자

발적으로 노출되고 통제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묘사하였다.

반면 불안구조화 자료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비교적 낯설고 결과가 즉시

나타나며, 피해가 심각하고 피동적으로 노출되고 통제가 어렵고 과학적

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였다(부록 4, 부록 5).

2) 실험자극 평정

위에서 제작한 가상 시나리오가 연구자의 의도대로 구성되었는지, 충

분하게 가독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자극 평정을 실시하였다. 상

담학 전공 대학원생 9명에게 시나리오와 구조화 처치자료의 내용을 이해

하는 것이 용이한지, 내용이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길이는 적절한

지, 현실적인지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특히 가상 시나리오 A의 경우

주인공의 상황이 충분히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는지, 시나리오 B

에서는 주인공의 상담 경험이 충분히 불만스럽게 느껴지는지 확인하였

다. 평정 결과, 시나리오 B의 초안이 상담자보다는 상담과정 및 개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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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만에 편중되어있다는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담자에 대한 불

만을 포함시키는 등 시나리오의 수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구조화 처치의 평정은 상담 전공 교수 1인과 상담학 전공 대

학원생 9명을 대상으로, 안심 구조화 처치와 불안 구조화 처치가 연구자

의 의도대로 실험 참여자에게에게 각각 낮은 위험과 높은 위험으로 인식

되는지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평정 도구로는 Slovic의 다차원적 위험

특성척도(multidimensional risk characteristic scale)를 사용한 국내 연구

(사지연, 2012)를 참고하여 여섯 가지 위험특성에 따른 여섯 문항을 사용

하였다. 평정자들은 안심구조화와 불안구조화 처치자료를 읽고, 문항에

응답하였다. <표 3>와 같이 각 문항의 양 극단에 각 위험특성을 설명하

며 서로 대비되는 두 문장이 제시되고, 평정자가 1점부터 7점 사이의 점

수를 고르는 리커트 척도가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조화별 측

정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평정 결과,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서면 피드백에서 ‘상담에 대한

불만’에 대해 ‘위험까지는 아닌’ 것으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

고 준비단계에서 불안구조화 처치자료를 제작할 때, 제공하는 정보량의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안심구조화 처치자료와 유사한 글자수로 제작하였

다. 그러나 정보량 자체가 연구자가 의도한 위험특성의 기준에 해당한다

는 점, 그리고 평정자들 중 불안구조화 처치자료를 읽고 비교적 높은 위

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내용을 축소하였다. 즉, 불안구조

화 처치자료의 초안이 ‘잘 알려지지 않음’의 위험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았음을 명시하였다면, 평정 후에는 해당 내용을 아예 삭

제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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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문항

(1) 매우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7)

알려지지

않음

(unknown)

낯선정도
그동안 경험해본

친숙한 위험이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위험이다

결과의

지연도

위험에 노출된 후

결과가 즉각

나타난다

위험에 노출된 후

결과가 지연되어

나타난다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도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통제가

어려움

(uncontroll

able)

노출의

비자발성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피해의

심각성

피해의 결과가

일상적이다

피해의 결과가

재앙적이다

통제

불가능성

기술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표 3> 구조화에 대한 위험특성인식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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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최소값 최대값

불안

구조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위험이다
5.00 1.803 2 7

위험에 노출된 후

결과가 지연되어

나타난다

4.44 .882 3 5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5.00 1.500 3 7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4.00 1.323 2 6

피해의 결과가

재앙적이다
3.89 1.537 2 6

기술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4.00 1.658 2 6

평균 4.39 .932 2.50 5.83

안심

구조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위험이다
2.89 1.054 1 5

위험에 노출된 후

결과가 지연되어

나타난다

3.67 1.000 2 5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3.22 .972 2 5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3.44 1.424 2 6

피해의 결과가

재앙적이다
1.89 .601 1 3

기술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2.00 .500 1 3

평균 2.85 .568 1.67 3.67

<표 4> 구조화별 위험특성척도 점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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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부적으로는 연구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으

나, 전반적으로는 두 구조화 처치자료의 위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표본수(n=9)가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충분

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구조화가

불완전한 언어를 매개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두 구조화의 위험특성 인식

수준이 완벽히 대칭적으로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예비 실험

연구 설계의 타당도 및 실시 절차상의 보완점을 확인하고자 상담 경험

이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15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불안구조화 – 안심구조화
대응차

t값
유의확률

(단측)M SD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위험이다
2.11 1.364 4.642** .001

위험에 노출된 후 결과가

지연되어 나타난다
.78 1.302 1.793 .056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78 1.716 3.108** .007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56 2.186 .762 .234

피해의 결과가 재앙적이다 2.00 1.414 4.243** .002

기술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2.00 1.581 3.795** .003

평균 1.537 .470 9.816*** .000

<표 5> 구조화별 위험특성척도 점수의 대응표본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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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실험은 본 실험의 진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실험 후 참여

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였다. 이때 구조화 처지에 몰입도가 다소 떨어진

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지문으로만 제시되었던 구조화 처치자료를 상담

자의 음성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4) 본 실험

본 실험의 절차는 구조화를 처치로 사용한 김현민(2017), 부정적 상담

후기를 처치로 사용한 신예지와 김계현(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계하

였다. 실험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재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설문

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실험도구를 제작하였다. 실험 참여자들

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실험에 참여하였고, 실험의 총 소요시간은 약 15

분이었다. 본 연구 실험의 세부 절차는 아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절차 내용
소요시간

(분)

1 연구 안내 · 연구안내및참여자구두동의 1

2 사전 측정

· 인구통계학적정보수집

· 상담이용경험확인

· 정서표현양가성측정

3

3 가상 시나리오 A · 진로및정서문제를가진대학생의사례 2

4 집단별 처치

· 안심구조화처치자료제시(지문과음성)

· 구조화자료에대한조작확인
3

· 불안구조화처치자료제시(지문과음성) 3

<표 6> 실험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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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안내

연구 참여자가 지정된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자는 실험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고, 수집 자료의 익명보장과 처리에 대해 안내하였

다. 이 때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제시할 경우 실험 참여자가 설문 응답

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화라고만 간략히 소개하였다.

연구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실험 참여에 동의할 경우 다음 페이지로 넘

어가도록 지시하였다.

(2) 사전 측정

구조화 처치를 실시하기 전에, 실험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 등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집단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해야 할 변

인(정서표현양가성, 상담 이용 경험)을 측정하였다.

· 구조화자료에대한조작확인

· 무처치 0

5 사후 측정1 · 상담에대한태도측정 3

6 가상 시나리오 B · 상담도중불만을경험하는상황 1

7 사후 측정 2 · 불만표현의사및상담지속의사측정 1

8 디브리핑 · 연구목적안내및실험종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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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 시나리오 A

사전 측정을 마치고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가상 시나리오 A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를 읽은 후에는 상담 이

용 의사를 측정하여 시나리오를 집중해서 읽었는지 확인하고, 참여자가

실험에 적합하게 조작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집단별 처치 : 상담 구조화 실시

집단별 불만에 대한 상담 구조화를 실시하였다. 안심구조화 집단에는

불만에 대한 위험인식과 불안을 낮추는 구조화, 불안구조화 집단에는 불

만에 대한 불안을 활성화하는 구조화 처치를 실시하였다. 처치 후에는

구조화에 집중하여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참여자가 이해한 내용

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연구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구조화 처치에 따른 조작 확인을 위해 ‘상담에 대한 불만’을 대상

으로 위험특성인식과 상태불안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5) 사후 측정 1

구조화 처치 후, 상담에 대한 태도 변인을 측정하였다.

(6) 가상 시나리오 B

다음으로는 주인공이 상담을 받는 도중에 불만을 경험하였다는 이야기

가 담긴 가상 시나리오 B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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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드러난 상황이 실험 참여자에게 충분히 불만으로 인식되는지를 묻는

조작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7) 사후 측정 2

불만에 관한 시나리오를 읽은 뒤, 실험 참여자가 주인공이라면 불만을

상담자에게 표현할 것인지, 상담을 지속할 것인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

도록 하였다.

(8) 디브리핑

사후 측정까지의 절차가 완료되면, 실험 참여자들에게 본 실험의 실제

목적을 알리고 참여자가 배정된 집단을 알려주는 디브리핑을 실시하였

다. 이 때 연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연구자가 이에 대해 응답해주

었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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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를

억제하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갈등하는 성격특성을 말한다(King &

Emmons, 1990). 본 연구에서 불만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불만 표현 의

사를 측정하는데, 이때 실험 참여자들의 구조화 처치로 인한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서는 처치에 의한 조작 외에는 집단 간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이 필요한 변인

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불만 표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표현양가성’이 포함된다. 측정 도구로는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하고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EQ-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방

어적 요인과 관계-관여적 요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1점)’에서 ‘자주 이렇게 느낀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부록2). 자기-방어적 정서표현양가성

은 배척이나 복수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표현을 회피하는 자

기 지향적 성향인 반면,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양가성은 상대를 배려하고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타인 지향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표현하지 않는 원인보다는 표현하는 행동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척도

의 전체평균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표현양가성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91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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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특성인식 및 상태불안

구조화를 실시한 후 실험 참여자가 불만에 대해 연구자의 의도대로 위

험과 불안을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불만에 대한 위험특성인식과 상태

불안을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위험특성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Slovic(1987)의 다차원적 위험특성척도(multidimensional risk

characteristic scale)을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한 사지연(2012)의 위험특성

인식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측정문항은 여섯 가지 위험특성을 제

시하고 그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

렇다(7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험특

성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394로 나타났다(부록6).

다음으로 불만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고자 Spielberger의

상태-특성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한 사지연(2012)의 문항을 참고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보

고자 하는 불안은 특정 대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불안이라는 점

에서 특성불안을 제외한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해

당 척도는 상태불안에 관한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

져 있다. 본 연구에서 상태불안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912로 나타났다.

3)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에 대한 태도의 측정도구는 Fishbein(1963)의 합리적 행위 이론을

바탕으로 Choi(2008)가 개발하고 최성인과 김창대(2010)가 번안 및 타당

화한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한국판(Korean version of Belief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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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s about Counseling Scale, K-BEACS)이다. 이 척도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 부정적 결과에 대한 내인성, 상담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대 등 3개 요인을 17개의 문항으로 측정한다. 또한 이 척도는 상담에

대한 신념과 평가 척도가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념에

대한 척도는 ‘예측 문항’으로, 심리상담을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

과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측정하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0점)’에서

‘확실히 그럴 것 같다(5점)’까지의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

편, ‘평가 문항’은 앞서 발생한 결과들이 개인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

로 다가오는 정도를 측정하고, ‘매우 싫다(-3점)’에서 ‘매우 좋다(+3점)’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예측 문항과 평가 문항의 대

응되는 쌍을 곱한 값을 하나의 단위로 하고, 그 단위들을 합산하여 구한

다. 본 연구 불만에 대한 상담 구조화의 목적과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와 ‘부정적 결과에 대한

내인성’ 두 하위 척도에 속하는 12개 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고 ‘사회적

지지 기대’에 해당하는 5개 문항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부록7). 본 연구

에서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739로

나타났다.

4) 상담 지속 및 불만 표현 의사

불만 표현 및 상담 지속 의사는 상담에서의 불만 상황을 다루는 시나

리오 B를 읽은 후 제시된다. 먼저 불만 표현 의사를 측정하기 위해 ‘내

가 김경민이라면 상담에서 느낀 불만에 대해 상담자에게 이야기하겠는

가?’라는 단일 문항에 7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불만 상황에서의 상담 지속 의사를 측정하기

위해 ‘내가 김경민이라면 상담을 계속 받겠는가?’라는 단일 문항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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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트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록6).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내담자 불만에 대한 구조화 방식에 따라 불만

표현 및 상담 지속 의사, 그리고 상담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는 것이다. 먼저 안심구조화 집단과 불안구조화 집단의 구조화 조작

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인식과 불안 변인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구조화의 효과와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변인에 대해 세 집단이 동질성을 갖는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통해 검증하였다. 동질성 검증 대상은 외재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성격 변인이었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인에 대한 세 집

단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분석 대상은 불만 표현 의사, 상담 지속 의사,

상담에 대한 태도 등 세 가지 측정도구의 점수였다.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결과와 집단 평균의 기술통계치를 비교하여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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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 검토

1) 조작 확인

연구자의 의도대로 불안구조화 집단의 참여자가 안심구조화 집단의 참

여자보다 불만에 대해 더 높은 위험으로 지각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작 확인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에 배정된 연구 참여자들은 각 구조화

처치를 받은 뒤, 위험특성척도 문항과 상태불안척도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분

석 결과는 다음에 제시된 <표 7>와 같다. 먼저 위험특성척도 평균점수

는 불안구조화 집단(M=4.09, SD=.591)이 안심구조화 집단(M=3.84, .64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상태불

안척도 평균점수의 경우, 불안구조화 집단(M=4.75, SD=.178)이 안심구조

화 집단(M=4.25, SD=1.069)보다 높게 응답하였고, 집단 간 차이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5). 따라서, 두 집단의 구조화 처치에 따른 실험

참여자의 위험특성인식의 차이는 조작되지 않았으나, 상태불안의 차이는

연구자의 의도대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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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구조화에 따른 위험특성인식과 상태불안 조작 확인

변수 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단측)

위험특성인식

평균

안심구조화

(n=31)
3.84 .647

-1.537 .065
불안구조화

(n=31)
4.09 .591

상태불안

평균

안심구조화

(n=31)
4.25 1.069

-1.901* .031
불안구조화

(n=31)
4.75 .993

*p<.05

2) 분석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본 연구는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 참여자들을 세

집단 중 하나의 집단에 무선으로 배정하였다. 그로 인해 집단 간 사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동

질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변인은 인구통계학적 특징(성별, 연령, 학년)과

정서표현양가성, 상담 이용 의사, 불만 인식 등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변인들에 대해 각각 일원분산분석(ANOVA)

을 실시하였고 <표 8>과 같은 결과가 산출되었다. 분석 결과, 분석한 변

인들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연구자의 의도대로 무선배정에 의해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확

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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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분석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변수

안심구조화

집단

불안구조화

집단
통제집단

F값 유의확률
M(SD)

n=31

M(SD)

n=31

M(SD)

n=31

성별 1.55(.51) 1.68(.48) 1.61(.50) .533 .589

연령 23.03(2.55) 23.48(3.21) 23.97(2.47) .888 .415

학년 3.40(1.40) 3.45(1.84) 3.60(1.10) .147 .864

정서표현

양가성
3.26(.74) 3.35(.56) 3.24(.60) .238 .789

상담이용

의사
4.42(1.48) 4.58(1.67) 4.42(1.34) .119 .888

불만인식 5.32(.79) 5.55(.93) 5.26(.82) 1.007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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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간 차이 비교

1) 불만 표현 의사 차이 검증

구조화 처치 후, 상담 중에 불만이 발생한 상황에서 불만을 표현하고

자 하는 의사를 집단 별로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

시하였다. 집단 별 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각 집단의 불만 표현 의사는 불안구조화 집단(M=4.97,

SD=1.703), 안심구조화 집단(M=4.81, SD=1.276), 통제 집단(M=3.84,

SD=1.463)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F=5.202, p<.01), Tukey HSD 사후검정을 실시

하였다.

<표 9> 집단별 불만표현의사 점수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변수 집단 M SD F값 유의확률(p)

불만표현의사

안심 구조화

(n=31)
4.81 1.276

5.202** .007
불안 구조화

(n=31)
4.97 1.703

통제

(n=31)
3.84 1.463

**p<.01

사후검정 결과는 아래 <표 10>, <표 11>과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집단 중 안심구조화 집단과 불안구조화 집단이 동일 서브세

트로 묶이고, 통제 집단과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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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p<.05). 즉, 불만에 대한 구조화의 여부가 불만 표현 의사에 유

의한 영향력을 미치며 구조화의 방식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불만 표현 의사에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표 10> 집단별 불만표현의사 점수의 사후검정 결과

집단(I) 집단(J)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안심

구조화

불안

구조화
-.161 .379 .905 -1.06 .74

통제 .968* .379 .033 .07 1.87

불안

구조화

안심

구조화
.161 .379 .905 -.74 1.06

통제 1.129* .379 .010 .23 2.03

통제

안심

구조화
-.968* .379 .033 -1.87 -.07

불안

구조화
-1.129* .379 .010 -2.03 -.23

*p<.05

<표 11> 집단별 불만표현의사 점수의 동일서브세트

집단 N
알파의 서브세트 = 0.05

1 2

Tukey HSD

통제 31 3.84

안심 구조화 31 4.81

불안 구조화 31 4.97

유의확률 1.000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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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지속 의사 차이 검증

구조화 처치 후, 상담 중에 불만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담 지속 의사를

집단별로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집단별

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분석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각 집단의 상담 지속 의사는 안심구조화 집단(M=4.26, SD=1.154),

불안구조화 집단(M=3.84, SD=1.440), 통제 집단(M=3.39, SD=1.407) 순으

로 높았다.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

에(F=3.278, p<.05), Tukey H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2> 집단별 상담지속의사 점수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변수 집단 M SD F값 유의확률(p)

상담지속의사

안심 구조화

(n=31)
4.26 1.154

3.278* .042
불안 구조화

(n=31)
3.84 1.440

통제 집단

(n=31)
3.39 1.407

*p<.05

사후검정 결과는 아래 <표 13>, <표 14>과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집단 중 안심구조화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그러나 불안구조화 집단의 경우 다른 두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안심구조화는 무처치와

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켰으나, 불안구조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구조화 방식이 상담 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지속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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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의 <가설 2>은 지지되었다.

<표 13> 집단별 상담지속의사 점수의 사후검정 결과

*p<.05

<표 14> 집단별 상담지속의사 점수의 동일서브세트

집단 N
알파의 서브세트 = 0.05

1 2

Tukey HSD

통제 31 3.39

불안구조화 31 3.84 3.84

안심구조화 31 4.26

유의확률 .384 .437

집단(I) 집단(J)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안심

구조화

불안

구조화
.419 .340 .437 -.39 1.23

통제 .871* .340 .032 .06 1.68

불안

구조화

안심

구조화
-.419 .340 .437 -1.23 .39

통제 .452 .340 .384 -.36 1.26

통제

안심

구조화
-.871* .340 .032 -1.68 -.06

불안

구조화
-.452 .340 .384 -1.2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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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에 대한 태도 차이 검증

(1) 상담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집단 간 상담에 대한 태도 평균을 집단별로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

석(ANOVA)를 실시하였다. 집단별 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분

산분석 결과는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각 집단의 상담에 대한 태도

평균은 안심구조화 집단(M=49.97, SD=17.824), 통제 집단(M=37.81,

SD=22.497), 불안구조화 집단(M=35.23, SD=23.189) 순으로 높았다. 또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F=4.234,

p<.05), Tukey H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5> 집단별 상담에 대한 태도 점수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변수 집단 M SD F값 유의확률(p)

상담에

대한 태도

안심 구조화

(n=31)
49.97 17.824

4.234* .017
불안 구조화

(n=31)
35.19 23.189

통제

(n=31)
37.81 22.497

*p<.05

사후검정 결과는 아래 <표 16>, <표 17>과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집단 중 안심구조화 집단과 불안구조화 집단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5), 통제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구조화의 방식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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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 것이다. 따라서 상담에 대한 태도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3>

은 지지되었다.

<표 16> 집단별 상담에 대한 태도 점수의 사후검정 결과

<표 17> 집단별 상담에 대한 태도 점수의 동일서브세트

집단 N
알파의 서브세트 = 0.05

1 2

Tukey HSD

불안구조화 31 35.226

통제 31 37.807 37.807

안심구조화 31 49.968

유의확률 .624 .090

집단(I) 집단(J)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안심

구조화

불안

구조화
14.742* 5.411 .021 1.849 27.637

통제 12.161 5.411 .069 -.734 25.056

불안

구조화

안심

구조화
-14.742* 5.411 .021 -27.637 -1.847

통제 -2.581 5.411 .882 -15.476 10.315

통제

안심

구조화
-12.161 5.411 .069 -25.056 .734

불안

구조화
2.581 5.411 .882 -10.315 15.47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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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적 결과 기대 하위 척도 차이 검증

앞에서 상담에 대한 태도의 전체 평균 점수 차이를 집단별로 비교하였

고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지금부터는 상담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척도를 나누어, 구조화의 방식이 하위 척도에도 각각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앞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되,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 하위 척

도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에 해당하는 일곱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대상으로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집단별 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분석 결과는 <표 18>과 같다. 각 집단의 긍정적

결과 기대 평균은 안심구조화 집단(M=64.97, SD=15.276), 통제 집단

(M=54.97, SD=21.411), 불안구조화 집단(M=52.29, SD=23.308) 순으로 높

았다. 즉, 안심구조화를 실시한 경우 구조화를 하지 않은 것보다 긍정적

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상승한 반면, 불안구조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구

조화를 하지 않은 것보다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가 하락하였다. 또

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F=3.362, p<.05), Tukey H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8> 집단별 긍정적 결과 기대 점수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변수 집단 M SD F값 유의확률(p)

긍정적

결과 기대

안심 구조화

(n=31)
64.97 15.276

3.362* .039
불안 구조화

(n=31)
52.29 23.308

통제

(n=31)
54.97 21.41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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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정 결과는 아래 <표 19>, <표 20>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세 집단 중 안심구조화 집단과 불안구조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5), 통제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구조화의 방식이 상담에 대한 태도 중에

서도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19> 집단별 긍정적 결과 기대 점수의 사후검정 결과

집단(I) 집단(J)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안심

구조화

불안

구조화
12.677* 5.154 .041 .40 24.96

통제 10.000 5.154 .133 -2.28 22.28

불안

구조화

안심

구조화
-12.677* 5.154 .041 -24.96 -.40

통제 -2.677 5.154 .862 -14.96 9.60

통제

안심

구조화
-10.000 5.154 .133 -22.28 2.28

불안

구조화
2.677 5.154 .862 -9.60 14.9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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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집단별 긍정적 결과 기대 점수의 동일서브세트

집단 N
알파의 서브세트 = 0.05

1 2

Tukey HSD

불안구조화 31 52.29

통제 31 54.97 54.97

안심구조화 31 64.97

유의확률 .86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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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적 결과 내인성 하위 척도 차이 검증

다음으로, 하위 척도 ‘부정적 결과에 대한 내인성’에 해당하는 다섯 문

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대상으로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집단별 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분석 결과는 <표 21>과 같

다. 각 집단의 부정적 결과 내인성의 평균은 안심구조화 집단(M=-15.00,

SD=8.147), 불안구조화 집단(M=-17.06, SD=7.094), 통제 집단(M=-17.23,

SD=12.444)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분산분석결과,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21> 집단별 부정적 결과 내인성 점수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측정도구 집단 M SD F값 유의확률(p)

부정적

결과

내인성

안심 구조화

(n=31)
-15.00 8.145

.528 .592
불안 구조화

(n=31)
-17.06 7.094

통제

(n=31)
-17.23 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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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상담에서 내담자 불만에 대한 구조화가 불만에의 대처와 상

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불만에 대한

구조화가 내담자에게 위험으로 인식되어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구조화의 방식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서울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생 93

명을 대상으로 가상 시나리오 및 실험 처치를 제시하고 설문지를 통해

불만 표현 의사와 상담 지속 의사, 상담에 대한 태도 등을 측정하였다.

이때, 안전구조화 집단과 불안구조화 집단, 통제 집단 등 세 집단으로 나

누어 서로 다른 처치를 제공한 뒤, 측정치를 집단간 비교하는 실험 설계

방식을 활용하였다. 다음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불만 표현 의사에서 불만에 대한 구조화 방식의 영향력은 나타

나지 않았다. 다만, 구조화를 실시한 두 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볼 때, 이는 구조화 여부가 불만 표현 의사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연구 설계 과정에서 연구자

가 알고자 했던 주된 대상은 아니지만, 본 연구 <가설 1>의 기각을 일

부분 설명해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시사점과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논의

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구조화를 실시한 안심구조화 집단과 불

안구조화 집단의 불만 표현 의사가 구조화를 실시하지 않은 통제 집단의

불만 표현 의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기술통계치만 비교했을 때에

는 심지어 불안구조화 집단의 측정치가 안심 구조화 집단의 측정치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화 방식보다는 구조화 여부가 내담자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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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의사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구조화를 하

기만 하면 그 방식과는 무관하게 내담자의 불만 표현 의사를 높일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상담 구조화가 내담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증

가시키고(Cottle, 1973)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게 유도한다는

(Davidshofer, & Richardson, 1981; Jakes, 1982; Gordon, 1983)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연구자가 가정하였던 구조화의 방식

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구조화가 내담자의 불안

을 다소 유발하거나 완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내담자의 특정 행동을 효과

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담자의 접근 방

식이나 개입에 대해 내담자가 속으로는 불편감을 느끼더라도 일단 순종

하는 경향성(Rennie, 1994)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상담 지속 의사에서 불만에 대한 구조화 방식의 영향력이 일부

확인되었다. 안심구조화 집단의 상담 지속 의사가 통제 집단의 상담 지

속 의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불안구조화 집단은

통제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처치자료에 서로 다

른 수준으로 반영된 Slovic(1987)의 위험특성이 실험 참여자를 효과적으

로 조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안심구조화 처치를 받은 집단은

상담에서 불만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적이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

으며, 이를 잘 해결하였을 때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불만이 발생하였더라도 즉각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려는 의향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불안구조화 처

치를 받은 집단은 상담에서 발생하는 불만을 비교적 낯설고 재앙적인 것

으로, 상담자에게 통제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더 큰 위험

으로 인식하여 조기종결과 같은 치명적 처분행동(Fornell & Wernerfelt,

1987)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안전구조화 집단의 평균이 4점(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점수였음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상담 지속 의사가

앞에서 언급한 불만 표현 의사에 비하면 구조화 처치가 담고 있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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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대적으로 동떨어진 변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셋째, 상담에 대한 태도에서 불만에 대한 구조화 방식의 영향이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심구조화 집단의 상담에 대한 태도가 불만구조

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하위 척도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

대’에서 동일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에서 불만

을 겪을 수 있음을 내담자가 미리 알게 됨으로써 내담자가 갖고 있던 상

담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으로 조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조화를 받

기 전까지는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긍정적인 정서만 경험하고 그러한 정

서만이 긍정적 상담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구조화를 통해 상담에서 긍정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 정서를 경험할 수도

있으며, 부정 정서가 해결을 통해 오히려 긍정적 상담성과로 이어질 수

도 있음을 새롭게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내담자의 긍정적 상담성과

에 대한 경험의 폭을 확장함으로써 상담에 대한 기대와 태도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구조화가 내담자에게 지

식을 전달하고 상담에 대해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기대와 태도를 갖게 만

든다는 선행연구(Days & Sparracio, 1980; Davidshofer & Richardson,

1981; Jakes, 1982; Cartwright, 1976; Childress & Grills, 1977)들과 일치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안심구조화 집단의 ‘긍정적 상담성과의 기대’와 ‘상담 지속 의사’

가 동반 상승한 것은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경험의 격차가

크면 조기종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선행연구(Tinsley, Bowman,

& Ray, 1988; Overall & Aronson, 1963)에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안심구조화를 통해 상담에 대한 기대가 현

실적으로 조정된 결과로써 긍정적 상담성과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였고,

상담에 대한 조정된 기대와 불만 경험의 격차가 줄어들어 상담을 지속하

고자 하는 의사가 높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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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상담 구조화 및 상담 마케팅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내담자 불만에 대한 상담 구조화의 효과를 실험적으

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상담학에서 내담자의 불

만은 상담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불만이 발생한 후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표현하거나 상담자가 미리

알아차리는 방식이 기존 상담 장면에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사용

되어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었다(Safran & Muran,

2000; Hill et al., 1996; Safran et al., 1990; Watson & Greenberg, 2000;

Rennie, 1994). 본 연구는 내담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상담 구조화를 제안하였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내담자 불만에 대한 상담 구조화의 방식에 따른 효과

차이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내담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상담 구조화를 제안하였으나, 이것이 내담자에게 위험

으로 인식되어 상담에 대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

다. 이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구조화를 할 때 관계형성에 치중

하는 반면 내담자 교육에는 소홀하게 되는(김계현, 2002; 이은순, 1994)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위험인식과 불안

을 기준으로 구조화 처치를 달리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

담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구조화라도 안심시켜주는 구조화와 마찬가지로

내담자의 불만 표현 의사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상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안심구조화 집단과 불안구조화 집단 사이에 유의

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구조화 여부에서 더 나아가 ‘방식’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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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의 불만 표현은 불만 해결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긍정적

상담 성과를 위한 것이다. 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만이 있으면 솔직

하게 표현해달라고 안내하는 것은 그 방식이 ‘설득’이든 ‘경고’이든 모두

내담자의 불만 표현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과정이라는 점에서, 불만 표현 의

사라는 단편적인 요인만으로 그 상담의 긍정적 성과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해와 구름’이라는 이솝 우화에서 바람과 햇빛은 모

두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수단이지만 바람과 햇빛으로 인한 나그네의

경험은 달라지듯이,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경험과 장기적인 상담성과를

고려하여 구조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불안구조화와 달리 안심

구조화 방식이 갖는 차별성이 있다. 불만구조화 집단과 안심구조화 집단

은 서로 비슷한 수준의 불만 표현 의사를 보였지만, 상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불만구조화 처

치는 내담자의 불만 표현에 있어 단편적 행동의 변화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상담관계나 상담성과에 대한 기대 등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상담

태도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내담자의

불만 표현을 높이면서도 내담자에게 치료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

로 긍정적인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불만에 대한 구조화를 상담 초반

에 실시하되, 그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내담자의 불안에 대해서도 충분

히 다루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화 자료는 소비자의 위험특성인식에 기

초하여 제작되었으나, 그 중 안심구조화 자료는 낮은 위험으로 인식되도

록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당화와 공감 등 내담자의 심

리적 안정에 기여하는 개입(Linehan, 1993)이 반영되었고, 이러한 특성이

불안구조화와의 차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내담

자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담 과정 변인과 상담자 개입의

중요성(김창대, 2009)을 밝힌 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상품으로서 상담의 특성을 밝히는데 상담 마케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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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는 위험특성을 다른 수준으로 반영하여 구조화

처치자료를 제작하였으나, 실험 참여자의 위험인식 상태불안 중 후자만

효과적으로 조작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학에서 ‘위험’

이 다루어져 온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학에서 소비자의

위험인식은 주로 화학물질(김길홍, 2014) 유전자조작식품 및 식품첨가물

과 질병(사지연, 여정성, 2014), 교통수단, 환경오염, 산업안전(김영평 등,

1995) 등 생명에 직접적·물리적으로 위협을 주는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

되어 왔다. 이에 비해 상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은 소비자에게 피해

로 인식되나 그 위협성이 미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연구의 조작 확인 단계에서 구조화 방식에 따른 두 집단 간 상

태불안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위험인식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즉, 상품으로서의 상담의 특성이 실험 참여자의

위험인식을 효과적으로 조작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한 것이다. 이처럼 상

담이 소비자학이 주로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상품이나 서비스와 차이점

을 지닌다는 점은 선행 상담학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문수정과 김계

현(2012)에 따르면, 상담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무형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보탐색과 평가를 할 때 주로 인적정보원에 의

존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상담을 소비자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할 때, 이러한 상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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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하여 연

구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모집에 있어 다양성을 충족하지 못하였

다. 즉,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만을 모집

하여 특정 연령과 신분을 가진 참여자의 응답만 수집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연령이나 신분의 대상자에게까지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다른 특성을 가진 대상자에게는 어

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상담에 관한 가상적인 시나리오와 음성 자료를

제공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문제의 심각도나 상담

자 변인 등을 통제하기 위해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실험 과정에서 참여

자에게 ‘시나리오의 주인공이라면 어떠한 마음일지 상상하면서’ 몰입할

것을 부탁하였지만, 이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내담자 반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상 상황이라는 한계로 불만 표현

의사를 측정하였지만, 이것이 불만 표현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에서 불만 표현 의사가 상승하였더라도 실제 불만 표현 행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상담을 받

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불만에 대한 구조화의 영향력을 검증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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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전설문지

실험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상담 구조화 방식이 잠재적 내담자의 불만 대처와 상담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

용은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되므로 시나리오 내용을 집중해서 읽

어주시고 설문 내용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설문지는 연구 기간이

끝난 후 안전하게 폐기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수집된 자료는 작성자

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정해진 답이 없으니 본인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

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지도교수: 김 계 현

연 구 자: 이 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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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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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EQ-K)

번

호
문항

전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자주

이렇게

느낀다

1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1 2 3 4 5

2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
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나 자
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
받게 될까 걱정된다.

1 2 3 4 5

3

두려움이나 분노같은 부정
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
을까 걱정된다.

1 2 3 4 5

4
종종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
다.

1 2 3 4 5

5

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
람들과 정말 이야기하고 싶
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
다.

1 2 3 4 5

6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
지만,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7
종종 내가 느끼는 바를 다
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만, 왠지 망설여진다.

1 2 3 4 5

8

비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온
당한 일을 아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의 부정적
인 느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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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지 못
한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1 2 3 4 5

10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감
정들을 감춰두려 하지만, 때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
기하고 싶다.

1 2 3 4 5

11
정서적 반응을 좀더 즉각적
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
지 못할 것 같다.

1 2 3 4 5

12

내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
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했더라면 하고 회상할 때
가 있다.

1 2 3 4 5

13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을느낀다.

1 2 3 4 5

14
나의 애정을 좀 더 겉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
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15
나는 화를 참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16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1 2 3 4 5

17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 느끼는 바를 말하고 싶
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한다.

1 2 3 4 5

18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
을 알아야 할 때조차,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
으려 한다.

1 2 3 4 5

19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남자/여자친구가 알았으면
하면서도, 남자/여자친구에
대한 질투심을 억누르려 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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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
화를 낼까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21
때때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
고 싶더라도 나는 언제나
기분을 다스리려 노력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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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가상 시나리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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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일지 상상하면서 아래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은 27세 대학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환경이 어려웠지만

공부를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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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왔다.

4학년이 되어 진로를 고민하던 김경민은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경제적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취직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이렇다 할 스펙을 쌓지 못했던

김경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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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은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만큼 절망스러웠다. 지금까지 밤낮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돈은 항상 부족하고 취직은 2년째 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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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취직준비를 했던 친구들에게는

차마 떨어졌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고,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지만 기대하고 있을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두렵다. 요즘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다.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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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1) 현재 김경민의 기분은 어떠한가?

2. 김경민은 우연히 상담센터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상담을 받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 자신이 김경민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

신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담을 받겠습니까? 다음 문항에 응답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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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라면 상담을 받을 것인가? 1 2 3 4 5 6 7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자꾸 눈물이 나고 괴롭다.

한편으로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한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행복한 듯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행한 내

처지가 비교되면서 기분이 불쾌하고,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나는 너무 힘든데 누군가는 저렇게 행복하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83 -

부록 4. 안심구조화 자료(665자)

3-1. 김경민은 고민 끝에 상담센터에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은 첫 상담에서 상담자가 김경민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김경민의

상황이라고 상상하며 상담자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을 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경민씨와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상담을 진행할텐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해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의 상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

주세요. 경민씨는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는 기대를 갖고 오셨지요.

그런데 상담을 받다보면 처음 갖고 온 기대와 다르게 상담과정이나

상담자에 대해서 불만과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가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거나, 상담의 흐름이나 방향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괜찮아요. 누구나 평소에 기분이

나빠지는 경험을 종종 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상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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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이 종료되면 이해한 내용을 연구자에게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해

주신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주십시오.

대해 불만이 생기는 것은 예민하다거나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거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담 중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가 주저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랍니다. 저는 경민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에요. 불만을 표현한다고 제가

경민씨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상담에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담자의 불만을 다루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담의 일부이기도 하고, 상담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물론 경민씨가 원하는 만큼 이야기하면

되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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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불안구조화 자료(352자)

3-1. 김경민은 고민 끝에 상담센터에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은 첫 상담에서 상담자가 김경민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김경민의

상황이라고 상상하며 상담자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을 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경민씨와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상담을 진행할텐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해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의 상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

주세요. 경민씨는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는 기대를 갖고 오셨지요.

그런데 상담을 받다보면 처음 갖고 온 기대와 다르게 상담과정이나

상담자에 대해서 불만과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경민씨가 상담을 받는 동안에 불가피하게 일어날

거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셔야 해요.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숨기더라도 대부분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어 상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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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이 종료되면 이해한 내용을 연구자에게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해

주신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주십시오.

것을 얻지 못한 채 종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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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위험특성 및 상태불안척도

3-2. 다음은 ‘상담에 대한 불만’에 대한 당신의 인식과 느낌을 묻는 질문

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상담자로부터 ‘상담에 대한 불만’에 대해 안내받았습니다.

‘상담에 대한 불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는지 다음 문항에 응답

해주십시오.

1) 상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떠올려보고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는
하다

전혀

X

대체

로

X

별로

X

보

통

다소

O

대체

로

O

매우

O

상

담

에

대

한

불

만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결과가 지연되어

나타나는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재앙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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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

해

하다
전혀

X

대체

로

X

별로

X
보통

다소

O

대체

로

O

매우

O

상

담

에

대

한

불

만

두렵다

속상하다

불행이 닥칠까

걱정된다

혼란스럽다

안절부절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긴장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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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4. 설문에 답하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요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

상해 보십시오. 귀하는 이럴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심리상담을 받으러 갈 경우 발생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심리상담을 받으러 갈지 말지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아래 지시문을 읽고 설문에 답하십시오.

지시문

이 설문지의 문항들은 <예측문항>과 <평가문항>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측문항>은 심리상담을 받으러 갈 때 발생할만한 일들에 대한 예상, 즉 “그

럴 것 같은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고 <평가문항>은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일이 얼마나 “좋은지 싫은지”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시

<예측문항 1>. 심리상담을 받으러 갈 경우 상담소가 건물 1층에 있을 것 같다.

1)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2) 거의 그렇지 않을 것 같다

3) 약간 그렇지 않을 것 같다

4) 약간 그럴 것 같다

5) 거의 그럴 것 같다

6) 확실히 그럴 것 같다

<평가문항 1>. 나는, 상담소가 건물 1층에 있는 것이 .

1) 무척 싫다

2) 꽤 싫다

3) 약간 싫은 편이다

4) 싫지도 좋지도 않다

5) 약간 좋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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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꽤 좋다

7) 무척 좋다

이제 다음에 제시된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위의 예시에서와 같이, 각 문항의

보기 중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를 고르십시오. (주의: <예측문항>은 보

기가 6번까지 있고 <평가문항>은 보기가 7번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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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문항>

다음에 제시된 문항들은, 심리상담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을만한 여러

가지 경우를 나열한 것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여러분이 심리상담을

받는 결과로 다음 각각의 경우를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하는 번호에 O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심리상담을 받으러 간다면 아마도…”

1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2

거의

그렇지

않을 것

같다

3

약간

그렇지

않을 것

같다

4

약간 그럴

것 같다

5

거의 그럴

것 같다

6

확실히

그럴 것

같다

1 나의 문제를 이해하게 될 것 같다. 1 2 3 4 5 6

2
삶을 보다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것

같다.
1 2 3 4 5 6

3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다. 1 2 3 4 5 6

4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 같다. 1 2 3 4 5 6

5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보다 더 잘 처

리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1 2 3 4 5 6

6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생길

것 같다.
1 2 3 4 5 6

7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 1 2 3 4 5 6

8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수치스럽고 거북하게 느

껴질 것 같다.
1 2 3 4 5 6

9 상담사가 편견을 가지고 나를 볼 것 같다. 1 2 3 4 5 6

10 상담사가 나를 조종하려 들 것 같다. 1 2 3 4 5 6

11
내 주변 사람들은 상담이 내게 도움이 될 거라

는 희망을 갖게 될 것 같다.
1 2 3 4 5 6

12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내 문제도 스스로 처리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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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나의 결정을 지지할

것 같다.
1 2 3 4 5 6

14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나를

좋게 여길 것 같다.

1 2 3 4 5 6

15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받게 되었다면

기뻐해 줄 것 같다.
1 2 3 4 5 6

16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다. 1 2 3 4 5 6

17
내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이 내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자책하게 될 것 같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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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항>

이번엔, 심리상담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경우가 귀하에게 얼

마나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귀

하의 느낌에 해당하는 번호에 O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1

무척

싫다

2

꽤 싫다

3

약간

싫은

편이다

4

싫지도

좋지도

않다

5

약간

좋은

편이다

6

꽤 좋다

7

무척

좋다

1 나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1 2 3 4 5 6

2
삶을 보다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면
1 2 3 4 5 6

3 마음이 좀 나아지게 된다면 1 2 3 4 5 6

4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면 1 2 3 4 5 6

5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보다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면

1 2 3 4 5 6

6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

게 된다면
1 2 3 4 5 6

7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면 1 2 3 4 5 6

8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수치스럽고 거북하게

느껴진다면
1 2 3 4 5 6

9 상담사가 편견을 가지고 나를 본다면 1 2 3 4 5 6

10 상담사가 나를 조종하려 든다면 1 2 3 4 5 6

11
내 주변 사람들은 상담이 내게 도움이 될 거

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면
1 2 3 4 5 6

12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내 문제도 스스로 처

리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면

1 2 3 4 5 6

13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나의 결정을 지지한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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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14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나

를 좋게 여긴다면

1 2 3 4 5 6

15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받게 되었다면

기뻐해 준다면
1 2 3 4 5 6

16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면 1 2 3 4 5 6

17
내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이 내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자책하게 된다면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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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가상 시나리오 B

5. 김경민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신

이 김경민의 상황이라고 상상하며 다음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오늘은 요즘 나를 괴롭게 하는 진로고민과 우울한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상담실에 왔다. 내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직군이

내 적성과 잘 맞을지 자신이 없지만 다른 진로를 생각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자꾸 ‘이번에도 실패해서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사

선생님께 물어보았다, 선생님은 도리어 나에게 취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신다. 나름 대답을 했는데도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신다. ‘내 대답이 틀렸나’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초조해진다. 한편, 취업에 실패하면 당연히 누구에게나 끔찍할텐데

‘그걸 꼭 말해야 아나’하는 묘한 반발심도 든다.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충분히 공감 받지 못하는 느낌이다. 나는 상담에서 명확한 답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을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실망스럽다. 내 마음은 이렇게 심란한데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선생님을 보니, 내 고민을 진지하게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고 자존심이 상한다. 내 문제는 상담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무기력해지고 더욱 불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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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1) 자신이 김경민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느낄 것 같은지 다음 문

항에 응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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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이라면 상담에 대해

불만을 느꼈겠는가?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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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불만 표현 및 상담 지속 의사

2) 자신이 김경민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지 다음

문항에 응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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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이라면 상담에서 느낀

불만에 대해 상담자에게 이야기하겠

는가?

1 2 3 4 5 6 7

2
내가 김경민이라면 상담을 계속 받

겠는가?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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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tructuring style

about client dissatisfaction in

counseling on dissatisfaction

coping behavior and attitude

toward counseling

Lee, Hyoju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tructuring

style about client dissatisfaction in counseling on dissatisfaction

coping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This study adopts

structuring as the way to encouraging the clients’ expression of

dissatisfaction and focuses on verifying its effect. This study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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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ses the structuring about dissatisfaction increases the clients’

risk perception and anxiety about counseling. Based on consumer risk

perception, the styles of structuring are classified as relief structuring

that relieves the clients’ anxiety of occurrence of dissatisfaction and

anxiety structuring that arouses the clients’ anxiety of occurrence of

dissatisfac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primary stages : the evaluation

of structuring and main experiment. First, the evaluation of

structuring was implemented for the relief-structuring and

anxiety-structuring of this study. A total of fifteen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ho had no experience in counseling participated in

the evalua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ief and anxiety

structuring had different risk characteristics in the statistics. Second,

the main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ninety thre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in Seoul who also had no experience in using

counseling.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

relief-structured group, anxiety-structured group, and untreated

control group. In the main experiment, at first, they were asked to

response to pre-test and read the scenario. Then they read and

listened structuring materials in each group. After structuring, they

were requested to response dissatisfaction coping behavior and

attitude toward counseling. 31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each

group.

The data gathered was analyzed as follows. First, the independent

sample t test was conducted on two structured groups for the

manipulation check. Second, the homogeneity between the groups

before receiving the treatment was identified. For this purpose,

one-way ANOVA was performed for the thre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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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expression of dissatisfaction, the influence of the ways of structuring

was not confirmed. The intention to express dissatisfaction in two

structured groups were higher than control group, but group

difference between relief-structured group and anxiety-structured

group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means that structuring about

dissatisfaction in counseling can encourage client to express the

dissatisfaction regardless the style of structuring.

Second, in the intention to continuing counseling, the influence of

the ways of structuring was partially confirmed. Difference between

the anxiety-structured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difference between the

relief-structured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supposes that different risk characteristics

involved in each structuring material trigger clients’ different

perception of dissatisfaction in the counseling. Thus, structuring about

dissatisfaction in counseling should be conducted for the clients to

perceive the occurrence of dissatisfaction as low risk.

Third, in the attitude toward counseling, the impact of the ways of

structuring was confirmed. Group difference between the

relief-structured group and the anxiety-structured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can be explained by the

relief-structured group participants’ understanding that the negative

feeling can lead to positive counseling outcome as well as positive

feeling. Their understanding may form more positive and realistic

attitudes towards the counseling than attitudes of the other groups. It

implies that structuring in the way of relieving clients’ anxiety is

important for the ultimate goal and outcome of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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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while relief-structuring style has similar impact with

the other groups in the intention to express dissatisfaction, it has

greater impact than the other groups in the intention to continue

counseling and the attitudes towards counseling.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ed alternative method to resolve the

clients’ dissatisfaction in counseling and verified the effect of the

method.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d foundational data of

counseling marketing research, based on previous studies about

characteristics of counseling as a service.

Key words : client dissatisfaction in counseling, expression of

dissatisfaction, structuring, attitude towards

counseling, consumer anxiety, counseling

marketing

Student Number : 2017-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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