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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수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수퍼바이저의 수준
별 타당화개입이 초보상담자의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자기수
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소재 대학의 상담전공 대학원생들
로 구성된 60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5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 3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에 배정되
었다. 연구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립t검증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은 3수준
의 타당화개입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정서가 감소하였
다. 둘째, 5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은 3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에 비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수용의 경우에는 5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과 3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초보상담자를 대
상으로 한 수퍼비전에서의 수준별 타당화개입은 높은수준의 타당화개입
일수록 초보상담자의 부적정서 감소와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증가에 있
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퍼비전 상황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부적정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또한 타당화개입은 수준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음으로, 수퍼바이저
는 수퍼비젼 제공에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타당화개입을 고려
할 수 있다.
주요어 : 수퍼비전, 타당화개입, 수준별 타당화개입, 초보상담자
학 번 : 2017-2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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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퍼비전은 상담자의 상담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내담자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행위이다(Bernard &
Goodyear, 1998; Bradley & Ladany, 2001; Campbell, 2000; Holloway,
1995, 1999; Kadushin, 1992; Kaiser, 1997). 김계현(1992)은 상담자교육의
영역을 이론교육, 현장실습, 수퍼비전으로 분류하였으며, 유능한 상담자
를 기르기 위한 상담자 교육의 핵심으로 수퍼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수퍼비전의 목표는 수퍼바이지의 상담전문성과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하
며,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퍼바이저는 이러한 수퍼비전의 목
표를 이루기 위해 수퍼바이지의 상담수행기술과 상담자발달을 감독하며,
수퍼바이지의 발전과 목표 성취를 평가한다(Bernard & Goodyear, 1998).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관계를 통하여 초보상담자가 전문
상담자로서 발달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경험들을 습득할 수 있
는 맥락을 제공해주는 교육적이고 체계적인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수퍼
비전은 초보상담자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수퍼바이지가 상담의 방향
을 설정하고, 내담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
가 내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퍼비전을 받은 상담자의 경우,
수퍼비전을 받지 않은 상담자와 비교할 때, 상담에 대한 자신감, 적절한
개입방법, 내담자를 평가하고 사례개념화 하는 능력, 상담수행에서의 의
사결정 등과 같은 상담자발달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Hill, Charles,
& Reed, 1981; Wiley & Ray, 1986).
수퍼비전모델은

심리치료

이론에

기대어

발달하였다(Bernard

&

Goodyear, 2004). 수퍼비전 초기에는 기존 심리치료의 이론과 방식, 기법
등이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야 발달적 수퍼비전모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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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수퍼비전모델 등과 같은 수퍼비전 이론에 기반한 수퍼비전모델들이
등장하였으며, 수퍼비전이 상담의 세부전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Bernard,

2005).

미국의

결혼과

가족치료협회(AAMFT:

American

Association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에서도 1983년 최초로 수
퍼바이저 자격을 만들었으며, 관련 규정들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심리학
회 상담분과(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경우 수퍼바
이저의 자격과 관련한 규정들을 제정하지는 않았으나, 자격증 취득에 관
한 수련과정의 일부분으로 수퍼비전을 제도화함으로, 수퍼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수퍼비전에 대한 강조는 협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상담과 집단상
담, 가족상담, 다문화상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과 실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Bernard & Goodyear, 2004), 수퍼비전과 관련하여 수
퍼비전관계, 수퍼비전형태, 수퍼비전모델, 수퍼비전의 윤리적 쟁점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상담을 제공하는 초보상담자들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며, 상
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획득하고 내담자를 보호하는 차원 등과 같은
이유로 상담자 교육에 있어 수퍼비전이 강조되고 있다(김계현, 2000). 상
담관련 학위과정에서는 수퍼비전이 하나의 전공과목으로 교육되어 지고
있으며, 한국상담학회의 경우 전문상담사를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자격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등급의 자격증 취득과정에 있어 수퍼비전을
필수요소로 지정하여 상담자 수련에 있어 수퍼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퍼비전의 중요성은 연구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수퍼비전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수퍼바이지가 지
각한 수퍼비전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강지연, 유성경, 2006; 손은정 외,
2006; 송은화, 정남운, 2005; 홍지영, 2008)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퍼비
전 관계(최한나, 김창대 2008)에 관한 연구나, 수퍼비전 모델(정유진,
2014)에 관한 연구 등으로 점차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수퍼비전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도,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수퍼비전 연구를 살펴보면, 수퍼비전에서 상황에서 초보상담자들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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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 볼 수 있다. Bernard & Goodyear(1998)의 연구에 의하면 수퍼
비전에 임하는 초보상담자들은 수퍼바이저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에 대하여 불안을 호소한다. 초보상담자들은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
한 방법으로, 수퍼바이저의 기대에 부합하려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이러
한 방식은 초보상담자들이 수퍼비전에 몰입하기 보다는 수퍼바이저의 평
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불안에 노출
시킨다. 또한 초보상담자들은 수퍼비전을 통하여 자신의 상담수행이 성
공적이었는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초보상담자들은
상담수행에 대한 결과를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상담결과와
자신의 수행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초보상담자들의 특성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건강한 수퍼
비전 관계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Holloway(1997)에 의하면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가 만들어 내는 전문적인 상호관계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성공적인 수퍼비전을 위한 토대
를 만드는 일이며, 수퍼바이저와 초보상담자의 수퍼비전 관계는 초보상
담자의 상담전문성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Ronnestad
& Skovholt, 1993). 따라서 성공적인 수퍼비전을 위해서 수퍼바이저는
초보상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담수행에 대한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
는 수용적이고, 안정적이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Lowry,2001).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초보상담자는 자신의 상담수행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자기회의 등의 부적정서를 수용 할 수 있으며, 상담
수행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자신감을 획득하고, 결과 수용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성예경, 최한나(2011)에 의하면 수퍼바이
저가 수퍼바이지의 상담수행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며, 수퍼바이지의 상담
수행이 적절했음을 인정해주는 타당화개입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작업동맹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타당화개
입은 수퍼비전 상황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수행에 대한 자신감
결여, 상담 수행 결과에 대한 두려움, 수퍼바이저의 평가에 대한 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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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의감 같은 부적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수퍼바이저와 초보상
담자가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좋은 개입이 될 수 있다.
타당화란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를 창
시한 Linehan(1997)이 제시한 일종의 공감개념이다. Linehan(1997) 제시
한 타당화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 담긴 메시지와 그 메시지 안에
존재하는 이해가능성을 발견하여 이를 말하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것
으로 정의된다. 즉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이해되며, 말하는 사람의 행
동이나, 경험했던 정서나 느낌 등이 그랬을 수 있었다는 것을 공감해주
며 이러한 공감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김창대(2009)에 의하면 타당화
란 내담자의 경험자체를 있는 그대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
는 것을 의미하며, 유성경 등(2009)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내담자의 감정과 행동 이면에 있는 소
망과 욕구를 찾아 이를 전달하는 것으로 타당화를 정의 하였다. 타당화
개입에 효과와 관련하여서 꾸준하게 연구들(김은하, 2011; 고유림 김창
대, 2015; 장헤미, 2017; 김빈나, 2018)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타당화개
입에 대한 연구들은 타당화개입이 개입대상의 두려움, 불안과 같은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며, 자기개념을 안정시키며, 자기수용의 증가와 관계맺음
정서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은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타당화개입이 주는 효과를 검정하였다는데서
의의를 지니지만, 타당화의 개념을 제시한 Linehan(1997)에 의하면, 타당
화는 6단계 수준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수준별 분류는 타당화를 공감과
같은 다른 개념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차이를 제공한다. 상담자의 수준별
타당화개입 척도를 개발한 유성경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타당화개입
의 효과는 각각의 개입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타당화개입
효과와 관련하여, 상담에서 얼마나 많은 타당화를 제공하였나 보다는, 얼
마나 높은 수준의 타당화를 제공하였는지가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결정한
다고 밝혀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타당화연구는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3수준의 타당화개입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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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느낌, 생각 소망 등을 읽어주어 이를 다시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행위이다. 이러한 3수준의 타당화개입을 통하여 내담자는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신뢰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경험 등을 신뢰하게 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게 만든다. 5수준의 타당화개입이란 내담자의
행동이 상황과 맥락에 비춰볼 때, 타당했음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내담
자는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식하며,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타

당화개입의 효과를 연구한 Lynch 등(2006)에 따르면, 타당화개입은 개입
대상으로 하여금 안정된 자기관형성과 정서적각성의 감소, 학습의지의
증가 등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타당화개입의 효과는 수퍼
비전상황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두려움, 불안과 같은 부적정서와
낮은 상담수행 능력과 높은 결과기대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 상담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부족한 자신감 등으로 인하여 초보상담자가 경험
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초보상담자가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상담
수행능력 부족과 수퍼바이저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상담 결과에 대한
높은 기대, 자신감 결여, 자기회의감 같은 부적정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일반적인 상담장면에서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연구하였다면, 수퍼비전상
황에서 타당화개입을 시도해 봄으로 타당화개입의 사용 맥락에 대한 이
해를 넓히며 수준별 타당화개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퍼비전상황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부적정서, 상담
자활동자기효능감, 자기수용에 있어 타당화 3수준과 5수준의 개입에 대
한 효과를 비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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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수퍼비전에서의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수준별 타당화개입은 초보상
담자의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자기수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

3. 연구가설
연구가설1. 5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은 집단은 3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
은 집단과 비교할 때, 부적정서에 있어 더 큰 감소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2. 5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은 집단은 3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
은 집단과 비교할 때,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에 있어 더 큰
증가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3. 5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은 집단은 3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
은 집단과 비교할 때, 자기수용에 있어 더 큰 증가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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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타당화
1) 타당화의 정의
1960년대 들어 시작되었던, 내담자의 언어와 인지를 중요성을 강조하였
던, 인지행동치료(CBT)의 2세대물결은 1990년대 들어서, 인지행동치료의
3세대의 물결을 맞이한다. 인지행동치료(CBT)의 3세대 물결이란, 내담자
의 사고와 감정을 변화시키려는 시도 보다는, 내담자의 경험을 비판단적
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강조하였는데,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ACT)와 변증법적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와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치료 등의 등장을 의
미한다(Hayes, 2004) 이러한 새로운 접근들이 등장은, 포스트모던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발상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Hayes
등 1993).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진
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사건자체에 대한관심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맥
락에 대한 이해가 중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담에서도 발견 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났는지에 사실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건에 맥락 속에서 효과적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로 초점이 옮겨
져 가고 있다.
타당화란 내담자의 문제해결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으로,

Linehan(1993)이

제시한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에서의 일종의 공감 개념이다. Linehan은 만성
적으로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내담자들과,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내담
자들이 경험하는 문제로, 부정적인 생각과,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
는 개입기술의 부재를 이야기 하였다. 기존의 심리치료에서는 내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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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변화의 한 가지 영역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
의 접근은 내담자로 스스로 자신에 존재에 대하여 수용 받지 못하고 있
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존재에 대하여 수용 받지 못하는 경험은 내
담자의 감각을 활성화하며, 이러한 감각의 활성화는 인지적 혼란과 정보
처리에 있어 실패로 이어진다(Swann 등, 1992). 만성적인 고통을 호소하
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inehan은 내담자의 모습을 수용
하는 동시에 변화에도 초점을 맞추는 수용과 변화의 종합을 주장하였으
며, 내담자가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면서도 변화의 초점을 두기위한 방법
으로 타당화 개입을 제시하였다. 타당화개입은 내담자의 왜곡된 기대나
신념에 대하여 반대 또는 통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적극적인 인정이라
고 볼 수 있으며,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서 내담
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그러한 근거들을 다시 내담자에게 전
달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Linehan, 1993).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
이 타당화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성경 등
(2009)에 의하면 타당화는 일종의 공감개념으로 내담자와 내담자의 반응
에 내재된 본질적인 의미와 이해가능성, 즉 타당성을 발견하고 이를 내
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김창대(2009)에 의하면 타당화란 내
담자의 경험자체를 있는 그대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을 의미한다.
Bohart & Greenberg(1997)에 의하면 타당화를 기존의 공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으나 타당화는 공감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점을 갖는다. Linehan(1993)에 의하면 타당화와 공감은 내
담자의 내적 참조의 틀(frame of reference)을 이해하고 이를 내담자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나, 타당화는 단순
히 내담자의 내적 참조의 틀(frame of reference)을 돌려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내적 참조의 틀(frame of reference)에 대한 판단
을 함께 내담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과 차이점을 갖는다(허
영주, 최한나, 2014). 또한 공감은 인간중심이론에 근거하여 내담자의 정
서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에 비해 타당화는 행동중심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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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며, 내담자의 정서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지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까지도 이해하고 전달한다는 데서 차이점을 지닌다(유성경 등,
2009).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타당화는 공감가는 다르게 여섯 가지 수준
별 분류가 가능하며 각각의 수준에 따라 개입방식과 다른 효과를 갖는다
(Linehan, 1997).

2) 타당화의 효과
Linehan(1997)은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러
한 수준별타당화 개입의 효과는 타당화의 각 수준별개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
루고자 하는 수준별타당화개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주는 부분이
다.
Linehan(1997)이 제시한 수준별타당화 분류에 따르면 3수준의 타당화는
“Articulating the Unverbalized”라고 정의하였다. 유성경 등(2006)의 연
구에서는 타당화 3수준의 개입에 대하여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 타당화 3수준의 개입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와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내담자의 감정이나, 기분
등을 읽어주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
도, 상담자가 판단했을 때, 내담자라면 이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담자에게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자의 개입을 통하여 내담자는 이전에는 자신이 미처 지각하
지 못하였거나, 또는 지각하였어도 신뢰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등에 대하여 지각할 수 있게 되며, 지속적인 상담자의 타당화개입
을 통하여 내담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또는 표현할 수
없었던 느낌이나 감정, 행동 등에 대하여 상담자가 알아주는 경험을 통
하여, 수용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수용경험을 통하여 내담자는 첫째로,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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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하여 알게 된다. 또한 그동안의 비수용적인 환경에서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던 감정이나 기분에 대하여서도 상담자의 타당화
개입을 통하여 확인하게 됨으로 자신에 감정이나 느낌에 대하여 확신을
얻는다. 둘째, 이러한 수용경험은 내담자에게 강력한 의사소통을 경험하
게 한다. 내담자는 이전에는 자신이 표현하지 못하였거나, 자신이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상담자가 인식하고 그것을 말해줌으로써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확장된 의사소통을 경험한다. 이전에 내담
자는 자신이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건이나. 자신이 이야기 할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에 대하여서도, 상담자가 먼저 알아주고 이야기
해줌으로써 상담자와 이야기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폭이 넓어진다.
Linehan(1997)이 제시한 수준별타당화 분류에 따르면 5수준의 타당화는
“Validating as Reasonable in the Moment”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성
경 등(2006)에 의하면 “내담자의 행동이 현재맥락에서 타당함을 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5수준의 타당화는 내담자의 행동이, 현재의 사건
이나 내담자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며, 합리적
이고, 근거있고, 의미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
의 반응이나, 의사소통에서 상담자가 판단하기에 이해받을 만한점들을
찾아서 내담자에게 전달해 준다. 상담자가 생각하기에 내담자의 행동이
부적응적일지라도, 현재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이야기 해줄 수
있다.
Linehan(1997)에 의하면 내담자는 상담자의 5수준의 개입을 통하여서
자신의 행동이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행동임을 이해하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
게 된다. 이러한 내담자의 깨달음은, 자신을 수용하는 한편 새로운 변화
를 갈망하게 만든다.
타당화의 효과를 검증한 Lynch 등(2006)의 연구에서 타당화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로, 상담자의 타당화개입은 내담자로 하여
금 안정된 자기감(sense of self)을 형성하도록 한다. 내담자는 상담자의
타당화를 통하여 자기개념과 불일치했던 경험을 재구성 하게 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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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험의 재구성은 내담자의 자기감에 안정을 가져온다. 둘째로, 타당
화개입은 정서적 각성의 감소를 가져온다. 자기개념에 대한 혼란은 내담
자의 감각을 활성화 시키며 인지정보처리 능력을 감소시킨다(Swann 등,
1992). 따라서 타당화 개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자기관을 형성한 내담자
는 정서적 각성에 있어 완화를 경험하며 이는 학습의 증진으로 이어진
다.
모의상담장면에서 타당화개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고유림(2012) 연구
에서는 타당화집단, 감정반영집단,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타당화개입의 효
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타당화는 연구참여자들의 부적정서를 낮추고,
자기수용과 관계맺음동기를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다. 자기
애성향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검증한 신서원(2014)의 연
구에서는 타당화집단과, 통제반응집단을 통하여 수치심과 분노, 공격성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타당화개입은 수치심과 분노, 공격성을 감
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검증한 김은준(2018)의 연구에서는 타당
화 2수준 개입과 5수준의 개입 이전에 측정한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국군장병의 부정적 정서, 관계
맺음 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높은 수준의 타당화개
입 일수록 국군장병의 자기수용과 부적 정서, 관계맺음 동기에 효과적이
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2. 수퍼비전
1) 수퍼비전의 정의
수퍼비전의 문자적 의미는, super(위에서)와 vision(바라보다)라는 단어
의 합성어로, “위에서 내려 보다”(Webster, 1966)라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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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anbill 등(1982)에 의하면 수퍼비전이란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치료적
역량의 발달을 도와주기 위하여 대인관계적으로 집중된 일대일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Hart(1982)는 수퍼비전을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의 역할
에 있는 초보상담자의 상담수행 검토를 통해 초보상담자가 전문적인 행
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인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수퍼비전에 대한 확장된 의미를 살펴보면 수퍼비전이란 숙련되고 경험
이 풍부한 수퍼바이저가 초보상담자의 상담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과 더불어 초보상
담자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의 복지를 보호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행위(Bernard & Goodyear, 2004)이다.
상담자들의 경우 실제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수업시간에 배운 상담이론
을 적용해보고, 상담의 기법을 적용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상
담자로써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상담
수행에서 초보상담자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
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초보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내담자를 향한 자신의 반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다.
김계현(1992)에 의하면, 수퍼비전은 상담자의 이론적인 영역과 실무적인
영역을 연결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담자 교육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
라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Hill 등(1981)의 연구에서도 전문적인
상담자로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초보상담자가 수퍼비전을 통하
여 체계적인 교육과 피드백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 한다.
특히 초보상담자의 경우 상담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나 적절한 개입방법의 부재, 부족한 사례개념화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
에 직면 하게 된다. 이러한 초보상담자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
리하는지에 따라서 발달을 할 것인지, 머물러 있을 것인지, 또는 침체될
것인지(Stoltenberg & Delworth, 1988)가 결정된다. 따라서 초보상담자가
한사람의 상담자로서 일정수준의 궤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수퍼비
전의 역할은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수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수퍼비전에 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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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상담자들이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퍼비전
방법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절에서는 수퍼비전 모델들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2) 수퍼비전 모델
수퍼비전 모델의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합의된 모델은 아직까지 존재하
지 않는다. 수퍼비전은 1800년도 후반 사회복지영역에서 훈련 중인 사회
복지사들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작한 것으로, 상담분야에 있어서
는 1925년 상담자 훈련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초기
수퍼비전 모델은 수퍼비전만의 고유한 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정신분석이나, 인간중심 이론, 인지-행동이론 등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
던 상담심리치료에 이론들에 기대어 발달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수퍼비전
에 활용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발달모델이나 통합적 모델과 같은
수퍼비전이 갖는 고유한 목적에 기반한 모델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수
퍼비전 모델의 발달은 수퍼비전이 상담의 하위요인으로 자리잡게 만들었
다(Benard, 2005).
Holloway(1992)의 경우 수퍼비전모델을 발달모델과 사회역할모델로 구
별하였다.

이러한

Holloway의

관점을

받아들여,

Benard

&

Goodyear(1998)는 수퍼비전 모델을 정신역동이론, 인간중심 이론, 인지
행동이론 등의 심리치료에 기초한 모델과 발달 모델, 사회역할 모델, 그
리고 통합적 모델로 구분하였다. Bradley & Ladany(2001) 수퍼비전 모
델을 체제접근, 문제중심, 도식중심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모델과 발달모
델, 그리고 심리치료에 근거한 모델로 구분하였다. Campbell(2000)의 경
우 수퍼비전 모델을 분류하면서 행동주의 정신역동, 실존주의 등의 심리
치료 이론에 기초한 모델과 발달모델, 상호작용 수퍼비전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수퍼비전 고유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자살위험과 경계선 성격장애를 치료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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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Linehan이 제시한 심리치료이론인 변증법적행동치료이론(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의 개입방법의 하나인 타당화개입이 수퍼비전
에서 갖는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수퍼비전 모델 중에서 심
리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발달한 수퍼비전 모델에 대하여 점 더 살펴보고
자 한다.

A. 심리치료 모델
심리치료를 위해 개발된 심리상담이론의 개념들을 수퍼비전에 적용하여
사용한다. 수퍼비전 고유의 모델이 개발되기 전에 수퍼바이저들은 자신
이 훈련받은 심리치료 이론에 기대어 수퍼비전을 실시하였다(White &
Russel, 1995). 심리치료의 모델은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심리치료 이론들
은 수퍼비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즉 심리치료모델에서는 심
리치료이론이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수퍼비전의
과정은 심리치료의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심리
치료의 주요 모델에는 심리역동적모델, 인간중심모델, 인지행동 모델 등
이 있다(Bernard& Goodyear,2004).
첫째, 심리역동적 수퍼비전(Psychodynamic Supervision) 모델은 정신분
석적 심리이론에 근거를 둔다.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내면에 존재
하는 무의식에 집중하며,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와 내담자 등의 타인
들과 형성하는 저항, 전이, 역전이와 같은 심리 역동에 중점을 둔다
(Bradley & Grould, 2001). 심리역동적 수퍼비전은 정신분석의 이론과
같이 그 역사가 길다. 이미 1920년대에 들어 수퍼비전이 이루어져 왔다
(Bernard & Goodyear, 1998).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역동적 수
퍼비전의 모델로는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는 상담에서
내담자와 수퍼바이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심리역동을 반복(Doehrmann,
1976) 하고 있다고 보는 평행과정모델(Parallel Process Model)이 있다.
두

번째,

인간중심

수퍼비전(Person-Centered Supervision)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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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s의 인간중심 이론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중심적 접근은 내담자를
자기실현성을 자긴 존재로 보았으며, 상담자가 무조건적인 긍정과 관심,
공감적 태도와 진실성을 통하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실현성을 발
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Rogers는 수퍼비전에도 관심이 많았는
데, 축어록과 회기보고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수퍼비전
방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Rogers의 인간중심 수퍼비전은 상담자에게도
스스로가 자신의 상담상황을 탐색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
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중심 수퍼비전에서 수퍼바
이저의 역할은 수퍼바이지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김창대 등, 2006).
세 번째, 인지행동 수퍼비전 모델의 기본적인 가정은 수퍼바이지의 행
동과 정서가 인지에 따라서 발생되며, 조절 가능하다는 것이다(Bradley,
2001). 인지행동상담이론을 바탕으로 한 유능한 상담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지행동에서의 상담자의 수행은 학습된 기술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수퍼비전에서는 효과적인 학습된 기술을 가르
치며, 상담자가 효과적인 학습기술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집중한다. Rosenbaum & Ronen(1998)에 의하면 인지행동주의 수퍼비전
의 목적을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Linehan(1979)에 따르면 인지행동 수퍼비전의 전략으로 반응조형, 반응
촉진, 반응 학습, 반응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인지행동 수퍼비전은 다른
심리상담이론을 배경으로 한 수퍼비전 모델에 비하여, 수퍼비전 목표설
정과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다.

3) 수퍼비전에서 타당화개입
수퍼비전은 상담자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의 핵심이다(김계현, 1992).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지의 상담수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상담을 받는 내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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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발달에 있어 수퍼비전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전문적
인 상담자 양성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수퍼비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수퍼비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수퍼비전의 요인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수퍼비전의 성과분석을 실
시한 Holloway & Neufeldt(1995)는 자신의 수퍼비전 성과연구에서 수퍼
비전을 수행하는 수퍼바이저의 역할수행을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수퍼비전에서의 수퍼바이저의 역할수행은 수퍼비전의 성과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있으며, 각각의 수퍼바이저들은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입방법
으로 수퍼비전을 진행한다. 수퍼비전을 진행하는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바
이저는 스스로가 공부한 심리치료 이론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의 심리치
료 이론들은 정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정서를 다루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 널리 인식되었기 때문이다(Whelton, 2004). 따라
서 수퍼비전에서도 이러한 정서를 다루는 심리치료이론의 영향을 받아
수파바이지가 경험하는 정서를 다루는 개입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을 것
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서중심치료를 주창한 L. Greenberg는 정서를 다루는 것이 복잡한 인
간 존재의 행동반응을 조절하는데 있어 핵심적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Greenberg(2002)는 정서의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개입이 없이도,
자신의 대한 자각과 수용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았다. 정서를 수용한 내
담자는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감정을 활성화 하며,
자신 안에 있는 욕구와 목표에 맞추어 자기를 재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Linahan(1993)은 정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단순한 정
서의 수용보다는 내담자의 존재에 대한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내
담자 스스로의 자기구성개념이 인정되지 않을 때, 혼란을 경험하며 정서
적 각성이 증가하며 증가된 정서적 각성은 인지적 혼란과 함께 새로운
정보처리의 실패로 이어진다(Swann 등, 1992). 따라서 내담자의 정서수
용을 위해서는 먼저 내담자의 자기구성개념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는 단순히 수퍼바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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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읽어주어 감정을 수용하는 것 이외에도, 수퍼바이지가 자신을 수
용하고 새로운 자신을 조직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란

Linehan(1993)이 자살 근접 행동(parasuicidual)을 보이는 환자들을 치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이론이나, 실제로 경계선 성격장애 이외의 다
른 장애에도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Marra, 2006). 특히 변증법적 행
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는 강렬한 정서적 고통을 경
험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는 내담
자들은 현재 자신의 느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 이들은 자신의 느낌
이나 경험에 대하여 수용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비수용적 환경은 내담
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높은 각성 상태를 지속하게 만든다.
이러한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고통에 대한 타당화개입은 내담자가 하여금
자신의 경험이 이해받을 만하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내담자는 자신을 수용하는 한편, 변화하고자 의지를 갖게 된다.
Linehan(1993)에 따르면 타당화개입이란, 내담자의 이야기로부터 상담자
가 내담자의 경험이 타당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다시 내담자에게 전
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타당화개입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존
재에 대한 수용과 동시에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의 대한 개념을
조직하게 된다.
수퍼비전에서의 타당화 개입이란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의 상담수행
에 대하여, 수퍼바이지가 직면했던 상담수행에서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나아가 수퍼바이지의 어려움이 타당했을만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
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수퍼바이저의 타당화개입을 통하여 수퍼바이
지는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였던 혹은 인식하였으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
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며, 나아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의 자
신을 희망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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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보상담자
1) 초보상담자의 정의
초보상담자란 이제 막 상담에 입문하여 전문적으로 상담을 수행하기 위
한 훈련과정에 있는 상담자를 의미한다. Hogan(1964)의 연구에 의하면
상담자는 연속적이고 위계적인 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 Skovholt &
Ronnestad(1992)는 100여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를 통하여
6단계의 상담자 발달단계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김계현(1992)이 “상
담자 교육 발단단계 모형”을 제시한 이래로 상담자 발달을 평가하는 준
거를 제시한 심홍섭(1998)의 연구 등 상담자 발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보상담자와 숙련상담자를 나누는 공통된 기준은
국내외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담자의 교육
수준, 상담경력, 수퍼비전 경험 등을 중심으로 초보상담자와 숙련상담자
를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계현, 문수정, 2000; 손진희,
2002; 심흥섭, 1998).
심흥섭(1998)은 자신의 연구에서 상담자의 교육수준, 상담경험, 수퍼비
전경험을 합하여 다시 상담자경험수준으로 환산하여 누적분포표에 따라
초보상담자, 중간상담자, 경력상담자로 구분하였으며, 김계현과 문수정
(2000)의 경우 상담자를 구분하는데 있어 교육학기 수가 3학기 이하이거
나 상담경력이 3학기 이하, 또는 수퍼비전 횟수가 15회 이하(1학기 이하)
인 경우가 초보상담자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였다. 손진희(2002)는 상담자
를 분류하는데 있어 상담경력이 3학기 이하이거나, 교육경력 학기수가 3
학기 이하이거나, 수퍼비전 횟수가 10회기 이하이거나, 상담회기 경험이
30회기 이하인 상담사 중 최소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초보상
담자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계현과 문수정(2000)이 정의한 초보상담자의 정의에
따라 대학원 교육수준 학기 수가 3학기 이하이거나, 상담경력 학기 수가
3학기 이하, 또는 수퍼비전 횟수가 15회 이하인 경우를 초보상담자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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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

2) 초보상담자의 특성
상담에 입문하여 배워가는 초보 상담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
다.
첫째로, 초보상담자는 상담 중 내담자의 언행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
신의 상담 수행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Hale & Stoltenberg,1988)을 보인
다. 초보상담자는 상담 중에 내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상담진행 방식이나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신경쓰
며, 내담자에게 적절한 개입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보
상담자의 수행은 내담자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담자에 대한 알아차림과 통찰이 빈약하다. 따라서 상담
자의 개입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근거하기보다는, 이전에 배웠던
이론에 근거한 개입이 주를 이룬다.
둘째로, 초보상담자들은 상담을 진행하는데 전반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다. 초보상담자가 호소하는 주된 어려움으로는 첫째, 내담자에 대한 사례
개념화이다. 초보상담자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
에 어려움을 느낀다. 사례계념화(case conceptualization)란 내담자의 성
격이나 특성, 심리적 역동, 대인관계와 호소문제 등을 합하여 종합적으로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계현, 2000). 상담자는 이러한 사례
개념화를 통하여 상담 목표설정이나, 진행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초보상
담자들의 사례개념화의 경우 내담자에 대하여 비현실적인거나 교과서적
으로 행하여질 때가 많다. 초보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는 눈에 보이는 정
보들에는 비교적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나, 대인관계, 심리적 역동, 애착
유형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들에 대하여는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
(Stoltenberg, 1998). 이러한 초보상담자들의 부족한 사례개념화는 상담구
조화에도 영향을 준다. 내담자에 대한 부족한 사례개념화는 초보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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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담목표를 설정을 피상적으로 만들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피상적
인 상담목표는 상담계획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한계를 지니게 된다.
셋째로, 초보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동기를 보인다. 상담의
경우 일정수준의 이론적 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상담을 진행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보상담자는 상담수행에 있어 높은 동기를 보인다. 이러한 초보
상담자의 태도는 상담에 대한 이론적 학습이나, 상담수행에 대한 의지를
고향하며, 상담수행에서 사용하는 개입방법들을 익히고, 수련하게 만든다
(Stoltenberg & Delworth, 1987). 그러나 이러한 초보상담자의 높은 동기
는 초보상담자가 수행하는 상담의 결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나
타날 수 있는데, 상담수행 결과가 성공을 반복한다면 초보상담자는 자신
의 상담수행 능력에 대하여 지나친 과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반면에 상담수행 결과가 실패를 반복한다면, 자신에 상담자 자질에 대한
회의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3)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수퍼비전
수퍼비전에 임하는 초보상담자들은 높은 수준의 불안을 호소한다. 초보
상담자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주된 이유로는 그들의 상담자발달수준에서
보이는 특성과 관련이 높다. Ronnestad & Skovholt(2003)는 상담자 발
달 단계를 여섯 가지 단계로 제시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상담
자의 발달 특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Ronnestad & Skovholt(2003)
가 이야기한 상담자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4단계(초보전문가 상태)까지
를 초보상담사라고 볼 수 있는데,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발달
적 특성으로는 상담에 대한 전반적 지식의 부족과 상담수행능력의 부족
등을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Ronnestad & Skovholt(2003)의 구분 이외

에도 다른 여러 가지 상담자 발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초보상담자
들은 이제 막 상담을 시작한 상담사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보상담자들
은 상담실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의 대한 사례개념화 능력의 부족이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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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구조화 하는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상담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
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수퍼비전에 임하지만, 수퍼비전에서 수
퍼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수퍼바이저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하여 신경쓰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불안을
호소한다. 이러한 초보상담자의 특성은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 수퍼
바이지의 작업동맹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홍지영(2008)에 따
르면 수퍼비전에서의 작업동맹은 수퍼비전의 성과를 좌우한다. 따라서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는 이러한 초보상
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수용해 줄 수 있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수퍼비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부적정서를 다루는 수퍼바이저의 개입으
로는 타당화개입(Linehan, 1993)이 있다. 타당화개입은 수퍼바이저의 입
장에서 초보상담자가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정서경험이 그랬을 만하다
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초보상담자는 이러한 수퍼바이저의 개입을
통하여서, 자신이 경험하는 있는 그대로의 부적정서를 인식하게 된다. 이
러한 부적정서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으
며, 나아가 자신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Marr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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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숭
실대, 아주대)에 재학 중인 상담전공 석사과정생 75명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연구의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대상자를 초보상담자로 한정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초보상담자의 기

준은 교육학기 수가 3학기 이하이거나 상담경력이 3학기 이하, 또는 수
퍼비전 횟수가15회 이하(1학기 이하)인 대상을 초보상담자로 정의하여
선발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75명의 참여자들 중 “시나
리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4명과 연구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명을 제외한 60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14명과 여자 46명으로 분포 되어 있었으며,
연령은 22살-40세(M=27.45,SD=1.9)로 분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
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변인
성별

나이

구분
남
여
24
25
26
27
28
29

사례수
14
46
5
16
9
10
6
3

백분율 %
23.33
76.66
8.33
26.66
15
16.66
10
5

30

4

6.66

31

1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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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상담경력

수퍼비전 횟수

32

1

1.66

35

2

3.33

36
39
40
석사 재학
석사 졸업
박사 재학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1-5회기
6-10회기
11-15회기

1
1
1
51
8
1
26
26
2
6
46
9
5
60

1.66
1.66
1.66
85
13.33
1.66
43.33
43.33
3.33
10
76.66
15
8.33
100

총합

본 연구는 60명의 참가자들을 수준별 타당화개입 정도에 따라 5수준 개
입집단(30명)과 3단계 개입집단(30명)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실험 집단의
구성은 표2와 같다.

표2. 실험 집단 구성
구분
타당화 3집단

타당화 5집단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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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6
24
30
8
22
30
60

백분율 %
10
40
50
13.33
36.66
50
100

2. 연구 도구
1) 연구자극
(1) 가상 시나리오
본 연구는 실제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지만, 각각의 초
보상담자들 간의 수준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가상시나리오 이입을 사
용하였다. 시나리오는 초보 상담자들이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Goodyear

&

Guzzardo(2000)에 의하면 초보 상담자들은 실제 상담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내담자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사례개념화로 인하여 어려움
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초보상담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전문기술이나, 심리적인 지원 역시 부족하며, 이러한 요인은 초보상
담자로 하여금 더욱 높은 불안을 경험하게 만든다. 또한 초보상담자들은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지
니고 있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는 초보상담자에게 상담수행에 대한 부담
을 증가 시키며, 결과적으로는 상담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 본 시
나리오는 초보상담자가 상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을 법한 어
려움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모두가 상담을 수행하는 초보상담자들인 것을 고
려하여, 상담자가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고민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나리오의 초안을 전공 교수1인, 박사 3인의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최종 시나리오로 작성되었으며, 가상 시나리오의 대본은
부록 1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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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자극(수준별 타당화개입 영상)
본 연구는 모의 수퍼비전에서 수준별 타당화개입을 관찰한 초보상담자
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타당화 5수준의 개
입을 담은 수퍼비전 영상과 타당화 3수준의 개입을 담은 수퍼비전 영상
을 준비하였다. 타당화 5수준의 영상의 경우 실험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영상에 몰입하기 위하여, Linehan(1993)이 제시한 타당화 5수준의 특성
을 반영하고자 초보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했던 감정과 수행했던 상담수
행에 대하여 타당화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당화 3수
준의 영상의 경우 초보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했던 감정에 대한 타당화
만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상담교수 1인과 박사
3인의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수정하였다. 영상을 촬영을 위하여, 상담심리
학회 1급 자격증 소유자를 섭외하여, 수퍼바이저의 역할을 수행시켰으며,
초보상담자의 역할은 연구자가 맡아서, 쵤영을 진행하였다. 타당화 3수준
개입 영상의 길이는 3분 30초이며, 5수준 개입영상의 경우 3분 45초였다.
각 영상의 시나리오는 부록 2와 3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적정서
본 연구에서는 각 수준별 타당화 개입영상을 시청한 후 초보상담자가
느끼는 부적정서의 감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홍창희(2004)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 정서경험척도(2004)를 사용하였다. 한국정서경험 척도의
경우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정서경험 척도는 정적정서경험과, 부적정서경험을
측정하는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필요한 부적정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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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기 위하여, 22개의 문항중 11개의 문항만을 이용하였다.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5)’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홍창희(2004)의 연구에서의 문항간의 내적합치도는 .90으로 보고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 내적합치도는 .88으로 보고되었다.

(2)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각 수준별 타당화개입 영상을 시청한 후의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Lent 등
(2003)이 Hill과 O'Brien(1999)이 제안한 조력기술모델과 Goodyear &
Guzzardo(2000)의 상담자 기능에 대한 발달적 관점을 토대로 개발한 척
도를 국내에서 이수현 등(2007)이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척도CAESE(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
의 경우 조력기술자기효능감(16문항), 회기관리자기효능감(15문항), 상담
난제자기효능감(10문항)을 측정하는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교수와의 논의를 거쳐 수퍼비전에서 타당화 개입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고 판단된, 조력기술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항들만을 선
별하여 사용하였다. 조력기술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항의 개수는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15개의 문항 중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를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문항선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14번 문항을 제외한 14개
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조력기술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다시 탐색기술, 활동기술,
통찰기술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색기술을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경청하기, 감정반영, 개방형질문, 재진술, 주의기울이기를 측
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기술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정보
제공, 직접적인 지도 과제를 측정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
찰기술을 구성하는 문항으로는 통찰자기개방, 직면, 탐색자기개방,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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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침묵, 해석과 관련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7)’까지 7점 Likurt 척도로 응답
하도록 되어 있다.
이수현 등(2007)의 연구에서 문항간의 내적합치도는 .86으로 보고되었
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의 내적합치도는 .81으로 보고되었다.

(3) 자기수용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자기수용이란 초보상담자가 자신의 상담수행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온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보
상담자의 경우 자신의 상담수행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두려움과 무기력함
에 빠지는 경우가 관찰된다. 이러한 초보 상담자의 상담수행에서의 부족
함은 상담자라면 누구나 경험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상담수행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각 수준별 타당화 개입영상을 시청한 후의 초
보상담자가 경험하는 자기수용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여, Chamberlain
과 Hagga(2001)가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측정하는 질문지(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USAQ)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김사라형선(2005)이 자신의 연구에서 USQAQ질문지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를 번안하고 타당화 하였
다. 그러나 고유림(2011)과 김은준(2018)의 타당화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
서는 신뢰도가 .60으로 떨어지는 문항들과, 문항-총점 상관이 .2 이하로
떨어지는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분이 .30이하로 떨어지는 8
개의 문항을 제거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12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유림의 연구에서의 문항간의 내
적 합치도는 .87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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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작확인
본 연구는 수퍼비전에서 수준별 타당화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써, 피험자가 지각한 타당화 개입의 효과차이가 중요하다. 따라서 수준별
개입에 따른 집단원들이 지각한 타당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제
시하였다. 피험자는 7점 Likert 척도로 제시된 타당화 조작확인과 관련하
여 6문항을 질문 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부록4.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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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절차
1) 실험과정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표 3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자 혼자서 모
든 실험을 통제하고 진행하였다. 실험은 평균 20-25분이 소요되었다.
표3. 실험절차
순서

내용

자료

1
2

실험안내 및 동의서 작성
시나리오 읽고 이입하기

3

사전측정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
시나리오 자료
부적정서 질문지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질문지
자기수용 질문지

집단별 영상시청 (타당화
4

3수준)
집단별 영상시청 (타당화
5수준)

5
6

사후측정

소요시간
(분)
1
3
1
2
2

타당화 3수준 동영상
4
타당화 5수준 동영상
부적정서 질문지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질문지
자기수용 질문지

디브리핑

1
2
2
3

(1) 실험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자는 본 실험을 시작하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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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정보와 함께 연구의 절차와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연구의 목적의 경우 사전에 이야기 해주
는 것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실험이 끝나고 설
명해준다고 이야기 하였다.

(2) 시나리오 읽고 이입하기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 등장하는 초보상담자 A가
자신이라고 생각한 후 읽어달라고 지시하였다. 약 2분 정도 시나리오를
읽도록 한 다음 피험자에게 눈을 감게 하고 연구자는 다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여러분이 방금 읽은 내용에 등장하는 초보상담자 A라고 생각해 주십시
오. 만약 여러분이 초보상담자 A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들을 느꼈
을지 최대한 분명하고 생생하게 상상해 주십시오. 제가 눈을 뜨라고 말
씀드리기 전까지 계속 생각해 주십시오.”
연구자의 지시를 듣고 나서 참여자들은 지시에 따라 눈을 감고 약 1분
정도 시나리오 속 인물에게 이입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사전측정
시나리오에 이입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피험자들은 사전측정을 위한 설
문지에 응답하였다. 사전측정에서는 시나리오를 읽은 뒤 참여자들이 경
험하는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자기수용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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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별 영상 시청
사전 설문지를 마친 실험자들에게는 초보상담자 수준별 타당화 개입이
담긴 수퍼비전을 영상을 시청하도록 안내하였다.

(5) 사후측정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는 피험자들이 경험하는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
기효능감, 자기수용을 측정하는 사후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실시하였다.

(6) 디브리핑
사후측정을 위한 설문지 작성이 완료되고 나서 피험자들은 실험에 대한
디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피험자들에게 연구의 소감을 묻는 질
문을 던졌고,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연구와 관련하여 피험자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피험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금(1만원)을
지급하였다.

- 31 -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수준별 타당화 개입
이 초보상담자의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그리고 자기수용에 미
치는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두 단계의 검증이 실
시되었다. 먼저 각각의 개입의 사전점수들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두 집단이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두 집단이 동질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각각의 개입에 대한 사후점수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하였다. 이는 3단계 타당화 개입집단과 5단계 타당화 개입집단
간에 효과차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자료 분
석에는 SPSS 23.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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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조작확인
피험자들이 수준별 타당화 개입 영상을 시청하고, 난 후 영상에 따라
타당화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4
와 같다.
수준별 타당화개입에 대한 효과를 질문하는 6문항에 대한 피험자가 응
답한 점수의 범위는 21점에서 41점 사이로 나타났다. 점수 결과는 5수준
의

타당화개입집단(M=33.80,

SD=3.112)이

3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

(M=27.33, SD=2.928)에 비해 지각한 타당화에 대한 효과가 더욱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 간 지각한 타당화개입의 효과차이는 통계
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따라서 수준별 타당화개입 영상이 연구자의 의도
대로 피험자에게 다르게 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4. 타당화 정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집단
타당화 3수준
타당화
정도

(n=30)
타당화 5수준
(n=30)

M

SD

27.33

2.928

33.80

3.112

t값

유의확률

-8.289

0.000

* p < .05

2. 집단의 동질성 검증
집단 간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수퍼
바이저의 타당화개입 영상을 시청하기 이전인 사전 검사 점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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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각 집단 간 사전점수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부적정서
질문지에 대한 타당화 3수준의 개입집단(M=37.20, SD=6.21)과, 5수준의
개입집단(M=37.567, SD=6.96)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
며, 따라서 동질집단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질문지에 대한 타당화 3수준의 개입집단(M=42.46, SD=9.36)과, 5수준의
개입집단(M=44.13, SD=10.07)과의 사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집단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기수용 질문지에 대한 타당화 3수준의 개입집단(M=48.23, SD=7.98)과,
5수준의 개입집단(M=47.13, SD=5.52)과의 사전 점수 차이 또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두 집단 역시 동질집단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5. 사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집단
타당화 3수준
부적정서
상담자활
동
자기효능
감
자기수용

(n=30)
타당화 5수준
(n=30)
타당화 3수준
(n=30)
타당화 5수준
(n=30)
타당화 3수준
(n=30)
타당화 5수준
(n=30)

M

사전

37.200

SD

t

p

-.215

.830

-.664

.510

.621

.537

6.2168

37.567

6.9614

42.467

9.3651

44.133

10.0781

48.233

7.9814

47.133

5.5257

* p < .05

각각의 집단참여자들의 정보를 살펴보면, 타당화개입 3수준 집단의 경
우, 성별(남자7명, 여자23명) 나이(평균27.13세), 학력(석사재학25명 , 석
사졸업5명) 상담경력(1학기이하 12명, 2학기이하 16명, 3학기이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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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전경험(1-5회기 25명, 6-10회기 3명, 11-15회기 2명)으로 나타났으
며, 타당화개입 5수준 집단의 경우, 성별(남자6명, 여자24명) 나이(평균
27.76세), 학력(석사재학26명, 석사졸업3명, 박사재학1명) 상담경력(1학기
이하 14명, 2학기이하 10명, 4학기이하 6명), 수퍼비전경험(1-5회기 21명,
2-10회기 6명, 11-15회기 3명)
으로 나타났다.

3. 부적정서 변화
초보 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가상의 시나리오에 이
입하는 과정을 거친 후, 측정한 불안의 사전 검사 점수와, 타당화개입 영
상 시청 이후 측정한 불안의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표는 표6에
제시하였다.
표6. 집단별 부적정서 점수의 기술통계
사전
집단
타당화 3수준
부적

(n=30)

정서

타당화 5수준
(n=30)

차이

사후

(사전-사

M

SD

M

SD

37.200

6.2168

24.333

7.5170

12.8667

37.567

6.9614

19.167

5.7059

18.4000

후)

표7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타당화 3수준의 개입집단과 타당화 5수준의
개입집단의 불안에 관한 사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t검증 결과, 두 집단
의 불안에 대한 사전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확인되
었기 때문에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수퍼바이저의 수준
별 타당화개입 영상을 시청 후, 측정한 불안의 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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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준별 타당화 개입에 따른 부적정서 감소에 관한 효과에 차이가 발
생했는지 검증해 볼 수 있었다. 불안의 사후점수의 평균은 타당화 5단계
개입집단(M=19.16, SD=5.70)이 3단계개입집단(M=24.33, SD=7.51)에 비
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5수준의 타당화 개입집단의 사후 점수가 3수준의 타당화 개
입 집단의 사후점수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수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부적정서
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타당화 5수준의 개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표7. 불안의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집단
타당화 3수준
부적정서

(n=30)
타당화 5수준
(n=30)

M

사후

SD

24.333

7.5170

19.167

5.7059

t

p

2.999

.004

* p < .05

4.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의 변화
초보 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가상의 시나리오에 이
입하는 과정을 거친 후, 측정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검사
점수와 , 수준별 타당화개입영상 시청 후에 측정한 상담자활동자기효능
감의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표는 표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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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집단별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점수의 기술통계
집단
상담자

타당화 3수준

활동

(n=30)

자기

타당화 5수준

효능감

(n=30)

사전

사후

차이

M

SD

M

SD

(사전-사후)

42.467

9.3651

55.567

9.2277

-13.1

44.133

10.0781

66.833

6.6233

-22.7

표5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타당화 3수준의 개입집단과 타당화 5수준의
개입 집단의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에 관한 사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확
인되었기 때문에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준별
타당화개입영상 시청이후,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
교하여, 수준별타당화개입에 따른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중가에 관한 효
과 차이가 있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었다.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의 사
후점수의 평균은 5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M=66.83, SD=6.62)이 3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M=55.56, SD=9.2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후검사점수를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수준별타당화개입의
효과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수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의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기는데 있
어서는 타당화 5수준의 개입이 더 효과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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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집단
상담자활
동 자기
효능감

M

타당화 3수준

사후

55.567

(n=30)
타당화 5수준

66.833

(n=30)

t

p

-5.433

.000

SD
9.2277
6.6233

* p < .05

5. 자기수용 변화
초보 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가상의 시나리오에 이
입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피험자가 지각한 자기수용에 대하여 측정한 자
기수용

사전 검사 점수와, 수준별타당화개입 영상 시청 후에 피험자가

경험하는 자기수용에 대한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표10에 제시하였다.
표10. 집단별 자기수용 점수의 기술통계
사전
집단
타당화 3수준
자기
수용

(n=30)
타당화 5수준
(n=30)

차이

사후

(사전-사

M

SD

M

SD

48.233

7.9814

52.600

6.6051

-4.367

47.133

5.5257

53.933

5.5019

-6.8

후)

표5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타당화 3수준의 개입집단과 타당화 5수준의
개입집단의 자기수용에 관한 사전점수에 대하여 독립표본t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에, 두 집단의 동질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퍼바이저의 수준별타당화개입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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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한 후, 측정한 자기수용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여, 수준별 타당
화개입에 따른 자기수용 중가에 관한 효과 차이가 있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었다.

(M=53.933,

자기수용

사후점수의

SD=5.5019)이

평균은

3수준의

5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

타당화개입집단(M=52.600,

SD=6.605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후검사점수를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
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수준의 타당화 개입집단의 사후 점수가 3수
준의 타당화개입집단의 사후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수퍼비전에서의 타당화 3수준의
개입과 타당화 5수준의개입은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자기수용에 있어서
동일한 효과를 보였다.
표11. 자기수용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집단
타당화 3수준
자기수용

(n=30)
타당화 5수준
(n=30)

사후
M

SD

52.600

6.6051

53.933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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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9

t

p

-.850

.399

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수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수준별 타당화개입
이 초보상담자의 부적정서와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그리고 자기수용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연구 대상으로는 현제 상담을 공부 중에 있는 초보 상담자를 대상으로
실험참여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초보상담자에게 상담수행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어려움이 담긴 가상의 시
나리오를 읽고 몰입하게 만들었다. 초보상담자를 시나리오에 이입 시키
는 절차를 거친 후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기효
능감, 자기수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에, 각각의 집단에 대하여 타당화 3수준과 5수준의 개입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는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기효
능감, 자기수용 대한 사후 측정을 실시하여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결과분석을 위하여서는 두 단계의 검증이 실시되었다. 첫째
로, 부적정서와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자기수용의 사전점수에 대하여 독
립t검증을 실시하여 각각의 집단들이 동질한 집단인지를 확인하였다. 집
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음으로 둘째로, 수준별 타당화개입 이후 측정한
부적정서와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자기수용의 사후점수에 대한 평균비
교를 통하여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효과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부적정서에 대한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사후점수 비교에 있어
서는 높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이 낮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또한 높은 수준의 타
당화개입집단이 낮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에 비해 사후 점수가 유의미
하게 높았다. 연구의 가설이 본 연구를 통해 지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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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자기수용의 사후점수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집
단이 낮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연구가설이 실험을 통해 지지받지 못한 것이
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준별 타당화개입 결과에 대한 논의
Linehan(1993)이 제시한 타당화개입은 여섯가지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사용한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경우에는 3수준
의 타당화개입과 5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3수준
의 타당화개입이란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유성경 등, 2006)으로
정의될 수 있다. 3수준의 타당화개입은 내담자가 표현하지 않은 감정이
나 느낌 등을 상담자가 알아주고, 내담자에게 표현해 주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이러한 3수준의 타당화개입은 내담자로 하여금 이전에는 자
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주
변의 비우호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정확히 알지 못했던 감정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수용적인 분위기를 통하여 내
담자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상담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그동안 이야기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을 형성할 수 있다. 5수준의 타당화개입이란 내담자의 행동이 현재맥
락에서 타당함을 전달해 주는 것(유성경 등, 2006)으로 정의될 수 있다.
5수준의 타당화개입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행동이 현재의 맥락에서
타당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이러한 타당화 개입을 통하여 내담자는
자신의 행동을 수용하면서도,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
게 된다.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비교한 유성경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타당화개입의 효과는 타당화개입을 받은 횟수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닌,
얼마나 높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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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중 부적정서와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결과는 유성경 등(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모의상담에서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감정반영의 효과와 비교한 고
유림(2012)의 연구에서는 타당화개입이 감정반영과 비교할 때, 부적정서
와 자기수용, 관계맺음 동기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효과를 가져 온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3수준의 타당화개입에 대한 정의와
효과를 살펴보면, 3수준의 타당화개입은 상담개입 방법 중 하나인 감정
반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반영(reflection)이란 내담
자의 메시지나, 메시지 안에서 상담자가 판단한 내담자의 감정을 진술하
거나 표현하는 것이다. Hill & O'Brien(2001)은 감정반영에 효과에 대하
여 감정반영은 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였어도 표현하지 못
했던 감정들을 인지하게 하며,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3수준의 타당화개입이
감정반영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때, 연구자가 설정한 독립변인은 감정반
영과 5수준의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비교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부분
적으로 고유림(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준별 타당화개입에 관한 자기수용점수를 살펴보면, 3수준과 5수준의
개입 모두 자기수용의 사전검사점수에 비해 사후검사점수가 상승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준별 타당화개입 이후에 측정한 사후점
수를 대상으로 하여 독립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수용의 사후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5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
은 집단이 3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은 집단에 비하여, 자기수용의 증가
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높은 수준
의 타당화개입이 자기수용에 있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연구가설과는
불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볼 수 있다.
몇몇의 실험 참여자들은 실험 영상에서 타당화를 제공해 주는 수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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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선생님의 이야기와 행동이 따듯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수퍼비
전에서 이러한 수퍼바이저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러한 참
여자들의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많은 연구의 참여자들이 연구자가 의
도하지 않은 자극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상담에
서 비언어적인 행동이 내담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김동연, 한
미령(1991)의 연구에 의하면, 상담자의 고개 끄덕임, 내담자와의 눈 맞춤,
내담자를 향한 몸의 기울임 등의 비언어적 행동은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
자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3분 30초

정

도의 영상의 길이를 생각해 볼 때, 수퍼바이저의 수용적인 행동이 초보
상담자가 지각한 자기수용에 있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
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가 상담 연구 및 실제에 주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는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수
퍼비전상황에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타당화개입의 효
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상담장면에서의 타당화개입에 대한 효과를 검
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수준별 타당화개입이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퍼비전상황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부적정서와 상담자활동자
기효능감과 자기수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타당화개입이 효과
를 보이는 맥락과 적용대상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서 의의를 지
닌다.
둘째로 이 연구는 수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라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
에 대한 개입방법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초보상담자가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수퍼바이저와 초보상담자의 작업동맹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이는 효과적인 수퍼비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
게 하여, 수퍼비전의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성공적
인 수퍼비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퍼바이저의 적절한 개입을 필요로

- 43 -

한다. 국내의 수퍼비전 연구의 경우 수퍼바이지가 지각한 수퍼비전의 효
과와 관련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수퍼비전에서 사용되는 개입
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더욱 높
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일수록 초보상담자가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부적
정서를 감소와 조력기술효능감의 증가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연구에서 밝혀진 이러한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통해 수퍼바
이저는 초보상담자와 성공적인 수퍼비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수퍼비전을 이끌어 나가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
를 지닌다.
셋째로 본 연구는 모의 수퍼비전영상을 통하여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효
과를 측정하였다는데서 의의를 갖는다. 상담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는
현장연구로 진행이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연구는 실험연구와 비
교할 때, 실험자가 각각의 변인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각각의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해 진다는 어려
움이 있다(김계현, 2000). 본 연구에서는 수퍼비전에서의 수준별 타당화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택함으로 현장연구와 비교
할 때,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여 내적 타당도를 확
보하였으며, 상담에서의 개입의 효과를 확인한 기존의 연구(김은하,
2011; 윤정순, 2010; 이정민, 2012; 고유림, 2013; 신서원, 2014; 김은준
2018;)등 과 비교할 때, 연구의 대상이 잠재적 수행대상자가 아니라, 실
제 상담을 진행 중인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외
적타당도 또한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 제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
계를 갖는다.
첫째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 초보상담자 집단을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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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의 대상자인 초보상담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김계현 문수정(2000)의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서
울, 경기지역 5개 학교의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졸업생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학력수준
이 높으며, 대부분의 성별이 여자이고, 평균 나이가 27세라는 점 등에서
전체적인 초보상담자 집단을 대표하는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이러한 연구 참여자 그룹의 성격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집단을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실제 수퍼비전상황이 아닌, 모의수퍼비전 상황에서의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검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모의수
퍼비전은 실제수퍼비전과 비교할 때,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선정,
수퍼비전 대화의 주제, 수퍼비전에서 보여주는 행동 등을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통제는 현실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자의 노력이었으나, 실제 수퍼비전 상황과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연
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수퍼비전 상황에서의 타당화개입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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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가상 시나리오
*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초보상담자 A 의 입장을 상상해 보면서 다음 이
야기를 읽어주세요.

오늘은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내담자 OO씨와 4회기 상담이 있는 날이
다. 상담은 오후 5시이지만 A씨는 이른 아침부터 오늘 오후 상담이 신
경이 쓰여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A씨는 내담자를 만나 상담을
하는 것이 너무 긴장되고 무섭다.
A씨가 상담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A씨의 내담자가
반응이 너무 없다는 점이다. 내담자의 반응 없는 태도가 마치 A씨가
초보상담자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A씨는 내담자가 차라리
자신한테 화를 내던지, 울어도 좋으니 반응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
고 생각한다. 지난번 회기에는 내담자가 너무 반응이 없고 A씨도 할
말이 없어서 5분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A씨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상
담을 10분 일찍 끝냈다.... A씨가 상담이론 수업을 배울 때는 내담자의
침묵도 상담에 있어 중요한 소재라고 배웠는데, 실제와는 다른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가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상담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다. 자신이 프로이드나 로저스까지는 아니더라
도 우울증을 호소하는 내담자와 라포도 형성하고.. 수업시간에 배운 우
울증에 효과적이라는 인지행동 기법을 적용하여 내담자를 잘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 4회기를 맞이한 지금 A씨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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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간에 배웠던 이론이나 기법도 실제 상담실에서 내담자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상담시간에 내담자에게 집중하고 있
다 보면, 수업시간에 배운 것들을 상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심지어 저 내담자가 우울증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내 상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창피하기만
하다.
내일은 처음으로 수퍼비전이 있는데 A씨는 걱정이 앞선다. 수퍼바
이저 선생님에게 상담을 이렇게 했다고 혼이 날 것만 같다. 또한 A씨
는 자신이 상담에 소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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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타당화 3단계 영상 축어록

타당화 3단계
수1: 상담은 어땠나요?
상1: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진행한 상담은
쉽지 않았어요.... 상담이 제 생각과 너무 다르고 당황스러웠어요.
이론으로 배웠을 때는 저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
상해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내담자가 너무 반응이 없어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많이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수2: 처음으로 맡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00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
려웠고, 잘 했는지 걱정도 되었다는 거죠?
상2: 네. 수업시간에 이론으로 상담을 배울 때는 저도 상담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 이론으로 배
웠던 것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배운 것을 어떻게 적
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배웠던 것이 생각이 잘 나지도 않
았고요.
수3: 실재로 상담을 해보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상
담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상3: 네 맞아요. 제가 상담을 너무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상담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특히 내담자가 반응을 잘 해주지 않
아 더 힘들었어요. 내담자가 말이 없었는데, 제가 제대로 상담을
못하고 있어서 내담자가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수4: 00씨는 내담자가 반응을 잘 해주지 않았던 것이 “혹시 00씨 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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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까?”라는 생각에 더욱 힘들어 하는 것 같군요.
상4: .... 맞아요... 내담자가 반응이 없었던 점이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도 많이 돼요. 이 내담자와 어떻게 상담

을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제가 상담을 잘 할 수 있을
지...
수5: 첫 상담 케이스가 생각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가 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담을 잘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가 보군요. 그러한 00씨의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00
씨가 좋은 상담자가 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해요. 그러나 00씨가 이번일로 이하여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한
다면, 앞으로 00씨가 계속해서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 할 수도 있어요.
상5: 아.. 그럴까요?? 이러한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까요?? 저도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상담케이스를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상담을 공부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
어요,. 제가 상담에 소질이 없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 되고.. 이
제는 돈도 벌어야 하는데 상담을 이렇게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
나 싶기도 하고요...
수6: 물론이에요. 이러한 경험이 00씨의 앞으로의 상담경력에 큰 도움
이 될 거에요. 지금만 봐도 00씨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잔아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00씨가
앞으로 좋은 상담사가 될 수도, 아니면 계속해서 상담을 어려워
할 수도 있어요.
상6: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려있겠
군요. 이번에는 제가 맡은 첫 케이스라서 그런지 결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자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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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
고 보니,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한다면 저 역시도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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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타당화 5단계 영상 축어록

타당화 5단계
수1: 상담은 어땠어요?
상1: 상담이 제 생각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네요. 수업에서 이론으로
배울 때는 저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상담실에
서 상담을 해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내담자가 너무 반응이
없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지 많이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수2: 맞아요. 처음 상담 할 때는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되는 것이 당
연한 것 같아요. 상담을 할 때는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내
담자의 반응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00씨는 상담을 잘 하고 싶었나 봐요?
상2: 네, 맞아요. 상담을 잘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상담이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해 본적이 없었어요. 이론
도 많이 외웠고, 나름 준비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막상 내담자
를 만나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너무 막막했
던 것 같아요. 특히 내담자가 반응이 없으니, 그점이 너무 어려
웠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말을 계속 해야 할 것 같았고... 그런
대,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 제가 하는 말을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왜 그리 행동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3: 00씨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았나 보내요? 그렇죠.. 상
담실에서의 내담자의 반응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준
비했던 것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저 또한 상담을 할 때,
생각했던 것처럼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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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3: 아!!! 선생님도 생각하신 것처럼 상담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수4: 네 맞아요. 저도 상담을 하다보면 생각대로 상담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상4: 그러시구나...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생각한대로, 상담이 잘 진
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아서... 그런대 선생님도 생각하신대로 상담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 해주시니... 놀랍네요. 상담은 생
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수5: 그죠. 상담은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반응이 없는 내담자
와 상담을 하는 방법 또한 익숙해 질 거라고 생각해요.
상5: 아... 내담자가 반응이 없는 것이 제가 상담을 잘못해서 그런 것
은 아닐까요?
수6: 내담자가 반응이 없는 것은 00씨가 잘못해서 일수도 있지만, 내
담자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 일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상담
이 4회기 진행된 것으로 보아 00씨가 상담을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아마 내담자가 반응이 없는 편이다고 생
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6: 아 그렇군요. 저는 제가 상담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지난번에는 상담시간이 10분 일찍 끝나기도 했거든요. 제가 준비
가 많이 부족했었나? 내가 상담에 소질이 없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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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7: 음, 00씨가 상담을 10분 일찍 끝낸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담자가 의지가 없는데, 상담자가 계속해서 상담을 끌고 간다고
해서 상담이 잘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같았어도
상담을 일찍 끝냈을 것 같아요.
상7: 아 정말이요?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상담이
소질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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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타당화 조작확인문항

전 거 조
혀 의 금
그 그 그
문항

렇 렇 렇
지 지 지
않 않 않

보
통
이
다

조 거 항
금 의 상
그 그 그
렇 렇 렇
다 다 다

다 다 다
1
2
3

초보 상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이 잘 이해가
된다.
수퍼바이저는 초보상담자의 감정을 잘
반영해 주었다.
수퍼바이저는 초보상담자가 자신의 상담
경험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의 감정 뒤에
4

숨겨진 긍정적인 의미에 대하여 알게 해
주었다.
수퍼바이저는 초보상담자가 상담에서 취한

5

6

(감정, 행동) 반응의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알려주어, 초보상담자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게 해 주었다.
수퍼바이저는 초보상담자의 마음을 잘
읽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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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사전 질문지
1. 당신이 이 이야기 속의 초보상담자라면. 다음의 감정들을 얼마나 느꼈
을지 표시해주십시오.

문항

전

조

혀

금

그

그

렇

렇

지

지

않

않

다

다

보
통
이
다

다

매

소

우

그

그

렇

렇

다

다

1

분노한

1

2

3

4

5

2

부아가 나는

1

2

3

4

5

3

두려운

1

2

3

4

5

4

겁나는

1

2

3

4

5

5

신경질 나는

1

2

3

4

5

6

속상한

1

2

3

4

5

7

기가 막히는

1

2

3

4

5

8

상실감 느끼는

1

2

3

4

5

9

소외감 드는

1

2

3

4

5

10

짜증나는

1

2

3

4

5

11

억울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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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신이 이야기 속의 초보상담자라면 다음의 문항들이 상담자의 현재
상태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전 거 조
혀 의 금
그 그 그
문항

렇 렇 렇
지 지 지
않 않 않

보
통
이
다

조 거 항
금 의 상
그 그 그
렇 렇 렇
다 다 다

다 다 다
1
2
3

4

5

6

내담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포착하고
이해한다.
내담자의 감정을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진술을 반복하거나 바꿔 말해준다.
내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명료화하거
나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한다.
내담자가 말한 것을 간결하고 구체적
이며 분명하게 반복하거나 바꿔서 말
해준다.
신체적으로 당신의 몸을 내담자에게로
향한다.
자료, 의견, 사실, 자원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내담자에게 제시 하거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나 가르친다.
내담자가 취할 행동을 암시하는 제안,
7

8
9

지시 또는 조언 등 을 내담자에게 제
공한다.
내담자가 회기와 회기 사이에 시도할
치료적인 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개인적인 통찰을 얻었던 상담자 자신
의 과거 경험에 대해 털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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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
10

11

12

13

14

은 바꾸고 싶어하지 않거나 바꿀 수
없는

불일치,

모순，방어，비합리적

신념 등을 지적해준다.
상담자의 성장사, 자격, 혹은 느낌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드러낸다.
치료적 관계, 내담자와의 관계 또는
내담자에 대한 당신 자신의 즉각적인
느낌을 털어 놓는다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접촉
할 수 있도록 침묵한다.
내담자가 겉으로 말한 것 이상을 이야
기해주어 내담자의 행동, 사고, 느낌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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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3. 다음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당신이 이야기 속 초보상담자 입
장이 되었다고 할 때 다음의 문항들이 상담자의 현재 상태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표시해주십시오.

전 거 조
혀 의 금
그 그 그
문항

렇 렇 렇
지 지 지
않 않 않

보
통
이
다

조 거 항
금 의 상
그 그 그
렇 렇 렇
다 다 다

다 다 다
나에게 중요한 어떤 목표를 이루지
1

못한다 해도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라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생각한다.
나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그것
2

을 내 행동 혹은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다면 실망스럽

3

긴 하겠지만, 내 자신에 대한 전반적
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인지 혹

4

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내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5

있으려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로부
터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
나의 자기가치감은 다른 사람들과 나

6

7
8

를 비교한 결과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는다.
내가 그저 한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도 나는 가치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것들에 능숙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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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신이 덜 가치롭게 느껴진다.
나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한 사
9

람들은 특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
10 라도,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

11

한다.
내가 가치로운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진 않는다.
내가 비난을 받거나 어떤 일이 실패

12 한다 해도, 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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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사후 질문지
1. 당신이 이 동영상에서 수퍼비전을 받은 상담자라면, 수퍼비전을 받은
후 다음의 감정들을 얼마나 느꼈을지 표시해주십시오.

문항

전

조

혀

금

그

그

렇

렇

지

지

않

않

다

다

보
통
이
다

다

매

소

우

그

그

렇

렇

다

다

1

분노한

1

2

3

4

5

2

부아가 나는

1

2

3

4

5

3

두려운

1

2

3

4

5

4

겁나는

1

2

3

4

5

5

신경질 나는

1

2

3

4

5

6

속상한

1

2

3

4

5

7

기가 막히는

1

2

3

4

5

8

상실감 느끼는

1

2

3

4

5

9

소외감 드는

1

2

3

4

5

10

짜증나는

1

2

3

4

5

11

억울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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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신이 이 동영상에서 수퍼비전을 받은 상담자라면 다음의 문항들이
상담자의 현재 상태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전 거 조
혀 의 금
그 그 그
문항

렇 렇 렇
지 지 지
않 않 않

보
통
이
다

조 거 항
금 의 상
그 그 그
렇 렇 렇
다 다 다

다 다 다
1
2
3

4

5

6

내담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포착하고
이해한다.
내담자의 감정을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진술을 반복하거나 바꿔 말해준다.
내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명료화하거
나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한다.
내담자가 말한 것을 간결하고 구체적
이며 분명하게 반복하거나 바꿔서 말
해준다.
신체적으로 당신의 몸을 내담자에게로
향한다.
자료, 의견, 사실, 자원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내담자에게 제시하거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나 가르친다.
내담자가 취할 행동을 암시하는 제안,
7

8
9
10

지시 또는 조언 등을 내담자에게 제공
한다.
내담자가 회기와 회기 사이에 시도할
치료적인 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개인적인 통찰을 얻었던 상담자 자신
의 과거 경험에 대해 털어놓는다.
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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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꾸고 싶어하지 않거나 바꿀 수
없는

11

12

13

14

불일치,

모순，방어，비합리적

신념 등을 지적해준다.
상담자의 성장사, 자격, 혹은 느낌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드러낸다.
치료적 관계, 내담자와의 관계 또는
내담자에 대한 당신 자신의 즉각적인
느낌을 털어 놓는다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접촉
할 수 있도록 침묵한다.
내담자가 겉으로 말한 것 이상을 이야
기해주어 내담자의 행동, 사고, 느낌
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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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3. 다음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당신이 이 동영상에서 수퍼비전을
받은 상담사의 입장이라 할 때, 다음의 문항들이 상담자의 상태를 얼
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표시해주십시오.

문항

전

거

조

혀

의

금

그

그

그

렇

렇

렇

지

지

지

않

않

않

다

다

다

1

2

3

1

2

1

조

거

항

금

의

상

그

그

그

렇

렇

렇

다

다

다

4

5

6

7

3

4

5

6

7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보
통
이
다

나에게 중요한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한
1

다 해도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한
다.
나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그것을

2

내 행동 혹은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다면 실망스럽긴

3

하겠지만, 내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에는 변함이 없다.

4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인지 혹은 나
쁜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내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으

5

려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사랑
을 받아야만 한다.

6
7
8
9

나의 자기 가치감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한 결과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는다.
내가 그저 한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가치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것들에 능숙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덜 가치롭게 느껴진다.
나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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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별히 가치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한
다.
10
11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
도,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치로운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진 않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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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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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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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1

2

3

4

5

6

7

내가 비난을 받거나 어떤 일이 실패한다
12

해도, 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있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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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upervisor's
validation intervention on novice
counselor' s negative emotions,
counselor self - efficacy, self acceptance in supervision.
Park, SangKil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upervisor 's
level validation intervention on novice counselor' s negative emotions,
counselor self - efficacy, self - acceptance in novice counselors in
supervision.
For this study, 60 subjects composed of graduate students of
counseling majors in Seoul and Gyeonggi area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 level 5
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and a level 3 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Independent t-tests were used to analyze the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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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5 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motional
decrease

compared

to

the

3-level

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Second, the level 5 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self - efficacy of counselor activity compared
to the level 3 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Finally, in the case of
self-acceptanc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5 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and the level
3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In conclusion, the level of validation intervention in the supervisor
for the novice counselors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in reducing
the negative emotions of the novice counselor and increasing the
self-efficacy of the counselor as the higher level of validation
intervention.
From these result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 the supervision
situation we have identified ways to deal with negative emotions
such as anxiety and fear experienced by novice counselors. In
addition, because the validation intervention has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level, supervisors can be encouraged provide
appropriate level-validation intervention considering these differences
when supervision i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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