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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담 불만족에 대한 탐색질문 방식이 불만족 표현의도와 표현정

도, 표현의 직접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실험연구이다. 상담 

불만족이란 내담자가 상담 과정이나 상담사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제

대로 다뤄지지 않을 경우 상담의 조기종결 및 낮은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내담자의 불만족 표현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유형의 탐색질문(위험안심, 이익강조)을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본 실

험에서는 예비연구에서 나왔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250명의 연구지원자 중 한국

형 정서표현양가성 척도(K-AEQ) 상위 50%(125등 이내) 점수에 속하는 연구참

여자 9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세 집단으로 무선배정된 연구참여자

들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상담 불만족 스크립트 및 만화를 읽고 반응을 적는 

과정에서 대부분 상담에서의 불만을 경험하였으며(87명) 직후 소비자대응행동 

모델을 반영한 집단별 개입(통제집단, 위험안심집단, 이익강조집단)을 실시하였다. 

실험참여자 개입을 마친 후 사후검사를 통해 상담불만족 경험 여부, 상담불만

족 표현의도, 표현정도, 표현의 직접성, 개입의 적절성을 측정하였고 일원분산분

석(ANOVA)을 실시해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만 표현의도에서 위험안심 탐색질문과 

이익강조 탐색질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불만 표현의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실험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불만 표

현의 위험을 안심시키고 이익을 강조하는 탐색질문방식 모두 정서표현양가성 성

향의 내담자의 불만 표현의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실제 불만 표현과 표현정도에서 위험안심 탐색질문과 이익강조 탐색

질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불만 표현정

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실험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탐색질문의 방식이 어

떻든 내담자에게 상담에서의 불만이나 개선점을 묻는 개입이 내담자의 실제 불

만 표현과 불만 표현정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유형의 탐색질문 개입이 표현의도의 상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실제

로도 표현하는 행동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셋째, 불만 표현의 직접성에서 불만에 대한 탐색질문 방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불만을 표현한 경우 그 표현의 방식이 직접적이었는지를 묻는 문항

에 대하여 위험안심 탐색질문 집단이 다른 두 집단(통제집단, 이익강조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불만표현이 직접적이라는 것은 상담사가 내담자의 반응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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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대한 불만을 지각하기 수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통제집단과 이익

강조 질문집단의 경우 상담자가 개입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듣고 상담에 대

한 불만족을 알아차리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개입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개입이 

상담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개입인지 묻는 질문에 통제집단, 위

험안심집단, 이익강조집단 모두 4점(보통)대 평균으로 응답하였다. 즉, 실험참여

자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개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제집단이 

일상적으로 상담에서 일어나는 종결질문임을 생각해볼 때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

도 상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받아들일만한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요약하면, 위험안심 탐색질문은 이익강조 탐색질문에 비해 불만 표

현의도와 표현정도에 있어선 유사한 효과를 보이지만 내담자의 직접적인 불만 

표현을 이끄는데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담자들에게 받아

들여지는 개입의 적절성이 통제집단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상담과정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상담 불만에 대한 탐색질문 개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

의가 있다. 더불어 상담 불만족 연구의 기초자료들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상담에 대한 불만, 불만 표현, 탐색질문, 소비자 대응행동, 초기 상담 

정서표현양가성

학  번 : 2017-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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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Eysenck(1952)가 상담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후 실시된 체계

적인 경험적 연구들은 내담자들이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는 점을 입증하였다(Lambert & Ogles, 2004; Wampold, 2006).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악화될 수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Lambert & Ogles, 2004). 즉, 상담

은 기본적으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진행되는 방식에 따라 내담자에게 도

움이 안되거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상담연구가 

내담자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 뿐 아니라 내담자에게 줄 수 있는 피

해를 최소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함의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효과적인 상담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내담자에게 잠재적으로 유해한 상담(Potentially harmful treatments: PHTs)

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Castonguay, Boswell, Constantino, 

Goldfried & Hill, 2010). PHTs 연구는 내담자를 유해한 상담으로부터 보호

하는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

정받고 있다(Lilienfeld,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국내의 상담 불만족에 대

한 일련의 연구들은 상담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그로인한 내담자의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PHTs 연구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오충광, 2007; 문보경, 2001; 김정임, 1999; 이효주, 2019).

    상담에 대한 불만이란 상담 장면에서 상담 혹은 상담자의 전반적 상담진행

이나 특정 반응, 개입 등에 대해 내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혹은 그로 인해 갖게 되는 부정적 감정을 뜻한다(김정임, 1999). 관

련하여 Rhodes 등(1994)은 상담에서 중요하게 겪은 오해 사건에 대한 경험과 

해결과정을 연구하였는데, 연구에 참여한 25사례 모두에서 상담 중 오해 사건이 

있음을 확인했다. 유사하게 Safran 등(1990)은 대부분의 상담사례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치료동맹의 결렬사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처럼 상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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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만이 상담과정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선행자료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상담과정은 내담자의 불만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완벽하게 공감하거나 내담자의 욕구의 맞추어 행동할 수는 

없으며, 같은 상담적 개입이라도 내담자의 욕구나 기대에 따라 그 개입이 다르

게 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임, 1999). 또한 상담자가 여러 가지 상담이론

을 깊이 학습하고 오랜 기간 수련을 거쳤다 하더라도 내담자의 말이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Kohut, 1984), 내담자가 상

담을 통해 얻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들이 기대한 만큼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일

어날 수 있다(김지현, 주은선, 2002; 정찬석, 2005). 즉, 상담불만족은 상담과

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회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상담불만족을 어

떻게 효과적으로 다룰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Bordin, 1979; Rhodes e

t al, 1994).

    상담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담자의 상담불만족은 적절하게 다루

어지지 않을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내담자의 일방적인 조기종결에 대한 

질적연구를 한 심해영(2016)의 연구를 살펴보면 일방적인 조기종결을 한 내담자

는 상담에서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경험을 하면서 실망을 하게 된다. 하지만 내담

자는 상담에서의 불만경험을 표현하지 못하고 묻어두는 패턴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일방적인 종결통보와 함께 상담을 그만두게 된다. 오충광(2008)에 의하면 

내담자의 상담 불만족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경우에 작업동맹의 

결렬(rupture)이나 치료적 난국(impasses)까지 이를 수 있다. 작업동맹은 심리치

료 성과의 가장 훌륭한 예언변인(Alexander & Luvorsky, 1986)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불만족에 대한 무개입으로 인한 작업동맹의 결렬은 낮은 상담성

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

실을 가정할 때, 상담 불만족의 미해결로 인한 내담자의 이탈은 안타까운 일이

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내담자의 불만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경우 상담의 종

결 뿐 아니라 내담자의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패턴이 강화되고 상담 관계가 악화

되는 등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hodes et al., 1994; Hatc

her & Barends, 1996; Hill et al., 1996). 또한 상담 불만족으로 인해 조기종

결하거나 낮은 상담성과를 얻은 내담자는 자신의 부정적 경험을 주위에 공유할 

수 있는데, 이는 구전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는 상담서비스의 특성상 치명적일 

수 있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의 불만을 제대로 다루지 않을 경우 내담자, 상

담자, 상담서비스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어 상담불만족 개입에 대

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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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들은 내담자의 불만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상담의 실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치료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일임을 보여준다. 상담불만족

에 대한 개입을 연구한 오충광(2007)은 Safran과 Muran(1996)의 동맹결렬에 

대한 해결모델을 토대로 ‘불만족 표현 구조화’, ‘불만족 징후 탐색’, ‘불만족 

경험 탐색’, ‘불만족 표현 부담 탐색’, ‘불만족 속의 기대 탐색’으로 구성된 

개입을 제안하였는데, 해당 개입들이 작업동맹의 증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담자의 상담불만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작업동맹의 상

승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 개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짐

작해보게 한다. Kohut(1984)에 따르면, 공감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작업하는 과정은 내담자에게 중요한 교정적 정서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내담자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상담자가 이를 수용하고 공감하며 자

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수정

해 나갈 수 있게 된다(Safran & Muran, 2000; Watson & Greenberg, 200

0; Mallinckrodt, 1996; Henry & Strupp, 1994; Safran, 1993). 국내에서 내

담자들이 상담에서 경험하는 불만과 그 해결과정을 연구한 문보경(2001)에 의

하면 내담자가 불만경험에 대해 표현했을 때 상담사가 적절한 공감과 수용 및 

설명을 제공한 경우 상담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담불만족을 적극적으로 다룰 경우, 단순히 

불만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내담자에게 치료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렇지만 문제는 상담사가 내담자의 불만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 상담사가 내담자의 상담불만족을 다루기 위해선 내담자의 불만에 대한 상

담사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오충광, 2007).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직접 표현

하거나(김정임, 1998; 문보경, 2001), 내담자의 불만을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알

아차리고 이를 표현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상담사는 내담자의 불만을 알게된다

(Safran, 1990; Hill et al., 1993; Regan & Hill, 1992). 먼저 내담자가 자신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상담사에게 표현하는 경우 상담사는 내담자의 불만 경험을 

즉시 다루어나갈 수 있다. 내담자가 불만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 그 문제에 대

한 책임은 상담사에게 넘어가며, 이후의 향방은 상담사가 내담자의 불만족을 어

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담자는 자신의 불만을 상담

사에게 잘 표현하지 않는다.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불만을 

상담사에게 표현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방식을 취한다(Safran & Muran, 2000; 

Hill et al., 1996; Rhodes et al., 1994; Safran, Crocker, McMain, & Murr

ay) 이와 유사하게 Harper(1989a, 1989b)는 동맹결렬의 징후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내담자가 공격적으로 상담 불만족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담에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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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내담자가 상담불만족을 표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작업동맹’, ‘상담사에 대

한 순종현상’, ‘주장성’, ‘자기은폐성향’, ‘정서표현갈등’ 등을 제시한다(오충

광, 2007; 김정임, 1999; Rennie, 1994).

    이처럼 내담자는 상담사에게 불만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의 

상담연구들은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불만 징후를 알아차려 이를 표현해보게끔 촉

진하는 방식을 지지해왔다. 즉, 내담자들이 직접 표현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내담자의 불만 경험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게끔 하는 것이

다. 하지만 상담에서의 오해사건에 대한 경험 및 그것의 해결과정을 연구한 Rho

des 등(1994)에 따르면 오해가 해결된 경우는 대부분 내담자가 스스로 그 사

실을 개방한 경우였다. 반면 내담자가 오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상담자들은 

그런 불만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ill 등(1996)의 연구에서도 

치료적 난국에 의해 중간에 끝난 사례의 내담자들은 상담에 대해 갖고 있는 불

만을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렇게 내담자들이 표현하지 않을 경우 상

담자들은 그러한 문제의 존재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내담자

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경우 상담사들이 내담자의 상담 불만징후(간접

적인 표현)를 알아차리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알려준다. 앞서 진행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경우 상담불만족 

표현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담관계가 굳건하지 

않은 상담 초기에 비주장성, 상담사에 대한 순종성, 자기은폐성, 정서표현갈등을 

가진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한 불만을 상담사에게 표현하지 않고 조기에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앞선 논의는 초기 상담에서 상담불만족에 대한 상담자의 선제적, 예방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상당수의 내담자들은 상담에서 느낀 불만족을 잘 

표현하지 않으며, 상담사는 내담자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불만족 징후를 자각

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만족에 대한 예방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오충광(200

7)은 내담자 불만족이 해결되기 위해서 내담자의 불만족 표현이 선행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담자는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불만족을 상담자에게 

표현하기 어려워하므로 상담자 개입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특히 작업동맹이 형성되는 상담 초기에, 불만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는 내담

자들의 경우 상담에서 불만을 느끼더라도 이를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예방적인 개입이 필요함에도 Safran과 Muran(1996)의 동맹결렬 해결모델

에서 볼 수 있듯 현재 제시하고 있는 상담자 불만족 관련 개입은 대체로 내담

자가 직간접적인 불만족 표현을 한 뒤 상담사가 내담자의 불만족을 인식한 뒤

에 실시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내담자가 불만족을 표현하기 전에 상담사가 내



- 5 -

담자의 상담 불만족 표현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

다.

    오충광(2007)은 내담자의 상담 불만족 표현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개

입으로 상담구조화를 제시한 바 있다. 상담구조화란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 상

담자와 내담자가 서로의 역할과 상담의 목표, 상담의 과정 등에 대해 일치된 의

견을 이루는 과정을 뜻한다(김계현, 2002). 구조화에선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 그 중 상담불만족에 대한 구조화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

담과정에서 불만족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불만족을 상담에서 다

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담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오충광, 2007). 상

담불만족에 대한 구조화는 상담불만족 표현이 상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내담자는 이후 상담과정에서 상담에 

대한 불만을 보다 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상담불만족 구조화는 내담

자로써의 역할을 교육함으로써 내담자에게 상담 불만족 자기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 관련하여 이효주(2019)는 실험연구를 통해 상담 불만족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내담자의 잠재적인 상담불만족을 다루기 위한 선제적인 개입으로 상

담불만족 구조화라는 검증된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

다. 전통적으로 상담구조화는 상담면접을 통해 실시되는데 제한된 상담시간에 

호소문제를 다루는 대신 상담구조화를 하는 것은 상담사와 내담자에게 부담이 

된다(김인규, 2004). 따라서 실제 상담에서는 상담구조화를 간단하게 하는 경

향이 있고(Nelson-Jones, 1983) 이는 현실적으로 상담불만족에 대한 구조화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상담전문가들은 상담구조화의 내용으로 총 7개 영

역, 49개 요목을 제시하였는데(김인규, 2004), 이처럼 구조화에서 다뤄야할 내용

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기상담에서 상담불만족에 대한 구조화를 내담자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구조화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또다른 개입이 필요해보인다. 

    상담불만족에 대한 대안적인 개입과 관련하여 상담불만족에 따른 동맹결렬

과 그 해결모델을 연구한 Safran 등(1990)은 내담자가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담 과정 평가와 같

은 방법을 통해 내담자가 상담에서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질문해

야 한다고 밝혔다. 탐색과정은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상담과정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살펴보게 함으로써 상담에 대한 내담자

의 불만족을 상담과정에서 공개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질문이 내담자가 자신의 상담불만족을 표현하게끔 하

는데 효과적인 선제적 개입이 될 수 있을거라고 보았고 이를 연구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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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자 하였다.

    내담자의 상담불만족을 묻는 탐색질문에 대한 선행연구는 사실상 찾기 어

렵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연구인 소비자불만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담불만

족 탐색질문의 방식을 추측해볼 수 있다. 상담을 전문서비스업이라고 간주할 

때 내담자의 불만족 표현은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고객의 대응행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이 소비자 불만족 대응행동을 촉진하는지 알 수 있으면 내담

자에게 어떤 방식의 탐색질문을 해야하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소비자 대응행동 

연구에 따르면 불만족에 대한 대응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다양하지만 기본

적으로 대응행동의 이익이 비용보다 높을 때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

다(허경옥, 1997; Landon, 1977, Fornell & Didow, 1980). 따라서 상담상황에

서 내담자의 상담불만족 표현을 유도하기 위해 탐색질문의 방식은 불만족 표현

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그에 따른 이익을 최대한으로 제시할 필

요가 있다. 상담불만족에 대한 질적연구들에 따르면 내담자들이 상담불만족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로 ‘표현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상담사에게 긍정적인 반응

을 기대할 수 없어서’, ‘갈등상황을 힘들어하기 때문에’가 있었다(문보경&장성

숙, 2001; 심해영, 2016). 반면 상담사에게 불만을 표현한 내담자의 경우 그 이

유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서’를 꼽았는데(문보경&장성숙, 2001) 이는 내담

자들이 상담불만족 표현의 비용을 불만 표현의 부담스러움과 갈등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고 있으며, 상담불만족 표현에 대한 이익을 상담자 또는 상담방

식의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담불만족을 묻는 탐

색질문의 방식은 위의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제시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선제적, 예방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담불만족에 대한 탐색 질문이 내담자의 상담 불만족 

표현의도와 표현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는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 개입과 작업동맹의 관계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에

서는 불만족 탐색질문이라는 상담불만족에 대한 선제적 개입이 잠재적 내담자의 

상담불만족 표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상담불만족에 대한 탐색질문이 내담자의 불만 표현을 촉진하는지 확인함

으로써, 상담불만족에 대한 새로운 선제개입 방식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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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상담불만족에 대한 두 유형의 탐색질문(위험안심집단, 이익강조집

단)은 통제 개입에 비해 더 효과가 있는가?” 

연구가설 1-1. 불만에 대한 탐색질문의 방식에 따라 불만 상황에서의 불만 표현

의도에 집단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불만에 대한 탐색질문의 방식에 따라 불만 상황에서의 불만 표

현정도에 집단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상담불만족에 대한 두 유형의 탐색질문(위험안심집단, 이익강조집

단)은 불만 표현의 직접성과 개입에 대한 인식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2-1. 불만에 대한 ‘위험안심’ 탐색질문집단은 ‘이익강조’ 탐색질문집

단과 불만 상황에서의 불만 표현방식의 직접성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2. 불만에 대한 ‘이익강조’ 탐색질문집단은 ‘위험안심’ 탐색질문집

단에 비해 개입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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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상담에 대한 불만

          

1) 상담에 대한 불만

상담에 대한 불만이란 상담 장면에서 상담 혹은 상담자의 전반적 상담진행

이나 특정 반응, 개입 등에 대해 내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혹은 그로 인해 갖게 되는 부정적 감정들을 말한다(김정임, 1999). 

상담에 대한 불만 개념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은 특정 이론적 지향이 없는 일반

적인 개념이라는 점이다(오충광, 2007). 따라서 불만 개념은 상담상황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담자의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상 상담에 대한 불만 개념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사 

개념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상담에 대한 불만 개념이 가진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국내외의 상담불만족 선행연구에서는 상담에 대한 불만

과 관련된 주제영역으로 ‘공감의 실패’, ‘오해’, ‘저항’, ‘전이’, ‘기대의 좌

절’, ‘분노 경험’, ‘치료동맹의 결렬’, ‘치료적 난국’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정

임, 1999; 문보경, 2001; 오충광, 2007).

    공감의 실패란 상담사가 내담자의 경험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오충광, 2007). 사실 상담사는 내담자와 다른 개체로써 내담자의 경

험을 항상, 완벽하게 공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효주, 2019). 따

라서 상담 과정에서 공감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Kohut, 1984) 내담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감의 실패를 상담관계의 결렬

로 여길 수 있다.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는 상담사가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

해주지 못하는 경험을 할 경우 상담에 대한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오해(misunderstanding)는 공감의 실패와 유사한 개념으로 상담자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말하거나 내담자의 경험과 불일치하게 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Kepecs, 1979). 다음으로 기대의 좌절이란 내담자가 상담과정에서 상

담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불일치하는 경험에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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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상담에서 내담자의 기대란 상담이 무엇이고, 상담 속에서 자신과 상담사

가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한다(Patterson, 195

8; Strong, 1968; Tinsley & Harris, 1976). 내담자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 상

담과정, 상담성과, 상담사 역할, 내담자 역할, 상담관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온다(이장호 & 금명자, 1990). 하지만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비

현실적이거나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담사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내담자는 좌절할 수 있다.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가 상담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와 실제 상담이 불일

치할 경우 조기종결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Overall & Aronson, 1963; B

orghi, 1968; Sandler, 1975).

    저항과 방어는 특정 이론적 지향을 갖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

다. 저항이란 심리치료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담자들의 여러가지 반대 행

동들을 뜻한다(조성호 & 이장호, 1997).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저항은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적인 자료를 통찰하는데 방해가 되는 현상인데(문보경 & 장성숙, 

2001) 이러한 저항은 내담자의 개인적 역동 뿐 아니라 상담절차나 상담사의 개

입에 대한 반응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Basch, 1982; Blatt & Erlich, 1982). 

이와 관련하여 Rogers(1942)는 상담사가 내담자의 표현을 어설프게 다룰 경우 

내담자의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고 더 나아가 인지행동치료 이론

가들은 저항이 상담사의 부적절한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단정짓기도 한다(Lazarus & Fay, 1982; Ellis, 1985).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적 

용어인 전이는 내담자가 과거 부모와 같은 중요한 사람들 혹은 사물에 느꼈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상담사에게 옮겨 경험하는 것을 뜻하는데(이철수, 2009) 

내담자가 상담과정이나 상담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

다는 점에서 상담에 대한 불만에 인접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분노 경험이란 말 그대로 상담과정이나 상담사에게 화나는 감정을 경험하

는 것을 말한다. 분노는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불만을 느낄 때 경험하는 감정

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상담사가 내담자의 분노 감정을 눈치채고 이를 

표현할 수 있게 도우면 내담자의 성장, 특히 자율성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

다. 상담사에게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키고 자신의 현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상담사가 내담

자에게 분노를 표현할 기회를 주지 못할 경우 상담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

다(Davanloo, 1992; Safran, 1993). 상담관계의 악화는 낮은 상담성과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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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종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담자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업동맹의 결렬이란 내담자와 상담사 사이의 치료적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말한다. Bordin(1979)에 의하면 작업동맹이란 ‘상담사와 내담자가 상호 공유된 

치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작업

하는 일’을 말한다. 그는 작업동맹을 이루는 세 가지 축으로 상담목표(goal), 

상담과제(task), 유대관계(bond)를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작업동맹이 잘 형성되

었을 경우 상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작업

동맹이 결렬되었을 경우 상담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작업동맹의 결

렬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는 치료적 난국(impasse)이란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

이 발생해 진전이 불가능하여 종결에 이를 수 있는 교착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

황에서 내담자나 상담자는 분노와 실망, 지루함, 실패감 등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Atwood, Stolorow, & Trop, 1989; Elkind, 1992).

    지금까지 ‘‘공감의 실패’, 오해(misunderstanding)’, ‘기대의 좌절’, ‘저

항’, ‘전이’,  ‘분노 경험’, ‘치료동맹의 결렬’, ‘치료적 난국(therapeutic imp

asse)’ 등 상담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공감의 실패, 오

해, 기대의 좌절 등은 내담자가 상담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선행적 경험들에 초

점을 둔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세 개념 모두 상담에 대한 불만처럼 이론

적 지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용어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상담에 대한 

불만 개념과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저항’, ‘전이’는 정신분

석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이론적 지향을 가진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분노’의 

경우 상담에 대한 불만에 비해 내담자의 정서적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작업동맹의 결렬은 치료관계의 분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치료적 

난국의 경우 선행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적 어려움의 상황을 표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담 불만족의 선행사건

    상담에 대한 불만은 상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상담에 대한 불만은 상담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발생 자체를 막기보

다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치료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B

ordin, 1979; Rhodes et al., 1994). 상담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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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상담 불만족의 인접개념들(공감의 실패, 오해, 저항, 

전이, 기대의 좌절, 분노 경험, 치료동맹의 결렬, 치료적 난국 등)을 통해 간접적

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오해(Brown, 1981; Kepecs, 1979), 공감

의 실패(Kohut, 1984), 기대의 좌절(Tinsley, Brown & Ray, 1988; Borghi, 19

68; Heilbrun, 1970; Overall & Aronson, 1963)이 상담불만족을 발생시키는 

선행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오충광, 2007). 저항과 전이 개념은 특정 심리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상담 불만족의 다양한 선행사건을 포괄하기에 한계

가 있고 분노 경험, 치료동맹의 결렬, 치료적 난국은 상담 불만족의 선행사건이

라기보다 사후 결과에 가까워 선행사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앞선 세 

개념은 상담에서의 불만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개념이다.

    상담에서의 오해 사건(misunderstanding events)을 다룬 Rhodes(1994)는 

오해의 선행사건으로 내담자의 요구 및 기대와의 불일치를 제시하였다. Rhodes

(1994)에 의하면 상담사가 내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내담자가 필요

로 하는 것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경우 상담과정에 갈등이 생긴다. 내담자가 원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구체적인 예로 상담사가 지지적이지 않은 태도로 직면

을 하거나, 상담 초점이 빗나갔거나, 필요없는 조언을 하거나, 상담사의 해석이 

잘못되고, 내담자 이외의 것에 집중하거나, 부적절하게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었

다.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경우의 예는 치료자가 문제

의 중요성을 놓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는 걸 실패한 경우로 나타났다.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불만경험을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한 

문보경(2001)은 내담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불만 사건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에

게 원치 않는 반응을 함.’,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함.’, ‘상담자가 내담자

에게 원치 않는 반응을 요구’, ‘상담자가 상담에 집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상담자가 주로 듣는 편’을 제시하였다. 작업동맹과 상담에 대한 불만 간의 관

계를 연구한 김정임(1999)의 연구에서는 상담에 대한 불만을 유발한 이유로 

‘상담자의 반응 및 태도’, ‘환경적 문제’, ‘상담자와 의견불일치 및 오해받음’, 

‘의사소통이 잘 안됨’, ‘상담자의 특정 개입’, ‘상담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 

‘화제를 상담자가 결정 및 주도’, ‘해결책을 제시 안함’, ‘상담관계 미약’ 등

을 제시하였다. 내담자의 조기종결 경험에 대하여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를 한 

심해영(2016)은 상담에 대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내담자에게 상담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으로 보았으며 ‘상담사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함’, ‘상담

사의 언행에 당황스러워함’을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다음 내용을 <표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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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표 1> 불만의 내용(문보경, 2001)

3) 상담 불만족이 상담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원인들로 발생하는 상담에서의 불만은 상담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상담관계의 악화로 인한 낮은 상담성과 및 조기종결이다. 다수

불만 내용 구체적 내용

상담자가 내담

자에게 원치 

않는 반응을 

한다

상담자가 지지적이지 않은 태도로 내담자를 직면시키는 경

우

충분히 공감해주지 않은 경우

상담자가 부적절하게 개입한 경우

상담자가 같은 반응만 반복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장황하게 

얘기

구체적인 해결

책을 찾지 못

했다

상담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한 경우

상담자가 내담자가 수용할 수 없는 해결책을 제시한 경우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던 경우

상담자가 내담

자에게 원치 

않는 반응을 

요구한다

어린시절 경험과 같이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응을 요구한 경우

상담자가 상담

에 집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가 중요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한 경우

상담자 사정으로 상담이 미뤄지거나 내담자가 기다리게 됨

상담자가 상담 시간 내에 하품과 같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

임

상담자가 주로 

듣는 편이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별 반응 없이 듣기만 하는 경우

상담을 시작할 때 먼저 말을 걸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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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행연구들은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상담의 종결이 생길 

수 있으며, 내담자의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패턴이 강화되고 상담 관계가 악화되

는 등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Foreman & Mar

mar, 1985; Hatcher & Barends, 1996; Hill et al., 1996; Rhodes et al., 19

94; 오충광, 2007에서 재인용). 

상담에서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상담과정에서

의 문제는 작업동맹과 연결해 설명될 수 있다. 참고로 작업동맹이란 상담자와 

내담자 간 상담관계를 개념화한 대표적인 용어로 ‘상담사와 내담자가 상호 공

유된 치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작업하는 일’을 뜻한다(Bordin, 1979). Bordin(1979)은 정신분석적 전통에서 

사용되었던 작업동맹의 개념을 범 이론적인 개념으로 재정의하였으며 작업동맹의 

하위요인으로 ‘목표에의 합의(goal)’, ‘과제에의 합의(object)’, ‘유대(bonds)’

를 제시했다. 이를 배경으로 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해 작업동맹은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Horvath & Greenberg, 198

9; Horvath & Symonds, 1991; Martin, Garske, & Davis, 2000; 유성경, 손

난희, 2000; 최한나, 권윤주, 강귀옥, 2015). 따라서 상담초기에 상담불만족으

로 인해 작업동맹이 잘 형성되지 못할 경우 상담성과가 낮거나 혹은 조기종결

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Rhodes 등(1994)은 상담에서의 오해 사건 중 해결된 사례와 

미해결된 사례를 연구하였다. 19개의 사례 중 11개는 오해가 해결되었고, 8개는 

해결되지 않았다. 차이를 살펴보면 오해가 해결된 사례의 경우 상담관계가 좋았

고, 내담자가 오해받음으로써 느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유연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상담자의 노

력이 있었다. 반면 미해결 사례의 경우 상담관계가 나빴고, 치료자는 내담자의 

부정적 반응을 수용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으며,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 그 결과 미해결 사례의 경우 절반 이상의 사례에서 

상담종결이 발생했다. 또 다른 예로 Foreman과 Marmar(1985)는 상담초기에 

낮은 작업동맹을 보고한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개선된 작업동맹 및 좋은 상담

성과를 보인 내담자와 개선되지 않은 작업동맹 및 낮은 상담성과를 보인 내담

자 간 개입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차이를 발생시킨 상담사의 개입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느끼는 문제적 감정을 다루고, 치료자에

게 느끼는 문제적 감정을 내담자의 문제와 연결지은 경우 작업동맹의 회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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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상담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oreman과 Marmar(1985)의 연구도 마찬

가지로 상담에서의 불만으로 인해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들을 상담과정에서 다

루지 않을 경우 낮은 작업동맹과 상담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Hill 등(1996)의 연구에서는 치료에서의 교착상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교

착 상황(impasse)이란 치료를 어렵게 만들어 더 이상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종

결을 발생시키는 막다른 상태를 말한다(Atwood, Stolorow & Trop, 1989; El

kind, 1992; Weiner, 1974). 내담자는 교착(impasses) 상태에서 치료자에 대해 

분노, 실망, 지루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며, 그에 따라 상담관계가 

악화되거나 내담자가 갑작스럽게 상담을 종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에 참여한 치료자들이 나름대로 교착 상황에 대한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관계의 악화와 갑작스러운 종결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상담불만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내담자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을 생각해볼 때 앞선 연구들에서 볼 수 있었던 상담 초기 불만족으로 

인한 조기이탈은 내담자에게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

해 상담불만족을 상담과정에서 다루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조기종결, 낮은 상담성과를 얻고 상담실을 떠난 내담자들의 영향에 있다. 상담

과정에서 불만을 느끼고 조기종결을 하거나 낮은 상담성과를 얻은 이용자들은 

잠재적 상담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의 소비 경험을 구전함으로써 잠재적 상담서

비스 이용자의 상담이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서비

스를 선택하는데 있어 구전의 영향을 받는다(Litvin et al., 2008). 그 이유는 

무형이라는 서비스의 속성에서 기인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주

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Zeithaml, 1981). 상담 역시 무형의 서비

스라는 것을 가정할 때 잠재적인 상담서비스 이용자들이 구전의 영향을 많이 받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문수정 & 김계현, 2012). 또한 부정적 후기는 긍정

적 후기에 비해 상담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부

정적 상담경험을 한 내담자에 대한 후속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김동

현, 2018).

정리하면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불만이 적절하게 다뤄지지 못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로 작업동맹의 하락으로 인한 낮은 상담성과와 조기종결 및 

상담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 등을 예상해볼 수 있었다. 이는 초기 상

담에서 내담자의 불만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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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 불만족 개입의 어려움

상담불만족을 다루기 위해서 상담사는 내담자의 불만상황을 인식해야한다. 

상담사가 내담자의 불만을 인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담자가 상

담에서의 불만을 상담사에게 직접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담사가 내담

자의 불만을 눈치채고 이를 다루는 것이다(오충광, 2007). 그러나 내담자가 상

담에서의 불만을 상담사에게 직접 표현하는 경우는 후자에 비해 많지 않은데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느낀 부정적인 정서를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담자들은 불만족을 표현하기보다 철회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Harper, 1

989a, 1989b). 

상담불만족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내담자의 불만족 인식을 어렵게 하는 

내담자 변인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상담자에 대한 순종현상(Rennie, 1994)과 자

기은폐성향(Larson & Chastain, 1990), 자기주장성(김정임, 1999), 정서표현양

가성(오충광, 2007; 이효주, 2018) 등이 제시되었다.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상

담자에게 순종하는 현상을 연구한 Rennie(1994)는 그 이유로 몇 가지를 제시

하였는데, 상담사에게 우려나 불만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들 경험으로는 상담관계의 분열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자

의 접근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를 순진한 비전문가로 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무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난이 치료자의 기분

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상담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

다. 이러한 이유로 내담자들은 상담과정에서 생긴 불만을 더욱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은폐성향이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이거나 갈등유발적으

로 자각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성향을 말한다(Larson 

& Chastain, 1990). 자기은폐는 개인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행

동을 뜻하는 자기개방(self-disclosure)과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으로 자기개방

을 방해하는 요인을 뜻한다(Larson & Chastain, 1990). 연구에 의하면 자기은

폐는 심한 우울, 높은 수준의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적 증상 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자기은폐성향이 강한 내담자는 상담사

에게 분노, 실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동반하는 상담불만족을 표현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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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담에서의 불만을 연구한 김정임(1999)은 내담자의 자기

주장성이 높을수록 상담에서의 불만을 잘 표현하고 자기주장성이 낮으면 상담

에서의 불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즉, 자기주장성이 떨어지는 내담

자의 경우 상담사에게 불만을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표현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만 이를 억제하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갈등하는 성격특성을 말한다(King & 

Emmons, 1990; 최해연, 2008에서 재인용).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

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자각하고 이를 표현하는 정서적 정보처리 능력이 떨어

지기 때문에 낮은 심리적 안정감, 우울증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최해연 

등, 2007). Mongraine(2003)은 정서표현에 양가적인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

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상대에게 드러냈을 때 대인관계에서 부

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를 상담에서의 불만족 

상황과 연결지어보면 정서표현양가성 성향이 강한 내담자들은 자신의 불만을 표

현했을 때 상담관계에 있어 부정적 결과를 예상해 불만 표현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담자 중 상당수가 불만을 느껴도 이를 상담과정에서 표현하지 않

는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상담사는 다른 방법으로 내담자의 상담에 대

한 불만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담초기 상담사들이 내담자가 상담

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쉽지 않거니와 이를 알아차리

더라도 상담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힘들다(Regan & Hill, 1992; Hill et al., 

1993). Regan과 Hill(1992)의 연구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정적 경험을 인식

하는 매치율은 .17로 낮은 편이었다. 해당 연구가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실시

되었지만 보다 숙련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45로 완벽하지 않

았다(Hill et al., 1993). 특이한 점은 초심 상담자가 내담자의 부정적 경험을 

잘 추정할수록 오히려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았으며 숙련된 상담자들의 

경우에도 내담자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인식이 상담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부정적 경험을 알아차리기가 어렵

고, 인식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면 상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담사가 내담자의 불

만 경험을 인식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내담자의 불만을 탐색한 뒤 치료적으로 

다루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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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불만족에 대한 개입

    Safran과 Moran(1996, 2000)은 앞선 어려움을 참고하여 동맹결렬 해결모

델을 개발하였다. 동맹결렬 해결모델은 Greenberg와 Rice에 의해 개발된 과제

분석(task analysis)을 이용해 만들어졌다(Greenberg, 1986; Rice & Greenbe

rg, 1984; Safran, Rice & Greenberg, 1988; 오충광, 2007에서 재인용). 동맹

결렬 해결모델은 총 4단계로 ‘동맹결렬 징후에 관심두기’, ‘동맹결렬 경험의 탐

색’, ‘동맹결렬 표현 회피의 탐색’, ‘내담자의 자기주장을 인정하기’로 구성돼있

다. 실제로 동맹결렬 해결 모델을 활용한 단기 대인관계적 치료(BRT: brief rel

ational therapy)은 작업동맹의 형성이 어려워 치료에서 실패한 내담자들에게도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Safran, et al., 2005; 오충광, 2007에서 

재인용).

    오충광(2007)은 Safran과 Muran의 동맹결렬 해결 모델을 참고해 상담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 개입 모델을 만들었다. 상담 불만족에 대한 상담사 개입 

모델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지며 기존 동맹결렬 해결 모델에 ‘상담불만족에 대한 

구조화’를 추가해 제시하고 있다(오충광, 2007). 5단계는 ‘불만족 표현에 대

한 상담구조화’, ‘불만족 징후에 대한 관심’, ‘불만족 표현의 부담 탐색’, ‘불

만족 경험의 탐색’, ‘불만족의 기대 탐색’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하위개입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상담 불만족에 대한 상담사 개입방식(오충광, 2007)

개입 종류 개입 내용

상 담 불 만 족 에 

대한 구조화

내담자의 불만족이 상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상담에서 다루어져야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림.

불만족 징후에 

대한 관심

1) 내담자의 직접적인 불만족 표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다룸

2) 내담자의 간접적인 불만족 표현(ex. 상담에 수동

적이거나 철수하는 태도, 거부적인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다룸

3) 내담자가 불만족 표현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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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탐색질문       

1) 질문기법의 목적과 기능

    질문기법은 다양한 상담기법에서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기법으

로(Erskine et al., 1999; 전요섭, 2004에서 재인용) 상담자가 질문을 통해 내

담자로 하여금 자기내면의 감정을 탐색하게 하여 자기이해와 통찰을 할 수 있

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즉 탐색적 질문이란 내담자로 하여금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주체는 바로 자신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기

법이라고 할 수 있다(Belkin, 1981). 질문은 일상생활 속에서 관찰하기 쉬운 현

상이기 때문에 상담 속 질문기법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기 쉽다. 하지

담자가 내담자 불만족에 관심을 갖고 직접 질문

불만족 표현의 

부담 탐색

1) 내담자가 불만족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에

서, 내담자에게 불만족을 표현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불

만족 표현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물이나 부담이 있는지 탐

색

2) 상담자의 탐색 결과 표현을 어렵게 하는 방해물

이나 부담이 확인되면, 이를 이해하고 수용

3) 상담자의 이해와 수용 속에서도 내담자가 불만족

을 표현하기 주저하는 상황에서 내담자의 불만족을 편안

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만약 계속 부담을 느껴

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

불만족 경험의 

탐색

내담자가 표현한 불만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내

담자의 불만족 경험이 어떤 것인지 구체화하면서, 

불만족 속에 들어 있는 감정과 생각 등을 탐색하는 

과정

불만족의 기대 

탐색

1) 내담자의 불만족 속에 들어있는 좌절된 기대, 욕

구를 탐색해 확인 

2) 내담자가 좌절된 기대, 욕구를 상담자에게 표현

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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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상담과정에서 개념화한 질문기법은 내담자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활동의 하나이다(전요섭, 2004). 일상적으로 질문은 정보를 수집하

려는 목적에서 묻는 것이지만 상담과정에서의 탐색질문은 사실적인 정보 수집 

뿐만 아니라 내담자를 자신의 경험으로 집중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는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김계현 외, 2011). 즉, 상담자의 질문은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자기이해와 자기통찰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질문

과 다른 전문적 상담기법이라 볼 수 있다(주영아, 1987).

    김계현(2002)은 질문기법의 목적 및 기능으로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①필요한 정보의 수집 ②내담자의 마음(내면)을 탐색 ③내담자의 말을 정확하

게 이해하기 위함 ④대화의 실마리를 풀기 위함 ⑤치료개입의 수단으로 질문을 

함.’ 을 제시하였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첫째, 질문기법은 단순하고 복잡한 사

실적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일상적 질문과 맞닿아있는 질문기법의 가

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질문기법은 내담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의 자기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돕는다. 셋째, 내담

자의 말에서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재차 물음으로써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이

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넷째, 대화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침묵이 오래 지속

되는 등 상담에서의 특정 상황에서 문제의 물꼬를 트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직면이나 해석과 같은 상담 기법들을 사용할 때 질문의 형태를 

빌려 직접적이지 않게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질문의 형태로 

제시된 치료개입은 내담자에게 이를 검토해볼 심리적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전요섭(2004)의 경우 탐색질문의 기능을 총 6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① 내담자가 드러내지 않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하고 ② 내담

자의 망각된 사건, 억압된 경험들에 대한 정보를 왜곡없이 드러내며 ③ 내담자의 

진술 속 생략된 부분을 직면시킨다. 또한 ④ 내담자의 말을 유도해 상담의 역

동성과 깊이를 만들고 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던 문제를 

이해, 정리하도록 도우며 ⑥ 내담자의 심리적 회복과 성장을 억압하는 장애물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종합하면 내담자 이해를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탐색질문의 주된 역할은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사

고와 감정을 명료히 함으로써 자기이해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Hill(2012)은 상담에서의 질문기법을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탐색질

문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고에 관한 개방형 질문’의 경우 내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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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감정에 관한 

개방형 질문’은 내담자를 과거나 현재의 감정에 머물러 집중하도록 하며, 감정

을 분명히 하고 감정 방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지금 느껴지는 마

음은 무엇일까요? ‘통찰을 위한 개방형 질문’의 경우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함으로써 인지적, 정

서적 통찰을 유도한다. 예를 들면 “당시 느꼈던 감정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

을까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행을 위한 개방형 질문’이 있는데 이는 내담

자가 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전부터 시도해왔던 것이 무엇이며, 변화를 막는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물음으로써 내담자의 실행 목표 탐색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변화함으로써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등이 있다.

    앞서 서술한 질문기법의 목적 및 기능들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질문기법은 내담자로부터 아직 드

러나지 않은 객관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을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에 접촉하거나 심리적 통찰을 얻게끔 한다. 

또한 상담개입들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의 역할과 내담자의 행동 실천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앞선 내용들을 종합하면 상담과정에서의 질

문기법은 일상에서의 질문과 달리 내담자 정보의 탐색 뿐 아니라 내담자의 사고

와 정서를 명료화하여 자신의 경험에 집중하도록 하며 인지정서적 통찰과 문제

해결적 행동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전문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 있

다.

2) 질문기법의 유형

    질문을 상담의 여러 개입 중 하나인 질문기법으로 개념화할 때 가정하고 

있는 것은 질문기법이 좋은 질문 유형과 그렇지 않은 질문 유형으로 구분되거

나 혹은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전요섭, 2004). 선행연구에서는 탐

색질문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전요섭, 2004; 김계현, 2002).  김계현

(2002)의 경우 질문기법의 방법을 문장형태를 달리해 내담자 반응을 조절하는 

기술과 내담자의 말에서 꼭 필요한 질문을 찾아내는 기술로 나누어 제시하였

다. 문장형태를 달리해 내담자 반응을 조절하는 질문기법으로 ‘열린 질문과 닫

힌 질문’,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이 있다. 열린 질문이란 예, 아니오로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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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닫힌 질문과 달리 내담자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 방식

을 말한다. 간접 질문은 내담자가 질문공세를 받는다는 느낌을 들지 않게끔 

하는 반면 직접 질문은 상담자가 묻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질문 

방식이다. 다음으로 내담자의 말에서 꼭 필요한 질문을 찾아내는 질문기법은 

‘왜 질문과 그 대안적 질문 기술’ ‘내담자가 말하지 않은 생략 내용에 대한 질

문’ ‘과 일반화를 구체화시키는 질문 기술’이 있다. 질문에 ‘왜’를 붙이는 것

은 상황에 따라 내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비판하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

으므로 ‘어떻게’, ‘언제’, ‘누가’, ‘어디서’와 같은 대안적인 질문이 필요할 수 

있다. 생략 내용에 대한 질문, 과 일반화를 구체화시키는 질문을 통해서는 내담

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경험을 보다 선명히 할 수 있어 좋은 질문 유형이라

고 볼 수 있다.

제 3 절 소비자 대응행동     

1) 소비자 불만족, 소비자 대응행동 개념

    소비자 대응행동이란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부터 사용에 있어 소비자의 불

만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행동을 뜻한다(Landon, 

1980; Bearden & Teel; Gilly, 1978). 그동안 소비자 대응행동의 유형을 나누

고 유형별 행동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학문적인 시도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학

자로 Day와 Landon(1977)이 있다. Day와 Landon(1977)은 소비자대응행동을 

행동과 무행동으로 나누고, 행동을 공적행동과 사적행동으로 나눈다. 무행동이

란 소비자 불만족이 생기더라도 대응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을 

뜻하며, 행동은 소비자 대응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적행동은 판매자, 

제조사에 직접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민간단체 및 정부에 고발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고, 사적행동은 지인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정적인 구

전활동을 하거나 이후에 구매를 중단하는 것 등을 뜻한다.

    Singh(1988)은 Day와 Landon의 소비자 대응행동개념의 분류를 더 발전시

켜 소비자 대응행동을 불만족한 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음성대응(voice responses)’, 해당 기업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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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심하거나 지인 등에게 부정적 구전을 하는 ‘사

적대응(private responses)’,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관 등에 고발하거나 소송

을 거는 등의 ‘공적대응(third party responses)’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학자

들의 분류(이진국, 1996; Kolodinsky, 1995) 또한 앞선 분류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 이진국(1996)은 소비자 대응행동을 ‘무행동’, ‘사적반응’, ‘음성대

응 및 사적반응’, ‘모든 행동(음성대응, 사적행동, 공적행동을 모두 합친 개

념)’으로 분류하였으며 Kolodinsky(1995)는 ‘무행동’, ‘사적행동’, ‘공적행

동’, ‘사적행동과 공적행동’ 4가지로 분류하였다. 앞선 내용을 종합하면 소비

자 대응행동을 분류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무행동’, ‘음성대응’, ‘사적대

응’, ‘공적대응’으로 소비자 대응행동이 나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인 

상담이 서비스의 일종임을 고려해볼 때 상담과정에서 불만족이 발생했을 때 소

비자들이 행할 대응행동을 짐작해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의도하는 것은 내담자

들이 상담에서의 불만을 표현해 상담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음성 대응’ 중 판매자에게 보상요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쪽을 유도

하려 한다.

공적 대응

(Third party respo

nses)

• 판매자에게 보상

을 요구

• 무행동

• 부정적 구전활동 • 법적 조치를 취

함

사적 대응

(Private responses)

음성 대응

(Voice responses)

불만족 발생

<그림 1> singh(1988)의 소비자 대응행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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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대응행동 모델

    지금까지 불만족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행동을 하게

되는지 유형을 알아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소비자의 대응행동이 달라지는 데 영

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알아보도록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 대응행동에 대

한 모델을 제안하였는데(Day, 1984; Landon, 1977; 김영신, 1986) 이를 통해 

소비자 대응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 수 있다.

    Landon(1977)의 소비자 대응행동모델은 대응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

으로 불만족, 구매중요성, 대응의 효익, 개성을 제안하였다. 소비자는 불만족, 

구매중요성, 대응의 효익이 클수록 대응행동을 한다. 개성변수의 경우 대응행동

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 Landon(1977)은 대응행동

과 대응행동을 낳는 요인간의 관계를 함수로 표현하였는데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Day(1984)의 모델에서는 소비자 대응행동을 낳는 독립변수로 소비

의 의미성, 소비자로서의 지식, 경험, 대응행동의 인지된 비용, 대응행동의 성공에 

대한 주관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대체안에 대한 평가를 매개변수로 제시하였다. 

이선옥(2001)의 경우 불평행동에 대한 결정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제품의 중요

성, 불평비용과 시간, 불만족의 귀인, 성공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중 ‘불평비

용과 시간’은 소비자가 불평행동을 할 때 대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뜻하며 ‘성공가능성’이란 불평행동

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느낄 때 직접적인 대응행동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 대응행동모델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불평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결정요인은 불만족의 강도이지만 불평행동은 단순한 불만족의 

함수이기보다 고객의 개인적 특성, 제품의 중요성, 불평행동에 따르는 시간과 비

용, 불만족의 귀인, 불평행동에 대한 성공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결

과물이다(이선옥,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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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Landon(1977)의 소비자 대응행동 모델

• 대응행동 = f(불만족, 구매중요성, 대응의 효익, 개성)

 - 불만족 = f(기대 - 제품의 성과)

 - 구매중요성 = f(제품가격, 탐색시간, 신체적 위해, 자아개입)

 - 대응의 효익 = f{E(대응으로부터의 이득 - 대응의 비용)}

 - 개성 = f(제품결함의 내적, 외적 귀인, 불만족 수준)

    소비자 대응행동모델 연구를 상담과정에 적용시켜볼 때 내담자가 상담에서

의 불만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선 불만표현에 따른 효익을 높이는 것이 필요

하다. 소비자들이 불만족을 경험했을 경우 대응행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는 소비자들이 대응행동을 하더라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거라 보기 때문이다

(류미현 외, 1997). 따라서 소비자들의 대응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선 대응에 대

한 비용 인식도를 줄이고 이익 인식도를 늘려야한다(류미현 외, 1997). 

    이를 상담과정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불만 경험

을 연구한 문보경(2001)에 의하면 내담자들이 불만 경험을 상담자에게 표현하

지 않은 이유는 불편함을 표현하기가 부담스러웠고 상담사로부터 긍정적인 반

응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만표현을 하지 않은 내담자들은 갈등상황

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된다(심해영, 2016). 

따라서 내담자들이 주로 자각하는 불만표현에 따르는 비용은 상담사와의 갈등 

및 불만표현을 수용받지 못함으로써 오는 정서적 고통으로 보인다.

    반면 불만을 표현한 내담자의 경우 그 이유는 긍정적인 변화를 바랬고 화

가 나고 실망스러웠기 때문이었다(문보경, 2001).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

는 희망 및 강한 분노와 실망감이 내담자의 불만표현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

다. 강한 분노 및 실망감으로 인해 불만을 표현한 경우를 소비자대응연구에 대

응시키면 불만족 변인이 큰 경우로 생각된다. 따라서 내담자의 대응행동을 촉진

시킬 수 있는 효용은 상담과정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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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문적인 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

는 서울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만 18세 이상)으로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AE

Q-K) 척도로 스크리닝을 했을 때 점수가 상위 50%에 해당하는 자이다. 이전 

상담경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야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전 상담경험이 있을 경우, 상담에서 불만경험을 했을 때 

이를 상담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상담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조건의 통제를 위해 상담경험의 부재가 

연구참여자의 첫 번째 선정기준에 해당된다. 두 번째 기준으로 서울소재 대학생, 

대학원생(만18세 이상)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통제집단, 비교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최해연 등(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AEQ-K) 척도를 스크리닝 과정에서 사용해 검사에 참여한 상위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는 정서표현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반인의 경우 개입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상담불만

족에 대한 탐색질문이라는 실험개입의 잠재적인 대상이 주로 정서표현에 어려움

을 겪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의 모집은 서울내 대학교 4곳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집공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집공고를 읽고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25

0명으로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잠재적인 연구참

여자들은 연구참여자 모집글에 제시된 링크(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

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에서 잠재적 연구참여자(설문참여 희망자)는 연구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받고 온라인으로 동의여부를 체크하였다. 다음으로 최해연 등(2

008)이 타당화한 한국형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EQ-K)에 성실성 확인문항을 

포함한 25문항, 연락처, 소속, 실험가능 날짜 및 시간을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250명의 설문이 모였을 경우 점수가 상위 50%(125명)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

게 연락해 실험참여의사와 실험일정을 협의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총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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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었으나 상담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지 않은 참여자, 개입을 이해하지 못해 

조작에 실패한 참여자 3명을 뺀 84명으로 결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성

별은 남자 26명(%), 여자 58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제 2 절 연구 도구 

1) 한국형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

al Expression Questionnaire; AEQ-K)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억제하고 표현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성격적 특성’을 말한다(King & Emmons, 1990; 최해연 등에서 재인

용). 정서표현 양가성은 정서적 유형과 심리적, 신체적 웰빙을 연결하는 매개변인

으로 실제 연구에서 신경증, 우울 등의 심리적 고통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King & Emmons, 1990). 이를 상담에 대한 불만 연구와 연결지어

볼 때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내담자들은 불만이 있어도 상담과정에서 표현하

구분 통제집단 위험안심 이익강조 총합

성별
남 8 8 10 26

여 21 19 18 58

총합 29 27 28 84

학년

1학년 6 4 3 13

2학년 6 7 1 14

3학년 5 7 8 20

4학년 6 5 7 18

4학년

이상
0 3 3 6

대 학

원생
6 1 6 13

총합 29 27 2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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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낮은 상담성과 혹은 조기종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 불만족에 대한 탐색질문의 유형을 나누어 집단별로 처

치한 뒤 사후검사에서 ‘불만족 표현 의사’와 ‘불만족 표현 정도’ 등을 측정하

는데 측정된 자료가 처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선 집단 간의 동

질성 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담 불만족의 표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것으

로 생각되는 정서표현양가성을 집단간 동질성을 검정하는데 사용하였다. 정서표

현 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ing &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양가

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aire: AEQ)

를 최해연 등(2007)이 한국 상황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AEQ-K)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자기방어성 양가성’과 ‘관계관

여적 양가성’이라는 하위 차원을 갖는데 ‘자기방어성 양가성’이란 정서표현으로 

인한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맥락에서의 양가적 성향

을 말하며 ‘관계관여적 양가성’이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맥

락에서의 양가적 성향을 말한다. 총 21문항으로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1

점)’에서 ‘자주 이렇게 느낀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다. 본 연구

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점수 상위 50%에 해당하는 대상을 실험참여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의도적인 점수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두 문항의 

성실성 확인문항을 첨부하였다. 

2) 상담 불만족 표현의도 및 표현정도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개입을 집단별로 다르게 처치한 뒤 사후검사에서 연

구참여자들의 상담 불만족 표현의도, 표현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우선 상담 불

만족 표현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담사의 개입으로) 나는 상담에서 경험한 

불만을 표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단일 문항에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

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상담 불만족 표현정도 

또한 마찬가지로 ‘(상담사의 개입으로) 나는 상담에서 경험한 불만을 상담사에

게 표현했다.’라는 단일 문항에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3) 불만 표현의 직접성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개입을 집단별로 다르게 처치한 뒤 실험참여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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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검사에서 불만을 표현했다고 응답한 경우 불만 표현의 방식이 얼마나 직접적

이었는지를 측정한다. 불만족 표현의 직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불만을 표현

한 경우) 내가 상담사에게 불만을 표현한 방식은 직접적이었다.’라는 단일 문항

에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별 상담자 개입이 내담자의 관점에서 상담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해당 척도

를 측정한 이유는 실험개입이 내담자에게 끼치는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이다.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상담사의 개입이 상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단일 문항에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제 3 절 연구 절차 

1) 실험자극 개발

(1) 가상 시나리오 제작

    본 실험에서는 모든 실험 참여자에게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

오는 타 가상 상담연구의 시나리오 자료(고유림, 2015; 김현민, 2017; 이효주, 

2019)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시나리오 

내용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가상 상담 만화

를 보면서 자신의 일처럼 몰입할 수 있으며, 웹툰 도중 나오는 빈 말풍선에 맥

락상 자연스러운 대답을 적게 된다. 즉, 가상 시나리오는 상담 불만족 웹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한 회피

적인 성격의 대학생이 상대방의 실망을 피하기 위해 관계단절을 해버리는 문제패

턴을 고치기 위해 상담을 찾기까지의 과정이다. 해당 주제를 선정 한 이유는 정

서표현양가성이 경험적 회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최해연 등, 2



- 29 -

007) 실험에 참여하는 대상은 정서표현양가성 성향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해당 

시나리오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제인 진로문제(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를 시나리오 

내용에 반영하였다.

(2) 상담 불만족 유발 웹툰 제작

    모의상담 실험연구는 실제 상담과 유사한 조건을 조성하여 실시하는 상담

실험연구를 뜻한다(Heppner 등, 2008). 이러한 특징은 실제 상담에서는 실시하

기 어려운 개입 및 조작을 많은 대상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쉽게 실시할 수 있

는 장점으로 작용된다(김계현, 2002). 하지만 이와 같은 특성은 반대로 모의실

험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실제 상담을 통해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

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모의상담을 수행할 때 중요한 점은 가능한 실제 상

담과 같도록 실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Heppner 등, 2008). 이를 위해 기존 

모의상담연구에서는 영상자료, 녹음자료, 훈련된 실제 상담사, 지면으로 상담사

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고유림, 2012).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모의상담연구들은 실험참여자가 시나리오를 읽고 내

담자의 가상상담 상황에 이입한 상태에서 영상, 지면 등을 통해 실험자극을 주

는 식으로 실시하고 있다(고유림, 2012; 김현민, 2017; 박상길, 2018; 이효주, 2

018).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효주(2018)는 상담 불만족에 

대한 상담 구조화의 효과를 알아보는 모의상담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 또

한 다른 모의상담연구와 유사하게 시나리오를 제공한 뒤, 상담자 구조화 개입

을 지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리하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모의상담실험 연구들

은 연구참여자가 감정이입하기 쉬운 시나리오를 제작해 제시한 뒤, 영상 또는 지

면으로 제작된 상담자의 개입 자료 혹은 상담과정 자료를 시청하게 해 개입의 

효과를 알아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최대한 시나리오 자료에 이입하고 실제 상담을 

받는 것처럼 실험자료를 볼 것을 지시받는다. 연구참여자는 이미 정해진 자료를 

그대로 따라가는 셈인데 물론 상담 주제가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선정했을지 몰라도 연구참여자가 자료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자신이 상담을 받는 상황에서의 반응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 가상상담 

시나리오의 주제에서도, 가상상담 참여과정에서도 연구참여자는 수동적 존재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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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온전히 몰입하기 힘든 면이 있다. 하지만 가상적인 자료를 받기도 하거

니와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상상하면서 사후검사에 응답하지만 실제 

상황이 아니라 이게 실제에서도 그렇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상담불만족에 대한 탐색질문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제시되는 상담불만족 자극 자료를 연구참여자가 내담자처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웹툰 자료의 특징은 중간중간 실험참여자가 내

담자로써 응답할 수 있는 말풍선이 있고 거기에 자유롭게 내담자 반응을 적도

록 하였다.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상담전공 교수 2인의 검

토를 받았으며, 예비실험을 통해 15명의 실험참여자로부터 안면타당도를 확보하

였다.

    상담 불만족 웹툰의 내용은 앞선 시나리오의 내용의 연장선 상에 있다. 회

피적 성격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상담센터를 찾은 OO씨가 첫 회기 상담을 받

는 과정에서 상담 불만족을 느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험참여자들은 웹툰을 

읽는 과정에서 상담에서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불만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웹툰 곳곳에 숨어있는데 그 내용은 실제 상담에서 일어난 불만경험을 

연구한 김정임(1999)과 문보경(2001)이 제시한 불만의 이유를 반영하였다. 구체

적인 불만 자극은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원치 않는 반응을 함.’, ‘구체적인 해

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함.’, ‘상담자가 상담에 집중하지 않음.’, ‘내담자가 가지

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않고 책망함.’, ‘상담사가 상담시간에 늦음.’, 

‘상담 중간에 누가 들어옴.’이 있다.

    

(3) 탐색질문 개입자료 제작

    탐색질문 개입자료는 3가지로 상담소감 탐색질문, 위험안심 탐색질문, 이익

강조 탐색질문으로 나뉘어진다. 통제집단의 경우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처럼 내담자의 상담소감을 묻는 탐색질문을 제

시하였다. 위험안심집단과 이익강조집단은 소비자 대응행동 연구와 상담 불만족

에 대한 선행연구를 반영해 제작하였다. 우선 위험안심집단의 경우 상담과정에서 

불편함 또는 아쉬움이 있었는지 물어보면서 이를 표현하는 것의 부정적 결과가 

없음을 안심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그림 2). 불만표현에 따르는 위험을 안

심시키는 방식은 문보경(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상담에서의 불만족 내용을 

말할 때 내담자가 주로 걱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하였다. 이익강조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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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담과정에서 변화 또는 개선점이 있는지 질문하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긍정적인 이득을 강조하고 있다. 긍정적인 이득의 내용은 심해영(2016)의 연

구를 참고하여 내담자가 상담불만족 내용을 말하는 동기를 반영하여 제작하였

다(그림 3).

    개입자료를 제작 후 해당 개입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박사졸업 

또는 박사과정 중에 있는 8인을 섭외하여 해당 개입의 타당도를 평정하였다. 5

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아니다 ~ 5점: 매우그렇다)를 사용하여 ‘다음 상담자

의 탐색질문은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때 걱정될 수 있는 점을 

안심시키고 있다.’, ‘다음 상담자의 탐색질문은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한 평정을 

받았고 각각의 개입(위험안심, 이익강조)은 3.50(0.926), 3.63(0.744) 값을 얻었

다.

<그림 2> 위험안심 탐색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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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익강조 탐색질문

          

2) 예비실험

    본 실험을 실시하기 전 제작된 실험도구의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해 15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15명 모두 실험과정에서 상담불만족을 체험했다고 보고해 상담불만족 유발 도

구의 안면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상 시나리오 내용과 상담 불만족 유발 

웹툰이 상담에서의 불만을 체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비

실험에서 나온 시나리오 내용 및 웹툰에서의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수정하는 과

정을 거쳐 본실험에서 사용할 실험도구를 완성하였다. 

3) 본실험

    본 연구의 실험은 한국형 정서표현양가성 척도(K-AEQ)를 실시한 후 상위 

50%에 해당되어 선발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설문 대상자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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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게시판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설문 소요시간은 약 5분이

었다. 설문응답의 과대 혹은 과소보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형 정서표현양가

성 척도 21문항에 2문항의 성실성 확인문항을 넣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전 설

문과 함께 실험일정을 잡기 위한 기본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소속)을 수집하였

다. 사전 설문에서 수집된 정보는 실험일정을 약속하고 자료를 분석하는데만 

사용된다고 안내하였다. 선발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상위 50%에 해당되는 대

상자들의 경우 실험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린 뒤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이용

해 자발적으로 실험일정을 정하도록 안내하였다. 실험은 연구자 본인에 의해 실

시되었으며 태블릿 PC와 인쇄 자료를 이용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사전설문을 포

함한 실험의 총 소요시간은 약 25분이었으며 본실험은 약 20분 가량 소요되었

다. 연구의 모든 절차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 후에 이루어졌

다. 본 연구 실험의 세부 절차는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실험 진행 절차 

절차 내용
소 요 시

간(분)

1 연구 안내 • 연구 안내 및 참여자 서면 동의 1

2 인적사항 확인
• 인구통계학적 정보 수집

• 상담 이용 경험 확인
1

3 가상 시나리오

•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대학생의 사례

•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3개의 성실성 문

항에 응답

3

4 상담과정 상상
• 상담사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상상

• 상담과정이 어떨지 상상
1

5
상담 불만족 

유발 웹툰

• 가상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상담을 받

는 웹툰을 보며 빈 말풍선에 자유롭게 

응답

10

6 집단별 처치
• 탐색질문 자료 제시

1
• 위험안심 탐색질문 처치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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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안내

    실험참여자가 실험장소에 도착하면 연구자는 실험참여자에게 서울대학교 I

RB에서 승인받은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을 제시한다.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 과정,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 보상 등 연구윤리상 참여자에게 

고지해야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참고로 연구의 목적을 알리면 실험 참여자의 

응답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내용을 실제 연구목적과 다르게 제시하였다. 연구

자는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을 읽은 실험참여자에게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는지 

묻고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서면으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은 뒤 다음 단

계로 안내하였다.

(2) 인적사항 확인

    본격적인 실험을 실시하기 전 실험참여자는 기본적인 인적정보를 작성하게 

된다. 실험에서 수집하는 인적정보는 성별, 나이, 소속, 재학학기, 상담경험여부이

다. 해당 정보들은 실험참여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재확인하고,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집하였다. 

(3) 가상 시나리오

 

    인적사항 확인을 끝낸 실험참여자는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한 대학생의 가

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실험참여자에게 시나리오 주인공의 마음이 

• 이익강조 탐색질문 처치자료 제시

7 사후 측정

• 상담에 대한 불만 개념 설명

• 상담에 대한 불만 여부 확인

• 표현의도, 표현정도, 표현의 직접성 확

인

•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 확인

1

8 디브리핑

• 실제 연구주제 및 목적 설명

• 참여철회 가능 고지 후 참여자 서면 

동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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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지 이해해보려 노력하면서 글을 읽도록 권유하였다. 실험참여자가 시나리오

를 다 읽은 경우 성실성 문항 3문제를 풀도록 안내해 시나리오 내용 이해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4) 상담과정 상상 

    시나리오 내용을 읽고 성실성 문항에 답한 실험참여자는 본인이 만약 해당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어 상담을 받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은지, 그리

고 상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지 눈을 감고 머릿속에 떠올려볼 것을 

지시받는다. 해당 단계는 상담과정에서 겪을 일들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실험참여자가 이후에 있을 실험상황에 더 몰입할 수 있도

록 최적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5) 상담 불만족 유발 만화 

    연구참여자에게 시나리오의 주인공 시점에서 상담을 받는 내용의 20컷짜리 

만화를 제시한다. 실험참여자는 연구자로부터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상담을 받

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만화를 봐주세요’, ‘내가 만화 속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반응할지 빈 말풍선 안에 자유롭게 응답해주세요.’라는 안내를 받은 뒤 해당 

단계를 실시한다. 

(6) 집단별 처치

    실험참여자는 만화 말미에 소속된 집단에 해당되는 상담불만족에 대한 탐

색질문을 받는다. 탐색질문 개입을 잘 전달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눈으로 보면

서 상담사의 대사를 연구책임자의 음성과 함께 제시한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자

가 제시한 상담자 개입에 대하여 본인의 반응을 구두로 말해본 뒤 이를 빈 말

풍선에 글로 작성한다.

(7) 사후 측정

    사후 측정 단계는 상담에서의 불만 개념 설명, 상담에서의 불만 여부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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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대한 조작 확인, 문항응답(불만표현의도/불만표현정도/표현의직접성/개입의

적절성)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실험참여자에게 김정임(1999)이 제안한 상담에서의 

불만 개념을 인지시킨다. 이는 실험참여자와 연구가 가정하는 불만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참여자가 불만족 유발 조작이 되었는

지 확인한다. 조작이 되지 않은 경우 실험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

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종속변인을 묻는 4개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8) 디브리핑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을 종료한 뒤, 연구참여

자에게 실제 연구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부록 8). 실제 연구 목적

을 고지받은 뒤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여전히 연구참여에 

동의했을 경우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종료 후 서울대학교 IRB에 보고한 

바와 같이 연구지원자 및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제 4 절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상담불만족에 대한 두 유형의 탐색질문(위험안

심집단, 이익강조집단)이 통제 개입에 비해 불만 표현의도와 표현정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상담불만족에 대한 두 유형의 

탐색질문(위험안심집단, 이익강조집단)이 불만 표현의 직접성과 개입에 대한 인식

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정보(성별, 학년)

와 정서표현양가성 점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

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세 집단의 종속변인 점수를 일원

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분석한 종속변인은 불만 표현의도, 불만 표현정

도, 불만 표현의 직접성, 상담사 개입의 적절성이었다. 사후검정의 경우 Tukey 

HSD를 사용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및 각 집단의 기술통계치를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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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 검토

1) 조작확인

    연구자의 의도대로 연구참여자가 상담에 대한 불만을 느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 집단에 배정된 연구 참여자들에게 각각의 처치를 받은 뒤 실제 상담에 

대한 불만을 느꼈는지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전원이 상담에 대한 

불만을 느꼈다고 보고한 예비실험과 달리 본실험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95명 중 

87명(91.6%)이 상담 불만족 시나리오와 만화를 보는 과정에서 상담에 대한 불

만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집단인 위험안심 탐색질문과 이익강조 탐색질문이 실제로 연

구참여자에게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 검사가 끝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상담사의 개입(그림20)은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의 위험을 안심시

키는 방식이었다.’, ‘상담사의 개입(그림20)은 불편함을 표현함으로써 얻는 이익

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3명(위험안심 2명, 이익강조 1명)의 연구참여

자는 조작에 실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95명 중 상

담에 대한 불만과 개입에 대한 조작이 모두 성공한 84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집단간 동질성 검증

    본 연구는 집단간 사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별로 연구참여자를 무

선배정하였다. 세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과 학년, 정서표현

양가성을 변인으로 집단간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각 변인 별로 일원분산분석(on

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성별, 학년, 정서표현양가성의 변인에 

있어 세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 6>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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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분석 집단 간 동질성 검증 - 인구 통계학적 정보

  본 연구에서 동질성 검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고려한 정서표현양가성 

점수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즉, 의도한대로 집단간 사전 동질성을 확보

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분석 집단 간 동질성 검증 - 정서표현양가성

제 2 절 집단 간 차이 비교

1) 표현의도 

    집단에 따라 다른 종류의 탐색질문을 처치한 이후 집단별로 상담 불만족에 

대한 표현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

A)을 실시하였다. <표 8>은 집단별 측정치와 일원분산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

집단 M SD F값

정서표현양가성
통제 집단 80.79 6.455

.843위험안심집단 79.93 5.180
이익강조집단 80.79 7.094

집단 M SD F값

성별

통제 집단 1.72 .455

.796

위 험 안 심 집

단
1.70 .465

이 익 강 조 집

단
1.64 .488

학년

통제 집단 3.21 1.780

.101

위 험 안 심 집

단
2.96 1.372

이 익 강 조 집

단
3.8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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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만에 대한 표현의도는 위험안심집단(M=5.15, SD=1.166), 이익강조집단(M

=4.93, SD=1.274), 통제집단(M=3.83, SD=1.814) 순으로 측정되었다. 분석결과 

세 집단(통제집단, 위험안심집단, 이익강조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표 8> 집단별 표현의도 점수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자세한 집단간 비교를 위해 Tukey H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표9>는 

사후검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 집단 중 위험안심집단과 이익강조집단이 같

은 부집단으로 묶여있고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p<.0

5). 즉, 본 연구의 <가설 1-1> ‘불만에 대한 탐색질문의 방식에 따라 불만 상황

에서의 불만 표현의도에 집단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집단별 표현의도 점수의 사후검정 결과

변수 집단 M SD F값
유 의 확 률

(p)

표현의도
통제 3.83 1.814

6.712 .002위험안심 5.15 1.166
이익강조 4.93 1.274

집단 집단 평균차
표 준 오

차

유 의 확

률
95%신뢰구간

통제

위험안심 -1.321 .389 .003 -2.25 -.39

이익강조
-1. 10

0
.385 .015 -2.02 -.18

위험안심
통제 1.321 .389 .003 .39 2.25
이익강조 .220 .392 .842 -.72 1.16

이익강조
통제 1.101 .385 .015 .18 2.02
위험안심 -.220 .392 .842 -1.1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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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집단별 표현의도 점수의 동일서브세트

2) 표현정도

    집단에 따라 다른 종류의 탐색질문을 처치한 이후 집단별로 상담 불만족에 

대한 표현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

A)을 실시하였다. <표 11>은 집단별 측정치와 일원분산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불만에 대한 표현정도는 위험안심집단(M=5.22, SD=1.368), 이익강조집단

(M=4.53, SD=1.644), 통제집단(M=3.10, SD=2.041) 순으로 측정되었다. 분석

결과 세 집단(통제집단, 위험안심집단, 이익강조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표 11> 집단별 표현정도 점수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자세한 집단간 비교를 위해 Tukey H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표12>

는 사후검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 집단 중 위험안심집단과 이익강조집단이 

같은 부집단으로 묶여있고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p<.0

5). 즉, 본 연구의 <가설 1-2> ‘불만에 대한 탐색질문의 방식에 따라 불만 상

황에서의 불만 표현정도에 집단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 N
알파의 서브세트 = 0.05
1 2

Tukey HSD

통제 29 3.83
이익강조 28 4.93
위험안심 27 5.15
유의확률 1.00 .84

변수 집단 M SD F값
유 의 확 률

(p)

불 만 표 현 

정도

통제 3.10 2.041
11.202 .000위험안심 5.22 1.368

이익강조 4.5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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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집단별 표현정도 점수의 사후검정 결과

<표 13> 집단별 표현정도 점수의 동일서브세트

 개입에 대한 반응을 직접 적어보게 한 경우 본 연구에서 코딩한 자료를 봐도 

29(18) 28(24) 27(26) 실제로 불만 표현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음. 

3) 표현의 직접성

    세 종류의 탐색질문을 처치한 이후 상담에 대한 불만족을 상담사에게 표현

한 경우 표현의 직접성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

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14>는 집단별 측정치와 일원분산분석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불만족 표현의 직접성은 위험안심집단(M=5.38, SD=1.05

6), 이익강조집단(M=4.19, SD=1.650), 통제집단(M=3.33, SD=1.495) 순으로 

측정되었다. 분석결과 세 집단(통제집단, 위험안심집단, 이익강조집단)간의 유의미

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4> 집단별 표현의 직접성 점수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변수 집단 M SD F값
유 의 확 률

(p)

집단 집단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신뢰구간

통제
위험안심 -2.119 .459 .000 -3.21 -1.02
이익강조 -1.432 .454 .006 -2.52 -.35

위험안심
통제 2.119 .459 .000 1.02 3.21
이익강조 .687 .463 .304 -.42 1.79

이익강조
통제 1.432 .454 .006 .35 2.52
위험안심 -.687 .463 .304 -1.79 .42

집단 N
알파의 서브세트 = 0.05
1 2

Tukey HSD

통제 29 3.10
이익강조 28 4.54
위험안심 27 5.22
유의확률 1.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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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집단간 비교를 위해 Tukey H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는 

사후검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 집단 중 통제집단과 이익강조집단이 같은 

부집단으로 묶여있고 위험안심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p<.0

5). 즉, 본 연구의 <가설 2-2> ‘불만에 대한 ‘위험안심’ 탐색질문집단은 ‘이익

강조’ 탐색질문집단에 비해 상담 불만족 표현방식이 보다 직접적일 것이다.‘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집단별 표현의 직접성 점수의 사후검정 결과

<표 16> 집단별 표현의 직접성 점수의 동일서브세트

4) 개입의 적절성

 

  다음은 상담 불만족 상황에서 세 종류의 탐색질문을 처치받았을 때 실험참여

자가 이를 안전하게 받아들이는지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

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17>은 집단별 측정치와 일원분산분석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상담불만족에 대한 탐색질문 개입의 적절성은 통제집단(M=

불만표현의 

직접성

통제 3.33 1.495
10.959 .000위험안심 5.38 1.056

이익강조 4.19 1.650

집단 집단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신뢰구간

통제
위험안심 -2.042 .444 .000 -3.11 -.98
이익강조 -.859 .436 .128 -1.91 .19

위험안심
통제 2.042 .444 .000 .98 3.11
이익강조 1.183 .403 .013 .23 2.15

이익강조
통제 .859 .436 .128 -.19 1.90
위험안심 -1.182 .403 .013 -2.15 -.22

집단 N
알파의 서브세트 = 0.05
1 2

Tukey HSD

통제 18 3.33
이익강조 26 4.19
위험안심 24 5.38
유의확률 .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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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SD=1.387), 이익강조집단(M=4.59, SD=1.338), 위험안심집단(M=4.59, SD

=1.338)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

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불만에 대한 ‘이익강조’ 탐색질문집단은 ‘위험안심’ 

탐색질문집단에 비해 개입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해당 개입은 상담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이 더 좋을 것이다.‘을 지지해주지 않는다.

<표 17> 집단별 개입의 적절성 점수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변수 집단 M SD F값
유 의 확 률

(p)

불만표현의도
통제 4.93 1.387

.465 .630위험안심 4.59 1.338
이익강조 4.68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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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논의

제 1 절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상담 불만족에 대한 탐색질문 방식이 불만족 표현의도와 표현정

도, 표현의 직접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실험연구이다. 구체적

으로 위험안심 탐색질문과 이익강조 탐색질문이 통제집단으로 설정한 일반적인 

상담종결질문에 비해 상담 불만족 상황에서 실험참여자의 불만족 표현의도와 

표현정도가 높을 것이고 실험참여자의 불만족 표현방식에 있어서 위험안심 탐색

질문이 이익강조 탐색질문에 비해 불만족 표현이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반면, 실

험참여자가 받아들이는 개입의 적절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가설을 설

정하였다. 해당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본 실험을 실시하기 전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대학원생 15명을 선발하여 예비실험

을 실시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해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상담불만족의 이유를 다룬 선행연구(김정임, 1999; 문보경, 2001; 오충광, 200

7; 심해영, 2016)를 토대로 자체 개발한 상담 불만족 자극과 실험개입의 안면타

당도를 확보하였다. 예비실험에서 나온 피드백과 상담전공 교수 2인의 검토를 

거쳐 상담 불만족 시나리오, 만화 및 불만족 탐색질문방식을 개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예비연구에서 나왔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250명의 연구지원

자 중 한국형 정서표현양가성 척도(K-AEQ) 상위 50%(125등 이내) 점수에 속

하는 연구참여자 9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세 집단으로 무선배정된 

연구참여자들은 상담 불만족 스크립트 및 만화를 읽고 반응을 적는 과정에서 

대부분 상담에서의 불만을 경험하였으며(87명) 직후 집단별 개입(통제집단, 위험

안심집단, 이익강조집단)을 실시하였다. 실험참여자 개입을 마친 후 사후검사를 

통해 상담불만족 경험 여부, 상담불만족 표현의도, 표현정도, 표현의 직접성, 개

입의 적절성을 측정하였고 분산분석을 실시해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성별, 학년, 정서표현양가성으로 집단동일성을 검정한 뒤 일원분산분석(AN

OVA)으로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위험안심집단과 

이익강조집단의 불만족 표현의도, 불만족 표현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안심집단이 통제집단, 이익강조집단에 비해 불만족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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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수준에서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험참여자가 느낀 개입의 

적절성은 집단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과 불일치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만 표현의도에서 위험안심 탐색질문과 이익강조 탐색질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탐색질문의 방식이 어떻든 내담자에게 상담에서의 불만

이나 개선점을 묻는 개입이 정서표현양가성 성향의 내담자의 불만 표현의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험안심 탐색질문과 이

익강조 탐색질문은 초기 상담에서 상담에서의 불만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내담자들에게 처치할 수 있는 증명된 개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표현의도를 높

임으로써 불만에 대한 탐색질문이 개입 직후 불만족 표현을 유도하지는 못하더

라도 이후 상담 평가와 같은 다른 개입을 하거나 이후 상담에서 내담자의 불만

표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실제 불만 표현과 표현정도에서 위험안심 탐색질문과 이익강조 탐색

질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탐색질문의 방식이 어떻든 내담자에게 상담에

서의 불만이나 개선점을 묻는 개입이 내담자의 불만 표현정도를 높이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성향의 피험자 특성상 

불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순 있어도 표현에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실제로는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최해연, 2007).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두 유형의 탐색질문 개입이 표현의도의 상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실제로도 표현하는 행동으로도 이어졌다.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직간접적적으로 불만을 더 표현하였으며 실험참여자가 평정한 불만 표현의 정도 

또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상

담에서 탐색적 질문이 반영적 반응보다 내담자의 자기표출을 유발하는데 있어 

더 효과적이며, 다른 개입(반영 및 재진술)에 비해 감정표현을 더 촉진한다는 결

과와 궤를 같이 한다(주영아, 1987; Hill & Gormally, 1997).   

    불만 표현의도와 표현정도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 방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불만 탐색질문 자체의 영향 또는 불만 탐색질문 방식

(위험안심, 이익강조)이라는 두 요인에서 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

계 특성상 통제집단과의 차이가 탐색질문 자체의 영향인지, 질문방식의 영향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상담 불만족에 대한 구조화의 효과를 연구한 이효주(201

8)의 연구에서는 불만족 표현의사의 상승이 구조화 방식보다는 구조화 자체에

서 온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탐색질문 개입과 구조화가 유사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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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본 실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집단간 불만 표현의도, 

표현정도의 차이는 탐색질문 방식에 의한 효과보다는 불만족에 대한 탐색질문 

자체에서 오는 효과일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셋째, 불만 표현의 직접성에서 불만에 대한 탐색질문 방식의 영향을 부분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불만을 표현한 경우 그 표현의 방식이 직접적이었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위험안심 탐색질문 집단이 다른 두 집단(통제집단, 이익강

조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바를 묻는 통제집단과 불만 

표현에 따르는 이익을 강조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묻는 이익강조집단에 

비해 위험안심집단의 경우 불만여부에 대해 그대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수록하진 않았지만 실험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적어놓은 실

험개입에 대한 반응을 봤을 때도 불만안심집단에서 보다 직접적인 불만표현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만표현이 직접적이라는 것은 상담사가 내담자의 반응

에서 상담에 대한 불만을 파악하기 수월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험안심 

탐색질문이 내담자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다루기에 효과적인 개입인 것으로 보인

다. 반면 이익강조 질문집단의 경우 내담자의 표현을 듣고도 불만여부를 알아

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그 경우 내담자의 반응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

요하다.

    넷째, 개입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통제집

단, 위험안심집단, 이익강조집단 모두 4점대 평균으로 실험참여자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개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제집단이 일상적으로 

상담에서 일어나는 종결질문임을 생각해볼 때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도 상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받아들일만한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척도

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실험집단에 속한 두 탐색질문 방식이 상담관

계 혹은 상담성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시도한 탐색

질문 방식은 상담초기 상담에 대한 불만이 예상되는 내담자에게 사용할 수 있

는 상담자 개입이라고 생각된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가 상담 연구와 실제에 주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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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본 연구는 초기상담에 생길 수 있는 상담에서의 불만족을 표현하지 

않고 조기종결 혹은 낮은 상담성과를 낼 수 있는 정서표현양가성 상위 대상자

들의 불만족 표현을 촉진하기 위해 탐색질문을 활용한 첫 경험적 연구이다. 초

기상담에서 불만을 경험한 정서표현양가성 상위 집단을 대상으로 불만족에 대

한 탐색질문을 했을 경우 실제로 불만족 표현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담 불만족에 대한 사후

적 개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선제적 개입에 대한 연구는 적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상담 불만족에 대한 예방적 개입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상담 불만족에 대한 탐색질문의 방식을 다양하게 시도해보면서 

각 방식이 가진 장단점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 참여자가 상담에서의 불만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상

호작용 방식의 상담 불만족 유발 상담 만화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모의실험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가상 시나리오 읽고 이입하기’에서 얻은 실험결과

는 실제 상담 상황과 많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의실험연구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가 만화 속 가상 상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제 상담에서의 불만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는 실험자극을 일방향적으로 제시해 실험참여자의 상상에 의존하는 모의실험

연구와 차별점을 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각 개입은 몇 가지 변수에 있어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개입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분명하

지 않은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위험안심 탐색질문과 이익강조 탐색질문이 내담자

의 불만족 표현의도, 표현정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개입의 효과가 탐색질문 자체에서 기인하는지 혹은 각각의 탐색질문방식(위

험안심, 이익강조)에서 기인하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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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입들의 효과가 어떤 요인에서 기인하는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두 실험집단(위험안심, 이익강조)이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탐색질문 내용을 담은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개입의 적절성에 있어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당 개입들이 상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

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개입의 적절

성, 안전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담지속의사, 상담에 대한 

태도 등 상담 불만족에 대한 개입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부가적인 영향을 확인할 

다양한 척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대상자가 양적으로나 다양성으로나 충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

가 모집한 대상은 만 18세 이상 전문적인 상담(개인상담/집단상담)을 받아본 적 

없는 서울 내 대학생/대학원생이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다른 조건의 집단에 섣

불리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조건의 대상자들

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각 집단

별로 인원 수가 적어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 별 참여자 수를 늘려 검증해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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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스크리닝 설문지(K-AEQ)

문

항

번

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다

른 사람에게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1 2 3 4 5

2.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

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

하게 되거나 상처받게 될까 걱정

된다.

1 2 3 4 5

3.
두려움이나 분노같은 부정적인 감

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1 2 3 4 5

4.
종종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

을 표현할 수가 없다.
1 2 3 4 5

5.
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다.

1 2 3 4 5

6.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7.
종종 내가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

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왠지 망설

여진다.

1 2 3 4 5

8.

비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온당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는 나의 부정적인 느낌을 드러내

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내게 얼마

나 소중한지 말하지 못한다는 것

을 종종 느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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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성 확인 2문항은 생략하였음.

10.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감정들을 

감춰두려 하지만, 때때로 다른 사

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1 2 3 4 5

11.
정서적 반응을 좀더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

1 2 3 4 5

12.
내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했더라면 

하고 회상할 때가 있다.

1 2 3 4 5

13.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

감을 느낀다.
1 2 3 4 5

14.
나의 애정을 좀더 겉으로 표현하

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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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1 2 3 4 5

17.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 

느끼는 바를 말하고 싶더라도 아

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한다.

1 2 3 4 5

18.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

아야 할 때조차,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19.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남자/

여자친구가 알았으면 하면서도, 

남자/여자친구에 대한 질투심을 

억누르려 한다.

1 2 3 4 5

20.
화를 낼까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21.
때때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싶

더라도 나는 언제나 기분을 다스

리려 노력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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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실험 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양식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가상 상담 상황에서 내담자 경험에 따른 역할 

성숙도 차이 연구 

책임자명 : 김유근(서울대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석사수료)

이 연구는 가상 상담 상황에서 내담자 경험에 따른 역할 성숙도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대학(원)생이고 이전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만18세 이상의 성인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김유근 연구원(김유근, 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

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

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가상 상담 상황에서 내담자 경험에 따른 역할 성숙

도의 차이를 알기 위함입니다. 상담학에서 내담자의 역할 성숙도란 

내담자로써 상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아는 정도를 뜻합

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경험이 쌓임에 

따라 상담을 더 효과적으로 받는 법을 알게 됩니다. 즉 상담 경험이 

적을 수록 역할 성숙도가 낮고, 상담 경험이 많을 수록 내담자의 역

할 성숙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저희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상담 경험이 없는 만18세 이상의 

대학(원)생의 역할 성숙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1) 설문: 이전 전문적인 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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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만18세 이상)에 해당하는 252명의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2) 실험: 사전 설문에 참여한 252명 중 50%인 126명(최소 105명)이 

실험에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설문

먼저 연구 동의서를 읽고 이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온라인 설

문을 통해 실시되는 연구의 특성상 설문에 대한 서면 동의는 생략됩

니다. 그 이유는 실험참여 대상자에서 제외된 설문참여자로부터 직접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면 동의를 

받는 대신 온라인에서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를 숙독하고 ‘동의’ 버

튼을 눌러야 사전 설문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를 대체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귀하는 실험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검사

(설문)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전검사는 성격적 특성을 묻는 객관식 

검사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설문과정에서 총 5분이 소

요됩니다. 

  사전검사가 완료된 뒤 만일 귀하가 사전 설문 결과 본 실험 참여자

로 선정되면 다음 과정이 진행됩니다. 귀하는 총 252명의 사전검사가 

모두 완료됨과 동시에 연구자의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실험참여자 

선정여부, 연구사례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귀하

가 50%(126명)에 해당하는 실험참여자로 선정되신 경우 실험에 참여

할지의 여부를 질문받게 되며 이에 동의하실 경우 협의를 통해 실험

장소와 날짜를 확정합니다. 

2) 실험

① 시나리오 읽기: 귀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의 가상시나

리오를 읽게 됩니다. 시나리오 내용을 읽을 때 해당 주인공의 마음에 

최대한 감정이입을 하며 글을 읽어주십시오. 글을 다 읽은 뒤 가상시

나리오의 내용을 묻는 세 문항에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단계는 

약 5분이 소요됩니다.

② 상담상황 상상하기: 귀하는 해당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어 상담

을 받게 되면 어떨 것 같은지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이란 

어떤 과정일지, 어떤 느낌일지 머릿 속에 자유롭게 떠올려주시면 됩

니다. 해당 단계는 약 30초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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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상상담 만화 보기: 귀하는 시나리오의 주인공인 A씨가 실제로 

상담을 받는 만화자료를 보게 됩니다. 만화 중간중간 빈 말풍선이 있

는데 귀하가 만화 내용과 같이 상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상상하면서 응답하시면 됩니다. 빈 말풍선에 채울 내용은 내

담자의 반응으로 정답이 없으니 떠오르시는대로 자유롭게 작성해주시

면 됩니다. 해당 단계는 약 5분 이 소요됩니다. 

④ 상담사 개입에 대한 반응 적기:‘연구책임자를 불러주세요.’라는 

지시문이 나오면 옆 방에 대기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를 불러주시면 됩

니다. 연구책임자는 만화의 마지막 컷을 보여주면서 상담자의 대사를 

직접 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께서 그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글

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단계는 약 3분이 소요됩니다. 

⑤ 사후검사 실시: 마지막으로 귀하는 사후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후검사는 상담자 개입의 영향을 평가하는 5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계는 약 5분 가량이 소요되며 사후검사를 

모두 완료하시면 실험은 끝이 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설문: 252명이 실시하는 설문참여(실험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

해 설문참여자의 심리적 특성을 묻는 스크리닝 검사)의 경우 총 21문

항으로 약 5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2) 실험: 설문에 참여한 252명 중 실험참여자로 선정되신 경우(126

명) 실험참여 기간은 약 2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실험참여의 구체적

인 내용은 3번에서 기술).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1) 설문: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도중에 설문을 중단하길 원하시면 언제

든지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입력한 모든 정보 및 응

답은 자동 삭제됩니다.

2) 실험: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작성한 모든 자료는 폐기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설문실시와 실험참여로부터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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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소정의 금전적 사례 외에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

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가상 상담 상

황에서 상담경험에 따라 내담자의 역할 성숙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김유근 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나이, 소속, 상담경험

여부, 연락처, 계좌번호입니다. 연락처는 실험 약속을 잡기 위

해서만 쓰이며, 이후 즉시 폐기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

보관리책임자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보안장치에 의한 안전한 방

법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

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

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

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

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

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설문을 실시하신 후 실험에 참여하시는 분께는 감사의 의미로 실험 

종료 후 현금 8,000원이 즉시 지급됩니다. 설문에 참여하셨지만 실험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50%, 126명)께는 1,000원 상당의 기프

티콘을 드립니다. 기프티콘 또한 실험 종료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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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

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유근       전화번호: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가상 상담 상황에서 상담자 개입에 따른 내담자

의 반응 차이

연구 책임자명 : 김유근(사범대 교육학과, 석사수료)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

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

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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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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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인적사항 수집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되므로 

실험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주시고 설문 내용에 빠짐없이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편안

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자료는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또한 순수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

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지도교수 : 김 동 일

연구자 : 김 유 근

성별 ① 남                    ②여

나이 만 (              )세

대학교/대학원 

재학여부
① 대학교 재학          ② 대학원 재학

학기 (              ) 학기

상담경험여부 ①있다               ②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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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가상 상담 시나리오

다음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아래 내

용을 천천히 읽으며 이 학생이 어떠한 마음일지 상상, 감정이입해봅니

다.

졸업을 앞둔 학부생 OO씨는 최근 본인의 회피적인 성격과 관련해 고

민이 많다. OO씨는 대학교에 들어와 훌륭한 성적을 받으면서 전공 

지도교수님의 눈에 들게 되었는데, 교수님은 OO씨가 수업에서 보여

주는 성취에 호감을 가져 OO씨에게 특별히 도움을 주셨다. 교수님은 

OO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고학번 선배들에게만 돌

아가는 전공생 장학금을 타는데 도움을 주셨고, OO씨가 고민이 있을 

때는 멘토가 되어주기도 하셨다. 그 과정에서 OO씨는 자신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교수님께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어렵지만 꾸준히 

연락을 드렸다. 시간이 흘러 OO씨는 어느덧 졸업을 앞두게 되었고 

인사차 교수님을 찾아뵙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진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교수님은 OO씨에게 진로계획을 물어보셨다. 전공성적은 좋게 

받았지만 해당 전공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OO씨는 사실 다른 진로

를 모색하고 있었고, 이를 사실대로 알리면 교수님께서 실망하실까봐 

숨기던 중이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교수님께서는 OO씨가 당황해 우

물쭈물있자 ‘대학원 들어올래? 대학원에 들어오면 많이 도와줄게’라

며 대학원 지원을 직접적으로 권유하셨다. 그러나 OO씨는 해당 전공

과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니 교수님께서 크게 실망

하실 것 같아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OO씨는 당황스러운 얼굴

로 ‘제안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좀더 생각해보고 알려드리겠다.’고 말씀

드린 뒤 자리를 나왔지만, 이후에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몰라 고민

이 되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의 실망한 얼굴

이 상상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른 진로를 생각 중이라고 말씀드리

면 교수님께서 실망하시고 언짢아하실 것 같아 차마 말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연락을 받지 않고 교수님을 피해다녔다. 학부 때 도움을 많

이 주셨던 교수님께 빚을 졌다는 마음이 있어서인지 OO씨는 다른 진

로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더더욱 할 수가 없었다. 이후에 OO씨는 

원래 계획이었던 다른 진로로 취직을 했고 그 해 졸업을 하게 되었

다. 졸업을 며칠 앞두고 OO씨는 학교에 두었던 짐들을 챙기러 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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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문항>

※ 위 내용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1) OO과 교수님은 가까운 사이였다.                                   (O       /       X)

2) 교수님은 OO가 취직하기를 바란다.                                 (O       /       X)

3) OO씨는 교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O       /       X)

데 사물함을 뒤지다 맞은 편 복도에서 걸어오는 교수님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교수님은 OO씨에게 ‘왜 연락을 안받았니?’고 하시면

서 ‘혹시 대학원 들어오라는 제안 때문에 그런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웠던 건 사실이었지만 

선택을 존중하고 있으며, 잘해보라고 OO씨를 격려해주셨다. 다만 자

신에게 솔직하게 말했어도 괜찮았을텐데 연락을 받지 않아 서운했다

는 말씀을 하셨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OO씨는 상급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말을 해야될 때 관계를 끊는 식으로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방식에 문제를 느끼게 되었다. 예전에도 회피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리

는 문제를 겪었고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OO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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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상담 상황 상상

당신은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앞으로 있을 상담에서 어떤 얘기를 꺼낼지

어떤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될 것 같은지 상상해봅니다.



- 68 -

부록 6. 상담 불만족 유발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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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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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안심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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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강조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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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사후검사지

  이 질문지는 상담에 대해 여러분이 갖는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특히 방금 경험한 상담에 대한 당신의 불만 경험을 알

아보려 합니다. 

  여기서 불만이란 상담 장면에서 상담이나 상담자에 대해 자신이 원

하거나 기대한 바와 맞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러한 불만의 대상은 상담 환경, 상담자의 반응, 상담자의 나에 대한 

태도, 상담자의 상담 진행방식, 혹은 상담자의 개인적 특징 등을 포함

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문항에 솔직하고 진지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문항에 응답해주십시오.

“나는 상담에 대한 불만을 느꼈다.”       

(  그렇다    /    아니다  )  

※ 1번 문항에 ‘그렇다’를 응답한 경우 ☞ 2번부터 응답  

※ ‘아니다’를 응답한 경우 ☞ 4번부터 응답 

2. 다음 문항에 응답해주십시오

※ 상담사의 개입이란 그림20을 말함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

다

상당

히그

렇다

매우

그렇

다

2-1) (상담사의 개입으

로) 나는 상담에서 경험

한 불만을 표현할 마음이 

생겼다.

1 2 3 4 5 6 7

2-2) (상담사의 개입으

로) 나는 상담에서 경험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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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문항에 응답해주십시오

※ 상담사에게 불만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한 경우 응답할 것

4. 다음 문항에 응답해주십시오

※ 상담사의 개입이란 그림20을 말함

한 불만을 상담사에게 표

현했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

다

상당

히그

렇다

매우

그렇

다

4-1) 나는 상담사의 개입

이 상담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

다

상당

히그

렇다

매우

그렇

다

3-1)  내가 상담사에게 

불만을 표현한 방식은 

직접적이었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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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디브리핑문

연구제목

상담불만족에 대한 탐색질문 방식이 

불만족 표현에 미치는 영향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초기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불만족을 경험한 경우 상

담사의 탐색질문 방식에 따라 불만족 표현의도와 표현정도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담 초기에 상담을 처음 받아

보는 내담자의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상담에 대한 기대와 실제 상

담이 불일치할 경우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사

가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는다거나 내 말에 충분히 공감해주지 않는 경

우 등이 있습니다. 불만족을 느낀 내담자의 경우 대체로 불만을 상담사

에게 표현하게 되는데 내담자들 중 정서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의 

경우 상담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이를 상담사에게 표현하지 않고 일방

적으로 상담을 종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상황에서 불만이 있

을 경우 이를 상담사에게 표현함으로써 이후 상담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불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상담 상황에서 불만족을 느낀 정서표현이 어

려운 내담자들이 불만경험을 상담사에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입

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참여 철회가능 안내

  연구의 특성상 연구모집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연구의 제목과 목적을 알

려드릴 수 없어 연구가 끝난 직후 디브리핑을 통해 본래의 연구제목과 

목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디브리핑을 안내받은 후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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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는 연구참여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디

브리핑 이후에 연구참여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연구책임자에게 말씀해

주면 되며, 이 경우 연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와 연구자료는 즉시 폐기

됨을 알립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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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questioning type o

n clients’ expression of dissatisfac

tion

 

Kim, Yuguen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virtual counseling research which is to examine whe

ther there are some effects of questioning type to clients’ dissatisfacti

on on intention, extent and directness of expression about dissatisfactio

n. clients’ dissatisfaction is emotion which clients have in counseling p

rocess or counselors. unless appropriately treated, it is known to have 

an bad effect on counseling process such as premature termination or l

ow outcome. so this study made two types of questioning about dissati

sfaction and examined effects of them respectively; one questioning typ

e relieves risk about expressing own dissatisfaction. another one empha

sizes medical benefit from expressing own dissatisfaction. 

  Korea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est (K-AEQ) wa

s conducted to select participants who got upper 50% test score. So th

is study conducted main experiment to 95 participants among 125 parti

cipa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main experiment. 95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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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ssigned to three groups and carried out scripts and comics about 

clients’ dissatisfaction in counseling. most participants(87 person) exper

ienced clients’ dissatisfaction in counseling and they received 3 differe

nt intervention immediately. After intervention by groups, post-test fol

lowed to examine effects of each intervention. dependent variables wer

e intention, extent and directness of expression about dissatisfaction an

d appropriateness of intervention. one-way ANOVA was used to invest

igate disparity among groups.

  First, The results show that both experimental groups(risk-relieving 

question, benefit-emphasizing question) have more effects in promoting 

clients’ intention and extent of expression about dissatisfaction in com

parison with control group. but there was no meaningful disparity bet

ween two experimental groups. This means - whatever the type of qu

estion is - there is effect of questioning clients’ possible dissatisfactio

n to make clients express their feelings. Second,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two experimental groups in directness of expression. Participa

nts’ response from risk-relieving question groups was more direct tha

n other groups(benefit-empasizing question, control group). Furthermor

e, when checking participants verbal or written response to interventio

n, real disparity was found. this means questioning type which approac

h directly get direct expression from clients. Third, there was no differ

ence in appropriateness of couselors’ intervention. participants in three 

groups responded same level that each intervention is acceptable. This 

means other two experimental groups can be apllied to counseling.

keywords : client dissatisfaction, questioning, consumer complaining beh

avior,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tudent Number : 2017-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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