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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교정적 관계 경험은 상담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교정 경험을 하는 내담자의 내적 체험을 의미한다. 임상 실제를 기반으로 

한 상담학의 여러 이론들과 연구자들은 그동안 교정적 관계 경험이 내담자

의 변화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제안해 왔다. 그러나 중요성에 대한 합의

에도 불구하고, 교정적 관계 경험 그 자체나 혹은 교정적 관계 경험이 상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험적으로 연구된 바는 극히 드물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연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교정적 관계 경험의 정의

가 모호한 측면에 주목하여, 이를 ‘학습’의 관점에서 정교화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이전에 학습되었던 ‘무엇’이 상담자와의 관계를 ‘어떻

게’ 경험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이 재학습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교정적 관

계 경험이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탐색하여,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정교화된 개념이 적합한 지를 상담 

사례에 적용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총 32명의 남녀로 우울하면서 ‘적대적이면서 

순종적인’ 대인관계 유형인 조건에 부합하였다. 이들은 연구참여의 조건으로 

8-12회기의 개인상담에 참여하였으며, 개인상담이 시작되는 첫 회기부터 종

결 회기까지 매회기 직후 해당 회기에 ‘상담사를 새롭게 경험한 순간’에 관

한 상담일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상담 시작 전과 종결 직후, 상담 종결 후 1

개월, 상담 종결 후 3개월 시점에서 한국판 CES-D(우울 증상 검사)와 

IMI-C(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

이 종결 된 이후 인터뷰를 통해 상담 과정 중에 있었던 교정적 관계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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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응답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거쳤다. 첫째, 예비연구 단계

에서 매회기 수집된 361개의 상담일지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에 의해 질적

으로 분석되었고, 분석된 결과는 문헌리뷰 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교정적 관

계 경험에 대한 정교화된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본연구에서 32명의 인

터뷰 축어록은 ‘사례 연구를 위한 합의적 질적 분석법’에 의해 분석되어, 상

담 사례에서의 교정적 관계 경험 현상을 추출하고, 교정적 관계 경험이 발

생하는 단계에서 대인관계 규칙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CES-D와 IMI-C로 수집된 종단 자료들은 통계 패키지 R을 이용하여 ‘혼합

효과모형’의 방법으로 교정적 관계 경험과 상담성과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를 통해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정교

화하고, 상담사례에서 이를 포착할 수 있는 면접 질문지 및 평정지침을 개

발하였다. 정교화된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대상으

로 하는 관계 경험을 통해 건강한 방향으로 대인관계 규칙을 재학습하는 현

상’이며,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이 발생하는 프로세스 모

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본연구에서는 내담자들이 교정적 관계 경험의 발생 순간에, 1) 타

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학습된 대인관계 규칙이 활성화 되고, 2) 상담자도 

예상대로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예측하여 불안함과 두려움을 

경험하였으며, 3) 그러나 상담자가 예상과 다르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

여 놀라고 안도하는 경험을 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종단자료의 분석 

결과는 교정적 관계 경험을 한 내담자들이 대인관계 특성으로서의 유형과 

우울 증상이 시간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 교정적 관계 경험이 상담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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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교정적 관계 경험의 측정에 대해 논의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 실제에의 적용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교정적 관계 경험, 교정적 정서 경험, 상담과정, 상담성과, 

상담관계, IMI-C, CQR-C  

학   번 : 2015-3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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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설명(explanation)이 아닌 경험

(experience)이며(Fromm-Reichmann, 1950), 이 중에서도 관계 경험은 내담

자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경험 중 하나이다(Bowlby, 1969, 

Ainsworth, 1967; Wallin, 2007). Fromm-Reichmann(1950)에 의하면 심각한 

정신질환 환자들의 경우에도 상담 관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상담 관계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회복이 가능하다. 임상 실제를 기반으로 한 

여러 상담학의 이론들은 그동안 상담관계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상담에서 치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현상에 주목해 왔다. 대표적인 학자 중

의 Franz Alexander와 Thomas French(1946)는 당시 주류 이론이었던 Freud

의 추동 이론의 강조점과는 다르게, 과거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의 

새로운 학습이 치료 변화 과정과 더 밀접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Goldfried, Pachankis, & Bell, 2005). 이들은 교정적 정서 경험(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s: CEEs)라는 용어로 해당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내담자들이 상담 밖 관계에서 중요한 타인들과 반복적으로 맺어왔

던 (보통은 부정적인) 관계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상담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치료적 변화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Alexander, & 

French, 1946).  

상담관계가 치료적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담관계가 공

통요인(common factor)으로서 상담의 성과를 예측하는 가장 일관적이면서도 

강력한 변수라는 점이 여러 경험연구에서 검증(Horvath & Symond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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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Garske, & Davis, 2000)된 이후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높

아지고 있다. 그동안의 치료적 변화를 일으키는 상담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상담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변수들(예, 공감(Elliott, Bohart, Watson, & 

Greenberg, 2011), 긍정적 존중과 타당화(Farber & Doolin, 2011), 진솔성

(Kolden, Klein, Wang, & Austin, 2011), 치료적 동맹(Horvath, Del Re, 

Flückiger, & Symonds, 2011), 즉시성(Hill, 2004), 실제관계(Gelso, 2004, 

2010))에 대해 연구하거나, 혹은 그 변수들이 상담성과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인과적 관계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Barber, 

Connolly, Crits-Christoph, Gladis, & Siqueland, 2000; Crits-Christoph, 

Connolly Gibbons, & Hearon, 2006; DeRubeis, Brotman, & Gibbons, 2005). 

최근에는 변화 프로세스에 대한 증가된 관심으로, 예를 들면 작업동맹이 시

간에 따라 변화하는 추세를 탐색하고, U자형이나 V자형의 패턴을 찾는 작업

이 진행되기도 하였다(Stevens, Muran, Safran, Gorman, & Winston, 2007; 

Stiles et al., 2004; Strauss et al., 2006). 그러나 상담관계가 어떤 기능을 하여 

상담성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

제로 남아 있다(Hill & Knox, 2009). 

교정적 관계 경험(corrective relational experiences: CREs, Castonguay & 

Hill, 2012)은 연구자들이 Alexander와 French(1946)의 교정적 정서 경험이

라는 용어를 경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교정적 경험(corrective 

experiences)’으로 재조정하면서 파생된 용어이다(Castonguay & Hill, 2012). 

최근 들어 교정적 관계 경험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는 현상은 교정적 관계 

경험이 상담관계가 치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과 밀접한 관련을 갖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교정적 관계 경험은 ‘상담관계 그 자체가 변화를 만들어 내는 

교정 경험’이기 때문이다. 상담관계와 상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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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계가 상담성과를 만들기 위한 준비나 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 입장과 상담관계 그 자체가 치료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Norcross & Lambert, 2019). 예를 들면 상담에서의 관계를 지

칭하는 개념 중 전이(transference, Freud, 1912/1958)는 상담관계가 내담자 

분석을 위한 중요한 표적물(target)이 됨을 강조한다. 반면 라포(rapport)나 

작업동맹(working alliance)과 같은 개념들은 상담에서 본격적인 작업을 하

기 위한 ‘준비’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Bordin, 1979; 1980; 1994). 그러나 

상담관계는 분석대상이나 후속 작업을 위한 준비가 아닌 내담자가 변화하기 

위해 직접 경험해야 하는 자극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이에 속하는 개념 

중 하나가 교정적 관계 경험이다. 따라서 교정적 관계 경험은 상담관계가 

직접적으로 기능하여 교정을 만들어 내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줄 것

이다.  

둘째로, 교정적 관계 경험은 상담자에게서나 혹은 상담자-내담자 사이

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담자의 주관적이고도 내적인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Sharpless & Barber, 2012). 그동안의 치료적 변

화를 만들어내는 상담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변수들이 주로 상담자의 내부적

인 요소나 행동적 요소들(예, 공감, 긍정적 존중과 타당화, 진솔성 등)에 초

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LaCrosse, 1980; Strong, 1968). 

상담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상담자의 입장에서

만 논의된다면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게 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게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Timulak(2010)은 상담 중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에 대한 41개

의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상담 중에 있었

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내담자와 상담자가 매우 다르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내담자들은 중요한 사건에서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요인에 더 초

점을 두는 반면, 상담자는 사건의 인지적 요소들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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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Norcross와 Lambert(2011)는 상담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변수들

에 대해 내담자와 관찰자, 상담자가 측정한 결과와 상담관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결과는 내담자가 측정한 상담관계가 상담성과와 가장 높은 상

관이 있었으며, 관찰자와 상담자의 측정 점수가 뒤를 이었다. 또한 진솔성을 

강조하는 실제관계에 대해서도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관계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Lo Coco, Gullo, Prestano, 그리고 Gelso (2011)의 연구에

서 내담자들의 실제관계에 대한 인식이 성과를 예측한 반면 상담자들의 인

식은 성과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상담관계에 대한 내

담자의 관점이 상담자의 관점보다 상담성과를 더 잘 예측하는 지표일 가능

성을 말해준다. 교정적 관계 경험은 순전히 내담자의 주관적이고 내적인 세

계에서 발생하며, 상담자의 의도나 개입, 심지어 인식 없이도 일어날 수 있

다(Goldfried, 2012). 따라서 Hadley와 Strupp(1977), Strupp과 Hadley(1977)

은 교정적 경험이 본질적으로 내담자의 주관적인 세계의 경험이기 때문에 

탐색하기 어렵긴 하지만, 내담자들이 무엇을 교정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 밝히는 것은 다른 어떤 정보 보다도 상담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독특

하고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교정적 관계 경험은 그동안 임상 실제를 바탕으로 한 많은 상담

학 이론들과 일부 연구들에서 상담성과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상담관계 변수로서 그 중요성이 제안되어 왔다(Alexander & French, 1946; 

Christian, Safran, & Muran, 2012; Constantino & Westra, 2012; Goldfried, 

2012; Hayes, Beck, & Yasinski, 2012; Hill et al., 2012; Sharpless & Barber, 

2012). 그러나 중요성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교정적 관계 경험 자체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경험적으로 연구된 바는 

극히 드물다(Goldfried, 2012).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과 그것이 영향을 미

치는 과정을 규명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는 201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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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x, Hess, Hill, Burkard, & Crook-Lyon, 2012; Ladany et al., 2012; 

Huang, Hill, Strauss, Heyman, & Hussain, 2016). Knox와 그의 동료들(2012)

은 조금 더 명료하게 자신의 경험을 포착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초심상담

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내담자로서 겪었던 교정적 관계 경험을 분석하여, 

교정적 관계 경험의 촉발사건, 교정적 관계 경험의 사건 (형태, 내담자의 반

응, 상담자의 반응), 교정적 관계 경험의 결과 등을 도출하였다. Ladany와 

그의 동료들(2012)도 마찬가지 이유로 초심상담자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

여, 상담 상황이 아닌 수퍼비전 상황에서 겪게 되었던 교정적 관계 경험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Huang과 그의 동료들(2016)은 일반 내담자들을 대

상으로 그들이 상담 장면에서 겪은 교정적 관계 경험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개인상담에서의 성인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교정적 관계 경험의 선행사건, 

특성, 결과들을 질적으로 탐색하고, 교정적 관계 경험을 보고한 내담자들과 

없었다고 보고한 내담자들 간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세 연구 모

두 교정적 관계 경험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정적 관계 경험의 

정의가 작성되어 있는 지시문을 참여자에게 직접 제시하였다. 참여자는 교

정적 관계 경험의 정의를 읽고 난 후 상담 받는 과정 중에 해당 경험이 있

었는지를 대답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수립하여 그 동

안 측정하기 어려웠던 내담자의 주관적이고 내적인 현상을 탐색했다는 점에

서 큰 의의를 갖고 있지만 개념의 규정이나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개념적 측면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경향이 

있다. 개념이 모호하면 연구자가 상담 장면의 관찰이나 내담자 대상의 면담

을 통해 교정적 관계 경험에 관한 자료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집하기 어

렵다. 예를 들어, Knox와 그의 동료들(2012)은 교정적 관계 경험을 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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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일종으로 특히 “치료적 관계의 맥락에서 혹은 치료적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교정적 관계 경험으로 간주했다. 그렇게 하면서 교정적 관계 경험

을 “내담자가 상담 중에 뚜렷한 전환(a distinct shift)을 느끼는 특정 순간으

로, 내담자는 치료자와의 관계를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방식에서 정서적으

로 이해하거나 혹은 경험하며, 이를 통해 어떤 방식에서 교정이 일어나는 

것(Specific times in psychotherapy “when the client feels a distinct shift, such 

that she or he comes to understand or experience affectively the relationship 

with the therapist in a different and unexpected way, and is thereby 

transformed in some manner)”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는 교정적 관계 경험

의 중요한 측면을 규정했고 기존의 교정적 관계 경험 관련 연구를 촉진했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경험하는 것’이나 

‘어떤 방식에서 교정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표현은 상담자와의 관계를 정서

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교정된다는 것인지에 관

한 설명이 모호하다.  

둘째, 교정적 관계 경험은 내담자의 내적 경험(Sharpless & Barber, 2012)

일뿐 아니라, 내담자가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 

개념에 부합하는 상담 내 경험의 순간을 정확하게 회고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교정적 관계 경험의 실체와 기능을 탐구한 기존의 연구들(Knox 

et al., 2012; Ladany et al., 2012; Huang et al., 2016)은 교정적 관계 경험이 

내담자의 내적 경험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보고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지만, 내담자가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하여 그것에 부합하는 상담 과정 중의 한 순간을 정확하게 보고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정적 관계 경험 연구를 진행했

던 Huang과 그의 동료들(2016) 역시 인터뷰 참여자들이 제시된 교정적 관

계 경험 정의를 해석하는 데는 개인차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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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fried(2012)는 교정적 경험(CEs)이 내담자의 인식 밖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없었다고 보고하더라도 실제로는 경험했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위에서 살펴본 Knox와 그의 동료들(2012)

의 연구와 Ladany와 그의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

복하고자,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해 보다 더 잘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초심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내담자일 때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교정적 관계 경험에 접근하

는 데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

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으로서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이 보다 정교화될 필

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정교화 하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

다. 교정적 관계 경험이라는 개념의 뿌리는 Alexander와 French(1946)의 교

정적 정서 경험(CEEs)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교정적 정서경험을 일

종의 학습 경험으로 간주했다. 즉, 그들은 치료적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

칙에 대해 ‘내담자들이 스스로 과거에 다룰 수 없었던 정서적인 상황을 조

금 더 우호적인(favorable) 분위기 속에서 내담자들에게 재노출시키는 것(p. 

66)’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재노출이 도움이 된다면, 내담자들은 

해당 상황을 교정적이면서 정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정서적 경험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받고 있는 정서적 영향력을 바로잡을

(repair)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여러 학자들은 교정적 정서 경험을 재경

험을 통한 학습의 일종으로 본다면 재경험을 통한 학습을 굳이 정서적인 것

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Castonguay & Hill, 2012). 따라

서 이러한 학습은 인지적인 것과 행동적인 것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적 정서 경험에서 ‘정서적’을 삭제하고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인 ‘교정적 

경험’으로 재명명하기도 했다(Goldfrie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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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요약하면 교정적 정서경험이나 교정적 경험에서 ‘교정’은 

일종의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담자에게는 과거에 부

정적인 경험을 통해 특정 자극(예, 사건, 사람 등)에 대해 학습한 경험이 있

으며, 이 과거의 학습 경험은 같거나 비슷한 자극에 처해졌을 때,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며 (보통은 부적응적인) 대처 행동(예, 회피)을 하게 

만든다. 내담자는 상담 받는 도중에 보통 이 과거 경험을 상기시키는 자극

에 대해 ‘위험을 무릅쓰고’ 재노출됨으로써, 생각보다 큰 일이 없다는 ‘놀람’

과 함께 ‘안심’과 같은 일종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경험을 통한 하나의 ‘탈 학습’ 과정으로, 이러한 경험은 곧 ‘재 학습’으로 이

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정적 관계 경험은 앞서 논의했듯이 ‘교정적’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학

습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치료적 관계에 의해 혹은 치료적 관

계 맥락에서 일어나는 교정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교정적 경험과 차별된 특

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정적 관계 경험에 관해 지

금까지 정의된 내용에는 무엇이 변화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면, 

Castonguay와 Hill(2012)가 교정적 관계 경험을 과거에 내담자에게 부정적

으로 경험되었던 어떤 상황이 종국에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그것은 교정적 경험(CEs)의 의미와 동일하다. 또한 반대로 상담 

중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교정 경험이 치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교정적 관계 경험이 아닌 교정적 경험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을 

품게도 한다. 내담자가 과거에 ‘무엇’을 학습했고, 상담에서 상담자와의 관계

를 ‘어떻게’ 경험하여, ‘무엇’이 새롭게 학습하여 변화하게 되는지가 분명해 

져야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좀 더 명료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상담 중에 발생하

는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그것이 상담에서 수행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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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색하는 것이다. 우선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 정교화를 위해서 본 연

구는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할 때, 학습의 관점에서 접근

하지만(‘교정적 관계 경험’의 ‘교정적’ 측면), 교정적 경험과 차별화된 교정

적 관계 경험의 특성(‘교정적 관계 경험’의 ‘관계적’ 측면)을 찾아 좀 더 구

체화된 방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발생하며 내담자가 교정적 관계를 경험했을 때 나타내는 

변화의 과정과 방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담

자가 나타내는 변화가 의미가 있었는지 상담성과와의 관련성을 통해 경험적

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1) 내담자가 매회

기 작성한 상담일지의 분석을 통해 내담자들이 ‘상담관계를 새롭게 경험한

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색하고 (2) 그 내용을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해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정의와 비교 분석하여 교정적 관계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을 잠정적이지만 이전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규정할 것이

다. 그 후, (3) 새로 제시된 정의를 바탕으로 실제 상담사례에서 어떻게 드러

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끝으로 (4) 그렇게 포착한 관계 경험이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라는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은 상담 과정

의 어떤 현상을 탐색하는 연유로, 교정적 관계 경험이 실제 상담에서 드러

나는 방식의 범주화, 상담성과의 확인 등을 위해서 Kiesler(1996)의 대인관

계 의사소통 이론(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eory)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론 모형을 활용하였다. 대인관계 원형모형은 대상관계 이론 관련 연구에

서 대상관계 및 대상표상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되

고 있는 모형이다(김창대 & 김성현, 2005).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론은 대인

관계 원형모형(interpersonal circumplex)의 한 계열로, ‘대인관계 상보성’을 

바탕으로 한 ‘반향메시지(impact message)’라는 독특한 이론적 개념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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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 특성이다.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론은 특히 우울한 내담자들의 

경우 대체로 적대-순종의 대인관계 유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 

밝혀왔고(Barrett & Barber, 2007; Ravitz, Maunder, & McBride, 2008; 

Vittengl, Clark, & Jarrett, 2003), 상담이 성공적이었을 때 이들의 대인관계 

유형이 우호-지배(FD)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왔다(Dinger, Strack, 

Leichsenring, & Henning, 2007; Filak, Abeles, & Norquist, 1986; Gurtman, 

1996; Schauenburg, Kuda, Sammet, & Strack, 200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울하면서 적대-순종 유형인 내담자들이 교정적 관계 경험을 했을 때 그들

의 관계유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지 관찰함으로써 교정적 관계 경

험의 기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오랫동안 중요한 현상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경험적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해 내담자가 경험하는 

현상을 밝혀,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이나 혹은 실제 사례에서 포착하는 

데 접근이 용이해지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상담성과에 기여하는 교정적 관

계 경험 및 상담관계의 기능을 논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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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상담에서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그것이 내담자 변화에 작용하는 

기능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우선 예비연구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과 관련된 문

헌과 실제 내담자의 상담일지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교정적 관계 경험을 

정교화 할 것이다. 그 후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에서 정교화된 개념을 기

초로 실제 내담자 대상 면접 지침을 제작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적절성을 확인할 뿐 아니라 교정적 관계 경

험을 겪은 내담자가 긍정적인 상담성과를 보였는지 확인 할 것이다.  

 

[예비연구] 

연구문제 1) 상담자와의 새로운 관계 경험에 대해서 내담자가 보고하는 

내용들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  

1-1) 내담자가 상담자를 새롭게 느꼈다고 보고한 사건에 대해서, 

내담자가 보고하는 새로운 관계 경험의 대상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  

1-2) 내담자가 상담자를 새롭게 느꼈다고 보고한 사건에 대해서, 

내담자가 보고하는 상담자의 반응이 새롭게 느껴진 이유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  

 

연구문제 2) 교정적 관계 경험은 관계적 및 교정적 측면에서 어떻게 

정교화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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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 

연구문제 3) 새롭게 규정된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은 실제 상담 사례에 

적용되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연구문제 4) 교정적 관계 경험은 상담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가?   

가설 4-1) 교정적 관계 경험을 한 내담자의 대인관계 유형은 적대-

순종에서 우호-지배로 변화할 것이다.  

가설 4-2) 교정적 관계 경험을 한 내담자는 시간에 따라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할 것이다.  

가설 4-3) 교정적 관계 경험은 시간에 따른 우울 및 대인관계 유형 

변화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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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 

 

 

  1) 교정적 경험과 교정적 관계 경험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교정적 관계

경험이라는 용어가 파생된 교정적 경험(Corrective Experiences: CEs, 

Castonguay & Hill, 2012)의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정적 경험이라

는 용어는 Alexander와 French(1946)의 교정적 정서 경험(CEEs)으로부터 

파생되었다. 학자들이 교정적 정서 경험(CEEs)이라는 용어에서 ‘정서’란 단

어를 사용하지 않고 교정적 경험(CEs)으로만 명명한 데에는 Alexander와 

French(1946)의 교정적 정서 경험(CEEs)이라는 개념에서 ‘학습’의 측면을 

크게 지각했기 때문이다. Goldfried(2012)는 그동안 여러 상담학 이론들에서 

Alexander와 French가 강조했던 교정적 정서 경험(CEEs)의 핵심적인 속성

인 내담자의 ‘새로운 학습 경험’이 강조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Fenichel(1941)은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공포가 통찰이나 갈등해결 없이도 

그 자체로 자주 접촉되는 것만으로도 감소하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습 이론에서 Bandura(1969)는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원칙으로 “회피 행

동의 소거는 회피 반응이나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이라는 위협적인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p.141)”고 이야

기하며 공포 치료에 노출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1980년에 The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에서는 인지 치료와 관련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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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변화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다루었는데, 학자들은 한결같이 내담자의 

새로운 경험이 변화 프로세스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Brady, Gill, & Hoffman, 1980). 

교정적 경험의 개념에 대해 연구해 오던 학자들은 2007년과 2009년, 

2011년에 Penn State 주립 대학에서 만나 세 번의 회의를 개최하며, 교정적 

경험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들을 

정리하였다. 회의 결과 교정적 경험은 “한 사람이 하나의 사건이나 관계를 

이전과 다르고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에서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

는 경험들”이라고 정의되었다(Castonguay, & Hill, 2012). 이 정의 안에는 특

정 상황에서의 사건이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과 그 안에 있는 한 개인의 사

고와 정서, 기대, 그리고 결과들을 포괄하는 다양한 측면들이 담겨 있다. 또

한 교정적 경험은 개인이 그들이 보통은 하지 않았을 행동을 이전과는 다르

게 해본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험 감수가 포함되며, 실행했을 때 (걱정했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놀라는 과정 역시 포함된다. 

Goldfried(2012)는 상황(situation)과 사고(thought), 정서(affect), 의도

(intention), 반응(response), 결과(consequence), 그리고 자기-평가(self-

evaluation)를 STAIRCaSE라는 약자를 사용하여 교정적 경험을 개념화하였

다. 이에 따르면, 교정적 경험은 주어진 상황(S)이 부정적인 기대(T)와 정서

(E)를 유발할 때, 개인이 의도(I)를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반응

(R)하여, 결과(C)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고(a), 하기를 잘 했다고 자

기 평가(SE) 하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상담의 서로 다른 이론적 지향들 간에는 교정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서는 합의를 이룰지 몰라도, 임상적으로 교정적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

을 보는 맥락은 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신역동 치료나 대인관계적 

접근에서는 교정적 경험을 상담관계의 중요성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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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강하다(Alexander & French, 1946; Levenson, 1995). 반면 인지행

동적 접근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자극을 유발하던 자극에 대

해 안심하는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측면을 강조한다(Goldfied, 2012). 

그러나 Alexander와 French 역시 교정적 정서 경험(CEEs)이 내담자의 상담 

장면 밖, 일상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측면

에서는 교정적 경험에 대한 인지행동적 접근의 측면에 조금 더 초점화 될 

수 있다. 즉, 교정적 경험이란 내담자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는 경

험을 일컬으며, 이 학습은 구체적으로 기존에 강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던 

자극을 긍정적으로 재경험(ex, 공포 자극의 탈조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적 경험의 속성에 대한 하나의 또다른 논의는 교정적 경험이 한 순

간에 일어나는 사건(event)으로서의 경험인지 누적된 경험의 결과로 발생하

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Holtforth와 Fl�̈�𝑢 ckiger(2012)는 교정적 경험이 하

나의 큰 사건 형태(big bang)로 일어날 수도 있고, 작은 사건들이 누적되는 

형태(constant dripping)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학습 경험의 

차원에서 교정적 경험이 발생하는 것은 동화(assimilation)/조절

(accommodation)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CBT에서 심리교육을 실시하고 변화에 대한 기대를 촉진시키는 것들은 동화

(assimilation)의 과정인데, 이 과정은 노출의 기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인

지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시키는 작업인 조절(accommodation)의 밑바탕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은 동화의 누적 경험은 곧 큰 조절을 만들어낼 수 

있다(Kanfer & Schefft, 1988). 따라서 교정적 경험 역시 상담 과정 중에 내

담자에게 영향력이 큰 하나의 인상적인 사건으로서 경험될 수도 있고, 내담

자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없는 여러 번의 작은 새로운 경험들이 모여서 변

화 경험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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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관계의 맥락에서, 치료적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교정적 경험’으

로 정의되는 교정적 관계 경험은 교정적 경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것과 구분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 먼저 앞서 살펴본 교정적 경험의 핵심 개

념은 부적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을 안심 등의 정적 정서로 재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새로운 학습 경험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을 바탕으

로 상담자와의 관계 맥락에서 발생하는 교정적 경험인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정리한다면, 부적 정서를 일으키는 관계적 자극에 대해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안심 등의 정적 정서로 재경험하게 되는 관계적인 하나의 새로

운 학습 경험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둘 다 하나의 큰 사

건(Big bang)과 작은 사건들의 누적 경험(Constant dripping) 모두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차이점은 교정적 경험은 상담 장면과 상담 밖 장면 모두에

서 경험될 수 있지만, 상담자와의 관계적 맥락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교정적 관계 경험은 상담 장면 안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같은 맥

락에서 교정적 경험은 상담자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외부 자극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지만, 교정적 관계 경험은 오직 상담자와의 관계적 맥락에 의

해서만 촉발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상담이론에서 관계의 의미와 활용    

 

다음으로 교정적 관계 경험의 ‘관계를 통한 변화’의 속성이 개념에 반영

되기 위해, 그동안 임상 실제를 기반으로 한 상담학 이론들이 강조해 왔던 

상담성과를 만들어 내는 상담관계 활용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상담

관계를 이용하는 방식은 경험적으로 연구되기 보다는 상담 실제 장면에서 

주로 강조되어 왔는데, 상담 실무자들에게는 상담관계를 이용하는 특정 방

식이 내담자에게 핵심적인 치료적 변화의 순간으로 작용한다는 경험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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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기 때문이었다(Hill & Knox, 2009). 이런 현상들이 교정적 관계 경험

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교정적 관계 경험의 정의에 다 들

어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담관계를 치료적으로 이용하는 원리를 설명

하는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면, 각 이론적 접근으로부터 교정적 관계 경험

에 적용될 수 있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적 특성을 추출할 수 있을 것

이다.  

고전적 정신역동 이론 (Classic Psychoanalytic theory) 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활용하는 현상을 전이(transference)를 다루는 과정으로 설

명한다(Freud, 1920/1963, 1940/1970). 내담자는 작업동맹이 형성되면서 과

거 인생에서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형성된 의식 밖 영역에 존재하는 그들의 

감정과 추동, 태도, 환상, 방어기제 등의 전이를 상담자에게 일으키게 된다. 

이 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덧씌운 전이를 보다 정교화하고 이 전이를 해석함

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리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Greenson, 1967). 시간 제한적인 역동적 접근을 강조하는 최근의 수정된 고

전적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주요한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사례개념화를 진행하고, 반복적인 전이 해석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Luborsky, 1984; Pollack, Flegenheimer, Kaufman, & Sa-Dow, 1992; Strupp 

& Binder, 1984). 

대상관계 이론 (Object Relations theory) 에서는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한 대인관계 원형(template)을 추후 

관계에서도 반복한다고 본다(J. R. Greenberg & Mitchell, 1983; Klein & 

Tribich, 1981). 상담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담자들은 자신의 병리

적 시나리오들을 되풀이하고, 이는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상담자를 지금까

지 내담자가 맺어왔던 병리적 관계로 초대하게 된다. 그러나 상담자는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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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일시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내담자의 습관적이고 자기 파

괴적인 관계 양식을 이해하게 된다. 그 다음 상담자는 상담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내담자가 보내는 메타커뮤니케이션으로의 요구들을 거절하여 투사적 

동일시를 직면한다. 이 때 상담자는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정서적 영향력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해석을 사용하지 않는다. 충분한 작업이 진행되면서 

내담자는 자신의 부적응적 방식이 상담자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반복적인 방식에 대해 통찰을 얻도록 하기 위해 피드백과 해석을 사용한다. 

내담자는 상담자를 좋은 대상(a good object)으로 내면화하고, 상담자는 내담

자의 내적 세계에서 건강한 형상으로 존재하게 된다(Cashdan, 1988; 김창대 

2002). 

대인관계 이론 (interpersonal theory) 에서는 개인의 행동을 통제(지배-

순종)와 친애(우호-적대)의 차원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본다. 통제 차원에

서는 한 사람의 입장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대되는 입장을 유도하고, 친애 

차원에서는 같은 입장을 유도한다고 본다(Sullivan, 1953; Leary, 1957; 

Carson, 1969; Kiesler, 1988, 1996). 관계적으로 괴로운 사람들은 보통 누구

와 상호작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똑같은 행동을 고수하는 경직된 대인관계 패

턴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인관계 접근에서는 상담자들이 처

음에는 타인들이 내담자에게 하듯이 유도되는 행동 그대로 “걸려서(hooked)” 

반응하여 그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는 단계를 갖는다. 그 다음에는 내담자가 

으레 예상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여, 내담자들이 교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경직되었던 대인관계 행동에 유연함을 갖도록 돕는다.  

관계 이론 (Relational theory) 에서는 고전적 정신역동과는 달리 상담관

계를 이자적(two-person) 체계로 본다.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대해 상담자

는 중립성이나 익명성, 부재감을 유지하는 대신, 상호작용하고 재연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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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이고 상호적이며 진실될 것을 강조한다(Mitchell, 1997). Safran, 

Muran, Samstag, 그리고 Stevens (2011)는 치료적 변화의 핵심은 동맹이 결

여됐을 때 이를 협상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Safran과 Muran (2000)은 특히 

메타커뮤니케이션, 혹은 “치료적 관계에서 재연된 것에 관해 의사소통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렬을 다루고 협상할 

때 우선시 되는 방법이라며 즉시성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치료자는 

그들의 관계에 생긴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해 내담자와 함께 비통제적이고 개방된 

방식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내담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감정을 잘 표

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기저하고 있었던 생

각과 욕구 등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관계적인 

어려움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내담자는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배우고, 이러한 학습이 타인과의 관계로 일반화될 것

이라고 가정된다.  

인지 이론 (Cognitive theory) 에서는 치료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생겼

을 때는 치료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를 직면하여,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에 부

정적인 반응에 기여하는 인지적 왜곡을 확인하고 교정할 것을 조언한다

(Beck, Rush, Shaw, & Emery, 1979). Beck과 그의 동료들(1979)은 또한 내담

자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관련된 관계 이슈들이 과거 관계 경험들을 통해 학

습해 온 자기개념들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인지 이론가들은 치료적 프로세

스나 관계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진 않지만, 치료적 작업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내담자의 관계적 인지들은 다루고 있다.  

종합해 보면, 각 상담학 이론들에서 강조하는 방식이나 치료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은 다 다르지만, 상담관계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접점들을 

통해 공통적인 측면을 관찰할 수 있다. 가령 고전적 정신역동 이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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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계에서는 내담자의 과거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경험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가 이것이 상담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어렸을 때 주요한 특정 타인과의 

경험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지 이론과 거의 유사하다. 

인지 이론에서는 이를 과거에 부정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 인지적 도식을 

형성하였고, 이것이 반영되어 치료적 관계에 대한 내담자의 부정적인 

반응이 유발된다고 보았다. 반면, 대인관계 이론과 관계 이론에서는 

내담자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원인 보다는 이 부정적인 반응이 

상담관계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 때 두 이론 

모두에게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담자의 역할인데, 전이를 해석하고 

설명(explain)하는 방식 대신 상담자가 한 명의 대인관계 상의 타자로서 

내담자가 긍정적인 방식으로의 새로운 관계를 체험(experience)할 수 있도록 

역할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담자의 역할은 상담자가 건강한 새로운 

내적 대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치료적이라고 보았던 대상관계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또한 모든 이론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상담관계를 

다루는 것의 치료적인 측면으로는 ‘상담자를 통해 새로운 관계적인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이 상담 밖 다른 대인관계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3) 교정적 관계 경험에서 ‘교정’의 표적물(target)  

 

그렇다면 상담자와의 새로운 관계 경험 속에서 내담자에게는 어떤 변화

가 일어나는 것일까? 내담자의 ‘무엇이’ 변화하여 다른 대인관계로 확대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Huang과 그의 동료들(2016)의 연구에서는 내

담자들에게 교정적 관계 경험으로 인해 변화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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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통해 물어보았다. CQR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는 첫째, 치료적 관계

가 형성되었고(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개방하게 되었으며 더 깊은 연

결감을 갖게 되었음, 상담자의 전문적인 능력과 신뢰성에 대한 존경심이 커

짐, 치료적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패턴이 향상됨), 둘째, 내담자의 개인 내적

인(intrapersonal) 웰빙이 향상되었으며(자기 인식이 증진되었고 자신을 새로

운 관점에서 만나게 됨, 긍정적인 기분이 증진되었음, 원치 않던 감정들이 

감소하였음), 그 외로 상담 밖에서 대인관계적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치료 

안에서 더 생산적이게 되었고,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불편

함을 경험했다고 정리하였다. 초심 상담자들이 내담자로서 교정적 관계 경

험에 대해 응답하였던 Knox와 그의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

과를 보였다. 초심상담자들은 그들의 교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내

적 변화가 있었고, 치료적 관계가 향상되었으며, 타인과 관계를 맺는 부분에

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상담자로서 기능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 내담자의 

어떤 특성이 교정되어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상담과정에 대한 다양한 

상담학 이론들의 가정은 내담자의 교정 경험이 내담자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심리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transformation) 긍정적인 전환이라

고 설명한다(Alexander & French, 1946; Angus & McLeod, 2004; Foa & 

Kozak, 1986). 이런 측면에서 선행 연구들에서 도출된 교정된 특성은 내담

자의 본질적인 심리적 변화를 말해주는 것 같지는 않다(Heatherington, 

Constantino, Friedlander, Angus, & Messer, 2012). 

그렇다면 교정적 관계 경험은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무엇을 변화, 즉 교

정하는 것일까? 교정적 관계 경험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그동안 교정적 관

계 경험이 이론적으로 부적응적이었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

을 교정한다는 가정을 채택해 왔다. (Levenson, 2003; Huang et al., 201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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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Levenson (2003)은 상담자의 행동이 내담자에게 새로운 관계 경험

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대인관계적 스키마를 반

박(disconfirmation)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험들이 질적

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해지면, 내담자들이 관계에 대한 새로운 내적 작동 모

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내적 작동 모델을 변화시킨다는 가정이 교정적 관계 경험의 어떤 특성

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내적 작동 모델의 정의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다. 내적 작동 모델은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Bowlby(1969)가 

제안한 생애 초기 애착관계에 기초하여 애착대상과 자신 및 관계에 대해 형

성된 정신적 표상을 뜻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이다(Thompson, 

2008). 내적 작동 모델은 초기 영유아기 때의 양육자의 보살핌을 통해 형성

한 애착관계 경험이 이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 및 기대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본다. 즉, 과거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 패턴은 관계표상으로 전환

되어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고, 이 내적 작동 모델이 이후 대인관계를 포

함한 심리적 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retherton & 

Munholland, 2008). 이러한 현상은 애착 이론의 내적 작동 모델에만 국한된 

개념만은 아니며, 앞서 여러 상담학 이론들의 상담관계를 치료적으로 활용

하는 내용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내적 작동 모델 외에도 대상관계, 핵심신

념, 심리도식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려 왔다(김진숙, 2013).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양육자에게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

마다 꾸지람 등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면, 어린 아이는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해선 안되고, 요구했을 때에는 타인으로부터 부정

적인 피드백을 받을 것이라는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관계적 규칙을 학습할 

것이다. 이렇게 학습된 내용은 자연스럽게 양육자 외의 타인을 만날 때에도 

적용되어 누구를 만나도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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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대인관계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될 것이다. 특히 과거의 특정 관계

적 상황이 강한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두려움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

는 상황이었다면, 관계 규칙은 더욱 공고하게 새겨질 것이다(김창대, 2019). 

견고하게 새겨진 관계 규칙은 내담자로 하여금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관계 

규칙으로 인한 보상적 행동을 고수하게 만들어 유연하고 적응적인 관계 형

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교정적 관계 경험이 교정하는 부분이 내담자의 내적 작동 모델

이란 이론적 합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험적

으로 이를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내적 작동 모델이나 대상관계, 대상

표상 등은 친밀한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기능을 매개하는 인지적, 정서적 과

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정의상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표상에 대해 기술할 수는 없고 오로지 추론될 수 

있을 뿐이다(Stricker & Healey, 1990). 오랜 시간 동안 개인의 대상관계나 

표상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투사적 검사를 

사용하거나(Hibbard, Hilsenroth, Hibbard, & Nash, 1995; Niec & Russ, 2002; 

Burns & Viglione, 1996), 대상관계(Bell, 1995)나 애착유형(George, Kaplan, 

& Main, 1985; Bartholomew & Horowitz, 1991; Kobak, 1989; Shaver & 

Hazan, 1987)을 평가하는 방식들로 교정적 관계 경험이 내적 작동 모델을 

교정하는 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일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

라서 교정적 관계 경험이 ‘교정’시키는 ‘무엇’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내적 작

동 모델이라는 추상적이고, 복잡하며, 무의식에 가까운 구인보다 측정 가능

하고, 단순 및 명료한 구성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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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론  

 

본 연구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변화시키는 교정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Kiesler(1983, 1985)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론(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eory)를 개념적 틀로 채택하였다.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론

은 현대 대인관계 이론(interpersonal theory; Leary, 1957; Carson, 1969; 

Wiggins, 1979)과 Beier(1966)의 의사소통 이론을 통합한 이론이다. 대인관

계 의사소통 이론은 반향메시지(impact message)라는 개념과 이를 독특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 (Impact 

Message Inventory-Circumplex: IMI-C, Kiesler et al., 1985)를 가장 큰 특징

으로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반향메시지가 내담자의 대인관계 규칙을 나타

내는 내적 작동 모델이나 자기표상 및 타인표상을 측정하는 개념이라 가정

한다. 여기서는 먼저 반향메시지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을 살펴본 뒤, IMI-C 

검사의 독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론의 특성 

 

가. 대인관계 원형모형  

 

IMI-C는 대인관계 행동을 측정하는 데 있어, 대인관계 원형모형 이론

에 기반하여 모든 관계에서의 대인관계 행동을 통제와 친애 차원으로 설명

하고 있다. 대인관계 행동이 과연 이 두 차원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기 위해 간단하게 대인관계 원형모형 이론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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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인간의 성격적 기질과 정서의 구조를 정의

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를 위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움직임으로 분

류되는데, 하나는 요인분석 기법을 주로 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

로 기본적이거나 기저하는 차원들을 확인하려는 시도들을 진행해 왔다. 또

다른 접근은 모든 기질과 정서들에게서 공통된 구조를 결정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 접근의 전제는 상대적으로 시작과 끝이 없는 원형 배열의 

모형이 조금이나마 기질과 정서들 간의 관계를 묘사해 준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접근과 관련해서, 오늘날 잘 알려진 것처럼 성격 구조에 

대한 연구는 1940년대 Cattell과 Eysenck, 그리고 Guilford에 의해 시작되었

다. 이들은 단순한 구조를 찾기 위한 목적 하에 요인분석 절차들을 실시했

으며, 그 결과 4개에서 16개의 기본적인 차원들이 성격 구조를 설명하는데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근에는 모든 성격 기질들이 성격의 5가지 넓은 

범주 안에 속한다고 합의되고 있는데, 바로 성격 5요인 모델 (Five Factor 

Model)을 말한다. 이 모델은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지지 받

아 왔으며, 외향성(extroversion), 우호성(agreeable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경험에 대한 개방성

(openness to experience)로 구성된다(김동일, 전호정, & 안지영, 2015). 

이에 비해 또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다 

(Plutchik & Conte, 1997). 이 모델은 초기 Guttman의 심리측정적 작업과 

Leary와 Wiggins의 성격에 대한 작업, 그리고 Plutchik와 Lorr의 정서에 대

한 작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은 기질과 정서들을 나타내는 언어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두 가지 차원이 용어와 의미 모두에서 상당히 겹

쳐지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 두 가지 차원은 개념적으로나 수학적으로 원형 

모델을 도구로 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인접한 요소들(기질 혹

은 정서) 간에는 유사성의 값을 갖고 있는데, 요소들 간의 비유사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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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은 원형 상에서 추가적으로 제거되었다. 이 값들은 원형 상에서 서로 

정반대되는 위치에 있을 때 양극적인 값을 갖게 된다. 연구자들은 이 원형 

모델이 지능이나 문화적 차원들보다는 성격의 대인관계적 측면들에 주요하

게 적용된다고 강조해 왔다.  

원형 모델은 성격 구조를 나타내는 도구로 상당히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 1903년에 Wundt는 그리스인들이 흔히 말하는 네 개의 기질이 서로 

양극단 성질을 나타내는 용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Eysenck, 

1970).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는 1946년에 Cattell이 Allport와 Odbert 

(1936)의 기질 리스트로부터 171개의 단어를 뽑아 요인분석을 실시할 때까

지 미국 심리학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Plutchik, 1991). Cattell은 

36개의 클러스트를 만들고, 그 클러스트 안에 양극단적인 속성을 부여하여 

‘standard reduced personality sphere’라고 명명하였다. 1951년에 Freedman과 

Leary, Ossorio, Coffey는 ‘interpersonal purposes’라고 부르는 하나의 원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대인관계 상호작용에 16가지의 모드가 있으며, 

이 모드들은 dominating, rejecting, trusting, loving의 단어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되었다. 대인관계 상호작용은 원의 중심부에서 나타날수록 

평범한 경우임을 의미하며, 주변부로 갈수록 극단적인 경우임을 나타낸다.  

Leary(1957)는 Sullivan의 대인관계 심리치료 이론과 Murray의 욕구이

론을 기초로 대인관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는 1957년 Murray가 제시한 

인간 욕구 목록에서 중요한 것을 선별하고, 증상이 아닌 대인관계 행동이 

정신의학적 진단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Sullivan의 주장을 반영하여 나름

대로 완전하고 포괄적인 관계진단체계인 Interpersonal Circle(IPC) 모형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IPC에서는 사람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사랑(정서적 접

촉)과 권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Sullivan의 이론에 따라, 모든 대인관계 행

동을 사랑-증오, 통제-복종 등의 두 축으로 설명하였다(Benjami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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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cus, Gurtman, & Ruiz, 1998).  

성격에 대한 또다른 원형 모델은 Stern(1958)에 의해 제시되었고, 이 작

업은 성격에 대한 심리측정 검사의 근간이 되었다. 응답자들은 상당히 많은 

수의 행동들(예, 과속함, 시시덕거림, 정리정돈하기, 아픈 사람을 돌보기 등)

에 대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응답들은 30개의 

하위척도로 점수화 되며, 원형모델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 원형모델은 외향

적(outgoing)과 위축된(withdrawn)’, ‘독립적인(independent)과 의존적인

(dependent)’, ‘공격적인(aggressive)와 소심한(timid)’의 양극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Schaefer(1959, 1961)는 아이에 대한 엄마들의 사회

-정서적 행동에 관한 여러 연구들 진행하였다. 그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

용에 대한 상관 점수를 요인분석하여 상관 매트릭스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요인이 대부분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변량들을 

이차원의 공간 상에 위치시키면 거의 원형에 가까운 패턴이 나오는 것을 발

견하였다. 이 원형은 ‘애정 표현(expression of affection)과 무시(ignoring)’, 

‘엄격함(strictness)과 평등함(equalitarianism)’, ‘자율성(autonomy)과 침범

(intrusiveness)로 구성되었다. Shaefer는 Sullivan의 이론에 근거하여 통제의 

반대를 복종이라고 했던 IPC와 다르게, ‘분리와 개별화(separation-

individuation)’를 강조했던 Magaret Mahler의 이론에 따라 통제의 반대를 

자율성으로 보았다(Benjamin, 1996; Pincus, Gurtman, & Ruiz, 1998).  

1963년에 Lorr과 McNair은 환자군과 비환자군 모두를 평정하기 위해

임상가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대인관계 행동들을 묘사하는 진술들의 

척도를 구성하여 ‘interpersonal behavior circle’을 개발하였다. 이들 척도 역

시 상관 매트릭스를 요인 분석했을 때 두 요인 구조로 나타나고 항목들의 

군집들은 원형 배열을 나타내었다. 이 척도는 1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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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사회성(Sociability), 애정(affection), 돌봄(nurturance), 우호성

(agreeableness), 공손함(deference), 순종(submission), 자기비하(abasement), 

억제(inhibition), 거리감(detachment), 불신(mistrust), 적개심(hostility), 인

정(recognition), 지배(dominance), 과시(exhibition)가 그것이다.  

Benjamin은 1974년에 Sullivan의 이론에 근거하여 SASB(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Leary의 IPC와 

Shaefer의 모형을 통합하여 통제(control)의 반대편에 동시에 복종과 자율성

이 높일 수 있도록 했다(Benjamin & Pugh, 2001). SASB 모형은 원형모형이

면서 개인차에 관심을 두는 IPC와는 달리 Shaefer의 모형처럼 2자관계적 접

근(dyadic approach)을 취하였다(Gurtman, 2001; Pincus, Gurtman, & Ruiz, 

1998). SASB에서는 한 개인의 내면화된 작용 모형이 초점이 되는 대상에 따

라 대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대인적 측면은 다시 타인 

측면과 자기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한 개인의 내면화된 작용 모형은 

타인 측면, 자기 측면, 그리고 내사측면의 3차원으로 구성되며, 관계의 유형

은 각 측면마다 우호성과 개별성의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하위 유형으로 구

분된다.  

1983년에 Kiesler는 대인관계 이론이 성격과 정신장애, 상담에 의미 있

는 함의점을 갖는다는 것이 지지받아 왔음에도(Adams, 1964; Anchin & 

Kiesler, 1982; Carson, 1969; DeVoge & Beck, 1978; Foa, 1961; Kiesler, 1979, 

1982; Kiesler, Bernstein, & Anchin, 1976; Leary, 1957; McLemore & 

Benjamin, 1979; Wiggins, 1982) 불구하고 충분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Wiggins, 1982)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그동안의 대인관계 이론

의 원형 모델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다. Kiesler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였는데, 첫째는 대인관계 이론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격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정신장애나 상담 등에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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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꼽았다. 두 번째는 두 차원으로 측정되는 대인관계 검사 도구들이 상

당한 경험적 발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Kiesler는 특히 대인관계의 상보성

(complementarity)을 대인관계 이론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구성

개념으로 보고 이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수많은 이전 원형 모형들의 통

합을 시도하였다. 그는 구성개념을 매우 상세화 하였고, 정상과 비정상의 수

준을 포함시켰다([그림 1]). 그가 통합한 1982 대인관계 원형모형은 16개의 

하위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측정학적으로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있다.   

A: 지배적인(dominance), B: 경쟁적인(competitive), C: 불신하는(mistrusting), D: 냉정한(cold), 

E: 적대적인(hostile), F: 거리감 있는(detached), G: 억제된(inhibited), H: 자기 확신이 없는 

(Unassured), I: 순종적인(submissive), J: 공손한(deferent), K: 신뢰가는(Trusting), L: 따뜻한(warm), 

M: 우호적인(friendly), N: 친교적인(sociable), O: 과시적인(exhibitionistic), P: 확신있는(assured) 

 

그림 1 Kiesler(1983)의 1982 대인관계 원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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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향메시지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론은 현대 대인관계 이론과 Ernst Beier(1966)의 

의사소통 이론이 접목된 이론이다(Wagner & Safran, 2010). 사람들의 의사소

통을 분석하는데 관심 있었던 Kiesler는 개개인이 무의식적 유발메시지

(evoking message)를 통해 타인의 반응을 자신에게 예측 가능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제한하여 관계에서의 안정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Beier(1966)의 주

장에 동의하였다. 그는 의사소통의 한쪽 끝인 “수신하는(receiving)” 측면에 

관심을 가졌고, 유발메시지에 대응되는 반향메시지(impact message)란 개념

을 이론화하였다. 반향메시지는 발송자(sender)①의 유발메시지에 대해 수신

자(receiver)②가 메시지를 해석하여 발생하는 수신자의 내재적 반응이다. 중

요한 명제 중 하나는 관계가 두 명의 상호작용자들 간에 원천적으로 비언어

적인 지시(command) 메시지들을 상호적으로 교환하는 순간적이고도 누적

된 결과라는 것이다. 즉, 관계의 한 편은 상대방(수신자, 디코더)에게 메시지

를 유발(evoking)시키는 발송자(인코더)이며, 이 때 발송자는 수신자에게 정

서, 인지, 그리고 심상적으로 관여되는 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발송자(인코더)

의 유발 메시지로 인해 수신자(디코더)는 발송자(인코더)의 바람에 순응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으로 소통을 시작하거나 반응하

도록 당겨지게 된다.   

반향메시지는 수신자에게 직접적인 감정(direct feelings), 행동 경향성

(action tendencies), 유발메시지에 대한 인식(perceived evoking message), 환

상(fantasies)의 형태로 경험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송자 A와 

수신자 B가 상호작용을 시작했을 때, (1) 직접적인 감정: 발송자 A는 어떤 

 
① ‘encode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② ‘decode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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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촉발되어서 B로부터 특정 정서들을 당기게 된다. B는 상호작용 중에 

A의 유발메시지로 인해 지루함, 화남, 의심스러움, 경쟁적 느낌, 조심스러움 

등의 감정들을 반향메시지로 경험할 수 있다. (2) 행동 경향성: 수신자 B는 

A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당김을 경험하

게 된다. 수신자 B는 ‘나는 그를 방해하지 말아야 해. 나는 그녀를 혼자 내

버려 두어야 해. 나는 내 자신을 방어해야 해. 나는 그녀에게 예의바르게 굴

어야 해. 나는 어떤 답들을 빨리 찾아야 해’ 등의 분명한 행동 경향적 충동

을 반향메시지로 경험할 수 있다. (3) 유발메시지에 대한 인식: 발송자 A와 

함께 있을 때, 수신자 B는 A가 자신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혹은 자신

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혹은 A는 B를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이 생겨난다. B는 ‘이 사람은 내가 자신을 떠받들어 주

기를 원해. 그녀는 내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그는 혼자 남겨지

는 것을 더 좋아할거야. 그녀는 나를 조종하는 거 같아. 그는 관심이 집중되

기를 원해.’ 등의 A의 유발메시지에 대한 인지 내용을 반향메시지로 경험할 

수 있다. (4) fantasies: 발송자 A와 함께 있을 때 B는 A와의 상호작용 속에

서 어떤 종류의 생생한 이미지들을 좀 더 경험하거나 혹은 덜 경험하게 될

수 있다. B는 ‘나와 A는 바다 위에 각자 떠다니는 판자 같다. 나는 안락 의

자에 앉아 A를 무릎 위에 앉혀 두고 있다. 나와 A는 선글라스를 끼고 포커 

게임을 하고 있다. 나와 A는 하얀 모래 해변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 등의 

심상으로 반향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다.  

발송자의 유발 메시지는 현대 대인관계 이론 (Anchin & Kiesler, 1982; 

Carson, 1969; Kiesler, 1982, 1983, 1996; Leary, 1957; Wiggins, 1982)의 대

인관계적 리플렉스(interpersonal reflex, Leary, 1957)나 대인관계적 행동

(interpersonal act)과 같은 의미이다. 대인관계적 행동은 위 발송자 A가 신

호를 보냈던 것처럼 어떤 조건이나 지시를 부과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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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키는 대인관계적 경향성의 결과를 만든다. 대부분의 경우에 대인관계적 

행동들은 자동적으로 타인들을 자신의 자기개념(self-definition)과 자기표상

(self-presentation)을 확인(confirm)해 주는 방향으로 반응하도록 압력을 가

하거나 강요하도록 설계된다. 그리고 이 방식은 발송자가 또다시 비슷한 방

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대인관계적 행동들은 타인들과 

특정한 종류의 관계들을 형성하도록 기능하는데, 이 관계들은 불안하지 않

고 편안하게 느껴지면서, 스스로에 대해 개념화하고 있는 방식을 확고하게 

만든다. 이러한 교류적 협상의 주요한 효과 중 하나는 상호작용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 외현적(overt)으로 반응하도

록 상대방의 내재적(covert) 경험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인관계적 

행동으로서 유발 메시지는 관계적 메시지 혹은 표상적 요구를 표현하게 되

는데, 이것은 대인관계 원형으로 대표되는 통제(control)와 친애(affiliation)

의의 두 요인 구조 상에서 일어난다.  

 

다. 반향메시지와 대인관계 상보성 

 

대인관계 반향메시지는 대인관계 이론에서 상보적(complementary) 반

응(Carson, 1969; Kiesler, 1983; Orford, 1986)의 첫 번째 단계와 의미가 상

통한다. 상호성(reciprocity)이나 상보성(complementarity)은 가장 넓은 범주

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상호작용할 때, 특히 상대방이 중요한 타인일 경우에 

더더욱 그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반응하게끔 초대하고, 당기거나, 이끌어내고, 

유도하며, 유혹하고, 촉발하도록 대인관계적 행동을 설계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타인의 반응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의 수를 갖지도 않는다. 상대방 입장에서의 타인들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 

안에서 관계적 반응을 하도록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상보성은 구체적으로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인관계 원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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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작동되는 대인관계 행동 상에서 정의된다(Carson, 1969; Kiesler, 1983). 

두 개의 차원은 통제(control)와 친애(affiliation)의 축으로 통제는 지배

(dominant)와 순종(submissive)을 양극단으로 하는 세로축, 친애는 적대

(hostile)와 우호(friendly)를 양극단으로 하는 가로축으로 구성된다. 상보성

은 (a) 통제 차원에서 지배는 순종을 당기고, 순종은 지배를 당기는 방식으

로의 상호성(reciprocity)과 (b) 친애 차원에서 우호는 우호를 당기고, 적대

는 적대를 당기는 일치성(correspondence)의 전제를 갖는다. 즉, 상보성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제 차원에서는 상호성으로, 친애 차원에서

는 일치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사람은 먼저 자

기표상과 일치하는 대로 대인관계의 통제와 친애 축에 위치하면서 상호작용

을 시작하게 되고, 반응을 해 주는 상대방은 상보적으로 반응하여 시작한 

사람의 자기표상을 확인해주게(confirm) 된다. [그림 1]은 대인관계 원형의 

상보적 팔각형을 보여준다: D= 지배 (dominant); HD= 적대-지배 (hostile-

dominant); H= 적대 (hostile); HS= 적대-순종 (hostile-submissive; S= 순

종 (submissive); FS= 우호-순종 (friendly-submissive); F= 우호 (friendly); 

FD= 우호-지배 (friendly-dominant). [그림 2]는 상보적 반응들이 항상 원

형 내에서 수직적으로, 항상 우측이나 좌측 내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상보적 반응들이 성공적으로 협상된 경우는 앞서 예를 들었던 수신자 B

에게 급격하게 두 단계의 시퀀스가 진행되게 된다. 첫 번째는 반향메시지로 

이름 붙여진 하나의 내재적(covert)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로 발생하는 외재적(overt) 행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외재적 행동은 보

상적 행동이라고 명명된다(Kiesler, 1983, pp. 205-206). 예를 들어, B는 대인

관계 팔각 원형 상에서 적대-순종으로 대인관계적 행동의 특성이 측정되는 

A와 교류(transaction)를 시작한다. 그들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B는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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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A의 원형 유형에 상보되는 방식으로 첫 번째 내재적 단계를 점점 

경험하게 된다. 반향메시지로서 직접적인 감정(direct feelings)을 경험한다면 

예를 들어 “A보다 우등한” 혹은 “A는 자신의 지위를 방어하지 않을 것이 

느껴져 실망스러운”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 경향성(action 

tendencies)로 경험한다면 “나는 A를 매우 부드럽게 대해야 해”라든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A는 동의 할거야”등을 경험할 것이다. 유발 메시지

를 인식한다면(perceived evoking messages), “A는 스스로가 부적절하다고 생

각해.”라든지 “A는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수용하겠다네.” 등이 경험될 

것이다. B는 이렇게 A에 의해 당겨진 상보적인 방향으로 내적 관여가 증가

하면서, 두 번째 단계로서 상보적인 반응들을 외현적 행동의 형태로 점점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상보적인 반응은 상보적 팔각 원형 모형 상

에서 적대-지배의 특성을 띄게 될 것이다. 

D= 지배 (dominant); HD= 적대-지배 (hostile-dominant); H= 적대 (hostile); HS= 적대-순종 

(hostile-submissive; S= 순종 (submissive); FS= 우호-순종 (friendly-submissive); F= 우호 

(friendly); FD= 우호-지배 (friendly-dominant) 

  

그림 2 대인관계의 상보적 팔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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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 

 

가.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의 특성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검사(The Impact Message Inventory: IMI; Kiesler, 

1988; Kiesler, Anchin, et al., 1976; Kiesler & Shmidt, 1993; Perkins et al., 

1979)는 반향메시지라 불리는 독특한 내적 반응들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교류(transactional) 검사이다. 개인의 내적 반응들은 IMI를 통해 

대인관계 원형 모형 상의 특정 지점으로 전환된다 (Kiesler, 1983, Leary, 

1957). IMI는 대인관계 교류 상황에서 불러 일으켜진 내재적 반응들을 탐색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검사이다(Wiggins, 1982). IMI-C는 표적인물(the 

target individual) A라는 사람의 대인관계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사람

과 상호작용하는 상대방 B가 A와 상호작용할 때 내적으로 불러 일으켜 지

는 반응들을 평가하도록 하여 거꾸로 A의 대인관계 행동을 평가한다 

(Kiesler, Schmidt, & Wagner, 1997). 따라서 이 검사는 A의 대인관계적 혹은 

유발(evoking) 행동이 그와 상호작용하는 또다른 사람 B의 내재적 반응인 

‘반향메시지’를 평가하는 것을 통해 타당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

고 있다. IMI가 이자적 상호작용 과정 중에서 B가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행

동적, 인지적 내적 관여 경험들을 스스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자기 보고식 

검사라고 할 수 있지만, B가 자신의 내적 경험을 통해 측정하는 대인관계 행

동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A의 것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자기 보

고식 검사와 다르다. B의 내적 영향이나 관여 등은 상호작용하는 A의 대인

관계 행동으로 특성화되어 측정된다. 따라서 IMI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면서 

동시에 교류적(transactional) 검사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IMI의 채점 방식도 전통적인 채점 방식과 다르다. IMI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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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사람(B)은 A의 외재적 행동을 묘사하거나 A의 관찰 가능한 행동들

에 대해 설명하는 문항들에 답하는 대신, A와 상호작용할 때 내면에 불러 

일으켜 지는 내적 반응들이나 관여를 묘사하는 항목들에 대해 응답하게 된

다. 그리고 이 응답은 B와 상호작용할 때의 A의 대인관계 행동의 특성을 의

미하는 것으로 채점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이 대인관계 원형이론을 기반으

로 하는 여러 대인관계 검사들(예, Interpersonal Check List (ICL; Laforge & 

Suczek, 1955),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Revised (IAS-R; Wiggins, 

Trapnell, & Phillips, 1988), Interpersonal Behavior Inventory (IBI; Lorr, 

Bishop, & McNair, 1965; Lorr & McNair, 1967)과 IMI가 독특하게 구별되

는 특성이다.  

IMI-C 역시 다른 대인관계 원형모형을 기반으로 한 검사들과 마찬가지

로 통제(control)과 친애(affiliation)을 근간으로 한다. IMI-C의 원척도인 

IMI (Kiesler et al., 1976)는 원래 90 항목으로 구성되어 15개의 하위척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Lorr와 McNair(1965)가 개발한 ‘IBI’의 15가지 하위척도

를 참조한 것으로, ‘지배적인(dominant)’, ‘경쟁심이 강한(competitive)’, ‘적대

적인(hostile)’, ‘의심 많은(mistrustful)’, ‘무심한(detached)’, ‘억제하는

(inhibited)’, ‘순종적인(submissive)’, ‘의존적인(succorant)’, ‘저자세의

(abasive)’, ‘공손한(deferent)’, ‘상냥한(agreeable)’, ‘배려하는(nurturant)’, ‘친

화적인(affiliative)’, ‘사교적인(sociable)’, ‘과시적인(exhibitionistic)’이다. IMI-

C는 적정 신뢰도를 확보하고 변인 간 구조를 원형모형으로 맞추면서 하위

척도 수를 8개로 줄였으며, 2개의 기본 차원인 통제와 친애를 중심으로 구성

되었다. 8개의 하위 척도들은 중심의 가장 윗부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배열되며 대인관계 원형 상에서 동일하게 배열된다. 순서대로 ‘지배

(dominant)’, ‘적대-지배(hostile-dominant)’, ‘적대(hostile)’, ‘적대-순종

(hostile-submissive)’, ‘순종(submissive)’, ‘우호-순종(friendly-submi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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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friendly)’, ‘우호-지배(friendly-dominant)’이다. 8개의 하위척도들은 각

각 7문항으로 구성되어 IMI-C는 총 56문항이 된다. 7개의 문항들은 ‘직접

적인 감정(direct feeling)’, ‘행동 경향성(action tendencies)’, ‘유발 메시지의 

인식(perceived evoking messages)’ 등의 반향메시지들을 묻는 내용들로 구성

되어 있다.   

IMI-C는 개발된 이후로 개인 및 부부, 집단 상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 간 관계, 인터뷰 및 실험실에서의 이자관계적 상황 등 개개인들의 삶에

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교류 상황에 적용되어 왔다(Kiesler, 2001). IMI-C는 

상담의 단일 사례나 집단 연구뿐만 아니라 상담 수련과 수퍼비전 연구에서

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는데, 주로 상담자나 관찰자 혹은 타인에 의

해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과 추수 기간 동안 내담자의 대인관계적 행동에 대

한 그들의 반향메시지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성과 척도로서 사용되었다. 특

히 IMI-C는 개인 상담 과정 그 자체의 일부분으로서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Van Denburg, Schmidt, & Kiesler, 1992). IMI-C

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의 외재적 반응들과 상보되는 독특한 내재적 반응

들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핵심적인 부적응적 교류 패턴 

(maladaptive transactional cycle: MCT)의 구성요소들을 구체화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IMI-C는 기본적으로 표적인물의 대인관계 행동 특징을 평가하기 위해 

피검자의 내재적 반응인 반향메시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동시

에 표적인물 뿐만 아니라 응답하는 피검자의 대인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경

향성을 평가하는 데도 유용하다(Pincus & Gurtman, 2006). IMI-C는 특정인

을 표적인물로 하는 버전 말고도, 일반적인 타인을 표적인물로 하여 피검자

의 반향메시지를 측정하는 ‘일반화된 타인(generalized others)에 대한 반향메

시지’ 버전도 존재한다([표 1]). 이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피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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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들이 자신의 외현적 메시지, 즉 유발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물어봄으로써 타인의 반향메시지에 대한 피검자의 지각을 측정한다. 이는 

‘피검자의 유발메시지에 대한 타인의 지각’에 대한 ‘피검자의 지각’이라는 점

에서 메타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Kiesler (1988, 1996)는 이를 메타커뮤니

케이션이라고 하였다.  

 

표 1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의 두 가지 버전 

    

 

IMI-C의 유발메시지와 반향메시지 간의 관계는 대상관계이론의 관계표

상 개념이나 인지행동 이론의 인지도식 개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Clark, 

Beck, & Alford, 1999). 타인에 대한 지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계표상이

나 인지도식에 의하여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상대방의 유발메

시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는 반향메시지는 받는 사람의 관계표상

이나 인지도식에 따라 왜곡될 수도 있다. 일반화된 타인의 반향메시지에 대

 특정 인물 버전 일반화된 타인 버전 

목적 
▪ 특정 인물에 대한 피검자 자

신의 반향메시지를 평가함 

▪ 일반화된 타인의 피검자에 대

한 반향메시지를 피검자가 유

추하여 응답함 

측정 ▪ 표적 인물의 대인관계 행동 ▪ 피검자의 대인관계 행동 

문항 

예시 

▪ ‘OOO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인정 받는다고 느낀다’  

▪ ‘OO와 함께 있을 때 나에게 

OO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나에게 휘

둘린다고 느낀다’ 

▪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나는 그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처

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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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메타지각 버전은 그러한 점에서 피검자의 관계표상이나 인지도식을 유추

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특정 인물이 보내는 유발메시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피검자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갖는 자신의 반향메시

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 사람들의 나 자신에 대

한 반향메시지를 유추하는 과정은 대인관계에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기개

념을 투영하게 된다.  

 

나. 우울한 내담자들에 대한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의 적용 

 

위에서 살펴봤던 대인관계 이론은 특히 우울한 내담자들의 대인관계적 

특성(Gotlib, Whiffen, Mount, Milne, & Cordy, 1989; Keller et al., 2000; 

McCabe & Gotlib, 1993; McCullough et al., 1988; McIntyre & Schwartz, 

1998; Stephens, Hokanson, & Welker, 1987)이나, 상담의 성과, 상담성과에 

기여하는 매개요인(Constantino et al., 2012, 2008; Grosse Holtforth, 

Altenstein, Ansell, Schneider, & Caspar, 2012; McCullough, 2000; McIntyre 

& Schwartz, 1998) 등으로 적용되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연구 결

과들에 따르면, 우울한 내담자들은 규범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문제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대인관계 원형모형의 적대-순종의 특성을 더 많

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ett & Barber, 2007; Grosse Holtforth et 

al., 2014; Vittengl, Clark, & Jarrett, 2003). 우울한 내담자들은 대인관계 갈

등을 피하려 하고 대인관계에서 철수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중요한 타인과 있을 때에도 동일하였다(Quilty, Mainland, McBride, & 

Bagby, 2013; Vittengl et al., 2003).  

특히 대인관계 이론이 우울한 내담자들에게 적용되어 온 이유는 대인관

계 문제가 우울의 원인과 결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McFarquhar, 

Luyten, Fonagy, 2018). 몇몇 이론들은 우울이 단단하고도 안정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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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라고 가정한다 (Baumeister & Leary, 1995). 실제로 많은 경험적인 증거들이 

우울한 사람들에게서 대인관계 문제들이 주요한 부분임을 지지한다. Barrett 

and Barber (2007)는 MDD 환자들이 정상 집단과 비교하여 보통 수준의 대

인관계적 어려움을 보고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우울한 환자들은 사회적 냉정함과 순종성(사회적 회피, 주장성의 결

여, 대인관계적 거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환자들은 과잉으로 양육됐을 때 보이는 문제들을 더 적게 보고하였고, 

연구자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

에 기회가 감소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한 

한편으로는 MDD 환자들이 사회적 따뜻함과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Vittengl과 그의 동료들(2003)은 우울한 환자들이 보통 

비주장적이며, 사회적으로 회피되어 있고 관계에서 이용당하기 쉬운 성향이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인관계 원형모형에 기반한 도구들은 우울한 내담자들의 약물치료와 

상담 치료의 과정 속에서 향상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Huber, Henrich, & 

Klug, 2007; Markowitz et al., 1996). 연구 결과들은 대인관계 원형 도구들은 

모두 대인관계 스트레스 같은 상태(state)와 대인관계 유형 같은 특성(trait) 

모두를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Renner, Lobbestael, Peeters, Arntz, & 

Huibers, 2012; Vittengl et al., 2003). 그러나 상담을 통해 상태(state)로서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변하더라도 특성(trait)으로서의 대인관계 유형은 변화

하지 않을 수 있었다(McFarquhar, Luyten, Fonagy, 2018). 실제로 몇몇 연구

들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우울 증상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대인관

계 유형 상의 변화는 미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Vittengl et al., 2003; Renner 

et al., 2012; Crits-Christoph, Gibbons, Narducci, Schamberger, & Gal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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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그러나 많은 대인관계 이론가들은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그들의 대인

관계적 루틴(routines)으로부터 벗어나 통제(control)와 친애(affiliation) 사이

에서 덜 치우쳐져 있고 더 균형 잡힌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g. Benjamin, 1974; Wiggins, 1991; Blatt, 

2004; Luyten & Blatt, 2013). 최적의 변화는 내담자로 하여금 그들이 스스로

의 행동을 대인관계 원형 모형 상에서 반대되는 지점의 유형으로 교정해 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울한 내담자들은 자주 적대적

(hostile)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조금 더 우호적인

(friendly) 교류를 가질 필요가 있다(Kiesler, 1983). 따라서 상담이 성공적으

로 진행된다면, 우울한 내담자들에게는 통제 축에서의 지배쪽으로, 친애 축

에서의 우호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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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예비연구와 본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연구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연구

에서는 정교화된 개념이 실제 상담사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예비연구와 본연구는 모두 동일한 연구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

고 있지만, 자료를 수집한 방법, 시점, 내용 및 분석방법 등은 각 연구의 목

적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III. 연구방법’에서는 예비연구와 본연구의 공통된 

부분, 즉 연구참여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와 절차를 소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연구 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연구참여자  

 

1) 내담자  

 

본 연구는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고 ‘적대-순종(HS)’ 유형을 만족하면서 

대인관계 고민을 가지고 있는 총 32명의 2-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를 조건으로 무료로 전문상담사에게 심리상

담 12회기를 제공한다는 참여자 홍보문을 보고 신청을 위해 스크리닝 척도

를 실시하여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이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남성이 23%, 여성이 77%였고, 연령 범위는 만 20세에서 33세로 평균연령

은 만 25.06세(SD=3.30)였다. 스크리닝을 위한 척도 결과는 우울증상을 측

정하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의 평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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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37.31점(SD=9.60), IMI-C(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의 친

애축 ③ 의 평균점수가 -5.7점(SD=3.43), 통제축 ④ 의 평균점수가 -5.7점

(SD=3.06) 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

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 연구참여자들

은 신청 당시 IRB의 승인을 받은 연구설명문을 읽고 동의서에 동의하였으며, 

연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와 보상,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관해 안

내를 받았다.  

내담자인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은 [표 2]와 같았다. 여성이 26명으로 전

체의 77%를 차지하였으며, 나이는 평균 25.06세(SD=3.30)이었고, 스크리닝

을 위한 척도 실시 결과는 CES-D 평균점수가 37.31(SD=9.6), IMI-C의 평

균점수는 통제축에서 -5.7(3.06), 친애축에서 -5.7(3.43)이었다.  

 

표 2 연구참여자(내담자)의 인적정보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IMI-C:=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 

 

 

 
③ 친애축에서의 마이너스 점수는 우호보다 적대점수가 더 큰 것으로, ‘적대’ 유
형을 의미한다.  
④ 통제축에서의 마이너스 점수는 지배보다 순종점수가 더 큰 것으로, ‘순종’ 유
형을 의미한다.  

성별 

나이 
평균 

(표준편차) 

범위 

CES-D 
평균 

(표준편차) 

범위 

IMI-C 통제축 
평균 (표준편차) 

범위 

IMI-C 친애축 
평균 (표준편차) 

범위 

지배 순종 지배-순종 우호 적대 우호-적대 

남  6(23%) 

여 26(77%) 

 

25.06 

(3.30) 

20~33 

37.31 

(9.60) 

18~58 

12.03 

(3.01) 

8~20 

17.75 

(2.62) 

13~23 

-5.7 

(3.06) 

-12~-1 

14.63 

(2.23) 

9~20 

20.34 

(2.48) 

15~24 

-5.7 

(3.43) 

-14~-1 



 

 44 

2) 상담자  

 

본 연구에는 총 13명의 상담자(여성 11명, 남성 2명)가 참여하였다. 이

들의 평균 연령은 44.62세(36세 ~ 59세) 였으며, 박사 학위 보유자가 5명

(38.5%), 박사 과정 수료자가 5명(38.5%), 박사 과정 중인 사람이 1명

(7.7%), 석사 학위 취득자가 2명(15.4%)였다. 13명 모두 전문상담사 자격증 

1급(한국상담학회 혹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

균 상담 경력은 13.9년(7년 ~ 30년)이었다. 이들의 이론적 지향은 복수로 응

답했을 때 정신역동 및 정신분석적 접근을 총 6명(13.9%)이, 대상관계 및 

애착이론을 총 10명(76.9%), 인간중심이론을 총 2명(15.4%)이, 인지행동 및 

수용-전념 치료 이론을 총 2명(15.4%)이, 마지막으로 게슈탈트 이론을 총 

1명(7.7%)이 보고하였다. 상담자들은 전문상담사 자격 1급을 보유한 사람들 

중에서 경력과 상담 유형 등으로 주변인들의 추천을 받아 연구 참여를 요청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상담자들은 연구 및 자료수집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와 상담자의 역할,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

여를 결정하였다. 상담자들은 평균적으로 2.3명(1명 ~ 4명)의 내담자들을 상

담하였으며, 한 내담자에 대해 진행한 평균 회기수는 11.3회(8회 ~ 12회) 였

다.  

 

3) 평정팀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진행의 초반부터 연구자를 포함한 총 4명의 상담자

를 평정팀으로 구성하였다. 평정팀에는 상담 경력 30년의 상담 전공 교수가 

포함되었고, 한 명은 전문상담사 1급 자격과 11년의 상담 경력을 보유한 상

담 전공 박사 수료생(여, 38세), 나머지 두 명은 전문상담사 2급 자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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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석사 졸업생(상담 경력 3년, 여, 27세) 및 석사 수료생(상담 경력 2년, 

남, 30세)으로 구성되었다. 평정팀의 구성원들은 대상관계를 상담의 이론적 

지향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개별적으로는 게슈탈트나 인간중심주의 등을 선

호하였다. 평정팀은 교정적 관계 경험이라는 새로운 정의에 대해 익숙해지

기 위해 자료 수집이 시작되기 전에 매주 3시간씩 총 4주 동안 교정적 관계 

경험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을 읽으며 교정적 관계 경험의 임상적 의미와 조

작적 정의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였다.  

 

2. 연구도구  

 

1) 상담일지  

 

예비분석을 위해서 상담일지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상담일지는 해당 

회기에서 상담자와 새로운 관계 경험을 했는지, 했다면 어떤 일이었는지, 감

정적으로는 어떤 경험이었는지, 상담자의 반응이 새롭게 느껴졌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대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상담일지는 적절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개발하였다. ① 가장 먼

저 교정적 관계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개념을 참고하여 질문을 구성하

고, ② 상담 전공 교수 2명에게 상담일지의 질문들이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적절하게 묻고 있는지 자문을 받았다. ③ 그 다음 2-30대의 상담 전

공 석사과정생 3명과 타전공 석사과정생 2명에게 제시하고 피드백을 참고하

였다. ④ 마지막으로 파일럿으로 모집된 내담자 10명 중 3명에게 동의를 받

아 6주 동안 총 10회분의 상담일지를 수집하며 연구자가 의도한 내용이 내

담자에 의해 작성되는지 검토하였다. ⑤ 회수 이후 내담자들이 상담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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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며 궁금했던 점이나 상담일지에 사용된 문장 및 내용에 대해 피드백

을 받았다. ⑥ 최종적으로 번역체로 제시되었던 표현들이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뀌었으며(예, ‘뚜렷하게 구분되는 순간’에서 ‘상담자의 반응이 신

선하게’), 문장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다듬어졌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상담일지의 질문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았다. 내담

자들은 질문에 대해 주관식 형태로 자유롭게 서술하였고, 작성 분량에 대해

서는 별도의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다. 내담자에게는 상담일지 작성이 상담

자와는 전혀 무관하여, 어떤 경우에도 상담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안내

가 제공되었다.  

 

표 3 상담일지 질문 구성 

상담일지 질문 내용 

▪ 이번 상담회기 소감을 작성해 주세요. (감정적으로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

번 회기동안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생각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오늘 회기 중 상담자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 상담자의 반응이 신선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시, 상담자의 말, 행동, 대화 내용 등)  

- 있었다면, 그 반응에 대한 나의 느낌은 긍정적인 쪽이었습니까, 부정적인 쪽

이었습니까?  

- 있었다면, 상담자의 반응이 예상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혹은 어떤 점에서 신

선하게 느껴졌는지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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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적 관계 경험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질문지는 예비연구에서 규정된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바탕

으로 본연구의 [연구 I] 진행을 위해 구성되었다. 인터뷰의 목적은 첫째, 상

담 중에 내담자가 교정적 관계 경험을 했었는지를 탐색하는 것과, 둘째, 내

담자가 보고하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규정한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인터뷰 질문은 이러한 인터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인터뷰 질문지는 면접자용과 참여자용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면접자용 

인터뷰에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목적, 진행 전 준비사항, 진행 단

계 및 단계 별 예시 질문 등이 작성되어 있다. 참여자용 인터뷰 질문지는 

참여자의 응답을 돕기 위한 도구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

째는 상담자에 대한 감정의 추이를 회기 별로 그래프로 작성하는 것으로, 

참여자는 매회기 본인이 작성했던 상담일지들을 검토하면서 각 회기마다 상

담자에 대해 가졌던 감정과 관계를 되새기며 그래프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

프 그리기를 완료한 이후에 면접자는 그래프의 전반적인 추이와 변동에 관

한 이유 및 해당 에피소드 등을 질문하게 된다. 두 번째 부분은 교정적 관

계 경험을 직접적으로 묻는 부분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했던 정의와 함께 

교정적 관계 경험의 두 가지 예시 사례가 적혀 있다. 예시 사례는 각각 특

정 사건으로의 교정적 관계 경험과 누적 사건의 결과로서의 교정적 관계 경

험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도하여 구성하였다. 사례는 상담 경험이 풍부한 상

담 교수와 박사 수료생이 임상 경험과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이론적 의

미를 고려하여 모의로 구성하였다. 내담자는 교정적 관계 경험의 정의와 예

시를 읽고, 해당되는 경험이 있었는지를 답변하게 되며, 면접자는 탐색적연

구에서 규정한 평정 기준들을 적용하며, 평정을 위한 추가적인 질문들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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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3) 통합적 한국판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을 선별하고, 본연구 [연구

II]에서 상담의 성과로 증상 변화를 보기 위해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Radloff(1977)가 일반인이 경험하는 우울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우울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성

되어 있다. 척도의 문항들은 이전에 타당화가 검증된 다른 우울 척도들(예, 

BDI, SDS, MMPI-D) 가운데서 추려졌으며, 면접용이나 자기보고식으로 

실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겸구와 최상진, 양병창(2001)이 신승철 외

(1991), 전겸구와 이민규(1992), 조맹제와 김계희(1993)의 세 가지 버전을 

통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는 총 20문항 60점 만점으로, 4점(0~3)

의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4개의 역문항을 역채점한 뒤 총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해석한다. CES-D는 총점에 대한 기

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16점 이상일 때 가능 우울증(possible depression), 

21점 이상을 추정 우울증(probable depression), 25점 이상을 확정적 우울

증(definite depression)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은 있으나 다양

한 심각도를 포괄하기 위해 최소 기준 점인 16점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Radloff (1977) 연구에서 

성인 비임상 집단에게 .85, 성인 임상 집단에서 .90이었으며, 전겸구, 최상

진, 양병찬(2001)의 연구에서 .91, 본 연구에서는 스크리닝 실시에서 .74, 

종결 후 실시에서 .7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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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들의 학습된 대인관계 규칙을 측정하기 위해 

Kiesler 등(1985)이 개발하고, 김창대, 김수임, 강민철, 김영근(2012)이 번안

한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IMI-C)의 ‘일반화된 타인에 대한 버

전’을 사용하였다. ‘일반화된 타인에 대한 버전’은 타인의 반향메시지를 추측

하여 나의 대인관계 유형을 산출한다. 즉, ‘사람들은 나와 있을 때 내가 그들

이 대부분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느낀다’의 항목에 내가 

그렇다고 평가하면, 나의 대인관계 유형이 순종(S) 점수로 산출되게 되는 것

이다. Kiesler와 Van Denburg(1993)는 이를 타인의 반향메시지에 대한 메타

지각으로 불렀다. 불특정 다수가 나에게 특정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

측한다는 점에서 내담자의 자기 및 타인 표상이나 내적 작동 모델 등을 평

가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김창대 등, 2012).  

또한 내담자 각자가 IMI-C를 여러 번 실시하게 되는 자료 수집 절차 

상 단축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IMI-C 본판은 지배(D), 

우호-지배(FD), 우호(F), 우호-순종(FS), 순종(S), 적대-순종(HS), 적대(H), 

적대-지배(HD)의 8개 하위척도로 각각 7문항씩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MI-C 단축형은 지배(D), 우호(F), 순종(S), 적대(H)의 4개 하위 척도

만을 사용하여 각각 7문항씩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MI-C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Schmidt와 Wagner, Kiesler(1999)의 연구 및 김창대 등(2012)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와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

수는 다음 [표 4]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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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IMI-C의 내적 합치도 계수 

하위척도 Schmidt 등(1999) 김창대 등(2012) 본 연구 

지배(D) 

우호-지배(FD) 

우호(F) 

우호-순종(FS) 

순종(S) 

적대-순종(HS) 

적대(H) 

우호-지배(HD) 

.72 

.63 

.83 

.76 

.67 

.74 

.79 

.63 

.80 

.71 

.74 

.78 

.71 

.75 

.75 

.65 

.71 

- 

.75 

- 

.56 

- 

.80 

- 

 

 

3. 자료수집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8년 5월에 IRB 승인을 완료하고, 2018년 

7월에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시작하여 2019년 7월 최종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다.  

먼저 대인관계 고민을 가지고 있는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 참

여를 조건으로 무료로 심리상담 12회기를 받을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수

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 게시판과 SNS에 홍보문을 게시하고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제시된 Google 설문지 링크로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

내하였다. Google 설문지는 간단한 인적사항(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정신

장애 진단 및 약물복용 경험)과 스크리닝을 위한 CES-D, IMI-C, 마지막으

로 신청동기 및 주호소를 작성하도록 구성하였다. 두 달 동안 모집한 결과, 

신청 절차를 완료한 사람은 총 244명이었다([그림3]).  

 신청한 사람들의 CES-D와 IMI-C 점수를 채점하여, CES-D가 16점 이상

이면서 IMI-C 유형이 ‘적대-순종 HS’인 사람을 선별하였다. 스크리닝을 통

과한 사람은 전체 244명 중 19%에 해당되는 46명이었다. 스크리닝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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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이메일을 통해 연구 참여 여부를 안내하였고, 스크리닝 통과자에게는 

연구참여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 제공과 함께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

가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 조건으로 전문상담사(자격증 1급 보유

자)에게 총 12회기까지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종결 후 진행되는 

인터뷰를 완료하면 2만원의 문화상품권을 받게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내담

자의 참여 동기 강화를 위해 상담비 자체가 무료가 아니라 상담자에게 연구

비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상담자와 참여자를 짝지어 상담시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8명이 탈락되어 

38명이 개인상담을 시작하였다. 개인상담이 진행되면서 개인사정으로 6명이 

중도 탈락하여 최종 32명이 종결 회기와 종결 후 인터뷰까지 참여를 완료하

였다. 32명의 참여자들은 매 회기 상담이 끝난 직후에 해당 회기에 대한 상

담일지를 작성하였고, 종결 회기가 진행된 이후에는 IMI-C와 CES-D를 추

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상담이 종결되고 나면 2주 이내에 연구자와 만나 교

정적 관계 경험에 대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종결 후 1개월 뒤와 3개월 뒤에 문자 메시지로 IMI-C와 CES-D 실시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각각 32명, 31명이 설문을 완료하였다. 참여자들에게

는 설문을 완료한 이후에 문화상품권 1만원이 문자로 발송되었다. 32명의 평

균 상담 회기 수는 11.3회(SD=1.46)였고, 범위는 8회에서 12회였으며, 32명

이 진행한 총 상담 회기수는 361회기였다.   

 [그림 3]에는 예비연구와 본연구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내용을 분리해

서 보여주고 있다. 예비연구에서는 매회기 모든 내담자들이 상담이 끝난 직

후 작성하는 상담일지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연구 I에서는 상담

이 종결한 직후 상담 중에 있었던 교정적 관계 경험에 관하여 인터뷰를 실

시하고, 그 내용을 모두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연구 II에서는 스크

리닝 과정부터 수집한 내담자들의 CES-D와 IMI-C 점수를 상담 종결 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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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까지 모두 네 시점(상담 시작 전, 상담 종결 직후, 상담 종결 후 1개월, 

상담 종결 후 3개월)에서 수집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IMI-C: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

모형 검사, 밑줄 친 볼드체는 질적 자료 수집을 의미함 
 

 

 

 

 

  

그림 3 자료 수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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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예비연구: 교정적 관계 경험 개념의 정교화   

 

 

예비연구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정적 관계 경험은 기본적으로 상담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내담자의 내적 경험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이 어떻게 이해되고 보고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

비연구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상담자와의 새로운 관계 경험’이라는 측

면에서, 내담자가 보고하는 상담자의 새로운 관계 경험의 내용들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새로운’의 느낌은 교정적 관계 경험

에 대한 선행연구의 정의에서 ‘뚜렷한 전환(distinct shift)’의 순간에 대한 인

식을 의미한다(Knox et al., 2012). 따라서 ‘새로운’ 느낌으로 상담자를 지각

했던 순간을 시작으로 하여, 그 새로운 느낌과 관련하여 ‘새로움을 느꼈던 

대상(object)’과 ‘새롭게 느꼈던 이유’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된 항

목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들에 대한 리뷰와 함께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규정된 개념을 바탕으로 상담 사례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을 평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1. 연구방법  

 

예비연구에서는 내담자들의 ‘상담자에 대한 새로운 관계 경험’에 대한 

폭넓은 경우의 수를 탐색하기 위해, 소수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인터뷰하는 

대신, 다양한 내담자들의 상담 시작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회기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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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담일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자에 대한 새로운 관계 경

험’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확보하는 한편, 한 명의 내담자가 상담이 진

행되는 과정에서의 경험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개인상담을 받

고 있는 32명의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시작부터 종결까지 매회기 상담

자에 대한 새로운 관계경험에 대해 앞 연구도구에서 언급한 상담일지를 작

성하도록 하여,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해 보고되는 내용들의 항목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32명의 내담자는 상담 시작 첫회기부터 종결 회기까지 모든 회

기에 대해 빠짐없이 상담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상담일지의 수

는 각 내담자의 상담 진행 회깃수와 마찬가지로 361개였다.  

 

2. 자료분석  

 

내담자들의 교정적 관계 경험을 임상 장면에서 잘 포착하기 위해 반복

적 비교분석 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 A. Strauss & Corbin, 1990)

을 적용하여 상담일지의 의미 단위를 탐색하고 범주를 개발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 방법은 원자료에서 추출한 의미 단위가 기존에 있는 범주 안으로 

분류될 수 없을 때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자료와 원자료를 조직화하고 있는 개발된 범주들을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최종 범주를 완성하게 된다.  

가장 먼저 연구자를 포함한 총 4명의 평정자들은 상담일지 자료수집이 

시작된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총 5개월에 거쳐 매주 모여 해당 주에 수

집된 상담일지들을 읽으며 내담자들의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탐색적 논

의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총 361개의 상담일지에 대해 작성된 내용들을 개

별적인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추출된 의미 단위들을 기초로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범주를 만들었다. 의미 단위를 추출할 때에는 교정적 관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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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내담자의 내적 경험’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내담자의 경험에 해당되

는 부분만을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상담 선생님이 너는 힘든게 아니라고 

말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회피한다고 해석해 주신 점이 신선했다’라는 진술

문에 대해서는 ‘상담자가 해석함’은 독립된 의미 단위로 추출하지 않고, 대

신 ‘상담자의 해석을 신선하게 받아들임’으로, 내담자가 주어가 되는 내용만

을 추출하였다. 평정자들은 먼저 4명의 상담일지 기록(총 41회기)을 함께 검

토하면서 기본적인 의미 단위를 추출하며, 각자가 추출하는 의미 단위의 영

역(내담자의 경험)과 위계수준을 통일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출된 의미 단위

의 문장들은 문장의 구성요소, 즉 ‘목적어’와 ‘술어’에 대해 약어를 설정하여 

해당 의미 단위의 현상을 코드화 하였다. (예, 상담자=C, 상담자 반응(말)= 

Rnv). 이후 나머지 28명의 사례에 대해서는 평정자 2명이 14명씩 각각 평

정하고, 연구자인 평정자가 28명을 모두 평정한 뒤 결과를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1) 새로운 관계 경험의 대상: 관계적 측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새롭게(신선하게) 느꼈다고 보고한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경험의 대상(object)이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경험의 대상이란 

내담자(subject)가 ‘무엇을(object)’ 새롭게 느꼈는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상담자를 새롭게 경험하게 만들었던 촉발 주체나, 새롭게 경험했던 대상 그 

자체를 의미한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았다. 범주는 상담자의 언어 

내용, 상담자의 비언어적인 행동, 상담자 존재, 상담자와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즉,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언어 내용이나 비언어적인 행동, 

상담자 존재, 상담자와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상담자를 새롭게(신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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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자의 언어 내용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한 

어떤 말의 특정 내용이 내담자에게 새로움을 제공한 경우였다. 내담자들은 

‘선생님 말씀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상담자의 

말이 새롭게 느껴졌음을 보고하였다. 상담자의 비언어적인 행동은 상담자의 

표정이나 자세 등이 내담자에게 인상적으로 느껴져 상담자를 새롭게 

경험했다고 보고하게 한 경우였다. 예를 들어, ‘눈시울을 붉히며 들어주시는 

게’, ‘여유있고 침착하고 조용하신 것’,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는 게’ 등의 

보고 내용들이 상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을 지칭하는 표현들로 보고되었다. 

다음, 상담자 존재는 상담자의 특정 비언어적인 행동이 인식되기 보다, 

상담자의 존재 자체를 경험하며 새롭다고 인식한 경우였다. 내담자들은 

‘선생님께서 함께 견뎌 주시는 느낌’이나 혹은 ‘상담자분과 감정적으로 더욱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의 표현으로 상담자 존재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와의 관계는 내담자가 상담자와 자신의 

관계를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며 새로움을 느꼈다고 보고한 경우였다. 

내담자는 ‘상담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라고 보고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와 

다르게 정신적으로 편안한 시간이었다’ 등으로 상담자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내용들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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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내담자가 보고한 새로운 관계 경험의 대상  

범주 반응 예시 

▫ 상담자의 언어 내용 선생님 말씀이 제가 기존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 상담자의 비언어적인 행동 감정적으로 어려웠던 일들을 덤덤하게 말할 때 눈시울을 

붉히며 들어주시는 게..  

▫ 상담자 존재 선생님께서 함께 견뎌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 상담자와의 관계  상담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정도 

형성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2) 상담자의 반응이 새롭게 느껴졌던 이유: 교정적 측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새롭게(신선하게) 느꼈다고 보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점 때문에 새롭게 느껴졌는지 이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았다.  

분석 결과 범주는 크게 두 개로 도출되어, 첫 번째는 ‘상담자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음’이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었다. 즉,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거나, 상담자의 반응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상담자를 새롭게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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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담자의 반응이 새롭게 느껴졌던 이유 

범주 반응 예시 

상담자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음  

 ▫ 문제라고 보고 변화를 강요하기

보다, 나의 입장이나 의견을 존

중해줌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헤치실 줄 알았는데 행복하면 

상담을 그만해도 된다고 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같

았다.  

▫ 나의 이야기들을 듣기 싫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들어줌  
상담자가 내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

했는데 상담 시간을 잘 견딘 것 같아서 놀라웠다. 견

디지 못하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 신선

했다.  

▫ 나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긍정적으

로 여겨줌  

‘너는 힘든게 아니다’라고 말할거라고 예상했는데 어떻

게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행동으로 힘든 상황을 회피한다고 해석해 주신 점이 

신선했다. 

▫ 속으로 나를 싫어하거나 부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을 거라 생각

했는데, 아님을 확인함  

‘OO를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관계를 맺기 어려웠겠

지.’라는 식의 대답을 생각했는데, 상담이 아닌 곳에서 

만났어도 인간적으로 저를 좋아했을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신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 일로서 나를 대하고 있을 줄 알

았는데, 진정성이 느껴짐  
진심으로 힘들었겠다고 얘기해 주셨을 때, 상담자니까 

그런 반응을 하실 것 같다고 예상은 했었는데 정말 진

심으로 공감을 해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좀 놀라웠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음  

 ▫ 대인관계에 대해 새롭게 학습함 내가 상대에게 잘부탁못하는 것이 거절받기 싫어서 일 

수 있다는 것.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말이고 듣고 보

니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이 들어서 신선했다.  

▫ 나 자신보다 나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함  
스스로가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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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범주인 ‘상담자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음’은 다섯가지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문제라고 보고 변화를 강요하기보다, 

입장이나 의견을 존중해줌’이다. 내담자들은 문제를 드러내면, 상담자가 

문제를 분석하고 고치려 들 것이라 예상하였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자신이 문제를 다루려는 태도를 존중해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두 번째는 

‘나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들어줌’으로, 

내담자들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상담자가 듣기 싫어하거나 불편해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상담자가 예상 외로 적극적으로 들어줬다고 

보고하였다. 세 번째는 ‘나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여겨줌’이다. 내담자들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담 밖에서의 자신의 행동들을 상담 장면에서 개방하면서, 

상담자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상담자의 반응은 오히려 시도한 점을 높이 사거나, 내담자의 

강점으로 봐주는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새롭게 느껴졌다고 응답하였다. 네 

번째 하위 범주는 ‘속으로 나를 싫어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님을 확인함’이었다. 내담자는 간혹 상담자가 겉과 다르게 

속으로는 자신을 싫어하거나 귀찮아 하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상담자가 속으로 

자신을 싫어하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상담자를 새롭게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하위범주는 ‘일로서 

나를 대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진정성을 느낌’이다.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공감이나 칭찬의 말을 해도 ‘상담자니까’ 으레 하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나, 상담자의 반응에서 진정성을 느끼면서 새롭게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음’으로 하위범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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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에 대해 새롭게 학습함’과 ‘나 자신보다 나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함’이 있었다. 내담자들은 상담자로부터 미처 모르고 있던 대인관계나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상담자를 새롭게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대인관계에 대해 새롭게 학습함’은 ‘대인관계에 옳고 

그름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나 ‘인간관계가 어그러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등의 내용들이 보고되었다. ‘나 자신보다 나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함’은 ‘이제까지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4. 논의 및 소 결론  

 

상담일지 분석 결과를 통해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도출하였다.  

 

1) 교정적 관계 경험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쟁점  

 

먼저, 새로운 관계 경험의 대상(object)은 내담자가 ‘무엇을’ 경험하는 

가와 관련 있다. 도출된 범주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의 ‘관계적(relational) 

측면’과 관련 있어 보인다. 도출된 4개의 범주 중 상담자의 언어 내용을 

제외한 상담자의 비언어적인 행동과 상담자 존재, 상담자와의 관계의 3개 

범주는 내담자들의 경험의 대상이 상담자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상담자의 언어 내용’을 대상으로 보고한 경우,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대상으로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기 어렵다. 상담자의 특정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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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내담자에게 일종의 통찰을 만들어 냈지만, 통찰은 상담자를 

대상으로서 경험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담일지에 작성되어 있었던 ‘상담자의 언어 내용’을 대상으로 보고한 

경우와 ‘상담자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대상으로 보고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들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 A: 상담자의 언어 내용  

(상담자의 반응이 신선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네 (어떤 일이었습니까?) 내가 

계속 잘못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것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 오는 

불편함과 안좋았던 기억때문이라고 말해주셨다. (있었다면, 그 반응에 대한 나의 느낌은 

긍정적인 쪽이었습니까, 부정적인 쪽이었습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달라서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있었다면, 상담자의 반응이 예상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혹은 어떤 점에서 신선하게 느껴졌는지 작성해 주세요.) 집안일을 안하고 

가족한테 쌀쌀맞게 대하는 것에 이제까지 내 탓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의 원인이 

가족관계에서 오는 불편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이제까지 내 행동에 대해 내가 

스스로 부정적이라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잘못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게됐다. 

 

사례 B: 상담자의 비언어적인 행동 

(상담자의 반응이 신선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네 (어떤 일이었습니까?) 

상담자께서 힘들었겠다고 알아주신 점 (있었다면, 그 반응에 대한 나의 느낌은 긍정적인 

쪽이었습니까, 부정적인 쪽이었습니까?) 긍정 (있었다면, 상담자의 반응이 예상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혹은 어떤 점에서 신선하게 느껴졌는지 작성해 주세요.) 말과 눈빛에서 힘들어 

보인다고 말씀해주셨을 때 위로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례 B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관계의 대상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반면, 사례 A에서는 내담자가 경험한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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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distinct shift)’의 경험이 상담자를 통해 얻게 된 인지적 통찰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경험 안에 상담자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수반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선행연구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의 ‘관계적(relational) 측면’을 

‘상담자와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에서 정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comes to understand or experience affectively the 

relationship with the therapist in a different and unexpected way)’으로 

정의하고, 관계적인 측면을 ‘상담 관계에 의해 혹은 상담 관계에 의한 (in 

the context of or caused by the therapy relationship’이라고 부가적으로 

설명해 왔다. 상담자와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경험한다는 정의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상담일지 분석의 결과를 결부시켜 보면 내담자들이 ‘상담자의 

언어 내용’에 대한 통찰을 상담자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고 보고할 때 

이를 감별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교정적 관계 경험의 평정을 

위한 부가 설명은 상담관계를 내담자의 교정적 경험이 일어나게 만드는 

선행 조건으로 표현하고 있어 오히려 경험의 대상(object)으로서의 관계 

경험과 개념적으로 멀어지게 한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주로 상담관계의 종류나(예, 결렬-회복 현상, 

작업동맹 등, Huang et al., 2016), 상담자의 행동의 종류(예, 공감 및 수용, 

즉시성 사용, 탐색 등, Knox et al., 2012)들로 현상을 탐색해 왔으며, 이는 

경험의 대상으로서 ‘관계의 측면’ 보다는 어떤 상담관계나 상담자의 개입이 

교정적 관계 경험을 만들어 냈는가의 입장에 더 가까워 보인다.  

교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 내담자에게 발생하는 변화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경험하는 관계를 통한 변화’이다. 상담자나 상담관계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경험이 부재한 일종의 통찰 경험의 경우에는, ‘뚜렷한 

전환(distinct shift)’의 순간으로 인한 교정(correction)이 발생하더라도 



 

 63 

교정적 관계 경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의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해 탐색할 때는 내담자가 상담자나 상담관계를 새롭게 경험했다고 

보고하더라도, 상담자를 대상으로 경험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내담자에게 일어난 교정 경험, 즉 변화가 ‘관계를 통한 

변화’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교정적 관계 경험의 교정적 측면에 대한 쟁점  

 

한편, 두 번째 ‘상담자의 반응이 새롭게 느껴진 이유’에서 도출된 

범주는 ‘뚜렷한 전환(distinct shift)’이 일어나는 순간의 구체적인 

내용(contents)들을 담고 있다. 즉, 내담자들이 상담자의 반응을 새롭게 느낀 

영역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도출된 결과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의 ‘교정적(corrective) 측면’, ‘무엇이 교정되었는가?’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과 관련되어 보인다.  

우선, ‘상담자의 반응이 예측과 달랐음’에 포함된 하위범주들은 Hill과 

그의 동료들(2012)이 설명한 내담자들의 ‘교정적 경험(Corrective experience: 

CE)’의 교정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Hill과 그의 

동료들(2012)은 교정적 측면이 내담자가 과거에 두려웠던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복하던 내담자의 예측(expectation)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박되는 것(disconfirmation)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내담자들이 

‘상담자의 반응이 예측과 달랐을 때’ 느꼈던 새로움은 Hill과 그의 

동료들(2012)이 말했던 예측이 반박되는 경험(disconfirmation)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 예시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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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C: 상담사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음 

(상담자의 반응이 신선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상담자가 내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담 시간을 잘 견딘 것 같아서 놀라웠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변함없이 경청을 해 주었다. (있었다면, 그 반응에 대한 나의 느낌은 

긍정적인 쪽이었습니까, 부정적인 쪽이었습니까?) 긍정적이다. (있었다면, 상담자의 반응이 

예상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혹은 어떤 점에서 신선하게 느껴졌는지 작성해 주세요.)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신선했다.  

 

사례 C의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낼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상담자가 예상과 달리 경청을 이어가자 예측이 

어긋나는 경험을 하면서 분명하게 이 경험이 상담자를 새롭게 느낀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도출된 결과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새롭게 느껴진 이유들이 

‘대인관계’와 관련된 내용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새롭게 느껴진 

이유들이 교정적 측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를 다시 바꿔서 말하면, 

‘무엇이 교정되었는가?’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주제들로 

한정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의 교정적 측면을 ‘어떤 

방식에서 변화하는 것 (is thereby transformed in some manner)’ 혹은 ‘어떤 

종류의 과거 경험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것 (a positive shift of some kind 

from past experience)’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게끔 한다. 

‘어떤(some)’으로 표현될 때에는 내담자의 교정되는 부분의 영역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내담자들이 상담자와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할 

때, 내담자들이 과거에 싫어하던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든지, 혹은 과거에 

다쳐서 생긴 흉터가 사라진다든지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교정되는 ‘어떤 부분(some)’에는 경계가 존재하리라 예상되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대인관계’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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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범주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라는 주제 

안에서도 공통점이 발견된다. 내담자들은 상담자를 새롭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경험했을 때, ① 원래 상담자에 대해서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전제가 있었고, ② 그러나 상담자는 내담자의 

예상과 달리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여 내담자가 일종의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공통된 과정이 있었다. 상담자와의 새로운 관계 

경험이라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①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예측하였는데, ② 실제 상담자는 예측했던 행동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여 내담자가 이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실제로, 

교정적 관계 경험의 모태인 교정적 정서 경험에 대해, Alexander와 French 

(1930, 1940)는 ‘내담자들이 상담 밖 관계에서 중요한 타인들과 반복적으로 

맺어왔던 관계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상담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치료적 변화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하였다. 즉, 교정적 관계 

경험에서 상담자와 새롭게 체험하는 것을 ‘관계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적 관계 경험의 교정적 측면은 교정되는 영역이 

대인관계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면서, 상담자가 내담자가 예측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행동하여 예측이 깨지는 것(disconfirmation) 등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정적 관계 경험 개념 정교화  

 

본 절에서는 2절에서 제시한 쟁점을 바탕으로 교정적 관계 경험 개념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적 배경에 정리했던 

교정적 관계 경험 개념에 대한 문헌 리뷰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정교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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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정적 관계 경험 개념에 대한 문헌 리뷰 내용  

 

‘학습’의 속성  

교정적 관계 경험 개념에 대한 첫 번째 속성은 ‘학습’의 속성이다. 

교정적 경험(CE)의 개념에 비추어 봤을 때, ‘치료적 관계의 맥락에서, 

치료적 관계 때문에 생하는 교정적 경험’으로서의 교정적 관계 경험은 

상담자와의 새로운 관계 경험을 통한 하나의 학습 경험이다. 즉, 부적 

정서를 일으키는 관계적 자극에 대해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안심 등의 

정적 정서로 재경험하게 되는 관계적인 하나의 새로운 학습 경험이다. 

교정적 관계 경험과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교정적 경험과 교정적 관계 경험 

 

 

 

 교정적 경험(CEs) 교정적 관계 경험(CREs) 

핵심 

개념 

부적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을 

안심하거나 정적 정서로 재경

험하게 되는 정서경험을 수반

한 하나의 새로운 학습 

 부적 정서를 일으키는 관계적 자

극에 대해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

서 안심 등의 정적 정서로 재경험

하게 되는 관계적인 하나의 새로

운 학습 경험 

발생 

양상 

사건(Big bang), 누적된 경험

의 결과(Constant dripping) 

사건(Big bang), 누적된 경험의 결

과(Constant dripping) 

발생 

장면 
상담 장면, 상담 밖 장면 상담 장면 

촉발 

요인 

상담자의 개입, 상담자의 존

재, 외부 자극 
상담자의 개입, 상담자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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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상담관계 프로세스’ 속성 

두 번째는, 그동안의 여러 상담학 이론들에서 강조해 왔던 상담성과를 

만들어 내는 상담관계 활용 방식에 대한 것이다. 주로 임상 실제의 경험을 

기반으로 강조되어 왔던 치료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상담관계 프로세스들은 

여러 상담학 이론들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림 4]와 같은 치료적 상담관계 활용에 대한 상담학 이론들의 

공통점은 교정적 관계 경험에서도 교정 경험이 발생할 때까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상담일지 분석에서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반응을 새롭게 느낀 

이유에 대해서 ‘대인관계 영역 내에서’ 상담자의 행동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예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자가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란 점이었고, 예상과 달랐던 상담자의 

반응은 부정적인 예측과는 달리 상담자가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한 

점이었다. 이를 위의 상담학 이론들의 공통점과 연결하면, 내담자들은 과거 

대인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상담자에 대해서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란 예측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담자의 반응은 이와 달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내담자의 과거 경험이 

다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담자와 한 작업은 내담자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어 다른 대인관계로 확대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그림 4 치료적 상담관계 활용에 대한 상담학 이론들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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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교정적 관계 경험에서의 ‘교정’되는 속성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정적 관계 경험에서의 ‘교정’되는 속성에 관한 

것이다. 그 동안의 이론적 가정은 교정적 관계 경험이 내담자의 내적 작동 

모델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Safran과 Segal(1969)은 내적 작

동 모델의 개념이 향후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내적 작동 

모델이 일종의 학습된 대인관계 스키마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내적 작동 모델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이 쌍을 이루어 

대상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Stadter, 2009). Bowlby(1969)에 따

르면, 애착 관계의 내적 작동 모델은 특히 애착과 관련 있는 과거의 결과나 

계획들에 대한 내적 표상이다. 따라서 내적 작동 모델은 상호작용이 하나의 

단위로 조직화되어 있는 구조이며, 자기(self)나 타인(the other)에 대한 하나

의 내적 모델이 아니다. Safran과 Segal(1996)은 이런 점에서 내적 작동 모

델이 하나의 대인관계적 스키마(schema)로서, 한 사람이 새로운 사회적 상

호작용과 마주칠 때 그 상호작용을 예측하도록 기능한다고 설명하였다. 그

들은 하나의 대인관계적 스키마는 관계에 대한 규칙(rule)이나 계획(plan)으

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규칙은 애착 대상과의 이전 경험으로

부터 추상화되어 있으며,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고 설명하였다. Safran과 Segal(1996) 외에도 Lopez와 Brennan(2000), 

Holmes(2000)와 같은 Bowlby의 후기 연구자들은 내적 작동 모델을 양육자

와의 관계에 적응하기 위한 유아의 노력이 애착전략이나 규칙으로 개념화하

려는 관점으로 발전시켜왔다(김진숙, 2013).  

따라서 교정적 관계 경험이 변화시키는 내담자의 궁극적인 측면은 ‘대

인관계 규칙’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는 과거에 형성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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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 규칙을 상담자와의 새로운 관계 경험을 통해 교정하는 경험을 할 것

이다.  

 

나. 교정적 관계 경험 관련 수정 모형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첫째, 교정적 관계 경험은 일종의 학습 경험이

며, 둘째, 상담자에 대한 대상(object)경험을 수반하는 특정 방식의 상호작용

의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대인관계의 규칙을 교정한다. 따라서 교정

적 관계 경험은 ‘내담자가 현재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학습된 대인관계 규칙을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 경험을 통해 재학습

하는 경험’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특정 상

황에 처해질 때 내담자는 과거에 학습했던 부정적인 관계 규칙에 의해 부정

적인 감정이 촉발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행동하려 하지만, 상담자의 

예상치 못했던 대안적인 반응을 통해 관계 규칙이 깨지고 궁극적으로 긍정

적인 방향으로의 새로운 재학습 경험이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을 ‘내담자가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 경험을 통해 건강한 방향으로 대인관계 규칙을 재학습하는 현상’으로 

개념화하고, 교정적 관계 경험이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다음 [그림 5]와 같이 

나타내었다. 먼저 교정적 관계 경험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기존 대인관계에

서 내담자가 부적응적인 관계 경험을 하여 부정적인 대인관계 규칙을 학습

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 부정적인 대인관계 규칙이 내담자의 현재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내담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관계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대인관계 규칙 상에서 부정적인 예측이 유발되는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단계), 상담자 역시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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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된 대인관계 규칙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순간 내담자는 의식하든 의식하

지 못하든 불안함 및 두려움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2단계), 이 때 상담자

가 내담자의 대인관계 규칙과 다르게 새롭고, 또한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

을 하면 내담자는 이에 대해 신선한 일종의 충격, 즉 놀람을 경험하게 된다 

(3단계). 상담자의 반응이 본질적으로 내담자의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예측과

는 정반대인 긍정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내담자는 곧 정서적으로 안도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3단계 계속). 결과적으로 내담자는 이 순간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대인관계 규칙을 경험, 즉 학습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교정적 관계 경

험의 프로세스 안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은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의 관계

에서 부정적인 예측을 유발시키는 상황에 처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상담자의 

대안적 반응을 경험하여 안도하는 것까지를 말한다([그림 5]에서 하단의 빗

금친 박스 영역).  

 

빗금친 박스 안이 교정적 관계 경험을 의미한다. 박스 안 작은 세 개의 박스는 차례대로 교정적 관계 

경험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타낸다. 2단계는 내담자에게 의식이 될 수도 있고, 찰나의 순간에 무의

식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스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5 교정적 관계 경험의 발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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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교정적 관계 경험의 발생 프로세스는 ‘상담자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타인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해 왔던 방식대

로 상담자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이 예측이 

깨지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놀라고 안도하게 되는 경험’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애초에 대인관계적인 상호작용

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를 대상(object)으로 경험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된다. 또한 위와 같은 구체화의 방향은 교정적 관계 경험이 발

생할 때의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의 특성을 명료히 하기도 하지만, 동

시에 내담자가 교정되는 부분이 ‘대인관계 규칙’임을 명료히 하기도 한다.  

 

4) 본 연구를 위한 수정된 면접 질문 및 평정지침 

 

다음으로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과 관련된 경험들이 

풍부하게 탐색되고, 내담자의 언급 속에서 규정한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

들이 확인될 수 있게끔 인터뷰 질문 및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각 가이

드라인은 새롭게 규정한 교정적 관계 경험의 3단계가 각각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정적 관계 경험의 1단계는 상담자와의 관

계에서 부정적인 예측을 유발시키는 상황에 처하는 것으로, 해당 상황이 과

거에도 부정적으로 유발되었는지, 그래서 보통 내담자의 부적응적 대인관계 

행동을 유발하였는지 등을 탐색하여 해당 상황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교정

적 관계 경험의 2단계는 상담자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예측으로, 순간적

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예측되어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경험하였는지, 당시에 

예측한 상담자의 부정적인 반응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질문하여 확인

한다. 3단계는 상담자의 대안적인 반응을 경험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상담자의 반응이 예상과 반대되는 방식이었는지, 이 경험을 통해 내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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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등의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인터뷰에서 활용

한 교정적 관계 경험의 정의와 가이드라인을 아래 [표 8]과 같이 정리하였

다.  

 

표 8 교정적 관계 경험 인터뷰 질문 및 가이드라인 

 

 

 

 

 

정의 
내담자가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 경험을 통해 건강한 방향으로 

대인관계 규칙을 재학습하는 현상 

가이드 
라인 

1) [교정적 관계 경험의 1단계 확인]  

 내담자가 새롭거나 의외라고 느끼는 순간의 상황이 이전 대인관계

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시키는 상황이었는가?  

 타인의 반응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했던 상황이었나?  

 그래서 보통은 하지 않고 회피하던 행동을 상담자와 하였는가?  

2) [교정적 관계 경험의 2단계 확인]  

 해당 상황에서 상담자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란 

사전 예측이 있었는가?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예측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을 경험하였는가? 

 상담자를 대상으로 경험하였는가?  

3) [교정적 관계 경험의 3단계 확인]  

 상담자의 반응이 부정적인 예측을 깨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는가?  

 상담자의 반응에 대해 안심하거나 비슷한 종류의 정적 감정을 경

험하였는가?  

 위 경험으로 인해 상담관계나 대인관계에서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학습을 새롭게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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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본연구: 교정적 관계 경험 개념의 타당성 확인 

 

 

본연구에서는 우선 연구 I을 통해 규정된 교정적 관계 경험의 발생 프

로세스의 각 단계에 따라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인관계 규칙이 1) 어

떻게 활성화되고 2)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인관계 규칙이 

활성화 되는 것은 (1) 타인의 반응에 대한 내담자의 예측, (2) 상담사의 반응

에 대한 내담자의 예측, (3) 내담자가 경험한 상담사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

하였다. 연구 II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상담성과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1) 내담자들이 보고한 교정적 관계 경험으로 인한 영향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2) 교정적 관계 경험을 한 내담자들의 시간에 따른 상담성과를 대

인관계 특성과 우울점수의 변화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I을 위해서는 ‘사례를 위한 합의적 질적연구법(CQR-C)’의 절차를 

따랐고, 연구 II의 1)은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 

Strauss & Corbin, 1990)’을, 2)는 통계패키지 R을 사용하여 혼합효과모형 검

증을 실시하였다. 본연구에서의 연구 I과 연구 II는 모두 분석 과정에서 대

인관계 원형모형(Interpersonal circumplex model)에 기반한 대인관계 의사소

통 이론(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eory, Kiesler, 1983, 1985)을 개념적 

틀로 활용하였다. 연구 I에서는 대인관계 원형모형의 세부적인 대인관계 유

형들을 코딩툴로 활용하였고, 연구 II에서는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론을 기반

으로 개발된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IMI-C)’로 내담자의 대인

관계 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대인관계 규칙의 변화 방향성이 긍정적인 방

향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이론적 틀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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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I] 상담 장면에서의 교정적 관계 경험  

 

 

1) 연구방법 

 

가. 연구 설계 개관  

 

연구 I은 실제 상담 사례에서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교정적 관계 경험을 

탐색하고,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대인관계 규칙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확인하는 과정을 위해서는 ① 내담자로부터 교정적 

관계 경험에 관한 정보들을 최대한 풍부하게 수집하고, ② 수집된 자료들 

속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이라는 현상을 추출하며, ③ 현상 속에서 대인관계 

규칙을 포착하여 변화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 I에서는 종결 후 인터뷰 과정에서 내담자들이 매회기 본인

이 작성하였던 상담일지를 모두 검토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회기 별 

상담자에 대한 감정을 그래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래프 작성은 각 회기

마다 내담자 자신이 상담자에게 느꼈던 경험을 보다 용이하게 상기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경험들을 서로 변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면접자는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작성된 그래

프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도 탐색하

였다.  

또한 교정적 관계 경험이 ‘누적된 경험의 결과’로 발생될 경우의 가능성

을 열어두고 이를 탐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종결 인터뷰의 두 번

째 부분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정의와 예시가 제시되었는데, 이 예

시는 한 순간의 교정 경험을 의미하는 경우(big bang)와 누적된 경험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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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dripping)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로 각각 구성되었다. 

또한 분석의 과정에서 내담자가 보고한 ‘교정적 관계 경험’ 외에도, 그래프

로 탐색된 ‘회기 별 상담자에 대한 감정’ 추이에 대한 보고 내용도 함께 탐

색하여, 누적된 경험의 과정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나. 진행절차  

 

① 연구방법  

 

본 연구는 Levitt와 그의 동료들(2018)의 방법론에 대한 최근 제안에 맞

춰 엄정하게 질적 연구 방법을 설계하였다. Levitt와 그의 동료들(2018)은 방

법론적 온전함(methodological integrity)으로 “주제에 대한 적합성과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성” (p. 33)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채택한 ‘사례를 위한 합의적 질적연구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r Case study research: CQR-C, Jackson, Chui, & Hill, 2012)는 

상담 과정 중에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명료하게 개념화되지 않은 새롭고 복

잡한 현상을 추출하고 관찰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 중 하나로서 단일사례나 

비교적 적은 수의 연구대상을 분석할 때 적합하다. CQR-C 방법론은 Stiles 

(2003)과 Ward 방법 (Ward, 1987; Schielke, Fishman, Osatuke, & Stiles, 

2009)의 관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개발되었다. Stiles(2003)는 기존의 이론

들을 자료에 적용하는 방법보다 단일 또는 소수 사례로부터 수집한 질적, 

양적 자료를 토대로 기존의 이론을 확장, 수정, 정교화 하는 과정을 강조한

다. 한편, Ward 방법(1987)에서는 개인의 창의적 작업 외에도 다수의 연구

자 간의 정보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 절차에 따르면 연구 팀은 관심 주제를 설정한 후, 주제와 관련된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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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들을 던지고, 평정팀의 구성원들은 각자 사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개념화한다. 이후 평정팀의 구성원들은 사례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관해 의

견을 주고받아 협의를 도출한다. 이 논의과정에서 구성원들은 비판하기보다 

각자의 개념화를 정교화 하는 지침을 받고, 결국 연구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서, 현상의 개념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적 경험이 아직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히 탐색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CQR-C 방법론을 적용하여 상담사

례의 인터뷰 축어록으로부터 교정적 관계 경험의 현상을 추출하고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다만, CQR-C에서는 상담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현상을 잘 포착하기 위해 영상 녹화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권장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심 갖는 현상, 즉 교정적 관계 경험이 그 

자체로 내담자의 내적 경험이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에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교정적 관계 경험이라고 보고한 진술 내용 외에도,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감정 그래프’ 자료, 그래프에 대한 진술 내용 등으

로 분석 자료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

는 현상에 대한 한정되지 않은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고자 하

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② 연구의 진행절차 

 

CQR-C의 절차를 적용한 연구 II의 진행 절차는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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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R-C: 사례연구를 위한 합의적 질적 방법, CREs: 교정적 관계 경험, 

 

 

CQR-C의 첫번째 단계는 시작 단계로, 주제 선정과 평정팀 선정, 

관심있는 현상에 대한 정의 확립, 분석 영역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먼저 

4명을 평정팀으로 구성하여 자료의 탐색 방향과 분석의 목적을 합의하였다. 

그림 6 CQR-C에 따른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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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예비연구에서 규정된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 I의 연구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 영역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발생하는 순간의 대인관계 규칙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된 개념에서 제안하였던 교정적 관계 경험의 발생 1, 2, 

3단계를 분석 영역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정적 관계 경험의 

1단계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예측을 유발시키는 상황에 처함으로, 

분석영역은 타인의 반응에 대한 예측 내용이 된다. 2단계는 상담자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예측으로, 분석영역은 상담자의 반응에 대한 예측 

내용이 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상담자의 대안적 반응 경험으로, 

분석영역은 경험한 상담자의 반응 내용이 된다. 본 연구에서 학습된 

대인관계 규칙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예측은 

반향메시지라는 구인으로 코딩할 것이다. 교정적 관계 경험의 1, 2, 3단계와 

매칭되는 분석영역을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교정적 관계 경험 분석 영역 

 1단계(영역) 2단계(영역) 3단계(영역) 

교정적 관계 

경험  

발생단계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예측을 유발

시키는 상황에 처함 

상담자와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예측 

상담자의  

대안적 반응 경험 

분석영역 타인의 반응에  

대한 예측 내용 

상담자의 반응에  

대한 예측 내용 

경험한 상담자의  

반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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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CQR-C에서의 자료수집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을 상담 사례에서 포착 및 추출하고, 해당 현상에 대한 영역 별 

항목들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평정팀은 가장 먼저 내담자 별로 인터뷰 

축어록을 읽으면서 예비연구에서 규정된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에 맞춰 

현상을 추출하여 기술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기술된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하여, [표 8]에서 제시하였던 분석 영역에 따라 ‘인식된 

타인의 반응들’을 대인관계 원형모형에 기반하여 코딩하였다.  

마지막은 CQR-C에서의 비교분석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분석 영역에 

맞춰 코딩된 항목들을 하나의 요약표로 제시하고, 해당 항목들을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코딩된 대인관계 

규칙을 상위 카테고리로 재분류하여 현상을 개념화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담일지나 내담자가 작성한 그래프 등의 다른 

자료들과 삼각비교하고, 최종적으로 교정적 관계 경험이 드러나는 현상을 

개념화하였다.  

 

다. 자료분석  

 

① 교정적 관계 경험 현상 포착  

 

32건의 종결 인터뷰가 실시된 이후 인터뷰 녹음 내용은 모두 

축어록으로 전환하였다. 평정팀은 CQR-C의 자료 수집 단계에 맞춰, 가장 

먼저 32건의 인터뷰 축어록 문서를 전부 읽어보면서 해당 사례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는지를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평정팀은 각자 축어록 

문서를 모두 읽어본 다음 모여서 다섯 사례에 대해 교정적 관계 경험의 

유무를 판단해 보고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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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거쳤다. 다섯 사례는 32건의 사례를 읽는 과정 중에 형태가 다르게 

보이는 사례들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교정적 관계 경험이 분명한 경우, 

교정적 관계 경험이 분명히 없는 경우, 교정적 관계 경험이 특정 

사건(event)로 보고되는 경우, 특정 사건으로 명확하게 보고되지는 않지만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 경우 등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평정팀은 모임의 자리에서 다섯 사례의 교정적 관계 경험의 유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논의를 통해 동일하게 맞추었다. 그 이후 각자 돌아가 

나머지 사례에 대해 읽으면서 교정적 관계 경험의 유무를 판단한 뒤 다시 

만나서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만난 자리에서는 30사례에 대한 평정 결과가 

모든 평정팀 구성원에게 일치하였으며, 나머지 두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또다시 진행하였다. 한 사례는 교정적인 경험이 상담자와의 관계적 

경험으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내담자는 말로서는 보고하였으나 뉘앙스 

상에서 그 보고를 믿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경우였다. 

나머지 한 사례는 내담자가 교정적 관계 경험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상담자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보고한 현상이 교정적 관계 경험에 해당되어 

논의를 통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정된 교정적 관계 경험은 한 명의 

연구자가 엑셀 파일에 서술적으로 기술하였다. 

 

② 영역에 따른 ‘인식된 타인의 반응’ 코딩 

    

다음으로 사례 별로 따로 기술된 교정적 관계 경험 현상을 읽으면서, 

미리 정해 두었던 세 가지 분석 영역에 맞춰 내담자의 ‘인식된 타인의 

반응’들을 코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내담자의 언어 반응 속에서 ‘인식된 

타인의 반응’들은 대인관계 원형모형 중 16모형을 기반으로 코딩되었다. 즉, 

16모형에는 16가지의 대인관계 유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내담자가 인식한 



 

 81 

타인의 반응들은 이 16가지 대인관계 유형들 중 하나로 코딩되었다. 

대인관계 16 원형모형은 Kiesler(1983)가 기존의 원형모형들을 검토하여, 

원형모형 상에서 동일한 간격을 갖도록 대인관계 유형들을 정리한 모델이다. 

이 모형은 16가지의 대인관계 유형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보고되는 

반응의 종류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코딩할 수 있다. 코딩된 16가지의 

유형들은 다시 8 원형모형의 8가지 원형모형으로 카테고리화 되었다. 8 

원형모형은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론’의 기본 단위로, 16 원형모형을 

포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림 7]과 [표 10]). 

 

 

  
그림 7 대인관계 원형모형의 16 하위유형과 8 하위유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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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대인관계 원형모형의 16 하위유형과 8 하위유형의 관계 

유형의  

종류 
하위 대인관계 유형 

8유형 지배(D) 적대-지배(HD) 적대(H) 적대-순종(HS) 

16유형 A: 지배적인 B: 경쟁적인 

C: 불신하는 

D: 냉정한 

E: 적대적인 F: 거리감 있는 

G: 억제된 

H: 자기 확신이 

없는 

8유형 순종(S) 우호-순종(FS) 우호(F) 우호-지배(FD) 

16유형 I: 순종적인 J: 공손한 

K: 신뢰가는 

L: 따뜻한 

M: 우호적인 N: 친교적인 

O: 과시적인 

P: 확신있는 

 

16가지 하위유형은 본래 임상군(abnormal)과 정상군(normal)의 범주를 

구분하는데 본 코딩에서는 이 두 범주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확한 유형 구분을 위해서 임상군과 정상군의 범주의 의미를 포괄하여 

코딩할 때 스펙트럼의 의미를 반영하였다. 참고하였던 16 원형모형의 수준 

별 구체적인 특성은 부록에 실었다.   

 

  



 

 83 

2) 연구결과 

 

가. 교정적 관계 경험 현상 포착 결과   

 

CQR-C의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인터뷰 축어록을 분석하여 교정적 관계 

경험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총 32명의 사례 중 19명이 교정적 관계 경험을 

하였고, 13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단과 

없었던 집단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과 상담 진행 총 회깃수는 [표 11]과 같

았다.  

먼저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단은 모두 19명으로 남자 2명, 여자 

17명이었다. 이들의 연령 평균 값은 25.26세(SD=3.80)이었고, 가장 어린 사

람은 21세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33세였다. 이들의 종결까지의 상담 회

깃수의 평균은 11.26회기(SD=1.29)였고, 가장 적은 상담회기를 진행한 사람

은 8회기, 가장 많은 상담회기를 진행한 사람은 12회기를 진행한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1 교정적 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특성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단 교정적 관계 경험이 없었던 집단 

인원 19 13 

성별 남 2, 여 17 남 4, 여 9 

나이 

(범위) 

M=25.26, SD=3.80 

(21-33) 

M=24.77, SD=2.19 

(22-29) 

회기 

(범위) 

M= 11.26, SD=1.29 

(8-12) 

M=11.31, SD=1.68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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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정적 관계 경험이 없었던 집단은 모두 13명으로 남자 4명, 여자 

9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4.77세(SD=2.19)이었고, 가장 어린 사람은 

22세,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29세였다. 평균 상담회깃수는 11.31회기

(SD=1.68)로, 범위는 9회기에서 12회기였다.  

19명의 내담자들은 본 연구에서 가정했던 교정적 관계 경험 개념에 부합

하는 경우들이었다. 구체적으로 상담과정 중 1) 특정 상황에서 과거 관계적 

경험 때문에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이 촉발되고, 2) 순간적으로 상담자가 자

신이 예측한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함이나 두려

움을 경험하지만, 3) 상담자가 예상과 달리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안적으로 

반응하여 내담자는 이에 놀람과 동시에 곧 안도하는 경험을 하였다.  

평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교정적 관계 경험을 보고한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에 해당 교정적 관계 경험을 수용하고 안도하는 지점까지를 하나의 교

정적 관계 경험으로 보았다. 즉, 상담자의 예상치 못했던 대안적 반응으로 

인해 놀람은 경험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안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정

적 관계 경험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

하다가 결국 안도의 감정을 느끼면서 해당 경험을 수용하게 된 경우를 교정

적 관계 경험이 완료된 것으로 보았다.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교정적 관계 경험을 특정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으

로만 한정 짓지 않았는데, 예상했던 바와 같이 누적된 경험들의 결과의 형

태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두 경우의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 A: 사건(bigbang) 

상담 중에 울기 시작했는데 너무 울기 싫어서 눈물을 계속 닦아냈어요. 그러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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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선생님이 눈물 닦지 말고 충분히 울라고 하셨어요. 저는 울고 싶지 않다고 말했

어요. 상담 선생님이 이유를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울면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질릴 것 같다고 말했어요. 말하고 엄청 당황한 거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

고 한 게 아닌데 굉장히 감정적인 상태였고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말을 내뱉었던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도 다른 관계에서도 항상 인식하지 않았어도 

나는 이런 상태였었구나. 하지만 선생님이 저한테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게 뭐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아 내가 울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도 

날 싫어하시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고 그 뒤로 관계가 편안하게 느껴져서 이전엔 

이야기 안하던 사소한 두려움이나 걱정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사례 B: 누적 경험의 결과(constant dripping) 

상담 거의 초반 O회기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버려질 것 같

은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날은 선생님이 원할 것 같은 대답을 막 했죠. 그

런데 불편해서 다음 회기에 가서 선생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았다 말을 했어요.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서 좀 놀랐어요. 안심도 되고. 그래도 상담자

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 싶고, 결국엔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다음 회기

에 너무 가기 싫은 거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때 5분 정도 지각을 했을 거에요. 

별 반응이 없으셔서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나서 O회기에 제가 힘든 일을 말했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공감을 해주셨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라 힘들었

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좀 좋았는데, 제가 그걸 믿으면 상담자 페이스

에 말려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겉으론 안 믿는 척 반박을 

했어요. 또 O회기에는 상담에서 연습해 보기로 한 걸 외부에서 실제로 해봤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상담자가 혼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에게 이상

하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망쳤거든요.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예상 밖으로 

시도한 노력에 대해 칭찬을 해주시는 거에요. 그때도 좋으면서도 이렇게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은 했었던 거 같애요. 그러나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선생

님 반응을 수용했던 것 같아요. 싫다고 하면 존중해 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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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에는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있을 때에도 상담 선생님을 떠올리는 

거에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생각해 보

곤 대처해요. 처음에는 상담 선생님이 나를 버릴까봐 무섭다 그랬는데, 종결하면서

는 이제 버린다는 건 없다. 의견이 서로 안 맞는 것뿐이지 내가 못나서 버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례 A의 경우에는 상담 중후반 회기에 일어났었던 교정적 관계 경험

으로 내담자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건의 형태로 일어났다. 내담자는 상담 

도중에 눈물을 닦지 말고 충분히 울라는 상담자의 말에 계속 울면 상담자가 

나에게 질릴 것이라는 강한 두려움에 휩싸여 이를 표현하였다. 표현과 동시

에 내담자에게는 자신에게 관계에서 같은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음을 인

식함과 동시에 상담자의 괜찮다는 반응을 확인하며 안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내담자는 꽤 강렬한 감정으로 해당 사건을 경험하였고, 이 이후에 상

담자와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이 나를 싫어하는 것에 대한 두려

움’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사례 B의 경우에는 교정적 관계 경험과 비슷한 순간이 상담 진행 전반

에 걸쳐 여러 번 있었지만, 내담자가 상담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교정적 관

계 경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여 경험에 대한 수용 및 변화가 상담 말

미에 가서야 일어난 경우이다. 내담자는 때때로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공격

하거나 혼날 것 같은 두려움의 순간을 경험하였고, 상담자는 그때마다 긍정

적인 방식으로의 대안적인 반응을 하여 내담자가 안심하고 해당 순간을 넘

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내담자는 안심한 직후에 바로 상담자를 신뢰하면 

통제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경험하였다(예, 그걸 믿으면 상담자 페이스

에 말려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거에요. 좋으면서도 이렇게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경험이 여러 번 반복된 이후에 내담자는 결

국 상담자가 통제하지 않고 존중해 줄 것 (예, 싫다고 하면 존중해 줄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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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믿음이 생기고)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교정적인 관계 경험을 완료하

였다.   

 

나. 교정적 관계 경험 현상 탐색: 영역 별 코딩 결과   

 

다음은 교정적 관계 경험이 발생하는 순간에서의 내담자의 대인관계 규

칙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영역 별 코딩을 실시한 결과이다. 교정적 관계 경

험이 일어난 19명의 내담자의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하여 반향메시지를 영

역 별로 코딩한 전체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았다. CQR에서는 분석한 항

목의 갯수를 세어 general (모든 사례에 해당된 경우), typical (반 수 이상의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variant (적어도 두 사례 이상에서 일어난 경우)로 표

기하게 되어 있다. 결과표에도 영역 별로 코딩한 반향메시지들을 빈도에 따

라 T=typical와 V=variant을 표시하였다. 또한 CQR의 지침에 따라 2개 이

상 관찰되지 않은 항목은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영역 별로 코딩된 ‘인식된 

타인의 반응’들은 대인관계 16원형모형에 해당하고, 이는 다시 대인관계 8

원형모형으로 카테고리화 되었다. 가장 왼쪽 열에는 카테고리 분류를 나타

내는 대인관계 8원형모형의 유형들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열부터 우측방향

으로는 16원형모형에 따라 코딩된 ‘인식된 타인의 반응’들이 빈도표시와 함

께 카테고리에 맞춰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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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인식된 타인의 반응 코딩 결과 

카테고리 타인의 반응에 대한 

예측 내용 

상담자의 반응에 대한 

예측 내용 

경험한 상담자의 반응 

내용 

8유형 16유형 16유형 16유형 

지배(D) A: 지배적인 (V) A: 지배적인 (V) - 

적대-지배 

(HD) 

B: 경쟁적인 (V) 

C: 불신하는 (V) 

D: 냉정한 (V) 

B: 경쟁적인 (V) 

C: 불신하는 (V) 

D: 냉정한 (T) 

- 

적대(H) E: 적대적인 (V) E: 적대적인 (V) - 

적대-순종 

(HS) 

F: 거리감있는 (V) F: 거리감있는 (V) - 

순종(S) - - - 

우호-순종 

(FS) 

- - J: 공손한 (V) 

K: 신뢰가는 (T) 

L: 따뜻한 (T) 

우호(F) - - M: 우호적인 (V) 

우호-지배 

(FD) 

- - N: 친교적인 (V) 

 V=variant, T=typical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분석 영역 1은 타인의 반응에 대한 예측 

내용으로, 내담자가 경험한 반향메시지들은 타인에 대해 A: 지배적인, B: 경

쟁적인, C: 불신하는, D: 냉정한, E: 적대적인, F: 거리감있는 대상으로 예측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반향메시지들은 대인관계 8유형에 따라 카테고

리화 했을 때 지배(D), 적대-지배(HD), 적대(H), 적대-순종(HS) 영역에 해

당되었다. 분석 영역 2는 상담자의 반응에 대한 예측 내용으로 결과는 1영

역과 동일하게 나왔다. 다만 1영역과 다르게 D: 냉정한이 더 높은 빈도로 

보고되어 빈도상 ‘typical’을 기록하였다. 마지막 분석 영역 3은 경험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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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반응 내용으로, 내담자들은 상담자에 대해 J: 공손한, K: 신뢰가는, L: 

따뜻한, M: 우호적인, N: 친교적인의 반향메시지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 반향메시지들은 대인관계 8원형모형 상에서 우호-순종(FS), 우호

(F), 우호-지배(FD)의 카테고리에 해당되었다.  

위 영역 별 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적 관계 경험 발생 상황에서 내

담자의 대인관계 규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발생되는 프로세스 상에서의 인식된 

타인의 반응들에 대한 변화이고, 두 번째는 각 영역 별로 내담자가 보고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① 영역에 따른 ‘인식된 타인의 반응’ 변화 

 

코딩을 실시한 세 가지 영역은 교정적 관계 경험이 일어나는 순간의 순

차적인 단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영역 별 반향메시지들의 변화는 교

정적 관계 경험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내담자가 떠올린 타인의 반응들의 

변화를 보여준다. 영역에 따른 변화가 잘 드러나게끔, 영역 별로 대인관계 

원형모형에 코딩된 반응의 종류들을 표시하여 [표 13]에 순차적으로 나타내

었다.  

내담자들의 타인의 반응에 대한 예측 내용들(맨 상담)은 대인관계 원형

모형 상에서 좌측 상단 부분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다. 이 영역은 통제축과 

친애축의 중심으로 8가지 유형에서 봤을 때, 지배(D), 적대-지배(HD), 적대

(H), 적대-순종(HS) 영역에 해당한다. F(거리감있는) 유형이 적대-순종(HS)

에 위치하지만 적대(H)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반향메시지들은 주로 지배

(D), 적대-지배(HD), 적대(H)의 세 가지 유형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두 번째 영역(가운데)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이 일어나는 순간 내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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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자에 대해 느꼈던 반향메시지는 대인관계 원형모형 상에서 좌측 상

단 부분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타인들에 대한 반향메시지들의 분포

와 동일한 양상이었다. 두려움의 순간에 내담자들은 상담자에 대해서 기존

에 타인들에 대해 예측했었던 반응의 종류와 동일한 내용들을 떠올렸다.  

세 번째 영역(맨 하단)은 교정적 관계 경험 과정에서 내담자들이 상담

자에 대해서 예상과 달랐던 경험을 할 때 상담자에 대해 느꼈던 반응의 종

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 반응들은 대인관계 원형모형 상에서 우측 하단 부

분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다. 우호-지배(FD), 우호(F), 우호-순종(FS)의 세 

가지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종합하면, 내담자들의 타인 및 상담자에 대한 

인식된 반응의 종류들은 지배(D)와 적대(H) 유형에서 순종(S)과 우호(F)의 

유형으로 바뀌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내담자들의 원래 학습된 대인관계

에서의 규칙들은 타인을 지배(D)와 적대(H)의 유형으로 지각하고 있었는데, 

교정적 관계 경험이 일어나는 순간에 상담자에 대해서도 지배(D)와 적대(H)

의 유형으로 반응할 것을 예측하였다가, 예상과 다르게 순종(S)과 우호(F)의 

유형으로 경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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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영역에 따른 인식된 타인의 반응에 대한 변화 

 

[1영역] 

타인의  

반응에 대

한 예측  

내용 

 

[2영역] 

상담자의 

반응에 대

한 예측  

내용 

 

[3영역] 

경험한  

상담자의 

반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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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역 별 코딩 세부 결과: 사례  

 

다음은 [표 12]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담자들이 실제 상담 도중

에 경험한 타인 및 상담자에 대한 인식된 반응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영역 

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1영역] 타인의 반응에 대한 예측 내용 코딩 결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19

명의 내담자들은 과거에 학습된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 영역에 있어, 타인의 

반응에 대해 A(지배적인), B(경쟁적인), C(불신하는), D(냉정한), E(적대적인), 

F(거리감있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을 지배적이거

나 경쟁적이고, 불신하며, 냉정하고, 적대적인, 혹은 거리감 있는 대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 다른 12개 하위유형에 해당되는 반향메

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관찰된 6개의 하위유형에 해당되었던 대표적인 사

례의 예를 [표 14]와 같이 정리하였다.  

A: 지배적인 

내담자들의 일부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통제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관계에서 거리가 가까워지는 경우에 

대하여 ‘침범 당하거나’, ‘휘둘리거나’, ‘자유롭지 못하거나’ 등의 표현을 사용

하며, 거리가 먼 것이 더 편하다고 보고하였다.  

B: 경쟁적인 

내담자들은 자신의 어떤 모습이 관계에서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 상

대방이 무시하거나 한심하게 생각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반향메시지에 대해서는 주로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창피하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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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1영역] 타인의 반응에 대한 예측 내용 및 대표 사례 

인식된  

타인의 반응 
사례 

A: 지배적인 

dominant 

 친한 사람이 되서 감정이 커지면 제가 자꾸 휘둘리고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만들면 제가 배부르다고 해도 한

입이라도 먹으라고 한상을 차려주세요. 근데 그게 제가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런 면들이 있어서..  

B: 경쟁적인 

competitive 

 제 의견을 냈을 때 뭔가 무시당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의 그런 면을 알면 실망하고, 남 보기에 제가 부끄럽다.   

C: 불신하는 

mistrusting 

 보통 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이야기 하면 아니야 그걸 믿어주

지 않거나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겠지 생각하죠.  

 엄마처럼 제가 잘못한 점이 있나 없나 이렇게 뭔가 감시하고, 막 다

른 사람들은 나를 착취하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면은 쟤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던지 

D: 냉정한 

cold 

 내가 어떤 것을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고 인정해주지 

못할 것 같다. 항상 너가 잘못이다 이런게 많았는데.  

 나에게 엄격할 것이다.  

E: 적대적인  

hostile 

 항상 상대방이 무섭고 제가 약자. 저 사람이 강자인데 나를 너무 힘

들게 하고 공격하고 비난할 것이다. 

 화내거나 혼낼 것이다. 나는 쟤가 정말 싫은데 어떻게 공격할 것인 

것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F: 거리감있는 

detached 

 타인은 어차피 내 힘듦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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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불신하는 

내담자들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잘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을 하였다. 

이들은 보통 타인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자신이 약점을 드러냈을 때 배신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였다. 일부

는 타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감시처럼 느껴진다고 보고하였다.  

D: 냉정한 

내담자들에게서 타인을 냉정하고 엄격한 사람으로 느낀다는 내용이 보

고되었다. 내담자들은 타인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용서해 주지 않고, 

엄격하고 높은 기준으로 자신을 대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였다.  

E: 적대적인 

가장 많이 보고된 반향메시지 유형으로 내담자들은 상대방이 강하고 무

서운 사람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였다. 내

담자는 타인이 공공연히 적개심을 드러내며 싫어하고, 언행이나 행동 등으

로 공격적인 행동을 가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F: 거리감있는  

내담자들은 타인에 대해서 어차피 자신에게 큰 관심이 없고, 자신이 힘

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피상적인 이해만을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타인이 무심하고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깊

은 이해나 공감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애당초 품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2영역] 상담자의 반응에 대한 예측 내용   

두 번째 영역은 교정적 관계 경험이 시작되는 순간에 내담자들이 예측

했던 상담자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예측 내용이다. 결과는 첫 번째 영역

과 거의 동일하게 A(지배적인), B(경쟁적인), C(불신하는), D(냉정한), E(적대

적인), F(거리감있는)의 유형이 관찰되었다. 이는 상담자가 지배적이거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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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적이고, 불신하며, 냉정하고, 적대적인, 혹은 거리감 있는 방식으로 내담자

를 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을 보여준다. 관찰된 6개의 하위유형에 해당되

었던 대표적인 사례의 예를 [표 1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5 [2영역] 상담자의 반응에 대한 예측 내용 및 대표 사례 

인식된  

타인의 반응 
사례 

A: 지배적인 

dominant 

 상담자의 페이스에 말려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좋으면서도 의

도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닐까..  

 상담자 선생님과 위계적인 상하관계니까 조심해야지.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선 안으로 침범하는 방식..  

B: 경쟁적인 

competitive 

 저는 그 웃음을 저를 비웃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똑똑한 사람.. 저를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것 같고.  

 저를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볼 것 같았어요.  

C: 불신하는 

mistrusting 

 잘못한 점이 있나 없나 나를 감시하고  

 종결을 의식해서 빨리 수습하려고 하는구나.  

D: 냉정한  

cold 

 울지 말고 씩씩해야 하는데 울면 나약하게 볼 것 같다..  

 밉보일 것 같다. 나쁘게 찍힐 것이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E: 적대적인  

hostile 

 선생님이 무섭고 날 혼내킬 것 같은 생각..  

 사실 절 혼내거나 비난할 줄 알았어요.  

F: 거리감있는 

detached 

 내가 밀려나고 있다. 나를 내담자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상담자가 비즈니스적인 일로만 나를 생각하고.  

 직업으로서 멀게 반응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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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배적인 

내담자 중 일부는 상담자가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를 상하관계에서 지각하여, 

상담이 상담자에 의해 리드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거리낌없

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상담자가 질문하거나 허용하는 

이야기만을 해야 된다며 상담관계를 어려운 관계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B: 경쟁적인 

내담자들은 두려움의 순간에 상담자가 자신을 한심하고 부족한 사람으

로 여길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자신이 힘든 부분을 개방하면, 상담자가 힘들

어 하는 자신을 예민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여길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우는 모습이 드러났을 때 나약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이라는 두려움

을 경험하였다. 일부 내담자들은 자신이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혼란

스러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볼 것 같은 두려움을 보고하였다.   

C: 불신하는 

일부 내담자들에게서는 상담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잘 믿을 수 없다

는 보고가 있었다. 이들은 상담자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 주었을 

때, 상담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일부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의도를 성과를 내기 위해 특정 개입을 하는 것이

라고 받아들이거나, 상담자가 자신을 예의주시하면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

은 없는지 감시한다고 느끼거나, 혹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게 만들거나 의

존시켜서 본인이 원하는 이득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경험했다고 보고

하였다.  

D: 냉정한 

가장 많이 보고된 반향메시지 유형으로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엄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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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갑게 반응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상담자나 상담관계

에 대한 본인의 부정적인 생각 및 감정을 개방했을 때 이를 수용 받지 못하

고 오히려 밉보이거나 완전히 관계가 끝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에서 이야기된 내용들을 빠르게 실천

할 것을 기대하고, 이에 못 미칠 경우 실망하거나 수용해 주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였다.  

E: 적대적인 

내담자들이 보고한 두려운 상황에서 상담자가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던 

반응 중 하나는 상담자가 자신을 혼내거나 비난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상

담자를 강자, 자신은 약자라고 지각하여 상담자의 비난을 무섭고 두려운 것

으로 인식하고 자신은 어찌할 바 없이 당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상담자가 자신에게 신경질을 내거나 미워할 것 같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F: 거리감있는  

7명의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반응에 대해서 자신에게 크게 관심 없고 중

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주로 상담자들이 자신에

게 관심을 보이거나 따뜻한 표현을 할 때에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상담이라는 일로서 자신을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자신에 대한 상담을 일이나 비즈니스로만 대하고, 자신은 많은 내

담자들 중의 하나로 여겨질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3영역] 경험한 상담자의 반응 내용   

세 번째 영역은 교정적 관계 경험이 막 일어난 시점에서 안심하고 긍정

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던 상담자의 반응에 대해 인식한 내용들이다. 즉, 

내담자들이 두려움이 안심으로 바뀌는 순간 상담자에 대해 어떤 대상으로 

느꼈는지를 나타내 준다. 결과는 J(공손한), K(신뢰가는), L(따뜻한), M(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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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N(친교적인)의 다섯가지 하위유형이 관찰되었다. 이는 상담자가 공손

하거나 신뢰롭고, 따뜻하거나 우호적이고, 친교적인 사람처럼 내담자에게 느

껴졌음을 의미한다. 관찰된 5개의 하위유형에 해당되었던 대표적인 사례의 

예를 [표 16]과 같이 정리하였다.  

J: 공손한 

내담자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 중에 상담자가 자신을 침범하지 않고 존

중해 준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상담자가 자신과 적

당한 거리를 둘 때 그것을 자신을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오해가 풀리면서 그동안 상담자가 보여줬던 호의가 새

롭게 인식되고 자신이 느끼던 거리감이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공감들을 믿게 되면 막연하게 상담자에게 휘둘리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 했

었는데, 어느 순간 상담자가 자신이 싫다고 하면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보고하였다.  

K: 신뢰가는 

거의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의 순간에 상담자에게 깊은 

신뢰감을 보고하였다. 내담자들은 그 전에 상담자가 똑같이 따뜻한 반응을 

보였더라도 교정적 관계 경험의 순간에 그 반응에 대한 진심을 믿게 되고 

공감 받는 것 같이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일로서만 자

신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하면서, 상

담자의 눈빛이나 표정, 제스처 등이 진심으로 느껴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담자에게 다른 의도나 생각이 있지 않고, 자신이 상담 장면에서 보이는 

상담자의 모습 그대로를 믿을 수 있어서 안전하게 느껴졌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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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3영역] 경험한 상담자의 반응 내용 및 대표 사례 

반향메시지 유형 사례 

J: 공손한 

deferent 

 거리 조절을 굉장히 잘 하시는구나. 완전히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

어진 것도 아닌 기분.  

 침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잘해주는 구나.   

K: 신뢰가는 

trusting 

 (상담자라 속으로 딴 생각할 거라 생각했는데, 나를 싫어하지 않는

다는 것이) 믿어졌다.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딱 봐도 거짓말이 아니고 행동이나 말투나 정말 진심으로 저를 대

해 주시는게 다 느껴지는 거에요.  

 상담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이구나. 속으로 다른 생각하지 않는

구나.  

 내가 선생님을 오해했구나. 안전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L: 따뜻한 

warm 

 선생님도 울컥하시고 되게 공감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를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해 주고 계시는구나 따뜻한 마음이다.  

 너무 외로웠겠다고 저의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느낌  

M: 우호적인 

friendly 

 평가라기 보다는 저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고 잘못된 순간에 고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걸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 자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때문이구

나.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걸로 봐주시는 느낌이었어요.  

N: 친교적인 

sociable 

 유머러스하게 말하면서 웃어 넘기는 것이 (상담이라고 무게 잡는 것

이 아니라) 편하게 느껴지는 

 비즈니스 같이 공적인 관계 느낌에서 친한 언니 같은 느낌? 막 웃

으셔서 좀 더 친밀한 느낌이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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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따뜻한 

내담자들은 교정적 관계의 경험의 순간에 상담자를 따뜻하게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일부 내담자들은 자신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문득 상담자 선

생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상담자가 함께 울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이 깊이 이해 받고 있는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간혹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마치 ‘자기보다 더 자기 편인 사람’, ‘과거로 돌아가 자

신을 지지해 주는 느낌’, 혹은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상담자 선

생님은 나에 대해 긍정적인 또다른 나 자신같이 느꼈다’는 등의 표현을 하

였다.  

M: 우호적인 

내담자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의 순간에 상담자들이 했던 개입에 대해 

자신을 돕고자 하는 의도였고, 자신에게 유익했다고 보고하였다. 때로는 상

담자의 개입이 내담자의 모호하거나 모순된 부분을 짚는 방향이기도 했는데, 

내담자들은 보통 그럴 때 타인들이 자신을 평가하거나 지적한다고 느끼곤 

했는데 상담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하는 행동 같았다고 보고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상담자가 따뜻하게 받아주

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자기 대신으로 화를 

내기도 하여 강력한 지지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

다.  

N: 친교적인 

일부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반응이 친근하게 느껴져서 비즈니스 관계 같

이 느끼고 있었던 느낌과 다른 느낌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어

떤 내담자는 자신의 힘든 일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보다 

유쾌하게 그 상황을 대하는 상담자의 태도가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내

담자는 자신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101 

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상담자가 웃으면서 유쾌하게 받아들이

는 것이 편안하고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보고하

였다.  

 

 

2. [연구 II] 교정적 관계 경험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1) 연구방법 

 

가. 연구 설계 개관  

 

연구 II에서는 연구 I에서 확인한 대인관계 규칙의 변화가 내담자의 근

본적인 대인관계 특성(trait)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상담성과에도 영향을 미

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담학의 여러 이론들은 그동안 교정적 관계 

경험이 내담자의 심리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transformation) 긍정적

인 전환이라고 가정해 왔다(Alexander & Frehcn, 1946; Angus & McLeod, 

2004; Foa & Kozak, 1986). 따라서 연구 II에서는 상담성과를 나타내는 변수

로서, ‘특성’을 나타내는 IMI-C 변수와 ‘상태’를 나타내는 우울 변수를 설정

하여, 교정적 관계 경험이 ‘특성’이나 ‘상태’ 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정적 관계 경험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서 Kiesler(1983, 1985)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론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eory)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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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반영하였다. 첫째, 대인관계 규칙은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론의 ‘대인

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the Impact Message Inventory-Circumplex: 

IMI-C)’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교정적 관계 경험이 교정한다고 가정한 

대인관계 규칙은 내적작동 모델 및 대상표상, 인지적 도식 등의 내담자의 

대인관계적 특성(trait)을 반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IMI-C의 여러 버전 

중 ‘일반화된 타인에 대한 버전’은 중요한 여러 타인들에 대한 피검자의 반

향메시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피검자의 내적작동 모델 및 대상표상, 인지

적 도식 등을 반영하는 대인관계적 특성을 측정한다고 가정되어 왔다(김창

대 외, 2012). 따라서 IMI-C의 ‘일반화된 타인 버전’을 통해 상담 전과 후에 

내담자들의 대인관계 규칙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대

인관계 규칙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

인관계 의사소통 이론에 기반한 ‘우울한 내담자’들의 상담성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을 전제로 삼았다. 따라서 연구 II에서도 IMI-C에서 적대-

순종 유형이면서 우울한 내담자들을 선발하여, 이들이 상담이 종결한 이후

에 우호-지배의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상담성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내담자들이 교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 변화했거나 

영향받았다고 보고 한 부분들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내담자들이 상담이 종결되고 나서 대인관계 규칙이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세 번째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에서 상담성과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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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분석  

 

① 인터뷰 축어록 분석  

 

교정적 관계 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

해 내담자들이 교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 영향 받았다고 보고한 내용들을 질

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은 연구 I의 교정적 관계 경험의 영역 별 코딩

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졌다. 해당 분석은 교정적 관계 경험 현상 분

석의 영역 별 코딩에는 포함되지 않아 상담일지를 분석했던 반복적 비교분

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② 양적자료 분석  

 

양적자료 분석은 첫째, 교정적 관계 경험을 한 내담자들의 대인관계 규

칙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는지와 둘째, 교정적 관계 경험의 여부가 대인관

계 유형과 우울 증상이라는 상담성과 변수들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는지를 검증하였다.  

상담성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

인관계 특성(trait) 변수로써 대인관계 원형모형의 네 가지 대인관계 유형 

(지배(D), 순종(S), 우호(F), 적대(H))이며, 두 번째는 상태(state) 변수로써 

우울 증상이다([표 17]). 교정적 관계 경험이 보다 근원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란 가정 하에,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상담이 종결된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측정 시점은 상담 시작 전, 상담 종결 직후, 상

담 종결 후 1개월, 상담 종결 후 3개월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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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교정적 관계 경험 성과 검증 종속변수 

종속변수 구분 하위 종속변수 

대인관계  

특성(trait) 변수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 

- 지배(Dominant) 

- 순종(Submissive) 

- 우호(Friendly) 

- 적대(Hostile) 

상태(state) 변수 한국판 CES-D 우울 점수  

 

 

종속변수들의 종단적 변화율과 교정적 관계 경험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분석 프로그램 R(Team R Core, 2013)을 이

용하여 선형혼합효과모형(Linear Mixed Effects Regression: LMER)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형혼합효과모형 분석은 lmer과 lmerTest 패키지(Kuznetsova, 

Brockhoff, & Christensen, 2016)를 설치하여 실행하였다. 종속변수는 총 5가

지로, IMI-C의 네 가지 하위유형인 지배(D), 우호(F), 순종(S), 적대(H) 점

수와 CES-D의 점수이다.  

선형혼합효과모형에 기초한 종단데이터 분석을 위해 개인 내 변화 및 

개인 간 차이의 특성을 반영하는 두 가지 수준의 함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교정적 관계 경험의 유무를 반영하지 않고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율

을 측정하는 모형이다.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율 측정 모형) 

수준-1 

         𝑌𝑌𝑡𝑡𝑡𝑡 =  𝜋𝜋0𝑡𝑡 +  𝜋𝜋1𝑡𝑡(𝑇𝑇𝑡𝑡𝑡𝑡) +  𝑒𝑒𝑡𝑡𝑡𝑡, 𝑤𝑤ℎ𝑒𝑒𝑒𝑒𝑒𝑒, 𝑒𝑒𝑡𝑡𝑡𝑡~𝑁𝑁(0,𝜎𝜎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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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2 

𝜋𝜋0𝑡𝑡 =  𝛽𝛽00 + 𝑒𝑒0𝑡𝑡,      𝑤𝑤ℎ𝑒𝑒𝑒𝑒𝑒𝑒, 𝑒𝑒0𝑡𝑡~𝑁𝑁(0, 𝜏𝜏00) 

         𝜋𝜋1𝑡𝑡 =  𝛽𝛽10,  

 

𝑌𝑌𝑡𝑡𝑡𝑡 는 i번째 내담자의 t시점에서의 각 종속변수의 측정값을 의미하며, 

𝜋𝜋0𝑡𝑡는 i번째 내담자의 해당 종속변수의 초기치를, 𝜋𝜋1𝑡𝑡는 i번째 내담자의 해당 

종속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나타낸다. 시간 변인을 의미하는 𝑇𝑇𝑡𝑡𝑡𝑡는 i번

째 내담자의 t시점을 나타내며, 본 분석에서는 상담이 진행되는 개월 수를 

반영하여 상담 시작 전, 종결 직후, 종결 후 1개월, 종결 후 3개월을 각각 0, 

4, 5, 7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𝑒𝑒𝑡𝑡𝑡𝑡는 개인 내 오차를 나타낸다.  

다음은 최종연구모형으로 교정적 관계 경험의 유무에 따른 내담자들의 

종속변수들에 대한 초기치 및 변화율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함수이다. 교정

적 관계 경험의 변수는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0’, 경험한 경우를 ‘1’로 더미

코딩 하였다.  

 

(교정적 관계 경험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모형) 

수준-1 

         𝑌𝑌𝑡𝑡𝑡𝑡 =  𝜋𝜋0𝑡𝑡 +  𝜋𝜋1𝑡𝑡(𝑇𝑇𝑡𝑡𝑡𝑡) +  𝑒𝑒𝑡𝑡𝑡𝑡, 𝑤𝑤ℎ𝑒𝑒𝑒𝑒𝑒𝑒, 𝑒𝑒𝑡𝑡𝑡𝑡~𝑁𝑁(0,𝜎𝜎2) 

수준-2 

         𝜋𝜋0𝑡𝑡 =  𝛽𝛽00 + 𝛽𝛽01(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𝑡𝑡) + 𝑒𝑒0𝑡𝑡,    𝑤𝑤ℎ𝑒𝑒𝑒𝑒𝑒𝑒, 𝑒𝑒0𝑡𝑡~𝑁𝑁(0, 𝜏𝜏00) 

         𝜋𝜋1𝑡𝑡 =  𝛽𝛽10 + 𝛽𝛽11(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𝑡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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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가. 교정적 관계 경험으로 인한 영향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내담자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

과 타인, 대인관계 행동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내담자들

의 대부분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막 변화 행동을 시작했거나, 혹은 새로운 

행동을 해볼 수 있겠다는 동기가 막 생긴 상태였다. 아래에 내담자들이 주

로 보고한 내용들과 대표적인 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내담자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의 변화

와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 및 욕구의 변화 등을 보고하였다.  

 

#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안 힘든 건데 혼자 엄살부린 건가 이런게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건 아니구

나. 내가 지금 힘들어도 되는 상황이구나.  

 제가 되게 이상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게 생각만큼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나의 특성이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

가 있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고 하셔서, 예전에는 아 뭐가 문제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좀.  

 

# 외로움과 화가 줄었다.  

 상담사 선생님 그 말에서 이해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외롭

지 않은 느낌. 외롭지 않은 느낌도 들고 사실은 좀 이제 화도 좀 가라앉는 것 

같은 것도 좀 들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원하는 공감을 해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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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제가 원하는 반응 그 이상으로 해주시고 제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도 제가 

원했던 거를 탁 얘기해주시니까. 너무 외로웠겠다고, 버텨줘서 고맙고 애썼다

고 해주시고, 제가 사실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제가 저 사람이 뭔가 

나를 싫어할 것 같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제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게 항상 해주셨어요.  

 

# 수용과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가 줄었다.   

 오히려 좀 누가 수용하고 지지를 해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수용받고 싶어하고 

지지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줄어드는 거 같아요. 제가 그들이 들어주기를 바

라는 마음이 좀 줄어든다는 점에서 제가 좀 편안하지 않을까.  

 예전엔 어차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거라 생각되니까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경험(상담자에게 이해 받는 경험)을 하니까 뭐 굳이 

그런 기대가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런게 없어지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더 편안하게 그냥 대하는 것 같아요.  

 

# 관계에서의 불안과 두려움을 잘 견딜 수 있게 되었다.   

 남이 화내고 그런 부분이 여전히 겁은 나지만 지금은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된 

거 같아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안해지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불

안해져도 괜찮다. 전 그걸 대응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좀 건강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질릴 거라는 두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던 부분들을 이제 안쓰게? 많이 안하게 됐고.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막 눈치보고 이런 저를 엄청 싫어했었는데 그거를 되

게 많이 다독거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는 모습을? 제가 저를 다독거

릴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내담자들은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교정적 관계 경험

을 통해서 타당화 받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상담자와의 교정적 

관계 경험은 내담자의 관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도 하는 한편, 관계에 대

해 내담자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불안, 외로움 등의 부적 정서들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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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주었음이 보고되었다.  

 

② 타인에 대해 일어난 변화  

내담자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서 타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변화했음을 보고하였다.  

 

# 세상 및 타인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나라는 사람이 세상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신뢰하면 상대도 신뢰해 줄 것이고 

믿을 곳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누가 내가 소중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면 

아 이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예전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얻어

먹을 게 있나? 저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식, 관점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

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타인이 공감을 할 수도 있겠구나. 완전히 남이고 거의 생

면부지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공감을 해주시고 한다는게 좀 새로웠어요. 엄

마, 아빠한테 이야기 해도 그렇게 안하지 오히려 뭔가 더 말하려고 하잖아요.  

 나도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선생님 같은 사람이 많을 수 있다

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좀 편해지는 느낌, 의구심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전엔 나를 

이해못한다 느껴지면 그게 나를 안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제는 나를 이해못해도 그게 나를 싫어하거나 돌보지 않는다는 건 아니구나.  

 

 

# 생각보다 타인이 나를 많이 신경쓰지 않는다.    

 타인은 저에게 예전에는 잘보여야 되는 대상. 잘 보이지 못하면 미움받는, 나

한테 절대적인 그런 대상. 그런데 지금은 저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될까. 두

려워 할 필요도 없고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내가 잘못을 하든 잘한 일을 하든 

그것들에 의해서 바뀌는 반응이 아니다.  

 상담 선생님이 생각보다 나에게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고, 부정적인 의도 자

체가 별로 없구나 오해가 풀렸어요. 상담자 선생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거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 깊이 신경쓰지 않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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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에너지를 거기다 쏟지 않는다 그런걸 아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거죠.  

 아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별 생각 없는 행동이었을 수 있겠다. 나를 좋

아한다까지는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인이 날 좋

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알 수 없고 대인관계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달려있

구나라고 생각해서 관계에 덜 매몰되고 덜 신경 쓰게 됐어요.     

 

내담자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서 타인들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행

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믿음들이 변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

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줄 것에 대

한 기대들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 전에 신경 썼었던 것만큼 

타인이 자신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심하게 되

어 타인보다는 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해 나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③ 대인관계 행동에서 일어난 변화  

내담자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서 대인관계에서 새로운 행동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거나 해보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고하

였다.  

 

# 감정을 표현하거나 내 이야기를 개방해도 괜찮다.    

 관계를 할 때 저는 항상 저보단 남한테 엄청 맞춰서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거절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적으로 상대가 싫어할까봐 그렇게 못했

던 건데. 생각보다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었던 거에요. 겁먹었던 

반응이, 걱정했던 반응이. 그 이후부터는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말

을 많이 하는 편이 됐어요.  

 감정 표현했을 때 나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걸 계속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도 상대방이 부정적이게만 느끼지는 않는다를 알게 해주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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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이때 선생님께서 혼란스럽다고 저한테 말씀해주신 것도 이것도 저한테 

똑같이 느껴진 것 같아요. 저한테 감정을 표현해도 되는구나 하고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제 얘기를 좀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사람한테는 아니겠지만 몇

몇 사람들이랑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제 이야기를 해

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많이 위로가 되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거

에 대한 두려움이 줄은 것 같아요.   

 

# 타인에게 맞추는 것보다 나에게 중심을 더 두어야 겠다.    

 좀 더 제가 편하게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

만 일단 나의 시간을 확고히 정한 다음에 남한테 엄청 막 휘둘리지 말고 일단 

나부터 확고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아 내가 조금 사람들 대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바꿔서 덜 힘들어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러블 생길까봐 대부분 표현 안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무시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조금 그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초반에 신경을 너무 많

이 써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느껴가

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쓴다기보다 제 스스로 마음에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 타인이 나를 싫어해도 괜찮다.    

 우선은 저를 내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나를 싫어할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담선생님이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

를..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마음과 마음이 다른 거

구나를 좀 알게 됐고, 그 사람이 좀 나를 싫어하면 어떻고 좋아하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상대방이 나 어떻게 생각하지만 걱정했다면 요즘은 그냥 어떻게 

바라봐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좋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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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람도 있고 저를 나쁘게 봐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쁘게 봐주는 사람한

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내담자들은 주로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표현하기 어

려운 대인관계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교정적 관계 경험은 내

담자들이 관계에서 보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표현할 수 있겠다는 기대와 

가능성을 증가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관계에서 타인에게 중심을 

맞추던 것에서 나 자신에게로 맞춰야 겠다는 결심과 변화들을 보고하였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는 조망이 넓어지는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나. 교정적 관계 경험 집단의 대인관계 규칙 변화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내담자들이 시간에 따라 대인관계계 반향메

시지 원형모형 검사(IMI-C)로 측정된 각 반향메시지들의 값이 변화하였는

지 검증하였다. 반향메시지는 지배(D), 순종(S), 우호(F), 적대(H)의 네 가지 

변수로 산출된다. 먼저 측정 시점(상담 시작 전, 상담 종결 직후, 상담 종결 

후 1개월, 상담 종결 후 3개월) 별로 측정된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표 

18]에 제시하였다. 기술통계량은 전체 참여자와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단(CREs), 교정적 관계 경험이 없었던 집단(nonCREs)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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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시점 별 각 종속변수의 평균값 

 지배 
평균(표준편차) 

순종 
평균(표준편차) 

우호 
평균(표준편차) 

적대 
평균(표준편차) 

상담 시작 전 (t=0)     

  전체집단 12.03 (0.55) 17.84 (0.47) 14.58 (0.40) 20.45 (0.44) 

  CREs 12.21 (0.79) 18.21 (0.66) 15.00 (0.50) 20.32 (0.56) 

  nonCREs 11.75 (0.70) 17.25 (0.62) 13.92 (0.67) 20.67 (0.74) 

상담 종결 후 (t=4)     

  전체집단 13.03 (0.63) 16.16 (0.52) 17.61 (0.66) 17.90 (0.77) 

  CREs 13.00 (0.80) 15.95 (0.73) 18.37 (0.75) 17.58 (0.77) 

  nonCREs 13.25 (1.05) 16.50 (0.70) 13.42 (1.18) 18.42 (1.61) 

종결 후 1개월 (t=5)     

  전체집단 12.97 (0.64) 15.48 (0.57) 17.52 (0.60) 16.71 (0.74) 

  CREs 12.90 (0.83) 15.21 (0.74) 17.63 (0.75) 16.00 (0.87) 

  nonCREs 13.08 (1.06) 15.92 (0.92) 17.33 (1.03) 17.83 (1.31) 

종결 후 3개월 (t=7)     

  전체집단 12.39 (0.59) 14.74 (0.56) 17.55 (0.73) 16.16 (0.76) 

  CREs 12.37 (0.81) 13.74 (0.74) 18.00 (0.99) 15.79 (0.98) 

  nonCREs 12.42 (0.87) 16.33 (0.63) 16.83 (1.08) 16.75 (1.21) 

 

 

다음으로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단의 시간에 따른 각 변수들의 

변화율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19]와 같았다. 확률효과 결과

는 지배(D)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서 선형적인 증감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적대(H)와 순종(S)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

였으며, 우호(F)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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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영모형에서의 확률효과 추정치  

 Estimate SE t p 

지배     

Intercept 12.35 0.73 16.97 <0.001 *** 

time 0.07 0.12 0.54 0.594 

순종     

Intercept 18.33 0.65 28.07 <0.001 *** 

time -0.63 0.11 -5.59 <0.001 *** 

우호     

Intercept 15.40 0.71 21.71 <0.001 *** 

time 0.46 0.12 3.81 <0.001 *** 

적대     

Intercept 20.27 0.74 27.37 <0.001 *** 

time -0.69 0.13 -5.45 <0.001 *** 

 지배 순종 우호 적대 

�̂�𝜏00 𝜎𝜎�2 �̂�𝜏00 𝜎𝜎�2 �̂�𝜏00 𝜎𝜎�2 �̂�𝜏00 𝜎𝜎�2 

Variance 

Estimates 
4.778 7.228 3.443 6.168 4.192 7.169 4.689 7.705 

*** p<.001, 

 

 

다. 교정적 관계 경험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교정적 관계 경험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그룹과 없었던 그룹을 더미 코딩하여 각 종속변

수의 변화율의 추세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증상을 

나타내는 우울 점수와, IMI-C의 4가지 하위유형 모두를 포함하였다. 먼저 

전체 집단의 측정시점에 따른 우울 점수의 기초통계량을 [표 20]에 제시하

고, 시간에 따른 우울 점수의 확률효과 결과를 [표 21]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는 시간에 따른 우울 점수의 유의한 감소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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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시점 별 우울점수의 기초통계량 

상담 시작 전   

(t=0) 

상담 종결 후   

(t=4) 

종결 후 1개월  

(t=5) 

종결 후 3개월  

(t=7) 

Total CRE nCRE Total CRE nCRE Total CRE nCRE Total CRE nCRE 

37.74 

(1.70) 

39.37 

(2.32) 

35.17 

(2.31) 

19.10 

(1.71) 

18.32 

(2.07) 

20.33 

(3.03) 

20.61 

(1.91) 

20.37 

(2.41) 

21.00 

(3.28) 

19.71 

(1.89) 

20.47 

(2.34) 

18.50 

(3.26) 

t=측정시점, Total= 전체집단(n=32), CRE=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단,(n=19), nCRE-교정적 관

계 경험이 없었던 집단(n=13)  

 

표 21 시간에 따른 우울 점수의 확률효과 추정치  

 Estimate SE t p 

 우울     

Intercept 35.25 1.82 19.36 <0.001 *** 

time -2.74 0.29 -9.43 <0.001 *** 

*** p<.001, 오차에 대한 분산은 �̂�𝜏00=43.87, 𝜎𝜎�2=68.04 

 

 

우울점수에 대한 시점 별 평균점수의 변화는 전체집단과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단, 교정적 관계 경험이 없었던 집단 모두에게서 네 시점

에 걸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효과 추정치 결과는 시간에 따라 

우울 점수의 선형적인 감소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정적 관계 경험 여부에 따라 각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검증

한 최종모형에 대한 확률효과 추정치는 다음 [표 22]와 같았다. 분석 결과는 

순종(submissive) 점수에서만 교정적 관계 경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그룹과 없었던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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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최종모형에 대한 확률효과 추정치  

Fixed effect Estimate SE t p 

지배     

Intercept 12.11 0.95 12.79 0.000*** 

time 0.13 0.14 0.91 0.364 

CRE 0.33 1.21 0.27 0.787 

time*CRE -0.08 0.18 -0.47 0.642 

순종     

Intercept 17.13 0.80 21.30 0.000*** 

time -0.16 0.12 -1.28 0.205 

CRE 1.17 1.03 1.14 0.257 

time*CRE -0.47 0.16 -3.02 0.003** 

우호     

Intercept 14.25 0.95 14.98 0.000*** 

time 0.47 0.14 3.27 0.002** 

CRE 1.21 1.22 0.99 0.324 

time*CRE -0.02 0.18 -0.11 0.911 

적대     

Intercept 20.66 1.07 19.30 0.000*** 

time -0.56 -3.53 -3.53 0.000*** 

CRE -0.49 1.37 -0.36 0.723 

time*CRE -0.13 0.20 -0.63 0.532 

우울     

Intercept 33.62 2.96 11.37 0.000*** 

time -2.47 0.47 -5.27 0.000*** 

CRE 2.65 3.78 0.70 0.485 

time*CRE -0.44 0.60 -0.74 0.461 

 지배 순종 우호 적대 우울 

�̂�𝜏00 𝜎𝜎�2 �̂�𝜏00 𝜎𝜎�2 �̂�𝜏00 �̂�𝜏00 𝜎𝜎�2 �̂�𝜏00 𝜎𝜎�2 �̂�𝜏00 

Variance 

Estimates 
5.429 6.161 3.673 4.720 5.323 6.407 6.915 7.899 45.68 68.38 

*** p<.0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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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 점수에 대한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그룹과 없었던 그룹의 시

간에 따른 값의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8], [그림 

9]와 같다.⑤  

 

 

(nonCRE-교정적 관계 경험이 없었던 집단(n=13), CRE=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

단,(n=19), t=0: 상담시작 전, t=4: 상담종결 후, t=5: 상담종결 후 1개월, t=7: 상담종결 후 3개월) 
 

먼저 좌측의 그림은 분석 결과 추정된 계수들을 투입되었을 때 시간에 

따라 예측된 순종 점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

단(CREs)과 없었던 집단(nonCREs)은 둘 다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순종 

점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났지만,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단(CREs)

은 교정적 관계 경험이 없었던 집단(nonCREs)에 비해 더 큰 기울기로 급격

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측의 그림은 시점 별로 측정된 순종 값

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집단 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교정

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단(CREs)이 보다 분명한 선형으로 감소하는 추세

 
⑤ 각 그림은 가시성을 위해 최소값을 10으로 지정하였다. IMI-C에 속하는 순

종, 지배, 적대, 우호의 네 종속변수에 대한 그래프는 동일하게 최소값 10, 최

대값 22로 지정하였다. 반면, CES-D로 측정하는 우울은 최소값 10에 최대값 

40으로 지정하였다.  

그림 8 예측된 순종(S)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림 9 시점 별로 측정된 순종(S)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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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며, 교정적 관계 경험이 없었던 집단(CREs)은 시점 7에서 값이 조금 

상승하며 감소 추세를 약화시켰다. 두 집단의 측정 값은 상담이 종결된 직

후(시점 4)에서 상담 시작 전(시점 0)과 달리 반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상담 

시작 전 순종 점수의 평균 값은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단(CREs)이 

더 높았지만, 상담이 종결된 직후에는 없었던 집단(nonCREs)보다 더 낮은 

값이 측정되었다.  

IMI-C의 나머지 3개 하위척도에 대한 그래프도 아래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분

석 결과를 통해 예측된 시간에 따른 각 종속변수들의 값은 지배와 우호, 적

대 모두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집단 간에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인다.  

 
(nonCRE-교정적 관계 경험이 없었던 집단(n=13), CRE=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

단,(n=19), t=0: 상담시작 전, t=4: 상담종결 후, t=5: 상담종결 후 1개월, t=7: 상담종결 후 3개월) 
 

 

 

 

 

그림 10 예측된 지배(D)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림 11 시점 별로 측정된 지배(D) 

점수 



 

 118 

 

 

 

(nonCRE-교정적 관계 경험이 없었던 집단(n=13), CRE=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

단,(n=19), t=0: 상담시작 전, t=4: 상담종결 후, t=5: 상담종결 후 1개월, t=7: 상담종결 후 3개월) 
 

 

 

 

 

 

그림 14 예측된 적대(H)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림 15 시간 별로 측정된 적대(H) 

점수 

그림 12 예측된 우호(F)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림 13 시점 별로 측정된 우호(F)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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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16]와 [그림 17]은 종속변수 우울에 대한 교정적 관계 경험 

집단 별 변화 추세이다. 예측된 우울 점수는 시간에 따라 교정적 관계 경험

이 있었던 집단과 없었던 집단에서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

었다. 실제로 측정된 값의 경우에는 상담 종결 직후(시점 4)까지는 우울 점

수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끝난 이후 시점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거나 미비하

였다.  

 

 

(nonCRE-교정적 관계 경험이 없었던 집단(n=13), CRE=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

단,(n=19), t=0: 상담시작 전, t=4: 상담종결 후, t=5: 상담종결 후 1개월, t=7: 상담종결 후 3개월) 
  

그림 16 예측된 우울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림 17 시간 별로 측정된 우울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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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임상적으로 중요성이 합의되어 있지만, 경험적으

로 연구하기 힘들었던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해 개념을 정교화하고, 정교화

한 개념이 실제 상담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학습의 관점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에 접근하여, 내담자의 

과거에 학습된 ‘무엇이’ 상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여 결과적으로 

‘무엇이’ 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교

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과 ‘교정적 관계 경험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

정적 관계 경험의 측정’의 순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정의를 학습의 

관점에서 보다 정교화 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2명의 내담자들이 상담 

시작 첫 회기부터 종결 회기까지 ‘상담자에 대해 새롭게 경험한 순간’들을 

작성한 상담일지를 분석하여, ‘새롭게 경험한 대상(object)’과 ‘새롭게 경험한 

이유’에 대해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와 문헌리뷰를 거친 결과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에 대한 세 가지 속성이 정리되었다. 첫째, 교정적 관계 경험은 

일종의 학습 경험이며, 둘째, 상담자에 대한 대상 경험을 수반하는 특정 방

식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대인관계 규칙을 교정한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을 ‘내담자가 상담자

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 경험을 통해 건강한 방향으로 대인관계 규칙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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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는 현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이 개념에 따라 교정적 관계 경험이 발

생하는 프로세스를 다음 [그림 18]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첫 번째, 학습의 속성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원형모형을 

개념적 틀로 활용하여, 교정적 관계 경험이 발생할 때 위와 같은 프로세스 

상에서 타인이 특정 방식으로 예측할 것이란 기대가 어긋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Hill 과 그의 동료들(2012)은 교정적 경험이 

내담자가 과거에 두려웠던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복하던 내담자의 예측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박되는 것(disconfirmation)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림 

18]에서의 1, 2, 3 단계는 Hill 과 그의 동료들(2012)이 말한 과거에 

경험되었던 학습된 대인관계 규칙이 반박되는(disconfirmation)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예측이 어긋나는(disconfirmation) 경험은 일종의 

탈학습화로, 자동적으로 패턴화되어 있던 부적응적 대인관계적 특성에 

그림 18 교정적 관계 경험의 발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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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반응이 새롭게 느껴졌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상담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이란 예측이 깨졌기 때문임을 잘 설명하였다(예, ‘상담자가 내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 신선했다).  

두 번째, 상담자에 대한 대상경험을 수반하는 특정 방식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교정’ 경험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대인관계의 규칙 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상담자를 통해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합의를 통해 과제를 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교정적 관계 경험에서의 대인관계 규칙 변화는 상담자와 일종의 

대인관계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상담관계를 새롭고 정서적으로 이해하거나 경험하게 되는’이란 부분은 본 

연구에서는 ‘원래 타인들에게 예상해 왔듯이, 상담자도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예측되어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경험하다가 상담자가 대안적인 

반응을 보이자 예측이 어긋나 놀람을 경험하고 이내 안도의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하는 것’으로 세분화되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은 김창대(2019)의 ‘개인 내적 변화’와 ‘관계를 통한 

변화’의 개념과 관련되어 보인다. 그에 따르면, 개인이 관계에서 내면에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두 가지 과정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 내적 

변화’로 이는 상대방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이다. 엄마가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해석을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관여하고 있지만, 관계를 통한 변화는 아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통한 변화’로 상대방과 연결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이다. 관계를 

통한 변화란 엄마가 유아에게 시선을 맞추고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달래는 

것이다. 교정적 관계 경험에서 내담자들이 상담자에 대한 생생한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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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고 이것이 상담자의 반응에 의해 달라지는 것은 상담자를 대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반증하며, ‘관계를 통한 변화’가 일어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생각보다 상담자에 대한 대상 경험의 여부를 

민감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그들은 상담자를 대상으로 경험할 때 ‘상담자가 

무생물에서 생물로 변하는 듯한’, ‘일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혹은 반대의 상황에서 ‘상담자라는 사람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상담자를 대상으로 경험하지 않은 내담자들에게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진 않았지만, ‘관계를 통한 변화’는 

‘개인내적 변화’보다 개인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김창대(2019)는 신경과학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여, 인간에게 정서가 

체험되고 촉발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맥락은 관계이며, 각 개인이 

태어난 이후 중요한 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공포조건화 학습이 이후 생애의 

정서조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성장 후 거꾸로 

정서조절을 배워 나가는 과정을 공포조건화 학습의 탈조건화로 설명한다. 

전통적인 인지행동접근에서는 주로 개인 내적 자가 조절(예, 인지적 재평가, 

노출 및 둔감화, 행동수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최근 정서 및 정서 

조절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의 결과들은 공포조건화 학습과 탈조건화 

학습이 모두 관계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함의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관계 맥락의 중요성은 Bowlby(1969/1982)나 

Ainsworth(1967) 같은 애착이론가나 대상관계 이론가들뿐만 아니라, 

정신분석이론, 자기심리학, 인간중심접근, 게슈탈트 접근, 실존주의적 

접근에서도 강조해 오던 바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볼 때, 교정적 

관계 경험에서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 경험’은 낯선 내용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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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교정적 관계 경험이 내담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간이 되어 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내담자의 대인관계 규칙

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교정적 관계 경험의 

발생 프로세스 상에서, 내담자들은 1) 상담자에게 기존에 타인에 대해 예측

하던 방식 그대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이 확인되었고, 2) 상담자에 

대해 실제로 경험한 반응은 예측을 깨는 정반대의 종류의 것이었음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규칙은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애착 이론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조금 더 근본적인 대인관계 특성으로 내담자의 내재화 

되어 있는 자기 표상과 타인 표상을 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탐색한 내담자가 보고한 타인 및 상담자의 반응 내용들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상담자 선생님이 무섭고 날 

혼내킬 것 같은 생각’, ‘선생님은 똑똑한 사람이라 저를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것 같고’ 등의 반응 내용들은 단순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

으로 하여) 상담자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할 것에 대한 예측이라기 보다

는 내담자가 막연히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으로서 상담자를 바라보는 측면을 

반영한다. 내담자들이 그들의 상담자를 항상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

만, 교정적 관계 경험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학습된 대인관계 규칙이 정서를 

활성화시키면서 순간적으로 상담자에 대한 예측 및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것

으로 보인다.  

 

2. 교정적 관계 경험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에 변화를 

일으키고, 상담 성과로서 우울을 감소시키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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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내담자들에게서 대인관계 특성으로서 IMI-C 의 

유의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확인되었고,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교정적 관계 경험과 비슷하게, 부적응적이었던 

대인관계 패턴을 다루고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기역동치료(Time-

limited dynamic psychotherapy: TLDP, Levenson, 1995)에서는 연구를 통해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를 내재화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Overstreet(1993)의 연구에서는 TLDP 를 받은 89 명의 

남자 내담자들 중 약 60%가 긍정적인 대인관계적 상담성과와 증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리고 3 년 뒤의 추적조사에서 다시 이를 측정했을 때, 

이 변화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내담자들은 그들이 조금 더 

TLDP 에 초점화된 상담을 받았을수록 (예, 그들 자신의 반복되는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턴을 찾고, 어린시절 관계를 탐색하며, 상담자와 새롭고 더 나은 

방식으로 관계 맺어 버려고 노력하는 것) 그들이 받았던 상담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이 종결되고 난 이후 

1 개월 시점과 3 개월 시점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을 했던 내담자들의 

상담성과(대인관계 특성 변화, 우울 감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교정적 관계 경험을 하지 않았던 내담자들에게도 

동일하였는데, 다만 3 개월 시점에서 대인관계 특성 중 ‘순종’ 점수에서만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단과 없었던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Overstreet(1993)의 연구 결과는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로서의 상담성과가 

3 년 뒤에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본 연구의 미묘한 결과는 이와 

같은 교정적 관계 경험의 상담성과 유지 기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정적 관계 경험이 발생했을 당시 타인의 반응에 대해 인식된 내

용에 대한 코딩 결과는 적대-지배(HD)에서 우호-순종(FS)으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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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인관계 원형모형의 상보성 원리에 따라 ‘나 자신’의 대인관계 유형의 

변화를 가늠하게끔 한다. 즉 상보성의 원리는 타인이 지배(D)일 때, 관계 맺

는 나는 순종(S), 타인이 순종(S)일 때, 관계 맺는 나는 지배(D)로 짝지어지

며, 친애축에서의 적대(H)와 우호(F)는 동일한 방향이다. 이에 따라 타인의 

대인관계 유형에 대한 인식이 적대-지배(HD)에서 우호-순종(FS)으로 변화

한 것은 나의 대인관계 유형이 적대-순종(HS)에서 우호-지배(FD)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질적으로 분석한 본연구 [연구 I]에서의 

연구결과는 양적자료를 분석한 본연구 [연구 II]에서의 IMI-C 점수 값의 유

형과 변화 방향에서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

하면, 질적 및 양적 자료 분석 모두에서 본 연구에서 참여한 내담자들의 대

인관계 특성은 적대-순종(HS)에서 우호-지배(FD)로의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고 볼 수 있다.  

 

 

그림 19 내담자 자신의 대인관계 유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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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또한 우울하면서 적대적이고 순종적인 대인관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 성과로서 이들의 대인관계 

유형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우호적이면서 지배적인 유형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순종’ 

점수와 ‘적대’ 점수는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우호’ 점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만 ‘지배’ 점수는 시간에 따른 증가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내담자들의 대인관계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우울한 내담자들은 

친애축(affiliation)에서의 대인관계 어려움이 치료적 반응과 긍정적인 

관련성을 일관되게 보여온 반면(Dinger et al., 2007; Filak et al., 1986; 

Gurtman, 1996; Schauenburg et al., 2000), 통제축(control)에서의 대인관계 

어려움은 치료적 반응과 좀 더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보여왔다(Borkovec et 

al., 2003; Filak et al., 1986; Gurtman, 1996; Ruiz et al., 2004; Schauenburg 

et al., 2000). 이에 대해서는 통제의 이슈가 작업동맹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고(Renner et al., 2012), 내담자들이 상담자에게 쉽게 주도권을 맡겼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에 관한 

연구는(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 손난희, 2008) 상담 기법 범주에서 한국적 

요인으로 ‘조언 및 지시적 개입의 상담적 효과가 서구보다 큼’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 모두에게서 모두 높은 상담성과를 나타내었는데,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서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지배’보다는 ‘순종’의 유형을 취하는 것이 

더 상담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순종적인’ 태도로 임했을 때 상담의 성과가 좋다면, 내담자가 관계에서 

체험적으로 ‘지배’ 유형을 강화할 기회는 적어졌을 수 있다.  



 

 128 

3. 교정적 관계 경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탐색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교정적 관계 경험을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하게끔 맡겨 두지 

않고, 내담자의 이해와 기억의 상기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첫째로, 내담자가 교정적 관계 경험을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부분과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탐색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구성하였다. 이러한 두 종류의 수집 방식은 한 방식만 수행했을 때 있을 수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는 

‘교정적 관계 경험은 없었다’고 직접적으로 보고하였으나, 간접적으로 

탐색되는 정보들의 최종 결과는 ‘교정적 관계 경험은 있었던’ 것으로 

결정되었다. 반대로 내담자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다’라고 

보고하였으나, 평정을 위한 몇 가지 조건들에서 탈락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Huang 과 그의 동료들(2016)의 연구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이 제시된 교정적 관계 경험의 정의를 해석하는 데 개인차가 

있었음을 보고하는 부분과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보고 

외에도 간접적인 탐색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담자가 교정적 관계 경험의 

정의에 대해 잘못 이해했더라도 해당 경험이 탐색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간접적인 탐색 방식에서는 내담자가 본인이 매회기 작성했었던 

상담일지를 다시 한번 읽고, 매회기 상담자에 대한 감정을 그래프로 

그리도록 하여 회기 별로 보고하도록 지시받았는데, 해당 작업의 원리는 

IPR(interpersonal process recall, Elliott, 1986)과 비슷해 보인다. IPR 은 

상담에 대한 내담자들의 관점에 초점을 두기 위해 개발된 자료수집 

방법으로, 참여자들이 녹화된 상담 중의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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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느꼈던 감정과 경험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교정적 관계 경험은 

내담자의 내적 경험으로 영상으로 녹화하여 스스로 관찰할 수 없으므로, 

매회기 상담일지 등의 도구들을 통해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고 그래프를 그려 스스로의 경험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적용된 

방식을 통해 내담자들은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상담자 및 상담관계에 대한 경험을 보고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의 ‘교정적’ 측면으로 

가정한 ‘대인관계 규칙’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Kiesler(1996)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론을 개념적 틀로 채택하였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나 

내담자의 내적 작동 모델이나 대상표상 등의 대인관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대인관계 원형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번 시도되어 온 

일이다. 예를 들어, Henry 와 Schacht, 그리고 Strupp(1990)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원형의 한 가지 모형인 SASB(W. Benjamin, 1982)를 활용하여, 

상담 중에 보이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인관계 유형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상담자에 대해서 “타당화 해 주고 이해해주며”, “도움이 되고 

보호받는다고” 느낄수록 성과가 좋았고, “폐쇄적이고 감정적”이면서, “믿을 

만 하고, 의지할 만”할수록(수동적인 내담자일 경우), “담을 쌓고 

회피적”일수록 성과와 거리가 멀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들이 이와 

비슷하게 교정적 관계 경험의 순간에 상담자에 대해서 “공손하면서 

신뢰가고, 따뜻하며, 우호적이면서 친교적인” 대상으로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대인관계 원형모형에서의 대인관계 유형은 다른 성격이나 

대인관계 관련 검사들보다도 짝지어진 관계(transaction)에서의 관계 패턴을 

코딩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여겨져 왔는데(Levenson, 2003), 본 연구에서도 

의도한 구인의 개념을 반영하고, 이를 현상 속에서 포착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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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상담 과정 중에 경험할 수 

있는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을 탐색하여 그 현상과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밝히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주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의 상담관계와 관련 있는 상담관계 변수들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상담자의 내부적인 요소나 행동적 요소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온 바 있다(LaCrosse, 1980; Strong, 1968).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통해 그들이 ‘상담자와의 새로운 

관계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내담자들의 이해를 돕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에게 잘 

탐색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의 경험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담자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내담자의 

내적 경험으로서의 교정적 관계 경험에 한층 가까이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교정적 관계 경험이라는 현상에 대한 개념적 정교화를 

시도함으로써, 향후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연구들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교정적 관계 경험은 이론적 및 실제적으로 

상담성과와 밀접한 중요한 상담관계 경험이라는 점이 합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경험적 연구의 수는 중요성에 비해 극히 적었다. 이는 

교정적 관계 경험을 상담 사례에서 포착하는 것 자체가 모호하고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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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교정적 관계 경험에 관한 세 편의 

연구 중 두 편의 연구는 초심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내담자였을 때의 

교정적 관계 경험을 연구하는 대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들이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인터뷰에 응하더라도, 연구자의 입장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인지를 

평정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들이 명확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연구에서 정리한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과 면접 

질문을 통하여 교정적 관계 경험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내담자로부터 교정적 관계 경험을 탐색할 때 다양한 방법들로 

내담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수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내담자들로 하여금 종결 후 인터뷰 자리에서 먼저 매회기 직후 자신들이 

작성했었던 상담일지를 다시 한번 읽게 하여 지나간 상담과정에 대한 

기억을 촉진시켰으며, 회기 별 상담자에 대한 감정을 그래프로 그리게 하여 

내적 경험을 스스로 변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상담일지와 그래프는 

교정적 관계 경험을 간접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보완적 자료수집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연구자들은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보고한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내용 외에도 상담일지와 그래프를 통해서도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선행연구들이 그동안 내담자의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직접적인 보고에만 의존했다는 점에서 한차례 진일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상담관계가 상담성과에 기여하는 프로세스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교정적 관계 경험의 발생 프로세스를 상정하고, 각 단계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이 교정시키는 ‘대인관계 규칙’을 포착하여 이것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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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는 것을 통해 상담성과가 발생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정적 

관계 경험이 교정하는 ‘대인관계 규칙’은 내담자의 근본적인 대인관계 

특성으로 여겨지며,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교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영향’을 탐색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포착한 대인관계 규칙의 변화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상담관계가 상담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2. 상담 실제에 적용  

 

본 연구의 결과들은 내담자가 인식한 상담관계와 상담성과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을 보여줌으로써 치료적 상담관계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준다.  

첫째, 교정적 관계 경험을 만들어 내기 위해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부분이다. 교정적 관계 경험은 때로는 상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내담자의 내면에서만 일어나고 지나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내담자들은 상담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상담자의 어떤 반응을 통해 이것이 해결되면서 교정적 

관계 경험을 가졌던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상담자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지도,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었는지의 여부도 상담자에게 

표현하지 않았다. 상담자가 교정적 관계 경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상담자가 여러가지 상담 개입방법 및 상담 

기술들 중 ‘무엇(doing)’을 하여 교정적 관계 경험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관점보다, 상담자가 상담에서 어떤 대상으로 ‘존재(being)’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들에 참여한 내담자들의 보고들을 살펴볼 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진솔하게 반응하며, 인간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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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해 보인다.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많은 순간에도 

상담자를 신뢰하기 어려워하고, 상담자의 사소한 자극에도 부정적으로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내담자들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한 

방법을 고안하여 대응하는 것보다, 상담자가 전인적으로 ‘수용적이고, 

진솔할 수 있으며, 내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인간적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정적 관계 경험을 발생시키는 치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상담자들은 특히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역량이 필요해 

보인다. 작업 동맹 이론의 창시자 Bordin(1994)은 작업동맹의 ‘결렬 및 회복 

현상(tear-and repair phenomenon’이 교정적 관계 경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상담자에 대한 

갈등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관찰되었는데, 이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에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일어나지 않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순간 교정적 

관계 경험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어떤 내담자들은 

원래 대인관계에서도 갈등이나 불만 등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에 

대해서도 이를 표현하거나 요구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들은 갈등에 있어서 상담자가 조금 더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접근하고자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민경화와 

김창대(2014)는 상담자가 인식한 작업동맹의 위기 표지를 개념도 연구를 

통해 탐색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작업동맹의 위기 표지는 

‘내담자의 도전적인 불만족 표현’, ‘상담관계 경계의 혼란’, ‘내담자의 낮은 

관여 행동’, ‘상담자의 부정적 반응’의 4 개로 도출되었다. 이 중 ‘내담자의 

도전적인 불만족 표현’은 내담자의 적극성이 기반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세 개의 군집은 상담자 입장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표지이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위기와 관련된 상담관계 및 내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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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느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적극적으로 갈등을 다루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치료적인 상담관계를 만들기 위해 상담자들은 ‘개인내적 변화’ 

뿐만 아니라 ‘관계를 통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는 치료자들이 내담자의 

역기능적 문제 패턴에 대해 ‘해석’하는 것을 중요한 상담 기법으로 여겼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교정적 관계 경험이나 여러 신경학적 연구의 

결과들은 내담자들이 정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러한 방식은 예를 들어 상담에서 ‘회피하는 행동을 

멈추고 직면해야 합니다.’라는 설명 대신 ‘회피하는 행동으로 인해 본인이 

겪게 되는 결과를 직면함으로써 두려움이나 죄책감의 정서를 경험하게 하여, 

회피 행동 자체가 심정적으로 불편해서 멈추게 만들고, 직면해야 되는 

상황을 연습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노출)하여 두려움을 감소시켜, 

심정적으로 직면이 조금 더 쉽게’ 만드는 것이 내담자의 정서 경험을 

이용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두려워하던 

타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담자에게 진솔되게 반응하여, 순간적으로 내담자가 

관계 속에서 무서워하던 ‘상상 속의 타인’이 되지만, 이내 내담자를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상담관계를 치료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교정적 

관계 경험이라는 현상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 참여 내담자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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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모두 우울하고, 관계에서 

적대적이면서 순종적인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보인 교정적 관계 

경험의 발생 특성과 교정적 관계 경험이 상담성과에 미친 영향은 내담자의 

특성에 기인하여 치우쳐진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 원형모형 

상에서 다양한 대인관계 유형을 가진 내담자들을 연구하여, 본 연구에서 

규정한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이 그들을 연구할 때에도 잘 부합하고 

동일한 연구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적 관계 경험과 상담성과와의 관련성을 양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사례수가 적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질적 연구방법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을 진행하였는데, 상담성과와의 

관련성을 양적으로 분석한 부분은 추가적인 절차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충분한 인원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의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만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충분한 사례수가 확보된다면, 상담성과의 변화 

추이나, 교정적 관계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교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적 자료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대체로 교정적 관계 경험이 있었던 

집단과 없었던 집단 모두에게서 시간에 따른 유의한 상담성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상담 접근을 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석 

결과 확인된 두 집단의 성과 결과는 ‘도도새 효과(Dodo bird effect, 

Rosenqweig, 1936)’나 상담의 공통요인(common factor)의 효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질적 분석에서 교정적 관계 경험으로 인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이 영향이 양적 

자료 분석에서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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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이 내담자의 내적 경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담자를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정적 

관계 경험 발생에 있어 상담자의 역할은 중요하며,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는 

상담관계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담자의 애착이나 내담자의 애착은 

그동안 상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특성 변수로 논의되어 

왔다(김동민 & 양정연 2012; 김동민, 2012; Bernecker, Levy, & Ellison, 2014; 

Diener & Monroe, 2011; Smith, Msetfi, & Golding, 2010). 교정적 관계 경험 

발생에 대한 상담자 개인의 특성이나 내담자 개인의 특성 등의 관련성이 

밝혀진다면, 교정적 관계 경험을 보다 잘 발생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연구되어 왔던 다른 상담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들(예, 작업동맹, 전이, 실제관계, 결렬-회복, 즉시성 등)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Huang 과 그의 동료들(2016)의 

연구에서는 교정적 관계 경험을 한 내담자들이 그렇지 않은 내담자들보다 

상담의 중간 지점에서 작업동맹의 점수가 더 높았다. 그동안 교정적 관계 

경험은 작업동맹을 향상시킨다고 제안되어 왔던 내용과 동일하였다. 또한 

‘진정성’과 ‘실체성’을 핵심적인 요소로 갖고 있는 실제관계(Gelso, 2004) 

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실제관계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개인적 관계에서 각자가 상대방에게 

진실하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관계’라고 정의된다. 실제관계의 

정의는 교정적 관계 경험에서의 ‘관계적’ 측면과 상당히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통해 교정적 관계 경험 발생이나 

상담성과를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상담자의 역할, 상담관계에 대한 

세분화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한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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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상담일지 양식 

 

 

 

상 담 일 지 

타임스탬프 이름 날짜 

   

 

1. 이번 상담 회기 소감을 작성해 주세요. - 감정적으로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번 회기
동안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생각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오늘 회기 중 상담자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2-1. 상담자의 반응이 신선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2-2.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시. 상담자의 말, 행동, 대화 내용 등) 

 

 

 

2-3. 있었다면, 그 반응에 대한 나의 느낌은 긍정적인 쪽이었습니까, 부정적인 쪽이었습니까? 

 

 

 

2-4. 있었다면, 상담자의 반응이 예상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혹은 어떤 점에서 신선하게 느껴졌는지 
작성해주세요. 

 

 

 

3. 다음 문항을 읽고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대로 체크해주세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3-1. 나의 대인관계 고민이 앞
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3-2. 나는 나의 대인관계에서 
어떤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3-3. 나는 나의 대인관계에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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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종결 인터뷰 양식 _ 참여자용 

 

 

 

 

 

  

종결인터뷰 
 

1. 상담자에 대한 감정의 추이  

상담자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상담자에 대한 이미지, 나에게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었는

지, 그 감정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친밀감, 편안함 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공해 드린 회기 

별 상담일지를 다 읽고 아래 그래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 

 

 
 

 

 

 

 

 

 

 

 

 

 

 

 

 

 

  

2. 교정적 관계 경험  

이제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적 관계 경험이란, 내가 문득 상

담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뚜렷한 전환(distinct shift)의 느낌들을 의미합니다. 이 경험

은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이며, 나아가서는 이전 사람들과 있었던 부정적인 관계 경험들과는 달리 새롭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저의 그런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드러나면, 다들 절 싫어하고 제 말을 듣기  

싫어할 거라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상담 선생님은 오히려 나의 그런 모습이 매력

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 뒤로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래도 모두가 다 날 싫어하지는 않겠구나. 맘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상담자 선생님은 저한테 든든한 강한 어른?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늘 어른들은 아랫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득대로 착취하기만 하는 존재들이라 생각했었는데. 상담

자 선생님은 제 문제에 귀기울이시고 저를 돕거나 보호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런 어른은 처음 경험한 것 같고, 그래도 어른들에 대한 만연한 불신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아요.”   

 

 위와 비슷한 경험을 상담 과정 중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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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통합적 한국판 CES-D 

 

 나는 지난 1 주 동안… 
전혀 약간 꽤 늘 

1일 이하 1-2일 3-4일 5-7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0 1 2 3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0 1 2 3 

6 우울했다. 0 1 2 3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0 1 2 3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1 잠을 설쳤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 행복했다. 0 1 2 3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0 1 2 3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0 1 2 3 

16 생활이 즐거웠다. 0 1 2 3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 슬픔을 느꼈다. 0 1 2 3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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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 (일반화된 타인 버전) 

 

이 검사는 대인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

터 여러분들이 과거나 현재에 대인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었거나 고민 했었던 사람

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고, 그 내용이 나의 반응과 얼마나 일

치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의 내용이 나의 감정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고 

틀린 답은 없습니다. 무엇을 고를지 고민이 될 때에는 나에게 좀 더 익숙한 쪽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다소 그렇지 않다, 3점-다소 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 

 

문 항 

나와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에게 휘둘린다고 느끼게 된다. 

 1. 나에게 휘둘린다고  

 2. 나와 거리감이 있다고  

 3. 자신들이 나에게 침범자나 불청객이 된 것 같다고  

 4.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5. 나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6. (나와 사람들이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때)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집단에 속해 있다고  

 7.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8. 나에게 자신들이 칭찬받고 있다고  

 9. 나보다 그 사람이 지배적이라고  

 10. 나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11. 집단의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그들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12. 내가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로 인하여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게 말하고 것 

느낀다. 

 13. 다른 사람에게도 결정할 기회를 주라고 나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을  

 14. 내가 가끔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으면 좋겠다고  

 15. 지지를 얻고자 나에게 기댈 수 있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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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나를 방해하게 될 것 같다고  

 17. 나의 일은 나 스스로 하라고 나에게 말해줄 필요를  

 18. (나를 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일의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19. 나의 장점을 일려주고 싶다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나는 내가 다른 사람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20.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21. 그들과 관련 맺고 싶어하지 않는  

 22. 그들이 나를 떠받들어주기를 원하는  

 23. 혼자 있고 싶어하는  

 24. 내가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여기는  

 25. 그들이 대부분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26.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는  

 27. 혼자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28. 나보다 그들을 우월하게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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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1982 대인관계 원형모형 수준 별 하위유형 

 

반향메시지 유형 정상수준 임상수준 

A: 지배적인 

Dominant 

 Controlling 
- Leading/influencing 

- Active/self-assertive 

- Strong/managing 

- Taking-charge 

 Dictatorial 
- Commanding 

- Overbearing 

- Bossy 

- Tyrannical 

B: 경쟁적인 

Competitive 

 Critical/Ambitious 
- Energetic 

- Enterprising 

- Competitive 

- Critical 

 Rivalrous/Disdainful 
- Driven 

- Daringly shrewd 

- Rivalrous 

- Disdainful 

C: 불신하는 

Mistrusting 

 Suspicious/Resentful 
- Vigilant 

- Suspicious/jealous 

- Cunning 

- Resentful 

- Covetous/stingy 

 Paranoid/Vindictive 
- Hypervigilant 

- Paranoid/blindly jealous 

- Crafty/exploitative 

- Vindictive 

- Avaricious/envious 

D: 냉정한  

Cold 

 Cold/Punitive 
- Cold 

- Stern 

- Strict/punitive 

 Icy/Cruel 
- Icy 

- Harsh 

- Inflexible/cruel 

E: 적대적인  

Hostile 

 Antagonistic/Harmful 
- Antagonistic 

- Quarrelsome 

- Impolite 

- Harmful 

 Rancorous/Sadistic 
- Rancorous 

- Belligerent 

- Rude 

- Sadistic 

F: 거리감있는 

Detached 

 Aloof 
- Disinterested 

- Distant 

- Preoccupied 

 Escapistic 
- Disengaged 

- Hermetic 

- Autistic/eccentric 

G: 억제된 

Inhibited 

 Taciturn 
- Silent/private 

- Undemonstrative 

- Stiff/controlled 

- Opinionated 

 Unresponsive 
- Mute 

- Apathetic 

- Catatonic 

- Obstinate 

H: 자기 확신이 

없는  

Unassured 

 Self-doubting/Dependent 
- Self-doubting 

- Dependent 

- Unassured 

- Awkward 

- Glum 

 Abasive/Helpless 
- Abasive 

- Helpless 

- Immobilized 

- Bumbling 

- De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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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향메시지 유형 정상수준 임상수준 

I: 순종적인 

Submissive 

 Docile 
- Following/complying 
- Passive/acquiescent 

- Weak/Yielding 
- Obedient 

 Subservientl 
- Servile 
- Spineless 
- Submissive 
- Slavish/fawning 

J: 공손한 

Deferent 

 Respectful/Content 
- Insolent 
- Unimaginative 
- Content 
- Approving 

 Ambitionelss/Flattering 
- Listless 
- Densely naıv̈e 
- Ambitionless 
- Flattering 

K: 신뢰하는 

Trusting 

 Trusting/Forgiving 
- Unguarded 
- Trusting 
- Innocent 
- Forgiving 
- Generous 

 Gullible/Merciful 
- Totally unwary 
- Gullible 
- Guileless 
- Merciful 

- Prodigal 

L: 따뜻한  

Warm 

 Warm/Paranoid 
- Warm 
- Gentle 
- Lenient/pardoning 

 All-Loving/Absolving 
- All-loving 
- Soft 
- Condoning/absolving 

M: 우호적인  

Friendly 

 Cooperative/Helpful 
- Cooperative 
- Agreeable 
- Courteous 
- Helpful 

 Devoted/Indulgent 
- Devoted 

- Concurring 

- Hypercivil 

- Indulgent/consoling 

N: 친교적인 

Sociable 

 Outgoing 
- Involved 
- Sociable 
- Extraverted 

 Frenetically Gregarious 
- Intrusive 
- Monophobic 
- Hyperactive/hyperconventional 

O: 과시적인 

Exhibitionistic 

 Spontaneous/Demonstrative 
- Talkative/disclosing 

- Demonstrative 

- Casual/spontaneous 

- Suggestible 

 Histrionic 
- Loquacious/divulging 
- Histrionic 

- Impulsive 

- Hypersuggestible 

P: 확신 있는  

Assured 

 Confident/Self-Relient 
- Confident 
- Self-reliant 
- Assured 
- Self-composed 
- Cheerful 

 Arrogant/Rigidly Autonomous 
- Egotistical 
- Rigidly autonomous 
- Cocky 
- Imperturable 
- Eupho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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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ve relational experiences (CREs) refer to the corrective experiences 

of clients in counseling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their counselors. 

Practice-based counseling theories have considered CRE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making therapeutic outcomes: yet, there has been little empirical 

research of CRE and its functions as a change mechanism. The study supposed 

that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 definition of CRE is too vague to elicit the 

CRE from clients’ inner subjective experiences. The first purpose of the study 

is to elaborate on a concept of CRE by exploring clients’ inner subjective 

experiences. Then, the study tried to find out whether the revised concepts of 

CRE is appropriate by applying in counseling practice.                

Thirty-two clients, who scored over 16 on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and conformed to hostile-submissive (HS) 

type on IMI-C,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had recorded their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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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is or her counselor for every session from the first to the termination. 

A total of 361 every-session records from 32 clients were analyzed by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to clarify the concepts of CRE. Also, they all 

completed IMI-C and CES-D at pre-treatment, post-treatment, and 1, 3 

months after from 8 to 12-session counseling termination. A mixed-effect 

model in R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longitudinal data of CES-D and 

IMI-C. Lastly, Sixty-minutes posttherap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ll 

of the 32 clients and analyzed by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r case study research (CQR-C)’.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created an analytic 

frame to illustrate the process of CRE occurrence. The elaborated concept of 

CRE can be described as ‘re-learning process of interpersonal rules toward a 

positive way through experiencing with his or her counselor as an object’. 

Second, among 32 clients, 19 clients qualified for CRE occurring process 

frame. Cases coded according to the process of CRE occurrence showed that 

1) clients formerly had expectations that others would react in ‘hostile or 

dominant’ manner against them, 2) clients experienced anxiety and fear as 

they expected counselors to react the same way as others, 3) however, their 

counselors reacted in a new and unexpected way, which was positive and 

made a ‘correction’ to clients former expectation. The quantitative analysis 

showed that both 19 CRE clients and 13 non-CRE clients had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ir depression symptoms and IMI-C. Both coding results 

and mixed-effect model analysis supported the same result in the change of 

interpersonal rules of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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