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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교육상담분야에서의 효과성 연구를 검토하면서 그 연구들의 일반적인 결론을 분석하고

자 하는 것이다. 교육상담에서의 효과성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은 개별효과성 연구들의 종합으로부터 얻

어진다. 실험설계법을 사용한 통제된 연구들을 자료로 사용하는 메타분석 이라는 보다 체계화된 연구요약법

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교육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이 시도되었다. 국내 ·외에서 시도된 교육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들을 살펴보면서 메타분석이 교육상담의 효과성에 대해 제공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분

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효과성 연구에서 메타분석의 의의를 살펴보았으며 끝으로, 국내 효과성 연구

및 메타분석 연구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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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담학의 근본적인 질문 중에는 과연 상담이라는 활동이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담

이 어떤 영역의 문제에 어떤 특성의 내담자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있다(Wampold,

2000). 이렇게 상담의 효과 여부를 탐구하는 연구를 효과성(efficacy) 연구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

서는 상담의 한 분야인 교육상담 분야에서 효과성 연구들이 어느 정도나 수행되었고, 그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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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인 결론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교육상담의 효과성에 대해서 시도된 메타분석

들이 교육상담의 효과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얼마나 잘 규명해 주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선 두가지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명료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

다. 그 두 용어는 교육상담과 효과성이다.

1. 교육상담

상담의 분야에는 교육상담이라고 칭해지는 영역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상담이라는 용어

는 흔히 사설학원에서 학원생을 모집하고 배치하는 활동을 지칭하였다. 즉, 학생의 학업수준을 평

가한 후 그의 수준에 맞는 학급에 배치하는 과정을 교육상담이라고 부르곤 한다. 그러나 교육상

담이라는 용어는 더 넓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한다.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장면에서 시행되는

상담,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상담활동들, 혹은 교육학의 배경과 철학을 따르는 상담 등 교육상담

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본고에서는 교육상담을 상담이 이루어지는 장면(장소나 상황), 상담을 하게 되는 문제의 성격,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과 상담목적의 특성에 의해 규정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상담의 이론이나 철

학, 배경 학문, 상담 방법 등은 교육상담을 규정짓는 첫 번째 기준이 아니다.

교육상담은 흔히 치료적 상담과 구분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라는 장면에서, 교사나 학교

카운슬러에 의해서 이루어진 치료상담이라면 본고에서는 교육상담으로 규정된다. 많은 사람들은

학업이나 학교적응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한다. 그것은 학교상담교사가 상담을 하든, 사설상담

소의 심리학자가 상담을 하든 교육상담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상담의 내용에는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등이 자주 등장한다.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고 결정능력을 높이는 것은 중요

한 교육활동이다. 이런 목적을 가진 상담이나 프로그램 제공도 역시 교육상담으로 규정된다.

교육상담은 다음과 같은 영역과 내용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만 열거하면 발달, 학

업, 학교적응, 진로, 비행, 성격과 인성발달, 대인관계 등이 그것이다. 교육상담의 방법들은 다양하

며 항상 새로운 방법이 등장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은 물론 소집단 교육프로

그램, 기관(예: 학교나 소년원) 차원이나 커뮤니티 차원의 프로그램 실시, 가족이나 또래집단에

대한 개입(가족상담, 또래상담 등), 그리고 전자장치와 통신네트웍을 통한 이른바 사이버 상담

등 방법은 다양할수록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담전문가들은 새로운 방법에 대하여 개방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대인불안증에 대해서 정신과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굳이 교육상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부부간의 불화, 배우자에 대한 의심과 망상에 대한 치료상담을 교육상담으로 규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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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러나 부모의 불화로 인한 미성년 자녀의 고민에 대한 상담은 교육상담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학생의 시험불안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은 그것을 정신과의사가 하더라도 교육상담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물론 이런 상담에는 치료적 요소와 절차가 많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것이 환

자 가 교육장면에서 더 잘 기능하고 학업과제들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교육

상담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이른바 왕따 를 당하고 집단폭행에 시달린

학생에게 심리치료적 처치를 하는 것도 그것을 병원이나 사설상담소에서 하더라도 교육상담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2. 효과 와 효과성

상담이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알고 싶어한다. 그것은

마치 어떤 치료약이나 치료처치법이 치료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하는 것과 같다. 교육학

에서도 새로 개발된 어떤 수업기법이 기존의 수업기법보다 더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자 하며, 경

영학에서도 어떤 새로운 관리기법이 기존의 관리기법보다 더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한

다. 이처럼 처치나 개입의 효과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상담학만의 과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의 효과 여부를 알고 싶어하는 연구들을 이른바 효과성 연구(efficacy

study) 라고 부른다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효과성(效果性)연구란 과학적으로

잘 준비된 실험연구절차에 의해서 밝혀진 결과로서 어떤 처치나 개입 등이 효과있음 혹은 효

과없음이 규명되도록 한 연구를 말한다. 단순하게 효과(effectiveness) 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효과성(efficacy) 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두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는 그것이 연구자에 의해서 표준화되고 조작된 조건에서 연

구되었는지 아니면 자연 상태(실제 상태)에서 연구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할 경우이다. 전자의 조

작된 조건에서 연구된 것을 효과성 연구 라고 부르고, 후자의 자연상태에서 연구된 것을 효과

연구 라고 부른다(김계현, 2000; Wampold, 2001)

자연 상태에서 연구한 결과가 조작된 조건에서 연구한 결과보다 항상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

각한다면 오산이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에서는 연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온갖 변인(변수)들이 작

용하기 때문에 무엇이 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주장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연상태에서

의 연구는 조작된 조건에서의 연구보다 실제 상담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타난 효과가 바로 그 상담처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조건들 때문이었는지를 판명할 근거

가 매우 약하다.

효과성 연구 는 어떤 특정 처치의 고유한 요소, 특정의 처치절차가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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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있다. 그래서 그 처치의 절차를 표준화시키고 매뉴얼화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효과성 연구 의 조건은 무엇인지, 교육상담 분야에서 연구된 효과성 연구를 어떤 식으로 종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Ⅱ. 효과성 연구

1. 효과성 검증의 조건

한 처치법의 효과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최신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연구절차를 밟는다. 첫째는 검증하려는 처치법을 표준화시켜서 그 처치법의 내용과 절차 기타 조

건들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둘째는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처치성과가 다른 요소가 아닌 바로 그

처치로부터 야기된 성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설계를 취한다. 셋째는 그 처치로부터 발생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과가 다른 상황에서도 다시 관찰될 수 있는지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 처치의 표준화

상담의 한 분야인 심리치료의 효과성 연구에서는 처치법을 표준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Fuhriman & Burlingame, 1994; Heppner, Kivlighan, & Wampold, 1992; Lambert

& Bergin, 1994). 수많은 차원과 수많은 종류의 심리치료 처치법들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고 어

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우선 논의의 쟁점이었다. 또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실험상황에

서 심리치료 처치를 표준화하는 것이 실제적인 심리치료 장면들을 얼마나 잘 대변해 줄 것인지도

의문이었다.

효과성 연구에서 처치법을 표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예컨대, 한 연구

자가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인치료로서의 인지요법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고 하자.

연구자는 몇 명의 혹은 몇십명의 비행청소년들에게 각각 인지요법을 실시할 것이다. 이 때 수행

된 인지요법이 과연 순수하게 인지요법인지, 다른 치료법의 절차들이 뒤섞인 치료법인지가 불분

명하다는 것이다. 만약 치료과정 중에 비행청소년의 부모면담 시간이 포함되었다면 부모상담 혹

은 가족치료가 섞인 것이고, 소년원 교사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포함되었다면 환경요법 혹은

체제요법이 섞인 것이다. 비행청소년의 부모나 소년원 교사들과 같은 청소년의 주변인물들을 상

담하지 않았어도 인지요법 이외의 행동요법, 내담자중심요법, 정신역동요법 등이 포함되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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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도 있다.

효과성 연구에서 처치법을 표준화시키는 일반적인 모범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하려는

처치법의 절차를 매뉴얼화한다. 그 처치법의 이론, 상담문제를 정의하는 방법, 내담자와 치료적 관

계를 형성하는 방법, 내담자에게서 일으키려는 변화 즉 상담목표를 정하는 방법, 내담자에게 변화

를 야기시키는 절차, 내담자의 변화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기준, 추후 평가의 절차 등을 상

세하게 정하는 것이 처치법을 매뉴얼화하는 것이다. ② 연구에 참여한 치료자들이 그 처치법을 숙

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의 상담처치가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한다. ③ 연구

에서 처치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처치절차가 사례마다 달라지지 않고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실험 설계법의 적용

어떤 처치법에 대한 효과성 연구의 결과가 바로 그 처치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

른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혹은 처치와 다른 요인의 혼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판

별하는 것은 연구논리상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이 쟁점을 소화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 소위 실험설계법을 사용해 왔다.

상담 효과성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실험설계법이 사용되어왔다. 하나는 집단간 설계

법(between- groups design)이고, 다른 하나는 피험자내 설계법(within- subjects design)이다. 집

단간 설계법은 연구하려는 처치법을 받은 내담자 집단과 그것을 받지 않은 내담자 집단 간의 차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처치법의 효과여부를 검증하려는 방안이다. 그리고 피험자내 설계는

내담자(들)가 어떤 처치를 받기 이전, 처치도중, 그리고 처치를 받은 이후의 증상이나 행동 등을

여러차례 측정하고 그 측정치의 추세를 면밀하게 분석해 봄으로써 그 때 나타난 변화가 바로 그

처치 때문이었는지 여부를 판별하려는 방안이다(Heppner, Kivlighan, & Wampold, 1992).

효과성 연구에서 실험설계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처치 이후에 생긴 변화가 바로 그

처치로 야기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효과성 연구의 결과에 대해

서는 종종 혹시 그 처치가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닐까? 라는 이른

바 대안가설(alternative hypothesis)이 제기되곤 한다. 이 대안가설에 대한 적절한 방어능력을 갖

추기 위한 방안이 바로 실험설계법인 것이다. 대안가설에 대한 방어능력이 약할수록 그 연구는

이른바 내부타당도(internal validity, 내적 타당도)를 잃는다(Cook & Campbell, 1979).

3) 상담효과의 정의와 측정의 객관화

어떤 상담방법의 효과를 검증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그 효과를 무엇으로 정의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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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의된 그 효과를 제대로 측정했는지이다. 예컨대 시험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프로그램

의 효과를 검증할 때 효과를 무엇으로 정의하겠는가? 우선, 불안감소, 불안통제능력, 시험성적 등

을 효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중 한가지 혹은 두 가지 만을 효과로 정의할 것

인지 세 가지 모두를 효과로 정의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진로의사결정 상담프로

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할 때, 그 효과를 무엇으로 정의하겠는가? 의사결정에 관한 보편적인

능력의 향상, 진로 및 직업정보의 수집과 처리 및 의사결정에의 활용, 의사결정을 한 결과, 의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 다양한 정의가 있을 것이다. 이들 정의 중에서 어떤 정의(들)로

효과를 정의할 것인가?

효과를 정의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효과를 수량적으로 표현하든, 질적

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든 그 효과를 측정하거나 관찰결과를 기술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아무

리 좋은 정의라 하더라도 측정이나 기술 방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측정을 제대로 했는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타당도, 객관성, 민감성 등 중요한 개념들이 있다(Lambert & Bergin,

1994). 단, 이 논문에서는 측정의 양호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지면을 절약하기 위하여 피한다.

효과성 연구가 잘 된 연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효과에 대한 측정이

연구의 목적에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이다(Cook & Campbell, 1979). 어떤 연구는 효과를 정의하고

측정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어떤 연구는 그것이 매우 까다롭다. 예를 들어 가치관 경매 라는 이

름을 가진 가치관 명료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무엇으로 정의하겠는가? 즉 내담자의 가치관이 명

료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어떻게 측정 혹은 기술하겠는가? 어떤 연구자는 (이경

애, 1992) 상담시간 중에 내담자가 했던 말들 중에서 가치관이 명료화된 단서라고 추정할 수 있

는 발언의 횟수를 상담효과의 정의 및 측정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런 연구에서는 ① 가치관이

명료화되었다고 추정하는 단서들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② 단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③ 그 정의로 내담자의 발언을 측정(빈도측정)하였을 때 측정자 간

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측정방법이 까다롭다고 해

서 좀더 손쉬워 보이는 방법 예컨대, 가치관의 명료성을 측정한다고 보여지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방법은 측정의 실시가 용이하고, 측정의 일관성 즉, 신뢰도를 확

보하기는 용이할 것이지만 측정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즉, 효과에 대한 정의

와 측정은 정의의 타당성, 측정의 신뢰도·타당도·객관도 그리고 측정 가능성 그 자체가 모두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효과성 검증연구의 종합

상담의 효과성을 연구한 논문이 삼십 편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논문들의 결과를 어떻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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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가? 상담학계에서는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논문들을 종합하였다. 첫째 방법

은 일반적인 종합방법으로서 각 연구들의 결과에서 상담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과 효과

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백분율을 계산한다. 만약 삼십 편의 논문 중에서 18개의 논

문에서 상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 연구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면 18/ 30 즉, 상담

을 받으면 60 퍼센트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집게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둘째 방

식은 첫째 방식보다 좀더 체계적이다. 이를 메타분석이라고 칭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효과의 크기(Effect Size: ES)를 구하고 그것의 평균을 얻는 방식이다. 효과의 크기는 일종의 표

준점수로서 여러 연구들 간의 비교가 가능해지고, 평균을 내거나 다른 통계치와의 상관을 내는

등 통계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목적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1) 일반적 종합

상담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할 때, 우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담성과의 개별

연구들을 수집하여 그 전체 연구물들 중에서 성과가 있다고 나타난 논문 편 수의 퍼센트를 계산

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담에서의 성과 연구를 종합한 대표적인 연구는 Eysenck(1952)의 연구보고

서이다. 여기에는 24개의 성과연구가 정리되어 있는데, 5개의 연구(총 사례수는 760)는 정신분석

적 심리치료의 성과연구이고, 나머지 19개의 연구(총 사례수는 7293)는 절충적 심리치료의 성과

를 종합한 결과이다.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 44퍼센트의 호전율을 보였으며,

절충적 심리치료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 64퍼센트의 호전율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상담의 성과 연구들을 종합할 때 제기되는 질문은 상담 효과의 기준

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즉, 무엇을 기준으로 상담의 효과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상

담의 효과여부 판단은 심리치료를 받은 내담자의 호전율과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내담자의 호전

율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러한 비교 방법으로 성과를 종합해보기 위해서는 처치를 받

지 않은 내담자(환자)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처치없이 저절로 나았거나 증상 호전을 보였는지에

대한 믿을만한 비교 자료를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자료를 기저선(base line) 혹은 기본

율(base rate) 이라고 하며 실험설계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비교자료를 얻기 위해서 별도

의 기저선을 조사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기저선으로 측정된 자료로는 자연적인 호전율(치유율),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 등을 들 수 있다(김계현, 2000).

자연적 호전율(치유율)을 연구한 예로는 Landis(1938), Shephard와 Greenberg(1957), Levitt

(1957, 196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Landis(1938)는 주립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상당한 정도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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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고 퇴원한 신경증 환자의 비율을 자연치유율의 추정치로 삼아 상담의 성과를 연구하였

다. 이 연구자료에 의하면, 65퍼센트 내지 72퍼센트의 환자들이 1년 이내에 주립정신병원에서 상

당한 정도의 회복 으로 평가를 받고 퇴원했다. Shephard와 Greenberg(1957)는 1948- 1951년 사이

의 기간 중 뉴욕 주의 건강보험 프로그램 자료를 기초로 신경증으로 처치를 받은 환자들의 유

병률(prevalence) 과 건강보험 프로그램에는 들어왔으나 신경증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의 발

생률(incidence) 을 비교하였다. 결과, 처치집단과 비처치집단간의 차이가 거의 없게 나타났다.

Levitt (1957, 1963)은 1957년의 연구에서 18개의 심리치료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심리치료를 받

은 아동은 67∼78퍼센트의 치료효과를 보았던 반면, 처치를 받지 않은 아동도 거의 같은 비율인

73퍼센트의 증상호전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1963년도 연구에서는 22개의 연구를 검토하였는데,

처치를 받은 아동의 호전율은 65퍼센트인 반면, 처치를 받지 않은 아동은 오히려 그 보다 많은

73퍼센트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저선 발견을 중심으로한 상담성과의 종합연구들의 논리는 상담의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려면 상담을 받은 집단이 상담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더 나은 호전율을 보여야 한

다는 것인데, 비교의 기준이 되는 통제집단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였기 때문에 통제집단의 대용

으로 기저선을 활용한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상담의 성과를 종합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들은 연구방법론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는데(김계현, 2000), 대표적인 문제로는 비교집단 선정의 타당성을 들 수 있다. 기저선을 비교

의 기준으로 사용한 연구들의 결론이 타당하려면 처치를 받은 집단과 기저선 집단이 동일한 집단

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처치집단과 비처치집단이 집단 자체에서 차이가 있다면 처치후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처치에 의한 차이인지, 처치외 집단 자체의 차이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상담을 받은 집단과 상담을 받지 않은 집단의 동질성 여부가 확보되

지 않았다는 중요한 문제점을 지닌다. 이런 문제점은 실험설계에서 통제집단의 설정으로 보완될

수 있다. 통제된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을 무선적인 방법으로 처치집단(실험집단)과 통제집단(비교

집단)에 할당하는 방법을 써서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론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실험설계법을 사용한 통제된 연구(controlled study)

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통제된 연구의 출현으로 메타분석 이라는 보다 체계화된 연구요약방법이

등장하게 된다.

2) 메타분석

메타분석은 연구결과들을 통합할 목적으로 많은 수의 개별적 연구·결과들을 통계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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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이론 및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험과학적 연구자료를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어떤 특정 연구주제, 연구질문에 관련된 연구가 해마다 누적되어 간다. 이들 연구들을 개별적으

로 보면, 각각 다른 피험자에 대해서 각각 다른 상황에서 연구하며, 각각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

한다. 이렇게 상이하고 다양한 연구들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적 틀 속에서 통합하여 분석해 봄으

로써 연구 결과의 누적을 단순화 시킬 수 있는 경제적 방법이 메타분석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황정규, 1988).

메타분석의 전체적인 과정은 우선 연구목적을 명확히 정의한 후,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기준

(eligibility criteria)에 따라 문헌 검색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찾아내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문헌들

에 대해서 자료를 요약하는 작업으로 연결된다. 이 때, 대상 문헌들의 질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

과를 분석 및 해석 단계에 반영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요약된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결

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요약된 치료효과의 크기(Effect Size: ES)를 정량적으

로 제시하게 된다. 효과의 크기(ES)란 실험집단의 평균과 통제집단의 평균차( )를 통제집단

표준편차(SDC )로 나눈 값으로 공식으로는 ES= 로 나타낼 수 있다. 요약하면, 메타분석

은 연구목적 설정 연구대상선정 기준 작성 문헌검색 연구의 질평가 정보수집 자

료의 통계적 분석 결과해석 및 결론의 과정으로 진행된다(박병주·구혜원, 1996).

메타분석의 일반적인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메타분석으로 종합된 연

구결과는 보다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이다.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제약조건 즉, 작은 표

본 수, 한정된 대상자, 연구실행과정에서의 여러 한계 등에 영향받는 하나의 연구결과는 매우 미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여러 연구들의 병합된 결과는 보다 힘

있는 증거로서 하나의 종합수치를 제시한다. 둘째, 메타분석의 종합방법은 여러 연구로부터 증거

를 축적하는 방법으로서 정식 표준적인(formal standards)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과학적 지식의

형성은 반복적으로 행해진 여러 관련된 연구들의 증거를 종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과거

연구들을 적절히 종합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메타분석법은 이러한 종합방법으로서 월등

한 방법이다(송혜향, 1998).

Ⅲ. 교육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효과성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이 가능하려면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동종(同種)의 연구들

이 이미 다수 나와 있어야 한다. 메타분석은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계적 절차에 의해서 종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유명한 Smith와 Glass의 메타분석(1977)은 다양한 심리치료들의 효

XT X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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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 연구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메타분석들은 카테고리를 좀더 좁히

게 되어 같은 처치기법을 카테고리로 사용하거나(예: 인지치료의 효과성), 내담자에게 내려진 진

단을 카테고리로 사용하거나(예: 대인불안증 환자에 대한 심리치료 효과), 그 둘 모두를 카테고리

로 사용하였다(예: 고소공포증에 대한 점진적 탈감요법의 효과)(김계현, 2000).

우리나라의 상담학계에는 메타분석 연구가 아직 드물다. 이 절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수행

된 상담효과 메타분석 세 개를 소개하며, 외국에서 수행된 메타분석 논문 몇 개를 이어서 소개한

다. 그리고나서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메타분석을 통하여 교육상담학은 어떤 지식을 얻었는지 평

가해 보고자 한다. 그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교육상담에 관한 더 많은

지식, 더 확실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메타분석 연구의 예

1) 국내 메타분석 연구의 예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상담효과 메타분석의 예로는 국내 집단상담 성과연구의 메타분석을 시도

한 박소연(199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집단상담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자아개념 변화에 관해 다룬 국내의 집단상담 연구물 74편에서 103개의 효

과크기를 계산해내었다. 메타분석결과, ① 집단상담은 자아개념 변화에 효과적이며(ES= 0.998) 특

히, 학문적(공부에 관한) 자아개념의 변화에 효과가 컸다 ② 집단프로그램의 종류별로 효과를 비

교한 결과, 자아개념 증진을 목적으로 표방한 집단 프로그램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③ 내담자의 연령층을 비교하였을 때, 초등학교 4- 6학년 아동에게서 가장 자아개념의 변화

가 컸다 ④ 여타 종속변인 포함여부, 집단의 크기, 집단 시간별로 비교하였을 때, 자아개념만을

단일한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에서 그렇지 않은 연구에 비해 효과가 더 컸으며 6- 15명, 60- 120분

에서 가장 효과가 컸다 ⑤ 집단상담의 효과 지속에 대한 분석결과, 지속적인 효과가 있음이 판명

되었다 ⑥ 정원식 검사, 송인섭 검사, 기타검사류로 나누어 분석한 자아개념 측정 도구별 비교에

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연(1993)의 연구는 국내 집단상담연구 분야에서 유일한 메타분석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

를 지니며 효과의 크기를 하위자아개념별, 집단프로그램 종류별, 내담자의 연령별, 집단의 크기나

시간별, 집단상담의 검사도구별로 비교한 점 및 추후검사에서의 효과지속 정도 등을 포함하여 분

석한 점은 집단상담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김계현(2001)의 연구는 국내 집단상담 성과연구 결과들을 종합, 분석한 또 하나의 집단상담관

련 메타분석 연구이다. 박소연(1993)의 메타분석은 자아개념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집단상담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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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켰는데 비해, 김계현(2001)의 메타분석은 여러 다양한 목적과 내용을 표방한 집단상담들을

망라하는 더 종합적인 메타분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간의 국

내 석·박사 학위논문 중 집단상담의 성과를 연구 발표한 논문 198편에서 총1333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이 효과크기의 값은 집단구성원들의 특성(연령, 상담필요성 여부), 집단상담 처치의

특징(집단상담 접근이론, 집단상담의 목적과 내용, 집단진행의 구조, 회기 수, 한 회기의 길이, 집

단원 수), 기타 연구방법론적 특성(추수평가 기간, 집단목적과 측정변인과의 일치정도, 집단배정

의 무작위성 등)들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메타분석결과 중, 두드러진 발견으로는 ① 집단상담

종료 직후의 효과크기 전체평균은 0.99로서 상당한 크기였으며 이 효과는 6개월 후의 추수평가에

서도 효과크기 0.81로서 지속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② 집단상담의 접근이론별로는 0.54- 1.75의

효과크기를, 집단목적들로는 0.52- 1.58의 효과크기를 보였고, ③ 정기적 집단회기와 마라톤을 겸

한 방식이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효과크기가 더 컸으며, ④ 상담을 요하는 피험자들이 정상에 속

하는 피험자들에 비해서 더 큰 효과크기를 보여주었으며, ⑤ 집단원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한 연구에서 비무작위 배정연구보다 더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구는 국내 집단상담의 최근 10년간의 성과연구에 대한 종합적 결과를 나타내

주며 특히, 집단구성원의 특성, 집단상담 처치의 특징, 기타 연구방법론적 특성 등의 기준으로 세

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집단상담 성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해준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상담효과 메타분석의 또 다른 예로는 학습상담영역에서의 이원이(2002)

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학습전략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1990년

부터 2001년까지의 석·박사 학위논문 49편으로부터 409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① 학습전략에 대한 전체 평균 효과의 크기는 0.45였고, ② 각 전략별(인지전략, 상위인지전략, 자

원관리전략, 통합전략) 평균 효과크기는 인지전략 0.58, 상위인지전략 0.52, 자원관리전략 0.20, 통

합전략 0.55로서 학습전략에서 인지전략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③ 학습전략 적용영

역별(학업성취, 인지능력, 전략사용, 정의적능력) 평균 효과크기는 학업성취 0.57, 인지능력 0.56,

전략사용 0.43, 정의적능력 0.23으로, 학업성취 향상과 인지능력 향상에 학습전략을 적용한 경우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국내 메타분석 연구 3편(집단상담 분야 2편, 학습상담분야 1편)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학계에서는 메타분석 연구가 드문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상담분야에서 2

편의 메타분석이 시도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내의 효과성 연구

는 주로 집단처치에 편중되어 있으며 개인처치에 대한 효과성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의 국내 효과성연구 및 메타분석의 비판에서 좀 더 논의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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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메타분석 연구의 예

국외에서 수행된 상담효과 메타분석의 예를 학습상담, 진로상담, 집단상담의 영역별로 구분하

여 가능한 최근 수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습상담 분야에서 이루어진 메

타분석의 예로는 Swanson(2001), Elbaum과 Vaugh(2001)를 들 수 있다. Swanson(2001)은 학습장

애가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해결과정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려는 목적으로 학습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고등정신과정(higher- order processing)과 관련된 연

구들의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58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효과크기의 평균은 0.82였고,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도의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① 학습장애 청소년에 대한 교수방법은 상위

인지(학습전략 관련 행동, 자기질문법, 계획 세우기 등)와 교과서 이해능력(추리를 통한 이해, 내

용에 대한 지식, 전반적인 이해능력)의 향상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 ② 교수요인들 중 선행조

직자(advanced organizers), 새로운 내용/ 기술(new content/ skill), 꾸준한 연습(extended practice)

과 관련된 교수요인들이 효과크기(ES)의 17퍼센트 정도를 설명해주는 상당히 의미있는 변량으로

나타났다. ③ 표집대상을 지능지수(85 이상)와 읽기(읽기점수 25% 이하)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집단에서의 효과크기가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집단의 효과크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④ 지능지수와 읽기점수간에 불일치가 큰 대상에 대한 교수방법의 개입효과가 두 점수간

의 불일치가 적은 대상에 대한 개입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Elbaum과 Vaugh(2001)는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다양한 개입방법이 자아

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1975- 1997년까지의 논문 64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효과크

기의 평균은 0.19였다. 전반적으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개입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효과적인 개입방법은 학년마다 차이가 있었다. 즉, 상담은 중학생과 고등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업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개입방법이 보다 효과적이었다.

진로상담 분야에서 이루어진 메타분석의 예로는 Oliver와 Spokane(1988), Whiston, Sexton,

Lasoff(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Oliver와 Spokane(1988)은 진로상담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하여

진로상담 개입방법의 특성과 성과 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1950- 1982년

까지의 진로관련연구 58개의 연구에서 240개의 처치-통제집단(총 7,311명)을 비교하였다. 그 결

과, 효과크기의 평균은 0.82였고,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 개입방법은 학급 단위의의 개입(class

intervention)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진로상담 성과에 대한 메타분석1)이 전반적인 진로상담의 효

과를 밝히는데 주 목적이 있었다면 Oliver와 Spokane(1988)의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

1) 1988년 당시까지 2개의 메타분석이 이루어졌다고 연구자들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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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보다 효과적인가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메타분석 연구와 비교될 수 있다. 앞

으로 메타분석은 단순히 상담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데서 더 나아가 어떤 처치가 어떤 내

담자에세 더 효과적인가, 처치의 기간별로 성과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있는가? 등 보다 세분화되

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진로개입 성과

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Whiston, Sexton, Lasoff(1998)은 앞서 살펴본 Oliver와 Spokane(1988)의 연구결과가 1983- 1995년

사이에 수행된 연구들에서도 나타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83- 1995년 사이에

출판된 진로상담의 효과 연구들 47개의 연구에서 268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처치-통제 집단

(총 4,660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효과크기의 평균은 0.45로 Oliver와 Spokane(1988)의 연구결

과(0.82)에 비해 작게 나타났으며 개인상담방법의 진로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에서는 집단상담 분야에서도 메타분석이 이미 시도되었다. Reeker 등(1997)은 1967년에서

1996년까지 실시된 성적으로 학대당한 아동, 청소년 집단상담 성과연구들을 모아 메타분석을 하

였다. 이들은 각 논문의 초록을 검색하여 메타분석 조건에 부합하는 15개의 연구물을 선정하였고

내담자 연령, 결과보고 주체, 성과 변인별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효과크기의 평균은

0.79(sd=.44)로 나타났다. 내담자의 연령, 성과 보고의 주체가 부모인지 본인인지 여부, 측정 성과

변인별 효과크기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상담이 실제 상담기관에서 수

행된 경우, 연구 목적으로 수행된 집단상담에 비해 효과크기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점을 밝혀 내

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의 효과를 메타분석 방법으로 비교한 선행연구

(Weisz, Weiss, Han, Granger, & Morton, 1995)에서 밝혀진 아동청소년 대상 집단상담의 효과크

기가 0.54이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폭행 집단상담의 성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Faith, Wong과 Carpenter (1995)는 민감성 훈련집단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평균 효과크기는 0.62이었다. 이를 측정 방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자기보고식 측정의 경우,

0.44, 행동 측정의 경우 1.03의 효과크기로서 두 종류의 측정 방법 간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한편 Lambert와 Bergin(1994)은 무처치 통제집단과 비교된 집단상담 성과연구를 메타분석한 결

과, 13개 연구의 평균 효과크기 0.82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 이들은 Smith와 Glass(1977)의 原(원)

데이터 중 무처치 통제집단에 의한 사전-사후 집단간 설계에 의해 성과를 비교한 연구들만을 대

상으로 다시 메타분석한 결과 평균 효과크기 0.85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메타분석 연구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메타분석은 기존의 개별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결론 혹은 더 나아가 개별연구들 간의 상반된 연구결론들에 관하여 동일한 혹은 유사한

연구들을 모아서 통합적인, 그래서 더 힘있는 결론을 내리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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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분석을 통해 기대하는 지식

1) 상담효과의 크기를 산출함

메타분석의 특징 중 하나는 효과의 크기 를 통계치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효과의 크기를 기본

통계치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구들 중에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의미있는 차

이가 발견된 연구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지를 제시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각 연구에서 효과의

크기를 계산하여 그것들의 분포, 평균, 분산도 등을 구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의 비율 만으로도 상담처치법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할 수

는 있다. 그러나 그 비율 만으로는 효과의 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통계적 유의도

는 차이있음과 차이없음 여부만을 말해줄 뿐, 차이의 크기를 말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

면에, 메타분석은 각 연구에서 얻은 효과크기들을 기초 통계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평균과 분

포에 의해서 전반적인 효과크기를 산출할 수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국내 메타분석들은 집단상담

및 집단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말해주는데, 그 크기는 Cohen(1988)의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큰 효과크기이다. 또한 그런 효과가 6개월의 지속효과가 있음도 메타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 있

다(Lambert & Bergin, 1994).

이런 정보는 몇가지 측면에서 중요성과 효과를 가진다. 첫째는 순수한 과학적 목적을 충족시킨

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수행되는 자기성장 목적의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은 효

과가 있는지, 그 효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를 아는 것은 상담학자들에게 중요한 지식이다.

둘째, 이 지식은 상담 관련 정책결정자, 보험회사 등에게 필수적인 정보이다. 상담의 소비자가 그

서비스의 효과성 여부 및 그 크기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상담 관련 정

책입안자와 정책결정자, 상담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예산담당자나 보험회사 등도 상담

의 효과성 및 그 크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근거를 가지고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상담 효과에 관한 한 두 개의 연구결과만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적어도

수십 종, 혹은 수백 종의 연구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상담효과성에 대한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결론

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 연구의 종합은 결론에 대한 내적, 외적 타당성을 모두 증대시켜 준다.

즉, 그 결론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허용할 가능성을 축소시켜주며(내적 타당성), 그 결론을 적용

할 수 있는 일반화의 범위를 확장시킨다(외적 타당성)(김계현, 2000).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은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상담의 소비자, 혹은 잠재 소비자들

은 상담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효과를 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효과의 크기를 어느 정도나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을 알고 싶어한다. 그런 정보는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이라는 서비

스를 받고자 하는 동기를 높혀줄 것이다. 그리고 상담 소비자는 좀더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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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상담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있다. 즉, 상담 효과성에 관한 정보

는 소비자와 잠재 소비자들의 소비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다.

2) 상담방법 간 효과크기의 비교

상담 중에서도 특히 심리치료분야는 여러 다양한 이론과 치료기법들이 개발되어왔다. 그래서

효과성 연구들은 어느 특정 한 치료이론이나 치료기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밝히는 목

적 뿐만 아니라(절대적 효과성) 특정 두 가지 혹은 세가지의 치료기법들 간에 어느 것이 더 효과

가 크고 적은지를 밝히려는 목적도 수행하게 되었다(상대적 효과성). 후자의 연구를 비교연구

(comparison study)라고 부른다(Hogg, & Deffenbacher , 1988; Lambert & Bergin, 1994; Oliver &

Spokane, 1988; Wampold, 2000).

효과성의 상대적 우열을 가리려는 비교연구는 일단 절대적 효과성 연구설계에 의해서 효과성

이 검증된 두가지 혹은 두가지 이상의 처치기법들을 선택한다. 그리고는 피험자(환자)들을 이들

다른 처치기법에 무선적으로 배정하여 두(혹은 그 이상의) 처치기법의 영향을 무작위화한 다음

그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런데 처치효과성에 관한 비교연구설계는 피험자선발 및 배정, 독립변인 통제, 연구비용 면에

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비교연구는 더 많은 피험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구 수행이 그 만

큼 어렵고, 피험자들을 각 처치에 무선할당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처치효과성 비교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즉, 처치가 두 가지 이상 시도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처치를 하나의 연구에

서 표준화시키고, 통제하는 것은 그 만큼 연구 수행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끝으로, 피험자 수의

증가, 치료자 수의 증가, 독립변인 통제의 어려움 등은 필연적으로 연구비 증액의 필요성을 수반

한다. 예컨대, 처치효과성의 비교연구로서 가장 모범적인 연구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정신보건국

TDCRP(Treatment of Depression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 연구프로젝트는 연구비가 5

백만 달러를 넘고, 연구 소요 기간이 12년 넘게 걸린바 있다(Elkin, 1994).

이처럼 비교연구설계는 막대한 비용과 연구인력이 소모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연

구에 불과하다. 비교연구는 그것에 소요되는 연구비와 연구인력, 연구기간 등에 비해 얻는 것이

적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메타분석은 비교연구설계의 그런 문제점을 해소시켜 주는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Wampold, 2001). 다시 말해서, 메타분석에서는 수십 개 혹은 그 이상의

단일 효과성 연구들을 분석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는 비교하고자 하는 각종 처치법들이 포함된

다. 메타분석자는 관심있는 처치법들의 효과크기를 따로따로 산출하여 처치법들 간의 효과크기

를 비교할 수가 있다. 이런 비교는 이미 Smith와 Glass의 최초 메타분석연구(1977)에서도 시도

되었으며 전술한 3개의 국내 메타분석들(김계현, 2001; 박소연, 1993; 이원이, 2002)에서도 시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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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메타분석은 별도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교연구설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는 것이다.

3) 상담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인 발견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과학자 뿐만 아니라 보통 인간의 보편적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

다(장상호, 1991). 상담의 결과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상담

을 연구하는 과학자 뿐만 아니라 상담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

이다. 상담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상담에 관한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함에 있어서 메타분석은 다소의 공헌을 하고 있

다. 상담과 심리치료는 오랫동안 의학적 모델에 의존해 온바 있다. 의학적 모델은 전통적으로

A질병의 원인은 a이며 , Y치료법의 효과는 바로 y라는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라는 방식의 명

제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여기서 대표적인 개념은 효과의 요인을 이른바 활동요소 즉, active

ingredient s 라고 부른다. 처치의 효과는 다름 아닌 바로 그 활동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

이다(김계현, 2000).

심리치료와 상담에도 이런 활동요소 즉 그것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소가 존재하는가? 예컨

대, 행동요법에 관한 연구자들은 행동요법을 몇 개의 하부 요소로 구분하여 그것들의 조합들이

다른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 분석함으로써 행동요법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활동요소를 찾고자 하

였다. 이를 연구방법론에서는 분할전략이라고 부른다(Heppner, Kivlighan, & Wampold, 1992). 즉,

한 행동요법의 치료적 요소를 A, B, A+B로 분할하여 그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그럼으

로써 이 행동요법의 효과가 A 혹은 B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A와 B가 모두 주어져야 효

과가 발생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다(예, Barlow, Craske, Cerny, & Klosko, 1989).

그러나 상담과 심리치료의 처치절차들 중에는 이와같이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특히, 정신역동적 심리치료, 내담자중심상담과 심리치료 등 그 처치절차가 비

구조적인 특성이 강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처치절차를 몇 개의 하부 요소로 분할하거나 전

체 처치절차에서 하나의 요소를 분리해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는 분할전략에 의해 처치의 활동요소를 분할하여 연구할 수가 없다.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그것의 효과가 어느 특정 요인(specific factor)에 의해서 발생하

는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 요인(common factor)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

다(Lambert & Bergin, 1994; Wampold, 2000). 즉, 다양한 심리치료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다른

정도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견해가 바로 특수 요인설이고, 다양한 심리치료법들이 있지만 그들

간에는 공통적인 치료요소가 있으며 치료효과는 주로 그 공통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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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인설이다.

심리치료분야는 의학적 모델에 오랫동안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특수요소설은 거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떤 심리치료법들은 특수요소를 분리해 낼

수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치료법들이 거의 같은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여주었다는 연구결

과들로 인해 특수요소설은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즉, 심리치료는 다양한 처치기법이나 처치절

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결정적 요인은 아마도 서로 다른 특수 요소가 아니라

여러 처치법들 간에 공통적인 요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치료 효과의 공통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데(Grencavage & Norcross, 1990;

Karasu, 1986), 일반적으로 치료자-내담자간의 관계, 공감적이고 허용적인 환경등의 정의적 요인

들, 신념이나 태도 변화 등의 인지적 요인들, 행동변화 및 조절 등의 행동적 요인들로 설명되고

있다(Lambert & Bergin, 1994).

최근 Wampold는 동료들과 함께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서 이 논쟁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노력

한 바 있다(Ahn & Wampold, 2001; Wampold et al., 1997). 여기서 그는 주로 메타분석 연구들을

재분석하여 특수요인설과 공통요인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은 지지를 받는지를 검토해 본 것이

다. 그의 결론은 심리치료효과는 특수요소설보다는 공통요인설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이

다(Wampold, 2001).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의 분석이 옳다면, 심리치료에서 각 처치법들 내의 특수한 기

법이나 처치절차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들은 단지 내담자와 환자들에게 치료적 공통요인

을 제공하는 맥락적인 조건에 불과한가? 그것들이 치료효과를 발생시키는 활동적 요소가 아니라

면 그것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만약 특수한 치료요인들이 활동요소가 아니라면, 내담자

의 문제나 성격에 관계없이 아무 치료법을 적용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요약하면, 메타분석은 일단 특수요인설과 공통요인설 간의 우열을 가리는데 공헌을 한바 있

다. 그러나 심리치료와 상담의 효과가 왜 발생하는지를 구명하려는 탐구과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미래의 메타분석 연구자들은 단지 효과의 유무, 효과의 크기를 밝히는 목적뿐만 아니

라 그 효과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구명하고자 하는 목적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연구설계를 고안

해야 할 것이다.

3. 국내 교육상담 효과성 연구의 문제점과 대안

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메타분석이 되려면 타당하고 신뢰로운 효과성 연구

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전제조건이다. 우리나라의 상담학계에서 타당하고 신뢰로운 효과

성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효과성 연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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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원인들을 먼저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집단처치에 편중

우리나라에서 효과성 연구는 주로 집단처치에 편중되어 있다. 집단상담, 소집단 심리교육프로그

램, 학업 및 공부방법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효과성 연구가 그런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개인처치에 대해서는 효과성 연구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개인처치의 절차와 과정은 비구조적인 면이 많지만, 집단처치에는 구조적인 면이 많

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집단처치는 집단의 목적이 분명하며(대인관계 기술 향상,

가치명료화, 스트레스 관리 등) 그 절차도 대개 회기별로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

램의 길이도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각 집단원들은 동일한 처치를 받는다

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에 개인처치는 상담가가 어떤 처치접근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내담자 개

인의 성격, 행동방식, 교육수준, 그리고 내담자가 제시하는 문제의 종류 등에 따라서 상담의 내용

과 절차, 과정 등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개인처치는 비록 그 처치의 접근법 명칭이 같다 하더

라도 내담자 개인마다 같은 종류의 처치를 받았다는 것을 가정하기가 어렵다.

이는 개인처치의 효과성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을 통제하는 것이 집단처치의 효과성 연구에서보

다 한층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독립변인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

에서 처치의 효과성연구를 하면, 설사 처치의 결과 효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개인상담을 받은

내담자들이 덕을 보았다 라는 사실 이상의 과학적 지식을 얻어내지 못한다. 독립변인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처치접근법 표명의 문제

효과성연구에서 처치접근법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치료적 상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단, 심리치료 접근법들 중에도 처치절차가 사례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즉, 비교적 구조가 강한 접근법도 있지만 사례마다 상담 절차와 과정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접

근법도 있다. 이점에서 사례마다 가장 변화가 심할 수 있는 접근법은 소위 절충적 접근이다. 임상

실제에서는 절충적 접근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임상가가 가장 많지만(Jensen, Bergin, & Greaves,

1990; Norcross & Newman, 1992; Smith, 1982) 절충적 접근이란 처치의 절차나 과정을 가장 불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상담자가 어떤 처치 접근법을 사용했다고 표명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 처치법이 수행되었다고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처치법을 사용한다고 표방한 상담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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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처치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예컨대, 한 상담자가 인지치료법을 사용한다고

하자. 그러나 상담과정 중에 그는 게슈탈트적인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며, 전략적 치료기법을 사용

하기도 한다. 실제 임상장면에서 치료자의 임상적 판단에 의해서 다양한 처치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처치기법의 효과성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즉흥적

임상판단에 의한 변용을 허용하면 독립변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혼란시키기 때문에 연구목적을 달

성할 수가 없다. 처치의 효과성 연구는 가급적 처치접근법을 분명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

3) 처치의 표준화

상담의 효과성 연구에서는 그 상담처치가 독립변인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상담처치는

표준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비구조화된 심리치료나 집단상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구조화된

집단프로그램도 결코 쉽지는 않다.

개인심리치료의 경우, 다루는 문제와 처치접근법을 정하면 처치의 표준화가 상당 수준 가능해

진다. 예컨대 우울증에 대한 인지치료, 불안공포에 대한 위계적 감감법 등은 상당한 정도로 표준

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대학생 상담에서 대상이론적 접근, 비행청소년에

대한 가족치료, 고부갈등에 대한 내담자중심상담 등은 표준화 시키기가 어렵다. 그것들이 처치접

근법의 명칭을 가졌지만 상담의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처치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것처럼 집단프로그램들 중에는 표준화가 용이한 것들이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를 분명

히 정하고, 한 회기의 길이 및 전체 회기의 횟수,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프로

그램에서 집단원들이 해야하는 활동의 내용과 절차, 그런 활동에서 기대하는 체험의 내용 등도

명백하게 정해야 한다. 그런데 집단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구조화나 표준화가 항상 용이한 것은 아

니다. 프로그램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놓았어도 집단과정중에 얼마든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4) 자격있는 상담자의 활용

상담은 상담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그 상담처치가 전문적 상담처치로 인정을 받

는다. 그래서 상담연구에서는 처치의 접근법을 표준화시키는 일 이외에 전문가로서의 상담자를

연구에 참여시켜야 한다. 우리는 종종 아직 전문상담가로서의 교육훈련을 마치지 못한 초년생이

상담자로 참여한 연구들을 본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에서 수행된 상담처치는 전문적 상담처치로

보기 어렵다. 특히 효과성 연구에 참여하는 상담자는 해당 접근법에 대한 전문적 교육훈련을 이

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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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조건으로서 연구자는 상담자로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에서는 집단상담이나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자주 수행된바 있다. 이들 집단상담

이나 프로그램 연구들 중에는 연구자 자신이 상담자로서 활동한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는 바람직스

럽지 못한 현상이다. 왜 그런가? 연구자 자신이 상담자를 맡는 경우 그 상담자는 자신이 적용하는

접근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프로그램에 정해진 것 이상의 시

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는 좀더 인상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사학위 논문에서 자주 볼수 있듯이 연구자 자신이 상담자를 맡는 것은 위의 두 조건

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는 가급적 공인된 상담전

문가 자격 소지자를 상담자로 활용함으로서 위의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전문상담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면 대학원학생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 점

의 해결방안으로는 상담전문가를 관리하는 학회와 기관에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학생연구자들에

게 개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적용은 학위논문 연구의 방법

론적 질 향상 및 학위논문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5) 진로·직업상담 효과성 연구의 부재

진로·직업상담 역시 효과성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진로·직업상담은 개인처

치로도 실시되고 집단처치로도 실시된다. 진로·직업상담은 실제에서는 처치가 많이 수행되는데

비해서 효과성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진로·집단상담은 왜 효과성 연구가 자

주 시도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종속변인 측정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효과성 연구의 종속변인은 주로 그 처치의

목표달성도가 된다. 그런데 진로·직업상담의 경우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 있다. 예컨대, 진로 및

직업탬색 프로그램의 경우를 보자.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확인하고, 직

업분야 및 직업종류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직업과 자신의 흥미·적성 간을 연결짓는 활동 등으

로 이루어진다. 이런 활동은 그 결과를 정의하기가 어렵다. 활동 및 그 활동을 통한 체험 자체가

프로그램의 성과가 되지만 그 활동과 체험으로 인한 결과로서의 변화는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컨대, 우울증 치료에서는 우울증상의 정도가 변했는지를 측정한다.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에

서는 그런 종류의 변화를 포착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6) 종속변인 측정의 다양성

어떤 처치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증상제거나 증상감소를 목표로 하는 치료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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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는 증상의 감소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증상이 감소하는 대신에 들어설 다른

행동의 습득과 증가를 측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상담적 처치의 효과는 증상이나 대체행동으

로만 측정되지 않으며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된다.

많은 처치효과 연구들은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자기보고식 방법에 주로 의존해왔다.

자기보고식 측정은 자료수집의 용이함 이외에, 측정론적으로 필요한 신뢰도 산출 등이 용이하다

는 있점이 있다. 그러나 방법면에서 편중된 측정은 연구의 타당성(구인타당도)을 감소시키는 문

제가 있다. 예컨대, 공부방법(학습전략) 프로그램의 효과로는 공부방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

배운 공부방법의 적용 등 처치의 직접적인 효과를 비롯하여 공부에 대한 효능감의 향상, 성적의

향상 등 비교적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여기서 자기보고식 측정이 가능한 것은 효능감 하나일 것

이다. 나머지 효과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다면 측정의 타당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

면 피험자의 개인적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고 허위 보고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교육상담의 효과연구에서는 종속변인 측정법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특히 처치로 인해서 발생하

는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개발될 필요가 높다. 예컨대, 공부방법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는 피험자가 공부방법에 관해 습득한 내용의 양과 정확성을 종속변인으로 측정해야 하며, 진

로의사결정에 관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면 의사결정기술의 향상을 직접 측정할 필요가 있다. 다

시 말해서 처치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즉, 반응성(reactivity)이 높은 측정방법을 사용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Oliver & Spokane, 1988). 이 경우 의사결정에 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한다

면 의사결정 기술보다는 처치의 목표와 거리가 멀어진다.

Ⅳ. 결 론

국내에서 상담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을 뿐이다(집단상담 프로그

램 관련 연구 2편, 학습상담 관련 연구 1편). 그 이유는 개인 상담, 가족 상담 등에 대해서는 통제

된 효과성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못하였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진로·직업상담이

라든가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이혼중재 상담 등 특수 영역에 관한 효과성 연구도 별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개인상담과 가족상담, 진로상담, 청소년상담 등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효과성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국내의 상담학계에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상담의 효과성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상담분야 학회와 학과에서는 정책적으로 효과성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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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는 집단간 설계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피험자내 설계법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대상으로 활용할만한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

술한 바와 같이 처치법의 표준화, 명명화, 그리고 종속변인 측정의 다양화와 반응성(reactivity)이

높은 측정방법 채택 등도 중요한 과제들이다. 신뢰로운 메타분석연구는 타당한 효과성 연구들이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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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the Efficacy of Educational Counseling

Kim, Ka y-Hyon*2)

Meta-analysis is a well-known method to determine general conclusions from the studies

which have been conducted on same topic and with similar method. In Korea, however, only

a few meta-analyses are found on the topic of counseling efficacy: two on group

counseling/ program and one on study skill training. By contrast, in the United States, many

well-designed meta-analyses on counseling efficacy have been conducted, informing fruitful

ideas and conclusions to the theoreticians and practitioners.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what

do the three meta-analyses conducted in Korea inform to the Korean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 counseling. The other goal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why the efficacy of

individual counseling interventions has not been investigated even though hundreds of studies

are found on the efficacy of group counseling. This article also discuss why the efficacy study

on career counseling, family interventions have not been conducted in Korea.

Key Wor ds : educat iona l counse l i ng, met a-ana lys i s , e f fec t s i 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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