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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집단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를 평가하는 집단 수퍼비전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집단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를 평가하는 구인을 정하고 

문항을 만든 후, 상담수련생 225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

하여 상담수련생 175명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집단 수퍼비전의 수퍼바이저가 1명인 경우 

‘수퍼바이저 태도’, ‘수퍼비전 관계’, ‘상담개입’, ‘집단운영’의 총 4요인 20문항과 수퍼바이저가 2명인 경우 ‘수퍼

바이저간 협력’ 요인이 첨가되어 총 5요인 24문항이 개발되었으며,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집단 수퍼비전 평가 도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집단 수퍼비전 척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점과 집단 수퍼비전의 수퍼바이저 수를 고려한 최초의 집단 수퍼비전 평가 도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도구

는 집단 수퍼비전 연구와 집단 수퍼비전이 이루어지는 상담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집단 수퍼비전, 수퍼바이저 평가, 수퍼바이저 태도, 수퍼비전 관계, 상담개입, 집단운영, 수퍼바이저

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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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퍼비 이 상담자의 문성  상담 서비스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한 문 활동이라고 할 

때, 수퍼비 이 ‘본래  기능을 얼마나 제 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요하

다(유성경, 김 빈, 김형수, 민경화, 이일화, 최한나, 2004). 이 때, 수퍼비 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 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Holloway와 Neufeldt(1995)에 따르면 수퍼비 의 효과성은 수

퍼비  이후에 나타나는 내담자의 변화, 수련생의 태도, 기술, 신념의 변화, 수련생의 상담자 역

할 수행 능력의 변화, 그리고 수퍼비  과정에 한 평가로 측정될 수 있다. 이 에서 가장 즉시

이고 간단하게 수퍼비 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수퍼비  과정, 즉 수퍼바이 와 상담수련

생의 각 수퍼비  회기에 한 반응들을 검하는 것이다. 를 들면, 상담수련생들이 회기 에 

지각한 수퍼비  계, 수퍼바이 의 스타일, 수퍼비  만족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Holloway, 

1984; Holloway & Neufeldt, 1995). 

수퍼비 에서 일어난 과정을 평가하기 해서는 어떤 수퍼비 이 좋은 수퍼비 인지를 알아

야 한다. 좋은 수퍼비 이란, 수퍼비  본래의 목 인 내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

하고, 상담수련생의 문성 향상에 기여(Bernard & Goodyear, 2003)할 수 있는 수퍼비 이다(유

성경 외, 2004). 좋은 수퍼비 을 해, 개인 수퍼비 에서 요하게 생각하는 수퍼바이 의 역

할은 교육자, 상담자, 자문가 역할이며(Bernard, 1979), 수퍼바이 는 상담지식, 기법, 사례개념

화와 같은 상담개입과 련된 부분과 상담 수련생의 정서  자각과 같은 개인  이슈들을 수퍼

비 에서 다루어 주어야 한다(Holloway, 1995). 

앞에서 언 한 좋은 수퍼비 이 이루어졌다면, 수퍼비 에 한 상담수련생들의 만족도가 높

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수퍼비 에 한 상담 수련생들의 만족도 련 연구를 살펴보면, 수퍼

비 에서 상담 수련생들이 요시 하는 요소들은 ‘수퍼비  계 형성’과 ‘상담기법 개발’이라는 

두 가지 일반 요인에 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수퍼비  계’에는 따뜻함, 수용, 존 , 

이해, 그리고 신뢰감 등의 내용를 포함하고 있고(Hutt, Scott, & King, 1983; Martin, Goodyear, 

& Newton, 1987; Miller & Oetting, 1966), ‘상담기법 개발’은 교훈 인 가르침(Worthington & 

Roehlke, 1979), 수면 기술(Heppner & Roehlke, 1984), 여러 안 인 사례개념화 기법을 개

발(Heppner & Roehlke, 1984)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개인 수퍼비  평가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유성경 외(2004)가 개발한 ‘수퍼비  회기 평가 도구’가 있으며, 이 도구는 수퍼비  계, 상담

련 지식  기술, 수퍼비  구조화의 3요인으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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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수퍼비  과정 평가도구(Lehrman-Waterman & Ladany, 2001), 수퍼비 에 한 수퍼

바이지 지각 질문지(Olk & Friedlander, 1992), 수퍼바이  작업동맹 질문지(Efstation, Patton & 

Kardash, 1990), 수퍼바이   평가 양식(Lanning & Freeman, 1994), 수퍼비  스티일 평가지

(Friedlander & Ward, 1984), 수퍼바이  개인반응 평가지(Holloway & Wampold, 1983), 작업동

맹질문지(Horvath & Greenberg, 1989), 수퍼비  평가지(Hart, 1982), 수퍼바이  평가 양식

(Heppner & Handley, 1982), 수퍼바이  질문지(Worthington & Roehlke, 1979),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상담의 역사가 짧고 실제 수퍼비  활동을 하고 있는 문 상담자의 

비율이 기 때문에, 상담 련 기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개인 수퍼비 보다 집단 수퍼비

의 활용도가 높다(이승은, 정남운, 2003). 그래서 집단 수퍼비 과 련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만(박재황, 김계 , 허안 , 김진숙, 1996), 국내의 집단 수퍼비 에 한 연구는 15여편, 그리고 

술이 2권 정도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유 권, 2007). 지 까지 이루어진 집단 수퍼비  

련 연구를 살펴보면, 왕은자(2001)의 소집단 수퍼비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이승

은과 정남운(2003)의 소집단 수퍼비  경험에 한 연구 그리고 유 권(2007)의 집단 수퍼비

의 이해와 활용에 한 연구가 부이다. 외국에서도 집단 수퍼비 은 문 상담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에서 리 사용되고 있지만(Bradley & Richardson, 1987; McColley & Baker, 1982), 

집단 수퍼비 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보 인 연구수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Holloway & Johnston, 1985).

집단 수퍼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의 하나는 개인 수퍼비 과 차별된 집

단 수퍼비 만의 독특한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Holloway(1992)

는 집단 수퍼비  모델들의 내용과 과정에 한 타당화 작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 했다. Prieto(1996)는 집단 수퍼비  연구 방법의 문제 으로 은 표본 

집단, 주 인 평가, 신뢰로운 측정도구의 부족, 미흡한 처치조건 등을 지 하면서, 집단 수퍼

비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Holmes, Stader, Swain, Haigler와 Myers(1998)도 질  

연구뿐만 아니라, 집단 수퍼비 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해서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다.

이런 인식들이 생기면서, 집단 수퍼비 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었지만 몇 가지 문제

이 있다. 첫 번째 도구는 Calsyn, Burger와 Winter(1999)가 개발한 것으로 수퍼바이 와 동료

들의 수퍼비 과 지지도를 볼 수 있는 도구이다. 하지만, 단 4개의 문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집단 수퍼비 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로는 한계가 있다. 집단 수퍼비 을 평가하는 두 번째 도구

는 Arcinue(2002)가 개발한 것으로 상담수련생이 수퍼바이 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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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집단안정성’, ‘상담기법  사례개념화’, ‘집단운 ’의 3요인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집단 수퍼비 의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퍼바

이 가 2명 혹은 그 이상인 경우, 집단안정성, 상담기법  사례개념화, 집단운 에 미치는 수퍼

바이 간의 상호작용 부분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구체 인 상담 개입방법을 요구하는 

심 상담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상담 반응에 해 수퍼바이 가 다른 해석을 할 경우, 집단 수퍼

비  직후 혼란함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도구는 집단 수퍼비 의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에만 용할 수 있다는 제한 이 있다. 한, Arcinue(2002)는 공 타당도를 살펴보기 

해 집단 상담의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도구를 사용하 기 때문에, 집단 상담과 차별화되는 집

단 수퍼비 만의 특성을 충분히 반 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집단 수퍼비  경험에 한 회상자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회기 내의 생생한 집단 수퍼비  경

험을 반 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런 문제 을 보완한 집단 수퍼비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해서는 먼 , 수퍼바이  수를 

고려한 집단 수퍼비 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 Holloway와 Johnston(1985)은 집단 수퍼비 을 

한 명의 수퍼바이 가 동료 집단안에서 상담수련생의 문 인 발달을 감독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Bernard와 Goodyear(2003)는 집단 수퍼비 에 해 상담실습생들이 집단의 상호작용

을 통해 서로 돕고, 상담자 자신과 내담자 그리고 일반 인 상담 서비스 장면을 더 잘 이해하기 

한 목 으로 한 명의 지정된 수퍼바이 와 함께 여러 명의 실습생들이 가지는 정기 인 모임

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재황, 김계 , 노안 , 김진숙(1996)은 1인의 수퍼바이 가 그다지 많지 

않은 다수인의 수련생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것으로 정의하 으며, 유 권(2007)은 집단과정과 

상담자의 문  성장에 한 균형 을 강조하며 ’상담훈련생 한 개인의 문 인 성장을 목표

로, 구조화된 과정에서 상담사례를 통해 상담훈련생의 상담기술을 향상시키고 심리 내   인

간 계로 인한 상담 계의 장애물을 통찰하도록 하여 투명한 상담자로 성장되도록 돕는 과정‘이

라고 정의하 다. 연구자들이 말하고 있는 집단 수퍼비 의 정의를 살펴보면, 유 권(2007)을 제

외하고는 많은 연구자들이 집단 수퍼비 에 참여하는 수퍼바이  수를 1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의 상담 문가 자격증(상담심리사 

1, 2 , 문상담사 1, 2 )을 취득하기 한 상담수련과정을 보면, 2명의 수퍼바이 가 참여하는 

집단 수퍼비  과정을 필수 수련 과정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퍼바이  수가 2명인 집단 

수퍼비 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퍼바이 가 3인 이상인 집단 수퍼비 도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조건하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3명의 수퍼바이

가 있는 집단 수퍼비 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집단 수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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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명 혹은 2명의 수퍼바이 가 수퍼바이지들의 문성 향상을 해 수퍼바이지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 다. 

한편, 집단 수퍼비  평가라고 하면 개인 수퍼비  평가처럼, 수퍼비  이후에 나타나는 내담

자의 변화, 수련생의 태도, 기술, 신념의 변화, 수련생의 상담자 역할 수행 능력의 변화, 그리고 

수퍼비  과정에 한 평가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단 수퍼비 과 련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Holloway & Johnston, 1985) 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Holloway와 

Neufeldt(1995)가 말한 가장 즉시 이고 간단하게 수퍼비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하나인 수

퍼비  회기에 한 상담수련생의 반응들로 집단 수퍼비 을 평가하고자 했다. 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수퍼바이  의존도가 높은(이승은, 정남운, 2003) 문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집단 수퍼비  평가를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들)에 한 상담수련생들의 

평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집단 수퍼비 의 수퍼바이 에 해 평가하기 해서는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의 

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의 요한 역할  하나는 

상담 수련생들과 신뢰로운 계를 형성하여 그 집단에서 수련생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집단을 운 하는 것이다(Counselman & Gumpert, 1993; Hayes, Blackman, & Brenan, 2001; 

McAuliffe, 1992).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의  다른 요한 역할은 상담 수련생들의 상

담개입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다(McAuliffe, 1992; Border, 1991). 하지

만 외국의 집단 수퍼비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Holloway & Johnston, 1985)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한 후, 수퍼바

이 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그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 다.

Ⅱ. 방법

1. 연구대상

1) 비 검사

상담 련 학회  하계 수련회 참석자, 상담 공 학원에 재학 인 자, 상담기 에서 근무하

는 자들 , 집단수퍼비  경험이 있는 상담수련생들을 상으로 실시하 다. 수퍼바이 가 1명

인 집단 수퍼비 을 경험한 상담수련생 120명과 수퍼바이 가 2명인 집단 수퍼비 을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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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수련생 105명, 총 225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2) 본 검사

집단 수퍼비 에 참여한 상담수련생들 총 195명을 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 다. 수퍼바이

가 1명인 집단 수퍼비 에 참여한 130명과, 수퍼바이 가 2명인 집단 수퍼비 에 참여한 65명

의 자료가 수집되어 그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한 후, 총 175명(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 

116명,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 59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표 1> 본 검사에 참여한 연구 상의 인  사항

수퍼바이저가 1명인 집단 수퍼비전 수퍼바이저가 2명인 집단 수퍼비전

성별 남 14명(12.1%), 여102명(87.9%) 남 3명(5.1%), 여56명(94.9%)

나이 M=36.46세(SD=17.73) M=27.76세(SD=4.10)

학력 학사학위취득 6명(5.2%), 

석사과정 55명(47.4%), 

박사과정 26명(22.4%), 

석사학위취득 24명(20.7%), 

무응답 5명(4.3%) 

석사과정 39명(66.1%), 

박사과정 3명(5.1%), 

석사학위취득 17명(28.8%)

자격증 있음 43명(37.1%), 

없음 67명(57.8%), 무응답 6명(5.2%)

있음 27명(45.8%), 

없음 32명(54.2%)

상담경험 1년 미만 11명(9.5%), 

1년 이상 3년 미만 32명(27.6%), 

3년 이상 5년 미만 16명(13.8%), 

5년 이상 10년 미만 10명(8.6%) 

10년 이상 3명(2.6%), 

무응답 44명(37.9%)

1년 미만 33명(55.9%), 

1년 이상 3년 미만 18명(30.5%), 

3년 이상 5년 미만 6명(10.2%), 

5년 이상 10년 미만 2명(3.4%)

집단 수퍼비전

경험

M=18.65회(SD=18.07) M=17.42회(SD=19.04)

집단 수퍼비전

참여 신분

사례발표자 24명(20.7%), 

단순참여자 92명(79.3%)

사례발표자 10명(16.9%), 

단순참여자 49명(83.1%)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집단 수퍼비  평가 도구의 공 타당도를 살펴보기 해, 수퍼비  만족

도 질문지(Ladany, Hill, Corbett, & Nutt, 1996), 집단 수퍼비  척도(Arcinue, 2002), 수퍼바이  

스타일 질문지(Friedlander & Ward, 1984)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집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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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비  평가 도구는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들)에 한 상담수련생들의 평가 부분이다. 

즉, 수퍼바이 에 한 평가가 좋을수록 수퍼비 에 한 만족도가 높다고 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퍼비  만족도 질문지를 통해 개발된 도구의 공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 다. 한, 

집단 수퍼비  척도(Arcinue, 2002)는 1명의 수퍼바이 에 한 연구이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도구 역시 집단 수퍼비 의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  요인끼리의 상 을 통해 공 타당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단하 다. 한 집단 수퍼비

의 수퍼바이 에 한 평가는 수퍼바이  스타일 질문지(Friedlander & Ward, 1984)의 하  

요인인 매력도, 인간민감도, 과업지향도와 한 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퍼바이  스타일 

질문지를 선택하 다. 각각의 척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퍼비  만족도 질문지

Ladany, et al.(1996)이 개발한 수퍼비  만족도 질문지는 8개 문항, 4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수가 높으면 수퍼비 에 더 만족함을 의미한다. Ladany et al.,(1996)의 연구와 이 

질문지를 사용한 여러 연구에서 신뢰도는 .84에서 .93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왕

은자(2002)가 상담 문가 3명과 함께 번안하여 수퍼비  만족도 질문지를 사용하 으며, 신뢰도

는 .92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수퍼비 의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는 8개 문항을 모두 

사용하 으나,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는 수퍼바이  개인에 한 질문 2개 문항은 삭제하여 

사용하 다. 신뢰도는 수퍼바이  1명인 경우 .90, 수퍼바이  2명인 자료에서는 A 수퍼바이

의 경우 .78, B 수퍼바이 의 경우 .78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2) 집단 수퍼비  척도

Arcinue(2002)가 개발한 집단 수퍼비  척도는 5  리커트 척도로 ‘집단 안정성’ 5문항(7번, 

8번, 9번, 10번, 13번), ‘상담기법  사례개념화’ 6문항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집단 운 ’ 

5문항 (11번, 12번, 14번, 15번, 16번), 총 3요인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수가 

높을수록 집단 수퍼비 의 수퍼바이 에 해 정 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Arcinue(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집단 안정성’ .91 ‘상담기법  사례개념화’ .94 ‘집

단운 ’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1명의 상담 공 박사과정생과 1명의 상담 교수가 번안한 후, 

한국어와 어가 모두 가능한 상담 문가의 역번안 과정을 거쳐 사용하 다. 본 자료에서도 신

뢰도가 .66~.83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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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집단 수퍼비  척도 문항 내  합치도 (Cronbach α)

집단안정성
상담기법 및 

사례개념화
집단운영

 본연구(수퍼바이저 1명인 경우(N=116) .76 .78 .83

 본연구(수퍼바이저 2명인 경우(N=59)
A* .66 .78 .73

B .71 .74 .74

* A: 수퍼바이  2명  이름 가나다순으로 앞인 사람, B: 수퍼바이  2명  이름 가나다순으로 뒤인 사람

3) 수퍼바이  스타일 질문지 

이 질문지는 Friedlander와 Ward(1984)가 개발한 것으로 8개의 여과 문항을 포함하여 총 3요

인 3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퍼바이  스타일은 매력도 7문항(15번, 16번, 22번, 23번, 29

번, 30번, 33번), 인간민감도 8문항(2번, 5번, 10번, 11번, 21번, 25번, 26번, 28번), 과업지향도 

10문항(1번, 3번, 4번, 7번, 13번, 14번, 17번, 18번, 19번, 20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수련생들

은 수퍼바이 에 해 형용사로 된 문항에 5  척도(1 =‘매우 아니다’, 5 =‘매우 그 다)로 평

가한다. 요인별 수는 평균을 내어 사용하며, 수가 높을수록 해당 스타일이 우세함을 의미한

다. 수퍼바이  스타일 질문지를 1명의 상담 공 박사과정생과 1명의 교수가 번안한 후, 한국어

와 어가 모두 가능한 상담심리사 1 의 역번안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는 .77~.89로 높게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구인정하기

집단 수퍼비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해서는 가장 먼  평가하고자 하는 것에 한 구인과 

그에 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를 해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를 평가

하는 것과 련된 연구를 검토하 지만 기존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단 수퍼비 에 

어떤 역할(발표자 는 참여자)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요인이 다른지를 

확인해야 했다. 그래서 상담을 공하는 석, 박사 그리고 상담 문가들 65명을 상으로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요소에 한 3개의 개방질문을 하 다. 첫 번째 문항에서

는 사례 발표자로 집단 수퍼비 에 참여한 경우, 수퍼바이 를 평가한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었으며 두 번째 문항에서는 발표자가 아닌 참여자로 집단 수퍼비 에 참여한 경우를 떠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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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때 수퍼바이 를 평가한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했다. 나머지 한 문항은 집단 수퍼비

의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 1, 2번에서 응답한 것 외에 평가하는 다른 요소가 있는지를 묻고 

다른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게 하 다. 그 후, 상담 공 박사과정생 2명이 응답한 내용들

을 독립 으로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를 연구자가 통합하고, 통합한 결과에 해 분석자 2명

에게 동의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게 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피드백 받은 내용을 반 하여 연구

자는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구성요인을 잡고 정의를 확정하 다. 한편, 집

단 수퍼비 에 참여하는 역할(발표자, 단순 참여자)과 상 없이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구인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항개발

연구자가 각 구인의 정의에 맞는 97문항을 만들어 측정 공교수 1명, 측정 공 석, 박사 3명, 

상담 공교수 1명, 상담 공 석, 박사 3명이 세 차례에 걸쳐 문항을 검토한 결과 최종 으로 

62문항이 남았다. 네 번째 문항 검토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개념  정의와 개발된 문항의 조작

 정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해 문항 검토 질문지를 만들었다. 이 질문지는 3차 문항 검

토 후 남은 62문항을 무선 으로 나열하여 각 문항이 어느 요인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를 표

시하고 그 생각에 한 확신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게 구성되었으며, 연구자는 문항의 평균  표

편차를 고려하여 문항을 선택하 다. 25명의 상담 공생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 으며 그 결

과,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 36문항,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 45문항이 남았다. 문항검토의 마

지막 단계에서는 상담 문가(상담심리사1 , 문상담사1 ) 22명이 각 문항이 요인별 개념  

정의에 한지를 평가하고 문항에 한 의견을 제시하여,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 4요인 27

문항,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 5요인 31문항이 남았다.

3) 비검사

개발된 문항에 해 비 검사를 실시하여 집단 수퍼비 을 평가하는 요인 수를 확인하고자 

하 다. 비검사는 집단 수퍼비  경험이 있는 상담수련생 225명(집단 수퍼비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120명,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105명)의 회상자료를 사용하 다. 그 결과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 4요인 20개 문항,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 5요인 24개 문항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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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검사

비검사 후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기 해 본 검사를 실시하 다. 이를 해 집단 

수퍼비 에 참여한 상담수련생 175명(집단 수퍼비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 - 116명, 수퍼바

이 가 2명인 경우-59명)을 상으로 집단 수퍼비  직후에 설문조사를 하 고 분석 결과 개발

된 도구가 신뢰롭고 타당함을 확인하 다.

4. 자료분석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요인을 정한 후, 문항을 선정하고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기 해 내용분석, 빈도분석, 상 분석, 회귀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이러한 분석을 해 SPSS 12.0, SAS 9.1, AMOS 5.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평가하는 요인을 정하고 문항을 선정하기 해 내용분석과 빈도분석을 하 다. 개발된 도구

의 신뢰도는 요인별 내 합치도(Cronbach α)를 확인하 다. 타당도는 내용타당도, 공 타당도, 

구인타당도로 살펴보았는데,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해 5차례에 걸쳐 문가들의 문항검토를 

받았다. 그리고 공 타당도는 집단 수퍼비  척도(Arcinue, 2002)와 수퍼바이  스타일 질문지

(Friedlander & Ward, 1984)와의 상 분석을 하 고 수퍼비  만족도에 향을 주는지를 살펴

보기 해 수퍼비  만족도 질문지(Ladany, et al., 1996)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한 구인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구인타당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확인하 다. 요인 수를 결정하고 문항을 수정하기 

해, 비검사에서 집단 수퍼비  수퍼바이 가 1명인 자료로 탐색  요인분석을 하 다. 탐색한 

요인을 확인하기 해서는  다른 표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검사에서 집단 수퍼비  

수퍼바이  2명인 자료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SAS 9.1로 공통요

인분석을 사용하여 최 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 으며, 요인간 상 이 있기 때문에 사각회

을 하 다.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상한 요인 수 4개를 기 으로 3, 4, 5개의 요인 수를 

지정하여 요인을 추출한 후, 해석 가능성에 가장 우선순 를 두어 요인 수를 결정하 다. 그 외

에도 scree표, 분산비율, TLI지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수퍼바이  1명인 자료로 요인 

수를 정하고 문항을 삭제한 후, 수퍼바이  2명인 자료에서,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 추가되는 

요인을 포함시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 분석 결과로 선택된 요인 수를 바

탕으로 경쟁모형을 설정한 후, χ 2, df, 합도 지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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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사에서는 비검사 결과 나타난 요인 수를 바탕으로 요인부하량과 χ 2, df, 합도 지수, 

등을 살펴보면서 구인타당도를 확인하 다.

Ⅲ. 결과

1. 예비 검사 결과

1) 집단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1명인 경우, 탐색  요인분석 결과

수퍼바이 가 1명인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를 평가하기 해 개발된 문항을 가지고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 수를 3, 4, 5개로 지정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한 결과, 

상한 4요인(상담개입, 수퍼비  계, 수퍼바이  자질, 집단운 )  ‘집단운 ’ 요인은 그 문항

들끼리 묶이지 않았다. ‘집단운 ’ 요인을 제외했을 때, 요인 수를 3으로 지정한 경우, 해석가능

성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TLI도 .90이상으로 나타났고, scree도 하 으며 3개 요인의 

분산비율도 84%로 한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요인 수를 3개로 결정한 후, 해석가능성, 요

인부하량, 삭제 시 문항-총 간상 , Cronbach α 계수를 봤을 때 문항 삭제로 의미 있게 통계수

치가 변화하는 문항은 없었다. 따라서 해석 가능성, 요인 부하량을 심으로 총 13문항을 삭제하

다. 문항을 삭제한 후, 남은 문항들의 TLI는 1.00이었으며 요인부하량은 '상담개입' .41~.74, '

수퍼비  계' .43~.94, '수퍼바이  자질' .81~.84로 나타났다. 한 요인간상 은 .48~.65 으며 

각 요인별 내 합치도는 ‘상담개입‘ .80, ’수퍼비  계‘ .82, ’수퍼바이  자질‘ .77로 나타났다. 

한 ‘집단운 ‘에 해당하는 문항을 검토해보니 문항의 의미가 다소 일반 인 경향이 있었고 각 

문항이 집단을 운 하는 기술 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부족하여 그 의미가 다른 요인들과 혼재

된 것으로 보 다. 기존의 개인 수퍼비   집단 수퍼비  연구 결과,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의 집단운 능력이 요함이 확인되었다(왕은자, 2001; 유성경 외 2004; 지승희, 박정민, 임 선, 

2005; Arcinue, 2002; Lehrman & Ladany, 2001). 따라서 연구자는 '집단운 '요인 4문항을 수정

하여 본 검사에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 수퍼바이  2명인 비검사 자료로 확인  요인분석을 

하기 해, 우선 '집단운 '요인 4문항을 삭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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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바이저 모형 χ 2 df TLI CFI RMSEA

A

이론모형 1 231.619 131 .878 .896 .086

이론모형 2 194.749 115 .897 .913 .082

이론모형 3 175.654 100 .893 .911 .085

경쟁모형 1 128.425 74 .913 .930 .084

경쟁모형 2 360.383 204 .848 .866 .086

2)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2명인 경우, 확인  요인분석 결과

탐색  요인분석 후 추출된 요인의 모형이 합한지를 살펴보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

시하 다. 집단 수퍼비 의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는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에 비해, 수퍼

바이 를 평가할 때 ‘수퍼바이 간의 력’요인이 첨가됨을 확인하 다. 따라서, 탐색  요인분

석 결과 나타난 세 요인(상담개입, 수퍼비 계, 수퍼바이  자질)에 ‘수퍼바이 간 력‘ 요인

을 첨가한 4요인 모형을 이론모형으로 설정하 다. 그 지만 '수퍼바이 간 력' 요인은 수퍼

바이  2명인 경우에만 나타난 수퍼바이  평가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 요인에 한 문항을 탐색

 요인분석으로 검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문항을 삭제하면서 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이론

모형과 경쟁모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3과 같다.

<표 3> 이론 모형과 경쟁모형

모형 모형 설명

이론모형

(4요인)

1 상담개입, 수퍼비전 관계, 수퍼바이저 자질, 수퍼바이저간 협력

2
상담개입, 수퍼비전 관계, 수퍼바이저 자질,

수퍼바이저간 협력(29번 문항 삭제)

3
상담개입, 수퍼비전 관계, 수퍼바이저 자질, 

수퍼바이저간 협력(29번, 17번 문항 삭제)

경쟁모형1(3요인) 상담개입, 수퍼비전 관계, 수퍼바이저 자질

경쟁모형2(5요인)
상담개입, 수퍼비전 관계, 수퍼바이저 자질,

집단운영, 수퍼바이저간 협력

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모형들 간의 합도 지수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연구자는 TLI, CFI, RMSEA 합도 지수와 이론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이론모형 3이 가장 합하다고 결정하 다.

<표 4> 수퍼바이  2명인 경우, 확인  요인분석 결과



집단 수퍼비전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231

B

이론모형 1 241.557 131 .868 .887 .090

이론모형 2 194.830 115 .891 .908 .082

이론모형 3 162.295 100 .909 .924 .077

경쟁모형 1 129.706 74 .908 .925 .085

경쟁모형 2 462.016 204 .783 .809 .110

 

요약하면,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 '상담개입' 7문항, '수퍼비  계' 5문

항, '수퍼바이  자질' 2문항, '수퍼바이 간 력' 2문항, 총 4요인의 16문항이 수퍼바이 를 평

가하는 합한 요인과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퍼바이  자질‘ 요인은 ’수퍼바이  태도’로 요인 이름을 바꾸었다. 왜냐하면, ‘수퍼바

이  자질‘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을 살펴보았을 때, 수퍼바이 가 수퍼비 에 임

하는 태도에 해 설명하는 문항들이었기 때문이다. 한, ‘집단운 ‘ 요인은 서술어에 ’운 한

다‘, ’이끌어간다‘, ’진행한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 으로써 문항의 의미를 살려 수정한 4문항

을 추가하여 본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 다. 더불어, ’수퍼바이  자질‘과 ’수퍼바이  력’ 요인

의 문항 수가 어 상담 공 교수 1인과 연구자가 논의한 후 각각 2문항을 추가하여 이 문항의 

비표 계수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２. 본 검사 결과

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집단 수퍼비

 평가도구’는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 총 4요인 20문항,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 총 5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 , 집단 수퍼비 의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의 각 요인의 정의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수퍼바이  태도(Supervisor Atitude, SA)’는 집단 수퍼비 을 비하는 

수퍼바이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퍼비  계(Supervision 

Relationship, SR)’는 상담자와 수퍼바이 가 집단원들을 이해하고 집단원들간의 계를 악함

으로써, 진 인 계를 형성하며 안 한 수퍼비  분 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5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상담개입(Counseling Intervention, CA)’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잘 이해하고, 

상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기술  지식을 효과 으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단운 (Group Management, GM)’은 제한

된 시간 속에서 집단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퍼비 을 효과 으로 운 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는 수퍼바이 들간의 조화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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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정도를 의미하는 ‘수퍼바이 간 력(Supervisors' Cooperation, SC)’요인, 4문항이 추가되

어 총 5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 수퍼비  평가도구 각 문항의 평균, 표 편차를 

살펴보면 표5와 같다.

<표 5> 집단 수퍼비  평가 도구 문항의 평균, 표 편차

요 인 문 항
수퍼바이저

1명

수퍼바이저 2명

A B
M SD M SD M SD

수퍼

바이저

태도

 3.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성실하게 준비한 것 같았다. 4.03 .684 4.08 .772 4.14 .706

 7.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4.51 .666 4.39 .695 4.41 .646

11. 수퍼바이저는 사례를 숙지하고 수퍼비전에 참여했다. 4.06 .878 4.10 .885 4.20 .867

15. 수퍼바이저는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노력했다. 4.29 .619 4.19 .754 4.12 .745

수퍼

비전

관계

 2.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4.19 .779 3.90 .959 3.83 .834

 6.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4.30 .675 4.14 .655 4.17 .620

10.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했다. 4.34 .770 4.14 .776 3.97 .850

14.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비전에서 겪는 

어려움을 헤아려 주었다.
4.01 .740 3.86 .819 3.76 .935

18.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을 진실하게 대했다. 4.54 .610 4.19 .682 4.17 .673

상담

개입

 1. 수퍼바이저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이해

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4.27 .609 4.25 .575 4.17 .647

 5. 수퍼바이저가 제시한 상담기술은 상담자가 상담을 

진행해 나갈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4.38 .668 4.39 .588 4.31 .595

 9. 수퍼바이저는 상담자 발달 수준에 적절한 상담기술

을 가르쳤다.
4.09 .680 4.10 .781 3.97 .870

13. 수퍼바이저는 구체적인 상담기술을 가르쳤다. 3.93 .799 3.86 .860 3.75 .822

17. 수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사례를 개념화하는데 도움

을 주었다.
4.24 .830 4.20 .689 4.07 .740

19. 수퍼바이저는 사례에서 나타난 상담자의 실수나 문

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4.01 .839 3.97 .850 3.92 .794

20. 수퍼바이저는 사례에서 상담자가 잘 개입한 부분을 

말해 주었다.
4.03 .779 3.90 .865 3.81 .880

집단

운영

 4.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

영하며 진행하였다.
4.16 .745 3.88 .832 3.98 .799

 8.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3.92 .836 3.37 .945 3.41 .967

12. 수퍼바이저는 시간배분을 효과적으로 하였다. 3.90 .859 3.95 .753 3.98 .754

16. 수퍼바이저는 사례 논의 방향을 잘 이끌어갔다. 4.25 .671 4.00 .695 4.03 .718

수퍼

바이저

간 협력

21. A(B)수퍼바이저는 B(A) 수퍼바이저와 다른 견해를 

조화롭게 다루어 나갔다.
4.07 .691 4.05 .655

22. A(B)수퍼바이저는 B(A) 수퍼바이저와 역할 분담을 

잘하였다.
3.85 .827 4.08 .790

23. A(B)수퍼바이저는 B(A) 수퍼바이저의 의견을 존중

하며 진행하였다.
4.20 .761 4.24 .678

24. A (B)수퍼바이저는 B(A) 수퍼바이저와 협력하였다. 4.07 .691 4.10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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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도

집단 수퍼비  평가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 각 하 요인별 

Cronbach α는 .670~.770으로 나타났으며, 수퍼바이  2명인 경우는 .479~.860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각 하 요인별 신뢰도는 표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집단 수퍼비  평가도구의 내  합치도 (Cronbach α) 

수퍼바이저

태도

수퍼비전

관계

상담

개입

집단

운영

수퍼바이저간

협력

 수퍼바이저 1명인 경우

 (N=116)
.724 .770 .765 .670

 수퍼바이저 2명인 경우

 (N=59)

A .823 .726 .740 .602 .804

B .732 .692 .716 .479 .860

2) 내용타당도

내용 타당도는 문항개발과정에서 여러 차례 걸쳐 진행된 상담 문가  학원 석박사, 교수

들의 검토과정을 통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공 타당도

(1) 수퍼바이저 평가가 수퍼비전 만족도를 설명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에 한 평가가 수퍼비  만족도에 향을 끼치는 정도는 살펴보

기 해, 수퍼바이  평가 수를 독립변인으로, 수퍼비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회귀선은 수퍼비  만족도를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 44%,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 39% ~ 45%를 설명하고 있으며, 유의수  .001에서 F값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 집단 수퍼비전 척도와의 상관
이 연구에서 개발된 집단 수퍼비  평가도구와 Arcinue(2002)가 개발한 집단 수퍼비  척도

와의 상 을 살펴보았다. 수퍼바이  1명인 경우, 체 수의 상 은 .809, 수퍼바이  2명인 경

우 A는 .731, B는 .721로 .01수 에서 상 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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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집단 수퍼비  평가도구와 Arcinue(2002)의 집단 수퍼비  척도와 하 요인간 상

Arcinue

(2002)

본연구

집단안정성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
집단운영

수퍼

바이저 

1명

수퍼바이저 2명 수퍼

바이저 

1명

수퍼바이저 2명 수퍼

바이저 

1명

수퍼바이저 2명

A B A B A B

수퍼바이저 태도 .462** .324** .693** .476** .678** .610** .495** .205 .278*

수퍼비전 관계 .756** .611** .692** .590** .544** .497** .634** .495** .576**

상담개입 .486** .378** .790** .782** .722** .742** .489** .281* .349**

집단운영 .616** .488** .550** .592** .446** .340** .665** .519** .518**

수퍼바이저간 협력 - .529** .495** - .455** .345** - .494** .555**

**는 .01수준에서, *는 .05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수퍼바이저 스타일과의 상관
집단수퍼비  평가도구와 Friedlander와 Ward(1984)의 수퍼바이  스타일 질문지와의 상

은 수퍼바이  1명인 경우, .759, 수퍼바이  2명인 경우 , A는 .753, B는 .767로 .01수 에서 

상 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 구인타당도

확인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퍼바이  1명인 경우는 RMSEA가 .107로 Hu와 

Bentler(1999)의 기 으로 볼 때, 좋지 않은 합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퍼바이  2명인 경우

는 보통의 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8> 집단 수퍼비  평가도구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χ 2 df RMSEA

  수퍼바이저 1명인 경우 (N=116) 380.851 164 .107

  수퍼바이저 2명인 경우 (N=59)
A 368.290 242 .095

B 359.800 242 .092

한편, 집단 수퍼비  평가도구의 각 경로에 한 비표 화 계수는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는 

계수가 모두 유의미하 으며 2명인 경우도 3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비검사 결과 문항 수가 어 ‘수퍼바이  태도‘, ‘수퍼바이  력‘에 추가한 문항 역시 모두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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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집단 수퍼비  평가 도구의 요인분석 경로  비표 화 계수

경로·
수퍼바이저 1명인 경우

비표준화 계수

수퍼바이저가 2명인 경우 비표준화 계수

A B

ci1 ← ci 1.000 1.000 1.000

ci5 ← ci .811** .840** .806**

ci9 ← ci .901** 1.516** 1.463**

ci13 ← ci 1.139** 1.975** 1.244**

ci17 ← ci 1.362** 1.319** .940**

ci19 ← ci 1.060** .796** .330

ci20 ← ci .841** .650 .487

sr2 ← sr 1.000 1.000 1.000

sr6 ← sr .974** .553** .488**

sr10 ← sr .996** .693** 1.015**

sr14 ← sr .880** .561** .683**

sr18 ← sr .983** .681** .799**

sa3 ← sa 1.000 1.000 1.000

sa7 ← sa .926** .800** .753**

sa11 ← sa .649** 1.075** .852**

sa15 ← sa .726** .984** .785**

gm4 ← gm 1.000 1.000 1.000

gm8 ← gm .866** .667 .599

gm12 ← gm 1.007** 1.007** .755**

gm16 ← gm 1.052** .827** .782**

sc21 ← sc 1.000 1.000

sc22 ← sc 1.008** 1.236**

sc23 ← sc 1.455** 1.346**

sc24 ← sc .976** 1.290**

**는 .05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집단 수퍼비  평가 도구에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모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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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퍼바이  1명인 경우 [그림 2] 수퍼바이  2명인 경우

- A 수퍼바이

[그림 3] 수퍼바이  2명인 경우

- B 수퍼바이

Ⅳ. 논의

이 연구에서 개발된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집단 수퍼비  평가 도구’는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 총 4요인 20문항,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 총 5요인 2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것은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사례 수가 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수퍼비 의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 각 하 요인별 신

뢰도가 .670~.770로 나타났으며,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에도 각 하 요인별 신뢰도는 

.479~.860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한, 도구 개발과정에서 심리학과 학원 학생부터 상담 문가  교수 등이 참여한 문항검

토과정을 통해 내용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퍼비  만족도 질문지(Ladany, et al., 

1996), 집단 수퍼비  척도(Arcinue, 2002), 수퍼바이  스타일 질문지(Friedlander & Ward, 

1984)와의 공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퍼바이 에 한 평가가 좋을수록 수퍼비  만족

도가 높아졌고, 수퍼바이 에 한 평가는 수퍼비  만족도를 39% ~ 45%정도 설명하고 있었다. 

한 이 도구는 Arcinue(2002)의 집단 수퍼비  척도와 하 개념이 비슷한 요인끼리의 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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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가장 높게 나타났다. Friedlander와 Ward(1984)의 수퍼바이  스타일과의 상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한편, Arcinue(2002)는 3요인으로 수퍼바이 를 평가하 으나 이 연구에서 개발된 집

단 수퍼비  평가 도구에서는 ‘수퍼바이  태도‘ 요인이 추가되어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 4요인으로 수퍼바이 를 평가하고 수퍼바이  2명인 경우에는 ’수퍼바이 간 

력‘ 요인도 추가되어 5요인으로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한국과 미

국에서 집단 수퍼비 이 이루어질 때,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반 하는 것

이며, 그 기 때문에 Arcinue(2002)의 척도를 그 로 번안하여 한국의 집단 수퍼비  상황에 

용시키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구인 타당도를 측정하기 해 본검사에서 실시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RMSEA가 

수퍼바이  1명인 경우 .107, 수퍼바이  2명인 경우 A는 .095, B는 .092로 아주 괜찮은 합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먼 ,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하 요인

들의 상호상 이 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상호상 이 높다고 해서 그것

이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는 불필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념 으로 볼 때 상

담수련생들에게 효과 인 수퍼비 을 제공하기 해서는 상담수련생들과의 신뢰로운 계를 

바탕으로 한 개입, 제한된 시간 내에서의 효과 인 집단 운 , 수퍼바이 의 비도, 등이 

서로 맞물려 있어 수퍼비  효과를 증가시키기도 감소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상호상 이 높을 

수밖에 없다. 상호상 이 높지만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요인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문항개발 

기단계에서 여러 차례 상담 문가들  측정 공 교수의 검토를 걸쳐 그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각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을 살펴볼 때, 부분 요인 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각 문항이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합도가 낮게 나타

난  다른 이유는 사례 수가 매우 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개인 수퍼비 의 수퍼바이  평가도구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성

경외(2004)가 개발한 수퍼비  회기 평가 도구를 보면,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요인은 ‘수퍼비  

계’, ‘상담 련 지식  기술’, ‘수퍼비  구조화’의 3요인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집단 

수퍼비 의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요인은 ‘수퍼바이  태도’, ‘수퍼비

 계’, ‘상담개입’, ‘집단운 ’의 4요인이었고,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는 ‘수퍼바이 간 

력’요인이 추가되어 5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 수퍼비 의 평가도구를 집단 수퍼비 에 

용하거나 집단 수퍼비  평가도구를 개인 수퍼비 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 다. 

이 연구는 이미 개발된 수퍼비  평가도구의 문제 , 즉, 도구개발에서 개념  정의와 조작  

정의의 일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요하지만, 많은 연구가 이를 간과하고 있는 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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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여러 차례 문항검토를 실시하 다. 이런 노력은 집단 수퍼비 과 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집단 수퍼비 의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요인  문항을 결정하는 것에 요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집단 수퍼비 의 수퍼바이  수를 고려한 국내, 국외 최 의 집단 

수퍼비  평가도구라는 에 의의가 있다. 한 비검사는 회상자료를 사용하고 본검사는 집단 

수퍼비  직후의 설문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상담수련생들이 경험하는 집단 수퍼비 의 생생한 

경험을 반 하고자 하 다.

집단 수퍼비  평가 도구는 집단 수퍼비 과 련된 연구  상담 교육 장에 많은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재 집단 수퍼비 이 상담 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연구 방법의 

어려움과 측정도구의 부재로 집단 수퍼비 에 한 체계 인 경험  결과가 거의 없었다. 하지

만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집단 수퍼비 의 만족도를 높이는 변인과 련된 연구, 상담자 발달

단계별 집단수퍼비  평가 차이 연구, 개인 수퍼비 과 집단수퍼비 의 비교 연구, 집단 수퍼비

 효과 검증 등 집단 수퍼비 과 련된 연구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상담 

교육 장에서도 이 도구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수퍼바이 들은 이 도구를 통해 

집단 수퍼비 에 한 상담 수련생들의 반응을 살펴 으로써, 보다 좋은 집단 수퍼비 을 실시

하기 한 자가 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단 수퍼비  후에 이 도구의 각 구인 수

와 수퍼비  만족도 수와의 비교를 통해 집단 수퍼비  수퍼바이 에 한 상담 수련생들의 

요구를 악하는 자료로 이 도구가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먼 , 비검사  본검사에서 표본 수가 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문항을 확정하고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한 부분

의 상담수련생이 심자임을 고려할 때,  이상의 상담자들에게 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집단 수퍼비 이 심자들을 상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다는 실  여건을 고려할 때 크

게 문제 되지는 않지만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높이기 해서는 표본 수를 늘리고, 다양한 수

의 상담자들을 포함시키며 지속 인 타당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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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집단 수퍼비  평가도구 -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

다음은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가 1명인 경우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문항들입니다. 

집단 수퍼비 의 수퍼바이 를 생각하며 각 문항에 해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 사례 발표자, 상담수련생: 사례발표자를 포함한 집단 수퍼비 에 참여한 수퍼바이지들)

NO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퍼바이저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1 2 3 4 5

2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1 2 3 4 5

3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성실하게 준비한 것 같았다. 1 2 3 4 5

4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진행하였다.
1 2 3 4 5

5 
 수퍼바이저가 제시한 상담기술은 상담자가 상담을 진행해 

나갈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1 2 3 4 5

6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1 2 3 4 5

7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1 2 3 4 5

8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알려주 

었다.
1 2 3 4 5

9 
 수퍼바이저는 상담자 발달 수준에 적절한 상담기술을 가르 

쳤다.
1 2 3 4 5

10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했다. 1 2 3 4 5

11  수퍼바이저는 사례를 숙지하고 수퍼비전에 참여했다. 1 2 3 4 5

12  수퍼바이저는 시간배분을 효과적으로 하였다. 1 2 3 4 5

13  수퍼바이저는 구체적인 상담기술을 가르쳤다. 1 2 3 4 5

14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비전에서 겪는 어려움을 

 헤아려 주었다.
1 2 3 4 5

15  수퍼바이저는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노력했다. 1 2 3 4 5

16  수퍼바이저는 사례 논의 방향을 잘 이끌어갔다. 1 2 3 4 5

17  수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사례를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 2 3 4 5

18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을 진실하게 대했다. 1 2 3 4 5

19
 수퍼바이저는 사례에서 나타난 상담자의 실수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1 2 3 4 5

20
 수퍼바이저는 사례에서 상담자가 잘 개입한 부분을 말해주

었다.
1 2 3 4 5



집단 수퍼비전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243

NO 문항
수퍼

바이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퍼바이저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이해

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A 1 2 3 4 5

B 1 2 3 4 5

2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A 1 2 3 4 5

B 1 2 3 4 5

3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성실하게 준비한 것 같

았다.

A 1 2 3 4 5

B 1 2 3 4 5

4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

영하며 진행하였다.

A 1 2 3 4 5

B 1 2 3 4 5

5 
 수퍼바이저가 제시한 상담기술은 상담자가 상담을 

진행해 나갈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A 1 2 3 4 5

B 1 2 3 4 5

6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A 1 2 3 4 5

B 1 2 3 4 5

7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A 1 2 3 4 5

B 1 2 3 4 5

8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A 1 2 3 4 5

B 1 2 3 4 5

9 
 수퍼바이저는 상담자 발달 수준에 적절한 상담기

술을 가르쳤다.

A 1 2 3 4 5

B 1 2 3 4 5

10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

성했다.

A 1 2 3 4 5

B 1 2 3 4 5

11  수퍼바이저는 사례를 숙지하고 수퍼비전에 참여했다.
A 1 2 3 4 5

B 1 2 3 4 5

12  수퍼바이저는 시간배분을 효과적으로 하였다.
A 1 2 3 4 5

B 1 2 3 4 5

13  수퍼바이저는 구체적인 상담기술을 가르쳤다.
A 1 2 3 4 5

B 1 2 3 4 5

14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비전에서 겪는 

어려움을 헤아려 주었다.

A 1 2 3 4 5

B 1 2 3 4 5

15
 수퍼바이저는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노

력했다.

A 1 2 3 4 5

B 1 2 3 4 5

부록2. 집단 수퍼비  평가도구 -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

다음은 집단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가 2명인 경우 수퍼바이 를 평가하는 문항들입니다. 

수퍼바이  2명인 경우 이름 순서로 한 명을 A, 다른 한 명을 B라고 생각하신 후( > 수퍼바이 가 

홍길동과 김상담일 경우 A는 김상담, B는 홍길동이 됨), 각 문항에 해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 사례 발표자, 상담수련생: 사례발표자를 포함한 집단 수퍼비 에 참여한 수퍼바이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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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퍼바이저는 사례 논의 방향을 잘 이끌어갔다.
A 1 2 3 4 5

B 1 2 3 4 5

17
 수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사례를 개념화하는데 도움

을 주었다.

A 1 2 3 4 5

B 1 2 3 4 5

18  수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들을 진실하게 대했다.
A 1 2 3 4 5

B 1 2 3 4 5

19
 수퍼바이저는 사례에서 나타난 상담자의 실수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A 1 2 3 4 5

B 1 2 3 4 5

20
 수퍼바이저는 사례에서 상담자가 잘 개입한 부분

을 말해주었다.

A 1 2 3 4 5

B 1 2 3 4 5

21
 A(B)수퍼바이저는 B(A) 수퍼바이저와 다른 견해를 

조화롭게 다루어 나갔다.

A 1 2 3 4 5

B 1 2 3 4 5

22
 A(B)수퍼바이저는 B(A) 수퍼바이저와 역할 분담을 

잘하였다.

A 1 2 3 4 5

B 1 2 3 4 5

23
 A(B)수퍼바이저는 B(A) 수퍼바이저의 의견을 존중

하며 진행하였다.

A 1 2 3 4 5

B 1 2 3 4 5

24  A(B)수퍼바이저는 B(A) 수퍼바이저와 협력하였다.
A 1 2 3 4 5

B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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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roup 

Supervi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Lim, YoungSun*

Yoo, SungKyung**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nd to validate the group supervi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The process of the study is as followings. First, we developed a total 

of 97 items. and through item screening process, finally 27 items were left for the preliminary 

analysis. Second, preliminary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20 counselors to evaluate group 

supervision with one supervisor and with 105 counselors to evaluate 2 supervisors. For the 

final analysis, the scale revised through preliminary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16 counselors 

to evaluate group supervision with 1 supervisor and 59 counselors for the one with 2 

supervisors. The counselors were asked to evaluate the group supervisors right after group 

supervision session was finished. Four factor model with 20 items was confirmed by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evaluate the group supervision with 1 supervisor, and five factor 

model with 24 items for the one with 2 supervisors. The Cronbach's alpha's were satisfactorily 

acceptable. Limitations of the scale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group supervision, supervisor, supervisor attitude, supervision relationship, 

counseling intervention, supervisors' cooperation

 * MA. Counselor,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