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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 은 집단상담에서의 왜곡된 타인지각  메타지각이 치

료  요인의 인식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왜곡된 인 계 

지각이 집단상담에서 차지하는 요한 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의 집단상담 연구가 집단상

담의 효과성 검증에 치 되어 왔고, 인 계 지각을 통계 으로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은 에 기인한다. 사회 계모형(Social Relations Model: 

SRM)은 측정치의 통계  속성이 서로 독립이 아닌 집단상담 내에서의 

인 계 지각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통계측정 방법으로,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집단상담에서의 왜곡된 인 계 지각이 치료  요인의 인식에 

미치는 향에 해 검증하 다. 

본 연구는 집단상담 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생  학원생 88명

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집단원들의 타인지각  메타지각은 인 계 

특성을 ‘통제’와 ‘친애’의 두 기본 차원을 통해 측정하는 반향메시지 원형

모형 검사(Impact Message Inventory-Circumplex)를 통해 측정하 으

며, 치료  요인의 인식은 계  요인에 한 인식을 측정하는 치료  

요인 척도-단축형(Therapeutic Factors Inventory-Short form:TFI-S)을 

통해 측정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SRM 분석에서 

지각자 효과의 상  분산은 상자 효과의 상  분산에 비하여 월등

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인 계 지각에 한 측정이 집

단상담 5회기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인 계 지각은 집단상담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메타지

각 정확도는 메타지각과 타인지각에서의 상자 효과 간의 상 을 통해 

측정하 는데, 메타지각 정확도는 상당히 낮게 추정되어 메타지각 역시 

타인지각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왜곡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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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단원들에 한 왜곡된 타인지각이 집단상담의 치료  요인의 인

식에 미치는 향은 부분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왜곡된 타인 계 지

각은 안 한 정서 표 에 한 지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타인을 실제 보다 부정 으로 왜곡하여 지각하는 집단원들은 집

단상담 과정에서 집단을 안 하지 못한 곳으로 여기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 로 표 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정서표 이 다른 

치료  요인에 비하여 다소 다른 속성을 가짐을 암시하는 것으로, 안

한 정서 표 은 지각 요소와 함께 행동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서표 은 험감수가 필요한 행동으로 나에 한 타인의 태도가 

우호 이라는 조건 하에서 안심하고 실행될 수 있다. 넷째, 메타지각에 

있어 왜곡은 사회  학습을 제외한 모든 치료  요인의 인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원들이 자신을 순종 인 사람으로 

지각한다고 생각할수록, 혹은 우호 인 사람이라고 지각한다고 생각할수

록 집단상담과정으로부터 심리  어려움을 이겨낼 희망을 더 높게 인식

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집단원들이 자신을 순종 인 사람으로 

지각한다고 생각할수록, 혹은 우호 인 사람이라고 지각한다고 생각할수

록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표 하고 더 깊은 수 의 인 계 통찰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상담에서 다른 집단원들이 어떠한 특성의 사람들

인지 보다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상담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집단상담에서 다른 집단원들이 나를 어떻게 지

각하는지는 자신에 한 가치 단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집단상담에 임하는 태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을 정 으로 여긴다는 믿음은 그들의 ‘좋고 나쁨’을 떠나 집단을 

보다 안 하게 느끼고 집단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 계 인 

상들에서 정 인 의미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타지각의 왜곡이 항상 부정  결과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다. 정  편향은 왜곡이 덜한 경우에 비하여 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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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과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 다른 집단원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하여 그들이 자신을 더 ‘좋은 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단에 한 애착을 가지고, 집단을 안 한 환경으로 인식하며,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해 인 계에 한 의미 있는 통찰을 얻는 경향

이 있었다. 

본 연구는 왜곡된 인 계 지각을 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Sullivan(1953)과 Yalom(1985)의 주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에 한 개

입에 해 귀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에 따르면 특히 메타지각에 한 개입을 매우 극 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 까지 상담 연구에서 인 계 표상에 한 연구

는 주로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을 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인 계 표상에서 메타지각을 포함하는 계표상에 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의 SRM 활

용 방안과 연구결과가 향후 집단상담에서의 다양한 인 계 지각을 연

구하는데 있어 기 자료로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 주요어 : 대인관계 지각 왜곡, 타인지각, 메타지각, 치료적 요인, 집단

상담, 사회관계모형(SRM)

□ 학번 : 2009-3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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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인지각의 왜곡은 피할 수 없는 상이다(Greenberg & Mitchell, 1983). 

즉, 인지각의 왜곡은 구나 경험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부정 인 상이 

아니다. 문제는 왜곡 여부가 아닌 그 방향성과 정도에 있다. 일 이 

Sullivan(1953)은 부정 인 방향으로 심하게 왜곡된 인지각이 다양한 사

회․심리 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 하 으며, 여러 경험  연구 결과 역

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령, 애인에 해 정 인 왜곡이 심한 사람

들은 계 문제를 건설 인 방식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Fletcher, 

2002), 부정 인 왜곡이 심한 사람들은 계불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Karney & Bradbury, 1995).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이론가들이 인지각의 왜곡을 상담에서 요하게 

다루어야할 요소로 간주하 다(Moskowitz & Zuroff, 2005). 를 들어, 

Freud(1905)는 ‘ 이’(transference)라는 개념을 통해 상담에서 발생하는 인

지각의 왜곡을 다루었으며, Bowlby(1973)는 이를 ‘내부작동모형’(internal 

working model)이라는 ‘정신  표상’(mental representation)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 다. Bowlby 외에도 많은 상담이론가들(Fairbairn, 1946, Greenberg & 

Mitchell, 1983; Mahler, 1958)이 객  사실보다도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정

신  표상이 삶과 행동 방식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하며 정신  표상의 

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Sullivan(1953) 역시 ‘마음속의 타자’와 

‘실제 타자’ 간의 차이를 강조하 으나, 그는 다른 연구자들과 달리 이나 

정신  표상보다는 ‘왜곡’(parataxic distortion)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이를 

표 하 다.

다양한 인 계가 발생하는 집단상담은 인지각 왜곡을 다루기에 효과

이다. 하지만 왜곡 정도가 심한 경우는 외다. 이럴 경우 상담자가 이를 

다루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상담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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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메타지각[그림 1] 타인지각

를 들어, ‘ 이’(transference)는 상담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있지

만 상담의 진 을 막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Freud(1905)의 견해는 같

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상담에서 왜곡된 인 계 지각이 

상담 과정이나 상담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한 검증은 인지각 왜곡을 다루는 것의 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지각 왜곡에 한 상담개입의 시사 을 제공할 수 있

다는 에서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인지각은 크게 ‘타인지각’(other perception)과 ‘메타지각’(meta perception)

으로 구분된다(Kenny, 1994). 타인지각은 말 그 로 타인의 특성에 한 ‘나’

의 지각을 의미한다. 반면에 메타지각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지각할지에 

한 ‘나’의 지각, 즉 지각에 한 지각을 의미한다. 타인지각과 메타지각을 시

각 으로 표 하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화살표는 지각

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각자에서 상자로 향한다. [그림 2]에서 ‘나’에 

한 타인의 지각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나’에 의하여 유추된 것이므로 

선으로 표시하 다.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메타지각에서의 지각

의 상은 타인이라는 개체가 아닌 ‘나’에 한 타인의 지각이다. 따라서 

인지각의 왜곡은 자연스럽게 타인지각에서의 왜곡과 메타지각에서의 

왜곡으로 구분된다.

인지각 왜곡에 한 실증 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

려움은 왜곡의 측정에 있다. 인 계　지각의 상호 인 속성으로 인하여 

그 측정치에서 왜곡된 부분을 정교하게 추출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이다. 부분의 상담이론이 인지각의 왜곡을 요하게 다루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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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막상 실증 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와 무

하지 않다. 하지만 인지각의 상호 인 측면을 측정에 고려하는 사회

계모형(Social Relations Model: SRM)은 지각 구성요소 분해를 통해 

지각 왜곡 여부를 추정해내는 것을 가능  해 다.

SRM에서 역시 인지각은 타인지각과 메타지각으로 구분되며, 타인

지각과 메타지각 각각은 ‘지각자 효과’(perceiver effect), ‘ 상자 효

과’(target effect), ‘ 계 효과’(relationship effect), ‘상수효과’(constant effect)

로 분해된다(Kenny, 1994). 각 효과의 개념을 타인지각을 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지각자 효과는 사람들의 특성에 한 개인의 일반 인 지각 

수 을 의미한다. 즉, 지각자 효과는 ‘인간 본성에 한 개인  

’(individual’s view of human nature)을 반 한다(Kenny, 1994; Srivastava, 

Guglielmo, & Beer, 2010). 반면에 상자 효과는 지각 상자들에 한 사

람들의 평균 인 을 의미한다. 계효과는 A, B 간의 독특한 계에서 

오는 지각이다. 상수 효과는 다른 사람들의 특성에 한 사람들의 일반 인 

지각 수 을 의미한다. 

구성요소 의미

지각자 효과
타인의 특성에 한 개인의 일반 인 지각 수  

( : A는 일반 으로 사람들을 외향 이라고 지각한다.)

상자 효과
특정인의 특성에 한 사람들의 보편 인 지각 수

( : 사람들은 일반 으로 B를 외향 이라고 지각한다.)

계효과

두 개인 간의 독특한 계에서 오는 지각

( : 의 A와 B의 지각 특성에도 불구하고, A가 B를 

내향 으로 지각한다.)

상수효과

다른 사람들의 특성에 한 사람들의 일반 인 지각 수

( : 사람들은 일반 으로 다른 사람들을 외향 이라고 

지각한다.)

<표 1> 사회 계모형의 인지각 구성요소 

여러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각 집단원이 서로의 외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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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평정하 다고 하자. A의 지각자 효과는 다른 모든 집단원의 외향성에 

한 A의 일반 인 지각이다. 반면에 B의 상자 효과는 B의 외향성에 

한 다른 모든 집단원들의 평균 인 지각을 의미한다. 만약 A가 B를 외향

으로 지각했다면, 이는 A가 일반 으로 사람들을 외향 으로 지각하기 때문

일 수도(지각자 효과), 아니면 B가 실제 외향 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

람들과 마찬가지로 A도 B를 외향 이라 지각했을 수도 있다( 상자 효과). 

물론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A가 일반 으로 사람들을 내향 이라고 지각하

고 실제로 B도 내향 인 사람이지만, A에게만 B는 외향 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계 효과).

SRM의 효과 분해 방식은 메타지각에도 같이 용된다. 컨 , 메타지

각에서의 지각자 효과는 사람들이 일반 으로 ‘나’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한 ‘나’의 지각을 의미한다. 메타지각을 엄 히 측정하기 해서는 개개인 

간의 메타지각을 측정한 뒤 이를 SRM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

지만 실 인 제약 때문에 본 연구는 특정 타인에 한 메타지각이 아닌 

일반 인 사람들에 한 메타지각을 직 으로 측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메타지각의 4가지 효과  지각자 효과만을 다루며, 표 의 간명성을 

해 메타지각의 지각자 효과를 단순히 메타지각으로 여 표 하고자 한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SRM의 지각 구성요소 분해는 인지각 왜

곡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를 들어, 타인지각에서의 

왜곡 정도는 타인에 한 ‘나’의 일반 인 지각 경향인 지각자 효과에서 

타인에 한 사람들의 일반 인 지각 경향인 상수효과를 빼주는 방식으

로 측정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메타지각에서의 왜곡 정도는 다른 사

람들이 ‘나’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한 ‘나’의 지각(메타지각)과 ‘나’에 

한 사람들의 실제 지각(타인지각에서의 상자 효과) 간의 차이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SRM을 용하여 상담에서의 인지각을 연구하기 해서는 측정이 

집단상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SRM 분석이 여러 사람 간의 상호

인 측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

하는 집단상담의 구조  특성은 인지각 왜곡을 효과 으로 다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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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장 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  

특성으로 인해 집단상담에서는 개인의 인지각패턴이 개인상담에 비하

여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Yalom & Leszcz, 2005). 인지각 왜곡은 반복

인 패턴으로 나타날 때 개인의 심리 인 문제로 연결되기 쉬우며(Sullivan, 

1953), 이러한 지각패턴을 측정하는 것은 임상 으로도 의의가 있다. 

SRM을 집단상담에 용한 연구(Mallinckrodt & Chen, 2004; Marcus & 

Holahan, 1994; Markin & Kivlighan, 2008)에 따르면 집단상담에서의 지각 

왜곡 수 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arkin(2010)은 인지각에 있어

서의 정신  표상의 역할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

라고 하 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수업참여자들을 상으로 한 인 인 집

단상담 세 에서 이루어졌으며, 타인지각만을 집단상담 기에 측정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집단상담 기에는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이 비교  활발

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Yalom, 1985), 집단의 과도기나 작업단계에서 나

타나는 지각 왜곡은 그 정도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지각

의 왜곡이 상담 성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에, 자발  참여를 통한 

실제 집단상담의 과도기  단계에서 인지각 왜곡 수 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집단상담은 다양한 특성의 집단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세상의 축소 과 

같다(Yalom & Leszcz, 2005). 따라서 개인상담에 비해 집단상담에서는 경직

된 정신  표상에 의한 역기능  인 계 패턴이 인지각의 왜곡을 통해 

보다 잘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집단상담은 인지각의 왜곡을 통해 경직된 

표상을 다루는데 있어 효과 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직된 정신  표상  이에 수반하는 인지각의 왜곡이 깊이 있게 다루어

지지 않으면, 이는 상담의 진 을 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 개인상담에서 

인지각 왜곡이 상담 성과와 부 인 상 이 있다는 연구결과(Reis & 

Grenyer, 2004)는 이를 지지해 다. 한 정신  표상을 반 하는 성인애착 

불안과 회피가 집단 분 기에 한 지각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Kivlighan, Coco와 Gullo(2012)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정신  표상의 

경직성 혹은 인지각의 왜곡이 치료  요인에 한 인식이나 상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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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집단분 기는 치료

 요인  하나인 집단 응집력의 구성 요소이며, 다른 치료  요인  

상담 성과와도 매우 한 연 에 있는 것으로 검증된 변인이기 때문이

다(MacNair-Semands, Ogorodniczuk & Joyce, 2010). 특히 치료  요인에 

한 인식은 정 인 상담 성과에 선행되어지는 것으로(Joyce, 

MacNair-Semands, Tasca, & Ogrodniczuk, 2011), 상담 성과에 한 보다 

구체  메커니즘을 보여  수 있다는 에서 임상 으로 의미가 있는 변

인이다. 

인지각 왜곡이 치료  요인의 인식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다음과 같은 논리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신  표상이론에 따르면 모

든 지각  인식은 정신  표상에 의해 좌우된다(최병건, 2011). 따라서 인

지각과 치료  요인의 인식 모두는 정신  표상에 의하여 향을 받을 수밖

에 없다. 그런데 인지각의 왜곡이 인 계 표상과 갖는 직 인 계

(Kenny, 1994; Srivastava et al., 2010)를 고려하면, 인 계 표상이 치료  

요인의 인식에 향을 미치기에 앞서 인지각에 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상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과 계는 치료  요인이 인 계 인 요인이

라는 가정 하에 성립할 수 있다.  

부정 이고 경직된 속성의 인 계 표상을 가진 내담자는 다른 집단원

에 한 지각이 부정 이기 때문에, 다른 집단원들이 치료 으로 인식하는 

사건이나 상을 제 로 인식하지 못하기 쉽다. 를 들어 한 내담자가 과거

에 심리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이야기했을 때, 부정 인 계표상을 가

진 내담자는 정 인 계표상을 지닌 내담자에 비하여 ‘보편성’이나 ‘희망

고취’에 한 인식 수 이 낮을 것으로 상된다. 왜냐하면 부정 인 계표

상을 지진 내담자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특별’하므로, 자신은 그 이

야기 속의 주인공과는 달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

서 계표상은 자신과 타인에 한 지각에 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치료  

요인의 인식에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지 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   필요성을 간략하게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각의 왜곡은 집단상담에서 비  있게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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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Yalom & Leszcz, 2005), 이에 한 실증 인 

연구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 비록 인지각 왜곡을 다룬 연구가 몇 편 있으

나(Mallinckrodt & Chen, 2004; Marcus & Holahan, 1994; Markin & 

Kivlighan, 2008), 이에 해 충분히 밝 지지는 않았다. 더욱이 선행 연구 

부분이 인지각 왜곡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 부모에 한 표상이나 

주요 타자에 한 표상)에 해서만 살펴보았을 뿐, 인지각 왜곡이 상담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탐색하지 않았다. 

둘째, 집단상담에서의 인지각을 다룬 선행연구는 타인지각만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인지각에는 타인지각 뿐 아니라 메타지각도 존재한다. 왜곡

된 지각을 반 하는 완벽주의의 경우 메타지각이 타인지각이나 자기지각에 

비하여 정신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결과(강민철, 이아라, 신미라, 2011; 김

정, 손정락, 2006; Blankstein & Dunkley, 2002)를 볼 때, 타인지각의 왜곡 

뿐 아니라 메타지각의 왜곡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에서 실시된 집단상담 연구의 부분은 집단상담 효과연구에 

치 되어 있다. 하지만 집단상담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기에, 집단

상담 과정 상담 성과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한 메커니즘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집단상담에서의 타인지각과 메타지

각의 왜곡 수 을 살펴보고, 왜곡 정도가 치료  요인의 인식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에 한 연구는 왜곡된 인지각이 집단상담에서 

어느 정도 깊이로 다루어져 할지와 함께 효과 인 개입에 필요한 요소들에 

해서도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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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은 집단상담에서 발생하는 타인지각과 메타지각의 왜

곡 수 을 확인하고, 왜곡 수 이 집단상담의 치료  요인의 인식 수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목 에 근거하여 

연구문제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집단상담에서 집단원들의 타인지각과 메타지각은 어느 

정도 왜곡되어 있는가?

 가설 1-1. 집단상담에서 집단원들의 타인지각에 있어 지각자 효     

과의 분산은 상자 효과의 분산에 비하여 큰 수치를 보

일 것이다.

 가설 1-2. 집단상담에서 집단원들의 메타지각은 타인지각에서의 

상자 효과와 낮은 수 의 상  수치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집단상담에서 집단원들의 타인지각과 메타지각의 왜곡 

수 은 집단의 치료  요인의 인식 수 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2-1. 집단상담에서 집단원들의 타인지각에서의 왜곡 수 은 집

단의 치료  요인의 인식 수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2-2. 집단상담에서 집단원들의 메타지각에서의 왜곡 수 은 집

단의 치료  요인의 인식 수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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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인지각 왜곡에 한 정의  측정은 연구의 타당도와 

련 있는 매우 요한 문제이다. 본 장에서는 인 계 왜곡의 개념을 먼  

정의한 후 타인지각  메타지각에서의 왜곡 측정에 해 언 하고자 한다.

1) 인지각 왜곡

본 연구에서 지각 왜곡은 어떤 사람의 지각이 ‘객  실’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Yalom, 1985; 최병건, 2011). 따라서 왜곡 정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먼  무엇을 객  실로 볼 것인가에 한 합의가 필요하다. 하

지만 엄 히 말해 ‘객 ’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최병건, 2011). 이는 객

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 객 에 한 잣 를 알기 어렵

다는 의미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객  실을 정의

해야만 지각의 왜곡 수 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평균

인 지각 수 을 객  실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객  실의 정의

는 왜곡이 매우 보편 이고 가치 립 인 상이라는 사고를 담고 있는 것

이기도 하다.

2) 인지각 왜곡 측정의 3요소

본 연구에서 인지각 왜곡은 내용, 방향성, 정도의 세 측면으로 측정

된다. 먼  내용은 지각자가 지각하는 상 방의 특성을 가리킨다. 본 연

구는 인지각의 내용을 ‘ 인 계 원형모형’을 통해 측정하 다. 인

계 원형모형은 하 척도들이 2개의 기본 차원인 ‘통제’(control)와 ‘친

애’(affiliation)를 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원형 상에 배치되어 있는 것

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하 척도는 ‘지배’(dominant: D), ‘순

종’(submissive: S), ‘우호’(friendly: F), ‘ ’(hostile: H)이다. 집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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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일반 인 왜곡 정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4개 하 척도 

수가 그 로 사용되었고, 인지각 왜곡이 치료  요인의 인식에 미치

는 향력 분석에서는 통제와 친애로 변인을 단순화하 다. 통제 수는 

지배 수와 순종 수 간의 차로, 친애 수는 우호 수와  수 

간의 차로 계산하 다.

방향성은 왜곡이 정/부정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가와 련 

있다. 친애의 경우 0을 기 으로 양의 값을 가지면 정 인 왜곡이, 음

의 값을 가지면 부정 인 왜곡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 로 통제의 경

우 양의 값을 가지면 부정 인 왜곡이, 음의 값을 가지면 정 인 왜곡

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통제 축이 타인을 ‘지배’하고 ‘침범’하는 부

정 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근거한다.

정도는 왜곡의 양으로, 에 제시한 4개의 하 척도 수 혹은 2개의 

차원 수가 0에서 멀어질수록 왜곡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즉, 각 측정

값의 댓값 수치가 왜곡의 양을 결정한다.        

3)  타인지각 왜곡

타인지각의 왜곡은 SRM의 지각자 효과를 의미한다. SRM의 지각자 효과 

수는 타인의 특성에 한 개인의 지각방식을 수화한 방식에서 사람

들의 일반 인 인지각 수 (상수효과)을 뺀 편차 수를 의미하기 때문이

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지각자 효과가 다른 사람들에 한 개인의 일반

인 표상을 나타낸다고 본다(Kenny, 1994; Srivastava, Guglielmo, & Beer, 

2010). 이는 지각자 효과가 특정인에 한 왜곡 정도가 아닌 일반 인 왜곡 

수 을 나타냄을 시사한다.

SRM에서의 각 효과는 변량요인(random factor)으로 모든 분석이 평균이 

아닌 분산을 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분산은 그 크기에 한 기 을 제

공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SRM에서는 각 효과의 분산이 체 분산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그 크기를 단하며, 이를 분산의 상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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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른다. 각 효과의 상  크기에 한 해석은 상 계수와 유사하다

(Kenny, 1994). 지각자 효과의 분산이 체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큰 것

은 지각자가 모든 상자들을 비슷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각 상자의 독특한 특성에 상 없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일 되게 지각한

다는 것은 지각과 실의 괴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각자 효과의 분산 크기

는 곧 타인지각의 왜곡 수 (개인의 왜곡 수 이 아닌 사람들의 일반 인 

왜곡 수 )을 반 하는 지수다.

4) 메타지각 왜곡

 

메타지각이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지각할지에 한 ‘나’의 지각이다. 따

라서 메타지각의 왜곡이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지각할지에 한 ‘나’의 지

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의 지각이 얼

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가늠하기 해서는 기 이 필요한데, ‘나’에 한 타

인의 실제 지각방식, 즉 ‘나’에 한 상자효과를 기 으로 삼게 된다. 따라

서 메타지각의 왜곡정도를 산술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메타지각의 왜곡정도 = ‘나’에 한 상자효과 - 메타지각

다만, 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를 이기 하여 단순 차보다는 회귀분석

의 표 화 잔차를 토 로 개인수 의 메타지각 왜곡을 측정하 다.

메타지각 왜곡이 일반 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는 개인의 메타지각 

왜곡 수 을 통해서는 알 수 없으며, 이를 알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회

인 방식의 측정이 필요하다. 메타지각과 타인지각에서의 상자 효과 간의 

상 계수는 메타지각의 정확도(개인 수 의 메타지각 정확도가 아닌 사람들

의 일반 인 메타지각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Kenny, 1994). 그런데 

메타지각 왜곡 수 은 메타지각 정확도와 역의 계에 있으므로, 메타지각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은 곧 메타지각 왜곡 수 을 측정하는 것과 같다.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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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정확하다는 것은 메타지각의 왜곡 수 이 낮음을 의미하고, 반 로 

메타지각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왜곡 수 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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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본 장에서는 다음의 네 부분으로 나 어 선행연구들을 정리하 다. 

첫째, 인 계 지각과 정신  표상 간에 계에 해 살펴보고, 정신  

표상에 한 여러 서로 다른 이론들을 정리하 다. 둘째, 원형모형의 방

법론  특성과 원형모형을 통한 인 계 측정의 장 을 정리하고, 인

계 원형모형의 구성개념에 해 살펴보았다. 셋째, 사회 계모형의 기

본개념  통계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 계모형을 사용해 인 계 지

각을 탐구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정리하 다. 넷째, 집단상담의 치료  요

인의 분류에 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인 계 특성과 치료  요인의 인

식 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1.  인 계 지각과 정신  표상

1) 인 계 지각과 정신  표상 간의 계

인 계는 오래 부터 상담학에서 핵심  치를 차지해 온 주제이

다. 상 계이론과 인 계 정신분석학을 따르는 학자들이 인 계에 

을 두고 심리 발달  정신병리를 설명하고자 시도한 이래로 부분

의 상담  심리치료 이론이 인 계를 요하게 다루어 왔다. 컨 , 

인 계 정신분석학의 표 인 인물인 Sullivan(1953)은 인 계 문제

를 모든 정신병리의 근본 원인으로 간주하 다. 그는 한 근본 으로 

개인의 모든 행동은 인 계와 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 계가 개인

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으로 작용한다고 하 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Horowitz, 1979; Monsen, Hagtvet, Havik, & Eilertsen, 

2006; Salovey & Mayer, 1990)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랑, 우정, 심, 

인정, 지지는 다양한 방면에서 정정인 향을 미치지만, 반 로 주요타

자로부터 필요한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그들과 심한 갈등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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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심리발달의 문제나 심한 경우 병리 인 문제가 야기되기 쉽다고 하

며 인 계의 요성을 강조하 다. 물론 모든 성격장애  심리  문

제가 으로 인 계로부터 기인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삶에서 인 계가 차지하는 비 이 매우 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 계는 타인과의 계맺음에 한 심리  지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것(황혜자, 유선림, 2005)으로 인지․행동․정서 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Heider, 1964). 즉, 인 계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상

호 계에서 상 방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한 유추, 상

방에 행동에 한 정서 인 반응, 상 방에 행동에 한 나의 반응  행동, 

상 방에 한 의식 ․무의식  행동, 나의 행동에 한 상 방의 반응에 

한 측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인 계를 두 사람 이상에서 

발생하는 역동 이고 상호복합 인 인지․행동․정서 인 심리  양식(이형

득, 1998)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 계에 있어 강조되는 종류  시기는 상담학 이론에 따라 조

씩 차이가 난다(Berscheid, 1994). 하지만 그 주요 상이 가되었던 

정 이고 원만한 인 계가 필요하지 않은 발달단계는 없다. 유아기나 

아동기에는 부모와의 원만한 계가 정 인 자기상과 타인상의 석이 

되며, 그러한 자기  타인에 한 이미지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래

와의 계를 통해 수정되거나 혹은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김수임, 강민

철, 김 근, 2011). 하지만 부모와의 계가 원만치 않을 경우 타인과 자

기에 한 이미지가 부정 인 색채를 띠게 되고, 이는 이후에도 인

계 행동에 지속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자기상  타인상은 자

기표상, 상표상, 내 상, 인지도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되어 왔

다.

자기  타인에 한 표상은 인 계 지각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Kenny, 1994; Moskowitz & Zuroff, 2005). 인 계 지각은 앞서 이야

기한 인 계의 여러 요소  인지  요소와 한 련이 있다. 상호

계를 통해 어떤 사람의 특성을 단하는 데는 상 방의 언어 ․비언

어  행동에 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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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있어 어느 정도의 왜곡은 불가피하다(Greenberg, & Mitchell, 

1983). 문제는 왜곡 정도가 심한 경우에 발생한다. 왜곡 정도가 부정 인 

방향으로 크게 나타날 때 인 계의 문제가 야기되고, 이는 다시 다양

한 성격  심리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Moskowitz & Zuroff, 2005). 

이에 인 계 왜곡의 핵심 원인인 인 계표상은 정신역동치료, 인지

행동치료, 인 계 치료, 가족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에서 다루어져 

왔다(Moskowitz & Zuroff, 2005). 본 연구는 이에 하여 주로 정신역동 

이론과 함께 사회심리학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신  표상의 개념  종류

정신  표상은 세상에 한 ‘정신  모형’(mental models)으로, 사고나 

행동에 한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패턴을 의미한다(Nairne, 2003). 사람

은 특정 경험을 할 때 그 경험과 련한 수많은 정보를 부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복잡한 정보를 단순한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서

로 련 있는 정보를 한데 묶어 범주화하기도 한다. 즉, 정신  표상은 

복잡한 세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정보  필요 없는 

것을 걸러주고 요한 정보에는 의미를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정신  구

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  표상은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컨 , 정신  표상은 특정 사물이나 사람에 한 표상을 나타낼 수 있

다. 특히 사회심리학 혹은 인지심리학에서 사람과 련한 정신  표상을 

‘사회  인지도식’(social schema)이라고도 한다(Fiske & Linville, 1980; 

Kuethe, 1962). 사람은 타인들에 해 개별  정신  표상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개인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정신  표상을 사용하며, 이

로 인하여 사람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컨 , 

부모와 있을 때 매우 외향 으로 행동하는 아이가 유치원 선생님 앞에서

는 매우 내향 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람은 같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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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도 상황이나 자신의 역할에 따라  다른 정신  표상을 사

용하기도 한다. 실제 연구 결과(Srull & Wyer, 1989) 역시 이러한 상황-

특수 인 정신  표상이 자주 사용됨을 지지하고 있다. 

정신  표상에는 자기에 한 것도 포함된다. 스스로의 평가에 한 

기 가 되는 자기표상은 타인과의 계를 토 로 형성된다. 서구사회는 

오랜 동안 사회  맥락이 개인에 한 표상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간주하여왔다(Berscheid, 1994). 하지만 Markus와 Kitayama(1991)

는 개인을 으로 자율 이며 독립 인 개체로 여기는 서구사회의 

이 잘못 음을 지 하 다.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은 서로 복잡하게 얽

 있다. 자기표상은 타인에 한 지각에 의해 변형되고 반 로 확고해 

지기도 한다. 한 자기표상은 타인과의 계에 의하여 향을 받기도 

하지만 향을 주기도 한다. 

이 듯 개인에 한 정신  표상이 있듯이, 집단에 한 정신  표상

도 존재한다. 이에 한 표 인 로 고정 념을 들 수 있다. 특정 사

람들과의 경험에 한 기억이 면식(acquaintance) 정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한 연구(Bond & Brockett, 1987; Bond & 

Sedikides, 1988)는 상 방을 알아 온 정도가 인 계 지각에 있어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설명을 제공해 다(Malloy & Albright, 

1990). Bond와 Brockett(1987)이 제안한 ‘사회  상황-성격 지표 이

론’(social context-personality index theory)에 따르면, 기억에 있어 알고 

있는 사람들에 한 지식 체계는 사회  집단을 포함하고, 사회  집단

은 성격 특질을 포함하며, 성격 특질은 특정 개인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람의 지식체계 안에는 다양한 사회  계층  인 으로 범주화된 집

단에 한 정신  표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신  표상은 ‘고정

념’(stereotype) 혹은 ‘경험의 조직화’(organization of experience)라 명명

된다. 

정신  표상 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한 

표상 외에도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에 해 표상을 보유하

고 있다(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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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일반화된 타자라는 용어는 Bronfenbrenner, Harding과 Gallwey(1958)

가 제안한 것으로 “인간본성에 한 개인의 ”(individual’s view of 

human nature)을 반 하는 개념이다. 즉, 일반화된 타자에 한 정신  

표상은 사람들이 일반 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한 표상이다(Srivastava 

et al., 2010). 애착이론의 에서 보면, 일반화된 타자에 한 정신  

표상은 발달 기의 부모와의 계의 질에 의하여 좌우되기 쉽다. 일반화

된 타자에 한 표상은 특히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에서 활성화되

기 쉬운데, 낯선 상황에서의 아이들의 행동이 부모와의 계를 바탕으로 

특정 방식으로 일 되게 나타난다는 실험결과(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 1988)는 이를 간 으로 뒷받침해 다.  

정신  표상은 사람 외에도 행동이나 계에 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컨 , 사람은 행동에 한 표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행동에 해 상 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한 기 를 포함한다

(Kammrath, 2011). 이와 유사하게 정신  표상은 인 계에서의 상호

작용에 한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Baldwin(1992)은 인 계 표상을 

인 계 행동 양식에 있어서의 규칙  패턴을 표상하는 마음의 구조라 

정의하 다. 그에 따르면. 계표상은 인 계 상호작용에 한 상되

는 ‘각본’(script)에 따른 자기  타인에 한 표상을 포함한다. 여기서 

각본은 특정 상황에서 시간 순서에 따른 일련의 사건들에 한 표상을 

의미한다(Fiske & Taylor, 1991). 이러한 계표상의 개념은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을 단순 구분하는 것으로는 인 계에 한 내면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다. 따라서 계표상의 개념은 

기존 표상 이론에 인 계의 상호성을 반 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성격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 듯 다양한 표상에 의하여 왜곡된 

인 계 지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Kenny 1994; Srivastava et al., 

2010). 즉, 왜곡된 인 계 지각은 특정 인물에 한 표상, 일반화된 타

자에 한 표상, 집단에 한 표상, 자기에 한 표상 등 다양한 정신  

표상에 의해 야기된다. 연구자들은 이 에서도 특히 일반화된 타자에 

한 표상  고정 념에 주의를 기울 으나, 지각 왜곡이 구체 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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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얼마만큼 반 하는지에 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신  표상과 인 계 지각에 한 선행연구 검토는 사회  계모형

에 한 리뷰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 정신  표상체계의 형성

상담 이론가들 에 정신  표상을 극 으로 다룬 인물들로 Klein(1932, 

1952, 1964), Fairbairn(1940, 1941, 1946), Jacobson(1964), Mahler(1958, 1963, 

1967; Mahler, Pine, & Bergman, 1975), Bowlby(1969, 1973) 등을 들 수 있

다. 이들의 이론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모든 이론이 공

통 으로 표상체계의 형성과 발달에 있어 부모와의 계가 미치는 향

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Klien의 은 매우 독특하다. Klien(1932, 1964)은 아이가 

‘선험  상표상’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주장하 다. 선험  상표상은 

아이로 하여  상 방을 있는 그 로 지각하지 못하게 만든다(Klein 

1932). 따라서 최 의 인 계 지각은 이러한 선험  상표상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과의 경험 흔 은 왜곡된 상 이미

지에 실  색채를 더한다. 타인과의 계가 아이의 욕구를 지속 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면, ‘나쁜 상’은 아이의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아 ‘좋은 

상’  ‘좋은 자기’의 출 을 가로 막는다. 이로 인해 상표상과 자기

표상이 부정 이고 가혹한 속성을 띠게 되며, 타인과 자기에 한 지각

은 경직되게 된다.    

하지만 Fairbairn, Jacobson, Mahler, Bowlby 등은 Kline의 선험  

상표상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정신  표상은 순

히 타인과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발달되는 ‘경험의 산물’이다. 컨  

Bowlby(1969, 1973)에 따르면, 아이는 태어나서 첫해동안 부모와의 계 

경험을 마음속에 내면화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데 기본 틀이 되는 

‘내부작동모형’(internal workin model)이라는 표상체계를 세운다. 특히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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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여러 가지 경험  부모의 ‘ 근성’(availability)과 ‘반응성’(responsiveness)

이 표상체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주요 이슈가 된다(Cassidy, Kirsh, Scolton, 

& Parke, 1996). 이러한 표상체계는 부모와의 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에 한 내용, 혹은 환경이나 맥락에 한 내용을 담

을 수도 있다.

부모에 한 표상은 아이가 커서 다른 사람의 특성을 지각하고 인 계

를 맺는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Bowlby, 1973, Shaver & Mikulincer, 

2002).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해 서로 다른 표상을 형성하는데

(Brisch, 2002), 이는 아이 마음속에 상 고유의 표상이 각기 달리 형성됨을 

의미한다. 이 게 주요 인물들에 해 갖는 개별  표상이 유사한 성질을 가

지거나 혹은 특정 인물이 아이의 마음에 강한 정서를 수반하는 표상을 남길 

때, 이는 일반화된 상표상으로 발 한다. 이 게 일반화된 타자에 한 표

상은 새로운 사람과 상황에 마주할 때 익숙한 방식으로 사회  정보를 해석

하고 반응하게 해 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Cassidy et al., 

1996). 이러한 이유에서 애착이론의 연구가들은 래 계나 다른 사람과의 

일반 인 계가 부모와의 애착 계를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Bowlby와 마찬가지로 Fairbairn, Jacobson, Mahler 역시 표상체계의 

형성에서 부모와의 계를 시하 는데, 그들은 특히 부정 인 부모와

의 계가 어떻게 표상체계 형성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 연구하 다. 

Fairbairn(1946)에 따르면 계욕구가 좌 될 때 그 상은 내재화 과정

을 통해 마음속에 ‘나쁜 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 이유는 실에서

는 자신의 뜻 로 할 수 없는 상과의 계를 마음속에서 통제하고 싶

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찰자는 아이가 그 상에 해 양가 인 감정

을 가지고 있거나 상을 분열하는 것처럼 지각되나, 아이 에서는 

상이 무심하고, 일 이지 않으며, 혹은 침범 인 것으로 지각된다

(St. Clair & Wigren, 2003). Fairbairn은 아동이 계 불만족을 경험할 

경우에만 내 상과 계를 맺는 것으로 간주하 다(Greenberg & 

Mitchell, 1983). 이는 Fairbairn이 병리  에서 내 상의 개념을 

창조하고 발 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airnbairn의 내 상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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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한 정신  표상과 비슷하나 정신  표상에 비하여 보다 역동 이

고 생동감 있는 마음속의 타자를 지칭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마음

속에 살아있는 타자  그 타자와의 계는 실의 타자들을 만나고 상

호작용하는데 커다란 향을 미친다. 사람은 실에서의 인 계를 내

상과의 계 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Summers, 1994). 따라서 

Fairbairn의 에서 보면 내 상  내 상 계는 왜곡된 인

계 지각을 발생시키는 원천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 상 계를 

극 으로 다루어야 한다.

Jacobson(1964)과 Mahler(1958, 1963, 1967; Mahler, Pine, & Bergman, 

1975)의  역시 Fairbairn과 유사하다. 그들은 발달 기에 실망스럽

거나 고통스러운 상 계를 경험하면 부정 인 상표상이 자리 잡고, 

이는 다시 자기표상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 다. 그들의 

에 따르면, 아이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어머니는 ‘좋은 엄마’로, 아이

의 욕구를 좌 시키는 어머니는 ‘나쁜 엄마’로 각인된다. 이러한 좋은 엄

마와 나쁜 엄마는 그 표상에 수반되는 정서와 함께 내 상 계를 형성

한다. 이러한 견해는 상 계 이론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으나 상 계

의 질을 아이의 욕구 만족과 련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

으로는 추동이론의 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Greenberg & 

Mitchell, 1983).   

4) 정신  표상체계의 발달

개별 인 상표상들의 속성은 서로 상반될 수 있으나(Bowlby, 1973; 

Marrone, 2000), 개의 경우 서로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Belsky & Cassidy, 

1994; Cassidy et al., 1996). 특히 서로 다른 주요타자에 한 정신  표상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거나 개인에 한 표상이 일 되지 않을 때 일반화된 

타자에 한 표상은 매우 불안정해진다. 이에 한 로 Main과 

Solomon(1990)이 발견한 ‘와해-혼돈형 애착 유형’(disorganized attachment styl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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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더욱이 일반 인 타자에 한 표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공공해진다. 를 들어, 정 인 상표상을 지닌 안 애착 유형의 아이들

은 다른 아이들이나 어른들로부터 정 인 반응을 받기 쉬우며(Grossmann 

& Grossmann, 1991; Jacobson & Wille, 1986), 이로 인하여 정 인 표상

은 더욱 확고해진다.   

특정 타인에 한 표상이 다양성을 가질 수 있듯이, 자기표상 역시 다양

한 속성으로 구성된다(Bowlby, 1973). 특히 발달 기의 주요타자에 한 표

상은 매우 원시 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Bowlby, 1973; Marrone, 2000), 

이는 자기표상에 무의식 인 방식으로 향을 미치기 쉽다. 자신에 한 표

상은 부모에 한 원시  상표상에 일치하는 부분과 상반되는 부분 모두

를 포함할 수 있다. 컨 , 통제 인 부모 에서 자란 아이의 자기표상은 

통제와 순종 두 속성을 모두 가질 가능성이 높다. 어떠한 정신  표상이 활

성화되는가는 주로 상황과 상에 따라 결정된다. 

이 듯 개인과 타인에 한 복수의 표상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인 계 

경험이 축 됨에 따라 주된 표상이 발달하게 된다. 애착이론을 성인애착에 

목시킨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자기와 타인에 한 주된 표상

의 조합에 따라 4가지 서로 다른 성인애착 유형을 제안하 다. 애착유형은 

정신  표상과 이에 수반되는 인 계 행동의 조합으로(Markin & Marmarosh, 

2010) 개인의 계 성향을 반 한다. ‘안 형’(secure attachment style)은 자

기와 타인에 해 모두 정 인 표상을 가진 유형이며, ‘두려움형’(fearful 

attachment style)은 반 로 자기와 타인에 해 모두 부정 인 표상을 가진 

유형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과의 친 한 계를 원하면서도, 사회  

계를 무서워하며, 타인과의 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 ‘몰입형’(preoccupied 

attachment style)은 자기에 해서는 부정 인 표상을, 타인에 해서는 

정 인 표상을 가진 유형을 가리킨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친 한 인 계

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 이며, 거 에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거

부형’(dismissing attachment style)은 자신에 해 정 인 표상과 타인에 

해서는 부정 인 표상을 가진 유형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을 얕보며, 사회  상황에서 오만한 행동을 보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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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인애착 유형은 정서조 을 포함한 다양한 인지 ․정서  기능

과 한 연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xwell et al., 2012). 가령 

안 형 유형의 성인들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어려움을 보다 잘 극복하며

(Shorey & Snyder, 2006), 사회  지지의 혜택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Mikulincer & Shaver, 2007). 한 안 형 애착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서도 정서를 유연하게 표 하며, 정서조 이 뛰어난 측면이 있다(Mikulincer 

& Shaver, 2002). 성인애착 유형이 발달 기에 형성된 정신  표상체계를 

반 한다는 에서 안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친 한 계와 개별성에 있어 

당한 균형을 맞추는 역량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아동기 

시  부모와 좋은 계를 경험한 아이들은 그 지 않은 아이들에 비하여 분

리와 개별화 간에 보다 균형 잡힌 발달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Cassidy et 

al., 1996).

개인에 한 표상체계의 발달에 맞추어 집단에 한 표상체계 역시 발달

해 간다. 최근 연구자들은 Bowlby의 애착이론의 용 상을 성인 뿐 아니

라 집단으로도 확장하 다. Cross와 Cross(2008)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상 없이 집단에 ‘애착되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 다. 즉, 집단애착 이론은 집단에 한 친 감과 소속

감을 애착이론의 틀로 설명한다. Markin과 Marmarosh(2010)는 집단애착을 

새로운 집단을 경험할 때 그 집단에 한 측을 가능  하는 발달 기의 

가족 혹은 사회  집단에 한 내  표상으로 정의하 다. 이러한 정의는 개

인이 각 집단 뿐 아니라 일반화된 집단에 한 정신  표상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Smith, Murphy와 Coats(1999)는 집단애착의 주요 요소로 ‘집단애착 

회피’(group attachment avoidance)와 ‘집단애착 불안’(group attachment 

anxiety)을 들었다. 집단애착 회피는 집단과의 을 기피하고 집단에서 나

오고 싶은 욕구를 의미한다. 반면에 집단애착 불안은 집단이 자신을 수용할

지 거 할지를 매우 요하게 생각하여 집단의 반응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두 요소는 정신  표상 이론과 성인애착 유형론에 

한 비  연구에 기 하고 있다. 집단애착 회피  불안은 개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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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표상 이론을 집단으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린 시  가

족에 한 정신  표상이 성장한 후의 사회  집단에 한 애착 계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집단애착 이론은 어린 시  부모에 한 정신  표

상이 성장한 후의 타인과의 애착 계에 향을 미친다는 애착이론의 내용을 

확장․ 용한 것이다. 한 집단애착을 회피와 불안 두 차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성인애착 유형에 한 연구 결과 성인애착은 유형론보다는 애착 회

피와 애착 불안의 두 연속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실증  

연구(Brenna, Clark, & Shaver, 1998; Fraley & Waller, 1998)와 련이 있다.

5) 상담실제에서의 인 계 지각과 표상

다른 분야에 한 상담이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  표상에 한 이

론 역시 그 근원  뿌리는 정신역동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정신역동 이

론은 Freud라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되었다. Freud는 ‘내재화’(Freud, 

1917), ‘ 자아’(Freud, 1923, 1930), ‘ 이와 역 이’(Freud, 1912, 1915), 

‘상실과 애도’(Freud, 1917) 등 다양한 이론을 통해 정신  표상을 다루

었다.

 이 에서도 특히 이와 역 이는 상담 실제에서 매우 요하게 다

루어지는 개념으로, 이에 한 연구가 정신분석학계 외에서도 활발히 이

루어져 왔다. 이는 어린 시  주요타자에 한 생각, 감정, 행동이 다

른 사람에게 치 혹은 투사된 것을 의미한다(Gelso & Hayes, 1998; 

Moore & Fine, 1990). 이 이론 기에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치료

계에만 용되던 것이 재는 의미가 확장되어 상담실 밖에서의 모든 

인 계로 상이 확장되었다. Moor와 Fine(1990)은 모든 상 계는 

어린 시  부모와의 계에서 비롯된 기 상 계를 재 하는 것에 불

과하다고 하며 이는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 다.   

개인상담에서 이는 내담자에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자는 

이를 통해 내담자의 내외  갈등의 발생 과정을 알고 이를 재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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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Bauer, 1993). Freud(1905)는 이가 심리치료에 난 으로 작용

할 수도 있지만 상담자가 이를 제때 알아차려 히 다루기만 하면 치

료에 있어 ‘가장 강력한 아군’(most powerful ally)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하지만 이는 부정  인 계 패턴이 상담자와의 계에서 재 된 

것이기 때문에 Freud가 지 한 바와 같이 상담의 진 을 방해하는 ‘방해

물’(obstacle)이 될 수도 있다. 부정  인 계 패턴이 재 되는 이유는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계를 실에 기 하지 않고 왜곡되게 받아들임에 

기인한다. 이에 과거에는 이 분석에 한 이 과거 부모와의 계

를 재구성하는데 맞추어져 있었던데 반하여, 최근에는 내담자와 이 

상 간의 재 계  이가 발생하는 순간의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계로 옮겨졌다.  

이는 주로 부모 혹은 부모와의 계에 한 표상이 반 되어 발생

한다. 하지만 비단 부모와의 계만이 이의 근원은 아니다. 컨   

Moor와 Fine(1990)은 형제자매, 조부모, 선생님, 심지어는 어린 시  우

상 역시 이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더욱이 이러한 다양한 타

자들에 한 표상이 복합 으로 융합되는 과정을 통해 단일의 일반화된 

타자에 한 계표상이 형성되며, 그 계표상은 다른 사람과의 계에

서 반복 으로 재 될 수 있다. 

집단상담은 다양한 집단원들이 모이는 곳으로 외부세계의 축소 이자 

기 가정의 재 이 일어나기 쉬운 장소이다(Yalom & Leszcz, 2005). 

따라서 이는 개인상담에 비하여 집단상담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집단상담에서 이는 상담자 뿐 아니라 집단원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이

루어진다(Markin & Kivlighan, 2008; Yalom & Leszcz, 2005). 특히 

이는 인 계 지각 편향  역기능 인 인 계 패턴을 반 하기 때문

에 집단상담에서의 인 계 지각에 한 연구(Mallinckrodt & Chen, 

2004; Markin & Kivlighan, 2008; Markin & Marmarosh, 2010)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이에 한 보다 자세한 리뷰는 뒤의 사회  계 모

형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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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계 원형모형을 통한 인 계 지각의 측정 

1) 원형모형의 특성

본 연구는 인 계 지각을 ‘ 인 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Impact 

Message Inventory-Circumplex: IMI-C)를 통해 측정하 다. IMI-C는 인

계 원형모형(interpersonal circumplex model)이라 불리는 심리측정 방법

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검사이다. IMI-C는 인 계 특성을 효율 으로 측

정할 뿐만 아니라, 인 계 표상을 히 반 하는 검사이다(김창 , 김수

임, 강민철, 김 근, 2012). 한 IMI-C는 인 계의 상호작용 속성을 반 하

기 때문에(Marcus & Holahan, 1994), 인 계 지각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더욱이 IMI-C는 일반화된 메타지각을 측정하는 유일

한 검사도구이기도 하다. 어떠한 측면에서 IMI-C가 인 계 표상과 인

계의 상호작용 속성을 히 반 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기 해서는 

IMI-C 뿐 아니라 인 계 원형모형의 반 인 특성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성격이나 인 계 특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해온 측정 방법에는 크게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에 기반을 둔 방법과 원형모형(circumplex model)에 기

반을 둔 방법이 있다(정남운, 2004; McCrae & Costa, 1989; Schmidt, 

Wagner, & Kiesler, 1999; Trapnell & Wiggins, 1990). 두 방법은 기원, 

내용, 구조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으며(McCrae & Costa, 1989), 특

히 통계  방법을 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난다. 통계  방

법을 용하는 방식에 있어 주요 차이 은 다음과 같다. 탐색  요인 분

석에 기 한 방법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문장에 해 Likert 방식

을 통해 평정한 후 이에 한 기본 요인들을 통계 으로 추출하는 과정

을 거친다. 따라서 이 방법의 경우 측정하는 내용에 한 기본 구조가 

이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통계 인 방식에 의해서 경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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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반면에 원형모형은 측정 상에 있어서의 기본 구조가 사 에 

정해져 있고, 사 에 정해진 그 구조가 경험 으로도 타당한지를 통계

으로 검증하는 차를 따른다. 원형모형의 경우 요인분석을 직  용하

거나 요인분석에 특정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수도 있는데, 어

떠한 방식을 사용하건 확증 인(confirmatory)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그 

주요 특징이다. 

흔히 “Big Five Model”이라고 불리는 성격 5요인 모형(Costa & 

McCrae, 1985; Goldberg, 1992; McCrae & Costa, 1989)은 요인 분석에 

기 한 측정의 표 인 다. 이 모형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찰 

가능하고 지속 인 기질을 반 한다는 ‘어휘 근법’(lexical approach)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어휘 근법은 인간에게 있어 요한 성격 특성은 언

어에 반 되어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격 연구 방법으로, Alport와 

Odbert(1936), Cattell(1946, 1966), Norman(1963), Goldberg(1977, 1990) 

등에 의하여 발 하 다. 같이 어휘 근법과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하더라도 성격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 수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

가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몇 개의 기본 특질(source traits)이 존재하는

가에 해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다수의 성격심리학자들이 성격 5요인 모형을 지지하

고 있다(Soldz, Budman, Demby, & Merry, 1993). 

성격 5요인 모형은 성격을 ‘신경증/정서  안정성’(Neuroticism 

/Emotional Stability), ‘외향성’(Extraversion or Surgency), ‘경험에의 개

방성/지성’(Openness to Experience or Intellect),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서로 겹치지 않는 5가지 차원에서 측정한다. 

성격 5요인 모형은 이러한 5가지 기본요인이 시 , 문화 혹은 언어에 따

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며(Digman, 1990), 몇몇 외가 

있지만(Szimark & De Raad, 1999) 다수의 연구(Lodhi, Deo, & 

Belhekar, 2002; Trull & Geary, 1997)가 이러한 가정을 지지해주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5개 기본 요인이 이론이 아닌 자료로부터 도출되었다

는 을 이 모형이 지닌 한계로 지 할 수 있다(Block,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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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변인 2 변인 3 변인 4 변인 5 변인 6 변인 7 변인 8

변인 1 -

변인 2  -

변인 3   -

변인 4    -

변인 5     -

변인 6      -

변인 7       -

변인 8        -

<표 2> 변인이 8개인 경우의 원형모형 상 행렬 구조

다른 표 인 측정 방법인 원형모형은 능력검사에 한 분석에서 시

작되었다. 원형모형이라는 용어는 Guttman(1954)이 처음으로 사용하 는

데, 그는 능력검사의 상 행렬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을 가리켜 원형

모형이라 하 다. 원형모형의 원어 “circumplex”는 “circular continuum 

of complexity”의 약자이다. Larsen과 Diener(1992)는 원형모형에서 요구

되는 몇 가지 개념 인 가정들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원형모형에서는 

구성개념들(constructs) 간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  

구조가 존재한다. 둘째, 구성개념들은 2차원 평면에 큰 정보의 손실 없이 

표 될 수 있다. 셋째, 변인들은 사 에 정해진 상호 유사성에 따라 원형

에 순서 로 배치된다. 

원형모형을 따르는 검사의 상 행렬은 <표 2>와 같은 구조를 따른다. 

이러한 유형의 원형모형은 Wiggins, Steiger와 Gaelick(1981)이 제시한 것

으로 이를 ‘ 칭원형모형’(symmetric circulant model)이라고도 부른다. 

<표 2>의 주석에 나와 있듯이 특정 변인은 가장 인 한 변인과 가장 큰 

련을 가지며, 인 한 정도가 멀어질수록 상  정도가 차 작아지다가 

다시 커진다. 그 결과 가장 멀리 있는 변인과의 상 은 가장 인 한 변인

과의 상 과 같은 수치를 보이게 된다. 즉, 상 행렬에서의 주 각선에서 

멀어질수록 상  수치가 차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같은 각선상에 존재하는 상  수치는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 

주.   >   >   > 



- 28 -

이러한 구조를 이차원 평면에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이 그림에서 

모든 측정 변인은 두 구성개념의 조합에 의하여 설명 가능한 것으로 간

주된다. 원주 상에 서로 가까이 치해있는 변인들 간에는 상 이 높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상 이 작아지게 된다. 상 행렬에서 변인 1과 가

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변인 8은 변인 1과 바로 인 하게 된다. 변인들이 

원형모형을 이루기 해서는 변인들의 순서가 요하다. 변인들의 순서

가 바 면 원형모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인3

변인2

  변인1

    변인8

변인4

   변인5

   변인6

    변인7
 구성개념1

구

성

개

념

2

[그림 3] 변인이 8개인 경우의 원형모형 시각화 

2) 인 계 측정에 있어 원형모형의 용

원형모형의 원리는 능력검사 외의 다른 분야로 확장․ 용되었는데, 

상담  심리치료 분야의 연구자들은 주로 인 계 양식(interpersonal 

style)을 측정하는데 원형모형을 활용하 다. 한 개인이 어떠한 인 계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인 계 상황에서의 개인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Wilson, Revelle, Stroud, & Durbin, 2013). 이는 

타인  인 계에 한 태도, 행동, 정서, 목  혹은 동기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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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 행동에 한 해석을 포함한다. 인 계 원형모형은 이러한 인

계 양식을 측정하기 해 Freedman, Leary, Ossorio와 Coffey(1951)가 

제안한 것으로, Leary(1957)는 이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총 16개의 하

척도로 구성된 ‘ 인 계 검사 항목’(Interpersonal Check List: ICL)을 

개발하 다. ICL 요인들의 원형모형 합성은 후에 Rinn(1965)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으며, Lorr와 McNair(1963, 1965)는 기 인 계 원형모

형을 더욱 확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종

류의 인 계 원형모형 이론과 척도가 개발되었는데, Benjamin(1974)의  

‘사회  행동에 한 구조 분석’(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SASB), Alden, Wiggins  Pincus(1990)의 ‘ 인 계 문제 원형척도’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Circumplex Scales: IIP-C), Wiggins, 

Trapnell  Phillips(1988)의 ‘ 인 계 형용사 척도 개정 ’(Revised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IAS-R), Kiesler(1987)의 ‘ 인 계 반향

메시지 원형모형 검사’(Impact Message Inventory-Circumplex: IMI-C)는 최

근에도 빈번히 사용되는 표 인 인 계 원형모형 검사이다. 

ICL의 16요인이나 Lorr와 McNair(1967)가 개발한 ‘ 인 계 행동 검

사’(Interpersonal Behavior Inventory: IBI)의 15요인과 같이 기 인

계 원형모형의 하 척도의 개수는 다른 성격 검사의 하 척도에 비하여 

많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 인 계 원형모형이 인 계 특성

을 매우 미세하게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에 

개발된 인 계 원형모형 검사의 부분은 이보다 은 하 척도로 이

루어졌다. 4개 혹은 6개의 하 척도로 구성된 경우도 있으나 개의 검

사가 8개의 하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컨 , 표 인 인 계 원형

모형 검사라 할 수 있는 IIP-C, LAS-R, IMI-C는 모두 8개의 하 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하 척도 수를 가진 인 계 원형모형 검사에

서의 하 척도는 개 Guttman(1954)의 ‘국면분석법’(facet analysis)을 

Foa(1965)가 인 계　변인 구성 원리에 응용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

다. 그 원리에 따르면 사회  지각에 한 인지  범주화는 지향성(수용

-거 ), 상(자기-타자), 자원(사랑- 치)의 3개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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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3개 국면의 가능한 조합인 2×2×2=8개의 하 척도가 존재

하게 된다. 를 들어 IAS-R의 하 척도  하나인 ‘사교 인-외향

인’(gregarious-extraverted)의 수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을 돕는 상황

에서 편안함을 느끼며(사랑+), 도움을 받는 사람들 뿐 아니라 자기 자신

에 해 요하게 생각하므로( 치+), 이 사람에 한 사교 인-외향

인 특성은 자기(사랑+, 치+)/타인(사랑+, 치+)로 표 될 수 있다

(Martinez-Arias, Silva, Diaz-Hidalgo, Ortet, & Moro, 1999).

3) 인 계 원형모형의 구성개념

일반 으로 인 계 원형모형 연구자들은 인 계와 련한 모든 

찰변인이 오직 2개의 차원으로 표  가능하다고 여긴다. 즉, 이 이론에 

따르면 인 계 원형모형은 하 척도 수에 상 없이 서로 직교하는 축 

2개의 조합으로 모든 측정변인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차원을 나타내

는 구성개념의 수 자체에 해서는 인 계 검사가 성격 5요인 검사에 

비하여 더 다. 여기서 핵심 축 2개가 모든 인 계 련 특성을 설명

하는데 충분한지, 만약 충분하다면 그 2개의 구성개념을 무엇으로 보아

야 하는지에 해서는 연구자들의 의견 일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

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이 모든 인 계 특성의 근 에는 단 2개의 핵

심차원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 기본 차원에 한 명칭은 연구자들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컨 , Bakan(1966)은 인간실존의 바탕이 

되는 두 속성으로 ‘주체  활동’(agency)과 ‘ 계성의 추구’(communion)

를 들었다. 주체  활동은 주변 환경을 제어하고, 자신을 극 으로 나

타내며, 능숙함, 성취, 지배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반면

에 계성의 추구는 타인과 정서 인 유 를 맺고, 서로 력하고, 한데 

어우러지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체  활동의 양극은 상냥

한 성향  다투기 좋아하는 성향과 련 있으며, 계성의 추구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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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극은 확신에 차 있으면서 주도 인 성향  수동 이며 순종 인 

성향과 련이 있다(Moskowitz & Zuroff, 2005). 어떤 연구자들은 주체

 활동 신에 ‘지배’(dominance), ‘통제’(control), 혹은 ‘지배’(power)를, 

계성의 추구 신에 ‘친애’(affiliation), ‘온정’(warmth), 혹은 ‘사

랑’(lov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부모양육 행동에 한 원형모형을 제시한 Schaefer(1965)나 

SASB를 제작한 Benjamin(1974)은 Mahler(1958, 1963, 1967)에 의해 발

한 개념인 ‘개별화’(individuation)를 특히 강조하여 주체  활동과 연

된 차원을 ‘독립성’(independence)이라 명명하 다. 독립성은 타인으로

부터 통제나 지배 받고 싶지 않은 욕구와도 계있기 때문에, 통제나 지

배의 반  의미에 가까워 반향만 반 이지 그 구성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서로 유사하다. 반면에 주도성과는 각각의 의미에 있어 서로 첩되는 

부분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듯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함에 따

라 세부 인 의미나 강조하는 측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인 계 원형모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두 차원의 의미가 

검사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각 검사가 보편 인 규

칙을 따르면서도 그 검사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

는 검사 발 에 있어 매우 유익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인 계와 련한 동기, 욕구, 성향,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  

기질 근 에는 사랑과 지배에 한 추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주장은 상

담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Freud 이래로 오랫동안 꾸 히 제기되어 온 

것이다(Gifford & O’Connor, 1987). 이를 Sullivan 이론을 따르는 연구자

들이 보다 정교하게 이론으로 승화시켰고, 이는 국내외 다양한 연구(김

창 , 김수임, 강민철, 김 근, 2012; 정남운, 2004; Alden et al., 1990; 

Becker & Krug, 1964; Conte & Plutchik, 1981; Gurtaman, & Pincus, 

2000; Hatcher, & Rogers, 2009; Martinez-Arias et al., 1999; 

McCormick & Kavanagh, 1981; Schmidt et al., 1999; Wiggins et al., 

1988)를 통해 경험 으로도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     

지 까지 제시한 인 계 원형모형의 특징들은 인 계 원형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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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잘 확립된 ‘법칙  계망 시스템’(nomological network system)이

라는 것을 보여 다(Gurtman, 1992). 법칙  계망은 연구의 심 상

인 구성개념, 구성개념에 한 지시자(indictors) 혹은 찰변인, 구성개

념과 지시자 간의 상호 련성에 해 잘 짜인 설명체계라 할 수 있다. 

오래 에 Cronbach와 Meehl(1955)은 계망 시스템 틀에 입각한 구성

개념 타당화에 한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한 내용  핵심으

로 2개 이상의 구성 개념이 존재해야 하며 구성 개념 간 계나 구성개

념과 찰변인 간의 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틀이 존재해야 한다

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경험  타당화를 한 자료를 수집하기 에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가설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즉, 구성개념에 한 

측정과 이에 한 타당화는 이론 확립보다 선행될 수 없다. 따라서 성격 

5요인 모형은 이론  토  없이 경험 인 방식에 의하여 성격의 구성개

념을 확립하 기 때문에 계망 시스템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에 인 계 원형모형은 인 계 이론을 바탕으로 2개의 기본 차원에 

의하여 8개의 찰변인이 거의 완벽하게 설명 가능하다는 가정하고 있으

며, 찰변인 간 유사성 정도가 사 에 정해져 있다. 이는 8개의 변인을 

이차원 가시공간에 표 하면 모든 변인이 원주 상에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정하게 배열된다는 의미로, 이러한 변인 간 계에 가설은 사회

과학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것이다. 따라서 구성개념의 수와 찰변인 

간 계가 이론에 맞추어 사 에 정해져 있다는 면에서 인 계 모형은 

에 제시한 계망 시스템 하에서의 구성개념 타당화의 논리 요건을 잘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 계 원형모형은 성격에 있어 인

계 인 특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매우 경제 이면서도(Conte & 

Plutchik, 1981) 정교한 도구라 할 수 있다. 

4)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IMI-C는 인 계 련 연구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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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이다(김창  외, 2012). IMI-C는 반향메시지(impact message)라 불리는 

인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고유한 내  반응(implicit response)

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IMI-C는 자기보고식 검사이기는 하나 다

른 인 계 검사와 달리 검사 응답자의 내면 반응을 토 로 상 방의 인

계 특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온 히 자기보고식도 아닌, 그 다고 타인보고

식 검사도 아닌 흔치 않은 유형의 검사라 할 수 있다(김창  외, 2012; 

Kiesler & Schmidt, 2006; Wiggins, 1982). 

인 계에서의 내  반응을 가리키는 반향메시지(impact message)는 

 인 계 이론(Carson, 1969; Leary, 1957; Sullivan, 1953)을 바탕으로 

하여 Kisler(1979, 1983)가 만든 성격과 심리치료에 한 인 계 의사소통 

이론의 핵심 개념  하나이다. 두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의사소통할 

때 개인이 보이는 언어 ․비언어  행동은 상 방의 행동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Danzinger, 1976; Kiesler, 1982a). 이 에서도 Kiesler(1982b; 1983)는 

특히 비언어  행동에 심을 가졌다. 그는 두 사람이 교류할 때 언어  메

시지보다는 비언어  메시지가 상 방에게 더 커다란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주장하면서, 언어 ․비언어  메시지를 유발메시지(evoking message)와 

반향메시지로 구분하 다. 

유발메시지와 반향메시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  유발메시지는 인

계 상황에서 한 쪽이 상 방에게 의식 ․무의식 으로 표출하는 비언어

 요구(claim)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발메시지에 해 상 방은 특정한 정

서 ․행동 ․인지 인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나 타고나 성향에 의해 향을 받는다. 즉, 같은 유발메시지에 한 사람

들의 반응은 크건 작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반향메시지는 이러한 상

방의 유발메시지에 한 직 인 결과인 주 인 지각 혹은 해석을 가리

킨다. 따라서 반향경험은 상 방의 비언어  행동에 의해 유발되어 내 으로 

경험되는 정서  사건이라 할 수 있다(Kiesler & Schmidt, 2006). 

Kiesler(1979, 1982b, 1988)에 따르면, 이러한 반향경험은 ‘직 인 느

낌’(direct feeling), ‘행동 경향’(action tendencies), ‘지각된 유발메시지’(perceived 

evoking messages), ‘은유 혹은 환상’(metaphor or fantasies)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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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느낌은 두 사람이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상 방의 언어 ․비언어

 행동에 의해 유발된 특정한 정서를 의미하며, 행동 경향은 상 방의 언어

․비언어  행동에 한 반작용으로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혹은 반

로 하지 않고자 하는 충동이나 욕구를 가리킨다. 지각된 유발메시지는 상

방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지, 혹은 상 방이 내가 그에게 어떠

한 행동을 하길 바라는지에 한 생각을 나타내며, 은유 혹은 환상은 상 방

과 함께 있는 어떤 구체 인 상황에서의 자기 자신에 한 다소 선명한 마

음속의 이미지를 가리킨다. 

IMI-C는 이러한 4가지 유형의 반향메시지 에서 은유나 환상을 제외한 

직 인 느낌, 행동 경향, 지각된 유발 메시지를 통해 상 방의 인 계

인 유발 행동 성향을 측정한다(Kiesler & Schmidt, 2006). 이러한 측정 목  

배경에는 비록 상 방에 한 내 인 반응이 분명한 방식으로 지각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상 방과 함께 있는 상황을 상상하며 자신의 반응에 

을 맞추면 자신의 반향메시지를 충분히 지각할 수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

다. 

두 사람 간의 인 계에서 한쪽의 반응을 통해 다른 쪽의 행동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Carson(1969)에 의해 제기된 인 계에 한 ‘상

보성 원리’(complementarity principle)를 바탕으로 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인 계를 구성하는 2개 차원  친화 차원과 련해서는 특정 행동에 

해 같은 종류의 반응이 유발되며, 통제 차원과 련해서는 반  종류의 반응

메시지가 유발된다. 즉 A와 B가 상호작용할 때, A가 으로 행동하면 

이에 해 B는 인 정서를 느끼는 동시에 마찬가지로 인 행동을 

취하기 쉬우며, A가 주도 인 행동을 취하면 B는 자신이 덜 주도 이라 느

끼는 동시에 순종 인 행동을 보이기 쉽다. 둘  한쪽이라도 상 방의 행동

에 해 비상보 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계에는 불안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비상보 인 반응이 발생할 경우 인 계 당사자들은 서로 상보 인 

반향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수정해가는 경향이 있다(Kiesler, 1983; Maxwell 

et al.,, 2012). 상보 인 계를 이루는 것이 서로에게 정 인 결과를 가져

오기에 인 계에서의 이러한 행동패턴의 수정을 상호 응(mu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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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tion)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Cappella, 1996). 하지만 이러한 상보 인 

원리가 실제 인 계에 용되는지 알아본 Orford(1986)의 연구에서는 우호

- 인 행동이나 우호-순종 인 행동은 상보 인 반면에 -지배 인 

행동은 상보 이지 않은 양상을 보 다. 하지만 연속 인 일련의 인 계 

행동을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살펴본 Sadler, Ethier, Gunn, Duong과

Woody(2009)의 연구에서는 상보성의 원리가 다양한 행동 양식에 잘 들어맞

는 것으로 나타났다.

IMI-C는 부분의 다른 인 계 원형모형과 마찬가지로 통제와 친애 

차원을 근간으로 총 8개의 하 척도가 존재한다. IMI-C의 원척도인 IMI에서

는 내  반을을 일으키는 외  행동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있어 Lorr와 

McNair(1963, 1965)가 개발한 ‘ 인 계　행동 검사’(Interpersonal Behavior 

Inventory, IBI)의 15가지 하 척도를 참조하여 같은 수의 하 척도가 제

작되었다. IBI  IMI의 15개 하 척도명은 ‘지배 인’(dominant), ‘경쟁심이 

강한’(competitive), ‘ 인’(hostile), ‘의심 많은’(mistrustful), ‘무심한’ (detached), 

‘억제하는’(inhibited), ‘순종 인’(submissive), ‘의존 인’(succorant), ‘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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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화 인’(affiliative), ‘사교 인’(sociable), ‘과시 인’(exhibitionistic)이다. 이

러한 15개의 하 척도 구성은 인 계 상황에서의 외 인 행동  그에 

한 내  반응을 세 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 계 성향을 

악하는데 있어 매우 유익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듯 하 척도가 많을 경

우 정 신뢰도를 확보하기 해서는 문항 수가 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 IMI의 변인 간 구조가 원형모형에서 벗어나 있으며, 자료를 충분히 설

명하기 해서는 총 3개의 차원(지배, 친애, 순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것 역시 IMI를 그 로 사용하는데 있어 단 으로 지 되었다. 특히 지배와 

순종이 의미 상 서로 반  개념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외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IMI-C에서는 하 척도 수가 8개로 었으며, 그 

명칭도 2개의 기본 차원인 통제와 친애를 심으로 바 었다. IMI-C 각각의 

하 척도 명칭은 ‘지배’(dominant: D), ‘우호-지배’(friendly-dominant: FD), ‘우

호’(friendly: F), ‘우호-순종’(friendly-submissive: FS), ‘순종’(submissiv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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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hostile-submissive: HS), ‘ ’(hostile: H), ‘ -지배’(hostile 

-dominant: HD)이다. 이러한 IMI-C의 하 척도 배열이 원형모형 가정을 잘 

충족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김창  외, 2012; Hafkenscheid & Rouckhout, 

2009; Schmidt et al., 1999)를 통해 밝 진 바 있으며, 어 뿐 아니라 랑

스어, 독일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다(Kiesler & 

Schmidt, 2006). 국내에서는 김창  등(2012)이 IMI-C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원형 타당도를 살펴보았는데, 다차원 분석법  공분산 구조모형 검증 결과 

원형모형에 한 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I-C의 변인 간 

구조가 언어  문화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IMI-C에는 특정인과의 계에서 느끼는 검사 응답자의 반향메시지를 측

정하는 유형과 인 계에서 검사 응답자의 유발메시지에 해 타인들이 일

반 으로 느끼는 반향메시지를 측정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두 유형의 차

이를 살펴보기 해 각 유형에 해당하는 동일한 내용의 문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특정인을 상으로 하는 문항의 로는 “나는 ○○와 함

께 있을 때,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F 하 척도)”를 들 수 있다. 인 계

에서 일반 으로 느끼는 IMI-C의 문항 로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사람들

은 일반 으로 나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를 들 수 있다. 이 문항을 통

해 알 수 있듯이 타인들이 일반 으로 느끼는 반향메시지를 측정하는 유형

에서 내  반응의 주체는 검사 응답자가 아닌 일반화된 타자이다. 따라서 이

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사람들의 내  반응이 아닌 이에 한 

검사 응답자의 추측이다. 일반 으로 이러한 상 방의 지각에 한 지각을 

‘메타지각’이라고 부르는데(정태연, 김종 , 2004; Boyes & Fletcher, 2007; 

Kenny, 1994, Levesque, 1997; Malloy & Albright, 1990; Oltmannsa, 

Gleasona, Klonskyb, & Turkheimer, 2005), Kiesler(1988, 1996)는 이를 ‘메타

소통’이라고 명명하 다. 

IAS와 같은 기존의 인 계 원형모형에 한 가장 큰 비   하나가 

인 계 원형모형은 거의 보편 으로 통용될 수 있는(near-universal) 성격

이론의 “멋들어진”(elegant) 진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Gifford & O’Connor, 

1987). 일례로 Shweder와 D’Andrade(1979)는 인 계 원형모형이 실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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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의 행 자의 행동에 한 배열이 아닌 찰자에 의한 인지 인 배열

만을 반 하고 있다고 비 하 다. 즉, 행 자의 실제 행동이 아닌 찰자의 

지각 혹은 인 계　특질(traits)에 한 찰자의 인지  조직화에 의존하

여 만든 검사는 인 일 수 있다는 지 이다. 게다가 인 계와 련한 형

용사가 자신의 인 계 특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란 질문은 단어 의미

에 한 개인차에 의해 그 결과가 왜곡되기 쉽다(Hofstee, Raad, & 

Goldberg, 1992). 단어 하나에 한 의미는 문장에 비해 개인에 따른 변이가 

더 크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IMI-C는 IAS 혹은 IAS-R과 달리 특정 형용사

에 한 반응을 묻지 않으며, 한 행동 주체의 인 계 특성을 직 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주체의 미묘한 행동에 한 상 방의 반응을 측

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 에서 비교  자유롭다. 한, 인 계 원형모형

은 단지 통제와 친애의 두 차원만이 아닌 성격 5요인 모형에서 정서와 련 

있는 요인인 신경증/정서  안정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Hofstee 

et al., 1992)가 있는데, 이는 인 계 원형모형의 근간인 인 계 이론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뿐 아니라 내 인 반응을 강조하는 것과도 상 이 

있다. 따라서 다른 검사에 비하여 내 인 반응을 더욱 시한 IMI-C는 

인 계 특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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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계모형

1) 사회 계모형의 기본 개념

‘사회 계모형’(Social Relations Model: SRM)은 Kenny와 그의 동료들

(Kenny, 1988, 1994; Kenny & La Voie, 1984; Warner, Kenny, & Stoto, 

1979)이 사회  상황에서의 인 계 지각을 측정하기 하여 개발한 측정

방법 모형이다. SRM은 인 계 지각에 한 통계  방법 뿐 아니라 이에 

한 이론  기 를 제공해 다(Greguras, Robie, & Born, 2001). SRM은 

인지각의 상호 인 측면을 강조하는 인 계 지각에 한 일반화 모형이다

(Kenny, 1994). 를 들어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배려심이 부족하다고 지각

한다면 이는 남편이 이기 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내가 남

편의 그러한 행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 이러한 아내의 지

각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아내의 행동은 아내에 한 남편의 지각에도 향

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상호 간의 지각을 측정하는 자료는 통계

으로 서로 독립이 아니다. SRM은 서로 독립 이지 않은 상호 간의 지각을 

몇 가지 기본 요소로 분해하여 이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론 ․

방법론  틀을 제공해 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특성을 지각하는 데는 상 방의 행동 뿐 아니라 

상 방에 한 지각자의 태도나 지각자의 개별 특성 역시 향을 미친다. 

인 계 지각은 크게 자기지각, 타인지각, 메타지각으로 나뉘는데 인 계 

지각에 한 연구들은 주로 타인지각과 메타지각을 연구 상으로 한다.  

Kenny(1988, 1994)의 표기법을 사용하면 B에 한 A의 지각을 A(B)로 나타

낼 수 있다. 즉 호 앞의 문자는 지각의 주체를 나타내고, 호 안의 문자

는 지각의 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

지에 한 나의 지각인 메타지각은 나(상 방(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A(B(A))는 B가 A를 어떻게 여기고 있을지에 한 A의 추측이다.

SRM은 인 계 지각을 ‘상수 효과’(constant effect), ‘지각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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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r effect), ‘ 상자 효과’(target effect), ‘ 계 효과’(relationship 

effect)로 구분한다. 때로는 지각자 효과를 ‘자기 효과’(actor effect), 상자 

효과를 ‘상 방 효과’(partner effect)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여러 명의 구성원

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각 집단원이 서로의 우호 인 성향 정도에 해 평

정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집단원 A가 B에 해 느끼는 우호성 정도는 다

음과 같은 요소들로 분해될 수 있다.

1) 사람들이 일반 으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우호 이라고 지각하는지 

정도

2) 다른 사람들의 우호성을 단하는데 있어 A 특유의  

3) B의 우호성에 한 사람들의 평균 인 지각

4) A가 B의 우호성을 단하는데 있어 A와 B 간의 독특한 계

    

여기서 1)은 상수 효과로 일반화된 타자를 G로 표 한다면 G(G)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는 지각자 효과로 A(G)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A가 다

른 사람들에 비하여 타인을 우호 으로 바라본다면 지각자 효과 A(G)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3)은 상자 효과로 G(B)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 으로 

사람들이 B를 우호 으로 바라보거나 반 로 비우호 으로 본다면 상자 

효과가 있는 것이다. 4)는 계 효과를 나타낸다. 계 효과는 다른 효과와 

달리 소문자로 표시하여 a(b)로 표시한다. A가 일반 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호 이라 여기고 있으며 사람들이 B를 우호 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

하자. 그런데 A가 B를 비우호 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A와 B 간의 특별한 

계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계 효과가 존재한다고 

이야기 한다. 지각자 효과와 상자 효과가 한 개인과 련된 개인 수

(individual level) 효과인데 반하여 계 효과는 계 인 면을 측정하기에 

양자 계 효과(dyadic effect)라 할 수 있다(Kenny, 1994). 이러한 계 효과

는 그 지각을 1회만 측정하 을 경우에는 오차와 교락(confounding)되기 때

문에 측정이 불가능하다. 타인을 우호 으로 지각하는 A가 다른 사람들이 

우호 이라 지각하는 B를 비우호 으로 지각한 것은 일 성이 없는 우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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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지각이 반복 이고 지속

으로 찰될 경우 이를 A와 B 간의 독특한 계 효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계 효과를 측정하기 해서는 2회 이상의 반복 측정이 요구된다.

2) 사회 계모형의 통계  특성

  

SRM의 가정은 인지각의 일 성 혹은 지속성의 바탕 아래 성립한다

(Srivastava et al., 2010). 를 들어 철수가 희를 얼마나 우호 으로 지각

하고 있는지에 한 정보만으로는 철수가 일반 으로 타인을 얼마나 우호

이라 지각하는지에 해 알 수 없다. 반 로 이러한 정보만으로 사람들이 일

반 으로 희를 얼마나 우호 인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는지에 해서도 알 

수 없다. 즉, 인 계 지각 연구에 SRM을 용하기 해서는 여러 명의 사

람들이 서로를 평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SRM에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설계 

종류가 있는데 그  표 인 것이 ‘라운드 라빈’(round robin) 설계이다. 

라운드 라빈 설계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다른 구성원

들에 해서 상 방의 특성을 평정한다. 단, 집단원은 자신에 해서는 평정

을 하지는 않는다. 명의 집단 내 구성원들  특정 구성원을 , 라 한다면 

이들 , 들 간의 평정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식 1)

                        

의 식에서 는 집단원 의 집단원 에 한 평정값이고, M은 상수항

으로 집단의 평균값(group mean)이다. 따라서 M값은 집단에 따라 변하게 

된다. 와 는 각각 의 지각자 효과와 의 상자 효과를, 는 가 에 

해 가지는   특유의 지각을 나타낸다. , , 는 평균이 0, 분산이 각

각 
 , 

 , 
인 확률변수이다. 일반 으로 지각자- 상자 공분산(와 

의 공분산)은 로, 계 효과 공분산(와   간의 공분산)은  ′ 로 표

시한다. 이외의 모든 다른 확률변수들 간의 공분산은 0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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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 상호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각자 효과 에 한 추정치는 

다른 모든 집단원들에 한 의 지각 측정값의 평균과 M값 간의 단순 차이

가 아니라 아래 식과 같이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띤다.                      

              
 

  
 

  
 

          (수식 2)

 

의 식에서 은 다른 집단원들을 한 의 지각 평균이며, 는 에 

한 다른 집단원들의 지각 평균을 나타낸다. 는  개의 지각 측정

값들에 한 체 평균이다. 이와 유사하게 상자 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

된다.

          
 

  
 

  
 

           (수식 3)

 SRM에서의 각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평균에 한 분석이 아닌 분

산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각 효과가 고정효과(fixed effect)가 아닌 모수효

과(random effect)이기 때문이다. 한 SRM을 활용한 연구에서 각 효과크기

가 0인지에 한 검증보다는 각 효과크기의 상  크기에 더 심이 많다. 

이는 체 분산에서 각 효과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하여 계산되는데, 

계 효과의 분산 추정치(
 )  공분산 추정치( ′ ), 지각자 효과의 분산 

추정치(
 ), 상자 효과의 의 분산 추정치(

 )에 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수식 4)

            ′    


  


          (수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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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식 6)

           
 


 


  

 

 ′
              (수식 7)

3) 상자 효과  

SRM에서 상자 효과의 분산을 ‘합의’(consensus)라 부르며, 체분산에

서 상자 효과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큰 경우에 합의효과가 

있다고 한다. 합의효과를 가리켜 ‘의견 일치’(agreement)가 있다고 표 하기

도 하는데, 의견일치는 사물에 한 지각에도 용되는 용어이다. 이에 

Kenny(1994)는 인 계 지각과 련해서는 의견 일치보다는 합의효과라는 

용어가 더 하다고 하 다. 합의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 계 상호작

용에서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특정 지각을 유발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Marcus & Holahan, 1994). 한 합의효과는 

심리측정과도 한 연 이 있다. 합의효과가 측정의 정확성을 반 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합의효과가 측정의 정확성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향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동의어는 아니다(Kenny, 1994). 

측정의 정확성을 반 하는 합의효과는 타인보고식 검사를 이용하여 심리

 구인을 측정하거나 문가의 평정을 통해 특정 행동이나 인터뷰 자료 등

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요한 주제이다. 평정자에 의한 측정은 사회심리학

자들이 사회  행동을 찰하는데 오래 부터 이용해온 방법으로(Kenny, 

1994), 상담학에서는 그 활용 역사도 상 으로 짧고 재 사용되는 빈도 

역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자신에 한 평가가 정 인 방향으로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 것(Nichols & Greene, 1997)과 같은 자기보고식 검사의 단  때

문에 상담학에서 찰자의 평정이 지닌 가치는 꽤 크다고 할 수 있다. 

합의효과 크기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크게 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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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al characteristics), 기질 특성(trait characteristics), 도구 특성

(instrument characteristics)을 들 수 있다(De Vries, 2010). 먼 , 계 특성

은 알아온 기간을 의미한다. 서로 알아온 기간은 크게 무면식(zero 

acquaintance), 단기간 면식(short-term acquaintance), 장기간 면식(long-term 

acquainta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측정변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체로 

알아온 기간과 합의효과 간에는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 계 지각에 한 24개의 연구를 리뷰한 결과(Kenny, 1994)에 따르면, 성

격 5요인  외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격특성에 한 지각자들의 합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컨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

에서 친화성에 한 합의효과 크기( 상자 효과의 상  분산)의 수

(.032임)와 여러 번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친화성에 한 합의효과 크기에 

한 수(.270) 간에는 약 .238 정도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

는 시간에 따른 합의효과가 격히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모든 성격 변인에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의효과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Paulhus와 Reynolds(1995)는 학 학부생을 

상으로 7차례의 토의모임을 갖게 하고 서로의 성격 5요인에 해 측정하

게 하 다. 측정은 첫 모임과 마지막 모임에서 이루어졌는데, 5개 모든 성격 

요인에 있어 합의효과 크기가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Marcus와 Leatherwood(1998)는 이 듯 시간에 따라 합의효과가 잘 변하

지 않는 것에 한 근거로 ‘자기 충족 언 효과’(self-fulfilling prophecy 

effect)를 들었다. 자기 충족 언 효과는 Merton(1948)이 처음 사용한 용어

로, “사람이 어떤 상황을 실이라 믿으면 그 상황은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마스 정리(Thomas & Thomas, 1928)에 기 하고 있

다. 이는 인 계에서 상 방에 해 어떠한 기 를 가지고 있으면, 상 방

은 실제 그 기 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 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양한 경

험  연구(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Snyder, Tanke, & 

Berscheid, 1977)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자기 충족 효과는 처음 만

난 사이에서 상 방에 해 형성된 기 인상이 이후 있을 둘 사이의 상호

작용을 규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Marcus & Leatherwood, 1998).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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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기 에 어 나는 새로운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심어

진 기 인상은 이를 반박하는 정보에도 쉽게 바 지 않는다(Erber & 

Fiske, 1984). 이에 Carson(1982)은 자기 충족 언 효과를 가리켜 “ 단되지 

않는 인과 계 고리”(unbroken causal loop)라고 하 다. 부분의 성격 기질

에 한 합의효과가 만남 횟수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인 계

에서 기 인상이 차지하는 비 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하지

만 무면식 조건에서의 합의효과 크기가 매우 작다는 연구 결과(Kenny, 

1994)를 통해 인 계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기 인상이 일반 으

로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알 수 있다.         

기질 특성은 측정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SRM을 활용한 부분의 연구들

이 성격 5요인 모형이나 인 계 원형모형에 근거한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성격 5요인과 련해서는 외향성에 한 합의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조

사되었다(Kenny, 1994). 특히 무면식 조건하에서의 외향성에 한 합의효과 

크기는 장기간 면식 조건하에서의 다른 성격 요인에 한 합의효과 크기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에 

있어 유의한 증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enny(1994)의 9개 연구(무면

식 9, 장기간 면식 5)에 한 리뷰에 따르면 처음 만난 사이에서 외향성에 

한 합의효과 크기의 수는 .273이었으며, 성실성이 .134로 그 뒤를 이었

다. 나머지 3개의 성격 요인에 한 수 범 는 .031∼.085로 그 크기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장기간 면식의 경우 합의효과에 한 수는 5개 성

격 요인이 거의 비슷한 수 을 보 는데, 그 범 는 .263∼.290이다. 이러한 

결과는 만남 기에서는 측정하는 인 계 지각 종류에 따라 합의효과가 

차이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합의효과가 어느 정도 유사해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도구 특성은 인 계 지각을 측정하는데 있어 어떠한 유형

의 측정도구를 사용했는가와 련 있다. De Vries(2010)는 SRM을 활용한 

부분의 연구가 완 한 문장이 아닌 형용사로 구성된 검사를 사용한 사실

을 지 하며, 이 듯 형용사로 구성된 검사가 가진 두 가지 한계 에 해 

언 하 다. 첫째, 다양한 성격 기질을 형용사로 측정할 경우 측정의 신뢰도

가 떨어지거나, 혹은 매우 좁은 역에서의 성격 기질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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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가 있다. 둘째, 형용사 검사는 문장형 검사에 비하여 추상 이기 때

문에 응답자의 반응 편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De Vries(2010)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형용사 검사의 경우 문장형 검사에 비하여 합의효과가 떨

어질 수 있다고 하 다. Kenny(1994) 역시 이에 해 언 한 바 있는데, 그

는 일반 으로 형용사 검사를 사용할 경우 오차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합의효과가 과소 추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하 다. 실제 문장형 검사를 사용한 Mallinkrodt와 Chen(2004)의 연구

나 De Vries(2010)의 연구에서는 오차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하 척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개 .30 미만으로 추정되어 형용사 검사에 비하여 낮은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 다고 해도 문장형 검사에서의 합의효과가 격히 

높아지지는 않았다. 이는 일반 으로 합의효과가 낮게 추정되는 것이 도구 

특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나 이에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

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4)  지각자 효과

SRM에서 지각자 효과의 상  분산을 ‘동화’(assimilation)라고 명명하

며, 체분산에서 지각자 효과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클 때 동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즉, 동화효과가 있다는 말은 지각자가 모든 상자들을 

비슷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각자 효과 혹은 동화효과는 

인 계 지각에 있어 개인차를 다루기 때문에 인 계에 있어 개인내 인 

심리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Srivastva et al, 

2010). 더욱이 지각자 효과는 지각의 왜곡을 반 하기에 인 계와 특정 정

신병리 간의 련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를 

들어 편집성 성격의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의심의 시각을 가지고 보기에 

타인을 이고 으로 지각하기 쉽다. 타인의 행동을 부정 으로 편

향되게 지각하는 성향이 불친 한 행동이나 반사회 인 행동의 부분 인 원

인으로 작용하는 것(Dodge & Crick, 1990; Raine, 2008)은 지각자 효과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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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심리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다. 이에 성격  사회 심리학

이나 상담학에서의 많은 연구자들이 지각자 효과 혹은 동화효과에 높은 

심을 가져왔다.  

면식 수 에 상 없이 합의효과가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는 동화효과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존재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한, 면식 수 의 증가에 

따라 합의효과가 다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동화효과는 반

로 면식 수 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추측 가능  한다. 

인 계 지각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무면식 조건에서의 동화효과는 

측정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 으로 합의효과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격 5요인 모형을 통해 인 계 지각을 측

정한 Albright, Kenny  Malloy(1988)의 연구에 따르면, 외향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격기질에서 지각자 효과의 상  분산이 상 효과의 상  

분산에 비하여 훨씬 크게 추정되었다. 단, 외향성의 경우 합의효과가 동화효

과에 비하여 3배 이상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외향성이 인 계 상황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면식 수 에 따

른 동화효과의 변화에 해서는 합의효과에 비하여 알려진 바가 다. 다만 

몇 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동화효과의 변화는 일반 인 상 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컨 ,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간의 인 계 지각을 연구한 Malloy와 Albright(1990)의 연구에서의 동화효

과는 .10∼.39로 추정되어 앞서 제시한 무면식 연구(Albright, et al., 1988)에

서의 동화효과 추정치 보다 작게 추정되었다. 비록 이러한 차이에 한 통계

 가설검증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두 연구의 측정도구가 같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차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화효과 크기가 면식 수

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감소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17가지

의 성격 특성을 4차례 걸쳐 측정한 Park과 Judd(1989)의 연구에서는 동화효

과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다 마지막에는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 다.  

사실 사람마다 자신만의 일정한 방식으로 타인의 인 계 특성을 지

각한다는 것은 오래 부터 받아들여져 온 내용이며, 연구자들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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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상  크기 뿐 아니라 구체 으로 지각자 효과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에 해 높은 심을 가져왔다. 이에 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Kenny(1994)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가능성에 해 이야기하

다. 

먼 , 지각자 효과는 심리  과정이 아닌 단순한 개인의 반응경향을 

의미할 수 있다. 가령 어떤 내담자는 상 방이 구건 상 없이 그 사람

의 외향성에 해 상당히 높은 수를 부여하는데, 이는 그가 사람들을 

외향 으로 지각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체 으로 높게 응답하는 반응 스

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반 로 다른 어떤 사람은 질문 내

용에 상 없이 늘 아니라고 응답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일종

의 측정 편향으로 비단 인 계 지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

한 반응 편향을 ‘묵종반응경향’(acquiesence response style)이라고도 하

는데, Srivastava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지각자 효과에 한 묵종반

응경향의 설명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자 효과에 한 가장 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일반화된 타자에 

한 표상이다. 사람은 일반 으로 타인을 보는데 있어 공통된 틀을 보

유하고 있고, 타인을 지각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작용하는 이러한 개인 

고유의 내  체계가 지각자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상담학에서

의 내 상, 내부작동모형, 상표상의 개념이나 인지심리학에서의 인지

도식의 개념과 깊은 련이 있다. 사회 심리학에서 이러한 은 철학

자인 Mead(1934)의 이론에 기인한 것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어

린 시  사회  경험을 통해 일반화된 타자에 한 개념  틀을 형성한

다. 이는 타인의 일반  행동에 한 신념을 포함하며, 성인기에 들어서

는 지속 인 속성을 띠게 된다. 이에 Srivastava 등(2010)은 이 이론이 

애착이론에서 타인의 행동을 측하는데 기반이 되는 내부작동모형이 지

속 인 속성을 가진 것(Fraley, 2002)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

다. 이는 일종의 고정 념으로도 볼 수 있으나, 그 상이 성이나 인종과 

같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에서 일반 인 고정 념과는 차

이가 있다(Kenn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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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자 효과는 ‘집단-특수  고정 념’(group-specific stereotype)을 

반 하는 것일 수도 있다(Kenny, 1994; Srivastava et al., 2010). 다른 사

람의 행동을 해석하고 측하는데 있어 작용하는 사회  인지도식은 집

단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지각자 효과로 나타날 수 있

다. 즉, 사회  인지도식은 어느 구를 만나든 유사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특수 으로 보다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다. 가령, 집담상담 

첫 회기에 참석한 내담자는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다양한 인지

도식과 고정 념을 종합하여 이 특정 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지에 한 ‘국지  기 ’(local expectation)를 가지게 된다(Srivastava et 

al.,2010). 지각자 효과가 상 방의 특성에 따라 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Campbell, Miller, Lubetsky와 O’Connell(1964)의 연구는 지각자 효과가 

상황-특수  고정 념을 반 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한 Kenny(1994)는 지각자 효과가 시간에 따라 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역시 지각자 효과와 상황-특수  고정 념이 서로 련이 있음을 지지

해주는 것이라 하 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각자 효과가 일반화

된 타자에 한 인지도식 혹은 표상을 반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

다. 왜냐하면 일반화된 타자에 한 표상이 상황-특수  고정 념에 커

다란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된 유사성’(assumed 

similarity)에 한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인  계를 간 으로 지지해 다. 

가정된 유사성은 Cronbach(1955)가 사용한 용어로 지각자 효과가 자신의 성

격 특징에 한 자기평가와 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격 5요인 모형을 토

로 인 계 특성을 측정한 Wood, Harms  Vazire(2010)와 Srivastava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지각자 효과와 자기 보고 간의 상 은 모든 성격 

5요인에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가지 성격 요인 에서도 친화

성에 한 상 이 가장 큰 반면, 외향성에 한 상 이 가장 작은 것으로 보

고되었다. 친화성에 한 상 계수는 최  .45인 반면에 외향성에 한 상

은 부 인 경우도 있었다. Kenny(1994)가 리뷰한 5편에 연구에서도 친화성

에 한 가정된 유사성이 가장 크며, 외향성에 한 가정된 유사성이 가장 

작았다. 자기표상이 타인표상과 한 연 이 있다는 정신역동  근에 비



- 49 -

추어 보면 이 듯 가정된 유사성을 지지해주는 연구 결과는 일반화된 타자

에 한 이미지가 상황-특수  고정 념에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한편, 몇몇 연구자들은 시간에 따른 지각자 효과의 일 성에 해 연구하

다. 타인을 지각하는데 있어서의 개인의 독특한 방식이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 변하는지 여부는 지각자 효과가 ‘상황-특수 인’(situation-specific) 속

성을 갖는 요인인지 아니면 ‘기질-유사 인’(traitlike) 속성을 가지는 요인인

지를 단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다. Srivastava 등(2010)의 

연구는 지각자 효과의 일 성에 해 알아본 표 인 연구다. 그들은 일반

화된 타자에 한 인지도식과 상황-특수  고정 념은 사실 상호배타 인 

개념이 아닌 것이라 주장하며, 집단 기 경험에서 동화효과는 주로 일반화

된 타자에 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시간에 따른 안정성은 상황-특수  고정

념과 더 깊은 련이 있다고 하 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4차

례의 측정 오차는 서로 간 상 이 .23∼.65로 나타났다. 이는 간 정도의 상

 크기로 지각자 효과가 상황-특수  속성과 기질-유사 인 속성 모두들 

갖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지각자 효과가 일반화된 타

자에 한 표상과 집단-특수  고정 념 모두를 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메타지각  메타지각 정확도

메타지각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한 지각, 즉 인 계에 있

어 ‘지각에 한 지각’을 의미한다. 인 계에서 메타지각이 가지는 요성

에 한 언 은 사회  계에서 처음 ‘자기’(self)라는 용어를 사용한 

Cooley(1902)로 거슬러 올라간다(Kenny, 1994; Shrauger & Schoeneman, 

1979). 그는 ‘거울자기’(looking-glass self)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타

인의 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즉, 내가 어떠한 가치를 지닌 사

람인가에 한 단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지각할까에 한 상상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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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다. 거울자기는 타인의 마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지에 한 상상, 그러한 타인의 지각에 한 나의 인지  단, 인지  단

에 수반하는 모멸감이나 수치심, 혹은 자부심과 같은 정서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듯 메타지각은 인지  요인과 정서  요인을 두루 포함하기 때문에 

자기이미지  정신건강과 한 연 이 있다. 이에 다양한 상담학 이론들 

 연구가 메타지각의 문제를 직․간 으로 다루어 왔다. 가령 인지행동치

료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비합리 인 신념(Beck, 1967; Ellis, 1962)의 상당 부

분은 거울자기 혹은 메타지각과 련이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취약한 자기상을 가지기 쉽고, 이는 

다시 우울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 에 형편없

이 비취지고 있다는 생각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

람이라는 비합리 인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상

계 이론이나 자기심리학 역시 거울자기와 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가

령 “ 군가 나를 바라본다는 것을 지각할 때, 나는 존재한다”(When I look I 

am seen, so I exist)는 Winnicott(1971, p. 134)의 언 은 아이의 발달에 있

어서의 거울자기가 가지는 요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 아이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부모가 반 해주지 않을 때 건강하지 못한 자기가 형성된다고 

본 Kohut(1977)의  역시 거울자기를 반 하는 것이다.  

성격  사회 심리학의 연구자들 역시 메타지각에 심을 가져왔다. 오히

려 이에 한 실증  연구 부분은 상담학 보다 성격  사회 심리학에서 

이루어졌다. 성격 심리학 에 따르면, 사회  불안이 높거나 의존 인 성

격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취약한 거울자기를 가지고 있다(Kenny, 1994). 이

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를 바라며 자신

에 한 타인의 심에 지나치게 매달리나, 자신에게 타인에게 그런 이미지

를 심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Leary, 1983; Schlenker & 

Leary, 1982). 이러한 성격 심리학의 연구는 성인애착이론에서의 의존형 애

착유형에 한 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메타지각과 련하여 ‘인상 리’(self-management)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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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기제시’(self-presentation)에 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인상 리

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미지와 부합하는 인상을 타인이 갖도록 

의식 ․무의식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Barrick & Mount, 

1996; Baumeister, 1982; Paulhus, Bruce, & Trapnell, 1995). 인상 리가 성

공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한 타인의 반응을 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Kenny, 1994). 하지만 사회  신호는 명확히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타인의 행동에 한 비언어 인 반응은 부분 미묘하게 

표 되기 때문이다(Kenny, 1994). 더욱이 사람들은 타인에 한 부정 인 측

면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Swann, Stein-Seroussi, & 

McNulty, 1992), 심지어는 정 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성격

과 련한 것이라면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Felson, 1980). 따라서 사회  신

호 외에도 자신의 행동에 한 스스로의 평가(Bem, 1967)나 평소 가지고 있

던 자기표상이 메타지각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메타지각은 왜곡되기

가 매우 쉽다.    

SRM을 통해 메타지각을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 지각에 비하여 동

화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를 들어, Malloy와 

Albright(1990)의 연구에서 타인 지각에 한 지각자 효과의 상  분산이 

.21로 추정된데 비하여 메타지각에 한 지각자 효과의 상  분산은 .68로 

그 크기가 3배 이상에 달하 다. 마찬가지로 Reno와 Kenny(1992)의 연구에

서도 타인 지각에 한 수치가 .26인데 반하여 메타지각의 경우 .55로 메타

지각에서 동화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람

들이 사회  신호보다는 자기평가나 자기표상을 바탕으로 상 방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유추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타

인의 성격특성에 한 지각을 측정한 경우의 지각자 효과가 훨씬 작음은 특

정인에 한 사람들의 지각이 서로 다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메타지각의 

왜곡 정도를 살펴보면, Reno와 Kenny(1992)의 연구의 경우 상 계수가 .22

로 상 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하지만 Malloy와 Albright(1990)의 연구에

서는 .58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메타지각에서의 

매우 높은 동화효과 크기를 보았을 때 다소 외 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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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 메타지각의 부정확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메타지각 부정확도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추정치와 그 원인

에 해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6)  사회 계모형의 상담학 연구에 한 용

SRM은 집단상담이나 집단역동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하게 활용

될 수 있다. 집단상담이나 집단역동 상황에서는 일반  통계의 주요 가정인 

독립성 가정이 배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반 하지 않은 분석은 결과를 심

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Baldwin, Murray, & Shadish, 2005). 특히 집단상

담에서 집단원은 집단 리더 뿐 아니라 다른 집단원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

에 이를 반 한 SRM은 통계 인 측면에서 많은 장 을 지니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SRM을 활용한 집단상담 연구는 그리 많지 않

다. 그 이유는 SRM이 주로 성격  사회 심리학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상담학 연구자들에게는 생소한 연구방법이며, 한 집단상담에서 집단원들로 

하여  서로를 평정  하는 일은 많은 시간  집 을 요하기 때문인 것으

로 여겨진다. 비록 연구 수가 많지는 않으나, 지 까지 이루어진 몇몇의 

SRM을 활용한 집단상담 연구는 집단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인 계 지각에 

하여 매우 의미 있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rcus와 Holahan(1994)는 집단상담에서의 집단원들 간에 느끼는 반

향메시지를 SRM을 통해 분석하 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연구는 다른 

사회심리학 인지각 분석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 다. 먼  합의효과

의 경우 D(지배) 하 척도와 F(우호) 하 척도에 한 수치가 모두 .27

로 추정되었으며, H( ) 하 척도와 S(순종) 하 척도는 각각 .26와 

.19 다. 이러한 합의효과 추정치는 앞서 제시한 무면식 조건이나 단기간 

면식 조건에서의 합의효과 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장기간 면식 조건

에서의 합의효과와 비슷한 수치이다. 이들의 연구가 집단상담 2회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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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 행동에 한 반향메시지를 측정한 것을 고려하면 단기간 면식 조

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수치가 장기간 면식과 유

사하게 추정된 것에 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그 유의미성과 이유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화효과에 한 추정치는 H-D-F-S 순이었으

며, 그 크기는 각각 .24, .28, .36, .46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사회심리학의 

인 계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집단상담에서 특별히 동화효과가 

커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다. 개 연구

에서 외향성에 한 높은 합의효과와 낮은 동화효과가 보고된 반면 친화

성에 해서는 낮은 합의효과와 높은 동화효과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Marcus와 Holahan(1994)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

다. 이는 Marcus와 Leatherwood(1998)가 말한 바와 같이 인 계 원형

모형에서의 친애와 통제의 두 차원이 성격 5요인 모형에서의 친화성과 

외향성과 정확히 일치하기보다는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McCrae 

& Costa, 1989)과 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Mallinckrodt와 Chen(2004) 역시 집단상담에서의 반향메시지를 SRM

을 통해 연구하 다. 이 연구의 주요 은 집단상담에서의 집단원들 

간의 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를 반향메시지에 한 지각자 효과와 

어린 시  부모와의 정서  유 에 한 기억과의 상 과 상 효과와 

성인애착과의 상 을 통해 측정하 다. 이에는 정서 ․행동 ․지각

인 요소가 있다(Gelso & Hayes, 1998). 이 에서 지각자 효과와 부모

에 한 기억 간의 상 은 이의 지각  요소와, 상 효과와 성인애착 

간의 상 은 이의 행동  요소와 련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

모에 한 부정 인 기억은 IMI-C의 H-S, S, F-S, F-D와는 유의한 상

이 있었으며, 불안 성인애착은 H  F-D의 하 척도와 유의한 상 이 

있었다. 하지만 그 수치는 .5를 넘는 것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

계 지각에 이가 어느 정도는 향을 미치나 그 크기가 매우 크지는 않

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해 Mallinckrodt와 Chen(2004)는 도구 특

성 때문에 실제 이의 향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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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Markin과 Kivlighan(2008)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지지되었다. Markin과 Kivlighan(2008)은 집단상담에서 주요 인 계 

양식을 측정하는 ‘핵심 계 주제’(central relationship themes)를 SRM

을 통해 분석하여 집단내 인 계 지각에서 이가 미치는 향 정도를 

조사하 다. 핵심 계 주제는 부모와의 계로부터 아동기에 형성된 비

응 인 계 양식이 성인기에도 지속됨을 가정한다. 이에 집단상담에

서 핵심 계 주제 측정에 한 동화효과 부분은 부모와의 계를 반

한 것으로, 동화효과 크기는 인 계 지각에서 이가 차지하는 비

을 간 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핵심 

계 주제의 3가지 요인인 ‘소망’(wish), ‘자기’(self), ‘ 상’(other)에 한 

지각자 효과의 상  분산의 평균이 .5에 이르 다. 이는 이가 인

계 지각에 미치는 향이 Mallinckrodt와 Chen(2004)의 연구에서 추정된 

수  보다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Luborsky와 

Barber(1994)가 핵심 계 주제가 이 그 자체 혹은 그와 한 연

이 있는 변인들을 측정한다고 하 듯이, 핵심 계 주제에 한 지각자 

효과가 이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는 인 계 지각

에 미치는 이의 향이 이보다 작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해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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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상담의 치료  요인

1) 집단상담의 치료  요인 분류

집단상담의 치료  요인은 내담자 상태의 호 에 기여하는 집단상담 과

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를 한 조건이나 상담기술과는 차이가 있다

(Bloch, Crouch, & Reibstein, 1981). 집단원들의 참여와 같이 변화를 한 

조건은 치료  요인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치료  요인 그 자체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상담기술은 치료  요인을 활성화하기 해 상담자

가 취하는 행동으로 치료  요인과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

Corsini와 Rosenberg(1955)가 최 로 집단상담의 치료  요인을 구분

한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집단상담의 치료  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해왔

다. 이 분야 연구는 크게 회고  연구법(retrospective research strategy)

이나 동시발생 연구법(concurrent research strategy)을 사용하여 이루어

져 왔다. 회고  연구법을 사용한 연구는 설문을 통해 집단원들이 집단

상담 과정에서 경험했던 치료  요인을 조사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에 

동시발생 연구법은 ‘주요사건 보고’(Critical Incident reports)를 통해 집

단원들이 지각한 치료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평정자들이 미리 분류해 놓

은 범주체계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을 따른다. 

치료  요인에 한 여러 분류  가장 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Yalom과 Leszcz(2005)에 의한 분류이다. 그들은 선행연구와 

임상 결과를 통해 추출된 총 60문항의 치료  요인 Q-분류(Curative 

Factors Q-sort)를 분석하여 치료  요인을 총 11개로 범주화하 다. 그

들이 제시한 치료  요인의 종류로는 ‘희망고취’(instillation of hope), ‘보

편성’(universality), ‘정보 달’(imparting information), ‘이타심’(altruism), 

‘ 기가족의 교정  재 ’(corrective recapitulation of the primary family 

group), ‘사회화 기술의 발달’(development of socializing techniques), ‘모

방행동’(imitative behavior), ‘ 인 계 학습’(interpersonal learning),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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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요인 의미

희망고취
다른 집단원들의 어려움 극복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변화에 한 정 인 기

보편성 재의 어려움이 자신만 겪는 문제가 아님을 지각하는 것

정보 달
상담자가 제시하는 정신건강에 한 설명이나 상담자나 

다른 집단원들로부터의 조언이나 제안

이타심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심리  혜택

기가족의 

교정  재

기가족에서의 역기능 인 계패턴  역할을 확인하고 

변화시키는 것

사회화 기술의 

발달

부 응 인 인 계 양식에 해 통찰을 얻고 새로운 

사회  기술을 습득하는 것 

모방행동 치료사나 다른 집단원들의 정 인 행동을 따라 하는 것 

인 계 학습
인 계 요성에 해 깨달고 과거 다루지 못했던 

정서를 재경험하는 것

집단 응집력
상담자, 집단 구성원, 혹은 집단 체에 한 유 감, 

소속감, 작업동맹, 집단 분 기

카타르시스 정서  긴장의 해소

실존  요인
삶, 죽음, 인생의 의미와 같은 실존  문제를 책임의식을 

가지고 극 으로 다루는 것

<표 3> Yalom과 Leszcz(2005)가 제시한 치료적 요인의 종류 및 내용 

응집력’(group cohesion), ‘카타르시스’(catharsis), ‘실존  요인’(existential 

factors)이 있다. 이러한 11개 치료  요인에 한 의미는 <표 3>과 같

다. 

요인분석을 통해 치료  요인들을 분류한 Eckert, Biermann-Ratjen, 

Tonnies와 Wagner(1981)  Rohrbaugh와 Bartels(1975)의 연구 역시 이

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이들 연구에서의 요인과 Yalom(1985)이 이

에 보고한 치료  요인은 9개 부분에서 서로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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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om(1985)의 이  연구에서는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가 포함

되어 있었으나 Eckert 등(1981)  Rohrbaugh와 Bartels(1975)의 연구에

서는 이와 련한 문항들이 기가족의 교정  재 과 서로 구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Yalom은 후에 자기이해를 치료  요인에서 제외시

키고, 원래는 포함되지 않았었던 사회화 기술의 발달을 새롭게 추가하

다. 이들 연구에서 카타르시스에 한 문항들은 하나의 요인으로 잡히지 

않고 여러 다른 요인들에 교차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Yalom과 

Leszcz(2005)는 이를 독립 인 치료  요인으로 그 로 유지하 다.

주요사건 보고에 의한 동시발생 연구(Bloch, Reibstein, Crouch, 

Holroyd, & Themen, 1979)의 결과는 회고  연구법에 의한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 다. 차이가 있다면, Bloch 등(1979)은 Yalom(1985)이 ‘내

사’(identification)로 칭한 치료  요인을 ‘ 리학습’(vicarious learning)으

로 명명하 으며, 기가족의 재  교정과 실존  요인을 제외하고 자

기공개(self-disclosure)를 포함하 다. Yalom과 Leszcz(2005)는 내사에 

한 명칭을 모방행동으로 변경하 다.

한편, 어떤 연구자들(Fuhriman, Drescher, Hanson, Henrie, & Rybicki, 

1986; MacNair-Semands & Lese, 2000; Tschuschke & Dies, 1994)은 여

러 치료  요인 간에는 많은 공통 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자료가 보다 은 수의 일반 인 요인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몇몇 경험  연구 결과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 다. 

를 들어, Johnson, Burlingame, Olsen, Davies와 Gleave(2005)는 집단

상담에서 인 계와 련한 요인인 집단분 기, 집단응집력, 작업동맹, 

공감에 한 총 12개 하 척도를 측정변인으로 하여 이를 다층 구조방정

식으로 분석하 다. 그 결과 ‘유 ’ (bonding), ‘작업’(working), ‘부정  

계’(negative relationship)의 3가지 일반  요인이 발견되었다. 

마찬가지로 MacNair-Semands, Ogrodniczuk와 Joyce(2010)는 집단상

담 과정에 한 보다 일반 인 차원을 측정하기 하여 특정 표본에서 

각 치료  요인 당 4문항을 요인부하량 크기를 기 으로 하여 총 44문항

을 추출한 뒤, 추가 인 요인분석을 통해 4개 하 요인을 추출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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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4개 하 요인은 ‘희망고취’(instillation of hope), ‘안 한 정서 표

’(secure emotional expression), ‘ 인 계 향력에 한 인

식’(awareness of relational impact), ‘사회  학습’(social learning)으로 

인 계 인 요소를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치료  요인에 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비교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의 효과성에 해 살펴

보았다. 상담효과에 한 23편 연구를 메타연구한 McRoberts, Burlingame과 

Hoag(1998)에 따르면, 두 상담 양식에 따른 효과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 연구 결과는 질 연구 결과(Fuhriman 

& Burlingame, 1994)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McRoberts 등(1998)은 

두 상담 양식의 효과성 차이보다는 변화 기제에 해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하 다.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의상담 성과 정도가 비슷한 것은 

상담 과정이 유사하기 때문일 수도, 아니면 서로 다른 과정에도 불구하

고 결과가 비슷한 것일 수도 있다(Homes & Kivlighan, 2000).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Fuhriman과 Burlingame(1990)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치료  요인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해 연구하

다. 이를 해 그들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의 다양한 과정 변인

(process variable)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비교하 다. 그 결과 많은 치

료  요인들이 두 상담 양식에 공통 으로 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찰’, ‘카타르시스’, ‘ 실 검증’, ‘희망고취’, ‘내사’와 같다. 하지만 

집단상담에서만 발견되는 치료  요인도 있었다. 바로 ‘ 리학습’, ‘역할 

유연성’, ‘이타심’, ‘ 기가족의 교정  재 ’, ‘ 인 계 학습’이 그것들이

다. 여기서 역할 유연성은 내담자가 도움을 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

시에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그들은 한 집단상담

은 다양한 인 계가 존재하는 외부세계의 축소 이기 때문에 이에 

한 작업이 개인상담과 차이가 남을 강조하 다. 



- 59 -

하지만 이러한 에 한 반  의견 역시 존재한다. Hill(1990)은 

Fuhriman과 Burlingame(1990)이 집단상담에서만 발견되는 치료  요인

으로 제시한 것들은 개인상담에서도 존재한다고 하 다. 를 들어 보편

성은 상담자의 자기개방을 통해 개인상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치료  요인이 반드시 한 쪽 양식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 다하더라도 각 치료  요인의 발생 비율이나 

요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하여 Holmes와 

Kivlighan(2000)은 4가지 치료  요인 범주를 기 으로 두 상담 양식을 비

교하 다. 그들이 사용한 4가지 치료  요인 범주는 여러 치료  요인들

을 범 한 분류체계를 통해 구분한 것으로, ‘정서지각-통찰’(emotional 

awareness-insight), ‘ 계-분 기’(relationship-climate), ‘자기   타

인 ’(self versus other focus), ‘문제정의-변화’(problem definition-change)

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지각-통찰은 강한 정서  사건의 지각  인지  

요소를 포함한다. 계-분 기는 내담자-내담자 혹은 내담자-상담자 간의 

계와 련된 요인을 포함한다. 자기   타인 은 내담자의 이 

자기에게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지와 련 있다. 가령 자기공개는 자

기 에 속하는 반면에, 이타심은 타인 에 속한다. 문제정의-변화는 

문제해결 측면과 련 있는 것으로 문제의 이해  이에 따른 행동 변화

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제정의-변화나 

정서지각-통찰은 개인상담에서 더 요하게 작용하는데 비하여, 계-분

기나 자기   타인 은 집단상담에서 빈도나 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인 계와 련된 치료  요인이 개인

상담에 비하여 집단상담에서 더 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인 계 특성과 치료  요인의 인식

치료  요인은 지각의 문제로, 보편 인 요소 뿐 아니라 주 인 요

소 한 존재한다. 즉, 같은 사건에도 내담자들이 지각하는 치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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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나 요성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이에 몇몇 연구자들(Bakali, 

Wilberg, Hagtvet, & Lorentzen, 2010; Kivlighan, Coco, & Gullo, 2012; 

Kivlighan & Mullison, 1988)은 치료  요인의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

인들에 해 탐구하 다.  

Bakali 등(2010)은 집단상담의 여러 치료  요인  작업동맹과 집단 

응집력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해 살펴보았다. 그들의 심은 상담

자 변인, 내담자 변인, 집단 특성 변인  어느 변인이 작업동맹과 집단 

응집력의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지에 있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내담

자 변인의 설명력이 약 19%에서 39%로 작업동맹과 집단 응집력의 분산

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자 변인의 설명력은 약 

3%에서 10%로 나타났다. 내담자 변인과 상담자 변인의 설명력은 집단

응집력에 비하여 작업동맹에서 일 되게 높게 보고되었다. 한편, 상담 길

이(단기 상담  장기 상담)와 같은 집단 특성 변인은 작업동맹과 집단 

응집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상담

자 변인보다 내담자의 개인내  변인이 치료  요인에 훨씬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내담자의 개인내  변

인을 세분하지 않은 에서 한계가 있다. 즉, 여러 개인내  변인  어

떠한 세부 변인이 작업동맹이나 집단 응집력에 상 으로 큰 향을 미

치는지에 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않는다.

한편, Kivlighan과 Mullison(1988)은 인 계 특성이 치료  요인의 

인식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다. 그들은 치료  요인을 인 계 

원형모형을 통해 측정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배 인 내담자들이 

순종 인 내담자들에 비하여 자기이해나 카타르시스를 더 빈번하게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순종 인 내담자들은 자기개방에 한 지

각 수 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친화성에 따른 차이는 지배-순종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화 인 내담자들이 카타르시스, 자기

이해, 리학습, 희망고취에서 더 높은 빈도의 지각 수 을 보인데 반하

여, 비친화 인 내담자들이 자기개방, 인 계 학습, 수용, 이타심에서 

더 높은 빈도의 지각 수 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인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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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치

료  요인의 인식을 빈도로 측정한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Kivlighan 등(2012)은 정신  표상이 집단 응집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정신  표상을 반 하는 성인애착 불안과 성인애착 회

피 정도가 집단 응집력의 주요 요소인 집단 분 기에 한 지각에 미치

는 향을 상호의존 모형을 통해 검증하 다. 연구 결과, 개인 수 의 애

착 불안 수 은 집단 분 기 지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개

인 수 의 애착 회피는 집단분 기에 한 다른 집단원들의 집합  지각

(other group members’ aggregated perceptions)에는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른 집단원들의 집합  애착 불안과 회피

는 집단 분 기에 한 개인 지각 수 과 다른 집단원들의 집합  지각 

수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정신  표상이 집단 응집력에 한 개인 인 지각에 미치는 향이 생각

보다 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는 하나, 보다 상 방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복잡한 방식으로 집단분 기에 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이

다. 이는 정신  표상과 치료  요인의 인식을 분석하는데 있어 인

계의 상호 인 속성과 자료의 다층 인 구조를 반 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Kivlighan 등(2012)의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와 상당 부분 

첩되는 것으로 인 계 표상이 치료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리라

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성인애착이 이론 으로 인 계 표상을 반

하는 것이기는 하나 SRM에서의 지각자 효과가 인 계 표상을 보다 

직 으로 반 한다. 한, 집단분 기는 여러 치료  요인  집단 응

집력의 여러 요소  하나이기 때문에, 인 계 표상이 다른 계  요

인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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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 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학교 학생활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인 계 향상 

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생  학원생 88명(학부생 81명, 학원생 7

명)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인 계 향상 로그램은 집단원들로 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타인과 보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계를 맺게 도와주는 데 목 이 있다. 연구 참여자

들의 연령 범 는 만17세에서 32세 으며, 평균 연령은 만22.8세(SD = 

3.71) 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구성 비율은 남학생이 약 36%, 여학생

이 약 64% 다. 연구 참여자들은 총 15개 집단  한 집단에 속해 있었

으며, 각 집단의 집단원 수는 5~7명(M  = 5.87)이었다. 

각 집단은 상담  심리치료 공의 학원생 리더와 코리더에 의하

여 운 되었다. 리더는 인 계 향상 로그램 코리더나 다른 집단상담 

리더 경험이 있는 이들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리더는 박사과정생 

5명, 석사과정생 8명이었으며, 이 에서 2명(박사과정생 1명, 석사과정생 

1명)은 2개 집단을 진행하 다. 리더의 평균 연령은 만31.9세(SD = 5.72)

다. 리더들의 평균 집단상담 경력은 25.5개월(SD = 21.1)이었다.

집단상담은 총 10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마지막 회기를 제외한 모든 

회기의 진행 시간은 각각 2시간이었으며, 마지막 회기는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 계 향상 로그램은 매 회기마다 정해진 활동과 주제

가 있었으나 활동 내용은 집단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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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인 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

인 계 반향메시지를 측정하기 하여 Kiesler 등(1976, 1985)이 개

발하고, 김창  등(2012)이 번안한 ‘ 인 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

사’(Impact Message Inventory-Circumplex: IMI-C)를 사용하 다. 

IMI-C의 원 인 IMI는 90문항의 15개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Wiggins(1989)는 IMI를 원형모형에 잘 들어맞는 56문항의 8개 하 척도

(각 7문항)로 재구성하 다. Kiesler와 Schmidt(1993)는 이를 IMI 8분원 

척도 (octanct scale version)이라 부르고, 이 새로운 IMI 을 사용할 것

을 권고하 다.  

IMI-C의 하 척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 지배(D) 하 척도는 주로 

원  IMI의 지배, 경쟁, 과시 하 척도와 련이 있으며, 높은 지 와 타인

의 인정을 얻기 해 경쟁을 좋아하고, 타인을 통제하거나 계를 주도하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정도를 측정한다( , “나는 ○○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나에게 모든 사람들의 심을 독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호-지

배(FD) 하 척도는 주로 원  IMI의 친화, 사교, 과시 하 척도와 련이 있

으며,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심을 얻고자 

하는 성향을 측정한다( , “나는 ○○와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우호(F) 하 척도는 주로 원  IMI의 상냥함, 친화, 배려, 사교 하 척도와 

련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상냥하게 하며, 타인에게 조언과 지

지를 아끼지 않으며, 사려 깊고 력 인 성향을 측정한다( , “나는 ○○와 

함께 있을 때, 지지를 얻고자 그에게 기  수 있을 거라 느낀다”). 우호-순

종(FS) 하 척도는 주로 원  IMI의 상냥함, 공손, 자세 하 척도와 련

이 있으며, 인 계에서 의바른 자세를 취하며, 자신을 낮추는 성향을 측

정한다( , “나는 ○○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내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것처럼 보인다”). 순종(S) 하 척도는 주로 원  



- 64 -

IMI의 의존  순종 하 척도와 련이 있으며, 인 계에서 소극 이며 

온순한 성향과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타인에

게 의존하는 성향을 측정한다( , “나는 ○○와 함께 있을 때, 요한 존재라

고 느낀다”). -순종(HS) 하 척도는 주로 원  하 척도  의존  억

제 하 척도와 련이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심 받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

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을 측정한다( , “나는 ○

○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H) 하 척도는 원  IMI의 의심  무심 하 척도와 련이 있으며, 

타인의 태도, 감정, 의도에 해 의심하고 다른 사람과 떨어져 혼자 있고 싶

어 하는 성향을 측정한다( , “나는○○와 함께 있을 때, 그를 방해하고 있다

고 느낀다”). -지배(HD) 하 척도는 주로 원  IMI의  하 척도와 

련이 있으며, 타인을 비 하고, 조롱하고자 하는 성향을 측정한다( , “나

는 ○○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하다고 느낀다”).    

IMI-C에서는 응답자의 반향메시지(타인지각)를 측정하는 유형과 일반화

된 타자가 느끼는 반향메시지에 한 응답자의 지각(메타지각)을 측정하는 

유형( , “나와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일반 으로 나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2가지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을 모두 사용하 다. 일반화

된 타자에 한 IMI-C에 해서는 주어를 변형하여 사용하 다( , “나와 

함께 있을 때, 집단원들은 일반 으로 나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한편, Kiesler와 Auerbach(2003)는 의료상황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상

호작용을 연구하면서, 의료상황과 같이 응답자가 많은 문항에 답하기 어려운 

상황에 IMI-C를 용하기 해서는 보다 은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할 필

요가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필요 하에, IMI-C의 8가지 하 척도  인

계 원형모형의 두 기본 차원인 통제  친애와 직 인 련인 있는 D, S, 

F, H 하 척도들로만 구성된 IMI-C 단축형이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

단원 각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 행동에 한 반향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측정하 다. 따라서 같은 문항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주의분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단 하에 IMI-C 단축

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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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척도

Schmidt(1999) 등의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 앙값

김창  등(2012)의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

본 연구의 

내  합치도

D .72 .80 .79

FD .63 .71 -

F .83 .74 .85

FS .76 .78 -

S .67 .71 .72

HS .74 .75 -

H .79 .75 .79

HD .63 .65 -

<표 4> 인 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의 내 합치도

IMI-C는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의 4  리커트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Schmidt 등(1999)  김창  등(2012)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 계수와 함께 <표 

4>에 제시하 다. Schmidt 등(1999)은 총 8개 서로 다른 표본에서의 내  

합치도 계수를 보고하 는데, <표 4>에 제시된 것은 그 범 와 앙값이다.

2) 치료  요인 척도

집단원들이 지각하는 치료  요인 수 을 측정하기 하여 

MacNair-Semands 등(2010)에 의하여 개발된 치료  요인 척도-단축형

(Therapeutic Factors Inventory-Short form: TFI-S)을 번안하여 사용하

다. 번안은 미국에서 심리학 련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친 상담학 박

사 수료생이 하 으며, 어를 이  언어로 사용하는 상담학 박사과정생

과 국에서 심리학 박사학 를 취득한 임상심리 문가가 이를 검토하

고 수정하 다. 

TFI-S는 ‘희망고취’(instillation of hope), ‘안 한 정서 표 ’(se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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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expression), ‘ 인 계 향력에 한 인식’(awareness of 

relational impact), ‘사회  학습’(social learning)의 총 4개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Mackenzie(1990)는 Yalom(1985)의 11개 치료  요인  

희망고취와 보편성이 서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Joyce 등(2011)의 TFI-S에 한 요인분석 분석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과 

일치하 다. 이에 희망고취와 보편성과 련 있는 문항들이 하나의 하

척도로 분류되었고, 보편성이 희망고취의 하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기

에 그 명칭은 희망고취로 결정되었다. 

희망고취 요인은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집단상담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이 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 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정도를 측정한다( , “집단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다”). 안 한 정서 표 은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집단에서의 안 감과 편안함을 얼마만큼 느

는가와 함께 개방 이고 솔직하게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

다( , “나는 집단에서 나의 감정을 있는 그 로 표출할 수 있었다”). 인

계 향력에 한 인식은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깊은 통찰을 

얻기 하여 인 계 경험과 인지  정서  요인들을 연결한 정도를 

측정한다( , “비록 집단으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더 

자립 이 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  학습은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서와 사고를 극 인 의사소통을 통한 행동 과정에 

옮겨 얻게 되는 사회  기술 정도를 측정한다(“나는 때때로 집단에서 

찰한 바를 나 에 따라해 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다”).

TFI-S는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의 7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해당 치료  요인 수 을 

높게 지각했음을 의미한다. Joyce 등(2011)은 TFI-S의 타당도를 살펴보

기 하여 TFI-S를 4주 간격으로 3차례 실시하 으며, TFI-S의 하 척

도와 다른 척도와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에 따르면, TFI-S의 

하 척도는 ‘ 인 계 문제 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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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P)의 3가지 하 척도( 인 계 민성, 인 계 모호성, 공격성)  

‘간이증상평가 척도-18’(Brief Symptom Inventory-18; Derogatis, 2000)

의 변화를 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가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TFI-S의 문항내  합치도(Cronbach’s α)는 희망고취가 .90, 안 한 

정서 표 이 .85, 인 계 향력에 한 인식이 .79, 사회  학습이 .66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  합치도는 희망고취가 .85, 안 한 정서 

표 이 .78, 인 계 향력에 한 인식이 .73, 사회  학습이 .63이었

다. 사회  학습의 문항내  합치도가 상 으로 낮은 이유는 이 하

척도에 속하는 문항이 다른 하 척도에 비하여 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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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차

집단상담에서 집단원들의 인 계 지각 왜곡이 치료  요인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2차례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 다. 자료수집

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집단 리더

에 의해 배포되었는데, 설문지를 배포하기에 앞서 집단상담 리더들을 만

나 연구 목 과 자료 수집 차에 해 설명하 다. 첫 회기 시작과 함

께 각 상담집단의 리더들은 집단원들에게 연구 차에 해 설명하고 동

의서를 배포하 다. 리더들은 자발 인 참여 의사를 보인 집단원들에 한

해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지는 총 2차례에 걸쳐 배포되었다. 첫 번째 설문은 5회기에 실시

하 으며,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의 반향메시지를 측정하 다. 먼 , 다

른 집단원의 외  행동에 한 응답자의 반향메시지를 라운드 라빈

(round robin) 방식으로 측정하 다. 다음으로는 집단 내 일반  타자를 

상으로 한 메타지각을 측정하 다. 두 번째 설문은 치료  요인의 인

식을 측정하 으며, 마지막 회기가 끝난 후에 실시하 다. 두 번째 설문

지가 거친 후 리더들은 참여자들에게 구체 인 연구 목 에 해 설명하

다. 연구 차의 개요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 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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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집단상담에서 집단원들이 느끼는 반향메시지를 분석하기 하여

Kenny(1993)가 개발한 WINSOREMO 로그램을 사용하 다. WINSOREMO

는 라운드 라빈(round robin) 자료를 지각자 효과, 상자 효과, 계효

과/오차로 분리한 뒤 각각에 한 상  분산을 제공해 다. 

메타지각에 한 정확도는 집단에서의 메타지각과 WINSOREMO 

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상자 효과 간의 상 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 

집단에서의 메타지각과 지각자 효과 간의 상 과 집단에서의 메타지각과 

일반 상황에서의 메타지각 간의 상 을 함께 살펴보았다. 

왜곡된 지각이 치료  요인의 인식에 미치는 향은 HLM 6.0 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집단원과 집단의 2수

으로 구성된 다층모형을 설정하 으며, 이에 한 통계  모형은 아래 

수식과 같다. 수식에서 는 치료  요인의 인식 수 을, 는 지각자 

효과(q  = 1, 2)와 왜곡된 메타지각(q = 3, 4)을, 는 집단 j에 속해있는 

집단원 i에 한 무선효과를, 는 에 한 집단 j의 무선효과를 나타

낸다.  

          집단원 수 :     
 



               (수식 8)

                   집단 수 :                         (수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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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자 효과 상자 효과 계 효과/오차

지각자 효과- 

상자 효과 

비율

지배(D) .58(.76) .21(.46) .21 2.7:1

순종(S) .51(.71) .08(.28) .41 6.4:1

우호(F) .32(.56) .22(.47) .46 1.5:1

(H) .41(.64) .13(.36) .46 3.2:1

평균 .46(.68) .16(.40) - -

<표 5> 반향메시지에 한 상  분산 분할

Ⅳ. 결 과

1. 인 계 반향메시지에 한 사회 계모형 분석

1) 타인지각에 한 상  분산 분할

사회 계모형(Social Relations Model: SRM)의 상  분산 비율에 

한 분석은 SRM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Markin, 2011). 상  분

산 비율이란 지각자 효과, 상자 효과, 계 효과에 한 분산이 체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지각자 효과에 한 상  분

산은 지각자 효과에 한 분산을 체 분산으로 나  수치이다. 본 연구

에서 다른 집단원들에 한 반향메시지 측정은 한차례 이루어졌기 때문

에, 계 효과에 한 상  분산에 한 추정치는 따로 산출되지 않았

다. 반향메시지에 한 상  분산 추정치는 <표 5>에 제시하 다.

  

지각자 효과와 상자 효과의 호 안은 양의 제곱근 수치임.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각자 효과에 한 상  분산이 상자 효과

에 비하여 일 으로 크게 추정되었다. 구체 으로 지각자 효과에 한 

상  분산 비율이 낮게는 1.5배에서 높게는 6.4배 높게 추정되었다. D 



- 71 -

하 척도에 한 지각자 효과의 상  분산이 .58로 가장 크게 추정되

었으며, F 하 척도에 한 지각자 효과 분산이 .32로 가장 낮았다. 

한, 통제 차원 련 지각자 효과의 분산이 친애 차원 련 지각자 분산

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 있었다. 상자 효과에 한 상  분산은 F 하

척도가 .22로 가장 높았으며, S 하 척도에 한 상  분산이 .08로 

가장 낮았다. 

앞서 제시하 듯이 Kenny(1994)는 각 효과의 상  분산을 상 계

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 다. 정확히는 상  분산의 제곱근을 

상 계수와 같이 해석해야 할 것이다. 상 계수 해석에 한 인 

기 은 없으나, 일반 으로 .50 미만을 낮은 수 의 상 으로 .50 이상을 

간 수 의 상 으로 해석한다(Devore, 1995). 이러한 기 으로 볼 때, 

일반 인 타인지각 왜곡 수 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결론내릴 수 있다.

2) 메타지각에 한 분석

일반 으로 메타지각에 한 정확성에 한 추정은 메타지각에 한 

지각자 효과와 타인지각에 한 상자 효과 간의 상 분석을 통해 이루

어진다. 이를 해서는 메타지각과 타인지각 각각에 한 SRM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향메시지에 한 메타지각을 

각 집단원이 아닌 일반화된 집단원에 한 질문을 통해 측정하 다. 즉, 

본 연구에서는 메타지각의 상은 각 집단원이 아닌 집단원 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메타지각의 정확도 분석은 메타지각 측정치와 타인

지각에 한 상자 효과 간의 상 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한 결과

를   <표 6>에 제시하 다.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메타지각 정확도 추정치인 메타

지각과 타인지각에서의 상자 효과 간의 상 계수는 .11~.27로 추정되

었다. 따라서 상 계수 해석에 한 일반 인 기 을 바탕으로 볼 때, 일

반 인 메타지각 왜곡 정도는 매우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반향메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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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지각(D) 메타지각(S) 메타지각(F) 메타지각(H) 평균

메타지각 

정확도
.27

**
.21

*
.12 .11 .18

<표 6> 메타지각 정확도 상 계수 

4가지 하 척도인 D, S, F, H에 한 상 계수 평균은 약 .18이었다. 이

는 타인지각에서의 상자 효과가 평균 으로 메타지각 분산의 약 3% 

정도만을 설명함을 의미한다. 하 척도 별 상  정확도 수 을 비교해

보면, 통제 차원과 련한 D, S 하 척도가 친애 차원 련 F, H 하

척도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수 의 메타지각 정확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지배-순종과 련한 행동에 해 다른 집단원들이 느

끼는 반향메시지를 우호- 에 한 반향메시지에 비하여 상 으로 

정확하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통제 차원과 련해서도 메타지각

에 한 상자 효과의 설명량이 8%를 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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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계 지각 왜곡이 치료  요인의 인식에 미치는 향

집단원들의 왜곡된 지각이 치료  요인의 인식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기 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 다. 1수 에서의 설명변수는 타인지각

에 한 SRM 분석에서의 지각자 효과와 메타지각의 부정확성이며, 반

응변수는 치료  요인이다. 다층분석은 치료  요인 하 척도에 따라 개

별 으로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심이 1수 에 있기 때문에, 2수 에 한 설명변인은 따

로 투입하지 않았다. IMI-C의 모든 하 척도에 한 지각자 효과와 메

타지각 부정확성을 설명변인으로 투입하면 모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 척도 수가 아닌 차원 수를 설명변인으로 하 다. 차원 

수는 통제의 경우 D 하 척도 수에서 S 하 척도 수를 뺀 수치이

며, 친애의 경우 F 하 척도 수에서 H 하 척도 수를 뺀 수치이다. 

따라서 통제 수가 높을수록 지배 수 이 높음을 의미하며, 친애 수

가 높을수록 우호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메타지각 부정확성은 설명변

인을 상자 효과, 반응변인을 메타지각으로 투입한 회귀분석에서의 표

화 회귀 잔차로 추정하 다. 지각자 효과는 이미 집단평균에 해 

심화(group-mean centering)된 추정치이기 때문에 메타지각 부정확도만

을 집단평균에 해 심화하 다. 

1) 희망고취

희망고취를 반응변인으로 한 기본모형 분석 결과와 연구모형 분석 결

과를 <표 7>과 <표 8>에 제시하 다. 먼  기본모형에 한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2수  분산성분에 한 검증 통계량 수치가 매우 유의하여 

희망고취에 한 지각 수 이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1수   2수  분산 성분을 토 로 산출한 내상

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는 .2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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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 오차 t 

편 () 30.44 .70 43.45
** 

통제 타인지각 왜곡 () -.09 .29 -.31

친애 타인지각 왜곡 () .18 .15 1.16

통제 메타지각 왜곡 () -1.51 .42 -3.59
**

친애 메타지각 왜곡 () 1.44 .51 2.84
**

무선효과 분산 성분 χ2 (df)

집단 평균 (u0j) 4.29 37.32
** 

(14)

1수  (rij) 14.80

<표 8> 희망고취에 한 연구모형 

고정효과 계수 표 오차 t 

편 () 30.48 .70 43.45** 

무선효과 분산 성분 χ2 (df)

2수  (u0j) 4.73 35.35** (14)

1수  (rij) 18.19

<표 7> 희망고취에 한 기본모형 

** p < .01.

** 
p < .01.

기본모형에 이어서 연구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타인지각 왜곡에 한 회귀계수 추정치는 통제와 친애 변인 모두 유

의하지 않았다(p > .05). 반면에, 통제와 친애에 한 메타지각 왜곡이 

희망고취에 미치는 향에 한 추정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그 방향성에 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순종 이라 지각한다

고 편향되게 생각할수록 희망고취에 한 지각 수 이 낮았으며, 사람들

이 자신을 우호 이라 지각한다고 편향되게 생각할수록 희망고취에 한 

지각 수 이 높았다. 무선효과의 경우 1수  기울기 모수에 한 분산성

분은 모두 유의하지 않아 모형의 간명성을 하여 최종 연구모형에서는 

이에 한 무선효과를 모두 0으로 고정하 다. 집단평균에 한 분산(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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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 오차 t 

편 () 33.07 .68 48.65**

무선효과 분산 성분 χ2 (df)

2수  (u0j) 3.61 27.35** (14)

1수  (rij) 22.11

<표 9> 안 한 정서 표 에 한 기본모형 

= 4.29)의 경우 검증통계량 수치가 매우 유의하여(p < .01), 집단의 평균 

희망고취 수 은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수

 분산(σ2)은 14.80으로 추정되어, 기본모형에 비하여 3.39 정도 작게 추

정되었다. 이를 통해 희망고취에 한 왜곡된 지각의 설명력이 약 19% 

정도임을 알 수 있다.  

 2) 안 한 정서 표

안 한 정서 표 을 반응변인으로 한 기본모형 분석 결과  연구모

형 분석 결과를 <표 9>와 <표 10>에 제시하 다. 기본모형 분석 결과

에 따르면, 2수  무선 오차에 한 분산(τ00)이 3.61로 추정되었으며, 이

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p < .01). 즉, 안 한 정서 표 에 한 지각 

평균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1수 에서의 분산(σ2)은 약 22.11

로 추정되었으며, 내상 계수는 0.14로 산출되었다. 

** p < .01.

왜곡된 지각을 설명변인으로 한 연구모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는 분산성분은 모형의 간명성을 하여 모두 0

으로 고정하 다. 통제 련 타인지각 왜곡은 안 한 정서 표 에 유의

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하지만 친애 련 

타인지각 왜곡에 한 회귀계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 는데(p < .05), 

다른 집단원들을 우호 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내담자는 자신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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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 오차 t (df)

편 () 33.12 .67 49.79**

통제 타인지각 왜곡 () 0.13 .11 1.15

친애 타인지각 왜곡 () .28 .11 2.37*

통제 메타지각 왜곡 () -.70 .24 -2.91**

친애 메타지각 왜곡 () 1.93 .60 3.20**

무선효과 분산 성분 χ2 (df)

집단 평균 (u0j) 34.79 34.79** (14)

친애 메타지각 부정확도 기울기 (u4j) 1.68 22.96

1수  (rij) 16.93

<표 10>  안 한 정서 표 에 한 연구모형 

단에서 정서 표 을 편안하게 했다고 지각하 다. 메타지각 왜곡이 안

한 정서 표 에 한 지각에 미치는 향은 통제와 친애 모두 유의한 결

과를 보 다(p < .01). 구체 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순종 이라 지각한

다고 편향되게 생각할수록 안 한 정서 표 에 한 지각 수 이 낮았으

며, 사람들이 자신을 우호 이라 지각한다고 편향되게 생각할수록 안

한 정서 표 에 한 지각 수 이 높았다. 무선효과의 경우, 안 한 정서 

표 에 한 집단 평균은 집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하지만 사 검사에서 유의하 던 친애 메타지각 왜곡의 기울기에 한 

집단 간 분산(τ44  = 1.68)은 다른 기울기에 한 분산을 0으로 고정한 후

에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p > .05). 1수 에서의 분산(σ2)은 16.93으

로 추정되어, 기본모형에 비하여 5.18 정도 작게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 

왜곡된 지각이 안 한 정서 표 에 한 분산을 약 23% 정도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다.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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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 오차 t 

편 () 29.47 .56 52.67**

무선효과 분산 성분 χ2 (df)

2수  (u0j) 2.46 27.48* (14)

1수  (rij) 14.92

<표 11> 인 계 향력에 한 기본모형 

3) 인 계 향력에 한 인식

인 계 향력에 한 인식을 반응변인으로 한 기본모형 분석 결과 

 연구모형 분석 결과를 <표 11>과 <표 12>에 제시하 다. 기본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수  무선 오차에 한 분산(τ00)이 2.46으로 추정

되었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p < .01). 따라서 인 계 향

력에 한 인식 수 은 집단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수

에서의 분산(σ2)은 약 14.92이었으며, 내상 계수는 0.14 다. 

* p < .05.
** p < .01.

연구모형 분석에서는 사  분석을 통해 유의하지 않은 2수  분산 성

분을 모두 0으로 고정하 다. 결과를 살펴보면, 타인지각 왜곡에 한 회

귀계수 추정치는 통제와 친애 변인 모두가 유의하지 않았다(p > .05). 

반면에, 통제와 친애에 한 메타지각 왜곡은 인 계 향력에 한 

인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1). 그 방

향성에 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순종 이라 지각한다고 편향되게 생각

할수록 인 계 향력에 한 인식 수 이 낮았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우호 이라 지각한다고 편향되게 생각할수록 인 계 향력에 한 인

식 수 이 높았다. 집단평균에 한 분산(τ00  = 3.66)의 검증통계량 수치

는 유의한 결과를 보 다(p < .01). 1수  분산(σ2)은 10.59로 추정되었으

며, 이를 통해 산출한 설명변인들의 1수  설명량은 약 2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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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 오차 t (df)

편 () 29.29 .58 50.16**

통제 타인지각 왜곡 () -.22 .21 -1.05

친애 타인지각 왜곡 () -.01 .16 -.04

통제 메타지각 왜곡 () -.92 .42 -2.22*

친애 메타지각 왜곡 () 1.10 .36 3.08**

무선효과 분산 성분 χ2 (df)

집단 평균 (u0j) 2.95 31.66** (14)

1수  (rij) 10.59

<표 12>  인 계 향력에 한 연구모형 

고정효과 계수 표 오차 t 

편 () 17.06 .29 57.67**

무선효과 분산 성분 χ2 (df)

2수  (u0j) .57 23.36 (14)

1수  (rij) 4.84

<표 13> 사회  학습에 한 기본모형 

* p < .05.
** p < .01.

4) 사회  학습

사회  학습을 반응변인으로 한 기본모형 분석 결과  연구모형 분

석 결과를 <표 13>과 <표 14>에 제시하 다. 기본모형 분석 결과에 따

르면, 2수  무선 오차에 한 분산(τ00)이 .57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1수 에서의 분산(σ2)은 약 4.84로 

추정되었으며, 내상 계수는 0.11로 산출되었다.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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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 오차 t (df)

편 () 17.05 .29 58.01**

통제 타인지각 왜곡 () -.08 .10 -.89

친애 타인지각 왜곡 () -.16 .009 -1.80

통제 메타지각 왜곡 () -.41 .34 -1.20

친애 메타지각 왜곡 () -.51 .28 -1.83

무선효과 분산 성분 χ2 (df)

집단 평균 (u0j) .82 26.94*

1수  (rij) 2.05

<표 14>  사회  학습에 한 연구모형 

연구모형 분석에서는 사  분석을 통해 유의하지 않은 2수  분산 성

분을 모두 0으로 고정하 다. 집단평균에 한 분산성분은 기본모형과 

달리 통계 으로 유의하여 이에 한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타인지각  메타지각 왜곡은 모두 사회  학습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기본 모형과 달리 집단평균에 

한 분산(τ00  = .82)의 검증통계량 수치는 유의한 결과를 보 다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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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의 목 은 집단상담에서 발생하는 인 계 지각의 상  왜

곡 정도를 살펴보고 그러한 왜곡이 치료  요인의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분석을 실시

하 다. 

첫째, 집단원들이 다른 집단원들에 해 느끼는 반향메시지를 사회

계모형(Social Relations Model: SRM)을 통해 지각자 효과, 상자 효과, 

계 효과/오차로 분해하고 각 효과의 상  분산을 살펴보았다. SRM 

분석에서 각 효과는 무선효과이기 때문에 분산의 상  크기( 체 분산

에서 각 효과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를 분석하여야 한다. 지각자 효과

에 한 상  분산이 크면 집단원들이 다른 집단원들에 해 서로 유

사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 로 상자 효과의 상  

분산이 크면 집단원들 사이에 합의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는 지각자들이 

각 상자를 일치된 방식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둘째, 집단상담에서의 메타지각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집단 내 

일반화된 타자에 한 메타지각과 타인지각에서의 상자 효과  외부 

상황에서의 일반화된 타자에 한 메타지각 간의 상 을 살펴보았다. 

자는 메타지각의 정확성을 추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메타지각의 왜곡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후자는 평소 일반화된 타자에 한 메타지각이 

집단상담에서의 메타지각 왜곡 정도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

여 다. 

셋째, 집단상담에서의 인 계 지각에 있어 왜곡 정도가 치료  요

인의 인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하여 다층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층회귀분석에서는 TFI-S의 4가지 하 척도인 ‘희망고취’, 

‘안 한 정서 표 ’, ‘ 인 계 향력에 한 인식’, ‘사회  학습’을 반응

변인으로, 타인지각  메타지각의 왜곡 수 을 설명변인으로 하 다. 타

인지각의 왜곡은 지각자 효과로 메타지각의 왜곡은 일반화된 집단원에 



- 81 -

한 메타지각과 타인지각에서의 상자 효과 간의 상  차이로 정의

하 다. 인 계 왜곡에 한 변인은 모형의 간명성을 하여 IMI-C의 

모든 하 척도가 아닌 IMI-C의 2개 차원인 통제와 친애 수를 토 로 

생성하 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고 그 결과가 시사

하는 바에 해 종합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결과 요약  논의는 앞의 

장에 기술한 연구결과 순서 로 제시하 다.         

1.  인 계 반향메시지에 한 사회 계모형 분석

집단상담에서 집단원들이 느끼는 반향메시지를 라운드 라빈(round 

robin) 설계를 통해 측정하 으며, 그 자료를 SRM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에 한 요약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

자 효과의 분산은 체 분산의 반 정도를 차지하 다. 한, 지각자 효

과의 상  분산은 상자 효과의 상  분산에 비하여 모든 IMI-C 

하 척도에서 일 으로 크게 나타났다. 지각자 효과와 상자 효과의 

상  분산 비율은 평균 으로 약 3배 정도에 달하 다. 이러한 결과는 

SRM을 활용한 다른 선행연구(Albright et al., 1988; De Vries, 2010; 

Kenny, Horner, Kashy, & Chu, 1992: Marcus & Lehman, 2002; 

Markin & Kivlighan, 2008)의 결과와 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평

소에 친분이 없는 사람들 간의 인 계에서는 지각의 주 성이 지각의 

보편성 보다 크게 작용함을 보여 다. 즉, 집단상담에서 집단원들은 다른 

집단원들의 행동을 객 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자신의 개인  에 

따라 왜곡된 방향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더욱이 본 연구의 상

이 임상 집단이 아닌 일반 학생 집단임을 고려하면, 인 계에서의 

지각은 항상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최병건(2011)  Greenberg와 

Mitchell(1983)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집단원들의 일반 인 인지각 왜곡은 집단이 일정 부분 진행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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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 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하 척도에 따른 지각자 효과 분산의 상  크기와 련해서

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는 않

았다. 컨 , 성격 5요인을 측정한 Albright 등(1988)의 연구나 De 

Vries(2010)의 연구에 따르면, 성격 5요인  인 계 원형모형에서의 

통제와 가장 한 연 이 있는 외향성에 한 지각자 효과의 상  

분산이 가장 낮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해 연구자들은 외향성과 

련한 외  행동이 다른 성격 요인에 비하여 보다 명확하고 가시 으

로 표출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Kenny, 1994). 어떤 특성과 련한 행동

이 직 일수록, 이를 해석하는데 있어 지각자의 개인내  정신구조의 

역할은 어들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제 차원과 련 있는 지

배와 순종에 한 지각자 효과의 상  분산이 친애 차원과 련 있는 

우호와 에 비하여 더 크게 추정되었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인 계 지각을 IMI-C를 통해 측정한 Marcus

와 Leatherwood(1998)  Mallinckrodt와 Chen(2004)의 연구에서도 일

되게 발견되었다. Marcus와 Leatherwood(1998)는 이에 한 주요 원인

으로 인 계 원형모형의 통제 차원은 성격 5요인 모형의 외향성과 서

로 동치 계가 아님을 들었다. 인 계 원형모형의 통제 차원은 성격 

5요인의 외향성에 정서 련 요인이 합쳐져 있는 보다 복합 인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통제 차원과 련한 하 척도는 여러 종류의 정서  특

히 수치심과 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제 차원이 단순히 외향성이 아

닌 능숙함과 성취에 한 욕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컨 , “나와 함께 

있을 때 집단원들은 일반 으로 나보다 자신이 지배 이라 느낀다”는 

IMI-C의 문항은 수치심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지각은 열등감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인 계 원형모형의 통제 차원과 련한 행동은 외향성에 비하여 훨

씬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쉬울 것이다. 한 인 계 표상은 항상 

정서를 수반하기 때문에(Marrone, 2000), 외향성에 비하여 정서  측면

을 많이 반 한 통제 련 행동은 마음속의 내부작동모형을 활성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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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쉽다. 더욱이 Erikson(1963)이나 Kohut(1977)의 이론  에서 보

면 열등감이나 수치심의 정서 경험은 발달 기의 정신구조에 매우 요

한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기 부정 인 계표상은 이러한 

정서 요소와 결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취약한 사람들은 상

방의 성 인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심리내

 과정에 의하여 통제 차원과 련한 특성을 지각하는 데에는 ‘객  

실’ 보다 ‘주  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메타지각에 한 지각자 효과와 타인지각에서의 상자 효과에 

한 상 계수 추정치는 .11~.27의 범 를 보 다. 이러한 상 범 는 

.50 미만의 상 을 미약한 상 크기로 분류하는 통계학자들의 일반 인 

기 (Devore, 1995)을 바탕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로 결론내릴 수 

있다. 이는 집단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할 것인지에 한 측은 집단의 

실제 지각과 많이 어 남을 뜻한다. 타인지각에 한 상자 효과의 분

산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메타지각 정확성에 한 추정치가 실제 모수치 

보다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더

라도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메타지각 정확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한 

상자 효과의 상  분산의 제곱근 범 가 .28~.46임을 고려하면, 메

타지각의 일반 인 왜곡 수 이 타인지각의 일반 인 왜곡 수 보다 더 

큼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듯 일반화된 타자에 한 메타지각이 매우 부

정확하다는 결과는 Reno와 Kenny(1992)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와 달리 Malloy와 Albright(1990)의 연구에서는 메타

지각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게 추정되었다. 아직까지 메타지각 정확도에 

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해 일반화된 결론

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몇 편의 연구에서의 결과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메타지각의 정확도가 인 계 지각을 측정하는 도구나 측정 상

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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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계 지각 왜곡이 치료  요인의 인식에 미치는 향

집단상담에서 타인지각과 메타지각에서의 왜곡이 치료  요인의 인식

에 미치는 향을 다층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시

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상담에서 타인지각 왜곡이 집단

의 치료  요인의 인식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은 부분 입증되지 않았다. 컨 , 타인을 실제와 달리 부정 으로 지

각하는 것과 집단과정을 통해 보편성과 희망의 고취를 느끼는 것에는 유

의한 련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타인지각의 왜곡은 인 계 향력에 

한 인식이나 사회  학습에 한 지각과도 유의한 련이 없었다. 다

만, 안 한 정서와 련해서는 왜곡된 타인지각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을 실제보다 부정 으로 왜곡하여 지각하는 집단

원들은 집단상담 과정에서 집단을 안 하지 못한 곳으로 지각하고 자신

의 감정을 있는 그 로 표 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내담자들이 상담을 찾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 상담을 찾건 부분이 우울이나 수치심과 같은 정서문제를 가

지고 있다. 하지만 정서 문제를 다루는 것은 간단치가 않다. 그 주요 이

유  하나로 인간의 생물학  정서 체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

의 사건에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정서가 공존할 수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더욱이 흔히 ‘방어기제’로 불리는 부정  정서에 한 방어는 자신

의 내면에 있는 핵심 정서를 제 로 지각하기 더욱 힘들게 만든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듯 복잡한 정서가 효과 으로 다 지기 해서는 

우선 내담자가 자신이 재 느끼는 감정에 해 솔직히 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의 표 은 그 자체로 실존과의 을 증가시키며(Earley, 

2000),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집단원의 교정  정서 경험(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Yalom & Leszcz, 2005). 

정서표 이 실존과의 을 증가시키고 교정  정서 경험으로 연결되기 

해서는 첫째, 집단이 안 한 장소로 지각되어야 하며, 둘째, 집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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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극 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Yalom & Leszcz, 2005).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래 가지고 있던 타인에 한 정신  표상이 

부정 이면 실제 다른 집단원들이 우호 이어도 그 집단을 안 한 곳으

로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 표 을 쉽사리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  표상과 정서표 과의 계가 그 자체로 집단

상담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타인지각과 달리 메타지각에 있어 왜곡은 사회  학습을 제외

한 모든 치료  요인의 인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을 순종 인 사람이나 우호 인 사람으로 지각한다

고 생각할수록 집단상담을 통해 자신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

며, 타인이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자신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

망을 얻는 경향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집단이 자신을 순종 인 사람으로 

지각한다고 생각할수록, 혹은 우호 인 사람이라고 지각한다고 생각할수

록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표 하고 더 깊은 수 의 인 계 통찰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상담에서 다른 집단원이 어떠한 특성의 사람인지 

보다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한 인식이 상담 성과에 

더 요하게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한 단은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에 한 상상에

서 비롯된다(Shrauger & Schoeneman, 1979). Winnicott(1971)에 따르면, 

아이는 어른이 자신을 바라 줘야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된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는 성인에게도 여 히 용됨을 알 수 있다. 

집단상담에서 다른 집단원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냐에 한 인식이 집단 

내에서 나의 가치와 집단에 임하는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

다. 집단원들이 나를 ‘좋은 상’으로 여긴다면 그들의 ‘좋고 나쁨’은 그

다지 요치 않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해 객 으로 단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사람들은 타인의 

성격과 련해서는 정 인 내용이라도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Felson, 1980). 따라서 집단원들은 자신에 한 타인의 지각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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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가지고 있던 계표상을 기반으로 하여 유추하게 된다. 그 결과 집

단에 한 메타지각은 평소의 계패턴이 그 로 재 되는 방향으로 형

성된다. 따라서 평소 부정 인 계 표상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원은 상

담실 밖에서 경험하던 역기능  인 계를 집단 안에서도 반복하게 되

고, 이는 계 요소와 련한 치료  요인을 지각하는데 방해물로 작용

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타지각의 왜곡이 항상 부정  결과를 야기

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  편향의 결과는 왜곡이 은 경우에 비해 오

히려 정 이다. 실제 다른 집단원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하여 그들이 

자신을 더 ‘좋은 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단에 

한 애착을 가지고, 집단을 안 한 환경으로 지각하며, 집단 내 상호작용

을 통해 인 계에 한 의미 있는 통찰을 얻는 경향이 있었다. 

한 가지 이목을 끄는 결과는 순종 인 사람들이 지배 인 사람들에 

비하여 집단상담으로부터 보다 정 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타인이 자신을 순종 으로 여긴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부정 인 

자기표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메타지각이 순종 인 방

향으로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요타자와 ‘통제하는 사람-통제당하는 

사람’ 혹은 ‘침범하는 사람-침범당하는 사람’의 계를 주로 경험하 고, 

그 결과 자신을 ‘통제를 당하는 사람’ 혹은 ‘침범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지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타지각 왜곡을 경험했을 수 있다. 이러한 유

추는 메타지각이 자기지각과 어느 정도 유의한 상 이 존재한다는 경험

 보고(Kenny, 1994)에 기인한다. 하지만 자기에 한 평소 지각 혹은 

자기표상보다 ‘타인 에 비친 나’가 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기표상

이 부정 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요인에 한 지각은 정 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특정 종류의 표상만을 

‘좋고 나쁨’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충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종 인 집단원들에 한 결과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도 세워

볼 수 있다. IMI의 원  15개 하 척도를 참고하면, 순종 인 성향의 사

람은 의존 이고, 자세이며, 공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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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인애착이론에서 애착불안 수 이 높은 몰입형 유형의 사람들이 보

이는 표 인 특성이기도 하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Markin & Marmarosh, 2010). 따라서 메타지각이 순종 인 방향으로 왜

곡되어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성인애착이론의 몰입형 유형에 해당할 것

으로 추측된다. 다만 성인애착이론에서는 몰입형 유형의 사람들이 정

인 상표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이에 한 실증  연구

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다. 다만 몰입형 유형의 사람들이 ‘통제하는 사람-통제당하는 사람’ 혹은 

‘침범하는 사람-침범당하는 사람’의 계를 주로 경험했다면, 이들의 

상표상이 ‘통제하는 사람’ 혹은 ‘침범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

면 상표상의 성격 역시 부정 인 색채를 띨 수 있다. 그들의 계 지

향 인 측면이 사람들로 하여  그들의 상표상이 정 일 거라 생각

하게 만들었거나 심리  방어를 통해 타인표상의 부정 인 속성이 억압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도 추후 연구에서 상의 ‘좋고 나쁨’의 세부 

범주와 그 스펙트럼을 다양화해야 이들의 상 계 인 특성을 보다 명

확히 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타인표상이 일부 부정 인 속성을 띨 수 있으나, 

이들은 타인에게 다가가 한데 어울리고자 하는 강한 계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계 욕구는 자기표상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 에 그들이 ‘좋은 상’으로 자리한다는 믿

음에 기인한다. 타인이 자신을 ‘좋은 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이들은 집단에 한 유 감을 느끼고, 그 유 감은 다른 집단원의 

역경 극복 경험담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일 수도 있

다는 믿음을 유발하 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연히 타인의 경험담이 ‘남’

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기도 할 때, 보편성과 희망고취에 한 

인식 수 은 높아질 것이다. 

한편, 이들은 집단상담에서 ‘집단원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행해

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한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

릴 부터 타인의 요구를 살피고 그에 순응하는 인 계 패턴을 반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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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살아왔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이들은 다른 

집단원들의 이야기에 집 하고 그들 나름의 성향 안에서 최 한 집단에 

여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집단상담에 

존재하는 계 측면의 치료  요인을 보다 잘 인식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메타지각이 지배 인 방향으로 편향된 사람들과 이들의 치료

 요인의 인식 간의 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가정을 토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 , 이들  우호 인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집단 자체를 경시하

고 집단 과정에 온 히 몰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들에게 

타인이 자신을 지배 인 사람으로 본다는 것은 그들 에 자신이 ‘나쁜 

상’으로 비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다. 이들에게 지배 인 

사람이란 ‘나쁜 상’이 아닌 ‘힘 있고 우월한 상’일 수 있다. 이들은 

자신보다 ‘낮은’ 치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좀처럼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의 고취를 느끼지 못하고 집단에 동화하지 못해 집단

을 안 한 곳으로 여기지 못할 수 있다. 

메타지각이 지배 인 방향으로 편향된 사람들 에는 다른 부류의 사

람도 있다. 어떤 이들은 우호 인 성향이 높아 집단과 동화되고 다른 집

단원들과 한데 어울리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집

단은 우호 인 곳이나 문제는 이들의 메타지각 왜곡에 있다. 이들은 다

른 집단원들이 자신을 ‘침범 인 사람’, 즉 ‘나쁜 상’으로 지각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들의 지각은 객  실로부터 동떨어져 있어 실제 

집단원들은 이들을 통제 인 사람으로 지각하지 않는다. 이들의 왜곡된 

믿음은 집단과 동화되고 싶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들로 하여  집단을 

어내게 만든다. 그 결과 이들에게 집단은 나의 집단이 될 수 없고, 그 

결과 타인의 경험담 역시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최종결과

는 친애 성향이 낮은 동시에 메타지각이 지배 인 집단원들에게도 해당

하나, 집단이 이들에게 비춰지는 색채나 치료  요인의 인식에 한 메

커니즘 자체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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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지각은 타인지각에 비하여 자기표상을 더 잘 반 하고 있다. 따

라서 지배 인 방향으로 메타지각이 왜곡되어 있을수록 치료 인 요인의 

인식 수 이 낮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애착 회피가 집단상담 결

과와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Kivlighan 등(2012)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메타지각이 지배 인 방향으로 왜곡된 사람

들은 우호 인 속성이 강하건 약하건 결국 집단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한 순종 인 방향으로 메타지각이 왜곡되

어 있을수록 치료  요인의 인식 수 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 불안이 높은 유형의 내담자들의 정신분석  인 계 심리치료로부

터 상 으로 더 정 인 효과를 보았다는 Tasca, Mikail, 

Hewitt(200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순종 인 사람들

과 련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Reis & Grenyer, 2004)도 보고된 바 있

기 때문에 이에 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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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부분의 국내 집단상담 연구는 로그램 개발  효과성

에 한 검증을 주로 진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집단상담의 효과성이나 

각종 집단 로그램의 효과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어져 왔기 때문에, 

다른 주제에 한 집단상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집단역동이나 

집단 내 인 계 행동은 임상 으로 매우 요한 주제이다. 집단 내 

인 계 지각은 집단 내 행동의 가장 기본 요소이자, 다양한 상황에서 반

복되는 내담자의 인 계 패턴의 시발 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한 연구는 인 계에 한 개입에 있어 매우 귀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가치를 지니며, 본 연구를 시발 으로 

하여 집단 내 인 계 역동과 인 계 지각에 한 연구가 앞으로 보

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지 까지 국내에서 상담 과정에서의 인 계 지각이 연구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방법론 인 어려움에 있다. 본 연구는 상담학 연

구자들에게 익숙지 않지만 다양한 상담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연

구방법인 SRM을 상담연구에 용하 다는 에서 방법론  의의를 지

닌다. SRM은 비단 인 계 지각 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상담 주제에 

해 용될 수 있으며, 가족상담 연구에도 리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집단 내 왜곡된 인 계 지각  특히 메타지각에 

해 심을 가지고 왜곡된 메타지각이 집단상담 결과에 미치는 향을 

밝 냈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기존 상담이론에서는 표상 문제를 다

룰 때, 자기표상이나 상표상을 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지각할까에 한 문제가 자기표상이나 상표상 보다 더 요하

게 작용할 수 있음은 계표상의 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오랫동안 상담학에서 심을 가져온 주제인 표상의 

문제를 과거 연구에 비하여 보다 실증 으로 다루었다는 에서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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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상담학에서 표상의 문제는 주로 개념 으로만 다루어져 오고 이에 

한 실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가 집단상담 참여

자들의 표상을 직 으로 측정한 것은 아니나 IMI-C를 SRM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표상이 집단 내 인 계 지각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를 실증 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집단상담에서 집단원들이 보이는 왜곡된 지각 기

에 작용하는 계표상의 구체 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기

존의 인 계 원형모형이 가지는 특성에 해서도 보다 심층 인 이해

를 돕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상담이론에서 계표상을 

주로 ‘좋은 표상’과 ‘나쁜 표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는 이

러한 통  구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인 계 

원형모형과 련해서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2개의 기본 차원  하나인 

통제 차원이 보다 세분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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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를 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에 있어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 학 인

계 향상 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한 학생들만을 상으로 하 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학 학생들이나 일반 성인들 집단에도 

용되는지에 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인 계 향상 로그램이 

일반 학생이기 때문에 임상집단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가 두 차례에 걸쳐 수집되기는 하 으나 같은 

내용의 설문을 배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으로 횡단  속성을 지

닌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단이 진행된 지 5회기 정도가 지났음에

도 불구하고 지각자 효과의 상  분산의 설명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문화  특성이나 집단상담의 특성에 의해 어느 

정도 향을 받았는지 알아보기 해서는 다양한 회기에서 측정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지각자 효과나 메타지각 부정확도와 같은 인 계

에 있어 왜곡된 지각이 집단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왜곡의 변화 양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개인내  

특성에 해 밝히는 것은 임상 으로나 학문 으로나 매우 가치 있는 일

이다. 두 내담자의 지각자 효과나 메타지각 부정확도가 동일하게 높아도 

그러한 왜곡 정도가 집단 상담을 통해 교정되어지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틀릴 것이다. 그러한 개인 간 변화율 차이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변

인을 찾아내면 상담자들이 어떠한 부분에 을 맞추어 내담자의 왜곡

된 지각을 다 야 할 것인지에 해 요한 시사 을 찾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왜곡된 지각의 상  정도를 살펴보고 왜곡된 

지각이 집단 상담의 효과에 미치는 향을 간 인 방식으로 검증하

다. 따라서 왜곡된 지각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 해서는 살펴보지 않



- 93 -

았다. 가령 부모와에 한 표상이나 일반화된 타인표상이 왜곡된 지각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집단상담에서 왜곡된 지각을 다룰 

때 그러한 요소를 어느 정도 다 야 할지에 한 임상  정보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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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대인관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

본 질문지는 여러분의 대인관계 특성과 집단의 역동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동봉된 질문지는 1회기부터 현재까지의 집단과정에서 만났던 

각 집단원에 대한 느낌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대인관계 집단의 집단원 각각을 떠올리며 하나의 

질문지에 한 집단원에 대해 응답하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질문지는 

봉투에 넣어 양면테잎으로 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은 집단 리더나 다른 집단원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진솔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리며 귀한 시간 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육상담 전공 강민철

지도교수 김창대

<응답방법>

① 별첨된 집단원 별칭명단을 참조하여 별칭 앞의 번호(ID)를 표 위에 

※집단원 번호(ID) 란에 적습니다.   

② ①에 적은 ID에 해당하는 집단원을 떠올리며 아래 문항의        에 

그 집단원의 별칭을 넣어서 그 집단원에 대해 받는 느낌에 대해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그 집단원이 실제 그렇다 안 그렇다 보

다는 내가 받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즉, 아래 예에서 통통이 실제로 

휘두르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별칭: 통통  → 통통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통통에게 휘둘린다고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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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______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일반적으로 ......고 느
낀다.
 1. ______에게 휘둘린다 1 2 3 4
 2. ______와 거리감이 있다 1 2 3 4
 3. ______에게 내가 침범자나 불청객이 된 것 같다 1 2 3 4
 4.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1 2 3 4
 5. ______에게 인정받고 있다 1 2 3 4
 6. ______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집단에 속해 있다 1 2 3 4
 7. 내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1 2 3 4
 8. ______에게 자신들이 칭찬받고 있다고 1 2 3 4
 9. 내가 ______보다 지배적이라 1 2 3 4
10. ______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1 2 3 4
11. 다른 집단원들만큼이나 내가 ______에게 중요하다 1 2 3 4
12. ______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 1 2 3 4
13. 다른 사람에게도 결정할 기회를 주라고 ______

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을 1 2 3 4

14. ______가 가끔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으면 좋겠다고 1 2 3 4

15. 지지를 얻고자 ______에게 기댈 수 있을 거라 1 2 3 4
16. ______를 방해하게 될 것 같다고 1 2 3 4
17.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라고 ______에게 말해줄 

필요를 1 2 3 4

18. (______를 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______에게 
일의 분담을 요청 할 수 있다고 1 2 3 4

19. ______의 장점을 일러주고 싶다고 1 2 3 4

______와 함께 있을 때, 나에게 ______는 ...... 것처
럼 보인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다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1 2 3 4
21. 나와 관련 맺고 싶어 하지 않는 1 2 3 4
22. 내가 ______를 떠받들어주기 원하는 1 2 3 4
23. 혼자 있고 싶어 하는 1 2 3 4
24. 자신이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여기는 1 2 3 4
25. 내가 거의 해답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1 2 3 4
26.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는 1 2 3 4
27. 혼자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1 2 3 4
28. 자기 자신보다 나를 우월하게 여기는 1 2 3 4

※집단원 번호(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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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와 함께 있을 때, 집단원들은 일반적으로 ......고 느

낀다.
 1. 나에게 휘둘린다 1 2 3 4

 2. 나와 거리감이 있다 1 2 3 4

 3. 나에게 침범자나 불청객이 된 것 같다 1 2 3 4

 4.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 1 2 3 4

 5. 나에게 인정받고 있다 1 2 3 4

 6.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집단에 속해 있다 1 2 3 4

 7.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1 2 3 4

 8. 나에게 자신들이 칭찬받고 있다고 1 2 3 4

 9. 나보다 자신들이 지배적이라 1 2 3 4

10. 나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1 2 3 4

11. 그들이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12. 내가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 1 2 3 4

나로 인하여 집단원들은 일반적으로 ............. 느끼게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다른 사람에게도 결정할 기회를 주라고 나에게 말
하고  싶어지는 것을 1 2 3 4

14. 내가 가끔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으면 
좋겠다고 1 2 3 4

15. 지지를 얻고자 나에게 기댈 수 있을 거라 1 2 3 4

16. 나를 방해하게 될 것 같다고 1 2 3 4

다음 문항들은 이 집단에서 당신에게 향한 집단원들의 전형적인 반응에 대한 당
신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 란에 문장을 넣어 읽은 후 본인이 해당하는 정
도에 v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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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나의 일은 나 스스로 하라고 나에게 말해줄 필요
를 1 2 3 4

18. (나를 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일의 분담을 
요청 할 수 있다고 1 2 3 4

19. 나의 장점을 일러주고 싶다고 1 2 3 4

집단원들에게 나는 ...... 것처럼 보인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독점하고 싶
어 하는 1 2 3 4

21. 그들과 관련 맺고 싶어 하지 않는 1 2 3 4

22. 그들이 나를 떠받들어주기를 원하는 1 2 3 4

23. 혼자 있고 싶어 하는 1 2 3 4

24. 내가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여기는 1 2 3 4

25. 그들이 거의 해답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1 2 3 4

26.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
는 1 2 3 4

27. 혼자 내버려 두어졌으면 하는 1 2 3 4

28. 나보다 그들을 우월하게 여기는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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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대인관계 스타일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은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인관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설문은 시험처럼 맞는 답, 틀린 답이 따로 없으니 지시사항

을 잘 읽어보신 후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답해주시

면 됩니다.

설문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연구 자료로서만 활용되며, 연구 목

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강민철

지도교수 김창대

◎ 먼저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 주세요.

1. 나이: 만         세

2. 성별:      1) 남자       2) 여자

<부록 2> 치료적 요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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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1: 전혀 그렇지 않음

 4: 보통
7: 매우 그러함  

1. 나는 다른 집단원들 역시 나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
을 알았으며, 이를 통하여 집단 외부의 다른 사람들 역
시 나와 비슷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1 2 3 4 5 6 7

2. 집단에 참여한 이후로 내 상황이 희망적으로 느껴졌다. 1 2 3 4 5 6 7

3. 나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꼈다. 1 2 3 4 5 6 7

4. 나는 집단 활동 중에 생각보다 더 많이 가족에 대해 생
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1 2 3 4 5 6 7

5. 가끔 가정에서의 내 형제자매나 부모에 대해 가졌던 감
정이나 반응을 내가 집단에서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1 2 3 4 5 6 7

6. 집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점이 과거 내가  생
각했던 거 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  1 2 3 4 5 6 7

7. 집단 안에서 내가 화를 내도 괜찮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8. 집단을 하면서 나의 가족이 나의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
에 대해 알게 되었다.  1 2 3 4 5 6 7

9. 이 집단은 내가 사는 더 큰 세상의 축소판 같은 것이다. 
집단 내에서의 행동과 집단 바깥에서의 행동에는 같은 
패턴이 존재함을 알았으며, 이러한 패턴을 집단 안에서 
해결하게 됨으로써 집단 밖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6 7

10. 집단은 나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었다. 1 2 3 4 5 6 7

11. 집단원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1 2 3 4 5 6 7

12. 나는 다른 집단원들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그들의 전략을 나의 일상생활에
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2 3 4 5 6 7

13. 나는 때때로 집단에서 관찰한 바를 나중에 따라해 봄
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다. 1 2 3 4 5 6 7

14. 이 집단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 깨달게 해주었다. 1 2 3 4 5 6 7

아래 문항을 읽고 당신이 지금까지 집단활동에 참여하면서 받은 느낌을 바탕으로 
일치하는 정도에 v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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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 집단의 집단원들 사이에는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많았다. 1 2 3 4 5 6 7

16. 비록 집단으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더 자립적이 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2 3 4 5 6 7

17. 이 집단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 주었다. 1 2 3 4 5 6 7

18. 비록 우리에게는 다른 점이 있지만, 집단은 나에게 안
전하게 느껴졌다.  

1 2 3 4 5 6 7

19. 다른 집단원들로부터의 솔직한 피드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 미치는 나의 영향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 1 2 3 4 5 6 7

20. 집단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1 2 3 4 5 6 7

21. 나는 집단에서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할 수 있
었다.

1 2 3 4 5 6 7

22. 집단은 내 인생에서 있어 타인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
었다. 1 2 3 4 5 6 7

23. 나는 집단에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었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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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orted perception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 frequently occurs 

in the counseling process. Transference would be the typical example 

of this. The distorted perception that a client experiences in usual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he following dysfunctional interpersonal 

relations patterns are expressed in diverse transference forms in 

relationship with a counselor. The target of the thoughts, feelings, 

and attitudes that are displaced onto a counselor could simply be 

other people from everyday life, or ‘generalized others’, rather than 

parents. Here, generalized others reflects the concept of ‘individual’s 

view of human nature (Bronfenbrenner, Harding & Gallwey, 1958)’, 

meaning universal representation for others. In addition, current 

transference theory does not limit the target of the displacement only 

to the counselor (Moor & Fine, 1990). For instance, in group 

counseling, the target of the displacement could be other group 

members besides the counselor (Markin　& Kivlighan, 2008; Yalom & 

Leszcz, 2005). 

Like this, distorted interpersonal relations perceptions frequently 

happening in and out of the counseling settings are believed to 

trigger diverse psychological and characteristic problems (Marcus & 

Holahan, 1994; Markin & Kivlighan, 2008; Yalom & Leszcz, 2005). 

Long ago, Sullivan (1953) stated that because most of the 

psychological and characteristic problems result from distorted 

percep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 the ultimate goal of the 

psychotherapy should be to diminish the distortion of the client. 

Similarly, Yalom (1995) took helping group members to lead into a 

satisfying and at the same time, realistic interpersonal relations as a 

main objective of the group counseling.

Likewise, though the distorted interpersonal relations hold a key in 

group counseling, there is merely not much study on this topic.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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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reasons for this are the difficulty of measuri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 perception in the group counseling, and the particularity of 

statistical method application. Interpersonal perception is reciprocal 

compared to object perception. In other words, as I perceive other 

people, the others also perceive me. Also, because it appears as the 

data structure that individuals are embedded in a group; quantitative 

data targeted for various groups basically show attributes of 

multi-level structure. Moreover, when letting the group members to 

rate each other considering the mutualistic part, it could include 

rating oneself, but because this differs with rates of other group 

members, this c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same attributes of data.

Fortunately, the development of the methods such as Social 

Relations Model (SRM) in social psychology field has opened a way 

to deal with interpersonal perception in group counseling more 

empirically. 

SRM is a model of measurement method developed by Kenny and 

his fellows (Kenny, 1988, 1994; Kenny & La Voie, 1984; Warner, 

Kenny, & Stoto, 1979) in order to measure the interpersonal 

perception in social situations. SRM divides interpersonal perception 

into perceiver effect, target effect, and relationship effect. Among 

these, perceiver effect and relationship effect are related with 

subjectivity of the perception, whereas target effect with universality 

of the perception. In a group with several group members, when each 

group member rates each other’s extroversion, the way group 

member A perceives the extroversion of B is divided into A’s 

perceiver effect, B’s target effect, and relationship effect between A 

and B. Perceiver effect of A means A’s average perception of every 

other group members. On the other hand, target effect of the B 

means everybody else’s average perception of B. If A perceives B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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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trovert, this might be due to A generally perceiving people 

extrovert (perceiver effect), or because B is actually an extrovert that 

like others, A perceive B as an extrovert (target effect). Of course, 

the other case exists. When A generally perceives people as introvert, 

and B is actually an introvert, B could act as an extrovert only to A 

(relationship effect).  

When the perceiver effect’s variation takes a large portion in the 

total variation, it is usually believed that there exists assimilation 

effect. This means perceivers perceive everybody else similarly. 

However, perceiving everybody else consistently not regarding each 

target’s unique feature means disjunction of perception and reality. 

Thus, the size of the assimilation effect is accordingly the value for 

the distorted level of other-perception. On the contrary, when the 

variation of the target effect takes a large portion in the total 

variation, it states there is a consensus effect. 

However, for distorted interpersonal perception happening in group 

counseling, there are other types besides assimilation effect in 

other-perception. That is distortion in meta-perception. 

Meta-perception is one’s perception of how others will perceive 

him/her, namely perception of the perception.

This study is focused on finding how distorted perception of other 

group members in group counseling affects perception of therapeutic 

factors. Though compared to individual counseling, quantitative 

portion of the study is very scanty,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is 

considerably proven through various references, so few counselors 

would raise question to this. Therefore, in group counseling, concerns 

for counselor or counseling researchers should be not of whether 

there exists effects in group counseling, but of research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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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factors or  intervening factors over positive change of the 

client. 

To experience therapeutic effects, cognitively perceiving therapeutic 

factors should be preceded. However, in group counseling, distorted 

perception over other group members could be obstacles perceiving 

therapeutic factors in group counseling. The study reports in 

individual counseling that distorted interpersonal perception could have 

negative an impact on perception in therapeutic factors imply that 

distorted perception could negatively affect perception of the 

therapeutic factors in group counseling as well. 

Generally, for measurement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 

interpersonal circumplex model, the method that measures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through two basic dimensions of 

affiliation and control, is most widely used. Impact Message 

Inventory-Circumplex measures perceiver’s implicit 

response(subjectively interpreting and accepting nonlinguistic 

messages that the other party send) happening after the inter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is study measured perception over other 

group members with Impact Message Inventory-Circumplex under 

decision that for interpersonal relations perception, perceiver’s 

subjective interpretation is basically important.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of the current study we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In group counseling, how much are the 

group member’s other-perception and meta-perception dist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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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1-1. In group counseling, for other-perception of group 

members, the relative variation of perceiver effect would show 

greater value of relative variation than target effect. 

Hypothesis 1-2. In group counseling, meta-perception of group 

members would show the low level of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arget effect on the other-perception. 

Research Question 2. In group counseling, how the group members’ 

distorted level of other-perception and meta-perception would 

affect perception of therapeutic factors? 

Hypothesis 2-1. In group counseling, distorted level on 

other-perception of group members will influence significantly to 

the perception of therapeutic factors.

Hypothesis 2-2. In group counseling, distorted level of 

meta-perception of group members will influence significantly to 

the perception of therapeutic factors.

Method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were 88 of undergraduates and graduate students 

(undergraduates: 81, graduates students: 7) who enrolled in the 

improvement program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perat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pus Life Cultural Institute. The age range of 

the participants was 17 to 32, and the average age was 22.8 (SD = 

3.71). The gender component proportion ratio was male student about 

36%, female student about 64%. Study participants were belong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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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group of total fifteen groups, and the number of group members 

in each group was five to seven (M = 5.87).

Group leaders and co-leaders were graduate students who were 

majoring in educational counseling. Group counseling was operated 

total ten times. Except for the last counseling session which lasted 

for six hours, each session’s processing time was two hours. Though 

the improvement program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ad set the 

topic and activities  for each session, the contents of the activities 

could be freely decided by group members.

Measures

Impact Message Inventory-Circumplex

In order to measure impact messages, the Impact Message 

Inventory-Circumplex (IMI-C) developed by Kissler (1976, 1985) and 

adapted for Koreans population by Kim et al. (2012) was used . Made 

up of 56 items, the IMI-C is comprised of eight subscales:  

‘Dominant (D)’, ‘Hostile-Dominant’ (H-D), ‘Hostile’ (H), 

‘Hostile-Submissive’ (H-S), ‘Submissive’ (S), ‘Friendly-Submissive’ 

(F-S), ‘Friendly’ (F), and ‘Fiendly-Dominant’ (F-D). The IMI-C uses 

a 4-point Likert-type scale (1 = not at all, 2 = somewhat, 3 = moderately 

so, 4 = very much so). In this study, the IMI-C brief version which 

consists of D, H, S, and F subscales. was used. For the current sample, 

Cronbach's alphas for the subscales were as follows: .79 for D, .79 for H, 

.72 for S, and .85 for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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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eutic Factors Inventory-Short Form

Therapeutic Factors Inventory-Short Form (TFI-S) developed by 

MacNair-Semands, Ogorodniczuk, and Joyce (2010) was used to measure 

group members' perception of therapeutic factors. Made up of 23 items, 

the TFI-S consists of four subscales: ‘Instilation of Hope,’ ‘Secure 

Emotional Expression,’ ‘Awareness of Relational Impact,’ ‘Social Learning.’ 

The TFI-S uses a 7-point Likert-type scale which ranges 1 (strongly 

disagree) to 7 (strongly agree). Higher scores indicates higher levels of 

perceived therapeutic factors. In this study, Cronbach's alphas were .85 

for Instillation of Hope, .78 for Secure Emotional Expression, .73 for 

Awareness of Relational Impact, and .63 for Social Learning.

Procedure

Before gathering data, the author contacted group leaders to inform 

them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to obtain permission to recruit 

participants from their counseling groups. Data were collected three 

occasions. The first survey containing IMI-C for generalized others 

outside the group were distributed to group members during the first 

session. The midpoint survey designed to assess other-perception for 

group members were distributed at the fourth or fifth session. The 

third survey assessing meta-perception during group counseling were 

provided at the last session. The data from the second and third 

survey packets were used for the current study.        

Data Analyses

In order to analyze impact messages that group members f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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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group counseling, WINSOREMO, a computer program 

developed by Kenny (1993), was used. WINSOREMO divides data 

collected from round robin designs into 3 different components: 

perceiver effect, target effect, and relationship effect/error. It also 

provides the proportions of total variance explained by the variance of 

each effect. 

After analyzing SRM data, meta-perception was analyzed. 

Meta-accuracy was estimated through the correlations between 

perceiver effects in meta-perception and target effects in 

other-perception. 

The effects of distortions in other-perception as well as 

meta-perception were analyzed through multi-level modeling. This 

was performed utilizing HLM 6.0 program.       

Results

Relative Variance Partitioning

Relative variance components are presented in table 1. According 

to the results, relative perceiver variance significantly accounted for 

group members' impact message toward other members' explicit 

behaviors. On average, 46% of the total variance (range = 32% ~  
58%) was accounted for by perceiver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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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r Target
Relationship/

error

Perceiver-

Target Ratio

Dominant (D) .58 .21 .21 2.7:1

Submissive (S) .51 .08 .41 6.4:1

Friendly (F) .32 .22 .46 1.5:1

Hostile (H) .41 .13 .46 3.2:1

Mean .46 .16 - -

Table 1. Relative Variance Partitioning 

Analyses of  Meta-Perception

Correlations between perceiver effects in meta-perception and 

target effects in other-perception were presented in table 2. The 

range of correlations was .11~.27 and the average was about .18. 

This indicates that on average only about 3% of perceiver variance in 

meta-perception were accounted for by target variance in 

other-perception. 

Dominant Submissive Friendly Hostile Mean

Accuracy .27** .21* .12 .11 .18

Table 2. Accuracy Correlations

* p < .05.
** 
p < .01.

Effects of Distorted Perception of Impact Messages on 

Perception of Therapeutic Factors.

Instillation of Hope

Table 3 presents the results of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s 



- 137 -

Fixed Effects Coefficient S. E. t 

Intercept () 30.44 .70 43.45** 

Perceiver effect for control () -.09 .29 -.31

Perceiver effect for affiliation 

()
.18 .15 1.16

Meta-inaccuracy for control  

()
-1.51 .42 -3.59**

Meta-inaccuracy for affiliation 

()
1.44 .51 2.84

**

Random Effects
variance 

component
χ2 (df)

Mean (u0j) 4.29 37.32** (14)

Level-1 (rij) 14.80

Table 3.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s of distorted perception among 

group members on perception of instillation of hope 

of distorted perception among group members on perception of 

instillation of hope. The influences of perceiver effects for control and 

affiliation on perception of instillation of hope were not significant (p 

> .05). The effects of meta-perception, on the other hand, were 

significant both for control and affiliation (p < .01). Group members 

who believed that others would regard them as being submissive 

perceived low levels of instillation of hope. Group members who 

believed that others would regard them as being friendly perceived 

high levels of instillation of hope.

** 
p < .01.

Secure Emotional Expression

The results of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s of distorted 

perception among group members on perception of secure emotional 

expression are presented in table 4. The perceiver effect f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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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Effects Coefficient S. E. t 

Intercept () 33.12 .67 49.79**

Perceiver effect for control () 0.13 .11 1.15

Perceiver effect for affiliation 

()
.28 .11 2.37*

Meta-inaccuracy for control  

()
-.70 .24 -2.91**

Meta-inaccuracy for affiliation 

()
1.93 .60 3.20**

Random Effects
variance 

component
χ2 (df)

Mean (u0j) 34.79 34.79** (14)

Meta-inaccuracy for affiliation (u4j) 1.68 22.96

Level-1 (rij) 16.93

Table 4.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s of distorted perception among 

group members on perception of instillation of hope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perception of secure emotional 

expression (p > .05). The perceiver effect for affiliation, however,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perception of secure emotional expression (p 

< .05). The effects of meta-perception both for control and affiliation 

on secure emotional expression were significant as well (p < .01). 

* p < .05.

** 
p < .01.

Awareness of Relational Impact

Table 5 presents the results of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s 

of distorted perception among group members on perception of 

awareness of relational impact. Perceiver effects both for contro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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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Effects Coefficient S. E. t 

Intercept () 29.29 .58 50.16**

Perceiver effect for control () -.22 .21 -1.05

Perceiver effect for affiliation 

()
-.01 .16 -.04

Meta-inaccuracy for control  

()
-.92 .42 -2.22*

Meta-inaccuracy for affiliation 

()
1.10 .36 3.08**

Random Effects
variance 

component
χ2 (df)

Mean (u0j) 2.95 31.66** (14)

Level-1 (rij) 10.59

Table 5.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s of distorted perception among 

group members on perception of awareness of relational impact  

affiliation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perception of awareness of 

relational impact (p > .05). The effects of meta-perception, on the 

other hand, were significant both for control and affiliation (p < .01). 

Group members who believed that others would regard them as being 

submissive perceived low levels of awareness of relational impact. 

Group members who believed that others would regard them as being 

friendly perceived high levels of awareness of relational impact. 

* 
p < .05.

** p < .01.

Social Learning

The results of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s of distorted 

perception among group members on perception of social learning are 

presented in table 6. The coefficients of all the explanator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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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Effects Coefficient S. E. t 

Intercept () 17.05 .29 58.01
**

Perceiver effect for control () -.08 .10 -.89

Perceiver effect for affiliation 

()
-.16 .009 -1.80

Meta-inaccuracy for control  

()
-.41 .34 -1.20

Meta-inaccuracy for affiliation 

()
-.51 .28 -1.83

Random Effects
variance 

component
χ2 (df)

Mean (u0j) .82 26.94*

Level-1 (rij) 2.05

Table 6.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s of distorted perception among 

group members on perception of social learning

were not significant (p > .05). Thus, neither other-perception nor 

meta-perception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perception of social 

learning.

** 
p < .01.

Discussion

This study measured impact messages that group members 

experience in the group counsels using the Round Robin Design, and 

further analyzed the data with SRM.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result and implications. First, the relative variance of perceiver 

effect accounts for nearly half of the total variance. Also, the relative 

variance of perceiver effect was estimated that compared to relative 

variance of target effect, three times greater. This result generally 



- 141 -

corresponds to other preceding studies (e.g., Albright et al., 1988; De 

Vries, 2010; Kenny, Horner, Kashy, & Chu, 1992: Marcus & Lehman; 

Markin & Kivlighan, 2008). This shows that group members in group 

counseling tend to look at other group members’ behaviors with 

distorted direction based on their interpersonal views, rather than 

judging objectively. Furthermor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target 

of the study was general university students group rather than 

clinical group, the claim of Choi (2011) or Greenburg and 

Mitchell(1983) that percep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 could always 

be distorted seems to be very convincing. 

Seco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estimates of meta-perception and 

target effect in other-perception showed relatively low figure of 

.11~.27. This means that the prediction of how the group will 

perceive oneself is quite contradictory to the real perception of the 

group. The variance of target effect of the other-perception is 

relatively small, so the estimates of the meta-perception’s accuracy 

might be estimated lower than the real parametric statistics. 

However, even concerning these possibilities, the accuracy of 

meta-perception shown through this study is still relatively low. As 

such, the result that meta-perception of generalized others is very 

inaccurate was confirmed in the study of Reno and Kenny(1992). 

However, different from this result, in the study of Malloy and 

Albright(1990), the accuracy of meta-perception was estimated 

considerably high. Because there are not enough studies on the 

accuracy of the meta-perception, it is hard to generalize the results 

on this topic. However, the existence of a big resulting deviance in 

several studies imply that the accuracy of the meta-perception could 

largely differ depending on measurement methods or measurement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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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result of this study that distorted relations perception in 

the group counseling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ception of the therapeutic factors is partially proven. Different from 

the expectations, perceiver effect in the other-perception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perception of other therapeutic factors, 

except for the secure sentiment. However, group members who 

distortedly perceived others more negatively than the real had a 

tendency of perceiving the group as unsafe place and rejecting to 

express the feelings frankly. 

On the other hand, the distortion in the meta-percep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ver perception of every therapeutic factors 

except for social learning. When the person thought that the group 

perceived one as submissive, or friendly, there was a tendency of 

perceiving higher hope for overcoming the psychological difficulties 

from group counseling process. Likewise, when the person thought 

that the group perceived one as submissive, or friendly, the person 

tended to express one’s feeling fully and experience deeper level of 

interpersonal insight. 

These results show that in group counseling, how the other group 

members perceive oneself might have a bigger influence on the 

counseling outcomes than what kind of person the other group 

member is. The judgement for what kind of person I am results from 

imagination of how I am perceived to others (Shrauger & 

Schoeneman, 1979). According to Winnicott(1971), children discover 

one’s existence value only when the adults look at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is might be applied to adults as well. In 

group counseling, how other group members perceive him/her in a 

group seems to decide one’s value and attitudes toward engaging into 

the group. If group members perceived him/her as a good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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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her goodness or badness does not matter. However, the problem 

lies with the difficulty of objectively judging how the other group 

members perceive him/her. People tend to avoid talking about other 

people’s personality, even when it is about positive contents (Felson, 

1980). Thus, group members infer the perception of others on oneself 

based on the relational representation they once had. As a result, 

meta-perception of the group forms as if recreating the usual 

relational patterns. Consequently, group members having negative 

relational representation usually will repeat the dysfunctional 

interpersonal relations experienced outside the counseling room even 

inside the group, and this acts as an obstacle to perceiving element 

relation and related therapeutic facto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istortion of 

meta-perception did not always cause the negative results. Positive 

bias, compared to situation without distortion, seemed to bring more 

positive results. People perceiving themselves as a  ‘better object’ 

than actually other group members perceiving them tended to have 

more affection, to perceive group as a safe environment, and to gain 

meaningful discernment about interpersonal relations through 

interac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of 

the existing domestic group counseling study was focused on 

developing the program and proving the effectiveness. However,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group counseling or all sorts of group 

programs is well proven already, the current state needs the study on 

other topics regarding group counseling. Among many topics of group 

counseling research, the perception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e group is especially the most basic component of the intragroup 

behaviors, and because it is the origin factor for client’s rep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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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s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 patterns, the study on this can 

provide a very precious information on the intervention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is respect, the study has a significance, 

and opening this study as the starting point, the study on 

interpersonal dynamics in group and interpersonal relations perception 

should be made more actively.

Second,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focusing especially on 

meta-perception among other distorted interpersonal perception in 

group, and revealing the influence distorted perception has on the 

result of group counseling. When dealing with representation problem 

in existing counseling theories, self-representation or 

other-representation were frequently on the topic. However, the 

problem on how others will perceive me could apply more importantly 

than self-representation or other-representation implies the importance 

of relational representation. 

Third,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deals with the topic 

of representation problem, that for a long time an interest in 

counseling, more empirically than other preceding studies. In 

counseling, the problem of mental representation was mainly 

conceptually dealt, and there were merely no empirical study on that. 

This study did not measure the representation of the group 

counseling participants directly, but by analyzing IMI-C through 

SRM, it could empirically examine how representation influences the 

interpersonal relations perception in a group. 

The limitation and suggestions for following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has a limitation in the sampling. The study only 

targeted students who applied for participa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mprovement Program in Interpersonal Relations. 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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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need to examine if the result could be applied to other 

university students, or to groups of general adults.

Secon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basically has a cross-sectional 

struc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ough the group 

has been processed for more than five sessions, the relative variation 

of the perceiver effect was shown to be considerably high. To 

examine how much these results were influenced by cultural 

characteristics or characteristics of group counseling, the measurement 

should be done through various sessions.

Third, the study looked at the relative degree of distorted 

perception and examined the influence distorted perception has on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through indirect methods. Thus, it did not 

take a look at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distorted perception. For 

instance, examining how much the representation of parents, or 

generalized other-perception could explain the distorted perception 

would provide empirical information on how much to deal with 

studying the distorted perception in group counseling.

□ Keywords: interpersonal perception, other-perception, 

meta-perception, therapeutic factors, group 

counseling, Social Relations Model 

□ Student Number: 2009-3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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