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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활

동이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어떤 언어반응 유형과 내용

을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상담의 성과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다. 따라서 많은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말과 심리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내담자에게 치료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하지만, 때로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다양한 역동으로 인해 당황

한 나머지 매우 서툴거나 혹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언어반응을 하

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내담자 저항 상황일 것이다.

상담자는 이러한 저항 상황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언어반응을

하게 되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상담 경력에 따른 서로 다른 언어

반응 양식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초보상담자와는 달리 숙련상담

자의 경우 내담자의 저항에 대해 놀라지 않고 오히려 저항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룸으로써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 다시 몰입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숙련상담자의 경

우 다른 경험과 행동이 혼란 없이 이루어질 정도로 내담자 저항으

로 인한 자신의 정서적 혼란을 완화시키고 감소시킴으로써 내담자

를 향한 몰입과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변화를 통한 정서조절 방식인 자

기초점적 주의의 차이가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의 상담자 언어반응

에 차이를 일으키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상담자가 스스로의 정서

를 들여다보는 정서 접촉이 실제 상담 장면에서 저항이라는 문제

상황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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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

해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 공감 및 의미탐색 언어반

응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

해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 정보요구 반응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3.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

해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 개인내적 자기개방 언어반

응을 더 적게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4.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

해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 침묵 반응을 더 적게 보일

것이다.

위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 저항 상황

이 담긴 동영상을 연구자극으로 제작하였고, 상담자 총 39명을 대

상으로 내담자 저항 상황에 대한 언어반응을 수집하였다. 총 535

개의 언어반응을 Friedlander(1982)의 상담자 언어반응 유목체계를

근거로 평정한 뒤, 자기초점 집단에 따라 유목별로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이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

해 공감 및 의미탐색 언어반응을 유의하게 많이 보였으며, 개인내

적 자기개방, 침묵 반응을 유의하게 적게 보임으로써 연구가설 1,

3, 4를 충족하였다. 반면 연구가설 2에 해당하는 정보요구 언어반

응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가설에는 포

함되어 있지 않으나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

단에 비해 관계적 자기개방 언어반응을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이

보였으며, 직접지시/조언 언어반응을 유의한 수준으로 더 적게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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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인

식하며 받아들이는 경험이 내담자 저항 상황과 같은 구체적인 문

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내담자를 향해 집중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피험자의 언어반응이 녹음될 수 있도록 실험 환경을 구

성함으로써 보다 생생하고 실제에 가까운 상담자 언어반응을 수집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경험적인 자기초점 방식을

통해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고 수용함으로써 초보상담자라 할지라

도 내담자 저항 상황과 같이 어려운 상담 장면에서 숙련상담자가

보이는 언어반응과 유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

로써 추후 초보상담자의 상담 개입에 대한 수퍼비전과 교육에 시

사점을 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저선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상담자 언어반응

원자료를 유목에 따라 평정하는 작업의 특성 상 한 범주 내에서의

섬세한 차이를 변별하여 드러내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동

영상 자극을 활용한 모의 상담 연구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실제 개

인 상담에서 상담자가 하는 언어반응을 온전하게 반영하지는 못한

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언어반응의 질적인 부분 역시 평정하여 분석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실제 내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섭외하여 상담자

-내담자간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상담자 언어반응을 측정하는 방

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자기초점, 자기초점적 주의, 상담자 언어반응, 내담자 저항,

상담자 발달

학 번 : 2012-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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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발생하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

여 내담자의 사고와 감정,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이다(Bonsi,

2005; Murphy, 1997). 이러한 상담활동을 상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담

자가 지닌 치료적 의도와 목적을 음성적 혹은 비음성적인 언어로 전달하

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김선경, 김계현, 2004). 상담관계는 다른 어

떤 관계에서보다도 대화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가

주고받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방식이 상담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

에(Stiles et al., 1979) 상담자 입장에서는 상담과정에서 어떤 언어반응

유형과 내용을 선택하여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상담의 성과와도 매우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Kiesler(1973)는 상담과정에서의 언어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자료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상담과정에서 생성

되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언어반응은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

고, 그 유형이 나름대로 명확히 구분되어 연구자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상담 훈련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Highlen &

Hill, 1984; Stiles et al., 1979)으로 인해 상담 장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미시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

다.

많은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말과 심리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

를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하지만, 때로는 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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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동으로 인해 당황한 나머지 매우

서툴거나 혹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언어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중 하나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나타내는 저

항(resistance) 상황일 것이다.

저항이라는 용어는 Freud가 최초로 언급하면서 ‘불안을 유발하는 기억

과 통찰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려는 모든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간

저항을 내담자의 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한정지었던 대다수의 정신분

석 이론가들과는 달리 인간중심, 인지행동 등 다양한 이론들과 연구에서

는 저항이라는 용어 대신 ‘거리낌(Meichenbaum & Gilmore, 1982)’이나

‘방어성(Rogers, 1954)’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저항에는 내담자 내적 요

인뿐만 아니라 상담자 요인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저항 연구의 초창기에는 내담자의 저항이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

여 상담을 실패하게 한다고 여겼던 반면, 최근에는 저항이 오히려 상담

상황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이를 잘 활용하였을 때에는 상담의 효과성이

보다 더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손유미, 정남운,

2005, Rhodes, Hill, Thompson & Elliott, 1994). 이와 같은 저항에 대한

폭넓은 관심은 저항이 특정 이론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

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상담 장면에서 관찰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 또한 시사하고 있다(조성호, 1997).

그러나 상담자 중에서도 상담 경험이 적고 수련 과정 중에 있는 초보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저항을 표현할 때 순간적으로 놀라거

나 당황하기 쉽고, 저항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

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인식하여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내담자에게 응답(respond)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

(react)함으로써 유용하지 못한 언어반응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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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상담자는 이러한 저항 상황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언어반응을 하게 되

는데, 저항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 서툰 초보상담자는 그간의 상담 경험을 통해 정서 인식과 조절에 능

숙한 숙련상담자와는 다른 반응 양식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언어적으로

는 단순반영과 자기개방 반응을 가장 많이 하고(이현아, 이수원, 1997),

직접적 지시, 충고, 침묵 등의 언어 반응 유형을 더 사용하였다(Scher,

1975; Sipps, Sugden & Faiver, 1988). 이에 비해 숙련상담자들은 공감

및 의미탐색과 정보요구 반응을 더 많이 보이고, 핵심적인 내용의 말을

선별해서 사용하며, 보다 확신 있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개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현아, 이수원, 199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초보상담자는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 공격받

거나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 상담자로서 부족한 부분을 들켰다는 느낌

등을 받아 상담 장면에서 분노나 수치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의 의미를 탐색하지 못하게 되어 저항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숙련

상담자의 경우 내담자의 저항에 대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음으로써 오

히려 저항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룰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 다시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숙련상담자의 경우 내담자 저항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을 스스

로 완화시키고 감소시킴으로써 크게 흐트러짐 없이 내담자를 향한 몰입

과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내적 변화를 통한 정서조절은 정서조절 이론 가운데 자기

초점적 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Gross, 1998a). 자기초점

적 주의(self-focused attention)는 주의가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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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의미한다(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이러한 자기초점적 주의는 그 방식에 따라 심리 상담 분야에서는 심리적

적응 및 건강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고(Farber, 1989), 정신 병리 영역

에서는 우울이나 불안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Scheier, Fenigstein,

Buss, 1974). Teasdale(1999)은 자기초점적 주의의 하위 유형으로 분석적

자기초점주의와 경험적 자기초점주의를 제안하였다. 분석적 자기초점주

의는 자기와 관련하여 분석적이고 개념적-평가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함

으로써 사건의 원인, 의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분석적이고

평가적인 주의 양식으로서, Nolen-Hoeksema(1991)가 제시한 '반추'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비하여 경험적 자기초점주의는 현재의

경험(감정, 신체감각, 사고의 흐름 등) 자체에 집중하고 직접적으로 자각

하는 것으로, 직관적이고 비평가적인 주의 양식을 의미한다.

자기초점 방식에 따라 부정 정서가 감소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한다

는 점이 다양한 실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경험적 자기초

점 방식으로 정서조절을 한 사람들은 분석적 자기초점 방식으로 정서조

절을 한 사람보다 자신에 대해 과잉일반화된 기억을 덜 하는 편이었고

(Watkins, 2004; Watkins & Teasdale, 2001), 자신에 대해 덜 부정적으

로 판단했으며(Rimes & Watkins, 2005), 심리적 불안을 줄여 주고

(Watkins, 2009), 우울 기분과 침투적 사고를 덜 경험하며(Watkins,

2004), 문제 상황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Watkins & Moulds, 2005). 그러나 이러한 자기초점 방식은 문화적 맥

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 Sakamoto와 그의 동료들

(2001)은 아시아 문화권과 같은 특정 문화권에서는 분석적인 자기초점

방식을 통해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분석해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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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hman(1980)은 만약 부정적 정서로 인해 개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는 그 부정 정서에 대한 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지 말고, 자신의

기분을 들여다보고 현재 상태에 직면하여 정서를 처리하는 과정이 적응

적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경험적 자기초점 방식과 유사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실험연구에서 역시 자신의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기초점 방식은 부정 정서에 역기능적인 작용을 하

지만, 자신의 부정적 경험에 대해 평가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경험하

여 자각하게 하는 자기초점 방식은 부정 정서에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힘으로써(Treynor, Gonzalez, & Nolen-Hoeksema, 2003; Watkins &

Baracaia, 2002; Watkins & Teasdale, 2001; Watkins, 2001; 김효정,

2003) 이러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 상담자의 자기초점 방식

이 상담자 언어반응에 차이를 일으키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상담자가

스스로의 정서를 들여다보는 정서 접촉이 실제 상담 장면에서 저항이라

는 문제 상황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해보고

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자 언어반응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담자 태도 변인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은 다소 추상적인데 반해(권희경, 안창일, 2001), 자료로 직접 접할 수 있

는 상담자 언어반응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내담자 저항에 대한 숙련상담자와 초심상담자의 언어반응 차이를 분석

한 이현아와 이수원(1997)의 연구에서는 저항 상황을 모의로 설정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심상담자가 숙련상담자에 비해

단순반영과 자기개방 반응을 더 많이 보이고, 이에 비해 숙련상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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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및 의미탐색과 정보요구 반응을 더 많이 보임으로써 내담자의 마음

을 단순히 공감, 반영해 주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탐색을

통하여 내담자의 숨은 의도나 저항의 의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

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숙련상담자의 언어반응은 내담자의 현재

심정을 공감해줌과 더불어 내담자와 함께 좀 더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나 생각을 정리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상

담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저항 상황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또한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의 숙련상담자와 초보상담자 간의 언

어반응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하지만 피험자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언어반응을 설문지에 작성하도

록 하였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언

어반응이 수집되었으며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상담

자의 언어반응을 살펴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내담자 저항과 같은 어려운 상담

장면에서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상담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의 상담 영상을 시청하면서 상담자의 실시간

적인 언어반응을 녹음하는 방법을 통해 실제 상담 상황과 유사한 실험

환경을 구성하고, 각 집단별로 서로 다른 자기초점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상담자 언어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 주로 내담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왔던 자기초점 방식을

상담자에게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언어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상담자가 자

신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인식하며 받아들이는 경험이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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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상황과 같이 상담자로부터 부정 정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

담 장면에서도 여전히 내담자에게 집중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

의 저항 표현에 놀라고 당황하여 비생산적인 언어반응을 보이기 쉬운 초

심상담자의 교육 및 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상담자의 자기초점 방식

이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의 상담자 언어반응에 차이를 가져오는가?”이

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내

담자 저항 상황에서 공감 및 의미탐색 언어반응을 더 많

이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내

담자 저항 상황에서 정보요구 반응을 더 많이 보일 것이

다.

연구가설 3.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내

담자 저항 상황에서 개인내적 자기개방 언어반응을 더 적

게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4.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내

담자 저항 상황에서 침묵 반응을 더 적게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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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자기초점

자기초점 주의(Self-focused attention)는 ‘주의(attention)’의 방향성과

관련된 개념이며 주의가 외부세계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것을 뜻

한다. 자기초점 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구성개념을 제

안해왔다. Duval & Wicklund(1792)와 Carver(1979)의 연구에서는 자기

초점 주의를 개인의 주의(attention)가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되어 있어

자기 자각(self-awareness)이 높은 상태로 정의하였고, Ingram(1990)은

주의의 방향성이 외부 세계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내면적인 면에 주의를 두는 성향적인 경향성을 의미한다고 하였

다.

자기초점 주의의 방식과 그 기능에 대한 연구는 Teasdale과

Barnard(1993)의 연구에서 제안된 인지 하위 체계 상호작용 모형

(Interacting Cognitive Subsystems modle:ICS)에서 Teasdale(1999)이 정

보처리 과정을 분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인지 하위 체계

상호작용 모형(ICS)이란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과 관련하여 정서를 포함

하여 설명하는 포괄적 모형으로, 인간의 인지 체계가 부분적으로 독립적

인 하위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특정한 종류의 정보를 처리한다

는 것을 핵심가정으로 하고 있다. Teasdale(1999)은 이러한 정보처리과

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자신을 개념적, 분석적, 평가적

으로 생각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개념적-평가적 방식

(Conceptual-evaluative mode)으로 처리하는 분석적 자기초점 방식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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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하나는 그 순간을 비평가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자각

(Experiential awareness)을 통해 처리하는 경험적 자기초점 방식이었다.

이처럼 자기초점 주의는 그 기능적 특징을 기준으로 크게 분석적 자기

초점(Analytic self-focus)과 경험적 자기초점(Experiential self-focus)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자기초점 주의의 기능적 특징인 적응적 정서조절은

경험적 자기초점으로 정의되고,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분석적 자기초점으

로 정의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분석적 자기초점과 경험적 자기초점을 구

분하면서,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처리하는 자기초점 방식에 따라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Watkins & Teasdale,

2004; Williams, Barnhofer, Crane, Hermans, Raes, & Watkins, 2007).

그들은 문제 상황의 발생원인, 의미,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분

석적 자기초점 방식은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신의 내

적 경험에 대해 비판단적,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적 자기초점은 기능

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또한 분석적 자기초

점 방식을 사용하는 개인은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사고를 하기 어렵고, 자기 스스로나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

를 잘 돌보지 못하며, 현재의 경험보다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 지속적으

로 사고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경험적 자기초점 방식을 사용하

는 개인은 인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서

까지도 두루 활용하게 되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Teasdale, 1999; 이소연, 신민섭, 김은정, 2010).

이러한 경험적 자기초점은 개인의 내적 경험을 비판단적이고 주관적인

태도로 관찰하고 스스로 지각하는 처리과정을 의미하는데(Watkins,

2004), 개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

리고 이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며 처리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적응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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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

반면, 분석적 자기초점은 자신이 경험한 정서나 신체 변화에 대해 초점

을 맞추기보다는 원인과 의미, 결과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인지적인

평가 및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경험한 바에 대해

인지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정서를 체험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정의 억제를 통해 정

서를 조절하는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정서를 잘 조절한 것처럼 보일지 모

르나, 이미 유발된 부정적 감정이 충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적응적인 방향으로 정서를 조절하게 되어 결국에는 정서조절에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경험적 자기초점은 수

용-전념치료(Acceptance-Commitment Therapy; ACT), 정신화

(mentalize), 마음챙김(mindfulness)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

다. 반대로 분석적 자기초점의 경우에는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주

지화나 Nolen-Hoeksema(1991)가 언급한 반추의 속성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신선임, 2013).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분석적 자기초점을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보지 않은 연구결과들도 존재한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개념적,

분석적, 평가적인 속성을 지닌 분석적 자기초점을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

략으로 보았다(Watkins & Teasdale, 2004). 그러나 이를 부적응적이라고

본 많은 연구들은 정신 병리를 가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Clark

& Wells, 1995; Ruiperes & Belloch, 2003), 정신 병리를 가진 대상이 아

닌 일상생활에서 잘 기능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

해볼 수 있으며, 실제 몇몇의 연구에는 분석적이고 평가적인 속성이 오

히려 적응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석적 자기초점이

과연 부적응적이기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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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겨진다(Maxwell, Sukhodolsky, Chow, & Wong, 2005; Spera,

Buhfeind, & Pennebaker, 1994).

이처럼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초점의 방식들이 각각의 구별된 기

능을 가진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McFarland & Buehler, 1998;

Trapnell & Campbell, 1999), 연구 대상 또한 정신 병리를 가진 사람에

서 높은 기능 수준을 지닌 사람에까지 확대되고 있다(Sakamoto,

Kambara, & Tanno, 2001).

위에서 언급한 경험적 자기초점과 분석적 자기초점의 특성을 바탕으로

상담자 언어반응이 각 자기초점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험적 자기초점의 경우 상담자가 내담자 저항과 같이 어

려운 상담 장면에 잘 대처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정서조절

에 적응적인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분석적 자

기초점의 경우에는 비교적 잘 기능하고 있는 대상인 상담자에게 적용되

었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언어반응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

정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습의 과정이다(이

장호, 1989). 이러한 상담의 과정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다양한 역동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상담자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발

생하는 역동을 어떻게 잘 다루어 나가느냐에 따라 상담의 결과가 달라진

다고도 볼 수 있다(이현아, 이수원, 1997). 상담과정 속에는 상담자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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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현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담자가 상

담자에게 나타내는 저항(resistance)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저항은 넓은 의미로 상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권희경, 안창일, 2001). 저항에 대해 Freud가 최초로 언급하기는

했지만 정신분석 이외에도 인간중심,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 다양한 이론

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저항은 상담 초기나 중기에 주로 나타나지만

(이선자, 최혜림, 2002),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상담의 초기나 중기뿐만

아니라 종결 단계에서도 발생한다고 보고하는 등(권은진, 안이환, 2004),

상담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먼저 저항은 Freud(1917)가 ‘불안을 촉발하는 기억이나 통찰을 무의식

적으로 억압하려는 모든 노력’이라고 정의한 이래로 다양한 심리 이론에

서 다루어져 왔다. 먼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저항이 발생하는 원인과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Greenson(1967)은 저항을 ‘분석의 과정에

반대하는 내담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 즉 자유연상과 통찰을

방해하고, 합리적인 자아 및 변화에 대한 소망에 반대하는 모든 힘들’이

라고 정의하였다.

저항을 ‘내담자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방해하는 힘’이라고 정의한

대다수의 정신분석 이론가와는 달리, Langs(1981)는 사실상 저항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상담자이며, 그러한 판단에는 상담자의 주관성이 반영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상담에서 발생하는 내담자 특

정 행동이 저항을 의미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담자 자신의 상담

경험과 그가 근거하는 이론에 기반하여 내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

일한 내담자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이 저항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인지치료에서는 저항을 ‘자기와 세상에 대해 내담자가 가지고 있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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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라고

정의하며(Meichenbaum & Gilmore, 1982), 내담자의 저항이 비록 부적응

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 방식을 유지시키

고자 하는 내담자의 자기 보호 노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

다(Mahoney, 1982; 배라영, 2012).

합리적 정서치료에서는 내담자가 상담 절차나 상담에서 제시하는 과제

에 따르는 것에 비합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내담자의 사고나 신념 때문

으로 보았다. 내담자의 내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라포 수준이나 상담자 요인도 저항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Ellis,

1990). 그러면서 저항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는데, 건전한

저항, 내담자와 상담자의 부조화로 인한 저항, 상담자의 도덕적인 태도와

관련된 저항, 고통을 두려워해 생기는 저항, 이차적인 이득으로 인한 저

항, 절망으로 인한 저항, 변화에 대한 불안 혹은 성공에 대한 불안에서

생긴 저항 등으로 분류하였다(Ellis, 1990).

Rogers(1954)는 저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개

념으로 ‘내담자의 방어성’을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상담의 초기 단계

에서 내담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고 경험을 쉽게

개방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개방하는 것이 자신

의 견고한(경직된 것이지만 견고하다고 믿고 있는) 자아를 흔들어 놓는

다고 여겨져 불안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상담자가 내담자를 우

선하지 않고 상담자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성급한 해석을 하거나 내담자를

평가, 판단하고 지시적인 태도를 보일 때 내담자에게는 불안이 유발되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을 방어하게 된다고 보았다(권희경, 안창일, 2001).

이 외에도 대인영향 이론(Strong, 1968; Strong & Claiborn, 1982;

Strong & Matross, 1973), 심리적 반발 이론(Brehm, 1966, 1976; Bre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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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hm, 1981), 형태 치료(Breshgold, 1989), 가족 치료(Anderson &

Stewart, 1983) 등에서도 내담자 저항이 주목되고 논의되었다(조성호,

1997).

내담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저항을 표현하게 되는데, Hill과 그의 동료

들(1981)의 연구에서는 내담자 저항이 상담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불평이

나 비난, 방어, 산만한 화제 전환, 부적절한 요구들, 상담자의 사적인 영

역에 대한 과다한 질문, 상담방법에 대한 불만 표현, 조기 종결 행동 등

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담자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상담자가 제안한 것에 대해 불필요하게 반박하며, 뚜렷한 이유

없이 상담 시간에 상습적으로 지각 혹은 결석하는 행동 또한 저항의 표

현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권은진, 안이환, 2004).

저항은 그 원인이 내담자의 내적 요인이든, 상담자의 개입이든, 상호작

용의 문제이든 간에 상담자 및 상담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배라영, 최지영, 2012). 내담자의 저

항 상황은 잘 활용하면 상담과정을 더욱 역동적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잘 활용하지 못 할 경우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상담 장면에

서 진정성을 보이기 힘들어지며, 결국에는 상담을 조기종결에 이르게 하

여 상담성과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담자가 상담과정 중에 상담자에게 저항을 표현할 때 초보상담자들은

상담 장면에서 쉽게 당황하게 되고 높은 수준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

한다. Egan(1994)은 이와 관련하여 상담자 특히, 처음 상담에 임하는 사

람은 내담자가 저항할 때 당황하게 되고, 내담자가 미워지고, 죄의식이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배척감이나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

다. 상담자는 부정적 정서에 휩싸인 나머지 내담자로 향해있던 초점이

상담자 자신에게로 옮겨지면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유용하지 못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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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이현아, 이수원, 1997).

상담자는 이러한 저항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초보상담자는 숙련상담자와는 다른 반응양식을 나타낸다. 예를 들

어, 언어적으로는 단순공감과 자기개방 반응을 가장 많이 하고(이현아,

이수원, 1997), 특정한 형태의 문장을 다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Tracey, Hays, Malone & Herman, 1988), 숙련상담자에 비해 내

담자의 저항에 대해 지시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선자, 최혜림, 2002). 또한, 내담자에게 하는 말의 양이 많아지고,

상담자 자신의 감정 표현을 빈번하게 하며, 직접적 지시, 충고, 침묵 등

의 언어 반응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Scher, 1975; Sipps, Sugden &

Faiver, 1988).

이에 비해 숙련상담자들은 공감 및 의미탐색과 정보요구 반응을 더 많

이 보이고, 적은 양의 말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보다 자신감 있는

태도로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아, 이수원, 1997). 또한, 사실적인

정보를 보다 더 많이 수집하여 정보 처리를 하며(Hillerbrand, 1989;

Hillerbrand & Claiborn, 1990), 내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융통성이 있

고 개방적이며, 해석에 더 중점을 두고(Scher, 1975; Sipps, Sugden &

Faiver, 1988), 내담자 저항에 더 우호적이며(Strupp, 1958), 내담자가 어

떤 태도를 보이든지 간에 이로 인한 영향을 덜 받고 일관적으로 행동하

였다(Berry, 1970).

이와 관련하여 Hayes, McCraken, McClanahan과 Hill(1998)의 연구에

서는 내담자 저항과 관련하여 상담자에게 역전이가 유발되었을 때, 자신

의 갈등이 더 많이 해결된 상담자일수록 역전이를 치료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서조절에 대해 다룬

Carver와 Scheier(1990)의 연구에서 자신의 내적 상태 그리고 경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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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점의 증가를 통해 자기인식의 범위가 확장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과도 연결될 수 있다.

Rachman(1980) 역시 다른 경험과 행동이 혼란 없이 이루어질 정도로 정

서적 혼란을 완화시키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의 경험적 측

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다시 상담자

의 영역에 적용하자면, 내담자가 저항하는 상황과 같이 어려운 상담 장

면에 대해 느껴지는 상담자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다룰 수 있어야

어려운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 자신이 아닌 내담자에게 그대로 초점을 유

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의 치료적인 언어반응 유형은 상담의 맥락과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 및 준비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다르게 제공되어

야 하기 때문에 모든 맥락에서 특정 언어반응 유목이 우수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요구 언어반응의 경우,

내담자로 하여금 생각해 보지 않아 막연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

각해보고 이를 상담자에게 전달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언어반

응 유형이기도 하지만, 자기은폐 수준이 높은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지속

적으로 정보요구 반응만을 제공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

가 상담자-내담자 간의 라포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손진희, 유성경, 200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불만

을 표현하며 상담 종결을 요구하는 특수한 상황을 상정하였고, 이러한

내담자 저항 상황을 명확하게 다루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상담과

정을 더욱 역동적이게 만들고 상담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 저항 상황을 치료적으로 다루는 데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언어반응 유목들을 선별하여 연구가설로 설

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 저항 상황과 그 때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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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언어반응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담자가 자신의 부

정적 정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수용한 경우에 내담자 저항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치료적으로 다루기 위한 언어반응을 생성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18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 상담자 언어반응이 경험적 자기

초점 집단,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모의 상담 영상을 시청하면서 상담자의 실시간적인

언어반응을 녹음하는 방법을 통해 실제 상담 상황과 유사한 실험 환경을

구성하고, 각 집단별로 서로 다른 자기초점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상담자

언어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대학의 교육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의 상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그 과정에서 상담 관련 수업을 수강한 자 혹은 상담 관

련 학과의 석사과정 중에 있거나 수료한 자로서 상담 수련 중에 있는 초

심상담자 총 4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42명 가운데 3

명을 제외한 39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제외된 3명 중 2명

은 ‘별로 몰입되지 않았다(2점)’에 해당하는 낮은 실험 몰입도로 인해, 1

명은 녹음기 오작동으로 자료가 무응답 처리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가 11명, 여자가 28명이었고, 평균 나

이는 평균 26.13세, 표준편차는 2.19세였다. 전체 연구 참여자의 상담 경

력은 평균 5.10사례, 36.82회기였다.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의 상담 경력은

평균 5.30사례, 34.25회기였으며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의 상담 경력은 평

균 5.11사례, 41.37회기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분포는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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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집단(N=20) 경험 집단(N=19)

남 여 남 여

성별 6 14 5 14

<표 1> 집단별 성별 구성

분석 집단(N=20) 경험 집단(N=1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26.25 2.51 26.00 1.92

상담경력 –

사례 수
5.30 6.03 5.11 3.83

상담경력 –

회기 수
34.25 39.86 41.37 37.61

몰입도 4.25 .64 4.16 .60

<표 2> 집단별 참여자의 특성

2. 연구절차

본 실험은 상담자가 모의 상담 영상을 시청하면서 언어 반응을 하는

실험이니만큼 외부 환경과 차단되고 실제 상담과 유사하게 몰입할 수 있

도록 교내 상담실, 상담실습실, 연구실 등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절차는 자기초점주의와 상담자 언어 반응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절차를 참고하였다(신선임, 2013; 구자경, 박성수, 1998; 이현아,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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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이선자, 2002; 신경진, 2009). 연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실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실험 시 소요되는 총

시간과 실험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둘째, 성별, 나이, 상담경력, 주 상담접근방법으로 이루어진 인적사항

기입을 마친 후, 내담자 저항 상황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제공하였다.

시나리오를 충분히 몰입하여 읽고 시나리오 상황을 상상할 수 있도록 안

내하였으며 시나리오 상황과 관련한 피험자의 질문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였다.

셋째, 각 집단별로 제시된 자기초점 지시문을 읽고 지시문에 맞게 5분

간 쓰도록 안내하였다. 각 집단별 자기초점 지시문은 선행 연구들(Rimes

& Watkins, 2005; Watkin & Teasdale, 2004)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연

구들(김진영, 2000; 송미영, 2005, 신선임, 2013)의 실험연구에서 사용했

던 지시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 제작하였다. 각 조건에 대한 조

작 지시문은 크게 신체감각, 느낌 및 정서, 사고와 관련된 목록을 포함시

켰다. 글쓰기 시간은 본 연구의 전체 실험시간을 고려하여 5분으로 제한

하였다.

넷째, 본 실험 전에 피험자들이 자기초점 지시문에 충분히 몰입하였는

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시문에 대한 설명과 연습을 실시하였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자기초점 과정과 분석적 자기초점 과정에 대

한 피험자의 이해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조건별로 연습을 실시하여 각 지

시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명이 부족한 경우 추

가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종결을 요구하는 상황

으로 이루어진 총 6분 가량의 실험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안내하였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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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동영상에 응답할 때에는 두 세 문장 정도로 응답하도록 제한하였다.

영상 시청에 앞서 연구자는 음향기기, 노트북 등의 장비를 점검하여 영

상 속 내담자가 선명하게 보이고 내담자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준

비하였다. 또한 피험자가 영상을 시청하면서 중간 중간 응답하는 언어반

응이 측정될 수 있도록 녹음기를 통해 녹음을 시작하였다. 실험 동영상

시청 시에는 피험자가 모의 상담 상황에 몰입하여 내담자에게 편하게 응

답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실험실 밖에서 대기하였다.

여섯째, 피험자가 영상을 다 시청하고 모든 실험 절차가 끝난 후 디브

리핑 과정으로 실험을 마무리하였다. 시나리오 상황으로 인해 심리적 불

편감은 없었는지 확인한 후, 연구의 내용과 실험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

였다. 피험자가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간을 할애

하여 시나리오 상황에 대해 다시 설명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과정 전체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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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오리엔테이션
실험에 대한 안내

ê

인적사항 작성 후

시나리오 읽기

인적사항 작성 후 안내에 따라 내담자 저항 관련

시나리오 읽기

ê

자기초점 지시문

읽고 쓰기

각 집단별로 제시된 경험적/분석적 자기초점

지시문을 읽고 5분 동안 쓰기

ê

조작 확인
본 실험 전 자기초점 지시문에 충분히

이입하였는지 확인

ê

본 실험 실시 실험 동영상을 시청하며 언어반응 녹음

ê
디브리핑 후 실험

종료
실험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

[그림 1] 실험 절차

3. 연구도구

1) 자기초점 지시문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상담 종결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제공한 후 집단별로

각각 경험적 자기초점 지시문과 분석적 자기초점 지시문의 실험 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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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분 지시문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

귀하께서 지시문에 따라 시나리오 상황을 상상하면

서 경험하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 5분 동안 아래 내

용을 포함하여 적어주세요. ① 시나리오 상황을 상

상했을 때 내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에는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분이 느껴지시나요? 구

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② 그 때의 마음에 집중했

을 때 신체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구

체적으로 표현해주십시오. ③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

기 위한 나의 생각의 흐름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적

어주십시오.

<표 3> 집단별 지시문

제공하였다.

먼저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의 경우, 내담자 저항 상황에 대해 떠올리

게 한 후 그 때의 감정과 신체감각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

다. 시나리오 상황에 몰입하여 상상했을 때 떠오르는 다양한 감정들과

그 때의 신체감각들을 충분히 느껴본 후,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사고

의 흐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의 경우, 내담자 저항 상황에 대해 떠올리

게 한 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의미에 대해

서 분석해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시나리오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

시나리오 상황에 몰입하여 상상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과 신체감각의 원

인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고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집단별 지시문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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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자기초점 집단

귀하께서 지시문에 따라 시나리오 상황을 상상한 후

분석한 내용에 대해 5분 동안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적어주세요. ①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이

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 것 같

습니까? 분석하여 적어주십시오. ② 시나리오 상황

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과 신체감각의 이유에 대

해 분석해주십시오. ③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내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구체

적으로 분석하여 기록해주십시오.

2) 모의 상담 영상

본 실험은 피험자가 모의 상담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언어반응을

하고 이를 녹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담자가 등장하는 상

담 상황을 영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피험자들이 상담 상황

에 적극적으로 몰입하여 상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상 속의 환

경이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유사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피험자

가 느끼기에 영상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했고, 현실감이 있는 범위 내

에서 내담자의 저항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했다.

Hill(1981)의 연구에 따르면 저항은 상담자에 대한 부적절한 불평 및

비난, 화제 전환과 부적절한 요구들, 상담자에 대한 과다한 사적 질문,

방어, 상담 방법에 대한 불만, 상담 초기에 상담을 종료시키는 행동 등으

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처럼 내담자의 저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보상담자들이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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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형태(배라영, 최지영, 2012) 중 하나인 ‘내담자가 상담자의 상담 방

식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면서 상담 종결을 요구하는 상황’을 모의상담

영상에 반영하였다. 모의 상담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한 후 상담 전공 교

수 및 석·박사과정생들의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최종 시나리오로 확정하

였으며, 자연스러운 내담자 연기를 위해 남자 내담자 역할을 수행할 배

우를 섭외하여 영상을 촬영하였다. 영상은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교내

상담센터 상담실을 빌려서 촬영하였고, 화면에는 내담자가 정면으로 등

장하여 피험자로 하여금 내담자를 마주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실험은 피험자들이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구성된 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이 영상 속의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 상담자

라고 가정하여 언어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험자들을 상담자의 입

장에 이입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구자경과 박성수(1998)의 연구에서 사용

한 절차를 참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이 평소에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하던 곳에 TV와 VCR을 설치하고 상담자들이 TV

화면을 마주 보고 앉아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먼

저 상담자에게 모의 상담을 위한 내담자의 배경 설명과 지시문을 나누어

주고 상담자가 모의 상담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한 후, 상담

자가 영상 속 내담자와 단독으로 대면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실 밖

에서 기다렸다. 상담자는 TV 화면을 통해 상담자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

하며 상담 종결을 요구하는 내담자를 보며, 내담자의 말이 중단될 때마

다 30초 동안 상담자의 입장이 되어 음성으로 반응하였다. 상담자의 음

성 반응은 분석을 위하여 모두 녹음되었고, 녹음된 자료는 평정자에 의

하여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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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절차를 참고하여 개인 노트북에 영상을 설치

하여 피험자가 노트북 화면을 정면으로 마주볼 수 있도록 설치하였으며,

영상 속 내담자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음향기기를 별도로 설치하

였다. 영상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해 영상의 축어록을

부록에 제시하였다.

3) 측정도구

(1) 상담자 언어반응 유목체계

본 연구에서는 Friedlander(1982)가 개발한 상담자의 언어반응 유목체

계(Hill Counselor Response Category-Revised)인 9가지 언어반응 유목

을 가지고 피험자의 처치 전·후의 언어반응을 측정하고자 한다.

Friedlander가 개발한 상담자 언어반응 유목체계는 Hill(1981)의 유목체

계를 개정한 것으로, 상담자의 언어반응을 포괄적이고 상호배타적인 9개

의 유목으로 분류한 것이다. Hill(1981)의 언어반응 유목체계는 기존의

여러 언어반응 유목체계 중에서 내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양적 변

화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가장 포괄적이며 유목간 구별이 뚜렷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고 상담자 언어반응에 대한 연구들에서 널리 사용되

었다(금명자, 1994; 김봉아, 1999; 박외자 외, 2004; 신경진, 2009; 안이환,

2004; 유성경, 1988; 지승희 외, 2010; Highlen & Baccus, 1977; Highlen

& Hill, 1984; Hill, Carter & O’Farrell, 1983).

한편 저항 상황에서의 상담자 언어반응에 대한 선행연구인 이현아와

이수원(1997), 박외자, 최웅용, 천성문(2004)의 연구에서는 Friedlander의

유목체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의 평정을 위해 ‘공감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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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을 공감(반영) 또는 재진술 유목의 세부유목으로 추가시켰다. 본 연

구에서는 이와 더불어 평정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Nilsson,

Strassberg, Bannon(1979)에 의해 제시된 ‘개인내적 자기개방’, ‘관계적

자기개방’을 자기개방의 세부유목으로 추가하였다. 여기서 개인내적 자기

개방은 상담자가 내담자나 상담과정과 관계없이 상담자 개인의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고, 관계적 자기개방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 혹은 치료

적 관계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관계

적 개방은 Wilkinson과 Gabbard(1993)의 역전이 개방과도 유사한 개념

이라 할 수 있다(Farber et al., 2006).

Friedlander(1982)가 개발하고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수정하여 사용

한 상담자 언어반응 유목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격려(encouragement) / 동의(approval) / 위로(reassurance) : 단순

한 동의, 인정, 이해를 지칭하는 짧은 문구의 반응이나 정서적 지

지 혹은 강화를 나타내며, 내담자의 불안을 완화시키는 반응이다.

나. 공감, 반영(empathy, reflection) 또는 재진술(restatement) : 내담자

의 말을 바꾸어 말하되, 그것의 감정적 의미를 언급하는 말 또는

내담자가 한 말을 바꾸어 되돌려주는 반응이다. 이 유목은 선행연

구에서 두 가지 세부 유목으로 나뉘었다.

① 단순반영(simple empathy, reflection) : 단순히 내담자의 심정을 감

정적으로 언급한 말

② 공감, 반영 및 의미탐색(empathy, reflection/exploring meaning) :

내담자의 현재의 느낌과 과거의 느낌 등을 상담자가 음성, 비음성

언어로 표현해주거나 내담자의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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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개방(self-disclosure) : 상담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

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이 유목은 본 연구에서 두 가지 세부 유목

으로 나뉘었다.

① 개인내적 자기개방 : 상담자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내담자에게 자

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을 드러내는 반응

② 관계적 자기개방 : 내담자와 상담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을 활용하는 반응

라. 직면(confrontation) : 내담자의 말이나 행동상의 불일치를 지적하

는 것이다.

마. 해석(interpretation) : 내담자가 명확히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담자의 견해, 사고의 틀로 해석하는 반응이다.

바. 정보 제공(providing information) : 사실, 이론, 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 직접 지시(direct guidance) / 조언(advice) : 내담자에게 주는 모든

종류의 지시나 충고가 포함된다.

아. 정보 요구(information-seeking) : 내담자에게 간단한 대답을 요구

하거나 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모든 종류의 질문을 하는 것

이다.

자. 기타 반응(the unclassifiable) : 내담자의 문제와 관계없거나, 다른

유목에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자기초점 방식이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의 상담

자 언어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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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실험을 통해 상담자 언어반응을 수집하여 유목별로 분류한 후 연구

가설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실

험을 통해 수집된 상담자 언어반응을 평정하기 위해 Friedlander(1982)의

상담자 언어반응 유목체계를 바탕으로 상담 전공 교수 1인과 박사과정생

2인, 석사과정 졸업생 1인과 함께 유목 분류 및 평정을 실시하였다. 1차

적으로 평정한 결과, 수집된 총 541개의 언어반응 중에서 394개(72.8%)

가 평정자간에 일치하였고, 147개(27.2%)가 불일치하였다. 147개의 불일

치 항목에 대해서는 평정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준을 세운 뒤 재평

정을 실시한 결과 총 535개(98.9%)가 일치하였다. 불일치한 6개(1.1%)의

언어반응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평정된 결과를 바탕

으로 집단간 언어반응 유목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Statistics 21.0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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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 검토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 상담자 언어반응이 경험적 자기

초점 집단,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집단이 성별, 연령, 상담경력(현재까지 진행한 사례 수와 회

기 수), 몰입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치집단

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성별, 연령, 상담

경력, 몰입도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t-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N=20) 경험(N=19)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

적

사

항

성별 1.70 .47 1.74 .45 -.25

연령 26.25 2.51 26.00 1.92 .35

상담경력사례수 5.30 6.03 5.11 3.83 .12

상담경력회기수 34.25 39.86 41.37 37.61 -.57

몰입도 4.25 .64 4.16 .60 .46

<표 4> 집단별 성별, 연령, 상담경력, 몰입도에 대한 t-검증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 연령, 상담경력, 몰입도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인적사항 및 기

존 상담 경험이 실험 자극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집단에 따라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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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가정할 수 있다.

2.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 “상담자의 자기초점 방식이 내담자 저항 상

황에서의 상담자 언어반응에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내

담자 저항 상황에서 공감 및 의미탐색 언어반응을 더 많

이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내

담자 저항 상황에서 정보요구 반응을 더 많이 보일 것이

다.

연구가설 3.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내

담자 저항 상황에서 개인내적 자기개방 언어반응을 더 적

게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4.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내

담자 저항 상황에서 침묵 반응을 더 적게 보일 것이다.

자기초점 방식에 따른 상담자 언어반응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집

단의 언어반응 유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독립표본 t-검증

을 실시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목 4, 5, 7, 9, 10, 11, 12는

변량의 동등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된 자유도에 대한 유의수

준을 기준으로 결과를 기술하였다. 전체 언어반응 유목에 대한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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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t-값은 다음 <표 5>와 같다.

분석(N=20) 경험(N=19)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언

어

반

응

유

목

1. 동의/인정/격려 2.35 1.35 1.89 1.24 1.10

2. 단순반영 2.35 1.57 2.89 1.52 -1.10

3. 공감및의미탐색 .75 .85 2.89 1.33 -6.03***

4. 자기개방-개인내적 1.05 1.05 .16 .38 3.57**

5. 자기개방-관계적 .40 .60 1.63 1.07 -4.42***

6. 정보요구 2.25 1.89 3.42 1.90 -1.93

7. 침묵 .65 .93 .11 .32 2.47*

8. 정보제공 .60 .94 1.11 1.41 -1.32

9. 직접지시/조언 1.20 1.36 .32 .58 2.66*

10. 직면 .05 .22 .00 .00 1.00

11. 해석 .15 .37 .05 .23 1.00

12. 기타 .25 .44 .05 .23 1.76

*p < .05, **p < .01, ***p < .001

<표 5> 전체 언어반응 유목에 대한 t-검증

1) 연구가설 1 :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

해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 공감 및 의미탐색 언어반응을 더 많이 보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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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명
분석(N=20) 경험(N=19)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 공감및의미탐색 .75 .85 2.89 1.33 -6.03***

***p < .001

<표 6> 공감 및 의미탐색 언어반응 유목에 대한 t-검증

각 집단의 언어반응 유목별 차이 분석 결과, <표 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M=2.89, SD=1.33)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

(M=.75, SD=.85)에 비해 공감 및 의미탐색 언어반응을 더 많이 보였으며

그 차이가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2) 연구가설 2 :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

해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 정보요구 반응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유목명
분석(N=20) 경험(N=19)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6. 정보요구 2.25 1.89 3.42 1.90 -1.93

<표 7> 정보요구 언어반응 유목에 대한 t-검증

연구가설 2에 해당하는 정보요구 반응의 경우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

(M=3.42, SD=1.90)과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M=2.25, SD=1.89)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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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3 :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

해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 개인내적 자기개방 언어반응을 더 적게 보일

것이다.

유목명
분석(N=20) 경험(N=19)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4. 자기개방-개인내적 1.05 1.05 .16 .38 3.57**

**p < .01

<표 8> 개인내적 자기개방 언어반응 유목에 대한 t-검증

다음으로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M=.16, SD=.38)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

단(M=1.05, SD=1.05)에 비해 개인내적 자기개방 언어반응을 더 적게 보

였으며 그 차이가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4) 연구가설 4 :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

해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 침묵 반응을 더 적게 보일 것이다.

유목명
분석(N=20) 경험(N=19)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7. 침묵 .65 .93 .11 .32 2.47*

*p < .05

<표 9> 침묵 반응 유목에 대한 t-검증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M=.11, SD=.32)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M=.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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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93)에 비해 침묵 반응을 더 적게 보였으며 그 차이가 < .05 수준에

서 유의하였다.

연구 가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유목명
분석(N=20) 경험(N=19)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5. 자기개방-관계적 .40 .60 1.63 1.07 -4.42***

9. 직접지시/조언 1.20 1.36 .32 .58 2.66*

*p < .05, ***p < .001

<표 10> 관계적 자기개방 및 직접지시/조언 언어반응 유목에 대한 t-검증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M=1.63, SD=1.07)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

(M=.40, SD=.60)에 비해 관계적 자기개방 언어반응을 더 많이 보였으며

그 차이가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

(M=.32, SD=.58)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M=1.20, SD=1.36)에 비해 직접

지시/조언 언어반응을 더 적게 보였으며 그 차이가 < .05 수준에서 유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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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이 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요

약하면서 주요 내용들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살필 것이다. 또한, 본 연

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 상담자 언어반응이 자기초점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모의 상담 영상을 통해 언어반응

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유목별로 분류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

였다. 분석 결과,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이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공감 및 의미탐색 언어반응을 유의하게 많이 보였으며, 개인내적 자기개

방, 침묵 반응을 유의하게 적게 보임으로써 연구가설 1, 3, 4를 충족하였

다. 반면 연구가설 2에 해당하는 정보요구 언어반응의 경우, 두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가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관계적 자기개방 언어반

응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이 보였다. 또한, 경험적 자기초

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직접지시/조언 언어반응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적게 보였다.

이러한 연구가설 1, 3, 4의 검증은 상담 경험이 숙련되고 상담자 자신

의 정서를 충분히 인식하고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상담자의 경우 내담

자 저항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감 및 의미탐색’ 언

어반응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상담 경험이 적고 상담자 자신의 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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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하기를 회피하거나 차단하는 상담자의 경우 ‘단순반영’, ‘자기개방’,

‘직접지시/조언’, ‘침묵’ 반응을 더 많이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Cummings et al., 1989; Gelso, Hayes, 2001;

Hayes, 2004; Howell & Highlen, 1981; Multon, Ellis-Kalton, Heppner,

& Gysbers, 2003; 이현아, 이수원, 1997).

연구가설 1(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내

담자 저항 상황에서 공감 및 의미탐색 언어반응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의 상담자가 분석적 자기

초점 집단의 상담자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내담자가 상담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심정에 충분히 공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상담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 함께 탐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이는 상담자가 경험적 자기초점 방식을 통해

내담자 저항 상황에서 상담자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주관적 불편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절했기 때문에 심리적 유연성을 발휘하여(Hayes et

al., 1999) 내담자가 그러한 감정을 경험하는 맥락에 대해 공감하고 내담

자가 상담과정에 다시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는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의 탐색을 통해 앞으로의 상담 목표

와 상담 방향을 모색해보려는 시도의 일종으로, 숙련된 상담자에게서 상

담에서 앞으로 해 나갈 과제에 대해 합의해나가는 능력이 발견된다는 연

구결과와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Mallinckrodt & Nelson, 1991, 이현

아, 이수원, 1997). 공감 및 의미탐색 언어반응과 같은 유목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반영 언어반응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해석은 더욱 명확해진다.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과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은 각각 평균 2.89회와 평

균 2.35회의 단순반영 언어반응을 하였고,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도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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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로 내담자의 심정을 반영하여 되돌려주는 작업까지는 수행할 수 있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의 경우에는 내담자

의 심정을 단순히 언급하여 전달하는 지점에서 그치고, 내담자가 상담에

다시 몰입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저항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활용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적 자기초점 방식을 통해 인

지를 동원하여 부정정서를 회피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언어반응

을 막고, 결과적으로 저항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 것으

로 보인다.

연구가설 2(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내

담자 저항 상황에서 정보요구 반응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와 관련된 결

과를 보면,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에서 평균 3.42회, 분석적 자기초점 집

단에서 평균 2.25회의 정보요구 반응을 보임으로써(p=.06) 경험적 자기초

점 집단에서 좀 더 많은 정보요구 반응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수가 적은 데에서 기인

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 피험자 수를 추가 확보하여 언어반

응을 측정한다면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가설 3(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내

담자 저항 상황에서 개인내적 자기개방 언어반응을 더 적게 보일 것이

다)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의 상담자가 분석적 자

기초점 집단의 상담자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은 수준으로 내담자나 상담

과정과 관계없이 상담자 개인의 감정과 정보를 드러내는 개인내적 자기

개방 언어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분석적 자기

초점 집단에서는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내담자가 상담의 효과성

에 의구심을 가지고 상담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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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내담자나 상담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상담자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표출하였다. 이때의 자기개방

반응은 “저에 대해 오해를 하신 것 같네요.”, “짜증나게 해드려서 죄송합

니다.” 등과 같이 상담자가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당혹스러움과 상황

을 수습하고자 하는 다급한 마음 등 상담자 감정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의 경우, 자기개방 유목 내에

개인내적 자기개방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관계적 자기개방 언어반응을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내었다(p < .001). 이는 경험적 자기초

점 집단이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와 상담과정에 대해 상담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내담자에게 적절히 전달함으로써 내담자 저항 상황에 대

한 자신의 감정을 하나의 변화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연구가설 4(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내

담자 저항 상황에서 침묵 반응을 더 적게 보일 것이다)와 관련된 결과를

보면,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의 상담자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의 상담자

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은 수준으로 침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진행시에 두 집단의 실험 참여자 모두에게 ‘내담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혹은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경

우, 그 다음 영상을 재생시켜 주십시오.’라고 안내하였다. 분석적 자기초

점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침묵 반응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

은 내담자 저항이라는 어려운 상담 장면 속에서 상담자가 원인과 의미,

그리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적

절한 시간 내에 개입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Howell과 Highlen(1981)의 침묵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초보상담자의 경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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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지 곤란해서 침묵을 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분석적인

자기초점 방식으로 인해 상담자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기 보다는 오히려

증폭된 나머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이에 따라 적절한 반응

을 하지 못할 것이 저어되어 침묵 반응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함께 유

추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구 가설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직접지시/조언 언어반응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은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해 직접지시/조언 언어반응

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적게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의 경우 내담자 저항으로 인한 불안을 통

제하고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인지적인 판단과 평가

를 하고 이를 내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내담자와

의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정서를 다루는 데에 취약한 초보상담자가

내담자의 저항에 대해 지시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개입하며(이선자, 최

혜림, 2002), 직접적 지시와 충고 등의 언어반응 유형을 더 사용한다

(Scher, 1975; Sipps, Sugden & Faiver, 1988)는 선행 연구와도 맥이 통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험적 자기초점 집단이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에 비

해 내담자 저항 상황과 같이 어려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다

시 상담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반응을 유의하게 더 높은 수

준으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적 자기초점 집단 또한 상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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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절한 반응들(동의/인정/격려, 단순반영 등)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내담자의 저항을 치료적으로 다루고 개입하여 내담자를 다시 상담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주

로 내담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왔던 자기초점 방식을 상담자에게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언어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상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구체적으

로 탐색하고 인식하며 받아들이는 경험이 내담자 저항 상황과 같이 상담

자로부터 부정 정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담 장면에서 지속적으

로 내담자를 향해 집중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피험자의 언어반응이 녹음될 수

있도록 실험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생생하고 실제에 가까운 상담자

언어반응을 수집하였다. 그간 선행연구들에서는 피험자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언어반응을 설문지에 작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언어반응이 수집되었으며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상담자의 언어반응을 살펴보는 것과는 차

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내담자가 등장하는 모의 상담 영상을 시청하면서 내담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 음성 언어를 통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보다 실제에 가까운 언어반응이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불만 표현에 놀라고

당황하여 비생산적인 언어반응을 보이기 쉬운 초보상담자의 교육 및 훈

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간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상담자의 경력과 이에 따른 언어반응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내담자

저항과 같은 어려운 상담 장면에서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상담

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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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인 자기초

점 방식을 통해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고 수용함으로써 초보상담자라 할

지라도 내담자 저항 상황과 같이 어려운 상담 장면에서 숙련상담자가 보

이는 언어반응과 유사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저항 상황을

상담에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초

보상담자의 상담 개입에 대한 수퍼비전이나 교육에서 이러한 자기초점

방식을 하나의 훈련 방식으로 소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 집단 배정에 있어서 성별, 상담 사례 수, 회

기 수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동질적으로 배정하였으나 각 실험 참여자들

이 실제 상담 장면에서 많이 사용하는 혹은 적게 사용하는 언어반응 유

목을 미리 측정하여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기저선

(base line)의 확보와도 연관이 깊은데, 본 연구의 절차를 통해서는 실험

참여자가 특정 언어반응 유목을 원래 많이 사용해서 본 실험에서도 그러

한 반응을 보이는지, 아니면 자기초점 방식에 따라 그러한 반응을 보이

게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실험 참여자의 기존 언어반응을 미리 여러 차례 수집하여 평균적

인 언어반응 유목의 비율을 알아본다면 실험에서 나타나는 언어반응이

실험 참여자 개인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험 자극을 통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

다.

둘째, 본 연구는 상담자 언어반응 원자료를 유목에 따라 평정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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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특성 상 한 범주 내에서의 섬세한 차이를 변별하여 드러내지 못하

는 제한점이 있다. 공감, 반영 또는 재진술 유목과 자기개방 유목의 경우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각각 세부유목을 추가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유목 내에서의 질적인 차이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현아, 이수원(1997), 김봉아(1999), 이한종(2005), 신경진(2009)도 상담

자 언어반응의 평정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언어반응의 질도 평정하여 분석하

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동영상 자극을 활용한 모의 상담 연구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실제 개인 상담에서 상담자가 하는 언어반응을 온전하게 반영하

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상담자 언어반응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설문

조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의 상담 연구를 채택하기는 하였으나

연구 참여자가 동영상 속에서 발생하는 내담자 저항 상황에 실제로 개입

하여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영상 속의 내담자와 상호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괴리가 느껴진다고 보고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상담

관계의 특성과 상담 윤리를 고려했을 때 실제 상담 장면을 통해 본 연구

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후속 연

구에서는 실제 내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섭외하여 상담자-

내담자간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상담자 언어반응을 측정하는 방법도 고

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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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장정

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님의 지도하에 ‘자기초점 방식에 따른 상담자 언

어 반응 분석 – 내담자 저항 상황을 중심으로 -’ 라는 제목으로 학위논문

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 저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상담자가 보이는 언

어 반응이 상담자의 자기초점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양상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해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효과적인 상담자 교육의 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더 나

은 수퍼비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대학에서 교육학과, 심리학과 등의 상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석

사과정 중에 있거나 석사과정 수료자

- 대학 소속의 상담실이나 청소년 상담소, 개인 상담실 등에서 상담 수련

중이거나 전문 상담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자

- 대학에서 상담 관련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는 분

소요 시간 : 30분 내외

실험 장소 : 교내 상담실 혹은 사범대학 상담실습실

실험 신청 방법 : 하단에 기입된 연구자의 개인 전화나 이메일로 원하는 참

여 날짜 및 시간대를 남겨주시면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실험에 참가해주시는 분들에게 약소하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상품권

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장정현 / 010-****-****              메일: **********@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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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지금 내담자를 만나서 2회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한지 

20분 만에 내담자가 당신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물음에 답해주십시오.

내담자 : (차갑고 무뚝뚝한 태도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왜 저희 부

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가족, 특히 부모

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

다고 해서 저한테 뭐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건 저번 상담 시간

끝나고 생각했던 건데 제가 상담에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요. 친구들이 여기서 상담 받는 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한 번 와봤는데, 저

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 하고 돌아가는 게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

나 싶고,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요즘 다른

할 일들이 많아서 좀 바쁜데..... 선생님도 아마 많이 바쁘실텐데 그냥 저는 여기

서 상담을 그만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못 올 것 같네요.

｜. 상담자(인터뷰이)의 기본정보

1. 기본 인적사항

- 성별 : 남 / 여

- 연령 : 만 세

2. 소속기관

3. 상담경력

- 진행 사례 수 :

- 회기 수 :

4. 주 상담접근 방법

Ⅱ. 자기초점 지시문

<부록 2> 자기초점 지시문(분석적 자기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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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w

w

w

②

감정 및

신체감각
발생하는 이유

③

w

w

w

1 2 3 4 5

전혀

몰입되지 않았다

별로

몰입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몰입되었다

매우

몰입되었다

1. 귀하께서 지시문에 따라 시나리오 상황을 상상한 후 분석한 내용에

대해 5분 동안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적어주세요. ① 위의 내용으로 미

루어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

까? 분석하여 적어주십시오. ② 시나리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감

정 및 신체감각의 이유에 대해 분석해주십시오. ③ 이러한 상황이 벌어

진다면 결과적으로 내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기록해주십시오.

2. 귀하는 제시된 시나리오 상황에 몰입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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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지금 내담자를 만나서 2회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한지 

20분 만에 내담자가 당신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물음에 답해주십시오.

내담자 : (차갑고 무뚝뚝한 태도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왜 저희 부

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가족, 특히 부모

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

다고 해서 저한테 뭐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건 저번 상담 시간

끝나고 생각했던 건데 제가 상담에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요. 친구들이 여기서 상담 받는 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한 번 와봤는데, 저

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 하고 돌아가는 게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

나 싶고,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요즘 다른

할 일들이 많아서 좀 바쁜데..... 선생님도 아마 많이 바쁘실텐데 그냥 저는 여기

서 상담을 그만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못 올 것 같네요.

｜. 상담자(인터뷰이)의 기본정보

1. 기본 인적사항

- 성별 : 남 / 여

- 연령 : 만 세

2. 소속기관

3. 상담경력

- 진행 사례 수 :

- 회기 수 :

4. 주 상담접근 방법

Ⅱ. 자기초점 지시문

<부록 3> 자기초점 지시문(경험적 자기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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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전혀

몰입되지 않았다

별로

몰입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몰입되었다

매우

몰입되었다

1. 귀하께서 지시문에 따라 시나리오 상황을 상상하면서 경험하고 느껴

지는 것에 대해 5분 동안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적어주세요. ① 시나리

오 상황을 상상했을 때 내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에는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분이 느껴지시나요?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② 그

때의 마음에 집중했을 때 신체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구체

적으로 표현해주십시오. ③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생각의

흐름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적어주십시오.

2. 귀하는 제시된 시나리오 상황에 몰입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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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1

가정 형편 때문에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면서 자랐어요. 집이 좀

어려웠거든요. 어머니는 식당일 하시고 아버지는 건설업.... 그러

니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세요. 음.... 그러다보니까 부

모님이 저에게 거시는 기대도 좀 컸고......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

실 때마다 제가 어떻게 좀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좀 덜 싸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힘들

게 지내시는 게 나 때문이니까, 그 기대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할 것 같고....

녹음1
　

　

내담자2
네. 아, 근데 이제 이거에 관한 거는 좀 그만 말해도 될까요? 원

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녹음2
　

　

내담자3

이야기가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번 상담 시간에도 그

렇고 이번에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꾸 다른 곳으로 새는 것 같

아요. 뭔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하는 거 같은? 이런 부분은 선

생님이 좀 딱 잡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녹음3
　

　

내담자4

아까 부모님 얘기하다 말을 좀 멈췄던 거는.... 아까 부모님에 대

한 부분은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

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거에요. 별로 말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게 상담에서 중요한지도 잘 모르

겠구요. 저는 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 안 좋은 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굳이 들춰내고 싶지 않아요.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제 소

중한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제가 얘기할 권리는 없을뿐더러 말

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근데 자꾸 말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짜증이 나는 거죠.

<부록 4> 모의 상담 영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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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4
　

　

내담자5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말씀 안 드려도 부

모님이 제게 거는 기대가 컸다는 거,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고… 부모님도 그걸 원하

시고… 그냥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주셨으면 합니다. 가능

하다면.

녹음5
　

　

내담자6

아…(7초간 침묵) 그런데 상담 중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

겠는데......(5초간 침묵) 솔직히 저는 이번 시간도 그렇고 저번 시

간도 그렇고 이렇게 저랑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녹음6
　

　

내담자7

여기 상담센터 왔던 친구가 좋다고 추천해줘서 와봤는데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요즘 많이 바쁘기도 해서 상

담을 매 주 올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녹음7
　

　

내담자8

그냥 저는......이제 상담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시간낭비인 것 같

기도 해요.

녹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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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실험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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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명 예시 반응(본 실험 전사 자료에서 추출)

1
동의/격려/

위로

"네.", "그렇군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편하게 하다

보면 변하는 게 있을 거예요."

2
단순공감/

반영
"충분히 짜증날 만 하네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3
공감 및

의미탐색

"상담을 해도 변화할 것 같지 않다고 여겨지면 정말 실망

스러웠겠네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하면 누구 씨에게 상담

이 좀 더 도움이 될지 여쭤 봐도 될까요."

4
자기개방-

개인내적

"짜증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어…

그래. 짜증났으면 미안해."

5
자기개방-

관계적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좋은 모습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

요.",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내담자분의 마음이 느

껴져서 저는 왠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한구석이 아프기

도 하네요."

6 정보요구

"친구의 추천으로 상담에 오게 되셨다고 했고 처음에 상담

에 오면서 기대도 있으셨네요. 그 기대가 어떤 거였는지 말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으세

요?"

7 침묵 무응답

<부록 6> 상담자 언어반응 유목명 및 예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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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제공

"바쁘시다면 상담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격주로 한

번이나 3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다른 상담자를 배정받

을 수도 있습니다."

9
직접지시/

조언

"사실 이야기 하다보면 마음속에서 정리도 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꼭 형식에 맞춰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

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0 직면 없음

11 해석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도 누구 씨가 겪고 있는 대인

관계 문제의 비슷한 패턴의 반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2 기타
"굳이 상담센터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라

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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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ounselor's verbal responses

according to self-focus style

- Focused on the situation of client

resistance -

Junghyun Jang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counseling is based on the verbal interaction between a

counselor and a client, counselor’s verbal responses are closely related

to counseling outcome. Although many counselors struggle to convey

their therapeutic intents to their clients, they sometimes end up

responding to the clients in an inappropriate way because they are

affected by difficult dynamics such as client resistance. Previous

studies on client resistance suggest that counselors' verbal responses

differ according to the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Compared with

novice counselors, skilled counselors are rarely taken aback by client

resistance. Instead, they tend to handle it concretely and induce the

client to focus on the counseling process again. In other words,

experienced counselors tend to concentrate on the client and not be

overwhelmed with emotional chaos, because they are able to mitigate

any confusion caused by client resistance and regulate their own



- 72 -

emotional respons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counselor’s verbal responses

according to two different self-focus styles in the situation of client

resistance. Ultimately, the study sought to find out whether

experiential self-focus style can be helpful for the counselor in

resolving and coping with client resistance adequately.

Thirty nine people participated in the study's experiment. The

participant sample included counselors,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educational counseling or psychology, and undergraduate students who

have taken counseling-related courses.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wo groups: analytic self-focus group and experiential

self-focus group. After rating 535 verbal responses based on the Hill

Counselor Response Category-Revised (Friedlander, 1982),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was performed .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experiential self-focus group

used more empathic and meaning-exploring verbal responses, while

using less intrapersonal disclosure and silence than the analytic

self-focus group. However, the frequency of information-seeking

response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In sum, this study found that counselor’s experiential

self-focused atten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counselors by helping

them concentrate on the client who show resistance in a counseling

session. This finding seems particularly meaningful because practical

and vivid verbal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an experimental

setting similar to a real-life counseling scene. Moreover, the study

offers important implications for novice counselor education by

confirming the usefulness of utilizing experiential self-focus style in

the face of client resistance.

Yet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It did not se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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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 of counselor verbal responses. In addition, rating work using

predefined verbal response categories made differentiating the delicate

qualitative differences within a category difficult. Lastly, since this

study used a simulated counseling setting using a video clip, it does

not fully reflect the verbal responses of counselors in real-life

counseling sessions. In subsequent studies, the quality of verbal

responses should also be rated, and collecting verbal responses from

actual counselor-client interaction is recommended.

keywords : self-focus, self-focused attention, counselor verbal

response, client resistance, counsel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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