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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수용-기반 개입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불안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원 

교육수준이 3학기 이하이거나, 상담경력이 3학기 이하, 또는 수퍼비

전 횟수가 15회 이하를 기준으로 초심상담자를 선발하여 초심상담

자 5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0명의 자료

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에 대한 수행불안 유발을 위해 제작된 가상 

상담 장면 시나리오를 읽은 후, 불안 유발을 확인하기 위해 상태불

안을 측정하였다. 이후에는 두 개의 집단으로 무선 배정되어 수용-

기반 개입 글쓰기 또는 회피-기반 개입 글쓰기를 실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회피-기반 개입과 비교하여 수용-기반 개

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상 상담 장면에서의 상담자수행을 기

입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상담수행수준을 평정하기 위해서 박사과

정생 2인이 평정을 실시하였고, 수용-기반 집단과 회피-기반 집단 

간 상담수행수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

였다.

  연구 결과 수용-기반 개입 집단이 회피-기반 개입 집단에 비해 

전체 상담수행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자

수행 하위 평정 영역인 관련, 촉진, 조력, 지지에 대해서도 수용-기

반 개입 집단의 상담수행수준이 회피-기반 개입 집단에 비해 유의

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기반 개입이 회피-기반 

개입에 비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을 향상시켰으며,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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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용-기반 개입이 회피-기반 개입에 비해 내담자의 정서 및 인

지에 대한 이해 수준, 내담자에 대한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 그

리고 내담자의 자기탐색과 통찰 촉진 수준 모두를 향상시켰음을 나

타낸다.

  본 연구는 정서에 대한 수용을 정서 조절의 핵심 과정으로 강조

하는 정서조절방략인 수용-기반 개입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초심상담자, 상담수행불안, 수용-기반 개입, 상담수행수준

학  번 : 2014-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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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내담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

은 사람인 상담자와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으로(이장

호, 1982), 내담자의 문제 해결 및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와 성

장을 목표로 한다. 이에 상담 분야는 상담자의 능력과 자질, 상담 

경험, 내담자에 대한 기대 등의 상담자 요인, 내담자의 문제, 상담에 

대한 기대, 자아 강도, 성격 특성 등의 내담자 요인, 그리고 상담자

와 내담자의 관계의 질이나 강도와 같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요인 등 상담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요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

를 진행해 왔다(김계현, 2000). 

  상담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상담에서 치료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주체이자 도구는 바로 상담자 자신이다(Corey & Corey, 

2002; Skovholt, 2001). 그리고 상담이 이론적 가정이나 처치기법

의 차이와 무관하게 비슷한 정도의 효과가 있으며(Wampold, 2000; 

Wampold, Mondin, Moddy, Stich, Benson, & Ahn, 1997), 성과 연

구에서 처치의 형태나 유형이 강조되는 반면 상담자의 중요성이 경

시되었음이 지적됨에 따라(Garfield, 1997; Okiishi, Lambert, 

Nielsen, & Ogles, 2003), 상담자 요인은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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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변인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

난희, 2008).

  상담자가 내담자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역할에 주도적인 역할

을 함은 그 동안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이에 따르

면 상담자는 효과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Skovholt & Rønnestad, 2003), 상담자의 발달수준 및 

역전이 활용 능력, 상담자의 정서지능 등 상담자의 자질과 능력은 

상담성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검증되어 왔다(임고

운, 김지현, 2008; 임전옥, 장성숙, 2015). 이와 같이 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

담자의 문제 해결을 돕는 조력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

며, 이를 위해 상담성과 향상을 위해 상담자가 자질과 능력을 갖추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초심상담자는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큰 열의와 기대를 지

님에도 실제 상담 경험 및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부족으로 인

해 수행 상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초심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상담수행에 더 신경을 씀으로써 자신의 상

담 능력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감 등을 경험하며(Stoltenberg, 

Mcneill, & Delworth, 1998), 이는 초심상담자의 어려움에 관한 여

러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심상담자

는 상담기술에 대한 도식이 통합적이지 못하고 개념적으로도 불완

전하고 유연하지 못하는 등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겪고(송

재영, 이윤주, 2014), 상태불안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등 정서

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며(심혜원, 2005; 홍수현, 최해림, 

2001), 내담자로부터 대인관계 민감성 및 공감을 지속적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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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내담자에게 일방적인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는 등 관계적 측면

에서도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김미지, 2009; 김지연, 한나

리, 이동귀, 2009). 이는 곧 초심상담자는 인지·정서·관계적 측면에

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내적 자

원의 부족은 큰 정서적 부담을 야기함으로써 상담수행에 더 큰 저

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초심상담자가 인지

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초심상담자

의 상담성과 향상을 위해 초심상담자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

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심상담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용-기반 개입을 선정하였다. 여러 선행연구

는 효과적인 정서조절방략으로 자기수용을 제안해 왔는데, 여기서 

자기수용이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서 특히 내

담자의 어려움의 발생과 상담의 과정 및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핵

심적인 개념으로 언급되어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담자의 정서

적 어려움은 내담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하며(이형득, 2003), 현실적인 자기이해와 수용은 

정서적 어려움의 해결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환경 조건에 대한 의존 

및 원망 없이 보다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등 

내담자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이장호, 1998). 

  이처럼 자기수용은 내담자에게 중요한 치료적 기제 중 하나로, 내

담자에게 나타나는 상담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상담자에게도 필요

한 덕목이라는 점에서 상담자에게 효과적인 정서조절방략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임전옥, 장성숙, 2012). 이는 상담자가 먼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내담자를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 4 -

이와 같은 내담자에 대한 수용이 내담자의 자기수용이라는 핵심적

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Martin, Eston, 

Wilson, Takemoto, & Sullivan, 2004; Rogers, 1995). 상담자의 자

기수용의 중요성 및 효과는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

다. 자기수용은 촉진적인 상담자의 촉진적인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이고(Gurman, 1972; Gurman, 1973), 상담자 발달 과

정의 극복 경험에 필수적이며(오현수, 한재희, 2009), 대가 치료자

의 핵심 특징 중 하나로 언급될 정도로 상담자로서의 성숙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다(Skovholt & Jennings, 2005). 

  최근 들어 수용에 대한 연구는 자신의 모습 전반을 수용하는 자

기수용의 과정을 강조하던 초창기 때의 연구 경향을 벗어나, 그 중

에서도 정서를 수용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들은 공통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정서를 수용하고 직면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정임을 강조하며, 정서에 대한 충분한 수용과 

경험이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본다(Greenberg, 

2010; Greenberg, Korman, & Paivio, 2002; Hayes et al., 1999).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본 연구 또한 자신의 정서를 수용

하고 직면하는 정서 수용 과정에 초점을 두어, 정서 수용에 기반을 

둔 정서조절방략으로 수용-기반 개입을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생각, 정서, 감각

의 경험을 지금-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을 핵심으

로 하는 수용-기반 개입이 상담수행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초심

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수용-기반 개입의 방법으로는 글쓰기 

작업을 선정하였고, 수용-기반 개입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방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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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회피-기반 개입 방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용-기반 개

입의 효과로 상담수행수준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정서조

절방략의 사용에 따른 상담수행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상 상

담 장면에서 상담자로서의 상담 반응을 기술하도록 한 뒤 전문가의 

평정을 거쳐 상담수행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수용-기반 개입의 사용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

행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초심상

담자의 상담수행수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함

으로써 초심상담자의 상담성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는 초심상담자의 능력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초심상담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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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수용-기반 개입은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을 향상시

키는가?

연구가설. 수용-기반 개입은 회피-기반 개입에 비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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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초심상담자 특성

1) 초심상담자의 정의

  통상적으로 초심상담자는 이제 막 상담에 입문하여 전문상담자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상담사를 의미하며, 초보상담자 또는 비숙련 

상담자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상담자 발달이론에 따르면 상담

자는 일정한 계열과 단계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달되어 가는 존재로, 

성장과정에서 보이는 특징들에 따라 몇 단계 또는 수준으로 발달과

정이 나누어진다고 본다(송재영, 이윤주, 2014). 상담자의 발달특성

에 따라 상담자는 크게 초심상담자와 경력상담자로 나뉘며, 이들은 

주로 상담 관련 경력에 따라 구분되어 왔다.

  상담경력에 대한 구분 기준은 국내외적으로 통일된 것은 없으나, 

여러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교육수준, 상담경력, 수퍼비전 경험을 기

준으로 삼아 상담자의 경력 수준을 구분하고 정의하고 있다(김계현, 

문수정, 2000; 손진희, 2002; 심흥섭, 1998). 그 중 심흥섭(1998)

은 교육수준, 상담경험, 수퍼비전 경험을 상담자 경험수준으로 환산

하여 누적분포표에 따라 상담자를 초심, 중간, 경력상담자로 구분하

였으며, 김계현과 문수정(2000)은 교육학기 수가 3학기 이하이거나 

상담경력이 3학기 이하, 또는 수퍼비전 횟수가 15회 이하(1학기 이

하)인 경우 초심상담자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였다. 손진희(200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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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경력이 3학기 이하이거나, 교육경력 학기수가 3학기 이하이거

나, 수퍼비전 횟수(개인 수퍼비전 받은 횟수와 집단 수퍼비전 발표 

횟수의 합)가 10회기 이하이거나, 상담회기 경험 30회기 이하인 자 

중 최소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초심상담자로 정의하였

다. 본 연구는 김계현과 문수정(2000)을 따라 대학원 교육수준 학

기 수가 3학기 이하이거나, 상담경력 학기 수가 3학기 이하, 또는 

수퍼비전 횟수가 15회 이하인 경우를 초심상담자로 구분하였다.   

2) 초심상담자의 특성

  초심상담자는 일반적으로 내담자에 대한 알아차림이 부족하고, 상

담 회기 중에 내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상담수행

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을 보인다(Hale & Stoltenberg, 1998). 그

리고 초심상담자는 자신이 상담과정을 이해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상담 기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말에 주

의를 기울여 내담자를 이해하기보다는 상담자로서 내담자에게 어떻

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더 많이 생각한다. 또한 초심상담자는 상담 

회기 중에 적절한 상담 기술 스키마를 탐색하면서 자신이 배웠던 

기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며, 내담자를 자신이 개념화

한 내용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내담자나 

내담자의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사용될 상담자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기도 한다. 그 외에도 초심상담자는 상담수행에 대해 부정

적으로 평가하며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한다(Dodge, 1982).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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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기술의 사용과 상담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이 쌓

이면서 나아지지만, 자신감이 생기더라도 초심상담자는 한참동안 자

신의 상담수행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내담자에 대한 통찰

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Hill, Charles, & Reed, 1981). 이를 종합하

면 초심상담자는 내담자보다 자기 자신의 수행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내담자에 대한 알아차림과 통찰이 부족하며, 자신의 수행

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송재영, 이윤주, 2014 재인용). 

  이러한 초심상담자의 특성은 초심상담자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

움과 밀접히 관련된다. Skovholt와 Rønnestad(2003)는 초심상담자

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초심상담자는 

상담수행 측면에 있어서 내담자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사

례개념화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불안을 

완충시켜 줄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높은 수행불안을 경험하며, 내담

자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수준의 정서적 경계를 유지하는데도 어려

움을 겪는다. 이처럼 초심상담자는 상담수행 측면에서의 지식과 경

험의 부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너무 높은 기대를 지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또한 초심상담자는 상담자로서의 자신과 일상생활에서

의 자신을 적절히 구분하지 못하고, 지도감독자가 수행하는 엄격한 

감독과 평가를 걱정하며, 긍정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멘토의 부

재로 이러한 어려움을 적절히 조절하고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경험

한다. 정리하면, 초심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상담

자의 개인 내적인 요인들과 관련되며, 이는 상담수행에 어려움을 초

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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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y(1996)는 초심상담자의 개인 내적 요인이 초래하는 상담수

행 상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초심상

담자는 자신만의 상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할뿐더러 상담수행 시 상

황에 적절한 기법들을 사용하지 못하며, 상담자 역할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함께 전문가와 인간으로서의 상담자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

는 등 관련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는 

내담자의 침묵에 대한 의미 이해, 내담자의 욕구를 다루는 방법, 내

담자의 저항을 다루는 방법 등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적절

한 개입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내담자에게 충고하거나, 내담자를 지

나치게 걱정하여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경험 개

방 수준을 설정하지 못하며, 내담자와 책임을 분담하지 못하고 상담

자가 모든 책임을 떠맡는 등 내담자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까지 초

래한다. 이는 상담자가 완벽해야 한다는 초심상담자의 기대와 결합

되어 내담자와의 대면 관계에서 겪게 되는 불안을 심화시키고, 사

고,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처럼 초심상

담자는 상담수행 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초심상담자가 상담수행 시 겪는 어려움에 관한 선행연구 또한 이

를 뒷받침한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초심상담자가 겪는 인지·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선 인지적 어려움에 대해 연구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심상담자는 사례개념화와 개입 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보고하고(이영순, 2010), 사례개념화를 할 때 내담자에 대

한 추론 능력이 부족하며, 내담자의 특성을 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이

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손은정, 이혜성, 2002). 또한 초심상담

자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내담자의 강점을 제한적이고 피상

적으로 지각하며, 숙련상담자에 비해 내담자의 강점을 능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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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권혜경, 이희경, 

2013). 내담자의 저항 등 상담 장면에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도 

숙련상담자가 구체적 탐색을 통해 내담자가 생각을 정리해가도록 

유도하는데 비해 초심상담자는 내담자의 반응에 대한 단순한 공감

과 반영에서 그치는 등 그 상황을 상담에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

을 보인다(이현아, 이수원, 1997). 이처럼 초심상담자는 지식 및 관

련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상담수행 상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초심상담자의 어려움은 인지적 유연성의 부족으로도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초심상담자가 겪는 어려움은 상담기술에 대한 도식이 

보다 통합적이지 못하고 개념적으로 불완전하며 유연하지 못한 데

서 기인하며(송재영, 이윤주, 2014), 초심상담자의 인지적 유연성의 

부족은 초심상담자가 이론을 개념적 측면이 아니라 실제적 측면에

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이론을 회기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도 설명된다(방기연, 2006).

  초심상담자는 이상에서 언급한 인지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한다. 초심상담자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도 

언급되듯이 초심상담자들은 상대적으로 상태불안이 높고 자기효능

감이 낮은 특성을 지니고(심혜원, 2005), 내담자로부터 대인관계 민

감성 및 공감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내담자에게 일방적인 보살핌

을 제공해야 하는 등 관계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한다

(김미지, 2009;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 2009). 그리고 초심상담자

의 높은 상태불안과 낮은 자기효능감은 상담자의 경력 수준이 높아

질수록 나아지며 이에 따라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도 향

상된다(홍수현, 최해림, 2001). 한편 상담자가 전문상담자로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불안 못지않게 정서처리 미숙을 경험하는데(손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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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2002), 상담자의 경력에 따라 정서지능에 차이가 나타나고

(Easton, Martin, & Wilson, 2008), 상담자의 발달수준이 높아질수

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아지며(이수림, 조성호, 2010), 상담자의 발

달수준에 따라 자기위로능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등(김현정, 

2005) 여러 선행연구는 상담자의 발달수준에 따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상이함을 확인해왔다. 이는 초심상담자들이 정서적인 어려움

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

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초심상담자는 인지·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수행 시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렇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대처할 내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더 큰 정서적 부담을 야기함으

로써 결국 수행 상의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 때 정서는 초심상담자의 어려움을 야기하는데 있어 특히 중요

한 변인이다. 상담자의 정서와 촉진적인 반응의 관계를 연구한 

Gurman(1972)은 연구 결과 상담자의 일상적인 기분이 긍정적일수

록 내담자에게 촉진적인 반응(공감, 진정성)을 제공하는 능력이 뛰

어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촉진적인 상담자가 자신의 정서 

경험에 대한 자각과 수용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담자의 정서 경

험에 대해서도 보다 수용적이며 덜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상담자의 정서는 위와 같이 내담자에 대한 반응 즉 상

담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담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담자의 회기 전 부적정서

는 상담자가 평가한 도움의 정도 및 회기의 질과 부적 상관을 보였

고(Hill et al., 1994), 다른 선행연구 또한 상담자의 회기 전 정서

가 긍정적이거나 회기 중에 점차 긍정적으로 변한 경우 회기의 질 

및 작업동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으며, 반대로 상담자의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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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서가 부정적이거나 회기 중에 점차 부정적으로 변한 경우 회

기의 질 및 작업동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Chui, Hil, Kline, Kuo, & Mohr, 2016). 정리하면 상담자의 회기 

전 정서는 상담과정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이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음

에도 위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서적 어려움

을 크게 겪는 초심상담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초심상담자의 회기 전 

정서가 상담과정 및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초심상담자가 정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담과정 및 성과의 향상에 필수적이다. 초심상담자가 회기 내

에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연구한 김길문과 정남운(2004)은 초심

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

게 주지만, 그에 대해 반응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는 회

기를 진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

심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잘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면 상담의 과정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

라 초심상담자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임을 시사한다. 따

라서 초심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정확

히 파악하여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본 연구는 초심

상담자가 숙련상담자에 비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

하며 이것이 상담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

을 고려하여 초심상담자의 정서조절방략 훈련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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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기반 개입

1) 수용의 정의

  여러 선행연구는 상담자의 효과적인 정서조절방략의 하나로 자기

수용을 제안해 왔다(오현수, 한재희, 2009; 임전옥, 장성숙, 2012; 

Gurman, 1972; Gurman, 1973; Skovholt & Jennings, 2005). 여기

서 자기수용이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특히 Rogers(1961)가 그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언급하며 중요한 개

념으로서의 자리를 확립하게 되었다. Rogers는 자기수용을 현실적 

자기개념이 이상적 자기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자기수용

을 상담에서의 진전을 알 수 있는 기준이자 내담자의 적응의 지표

로 보았다.

  자기수용을 자기개념의 일치의 정도로 보는 관점과 달리, 자기수

용 자체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기수용을 정

의하려는 시도도 있어 왔다. Taylor와 Combs(1952)는 자신에 대한 

위협적인 사실을 더 잘 수용하는 것을 자기수용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았으며, Shepard(1979)는 자기수용이 자신의 강점과 부족한 점 

둘 다를 인식하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자기수용은 자신의 약점이나 결함에도 불구하고 스

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이를 따라 자기수용을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부정적인 경험을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

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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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수용은 특히 상담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되어 왔으

며, 이는 주로 상담의 효과로서의 자기수용에 주목하고 자기수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이형득(2003)은 내담자의 정서적 

어려움은 내담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못하

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고, 이장호(1998)는 현실적인 자기이해

와 수용은 정서적 어려움의 해결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환경 조건에 

대한 의존 및 원망 없이 보다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등 내담자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자기수용은 내담자의 어려움의 발생과 상담의 과정 및 성과를 설명

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이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다. 상담 종결 시 문제가 개선된 내담자는 그렇지 

않은 내담자에 비해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우세하였으

며(한승호, 한성렬, 1998; 문민정, 2008 재인용), 이와 유사하게 내

담자는 상담 후 나타난 변화로 자신과 상황에 대한 수용의 증가를 

보고하는 등(이수림, 양미진, 2009) 자기수용은 호소하는 문제의 해

결과 더불어 중요한 상담성과 중 하나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자기수용은 상담 분야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치료적 기제 

중 하나로, 내담자에게 나타나는 상담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상담자

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는 점에서 상담자의 자기수용은 상담자에게 

효과적인 정서조절방략의 하나로 여겨진다(임전옥, 장성숙, 2012). 

이에 대해 Rogers(1995)는 상담자가 먼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내담자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상담자의 자기수용

으로부터 비롯된 내담자에 대한 수용이 내담자가 자신을 수용하고 

변화하도록 만든다고 설명하며 상담자의 자기수용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이는 곧 상담자 자신이 중요한 주체로서 스스로의 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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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이해하고 변별하며, 적절하게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Martin, Eston, Wilson, Takemoto, & Sullivan, 2004), 내담자의 

자기수용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의 자기수용의 중요성 및 효과는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다. 상담자의 자기수용은 촉진적인 상담자의 촉진적인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이며(Gurman, 1972; Gurman, 

1973), 상담자의 심리적 안정과 같은 개인적 영역에 대한 요인뿐만 

아니라 배려, 온정, 진실성 등 관계 영역의 요인과도 높은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내는 등(이한녕, 2005) 효과적인 상담관계 및 성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또한 상담자의 자기수용

은 상담자 발달 좌절의 극복경험에 필수적이고(오현수, 한재희, 

2009), 대가 치료자의 핵심 특징 중 하나(Skovholt & Jennings, 

2005)로 언급될 정도로 상담자로서의 성숙에서도 중요한 요인임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자기수용이 상담자에

게 주는 효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초심상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

고 상담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개입방법으로 수용-기반 개입을 

선정하였다.

2) 수용-기반 개입의 개념과 방법

  정서조절방략으로서의 수용-기반 개입은 자신이 체험하는 부적정

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수용은 자신의 장점과 더불어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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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수용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을 의

미하며, 자기수용에 대한 연구는 수용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이 생

기기 시작한 초기에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신의 

모습 전반에 대한 수용이 아닌,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서를 수용하고 

직면하는 과정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정서를 조절하

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 전반이 아니라 정서를 수용함으로써 정서

를 조절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상

담이론 중 정서중심 상담이론 및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ACT)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정서중심 상담이론은 정서 자체가 변화의 핵심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Greenberg, Korman, & Paivio, 2002), 정서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은 상담과정에서 핵심 주제로 연결되고 정서에 대한 충분

한 경험은 정서경험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함으

로써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본다(Greenberg, 2010). 이와 유

사하게 수용전념치료 또한 부적 정서를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과정이 긍정적인 변화를 

수반한다고 본다(Hayes et al., 1999). 이처럼 정서중심 상담이론과 

수용전념치료 모두 공통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정서를 

수용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를 따라 본 연구 또

한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고 직면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수용-기반 

개입을 초심상담자의 정서조절방략으로 선정하였다.

  이아라(2013)는 수용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개입을 통해 

수용 작업을 촉진한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용-기반 개입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수용-기반 개입이란 내적 

경험에 접촉하는 직면(confrontation), 자신 내부의 생각과 정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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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 집중(focused attention), 그

리고 충분히 느끼고 머물러있는 체험(Willingness to Experience)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개념으로, 본 연구도 위 조작적 정의를 따라 

수용-기반 개입을 정의하였다. 

  수용-기반 개입의 방법은 크게 개입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는 방법과 표현적인 글쓰기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첫 번

째 방법은 개입을 위해 지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Erisman와 

Roemer(2010)는 연구 참여자에게 자극과 접촉한 이후에 느껴지는 

어떤 정서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

려고 노력하기를 지시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Luciano 등(2010) 또

한 연구 참여자가 부정적인 자극을 직면하도록 한 뒤, 이 때 생기는 

신체 감각과 정서를 알아차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느껴지는 자극

에 집중하기를 지시하였다. Dalgleish, Yiend, Schweizer 그리고 

Dunn(2009)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능한 생생하고 자세하게 감각

을 동원하여 느껴지는 정서에 집중하도록 지시하였으며,  

Paez-Blarrine 등(2008) 역시 수용-기반 집단에 배정된 그룹에게 

현재 경험하고 있는 본인의 생각과 정서를 알아차리고 느끼도록 지

시하였다(이아라, 2013 재인용). 

  두 번째 방법은 개입을 위해 표현적인 글쓰기를 지시하는 방법으

로, Greenberg와 Stone(1992), Niemiec 등(2010), Wisman과 

Koole(2003) 그리고 Frattaroli와 Thomas(2011) 등은 내적인 경험

을 통해 떠오르는 감정, 생각, 감각 들을 가능하면 생생하게 글로 

표현하도록 하는 개입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현적

인 글쓰기 작업은 수용의 작업을 위해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 적극

적인 개입 방법으로, 수용 작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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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ogg, Mertz, & Morgan, 2010), 이를 통해 정서와 생각 등의 

경험을 분명하게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다

(Niemiec et al., 2010). 뿐만 아니라 글쓰기 작업은 글을 쓰는 시

간 동안 충분히 내적 경험에 대한 자각과 체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적 수용에 효과적인 방법

으로 여겨진다(이아라, 2013 재인용). 

  한편 선행연구들은 수용-기반 개입과 대조되는 개입으로 통제-

기반 또는 회피-기반 개입 방안을 주로 사용해 왔다. 회피-기반 개

입을 사용한 연구로 Luciano 등(2010)은 비교집단에게 혐오적인 자

극으로부터 오는 경험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지시하였고, 

Dalgleish, Yiend, Schweizer와 Dunn(2009)은 느껴지는 정서는 무

엇이든지 억압하라고 지시하였으며, Paez-Blarrine et al.(2008)도 

이와 유사하게 관련된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가능한 멀리 던져

버리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회피-기반 개입 방법의 일환으로 통제

-기반 개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Gutierrez 등(2004)과 Hayes, 

Strohsahl, 그리고 Wilson(1999)은 통제-기반 개입을 사용하여 즐

거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지시하였다. 여기서 통제-기반 개

입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

에 일종의 회피-기반 개입으로 볼 수 있으며, 생각·정서·감정의 억

제와 다른 생각·정서로의 주의전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수

용-기반 개입과 대조되는 개입으로 활용할 수 있다(이아라,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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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기반 개입의 효과

  이아라(2013)에 따르면 수용-기반 개입은 다음과 같은 기제를 

통해 개인의 정서와 인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용-기반 개입의 직면과 접촉은 정서적 둔감화 기제를 통해

(Dugas & Ladouceur, 2000) 부정적 경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개인은 경험에 대한 직면과 

접촉을 통해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정서적 충격이 무뎌지게 되거나

(Lopere, 1997), 극단적 자극에 대해 보다 덜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Dijksterhuis & Smith, 2002) 등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즉, 직면과 접촉은 정서적 둔감화 기제를 통해 부정적 경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실제 고통에 대해서도 더

욱 인내하게 함으로써(Paez-Blarrine et al., 2008) 삶에 대한 적응

력을 향상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둘째, 수용-기반 개입은 회피하고자 했던 내적 경험을 있는 그대

로 충분히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내적인 경험이 두려워하는 만큼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함으로써 위협가에 대한 인지

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의 다른 경험에도 

보다 개방적이 되고, 다른 경험을 회피하려고 애쓰지 않게 함으로써 

더 생생함을 느끼는 결과를 가져온다(Dugas & Ladouceur, 2000; 

Greenberg, 1994). 즉, 수용-기반 개입의 체험은 두려운 경험을 회

피하느라 사용하였던 에너지와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놓

치고 있었던 중요한 자극에 더 많이 접촉할 수 있게 하고 문제 해

결에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Cordova & 

Kohlenberg,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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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수용-기반 개입은 내적 경험에 접촉하고, 자신의 생각

과 정서 및 신체적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이를 충분히 느끼

고 머무르게 함으로써 부정적 경험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더 

중요한 자극에 접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개입 방안이다. 이러한 수용-기반 개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용-기반 개입은 초심상담자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줌으

로써 상담자로서의 수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자수행은 구체적으로 내담자의 정서 및 인지에 대한 이해, 내

담자에 대한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 그리고 내담자의 자기탐색

과 통찰 촉진의 측면에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러 선행연구들

은 상담자의 정서적 능력이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이해, 상담자의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 그리고 내담자의 자기탐색 촉진과 관련

됨을 검증해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담자의 자각은 내담자의 핵

심 감정을 파악하고 이에 반응하는 정도, 내담자를 수용하고 공감하

고 지지하는 태도, 그리고 내담자의 정서적 자각 및 자기통찰과 정

적인 상관관계를 지닌다(한재희, 홍영식, 2012). 한편 상담자의 정

서지능과 상담관계 및 성과에 대해 연구한 임전옥과 장성숙(2015)

은 상담자의 정서지능이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인 반응의 향상, 내담

자와의 긍정적인 작업동맹 형성, 그리고 내담자의 탐색 및 통찰의 

촉진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보다 높은 상담성과를 가져옴을 밝혀내었

다. 이와 유사하게 최신영(2014)도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정서지

능과 상담수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서지능과 작업동맹의 

정적 상관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이때 정서지능은 초심상담자의 어

려움이 크더라도 작업동맹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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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서지능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침을 밝혀내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상담자의 정서 수용과 상담자의 수행의 관계

를 직접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으나, 수용과 관련된 상담자의 정서 

관련 변인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

의 구체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내었다. 정서를 수용하는 과

정에서 자기 인식 또는 자각은 정서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지기 위

해 선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과정이다. 이는 곧 상담자의 자각이 정

서과정 전체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정서능력에 기초가 되는 과정

임을 의미한다(Salovey, Mayer, & Caruso, 2004). 한편 정서지능

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며, 수

행을 촉진하기 위해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Mayer & 

Salovey, 1997). 이러한 정의는 곧 정서지능이 자신의 정서에 대한 

자각뿐만 아니라 정서에 대한 자각과 수용이 선행된 후 정서를 조

절하고 활용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을 나타낸다. 

이처럼 자각이 수용에 선행되는 정서적 과정임을 고려할 때, 그리고 

정서지능이 정서의 자각 및 수용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자신의 정서에 대한 

초심상담자의 수용이 상담수행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담자의 수행 수준을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해 

Reese(1993)가 제작한 상담자수행 평정자 평가(RQR)의 네 가지 

하위 평가 영역을 바탕으로 상담자수행을 평가하였다. 네 가지 평가

영역은 내담자의 이야기에 논점을 잃지 않고 논점을 잘 찾아가는지

를 평가하는 ‘관련(relevant)’, 내담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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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촉진(facilitative)’, 내담자의 자기탐색 

행보를 탐색하고 나아가도록 격려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조력

(helpful)’, 그리고 내담자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스스로 수용하

도록 돕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지(supportive)’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관련’은 내담자의 정서와 인지에 대한 이해를, ‘조력’은 내담

자의 자기탐색과 통찰의 촉진을, ‘촉진’과 ‘지지’는 내담자에 대한 수

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하위 평가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담자의 언어반응의 유목을 구분하여 각 유목의 사용 빈도를 

측정하는 기존의 평정체계와 달리(Friedlander, 1982; Hill, 1981; 

장정현, 2014 재인용), 상담자수행 평정자 평가(RQR)는 상담자수

행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간 상담수행수준의 차

이를 확인함으로써 수용-기반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져 이를 따라 상담자수행을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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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상담경력에 대한 

구분 기준은 국내외적으로 통일된 것은 없으나, 대체로 교육경험과 

상담경력, 그리고 수퍼비전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 상담자의 경력 수

준을 구분해온 여러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대학원 교

육수준이 3학기 이하이거나, 상담경력이 3학기 이하, 또는 수퍼비전 

횟수가 15회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를 초심상담자로 선발하였다(김

계현, 문수정, 2000; 손진희, 2002; 심흥섭, 1998). 또한 가상 시나

리오의 타당도 확보 과정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시나리오 상

의 초심상담자의 특성과 연구 참여자의 특성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대 이상의 초심상담자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51명의 초

심상담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직장 경험으로 인

해 상담수행불안 유발을 위한 가상 상담 장면 시나리오에 몰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 참여자 1명을 제외하여 참여자 50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11명, 여자 39명이었고, 나이는 

평균 27.2세, 표준편차 3.40세였으며, 대학원 교육수준은 평균 2.80

학기, 상담경력은 평균 1.65학기, 수퍼비전 횟수는 평균 3.75회였다. 

수용-기반 개입 집단의 대학원 교육수준, 상담경력, 수퍼비전 횟수

는 각각 2.80학기, 1.74학기, 3.90회였으며, 회피-기반 개입 집단의 

대학원 교육수준, 상담경력, 수퍼비전 횟수는 각각 2.80학기, 1.56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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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단위)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 11 22.0

여 39 78.0

나이(세)

23-26 26 52.0

27-30 15 30.0

31-34 6 12.0

35-38 3 6.0

대학원 교육수준

(학기 수)

1학기 미만 1 2.0

1학기 이상 2학기 미만 22 44.0

2학기 이상 3학기 미만 2 4.0

3학기 이상 4학기 미만 20 40.0

4학기 이상 5 10.0

상담경력

(학기 수)

1학기 미만 23 46.0

1학기 이상 2학기 미만 6 12.0

2학기 이상 3학기 미만 16 32.0

3학기 이상 4학기 미만 3 6.0

4학기 이상 2 4.0

수퍼비전

(횟수)

5회 미만 33 66.0

5회 이상 10회 미만 10 20.0

10회 이상 15회 미만 6 12.0

15회 이상 1 2.0

직장 경험
없음 28 56.0

있음 22 44.0

혼인
미혼 41 82.0

기혼 9 18.0

총합 - 50 100.0

기, 3.60회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다음 <표 1>

과 같으며, 집단 별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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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단위)
수용(N=25) 회피(N=2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이(세) 27.36 2.90 27.04 3.90

대학원 교육수준

(학기 수)
2.80 1.24 2.80 1.10

상담경력

(학기 수)
1.74 1.25 1.56 1.14

수퍼비전 

횟수(회)
3.90 .92 3.60 .65

직장 경험(년) .40 1.15 .54 1.27

<표 2> 집단 별 연구 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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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가상 상담 장면에서의 상담자 반응을 

기입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 차단된 채 가상 상담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교내 상담실습실 또는 세미나실에서 진행

되었다. 온라인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가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안내

하였고, 인터넷 상으로 즉각적으로 자료 수령 및 회수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에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함께 안내하였다.

  연구 절차는 수용-기반 개입 또는 상담자의 모의 상담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절차를 참고하였다(이아라, 2013; 장정현, 2014). 연

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서를 제공하여 

연구자 정보, 연구 주제, 실험 진행 절차, 실험 소요 시간 및 유의사

항 등을 안내하였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한 뒤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성별, 나이, 상담경력 등의 인적사항 기입을 

마친 후, 초심상담자의 수행불안을 유발하도록 구성된 가상 상담 장

면에 관한 시나리오를 제공받았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수행불

안이 충분히 유발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가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상상한 후 시나리오 상황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안

내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가 시나리오 상황에 충분히 몰입이 되었다고 응

답하면 수행불안이 유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문항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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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특성불안 검사(STAI) Y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담수행 

시 유발되는 상태 불안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상태-특성불안 

검사 중 상태불안 검사만을 사용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는 수용-기반 개입 집단 및 회피-기반 개입 집

단 중 한 집단에 무선 배정되어 각각에 해당되는 글쓰기 작업을 수

행하였다. 수용-기반 글쓰기 집단에게는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 차

원, 느낌과 정서 차원, 그리고 생각 차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떠

올려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필요한 경우 시나리오로 돌아가 시나

리오를 다시 읽어도 됨을 함께 안내하였다. 반면 회피-기반 글쓰기 

집단에는 시나리오를 읽으며 들었던 생각과 느낌, 신체 감각을 억누

르고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사건

으로 주의를 전환하여 구체적으로 그 경험에 대해 적어볼 수 있도

록 안내하였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가 글쓰기 작업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하면, 

글쓰기 작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따랐는지 확인하기 위

해 세 문항으로 구성된 조작 확인 문항에 응답하였다. 

  여섯째, 연구 참여자는 가상 상담 장면에 대한 상담자로서의 반응

을 기술하기 위해 상담자수행 평정자 평가(RQR)를 실시하였다. 이

때 주어진 가상의 내담자는 앞에서 주어진 가상 상담 장면 시나리

오 상의 내담자와 동일한 인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자는 연구 참여

자에게 오랜 시간 고민하지 말고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최대한 빨리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실험 절차가 끝난 후에는 디브리핑 과정으로 실

험을 마무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디브리핑 문서를 제

공하여 실험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수행불안 자극 과정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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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내용 자료
소요시간 

(분)

1
실험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2

2

가상 상담 장면 

시나리오 읽기 

(수행불안 유발)

불안 유발 시나리오

5~10

3 수행불안 조작 확인
상태-특성불안 

검사(STAI) Y형

4
수용-기반 글쓰기 수용-기반 글쓰기 지시문

5~10회피-기반 글쓰기 회피-기반 글쓰기 지시문

5 글쓰기 조작 확인 조작 확인 문항

6 상담자수행 기입
상담자수행 평정자 평가 

(RQR)
15

7 디브리핑 디브리핑 자료 3

발된 불안감 및 불쾌감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고 실험 참여를 종료하였다. 연구 절차는 이하의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연구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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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가상 상담 장면 시나리오

  본 연구는 상담수행에 대한 초심상담자의 불안을 유발하기 위해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동일한 가상 상담 장면에 관한 시나리오를 

제공하였다. 가상 상담 장면 시나리오의 내용은 실험 마지막 절차에

서 제공한 상담자수행 평정자 평가(RQR)에 제시된 가상 상담 장면

과 일치하도록 제작하였으며,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시나리오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을 실시하기 전 6명의 초

심상담자를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여 초심상담자의 상태불안

이 실제로 유발되는지를 확인하였다. 가상 상담 장면 시나리오의 내

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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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시나리오 

지시문

“지금부터 당신은 새로운 사례를 배정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첫 회기를 진행하기 전 상황이라고 상상

해 주십시오. 당신의 내담자는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전문직 여성으로, 병원에 갔더니 몸엔 이상이 없다며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아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

다. 이 내담자는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진로에 대해 걱정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내담자와 첫 회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눈을 감고 새로운 내담자를 기다리는 당신을 상상해 봅

니다. 실제 새로운 내담자와의 첫 상담에 들어가기 직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세요. 

본인이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몰입해서 

읽어주십시오.)

가상 

시나리오 

내용

  첫 회기라니... 정말 긴장된다.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게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내담자에게까지 다 티가 나는 것 

같다. 안 그래도 말끔하게 차려입은 외모, 그리고 당당한 표

정과 도도한 눈빛,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를 보면 상

담자인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어 보인다. 그리고 처음에 

나한테 상담경력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걸 보면, 내담자는 

내가 탐탁지 않은 게 틀림없다. 가뜩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내담자한테는 내가 상담 경험이 부족한 초심자라는 게 이미 

다 티가 나고도 남았을 것이다.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내담자의 진로 걱

정... 내담자의 진로 걱정은 내가 겪었던 진로 걱정과는 다를 

텐데... 전문직에 종사해본 경험도 없는 내가 이미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하다. 이해도 제대로 못할 게 뻔한데 내담자의 말

에 반응하고 개입하는 건 가뜩이나 더 어려울 것이다. 아... 

내가 이 내담자의 진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담

자도 내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담자 

앞에 앉은 내가 더 작아져가는 것 같다. 

<표 4> 가상 상담 장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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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담자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내담자가 티는 안 내려고 

하지만,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 보여 적잖이 실망한 것 같다. 내담자는 내가 자신의 이

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나는 내담자한테 전문가로 비춰지기는커녕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상대라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내담자

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경험한 것도 더 많을 텐데.. 

내가 더더욱 부족해 보일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리고 긴장성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상담

하고 나서도 내담자의 두통이 없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내담자를 잘 파

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긴장성 두통에 대해 

어떤 개입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표가 나는지 내담자의 표정

이 처음보다 점점 굳어져가는 것 같다. 내가 탐탁지 않아 잔

뜩 실망한 눈치다. 내담자가 손가락으로 무릎을 계속 톡톡 

두드리는 걸 보면 내가 내담자를 지루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잘 해야 내담자가 계속 올 텐데.. 이 

내담자는 오늘로 끝일 것 같다.

  배운 대로 잘 해야 하는데, 불안해지니 내담자의 말에 반

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내가 잔뜩 당황해서 어찌 할 줄 모

르고 있다는 게, 그리고 내가 한 번씩 말을 더듬을 때마다 

버벅거린다는 게 내담자에게도 계속 느껴지고 있을 것이다.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한다. 얼굴도 후끈거리는 게 잔뜩 

벌겋게 달아오른 것 같다. 눈앞이 아득하다.

  아 어떡하지.. 아무 것도 못할 것 같다. 너무 긴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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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태-특성불안 검사

  본 연구는 상담수행에 대한 불안이 유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Spielberger, Gorsuch, Lushene, Vagg와 Jacobs(1983)가 제작하고 

한덕웅, 이장호 및 전겸구(1995)가 번안한 상태-특성불안 검사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Y형을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20문항은 상태불안을 

나머지 20문항은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불안이 아니라 상담수행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유발되는 상태로서의 불안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이 중에서 상태불안 검사만을 사용하였으며, 상태불안 척도의 

문항은 "나는 긴장감을 느낀다.",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역채점 

문항), "나는 혼란스럽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묻는 문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지의 

상단에는 “당신이 상담자로서 현재 느끼는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솔직하게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지시

문을 제시하였고, 연구 참여자는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

를 4점 Likert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

답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불안이 유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단점수

(cutoff score)는 위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점수를 참고로 하여 1표준편차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하였다. 118

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상태불안을 측정한 김택준과 신희천(2016)

의 1표준편차 값은 49.24였고, 288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상태불

안을 측정한 임은희(2016)의 1표준편차 값은 46.57이었으며, 29명



- 34 -

의 초심상담자의 상태불안 점수를 구한 장세미(1999)의 1표준편차 

값은48.31이었다. 본 연구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인 49.24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경우 불안이 유발되었다고 보아 상태불안 점수 50점

을 절단점수로 삼았다.

  한덕웅, 이장호 및 전겸구(1995)가 보고한 상태 불안 검사의 내

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였으며, 김택준과 신희천(2016), 그

리고 임은희(2016)가 보고한 내적 일치도는 각각 .88과 .91이었다. 

3) 수용 및 회피-기반 개입 지시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을 두 집단으로 무선 배정하여 각각의 

집단에 수용 또는 회피-기반 개입으로 글쓰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입 지시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용-기반 개입과 회피-

기반 개입을 반대적 성격으로 파악한 선행연구들(Luciano et al., 

2010; Paez-Blarrine et al., 2008; Gutierrez et al., 2004)의 프로

토콜에 기초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위 선행연구에 따라 이아라

(2013)가 제작한 지시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수용-기반 개입 집단에게 제공되는 지시문의 경우, 앞으로 경험

할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내적 경험에 ‘직면’하고, ‘집중’

하며, 이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체험’하도록 제작되었다. 반면 회피

-기반 개입 집단에게 제공되는 지시문의 경우, 앞으로 경험할 부정

적인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내적 경험을 ‘억제’하고, 다른 생각이나 

정서로 ‘주의를 전환’하도록 제작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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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문의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글쓰기 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연구 참여자가 글쓰기 작업을 얼마

나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따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작 확인

(manipulation check)을 실시하였다. 조작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문

항은 이아라(2013)를 따랐으며, 이는 다음의 <표 6>에 제시하였

다. 총 세 개의 문항 중 1번과 2번 문항은 집단과 상관없이 높은 점

수에 응답할수록 이해도와 충실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고, 3번 

문항의 경우에는 수용-기반 개입 집단은 낮은 점수에 응답할수록, 

그리고 회피-기반 개입 집단은 높은 점수에 응답할수록 실험의 이

해도와 노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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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분
지시문

수용

기반

집단

  당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느낌과 생각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

지 않고, 이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집중하는 것은 앞으로 당신

의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수행을 

위해 당신에게 드는 느낌과 생각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앞서 제시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 느낌, 몸으로 느껴진 신체 감각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십시

오.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생기는지 집중하여 

떠오르는 느낌에 충분히 머무르고, 머리, 얼굴, 목, 등, 몸통, 

팔다리, 손발 등 몸에 어떤 감각이 생기는지 최대한 집중하여 

그 느낌과 감각을 계속 느껴 보십시오. 시나리오를 읽으며 든 

느낌과 생각, 몸의 감각에 충분히 머물렀다고 생각된다면 이에 

대하여 아래의 빈칸에 있는 그대로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필

요하다면 시나리오로 돌아가 시나리오를 다시 읽어도 좋습니

다.)

회피

기반 

집단

  당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느낌과 생각에 대해서 몰입하고 생

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당신의 수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수행을 위해, 앞으로 당신에게 드는 부정적인 

느낌과 생각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를 위해 당신이 

처한 상황을 억누르고 다른 긍정적인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도

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시나리오를 읽으며 떠올랐던 느낌과 생각, 

그리고 몸의 감각을 느끼지 않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시나리오

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감각을 억누르고 피하기 

위해, 주의를 전환하여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사건을 떠올리고 

그 경험에 대해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5> 수용-회피 기반 글쓰기 작업 지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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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조작 확인 

내용

1
당신은 앞에서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제시된 안내를 

잘 이해했습니까?
이해도

2
당신은 앞에서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제시된 안내에 

따르려고 노력했습니까?
노력도

3

당신은 글쓰기를 하며 앞에서 제시된 부정적 

시나리오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느끼지 않고 

억제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내적 경험에 

대한 통제정도

<표 6> 글쓰기 조작 확인 문항

4) 상담자수행 평정자 평가

  본 연구는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Reese 

(1993)가 제작하고 정지희(2014)가 번안한 상담자수행 평정자 평

가(Response Quality Ratings; RQR)를 사용하였다. 위 도구는 가상 

상담 장면에서의 상담자수행을 제3자가 평정하도록 제작된 도구로, 

가상의 내담자가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 상담자가 상담자로서의 자

신의 상담 반응을 기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상 내담자의 반응 

개수는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 참여자 한 명당 12개의 상담

자수행 반응을 얻게 된다. 

  상담자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하위 영역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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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내용

관련(relevant)
내담자의 이야기에 논점을 잃지 않고 논점을 잘 

찾아가는가

촉진(facilitative) 내담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는가

조력(helpful)
내담자가 자기탐색 행보를 탐색하고 나아가도록 

격려하는가

지지(supportive)
내담자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수용하도록 

돕는가

<표 7> 상담자수행 평정자 평가의 하위 평가 영역

  각 평가 영역은 8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각 하위 

평가 영역을 따라 평정함으로써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한 명당 48

개의 평정값(반응 12개x평가 영역 4개)을 얻게 된다. 이에 더하여 

상담자수행에 대한 전체적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48개의 평정값

의 평균값을 산출함으로써 전체적인 상담수행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정리하면, 평가 결과 연구 참여자 한 명당 49개의 평정값을 얻게 되

며 이는 평정 1세트로 분류된다. 본 연구도 이를 따라 하위 영역에 

대한 수행 수준은 각 하위 평가 영역의 평균값을 산출함으로써, 그

리고 전체적인 상담수행수준은 각 48개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함으

로써 평가하였다.

  Reese(1993)는 박사 수준의 상담자 2인이 본 도구를 평정하도록 

하였고 평정 기준을 합의하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평정자들이 

10시간 정도의 훈련 시간을 가졌으며, 정지희(2014)는 연구자와 박

사과정생 1인이 평정 방법과 기준에 대해 3시간 정도의 논의 후 각

자 평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또한 이를 따라 연구자와 박사과정

생 2인이 평정 기준에 대한 합의를 거친 후, 박사과정생 2인이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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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을 실시하였다.

  평정에 대한 평정자 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자 간 신뢰

도를 산출한 결과, Reese(1993)의 연구에서는 관련 .85, 촉진 .84, 

조력 .84, 지지 .83, 전체 .85로 산출되었고, 정지희(2014)의 연구

에서는 관련 .77, 촉진 .82, 조력 .74, 지지 .77, 전체 .62로 산출되

었다. 본 연구의 평정자 간 신뢰도는 하위평가영역 각각 관련 .75, 

촉진 .89, 조력 .81, 지지 .83, 전체 .93으로 산출되어 평정자 간 신

뢰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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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정서조절방략으로서의 수용-기반 개입이 

상담에 대한 수행불안이 유발된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

을 평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집단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는 절차를 통해 실험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을 평정하기 위해 Reese(1993)

의 상담자수행 평정자 평가(RQR)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응답 내용

을 바탕으로 박사과정생 2인이 평정을 실시하였다. 평정 기준을 합

의하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평정자는 선행연구(정지희, 2014; 

Reese, 1993)를 따라 평정 방법과 기준에 대한 합의를 거친 후 각

자 평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용-기반 개입 집단과 회피-기반 개입 집단 간 

상담수행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상담수행수준 

및 상담자수행의 각 하위 평가 영역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

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Statistics 21.0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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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본 연구는 수용-기반 개입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용-기반 개입과 회피-기반 집단에 따

른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을 비교하였다. 수용 또는 회피 기반 

개입에 따른 상담수행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이전에 두 집단이 사

전에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상담

수행수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상담자의 인적사항, 상담 관

련 경력, 그리고 사전에 유발한 상태불안 정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나이, 대학원 교육수준, 상담경

력, 수퍼비전 횟수, 직장 경험, 상태불안을 독립변인으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집단 간 차이

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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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단위)
수용(N=25) 회피(N=25) t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

적

사

항

나이(세) 27.36 2.90 27.04 3.90
.33

(.74)

대학원 교육수준

(학기 수)
2.80 1.24 2.80 1.10

.00

(1.00)

상담경력

(학기 수)
1.74 1.25 1.56 1.14

.36

(.72)

수퍼비전 

횟수(회)
3.90 .92 3.60 .65

.53

(.60)

직장 경험(년) .40 1.15 .54 1.27
-.70

(.49)

상태불안 64.80 7.74 63.08 8.40
.75

(.46)

<표 8> 집단 간 나이, 대학원 교육수준, 상담경력, 수퍼비전 횟수, 

직장 경험, 상태불안에 대한 t-검증

  제시한 바와 같이 나이, 대학원 교육수준, 상담경력, 수퍼비전 횟

수, 직장 경험, 상태불안 모두 사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p>.05).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초심상담자의 나이, 대학원 교육

수준, 상담경력, 수퍼비전 횟수, 직장 경험, 그리고 사전에 유발한 

상태불안의 정도가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집

단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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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기반 개입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연구 문제 “수용-기반 개입은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

수준을 향상시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수용-기반 개입은 회피-기반 개입에 비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수용-기반 또는 회피-기반 개입에 따른 상담수행수준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의 상담자수행의 하위 평가 영역 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전체 상담수행수준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한 뒤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전체 상담수행수준 및 각 

하위 평가 영역에 대한 두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값은 다

음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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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N=25) 회피(N=25)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

담

자

수

행

1. 관련 6.06 .23 5.63 .46 4.09***

2. 촉진 5.85 .26 5.29 .40 5.83***

3. 조력 6.07 .38 5.79 .48 2.27*

4. 지지 5.56 .31 5.19 .33 4.08***

5. 전체 5.89 .20 5.48 .38 4.75***

<표 9> 집단 간 상담수행수준에 대한 t-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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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집단의 전체 상담수행수준의 차이 분석 결과, <표 9>의 ‘전

체’ 항목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용-기반 개입 집단(M=5.89, 

SD=.20)은 회피-기반 개입 집단(M=5.48, SD=.38)에 비해 상담

자수행 점수가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용-기반 개입 집단이 회피-기반 개입 집단

에 비해 상담자수행 수준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여줌으로써, 수용-

기반 개입이 회피-기반 개입에 비해 상담수행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가설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을 상담자수행 평정자 

평가(RQR)의 하위 평가 영역을 기준으로 평정하였기 때문에, 이하

에서는 상담수행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상담자수행 평정자 평가의 하위 평가 영역 

중 '관련' 영역은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정서․인지에 대한 이해 수

준을 평정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관련' 영역에서의 각 집단 간 상담

자수행의 차이 분석 결과, <표 9>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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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개입 집단(M=6.06, SD=.23)은 회피-기반 개입 집단(M=5.63, 

SD=.46)에 비해 상담자수행 점수가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용-기반 개입 

집단이 회피-기반 개입 집단에 비해 내담자의 정서․인지에 대한 이

해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둘째, 상담자수행 평정자 평가의 하위 평가 영역 중 '촉진'과 '지

지'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평정하

는 영역에 해당한다. 그 중 '촉진' 영역에서의 각 집단 간 상담자수

행의 차이 분석 결과, <표 9>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용-기반 개

입 집단(M=5.85, SD=.26)은 회피-기반 개입 집단(M=5.29, 

SD=.40)에 비해 상담자수행 점수가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지지' 영역에서의 각 집단 간 

상담자수행의 차이 분석 결과, <표 9>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용

-기반 개입 집단(M=5.56, SD=.31)은 회피-기반 개입 집단

(M=5.19, SD=.33)에 비해 상담자수행 점수가 더 높았으며, 그 차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기반 개입 

집단이 회피-기반 개입 집단에 비해 내담자에 대한 수용적이고 공

감적인 태도가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수행 평정자 평가의 하위 평가 영역 중 '조력' 

영역은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자기탐색 및 통찰 촉진 수준을 평

정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조력' 영역에서의 각 집단 간 상담자수행

의 차이 분석 결과, <표 9>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용-기반 개입 

집단(M=6.07, SD=.31)은 회피-기반 개입 집단(M=5.79, 

SD=.48)에 비해 상담자수행 점수가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기반 개입 집단이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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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개입 집단에 비해 내담자의 자기탐색과 통찰 촉진 수준을 향

상시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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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수용-기반 개입이 상담에 대한 수행불안을 경험하는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연구로, 수용-기반 개입이 회피-기반 개입에 비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로 대학원 교육수준이 3학기 이

하이거나, 상담경력이 3학기 이하, 또는 수퍼비전 횟수가 15회 이하

인 초심상담자를 선발하였고, 가상 상담 장면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초심상담자의 수행불안을 유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태-특성불안 검사(STAI) Y형 중 상태불안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들은 두 개의 집단으로 무선 배정되어 수용-기반 

글쓰기 개입 또는 회피-기반 글쓰기 개입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

로는 개입에 따른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가

상 상담 장면에서의 상담자수행을 기입하였다.

  상담수행수준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박사과정생 2인이 평정을 실

시하였고, 이후에는 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기반 개입 집단과 

회피-기반 개입 집단 간 사전 동질성 및 상담수행수준 차이 검증을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집단은 사전

에 동질적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고, 수용-기반 개입 집단의 전체 

상담수행수준이 회피-기반 개입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 48 -

나타났으며, 상담자수행 하위 평정 요인인 관련, 촉진, 조력, 지지에 

대해서도 수용-기반 개입 집단의 상담수행수준이 회피-기반 개입 

집단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가설이 지지되었으며, 수용-기반 개입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불안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함으로써 초심상

담자의 상담수행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는 상담자의 정서적 능력이 상담과정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자의 자기자각 및 정서지능을 독립변인

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임전옥, 장성숙, 2015; 최신영, 2014; 한재

희, 홍영식, 2012), 상담자의 정서 수용과 상담수행수준 간의 관계

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담자의 

정서 수용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

함으로써, 상담자의 자기자각 및 정서지능 등 기존에 밝혀진 상담자

의 정서적 과정이 상담과정 및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밝혀내었다. 부정적 경험이 불러일으키는 부적정서를 감소시킴으로

써 이를 회피하는데 사용했던 에너지와 노력을 필요한 부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수용-기반 개입의 효과 기제를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정서 수용이 정서적 둔감화 기제를 통해 앞으로 발생 가능

한 부정적 경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키고, 위협가에 대한 

인지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이로써 이를 회피하느라 사용했던 에

너지와 노력을 상담수행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행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 향상을 불러일으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수용-기반 개입에 따른 상담수행수준이라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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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내의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며 네 가지 하위 평가 영역

을 바탕으로 평정을 실시함으로써 상담수행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상담수행수준은 

내담자의 정서·인지에 대한 상담자의 이해 수준, 내담자에 대한 상

담자의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 그리고 내담자의 자기탐색과 통

찰 촉진을 위한 상담자의 개입 수준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향상됨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상담수행 상의 효과는 상담과정

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내담자의 정서와 인지에 대한 상담자의 정확

한 이해는 상담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고, 내담자에 대한 수용

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는 작업동맹을 향상시키고 내담자의 자기수용

을 촉진시키며, 내담자의 자기탐색 및 통찰 촉진은 내담자의 자기이

해 향상으로 상담의 진전을 불러일으키는 등 상담과정에서 내담자

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

한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상담의 진전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담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상담자 요

인이 상담과정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임

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정서 수용을 기반으로 하는 수용-기

반 개입이 상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초심상담자의 교육 및 훈련

에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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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가 상담 연구 및 실제에 주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용-기반 개입이 효과적인 정서조절방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서 수용은 부정적 사건

으로 인해 발생되는 생각, 정서, 감각의 경험을 지금-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개인의 정서 조절 측면에서 도움이 된

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정서 조절이 지니는 효과에 비해 그 구체

적인 방법으로서의 수용-기반 개입이 실제로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

절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이후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관

하여 이아라(2013)는 진로 미결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용-기반 

개입이 진로탐색과정에 미치는 즉시적인 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

였으며, 김영근(2015)은 상담과정에서 정서의 활성화 및 반복적 수

용이 내담자의 외상경험에 대한 정서처리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을 확인함으로써 두 연구 모두 공통적으로 정서 수용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 집단에게 효과적인 개입 방법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위 선행연구에 더하여 수용-기반 개입이 초

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에 즉시적인 효과를 보임을 검증함으로써 

정서의 수용이 효과적인 정서조절방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는 데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수용-기반 개입의 효과를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

라 그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데서 의의를 갖는다. 수용-기반 개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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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는 점에서 상담자

에게 효과적인 정서조절방략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정서의 

수용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상

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해, 정서의 수용이 상담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용-기반 개입이 상담수행수준에 즉시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정서 수용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

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서 수용이 효과를 보이는 대상

과 맥락에 대한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는 

정서조절 방략의 적절한 사용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불안을 감소

시킴으로써 상담수행수준을 향상시킴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정서처

리 미숙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상담수행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초심상담자의 교육 및 훈련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초심상담자에게 실질적

으로 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정보로 사용됨으로써 상담수행에 대

한 열의와 부담을 함께 지니는 초심상담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훈

련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담자수행 평정 방식은 연구 방법의 

측면에 있어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상담자수

행 평정자 평가(RQR)로, 이는 상담자수행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상담자수행을 평정하

기 위해 상담자 언어반응 유목을 분류하고 각 유목의 사용 횟수 및 

빈도와 각 유목이 지니는 효과 기제를 연관 지어 상담자의 언어반

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상담자수행을 연구해 왔는데, 이는 유목 내

에서의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장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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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상담자 언어반응 유목의 

구분이 아니라 각 상담자 반응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상담수행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상담자수행

을 질적인 수준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상담수행수준의 질적인 차이

를 즉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갖는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 제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분석하고 추후 연구에 대해 제

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용-기반 개입에 따른 초심상담자의 상담자수

행을 연구하였으나, 연구대상으로 초심상담자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초심상담자 집단 전체로 일반화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초심상담자의 수행불안을 유발

하기 위한 가상 상담 장면 시나리오의 내용 제작 시, 상담자수행 평

정자 평가(RQR) 상의 상담자와 시나리오 상의 상담자를 일치시키

기 위하여 시나리오 상의 상담자를 나이가 어리고 직장 경험이 많

지 않은 상담자로 설정하였다. 이로 인해 가상 상담 장면 시나리오

의 내용타당도 확보 과정에서 연령과 직장 경험에서 피험자 특성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모집 시 연령이 40세 이상이거나 직장 경험으로 인해 시나리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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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연구 참여에서 제외시켰다. 이처럼 연령과 

직장 경험에 대한 제외기준을 둠으로써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초

심상담자 집단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초심상담자 집단 전체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나

이가 많거나 직장 경험이 풍부한 초심상담자에게도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결과가 수용-기반 개입 집단의 상담자 개

개인의 상담수행수준이 향상된 결과인지 또는 상담자 개개인의 이

전 상담수행수준이 함께 반영된 결과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집단 배정 시 성

별, 나이, 대학원 교육수준, 상담경력, 수퍼비전 횟수, 직장 경험 등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고려하여 최대한 동질적으로 

배정하였고, 공통적으로 상담수행에 대한 불안을 유발함으로써 두 

집단 간 상담자 특성의 사전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각 연

구 참여자들이 기존에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상담

수행수준을 보였는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본 연구는 두 

집단 간 상담수행수준의 차이가 오직 수용-기반 개입의 효과에 따

른 결과인지, 그렇지 않다면 상담자 개개인의 이전 상담자수행이 함

께 반영된 결과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실험 설계 시 상담자수행을 정서조절방략 사용 전후

로 기입하도록 한 후 분석 시 그 결과를 비교하는 등의 절차를 추

가함으로써 상담수행수준의 차이가 오직 실험 자극을 통해 발생한 

결과인지 아니면 연구 참여자 개인의 특성이 함께 반영된 결과인지

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상담자수행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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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본 연구는 열두 개의 내담자 반응에 대한 상담자수행을 기

입하는 방식으로 상담자수행 반응을 수집하였는데, 실험 진행 시 내

담자 반응을 읽고 즉각적으로 상담자 반응을 기입하도록 안내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기입된 상담자수행 반응에 상담자로서 촉진적인 

개입을 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그

러나 연구 설계 시 사전에 이를 확실하게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반응이 수집되어 상담 장면에서 발생하는 상담자의 반

응을 살펴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상담자 반응을 기

입하게 하는 방식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의 반응을 온전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상담자의 반응을 보다 

온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언어적인 표현에 더하여 표

정과 말투, 자세 등 비언어적인 표현이 생생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데, 서면으로는 이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수행을 기입하는 방

식 대신 녹음하는 방식을 채택하거나, 실제 상담 회기 녹음 파일을 

가지고 상담자수행 수준을 평정하는 등 실제에 가까운 상담자수행 

반응 수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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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참가자 모집

실험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 참가 자격: 초심상담자 (교육학기 수 3학기 이하이거나, 상담경력 3

학기 이하, 또는 수퍼비전 횟수 15회 이하인, 40세 이하의 초심상담자)

2. 실험 장소: 사범대학 11동 407호(상담실습실)

3. 실험내용: 본 연구는 정서조절방략의 사용에 따라 상담에 대한 수행

불안이 유발된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한 연구입니다. 실험은 지시문에 따른 간단한 작업 및 설문 문항

에 대한 응답, 글쓰기 작업, 그리고 가상 상담 장면에서의 상담자 반응 

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4. 실험 신청 방법: 이메일(letsgokoh@naver.com) 또는 문자

(010-****-****)로 이름과 연락처, 원하는 참여 날짜 및 시간대를 남

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께는 실험 참여 후 소정의 사례(5,000원 상당의 상품

권)을 증정합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기타 연구에 

대한 문의는 연구책임자의 이메일(letsgokoh@naver.com)이나 핸드폰

(01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창대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고형은

<부록 1>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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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참여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많이 표기해 주세요.

시간     날짜
월

(날짜) 

화

(날짜)

수

(날짜) 

목

(날짜)

금

(날짜)

토

(날짜)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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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양식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수용-회피 기반 개입이 상담에 대한 수행불안이 유발된 초

심상담자의 상담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책임자명 : 고형은(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석사과정 수료)

  이 연구는 정서조절방략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교육학기 수 3학기 이하, 상담경력 3학기 이하, 또는 

수퍼비전 횟수 15회 이하의 기준에 충족되는 초심상담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

의 연구 책임자 고형은(연락처: 01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

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정서조절방략의 차이에 따른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

준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교육학기 수 3학기 이하이거나 상담경력 3학기 이하, 또는 수퍼비전 횟

수 15회 이하에 해당하는 초심상담자 중 40세 이하인 약 80여 명이 참여

합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이 연구는 지시문에 따른 간단한 작업과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글쓰기, 

그리고 가상 상담 장면에서의 상담자 반응 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과정은 사범대학 11동 407호(상담실습실)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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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1) 귀하는 간단한 시나리오를 읽고 그 상황에 몰입할 것이며, 이어서 간단

한 설문지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2) 귀하는 정서조절방략으로써 글쓰기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소요시간은 

약 5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귀하는 제시되는 가상 상담 장면에 대해 상담자로서의 상담 

반응을 기술할 것이며, 소요시간은 약 15-2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 참여는 단회로 진행되며 약 3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

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참여를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참여 도중 실험을 종료할 경우, 이 과정에서 

실험 도중 불편했던 점을 연구자에게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으며 연구자

에게 연구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특정 시나리오에 몰입하고 지시문에 따라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불쾌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는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

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

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초심상담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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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고형은(010-****-****)입니다. 저

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

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

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

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

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것입

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

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고 형 은 전화번호: 01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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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

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

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

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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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상태-불안 검사

아래의 각 문장을 잘 읽고 당신이 상담자로서 현재 느끼는 자신의 상

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표시하

십시오. 정답은 없으므로 어느 한 문장에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즉각적

으로 표시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그렇다       매우 

   그렇지않다      않다                  그렇다

1. 나는 평온하다. 1 ········ 2 ········ 3 ········ 4

2. 나는 안전하다. 1 ········ 2 ········ 3 ········ 4

3. 나는 긴장되어 있다. 1 ········ 2 ········ 3 ········ 4

4. 나는 긴장감을 느낀다. 1 ········ 2 ········ 3 ········ 4

5.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1 ········ 2 ········ 3 ········ 4

6. 나는 언짢다. 1 ········ 2 ········ 3 ········ 4

7. 나는 닥쳐올지도 모를 불행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 1 ········ 2 ········ 3 ········ 4

8. 나는 흡족하다. 1 ········ 2 ········ 3 ········ 4

9. 나는 두렵다. 1 ········ 2 ········ 3 ········ 4

10. 나는 포근함을 느낀다. 1 ········ 2 ········ 3 ········ 4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1 ········ 2 ········ 3 ········ 4

12. 나는 초조하다. 1 ········ 2 ········ 3 ········ 4

13. 나는 안절부절하다. 1 ········ 2 ········ 3 ········ 4

14. 나는 무엇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1 ········ 2 ········ 3 ········ 4

15. 나는 느긋한 기분이다. 1 ········ 2 ········ 3 ········ 4

16. 나는 만족스럽다. 1 ········ 2 ········ 3 ········ 4

17. 나는 걱정이 많다. 1 ········ 2 ········ 3 ········ 4

18. 나는 혼란스럽다. 1 ········ 2 ········ 3 ········ 4

19. 나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 1 ········ 2 ········ 3 ········ 4

20. 나는 유쾌하다. 1 ········ 2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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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이 만성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

다. 그러나 진료 결과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도 찾을 수 없었다. 만

성 두통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의사는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상

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였고, 이에 그 여성은 당신이 

근무하는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여 당신에게 배정되었다. 이 여성의 상

담신청서를 보니 호소문제로 두통과 진로문제가 기입되어 있었다.

  첫 회기를 통해 이 여성의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결혼하였지만 아

직까지 자녀는 없었으며,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한 뒤 대도시 신문사

에 취업하여 3년 정도 일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상담이 끝날 즈

음, 이 여성은 직장에 정시에 출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였다. 이야

기를 더 해보니 이 여성은 제 시간에 일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

었으며, 이로 인해 1시간가량 지각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

고 얼마 전 상사로부터 2주 안에 지각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해고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들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내담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부록 4> 상담자수행 평정자 평가(RQR)

  아래에는 가상의 내담자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가상 상담 장면에

서의 내담자의 반응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담자의 반응은 총 12개로 이

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반응 전에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설명 및 이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읽은 후, 빈칸에 각각의 반응에 대해 상담자로서의 귀하의 반응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아래 내담자의 상담자가 되었다고 상상하시고, 

실제 귀하께서 이 내담자와 상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입하여 주십시오. 상

담자의 반응에는 옳고 그른 반응이 없으므로 내담자의 반응을 읽은 후 오

랜 시간 고민하지 마시고, 실제로 귀하께서 상담에서 반응하는 것과 같이 

최대한 빨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담 장면에서 귀하께서 침

묵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 반응으로 침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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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반응)

(상담자 반응)

(상담자 반응)

반응1. “기자가 되기 위해 많은 걸 희생해왔는데... 모든 것을 잃을 것 같

아요.”

  내담자가 지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라고 한다. 대략 2달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틀에 한 번 꼴로 지각을 했다고 한다. 지각 문제를 비롯하여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얼마 전 내담자가 직장에서 맡은 일이 

최근에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상담에서 내담자의 업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때 내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반응2. “새롭게 맡은 일이 부담스러워요.” 

  최근에 생긴 업무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더 나눈 후, 내담자는 자신이 

맡은 직무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얼

마 전까지 내담자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로 작

성하는 업무를 담당했었지만, 업무가 변경된 후에는 다른 기자들이 쓴 글

을 편집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했다. 내담자는 새로운 업무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이야기했다.

반응3. “다른 사람들의 일을 책임지는 것에 지쳤어요. 뭐 하나라도 제 실수 

때문에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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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반응)

(상담자 반응)

(상담자 반응)

  내담자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내담자는 동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반응4. “다른 사람들이 제 삶에 끼어들어 저를 휘두르는 것 같아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당신은 내담자의 직장 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의 

큰 부분이 상사와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사는 내담자가 늦을 때 

동료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그녀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내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반응5. “상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 숨고 싶은데, 제 

온몸의 신경이 다 마비돼버리는 것 같아요.”

  뒤이어 내담자의 업무량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내담자는 자신이 맡

은 일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상사가 종종 추가적인 업무를 맡기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내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반응6. “상사가 저한테 쏟아 붓는 업무가 너무 많아요. 제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를 강하게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제가 망가

져버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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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반응)

(상담자 반응)

(상담자 반응)

  업무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룬 후에, 당신은 내담자가 업무 중에서 아직

도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내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반응7. “저는 어떤 기사를 창의적으로 쓸 수 있을 때 짜릿해요. 그때 기분

이 정말 최고예요!”

  상담이 진행되면서 이야기 주제가 내담자의 직장에서 그녀의 부부 관계

로 바뀌었다. 내담자는 남편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어떤 것도 함께 하

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결혼생활에서의 주된 어려움에 대

해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내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반응8. “이 지경이 되어가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지쳐요. 우리 사이에 남

아있는 건 더 이상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담자의 결혼 문제를 탐색하다보니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내담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반응9. “잠자리에서 남편이 저를 거부해요.”

  결혼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담자와 남편과의 갈등의 또 

다른 원인에는 아이를 얼른 가지라는 시댁의 압력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내담자와 그의 남편의 의견은 달랐다. 내담자가 다

음과 같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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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반응)

(상담자 반응)

(상담자 반응)

반응10. “남편이 아이 갖는 걸로 잔소리하면 정말 열 받아요. 남편이고 시

댁이고 제 삶에서 잘라내 버리고 싶어요.”

  내담자의 결혼문제에 대해 논의한 후, 당신은 결혼생활의 긍정적인 측면

에 대해 탐색했다. 내담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반응11. “저는 여전히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남편도 저를 진심으

로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상담이 끝날 즈음에, 당신은 내담자의 문제를 요약해주었다. 내담자는 이

를 듣고 자신의 삶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야기하였다. 내담자

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반응12. “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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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종료되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 참여하신 연구는 정서조절방략의 사용이 초심상담자의 상담

수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귀하는 교육학기 수 3학기 이하이거나 상담경력 3학기 이하, 또는 수퍼비전 

횟수 15회 이하에 해당하는 초심상담자에 해당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로 모집되

었습니다. 귀하는 사전불안 유발을 위해 가상 상담 장면 시나리오를 읽은 뒤 상

태-특성불안 검사(STAI) Y형을 실시하여 귀하의 사전불안이 유발되었는지 확

인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개의 집단 중 한 집단에 무선 배정되어 정서조절방략

을 사용한 글쓰기 작업을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가상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로

서의 반응을 기술하기 위해 상담자수행 평정자 평가(RQR)를 수행하였습니다.

3. 실험 과정 중 학습한 정서조절방략은 상담수행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며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집단은 효과적 방법으로 수용-기반 정서조절

방략을, 다른 집단은 비교를 위해 회피-기반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모든 참여자는 둘 중 하나의 집단에 무선 배정되어 정서조

절방략의 학습 및 글쓰기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4. 실험 과정 중 제시된 가상 시나리오는 상담수행에 대한 초심상담자의 불안을 

유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발된 불안감을 비롯한 불

쾌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에게는 이를 연구자에게 충분히 이야

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가 제공하는 단회 상담 이후에도 정

서적 고통이 남아있다면 필요한 경우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5. 귀하의 참여로 정서조절방략의 사용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함으로써 초심상담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밖에 연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질문해주십시오. 

끝까지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 고형은(letsgokoh@naver.com, 010-****-****)

<부록 5> 디브리핑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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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cceptance-Based Interventions 

on Novice Counselors' Anxiety

of Counseling Performance 

Koh, Hyoung Eun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ti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on counseling performance of 

novice counselors. Fifty-one novice counselors participated in 

the study's experiment and fifty participants'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wo 

groups: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and avoidance- 

based intervention group. After rating counselors'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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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Response Quality Ratings(RQR; Reese, 1993), 

independent t-test was performed.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participants in acceptance- 

based intervention group showed higher levels of counseling 

performance than those in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Specifically,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showed higher 

performance on the criteria of relevant, facilitative, helpful, and 

supportive responses, which indicates the level of understanding 

clients' thoughts and feelings, showing acceptive and empathic 

attitude toward clients', and promoting clients' self- 

understanding and insight.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at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was effective in improving 

counseling performance of novice counselors. 

Keywords : Novice counselors, Anxiety of counseling 

performanc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Counseling performance

Student Number : 2014-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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