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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담자의 타당화 개입이 자기수용, 관계맺음동기 및 부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모의상담연구이다.

본 연구는 서울 및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

었으며, 173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세 집단으로 나

뉘어 각각 타당화 집단, 감정반영 집단, 통제 집단에 배정되었다. 연구결

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분산분석(ANCOVA), 요인분석, 다변량 공분

산분석(MANCOVA) 방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화 집단은 감정반영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기수용이 증가하였다. 또한

감정반영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는 자기수용 변화수준에 있어서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타당화 집단은 감정반영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계맺음동기가 증가하였다. 또한 감정반영 집단과 통제 집

단 사이에는 관계맺음동기 변화수준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감정반영이나 통제 조건에 비해 상담자의 타당화가 자기수용과 관

계맺음동기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적정서의 경우 연구자의 판단 하에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어 분노정서와 두려움정서로 명명하고 각

각의 정서에 대해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과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분노정서의 경우에는 정서의 감소 수준에 있

어서 세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려움정서의 경우에는 세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타당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두려움정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타당화 집단은 감정반영 집단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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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두려움정서를 감소시켰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

으며, 감정반영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는 두려움정서 변화수준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상담자의 타당화 개입은 감정반영 개입에 비해 모의상담

관찰자의 자기수용 및 관계맺음동기를 향상시키고 두려움정서를 감소시

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타당화, 감정반영, 치료적 개입, 상담기법, 모의상담연구

학 번 : 2010-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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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의 대면 관계를 통해 일생생활에서 겪는 문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에서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이장호,

1989). 즉 상담과 심리치료가 추구하는 목표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 및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와 성장이며, 내담자의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대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의 개입(intervention)을 통해 이루어

진다.

상담자가 어떠한 개입을 해주었을 때 내담자가 변화하는지, 즉 내담

자를 변화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담자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다(김창대, 2009; Corsini & Rosenberg, 1955; Corsini &

Wedding, 2004). Corsini와 Wedding(2004)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

담자가 다루어야 할 양식을 인지, 행동, 정서로 나누어 분류하고, 이론적

지향에 따라 인지, 행동, 정서 중 더 강조하여 다루는 양식이 있다고 보

았다.

그 중에서 상담에서 내담자의 정서를 다루고 수용하는 것이 내담자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과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Greenberg, 2002; Greenberg & Pavio, 2008; Hayes & Smith, 2010;

Linehan, 1993; MacCluskie, 2012; Rogers, 1961). Greenberg와

Pavio(2008)는 내담자가 변화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경험과 정서를 수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으며, MacCluski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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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담에서 내담자의 감정을 확인하고 완전히 인식하도록 돕는 것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정서를 수용하는 접근에서는, 정서의 수용을 통해 자기의 발

견과 수용이 함께 이루어짐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Greenberg, 2002;

Greenberg & Pavio, 2008; Rogers, 1961; Rogers, 1980). 예를 들어

Rogers(1961)는 감정을 자유롭고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

는데, 이는 감정을 경험하는 과정이 곧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과 같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정서적 경험의 수용을 강조한

Greenberg와 Pavio(2008) 또한 정서수용 이후 내담자가 스스로 욕구와

소망을 발견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서의 수용을 강조하

였다.

그러나 Marra(2006)에 따르면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의 원인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자신에 대한 역기능적인 수치심과 죄

책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데, 이는 상담에서 정서를 수용하게 된 뒤 내담

자가 그러한 정서를 경험하게 된 이유를 발견하여 다루어주지 않으면 자

신에 대한 역기능적인 수치심과 죄책감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을 알려준다. 즉 상담에서 내담자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반영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경험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자신의 개념을 조직화하

는 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담에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며 자기의 개념을 조직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은 여러 상담이론가와 상담연구자들에 의해

중요시되어 왔다(김창대, 2009; Corsini & Rosenberg, 1955; Kohut,

1977; Rogers, 1986). Kohut(1977)은 ‘자기(self)’가 심리구조의 핵심이기

때문에 상담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세계를 조직하고 타당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보았고, Rogers(1961)는 상담을 통해 참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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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김창대(2009)는 상

담에서 자기 경험을 조직하고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

며, 이를 돕기 위한 개입으로 “타당화(validation)”를 제시하였다.

타당화란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의 주창자

인 Linehan(1993)이 제안한 개념으로 내담자와 내담자의 반응에 내재된

이해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즉 타당화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내담자의 감정과 행동

이면에 있는 소망과 욕구를 찾아 이를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다(유성경 등, 2009).

타당화는 단순히 감정을 수용해주는 것을 넘어, 상담자가 내담자의

반응을 내담자의 삶의 맥락이나 사건의 상황적 배경 내에서 이해하고 수

용하며, 상담자가 이해하고 수용한 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이

다(Linehan, 1997). 내담자는 상담자의 타당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새

롭게 인식하게 되며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자기 개념을 조직화하

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담에서 내담자의 정서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승인해주는 개입으로 사용되어온 개입에는 감정반영이 있다(Carkhuff &

Pierce, 1975; Hill & O'Brien, 2001). Hill 등(1988)에 따르면 반영은 상

담결과에 매우 도움이 되는 기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감정반영만으로는

내담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그 감정을 변화시킬 수 없고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MacCluskie, 2012).

Poorman(2003)은 적절하지 않은 감정반영이 내담자의 정서적 각성에 대

한 대처전략을 빼앗고 내담자로 하여금 위협적인 느낌을 받게 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감정반영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관점은 감정반

영이 효과적인 기법이기는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변화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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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정반영 외에 다른 추가적 개입이 상담에서

필요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타당화와 감정반영은 내담자의 경험을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개입이

라는 공통점이 있다(김은하, 2011). 그러나 내담자의 경험을 수용해준 뒤

자기조직화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감정반영과 달리 타당화는 내담자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고 자기의 개념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타당화가 내담자의 변화에 있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타당화의 효과를 감정반영과 비

교하여 확인하고, 상담에서 내담자의 자기조직화를 돕는 타당화의 효과

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해보자 하였다.

실험연구를 통해 타당화의 효과를 처음으로 검증한 김은하(2011)의

연구에서는 실험설계를 통해 사회적 배제경험을 준 뒤 타당화와 감정반

영 개입이 유대감, 자존감, 부정정서,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타당화와 감정반영 반응 모두 화자와의 유대

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지만, 타당화 반응이 자존감을 높이고

부정정서 및 공격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타당화의 효과에 대해 실험설계를 통해 처음으로 입증한 연구라는 점에

서 의의가 있지만, 연구에서 사용한 개입이 실제 상담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실제 상담상황과 유사한 상

황에서 타당화 개입의 효과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배제상황에 처한 내담자를 상담하는 모의상담

영상을 제작하여 대학생들에게 관찰하게 하고 효과를 보고하게 하는 연

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관찰자의 지각을 통한 연구이기 때문에 종속

변인을 설정하는 데 있어 김은하(2011)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종속변인

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타당화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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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을 때 자기관(self-view)이 안정되고, 정서적 각성이 감소하여 새로

운 학습이 일어나며, 동기가 증가한다는 Lynch, Chapman, Rosenthal,

Kuo, & Linehan(2006)의 연구결과에 따라 종속변인을 자기수용, 관계맺

음동기 및 부적정서로 정하였다.

실제 내담자가 아닌 관찰자에게 이입하게 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상담사례에 이입하게 만

들기 위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읽게 한 뒤 시나리오에 이입하

게 하는 절차를 사용하였으며(Greenberg, Wortman, & Stone, 1996), 타

당화 개입의 효과를 보기 위해 타당화 영상, 감정반영 영상, 통제 영상을

만들어 세 집단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상 시청 전 사전평가와

영상 시청 후 사후평가를 하도록 하여 상담자의 타당화가 자기수용, 관

계맺음동기, 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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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한 연구문제는 “타당화 개입이 감정반영

및 통제 개입에 비해 더 효과가 있는가?”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색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1. 타당화 집단은 다른 집단(감정반영 집단, 통제 집단)에

비해 자기수용이 증가할 것이다.

1-2. 타당화 집단은 다른 집단(감정반영 집단, 통제 집단)에

비해 관계맺음동기가 증가할 것이다.

1-3. 타당화 집단은 다른 집단(감정반영 집단, 통제 집단)에

비해 부적정서가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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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먼저 타당화와 감정반영을 포괄하는 상담에서의

개입에 대해 살펴본 뒤, 타당화와 감정반영 각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채택한 모의상담연구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상담에서의 개입

상담의 성과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담 연구에서 매우 중

요한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상담성과에 기여하는 요인은 내담자, 상담자,

그리고 상호작용 요인의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장재홍, 권희경,

2002). 상담은 상담자의 일정한 개입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상담자의

개입요인은 내담자의 변화를 이끄는 상담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써 주목받아왔다(Heppner, Kivlighan, & Wampold, 2008; Kivlighan,

Janquet, Hardie, Francis, & Hershbeger, 1993).

상담자의 개입은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받아 왔지만 어

떠한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

다(Elliott, 1985; Elliott, Barker, Caskey & Pistrang, 1982; Hill 등, 1988;

O'Farrell, Hill & Patton, 1986). 뿐만 아니라, 실제 상담에서는 다양한

개입들이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특정 개입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고

해서 상담이 효과적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상담자가 어떠한 개입을 해주었을 때 내담자가 변화하는지에 대해

서 상담자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다(김창대, 2009; Corsi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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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berg, 1955; Corsini & Wedding, 2004). Corsini와 Wedding(2004)

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담자가 다루어야 할 양식을 인지, 행동, 정

서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인지, 행동, 정서 중 이론적 지향에 따라 더

강조하여 다루는 양식이 있다고 보았다.

상담자의 개입 중에서도 상담에서 내담자의 정서를 다루고 수용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론과 연구들이 있다(Greenberg, 2002; Greenberg &

Pavio, 2008; Hayes & Smith, 2010; Linehan, 1993; MacCluskie, 2012).

많은 상담기법 교재의 저자들은 감정이 성장을 위한 촉진제라고 말하며

(Cavanaugh, 1982; Ivey & Ivey, 2007; Poorman, 2003; Seligman, 2004;

Young, 2005; MacCluskie, 2012에서 재인용), MacCluskie(2012)는 정서

의 처리가 성장과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그들

의 감정을 확인하고 완전히 인식하도록 돕는 것은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보았다.

그런데 정서를 수용하는 접근에서는, 정서의 수용이 이루어지고 나면

별도의 개입 없이도 자기의 발견과 수용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 가정하

는 경우가 많았다(Greenberg, 2002; Greenberg & Pavio, 2008; Rogers,

1961; Rogers, 1980). 예를 들어 Rogers(1961)는 방어나 경직성에서 벗어

나 경험에 대해 개방성을 가지고 감정을 자유롭고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경험하게 되면 자아가

자신의 경험 속에서 기분 좋게 발견될 것이며 감정을 경험하는 과정이

곧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과 같다고 보았기 때문이었

다.

Greenberg와 Pavio(2008) 또한 정서수용 이후 내담자가 스스로 욕구

와 소망을 발견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Greenberg와 Pavio(2008)

는 내담자가 변화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경험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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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정을 활성화하며, 정서 반응 속에 있는 욕구와 목표, 관심사에 초

점을 맞추어 자기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내담자의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고 인식하며 정

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중시했는데, 이는 상담자가 정서를 수용하

고 감정을 활성화시켜주고 난 뒤에는 대부분의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서반응 속에 있는 욕구 또는 소망을 찾아내 자기를 재구성하고 의미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Marra(2006)는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의 원인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혼란스러워하며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에 근거

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반응을 발달시키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자기의 경험을 이해하고 조직화하는데 있어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

신의 욕구나 소망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반응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감정의 수용뿐만 아니라 감정 기저에 있는

내담자의 욕구 또는 소망을 상담자가 읽어주어 자기를 조직화하도록 돕

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함을 추론해볼 수 있다.

내담자가 자기의 개념을 조직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의 중

요성은 여러 상담이론가와 상담연구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김창대,

2009; Kohut, 1977; Rogers, 1986; Rogers, 1961). Kohut(1977)은 심리구

조의 핵심을 ‘자기(self)’로 보았고 상담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조

직하고 타당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Kohut(1984)은

자기 경험을 조직화하고 응집시켜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자기구조를 갖

게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상담을 통한 치유를 내담자의 “자기 구조의 건

설”이라고 명명하였다(김영란, 2004에서 재인용). 김창대(2009)는 상담에

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자기를 확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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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으로 타당화를 제시하였다.

한편, 내담자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개입으로 사용되어온 개입에는 감

정반영이 있다. Hill 등(1988)에 따르면 반영은 상담결과에 매우 도움이

되는 기법 중 하나이다. 감정반영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주어 상담관계를 향상시키고, 내담자의 경험이 수용 가능한 것이

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내담자를 내면세계를 스스로 더 탐색할 수 있도

록 돕는 효과가 있다(김계현, 2002). 그러나 감정반영만으로는 내담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그 감정을 변화시킬 수 없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MacCluskie, 2012). Poorman(2003) 또한

내담자가 감정에 대해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 감정반영을 해주

는 것은 위태롭고 위협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내담자가 자신의 감

정을 완전히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을 발전시킨 뒤에

적절한 반영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감정반영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타당화와

달리 감정반영이 내담자의 자기 개념의 조직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기 때

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내담자의 정서를 수용해주는 상담개입은 효

과적일 수 있지만 그 개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

념을 조직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내담자의 자기 조직화를 돕

는 타당화와 자기 조직화는 돕지 않은 채 정서를 수용해주는 감정반영을

비교해봄으로써 자기 조직화를 돕는 상담 개입인 타당화 개입이 효과적

인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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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화

1) 타당화의 정의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는 경계성 성

격장애 환자집단을 위해 Linehan(1993)이 개발한 치료방법이다. DBT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정서적 도피 및 정서적 회피행동을 취

하기 때문에 정신병리가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내담자가 경험하는 정

서적 고통을 인정해줌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지각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에 따라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적 고통을 수용

하게 되면 정서적 고통이 감소된다고 본다(Marra, 2006).

Linehan(1993)은 내담자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정서를 수용해

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수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타당화(validation)가 필

요하다고 보았다. 타당화는 내담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

며 그런 생각을 발달시켜온 것이 왜 전적으로 이해할 만한 것인지 설명

해주는 것이다(Marra, 2006). 상담자는 내담자의 역기능적인 반응 속에

서도 타당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Linehan,

1993).

Linehan(1997)은 타당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반응을 내담자의 삶의 맥락이나 사건의 상황적

배경 내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며, 상담자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위해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내담자의 이야기 속

에서 이해할 수 있을 근거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타당화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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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가 내담자로부터 그의 반응을 타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내

담자의 반응을 이해하고 확인하여 그것을 내담자에게 다시 전달하고

강화시키는 과정이다(356p).

요약하면 타당화는 ‘내담자의 반응 안에 내재된 중요한 의미와 이해

가능성, 즉 타당성을 발견하고 이를 내담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유성경 등, 2009).

2) 타당화의 치료적 기능

타당화는 내담자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돕기 위한 치료적인

기능을 가지며 상담자는 타당화의 치료적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

가 있다. 타당화는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과 자기 개념을 확인하고 수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

울 수 있다. 또한 상담자의 타당화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무비판

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타당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Linehan, 1997).

내담자의 특정 행동은 역기능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의해 강화되

고 유지되어오는데 상담자를 통해 내담자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타당

화할 수 있게 되면,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고, 자기행동을 조절하게 되며, 스스로 행동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당화는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가 이루

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하며 내담자에게 수용 받는 경험을 제공해줌

으로써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치료적 관계를 향상시키기도 한다(유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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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9).

Greenberg와 Pavio(2008)는 상담을 통한 변화과정에서 정서가 차지하

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감정을 허락하고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변화과정에서 단순히 감정을 허락하고 수용하

는 것 외에도 욕구와 목표에 기초한 자기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감정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 이면에 있는 내담자의 욕구와 소망

을 상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확증해주고 강화해줄 때 내담자는 자기의

새로운 측면들을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에 대해 알게 되면 이전의 감정들을

보다 가치 있고 능동적이며 수용 가능한 감정으로 변형시키기 시작하고,

내담자는 더욱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시

작한다(Greenberg, 2002).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서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승인해

주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상담자의 감정반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내담자가 보다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변화하기 위해서는 감정뿐

만 아니라 자기조직화 즉, 자신의 경험과 자기 개념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타당화는 단순히 감정을 수용해주는

것을 넘어,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근거들을 찾아 내담

자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과정이다(Linehan, 1997). 내담자는 상담자의 타

당화를 통해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알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경험을 새롭

게 인식하게 되며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자기 개념을 재조직화하

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Lynch 등(2006)은 보다 구체적으로 타당화의 변화기제를 다음과 같

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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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관의 안정성 증가

- Swan의 자기-검증 이론(self-verification theory)에 따르면 안정

적인 자기관은 개인의 경험을 조직화하고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Swann,

1983). 자기감에 대한 일관성(coherence)이 없는 경우 불안정하고

왜곡되며 혼란스러운 자기상 또는 자기감을 가지고 있다. 이때 타당

화는 자기감에 대한 일관성을 발달시켜주며, 경험을 조직하고 미래

를 예측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기

능을 한다.

2. 정서적 각성의 감소와 학습의 증가

- 개인은 목표가 좌절되었거나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지각할 때 부

정적인 정서적 각성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높은 정서적

각성은 인지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감소시킨다(Gallatly & Meyer,

1992). 내담자의 자기관을 타당화해 주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해소

시켜 내담자의 정서적 각성을 감소시키며, 각성이 감소되면 회기 내

에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동기의 증가

- 타당화는 상담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증가시켜준다.

Swann, Pelham, & Krull(1989)에 따르면 개인은 스스로의 자기평

가와 일치하는 의견을 표현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타당화는 자기-확인적(self-confirmatory)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

에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을 지속하도록 할 수 있다.

이처럼 상담자의 타당화는 자신의 행동에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게 하여 자기관의 안정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하며 정서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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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게 하는 치료적 기능을 가진다(Lynch 등, 2006).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인 김은하(2011)의 연구와 타당화의 치료기제에 대해 밝힌

Lynch 등(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종속변인을 자기수용, 관계맺음동기

및 부적정서로 정하였다.

3. 감정반영

1) 감정반영의 정의

감정반영(reflection)이란 내담자의 감정을 강조하며 진술들을 반복하

거나 부연설명하는 것이다(Hill & O'Brien, 2001). 반영되는 감정들은 내

담자에 의하여 진술된 단어와 똑같거나 유사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으며

상담자가 내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이나 메시지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할 수

도 있다.

공감을 전달하는 기법 중의 하나로 Rogers(1957)가 처음 관심을 가졌

던 기법이 감정반영이기 때문에 많은 상담관련 서적 및 교육프로그램에

서 감정반영을 강조했고(Carkhuff & Pierce, 1975; 김계현, 2002에서 재

인용), 심지어 감정반영을 공감으로 간주하는 연구들도 많았다(Egan,

1982; 김계현, 2002에서 재인용). 공감이 결여된 감정반영은 내담자에게

공감 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감은 감정반영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감은 감정반영의 선행조건이 될 수 있다(김계현,

2002).

그러나 감정반영은 공감과 같지 않으며, 감정반영과 공감은 구분될



- 16 -

필요가 있다(김계현, 2002; Hill & O'Brien, 2001). 감정반영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공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공감

을 전달할 수 있고, 감정반영 또한 공감을 전달하는 기능 외에 다른 기

능들을 가지고 있다(김계현, 2002). 따라서 공감과 구분된 감정반영 그

자체에 주목하여 효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감정반영의 치료적 기능

Hill과 O'Brien(2001)에 따르면, 상담자의 감정반영은 다음과 같은 기

능을 가진다. 먼저 상담자의 감정반영은 내담자로 하여금 내담자 자신의

감정을 알게 한다. 자신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감정을 경험하더

라도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내담자에게 감정반영은 유용할 수 있다. 즉,

상담자의 감정반영은 감정표현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감정반영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상담자의 감정반영은 내담자의 감정이 정상적이고 상

담자는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내

담자를 안심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에 따라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재인식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감정의 수용

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좀 더 깊이 탐색할 수 있게 되며, 결과

적으로 감정반영은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감정반영은 상담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상담자

는 감정반영을 통해 내담자의 어떤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

를 보여주므로, 감정반영이 잘 되었을 때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이해받는

다고 느끼며 상담관계를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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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계현(2002)은 감정반영의 효과를 4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감정반영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 상담자의 감정

반영은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에 관심이 있으며 내담자의 이

야기를 계속 듣기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므로 내담자가 계속 이

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

둘째, 감정반영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하

는 효과가 있다. 내담자가 언급한 말을 상담자가 다시 재언급해줌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상담자가 알아차렸고 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된

다.

셋째, 감정반영은 내담자로 하여금 공감 받고 있음을 경험하도록 해

주는 효과가 있다.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경험은

내담자에게 치료적인 경험이 되며, 이러한 경험은 상담관계 형성에 필수

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기법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감정반영은 내담자에게 자신을 더 탐색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

다. 상담자가 감정반영을 해줌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내면세계, 성장 역

사, 환경 등에 대해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감정반영은 상담관계를 형성하

는데 도움이 되고, 내담자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며, 안전하게 자

신의 내면세계를 탐색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4. 모의상담연구

모의상담연구란 실제 상담 상황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 수행된 상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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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의미한다(Heppner 등, 2008). 모의상담 연구법은 1940년대부터

Keet(1948) 등에 의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후, 자유연상법, 체계적 둔감

법, Rogers의 촉진적 조건 등의 상담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에서

폭넓게 이용되었으며, 특히 1960년대 후반기와 1970년대 전반기에

Goldstein, Heller와 Sechrest(1966), Strong(1968) 등에 의해 상담학에서

의 대표적 연구방법으로 자리 잡았다(김원중, 1993에서 재인용).

모의상담연구는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상담 상황

과 유사하면서도 연구 변인 이외의 변인은 철저히 통제된 조건 하에서

수행된다. 상담연구에서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실제 상담에서

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개인차변인, 상담과정변인, 상담환경변인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연구자가 관심을 가진 특정 연구변인의 효과를 검증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김원중, 1993).

모의상담연구는 조작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연구대

상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대상자들을 확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상담에서는 할 수 없는 조작이나 측정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계현, 2002).

그러나 모의상담연구는 연구 결과가 실제 상담 상황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모의상담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내담자와 그의 호소문제, 상담자와 그의 행동, 상담과정 및 분위기 등을

가능한 한 실제 상담의 경우와 같게 함으로써 모의상담연구의 한계와 제

한점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Heppner 등, 2008).

한편, 모의상담연구에도 영상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김영석, 1993; 김

종범, 2008; Li, Kim, & O'Brien, 2007), 녹음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금명

자, 1984; 김수현, 1988; 김원중, 1993; 채계숙, 1988; Kahn, Vogel,

Schneider, Barr, & Herrell , 2008), 실제 상담자를 훈련시켜 실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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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Brooks, 1974; Hoffman-Graff, 1977; Mann & Murphy, 1975; 김영

석, 1993에서 재인용), 지면으로 상담자를 소개한 후 실험을 수행하는 방

법(DeForest & Stone, 1980; DeHeer, Wampold & Freund, 1992;

Highlen & Russell, 1980; Simon & Helms, 1976; 김영석, 1993에서 재인

용) 등이 있다. Remer(1978)는 모의상담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을 비교,

검토하여 연구방법의 차이와 상관없이 피험자들의 반응에 일관성이 있음

을 밝힘으로써 모의상담연구방법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방법임을 증

명하였다(김원중,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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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검증력 분석(Power Analysis)

연구 대상의 수를 정하기 위해 검증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고 비교집단이 세 집단이므로 이를

반영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 검증력은 .80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통상적으로는 선행연구의 효과크기를 참고하나 선행연구인 김은하(2011)

의 연구에서 효과크기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크기를 중간크기

(f=.25; Cohen, 1988)로 설정하였다. 검증력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표본

의 크기는 179명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성실한 응답이나

실험조작이 연구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료가 제외될 것을 고려

하여, 연구대상은 약 200명 정도 모집하였다.

검증력 분석에는 GPower 3.1을 사용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충남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학부생 대상 수업의 수강생들을 중심

으로 모집되었고 실험참여에 대하여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총 209

명의 연구 참여자 중 영상 속 내담자의 감정과 생각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29명,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7명을 제외한 173명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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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76명(43.9%), 여자 97명(56.1%)으로 분포

되어 있었으며, 연령은 만 19세에서 29세(평균 21.1, 표준편차 1.9)로 분

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 76 43.9

여 97 56.1

학년

1학년 1 0.6

2학년 78 45.1

3학년 65 37.5

4학년 28 16.2

대학원생 1 0.6

총합 173 100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타당화 영상, 감정반영 영상, 통제 영상 중 어

떤 영상을 시청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타당화 집단, 감정반영 집단, 통

제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각 집단의 사례수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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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 집단 구성

구분 사례수 백분율(%)

타당화 집단

남 21 36.8

여 36 63.2

합계 57 100

감정반영 집단

남 29 50

여 29 50

합계 58 100

통제 집단

남 26 44.8

여 32 55.2

합계 58 100

총합 173 100

3. 연구도구

1) 연구자극

(1) 가상 시나리오

본 연구는 피험자들이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

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내담자의 입장에 이입하여 평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험자들을 내담자의 입장에 이입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Greenberg 등(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절차를 참고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외상경험에 대해 작성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피험자에

게 제공하고 피험자로 하여금 읽게 한다. 시나리오를 읽은 뒤에는 피험

자에게 눈을 감도록 지시하며, 피험자들이 가상의 시나리오 상황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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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안내하는 과정을 거쳐 피험자

가 시나리오상의 경험에 이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시나리오를 제작할 때는 먼저 사회적 배제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사회적 배제는 거절,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 강제적 분리 등

어떠한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과의 관계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MacDonald, Kingsbury, & Shaw, 2005). 사회적 배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으며(Lakin & Chartland, 2005;

Williams, 1997; Williams, 2001; Wiliams & Zadro, 2005), 배제를 받은

연구 참여자들은 유대감, 통제감, 자존감, 의미 있는 존재에 대한 위협을

받고(Sommer, Williams, Ciarocco, & Baumeister, 2001; Williams,

Shore, & Grahe, 1999)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된다(김은하, 2011; 윤정

순, 2010; 이정민, 2012; Marcus & Askari, 1999; Williams, Cheung, &

Chio, 2000). 사회적 배제상황은 선행연구인 김은하(2011)의 연구에서 사

용되었으며 본 연구의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판단되었으므로

연구자극에 사회적 배제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일반 대학생들

에게 보편적이며 내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를

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학생상담소의 자문을 얻어 연구자가 시

나리오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시나리오 초안을 토대로 상담전공 교수

1인, 박사 2인 및 석사 2인과의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최종 시나리오가

제작되었다. 가상 시나리오의 세부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2) 실험 자극(상담 영상)

본 연구는 모의상담을 관찰한 관찰자들의 반응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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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담상황을 영상 자극으로 제시하여 관찰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

었다. 또한 관찰자들이 상담상황에 적절히 이입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타당화와 감정반영이 적절히 반

영된 영상 자극을 제작해야 했다.

따라서 영상 자극을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로 모의상담 대본을 미리

만들어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본을 만들기 위한 절차로는, 먼저

자연스러운 상담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연구자가 상담자 역할을 맡고 앞

서 만든 가상 시나리오를 숙지한 석사과정생 1인이 내담자 역할을 맡아

약 30분 가량 모의상담을 한 뒤 이 내용을 축어록으로 풀어 자연스러운

상담상황의 대본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대본을 적절한 길이로 줄인 뒤,

내담자의 반응은 가능한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담자가 타당화 반응, 감정

반영 반응, 통제반응을 각각 다르게 하는 3가지 대본을 완성하였다.

이 대본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자가 예비영상을 촬영하였다. 영상에서

상담자 역할은 상담전공 박사과정생이 수행하였고, 내담자 역할은 상담

전공 석사과정생 2인이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모의상담 영상을 보고 내

담자의 입장에 이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다른 성별의 내담자

에게 감정이입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내담자를 남자 1명, 여자 1

명을 섭외하였고 남자 관찰자에게는 남자 내담자 영상을, 여자 관찰자에

게는 여자 내담자 영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촬영된 예비영상으로 예비실험을 해본 결과, 내담자들

의 연기가 자연스럽지 않아 영상 이입에 방해가 되며, 관찰자가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 집중이 잘 안 된다는 평가가 많

았다. 또한 여자 내담자의 연기가 더 자연스럽고, 남자 내담자의 영상에

는 감정을 이입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본 실험영상을 제작하였다. 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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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먼저 대본의 길이를 짧게 수정하였으며, 자연스

러운 영상을 위해 여러 번의 대본 연습을 거쳤다. 또한 더 연기가 자연

스러운 여자 내담자만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여러 개의 영상을 촬영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영상을 본 실험영상으로 채택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타당화 영상의 길이는 6분 20초이며, 감정반영 영

상의 길이는 4분 30초이고, 통제 영상의 길이는 3분 33초이다. 각 영상은

모의상담 대본을 기초로 하여 촬영되었으나 촬영과정에서 다소간의 차이

가 발생하였으므로, 보다 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해 각 영상의 축어록을

부록 2, 3, 4에 제시하였다.

(3) 모의상담사례 평정 질문지

본 연구는 실제 내담자가 아니라 관찰자에게 내담자인 것처럼 이입하

여 평정을 하도록 하는 연구이므로, 가능한 많은 대학생 관찰자들이 모

의상담사례에 공감할 수 있도록 모의상담사례가 대학생 상담사례로 보편

적인지 평정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또한 영상이 사회적 배제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타당화와 감정반영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평정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김원중(1993)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모의상담사례 제작

을 위한 상담자용 질문지”를 수정하여 평정질문지를 제작하였다. 평정질

문지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지의 세부내용은

부록 5에 제시하였다.

영상 제작 후 상담전공 박사과정 및 수료자 3인에게 영상에 대해 평

정을 받은 결과, 모든 문항이 6점 이상으로 평정되었다. 따라서 제작한

모의상담영상이 대학생에게 자연스럽고 사회적 배제상황을 잘 드러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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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타당화 및 감정반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본 실

험에 영상을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1) 자기수용 측정

본 연구에서 측정한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개인이 지적으로 정확하게

혹은 유능하게 행동하는가에 상관없이,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

하고 사랑하는지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서은경, 2011). 이 개념은 Ellis(1996)의 정의를

따랐으며, Chamberlain과 Hagga(2001)가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측정하

는 질문지(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USAQ)를 개발

하였다. 이 질문지는 20문항(역채점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리

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사라형선(2005)이 질문지를 최초로 번안하고 타당화하

였다. 그러나 이기은과 조유진(2009), Hill, Hall, Appleton &

Kozub(2008)의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60 이하로 떨어지게 하는 몇몇 문

항들을 제외하고 사용했다. 특히 서은경(2011)은 217명을 대상으로 모은

자료를 통해 무조건적 자기수용 문항들 중 문항 간 역상관이 나타나거

나, 문항-총점 상관이 .2 이하로 떨어지는 문항,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

에서 공통분이 .30이하로 낮은 문항 8개를 제거하고 12문항을 사용하였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서은경(2011)이 사용한 12문항을 사용하였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7)’까지 7점 척도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서은경(2011)의 연구에서의 문항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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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는

.871로 나타났다.

(2) 관계맺음동기 측정

본 연구에서는 윤정순(2010)이 개발한 관계맺음동기 측정문항을 수정

을 거쳐 사용하였다. 표준화된 관계맺음동기 측정도구가 미비하기 때문

에, 윤정순(2010)은 박사급 평정자 5인과 석사급 평정자 7인의 도움을 받

아 관계맺음동기 사전측정 문항 3개와 사후측정 문항 4개, 총 7개의 문

항을 개발했다. 그러나 개발된 문항들은 해당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상황

에만 적합하도록 개발된 문항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수정을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윤정순(2010)이 개발한 7개의 관계맺음동기 측정문항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후측정 문항 3개를 연구자

가 선택하여 본 연구 상황에 부합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그 후 박사

급 평정자 5인과 석사급 평정자 3인의 도움을 받아 안면타당도를 확보하

고, 2차례의 수정과정을 거쳐 관계맺음동기 측정문항 3문항을 사용하였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7)’까지 7점 척도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윤정순(2010)의 연구에서의 문항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는

.74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

는 .955로 나타났다.

(3) 부적정서 측정

본 연구에서는 영상시청 후 피험자의 부적정서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 정서경험척도(2004)를 사용하였다. 홍창희(200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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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이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정적 정서경험과 부적 정서경험의 2요

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적 정서경험에 관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7)’까지 7

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홍창희(2004)의 연구에서의 문항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는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

는 .897로 나타났다.

(4) 조작확인

본 연구는 직접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이 아닌 피험자들이 영상에 이

입하게 하는 연구이므로, 피험자들이 영상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확

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피험자들이 타당화, 감정반영, 통제영상을 각

자 보고 타당화나 감정반영을 받았다고 지각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

었다.

따라서 피험자들이 영상에 적절히 이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

상 속 학생의 감정이나 생각이 잘 이해가 된다.”라는 문항에 ‘전혀 그렇

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이

문항을 3점 이하로 응답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관찰자들이 영상을 보고 타당화 또는 감정반영을 받았다고 지각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은하(2011)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조작 확인

문항 5개를 사용하였다. 5문항 중 감정반영에 대한 문항은 “상담자는 학

생이 느꼈던 감정을 반영해 주었다.”, “상담자는 학생의 마음을 읽어주었

다.” 라는 2문항이며, 타당화에 대한 문항은 “상담자는 학생의 경험을 새

롭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상담자는 학생의 감정반응 뒤에 숨겨진 긍정

적인 의미를 알게 해주었다.”, “상담자는 학생의 감정반응의 긍정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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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알려줌으로써 학생의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주었다.” 라

는 3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7)’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4. 실험 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표 3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연구결

과에 불필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실험

은 본 연구자 1인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연구를 진행하는 데 걸린 총소

요시간은 평균 20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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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 절차

순서 내용 자료
소요시간

(분)

1 연구 소개 및 동의 1

2 시나리오 읽고 이입하기 시나리오 자료 3

3 사전측정

자기수용 질문지

관계맺음동기 질문지

부적정서 측정 질문지

3-5

4

집단별 영상 시청(타당화) 타당화 영상 6

집단별 영상 시청(감정반영) 감정반영 영상 4

집단별 영상 시청(통제) 통제 영상 3

5 사후측정

자기수용 질문지

관계맺음동기 질문지

부적정서 측정 질문지

조작 확인 질문지

인적사항 질문지

4-6

6 디브리핑 2

① 연구 소개 및 동의

본 실험에 앞서 간단히 연구자를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피험자들에게는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위해 모든 실험이 끝난 뒤에 연

구목적을 알려주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② 시나리오 읽고 이입하기

피험자에게 시나리오를 나눠준 뒤 각각의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읽어달라고 안내를 하였다. 약 1분 30초가량 시나

리오를 읽을 시간을 준 뒤, 모든 피험자들이 눈을 감도록 안내하였다. 피

험자들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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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지시는 Greenberg 등(1996)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여러분이 방금 읽은 내용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상상

해보십시오. 어떻게 느꼈을 것 같은지 최대한 분명하고 생생하게 상

상해주십시오. 무리지어서 밥 먹으러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혼자 밥

을 먹으러 갈 때, 수업시간에 혼자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모여서 조

를 짠 걸 바라볼 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는데 MT에 대한 이야기

를 눈앞에서 할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떠올려보십시

오. 제가 눈을 뜨라고 말씀드리기 전까지 계속 생각해주십시오.”

연구자가 지시를 한 뒤 피험자들은 눈을 감고 약 1분 가량 내담자의

입장에 이입할 시간을 가졌다.

③ 사전측정

시나리오에 이입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는 사전 측정 질문지를 작성하

도록 하였다. 사전 측정에서는 무조건적 자기수용, 관계맺음동기, 부적정

서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④ 집단별 영상 시청

사전측정을 마친 뒤에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안내하였다. 영상 시청에

앞서 연구자는 음향기기 등의 장비를 점검하여 최대한 선명하게 영상 속

대화가 들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이 최대한 실제 상담

상황으로 지각하여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담진행상황에 대한 안내

도 함께 하였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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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방금 이야기

속의 학생이 상담을 받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3회기 상담 영상이

며 50분 상담 중 약 20분 가량 상담이 진행된 뒤의 영상입니다. 영상

에는 상담자의 얼굴과 학생의 뒷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서 영

상 속 학생의 입장에 최대한 이입하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부터 조용히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

다.”

⑤ 사후측정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사후측정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사후

측정에서는 사전측정과 동일하게 무조건적 자기수용, 관계맺음동기, 부적

정서를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조작확인 질문지와 인적사항 질문지를 추

가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⑥ 디브리핑

피험자가 질문지를 다 작성하고 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에는, 디브리

핑과 함께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디브리핑은 별도의 자료 없이 다음과 같은 연구자의 안내해 의해 이루어

졌다.

“오랜 시간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영상은 실

제상황이 아닌 가상의 상황으로 제작되었으며, 지금 여러분께서 참여

하신 연구는 타당화와 감정반영의 효과 차이에 대한 연구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내담자가 하는 말에 상담자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연구는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담의 효과가 어떻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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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가를 보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의 차이를 보기 위

해 타당화 영상, 감정반영 영상, 그리고 통제 영상 3가지의 영상을 제

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신 영상은 (타당화, 감정반

영, 통제)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효과의 미세한 차이를 보기 위해 상담과정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영상이므로 상담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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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상담자의 타당화 개입이 자기수용, 관계맺음동

기 및 부적정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

수용 및 관계맺음동기는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부적정서는 두 개 이상의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요인분석을 한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따라서 각 요인을 분노정서 요인과 두려움정서 요인

으로 명명한 뒤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었으므로, 분노정서와 두려움정서 각각에 대해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18.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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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조작 확인

피험자들이 타당화, 감정반영, 통제영상을 각각 보고 영상에 따라 타

당화 또는 감정반영을 받았다고 다르게 지각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조

작확인 문항 5문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세 집단 간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를 통해 연구자극인 영상이 피험자들에게 다르

게 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조작 확인

문항 집단 M SD F

감정반영

타당화 집단(n=57) 5.746 .830

17.115**
감정반영 집단(n=58) 5.198 1.017

통제 집단(n=58) 4.603 1.249

합계 5.180 1.141

타당화

타당화 집단(n=57) 5.433 .845

43.390**감정반영 집단(n=58) 4.161 1.248

통제 집단(n=58) 3.523 1.213

합계 4.366 1.366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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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집단은 타당화 집단과 감정반영 집단에 비해 타당화 또는 감정

반영을 적게 받았다고 지각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를 통해 통제영상이 적절하게 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타당화 집단은 감정반영 집단에 비해 타당화를 많이 받았다고

지각하였으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감정반영 집단은 통

제 집단에 비해 감정반영을 많이 받았다고 지각하였으며 이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연구자극이 연구자의 의도대로 피험자에게 다

르게 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집단의 동질성 검증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F(2, 170)=1.019.5, p=.363) 연령(F(2, 170)=.097, p=.907), 학년(F(2,

170)=3.031, p=.051)을 비교하였으며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아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표 5. 집단의 동질성 검증

타당화 집단 감정반영 집단 통제 집단
F

M SD M SD M SD

성별 1.632 .487 1.500 .504 1.552 .502 1.019

연령 21.196 2.118 21.034 1.919 21.103 1.851 .097

학년 2.772 .802 2.517 .707 2.845 .745 3.031

성별은 남자=1, 여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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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수용 변화

가상의 시나리오에 이입하는 과정을 거친 뒤 영상 시청 이전에 측정

한 사전 자기수용과 영상 시청 이후에 측정한 사후 자기수용의 기술통계

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집단별 자기수용 점수의 기술통계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M SD M SD

자기

수용

타당화(n=57) 35.526 10.287 45.684 8.0491 10.158

감정반영(n=58) 35.707 9.224 41.724 0.606 6.017

통제(n=58) 36.345 10.466 39.776 10.885 3.431

합계 35.861 9.954 42.376 10.183 6.515

자기수용의 사후 점수 평균은 타당화 집단, 감정반영 집단, 통제 집단

의 순서로 높았다. 자기수용이 영상 시청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기수

용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타당화 집단에서 자기수

용의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감정반영 집단, 통제 집단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자기수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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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전 자기수용과 사후 자기수용의 평균 차이

이러한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

여 사전 자기수용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를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상 시청 이후 집단별 자기수용 변화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F(2, 169)=8.047, p=.000). 이에 대한 효과크기(부분 )는

.087로 사후 자기수용 수준의 총 변이(variation) 중 8.7% 정도가 집단별

개입에 의해 설명되었다.

표 7. 사후 자기수용 점수 공분산분석

집단 n M SD F 

사후

자기수용

타당화 집단 57 45.684 8.049

8.047** .087감정반영 집단 58 41.724 10.606

통제 집단 58 39.776 10.88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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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ferroni 사후검증을 한 결과 자기수용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타당화 집단

은 감정반영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자기수용 점수를

나타냈고(p=.036) 통제 집단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자

기수용 점수를 나타냈으며(p=.000), 감정반영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높은 자기수용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타당화 개입은 감정반영 개입과 통제 개입에 비해 자기수용의 변화에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기수용 집단간 사후검증

집단(I) 집단(J)
평균차

(I)-(J)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사후

자기

수용

타당화
감정반영 4.052* 1.596 .194 7.910

통제 6.326** 1.596 2.466 10.186

감정반영
타당화 -4.052* 1.596 -7.910 -.194

통제 2.274 1.589 -1.569 6.116

통제
타당화 -6.326** 1.596 -10.186 -2.466

감정반영 -2.274 1.589 -6.116 1.569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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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맺음동기 변화

가상의 시나리오에 이입하는 과정을 거친 뒤 영상 시청 이전에 측정

한 사전 관계맺음동기와 영상 시청 이후에 측정한 사후 관계맺음동기의

기술통계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집단별 관계맺음동기 점수의 기술통계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M SD M SD

관계

맺음

동기

타당화(n=57) 13.789 5.364 16.246 3.938 2.457

감정반영(n=58) 14.121 5.020 14.000 4.201 -.121

통제(n=58) 12.121 5.051 12.190 5.702 .069

합계 13.341 5.191 14.133 4.943 .792

관계맺음동기의 사후 점수 평균은 타당화 집단, 감정반영 집단, 통제

집단의 순서로 높았다. 관계맺음동기가 영상 시청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관계맺음동기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타당화 집단

에서 관계맺음동기의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통제 집단이

관계맺음동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감정반영 집단은 오히려 관계맺음동

기가 감소하였다. 집단별로 관계맺음동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그림 2

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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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전 관계맺음동기와 사후 관계맺음동기의 평균 차이

이러한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

여 사전 관계맺음동기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의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영상 시청 이후 집단별 관계맺음동기 변화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 169)=10.594, p=.000). 이에 대한 효과크기(부

분 )는 .111로 사후 관계맺음동기 수준의 총 변이(variation) 중 11.1%

정도가 집단별 개입에 의해 설명되었다.

표 10. 사후 관계맺음동기 점수 공분산분석

집단 n M SD F 

사후

관계맺음

동기

타당화 집단 57 16.246 3.938

10.594** .111감정반영 집단 58 14.000 4.201

통제 집단 58 12.190 5.702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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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ferroni 사후검증을 한 결과 관계맺음동기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타당화

집단은 감정반영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관계맺음동기

점수를 나타냈고(p=.003) 통제 집단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관계맺음동기 점수를 나타냈으며(p=.000), 기술통계 결과와는 달리

감정반영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높은 관계맺음동기 점수를 나타내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타당화 개입은 감정반영 개입과

통제 개입에 비해 관계맺음동기의 변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관계맺음동기 집단간 사후검증

집단(I) 집단(J)
평균차

(I)-(J)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관계

맺음

동기

타당화
감정반영 2.418** .719 .680 4.156

통제 3.188** .725 1.435 4.940

감정반영
타당화 -2.418** .719 -4.156 -.680

통제 .770 .725 -.982 2.522

통제
타당화 -3.188** .725 -4.940 -1.435

감정반영 -.770 .725 -2.522 .982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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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적정서 변화

가상의 시나리오에 이입하는 과정을 거친 뒤 영상 시청 이전에 측정

한 사전 부적정서와 영상 시청 이후에 측정한 사후 부적정서를 측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부적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한국 정서경험척도(홍

창희, 2004) 중 부적 정서경험 요인은 정서단어 중 쾌-불쾌 정도를 평정

하게 하여 불쾌로 평정된 단어들을 요인분석하여 요인부하량이 높은 단

어를 선정하여 개발한 것으로, 실질적 의미에서는 부적정서를 불쾌정서

라고도 볼 수 있다.

상담에서 내담자의 주관적 고통, 즉 불쾌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은 중

요하며 여러 상담연구에서도 부적정서의 감소를 상담성과의 지표로 간주

하기 때문에(박경애, 박해순, 한종숙; 2007; 박영숙, 2009; 하정희, 2007)

본 연구에서는 부적정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서

경험척도(홍창희, 2004) 중 부적 정서경험 요인은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적정서를 분석하여 추출된 요인들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상관이 있을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으므로 직교회전 방

법이 아닌 사교회전 방법으로 OBLIMIN 방법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추출된 요인 1은 문항 1(분노한), 문항 2(부아가 나는), 문항

5(신경질 나는), 문항 7(기가 막히는), 문항 10(짜증나는), 문항 11(억울

한)로 구성되었고 구성문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인 1을 분노정서로 명

명하였다. 추출된 요인 2는 문항 3(두려운), 문항 4(겁나는), 문항 6(속상

한), 문항 8(상실감 느끼는), 문항 9(소외감 드는)로 구성되었고 구성문항

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인 2를 두려움정서로 명명하였다. 부적정서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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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석에 대한 패턴행렬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부적정서 요인분석에 대한 패턴행렬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1 분노한 .846 -.101

2 부아가나는 .848 -.072

3 두려운 -.083 .805

4 겁나는 -.156 .860

5 신경질 나는 .803 .017

6 속상한 .433 .491

7 기가 막히는 .671 .116

8 상실감 느끼는 .306 .657

9 소외감 드는 .389 .603

10 짜증나는 .808 -.052

11 억울한 .374 .251

요인1: 분노정서, 요인2: 두려움정서

이처럼 부적정서를 분노정서와 두려움정서의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

어 종속변인들을 살펴보았고, 분노정서와 두려움정서에 각각에 대한 기

술통계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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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집단별 분노정서 및 두려움정서 점수의 기술통계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전-사후)M SD M SD

분노

정서

타당화(n=57) 20.860 4.612 14.456 5.455 6.404

감정반영(n=58) 21.655 4.007 15.707 5.154 5.948

통제(n=58) 21.362 4.819 15.690 4.562 5.672

합계 21.295 4.477 15.289 5.073 6.006

두려

움정

서

타당화(n=57) 20.526 2.854 15.947 4.654 4.579

감정반영(n=58) 20.862 2.509 17.362 4.250 3.500

통제(n=58) 20.034 3.519 18.276 4.708 1.758

합계 20.474 2.993 17.202 4.615 3.272

분노정서의 사후 점수 평균은 타당화 집단, 통제 집단, 감정반영 집단

의 순서로 낮았다. 분노정서가 영상 시청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노정

서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타당화 집단에서 분노정

서의 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감정반영 집단, 통제 집단의

순서로 분노정서가 감소하였다. 집단별로 분노정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는 그림 3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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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전 분노정서와 사후 분노정서의 평균 차이

두려움정서의 사후 점수 평균은 타당화 집단, 감정반영 집단, 통제 집

단의 순서로 낮았다. 두려움정서가 영상 시청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두

려움정서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타당화 집단에서

두려움정서의 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감정반영 집단, 통제

집단의 순서로 두려움정서가 감소하였다. 집단별로 두려움정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그림 4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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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전 두려움정서와 사후 두려움정서의 평균 차이

이러한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

여 분노정서와 두려움정서가 세 집단 간에 효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4에 제시

하였다. 이때, Wilks’ Lambda, Pillai’s Trace, Hotelling’s Trace의 F 근

사값 차이가 Wilks’ Lambda를 기준으로 ±.01에 그쳤기 때문에 Wilks’

Lambda의 값만을 최종보고 하였다.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한 결과 분노정서와 두려움정서에 있어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고

검증되었다(F(2, 168)=2.549, p=.039).

표 14. 분노정서와 두려움정서 점수 다변량 공분산분석

모수요인 종속변인 Wilks’ Lambda F 자유도

집단
분노정서

.942 2.549* 2/168
두려움정서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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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각 정서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사전 분노

정서와 사전 두려움정서를 공변량으로 하여 각각의 정서에 대해 개별적

으로 공분산분석(ANC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5에 제시하

였다. 표 15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상 시청 이후 집단별 분노정서

변화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F(2, 169)=.848, p=.430),

집단별 두려움정서 변화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169)=5.081, p=.007). 두려움정서에 대한 효과크기(부분 )는 .057

로 사후 두려움정서 수준의 총 변이(variation) 중 5.7% 정도가 집단별

개입에 의해 설명되었다.

표 15. 사후 분노정서 및 사후 두려움정서 점수 공분산분석

집단 n M SD F 

사후

분노정서

타당화 집단 57 14.456 5.455

.848 .010감정반영 집단 58 15.707 5.154

통제 집단 58 15.690 4.562

사후

두려움정서

타당화 집단 57 15.947 4.654

5.081** .057감정반영 집단 58 17.362 4.250

통제 집단 58 18.276 4.708

**p < .01

집단별 차이가 있었던 두려움정서에 대해 Bonferroni 사후검증을 한

결과 두려움정서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타당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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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두려움정서 점수를 나타냈으며(p=.005), 감정반영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낮은 두려움정서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타당화 개입은 감정반영 개입과 통제 개입에

비해 두려움정서의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두려움정서 집단간 사후검증

집단(I) 집단(J)
평균차

(I)-(J)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사후

두려

움정

서

타당화
감정반영 -1.250 .805 -3.197 .696

통제 -2.569** .806 -4.518 -.620

감정반영
타당화 1.250 .805 -.696 3.197

통제 -1.319 .806 -3.267 .630

통제
타당화 2.569** .806 .620 4.518

감정반영 1.319 .806 -.630 3.267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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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관찰자가 모의상담영상에 이입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타

당화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은하(2011)의 연

구에서 사용하였던 사회적 배제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 시나

리오를 관찰자들에게 이입시키는 절차를 거쳐 사전 자기수용, 관계맺음

동기, 부적정서를 측정하였다. 측정 이후에는 타당화 집단, 감정반영 집

단, 통제 집단의 세 조건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세 가지 모의상담 영상

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사후 자기수용, 관계맺음동

기, 부적정서를 측정하여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결과분석 시에는 측

정된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사후 점수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수용과 관계맺음동기는 타당화 집단이 감정반영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가설과 일치하는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적정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분노정서와 두려움

정서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분노정서는 타당화 집단과 다른 집단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정서는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부분적으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감정반영은 효과적인

개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각 변인에 대한 논의

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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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반영 개입 결과에 대한 논의

감정반영은 내담자의 감정을 반복하여 말하거나 바꾸어 말하는 개입

으로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인정받아온 개입이다. 감정반영을

통해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감정반영은

상담관계를 향상시키며, 상담과정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상담결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ill 등, 198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감정반영이

타당화 개입에 비해 자기수용, 관계맺음동기 및 부적정서 변화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가설은,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인 특성에 의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자기수용, 관계맺음동기 및 부적정서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변인들은 감정반영에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변인이 아니라 타당화

에 효과적이라고 제시된 변인이기 때문에(Lynch 등, 2006) 감정반영의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감정반영은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도록 하여 내담자의

탐색을 돕는 기법이므로, 감정반영 기법을 사용한 직후에 직접적인 효과

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상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어 본 연구에서는 감정반영의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내담자의 두려움, 무기력함에 대한 감정반영을 해준다면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 당장은 자기수용, 관계맺음

동기, 부적정서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감정반영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관계맺음동기가 감소한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내담자의 내면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과 함께 다양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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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사용하고 상담자가 적절한 지지를 해준다면 감정반영은 장기적으로

는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자기수용 결과에 대한 논의

자기수용은 감정반영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타당화 집단에서 유의

미하게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화 개입이 감정반영 개입과 통

제 개입에 비해 자기수용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은하(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수용 대신 자존감을 종속변인으

로 측정하였고 타당화 개입을 해주었을 때 자존감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는데, 자기수용과 자존감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변인

이라고 볼 때 본 연구결과는 김은하(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수용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자기수용이 증가한다

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관이 긍정적으로 안정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타당화 개입이 자기관의 안정성을 증가시킨

다는 Lynch 등(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감정반영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자기수용의 증가 정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감정반영 개입과 통제 개입이 자기수용을 증

가시키는데 있어 효과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하(2011)의 연

구에서는 통제 개입보다 감정반영 개입을 해주었을 때 자존감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자존감과 유사하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변인인 자기수용이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겠지만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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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개입 영상에서는 상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이 거의 동일하였는

데, 구체적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경청하였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Hill과

O'Brien(2001)에 따르면 상담자가 이렇게 내담자의 이야기를 주의 집중

하여 경청할 때, 내담자는 자신이 가치 있고 자신의 이야기가 주목받을

만하다고 느끼게 된다. 따라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상담

자의 비언어적인 행동 때문에 관찰자들은 내담자의 자기수용이 증가하였

을 것이라 지각하였을 수 있으며, 감정반영 개입과 간단한 요약을 하여

준 통제 개입 간에 효과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였을 수 있다. 이처

럼 내담자의 이야기를 주의 집중하여 듣는 것만으로도 내담자의 자기수

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타당화는 감정반영이나 통제 개입과 달리

내담자 행동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찾아 제시하며 내담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입이기 때문에 다른 개입들에 비해 자기수용이 더 유의미하

게 증가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3) 관계맺음동기 결과에 대한 논의

관계맺음동기는 감정반영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타당화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화 개입이 감정반영 개입

과 통제 개입에 비해 관계맺음동기를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배제경험 이후 정서표현이 관계맺음동기에 미

치는 영향을 보았던 윤정순(2010)의 연구에서는 정서를 말로 표현하는

처치를 하였을 때 관계맺음동기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는 타당화 집단만 관계맺음동기가 증가하고 감정반영 집단과 통제 집

단은 관계맺음동기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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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여 윤정순(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윤정순(2010)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배제경험은 Cyberball 게임

으로, 이 게임은 컴퓨터를 통해 세 명이 공놀이를 하는데 피험자에게는

공을 주지 않고 나머지 다른 두 명만 공을 주고받아 피험자를 사회적으

로 배제시키는 게임이다. Cyberball 게임은 사회적 배제경험을 하게 하

는 대표적인 연구자극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이 게임이 피험자에게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이정민, 2012; 김은하, 2011; 용정

순, 2007; Warburton, Williams, & Caims, 2006; Williams, Cheung, &

Chio, 2000; Zadro, Williams, & Richardson, 2004). 그러나 윤정순(2010)

은 Cyberball 게임 이후 피험자들이 게임이 조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

거나, 게임 상황이 자신과 크게 상관없는 사소한 일이라고 여겨 부적정

서 경험을 낮게 보고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피험자

들이 겪은 사회적 배제경험은 대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로

조작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 아니며,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

는 일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사회적 배제경험 이후 더 큰 부

정적인 영향을 받아 관계맺음동기가 윤정순(2010)의 연구에 비해 증가하

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배제경험이 피

험자들에게 더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쉽게 관계맺음동기가 회복되지 않았

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배제경험이 위협적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타당화 개입은 피험자들의 관계맺음동기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

는데 이는 사회적 배제경험에서의 회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Twenge(2005)와 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2001)는

칭찬이나 정적 평가를 통해 자기-개념을 복원시켜주는 것이 사회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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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 이후의 공격행동 감소에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

과에 비추어보았을 때, 타당화는 내담자의 합리성, 즉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를 찾아 내담자에게 전달해주는 개입이기 때문에 내

담자의 자기-개념을 복원시켜주므로 위협적인 사회적 배제경험 이후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부적정서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적정서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부적정서를 분노정

서와 두려움정서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에서는 세

집단 간 분노정서 감소에 있어 차이가 있었지만, 공분산분석(ANCOVA)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두려움정서는 기술통계에서 세 집단 간 정서감소에 있어 차이가 있

었고 공분산분석(ANCOVA)에서도 세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두려움정서는 통제 집단에 비

해 타당화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나, 감정반영 집

단과 통제 집단, 타당화 집단과 감정반영 집단 간의 효과 차이는 없었다.

이를 통해 타당화 개입이 감정반영 개입과 통제 개입에 비해 두려움정서

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은하(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경험 이후 타당화 집단이 통

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낮은 부적정서를 보고하지만

감정반영 집단은 통제 집단과 부적정서 감소에 있어 효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

의 결과는 타당화 개입이 정서적 각성을 감소시킨다는 Lynch 등(2006)

의 연구결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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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berman 등(2007)은 단지 피험자가 개인의 정서나 경험을 말로 표

현하기만 해도 부정적 정서경험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세 가지 개입 모두 사전 부적정서보다 사후 부적정서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 내담자의 부적정서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여 내담자의

정서표현을 소극적으로 도와줄 때보다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내담자를 수

용하고 인정해주는 타당화 개입을 해주었을 때 두려움정서를 더욱 효과

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내담자의 부적정서

특히 두려움정서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타당화 개

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가 상담 연구와 상담 실제에 주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의상담영상을 통해 상담개입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상담개입은 실험변인으로 조작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연구는 실험연구보다 현장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

나 현장연구는 실험연구에 비해 연구문제와 관련이 없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할 수 없어 변인들 간의 인과적인 속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김계현, 2000).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인들을 통제하여 현장연구에 비해 내적 타당도를 높이면서도, 상담개입

을 실시한 기존 상담실험연구(김은하, 2011; 윤정순, 2010; 이정민, 2012)

보다 더 상담상황과 유사한 상담개입인 모의상담영상을 사용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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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적 타당도 또한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타당화 개입, 감정반영 개입, 통제 개입을 나누어 제

시하고 비교함으로써, 타당화 개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타당화 영상과 감정반영 영상 외에 통제 영상을 제시함

으로써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를 한다는 그 자체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타당화 개입과 감정반영 개입이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단순한 통제

개입만이 아닌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개입인 감정반영 개입을 제시함으

로써 타당화 개입의 효과를 더 명확하게 드러냈다.

셋째, 본 연구는 상담자들이 실제 상담을 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개입을 자극으로 활용하여 상담실제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담 실제에서 상담자가 어떤 개입을 사용하였을 때 내담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담자에게 적절

한 도움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타당화 개입을

제공하였을 때 내담자의 자기수용, 관계맺음동기, 두려움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상담 실제에서 타당화 개입을 사용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한 모의상담영상 축어록

을 제시하여 타당화 개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였는지를 보여줌으

로써 실제 상담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 제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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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실제 내담자가 아닌 관찰자를 통해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모의상담 영상자극을 관찰자에게 이

입하게 하여 개입의 효과를 보는 방법은 동일한 개입을 제공해줄 수 있

다는 점에서 개입을 효과성을 보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상담

은 실제 내담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찰자

가 이입하여 지각한 효과와 내담자들이 실제로 지각하는 효과에는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대

학생들이 이입하기 쉬운 사회적 배제상황을 설정하였고, 가상 시나리오

를 통해 이입하는 과정을 거쳐 철저히 외부자의 입장에서 상담과정을 바

라보지 않도록 보완하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도 불

구하고 실제 내담자가 아닌 이상 영상 속의 내담자의 반응에 영향을 받

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특성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관찰자의 입장이 아닌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서울 및 충남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인데, 이러한 대상자의 특

성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

에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실제 상담상황이 아닌 모의상담 상황에서 개입의 효

과를 검증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의상담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의도 하에 철저히 통제된 상담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

담실제보다 단순화되어 있어 연구의 결과를 실제 상황에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모의상담 상황이 아닌 실제 상

담 상황에서의 개입 효과를 보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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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가상 시나리오

※� A의�입장이�되어�상상해보면서�아래의�이야기를�읽어주십시오.�

� 대학교� 2학년인� A는� 최근�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다”라는� 호소문제로�

대학상담소에�상담을�받으러�왔고,� 현재까지�상담자를� 2번� 만나�이야기를�

나누었다.�

� A는� 동기들� 중에서� 편하게� 이야기를�나누거나�정보를� 공유할� 사람이� 없

다.� 동기들과� 전공수업을� 듣지만,� 조별발표를� 위한� 조를� 짤� 때에도� A는�

혼자� 남게� 되어� 다른� 학과� 사람들과� 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A는� 학과�

사람들을� 마주하는�것이� 불편하여� 학과방에도�잘� 가지� 않는다.� 밥도� 혼자�

먹게�되는�경우가�많았다.

� 그러나� 내심� A도� 동기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함께� 어울리

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학기�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날� A는� 여름방학� 때� 동기들끼리� 모여서� MT를� 간다는� 이

야기를� 듣게� 되었다.� A는� 동기들� 전체가� 가는� 행사이니� 함께� 참여하여�

친해지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8월� 중순에� MT를� 가게� 될�

거라는� 다른� 동기의� 말에� A는� 방학이� 시작된� 뒤� 8월� 중순경의� 일정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A는� 특별한� 연락을� 받지� 못했고,� A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동기들끼리의� 친목여행이니� MT가� 취소된� 것이라�

생각했다.�

� 여름방학이� 끝나� 개강을� 했고� 좀� 더� 학과�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겠다

는� 생각에� A는� 평소와는� 다르게� 동기들에게� 먼저� 방학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냐고� 물어보았다.�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A는� 동기들끼리� 7월�

말에� MT를�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과대표인� 동기가� 일이� 생

겨� 7월� 말로� 일정이� 바뀌었는데� A는�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던� 상

황이었다.� 이� 사건이� A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를� 계기로� A는� 상담

을�받으러�오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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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6분� 20초)

상1:� 그러면� 친구들이� 은정씨� 앞에서� MT� 다녀온� 이야기했을� 때� 그

때�마음이�어땠어요?

내1:�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진짜.� 나도� 같은�

동기인데� 어떻게� 연락을� 할� 때� 나한테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

나?� 연락을� 할� 때�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너무해� 뭐� 이런� 걸� 넘어서� 좀� 약간� 아� 진짜� 나를� 무

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근데� 제가� 뭐� 그� 당시에� 화를�

내지는� 못했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좀�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

때.� �

상2:� 맞아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을� 하구요� 연락도� 안� 주면� 무시�

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

아요.� 그런데� 내가� 은정씨�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건.�

그� 무시� 받을� 때� 화가� 난다� 라는� 건� 사실은� 나� 여기� 있어,� 나� 진

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좀� 알리고�싶은�그런�마음이�있는�것�같아요.�

내2:�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화가� 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화가� 났는데요.� 갈수록�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뭐� 걔네들에게� 어떻게� 화가� 난

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제가� 잘� 어울리지� 못해서� 애들이랑� 제가� 이

렇게� 상황을� 만들었단�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

가� 너무� 소심하고� 제가� 너무� 바보� 같고.� 저한테�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더� 애들한테� 다가가서� 친해지고� 말도� 걸고� 왜�

내가�그런�걸�못했을까�후회가�되고.� �

부록 2. 타당화 영상 축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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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3:� 상황을� 이렇게� 만든� 내가� 싫은가� 보다.� 내가� 막� 스스로� 바보� 같

았다,� 나한테� 화가� 난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은정씨� 안

에� 나� 바보� 아니고� 싶고,� 바보� 같지� 않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이�

그렇게� 안됐잖아.� 근데� 그� 바람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

게�많이�속상한�것� 같아요.�

내3:� 제가�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니까� 진

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 뭘� 이제� 어떻

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MT� 갔다왔다� 이렇게� 얘기

를� 처음� 딱� 했을� 때.� � 제가� 그때� 느낌이요� 되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제� 자리는�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혼자�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느낌�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절대로.� 근

데� 제가� 한� 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말을� 건다� 그런� 걸� 상상

만� 해도� 일단� 딱� 긴장이� 되고� 애들한테� 다시� 다가가는� 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애들도� 제가� 먼저� 막� 이렇게� 다가가는� 거를� 별

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얘� 뭐야� 왜� 이

래�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근데� 그러면� 저도� 아� 진짜� 괜히�

얘기했다�그런�생각이�들� 것� 같아요.�

상3:� 사람들이� 내가� 막� 무슨� 말� 했는데� 나를� 재미없는� 사람� 또는� 좀�

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정해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하

는� 사람들이� 무섭고� 걱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지난� 시

간에도� 얘기했지만� 은정씨한테� 있어서� 사람들한테� 내� 자리를� 찾

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고� 긴장되는�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용기내서� 막� 얘기하고.� 그런데� MT도� 이렇

게� 이번에� 이런� 일도� 발생하고.� 나�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은정씨가� 또� 이번에� 그래도� 뭔가� 무섭지만� 이렇게� 좀� 시도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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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 안에� 그래도� 나� 친구들하고�

정말� 가깝게� 지내고� 싶은� 그렇게� 해서� 내� 자리를� 만들고� 싶은� 그

런�뭐랄까�마음?� 소망�그런�게�진짜로�있는�것�같아요.

내3:� 네.� 진짜�그런�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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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반영(4분� 30초)

상1:� 그러면� 친구들이� 그렇게� 은정씨� 앞에서� MT� 다녀온� 이야기했을� 때�

그때�기분이�어땠어요?

내1:� 음.� 처음에는� 진짜� 좀� 당황했구요.�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나도�

같은� 동기인데� 어떻게� 나한테만� 이렇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나.� 연

락을� 이렇게� 다� 돌릴� 텐데.� 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났나?� 그런� 생각

이� 들었구요.� 좀� 너무한다는� 걸� 넘어서� 약간� 아� 나를� 무시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애들� 앞에서� 화를� 내지는�

못했었는데.� 근데�확실히�좀� 화가�났었던�것� 같기는�해요.�

상2:� 친구들이� 나한테만� 연락을� 안� 해주니까� 내�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화도� 좀� 났을�

것� 같구요.�

� � �

내2:� 네.� 진짜�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애들한테� 화가� 났는데요.�

갈수록�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는� 걔네들한테� 제가� 화가� 난다

기� 보다는� 오히려� 뭐랄까.� 결국은� 제가� 잘�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했

고� 이� 상황을� 만든� 게� 저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소심하고� 제

가� 너무� 바보같고� 저한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왜� 더� 애

들한테� 진작에� 친하게� 다가가지�못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나.� 저한테.�

많이�후회스럽고�그랬어요.

상3:� 지금의� 이� 상황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은정씨� 입장이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앞으로�어떻게�해야�될지�좀� 무기력할�것� 같기도�하구요.

부록 3. 감정반영 영상 축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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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3:� 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제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요.� 애들이� 이제� 처음� 자기네들끼리� MT� 갔다왔다� 했을� 때� 제� 느낌

이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제� 자리가� 없는� 거.� 진

짜� 제가� 혼자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제는� 아� 진짜� 그런� 느낌

을� 제가� 또� 느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 번�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애들한테� 먼저� 제가� 말을� 건다� 이런� 걸� 생각만� 해도�

일단� 딱� 긴장이� 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간다는� 게� 너무� 걱정이� 되구

요.� 제가� 또� 먼저� 다가가는� 거를� 걔네도�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

고� 애들이� 이렇게� 어우� 얘� 뭐야� 왜이래� 이런� 반응을� 보일까봐.� 그러

면�저도�아� 진짜�괜히�얘기했다�후회가�될�것�같고.� �

상3:� 사람들한테� 내가� 말을� 걸면서� 다가가려고�하는데� 혹시나� 이상한� 애

나� 아니면은� 좀� 쟤�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나� 않을까� 좀� 그런� 상

황이� 무섭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리고� 내가� 친구들� 앞에서� 말했다가�

분위기� 썰렁해질까봐� 염려도� 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나를�

싫어할까봐�걱정된다는�얘기로�들려요.� �

내3:� 네.� 그런�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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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3분� 33초)

상1:� 친구들이� 은정씨� 앞에서� 그� MT에� 다녀왔다는� 이야기했을� 때� 마음

이�어땠어요?

내1:� 음.� 처음에는� 좀� 당황했구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도� 같은� 동기

인데.� 어떻게� 나한테만� 이렇게� 연락을� 안� 해주나?� 연락을� 돌릴� 때�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나나� 싶어서.� 너무한다는� 걸� 넘어서� 나

를� 좀� 무시한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당시에� 제가� 애들� 앞에서�

화를�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때� 확실히� 좀� 화가� 좀� 났던� 것�

같아요.�

상2:� 그러게요.� 확실히�상황이�좀� 어떻게�그렇게�된� 것� 같아요.

내2:� 네.� 근데�또� 처음에는�그렇게�애들한테�화가�났는데요.� 나중에�갈수

록� 점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걔네들한테� 제가� 화가� 난다기보다

도.� 오히려.� 제가� 결국은� 애들이랑� 잘� 못� 어울리고� 제가� 상황을� 이

렇게� 만든� 거니까요.� 내가� 진짜� 소심하고� 내가� 진짜� 바보� 같고� 저

한테�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애들한테� 더� 다가가서� 더� 친

하게�노력하고�그러지�않았을까�후회가�됐어요.�

상3:� 그렇구나.� 내가�상황을�그렇게�만들었다고�생각이�드나�봐요.

� � �

내3:�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MT를� 갔다왔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요.� 사람들�사이에�있는데�그� 안에�제� 자리가�없는거.� 저� 혼자�진짜�

혼자인거�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그� 느낌을�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는�

부록 4. 통제 영상 축어록



- 82 -

애들한테� 다시� 말을� 건다는� 생각만� 해도� 긴장이� 되고� 제가� 먼저� 다

가간다는� 게�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도� 제가� 먼저� 다가가는�

거를�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얘� 갑자기� 뭐야� 왜� 이래� 이렇게�

안좋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되면은� 저도� 아� 진짜� 괜히� 얘기했다� 이

렇게�될� 것� 같아서�걱정이�돼요.�

상3:� 앞으로�어떻게�행동해야할�지�고민이�좀� 되는�것�같아요.�

� � �

내3:� 네.� 고민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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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전혀�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부록 5. 모의상담사례 평정질문지

평정질문지

1-1.� 이� 사례가� 과연� 대학생� 상담� 사례로서�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인지� 7점�

척도로�표시해주십시오.�

1-2.� 이� 사례가�만약� 자연스럽지�못하다면�구체적으로는�어떤�부분이�그렇습니까?

-�

2.� 이� 사례가� 사회적� 배제� 상황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7점� 척도로� 표시해주

십시오,� 사회적� 배제란� 개인이나� 집단과의� 관계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배제의�예시는�다음과�같습니다.

예시

- 집단�내� 한� 구성원의�존재를�무시하고�그�사람이�없는�것처럼�행동한다,.

- 특정� 사람을�괴롭히거나�못살게�군다.

- 직장에서�동료가�고의적�도는� 의도치�않게� 이메일에�답장을�하지� 않는다.

- 퇴근� 후� 동료들의�모임에�부르지�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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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전혀�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3.� 감정반영� 영상이� 감정반영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7점� 척도로� 표시해주십

시오.� 감정반영이란� 내담자의� 감정에�대한� 명확한� 파악을�포함하여� 내담자의�진술을�

반복하여� 말하고,� 재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내담자에� 의하여� 진술된� 단어와� 똑

같거나� 또는� 유사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감정반영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

다.

예시

Ÿ 그건�당신을�화나게�만들었겠군요.

Ÿ 매우�당황했겠군요.

Ÿ 그것은�정말�고통스럽네요.� 당신은�화도� 날� 것� 같아요.

Ÿ 당신은�그� 상황을�설명하는�지금�화난� 것처럼�들리는군요.

Ÿ 당신은�사람들�앞에� 나서는�것을� 두려워하고�있는�것�같군요

4.� 타당화� 영상이� 타당화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7점� 척도로� 표시해주십시

오.� 타당화란�내담자�반응의�지혜� 또는�타당성을�반영해주고�그의�반응이�이해가�되

며� 적합하고� 정상적이며� 합리적임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이해가능하다고� 전달해주

는�것입니다.� 타당화의�예시는�다음과�같습니다.

예시

- 그런�상황에서라면�당신의�반응(느낌,� 생각,� 행동)이�이해가�되네요.

- 그런� 상황에서라면�그렇게�반응하는�게� 당연하네요.

- 그런� 상황에서라면�그렇게�반응하는�게� 자연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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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거

의�

그

렇

지�

않

다

조

금�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조

금�

그

렇

다

거

의�

그

렇

다

항

상� �

그

렇

다

1
나에게�중요한�어떤� 목표를�이루지�못한다�해도,�

나는� 가치있는�사람이라�생각한다.
1 2 3 4 5 6 7

2
나는�부정적인�피드백을�받으면,� 그것을�내�행동�

혹은� 수행을�향상시킬�수�있는� 기회로�삼는다.
1 2 3 4 5 6 7

3
내가�큰� 실수를�저지른다면�실망스럽긴�하겠지만,� 내�

자신에�대한�전반적인�생각에는�변함이�없다.
1 2 3 4 5 6 7

4
나는�때때로�내가� 좋은� 사람인지�혹은�나쁜�

사람인지에�대해�생각하곤�한다.
1 2 3 4 5 6 7

5
내가�가치있는�사람이라고�느낄�수�있으려면,� 나에게�

중요한�사람들로부터�사랑을�받아야만�한다.
1 2 3 4 5 6 7

6
나의�자기가치감은�다른�사람들과�나를�비교한�

결과에�의해�많이� 영향을�받는다.
1 2 3 4 5 6 7

7
내가�그저� 한� 인간이라는�사실만으로도�나는�

가치로운�존재라고�생각한다.
1 2 3 4 5 6 7

8
내가�어떤� 것들에�능숙하지�못하면,� 내� 자신이�덜�

가치롭게�느껴진다.
1 2 3 4 5 6 7

9
나는�자신이�하는� 일에서�성공한�사람들은�특별히�

가치있는�사람이라�생각한다.
1 2 3 4 5 6 7

10
다른�사람들이�나를�인정해주지�않더라도,� 나는�

가치로운�사람이라고�생각한다.
1 2 3 4 5 6 7

11 내가�가치로운�사람인지를�판단하기�위해�다른� 1 2 3 4 5 6 7

부록 6. 사전 질문지

Ⅰ.� 다음�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당신이� 이야기� 속� 학생의� 입장이�

되었다고�할� 때�다음의�문항들이�이� 학생의�현재�상태를�얼마나�잘� 나타내

고�있는지를� 7점� 척도로�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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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비교를�하진� 않는다.

12
내가�비난을�받거나�어떤�일이� 실패한다�해도,� 나는�

한�인간으로서�가치있다고�생각한다.�
1 2 3 4 5 6 7

문� �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 분노한 1 2 3 4 5

2 � 부아가�나는 1 2 3 4 5

3 � 두려운 1 2 3 4 5

Ⅱ.� 당신이� 이� 이야기� 속의� 학생이라면,� 다음의� 각� 행동을� 얼마나� 하고�

싶을지� 7점�척도로�표시해주십시오.

문� � 항

전혀�

하고�

싶지�

않다�

↔
매우�

하고�

싶다

1
� 동기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러� 갈� 때� 함께� 가자고�

말한다.�
1 2 3 4 5 6 7

2 � 동기들에게�먼저�말을�건다. 1 2 3 4 5 6 7

3
� 동기들끼리� 다시� MT를� 가게� 되었을� 때� MT에� 참여

한다.
1 2 3 4 5 6 7

Ⅲ.�당신이� 이� 이야기� 속의� 학생이라면,� 다음의� 감정들을� 얼마나� 느꼈을

지� 7점� 척도로�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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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겁나는 1 2 3 4 5

5 � 신경질�나는 1 2 3 4 5

6 � 속상한 1 2 3 4 5

7 � 기가� 막히는 1 2 3 4 5

8 � 상실감�느끼는 1 2 3 4 5

9 � 소외감�드는 1 2 3 4 5

10 � 짜증나는 1 2 3 4 5

11 � 억울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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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거

의�

그

렇

지�

않

다

조

금�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조

금�

그

렇

다

거

의�

그

렇

다

항

상� �

그

렇

다

1
나에게�중요한�어떤� 목표를�이루지�못한다�해도,�

나는� 가치있는�사람이라�생각한다.
1 2 3 4 5 6 7

2
나는�부정적인�피드백을�받으면,� 그것을�내�행동�

혹은� 수행을�향상시킬�수�있는� 기회로�삼는다.
1 2 3 4 5 6 7

3
내가�큰� 실수를�저지른다면�실망스럽긴�하겠지만,� 내�

자신에�대한�전반적인�생각에는�변함이�없다.
1 2 3 4 5 6 7

4
나는�때때로�내가� 좋은� 사람인지�혹은�나쁜�

사람인지에�대해�생각하곤�한다.
1 2 3 4 5 6 7

5
내가�가치있는�사람이라고�느낄�수�있으려면,� 나에게�

중요한�사람들로부터�사랑을�받아야만�한다.
1 2 3 4 5 6 7

6
나의�자기가치감은�다른�사람들과�나를�비교한�

결과에�의해�많이� 영향을�받는다.
1 2 3 4 5 6 7

7
내가�그저� 한� 인간이라는�사실만으로도�나는�

가치로운�존재라고�생각한다.
1 2 3 4 5 6 7

8
내가�어떤� 것들에�능숙하지�못하면,� 내� 자신이�덜�

가치롭게�느껴진다.
1 2 3 4 5 6 7

9
나는�자신이�하는� 일에서�성공한�사람들은�특별히�

가치있는�사람이라�생각한다.
1 2 3 4 5 6 7

10 다른�사람들이�나를�인정해주지�않더라도,� 나는� 1 2 3 4 5 6 7

부록 7. 사후 질문지

Ⅰ.� 다음�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당신이� 이� 동영상에서� 상담을� 받

은� 학생의� 입장이� 되었다고� 할� 때� 다음의� 문항들이� 이� 학생의� 상담을�

받은� 후의� 상태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7점� 척도로� 표시해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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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로운�사람이라고�생각한다.

11
내가�가치로운�사람인지를�판단하기�위해�다른�

사람과�비교를�하진� 않는다.
1 2 3 4 5 6 7

12
내가�비난을�받거나�어떤�일이� 실패한다�해도,� 나는�

한�인간으로서�가치있다고�생각한다.�
1 2 3 4 5 6 7

문� �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 분노한 1 2 3 4 5

2 � 부아가�나는 1 2 3 4 5

Ⅱ.� 당신이�이� 동영상에서�상담을�받은�학생이라면,� 상담을�받은�후

� � � 다음의�각� 행동을�얼마나�하고�싶을지� 7점� 척도로�표시해주십시오.

문� � 항

전혀�

하고�

싶지�

않다�

↔
매우�

하고�

싶다

1
� 동기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러� 갈� 때� 함께� 가자고�

말한다.�
1 2 3 4 5 6 7

2 � 동기들에게�먼저�말을�건다. 1 2 3 4 5 6 7

3
� 동기들끼리� 다시� MT를� 가게� 되었을� 때� MT에� 참여

한다.
1 2 3 4 5 6 7

Ⅲ.�당신이�이�동영상에서�상담을�받은�학생이라면,� 상담을�받은�후

� � � 다음의�감정들을�얼마나�느꼈을지� 7점� 척도로�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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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
매우�

그렇

다

1 동영상�속�학생의�감정이나�생각이�잘� 이해가�된다. 1 2 3 4 5 6 7

2 상담자는�학생이�느꼈던�감정을�반영해�주었다. 1 2 3 4 5 6 7

3 상담자는�학생의�마음을�읽어주었다. 1 2 3 4 5 6 7

4 상담자는�학생의�경험을�새롭게�이해하도록�도왔다. 1 2 3 4 5 6 7

5
상담자는� 학생의� 감정반응� 뒤에� 숨겨진� 긍정적인� 의

미를�알게�해주었다.
1 2 3 4 5 6 7

6

상담자는� 학생의� 감정반응의� 긍정적인� 의미를� 알려

줌으로써� 내�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 주었

다.

1 2 3 4 5 6 7

3 � 두려운 1 2 3 4 5

4 � 겁나는 1 2 3 4 5

5 � 신경질�나는 1 2 3 4 5

6 � 속상한 1 2 3 4 5

7 � 기가� 막히는 1 2 3 4 5

8 � 상실감�느끼는 1 2 3 4 5

9 � 소외감�드는 1 2 3 4 5

10 � 짜증나는 1 2 3 4 5

11 � 억울한 1 2 3 4 5

Ⅳ.� 다음�각� 문항에�대해서� 7점� 척도로�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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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질문에�답해�주십시오.

1. 성별:� ①�남� � � � ②� 여

2. 나이:� 만� (� � � � � � � � � � � )� 세

3. 학년:� ①� 1학년� � � ②� 2학년� � � ③� 3학년� � � ④� 4학년� � � ⑤� 대학원생

-� 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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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unselor’s Validation

on the Self-Acceptance, the

Interpersonal Reconnection Motivation,

and the Negative Emotions

- An Analogue Study

Koh, Yooli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erimentally examine the effects of validation.

In this study one hundred seventy three people participated as

subjects of the experiment, and they wer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hey divided into three groups in terms of

conditions, which are validation group, reflection group, and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nalyzed by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 factor analysis,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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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ariance(MANCOVA).

Firstly, participants in the validation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self-acceptance than paritcipants in the reflection

group and control group. And there was no diffrence in the level of

self-acceptance between the reflection group and control group.

Secondly, participants in the validation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interpersonal reconnection motivation than paritcipants

in the reflection group and control group. And there was no diffrence

in the level of interpersonal reconnection motivation between the

reflection group and control group. This means that validation from

the counselor increased self-acceptance and interpersonal reconnection

motivation more than reflection and control condition.

Lastly, for negative emotions, factor analysis was used to

understand the negative emotions clearly. Factor analysis revealed

two types of negative emotions: the emotion of anger and the

emotion of fea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emotion of anger

among three groups. However, participants in different groups differed

on the emotion of fear. Participants in the validation group reported

lower emotion of fear than participants in the control group. There

was a difference in emotion of fear between participants in the

validation group and reflection group, however,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emotion of

fear between participants in the reflection group and control group.

In conclusion, it is confirmed that validation was more effective

than reflection in increasing self-acceptance and inter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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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nection motivation and reducing emotion of fear.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 for research with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words : Validation, Reflection, Therapeutic Intervention,

Counseling Skills, Analogue Study

Student Number : 2010-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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