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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 게시된 상담의 효과 및 이용편의에 관한 후기

가 상담 이용 경험이 없는 잠재적 내담자들의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상담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참여자 중

상담 이용 시점을 묻는 문항에 상담을 먼 미래에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

한 114명의 대학(원)생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상담 이용

후기의 주제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상담의 효과에 관한 후기를

읽은 참여자가 62명, 상담의 이용편의에 관한 후기를 읽은 참여자가 52

명이었다.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공분산분석

(ANCOVA)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사전 태도 점수를 통제하고도 상담의 효과에 관한 후기를

읽은 집단과 상담 이용편의에 관한 후기를 읽은 집단 간 상담에 대한 태

도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가설 1 지지>. 이는

상담 효과 후기가 상담 이용편의 후기에 비해 상담에 태한 호의적인 태

도를 형성하는 데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상담의 효과 및 이용편의에 관한 상담 후기를 읽은 후에 측정

한 상담 이용 의도는 상담 효과 후기 집단과 상담 이용편의 후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가설 2 기각>.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담을 이용할 문제의 심각도 지각이 상담 이용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 한 문항으로 문제의 심각

도 지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잠재적 내담자들이 상담의 효과에 관한 후기를 접하는

것이 상담 이용편의에 관한 후기를 접하는 것보다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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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형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담 이용 경

험이 없으며, 상담 이용을 시간적으로 멀게 지각하는 다수의 잠재적인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

적인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상담 후기, 상담 마케팅, 상담의 효과, 상담에 대한 태도

학 번 : 2011-2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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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내담자들이 상담서비스를

보다 활발히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상담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중요한 관심사이다(문수정, 2011).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체계가 구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대다수의 사람이 상담서

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Brinson

& Kottler, 1995)은 서구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이선혜,

2002; 김혜경 2012)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부적 효과가 우려(신

연희, 안현의, 2005)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

은 늘고 있어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만 18～74세 성인 6,022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7.6%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중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상담 및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했다.

‘서비스 갭(service gap)’에 처한 잠재적 내담자에 관한 선행연구(정진

철, 양난미, 2010; 이민지, 손은정, 2007)는 주로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

변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각 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담 관련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을 시사(오현수, 김진숙, 2012)하였다. Walz(1985)

와 Wittman(1988)은 상담분야의 발전을 위해 마케팅 개념을 적용할 필

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강혜영, 2011). 상담 분야에 마케팅의 개념을 적

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고안한다는 것은 상담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이 상품의 소비자인 잠재적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태도를 변화(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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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시키거나 상담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Farberman, 1997)

을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케팅 관점에서 상담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민감한 개인적인 사

안에 대한 노출을 전제로 하기에 서비스를 선택할 때 위험부담을 높게

느끼는 고관여 구매상황이며, 경험해보기 전에는 그 품질을 알 수 없는

경험품질에 해당한다(문수정, 2011; 이유재, 2010). 상품의 위험 정도가

높고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적을수록 구전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차태

훈, 이경아, 2006)을 고려하면, 상담서비스는 구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문수정, 2011; 이유재, 2010; 공은혜,

2008). 이는 상담서비스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상담서비스에 관한

구전정보가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상담을 경험한 주

변인의 유무와 수가 상담요청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는 공은혜

(2008)의 연구결과는 상담서비스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상담 이용 의도

를 높이는 데에 구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전은 소비자들 간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경험의 교환

(Westbrook, 1987)으로 제품 구매의도와 태도변화에 매스커뮤니케이션

광고보다 더 효과적(Day, 1971; 김지영, 윤영민, 2010에서 재인용)인 것

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전달매체에 비해 전달범위가 한정적이라는 한

계가 있다. 한편, 구전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시공간의 제약

을 넘어 구전의 전달범위가 오프라인 구전에 비해 훨씬 넓다는 장점이

있다(박성화, 2009). 현재까지의 상담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편(김혜경,

2012; 이선혜, 2007)이며, 상담을 경험한 주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응답자

의 70%이상이 상담을 경험한 주변인이 없었다는 점(공은혜, 2008)을 고

려하면, 상담에 관한 구전을 다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범위가 넓은

온라인 구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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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전은 전달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구전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소비자의 구매결정, 정보탐색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tterjee, 2001). 이와 같은 온라인 구전의 상업적

효과가 입증(김주현, 2005)되면서 온라인 구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방

선이, 2008)되고 있으며, 온라인 구전의 효과를 이해하려는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온라인 구전의 효과는 “구전 정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의

형성과 구매의도의 형성(Harrison-Walker, 2001)”으로 정의된다. 온라인

구전 정보의 특성에 따른 구전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구전 정보의

특성이 소비자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박정미, 황선진, 2012) 및 구매의

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유은진, 2008)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구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전 정보의 특성 요인으로는

정보전달자의 특성보다는 온라인 구전 정보 자체의 특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는 온라인 구전의 경우에 익명의 전달자가 구전 정보를

전달하므로 전달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은영,

이태민, 2005; Elliott, 2002). 메시지 자체의 전달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

성으로 최근 소비 행동 연구에서는 시간적 거리와 정보 해석수준의 전달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민혜, 2011; 전혜연, 2012).

해석 수준 이론에 근거한 Liberman과 Trope(1998), Liberman, Trope,

McCrea, Sherman(2007)의 연구에서는 시간적 거리에 따라 의사 결정에

활용되는 정보의 해석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의사 결정

의 시점이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각할 때에는 상위 해석 수

준의 정보인 목적, 가치, 효과 등이 긍정적일 때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

쳤고, 의사 결정의 시점이 시간적으로 가까이에 인접했다고 지각할 때에

는 의사 결정과 관련한 하위 해석 수준에서 실행과정에 편리한 정보를

의사결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았다. 국내에서 김민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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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랑(2012) 등은 메시지를 상위해석 수준의 메시지와 하위 해석 수준

의 메시지로 나누어 각각이 시간적 거리에 따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잠재적 내담자들의 상당수

가 상담 이용 시점을 시간적으로 멀게 지각할 것이라고 간주하고, 상담

이용 시점을 멀게 지각하는 잠재적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담 후기가

상담에 대한 태도 변화와 상담 이용 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상담 후기는 ‘상담 효과에 관한 후기’와 ‘상담 이용편의에 관

한 후기’로 제작하여 두 가지의 상담 후기가 상담에 대한 태도 변화와

상담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잠재적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 이용 의도

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인 온라인 구전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 한다. 특히, 온라인 구전 중 ‘상담 효과에 관한 후기’와 ‘상담 이용편

의에 관한 후기’간의 구전 효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상담에 대한 태

도 및 의도 변화에 온라인 구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전략적 마케팅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구전

을 상담서비스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상담 마

케팅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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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1) 해석 수준

Liberman과 Trope(2010)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시간적 거리에 따라

사고의 추상성이 달라지는데, 이때 사고의 추상성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시간적으

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와 가까이 있을 때, 의사 결정에 우선적으로 고

려되는 정보의 해석 수준에 차이가 있다. 즉, 시간적으로 가까이에 있다

고 지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하위수준의 해석을 하게 되어, 하위해석수

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실행방안과 관련된 정보를 중요하게 받아들이

고 처리한다. 반면에, 시간적으로 멀리 있다고 지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위수준의 해석을 하게 되어, 상위해석수준에 해당하는 추상적이고 목

표 지향적인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해석수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상담의 목적과 관련된 ‘상담의 효과’로 정의하고, 하위

해석수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상담의 실행방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담 이용편의’로 정의하였다.

2) 상담 효과 및 이용편의 후기

의사결정시점에 대한 시간적 거리에 따라 의사결정에 해석수준이 달

라지며, 상위 해석 수준과 하위 해석 수준에서 각기 다른 종류의 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상위 해석 수준에서는 목적과 관련된 정보인 대안

의 바람직성(desirability)이 우선시되고, 하위 해석 수준에서는 실행방안

과 관련된 정보인 대안의 실행가능성(feasibility)이 우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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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양윤, 김민혜, 2012; 정아랑, 2012)는 메시지를 해석수준에

따라 ‘상위해석수준 메시지’ 또는 ‘바람직성 메시지’와 ‘하위해석수준 메

시지’ 또는 ‘실행가능성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수준에 따라 상담 후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상위해석수준에서는 상담의 효과와 관련된 정보가 우선시

될 것이라 가정하고, 상위해석수준의 후기를 ‘상담 효과 후기’로 정의하

였다. 하위해석 수준에서는 상담 이용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

가정하고, 하위해석수준의 후기를 ‘상담 이용편의 후기’로 정의하였다.

3) 상담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상담에 대한 태도를 문수정(2011)의 정의에 따라 ‘상담

에 대한 호의적, 비호의적, 중성적인 평가’로 정의하였고, 4개의 의미미분

형용사에 대한 11점(-5 ~ +5)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태도측정의 각 항목은 부정적인(negative), 해로운(harmful), 나쁜

(bad), 호감이 안 가는(unfavorable) ~ 긍정적인(positive), 이로운

(beneficial), 좋은(good), 호감이 가는(favorab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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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상담 효과 후기’와 ‘상담 이용편의 후기’가 상담에 대한 태

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상담에 온라인 구전 정보를 효과적으

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상담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자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 상담 효과에 관한 후기가 상담 이용편의에 관한 후기보다

상담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 상담 효과에 관한 후기가 상담 이용편의에 관한 후기보다

상담 이용 의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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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해석 수준 이론

1) 해석 수준 이론에서의 시간적 거리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Liberman, Trope, McCrea,

Sherman, 2007 ; Liberman, Trope, 1998)은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 인식

하는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에 따라 정보의 해석, 의사 결

정과 같은 사람들의 심리활동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석

수준 이론에서 말하는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는 인식의 대

상이 되는 객체(object)가 인식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에 있는지 혹은 가까이에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즉,

해석 수준에서의 심리적 거리는 개인이 가진 기준점에서부터 특정 대상

이 어느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뜻한다(정아랑,

2012).

해석수준이론에서 심리적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이 인식하는 심

리적 거리에 따라 그 대상에 관한 정보 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 해석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리적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의

수준은 정보 처리의 추상성(the level of abstract)의 차이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대상에 대해 인식하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 때에는

정보 인식의 추상성이 낮은 하위 해석 수준(low-level construal)의 개념

들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위 해석 수준은 인식의 대상의 세부적

인 특성, 실행과정 상의 편의 등을 이용하게 된다. 반면에 어떤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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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심리적 거리를 멀게 지각할 경우에는 정보 인식의 추상성이 높은

상위 해석 수준(high-level construal)의 개념인 추상적인 특성, 목적 및

가치 등을 이용하게 된다(정아랑, 2012).

해석 수준 이론에서 다양한 심리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거리가

해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으며(정아랑, 2012), 그 심리적 거리

에는 시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 확률적 거리(Liberman,

Trope, McCrea, Sherman, 2007 ; Liberman, Trope, 1998)가 있다. 이 중

에서 시간적 거리는 다양한 연구(Liberman, Trope, McCrea, Sherman,

2007 ; Liberman, Trope, 1998)에서 해석 수준의 차이가 증명되었다.

2) 시간적 거리에 따른 정보 해석수준 선호의 차이

Liberman과 Trope(1998)에 따르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시간적

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와 가까이 있을 때, 의사 결정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정보의 해석 수준에 차이가 있다. 의사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시간적으로 멀 경우에는 상위 해석 수준의 정보가 의사 결정에 우선적으

로 고려되며, 의사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에는

하위 해석 수준의 정보가 의사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상위 해석

수준에서는 목적과 관련된 정보의 바람직성(desirability)이 우선시되고,

하위 해석 수준에서는 실행방안과 관련된 정보인 정보의 실행가능성

(feasibility)이 우선시된다(Liberman, Trope, McCrea, Sherman, 2007 ;

Liberman, Trope,1998). 선행연구(양윤, 김민혜, 2012; 정아랑, 2012)는 상

위 해석 수준에서 우선시되는 정보로 구성된 메시지를 ‘상위해석수준 메

시지’, ‘바람직성 메시지’ 또는 하위 해석 수준에서 우선시되는 정보로 구

성된 메시지를 ‘하위해석수준 메시지’ 또는 ‘실행가능성 유형’으로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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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대한 시간적 거리가

먼 경우만을 한정하여 상위해석 수준 정보가 하위해석수준의 정보보다

의사결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2. 온라인 구전

1) 구전

구전(Word of Mouth)은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판매자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소비자들 간의 비공식적인 의사소통(Westbrook, 1987)”으로

정의되며,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비경험

의 교환”(유형열, 2001)이다. 소비자들 간에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해지는 구전 정보는 그 효과가 높아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원

(조원섭, 조문식, 2010; 박성화, 2009)으로 여겨졌다. 구전 정보는 소비자

가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위험(정승렬, 강영신, 이

춘열, 2006)을 극소화하려고 할 때에 구전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조원

섭, 조문식, 2010).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는 매스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이 효과

적일 수 있으나 소비자의 제품 평가, 구매 의도, 구매 결정에 보다 강력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전임이 다수의 연구(Bayus, 1985; Bone, 1995;

Richins, 1983; 김지영, 윤영민, 2010에서 재인용)에서 밝혀졌다. 구전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소비자의 태도를 비우호적인 태도에서 중립적인

태도로, 중립적인 태도에서 우호적인 태도로 변화시키는 데에 광고를 통

해 전달되는 정보보다 9배 더 효과적(Day, 1971; 김지영, 윤영민, 2010에

서 재인용)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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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구전의 정의, 형태 및 특성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 대중화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전 커뮤니케이

션을 오프라인에서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게 만들었다(유은진,

2008). 온라인 구전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

로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구전 커뮤니케이션

(Chatterjee, 2001)을 의미하며,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제

품정보나 사용경험, 추천 등의 정보교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Bickart

and Schindler, 2001; 방선이, 2008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기업,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부

정적 혹은 긍정적 메시지를 다른 소비자에게 전하는 것(방선이, 2008)”을

의미한다.

온라인 구전의 가장 흔한 형태는 익명의 소비자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사용 후기라고 할 수 있다(김지영, 윤영민, 2010). 사용 후기는

“해당기업의 홈페이지, 브랜드 동호회, 포털사이트의 지식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방선이, 2008) 구전된다. 사용 후기는 소비자가 구매결정과정

에서 느끼는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할 때 활발하게 탐색되고 수용된다.

사용 후기는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보거나 만져보는 것 이상의 정보를

원할 때에 미리 경험한 소비자로부터 부족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는 점

에서 제품위험 수준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된다(전성률, 박현진, 2003).

소비자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상품을 미리 경험해본 사람으로부터 정

보를 획득하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상품에 대해

경험해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방선이, 2008).

온라인 구전은 인터넷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전달범위가 오프라인

구전에 비해 매우 넓다. 온라인 구전은 구전정보가 인터넷 게시판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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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하여 문자언어인 텍스트로 저장되기 때문에 전달범위가 확장된다.

오프라인 구전은 전달대상이 정보원의 주변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온라인 구전은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개인의 소비경험이 미칠

수 있는 전달범위가 훨씬 넓다. 온라인 구전은 수신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접촉할 수 있는 정보원의 범위 역시 넓다(박성화, 2009).

온라인 구전은 전달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구전 메시지가 확산되는

속도 또한 빠르다. 온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누구든 온라인에 접속해 있으면 쉽게 많은 구전 정보를 찾

아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게다가 정보원이나 수신자가 해당 구전정

보를 복사하여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전파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 온라

인 구전 정보의 전달 속도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박성화, 2009).

3) 온라인 구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전효과란 “구전 발신자가 전달한 구전 메시지를 구전 수신자가 수

용하여 태도를 형성하거나 행동을 수정하는 것(방선이, 2008)”을 의미하

며, 구전 정보로 인해 기업 및 상품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가

형성 및 강화되어 구매의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양윤, 조문주, 2000)

이다. Harrison-Walker(2001)는 “구전 정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의 형

성과 구매의도의 형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온라인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온라인 구전

정보의 특성이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박정미, 황선진, 2012) 및 구매의

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유은진, 2008; 주안나, 2011; 김혜성, 2008)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구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전 정보의 특성 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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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달자의 특성보다는 온라인 구전 정보 자체의 특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는 온라인 구전의 경우에 익명의 전달자가 구전 정보를

전달하므로 전달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은영,

이태민, 2005; Elliott, 2002).

3. 상담 마케팅

1) 마케팅 관점에서 본 상담의 특성

상담의 특성을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상담은 서비스에 속한다(문수정,

2011). 김영희(1993)에 따르면 서비스는 “고객의 편익이나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그의 명시적 요청에 의해 제공되는 행위나 성과로서, 본질적이

고 무형적이고 어느 쪽의 소유로도 귀결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

다(문수정, 2011). 문수정(2011)은 상담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보이지 않

는 행위의 판매라는 점에서 서비스에 속한다고 보았다.

문수정(2011)은 상담이 일반적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무형성, 이질성,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소멸성의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상담은 무형의 상품(intangibility)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할 수 없으며, 오감을 활용해 감지할 수 없다는 특성

을 가진다. 둘째, 상담은 내담자의 특성 및 상태, 상담자에 따라 상담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질성(heterogeneity)을 가진다. 이질성은 서비

스가 획일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달성할 수 없으며 서비스가 제공

되는 장소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 따

라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상담도 여타 서비

스와 같이 생산과 소비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생산과 소비의 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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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넷째, 상담의 경우 내담자가 약속시간에 오지 않

으면 생산이 일어나지 않고, 상담서비스는 영구히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

서 소멸성을 특징으로 한다(문수정, 2011).

상담은 일반적인 서비스가 가진 특성 외에 품질에 대한 평가의 측면

에서 다른 서비스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제품 품질에 대한 평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담은 구매하기 이전에는 상품의 품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상품을 구매한 후나 소비하고 있는 동안에만 그 품질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품질의 속성이 높다(문수정, 2011). 또한 많은 내담자

들이 상담서비스의 구매가 일어난 후에도 상담서비스의 적절성이나 필요

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

서 신뢰품질의 속성을 가진다(문수정, 2011). 경험품질과 신뢰품질이 지

배적인 경우에 소비자는 주로 인적 정보원에 의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Zeithaml & Bitner, 1997). 따라서 상담은 경험품질과 신뢰품질이 지배

적이기 때문에 인적 정보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2) 상담 마케팅 연구

상담마케팅에 관한 연구는 1980년 즈음부터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문수정, 2011), 상담마케팅 관련 연구자 중 Walz(1985), Wittman(1988),

Gilchrist와 Stringer(1992)등은 상담 분야에 마케팅 개념을 도입할 필요

성을 주장하였다(강혜영, 2011).

Walz(1985)는 1990년대에의 상담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

라고 전망하면서, 상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상담 분야에 마케팅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introduction

시작-growth성장–maturity성숙–decline쇠퇴)을 설명하면서, 1980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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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숙의 단계에 해당하며, 점

차 쇠퇴의 단계로 가고 있다고 하였다. 상담이 성숙에서 쇠퇴의 단계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분야에 마

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상담의 각 서비스가 속해 있는 단계를 확인하고

각 단계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강혜영, 2011).

Wittman(1988)은 상담분야에의 마케팅 적용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

로 마케팅이 상담자 교육과정과 훈련경험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강한 찬성의 입장을 취하였다(문수정, 2011). 그는 의학 분야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케팅 개념을 도입한 것처럼 상담 분

야에도 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할 시점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상담분야

에도 마케팅의 기본개념인 4p(product제품, price가격, place유통,

promotion촉진)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상담 마케팅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

고 하였다. 그 첫 번째 단계로 Wittman(1988)은 다른 건강서비스 전문가

와 마찬가지로 상담자들도 상담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그 상품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담을 예방(prevention)이나 개입

(intervention)으로 정의하면 그에 맞게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잠재적 내담자를 소비자로 본 미국의 연구 중에는 소비자들이 정신건

강서비스 제공자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탐색 전략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문수정, 2011).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Lipscomb,

Root 와 Sheelley(2004)는 경험적으로 도출된 19개의 정보원들 중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 본인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원을 선택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자

들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때에도 다른 건강관리 의사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추천서, 친구나 동료의 조언과 같은 구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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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잠재적 내담자를 소비자로 본 연구에는 최성인(2003), 최성

인과 김창대(2010), 문수정(2011)의 연구가 있다. 최성인(2003)은 마케팅

이론인 다속성 모델(multiattribute model) 중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는 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Fishbein의 태도 모델

을 수정하여 잠재적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

하였다. 최성인과 김창대(2010)는 상담이라는 상품이 잠재적 내담자인

소비자에게 어떻게 포지셔닝되어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담

마케팅에 시사점을 얻고자 상담에 대한 신념과 평가척도 BEACS(Beliefs

and Evaluations and Counseling Scale, 2008)(Choi, 2008)의 한국판

(K-BEACS)을 타당화하였다. 이 척도는 상담전문가가 아닌 소비자의 입

장에서 상품인 상담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도구를 제작하여 마케팅을 위

한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문수정, 2011)에서 의의가 있다. 문수정(2011)

은 그동안 상담 분야에서 연구된 “전문적 도움 추구” 척도가 개인적 성

향에 가깝기 때문에 태도변화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담에 대한 태도를 상담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경향성”으로 재정의

하고, 상담에 대한 태도 변화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상담서비

스 설득에 있어 잠재적 내담자와 경험 및 어려움에서 유사성이 높은 추

천자와 유사성이 낮은 추천자 간 태도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 상담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잠재적

내담자의 태도 변화 기제를 추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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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 상담의 효과에 관한 상담 후기가 상담의 이용편의에 관한

상담 후기에 비해 상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및 이용 의도

형성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상담의 효과에 관한 상담 후기를 접한 집단이 상담 이용

편의에 관한 상담 후기를 접한 집단보다 상담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2. 상담의 효과에 관한 상담 후기를 접한 집단이 상담 이용

편의에 관한 상담 후기를 접한 집단보다 높은 상담 이용

의도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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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교내에 상담시설이 있는 서울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교내 상담센터가 있는 대학

중 캠퍼스 내에 4곳 이상의 상담센터가 위치해 있어 상담의 이용편의 중

거리에 관한 장점이 부각되는 곳을 선정하였다. 상담 후기에 소개되는

상담센터의 위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동일하게 제시하기 위해 한 대

학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나 위치 외의 정보인 상담 효과, 상담 이용

비용 등은 다른 대학의 교내 상담센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연구 참여자는 학부생 대상 수업의 수강생을 중심으로 모집되었다.

사전에 연구협조를 허락받은 7개 수업의 수강생에게 연구에 대해 안내한

다음 연구 참여에 동의 의사를 밝힌 164명의 학생이 수업 종료 후 연구

에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개의 사례를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전 상담 경험의 영향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상담 경험이 전혀 없는 잠재적 내담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있음’ 혹은 ‘현재 상담 서비스 이용 중’이라고 응

답한 33개의 사례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상담에 대한 시간적 거리를 멀게 지각하는 상황에서 상담

효과 후기와 상담 이용편의 후기 간의 구전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담 이용에 대한 시간적 거리를 멀게 지각하는 잠재적 내담자

만이 연구 대상이고, 상담 이용에 대한 시간적 거리를 매우 가깝게 지각

하는 내담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 중 상

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시간적 거리를 측정하는 문항에서 ‘빠른 시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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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곧)’에 응답한 12개의 사례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114개이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50명(43.9%), 여자 64명(56.1%)으로 분포

되어 있었으며, 연령은 만17세~36세(평균 21.5, 표준편자 2.8)로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

변인 구분 표본 수 백분율(%)

성별
남 50 43.9

여 64 56.1

학년

1학년 8 7.0

2학년 38 33.3

3학년 36 31.6

4학년 23 20.2

대학원생 9 7.9

전체 114 100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실험자극으로 제시된 상담 후기의 주제에 따라

상담 효과 후기 집단과 상담 이용편의 후기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각 집

단의 표본 수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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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 집단 구성

구분 효과 이용편의 전체

표본 수 62 52 114

성별
남 30 20 50

여 32 32 64

학년

1 5 3 8

2 22 16 38

3 19 17 36

4 11 12 23

대학원 5 4 9

2. 연구 절차

1) 실험자극 개발

(1) 상담후기 제작을 위한 사전 조사

대학생들이 실제 교내 상담 센터에서 경험한 상담의 특성을 잘 반영

할 수 있도록 교내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경험한 학생을 모집하여 상담

에서의 효과 및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교내 상담 센터에서 개인 상담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5인의 학생과 연구자가 교내 상담

센터의 상담실에서 1대1로 만나 반 구조화된 면접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

하였으며, 소요시간은 약30분이었다. 상담의 효과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김영근(2013)이 제시한 질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상담심리사

1급 소지자 2인에게 검토 받았다. 수정 및 검토를 거쳐 인터뷰에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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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조화 질문에는 ‘어떤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게 되셨습니까?’, ‘상담에

서 무엇이 가장 좋았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상담 중 어떤 요인이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중에 아쉬웠던 점은 없습니까?’등이 있었다.

교내 상담센터의 이용편의에 관한 질문은 ‘본 상담센터가 무료인 것

이 선택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교내 상담센터의 위치에 대해 만족하십

니까?’, ‘교내 상담센터의 이용절차는 어떠했습니까?’ 등이 있었다. 교내

상담센터의 비용, 위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뷰 외에

교내 상담센터의 안내 책자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상담 후기 제작

교내 상담 센터의 이용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와 교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여섯 편의

상담후기를 제작하였다. 상담의 효과를 ‘정서조절, 진로선택, 대인관계’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상담 효과 후기’ 세 편을 제작하였고, 상담의 이

용편의를 ‘비용, 절차, 접근성’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상담 이용편의

후기’ 세 편을 제작하였다.

상담 후기 당 한 가지 주제만 담도록 하였다. 또한 각 후기의 길이를

통일하고자 하였다. 상담 효과 후기 세 편은 각각 79단어, 77단어, 83단

어로 구성되었고, 상담 이용편의 후기 세 편은 각각 79단어, 78단어, 81

단어로 구성되었다. 상담 후기의 해석수준 외에 상담 후기의 구전 효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 후기는 해당 주제에

관련한 긍정적인 내용만을 담도록 하였고, 후기의 완성도를 비슷하게 하

였으며, 상담 후기의 작성자를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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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전문가의 상담 후기 평정

연구자가 인터뷰 자료 및 상담센터의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

별로 재구성한 상담 후기의 내용이 실제 대학 내 상담센터의 상담에서

있을 법한 일인지에 대해 상담전문가의 평정을 받았다. 또한 상담 효과

후기로 제작된 후기의 내용이 상담 효과에 관한 것으로 지각되는지, 상

담 이용편의 후기로 제작된 후기의 내용이 상담 이용편의에 관한 것으로

지각되는지를 상담전문가에게 평정 받았다.

평정질문지 제작을 위해 김민혜(2011)의 질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하였다. 평정 질문지는 총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척도로 응답하

도록 되어있으며, 세부내용은 부록3에 제시하였다.

상담전공 박사 수료 및 졸업자 4인에게 여섯 편의 상담 후기 각각에

대해 평정을 받은 결과, 모든 문항이 5점 이상으로 평정되었다. 따라서

제작한 상담 후기가 상담 효과 및 상담 이용편의에 관한 내용을 잘 반영

하고 있으며, 실제로 있을 법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4)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검토

실험자극으로 개발된 상담 후기의 내용 및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제 연구 실시 전에 서울대학교 생명윤

리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 결과 “심의 면제”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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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연구

연구 설계의 타당도 및 실시상의 보완점을 확인하고자 대학생 5명,

대학원생 5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은 [오리엔

테이션–상담이용 경험 및 시간적 거리 지각 문항 응답–사전 측정-상

담 후기 읽기-사후 측정–디브리핑–연구 실시 경험에 대한 피드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예비 실험 결과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표적인 의견에는 시간적 거리 측정 문항 응답 기준에 대한 안내,

각 후기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이 있었다.

3) 본 실험

(1) 연구 대상 선정 문항에 관한 안내

연구 대상 선정 문항인 시간적 거리 측정 문항은 “당신이 앞으로 상

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언제쯤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6점 척도(1점: 오랜 시간 후(언젠가) ~ 6점: 빠른 시일 내에(곧))

로 응답하도록 제시되었다.

본 문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여자들이 시간적 거리 측정 문

항에 응답하기에 앞서 구두로 “본 문항은 주관적으로 응답하도록 제작되

었으니 본인의 기준대로 응답하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는 2주 이내를 의미하고, ‘오랜 시간 후’는 두 달 이후를 의미합니다.”라

고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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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측정

상담 후기를 제시하기에 앞서 교내 상담센터에서 제공되는 상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 이용 의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상담 후기 제시

사전 측정을 마친 후 제작된 상담 후기 세 편씩을 제시하였다. 집단

별로 상담 효과 후기 집단은 ‘상담 효과 후기’ 세 편을 읽었고, 상담 이

용편의 집단은 ‘상담 이용편의 후기’ 세 편을 읽었다.

각 후기를 읽은 후 해당 후기에 대한 조작 확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작 확인 문항 응답을 마친 후에는 해당 상담 후기에 대한 태

도를 4가지 의미미분형용사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각 후기 내용을

집중해서 읽고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4) 사후 측정

상담 후기 세 편을 읽고, 각 후기에 대한 조작 확인 문항과 태도 문

항에 응답한 후에 후기에서 소개된 상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 이용 의도

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5) 개인의 해석수준 성향 측정

시간적 거리와는 별개로 개인의 해석수준 성향에 따라 상담 효과 후

기와 상담 이용편의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개인의

해석수준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해석수준 성향 측

정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후 측정을 마친 후에 개인의 해

석수준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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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변인

1) 상담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상담에 대한 태도를 문수정(2011)의 정의에 따라 ‘상담

에 대한 호의적, 비호의적, 중성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4개의 의미미분형

용사에 대한 11점(-5 ~ +5)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상담에 대한

태도 측정에 대한 질문은 “교내 상담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로 제시되었다. 각 항목은 부정적인(negative), 해로운(harmful), 나

쁜(bad), 호감이 안 가는(unfavorable) ~ 긍정적인(positive), 이로운

(beneficial), 좋은(good), 호감이 가는(favorable)이었다.

2) 상담 이용 의도

상담 이용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인관계, 진로, 정서조절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시 교내 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

문에 6점 척도(1점: 절대 신청 안 함 ~ 6점: 반드시 신청함)으로 응답하

도록 하였다.

3) 상담 이용 시점에 대한 시간적 거리

상담 이용 시점에 대한 시간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당신이 앞으

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언제쯤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까?”의 질문에 6점 척도(1점: 오랜 시간 후(언젠가) ~ 6점: 빠른 시일 내

에(곧))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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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의 해석 수준 성향

개인의 해석수준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Vallacher와 Wegner(1989)에

의해 개발된 행동정체성 척도(The Behavior Identification Form)을 사용

하였다. 행동 정체성 척도는 총 25문항이며, 15문항 이상에서 상위수준

응답을 한 경우 상위수준해석자로, 14문항 이하에서 상위수준 응답을 한

경우 하위수준해석자로 채점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 앞서, 상담 효과 후기와 상담 이용편의 후기의

조작 확인을 위하여 조작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

였다. 또한 분석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 후기 구전 효과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변인들(온라인 후기 활용도, 상담에 대한 사

전지식 수준, 개인의 해석수준 성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t검증

을 실시하였다.

상담 후기 제시 전에 측정한 사전 점수를 통제하고도 상담 효과 후기

와 상담 이용편의 후기 간의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상담 이용 의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 이용

의도 각각에 대해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

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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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 검토

1) 조작 확인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 효과 후기와 이용편의 후기를 읽고 각 후기를

효과에 관한 후기과 이용편의에 관한 후기로 다르게 지각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상담 후기를 제시한 후 “이 상담 후기는 다음 중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2개의 6점 척도(1점: 상담 신청

과정, 6점: 상담 이용 결과/ 1점: 상담 비용, 절차, 장소, 6점: 상담 효과,

가치, 이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두 척도에 대한 내적 일치도

(Cronbach α=.95)가 높기 때문에 두 척도에 대한 응답의 평균 점수를 후

기 지각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조작 확인 문항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상담의

효과 및 이용편의 후기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서로 다르게 지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3> 효과 및 이용편의 후기의 조작 확인

집단 n M SD t

후기

조작 확인

효과 62 5.07 0.683
7.839***

이용편의 52 1.86 0.65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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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집단 간 동질성 검증

상담 효과 후기와 상담 이용편의 후기 간의 구전 효과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해서는 제시되는 후기의 특성 외에 다른 요인들이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립 변인 외에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통제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여

분석집단 간에 상담에 대한 사전 지식수준, 온라인 구전 활용도, 개인의

해석수준 성향 및 인구 통계학적 특징(성별, 연령, 학년)에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상담에 대한 사전 지식수준,

온라인 구전 활용도, 개인 해석수준 성향, 성별, 연령, 학년 모두 분석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분석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표 4> 분석집단 간 동질성 검증

효과 이용편의 
t

M(SD) (n=62) M(SD) (n=52)

성별 1.25(0.504) 1.62(0.491) 1.060

연령 21.37(3.117) 21.77(2.624) 0.730

학년 2.82(1.079) 2.96(1.047) 0.694

상담에 대한

사전 지식
2.23(1.031) 2.31(0.853) 0.457

온라인 구전

활용도
4.65(1.307) 4.75(1.235) 0.437

개인의 

해석수준 성향
1.45(0.502) 1.46(0.5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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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전과 사후의 상담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2. 연구 결과

1) 상담에 대한 태도 차이 검증

상담 후기를 제시하기 전에 측정한 상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 후기를

제시한 후에 측정한 상담에 대한 태도의 기술 통계는 <표 5>와 같다.

<표 5> 집단별 상담에 대한 태도 점수의 기술 통계

집단
사전 사후 차이 교정 사후

M SD M SD (사후-사전) M SE

상담

태도

효과 10.45 7.639 11.48 5.911 1.03 11.33 .758

이용편의 8.77 7.053 8.27 5.225 -0.5 8.45 .693

합계 9.68 7.393 10.02 5.811 0.34 9.89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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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전에 측정한 상담에 대한 태도 점수 차이를 통제하고도 실험 처

치 후에 측정한 상담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상담에 대한 태도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과 같이 상담

후기를 접한 후 집단별 상담에 대한 태도 변화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의 효과에 관한 상담 후기가 상담의 이용편

의에 관한 상담 후기에 비해 상담에 대한 호의적 태도 형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후 상담 태도 공분산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분산

(사전 상담 태도)
234.109 1 234.109

7.839**

효과/이용편의 232.330 1 232.330

오차 3289.606 111 29.363

합계 3815.965 113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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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정된 상담 태도 평균 차이 

2) 상담 이용 의도 차이 검증

상담 후기를 제시하기 전에 측정한 상담 이용 의도와 상담 후기를 제

시한 후에 측정한 상담 이용 의도의 기술 통계는 <표 7>과 같다.

<표 7> 집단별 상담 이용 의도 점수의 기술 통계

집단
사전 사후 차이 교정 사후

M SD M SD (사후-사전) M SE

상담

의도

효과 3.98 1.123 4.02 .967 0.04 4.12 .110

이용편의 4.19 .971 4.17 .857 -0.02 4.05 .100

합계 4.08 1.057 4.09 .917 0.01 4.09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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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전과 사후의 상담 이용 의도 평균 차이

상담 후기를 제시하기 전에 측정한 상담 이용 의도 점수 차이를 통제

한 조건에서 상담 후기를 제시 후 측정한 상담 이용 의도 점수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상담 이

용 의도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8>와 같이 상담 후기를 접한 후 집단별 상담 이용 의도

변화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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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교정된 상담 의도 평균 차이

<표 8> 사후 상담 의도 공분산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분산

(사전 상담 의도)
25.332 1 25.332

.179

효과/이용편의 .112 1 .112

오차 69.094 111 .622

합계 95.12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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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마케팅적 측면에서 상담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상담 후

기가 상담에 대한 태도 변화 및 상담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가정하고, 상담 후기의 구전 효과를 상담 후기 제시

전과 후의 상담에 대한 태도 변화와 상담 이용 의도 변화로 측정하였다.

해석 수준 이론에 근거하여 상담 이용 시점에 대한 시간적 거리를 멀게

지각하는 잠재적 내담자들의 경우에 상담 이용편의에 관한 정보보다 상

담 효과에 관한 정보를 우선시할 것이라 가정하고, 상담 효과 후기가 상

담 이용편의 후기보다 구전 효과가 큰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을 먼 미래에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상담 효과 후기와 상담 이용편의 후기는 교

내 상담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하였

고, 길이 및 작성자 등을 통일하였다.

상담 효과 후기와 상담 이용편의 후기를 제시하기 전과 후에 상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 이용 의도에 관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과 분

석에 앞서 두 집단의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 후기의 특성 외의 다른 특성

에서 동질한 집단인지를 확인하였다. 상담 효과 후기와 상담 이용편의

후기가 가지는 구전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담 후기 제시 전에

측정된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상담 이용 의도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통

제하여 상담 후기를 읽은 후의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상담 이용 의도 사

후 점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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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에 대한 태도 변화

본 연구에서는 상담 이용 시점에 대한 시간적 거리가 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 효과에 관한 상담 후기와 상담 이용편의에 관한 상

담 후기 세 편씩을 두 집단에 제시하고,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상담 이용

의도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상담 효과 후기 집단과 상담 이용편의 후기 집단의 상담에 대한 태도

점수는 사전에 측정한 상담에 대한 태도 점수를 통제하고도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상담의 효과에 관한 상담 후기를

접한 집단이 상담 이용편의에 관한 상담 후기를 접한 집단보다 상담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1>과 일치하는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담 이용에 대한 시간적 거리를 멀게 지

각하는 다수의 잠재적 내담자들에게 상담 효과에 관한 후기를 접하는 것

이 상담 이용편의에 관한 후기를 접하는 것보다 상담에 태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가 지각하는 시간적 거리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의 해석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김민혜, 2011; 김

성은, 2009)를 지지한다. 이는 시간적으로 의사결정 시점이 먼 경우에 의

사결정 사안의 추상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는 해석수준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는 또

한 상담 이용 시점을 멀게 지각한 잠재적 내담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상담을 홍보할 수 있는 주제는 상담 이용에 드는 비용, 상담실의 위치,

절차상의 편리함보다는 상담의 효과에 대한 것임을 시사한다.



- 36 -

2) 상담 이용 의도 변화

상담 후기의 구전효과의 측정지표 중 상담 이용 의도의 변화는 상담

효과 후기 집단과 상담 이용의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담 효과 후기를 접한 집단의 사전-사후 상담 이용

의도의 점수 차이가 상담 이용편의 후기를 접한 집단의 사전-사후 상담

이용 의도의 점수 차이보다는 컸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담의 효과에 관한 상담 후기를 접한 집단이

상담 이용편의에 관한 상담 후기를 접한 집단보다 높은 상담 이용 의도

를 보일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2>는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온라인 후기의 구전효과가 상담 이용 의도까지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온라인 후기가 구전 대

상의 구매 및 이용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선행연구(도선재, 2006)

의 결과와 일치하며, 온라인 구전이 구전 대상의 구매 및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주안나, 2011; 김혜성, 2008)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온라인 후기의 구전효과가 상담 이용 의도 변화에까지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원인에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상담이라는 서비스 자체의 특

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상담 요청 의도에 관한 선

행연구에서 상담 요청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된 상담

이용할 문제의 심각도 지각이 본 연구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

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이 문제를 심각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상담 요

청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장영임, 1998; 심영숙, 2000)

를 고려할 때 개인이 문제를 심각하다고 지각하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

질 경우에 잠재적 내담자의 보다 정확한 상담 이용 의도를 측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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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문제의

심각도 지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의 특성 상 일상

적으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다른 상품과는 차이가 있으며, 필요한 때에

한해 이용을 고려하게 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 이용

의도를 확인하는 문항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를 가정하도록 하였

으나, 하나의 문항을 읽는 동안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가정하고, 그 문제

에 대한 심각성을 지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상담에 대한 태도 변화 전략 수립 및 상담 연구에 다음과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이전까지 상담학 분야에서 잠재적 내담자들의 상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되어 온 ‘전문적 도움추

구태도’와는 다르게 변화 가능한 특성을 가진 상담에 대한 태도 연구를

시도하였고,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아닌 홍보대상으로 선정한 특

정 교내 상담센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전까지 상담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연구는 변화

하기 어려운 개인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

는 문수정(2011)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담에 대한 태도를 정의할

때, ‘태도’를 “특정 대상을 선호와 비선호의 정도로 평가함으로써 표현되

는 심리적 경향성(Eagly & Chaiken, 1993; 문수정, 2011에서 재인용)”으

로 정의하여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태도 정의는 상담 전

반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특정 상담의 형식(문수정, 2011)에 대한 태도

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담이 활성화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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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담센터의 홍보를 위하여 특정 상담자, 특정 상담 이론적 기반에 대

한 잠재적 내담자의 태도 차이, 각 홍보 전략이 특정 상담자 및 기관, 접

근 방식에 대해 갖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상담에 마케팅적 시각을 도입하여 상담에 대한 잠재적 내담자

들을 소비자로 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담이 어떻게 지각되는지를 소

비자가 전달할 수 있는 이용후기를 도구로 하여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

가 있다. 이는 상담에 마케팅의 시각을 도입하고, 잠재적 내담자를 소비

자로 본 연구(최성인, 김창대, 2010; 문수정, 2011)의 흐름을 이어나간 것

이다. 이러한 마케팅적 시각의 도입을 통해 상담서비스의 소비자인 내담

자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를 제작하여 잠재적 소비자에게 제공했

다는 점에서 상담에 소비자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담자에

관한 기존 상담학 분야의 연구가 상담 제공자인 상담자의 입장에서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구성된 ‘상담의 준비도’ 또는 ‘도움추구태도’에

관한 특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과 대비되는 접근이다.

셋째, 본 연구는 상담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

적인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담학

분야에서 마케팅적 시각을 도입한 선행연구(문수정, 2011)가 상담에 대한

태도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였으나, 주요 변인으로 가정

한 추천자의 유사성이 상담에 대한 태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상담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온라인 후

기 중 상담 효과에 관한 후기가 상담 이용편의에 관한 후기보다 상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밝힘으로써 상담

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한 효과적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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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의의 및 시사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면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대상자 선정은 온라인 구전의 구전효

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대상에 대한 사전지식의 수준이 미

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상담 이용 절차, 상담실의 위치 등을 구체적인 정

보로 제시하는 동시에 상담 후기 메시지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서울의 한 대학에 있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에 대한 태도 변화 및 의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및 다양한 상담 홍보 전략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

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 효과 후기와 상담 이용편의 후기 간의 구

전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석수준에 따라 나눈 후기의 주제 외

에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후기의 특성으로 연구된 후

기의 다른 특성들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온라인 후기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후기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온라인 후기의 구전효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는 후기에 달린 댓글의 수, 동영상 및 사

진의 유무, 후기 내용에 담긴 평가의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의

비율 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내담자 중 상담 이용에 대한 시간적 거

리를 멀게 지각하는 내담자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추후에 해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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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론에 따른 상담 후기의 효과를 보다 분명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담

이용 시점을 가깝게 지각하는 내담자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비교분석하

거나 시간적 거리를 시나리오로 조작하여 시간적 거리가 각기 다를 때

제시되는 정보의 해석수준의 차이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심각도 지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 이용

의도를 정확히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잠재적 내담

자들이 자신이 상담을 받을 상황이나 고민을 떠올리고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도 지각 외

에도 상담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변인을 연구에 포함

한다면 보다 정확한 상담 이용 의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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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상담 효과 후기 집단

설   문   지 

본 설문은 교내 상담 센터에서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설문지는 연구 기간이 끝난 후 안전하게 폐기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해진 답이 없으니 본인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지도교수: 김 계 현

연구자: 교육상담 석사수료 신예지
(yejishin@snu.ac.kr)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만      세)    

3.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대학원

4. 이전에 교내 상담센터 및 외부 상담센터에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상담’은 심리검사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외한 개인 상담만을 의미합니다.) 
  ① 경험 있음         ② 경험 없음         ⓷ 현재 상담 서비스 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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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문항은 4번 문항(상담 이용) “②경험 없음”에 응답한 분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전에 상담 서비스 이용에 대해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대인관계, 진로, 정서조절 등에서 문제를 겪을 시 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의향
이 있습니까?

①----------②----------③----------④----------⑤----------⑥
절대 신청 안 함 모르겠음 반드시 신청함

7.당신이 앞으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

0% 50% 100%

8. 당신이 앞으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언제쯤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
오랜 시간 후에 (언젠가) 빠른 시일 내에 (곧)

9. 당신은 교내에서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
전혀 알지 못한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0. 평소에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온라인 후기를 참고하는 
편입니까?

①----------②----------③----------④----------⑤----------⑥
거의 참고하지 않는다. 자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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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당신의 평소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11. 현재 교내 상담 센터에서 제공되는 심리상담 및 진로상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negative) 긍정적인(positive)
-5 -4 -3 -2 -1 0 1 2 3 4 5

해로운(harmful) 이로운(beneficial)
-5 -4 -3 -2 -1 0 1 2 3 4 5

나쁜(bad) 좋은(good)
-5 -4 -3 -2 -1 0 1 2 3 4 5

호감이 안 가는(unfavorable) 호감이 가는(favorable)
-5 -4 -3 -2 -1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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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은 이제 상담 이용 후기 세 편을 읽게 될 것입니다. 
각 후기는 서울대학교 교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작성해서 온라인상에 게시한 것입니다. 각각을 잘 읽고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기-1>

상담 전에는 고시를 준비하다가도 ‘혹시 실패해서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는 
건 아닐까?’하고 불안해질 때마다 전혀 관련 없는 취업을 준비하곤 했어요. 
그렇지만 원했던 방향이 아닌 것 같아 더 불안했었어요. 상담에서는 제가 
두려워했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
하는 연습을 반복했어요.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어요. 
그 과정에서 고시는 아니지만, 원래 하고 싶었던 분야의 전문가 커리어를 
걸을 수 있는 진로를 찾을 수 있었고, 이제 선택한 진로에 집중하고 있어요.

* 이 상담 후기는 다음 중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
상담 신청 과정 상담 이용 결과

①----------②----------③----------④----------⑤----------⑥
상담 비용, 절차, 장소  상담 효과, 가치, 이점

* 이 상담 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루하다 흥미롭다
-5 -4 -3 -2 -1 0 1 2 3 4 5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든다
-5 -4 -3 -2 1 0 1 2 3 4 5

무익하다 유익하다
-5 -4 -3 -2 -1 0 1 2 3 4 5

신뢰하기 어렵다 신뢰할 만하다
-5 -4 -3 -2 -1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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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기-2>

상담받기 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하고,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상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저를 싫어할까봐 제 행동과 말을 전부 
체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담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를 매 순간 고민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예전에 가정환경이 불
안정해지면서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는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을 차츰 알게 됐어요. 신경 쓸 일이 줄어 사람 만나기가 편해졌어
요. 그냥 ‘마음이 편해졌다’ 정도였는데 친구들이 ‘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 이 상담 후기는 다음 중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
상담 신청 과정 상담 이용 결과

①----------②----------③----------④----------⑤----------⑥
상담 비용, 절차, 장소 상담 효과, 가치, 이점

* 이 상담 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루하다 흥미롭다
-5 -4 -3 -2 -1 0 1 2 3 4 5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든다
-5 -4 -3 -2 1 0 1 2 3 4 5

무익하다 유익하다
-5 -4 -3 -2 -1 0 1 2 3 4 5  

신뢰하기 어렵다 신뢰할 만하다
-5 -4 -3 -2 -1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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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기-3>

혼자서 진로를 고민할 때에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답답해
졌다가 ‘어떻게든 되겠지’하고 넘기곤 했어요. 상담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제 
진로 방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상담에서 몇 가지 진로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면서, 제가 거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업을 기대하
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상적인 지위에 오른 사람도 한두 가지는 포기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몇 가지는 포기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고
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정했
어요.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는 진로 대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 이 상담 후기는 다음 중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
상담 신청 과정 상담 이용 결과

①----------②----------③----------④----------⑤----------⑥
상담 비용, 절차, 장소  상담 효과, 가치, 이점

* 이 상담 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루하다 흥미롭다
-5 -4 -3 -2 -1 0 1 2 3 4 5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든다
-5 -4 -3 -2 1 0 1 2 3 4 5

무익하다 유익하다
-5 -4 -3 -2 -1 0 1 2 3 4 5

신뢰하기 어렵다 신뢰할 만하다
-5 -4 -3 -2 -1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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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읽은 세 편의 후기 전반을 떠올리며, 답해주십시오.  

1. 교내에서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었다.

-5 -4 -3 -2 -1 0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정보가 부족함)

매우 그렇다
(정보가 충분함) 

2. 앞으로 대인관계, 진로선택, 정서조절 등의 문제로 상담 이용을 고려하게 될 경우,
내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지에 관한 선택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정보를 얻었다.

-5 -4 -3 -2 -1 0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정보가 부족함)

매우 그렇다
(정보가 충분함) 

3. (앞서 읽은 세 편의 후기에서) 소개된 교내 상담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negative) 긍정적인(positive)
-5 -4 -3 -2 -1 0 1 2 3 4 5

해로운(harmful) 이로운(beneficial)
-5 -4 -3 -2 -1 0 1 2 3 4 5

나쁜(bad) 좋은(good)
-5 -4 -3 -2 -1 0 1 2 3 4 5

호감이 안 가는(unfavorable) 호감이 가는(favorable)
-5 -4 -3 -2 -1 0 1 2 3 4 5

4. 향후 당신이 대인관계, 진로선택, 이성문제, 정서조절, 외로움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앞서 소개된 교내 상담센터에 상담서비스를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1 반드시 신청하겠다.
2 여건이 되면 신청할 것 같다.
3 신청하고 싶기는 한데 확실하진 않다. 
4 현재로서는 내키지 않지만, 잘 모르겠다.
5 신청하지 않을 것 같다.
6 결코 신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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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하십시오.

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화중에 누군가 상담에 대해 물어본다면,
앞서 읽은 상담후기 중 기억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주변 사람이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 
앞서 읽은 상담후기 중 기억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인터넷에서 상담센터를 추천해달라는 글을 읽으면,
앞서 읽은 상담후기 중 기억나는 것을 바탕으로
교내 상담센터에 관한 댓글을 달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상담후기에서 소개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볼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소개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추후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소개된 상담 서비스 이용을 고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지금까지의 응답을 떠올리면서 다음 문항에 답해주십시오.

1. 본 설문 내용의 이해도
①----------②----------③----------④----------⑤----------⑥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다.

2. 응답의 성실도 
①----------②----------③----------④----------⑤----------⑥

문항을 읽지 않고
응답했다. 

모든 문항에
성실히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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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각 문항에는 제시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a와 b중 각 문항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개인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문항 당 하나만 선택)

1. 목록 만들기
a. 조직화하기
b. 할 일 적기

2. 읽기
a. 인쇄물의 줄 따라 

내려가기
b. 지식을 얻기

3. 군대에 지원하기
a. 국가의 방어를 돕기
b. 군대에 자원하기

4. 세탁하기
a. 옷에서 냄새를 없애기
b. 옷을 세탁기에 넣기

5. 사과 수확하기
a. 먹을 것을 얻기
b. 나뭇가지에서 사과 따기

6. 나무 베기 
a. 도끼 휘두르기
b. 땔감 얻기

7. 카펫을 깔기 위해 방 크기 
측정하기
a. 리모델링 준비하기
b. 줄자 사용하기

8. 집 청소하기
a. 개인의 청결함 보여주기
b. 청소기로 방 청소하기

9. 방에 페인트를 칠하기
a. 붓으로 칠하기
b. 방을 새롭게 보이게 

하기
 

10. 임대료 지불하기
a. 살 공간을 유지하기
b. 지불금액 이체하기

11. 실내 화초 기르기
a. 식물에 물주기
b. 방을 멋있게 만들기

12. 문 잠그기
a. 열쇠로 자물쇠 걸기
b. 집을 보호하기

13. 투표하기
a.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b. 투표용지에 기표하기

14. 나무에 오르기
a. 좋은 경치 보기
b. 나뭇가지 붙잡기

15. 성격 테스트 기입하기
a. 질문에 응답하기
b.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밝

히기

16. 양치하기
a. 충치 예방하기
b. 입 안에서 칫솔을 좌우로 

움직이며 닦기

17. 시험보기
a. 질문에 답하기
b. 개인 지식수준 보여주기

18. 누군가와 인사하기
a. 인사말을 건네기
b. 친근함을 나타내기

19. 유혹을 물리치기
a. 거절하는 말을 하기
b. 도덕적인 용기 보여주기

20. 먹기
a. 영양분을 섭취하기
b. 씹고 삼키기

21. 정원 가꾸기
a. 식물 심기
b. 신선한 채소를 얻기

22. 자가용으로 여행하기
a. 지도를 보며 길 따라가기
b. 시골길 구경하기

23. 충치 치료하기
a. 치아를 보호하기
b. 치과에 찾아가기 

24. 아이에게 말하기
a. 아이에게 무언가 가르치기
b. 쉬운 단어를 사용하기

25. 초인종 누르기
a. 손가락 움직이기
b. 집에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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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상담 효과 후기 및 상담 이용편의 후기

[1] 상담 효과에 관한 상담 후기: 정서조절, 대인관계, 진로

(1) 정서조절

<상담 후기-1>

상담 전에는 고시를 준비하다가도 ‘혹시 실패해서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는 
건 아닐까?’하고 불안해질 때마다 전혀 관련 없는 취업을 준비하곤 했어요. 
그렇지만 원했던 방향이 아닌 것 같아 더 불안했었어요. 상담에서는 제가 
두려워했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
하는 연습을 반복했어요.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어요. 
그 과정에서 고시는 아니지만, 원래 하고 싶었던 분야의 전문가 커리어를 
걸을 수 있는 진로를 찾을 수 있었고, 이제 선택한 진로에 집중하고 있어요.

(2) 대인관계

<상담 후기-2>

상담받기 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하고,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많
이 받았어요. 상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저를 싫어할까봐 제 행동과 말을 
전부 체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담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
하면 어쩌지?’를 매 순간 고민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예전에 가정환
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는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을 차츰 알게 됐어요. 신경 쓸 일이 줄어 사람 만나기가 
편해졌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졌다’ 정도였는데, 친구들이 ‘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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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 선택

<상담 후기-3>

혼자서 진로를 고민할 때에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답
답해졌다가 ‘어떻게든 되겠지’하고 넘기곤 했어요. 상담에서는 매주 정기적
으로 제 진로 방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상담에서 몇 가지 
진로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면서, 제가 거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
는 직업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상적인 지위에 오른 사람
도 한두 가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몇 가지는 포기
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정했어요.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는 진로 대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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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이용편의에 관한 상담 후기: 비용, 절차, 접근성

(1) 비용

<상담 후기-1>

상담 한 번 받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내 책자를 보고 학교 내 상담
센터에서는 상담이 무료라는 것을 알고 신청했어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학생 신분에서 좋은 거니까요. 전에 인터넷에서 알아봤었는데, 다른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경우에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내야 한다고 해서 상담 받기가 망설여졌었거든요. 상담 받고 싶긴 했지만 
한 시간에 몇 만원씩 내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컸어요. 생각보다 비싸기도 
했고요. 때마침 학교에 있는 상담센터는 무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학교에서 무료로 받자’고 생각하고   
신청했어요.

(2) 절차

<상담 후기-2>

상담을 받고 싶긴 했는데, 상담을 신청하고서 상담 받기까지의 절차가 많이 
복잡할 것 같아서 망설였어요. 매번 가서 무슨 특별한 말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되기도 했고요. 절차를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상담센터에 갔어요. 
상담센터 데스크에 가서 ‘상담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안내를 해주었고, 안
내에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했어요. 컴퓨터로 정보를 
입력한 후에 상담자를 결정하기 위한 면담을 예약했어요. 상담자와는 일주
일에 한 번씩 상담하고, 한 시간씩 얘기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보통 
10번 정도를 받게 되고, 어떤 주제로 상담할지를 미리 정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 59 -

(3) 접근성

<상담 후기-3>

진로를 갑자기 바꾸려니까 너무 막막해서 외부의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교통비도 
들잖아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아 바쁜데 이동하는 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기엔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볼 일이 있어 어떤 건물에 갔다가 상담
이 있다는 배너를 봤어요. 전화로 물어보니 학관에도 있고, 경영대 앞에도 
있고, 인문대, 공대에도 있고, 기숙사에도 있다더라고요. ‘가까운 데서 받자’
고 생각해서 저는 경영대 앞 건물에 가서 신청했어요. 가깝고, 상담 시간을 
제가 원하는 시간으로 잡고서 공강에 상담센터에 들렀다가 수업 가면 되니 
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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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상담 후기 평정질문지

[1] 상담 효과에 관한 상담 후기용 평정질문지

1. 위 후기는 다음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
상담 신청 과정 상담 이용 결과

2. 위 후기는 다음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
상담 비용, 절차, 장소 상담 효과, 가치, 이점

3. 위 후기가 실제로 있을 법한 것인지를 6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①----------②----------③----------④----------⑤----------⑥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 상담 이용편의에 관한 상담 후기용 평정질문지

1. 위 후기는 다음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
상담 이용 결과 상담 신청 과정

2. 위 후기는 다음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
상담 효과, 가치, 이점 상담 비용, 절차, 장소

3. 위 후기가 실제로 있을 법한 것인지를 6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①----------②----------③----------④----------⑤----------⑥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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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online reviews

on the attitude towards counsel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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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online

reviews about counseling services. This analysis separates online

reviews into two different groups based on effectiveness and

convenience of using counseling services according to the Construal

Level Theory. Based on temporal distance, subjects selected for the

analysis were based on students that considered counseling services

in the distant future, not in the near future. The research process

involves the first group reading three reviews about the effectiveness

of using counseling service, while the second group receives three

reviews about the convenience of using counseling service.

The subjects for the first group included 62 university students to

test the effect of the reviews about effectiveness of using counseling

services. The three reviews included the effects of counsel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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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motional regul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decisions. On the other hand, 52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on

the second group of the reviews about convenience of using

counseling services. The three reviews for this group included cost,

process, and accessibility of using counseling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nalyzed by t-test, and ANCOVA.

As stated in the first hypothesis,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changed attitude on counseling service between the

group that read online reviews of effectiveness and the group that

received online reviews regarding the convenience of using counseling

service. However,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post test’s intention

of using counseling service was revealed between the effectiveness

reviews group and convenience reviews group as stated in the second

hypothesis.

In conclusion, online reviews about the effect of counseling service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counseling service.

Important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s well a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reviews about counseling, counseling marketing,

effect of counseling, attitude towards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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