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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상담자의 발달 수준과 이론적 지향이 상담 중 자기개방이라는 

상담기법을 사용하는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척도가 국내에

서는 존재하지 않아 해외에서 목적에 맞는 척도를 찾아 개발자에게 각각 

동의를 구하여 번안을 진행하였다. 번안한 척도는 총 2가지로, 하나는 상

담자의 자기개방에 대한 인식과 이론적 지향을 함께 다룬 척도였고, 다른 

하나는 상담자의 자기개방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는 척도였다. 이 두 가지

의 원어로 된 척도를, 선행연구를 통해 가장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척도 

번안 방법인 역번역의 과정을 포함해 번안을 진행하였다. 번안은 앞서 언

급한 역번역을 포함하여 총 4단계에 거쳐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를 포함하

여 총 4명의 상담 및 번역 전문가가 이 과정에 참여하였다. 번안을 마친 

척도는 SPSS를 통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신뢰도 계수가 적절하게 

나왔으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원하는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력 1년 미

만의 초심상담자부터 15년 이상 상담 경력을 쌓아온 숙련된 상담자까지 

총 상담자 107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이 중 상담 경력을 기재하지 않

은 한 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총 106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인구배경학적 질문지, 자기개방 태도 설문지, 상담자 자기개방 설문지, 상

담자 발달 척도로 총 4개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4개의 설문지 중에서 

상담자 발달 척도로 자신의 발달 수준을 체크하였으며, 이 응답의 타당도

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담자들이 응답한 상담 관련 경험 경력과 개인 상담 

경력과의 상관을 분석하였고, 모든 영역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상담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자기개방 사용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첫 번째 연구문제를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진

행하였다. 분석 결과, 상담자 발달 수준은 상담 중 상담자가하는 자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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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특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로, 상담자가 느끼는 상담 중 

사용하는 자기개방 빈도가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두 번째로, 상

담자가 느끼는 자기개방의 효과가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이었

다. 세 번째로, 상담자 발달 수준에 따라 자기개방을 하는 데에 차이가 

있었다. 차이가 있었던 하위 영역은 총 세 가지로 ‘개인적 감정’, ‘성 

관련 이슈’, ‘전문적 이슈’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한 

자기개방은 상담자의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하였다. 상담자의 이

론적 지향점에 따라 자기개방 사용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두 번째 

연구문제를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한 결과를 위해 일원분산

분석(ANOVA)을 시행하였다.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점과 사용빈도에 대

한 인지, 긍정적 지각, 자기개방 내용까지 어떤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결

과가 나오지 않았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연구자가 세운 

연구문제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숙련된 상담자만 포함하여 다

시 검증해보았으며, 인본주의 이론을 영가설로 설정하여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하였다. 다음 분석들의 결과에 대해 연구자가 예상한 이유는 결론 

및 논의에서 다루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담자가 상담 안에서 사용하는 자기개방은 상담자

의 발달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발달 수준에서 차이

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기개방이라는 상담 기법을 상담

자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으므로 상담자 교육과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상담자 발달, 이론적 지향, 자기개방, 상담자 변인, 상담기법  

학  번: 2016-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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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Freud(1915)는 상담에 대해 설명하며,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빈 

스크린(blank screen)으로서 작용해야하며 심리 치료의 3원칙으로, ‘익

명성’, ‘침착’, ‘절제’를 주장할 만큼 상담자의 수동적인 모습을 강

조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상담을 바라보는 관점은 상담자와 내담자

가 상담 관계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바뀌었다. 상담의 정의는 매

우 다양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

와 대면관계에서 생활과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

면에서 인간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노력하는 학습과정이다.’라는 이

장호(1989)의 정의가 일반적이다. 권석만(2015)은 상담 장면에서 상담

자의 역할에 대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적 수단, 특히 언어를 매개로 한 인지적, 정서

적, 행동적 수단을 사용하여 내담자와 상호작용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이렇듯 상담자의 역할을 보는 관점에 변화에 따라 최근 상담학 연구에서

는 상담 내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김계현, 1995)와 더불어 상담에 영향

을 주는 상담자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담자 요

인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에서 상담이 시작한 이래로 최근까지 상담에 대

한 연구와 함께 꾸준하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kovholt, 2001; 조수

연, 권경인, 2011, 구승영, 2013; 고형은, 2017 등). 

상담연구에서 상담자 요인에 관련된 연구는 상담 연구 초기부터 이루어

졌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2007)은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단

순한 만남이 아닌,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관계적 역동이며, 따라서 상담

자 전문성에 대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에도 

Weatherford 등(2016)은 상담자가 상담의 도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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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자질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상담 안에서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하는 등 상담 연구에서 상담자 요인은 꾸준히 중요성이 강조되어왔

다. 국내의 연구를 참고하더라도 상담자의 성격 요인이 상담 중 작업동맹

에 영향을 주며, 상담자의 발달과도 연관을 갖는다고 하였다(조재현, 

2015). 이 외에 상담자 발달과 관련하여 정문주(2016)의 상담자 발달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를 하였으며, 상담자 발달 요인과 관련 요인과

의 상관관계 크기를 밝혔다. 결과에서 세 개의 요인(상담자 요인,  상담

자와 내담자의 관계, 상담자 교육)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 이 중에서 상담자 요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상담자 교육 순

으로 크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상담자 발달에 있어서도 상담자 요인이 세 

요인 중 상담자 요인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담자 발달

뿐만 아니라 상담의 실제에서도 상담자의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

하게 다루어져왔다. 상담자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개입하는지는 내담자

의 변화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김창대, 2009), 상담관계에서 상담

자의 인성과 전문적 자질 및 역할은 효과적인 상담 진행과 내담자의 긍정

적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상담이론이나 기법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백미현, 2012). 이처럼 효과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강력한 주체가 상담자 본인이며(Skovholt, 2001), 상담자의 활기와 현실

을 적시하는 능력이 상담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말도 있

을 만큼(Corey, 2002), 상담과정 내 상담자의 변인에 대한 연구는 지속

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담자 요인에 대한 연구 중 상담 

중 상담자가 사용하는 상담기법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문주

(2016)의 상담자 발달과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에서, 상담자 발달하위요

인과 전체 관련변인 간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상담대화기술’, ‘인간적, 윤리적 태

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 중 상담대화기술은 효과크기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 결과는 상담자가 발달을 하며 상담대화기술이 

발달하긴 하지만, 다른 하위 요인에 비해 숙련된 상담자도 ‘상담대화기

술’의 측면에서 다른 요소에 만큼 발달을 이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

기서 말하는 상담대화기술은 상담 내에서 상담자가 하는 말이므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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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적이고 기능적인 상담자 발달

을 위해서 상담 기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더 이루어져야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룰 자기개방은 상담기법 중 하나로써,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의 정보를 타인이 알아챌 수 있도록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자기개방

은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상호 호감의 상승과 상대방의 자기개방을 유

도하는 역할을 하며(Worthy Morgan., Gary Albert L, Kahn Gay M, 

1969), 과거 상담 연구에서 상담 장면에서의 자기개방은 내담자의 말을 

듣고 상담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 느껴지는 감정 같은 사적인 이

야기를 내담자에게 말함으로써, 그 내용이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함께 나누는 상담기법으로 논의되어왔다(Hoffman, 1977; 김종희, 

1980). 이와 관련하여 상담관계 안에서 상담자가 먼저 내담자가 해야 하

는 행동들을 자신의 것처럼 암묵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내담자의 자기개방

을 강화시켜 상담에 도움이 된다(Heller, 1968)는 연구도 있었으며, 상

담과정 중 상담자의 자기개방은 내담자가 느끼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유사

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상담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Edwards, Caria 

E., 1994)는 것도 밝혀졌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자기개방의 상담 장면에

서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누적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이미연(1995)은 

자기개방을 꺼리는 내담자의 자기개방을 돕는 중요한 요소는 상담자의 자

기개방이라고도 밝힌 바가 있다. 이외에도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의 자기

개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Hill, Knox, 2002). 

이에 관련된 다른 국내 연구에 따르면, 상담자가 자기개방을 했을 때는 

하지 않았을 때보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오정혜, 

1995), 해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국내에서도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의 자

기개방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이장호, 1982). 상담 장면이 아니어도 

상담자의 자기개방은 상담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초심상담자의 자기개방이 내담자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밝혀짐으로써, 초심상담자의 상담자로서의 발달을 위해 상

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진솔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슈퍼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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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이신영, 2017). 이렇듯 상담과정 중 자기개방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는 상담 안에서 자기개

방을 1∼4%의 범위 정도만 사용할 뿐, 다른 상담기법에 비해 많이 사용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Hill & O’Brien, 1999). 이는 상담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자기개방의 상담기법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매

우 적은 수치다. 따라서 자기개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겠다. 

자기개방에 대한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은 자기개방을 할 때도 다른 상담

기법과 같이 사용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자기개방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으로, 첫째, 상담자의 

자기개방은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한다. Tillman(1998)은 상담자

의 자기개방을 그 자체로서 원하는 내담자가 있는 반면, 어떤 내담자들은 

상담자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서 상담자의 자기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어떤 내담자들은 자기만족을 위해 상담자의 자기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보면, 특정 내담자와 상담할 

때, 무조건적인 자기 개방보다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담자 반응을 보이

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상담자는 자기개방을 할 

때 자기개방 유형의 선택을 알맞게 해야 한다. 상담자의 자기개방에 내담

자가 느끼는 공감과 정서적인 교감은 상담 내에서 내담자가 정보를 요구

하는지, 협력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친

밀감과 높은 연관이 있다(Mulcahy, 1998). 이런 선행 연구에 따라서 상

담자는 내담자의 요구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유형의 

자기개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담자 요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담자가 따르는 이론적 지향

점과 관련하여 상담자 요인이 자기개방에 미치는 연구가 해외에는 이미 

존재해왔다(Simon, 1988; Joseph 2007). 그러나 해외에서도 아직 정확

한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로 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는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선행연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상담 중 상

담자가 하는 자기개방에 미치는 상담자의 영향을 살피면, Barnett(2011)

는 상담자와 내담자 변인을 포함한 맥락 요인들이 자기개방의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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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중 상담자 변인은 이론적 성향과 치료 접

근법, 개인사, 개인의 선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자기개방의 유형이 다양

한 만큼 상담자 변인에 따라 다른 유형의 자기개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정신역동에서는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역전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개방을 금기시 하였으나(Basescu, 1990; 

Kaslow, Cooper, & Linsenberg, 1979), 인본주의적, 실존적, 절충적 

접근에서는 더 자유롭게 자신을 개방하며 내담자와 상담자의 인간적이고 

진실한 만남의 방식으로 상담자의 자기개방을 보았다(Simon, 1988). 이

처럼 상담자가 선택하고 지향하는 이론적 접근에 따라 자기개방에 대한 

인식과 사용이 다르다는 것을 앞선 이론과 연구를 따라 예상해볼 수 있

다. 따라서 상담자 경력이 자기개방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상

담자의 이론적 지향에 관한 영향을 간과하지 않도록 함께 고려하여 측정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국내외의 연구에서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점이 상

담 과정에서 제대로 드러나려면, 일정 수준의 경험이나 발달이 필요하다

는 결과를 도출했다. 오정희(2007)는 상담이론을 처음 접한 초심상담자

의 경우 상담과 이론의 괴리를 종종 느끼며, 이론과 실제를 연결할 수 있

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론적 지향점을 갖는다고 하여

도,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는 상담자의 발달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는 국외의 연구도 존재한다(Mark D. Mason,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담자의 자기개방 사용과 발달의 관계를 밝힌 뒤, 이와 더불어 

이론적 지향점과의 관계도 함께 살피는 것은 자기개방이라는 상담기법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 

자기개방을 고찰하고 규명했던 국내외의 다양한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기개방에 관한 연구 중 상담관계에서 중요한 상담자 변인에 대한 연구

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자기개방이라는 기법에 대한 중요성과 실효

성 역시 가려져있는 실정이다. 자기개방을 다룬 국내의 상담과정 연구는 

대부분 개인상담이 아닌 집단상담 장면(이숙미, 2015)에 대한 연구에 한

정되어있으며, 개인상담 장면에서는 상담 안에서 내담자가 인식하는 자기

개방(조병주, 2011)과 상담 중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관련된 연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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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2006; 김현영, 2013; 주영아, 2014), 그리고 상담 중 상담자가 사

용하는 자기개방이라는 기법의 치료적 효과(김수현, 이장호, 1988)에 초

점이 맞춰져있었다(Worthy, M., 1969; McCarthy & Betz, 1978). 자

기개방의 중요성과 주의할 점에 관련된 연구를 보아 효과적인 상담을 위

해 상담자의 변인과 관련하여 상담자가 자기개방을 더욱 안정적이고 섬세

하게 할 수 있도록 더 확장된 자기개방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기개방은 상담자가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인 만큼 자기개

방을 하는 주체의 변인과 자기개방 행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상담자의 자기개방에 대해 상담자에게 초점을 맞춘 척도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Susan S. Hendrick, 1988; 

Knox & Hill, 2003; Joseph Bianco, 2007 등).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

구가 이루어진 까닭은 앞서 언급했듯, 상담기법으로서의 자기개방의 효과

가 밝혀짐에 따라 상담 중에 행해지는 자기개방이 상담 과정에 있어서 기

본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해야할 주제이며 그 주체가 상담자이기 때문일 것

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상담자에게 초점을 맞춘 자기개방 척도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담자 중심의 연

구와 수퍼비전 장면에서의 연구로 국한되어있는 실정이다. 상담자에 초점

을 맞춘 척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개방에 대한 연구

의 발전이 더뎌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담자 발달에 ‘상담

자 변인’의 ‘상담대화기술’ 연구가 다른 요인 연구에 대한 연구보다 

더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에 상담자 변인으로서의 자기개방 척도를 

번안하여 그 영향을 밝히는 것은 상담자의 발달과 실제로서의 상담 연구

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상담자의 발달 수준과 이론적 지향이 

상담 중 자기개방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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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상담자가 상담 중에 자기개방

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와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

고자 하였다. 또한 상담자가 갖고 있는 이론적 지향에 따라 자기개방 사

용에 대한 지각이나 개방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피고자 하였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상담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자기개방 사용에 차이가 있을 것

인가?

    [연구문제 1-1]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자기개방에 

대한 사용 빈도를 높게 인지할 것인가? 

    [연구문제 1-2]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개방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높을 것인가?

    [연구문제 1-3] 상담자 발달 수준에 따라 자기개방에 대한 사용 빈

도에 대한 지각과 긍정적 지각에 차이가 있다면, 자기

개방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에 따라 자기개방에 대한 사용 빈도, 

긍정적 지각, 자기개방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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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자기개방

상담자가 상담 중에 사용하는 자기개방에 대해서 상담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로‘상담자에 의해 내담자에게 언어로써 주어지는 개인적인 노

출’(Duke & Murdock, 1992)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담 연

구에서 이런 좁은 의미의 정의 외에도 비언어적인 영역의 노출까지 자기

개방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Zur(2009)은 자기개방의 

유형을 총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것은 의도적 자기개방, 불가

피한 자기개방, 그리고 우발적 또는 비의도적 자기개방이다. 의도적 자기

개방은 언어적 자기개방과 비언어적 자기개방으로 다시 한 번 나뉜다. 언

어적인 의도적 자기개방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담자 본인의 개인적 경

험, 역사, 감정, 성적 지향성, 나이 등을 언어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비

언어적인 의도적 자기개방은 상담자가 언어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이 아

닌,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자신에 대해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본인의 가족사진, SNS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업로드 하는 것 등이 있

다. 불가피한 자기개방은 상담실에 있는 십자가상, 혹은 묵주, 염주, 결혼

반지 등을 착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유형

으로, 개인적 외양이나 의상의 선택에 의해 노출되는 자기개방을 말한다. 

상담자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념을 이런 자기개방을 통해 내담자에게 공

개하거나 혹은 공유할 수 있다. 우발적 자기개방이란 상담과정 중의 내담

자의 표현이나 행동에 대한 상담자 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자기개방으로, 

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의도한 중립성을 낮추고 작업동맹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담과정 중 이혼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린 내담자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의 외에도 언어화된 상담자의 자기개방만을 총 7가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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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나누어 정의한 학자도 있었다.  Knox & Hill(2003)은 상담과정 

중 상담자의 자기개방 유형을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 유형을 예

와 함께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담자의 삶이나 직업과 관련하

여 전문 수련에 대한 전기적 사실(“저는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이

고, 처음에는 대학생들을 상담했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가 본인의 경

험을 감정적 단어를 포함하여 묘사하는 것(“당신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저는 그 일이 어떻게 돌아올지 몰랐기 때문에 두렵게 느껴졌습니

다.”). 세 번째, 상담자가 과거 경험을 통해 자신을 사례개념화 하게 된 

통찰(“남자 동료와 당신이 겪었던 비슷한 갈등을 겪었을 때, 저는 저의 

아버지처럼 그가 저를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일을 그만 둔다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정한 주제의 문제를 다루면서 

상담자가 효과를 보았던 전략 (“제가 당신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일

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준비해놓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정

보를 모아두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상담 장면

에서, 상담자의 경험을 통해 느낀 내담자의 입장에 대한 인정과 타당화

(“제가 저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역시 그 시간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

에 당신의 불안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담자가 삶에서 

겪은 사례를 통해 내담자의 사고나 행동에 대한 직면(“당신이 알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저의 결혼생활

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

니다.”). 일곱 번째, 내담자에게, 또는 상담 관계나 과정에 대해서 상담

자가 순간적으로 떠올린 사고나 느낌(“당신이 방금 가족관계가 차갑다고 

말하는 동안, 저는 당신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소외되는 것처럼 느꼈습니

다. 제가 느꼈던 감정이 당신이 가족에게서 느끼는 것과 같은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개방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분류하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을 때, 자기개방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

며 학자와 연구에 따라 그 다양한 유형을 참고하여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는 자기개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

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기법으로서의 자기개방에 대해서는, 상담자는 다

양한 유형의 상담자의 자기개방 중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유형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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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을 써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

의 발달과 이론적 지향에 따른 자기개방의 영향성을 보기 때문에 연구 결

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도적 자기개방 중 언어적인 자기개방

만을 사용하였으며, Knox와 Hill이 정의한 모든 자기개방을 포함하여 안

내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방의 사용 빈도와 자기개방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측정하여 상담자 발달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기개방

을 사용하는 빈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척도 

중 ‘일반적으로, 당신은 자기개방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라는 7점 

척도의 문항을 이용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자기개방 사용의 정도를 자기

보고식 측정하였다. 또한 긍정적 지각 역시 척도 중 ‘일반적으로, 내담

자에게 한 자기개방이 상담과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문항

을 통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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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발달 

상담자는 Erickson(1963)의 발달 이론과 같이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을 이룩한다. Fleming(1953)의 상담자 발달 연구를 필두로 후대의 

연구자들은 상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에 따라 상담자의 발

달 과정을 몇 단계, 혹은 몇 수준으로 나누었다. 특히 Hogan(1964)의 

연구를 토대로 수퍼비전 영역에서 많은 모형이 만들어졌으며

(Soltenberg, 1981; Blocher, 1983; 김계현, 1992a, 1992b), 이러한 

모형과 선행 연구에 따르면 상담자는 상담 경력을 쌓으며 인성적, 전문적 

발달과정을 보인다(심흥섭, 이영희, 1998). 특히 국내에서 상담자 발달에 

대한 연구는 김계현(1992)이 상담자 발달이론에 Acker와 

Holloway(1986)의 모형을 수정 및 결합하여 개발한 “상담자 교육 발

달단계”모형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심흥섭(1998)

은 외국의 선행연구와 국내 수퍼바이저의 면담 분석에서 나온 내용을 개

념적 틀로 삼았고, 상담자의 알아차림과 수퍼바이저의 사례평가를 바탕으

로 다섯 가지 준거기념을 밝혔다. 이 준거개념은 순서대로 상담대화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인간적·윤리적 태도로 구성되어있다.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는 수퍼비전 장면에서 수퍼바이저가 상담자들을 지

도할 때 어떤 내용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며 한국 

상담자들의 발달적 차이를 측정하여 발달수준을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상담자는 훈련과 실제의 경험을 통해 인지, 정서, 행동의 내적 

교류와 내담자에 대한 알아차림, 개입방법 등을 발전시킨다(임고운, 김지

현, 2008). 상담자 발달 모형 연구의 공통점은 상담자 발달 과정은 연속

적이면서 위계적인 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는 Hogan(1964)의 설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 발달과정을 특성에 따라 단

계나 수준으로 나누어 기술하는 여러 모형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나 

수련을 받는 상담자는 발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본다는 것을 전제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는 발달수준에 따라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고 가

정하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의미로(김진숙, 2001; 심흥섭, 1998),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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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왔다. 한편, 상담자의 발달 수준을 나

누기 위한 기준 중 경력으로 나눈 연구 역시 많이 이루어져왔다(손은정, 

2001; 조재현, 2015; 조수연 & 권경인, 2011). 상담자 발달 연구와 관

련하여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를 비교한 연구를 살피면, 상담자의 경력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실력  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인 

자기효능감까지도 높아진다(홍수현, 최해림, 2001). 같은 맥락에서 초심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자신과 내담자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숙련

상담자에 비해 부족하고 상담 회기 중에 내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보

다는 자신의 상담자로서의 역할수행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Hale & Stoltenberg, 1988). 또한 상담자가 전문상담자로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정서처리 미숙을 경험하며(손은정, 이혜성, 2002), 상

담자의 경력에 따라 정서지능에 차이도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Easton, Martin, & Wilson, 2008). 또한 상담자의 발달수준이 높아질

수록 상담자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아지기도 한다(이수림, 조성호, 2010). 

선행연구를 통해 상담자가 지속적인 수련과정과 경력을 쌓는다면, 그 과

정에서 발달을 이룩하여 상담 기법 등, 상담자로서 갖춰야 할 인성 및 역

량의 단계와 수준이 향상될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Simon(1988)은 상담경력과 상담자 자기개방의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경

험이 많은 상담자가 초심상담자에 비해 자기개방을 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초심상담자의 자기개방은 상담기법의 목적인 내

담자를 돕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의 불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는 결과를 밝힌 적이 있다. 또한 국내에선 초심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자

기개방 연구(이신영, 2017) 외엔 상담자 발달 혹은 경력과 관련하여 자

기개방에 관련된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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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이론적 지향

상담자 이론적 지향이란 상담자가 이전에 연구된 이론을 베이스로 삼아 

상담과정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상담에서 상담이론은 상담의 고

유 영역 중 매우 기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상담이론은 복잡한 인간

행동과 문제행동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의 틀을 마련해 주며 이러한 

이론적 도움 없이 인간발달과 문제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홍

강의, 1993). 상담자는 상담에서 단순히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와 해결

되지 않은 감정을 다시 보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효율적

으로 다루도록 개입한다. 따라서 상담자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개입하

는가는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 즉 상담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김창대, 2009). 이와 관련하여 이성철(2011)은 내담자의 심리적 기능

과 더불어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점이 상담자 평가와 상담회기 평가에 영

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상담의 성과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느

끼는 상담자와 상담자체에도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성이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이론은 독특한 인간관을 가지며, 그 이론만의 주요 

개념이 있고 어떻게 상담을 하는가에 대한 과정 및 기법에 대한 고유 영

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계현, 2003). 이 외에도 상담자

의 이론적 지향이 상담자의 행동이나 성향과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rant(1989)의 연구에서 상담자의 이론적 배경이 행동주의일 

경우 상담자의 MBTI 유형이 감각(S), 사고 (T) 그리고 판단(J)형일 가

능성이 높고, 실존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상담자나 게슈탈트적 접근을 취

하는 상담자들은 직관적(N), 인식적(P) 유형일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상담자의 성격적 특성이 상담자의 상담과정에서 이론적 지향 

선택에 영향을 줌으로써 상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의 변인에 관한 연구 중 특히 상담 기법 유형 선택의 관한 연구를 

할 때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방과 이론적 지향점을 함께 봤던 Joseph(2007)의 

연구에서 개발하고 측정한 척도에 따라 정신 역동적 접근, 인지/행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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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인간 중심적 접근, 가족/체계이론 등으로 이론적 지향점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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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짧게라도 개인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로 선정하

였다. 상담자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개방 사용의 특징을 연구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 모집을 할 때 경력이 최대한 넓은 스펙트럼을 포함

할 수 있도록 모집하려 하였으며, 또한 특정 기간의 경력에 치우치지 않

게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모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지로 00명, 오프라인 설문지로 16명이 모집되었다. 

온라인으로 모집할 때는, 연구의 목적과 함께 자기개방에 대한 정의를 읽

도록 미리 안내하였다. 기간은 4월부터 6월 초까지 약 1개월 간 연구 참

여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참여를 할 때 소정의 답례품을 감사의 의미로 

증정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지는 4월 한국상담학회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

서 설문 참여를 부탁하여 참여에 동의한 16명의 상담자에게 응답을 수집

하였다. 이때 역시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심흥섭(1998)의 상담자 발달 척도로 발달정도를 측정

하였으나, 경력에 따른 상담자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한 번 

더 그들의 발달 정도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경력을 기입하도록 하였

다.

총 107명의 상담자에 대한 인구학적 배경은 다음 <표 1>에 제시되어있

다. 연령, 상담 경험 경력(개인 상담, 집단 상담, 접수 면접 등을 모두 포

함하는 경험), 개인 상담 경력의 평균은 각각 34.36, 63.68, 55.37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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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Valid Percent

성별 여 90 84.1

남 17 15.9

연령(세) 20-29 42 39.3

30-39 36 33.6

40-49 21 19.6

50-59 8 7.5

학력 학사 1 0.9

석사 과정 20 18.7

석사 수료 및 석사 59 55.1

박사 과정 7 6.5

박사 수료 및 박사 20 18.7

상담 관련 경험 경력 (개월) 1-30 32 29.9

31-60 31 28.9

61-90 19 17.8

91-150 17 15.9

151- 7 6.5

무응답 1 0.9

개인상담 경력 (개월) 1-30 42 39.2

31-60 26 24.2

61-90 19 17.7

91-150 14 13.1

151- 5 4.7

무응답 1 0.9

근무 기관 기업 4 3.7

대학 상담센터 58 54.2

사설 상담소 8 7.5

청소년 상담센터 9 8.4

초, 중, 고등학교 7 6.5

기타 8 7.4

< 표 1 > 상담사의 인구학적 배경(N=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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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13 12.1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론 실존/인본주의 32 29.9

인지/행동 31 29.0

정신역동/정신 분석 39 36.4

가족/체계이론 2 1.9

기타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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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1. 인구학적 배경 질문지

본 연구에 사용된 인구학적 배경 질문지는 연구에 참여하는 상담자의 인

구학적 배경과 상담과 관련된 모든 경험 및 개인 상담 경력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된 질문지이다. 연구의 독립변인인 상담자 발달의 타당성을 확

보하기 위한 상담 경력과 그 외 상담자로서 가진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

기 위해 자기보고식 검사인 상담자의 인구학적 배경 질문지를 실시하였으

며, 질문지의 문항으로는 연령, 자격증 소지 여부, 상담 관련 경험 경력, 

개인상담 경력, 근무 기관 등이 있다. 

2. 상담자 자기개방 태도 설문지

자기개방에 관련된 첫 번째 측정 도구는 Joseph Anthony Bianco가 

2007년에 박사학위논문으로 저술한 연구에서 제작된 척도를 연구자의 동

의하에 인용 및 번역하였다. 당시 Joseph이 저술한 학위 논문은 

‘Therapists’ Willingness to Self-Disclose as a Function of 

Theoretical Orientation and Client Diagnosis’라는 제목으로, 상담자

의 이론적 지향점과 내담자의 진단명이 상담자에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한 논문이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자기개방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Survey of Therapists’ Attitudes’ 라는 척도를 

번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 시나리오 영역을 빼고 

섹션 A와 C를 선정하여 번역하였다. 섹션 A에는 상담자가 갖고 있는 이

론적 지향점에 대해 묻는 영역으로, 정신역동/정신 분석, 인지/행동, 실존/

인본주의, 가족/체계이론, 여성주의로 구성되어있는 이론적 지향점 5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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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항 중 가장 영향을 준 이론 하나를 고르는 문항과 관계적/상호주

관적 정신분석, 인지 심리학, 행동 심리학, 게슈탈트, 다문화 등 더 많은 

이론을 포함하여 각각 얼마큼 영향을 주었는지 표기하는 문항으로 구성되

어있다. 섹션 C는 자기개방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

으로 구성되어있다.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개방에 대한 본인의 

경향성을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상담자가 느끼기에 자기

개방을 얼마나 하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 더 하거

나 덜 했는지 등을 묻는다. 본 척도는 해외에서 개발된 문항을 번안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섹션이 나누어져있고, 개별 문항 간 동질성이 떨어지므

로 섹션 C의 전체 열두 개의 문항에 대한 Cronbach's a 계수를 구하였

으며, 그 수치는 .857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3. 상담자 자기개방 설문지

두 번째 척도는 Susan S. Hendrick이 1988년에 저술한 연구에서 제작

된 척도를 역시 연구자의 동의하에 인용하였다. 'Counselor 

Self-Disclosure' 이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상담자가 자기개방을 할 때 

어떤 내용의 자기개방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Counselor Disclosure 

Scale' 이라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는 문항에 따라 ‘하지 않음

(0%)’, ‘드물게(25%)’, ‘종종(50%)’, ‘자주(75%)’, ‘언제나

(100%)’까지 총 5개의 범위가 빈도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척도에 포함

된 문항 중에 배우자, 자녀 등에 관한 자기개방을 묻는 문항이 있기 때문

에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담자가 표기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 없음’

이라는 응답도 포함되어있다. 해당 척도는 총 6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영역은 4문항에서 8문항 정도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1. 대

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 2. 개인적 감정(Personal 

Feelings) 3. 성 관련 이슈(Sexual Issues) 4. 전문적 이슈

(Professional Issues) 5. 성공/실패(Success/Failure) 6.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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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s)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각 하위영역에 대한 빈도를 나타

내는 척도이므로, 내용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서 하위요인의 총합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척도 역시 해외에서 개발된 문항을 번안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해당 

척도도 신뢰도 검증을 하였으며, 내용에 크게 이질성이 없었으므로 모든 

문항과 더불어 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했다. 각각의 

Cronbach's α 계수는 다음 <표 2>에 나타내었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37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나머지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도도 

신뢰성 있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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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s a)

전체 문항 31 1~31 .937

대인관계 5 1, 2, 3, 4, 5 .781

개인적 감정 8 6, 7, 8, 9, 10, 11, 12, 13 .892

성적인 이슈 5 14, 15, 16, 17, 18 .676

전문적 이슈 5 19, 20, 21, 22, 23 .675

성공/실패 4 24, 25, 26, 27 .937

태도 4 28, 29, 30, 31 .758

< 표 2 > 상담자 자기개방 설문지 Cronbach's α 계수

4.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aire, KCLQ)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는 최근까지도 여러 상담자 발달 관련 연구(윤성

휘, 홍지영, 2017; 이나은, 2017)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흥섭의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를 선택하였다. 본 척도는 심흥섭(1998)이 국내의 상담자 

발달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로, 한국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Korean Counselor Level를 사용하였다 Questionnaire; 

KCLQ)로 알려져 있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5개다. 첫 번째로 상담자

가 상담을 이끌어 가는데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 기술인 ‘상담대화기술’

영역이 10문항, 두 번째로 내담자의 호소문제 및 상담을 받고자하는 목

적 파악하는 ‘사례이해’ 영역이 11문항, 세 번째로 내담자의 말을 내

용 뿐 아니라 의미까지 이해하는 ‘알아차리기’영역이 9문항, 네 번째로 

사례이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상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내담자와 합의하

는‘상담계획’영역이 11문항, 마지막으로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

하고 사랑하며 수용하는 ‘인간적·윤리적 태도’영역이 9문항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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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s a)

상담대화기술 10 1, 12, 20, 22, 25, 28, 29, 37, 42, 44 .88

사례이해 11
4, 7, 10, 14, 15, 18, 23, 

38, 41, 49, 50
.90

알아차리기 9 5, 6, 9, 13, 19, 33, 35, 43, 48 .72

상담계획 11
2, 16, 24, 26, 30, 31, 

32, 34, 40, 45, 46
.88

인간적,

윤리적 태도
9 3, 8, 11, 17, 21, 27, 36, 39, 47 .66

상담자 발달수준, 총 50문항

50문항이다. 척도는 Likert형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상당히 일치

하지 않는다’부터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다소 일치한다.’ ‘상당

히 일치한다’순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응답을 점수로 변환하여 합이 높

을수록 상담자의 발달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심흥섭(1998)의 연구에서 

문한 간 신뢰도를 보기 위해 측정한 전체문항의 Cronbach's α계수는 

.97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의 신뢰도 역시 신뢰로운 수준으로 나왔다.  

< 표 3 >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 Cronbach's 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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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

본 연구는 상담자 변인으로서의 자기개방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

하였다. 상담자 변인 중에서도 상담자의 발달 수준과 이론적 지향점이 상

담 중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맞은 

척도를 통해 상담자 발달과 이론적 지향점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해야 하지만,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척도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으므

로 해외에서 적절한 척도를 찾아 번안하였다. 번안 과정은 해외에서 이미 

타당화과 진행된 척도의 개발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와 같은 변

인을 측정한 척도를 찾아 이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연구자에게 이메일로 

동의를 구한 뒤 시작하였다.

번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아영(2003)의 연구에 따르면 원문 척도를 번

역 및 타당화를 하는 과정에서 역번역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번안의 타

당도를 높이는 것에 가장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간에 역

번역 과정을 포함하여 각 단계에 한 명씩 총 3명의 전문가와 4단계에 거

쳐 척도 번역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대해 기술하면, 첫 번째로 연구자

가 직접 원척도를 번역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자가 번역한 척도를 다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역번역을 하였다. 2단계에서 역번역을 한 전문가는 

현재 꾸준히 상담 전문가로서 상담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며, 번역을 

포함한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는 이를 섭외하였다. 관련 학위로, 학사는 

영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교육학과 상담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소지

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역번역을 마친 뒤 세 번째 절차로, 원문과 

1단계에서 번안한 척도, 그리고 역번역을 한 척도를 갖고 연구자와 2단

계의 전문가가 아닌 다른 전문가 1인과 논의하여 한국어로 번안된 척도

의 최종안에 대한 회의를 거쳤다. 전문가 1인은 역시 상담 전문가로서 상

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번역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교육학과 상담

전공 박사 과정생 1인이다. 이 전문가는 석사학위를 미국에서 취득하였으

며, 가족치료 전공이었다. 마지막 단계로, 세 번째 단계에서 논의를 거쳐 

나온 척도의 최종안을 현재 교육학과의 상담전공 교수로 활동하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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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상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럼 1>과 같다.

< 그림 1 > 번안의 4단계 절차

위와 같은 번역과정을 거쳐 완성된 최종 설문지는 똑같은 양식과 내용을 

담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버전으로 작성되었다. 온라인으로는 Google 설

문지 포맷을 이용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설문지 참여의 방

법을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 안내문에는 자기개방에 

관련된 정의와 설명도 추가되어있었으며, 이를 읽기를 당부하는 안내문과 

함께 읽지 않으면 설문지에 응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오프라인은 서면으

로 작성된 설문지를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직접 만나 배포하였으며, 연구

자가 작성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한 뒤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온라

인과 오프라인 두 버전의 설문지 모두 원하지 않을 시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중간에 그만두어도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참여

1단계

   연구자가 직접 원문 번

역

2단계

번역/상담 전문가가 1단계

에서 번역한 척도를 영어로 

역번역

3단계

원문, 1단계 번역, 2단계 

역번역한 척도를 타 전문가

와 논의

4단계

3단계에서 논의된 척도를 

2, 3단계의 전문가와 다른 

전문가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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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상담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감사의 의미로 제공하였다. 설문지

는 약 4주 간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총 107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불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는 없었으나, 오프라인 설문지 상에서 문제를 이

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응답이 몇 부 존재하였고 무응답이 있었던 설

문지도 존재하여서 제거하거나 대체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연구 결

과 부분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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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본 연구는 상담자의 발달 수준과 이론적 지향점이 상담자가 상담 장면에

서 사용하는 자기개방을 사용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설문

조사에 대한 결과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또한 중간

에 한 응답 결과지에서 한 문항에 대해 결측치가 나왔기 때문에 평균대체

법을 이용하여 해당 문항만 모든 응답의 평균을 구하여 대체하였다. 

첫째,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적인 통계부분을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

는지 검토하였다. 

둘째, SPSS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담자 발달 척도 상으로 얻은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담 관련 경력과 개인상담 경력과의 관계를 검

증하려하였으며, 이를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하여 각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셋째, SPSS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담자 발달 수준이 자기개방 사용 특성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해 결과를 분석하

였다. 결과 분석 대상자 106명 중 극단적인 값을 보인 1명을 제외하였

다. 

마지막으로, SPSS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점이 자기개

방 사용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

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론적 지향 중 ‘정신역동

/정신 분석’, ‘인지/행동’, ‘실존/인본주의’가 결과 분석 대상자 

106명 중 101명을 차지하였으므로, 다른 이론을 지향했던 5명은 제외한 

뒤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ANOVA 검증 결과의 경향성을 살피기 위해, SPSS 프로그

램을 통하여 실존/인본주의 상담자를 영가설로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

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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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상담자 발달 수준과 상담 관련 경험에 대한 경력, 개인 상담 경

력과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선행연구에 따라 경력과 발달 척도 상의 상관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앞서 상담자 발달에 관하여 경력과의 관계를 밝힌 연

구된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설문지를 통해 받은 응답에서 도출한 상

담자들의 발달 수준이 그들의 경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면, 동시타

당도의 개념에 따라 본 연구에서 상담자 발달 척도로 얻은 결과를 타당하

게 여길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4>에 나타내었다. 상담자 발달 척

도 상 총합과 상담 관련 경험, 개인 상담 경력 간의 상관관계가 각각 

.521, .543이었으며 두 계수 모두‘p<0.01’수준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

였다. 따라서 상담자 발달 하위요인과 두 경력 기간의 상관관계도 살펴보

았다. 상담자 발달 척도 상의 하위요인은 각각 ‘상담대화기술’, ‘사례 

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인간적, 윤리적 태도’로 총 다

섯 가지이다. 이들의 상관 계수를 차례로 말하면, 상담대화기술이 각각 

.504, .511이었고, 사례이해가 .543, .540 이었다. 다음으로 알아차리기

는 .510, .531 이었으며, 상담계획은 .423, .460 이었다. 마지막으로 인

간적, 윤리적 태도에서는 .418, .462를 보였다. 모든 상관계수가 빠짐없

이 ‘p<0.01’수준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상담관련 경

력과 개인상담 경력 간의 상관관계 역시 .927로 당연히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상담자 발달 수준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상담자 발달 척도의 응답으로 얻은 결과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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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1-1 1-2 1-3 1-4 1-5 2 3

1. 발달수준

1-1. 상담대화기술 .946**

1-2. 사례이해 .939** .859**

1-3. 알아차리기 .921** .860** .842**

1-4. 상담계획 .927** .825** .842** .801**

1-5. 인간적・윤리적태도 .881** .832** .764** .762** .770**

2. 상담 관련 경험 경력 .521** .504** .543** .510** .423** .418**

3. 개인 상담 경력 .543** .511** .540** .531** .460** .462** .927**

평균 153.37 31.21 34.02 24.25 31.59 29.19 64.28 55.90

표준편차 22.501 4.782 5.232 4.217 5.84 3.845 54.950 51.145

< 표 4 >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 응답과 경력 간의 관계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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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자 발달 수준이 자기개방 사용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인 ‘상담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자기개방 사

용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세 개의 하위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하위 연구문제는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높을수

록, 자신의 자기개방에 대한 사용 빈도를 높게 인지할 것인가?’였으며,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위 

연구문제는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개방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높을 것인가?’였으며, 이에 대한 규명을 위해 역시 단순회귀분석

을 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위 연구문제인‘상담자 발달 수준

에 따라 자기개방에 대한 사용 빈도와 긍정적 지각에 차이가 있다면, 자

기개방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하위 연구문제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이 .016으

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문

제의 설명량인 R2 값은 .055였다. R2 값은 .141이었으며 이는 상담자 발

달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는 스스로가 자기개방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위 연구문제의 결과를 보면, 유

의확률이 .000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담자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개방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확률이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위 연

구문제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이 .018로 ‘p<.05’ 수준

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R2 값은 .053으로 나

타났다. 이는 상담자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개방을 하는 내용에서 유

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용 

중 어떤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는지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 자기개방 척도의 문항은 총 6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뉜다. 그것은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 개인적 감정(Personal 

Feelings), 성 관련 이슈(Sexual Issues), 전문적 이슈(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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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t R2 β p

상담자

발달수준

⇨
자기개방

빈도
.014 .006 2.441 .055 .234 .016*

⇨
자기개방

긍정적 지각
.020 .005 4.104 .141 .375

.000*

**

⇨
유형 1

:대인관계
.024 .014 1.730 .028 .168 .087

⇨
유형 2

:개인적 감정
.057 .025 2.328 .050 .224 .022*

⇨
유형 3

:성관련 이슈
.025 .010 2.378 .052 2.378 .019*

⇨
유형 4

:전문적 이슈
.036 .016 2.303 .049 .221 .023*

⇨
유형 5

:성공/실패
.019 .017 1.126 .012 .110 .263

⇨ 유형 6 :태도 .015 .011 1.328 .017 .130 .187

Issues), 성공/실패(Success/Failure), 태도(Attitudes)이며 이들을 

총합한 응답과 상담자 발달 수준사이의 유의미한 영향을 보았기 때문에, 

각각의 하위요인들의 상담자 발달 수준의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하위요인 중 개인적 감정, 성 관련 이슈, 전문적 

이슈가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나머지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와 성공/실패, 태도에서는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의 수치를 살펴보면, ‘개인적 감정’의 

유의확률은 .022이었고 R2 값은 .224이었다. 다음으로 ‘성 관련 

이슈’에서는 유의확률이 .019으로 나왔으며, R2 값은 .052이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이슈’에서는 유의확률이 .023으로 나왔으며, R2

은 .049으로 나왔다. 이 수치로 본 연구에서 이 세 개의 하위영역이 

상담자의 발달 수준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밝혔다.  

< 표 5 > 연구문제 1 단순회귀분석 결과

*p <.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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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이론적 지향 N 유효 확률

실존/인본주의 32 29.9%

인지/행동 31 29.0%

정신역동/정신 분석 39 36.4%

가족/체계이론 2 1.9%

기타 3 2.8%

3.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에 따라 자기개방에 대한 사용 빈도, 긍정

적 지각, 내용의 차이분석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과 자기개방 사용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7>에 제시

하였다. 결과 제시에 앞서, 아래의 <표 6>를 보면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

들이 취하고 있는 이론적 지향은 앞서 언급한 대 영역으로서의 이론에 편

중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담에 대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한 명을 

제외한 총 106명의 연구 참여자의 이론적 지향을 보았을 때, 3개의 이론

을 제외한 연구대상자는 5명이므로 결과를 분석하는데 명확한 영향을 주

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력을 응답하지 않은 1명과 5명

의 기타 이론을 지향하는 상담자를 제외한 101명의 연구 대상자로 분석

을 진행하였다. 

< 표 6 > 상담자 이론적 지향점의 빈도분포표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문제의 ANOVA 검증에 대한 결과를 살피기 위하

여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에 따라 자기개방 사용의 빈도, 자기개방 사용에 

대한 긍정적 지각, 자기개방의 내용 유형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7>에 제시하였다. 표에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면, 해

당 연구문제에 대한 어떤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지향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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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초심상담자는 이론적 지향을 제대로 상담에 녹여낼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 발달 척도 상에서 평균 중간 값을 

기준으로 다시 ANOVA 검증을 한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

도 그 경향성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 검증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8>에 나타내었다. 결과를 보면, 숙련된 상담자는 이론적 지향에 따라 자

기개방에 대한 긍정적 지각, 개인적 감정, 전문적 이슈의 영역에서 더 영

향을 많이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전체적인 영역에서 평균 점수

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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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N)

정신 역동/

정신분석(39)
인지/행동(31) 실존/인본주의(31) 전체(101)

F Sig

M SD M SD M SD M SD

빈도 4.21 1.301 4.06 1.315 4.71 1.371 4.35 1.345 2.056 .133

긍정적 지각 4.69 1.151 4.84 1.267 5.03 1.197 4.88 1.201 .691 .503

내용

(대인관계)
5.03 3.336 5.00 2.989 5.19 3.070 5.07 3.122 .035 .965

내용

(개인적 감정)
10.56 6.103 8.94 5.597 10.35 5.765 10.00 5.834 .752 .474

내용

(성 관련 이슈)
2.44 2.532 1.84 1.695 2.81 2.664 2.37 2.361 1.339 .267

내용

(전문적 이슈)
6.03 3.681 6.65 3.392 6.52 3.604 6.37 3.546 .299 .742

내용

(성공/실패)
4.44 4.418 3.19 3.250 4.52 3.940 4.08 3.949 1.132 .327

내용

(태도)
2.62 3.083 2.23 2.291 2.23 2.334 2.38 2.619 .261 .771

< 표 7 > 연구문제 2 ANOV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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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N)

정신 역동/

정신분석(21)
인지/행동(17) 실존/인본주의(15) 전체(53)

F Sig

M SD M SD M SD M SD

빈도 4.95 1.117 5.18 1.131 5.60 .910 5.21 1.081 1.620 .208

긍정적 지각 4.43 1.207 4.41 1.417 5.20 1.207 4.64 1.302 1.999 .146

내용

(대인관계)
5.57 3.995 6.18 3.283 6.27 3.674 5.96 3.632 .198 .821

내용

(개인적 감정)
11.29 6.776 10.12 5.743 12.00 5.916 11.11 6.148 .378 .687

내용

(성 관련 이슈)
2.95 2.674 2.35 1.869 3.67 3.331 2.96 2.660 .971 .386

내용

(전문적 이슈)
6.43 4.142 7.24 3.073 7.47 4.068 6.98 3.765 .380 .686

내용

(성공/실패)
4.05 3.968 4.24 3.666 5.73 3.863 4.58 3.840 .945 .396

내용

(태도)
2.71 2.969 2.59 2.526 2.67 2.920 2.66 2.766 .009 .991

< 표 8 > 숙련된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에 따른 자기개방 사용 경향 ANOV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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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는 <표 7>과 <표 8>에 있는 수치를 확인하면 선행연구와 비슷

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실존/인본주의’를 이론적 

지향으로 삼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개방 사용 특성에 대한 평균이 

다른 이론적 지향점을 따르는 연구 참여자들 보다 높다는 것이며, 본 연

구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연구문제를 보다 철저

히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존/인본주

의’를 이론적 지향으로 둔 연구 대상자를 영가설로 설정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추가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먼저, 실존/인본주의를 이론적 지향으로 

둔 연구 대상자와 ‘정신역동/정신 분석’을 이론적 지향으로 둔 연구 대

상자가 자기개방 사용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보았다. 이 검증 결과

는 아래 <표 9>에서 볼 수 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이론적 지향을 실

존/인본주의에 두고 있는 상담자는 32명, 정신역동/정신 분석에 두고 있

는 상담자는 39명이었다. 이어서 나오는 <표 10>은 실존/인본주의를 이

론적 지향으로 둔 상담자와 정신역동/정신 분석을 이론적 지향으로 둔 상

담자 중 숙련된 상담자를 도출하여 그 경향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표 

10>을 보면, 자기개방 내용 중 성관련 이슈와 태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방향으로 확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

계상으로는 증명하지 못했지만, 숙련이 될수록 실존/인본주의를 이론적 

지향으로 둔 상담자와 정신역동/정신 분석을 이론적 지향으로 둔 상담자

의 자기개방 사용 특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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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이론(N) M SD t p

자기개방 빈도

인본주의(32) 4.69 1.355

1.526 .132

정신분석(39) 4.21 1.301

자기개방 

긍정적 지각

인본주의 5.06 1.190

1.328 .188

정신분석 4.69 1.151

유형 1: 대인관계

인본주의 5.31 3.095

.372 .711

정신분석 5.03 3.336

유형 2: 개인적 감정

인본주의 10.59 5.830

.021 .983

정신분석 10.56 6.103

유형 3: 성관련 이슈

인본주의 2.94 2.723

.803 .425

정신분석 2.44 2.532

유형 4: 전문적 이슈

인본주의 6.44 3.574

.475 .636

정신분석 6.03 3.681

유형 5: 성공/실패

인본주의 4.56 3.885

.127 .899

정신분석 4.44 4.418

유형 6: 태도

인본주의 2.25 2.300

-.555 .581

정신분석 2.62 3.083

< 표 9 > 실존/인본주의와 정신역동/정신 분석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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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이론(N) M SD t p

자기개방 빈도

인본주의(15) 5.20 1.207

1.890 .073

정신분석(21) 4.41 1.417

자기개방 

긍정적 지각

인본주의 5.60 .910

1.848 .067

정신분석 5.18 1.131

유형 1: 대인관계

인본주의 6.27 3.674

.532 .598

정신분석 6.18 3.283

유형 2: 개인적 감정

인본주의 12.00 5.916

.328 .745

정신분석 10.12 5.743

유형 3: 성관련 이슈

인본주의 3.67 3.331

.713 .481

정신분석 2.35 1.869

유형 4: 전문적 이슈

인본주의 7.47 4.068

.747 .460

정신분석 7.24 3.073

유형 5: 성공/실패

인본주의 5.73 3.863

1.270 .213

정신분석 4.24 3.666

유형 6: 태도

인본주의 2.67 2.920

-.048 .962

정신분석 2.59 2.526

< 표 10 > 숙련된 실존/인본주의와 정신역동/정신 분석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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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존/인본주의’를 영가설로 설정하여 ‘인지/행동’을 이론

적 지향으로 둔 연구 대상자와의 자기개방 사용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독

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이 분석은 앞서 확인한 정신역동/정

신 분석을 이론적 지향으로 두고 있는 상담자와 실존/인본주의를 이론적 

지향으로 두고 있는 상담자에서 찾았던 경향성과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이 검증 결과는 다음 <표 11> 에서 볼 수 있다. 이 분석에서 

이론적 지향을 실존/인본주의에 두고 있는 상담자는 역시 32명, 인지/행

동에 두고 있는 상담자는 31명이었다. 그 후에 나오는 <표 12>은 실존/

인본주의를 이론적 지향으로 둔 상담자와 정신역동/정신 분석을 이론적 

지향으로 둔 상담자 중 숙련된 상담자를 도출하여 그 경향성을 보고자 제

작한 표다. 그러나 정신역동/정신 분석과 비교했을 때와 달리 긍정적인 

지각 외에 경향성이 드러나게 변화한 영역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이론적 지향에 관련된 경향성에 대해 보았던 통계를 포함하여 결론 

및 논의에서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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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이론(N) M SD t p

자기개방 빈도

인본주의(32) 4.69 1.355

1.851 .069

인지/행동(31) 4.06 1.315

자기개방 

긍정적 지각

인본주의 5.06 1.190

.723 .473

인지/행동 4.84 1.267

유형 1: 대인관계

인본주의 5.31 3.095

.407 .685

인지/행동 5.00 2.989

유형 2: 개인적 감정

인본주의 10.59 5.830

1.151 .254

인지/행동 8.94 5.597

유형 3: 성관련 이슈

인본주의 2.94 2.723

1.915 .060

인지/행동 1.84 1.695

유형 4: 전문적 이슈

인본주의 6.44 3.574

-.236 .814

인지/행동 6.65 3.392

유형 5: 성공/실패

인본주의 4.56 3.885

1.515 .135

인지/행동 3.19 3.250

유형 6: 태도

인본주의 2.25 2.300

.042 .967

인지/행동 2.23 2.291

< 표 11 > 실존/인본주의와 인지/행동 간의 관계



- 40 -

종속변인 이론(N) M SD t p

자기개방 빈도

인본주의(15) 5.20 1.207

1.682 .103

인지/행동(17) 4.41 1.417

자기개방 

긍정적 지각

인본주의 5.60 .910

1.156 .257

인지/행동 5.18 1.131

유형 1: 대인관계

인본주의 6.27 3.674

.073 .942

인지/행동 6.18 3.283

유형 2: 개인적 감정

인본주의 12.00 5.916

.912 .369

인지/행동 10.12 5.743

유형 3: 성관련 이슈

인본주의 3.67 3.331

1.398 .172

인지/행동 2.35 1.869

유형 4: 전문적 이슈

인본주의 7.47 4.068

.183 .856

인지/행동 7.24 3.073

유형 5: 성공/실패

인본주의 5.73 3.863

1.125 .270

인지/행동 4.24 3.666

유형 6: 태도

인본주의 2.67 2.920

.081 .936

인지/행동 2.59 2.526

< 표 12 > 숙련된 실존/인본주의와 인지/행동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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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상담자의 발달 수준과 이론적 지향이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해외에서 선행 연

구된 연구에서 개발한 두 개의 척도를 찾아 번안하였으며, 이차적으로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응답을 수집한 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결과 분석 전에 상담자의 경력과 발달 수

준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으므로, 

이 연구에서 얻은 발달 수준에 대한 결과는 동시타당도의 개념에 따라 타

당하다고 여길 수 있었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으로 첫 번째는 상담자 발달 수준이 자기개방 사용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으며, 이를 위해 SPSS를 이용하여 단순회귀분

석을 실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해 총 세 개의 하위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첫 번째 하위 연구문제는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개방 사용 빈도를 많이 한다고 인지하는가?’였다. 이에 대

한 결과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 하위 연구

문제는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개방을 긍정적으로 지각하

는가?’였으며, 이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마

지막 하위 연구문제는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사용 빈도를 많

이 하는 것으로 인지하며,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면, 그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가?’였으며,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하위요인

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감정’, ‘성 관련 이슈’, ‘전문적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개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 안에서의 수행수준이 높고

(Larson et al, 1992), 상담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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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술이 증가하며, 내담자에게 적절히 개입을 할 순간을 알아차리는 능

력이 증가하기 때문에(정문주, 2016), 자기개방을 성공적으로 한 경험이 

누적되어있을 확률이 높다. 자기개방은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적절한 유형과 타이밍에 따라 사용해야하는 상담기법이다. 따라서 초심상

담자에 비해 자기개방을 할 적절한 타이밍을 잘 알아차리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늘어나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개입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발달 수준에 따라 사용 빈도에 대한 인지

와 긍정적인 지각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높

을수록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조수

연, 권경인, 2011). 다음으로 내용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나온 ‘개인적 

감정’, ‘성 관련 이슈’, ‘전문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상담자가 숙련

될수록 상담 중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는 선행 연구 결과(Easton, 

Martin, & Wilson, 2008)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초심상담자

일수록 상담 중에 자의식을 할 뿐 자신에게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을 잘 

보지 못한다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홍수현, 2001). 

‘성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드러내는 것이 터부시

되는 성(性)적인 문제에 관해서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로저스가 

말한 상담자의 3가지 요소 중 하나인 진실성의 영역에서 더 있는 그대로

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자연스럽게 수련/전

문성과 관련된 경험이 쌓이고, 경험 중 자신의 상담자로서의 신뢰성을 높

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경험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내용

이 많아지며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에 따라 자기개방의 사용빈

도에 대한 인지, 긍정적 지각, 자기개방 내용에 차이를 보는가?’였다. 응

답의 빈도분포표를 확인한 결과, 대영역의 이론에 편중되어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분석을 진행할 때, 정신역동/정신 분석, 인지/

행동, 실존/인본주의 이론을 따르는 대상자만 선정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초심상담자가 상담에 대한 경력이 부족하면,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한 이론적 지향에 대해 실제에 적용하지 못하고 괴리감에 빠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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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기 때문에(오정희, 2007), 이런 경우 상담학 기본 교재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역의 이론을 자신의 지향으로 둔 채 상담 경력을 쌓

고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로 다시 밝힐 필

요가 있겠다. 두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 분석을 위해 SPSS를 이용하여 일

원분산분석(ANOVA)를 실행하였으나 어떤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숙련된 상담자만이 이론적 지향에 따라 상담을 이

끌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상담자 발달 척도 상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다시 결과를 보는 것이 상담사의 이론적 지향에 따른 자기개방 

사용의 특성을 더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숙련된 상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ANOVA검증을 하였을 때,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진 

않았으나 긍정적 지각, 개인적 감정, 전문적 이슈의 영역에서 더 뚜렷한 

경향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행동을 나타내는 자기개방과 

달리 이론적 지향이라는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신념, 혹은 태도와 관련해

서는 숙련도가 쌓임에 따라 자기개방의 영역 중 내면적 요인(지각, 감정)

에서 더 다르게 인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결과에서 평균치를 보았을 때 각 이론마다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결과를 다시 한 번 분석하였

다. 독립표본 t검정 역시 일원분산분석과 같이 초심상담자 포함한 집단으

로 한 번, 숙련된 상담자만으로 한 번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때 영가설은 

선행연구와 평균차이를 참고하여 실존/인본주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실존/인본주의를 이론

적 지향으로 둔 상담자들이 숙련이 될수록, 정신역동/정신 분석을 이론적 

지향을 둔 상담자보다 자기개방 내용 중 성관련 이슈와 태도 영역만 제외

하고는 더 많이 자기개방을 하고, 자기개방이라는 기법을 긍정적으로 지

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진실성을 상담자의 전문적 태도로 인지하는 

인본주의를 이론적 지향으로 둔 상담자들이 상담자의 수동적인 태도를 강

조했던 정신역동/정신 분석을 이론적 지향으로 둔 상담자들보다 상담 중

에 자기개방을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말했던 선행연구

와도 맥을 같이 한다(Simon, 1988; Basescu, 1990; Kaslow, Cooper, 

& Linsenberg,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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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원분산분석을 실행하였을 때, 특정한 영역에서만 유의미하게 나

오는 것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결과가 시사하는 의

미가 있을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한 이에 대한 연구자의 가설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상담기법을 사용하는 능력은 상담자가 발달을 이룩할수록 증가

한다는 것은 상담자의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의 메타분석에서 다룰 만큼 

여러 연구에서 선행되었다(정문주, 2016). 따라서 상담자가 어떤 이론적 

지향을 따르든, 자기개방이라는 상담기법을 사용하는 특성에 있어서는 이

론적 지향과 독립적으로 발달을 이룩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에 따른 연구를 참고하였을 때, 상담이론을 

처음 접한 초심상담자의 경우 상담과 이론의 괴리를 종종 느끼며, 이론과 

실제를 연결할 수 있는 교육을 필요로 하며(오정희, 2007), 이론적 지향

점을 갖는다고 하여도,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는 상담자의 발달을 포

함한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Mark D. Mason, 2012).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군 중 초심상담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였

을 때, 이론적 지향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론에 대한  상담을 진

행하지 못하였던 응답자가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검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응

답자는 총 107명으로, 일원분산분석 통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은 응답자 수 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같은 주제로 더 많은 

응답자를 모집한다면,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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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자 발달과 관련하여 살펴보기 위해 숙련된 상담자

의 응답을 더 많이 모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

고 있는 상담자 107명을 무작위로 표집해서 수행되었고 이는 한 연구문

제를 설문지를 통해 밝히기엔 적은 참여자 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

별, 연령, 경력, 근무 기관 등 인구학적 배경의 비율에 있어서도 한정적이

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보다 오랜기간을 두어 많은 상담자를 표집하고, 인구학적 배경, 특히 

경력에 있어서 최대한 비율이 대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표집을 통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한다.

둘째, 본 연구는 참여자들에게 자기보고식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특히, 상담자가 자신이 상담 중 사용하는 자기개방이라는 상

담 기법의 사용 빈도에 대해 자기보고식으로 묻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는 연구자가 실제로 상담하는 도중에 상담자가 상담 기법을 하는 빈도를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빈도에 대한 상담자 본인의 지각을 보았으

나 상담자 본인이 느끼는 빈도에도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한계가 있다. 또한 상담자의 경력이나 발달 등 상담자 변인을 연구하는 

주제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에게 있었을 법한 사회적 바람직

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자 발

달 척도와 자기개방의 사용 특성을 보려는 자기보고 설문지였기 때문에, 

상담 수행과 관련된 질문들에 더 부족한 면을 감추려는 모습이 있었을 수 

있으며, 상담자로서 건강하고 유능하게 보여야 한다는 바람직성이 작용했

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력과의 상관관계를 살

피긴 하였으나 모든 오염변수를 배제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

는 빈도를 포함한 상담 기법 사용의 특성과 상담자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보다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장치를 이용할 것을 제언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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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를 위해 해외에서 개발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번역한 척도

를 타당화하는 과정에 있어 더 철저한 과정이 필요했다. 처음부터 본 연

구의 목적은 자기개방 척도를 타당화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

나 연구 문제를 밝히고자하는 필요에 의해 원 제작자가 개발할 당시의 타

당화 된 척도를 그대로 가져와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작된 

나라의 상담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원 척도를 번역하고 기초적인 통계를 

통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는 것에 타당도와 신뢰도를 최소한으로 보장했

다고는 하나, 본 연구의 서론에 말했던 연구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더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본 척도의 쓰임을 더 넓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고 하고, 

몇 가지는 밝혀냈으나 결국 근소한 수준의 변인과의 관계만을 살펴보았다

는 한계가 있다. 한 기법을 사용하는데 미치는 상담자의 변인이 훨씬 많

을 것이라는 것은 상담의 실제를 경험해본 연구자라면 모두 예상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상담자 발달 수준이 자기개방의 사

용 특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경향성만 밝힐 수 있었던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 혹은 그 외의 다른 상담자 변인이 자기개방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밝힌 상담

자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개방 내용의 차이를 질적 연구를 통하여 더 상

세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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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상담자 인적사항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별: 여  /  남

연령: (만)        세

최종학력 :

     학사     석사과정     석사수료    석사    박사과정    박사수료  

  박사

상담관련 소지 자격증 (복수응답):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 심리상담사 2급    

       한국상담심리학회 심리상담사 1급

       청소년 상담사 3급  청소년 상담사 2급   청소년 상담사 1급

기타:                        

상담경험(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와 해석, 접수면접 등 모든 상담활

동에 관한 경험)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ㅇㅇ년, ㅇㅇ개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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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담을 실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ㅇㅇ년, ㅇㅇ개월 단위)

                                         

근무하고 계신 기관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대학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센터(Wee,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사설상담소 병원 기업 초, 중, 고등학교

해당사항 없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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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전통적 정신분석 1 2 3 4 5 6 7

관계적/상호주관적 정신분석 1 2 3 4 5 6 7

인지 심리학 1 2 3 4 5 6 7

행동 심리학 1 2 3 4 5 6 7

인지-행동 1 2 3 4 5 6 7

실존/인본주의 1 2 3 4 5 6 7

여성주의 심리학 1 2 3 4 5 6 7

게슈탈트 1 2 3 4 5 6 7

다문화 1 2 3 4 5 6 7

기타:                   1 2 3 4 5 6 7

상담자 자기개방 태도 설문지

섹션 A: 다음 섹션의 질문에 당신과 당신의 임상 수련에 대하여 응답하

시오.

A1: 당신의 임상적 실제는 다른 이론들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만약 당신

의 실제 중 가장 큰 영향을 준 하나의 이론적 지향점만을 고르라면 무엇

이겠습니까? 하나만 고르십시오.   

정신역동/정신 분석 인지/행동 실존/인본주의

가족/체계이론 여성주의 기 타 :      

     

A2: 아래의 척도를 사용하여, 당신의 최근 임상에서의 실제에 영향을 주

었던 이론적 지향점들을 평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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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일반적으로, 내담자에게 한 자기개방이 

상담과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 2 3 4 5 6 7

당신은 당신의 주된 이론적 지향점이 

상담사가 자기개방을 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일반적으로, 당신은 내담자에게 얼마나 

자기개방을 하십니까?
1 2 3 4 5 6 7

일반적으로, 내담자의 진단명은 당신의 

자기개방에 대한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1 2 3 4 5 6 7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내가 내담자에게 개방하면 할수록, 

내담자도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개방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7

내가 내담자에게 개방하면 할수록, 

내담자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개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7

섹션 C: 다음 섹션의 질문에 당신과 당신의 임상 수련에 대하여 응답하

시오.

C1: 아래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을 읽고 응답하시오.

C2: 아래의 척도를 사용하여 당신의 임상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옳은지 평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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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의 내담자에 대한 감정, 반응, 

내담자에게 느꼈던 정서적인 경험을 

개방할 때, 그들도 비슷한 정보를 

나에게 개방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7

내가 나의 개인적인, 전기적인, 

그리고/혹은 사실적인 정보를 개방할 

때, 그들도 비슷한 정보를 나에게 

개방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7

내담자의 전반적인 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나는 자기개방을 더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내담자의 전반적인 기능 수준이 

낮을수록, 나는 자기개방을 더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내담자의 전반적인 기능 수준이 

낮을수록, 전기적이나 사실적인 

정보의 개방이 더 도움이 됐다.

1 2 3 4 5 6 7

내담자의 전반적인 기능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적인 반응이나 

과정-중심적인 개방이 더 도움이 

됐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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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음

0%

드물게

25%

종종

50%

자주

75%

언제나

100%

해당

사항 

없음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

나의 아이들과의 관계

나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

나의 부모와의 관계

내가 겪었던 문제를 어떻

게 대처했는지

불안에 대한 나의 느낌

우울에 대한 나의 느낌

행복에 대한 나의 느낌

분노에 대한 나의 느낌

나의 두려움

나의 자살 사고

나의 외모(생김새)에 대한

나의 느낌

나의 성격에 대한 나의 느

낌

성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성 생활

나의 성적지향성

내가 내담자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아닌지

내가 신체적/성적 학대를 

당했는지 아닌지

나의 학력

나의 수련과 전문적 경험

나의 이론적 지향점

내가 받은 내담자의 

“진단명”

내가 나의 일을 좋아하는

상담자 자기개방 설문지

당신의 상담 실제에서 어떤 유형의 자기개방을 가장 빈번하게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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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닌지

나의 개인적 성공들

나의 개인적 실패들

나의 전문적 성공들

나의 전문적 실패들

나의 종교적 신념

나의 정치적 관점

나의 건강상의 정보

나의 미술, 음악, 책, 영화

에 대한 취향



- 60 -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다소

일치한다

상당히

일치한다

1. 내담자 말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다.

2. 내담자 행동 변화를 위하여 특정한 

계획을 세운다.

3. 내담자에게 평가적이나 판단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한다.

4. 내담자의 대인관계양상을 이해한다.

5. 내담자의 감정을 잘 포착한다.

6. 내담자가 표현하는 말의 의도를 안

다.

7. 내담자의 핵심 문제를 잘 파악한

다.

8. 내담자와 상담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9. 내담자의 내적 상황을 잘 감지한

다.

10.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

11. 내담자를 자신있게 대한다. 

12. 내담자 말에서 중요한 주제를 잘 

따라간다.

13. 내담자 변화를 잘 알아차린다.

14. 내담자가 상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

15. 내담자의 증상을 잘 파악한다.

16. 적절한 시기에 개입한다. 

17. 내담자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18. 내담자에게서 나온 자료를 종합하

여 내담자를 이해한다.

19.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

을 안다. 

20. 상담자 말의 의도가 분명하게 표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 (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

다음 문항을 읽고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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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다. 

21. 내담자에게 진실하고 솔직하다.

22. 내담자가 자기를 탐색할 수 있게 

대화를 이끈다.

23. 내담자 증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왔는지 안다.

24. 상담을 짜임새 있게 이끈다.

25. 대화의 맥락이 자연스럽다.

26. 바람직한 내담자의 행동을 강화해

준다.

27. 내담자를 보는 시각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28. 내담자가 얘기하는 것의 이면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묻는다.

29. 공감표현을 잘 한다.

30. 상담목표와 일치하는 기법과 그렇

지 않은 기법을 분별해서 사용한다. 

31. 내담자 문제를 다루는데 우선순위

를 정하여 접근한다. 

32. 상담목적을 분명히 잡고 상담을 

이끌고 간다.

33. 지금-여기서의 내담자 감정에 대

한 언급을 잘 한다.

34. 내담자와 상담목표를 합의한다.

35. 내담자 대화에서 드러난 것 이면

을 본다.

36.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좋아한다.

37. 내담자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38. 내담자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본

다.

39. 내담자 문제에 가려진 내담자의 

성장가능성을 본다.

40. 문제해결의 대안이 적절하거나 다

양하다.

41. 내담자에 대한 평가(assessment)

가 폭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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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담자 말의 모호한 부분이 구체

적으로 드러나게 묻는다.

43. 상담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잘 본다. 

44. 내담자의 진술을 간결하고 명료하

게 요약한다.

45. 중요한 치료기법들을 제대로 사용

한다. 

46. 내담자 변화를 내담자가 인지하게 

한다.

47.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주는 피드백

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48. 내담자 순간순간의 마음을 잘 잡

는다.

49. 내담자가 현 시점에서 상담하게 

된 동기를 안다.

50. 내담자의 장점과 약점을 있는 그

대로 본다.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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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Development Level 

and Theoretical Orientation 

of Counselor on Self-Disclosure 

during Counseling

Seung Ho Lee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ain whether the 

development level and theoretical orientation of the counsellor 

influences the characteristic of using counseling method called 

self-disclosure during counselling. 

As the criteria that befits the purpose of the researcher 

researching does not exist domestically, a criteria that befi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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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as found abroad and adaptation was conducted after 

gaining agreement from each developer.  There are two adapted 

criteria - one criteria handled the perception and theoretical 

orientation regarding self-disclosure of the counsellor and the 

other was a criteria sees the content that handles the 

self-disclosure of the counsellor. The criteria, which have these 

two as their original language, conducted adaptation including 

reverse translation process, the most valid adaptation method to 

increase criteria through previous researches. The adaptation was 

conducted through a total of four stages including the 

aforementioned reverse translation and a total of 4 counselling 

and translation specialists, including the researcher, participated in 

the process. The criteria that has had its adaptation completed 

had reliability analysis through SPSS conducted and conducted the 

research as the reliability coefficient was appropriate. 

In order to find out the desired research problem through 

the completed survey, a total of 107 counsellor response 

including novice counselors of less that 1 year experience and 

skilled counsellors that have amassed counselling experience of 

15 years or more. Of these, a total of 106 responses, excluding 

the one response that did not write experience during counselling, 

were analyzed. There were a total of 4 surveys including 

demographic survey, self-disclosure attitude survey, counsellor 

self-disclosure survey and counsellor development criteria. The 

research participants checked their development level with the 

counsellor development criteria from a total of 4 surveys and in 

order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se respons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perience related to counselling responded by the 

counsellor and the individual counselling experience was analyzed. 

High correlation was shown in al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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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program was 

conducted for the first research problem of self-disclosure use 

characteristic being influenced according to counsellor 

development level. Having analyzed, the counsellor development 

level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self-disclosure characteristics 

that counsels during counselling. Firstly, the self-disclosure 

frequency that is used during counselling that the counsellor feels 

increases as the development level increases. Secondly, the effect 

of self-disclosure that the counsellor feels becomes more positive 

as development level increases. Thirdly, according to the 

counsellor development level, there was difference in 

self-disclosure. There were a total of 3 lower areas where 

differences occurred - 'individual emotion', 'issue related to sex' 

and 'specialist issue'.  The self-disclosure that includes these 

three contents increases the higher the development level of the 

counsellor. For the second research problem that says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self-disclosure use characteristic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orientation of the counsellor, ANOVA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program. There was not significant 

result in all areas such as the theoretical orientation of the 

counsellor, perception of use frequency, positive recognition and 

self-disclosure content.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result, 

verification was conducted again including only skilled counsellors 

to check the tendency of the research problem set by the 

researcher. By setting humanist theory as the null hypothesis, 

independent sample t verification as conducted. The reason 

predicted by the researcher regarding the results of the next 

analysis was discussed in the conclusion and discussions. 

Through such results, we can see that the self-disclosure 

that the counselor uses within the counselling influenc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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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level of the counselor and there is difference in 

development level in regarding such content too. To add, by 

researching the counseling method of self-disclosure focusing on 

the counselor's variable, one can expect a positive influence on 

counselor education and research. Finally,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proposals for follow-up research was discussed. 

Key Words: Counsellor development, theoretical orientation, 

self-disclosure, counsellor variable, counsel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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