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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담 후기의 방향성이 상담에 대한 태도와 이용 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후기의 방향성이란, 후기의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 후기와 부정적 후기로

나뉠 수 있다. 본 연구는 긍정적 상담후기와 부정적 상담후기 중, 어떤 것

의 영향력이 더 강한지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선행 마케팅 연

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담 서비스에서도 부정적 후기의 영향력이 긍정

적 후기의 영향력 보다 강하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후기 평정과 본 실험 등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본 연

구의 긍정, 부정후기에 대한 사전 평정을 실시하였다. 서울소재 4년제 대

학생 및 대학원생 40명이 참여 하였고, 본 연구의 긍정후기와 부정후기가

동일한 강도를 지녔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담 이용 경험이 없는 서울소

재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생 89명을 대상으로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

험 참여자는 후기의 방향성에 따라 긍정후기 집단, 부정후기 집단, 통제집

단 등 세 집단 중 한 집단으로 무선 배정 되었다. 긍정후기 집단 30명, 부

정후기 집단 30명, 통제집단 29명의 참여자가 최종 분석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처치를 실시하기 전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세 집단을 대상으로 일원분산분

석(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후기를 읽은 후 상담에 대한 태도, 이용

의도의 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긍정후기 집단과 부정후기 집단을 대

상으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의 자료는 단순 기술통계

치 비교에만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에 대한 태도에서 부정

후기의 상대적 영향력이 일부 확인되었다. 부정후기 집단은 긍정후기 집

단에 비해, 손쉽게 형성되는 상담 태도에서 더 큰 변화량을 보였다. 이는

인지적 노력을 덜 들이고 형성되는 휴리스틱한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 상

담 후기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적극적 인지적 노력

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상담 태도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변화량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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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상담 이용 의도에서 긍정후기 집단과 부정후기 집단의 변화량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상담 후기가 무료 상담에 대한 후기였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즉, ‘무료 상담’에 대한 부정적 후기는, ‘유료 상담’에 대한 부정적 후기 보

다 그 영향력이 적을 수 있고, 따라서 부정적 후기의 상대적 영향력이 확

인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은 후속 연구를 통해 검

증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부정적 상담 후기는 손쉽게 형성되는 태도에 대해 긍정적

상담후기 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부정적 상담 후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나아가 부정적 상담 경험을

한 내담자에 대한 후속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더불어 상담 후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마케

팅 연구의 영역을 확장 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상담 후기, 후기 방향성, 긍정적 상담후기, 부정적 상담후기,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 이용 의도, 상담 마케팅

학 번 : 2016-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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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상담에서 마케팅은 상담사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상담자의 절반 이상(57.1%)은 국내 근로자의 평균 연소득(약 2800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소득(2400만원 미만)을 얻고 있으며, 상담사

가 진로에 불만족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86.1%가 경제적인 수입

문제를 꼽는 등, 경제적인 문제가 상담사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

인 것으로 드러났다(이형국, 2017). 이는 분야 자체의 활성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상담분야 종사자들이 기본적인 생계조차 안정적

으로 꾸려나가기 힘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요소가 상담사의 직무만족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이형국,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가 직업의 기

본적인 기능 중 하나임을 감안 한다면(김진숙, 2004) 앞서 제시된

문제들에 대해 상담 분야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담사법’ 제정 등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상담

마케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강혜영, 2011;

이형국, 2017). 상담에서의 마케팅은 과거 미국에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는데, 상담 분야의 쇠퇴를 막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

도록 만들고자 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Wittman,

1988; Walz, 1985). 이처럼 마케팅이 상담분야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제시 되는 이유는, 마케팅을 통해 시장에서 소비자와의 관계를 형성

하고 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Paliwoda et al., 2008;

여운승, 2007). 따라서 시장에서 상담이 하나의 서비스로서 생존하는

데 마케팅이 필요다고 볼 수 있다(Walz, 1985). 국내의 상담 분야에

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상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강혜영, 2011; 최성인, 김창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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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

이 어떠한 성격의 상품인지를 분석해야한다. 상담은 상품 중에서도

무형의 서비스에 속하는데(문수정, 김계현, 2012), 유형의 상품에 비

해 무형의 서비스는 직접 경험하기 전에 평가 내리기 쉽지 않은 속

성을 지닌다(Zeithaml, 1981). 이처럼 잠재적 이용자가 사전에 서비

스를 평가를 하기 힘든 이유는 서비스가 지닌 무형성과 이질성 때

문이다. 즉, 서비스가 무형의 성격(intangibility)이기에 이용 전 관찰

하거나 체험하기 어렵고, 이질성(heterogeneity)을 지니기 때문에 언

제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 받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져서

이용 전에는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Zeithaml, 1981; Zeithaml et

al., 1985; Parasuraman et al., 1985).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서비스

로는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고(김세나 등, 2008; Zeithaml,

1981), 상담 역시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문수정, 김계현, 2012; 신예

지, 김계현, 2016). 뿐만 아니라, 상담은 이용 시 부담하게 될 위험성

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서비스인데, 상담 이용으로 인해 낙인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Vogel et al., 2007; Corrigan, 2004;

이민지, 손은정, 2007). 요약하자면, 상담은 무형성과 유형성을 지닌

서비스 상품이며, 때문에 잠재적인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기 전까지

그 품질과 효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상담의 상품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마

케팅 전략은 이용 후기의 활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신예지, 김

계현, 2016). 불확실성과 위험지각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소비자의

이용 후기는 서비스에 대한 간접 체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기 때

문이다(황인석, 2011; 성영신 등, 2002). 특히, 후기는 전통적인 광고

방식 보다 2-7배 더 큰 효과를 지니고(Katz & Lazasfeld, 1955), 소

비자들이 더 신뢰한다는 점(Gelb & Johnson, 1995; 양윤, 조문주,

2000)에서 상담 마케팅 전략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상담에서 후기가 지닌 마케팅적 효용성은 신예지와 김계현(2016)에

의해 검증된 바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상담 효과에 대한 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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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내담자의 상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상담센터에서 후기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동일 등(2004)이

사설 상담센터 운영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센터 홍보 방법이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기존 내담자 고객의 주변 지인 추

천을 꼽았다. 즉, 마케팅 효과에 가장 민감한 현장의 상담센터 운영

자들도 후기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 후기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한 마케팅 분야에서는 후기가

‘구전(Word of Mouth)’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

Westbrook(1987)에 따르면 구전이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경험의 교환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 할 이용후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양한 산업의 마케팅에서 구전이 갖는 중요성은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 컨설팅 기업 McKinsey & Company의

보고서에서도 확인 된다. McKinsey가 소비자 2만 명을 대상으로 30

개 제품군의 구매 행동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구매 결정의 약 66%가

구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Bughin, 2015). 이처럼

구전이 현대의 가장 강력한 마케팅 형태이기 때문에, 구전을 체계적

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기업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된바 있다(Bughin et al., 2010). 구전이 현대

마케팅에서 핵심 요소로써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Kotler, 2011).

구전 관련 변인 중, 마케팅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구전의 방향성과 양이다(Mahajan et al., 1984; Liu, 2006). 구전의

방향성(valence)이란, 구전 메시지의 내용이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부정적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긍정적 구전과 부정적 구전으로 분류된다(Richins, 1983;

Buttle, 1998; 이태민, 박철, 2006). 반면 구전의 양(volume)이란, 구

전의 절대적인 수를 의미한다(Park, Lee, Han, 2007; Liu, 2006). 구

전의 방향성과 양 중, 어떠한 요인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의견은 분

분하지만(Chevalier & Mayzlin, 2003; Liu, 2006), 실험연구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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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인으로 주로 연구되는 것은 구전의 방향성이다(김나민 등,

2006; 이태민 등 2006; 유창조 등, 2009; 양윤 등, 2000; 전우영 등,

2006). 구전의 양이 실험 연구에서 활발히 연구되지 않는 이유는, 구

전 양의 많고 적음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험 연구에서 객관적으로 그 영향을 검

증하기에 적합한 변인은 구전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구전 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 구전과 부정적 구전을

각각 어떻게 관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Buttle, 1998; File et al., 1994; Richins, 1983;

Ennew et al., 2000).

구전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구전의 방향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이 발견되어왔다(Sandes &

Urdan, 2013; Hou et al., 1995; Crowley & Hoyer, 1994; 김나민 등,

2006; 유창조 등, 2009). 특히, 부정적 구전이 긍정적 구전에 비해 소

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양

윤, 조문주, 2000; 김창호, 황의록, 1997; 김가윤 등, 2012; East et

al., 2008; Hou et al., 1995), 예외적으로 영화와 같이 즐거움을 추구

하는 서비스에서 긍정적 구전의 상대적 효과가 발견되고 있다(정영

호, 2013). 이처럼 특정 방향의 구전이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현상

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었고(Feldman & Spencer,

1965; Anderson, 1973), 사회심리학의 긍정-부정 비대칭성 개념을

적용시키는 시도도 있었다(Baumeister et al., 2001; Rozin &

Royzman, 2001; 김창호, 황의록, 1997; 김나민 등, 2006).

상담 분야에서 아직까지 구전의 방향성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구전의 전달자 변인(문수정, 김계현, 2012)이

나 구전의 주제(신예지, 김계현, 2016)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으나,

구전의 주요 변인인 방향성의 영향력은 검증되지 않았기에 그 연구

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구전 방향성은 두 종류의 마케팅 전략에

동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상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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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방어적 전략과 공격적 전략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방어

적 전략이란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공

격적 전략이란 상담에 대한 효과를 알리는 마케팅 방식을 의미한다

(최성인, 김창대, 2010).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구전 방향성에서 부정

적 구전에 대한 관리는 방어적 전략으로서, 긍정적 구전의 활용은

공격적 전략의 한 방식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은 활용 가치

를 고려했을 때, 이제 상담 분야에서도 구전 방향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선행 연구들에서 구전 방향성과의 관계가 반복 검증되어온

상품 태도와 의도(Liu, 2006; 양윤, 조문주, 2006; 전우영, 정현주,

2006; 김나민 등, 2006)가 상담 구전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태도와 의도를 주요 변인으로 연구한

기저에는 Ajzen과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이 있는데, 해당 이론에서는 태도와 의도가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정리되었다. 즉, 구전 방향성 연구에서 태

도와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것은, 최종적으로 구매 행동에 대

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상담 분야의 전문적 도

움추구 행동 연구에서도, 행동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태

도와 의도를 사용하였고(김주미, 유성경, 2002; 박준호, 서영석, 2009;

Fisher & Turner, 1970), 상담 구전 연구에서도 이 두 변인을 활용

한 바 있다(문수정, 김계현, 2012; 신예지, 김계현,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상담에 대한 태도와 이용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

여, 구전 방향성의 영향을 검증 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구전의 방향성이 상담에 대한 태도

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전의 한 형

태인 상담 후기를 실험 자극으로 사용한다. 특히, 상담서비스 영역

에서도 부정적 후기가 긍정적 후기 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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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상담 후기의 방향성이 상담에 대한 태도와 이용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적 후기의

영향력이 긍정적 후기의 영향력 보다 더 큰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

인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상담 후기의 방향성에 따라, 상담에 대한 태도와 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1. 부정적 후기가 긍정적 후기 보다, 상담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2. 부정적 후기가 긍정적 후기 보다, 상담 이용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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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구전

1) 구전의 영향

구전의 영향과 효과는 소비자 연구와 마케팅 연구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Richins 1983; 황의록, 김창호 1995; 김나민 등, 2006).

특히 구전이 전통적 광고인 라디오 광고 보다 2배, 인적 판매 보다

4배, 신문과 잡지보다는 7배 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밝혀지기

도 했는데(Katz & Lazasfeld, 1955), 이는 상업적 목적을 지닌 광고

보다 다른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더욱 신뢰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Gelb & Johnson, 1995; 양윤, 조문주, 2000). 또한, 컨설팅

기업인 McKinsey & Company 역시 보고서에서 소비재 구매의 약

66%가 구전을 바탕으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등(Bughin, 2015),

경영과 컨설팅의 영역에서 구전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구전은 다양한 상품 영역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어 왔다.

의료서비스 영역에서는, 박희자와 강석정(2000)이 구전의 특성이 의

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김세나 등(2008)은

구전의 활용유무가 환자의 치료 완료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구전이 병원과 진료과목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도 제시 되었다(김세나 등, 2008; 신현희, 2009). 영화 산

업에서는 Liu(2006)가 영화의 매출액과 흥행여부가 구전의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고, 정영호(2013) 역시 실험연구를 통해 구전이 소

비자의 영화 관람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외에도 Godes와 Mayzlin(2004)는 TV 시청률에 미치는 구전의 영

향을, Chevalier와 Mazyline(2006)은 온라인 서적 판매량에 미치는

구전의 효과를, East 등(2008)은 휴대 전화의 구매 행동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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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의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황인석(2011)은 관광 산업에서 구전이

특정 도시 방문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특정 상품에 대

한 구전의 영향 이외에도, 구전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

되어 왔다.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교체 할 때 구전의 영향을 받

는다는 연구와(Wangeheim & Hayon, 2004), 특정 서비스/제품을 처

음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절반 가량은 구전을 탐색한다는 연구

(Bughin, 2015)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재구매 결정시에도

구전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Davidow, 2003) 등이 있다.

구전 연구에서, 구전의 영향을 받는 결과변인으로는 주로 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가 연구 되어 왔다(Chen et al., 2011; Liu,

2006; 유창조 등, 2009; 김나민 등, 2006; 전우영, 정현주, 2006; 김창

호, 황의록, 1997). 태도와 의도는 결국 구매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들인데, 연구라는 틀 안에서 실제 구매 행동을 타당하게 측정하

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구매행동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Wangenheim & Bayon,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매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상품의 판매량과 매출액 등이 구전과

갖는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도들(Liu, 2006; Godes & Mayzlin,

2004)도 있었다. 요약하자면, 다양한 상품 군에 대하여, 구전이 상품

에 대한 태도, 구매의도, 구매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연구 되어 온

것이다(Chen et al., 2011; Liu, 2006; 양윤, 조문주, 2010).

구전이 이처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정보적 사회 영

향(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으로 설명될 수 있다(전우영, 정현

주, 2006; 정영호, 2013). 정보적 사회 영향이란, 개인이 현실을 명확

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수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Deutch & Gerard, 1955). 상품에 대한 구매나 이용 경

험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상품 구매 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불확실

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용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의 의

견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보적 사회 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정영호, 2013; 전우영, 정현주, 2006). 특히, 상품 중에서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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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속성을 지닌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Zeithaml, 1981),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서비스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구전에 의존하게 된다(Litvin et al., 2008). 상

담 역시 무형의 서비스라고 볼 때, 소비자들이 구전 등 인적정보에

의존하는 정보적 사회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문수

정, 김계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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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전의 주요 변인

구전의 변인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구전의 방향성

(valence)과 양(volume)이다(Mahajan et al., 1984; Liu, 2006; 양윤,

조문주, 2000; 황인석, 2011). 구전의 방향성이란 구전의 내용이 상품

에 대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의미하는데, 긍정적 구전과 부정

적 구전으로 분류된다(Richins, 1983; Liu, 2006; 이태민, 박철, 2006).

한편 구전의 양이란 구전의 절대적인 수를 의미한다(김나민 등,

2006; 정영호, 2013). 구전의 방향성과 양 중 무엇이 소비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의견은 분분한데, 구전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는 주장, 구전의 양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 두 변수가 상호작용한다

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정영호, 2013). 다만, 구전 방향성 연구의

경우 실험연구방법(Sandes & Urdan, 2013; Hou et al., 1995; 유창

조 등, 2009; 김가윤 등, 2012)과 조사연구방법(이현선, 리대룡, 2004)

을 모두 사용하는 반면, 구전 양 연구는 주로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사이트 구전의 양을 조사하는 연구 방식(Chevalier & Mayzlin,

2006; Liu, 2006; 황인석, 2011)이 사용되어 왔다. 이는 실험 연구에

서 구전 양의 수준(많음, 적음)을 타당하게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으

로 보인다.

구전의 방향성과 양 이외에도, 구전의 영향에 관여하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전이 담고 있는 정보의 유형을 들 수 있는데,

구전이 평가적 정보를 담고 있는지 사실적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전 효과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이태민, 박철, 2006; 전

성률, 박현진, 2003). 평가적 정보란 상품에 대한 감정적이고 주관적

인 인상을 담고 있는 것이고, 사실적 정보란 상품의 특징에 대한 논

리적, 객관적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다(Holbrook, 1978; 전성률, 박

현진, 2003). 이 두 가지 유형 중, 전자가 더 큰 영향력을 지닌 다는

것이다(이태민, 박철, 2006). 다음으로 구전을 접하는 수신자의 특성

에 따라 구전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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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지각하는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구전에 의존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창호, 황의록, 1997). 마지막으로, 구전의 전

달자 특성(전문성, 유사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상이할 수 있다(김나

민 등, 2006; 문수정, 김계현, 2012). 요약하자면, 구전의 가장 주요한

변인은 구전의 방향성과 양이며, 이외에도 구전 메시지의 유형, 수

신자/전달자 특성이 구전 관련 변인으로 연구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전의 가장 주요한 변인이면서, 실험 연구방법으로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전의 방향성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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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전의 방향성

구전은 그 내용의 방향성에 따라 긍정적 구전과 부정적 구전으로

분류될 수 있다(Richins, 1983; Liu, 2006). 구전의 방향성에서 흥미

로운 점은, 긍정적 구전과 부정적 구전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상이하다는 점이다(유창조 등, 2009; East et al., 2008). 즉,

경우에 따라서 긍정적 구전의 영향력이 부정적 구전 보다 더 큰 긍

정성 효과(positivity effect)가 나타나기도 하고(East et al., 2008),

반대로 부정적 구전의 영향력이 더 큰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Sandes & Urdan, 2013).

그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 구전이 긍정적 구전에 비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일반적이다(유창조 등, 2009;

김창호, 황의록, 1997; 김나민 등, 2006; Hou et al., 1995). 부정적 구

전은 다음과 같은 변인들에 대해 더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데, 구전

정보의 수용(김창호, 황의록, 1997)과 신뢰(김나민 등, 2006; 손진아,

이은영, 2007), 브랜드나 상품 이미지(Sandes & Urdan, 2013; 김가

윤 등 2012), 상품 구매 의도(Hou et al., 1995; 손진아, 이은영,

2007; 김가윤 등 2012), 상품에 대한 태도(김나민 등, 2006; 손진아,

이은영, 2007) 등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 구전의 상대적 영향력 때문

에, 기업에서는 부정적 구전의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

리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Richins, 1983; Bughin et al.,

2010; 김창호, 황의록, 1997).

이에 반하여 긍정적 구전이 부정적 구전에 비해 상대적인 영향력

을 지닌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는데, 영화와 같이 소비자의 목적이

쾌락과 즐거움의 추구인 경우에는 긍정적 구전이 소비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영호, 2013). 또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가 낮은 상황에서는 긍정적 구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

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East et al., 2008). 이러한 일부의 주장

에도 불구하고, 구전 방향성 연구에서 더 일관되게 관찰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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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구전의 상대적 영향력이라 볼 수 있다(Sandes & Urdan,

2013; 유창조 등, 2009; 김창호, 황의록, 1997).

부정적 구전이 긍정적 구전 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이유로

는 다양한 원인이 제시 되었다. 첫째, 부정적 구전이 긍정적 구전보

다 더 강한 느낌을 주며, 마음 속에 오래 남기 때문이다(Anderson,

1973). 즉, 부정적 구전은 그것을 접한 소비자에게 ‘놀라움’을 주어

(Feldman & Spencer, 1965)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것이다. 둘째, 부

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에 비해 더 진단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

다(김가윤 등, 2012). 즉, 구매 행동을 결정할 때, 부정적 정보가 소

비자에게 더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들의 기저에는, 긍정-

부정 비대칭성(positive-negative asymmetry)이라는 핵심 개념이 자

리 잡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효과와 긍정성 효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긍정-부정 비대칭성이 사용되어 왔는데(Baumeister et al.,

2001), 구전의 영역에서도 이 긍정-부정 비대칭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유창조 등, 2009). 본 연구의 핵심 변인인 구전의

방향성과 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긍정-부정 비대칭성 개

념과 그 이론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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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부정 비대칭성

1)1) 의미

긍정-부정 비대칭성(positive-negative asymmetry)은 긍정성과 부

정성의 영향이 상이한 현상을 지칭하며, 사회인지심리학의 인지 일

관성 이론(cognitive consistency theory)이 검증 되는 과정에서 등

장한 개념이다(Peeters & Czapinski, 1990). 즉, 긍정적 자극이 부정

적 자극 보다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 상황이 있고, 반대로 부정적 자

극이 긍정적 자극 보다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 상황이나 영역이 있

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해당 개념은 이처럼 긍정성 효과와

부정성 효과를 포괄하고 있는데(Peeters & Czapinski, 1990),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긍정성 효과

인간이 인지적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인지일관성이론이 지배적이

던 때에, 인간의 인지구조가 인지적 일관성 보다 긍정적 자극을 선

호하고 추구하는 예외 현상이 발견되었다(Peeters & Czapinski,

1990). 이에 따라, 해당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긍정성 효과

(positivity effect) 혹은 긍정성 편향(positivity bias)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긍정성 효과 혹은 긍정성 편향이란, 긍정적인 자극과 환

경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주고 이를 추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Mezulis et al., 2004; Baumeister et al., 2001).

특히, 인간이 긍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언어의 문법적, 의미론적

수준에서 빈번히 나타난다(Peeters & Czapinski, 1990; Baumeister

et al., 2001). 그 근거로 우선, 개인에게 ‘내 친구의 적은 적이다’라는

문장(인지적 일관성 유지 조건)과 ‘내 친구의 적은 친구다’(긍정성

추구 조건)을 제시 하였을 때, 후자의 문장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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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었다(Peeters & Czapinski, 1990). 이는 기존의 인지적 일관성

이론의 내용에 반하는 결과로서, 긍정성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정적 단어들은 긍정적 어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 되었다. 예를 들어, 부정적 단어

‘unfavorable’의 의미론적 구조를 분석해보면 긍정적 의미의 단어

‘favorable’에 ‘un’이라는 접두사가 합쳐져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Matlin & Stang, 1978). 뿐만 아니라, Boucher 등(1969)이 12개 문

화권의 언어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단어를 부정적 단어보다 더 많

이, 다양하게 사용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

과가 언어에서 인간의 긍정성 추구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론

을 내렸다. 언어 이외에도, 개인이 과거를 회상할 때 부정적 사건

보다 긍정적 사건을 더 정확하게 기억 해내고(Matlin & Stang,

1978), SNS에 글을 작성할 때 이전에 보았던 긍정적 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Ferrara & Yang, 2015)는 긍정성 효과를 뒷

받침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구전 영역에서도, 영화 등 쾌락을 추구

하는 상품에서 긍정성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정영호, 2013).

이처럼 긍정성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

이 가능하다. 즉,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얻기 위해 환경

에 접근해야 하는데,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때

이러한 접근 행동이 용이하다는 것이다(Peeters & Czapinski, 1990).

만약, 환경에 대한 접근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경

우, 인간은 자원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접근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긍정성 효과의 또 다른 설명으로, 인간이 부정적 자극을 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긍정성을 추구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즉,

현실 속에는 불편한 진실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자극들

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자

극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Jing-Schmidt, 2007). 이러한 설명

은, 긍정성 추구 경향의 원인이 결국 부정성에 민감한 경향 때문이

라는 해석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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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성 효과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 혹은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

은, 부정적 자극이 같은 강도의 긍정적 자극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

니는 현상을 일컫는다(Peeters & Czapinski, 1990; Baumeister et

al., 2001; Yzerbyt & Leyens, 1991). 부정성 효과는 부정적인 자극

의 진화론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Peeters & Czapinski, 1990; Baumeister et al., 2001). 최근에는

Baumeister 등(2001)이 일상생활 속 대부분의 영역에서 부정성의 영

향이 긍정성보다 강력함을 주장하면서 긍정-부정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이 부정성 효과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

정성 편향의 중요한 전제는 비교되는 긍정적 자극과 부정적 자극의

강도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자극 간의 강도가 다를 경우,

영향의 차이가 강도 차이에서 귀인 한 것인지, 긍-부정성에 의한 것

인지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Baumeister et al., 2001; ito et al.,

1998).

부정성 효과는 긍정성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서 관찰되어 왔다(Baumeister et al., 2001; Rozin & Royzman,

2001). 특히, 지난 40여 년 간의 뇌 과학 연구에서, 부정성 편향이

비교적 일관되게 관찰되었다는 점(Olofsson et al., 2008)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관련활동전위(ERP) 등 뇌파 측정

을 통해 얻어졌으며,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의

주의집중 과정에서 부정적 자극에 대해 뇌가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주의 집중은 자극을 접한 이후 120ms, 200ms 시점

에서 발생하는데, 해당 시점에서의 뇌파를 측정한 결과 부정적 자극

에 대한 뇌파 진폭이 긍정적, 중립적 자극에 대한 뇌파 진폭 보다

컸던 것이다(Smith, Cacioppo, Larsen, & Chartrand, 2003; Carretie

et al., 2001). 둘째, 뇌가 자극을 평가, 구별하는 과정에서 부정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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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발견되었다. 뇌의 자극 구별/평가는 자극을 접한 이후 300ms

시점에서 발생하는데, 해당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자극에

대한 뇌파 진폭이 긍정적, 중립적 자극의 진폭 보다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극의 강도, 발생가능성, 활성화 정도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관찰된 것으로, 부정성 편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

과라 할 수 있다(Ito, Larsen, Smith & Cacioppo, 1998). 이외에도

부정적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 시점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Carretie et al., 2004), 뇌의 부정성 편향이 반복해서 관찰되어 왔

다(Olofsson et al., 2008).

부정성 효과는, 뇌의 반응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 반응에서도 관

찰되어 왔다. 가장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인상 형성 영역으

로,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부정적인 정보의 영향이 긍정적

정보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1965; Hamilton &

Zanna, 1972; Yzerbyt & Leyens, 1991). 다음으로 경제학 영역에서

도 부정성 효과가 발견된 바 있다. Akhtar 등(2011)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 부정적 소비자태도지수가 각각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 태도지수가 부정적

인 것으로 발표될 경우, 투자자들의 주식/채권 거래량이 긍정적일

때 보다 더 크게 늘었으며,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의 하락세를 이끌

어 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khtar 등(2011)은 투자자들이 부정적

정보에 더 민감한 이와 같은 현상을, 주식 시장에서 부정성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간이 이득 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다는 전망이론의 내용(Kahneman & Tversky, 1984)과도 일

치한다. 뿐만 아니라, 귀인의 영역에서도, 개인은 긍정적 결과 보다

부정적 결과를 얻었을 때 귀인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Weiner, 1985). 이외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학의 의미론적 수

준에서 부정성 편향이 있다는 연구(Jing-Schmidt, 2007)와, 진실에

대한 판단 시 부정적 정보의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Hilbig,

2009) 등 부정성 효과는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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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관심 영역인 구전에서도 부정적 구전의 영향력이 긍정적 구전

보다 더 큰 현상이 비교적 일관되게 발견된 바 있다(유창조 등,

2009; 김창호, 황의록, 1997; 김나민 등, 2006; Hou et al., 1995).

부정성 효과가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원인은, 부정적

정보가 지닌 진화론적 가치 때문이다(Baumeister et al., 2001; Rozin

& Royzman, 2001). 만약 인간이 긍정적 자극을 무시하고 지나친다

면, 이는 생존에 위협이 될 만큼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적 자극을 무시했을 경우, 이는 잠재적으로 인간의 생존에 위협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부정적 자극에 더 민감

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Peeters & Czapinski,

1990; Baumeister et al., 2001; Rozin & Royzman, 2001). 인간이 부

정적 자극 중에서도, 특히나 위협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진화론적 설명을 뒷받침 한다(Ohman et al., 2001). 뇌의 인

지처리과정에서 부정적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

과들(Ito et al., 1998; Oloffson, 2008; Olofsson et al., 2008;

Baumeister et al., 2001) 역시 부정성 효과의 진화론적 설명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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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마케팅

1) 상담 마케팅의 필요성

그동안 제기된 상담 마케팅의 필요성은 (1) 사회적 측면과 (2) 공

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상담 마

케팅은 ‘서비스 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다(문수정, 김계현, 2012; 신예지, 김계현, 2016; 정진원, 2017). ‘서

비스 갭(service gap)’이란, 전문적인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

(Brinson & Kottler, 1995), 이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적지 않은 부

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신예지, 김계현, 2016; 정진원, 2017). 따

라서, 상담 마케팅을 통해 상담 접근성을 높여서, 사회의 부적 효과

를 줄이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간과되기 쉬운 측면은, 마케팅 활동이 더

욱 절실히 필요한 공급자의 관점이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국내

상담사 57.1%의 연 평균 소득은 24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데, 전체

근로자 평균 연소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이형국, 2017). 이는 상

담 분야가 안고 있는 불편한 진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의 상담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효과적인 마케팅인데, 마케팅이

소비자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

다(Paliwoda et al., 2008; 여운승, 2007). 과거 미국에서도 같은 맥락

에서, 상담 분야의 쇠퇴를 막기 위해 상담 마케팅의 필요성이 제기

된 바 있다(Wittman, 1988; Walz, 1985).

요약하자면, 상담 마케팅은 사회 전체의 이익과 상담 공급자의 이

익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다만, 상담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상담

공급자 입장에서, 상담 마케팅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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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마케팅 전략

지금까지 제시된 상담 마케팅 전략은 방어적 전략과 공격적 전략

(최성인, 김창대, 2010)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중, 상담

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는 방어적 전략이 주로 사용되어 왔

다(최성인, 김창대, 2010). 그 이유는, 상담은 그 이용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에 대한 우려가 큰 특성을 지니는데(Vogel et al.,

2007; 이민지, 손은정, 2007; 박준호, 서영석, 2009),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상담을 이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Cooper,

Corrigan, & Watson, 2003; 질병관리본부, 2012). 따라서, 상담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상담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이에

해당하는 마케팅 전략이 방어적 전략이다.

두 번째 상담 마케팅 전략은 상담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공격적 전략이다. 상담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높이는 것은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자가 후자

보다 상담 이용의도를 훨씬 더 잘 설명해주는 변인이기 때문이다(최

성인, 김창대, 2010). 즉, 개인이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

다 하더라도, 확실한 기대를 심어준다면 상담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적 전략과 관련된 연구로는, 상담 홍보 메

시지의 전달 방식에 대한 연구(정진원, 2017)와 상담 구전에 대한

연구(문수정, 김계현, 2012; 신예지, 김계현, 2016)가 있다. 정진원

(2017)은 상담 홍보 메시지의 프레이밍 방식을 연구하여, 이득 프레

이밍으로 홍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상담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문수정과 김계현(2012)은 상

담을 추천하는 추천자의 특성을 연구하였고, 신예지와 김계현(2016)

은 상담 효과에 대한 후기가 상담 태도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력을 규명하였다. 이외에도, 김인규와 김계현(2003)이 잠재적 내담자

의 상담 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자료를 활용한 연구 역시 공격

적 마케팅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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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제인 상담 구전의 방향성은, 앞서 살핀 방어적 마케

팅 전략과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부정적 구전의 관리는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관리와 같다는 점에서 방어적 전략에 해당하고, 긍정적 구전

의 활용은 상담 효과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공격적 전략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전략 모두 나름의 마케팅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상담 구전의 방향성 연구는 두 가지 전략을 모두 다룰 수 있

는 연구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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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마케팅 효과의 측정

: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 이용 의도

상담 마케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 온 변인은

상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 이용 의도이다(문수정, 김계현, 2012; 신예

지, 김계현, 2016; 정진원, 2017). 상담 마케팅의 궁극적 목적은 잠재

적 내담자의 상담 이용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라

는 틀 안에서 마케팅 전략이 실제 이용 행동을 이끌어냈는지 직접

관찰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현실적 구조 속에서 이

용 행동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태도’와 ‘이용 의도’를 활용하

는 것이다(Wangenheim & Bayon, 2004). 태도와 의도를 행동 대신

측정하는 배경에는, Ajzen과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행동에 대

한 태도는 행동 의도를 예측하며, 행동 의도는 실제 행동을 예측한

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상담 마케팅 연구에서 태도와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활용해 왔으며, 문수정과 김계현(2012), 신예지

와 김계현(2016), 정진원(2017) 등의 연구가 그 예이다.

두 변인 중 ‘태도’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선호, 비선호 정도의 평

가로 정의될 수 있다(Eagly & Chaiken, 1993). 이러한 태도는 어떠

한 반응 이전의 ‘평가적 상태’에 해당하며, 기질이나 성향 등에 비해

비교적 쉽게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Eagly & Chaiken,

1993; Eagly & Chaiken, 2007). 상담 마케팅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의 정의를 수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문수정, 김계현,

2012; 신예지, 김계현, 2016). 다만, 태도를 (1) ‘적극적인 인지적 노

력’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느냐 (2) ‘상대적으로 적은 인지적 노력’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태도를 다르게 측정한 것으로 보인

다. 최성인과 김창대(2010)는 대표적으로 전자의 관점을 채택한 연

구자들이다. 그들은 상담 소비자를 ‘과학적 사고자’로 가정하였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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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소비자가 상담을 평가할 때 많은 인지적 노력을 투입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한국판(K-BEACS)

을 개발하였으며, 정진원(2017)의 상담 마케팅 연구에서 이 도구를

활용한 바 있다. 반면, 문수정과 김계현(2012)은 후자의 관점을 채택

하였는데, 상담 소비자들이 반드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

니며, 보다 손쉽게, 휴리스틱하게 상담을 평가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정 하에 해당 연구자들 역시 태도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

였고, 신예지와 김계현(2016)의 연구에서도 해당 도구가 사용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채택하여, 상담에 대

한 태도 측정 시 최성인과 김창대(2010), 문수정과 김계현(2012)이

개발한 측정 도구를 모두 사용하였다.

태도가 대상(혹은 행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면, ‘의도’는 특정

행동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고자 하는지 그 의지와 계획

을 나타낸다(Ajzen, 1991). 이를 상담 이용 의도에 대입한다면, 상담

을 이용하기 위한 의지와 계획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태도가 정적인 상태에 가까운 변인이라면, 의도

는 태도에 비해 동적인 행동에 더 가까운 변인이라 볼 수 있다. 같

은 맥락에서 Ajzen과 Fishbein(1980)은 의도가 행동을 가장 직접적

으로 예측 하는 변인이며, 이 의도를 다시 결정하는 변인 중 하나가

태도라고 제시하였다. 즉, 행동과의 거리가 의도, 태도 순으로 가깝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상담 연구에서 이용 의도의 측정에는 주로

Cash, Begley, McCown과 Weise(1975)가 개발한 Intention to Seek

Counseling Inventory(ISCI)이 사용되어 왔다. ISCI는 총 17개의 문

제 목록(대인관계문제, 진로선택 등)을 제시하고 해당 상황에서 ‘얼

마나 상담을 받으러 갈 것 같은지’를 응답하도록 한다. 이는 앞서

살핀 Ajzen(1991)의 의도 정의처럼, 상담 이용 행동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선행 마케팅 연구(정진원,

2017)에서도 ISCI를 활용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상담 이

용 의도의 측정 도구로 ISCI의 한국어 번안판(박준호, 2009)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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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이용 경험이 없는 잠재적 내담자들로 참

가 대상을 한정 시킨다. 이는 사전 상담 이용 경험 여부가 외재변인

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유사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사전 상담 경험’을 ‘개인 상담 경험’으로만 한정하였는

데(신예지, 김계현, 2016; 정진원, 2017), 이는 집단상담이 제외된 것

으로 엄밀하게 사전 ‘상담’ 경험을 측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경험이 모두 없는 참가자만

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의 참여자 모집 홍보는 각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루어졌으며, 모집 공고문을 읽고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에 한해 실

험이 진행 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총 92명이었으며, 이 중

개인상담/집단상담 경험을 묻는 문항에 ‘경험 있음’ 혹은 ‘현재 상담

서비스 이용 중’으로 체크한 3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

종적으로 89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의 성별은 남자 45명(48.9%), 여자 44명(47.8%)이고, 평균 연령은 만

22.25세(SD=3.59)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

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변인 구분 표본 수 백분율(%)

성별
남 45 48.9

여 44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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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긍정후기 집단, 부정후기 집단, 통제 집

단 등 세 개의 집단 중 하나로 무선 배정되었다. 긍정후기와 부정후

기 집단은 가설1,2의 검증을 위하여, 통제집단은 본 연구의 참고자

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집되었다. 각 집단의 구성은 <표 2>와 같

다.

<표 2> 집단 구성

학년

1학년 18 19.6

2학년 23 25.0

3학년 3 3.3

4학년 24 26.1

4학년

이상
6 6.5

대학원생 15 16.3
전체 89 100.0

변인 구분
긍정후기

집단

부정후기

집단
통제 집단

성별
남 14 17 14

여 16 13 15

학년

1학년 7 7 4

2학년 8 10 5

3학년 1 0 2

4학년 7 6 11

4학년

이상
1 1 4

대학원생 6 6 3
전체 30 3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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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하여 긍정후기 집단과 부정

후기 집단의 사후-사전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만약, 부정후기 집단

의 변화량이 긍정후기 집단의 변화량보다 유의미하게 크다면, 부정

후기가 긍정후기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각 집단의 변화량을 절대 값으로 변환하여 비교하는데,

그 이유는 변화의 ‘크기’만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긍정후

기 집단의 변화량이 1이고, 부정후기 집단의 변화량이 –1인 경우,

이를 절대 값으로 변환하지 않는 다면 두 집단의 평균 차는 2가 된

다. 이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과대평가된 것이다. 변화의 크기만을

본다면 두 집단 모두 ‘1’ 만큼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

고, 부정성 효과를 타당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절대 값 비교 방식을

활용한다(김가윤 등, 2012). 양윤 등(2000)과 김나민 등(2006)의 구전

연구에서, 부정성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같은 설계 방식이 사용된

바 있다. 이러한 설계 방식의 장점은, 통계적 검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므로, 가설의 지지/기각 여부가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사전점수의 수준에 따라 사후점수로의 변화량

에 제한이 생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무처치 통제

집단의 평균값을 제시한다. 이는 통제집단을 기준점(midpoint)으로

두고, 이로부터 긍정, 부정 집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김가윤 등, 2012; 유창조 등, 2009; Sandes et al.,

2013; Anderson, 1965; Yzerbyt et al., 1991; Ito et al., 1998). 이러

한 거리 비교 방식은 통계적 검정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참고자

료로만 활용한다.

본 연구 설계의 중요한 전제는, 사전에 긍정후기와 부정후기의 강

도(intense)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후기의 강도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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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면, 종속변인의 차이가 방향성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강도

차이에 의한 것인지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후기 제작 시 긍정, 부정 후기의 요소들을 최대한 유사하게 하고

자 노력하였고, 제작된 후기의 평정을 실시하여 긍정후기와 부정후

기가 유사한 강도로 인식됨을 확인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긍정후기 집단과 부정후기 집단의 사후-사

전 변화량을 비교한다. 이를 위해 각 후기의 강도를 사전에 통제하

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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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1) 실험자극 개발

(1) 상담 후기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상담 후기는 신예지와 김계현(2016)에서 제

작한 상담후기에 기초 하여 제작되었다. 긍정후기와 부정후기 각각

두 편 씩, 총 네 편의 후기가 제작되었는데, 우선 ‘긍정후기’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후기의 기초자료를 선행 연구에서

추출하였다. 신예지와 김계현(2016)은 ‘상담 효과’와 ‘이용 편의’에 대

한 후기를 제작한 바 있는데, 이들 중 ‘상담 효과’에 대한 후기 두

편을 선정하였다. 해당 후기들은 각각 ‘정서조절’,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 상담이 효과적이었다는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긍정적

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선정한 것이다. 둘째,

선정한 후기들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긍정후기’ 두 편을 완성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선정한 후기들의 내용을 ‘평가적 내용’으로 수정하

였는데, 그 이유는 평가적 내용의 후기가 사실적 내용 보다 소비자

에게 명확한 영향력을 지니기 때문이다(이태민, 박철, 2006; 전성률,

박현진, 2003). 예를 들어, 선정된 후기의 본래 내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였다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도움이 됐어요’로

바꾸는 식이다. 이렇게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긍정후기 두 편이

완성되었다.

본 연구의 부정후기 두 편은, 앞서 제작된 긍정후기 두 편을 각각

부정적인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작되었다. 다만, 긍부정성을 제외한

후기의 내용은 최대한 유사하게 유지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 구체적

제작과정은 첫째, 긍정후기 두 편의 내용에서 긍정적 평가 내용을

그 정반대의 부정적 평가 내용으로 각각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

알게 돼서 도움이 됐어요’를 ‘~알 수 없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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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꾸는 것이다. 둘째, 수정한 내용 중 어색하거나 실제 있을 법

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는 1차적으로 제작된

부정후기를 평정하는 과정에서, 평정 참가자들로부터 부정적 후기의

내용들이 전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피드백에 기반 한 것

이었다. 상담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그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데(권경인, 한영주, 김창대, 유성경, 2011; 문보경 등, 2001), 이러한

긍정 경험과 부정 경험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긍정

적 단어를 부정적 단어로 바꾸었기에 해당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부정적 상담경험의 고유한 특성을 추가하여 부

정후기 제작을 완성하였다. 이를 위해, 권경인 등(2011)이 낮은 상담

성과를 보인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참고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상담에 불만족했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 내담자와의 인

터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일부 발췌하여 부정후기의 내용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긍정, 부정후기 총 네 편이 제작

되었다. 긍정, 부정후기의 주제는 각각 ‘정서조절’, ‘대인관계’ 등으로

동일하였다. 신예지와 김계현(2016)은 이 두 가지 주제 이외에 ‘진

로’에 관한 후기도 제작하여 총 세 편의 후기를 활용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두 편의 후기만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이미 ‘정서조절’ 후기가 진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각 후기의 길이를 고려하였을 때 세 편을 읽는 것은 실험 참여

자의 집중을 방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기의 개수를

각각 두 편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후기의 길이는 87±3 단어로 통제

하였다. 각각 대응되는 긍정, 부정 후기의 경우 사용된 강조어의 개

수 역시 동일하게 하여, 후기간의 강도 크기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2) 상담 후기 평정

긍정, 부정 후기의 영향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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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intense)가 동일해야 한다. 종속변인의 차이가, 단순한 후기 강

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방향성에 의한 것임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Peeters, & Czapinski, 1990). 따라서 제작된 긍정후

기와 부정후기가 같은 강도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창

조 등(2009)과 김가윤 등(2012)의 구전 방향성 조작점검 절차를 참

고하여 후기 평정을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들에서는 구전의 강도를

평정하기 위하여, 평정자들에게 후기 방향성에 대한 ‘동의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즉, 긍정적 구전에 대해서는 ‘얼마나 긍정적으로

느껴지는지’, 부정적 구전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절차에 따라, 서울소재 4년제 대학생 및 대학

원생 40명을 대상으로 후기 평정이 실시되었다. 평정자는 긍정후기

1, 긍정후기2, 부정후기1, 부정후기2 등 총 네 편의 후기에 대해 방

향성 강도를 평정하였다. 문항 질문은 ‘귀하가 느끼기에 이 상담 후

기의 내용은 얼마나 긍정(부정)적인 것 같습니까?’이며, 이에 대해

‘전혀 긍정(부정)적이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긍정(부정)적이다(5)’

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평정 결과 기술통계량은 <표 3>

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후기 평정 기술통계

M SD 최소값 최대값

긍정후기1 4.48 .554 3 5

긍정후기2 4.50 .555 3 5

부정후기1 4.52 .506 4 5

부정후기2 4.28 .599 3 5

긍정후기 전체 4.52 .422 3.5 5.0

부정후기 전체 4.40 .426 3.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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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후기와 부정후기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평정 결과 긍정후기1과 부정후기1,2 그리고 긍정후

기2와 부정후기1,2의 강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다만, 부정후기2의 동의수준 평균(4.28)이 다른 3개의 후기보다

낮게 나온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각 집단의 참여자는 총 두 편의

후기를 읽게 되는 것을 고려할 때, 긍정후기1,2 동의수준 평균(4.52)

과 부정후기1,2의 동의수준 평균(4.40)은 그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후기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에서도 긍정

후기 전체와 부정후기 전체의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긍정후기와 부정

후기가 100% 동일한 강도를 지녔다고 해석 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

해야 한다. 개인의 의견이 담겨있는 후기의 특성상, 기계를 조작하

듯 완벽하게 동일한 강도로 긍,부정 후기를 조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표 4> 후기 평정 대응표본 t검정

대응차
t값

유의확률

(양측)M SD

긍정후기1 – 부정후기1 -.050 .783 -.404 .688

긍정후기1 - 부정후기2 .200 .785 1.669 .103

긍정후기2 - 부정후기1 -.025 .698 -.227 .822

긍정후기2 - 부정후기2 .225 .733 1.940 .060

긍정후기 전체

-부정후기 전체
.125 .528 1.497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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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실험

연구 설계의 타당도 및 실시 절차상의 보완점을 확인하고자, 상담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 13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은 본 실험의 진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실시 후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였다. 피드백의 내용을 반영하여, 참여

자가 상담 후기를 집중해서 읽도록 안내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측정

안내문항을 보다 구체화 하였다.

3) 본 실험

본 연구의 실험은 <표 5>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실

험 과정에서의 외재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자 1인이 연구 진

행 스크립트를 읽으며 실험 과정을 안내, 진행하였다. 실험의 소요

시간은 긍정후기, 부정후기 집단의 경우 약 20분, 통제 집단의 경우

약 7분이었다. 통제 집단의 소요시간이 짧은 것은 본 연구에서 사후

검사 통제집단(김인규, 김계현, 2000)을 활용했기 때문인데, 통제집

단에서는 사전측정과 후기를 읽는 실험처치 없이, <표 5>의 사후

측정부터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본 실험 절차는 연구 참여자의 권

리 보호를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검토를 거쳤으

며, 심의결과 승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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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 절차

(1) 연구 안내

연구 참여자가 지정된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

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 때, 본 연구의 목적

을 ‘교내 상담 서비스의 인식조사’로 안내하였는데, 이러한 눈가림

법을 사용한 이유는 실제 연구 목적을 알게 될 경우 참여자가 설문

응답 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대한 안내를 모두

받고, 참여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2) 사전 측정

상담 후기를 제시하기 전에,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전

순서 절차 자료
소요시간

(분)

1
연구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2

2 사전 측정 사전 설문지 5

4 집단 별 개입
긍정후기 두 편

6
부정후기 두 편

5 사후 측정 사후 설문지 5

6 디브리핑 디브리핑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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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실시하였다. 사전측정의 내용은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 이

용 의도 등 본 연구의 종속 변인과, 이외에도 집단 간 통제해야 할

변인들(사전 상담 경험, 사전 상담 지식, 후기 활용 정도 등)이 포함

되었다.

(3) 집단 별 개입 : 상담 후기 제시

사전 측정을 마친 후, 제작된 상담 후기를 두 편 씩 제시하였다.

긍정후기 집단은 긍정후기 두 편을, 부정후기 집단은 부정 후기 두

편을 읽도록 하였다. 후기를 읽는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후기 두

편을 읽는 시간을 최대 6분으로 제한하였다. 각 후기를 읽은 후에

는, 간단한 조작 확인 문항(신예지, 김계현, 2016)에 응답하도록 하

였는데, 이는 후기를 집중해서 읽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4) 사후 측정

상담 후기를 읽은 후, 사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 이용의도 등 주요 변인을 측정하였으며, 이외에도

후기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으로, 조작점검을 위해 참여자가 인식한 후기의 긍/부정성, 응답의

성실성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5) 디브리핑

사후 측정까지 실험 절차가 완료된 후, 참여자들에게 본 실험의

실제 목적을 알리는 디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이 때, 모든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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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긍정후기 두 편과 부정후기 두 편을 모두 제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읽은 후기가 본 연구를 위해 제작

되었다는 점과, 긍정-부정 후기가 각각 쌍을 이루어 제작되었음을

확인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사실과 실제 연구 목적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 철회 권리 등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다시 안내 하였다.

연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

며,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를 지

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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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도구

1) 상담에 대한 태도

(1)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한국판(Korean version of

Beliefs and Evaluations about Counseling Scale,

K-BEACS)

태도의 첫 번 째 측정도구는 Choi(2008)에 의해 개발되고 최성인

과 김창대(2010)가 번안 및 타당화한,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한국

판(Korean version of Beliefs and Evaluations about Counseling

Scale, K-BEACS)이다. 해당 도구는 인지적 태도 이론인

Fishbein(1963)의 다속성 태도 모형과 여기서 확장된 합리적 행동이

론(Fishbein & Ajzen, 1975)에 바탕하여 개발되었다. K-BEACS의

문항은 예측문항과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예측문항은, 상담을

받으러 감으로 인해서 일어날 만한 일들에 대한 예상, 즉 “그럴 것

같은지 아닌지”를 묻는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0)’에서

부터 ‘확실히 그럴 것 같다(5)’의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문항은 상담을 받으러 감으로 인해 일어날만한 그 일들에

대한 평가, 즉 “좋은지 싫은지”를 묻는 문항으로 ‘무척 싫다(-3)’, ‘좋

지도 싫지도 않다(0)’, ‘무척 좋다(+3)’의 7점 척도로 응답한다. 총점

은, 서로 쌍을 이루는 예측문항(17개)와 평가문항(17개)을 각각 곱하

여 하나의 단위로 하고, 그 단위들의 총합으로 계산된다. K-BEACS

의 요인은 ‘긍정적 상담결과에 대한 기대’, ‘부정적 상담결과 가능성

에 대한 내인성’, ‘상담에 대한 사회적지지 기대’ 등 3가지이다. 본

연구에서 K-BEACS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80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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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수정과 김계현(2012)이 개발한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간략 태도 척도)

태도의 두 번 째 측정도구는 문수정과 김계현(2012)이 개발하고,

신예지와 김계현(2016)에 의해 수정된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이다.

해당 측정도구는 K-BEACS와 달리, 상대적으로 쉽게 형성되는(휴

리스틱 경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해당 측정도구에서

는 ‘교내 상담센터의 심리 및 진로 상담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느낌

은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총 4개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한다. 각 문항은 하나의 형용사 쌍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긍정적인 ~

부정적인’, ‘호감이가는 ~ 호감이 안가는’, ‘좋은 ~ 나쁜’, ‘이로운 ~

해로운’ 등이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11점 척도(-5 ~ +5)로 평정 한

다. 이와 같은 측정도구는 Eagly(1993)가 태도를 일종의 심리적 경

향성으로 정의하여, 기질이나 성향에 비해 비교적 변화가 쉬운 특성

으로 정의한 것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상담후기에 의해

태도가 변화가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선행연구의 해당 척도를 사용

하였다. 호칭의 편의를 위하여, 이후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를 ‘간

략 태도 척도’로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간략 태도 척도의 내적 일

치도(Cronbach’s alpha)는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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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의도 척도(Intentions Seeking Counseling

Inventory, ISCI)

본 연구에서는 상담 이용 의도 척도로 Cash 등(1975)이 개발하고

Robertson과 Fitzgerald(1992)가 수정한 상담 의도 척도(Intentions

Seeking Counseling Inventory, ISCI)의 한국어 번안판을 사용했다.

한국어 번안은 박준호(2009)에 의해 이루어졌다. ISCI는 총 17개의

문제 목록(대인관계문제, 진로선택 등)을 제시하고, 해당 상황에서

‘얼마나 상담을 받으러 갈 것 같은지’를 응답하도록 한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6점 리커트 척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 ~ 6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총점은 각 문항 점수의 총합으로 계산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상담 이용 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ISCI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9로 나타났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앞서, 긍정후기 집단과 부정후기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이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상담에 대한 태도와 이용 의도 척도의 사전 점수와,

외재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인들(인구통계학적 정보, 상담지식,

상담 이용고려 여부, 후기 참고경향)이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인의 사후 점수에 대하

여 긍정후기 집단과 부정후기 집단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

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K-BEACS와 간략태도척도, ISCI 등 세 가지

측정도구의 점수이다. 통계적 검정에 더하여, 통제집단의 평균과 긍

정후기, 부정후기 집단의 평균의 기술통계치를 비교하여 제시하였

다. 통계프로그램으로는 SPSS 25.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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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 검토

1) 조작 확인

긍정후기 집단과 부정후기 집단의 참여자들이, 후기를 각각 긍정

적/부정적으로 지각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작 확인을 실시했

다. 참여자들은 사후 설문에서 ‘앞서 읽은 두 편의 후기들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정적 상담경

험(1)’에서부터 ‘긍정적 상담경험(5)’의 5점 척도에 응답하였다. 조작

확인 문항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긍정후기 집단(M=4.80, SD=.407)

과 부정후기 집단(M=1.37, SD=.178)에서 각각 후기를 긍정적 상담

경험과 부정적 상담경험에 가깝다고 평정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평

균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따라서, 두 집단 모두

에서 후기의 방향성이 의도한대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6> 후기의 방향성 조작 확인

변수 집단 M SD t값
유의확

률

후기

방향성

긍정후기 집단

(n=30)
4.80 .407

22.778 .000
부정후기 집단

(n=30)
1.37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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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집단 간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사전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자들을

세 집단 중 하나의 집단에 무선배정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의도한대로 집단 간 사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증의 대상은, 인구통계학적

특징(성별, 연령, 학년), 상담에 대한 사전 지식, 후기 참고 경향, 상

담 이용고려여부 등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이다.

이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해당 변인들 모두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의도한대로 무선배정에 의해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확보된 것이다.

<표 7> 분석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변수

긍정후기

집단

부정후기

집단
통제집단

F값
유의

확률M(SD),

n=30

M(SD),

n=30

M(SD),

n=29

성별 1.53(.50) 1.43(.50) 1.52(.50) .336 .716

연령 22.07(3.68) 22.50(4.32) 22.17(2.63) .116 .890

학년 3.17(1.85) 3.07(1.87) 3.52(1.55) .525 .593

상담에 대한

사전 지식
2.17(.91) 2.17(.95) 2.14(.83) .010 .990

후기참고

경향
5.07(.90) 4.87(.97) 4.97(1.32) .738 .481

상담 이용

고려 여부
1.57(.50) 1.60(.49) 1.45(.50) .257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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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후기 방향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인의 사전 점

수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상

담에 대한 태도 척도 두 가지와, 이용의도 척도 한가지이다. 통제집

단이 해당 분석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은, 통제집단은 사전 측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이 긍정후기 집단과 부정

후기 집단의 자료만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측정도구 모두에서 두 집

단 간 사전점수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확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집

단 간 사후점수 비교를 가능케 한다.

<표 8> 분석 집단 간 사전점수 동질성 검증

측정도구
긍정후기 집단 부정후기 집단

t값
유의확

률M(SD), n=30 M(SD), n=30

K-BEACS 47.67(32.85) 52.20(32.22) -.540 .592

간략

태도척도
2.07(1.64) 1.52(2.11) 1.126 .265

ISCI 66.27(12.85) 63.80(12.74) .747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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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간 사후-사전 점수 차이 비교

1) 상담에 대한 태도 차이 검증

(1) K-BEACS

긍정후기 집단과 부정후기 집단의 K-BEACS 기술통계는 <표 9>

와 같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실시 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기준점이 되는 통제

집단(M=64.28, SD=41.456)으로 부터, 긍정후기 집단(M=73.50,

SD=44.50)과 부정후기 집단(M=25.07, SD=30.92)의 평균이 얼마나 떨

어져 있는지 단순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그 차이의 절대 값은 부

정후기-통제집단(39.209)에서 긍정후기-통제집단(9.224) 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는 객관적인 가설 지지

/기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본 연구의 본격적인 가설 검증을 위하여, 긍정후기, 부정후기 집단

의 사후-사전 변화량의 절대 값을 독립표본 t검정으로 비교하였다.

<표 9> 집단 별 K-BEACS 점수의 기술통계

측정도구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

사전)
M SD M SD

K-BEACS

긍정후기

집단 (n=30)
47.67 32.85 73.50 44.50 25.83

부정후기

집단 (n=30)
52.20 32.22 25.07 30.92 -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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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K-BEACS 사후-사전 변화량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독립표본 t검정 실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 긍정후

기 집단의 변화량(M=25.83, SD=24.50)은 부정후기 집단의 변화량

(M=27.13, SD=27.64)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후기와 긍정적 후기는 태도 변화에 유사한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K-BEACS에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측정도구 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p)

K-BEACS

긍정후기 집단

(n=30)
25.83 24.50

-.192 .848

부정후기 집단

(n=30)
27.13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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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략 태도 척도

상담 후기 제시 전과 제시 후에 측정한 간략 태도 척도(문수정,

김계현, 2012)의 기술통계는 <표 11>과 같다. 독립표본 t검정 실시

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제집단(M=1.57, SD=1.84)으로부

터 긍정후기 집단(M=2.91, SD=1.91)과 부정후기 집단(M=-.53,

SD=2.03)의 평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단순 통계치를 비교하였

다. 그 결과, 그 차이의 절대 값은 부정후기-통제집단(2.102)에서 긍

정후기-통제집단(1.339) 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가설 지지/기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본 연구의 본격적인 가설 검증을 위하여, 긍정후기, 부정후기 집단

의 사후-사전 변화량의 절대 값을 독립표본 t검정으로 비교하였다.

<표 11> 집단 별 간략태도척도 점수의 기술통계

측정도구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

사전)
M SD M SD

간략태도

척도

긍정후기 집단

(n=30)
2.07 1.64 2.91 1.91 0.84

부정후기 집단

(n=30)
1.52 2.11 -.53 2.03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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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간략태도척도 사후-사전 변화량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독립표본 t검정 실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 결과, 부정후

기 집단의 변화량(M=2.05 SD=2.59)은 긍정후기 집단의 변화량

(M=0.84, SD=1.4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p<.05). 즉, 부정후기가 긍정후기에 비해 더 많은 태도 변화를 유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간략태도 척도에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측정도구 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p)

간략태도

척도

긍정후기 집단

(n=30)
0.84 1.41

-2.247* .029

부정후기 집단

(n=30)
2.05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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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이용 의도 차이 검증

상담 후기 제시 전과 제시 후에 측정한 ISCI의 평균은 <표 13>

과 같다. 독립표본 t검정 실시 전, 통제집단(M=59.10, SD=15.42)으로

부터 긍정후기 집단(M=71.53, SD=15.13)과 부정후기 집단(M=58.77,

SD=13.58)의 평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단순 통계치 비교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그 차이의 절대 값은 긍정후기-통제집단(12.430)

에서 부정후기-통제집단(.337) 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가설 지지/기각 여부를 판

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본 연구의 본격적인 가설 검증을 위하여, 긍정후기, 부정후기 집단

의 사후-사전 변화량의 절대 값을 독립표본 t검정으로 비교하였다.

<표 13> 집단 별 ISCI 점수의 기술통계

측정도구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

사전)
M SD M SD

ISCI

긍정후기 집단

(n=30)
66.27 12.85 71.53 15.13 5.26

부정후기 집단

(n=30)
63.80 12.74 58.77 13.58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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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ISCI 사후-사전 변화량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독립표본 t검정 실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분석 결과, 긍정후

기 집단의 변화량(M=5.26 SD=6.52)은 부정후기 집단의 변화량

(M=5.03, SD=7.73)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부정후기와 긍정후기가 상담이용 의도에 대해 유사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측정도구 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p)

ISCI

긍정후기 집단

(n=30)
5.26 6.52

.124. .901

부정후기 집단

(n=30)
5.03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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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상담 후기의 방향성이 상담에 대한 태도와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 구전 방향성

연구들에서 확인된, 부정적 구전의 상대적 영향력이 상담 후기에서

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긍정후기 집단과 부

정후기 집단의 사후-사전 변화량을 비교하는 실험 설계 방식을 채

택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검정 방식에 더하여, 통제집단과 긍정후기,

통제집단과 부정후기 집단의 평균 차를 단순 비교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제시한다.

첫째, 상담에 대한 태도에서 부정적 후기의 상대적 영향력이 일부

확인되었다. 태도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형성된다고 본 간략태도척도

(문수정, 김계현, 2016)에서, 부정후기집단의 사후-사전 변화량이 긍

정후기 집단의 변화량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들이 상담에 대해 단순하게,

인지적 노력을 덜 들인 상태에서 평가할 때 부정적 후기의 영향력

이 긍정적 후기보다 더 강하게 발현됨을 나타낸다. 이는 선행 구전

방향성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유창조 등,

2009; 김창호, 황의록, 1997; 김나민 등, 2006; Hou et al., 1995), 심

리학과 뇌 과학에서 발견되어온 부정성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Baumeister et al., 2000; Ito et al., 1998). 반면, 상담에 대한 태도

를 적극적인 인지적 노력의 결과로 가정하는 K-BEACS에서는, 이

러한 부정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부정후기는 상담에

대한 태도 중에서도, 인지적 노력을 덜 들이고, 손쉽게 형성되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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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틱한 태도(문수정, 김계현, 2012)에서 긍정후기에 비해 더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상담 이용 의도에서는 부정적 후기의 상대적 영향력이 발견

되지 않았다. 즉, 긍정후기집단에서의 사후-사전 변화량과 부정후기

집단에서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이용 의도에서는 대부분의 구전 방향성 연구에서 나

타난 부정성 효과(유창조 등, 2009; Hou et al., 1995)와 심리학에서

검증되어온 부정성 효과(Baumeister et al., 2000)가 지지되지 않은

것이다.

K-BEACS와 ISCI에서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후기가 ‘가격’ 요인이 포함되지 않은 ‘무료상담(교

내상담)’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즉, 부정적

상담 후기를 읽더라도, ‘그래도 무료이니까’라는 이점 때문에, ‘무료

상담’의 이용의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로, 가격이 상품의 ‘구매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Erickson과 Johansson(1985), Dodds와 Grewal(1991), 곽기영과 지소

영(2008), 김준석과 최호림(2009)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 또한, 가격

의 상승이 수요량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미시경제학의 수요법칙(이준

구, 이창용, 2010) 역시, 가격이 구매 등의 경제적 결정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기가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무료상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 후기가

적극적인 인지적 태도와, 이용 의도에 영향을 덜 미쳤을 수 있으며,

‘유료상담’에 대한 후기였다면 이 두 가지 변인의 평균을 훨씬 더 감

소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즉, ‘10만원이나 내고 상담을 받았는데 이

렇게 안 좋단 말이야?’라는 평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후기의 상대적 영향력이

적극적인 인지적 태도와, 상담 이용의도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라

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대다수의

구전 방향성 연구 결과(유창조 등, 2009; 김창호, 황의록, 1997; 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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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등, 2006; Hou et al., 1995)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후속 연구를 통해 후기와 적

극적 인지적 태도, 이용의도의 관계가 다시 검증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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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상담 후기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상담 마케팅 연구로

서, 다음과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부정적 후기가 상담 태도에 대해 지니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여, 부정적 후기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여기서 ‘관리’란,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의 일환으로, 후기를 조작, 검열 하는 비윤리적

행위와 구분된다. 오히려, 부정적 구전을 생산하는 불만족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 해당 고

객이 상담의 고객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마케팅 연구에서 고객관계관리란, 이처럼 고객과의 관계 형성하

고, 유지하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정현주 등,

2002; 손은정 등, 2011). 고객의 불만과 부정적 구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경우, 해당 고객의 부정적 구전 생산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성과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손은정 등, 2011),

해당 고객을 충성고객으로 남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Bell & Zemke,

1987). 신규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는 기존 고객의 유지 보다 6~9배

더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Reichheld, 1996, 손은

정 등, 2011에서 재인용), 상담에 불만족한 기존 고객에게 후속 조치

를 하고, 상담의 고객으로 남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고객관계관리의 결과로 부정적 후기의 양(volume)의 감소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상담분야에서도, 상담 사례 내의

실패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상담실을 나간 불만족 소비자에

대해 어떠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둘째, 상담 마케팅 전략의 요소로서 ‘후기’ 혹은 ‘구전’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담 연구에서는 문수정과 김계현

(2012), 신예지와 김계현(2016)에 의해 구전을 상담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로 볼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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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에서의 구전 활용 정도는 미약한 수준이다. 서울소재 대학

상담센터 20개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단 4개의 상담센

터(20%)만이 후기게시판을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소비자가 자유롭

게 글을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이 개설된 곳은 20개 중 단 5곳(25%)

으로, 구전이 교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2018년 6월 기준). 이는 각

상담센터들이 부정적 후기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유게시판

등을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살핀 고객관

계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상담센터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담 후기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어 온 부정성 효

과를 상담 후기의 영역에서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담

에 대한 태도, 그 중에서도 단순하고 손쉽게 형성되는 태도에서 부

정성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부정성 효과의 적용 범주를 확장했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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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긍정후기와 부정후기의 강도를 통제함에 있어, 그 통

제의 엄밀성이 선행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수 있다. 이

는 부정 후기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의 통제가 일부 양보되

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구전 방향성 연구에서는 후기를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등의 짧은 글로 제시하고, 긍정/부정 후기의 방향성만

정 반대로 조작하였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 용량이 커서 좋아요’,

‘컴퓨터 용량이 작아서 별로에요’ 식의 방식이다(이태민, 박철, 2006).

본 연구에서도 후기 제작 시 긍정-부정 후기간의 방향성만을 바꾸

고 강도는 통제하기 위하여, 긍정적 단어/표현을 부정적 단어/표현

으로 변환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렇게 제작된 부정후기가 평정과

정에서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얻었다. 따라서, 강

도 통제의 엄밀성은 일부 양보하되, 부정후기가 현실적으로 느껴지

도록 다시 제작한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강도 통제의 엄밀성과

후기 현실성 모두를 반영하여 후기를 제작하고, 후기 방향성의 영향

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후기의 요소를 몇 가지로 분할하

여 긍정, 부정 후기를 제작하는 방식(김나민 등, 2006)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후기의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신

예지와 김계현(2016)의 상담 효과 후기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는데,

해당 연구자들은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의도적으로 추상성이 높은

‘상담효과 후기’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디브리핑 및 피드백 과정

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후기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수정제작한 후기 역시 신예

지와 김계현(2016)의 후기가 지닌 추상성을 일부 지닌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후기 보다 더 구체적인 내

용의 긍정/부정 후기를 제작하고, 후기 방향성의 영향력을 검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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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상담 후기는 무료 상담에 대한 후기라는

점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의 범위를 유료상담까지 확대 하는 데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 모집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

여, 그 대상이 대학(원)생으로 설정되었고, 이들이 익숙한 교내상담

에 대한 후기를 제작하면서 발생한 제한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료 상담에 대한 후기를 제작하고, 연구 대상 역시 유료상담의 비

용 지불능력이 있는 대상으로 설정하여 본 연구의 내용을 반복 검

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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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전설문지

설 문 지

1. 성별    ➀ 남        ➁ 여

2. 연령    (만         세)

3. 학년    ➀ 1학년  ➁ 2학년  ➂ 3학년  ➃ 4학년  ➄ 4학년 이상  ➅ 대학원생

4. 현재 혹은 이전에 교내 상담센터 및 외부 상담센터에서 개인 상담 서비스를 이
용 한 경험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교내 상담 서비스에 대한 대학(원)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설문지는 연구 기간이 끝난
 후 안전하게 폐기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수집된 자료는 작성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정해진 답이 없으니 본인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김 계 현
연 구 자: 김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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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경험 있음 ➁ 경험 없음 ➂ 현재 상담 서비스 이용 중

5. 현재 혹은 이전에 교내 상담센터 및 외부 상담센터에서 집단 상담 서비스를 이  
   용 한 경험이 있습니까?
            ➀ 경험 있음 ➁ 경험 없음 ➂ 현재 상담 서비스 이용 중

6. 현재 혹은 이전에 교내 상담센터 및 외부 상담센터에서 검사 해석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➀ 경험 있음     ➁ 경험 없음 

7. 당신은 교내에서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②----------③----------④----------⑤----------⑥
     전혀 알지 못한다.                                  매우 잘 알고 있다.
 
8. 이전에 상담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평소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다른 소비자의 후기를 참고하는 편  
   입니까?

   ①----------②----------③----------④----------⑤----------⑥
거의 참고하지 않는다.                                         자주 참고한다.

10. 교내 상담센터의 심리 및 진로 상담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떠하십니까?

 부정적인(negative)    긍정적인(positive)

 해로운(harmful)           이로운(beneficial)

 나쁜(bad)                       좋은(good)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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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본 연구 종료 후, 교내 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 받을 의향이 있  
    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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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K-BE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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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간략 태도 척도

교내 상담센터의 심리 및 진로 상담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떠하십니까?

 부정적인(negative)   긍정적인(positive)

 해로운(harmful) 이로운(beneficial)

 나쁜(bad)                      좋은(good)

 호감이 안 가는(unfavorable)                   호감이 가는(favorable)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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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ISCI

* 다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담(심리치료)을 받으러 오는 여러 가지 문
제의 목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얼마
나 상담을 받으러 올 것 같습니까?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를 쳐 주시기 바
랍니다. 

혹시 빠진 문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절대

아니다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체중조절 1 2 3 4 5 6

2. 과도한 음주 1 2 3 4 5 6

3. 대인관계문제 1 2 3 4 5 6

4. 성문제 1 2 3 4 5 6

5. 우울증 1 2 3 4 5 6

6. 부모님과의 갈등 1 2 3 4 5 6

7. 발표불안 1 2 3 4 5 6

8. 이성문제 1 2 3 4 5 6

9. 진로선택 1 2 3 4 5 6

10. 수면곤란 1 2 3 4 5 6

11. 약물복용문제 1 2 3 4 5 6

12. 열등감 1 2 3 4 5 6

13. 시험불안 1 2 3 4 5 6

14. 교우관계문제 1 2 3 4 5 6
15. 학업문제
   (학업태만, 부진)

1 2 3 4 5 6

16. 자기이해증진 1 2 3 4 5 6

17. 외로움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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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긍정적 상담후기

* 여러분은 이제 상담 이용 후기 두 편을 읽게 될 것입니다. 
  각 후기는, 교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작성한 것입니다. 각각을 잘 읽고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담 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루하다    흥미롭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든다

무익하다                                            유익하다

신뢰하기 어렵다       신뢰할 만하다

<상담후기-1> 

진로문제로 개인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고
시 준비를 하면서 ‘실패해서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면 어쩌지’하고 불안
해하는 걸 고치고 싶었어요.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두려워하는 상황
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대처방법을 연습하도록 도와주셔서 원래 보다 더 
불안감을 줄일 수 있어 좋았어요.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제가 하
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니까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
서 고시는 아니지만, 원래 하고 싶었던 분야의 전문가 커리어를 걸을 수 
있는 진로를 찾을 수 있었고,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들
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다면 또 상담을 찾을 것 같아요.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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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담 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루하다    흥미롭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든다

무익하다                                            유익하다

신뢰하기 어렵다       신뢰할 만하다

<상담후기-2>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하고, 관계에서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많
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담에 갔었고 상담자 분이 저를 많이 이해
해 주셔서 위로를 받았어요. 또 상담자 분과 얘기 하면서 다른 사람이 
저를 싫어 할까봐 제 행동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지 이유를 파악하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예전엔 가정환경이 불안정해지면
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봤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서 감사했어요. 신경 쓸 일이 줄어 사람 만
나기가 편해졌고요. 그냥 ‘마음이 편해졌다’ 정도였는데 주변에서 ‘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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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부정적 상담후기

* 여러분은 이제 상담 이용 후기 두 편을 읽게 될 것입니다. 
  각 후기는, 교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작성한 것입니다. 각각을 잘 읽고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담 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루하다    흥미롭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든다

무익하다                                            유익하다

신뢰하기 어렵다       신뢰할 만하다

<상담후기-1> 

진로문제로 개인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실망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고시 준비를 하면서 ‘실패해서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면 어쩌지’하고 불안
해하는 걸 고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크고 절박한 
문제인데 상담사 선생님이 그걸 몰라주시고 단정 짓는 것에서 상처를 받
았어요. 또 제가 떠올리기 두려워하는 상황을 계속 떠올려보라고 요구해
서 오히려 더 불안하게 했고요. 본질적으로 제가 진짜 원하는 진로가 뭔
지 그런 깊은 걸 깨닫고 싶었는데 그냥 흐지부지 끝나 버렸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가시적인 변화도 없었던 것 같고 아직도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요. 앞으로 힘들더라도 상담은 안 받을 것 같아요.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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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담 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루하다    흥미롭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든다

무익하다                                            유익하다

신뢰하기 어렵다       신뢰할 만하다

<상담후기-2>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하고, 관계에서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많
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담 받으러 갔던 건데, 상담자가 저를 이해
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서 불쾌했어요. 제가 요즘에 힘든 얘기를 했
는데도, 상담자는 자꾸 가정 문제 쪽으로만 얘기를 몰아가서 진짜 왜 그
러나 싶더라고요.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무적인 태도
로 대해서 그게 싫었어요. 또 상담에서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면 나
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제 행동을 자꾸 체크해야 되니까 예민해졌
어요. 상담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변한 것이 없다
는 게 슬퍼요. 주변에서도 저를 계속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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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사후설문지

* 앞서 읽은 후기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1. (후기를 읽고 난 후) 교내 상담서비스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2. 본 연구 종료 후, 교내 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3. (앞서 읽은 두 편의) 후기들 속 의견이 얼마나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전혀 신뢰할만하지 않다                                  매우 신뢰할만하다.

           

    
4.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하십시오. 

1 2 3 4 5 6 7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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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모든 응답을 떠올리면서 다음 문항에 답해주십시오.

1. 본 설문 내용의 이해도
    
      ①------------②------------③------------④------------⑤
     내용을 이해하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쉬웠다.

2. 응답의 성실도

      ①------------②------------③------------④------------⑤
     문항을 읽지 않고                               모든 문항에 성실히 
     응답했다.                                               응답했다.

3. (앞서 읽은 두 편의) 후기들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②------------③------------④------------⑤
     부정적 상담경험                긍정적 상담경험

번
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대화 중에 누군가 상담에 대해 물
어본다면, 앞서 읽은 상담후기 중 기억나
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주변 사람이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
고 하면, 앞서 읽은 상담후기 중 기억나
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소개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가
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추후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
을 때, 소개된 상담 서비스 이용을 
고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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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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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valence of reviews

on the attitude toward

counseling and usage intention.

Kim, Donghyun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valence of the

counseling reviews on attitude toward counseling and intention to use

counseling. The valence of the review can be defined as the direction

of the content. Based on the valence, the reviews are classified as

positive reviews and negative reviews. This study focuses on verifying

which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counseling reviews is more

influential. In particular, as in previous marketing studies, the study is

conducted with the hypothesis that the influence of negative reviews is

stronger than the influence of positive reviews in counseling service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stages : the evaluation of the

reviews and main experiment. First, the evaluation of the review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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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for the positive and negative reviews of this study. 40

undergraduates and graduates in Seoul participat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reviews of the study had the

same intensity. Second, the main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89

undergraduates and graduates who had no experience in using

counseling.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hree

groups, the positive review group, the negative review group, and the

control group, depending on the valence of the reviews. The

participants who read positive reviews were 30, those who read

negative reviews were 30, and 29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s follows. First, the homogeneity

between the groups before receiving the treatment was identified. For

this purpose, one-way ANOVA was performed for the three groups.

Second, the independent sample t test was conducted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review groups. It was in order to compare the amount of

change in attitude toward the counseling and intention to use

counseling, after reading the review. Control group data were used

only for the comparison of simple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attitudes toward counseling,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negative

reviews was partially confirmed. The negative group showed a larger

change in easily formed attitude than the positive group. This

suggests that the influence of a negative counseling review could be

greater on heuristic attitude that is formed with less cognitive effort.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change between

the two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attitude formed

by active cognitive effort.

Second, in the intention to use counsel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sitive and negative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 85 -

result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counseling reviews used

in this study were about free counseling service. In other words,

negative reviews of 'free counseling' may have less impact than

negative reviews of 'paid counseling' and therefore the relative

influence of negative reviews may not have been identified. This

hypothesis needs to be verified through subsequent studies.

In conclusion, the negative counseling reviews have more influence

on the easily formed attitude than positive counseling reviews.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aised the need for

management of negative counseling reviews and, in turn, follow-up

support for the client who have had negative counseling experiences.

Furthermore,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expand the scope of

counseling marketing research,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of the

counseling reviews.

Key words : reviews about counseling, valence of the reviews,

attitude towards counseling, intention of using

counseling, counseling marketing

Student Number : 2016-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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