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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담자 즉시성이 내담자의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를 높이

는데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즉시성 개입에 대한 내담자의 선호에 따라 경

험 개방 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

는 상담에서 내담자의 수치심 경험 개방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상담자 즉

시성을 채택하여 상담자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개입과 비교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즉시성에 대한 내담자의 선호가 수치

심 경험 개방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수치심 경향성이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35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서로 

다른 처치 순서 집단에 무선으로 배정되어 즉시성 개입을 사용한 모의 

상담 음성과 기본적인 개입을 사용한 모의 상담 음성을 모두 들었다. 연

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 음성을 들은 후 측정한 경험 개방 의사에 

대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즉시성 개입에 대한 선호가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를 높이

는데 있어 즉시성 개입과 기본적인 개입의 효과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둘째, 상담 지속 의사에 대한 즉시성 개입과 기본적인 개입의 영향

력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즉시성을 선호하는 사람의 경우 

즉시성 개입을 받았을 때 기본적인 개입을 받았을 때보다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가 높았던 반면, 즉시성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즉시성 

개입을 받았을 때 기본적인 개입을 받았을 때보다 수치심 경험 개방 의

사가 낮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즉시성 개입이 기본적인 개입보다 내담

자의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를 높이는 일반적인 경향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즉시성 개입에 대한 선호도가 즉시성의 효과의 조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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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내담자의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를 촉진하는 변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상담 실제에 즉

시성을 적용하고자 할 때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상담자 즉시성, 수치심, 수치심 경향성, 개방 의사, 개입 선호도

학  번 : 2018-2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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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담에서 내담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이나 생각 등을 가능한 숨김

없이 개방하는 것은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 핵심적인 부분(Ridley, 

1984)이다. 그러나 실제로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에 온 내담자들이 상담

자에게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많이 감춘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Hill, 

Thompson, Cogar, & Denman, 1993; Kelly, 1998; Regan & Hill, 

1992; Yalom, 1985). Kelly(1998)의 연구에 따르면 상담을 받는 내담

자들 가운데 40.5%가 상담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개방하지 않았고, Hill 

et al(1993)의 연구에서도 내담자의 46%가 상담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비밀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워서, 비밀을 상담자에게 

이야기 하면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라고 답했

다. 또 다른 연구(Farber, Berano, & Capobianco, 2006)에서도 내담

자들은 일반적으로 상담을 시작하는 시점이나 경험을 개방한 이후의 시

점에서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개방하는 것의 이점을 인식하지만 

경험을 개방하기 직전이나 개방하는 중에는 수치심을 경험할 것을 걱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치심이 경험을 개방하는 순간에 머뭇거리

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DeLong & Kahn, 

2014).

   수치심은 자기(self)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매우 고통스러운 핵

심 감정(Lewis, 1971)으로 상담에서 수치심을 다루는 것은 상당히 중

요하다. 수치심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직·간접적인 상호관련성이 

있고, 다양한 정신 병리적 현상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김용태, 2010; 정은영, 신희천, 2014; 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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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김수임, 2017; Gilbert, Allan, & Goss, 1996). 수치심은 편집형 

사고(남기숙, 2008;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개인의 

안녕감(박미하, 2009), 부정적 섭식행동(손은정, 2007), 우울경향과 편

집성향(양윤경, 김정규, 2013; 정은영, 신희천, 2014)과 관련되고, 수치

심이 높을수록 분노를 높게 경험하며 정서조절의 어려움 및 정서 표현 

양가성(남기숙, 2008; 이지연, 2008; 정해숙, 정남운, 2011; 차혜련, 김

종남, 2016)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수치심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 능력의 효율성이 저해된다(Covert, Tangney, Maddux, & 

Heleno, 2003).

   이러한 심리적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치심을 줄이는 것이 필

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치심을 개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용태, 2010; 이지연, 2008). 그러나 수치심은 자신을 숨기게 하는 

속성이 있어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수치심과 관련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개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치심은 자기가 손상되는 매우 고통스러

운 정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보다는 우

회된 방식으로 경험한다(Lewis, 1971). 즉 수치심은 경험되지만 인식되

지는 않는 감정(Lewis, 1971)으로 내담자들이 자신의 수치심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 상담자에게 말로 표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이 부

족하고 부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감정으로 자신의 부

족함이 타인에게 노출될 경우 조롱과 경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에 수치심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숨거나 도망가는 행동이 동

기화된다(Ferguson, Stegge, Miller, & Olsen, 1999).

   이처럼 자신의 수치심 경험에 대해 숨기는 행동은 예상되는 위험으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숨기는 행동은 오히

려 심리적인 증상으로 이어진다. Pineles et al(2006)의 연구에 따르면 

숨기는 행동이 수치심 경향성과 심리적 증상을 완전 매개하고 있다. 

Hook과 Andrews(2005)의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수치심 경

향성, 아주 깊은 우울을 통제했을 때 자신의 증상을 숨기는 것은 더 높

은 우울 증상을 만들어냈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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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대인관계에서 철회 행동을 나타나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소외와 외로움 경험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에서 철수하는 행

동은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결점을 드러냈을 때 주요한 

타인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지나 위로, 타당화 등의 기회를 제한함

으로써(Pennebaker, 1989) 자신의 약점을 수용할 수 있는 경험을 차

단(서은주, 2018)하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숨기는 것은 심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요

통과 같은 신체 증상과 관련(Kelly & Yip, 2006; Larson & Chastain, 

1990)되고 자살사고로도 이어진다(D’Agata & Holden, 2018).  

   이러한 수치심 경험–숨김–증상의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

해 상담에서 수치심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개입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수치심 관련 국내 논문을 메타분석한 연구(홍지선, 

김수임, 2017)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수치심 관련 척도 개발 연구나 수

치심과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수치

심의 변화를 위해 어떠한 상담적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또한 지금까지 수치심에 대해 자기용서(심혜

선, 김지현, 2013)나 인지적 재평가(김지연, 2019) 등의 개입에 대해서

는 연구가 되어왔지만, 이러한 개입 역시 내담자가 수치심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담에서 내담자가 수치심 경험을 개

방하도록 촉진하는 개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즉시성 개입이 내담자의 수치심 경험 개방을 

촉진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시성

(immediacy)은 지금-여기에서 일어나는 상담 관계 혹은 상담자-내담

자 상호작용에 대해 상담자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내담자에게 

개방하고 이것을 내담자와 솔직하게(서영석 외, 2013) 다루는 개입이다

(서영석 외, 2013; Hill, 2014; Kuutmann & Hilsenroth, 2012).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즉시성은 내담자의 방어를 줄이고(Hill & Knox, 

2009) 상담에서 자신에 대해 더 개방하고 수치스러운 느낌과 같이 평소

에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감정을 더 깊이 탐색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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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Kasper, Hill, & Kivlighan, 2008; Mayotte-Blum et al., 2012) 

알려져 왔다. Pineles et al(2006)은 내담자들의 수치심을 다루기 위해

서는 상담사가 수치심의 존재를 나타내는 미묘한 단서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수치심과 관련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하였는데 이는 상담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대해 상담자가 느끼는 바를 지금-여기에서 다루는 즉시성 개입과 일맥

상통한다. 또한 실제 상담 장면에서 즉시성의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즉시성의 59%가 표현되지 않고 숨겨진 감정의 탐색과 관련 

있음이 밝혀졌다(Hill et al., 2014). 

   즉시성 개입은 일종의 탈조건화 개입으로 내담자들이 수치심을 개방

하려 했을 때 경험하는 불안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치심을 개방

했을 때 예상되는 사회적인 지지나 위험이 숨기는 행동과 관련된다는 것

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DeLong & Kahn, 2014; Kahn 

& Cantwell, 2017). 수치심을 경험한 사람 중 72%가 개방했을 때 다

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두렵다고 대답했고(Macdonald & 

Morley, 2001) 상담자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내담자가 비밀을 개방하

는 것을 어렵게 한다(Dorahy & Clearwater, 2012; Farber, Berano, 

& Capobianco, 2004). 최근의 신경과학적 관점의 정서조절 연구들에서

는 관계 맥락에서의 조건화된 공포반응의 탈조건화를 통해 정서가 조절

된다고 보고 있는데(김창대, 2019) 정서의 활성화와 이후의 안전한 상

태에서의 둔감화 과정을 통해 정서가 조절된다는 것이다. 즉시성 개입 

또한 이러한 정서격발기제의 조절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상담자가 지

금-여기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개방하고 지금-여기의 관계를 

대화의 전면으로 내세울 때 내담자의 정서는 활성화된다.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였을 때 내담자들은 때때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부담스러워 했는

데(Kaspe et al, 2008), 이러한 반응들이 즉시성이 내담자의 정서를 활

성화시킨다는 것의 근거가 된다. 이후에 수면으로 떠오른 문제를 상담자

와 내담자가 솔직하게 다루면서 내담자는 상담자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안, 주저함이 공감 받고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수

치스러운 경험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조절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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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조절된 결과 즉시성 후에 내담자들은 덜 방어적이 되며(Kasper 

et al., 2008)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는 능력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

인다(Mayotte-Blum et al., 2012).   

   한편, 즉시성 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Yalom(1995)은 지금-여기에서 경험한 것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즉

시성의 특성 때문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내담자의 경우 

이러한 소통 자체를 피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또한 상담 관계에 대해 직

접적으로 언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담자에 대해 내담자가 어색해 하거나 

힘들어 하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다(서영석 외, 2013).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즉시성 사용 빈도와 상담성과 변인을 분석한 Hill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애착유형에 따라 내담자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내담자는 상담자의 즉시성 개입을 통해 지

금-여기에서 상담자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그로 인해 효과를 

보았던 반면, 두려움형 애착을 가진 내담자들은 즉시성 개입에 대해 지

금-여기를 탐색하기보다 회피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서를 억압하고 회피하는 대처전략을 주로 사용해온 두려운 유형의 내

담자들은(김광은, 2004) 상담자가 즉시성을 사용하여 지금-여기에서의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요청할 때 불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아직까지 즉시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즉시성의 전반적인 효과와 관

련된 연구만 있을 뿐, 수치심을 느끼는 내담자에게 즉시성을 사용했을 

때 수치심 경험 개방을 촉진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기존의 즉시성 효과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질적 연구로 수행되어(서영석 

외, 2012; 서영석 외, 2013; Hill et al., 2018) 즉시성 개입의 순수한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즉시성에 대한 

상반된 반응들이 어떤 차이에서 비롯되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의상담 연구를 통해 내담자의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외재변인을 통제한 후에 상담자의 즉시성 개입을 주

었을 때 내담자의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가 높아지는지 확인하고자 한

다. 또한 즉시성의 효과에 개입에 대한 선호도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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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개입 선호도의 영향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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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상담자의 즉시성 개입이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를 높이

는데 효과적인가? 

 

연구가설 1-1) 즉시성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경험 개방 의사가 높

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즉시성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상담 지속 의사가 높

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즉시성 개입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수치심 경험 개방 의

사가 달라지는가?

연구가설 2-1) 즉시성 개입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는 경험 개방 의사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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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수치심

   1) 수치심의 정의

   수치심은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발생되는 감정(김용

태, 2010)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작고, 부적절하고, 가치 없게 느껴질 

때 경험되는 감정이다(Wiklander et al., 2003). 수치심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수치심은 무가치함, 무능감, 다른 

사람의 비교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

태, 2010). 즉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모자라거나 

못났다고 느껴질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이는 자신의 일부에 대한 부정

적인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다(Lewis, 

1971; Leith & Baumeister, 1998). 

   수치심과 유사한 감정으로는 부끄러움, 무안함, 수줍음, 창피함, 모욕

감, 치욕감이 있다(Lewis, 1971). 죄책감은 자기평가 과정을 거쳐 일어

나는 자의식적(self-conscious) 감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수치심과 비슷

하지만 수치심과 구분되는 감정이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혼동되어 사용

되다가 Lewis(1971)가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여 정의한 이후로 별

개의 감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Lewis(1971)에 따르면, 수치심을 존재

(self)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이고 죄책감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이다. 이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개인의 해석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동

일한 사건에 대해서 누구는 죄책감을 누구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모두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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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보고된다(송수민, 2009; Tangney & 

Dearing, 2002). 수치심은 부정적 사건의 결과를 전반적인 자기(global 

self)로 귀인하기 때문에 자기(self)가 손상되지만 죄책감은 특정 행동

에 귀인하기 때문에 자기(self)는 손상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

심은 위축되고, 힘을 모두 잃은 듯 한 느낌, 작아지는 듯 한 느낌을 경

험하지만 죄책감은 애도와 긴장, 후회를 경험한다(Tangney & Dearing, 

2002). 한편 동기적인 측면에서 수치심은 자신의 부족함이 타인에게 노

출될 경우 조롱과 경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숨거나 도망치고, 자신이 한 행위를 취소하려는 행동이 동기화된다(김지

연, 2010; 황은수, 2006; Ferguson, et al., 1999). 반면, 죄책감은 자

신의 잘못을 보상하려는 시도로 잘못에 대한 고백, 사과, 복구 행동이 

동기화된다(김지연, 2010; 황은수, 2006; Tangney, 1991). 이는 수치

심이 타인들의 평가를 염려하고 죄책감은 타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염

려하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Tangney & Dearing, 2002). 

   이처럼 죄책감 보다는 수치심이 심리적 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치심은 오랫동안 상담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수치

심을 통제한 죄책감은 심리적인 부적응과 관련이 없었지만 수치심 경향

성은 우울, 불안, 섭식 장애, 낮은 자존감 등의 많은 심리적 문제와 관련

된다(Tangney & Dearing, 2002) 고 알려져 있다.

   2) 수치심 경향성

   수치심은 크게 상태 수치심(state shame)과 특질 수치심(trait 

shame)으로 구분된다. 상태 수치심은 특정 상황에서 타인이 보이는 반

응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정서 반응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경험되는 수치심(Allan et al., 1994)이다. 이러한 상태 수치심이 반복

되어 개인의 존재 자체에 심한 손상을 주면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일반화

하는 경향이 생겨난다. 이를 특질 수치심이라 하는데 상태 수치심보다 

전반적이고 내면화된 방식으로 경험되는 수치심을 일컫는다(Allan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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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gney와 Dearing(2002)는 수치심은 하나의 정서 상태로 볼 수

도 있지만 이를 특질 혹은 성격경향성으로 이야기할 때는 수치심 경향성

(shame-proneness)라고 하였는데 이는 상태 수치심보다는 특질 수치

심에 가깝다(Allan et al., 1994). Andrew(1998)은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1)잠재적으로 수치심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수치심을 

특히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 2)보편화된 수치심을 자주 혹은 지속적으로 

느끼는 사람, 3)자신의 행동 혹은 특정한 성격 특징에 대해 만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다(소성인, 2016 재인용). 따라서 

수치심 경향성은 수치심을 얼마나 경험하기 쉬운가를 보여주는 개인의 

정서적 취약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소성인, 김현수, 2016). 본 연구에서

는 일시적으로 경험되는 상태로서의 수치심보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전반

적인 성격 특질에 가까운 수치심 경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수치심 경향성이 정신병리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수치심 경향성은 우울(Stuewig & McCloskey, 2005), 

불안(Fergus et al., 2010), 분노(Tangney et al., 1992; Tangney et 

al., 1996), 알코올 중독(Dearing et al., 2005), 섭식장애(Goss & 

Allan, 2009)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Pineles et al. (2006)의 연구에

서는 수치심 경향성이 우울 유발적 귀인과 관련됨이 나타났다. 부정적 

사건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하는 경향은 수치심과 죄책감 모두와 관련됐지

만, 전반적(global)이고 안정적인 특성으로 귀인 하는 경향은 수치심하

고만 관련이 되었다. 이렇게 수치심 고유의 특성은 내적, 전반적, 안정적 

귀인과 관련이 있고 이런 귀인 양식이 심리적 증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치심 경향성은 대학생들의 자살사고와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인다(Hastings et al., 2000; VanDerhei et al., 2014). 수치심 

경향성과 청소년의 자살사고의 관계를 확인한 국내 연구(소성인, 김현

수, 2016)에서도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살사고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 경향성은 청소년의 자살사고 설명에 있어 

유의한 변인이었고,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집단따돌림 

피해 정도가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수치심 경향성

이 높은 청소년들은 집단따돌림의 피해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살사고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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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또한 수치심 경향성은 부정적인 사건 경험 후에 심리적 고통 

및 부정적 정서 경험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사건 경험 

후에는 심리적 만족감이나 긍정적 정서 경험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송수민, 2008). 이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긍정적 정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수치심 경향성이 우울, 불안, 자살사고 등과 같은 많은 심리적 

증상과 관련되는 만큼 수치심 경향성을 가진 내담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

적 개입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수치심의 숨기는 속성

   수치심은 종종 숨거나 도망치고 싶어 하는 회피 행동을 동기화 시킨

다(남기숙, 2002). Weiner(1986)는 수치심의 경험이 철회나 포기 행

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고 여러 연구(강지연, 유성경, 2006; 손승

희, 2005; Yourman, 2000)에서도 수치심은 자기 개방을 막는 요인으

로 지목되어 왔다. Pineles et al. (2006)은 수치심 경향성은 특정한 이

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필요

한 정서의 처리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수치심이 숨기고 회피하는 행동을 동기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치심은 부분적으로는 의식 안에서 경험되지만 때때로 의

식 밖에서 작동하는 감정이다(Lewis, 1971). Lewis(1971)는 수치심의 

정도가 심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수치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울한, 긴장된, 형편없는 느낌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수치스러운 감

정을 느끼기 보다는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건이나 인물과 싸우려는 경향

이 있다고 하였다. 즉, 수치심을 경험할 때 자신의 상태를 수치심이라고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느낌에 대해 명확히 인식

하지 못한 채로 수치심에 대한 반응에 사로잡히게 된다. 

   또한 수치심은 자기가 손상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자

신이 느끼는 수치심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다양한 방어 전략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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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홍이화, 2010; Lewis, 1971; Tangney & Dearing, 2002). 

수치심에 대한 방어로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대상을 공격하는 

분노 행동, 자신의 수치심을 타인에게 투사해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멸,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대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시기

심, 부적절한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자책으로 수치심 대신 우울을 느끼

는 등의 방어가 있다(이지연, 2008; Lewis, 1971; Tangney & 

Dearing, 2002). 국내 연구에서도 수치심은 행동화, 수동공격, 투사, 공

상 등의 미성숙 방어, 철수, 반동형성, 억제 등의 자기억제적 방어, 격리, 

체념과 같은 갈등회피적 방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인식 

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이지

연, 2008). 이에 연구자는 수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적절함

에 대한 고통스러운 직면을 피하고자 정서 인식의 둔화시키고 그것을 언

어화시키는 능력을 제한했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수치심이 숨기는 행동을 동기화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

과 부적절함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났을 때 예상되는 비난이나 공격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Allan et al. (1994)는 수치심이 자

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실제 혹은 상상 속 타인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다. 즉, 수치심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기가 받아들여지기 어렵

다고 여겨지게 하므로 타인으로부터 철회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동기화

한다(Lewis, 1987). 다수의 연구에서 수치심을 털어놓았을 때 예상되는 

사회적 지지나 위험이 수치심과 숨기는 행동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Dorahy와 Clearwater(2012)의 연구에서 상담자의 반응에 대한 두

려움이 내담자들이 상담 회기에서 자신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고, DeLong과 Kahn(2014)의 연구에서도 

일상생활과 상담 장면에서 모두 수치심을 이야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상담자에게 털어놓는 것의 

위험을 더 높게 지각하였고 내담자의 비밀에 지지적으로 반응하려는 상

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치심 경험은 상담자 반응에 대한 내담자들

의 걱정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elong & Kah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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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수치심과 취약함을 느꼈던 경험을 상담에서 탐색하고 드

러내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재경험 될 수 있는데 수치심은 상당히 고통스

러운 감정이므로 자신의 수치심을 직면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실험해본 결

과, 사람들은 수치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이야기하지 않

는 경향이 나타났다(Macdonald & Morley, 2001).

4) 수치심 개방의 필요성

   상담에서 수치심을 개방함으로써 내담자들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

다. 우선 자신의 수치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도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 자신의 정서 경험에 대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

는 것이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증명되

어 왔다(Pennebaker, 1995; Smyth, 1998). 정서 개방은 면역 체계의 

기능을 높였고, 약물 사용과 고통을 줄이고, 병원 방문을 줄였다

(Pennebaker & seagal, 1999).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건에 대한 개방

은 우울, 불안, 심리적 고통, 분노 수준을 줄였고(Frattaroli, 2006), 부

정적 사건과 관련된 정서 강도를 줄였(Zech & Rime, 2005)을 뿐만 아

니라 부정적 사건에 대한 침습적 사고를 감소시켰다(Lepore et al., 

2000). Yalom(1993)의 집단상담 연구 결과에서도 치료된 사람들이 그

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두 배 정도의 자기개방을 했다. 이처럼 정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서 조절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Kahn 

& Garrison, 2009). 

   또한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개방함으로써 상담자

에게 위로와 지지, 수용, 타당화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치심은 어린 시절

에 양육자에게서 적절한 공감과 반영을 받지 못하여 자기상이 훼손된 것

과 관련되는데 이에 대해 상담자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 자기대상 실

패에 대한 좌절을 반영하고 공감해줄 수 있다(이인숙, 최해림, 2005). 

또한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사건에 대해 내적,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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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특성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는데(Pineles et al., 2006) 수치심

을 유발했던 경험을 상담에서 나눔으로써 상담자가 이러한 인지적 왜곡

을 수정해줄 수 있다. 그리고 수치심 경험을 개방하였을 때 내담자가 얘

기한 문제 혹은 결함이 그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사람이 많이 있

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돕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라

도 힘들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다(송수민, 2008). 종합

하자면, 내담자는 상담에서 자신의 수치심에 대해 털어놓음으로써 숨겨

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다는 교정

적인 관계경험(corrective relational experience)의 기회를 얻을 수 있

고,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고통스러운 감정을 상담자의지지 속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즉시성

   1) 즉시성의 개념

   즉시성(immediacy)은 지금-여기에서 일어나는 상담 관계 혹은 상

담자-내담자 상호작용에 대해 상담자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내

담자에게 개방하고 이것을 내담자와 솔직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서

영석 외, 2013; Hill, 2004; Hill, 2012; Kuutmann & Hilsenroth, 

2012). 즉시성은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현재 시제

로 말함으로써 내담자에게 대인관계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개입이다(Hill & O’Brien, 2001). 

   즉시성은 내담자에게 현재의 느낌과 생각을 묻는 것(예: “이것에 대

해 저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현재의 감정을 표

현하는 것(예: “당신이 상담에 자주 늦어서 저는 화가 나요.”), 상담 

밖 관계와 유사성을 찾는 것(예: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

다고 하셨는데.. 저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나요?”),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예: “당신은 매우 조용하군요.. 여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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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를 인정하는 것(예: “우리는 난관에 봉착한 것 같군요.”), 갈등을 회복

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예: “당신에게 공격적으로 말해서 미안해요.”)

을 포함한다(Hill et al., 2018).

   즉시성은 1) 내담자가 말하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기 위

해서, 2) 상담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3) 상담 관계를 향상시키고, 4) 

상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5) 갈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하는 적절한 방식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용된다(Hill, 2012). 즉시성을 

사용할 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과정

을 방해하는 치료적 관계에서의 문제를 표현하는 것이다. 많은 내담자들

이 여러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시적인 치료관계에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종종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직면하고 이해하게 한다. 상담 장면 밖에서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관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느끼는 것을 정

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반면, 상담 안에서는 즉시성을 사용함으로써 

내담자에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인식하

고 안전한 환경에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써 내담자는 자신이 이전에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던 부적응적 행동을 직

면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Hill, 2012). 

   만약 상담 관계의 문제를 꺼내놓고 이것이 적절히 해결되었다면 이는 

내담자에게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대인관계 양식을 배울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회피하는 내담자의 경우, 상담

관계에서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된다면 그 결과로 내담자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

고 가까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이 경험이 내

담자에게 긍정적으로 느껴졌다면 다음에도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회피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Hill & O’Brien, 2012). 

   또한 즉시성을 사용함으로써 상담에서 숨겨졌던 의사소통이 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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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하

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즉시성을 사용함으로써 숨겨

왔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상담자와 함께 다룰 수 있게 된다.

   2) 즉시성의 효과

   즉시성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asper et al(2008)

의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즉시성을 사용하면 내담자는 상담자에 대한 느

낌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담자와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며, 덜 

방어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하게 Hill et al(2008)의 연구에서

도 즉시성의 사용으로 내담자는 상담자에 대한 즉각적인 느낌을 더 자유

롭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문제를 더 많이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 두 연구는 한 쌍의 상담자-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인데 그

렇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 다른 개입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

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반드시 즉시성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

다는 점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국내에서 서영석 외(2012)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수의 상담자-내담자 쌍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다

른 상담기법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회기평가에 미치는 즉시성의 고유

효과를 검증한 결과 즉시성은 내담자의 회기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대인관계문제가 심각

할수록 회기평가에 대한 즉시성의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즉시성의 효과와 관련한 메타연구(Hill et al., 

2018)에서는 즉시성과 관련된 질적 연구 15편을 분석하였는데, 모든 

연구에서 즉시성 이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후속 반응

(subsequent processes)은 ‘상담관계가 향상됨’, ‘내담자의 정신 

건강 기능이 향상됨’, ‘내담자가 통찰을 얻음’, ‘내담자에게 전반적

으로 도움이 됨’이었다. 가장 적게 발생했던 후속 반응(subsequent 

processes)은 ‘내담자의 개방 및 탐색이 금지됨’과 ‘상담자에게 부

정적인 영향’이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즉시성은 내담자들이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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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개방하고 내담자가 상담 관계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로운 상담관계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는 내담자에게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시성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즉시성을 사용하

는 것이 내담자가 상담 관계에서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을 꺼내어 다뤄줌

으로써 숨기고 있었던 것을 보다 편안하게 개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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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다.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각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고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자의식적 정서 척도;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을 실시하여 수치심 경향자를 선발하

였다. 사전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총 137명이었다. 수치심 경향자를 선

발하는 선행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심리학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를 선별한 방식을 참고하여(박세란 외, 2005) 137명 중 상위 

30%(41명)를 수치심 경향자로 선발하였다. 사전 설문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52명(37.9%), 여자 85명(62.1%)이었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수

치심 경향성 점수 범위는 69~22점(M=47.51, SD=8.23)이었고, 상위 

30%의 절단점수는 53점이었다. 이는 선행연구(김지연, 2010)에서 보고

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 573명의 수치심 경향성 점수(M=41.14, 

SD=9.42)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의 점수인 50.56점보다 높은 점수

이다. 선발된 수치심 경향자 중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구대상이 아닌 6

명을 제외하고 실험 참여 의사를 밝힌 35명이 최종적으로 실험에 참여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10명, 여자 25명이었으며, 연령의 

범위는 19~29세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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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 10 28.6

여 25 71.4

과정
대학생 25 71.4

대학원생 10 28.6

총합 35 100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2. 연구도구

   1) 연구자극

   (1) 가상 시나리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내담자의 입장

에 이입하여 평가하도록 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이 이입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Smith et al(2002)와 송수민(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심 유발 상황을 참고하여 자신의 무능함이 공적으

로 드러나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작하여 수치심이 유발되는지 확인해보

았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치스럽기는 하지만 주변인에게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시나리오를 새롭게 제작하였다. 대학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사 

2명의 자문을 얻어 원나잇으로 성병에 걸린 시나리오, 애인에게 성병이 

옮은 시나리오, 배제 경험을 하고 자해를 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예비 시나리오를 제작한 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어떤 시나리

오가 가장 수치스러운지,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지 않은지 조사하였

다. 그 결과, 응답자 중 과반수가 원나잇으로 성병에 걸린 시나리오가 

가장 수치스럽고(54.5%) 가장 남에게 털어놓고 싶지 않다(63.6%)고 

응답하였다. 예비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원나잇으로 성병에 걸린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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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를 연구에 사용할 시나리오로 채택하였다(부록3). 

   (2) 실험 자극(상담 음성)

   본 연구는 모의상담을 관찰한 관찰자들의 반응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

에 상담상황을 음성 자극으로 제시하여 관찰자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

었다. 따라서 음성 자극을 만들기 위해 우선 모의상담 대본을 미리 만들

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본을 만들기 위한 절차는 고유림(2012)

의 모의상담 연구의 절차를 참고하였다. 먼저 자연스러운 상담상황을 재

현하기 위해 연구자가 상담자 역할을 맡고 앞서 만든 가상 시나리오를 

숙지한 석사과정생 1인이 내담자 역할을 맡아 약 10분가량 모의상담을 

한 뒤 이 내용을 축어록으로 풀어 자연스러운 상담상황의 대본을 만들었

다. 그리고 이 대본을 적절한 길이로 줄인 뒤, 내담자의 반응은 가능한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담자가 즉시성 반응, 통제 반응을 다르게 한 2가지 

대본을 완성하였다. 

  이 때 통제 반응은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상담사들이 기

본적으로 사용하는 개입으로 정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청하기, 반영하

기, 공감하기, 질문하기 등의 개입을 포함시켰다. 상담 치료에서 질문, 

공감적 발언, 침묵 등의 기본적인 개입은 상담의 과정에서 이후 상황에 

맞는 개입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입이며(Cabaniss et al., 2015), 어

떤 내담자에게는 그 자체만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이후의 통찰과 행동 

변화를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Hill & O’Brien, 2012). 또한 기본

적인 개입에 해당하는 경청, 재진술, 질문, 감정 반영 등은 상담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특히, 본 연구의 가상 시나리오

에서 상정하고 있는 상담 초기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입을 주로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기본적인 개입’으로 이를 정의하고 통제 집단에서의 

상담자 반응으로 채택하였다. 

  후에 각 대본이 의도한 상담기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자연스러

운 상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담 전공 교수 2인, 박사과정

생 2인, 석사과정생 2인으로부터 평정을 받은 후 수정을 거쳐 예비음성

을 녹음하였다. 각 음성의 축어록을 부록 5과 6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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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측정도구

   (1) 수치심 경향성 측정

   본 연구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여 점수

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였다. 수치심 경향성의 측정을 

위해 Tangney et al(2000)에 의해 개발된 자의식적 정서 척도(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3)를 송수민(2007)이 번안한 것

을 사용하였다. 수치심은 기본적인 속성상 숨기고 감추고자 하는 감정이

기 때문에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을 통한 측정은 왜곡되고 제한

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고려(홍지선, 김수임, 2017)하여 가상의 특

정한 상황을 제시하여 상상하도록 한 다음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수

치심을 측정하는 본 척도를 채택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되고, 자의식적 정서를 현상학적으로 나타낸 몇 가

지의 대안 반응에 대해 평정하게 되어 있다. 총 16개의 상황이 제시되

며, 11개의 부정적 시나리오와 5개의 긍정적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시나리오 안에서 수치심, 죄책감, 외면화, 분리/무관심, 자부심을 묻는 

문항이 제시되어 있고, 각각의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1)’에서 ‘매우 그럴 것이다(5)’로 응답

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수치심에 해당하는 문항의 총점

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송수민(2007)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81 이었고 수치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8 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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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수치심
1, 6, 13, 14, 20, 24, 27, 31, 37, 43, 45, 50, 54, 57, 

62, 68

죄책감
3, 5, 9, 16, 21, 23, 30, 33, 39, 42, 48, 52, 55, 59, 

64, 67

외면화
4, 7, 12, 15, 18, 26, 28, 32, 36, 41, 44, 51, 53, 58, 

63, 69

무관심/분리 2, 8, 17, 19, 29, 38, 40, 49, 56, 65, 66

자부심 10, 11, 22, 25, 34, 35, 46, 47, 60, 61

<표 2> 자의식적 정서 척도의 문항 구성

송수민(2007)에서 재인용

   (2) 수치심 측정

   수치심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감정 단어나 형용사의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다(Tangney & Dearing, 2002). 수치심을 측정하는 현존

하는 척도는 특정한 비밀이나 상황에 대한 수치심을 측정하기에는 적합

하지 않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통해 불러일으켜진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

하여 Smith(2002)가 사용한 수치심 관련 반응에 대한 형용사 체크리스

트를 송수민(2009)의 연구에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치심 관련 

정서는 모두 12문항으로 공적인 노출과 부정적 자기평가와 관련된 형용

사로 구성되어있다. 포함된 12개의 형용사는 ‘얼굴이 붉어지는’, ‘당

황되는’, ‘창피스러운’, ‘억제 되는’, ‘숨고 싶은’, ‘다른 사람

을 의식하게 되는’, ‘결점이 드러나는’, ‘위축되는’, ‘열등감이 느

껴지는’, ‘모자라는 듯한’, ‘우울한’, ‘실패한 듯한’ 이다.

송수민(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처럼 시나리오를 읽고 이야기 속 학

생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응답한 점수의 총점을 구하여 

시나리오에서 유발되는 수치심 점수를 산출하였다. Smith(2002)의 연

구에서 수치심 관련 정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0이었고, 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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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2009)의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다. 

   (3) 경험 개방 의사 측정

   처치 이후에 즉시성 집단과 통제 집단의 경험 개방 의사를 측정하기 

위해 Garrison et al(2012)의 연구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개방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

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4문항으로 원래의 문항은 이미 일어

난 일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즉시성 개입 이후의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이기 때문에 상담

자에게 얼마나 털어놓을 의향이 있는지를 미래 시제로 수정하여 5점 척

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당신이 경

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2)“위 

문제와 관련된 사실적 정보를 상담 선생님에게 얼마나 이야기하겠습니

까?”, (3)“위 문제와 관련된 당신의 생각을 상담 선생님에게 얼마나 

이야기하겠습니까?”, (4)“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위 문제와 관련된 당

신의 감정을 상담 선생님에게 얼마나 이야기하겠습니까?” Garrison et 

al(2012)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94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즉시성 후의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 기본적인 개입 후의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4) 상담 지속 의사 측정

   수치심 경험에 대한 개방은 즉시성 개입이 있은 직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당장은 개방하지 않더라도 내담자가 상담에 계속 온다면 그 이후

에도 개방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지속 의사를 자기 개방 의사

의 행동적 측면의 구인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당신이 위와 같은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을 계속 받으시겠습니까?’라

는 단일 문항에 ‘전혀 아니다(1)’부터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

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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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호개입 측정

   두 가지 처치 음성을 모두 들려준 후, 연구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개

입을 측정하기 위해 ‘앞서 들었던 두 모의 상담 음성 중 어떤 음성을 

더 선호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첫번째 음성’, ‘두번째 음

성’, 차이 없음‘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였다(부록 8). 

   (6) 조작 확인

   연구 참여자들이 즉시성 음성을 듣고 즉시성을 받았다고 지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서영석 외(2012)의 연구에서 상담 회기 

중 즉시성이 사용되었는지 평정하는 문항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담 선생님은 지금 이 상담관계에 대해 본인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

는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었다.”(2) “상담 선생님은 지금 이 상담

관계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았다.”이 문항에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즉시성 음성과 통제 음성의 공감 수준은 비슷하게 조작함으로써 

즉시성 개입의 고유한 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자의 

의도대로 두 음성을 듣고 같은 수준의 공감을 받았다고 지각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상담 선생님은 나의 마음에 공감해주었다.”라는 문항에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3. 실험 절차

   본 실험은 각각의 연구 참여자가 자기 자신의 통제 역할을 하도록 함

으로써 개인차 특성으로 인한 오차 변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참여자 내 

설계(within-subjects designs)를 하였다. 참여자 내 설계란 모든 참여

자들이 모든 처치 조건에 노출되는 실험설계로 높은 수준의 실험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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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실험 설계이다(Heppner et al., 2017). 예비 

실험에서 참여자들에게 연구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상담 전공생이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 두 음성의 차이를 크게 지각하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

었다. 따라서 즉시성 음성과 통제 음성을 직접 비교해봄으로써 두 개입

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동일한 참여자가 두 가지 음성을 모두 듣는 

참여자 내 설계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두 가지 처치를 모두 받았으며, 처치가 전달되는 순서

가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순서효과(order effect)를 통제하기 위해 참

여자를 서로 다른 처치 순서에 무선할당하였다. 실험 설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그림 1).

  본 연구의 세부 실험 절차는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다. 모든 실험은 연

구자 1인의 안내로 진행되었고, 연구자의 안내 후에 참여자들은 컴퓨터

에 설치된 설문조사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는 데 총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그림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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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절차 내용
소요시간

(분)

1 연구안내 · 연구 안내 및 참여자 동의 1

2 사전 측정
· 인구통계학적 정보 수집

· 상담 이용 경험 확인
1

3 가상 시나리오

· 수치심 경험을 한 가상의 사례

· 시나리오에 대한 조작 확인

· 수치심 측정

2

4 집단별 처치 1 · 즉시성 음성 · 통제 음성 3

5 사후측정 1

· 조작 확인

· 경험 개방 의사

· 상담 지속 의사

1

6 집단별 처치 2 · 통제 음성 · 즉시성 음성 3

7 사후측정 2

· 조작 확인

· 경험 개방 의사

· 상담 지속 의사

· 선호 개입 평가

1

8 디브리핑 · 연구 목적 안내 및 실험 종료 1

<표 3> 실험 절차  

(1) 연구 안내

   연구 참여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고, 수집된 자료의 비밀보장과 처리에 대해 안내하였다. 

연구 목적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감 능력에 따른 상담 과정 연구’라는 가상의 연구 제목으로 소개하

였다. 연구 목적에 대한 안내 후에, 실험 참여에 동의할 경우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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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컴퓨터의 설문조사용 에플리케이션에서 동의함을 체크하고 다음 페

이지로 넘어가도록 지시하였다. 

(2) 사전 측정

   즉시성 처치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 등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수

치심 경험 개방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재 변인(상담 이용 경험)을 

함께 측정하였다. 

(3) 가상 시나리오

   원나잇으로 성병에 걸려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이야기를 

담은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연구 참여자에게 당신이 이러한 상황

이라면 어떠할지 상상하며 읽기를 당부하였다. 시나리오를 읽을 시간을 

준 뒤, 시나리오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였고 시나리오를 통해 불러

일으켜진 수치심을 측정하였다.

(4) 집단별 처치 1

   시나리오 속 대학생이 상담을 받으러 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지시

문으로 안내를 한 뒤, 상담과정 음성을 듣도록 하였다. 이 때 참여자를 

무선으로 두 집단에 할당한 뒤, 한 집단은 즉시성 개입을 사용한 상담과

정 음성을 듣고 다른 집단은 기본적인 개입을 사용한 상담과정 음성(통

제 조건)을 듣도록 하였다. 

(5) 사후 측정 1

   음성을 들은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음성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도

록 하는 지시문을 제공하였다. 이후에 개입에 따른 조작 확인을 위해 즉

시성과 공감을 받았다고 느끼는지 평정하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와 상담 지속 의사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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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단별 처치 2

   집단별 처치 1에서 즉시성 음성을 들은 연구 참여자에겐 이번 처치

에서 통제 음성을, 이전에 통제 음성을 들은 연구 참여자에겐 즉시성 음

성을 제시하였다.

(6) 사후 측정 2

   이전과 마찬가지로 음성을 들은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음성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도록 하는 지시문을 제공하였다. 이후에 개입에 따른 

조작 확인을 위해 즉시성과 공감을 받았다고 느끼는지 평정하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와 상담 지속 의사를 묻

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두 상담 음성 중 어떤 음성을 

선호하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7) 디브리핑

   사후 측정까지 절차가 완료되면,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실험의 실제 

목적을 알리고 참여자가 배정된 집단을 알려주는 디브리핑을 실시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상담자의 개입에 따라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 

및 상담 지속 의사에 차이가 있는지, 개입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가 경험 

개방 의사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즉시성 개입의 조작

확인을 위해 조작확인 문항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

으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에 대해 두 처치 순서 집단이 

동질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증 대상은 외재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이전 상

담 경험 여부, 사전에 측정한 수치심 경향성, 시나리오를 통해 유발된 

수치심 점수이다. 다음으로, 처치 순서가 종속변인의 차이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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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처치 순서 집단의 사후 측정치에 대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순서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치 음성별 사후 측정치를 하나의 변수로 합쳐서 활용하였다. 

  즉시성 개입이 통제 개입보다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를 높이는지 알아

보기 위해 처치음성 별 종속변인에 대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즉시성 개입에 대한 선호도가 수치심 경험 개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2.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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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조작 확인

  연구자의 의도대로 연구 참여자가 즉시성 음성을 듣고 즉시성을 받은 

것으로 지각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각 처치음성을 듣

고 응답한 조작확인 문항 3문항에 대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즉시성 문항에 대해서는 처치 음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공감 문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극이 

연구자의 의도대로 공감 수준에서는 동일하게, 즉시성 수준에서는 다르

게 참여자에게 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 처치 음성 M SD t 유의확률

즉시성

즉시성

(n=35)
3.94 .673

2.358 .024
통제

(n=35)
3.53 .931

공감

즉시성

(n=35)
3.91 .853

.000 1.000
통제

(n=35)
3.91 1.067

p<.05

<표 4> 처치 음성에 따른 즉시성과 공감 조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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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치순서 집단 간 동질성 검증

  처치순서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나이, 성

별, 과정), 상담경험, 수치심 경향성, 사전 수치심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변인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분석한 모든 변인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변수

A 집단

(즉시성-통제)

B 집단

(통제-즉시성) t
유의

확률
M SD M SD

나이 22.94 2.657 23.72 2.824 -.841 .406

성별 1.65 .493 1.78 .428 .840 .407

과정 1.18 .393 1.39 .502 1.399 .172

상담경험 1.59 .507 1.39 .502 -1.169 .251

수치심경향성 57.12 4.567 55.39 2.703 1.372 .179

사전 수치심 3.40 .423 3.37 .325 .172 .865

<표 5> 처치순서 집단 간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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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서효과 확인

  본 연구는 참여자 내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처치 조건의 순서가 종속

변인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두 순서

집단의 사후측정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든 사후 측정치에서 순서 집

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순서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변수 개입

A 집단

(즉시성-통제)

B 집단

(통제-즉시성) t
유의

확률
M SD M SD

경험개방의사

즉시성 15.24 2.306 15.28 3.398 .043 .966

통제 15.06 3.665 14.72 4.23 -.251 .803

상담지속의사

즉시성 3.59 .939 3.72 .958 .417 .679

통제 3.47 1.179 3.56 .984 .232 .818

<표 6> 순서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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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입 간 차이 비교

  1) 경험 개방 의사 차이 검증

  모의상담 음성을 청취 후의 수치심 경험을 개방할 의사를 개입 별로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개입 별 사후 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경험 개방 의사

는 통제 개입보다(M=15.26, SD=2.873) 즉시성 개입 후(M=14.89, 

SD=3.909)에 높았으나 개입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1-1이 기각되었다. 즉, 수치심 경험 개방의사를 높이는데 즉

시성 개입과 기본적인 개입의 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개입 M SD t 유의확률

경험개방의사

즉시성

(n=35)
15.26 2.873

.559 .580
통제

(n=35)
14.89 3.909

<표 7> 경험 개방 의사의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2) 상담 지속 의사 차이 검증

  모의상담 음성을 청취 후의 상담 지속 의사를 개입 별로 비교하기 위

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개입 별 사후 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상담 지속 의사는 통제 개입

보다(M=3.51, SD=1.067) 즉시성 개입 후(M=3.66, SD=.938)에 높

았으나 개입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1-2가 

기각되었다. 즉, 즉시성 개입과 기본적인 개입이 상담 지속 의사에 미치

는 영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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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개입 M SD t 유의확률

상담지속의사

즉시성

(n=35)
3.66 .938

.709 .483
통제

(n=35)
3.51 1.067

<표 8> 상담 지속 의사의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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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입에 대한 선호도가 경험 개방 의사에 미치는 영향

  개입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에 차이가 나타나는

지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호 개입을 묻는 문항을 바탕으

로 즉시성 음성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자료를 1로, 통제 음성을 선호한다

고 응답하거나 두 음성의 선호도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자료를 0으로 

코딩하여 ‘즉시성 선호’라는 이름의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개입에 따른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의 차이를 

보기위해 즉시성 음성 후 개방의사 점수와 통제 음성 후 개방의사 점수

의 차이점수를 투입하였다. 더불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른 변수들을 통제하여 즉시성 선호의 순수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치

심 경향성, 사전 수치심 점수, 사전 개방의사 점수를 centering하여 즉

시성 선호 변수와 함께 독립변수에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결과, 즉시성 선호(=.775, t=6.458, p<.001)가 개방의사의 차

이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개방의사, 

사전 수치심, 수치심 경향성이 통제되었을 때, 즉시성을 선호하는 사람

에게 즉시성 개입을 했을 경우 통제 개입을 했을 때보다 경험 개방 의사

가 6.08점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상수 값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독립변인들이 평균 점수이고 

즉시성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즉시성 개입보다 통제 개입을 했을 

때 개방의사가 3.1점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이다. 두 결과를 종합

해보았을 때, 선호하는 개입을 했을 때 선호하지 않는 개입을 했을 때보

다 개방의사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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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SS  t
유의

확률

상수 -3.10 .703    -4.413 .000

즉시성선호 6.08 .941 .775      6.458 .000

사전개방의사 -.05 .180 -.030     -.250 .804

사전수치심 .15 .113 .167      1.309 .200

수치심경향성 -.07 .136 -.070     -.539 .594

 =.592  F=10.873 p=.000

p<.001

<표 9> 경험개방의사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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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상담자의 즉시성 개입이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를 높이는데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즉시성 개입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경험 개방 의사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상담에서 내담자들의 경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 137명을 대상으로 수치심 경향자를 선발하였

고, 참여자 내 설계를 사용하여 즉시성 개입을 사용한 모의 상담 음성과 

기본적인 개입을 사용한 모의 상담 음성을 모두 들려준 뒤 경험 개방 의

사와 상담 지속 의사 등을 측정하였다. 이때,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서로 다른 처치 순서 집단에 연구 참여자들을 무선할당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즉시성 개입과 기본적인 개입에 따른 경험 개방 의사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아무런 개입도 가하지 않은 통제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두 개입의 절대적인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즉시성

을 사용했을 때 내담자들이 덜 방어적이 되며(Kasper et al., 2008) 자

신의 문제를 더 많이 개방한다(Hill et al., 2008)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자면 기본적인 개입과 즉시성 개입 모

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지만 그 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즉, 즉시성과 기본적인 개입 중 어느 하

나의 개입이 다른 개입보다 경험 개방 의사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인 경

향이 없다는 의미이다. 실제 연구 참여자들의 개방 의사 차이점수를 살

펴보면, 즉시성 개입 후의 개방의사가 기본적인 개입 후의 개방의사보다 

높았던 데이터가 16 케이스, 반대로 기본적인 개입 후의 개방의사가 즉

시성 개입 후의 개방의사 보다 높았던 데이터가 13 케이스, 둘의 차이

가 없었던 데이터는 6 케이스로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는 그룹이 비슷



- 38 -

한 크기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수의 평균을 내었을 때는 +

값과 –값이 상쇄되어 두 개입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즉, 같은 개입을 받았더라도 상이하게 반응하는 두 집단이 존재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예비연구에서도 관찰되었는데, 예비연구 참여

자들과 면담을 했을 때 한 참여자는 즉시성 음성을 들은 후 상담자가 나

를 더 신경써주는 느낌이 들었고 먼저 말을 꺼내주니 말을 꺼내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던 반면, 

같은 즉시성 음성을 듣고 어떤 참여자는 너무 나를 읽으려고 해서 불편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상담 장면에서 즉시성 사용의 효과를 연구

하였던 Hill et al(2014)의 연구에서도 즉시성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내담자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는 상담자의 개입이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

한다. 금명자와 이장호(1994)는 많은 상담 과정 연구들이 상담자 개입

의 효과가 언제나 같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지만 동일한 상담자의 개입

이라도 상담의 맥락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짐을 지적하며 언제나 효과적

인 상담자 개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더 효과적인 개입

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 때 상담의 맥락이란, 상담의 시기, 내담자

가 상황을 지각하는 양식, 상담에 대한 기대나 목적, 문제영역, 성격특성 

등이 될 수 있다(금명자, 이장호, 1994). 본 연구는 상담자의 개입과 경

험 개방 의사의 관계를 보고자 둘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의 

시기, 작업동맹 수준, 문제영역 등은 모의상담 상황을 사용하여 통제하

였으나 참여자 내 설계의 특성상 상담에 대한 기대, 애착유형 등과 같은 

내담자 특성은 통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내담자 특성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해 두 개입 간에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내담자가 선호하는 개입을 했을 때 선호하지 않는 개입을 했을 

때보다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가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즉

시성 개입에 대한 내담자의 선호가 즉시성 개입과 수치심 경험 개방 의

사 사이의 조절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즉시성을 선호

하는 사람에게 즉시성 개입을 했을 때엔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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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즉시성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에게 즉시

성 개입을 했을 때엔 기본적인 개입을 했을 때보다 수치심 경험 개방 의

사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는 즉

시성 개입에 대한 선호가 즉시성 효과의 조절변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

(Hill et al., 2014)의 경험적인 근거이다. 이처럼 상담 개입에 대한 내

담자의 선호에 따라 개입의 효과가 달라지는 현상은 다른 상담 개입에서

도 종종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회피애착을 가진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

을 떠올려보게 하는 상담자 개입을 침투적인 것으로 느끼고(Slade, 

1999) 실제로 공감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통을 가장 덜 느꼈다

(Sambo et al., 2010).

   즉시성 개입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담자가 즉시성을 사용했을 

때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예비연구 과정에서 

한 참여자는 즉시성 개입이 자신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보고

하였는데, 이는 내담자의 정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상담자에게 침범

당한다고 느끼는 회피형 내담자들의 경험(지승희, 이혜성, 2001; Slade, 

1999)와 일치하는 반응이다. 애착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믿기 어려워하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이라 믿으며(Bartholomew & Horowitz, 1991; Mikulincer & 

Nachshon, 1991) 상담 장면에서도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혹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안전감을 침해할 것이라고 예상하

는 경향을 보인다(Slade, 1999).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예상되는 지

지나 위험이 자기 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DeLong & 

Kahn, 2014; Kahn & Cantwell, 2017)을 고려했을 때,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학습된 대인관계 규칙에 따라 상담자도 자신에게 부정적

으로 반응할 것이라 예측한 사람들이 즉시성 개입을 선호하지 않고, 즉

시성 개입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경험 개방 의사가 기본적인 개

입을 했을 때보다 낮아진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모의 상담 상황을 사용하여 5분미만의 상담 음성을 듣고 직후의 반응을 

측정하여서 사실상 연구 참여자와 상담자의 작업동맹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내적 작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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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working model)이 개방 의사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보인다. 즉시성 개입은 정서를 활성화 시켰다가 회복하는 과정을 통

해 교정적 관계 경험으로 인한 학습의 메커니즘을 따르는데, 어떤 내담

자들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뒤늦게 

일어나는 회복의 과정이 반영되지 않아서 내담자의 즉시성에 대한 선호

도가 개방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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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처음으로 내담자의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에 대한 

즉시성 개입과 기본적인 개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즉시성 개입의 결과 내담자들의 방어가 줄어들고, 개방적이 되었다

는 보고는 있어왔지만(Hill & Knox, 2009; Kasper et al., 2008; 

Mayotte-Blum et al., 2012) 즉시성 개입이 다른 개입과 비교했을 때 

더 효과적인지는 알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작업동맹이 형성되기 전의 상

담 초기 상황에서는 내담자 특성에 따라 두 개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

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즉시성과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의 관계에서 내담자

의 즉시성 개입에 대한 선호도의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써 즉시성과 내담

자의 개방 사이의 관계를 정교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전까지

의 즉시성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

가 혼재되어 있었지만(Kasper et al., 2008; Hill et al., 2014) 어떤 

변인이 그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즉시성 개입에 대한 내담자의 선호도가 그러한 차이를 만들

어 냄을 밝힘으로써 내담자의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를 촉진하는 변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담 실제에서 

즉시성을 선호하지 않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상담자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공감, 질문, 재진술 등의 개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상담실제에서 즉시성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즉시성을 사용할 때에는 내담자가 즉시성

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

다. 또한 즉시성만이 내담자의 수치심 경험 개방을 촉진하는 개입은 아

니며, 내담자의 말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반응 역시 내담자에 따라 효과

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즉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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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후에 내담자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담자

들이 즉시성 사용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러한 반응 역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즉시성의 사용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Hill et al., 2014). 

Mallinckrodt(2010)은 성공적인 상담자는 불안정-회피 애착유형의 내

담자에게는 초기에는 관계에서 거리를 원하는 내담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다가 점차적으로 즉시성을 사용하여 치료적 거리를 좁혀나가고, 불안

정-불안 애착유형의 내담자에게는 반대로 초기에는 친밀함에 대한 내담

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다가 점진적으로 즉시성을 사용하여 치료적 거리

를 넓힐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즉시성을 선호하지 않는 내담자에게는 

상담 초기에는 즉시성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인정하고 거리를 유

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켜주다가, 상담자와의 신뢰관계를 쌓아나감

에 따라 즉시성을 사용하여 교정적인 관계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

다. 이는 즉시성 개입이 상담자가 혼자서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일방향적 

개입이 아니라, 내담자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Hill et al., 

2014)이기 때문이다. 감정을 억제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내담자일수록 

정서적 접촉을 하는 것이 상담에서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하지만(Holmes, 

1996) 비난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수하며 억지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보다 상담자와의 안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 이

뤄질 필요가 있다(Farber et al., 1995). 슈퍼바이지의 불안 애착이 개

방 의사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보다는 상담 과정 변인인 작업동맹과 

상담자 매력도가 개방의사를 가장 많이 설명했던 연구결과(박진희, 이영

애, 2009)를 참고하면 상담에서 안전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내담자의 

자기개방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교정

적인 관계 경험을 하도록 돕는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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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가 아무런 개입도 받지 않는 통제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성 개입과 기본적인 개입이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에 

미치는 상대적인 효과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두 개입을 받은 집단이 

아무런 개입도 받지 않은 개입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를 높이는지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즉시성 개입

을 받은 집단과 기본적인 개입을 받은 집단 외에도 즉시성 개입과 기본

적인 개입을 둘 다 받지 않는 통제 집단을 추가하여 통제 집단과 비교했

을 때 즉시성 개입과 기본적인 개입이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를 향상시

키는지, 얼마나 향상시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모의상담 상담연구로 상담 실제에 작용하고 있는 많

은 상담의 맥락이 통제되어 실제 상담 장면으로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에 미치는 즉시성 개입의 고

유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모의상담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상담에서는 상담의 시기, 작업동맹, 내담자의 

애착유형, 상담자 경력 등의 맥락이 함께 상호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즉시성과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의 관계를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연구는 모의 설계에서부터 실제 세상

에 유사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Heppner et al., 

2017)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 결과가 실제 상담에서도 재현되는지 경

험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거했던 상담

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즉시성과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의 관계를 보

다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상담의 초기에는 상담

의 시기별로 중점을 두는 과제가 다른데 이러한 상담의 시기에 따라 즉

시성이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

해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상담자 개입뿐만 아니라 내담자 변인(예: 

상담에 대한 기대, 애착유형), 상담자 변인(상담자 경력), 상담 과정 변



- 44 -

인(작업동맹) 등이 내담자의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데 이러한 변인 중 어떤 변인이 수치심 경험 개방 의사를 가장 잘 설

명하는지 확인해보는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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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전 설문지

실험 안내 

  이 연구는 내담자의 공감 수준에 따른 상담자의 효과적인 개입을 알아보기 위

한 연구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귀하는 먼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받고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할지 응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

의상담 음성을 들은 후에, 만약 이 상담을 받은 내담자였다면 어떻게 느끼고 생각

할지 응답하게 됩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기간이 끝난 

후 안전하게 폐기될 것입니다. 실험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입니다. 

  이유에 관계없이, 귀하는 연구 도중 어떤 시점에서든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즉

시 폐기됩니다.

  시나리오를 읽는 동안 다소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

이 갈 정도로 불쾌감을 크게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실험을 중

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험으로 유발된 감정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연구

자에게 즉시 문의해주십시오.

  모든 응답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본인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

랍니다.

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박예원

성별  ① 남    ② 여    ③ 기타 (        ) 

단과대학  (           ) 대학

과정  ① 학부생    ② 대학원생

상담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 57 -

부록 2. 자의식적 정서 척도(Test of Self-conscious 

Affect) 

아래에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 밑에는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이 느낄 가능성이 있는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상황들을 잘 읽고 그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 문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옆에 제시된 숫자 위에 표시해 주십시오. 정도는 

1(그럴 것 같지 않다)부터 5(매우 그럴 것 같다)까지 5가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 기>

A: 당신은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날씨가 쌀쌀하고 비가오고 있

다. 당신은 :

위의 예에서 모든 문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에서“1”에 동

그라미 표시를 했다면, 거의 전화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b)에서“5”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면, 그 의미는 신문은 읽을 것

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c)에서“3”에 표시를 했다면, 어떤 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가 반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문항을 빠뜨리지 않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지않다

매우

그럴

것

같다

(a) 친구에게 아침 뉴스를 알리기 위해 

전화한다.
①-----2-----3-----4-----5

(b) 신문을 읽으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낸다.  
.1-----2-----3-----4-----⑤

(c) 비가 와서 실망스러워한다.      ①-----2-----③-----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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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이 점심시간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그 

친구를 기다리게 했다는 것이 생각났다. 당신은 :

2. 당신이 직장에서 어떤 물건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숨겼다. 당신은 :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난 신중하지 못해”라고 생각한다. 1---2---3---4---5

2) “그는 날 이해할 거야”라고 생각한다. 1---2---3---4---5

3)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 가능한 빨리 만

회하려 할 것이다.
1---2---3---4---5

4) “점심 전에 내 상사(또는 다른 친구)가 나를

정신없게 했어” 라고 생각한다.
1---2---3---4---5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불안하니,내가 다시 고쳐 놓든가 아니면 누

군가에게 고쳐달라고 해야지.”라고 생각한다.
1---2---3---4---5

2) 직장을 그만 두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1---2---3---4---5

3) “요즘 물건들은 제대로 만들어지질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
1---2---3---4---5

4) “그것은 단지 사고였을 뿐이야.”라고 생각한

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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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신은 친구들과 저녁에 모임을 가졌는데, 당신 자신이 매우 매력적

이고 재치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한 친구의 이성친구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특히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

4. 당신은 직장에서 프로젝트 기획을 미루다가 막판에 가서 했는데, 

결과는 형편없다. 당신은: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내 친구가 어떤 기분인지 헤아렸어야 했는

데...”라고 생각한다.
1---2---3---4---5

2) 자신의 외모와 성격에 흡족해한다. 1---2---3---4---5

3) 좋은 인상을 준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한다. 1---2---3---4---5

4) 그 친구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좀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1---2---3---4---5

5) 한 동안 눈 마주치길 피한다. 1---2---3---4---5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무능하다고 느낀다. 1---2---3---4---5

2)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한다. 1---2---3---4---5

3) “질책을 받아 마땅해.”라고 느낀다. 1---2---3---4---5

4) “할 만큼 했어”라고 생각한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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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신이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 그런데, 당신의 동료가 그 일로 

야단을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신은:

6. 당신은 며칠 동안 곤란한 내용의 전화를 하지 않고 피하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전화를 했는데, 이야기를 잘해서 모든 일이 잘 되었다. 

당신은 :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직장에서 그 동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

각한다.
1---2---3---4---5

2) “인생은 불공평한거야”라고 생각한다. 1---2---3---4---5

3) 말없이 동료를 피한다. 1---2---3---4---5

4) 마음이 편치 않아서,상황을 바로잡으려 애쓴

다.
1---2---3---4---5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난 생각보다 설득력이 있군”이라고 생각한

다.
1---2---3---4---5

2) 전화를 미루었던 것을 후회한다. 1---2---3---4---5

3) 자신을 겁쟁이라고 느낀다. 1---2---3---4---5

4) “일을 잘 해 냈어”라고 생각한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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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는 중에, 당신이 던진 공에 친구가 얼굴을 맞았다. 당신은 :

8. 당신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변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몇 번 돈을 빌렸었지만, 가능한 빨리 갚았다. 당신은 :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공 던지기도 제대로 못한다고 느낀다. 1---2---3---4---5

2) 친구가 공을 잡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

한다.
1---2---3---4---5

3) “단지 사고였을 뿐이야”라고 생각한다. 1---2---3---4---5

4) 친구에게 사과하고 괜찮은지 확인한다. 1---2---3---4---5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자신이 미성숙하다고 느낀다. 1---2---3---4---5

2) “내가 돈을 빌릴 일이 생겼던 것은 운이 나

빠서야”라고 생각한다.
1---2---3---4---5

3) “나는 믿을만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한다. 1---2---3---4---5

4) 빚을 갚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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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신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작은 동물을 치었다. 당신은:

10. 당신은 시험을 아주 잘 치렀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형편없이 

나왔다. 당신은 :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도로에 동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라고 생

각한다.
1---2---3---4---5

2) “난 나쁜 사람인가봐”라고 생각한다. 1---2---3---4---5

3) “그건 사고였어”라고 생각한다. 1---2---3---4---5

4) 피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는지 생각한다. 1---2---3---4---5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단지 하나의 테스트(test)일 뿐이야”라고 생

각하다.
1---2---3---4---5

2) “선생이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애”라고 생

각한다.
1---2---3---4---5

3)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됐는데”라고 생각한

다.
1---2---3---4---5

4) “난 멍청해”라고 생각한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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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신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다.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당신의 상사가 당신에게만 보너스를 주려고 

한다. 당신은 :

12. 친구들과 외출했는데, 당신이 그 자리에 없는 친구를 놀렸다. 

당신은: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상사가 생각이 짧았군.”이라고 생각한다. 1---2---3---4---5

2) 동료들과 멀어져 소외된 느낌을 갖는다. 1---2---3---4---5

3)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보상받는다고 생각

한다.
1---2---3---4---5

4) 자신이 유능하다고 자부심을 느낀다. 1---2---3---4---5

5) 보너스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2---3---4---5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그건 모두 장난이야,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한다.
1---2---3---4---5

2) 자신이 쥐새끼처럼 옹졸하게 느껴진다. 1---2---3---4---5

3) “그 친구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

에 있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한다.
1---2---3---4---5

4) 놀린 것을 변명하고, 그 친구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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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직장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다가 큰 실수를 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있는데, 상사가 당신을 비난한다. 당신은 :

14. 장애 아동을 위한 지역 체육대회에서 자원 봉사를 지원했다. 그런

데, 그 일은 시간이 많이 들고 생각보다 힘이 든다. 당신은 그 일을 그

만 두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상사가 내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분명히 말

해 주었어야지”라고 생각한다.
1---2---3---4---5

2) 숨어버리고 싶다. 1---2---3---4---5

3) “문제를 인지하고 좀 더 잘 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한다.
1---2---3---4---5

4)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생각한다. 1---2---3---4---5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자신이 이기적이고 근본적으로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1---2---3---4---5

2) 원치 않은 일을 강요받는 느낌이 든다. 1---2---3---4---5

3)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라고 생각한다.
1---2---3---4---5

4)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운 것에 대해 기분이

좋다.
1---2---3---4---5

5) 자신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럽게 느낀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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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친구가 휴가를 가는 사이 당신에게 자신이 기르던 개를 돌보아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개가 달아나 버렸다. 당신은 :

16. 친구의 집들이에 참석했는데, 당신이 흰색 새 카펫트에 붉은색 

포도주를 쏟아버렸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당신은 :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내 자신이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해”라고 생

각한다.
1---2---3---4---5

2) 당신은 친구가 자신의 개를 좀더 잘 보살폈

더라면 개가 달아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1---2---3---4---5

3) 다음에는 더 잘 보아 주리라 다짐한다. 1---2---3---4---5

4) 친구가 새로운 개를 또 얻을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한다.
1---2---3---4---5

그럴 것

같지 않다

매우

그럴것

같다

1) 친구가 큰 모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2---3---4---5

2) 모임이 끝나고 나서 치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남으려 한다.
1---2---3---4---5

3) 모임이 있는 곳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1---2---3---4---5

4) 친구가 새 카펫을 사놓고 왜 붉은색 포도주

를 사주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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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가상 시나리오

다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당신이 이

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일지 상상하면서 아래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

다.

당신은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여유가 생겨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놀러갔습

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보상하려는 듯 술을 잔뜩 마셨고 제정신이 아

닌 상태에서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

터 감기 기운이 있더니 성기 주변에 빨갛게 물집이 여러 개 잡히고 그 부

분이 쓰라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몹시 놀라 인터넷에 증상을 쳐보니 

그것이 성병 증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클럽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옮은 것일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증상이 심해서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수술비용을 부담할 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고, 차마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아 혼자 통증을 참

으며 끙끙대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도 이 병은 완치가 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재발한다고 합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평생 성병을 갖

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할지

에 대한 걱정, 앞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도 병

을 옮길지도 모른다는 생각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며 마음이 너

무 복잡하고 잠도 제대로 자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시나리오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립니다.

1) 제시문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 67 -

부록 4. 수치심 형용사 체크리스트

2)　당신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의 감정들을 얼마나 느꼈을지 4

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얼굴이 붉어지는 1 2 3 4

2. 당황되는 1 2 3 4

3. 창피스러운 1 2 3 4

4. 억제 되는 1 2 3 4

5. 숨고 싶은 1 2 3 4

6.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1 2 3 4

7. 결점이 드러나는 1 2 3 4

8. 위축되는 1 2 3 4

9. 열등감이 느껴지는 1 2 3 4

10. 모자라는 듯한 1 2 3 4

11. 우울한 1 2 3 4

12. 실패한 듯한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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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즉시성 음성 스크립트(2분 38초)

당신은 고민 끝에 상담센터에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상담 선생

님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상담을 받고 있으며 현재 3회기까지 상담을 받

은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당신은 시험공부를 하느라 밤을 샜는데 그 때문인지 성기 부분이 

아주 쓰라리고 따끔거리는 등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때문에 시험공부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았지만 막막하기만 했

습니다. 상담에서 이런 얘기를 털어놓고 도움 받고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할지 막막하고, 이 사실을 상담 선생님께 털어놓았을 때 선생

님도 나를 이상하게 볼 것만 같아 그에 대해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제 들려드리는 음성은 4회기 상담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음성 

속의 내담자 반응은 당신이라면 했을 반응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

다. 내담자의 말보다 상담자의 말에 집중하여 최대한 당신이 이 상담을 받

고 있다고 생각하며 음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1: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1: 아.. 몸이 좀 아파서 할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상2: 어디가 아프세요? 

내2: 아.. 잘은 모르겠는데.. 몸살 기운인 것 같아요.

상3: 음 그렇구나. 지금은 괜찮으세요?

내3: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닥을 응시하며 침묵 5초)

상4: 표정은 굉장히 지쳐 보이는데 괜찮다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속으로는 어떤 
마음일까 궁금한데요.

내4: 아.. 음.. 제가 표정이 조금 그런가요? (침묵 좀 길게) 

상5: 저랑 지금 얘기 하는 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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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5: 아..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말해야할지.. (침묵 5초) 음.. 어떻
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고 긴장돼요. 그냥 얘기하면 마음이 편할까 싶다가도 막상 
말하려니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상6: 상담을 하다보면 얘기를 털어놓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
음이 들기도 하는데, 저한테 말하려고 하니 어떤 게 마음에 걸리세요? 

내6: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할까 싶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고.. 머리로는 이
해해주시겠지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한편으론 선생님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상7: 제가 이해해주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시나봐요. 내 속 얘기를 할 때 다
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지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내7: 네..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왠지 마음은 그래요.

상8: 제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내8: 쟤는 되게 헤픈 사람이네. 자기 앞가림 하나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애네 이
렇게요. 근데 얘기하다보니까 이건 제가 생각한 거고, 선생님은 좀 이해해줄 수
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 것 같아요.

상9: 내 자신이 한심한 사람으로 느껴지면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 
게 정말 어렵고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해해줄 수 있을 것
처럼 느껴진다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혹시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그 얘기를 꺼내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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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통제 음성 스크립트(1분 49초)

*통제 반응: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상담자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

는 개입. (ex. 경청, 반영, 공감, 질문, 재진술 등)

상1: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1: 아.. 몸이 좀 아파서 할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상2: 그랬구나. 어디가 아프세요? 

내2: 아.. 잘은 모르겠는데.. 몸살 기운인 것 같아요.

상3: 음 그렇구나. 지금은 괜찮으세요?

내3: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닥을 응시하며 침묵)

상4: 그래요.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질문)

내4: 아.. 음.. (침묵) 

상5: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질문)

내5: 그냥 얘기하면 마음이 편할까 싶다가도 막상 말하려니 입이 잘 안 떨어지
는 것 같아요.

상6: 말하려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네요. (반영)

내6: 네..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할까 싶기도 하고..

상7: 상담을 하다보면 얘기를 털어놓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
이 들기도 해요.

내7: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누구한테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상8: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시나봐요. (재진술)

내8: 네.. 하 그런데 사실 누구한테라도 얘기하고 위로받고 싶기도 해요..

상9: 혼자서 애쓰느라고 많이 힘들겠어요. 내 안에서 갈등되는 마음 때문에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해서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요. (공감) 혹시 꼭 지금이 아니
더라도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 얘기를 꺼내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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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경험 개방 의사 및 상담 지속 의사 질문지 

당신이 음성 속의 내담자라면, 위와 같은 상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 것 같
은지 상상하여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위와 같은 상담을 받았다면..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별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이야기

하는 

내용과 

이야기

하지 

않는 

내용의 

비율이 

비슷하

다

대부분

이야기

한다

전부

이야기

한다

1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 선

생님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1 2 3 4 5

2

위 문제와 관련된 사실적인 정보를 상담 선생님

에게 얼마나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적인 정보의 예시 – 클럽에서 어떤 사람

과 원나잇을 했다, 성병에 걸렸다 등)

1 2 3 4 5

3

위 문제와 관련된 당신의 생각을 상담 선생님에

게 얼마나 이야기하겠습니까?

(*생각의 예시 – 내가 너무 못난 사람 같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다 등)

1 2 3 4 5

4

위 문제와 관련된 당신의 감정을 상담 선생님에

게 얼마나 이야기하겠습니까?

(*감정의 예시 – 답답하다, 슬프다, 무섭다, 수

치스럽다 등)

1 2 3 4 5

5 상담을 계속 받으시겠습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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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선호 개입 평가 질문지 

문항
첫 번째

음성 

두 번째 

음성

차이

없음

1
앞서 들었던 두 모의 상담 음성 중 어떤 음성을 

더 선호하십니까?
1 2 3



- 73 -

Abstract

The effects of therapist 

immediacy and client preference 

for intervention on willingness 

to disclose shameful event in 

counseling 

Park, Yew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rapist immediacy 

and client preference for intervention on willingness to disclose 

shameful event in counseling. University students with 

shame-prone disposition(N=35) were randomly assigned to 

voice of the mock counseling using immediacy and voice of the 

mock counseling using basic intervention in crossover design 

with participants receiving interventions in reversed or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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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in the effect of immediacy and basic intervention in 

increasing willingness to disclose shameful event. Second, 

participants were more willing to disclose shameful events when 

they received their preferred type of intervention, to when they 

received unpreferred interven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unselor need to carefully observe the client’s response after 

using immediacy and if the client seems uncomfortable, it would 

be necessary to acknowledge such a response and revise the 

intervention.

keywords : therapist immediacy, shame, shame-prone 

disposition, self-disclosure, client preference, moderational effect

Student Number : 2018-2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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