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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상담사의 윤리는 상담사가 전문가로서 필요한 역량의 핵심이다. 이것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의 과정으로 현재의 위치에 대한 평가가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한다. 상담사의 윤리적 자기효능감은 역량과 더불어 평가가 필

요한 중요한 변인이다. 윤리적 자기효능감은 상담사의 행동의지에 영향을 주

어 특정 윤리 주제에 대하여 자기효능감이 부족할 경우 회피하거나 잘못된 결

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담사의 윤리적 자기효능감을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윤리

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사의 윤리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Mullen,

Lambie, Conley(2014)가 개발한 상담의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Development of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in Counseling Self-Efficacy

Scale: ELICSES)를 국내 상담사를 대상으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절차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23개 문항의 예비 척도를 제작하고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학회, 인터넷 커뮤니티, 상담센터 들을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

하여 총 32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연구1과 연구2에 각각 1

20명, 300명씩 무선할당 하였다. 연구 1에서는 120명의 자료를 문항분석을 통

해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예비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원척도와 문항구조가 다른 3요인과 4요인 구조로 나타

났고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와 내용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4요인 모형을 채택하

였다.

둘째, 척도의 새로운 요인구조를 확인하고자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독립적으

로 200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척도의 4요인 구조는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구성된 척도의 요인구조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하위요

인별 내적합치도를 확인한 결과 4요인의 내적합치도는 .898 ~ .955로 나타나

척도의 문항들이 신뢰롭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수렴타당도 및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해 관련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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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척도와 한국판 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척도, 상담사 발달척도, 상

태불안 척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한국판 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

요인과 상담의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상담사 발달척도의 하위요인과 상담의 윤리적, 법적 이슈

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이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상태불안 척도

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수렴타당도와 준거 타당도가 확보 되었

다.

다섯째, 척도의 민감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의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

기효능감 척도와 상담사의 경력 변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담의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과 수퍼비전 횟수는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상담 회기수와는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만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척도가 경력변인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며 단순히 상담을 많이 하는 것

만이 아니라 사례를 통한 교육을 받는 것이 상담사의 윤리적, 법적 자기효능

감에 유의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담의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가 국내

상담사의 윤리적, 법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데 타당한도구임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상담자 윤리, 자기효능감, 윤리적 자기효능감

학 번 : 2019-2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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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상담의 수요는 사회적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

019년 사이에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는 60만명 수준에서 80만명에 가깝게

증가했으며 증가세가 더뎌지지 않고 있다.(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2020). 이

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 대학원에 상담전공을 개설하는 학교가 크게 늘고 있으며 전

문상담교사들이 양성되어 학교에 배치되고 있다(김진숙, 2002). 이러한 사회적 흐름

을 볼 때 한국에서의 상담전문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최해림, 김영해, 2006).

상담전문가들이 내담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상담사의 역량으로서 상담윤리에 기반 한 직무 수행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김

현아 등, 2018). 그러기 위해 상담사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윤리적 민감성을

지니면서 스스로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강이영, 금명자, 조민희, 2018).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는 수많은 윤리적 이슈와 관련된 사례들이 발생 되고, 많

은 상담사들이 상황 발생하고 난 후에 인식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

에 부딪히거나, 미리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윤리적 어려움

을 경험한다(서영석, 2009). 따라서 상담윤리 인식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으

며, 상담사들이 윤리적 기반에 의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담사 윤리

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상담사 윤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담사 윤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수준이다. 상담사 윤리의 출발이자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상담윤리

강령을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미국상담학회(A

merican Counseling Associatiom: ACA)는 각각 1992, 1996년에 제정하였고 한국

은 비교적 최근인 2002, 2003년에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 심리학회에서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윤리강령은 상담사의 전문가로서 윤리적 행위 대한 지침을 정해준다(최

해림, 2002). 그러나 국내 상담사들이 윤리강령을 참조하는 빈도는 낮은 편이다(우

홍련, 허난설, 이지향, 장유진, 2015). 또한 한국 상담학회와 한국 상담심리학회는 자

격 유지를 위해 각각 일 년에 한 번씩, 이 년에 한 번씩 윤리교육을 받을 것을 강

제하고 있지만(한국 상담학회, 2019, 한국 상담심리학회, 2016) 자격이 만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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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담을 계속하여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담사의 윤리 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윤리에 대한 변인들을 평가하여 현재

위치와 성장정도에 대한 교육적 자료를 얻고 관리 할 수 있는 도구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윤리 교육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변인 중 하나로 상담사의 윤리적 역량을 측정

하고자 한 연구가 있었다. 역량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

인의 지식, 기술, 태도, 가치와 같은 외적으로 관찰되지 않지만 직무성과를 예측하

게 하는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을 말한다(McCelland, 1973).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윤리적 역량은 윤리적 지식, 기술 등 상담에서 실제로 윤리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상담사

의 윤리적 역량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재령(2006a)은 윤리강령과 국내 예비조사의 내용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구성한 아

동상담사의 윤리적 신념척도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고, 유재령(2006b)는 아동상담사

의 윤리적 실천 행동척도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아동 상담사의 윤리적 행동 측정을

시도하였다.

상담사의 윤리적 역량 평가가 교육과 상담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상담사의 윤리적

발달을 측정하는 변인으로서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윤리적 자기효능감은 상담사의

윤리 교육과정에서 역량과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의미 있는 변인이다.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

한 믿음으로, 특정한 시간에 주어진 특정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이다(Bandura, 1986, 1997).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은 실제 상담사

역량의 현재 수준과 다른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으로 자기효능감 측정을 통해 상담사

의 발달을 측정하는 것도 하나의 평가 지표로서 의의를 가진다. 상담사들의 활동의

지는 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영역에 자신이 없는 상담

사들은 회피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Bandura, 1997). 따라서 윤리적 역

량과 별개로 특정 윤리적 주제에 대하여 자기효능감이 부족한 상담사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윤리적 역량과 더불어 윤리

적 이슈에 대하여 자기효능감이 함께 갖춰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과업 성취를 위한 끈기와 노력에 영향을 준다(윤선영, 임선아, 2

013). 따라서 윤리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윤리적 역량의 현재 수준이 낮다고 하더

라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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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은 단순히 개인 내적인 믿음일 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행

동, 상담의 성과와 관련이 있다(황인호, 2005, Larson & Daniels 1998). 따라서 상담

사에게 주어지는 적절한 윤리 교육과 상담 경험이 윤리적 역량에 대한 상승으로 이

어지고 다시 윤리적 주제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승으로 연결되어 윤리적 주제에 대

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 중에 자기효

능감을 상담사 발달 측정에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Larson, Suzuki, Gillespie,

Potenza, Bechtel, & Toulouse, 1992, Lent, Hill, & Hoffman, 2003). 하지만 다른 영

역의 상담사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가 많은 것에 비해 윤리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자기효능감을 평가하는 국내 척도 연구가 부족한 상

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Mullen, Lambie, Conley(2014)의 상담의 윤리,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Ethical and Legal Issues in Counseling Self-Efficacy Scale: ELI

CSES)를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여 한국판의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상담사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타당화 하였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을 단순히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 인지

등을 통합하여 행동으로 이끄는데 까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ELICSES 척도는 상

담사의 윤리적 활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상담사 윤리강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것을 기준으로 지식적인 부분과 실천적이 부분을 측정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상담

사의 전문가로서 윤리적 행위 대한 지침을 정해주므로(최해림, 2002). 상담사들이

자신의 윤리적 상담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판단하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사들은 ELICSES를 통해 자신이 상담 윤리강령에 근거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기효능감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척도를 활용하면 상담사들

스스로 효능감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효능감을 키운다면 적절한 윤리적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원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국

내에서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ELICES 원문은 서적, 관련

척도의 리뷰, 윤리강령을 참고하여 개발되었고 일반적인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살, 자해, 학대 관련 자기효능감, 상담사 발달및 신체, 심리적 건강(W

ellness)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3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3개요인은 1. 내담

자의 권리 2. 차별 윤리 3. 윤리적 의사결정 4. 경계와 관계 5. 평가와 측정 6. 윤리

적/법적 개념(법원의 요청, 비밀보장 한계) 7. 비밀보장 8. 전문가적 정체성 9. 폭력

10. 자살과 자해 11. 상담사의 발달과 자기돌봄 영역으로 나누어져 상담에 대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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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법적 자기효능감을 상담사 개인이 판단하여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척도 문항

의 내용은 미국 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ACA)의 윤리강령에 대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윤리강령은 상담사가 따라야 하는 윤리적

인 행동의 영역의 지시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과, 한국 상담학회, 한국

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이 미국 상담학회의 윤리강령과 유사하다는 점, 강령의 구

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행동 가능 여부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묻고 있다는 원 척도의 특징으로 인해 ELICSE를 한국에 번안하여 적용하여도 무리

가 없고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이 유사한 윤리 규정의 구조를 가졌

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사들이 느끼는 윤리적, 법적인 이슈의 상황은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척도와의 요인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제

한점이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ELICSES를 번안과정을 거친 후, 국

내 상담사들을 표본으로 하여 탐색적, 확인적 분석을 실시하고 ELICSES의 요인구

조를 확인하여 새로운 요인구조를 설정하고 신뢰도 및 수렴타당도 확인 및 별도의

타당화 과정을 통해 한국판 ELICSES의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번안된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수현, 서영석, 김동민(2

007)의 한국판 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CASES)과 상관분석을 한다. CASES

는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회기관리 자기효능감, 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의 3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력기술 자기효능감과 회기관리 자기효능감이 ELICSES의 ‘일반

적 윤리적, 법적 자기효능감 요인’에 속해 있는 상담사의 전문적 능력을 묻는 문항

과 상관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사 발달 수준 척도(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aire; KCLQ)와의 상

관 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확인한다. KCLQ는 상담대화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

기, 상담계획, 인간적⋅윤리적 태도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상담 대화기

술, 사례이해 등의 하위요인이 ELICSES와 상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ELICSES의 준거 타당도 확인을 위해 상태불안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담사의 자기효능감과 불안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Larson

& Daniels, 1998). 따라서 ELICSES와 상태불안 척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상담사의 경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변인이다. 상담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숙련된 상담사가 되고(백미현, 유현실, 2012) 이러한 상담사의 역량은 상담사의 자

기 효능감과 관계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담사의 발달 수준이 상담사의 자기효능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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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양미라, 이영애, 2019). 이수현 등(2007)의

연구에서도 상담사 경력변인이 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Larson & Daniels(1998)에 따르면 경험이 많은 상담사들이 경험이 적은 상

담사들 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는 경력과 윤리적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도 예

상할 수 있다. 우홍련 등(2015)에 따르면 상담사들의 윤리 강령 활용도가 높았다.

따라서 경력이 많은 상담사일수록 윤리적 지식이 확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 ELICSES 척도의 문항들은 전문가적 능력을 묻는 문항들이 존재하므로 경력에

민감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력과 윤리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자기효능감 또

한 상담경력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ELICSES의 타당화과정의 일부로써 E

LICSES와 상담경력의 상관분석을 통해 척도가 상담사의 발달과 훈련수준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확인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판 상담의 윤리,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ELICSES)의 구성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가설 1-1)문항 분석과 요인 분석을 실시한 한국판 상담의 윤리, 법적 이슈에 대

한 자기효능감(ELICSES)은 안정적인 요인구조가 생성될 것이다.

연구문제 2. 한국판 상담의 윤리,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ELICSES)은 신뢰

로운가

연구가설 2-1) 한국판 상담의 윤리,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ELICSES)의 총점

및 하위요인별 높은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문제 3. 한국판 상담의 윤리,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ELICSES)는 상담

사의 윤리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에 적절한가?

연구가설 3-1) 한국판 상담의 윤리,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ELICSES)는 한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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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Counselor Acitivity Self-Efficacy Scale: CASES)와 정

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3-2) 한국판 상담의 윤리,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ELICSES)는 한국판

상담사 발달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3-3) 한국판 상담의 윤리,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ELICSES)는 상태불

안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4. 한국판 상담의 윤리,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ELICSES)는 상담

사의 윤리적, 법적 자기효능감의 발달을 측정하기에 적절한가

연구가설 4-1 한국판 상담의 윤리,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ELICSES)의 총점

및 하위요인은 경력 변인(수퍼비전 횟수, 상담 회기 수)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상담사 윤리

상담은 다양한 개인, 가족, 집단이 정신 건강, 교육, 안녕, 직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관계이다(ACA, 2020). Vacc & Charkow (1999)는 전문직이 발

달하는 6단계를 제시하면서 그 마지막 단계로 책무성(Accountabilit) 확립을 위한 절차

의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최해림(2002)은 이러한 책무성이 전문적 구성원들의 책임성

있는 행동, 유능한 상담사로서 기대되는 행동을 말하며, 이는 전문가 집단의 윤리성과

직결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상담사의 윤리는 상담사의 전문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윤리적인 상담사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상담사에게 윤리적인 것은 무

엇인지 판단기준에 대하여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kichener(1984)는 Hare(1981)가 윤리에 적용한 도덕적 사고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바

탕으로 상담사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가치판단에 의존해서 딜레

마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딜레마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윤리적 딜레

마에 직면했을 때 고려했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k

itchener(1984) 윤리적 판단을 직관적 수준과 비판- 평가적 수준으로 나누고 직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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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판단만으로 부족할 때 비판-평가적 수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김형수, 김

옥진(2009)은 기존의 진행된 의무론적 접근과 공리주의적 접근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토대로 윤리적 판단 3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김형수와 김옥진(2009)에 의하면 딜레

마 상황에 처했을 때, 1단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고 윤리 규정이나 윤

리적 원칙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제시된 안을 의무론적 관점에

서 평가하고 채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의무론적 접근과 공리주의적 접

근이 충돌할 경우 의무론적 접근을 통해 대안을 도출하고 선택하게 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인 틀을 중시한 모델들과 다르게 주관적인 모델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

다. Hill, Glaser, & Harden(1995)은 기존의 합리-평가 모델의 연구들을 통합하여 윤리

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성주의 모델(Feminist mode)을 제시하였다. Hill 등(1995)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담사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상담

사는 자신의 개인적 가치가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감정적으로 분석적

으로 질문해야한다고 한다. 또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고 해결책을 발전시키는 일

련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내용이 보편타당한지 고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관적인

느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모델은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상담사들을 돕기 위한

직관적인 질문, 그에 맞는 논리적- 평가적 과정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상담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담활동 할 때 자신이 윤리

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판단할만한 평가 기준을 제공한 연구는 미흡하다.

국내 연구에서 유재령(2006b)는 아동상담사의 윤리적 실천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으나 아동상담에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전체 상담사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상담사의 윤리적 실천행동을 적합

성과 효과성, 비밀보장 및 사생활 보호, 아동상담사의 능력, 치료적 관계 구조화의 네

가지 영역을 ‘나는 상담을 거부하는 아동을 설득하는 방법을 배워서라도 신속하게 동

의를 구한 후 상담을 시작한다’라는 아동에 한정된 문항을 통해 평가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상담사의 평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윤리강령은 상담사의 전문가로서 윤리적 행위 대한 지침을 정해주므로(최해림, 2

002), 상담사들이 자신의 윤리적 상담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미국 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ciation:ACA)가 다앙한 실습

환경에서의 전문 상담사들을 전담하는 최대 교모의 협회로서 존재하고 있으며(ACA,

1952), 전문 상담사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ACA, 2014). Walden,

Herlihy, Ashton,(2003)은 미국 상담학회 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의 윤리분야 경험, 학습,

통찰력 등을 설문조사한 연구에서 미국 상담학회(ACA) 윤리강령의 역사를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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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alden 등(2003)에 따르면 미국 상담학회는 1993년부터 1995년 사이에 윤리위원

회가 초안을 만들어 1995년에 처음 윤리 강령 및 실천 표준(ACA, 1995)을 발표하였

다. 이후 윤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윤리기준을 개정하고 감독

하고 있다. ACA는 현재 1995년 처음 윤리강령은 발표한 이후로 2014년에 개정한 윤

리강령(ACA, 2014)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특히 변화가 큰

부분은 다중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95년 윤리강령에서도 다중관계(Dual Relationship)

에 대한 금지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2014년의 윤리강령에서는 더욱 세분화하여 제시

하고 있다. 과거의 윤리강령에서는 내담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였지만 최신의 윤

리강령에서는 상담사의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성적인 관계까지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

존의 윤리강령에서는 내담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상담이 끝난 이후 2년의 제한을 두

고 있지만 현재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는 상담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며

A. 상담관계 B.비밀보장 C. 전문적 책임 D. 타 전문직과의 관계 E 평가, 진단과 해석

F, 교수, 훈련과 수퍼비전 G 연구와 출판 H 원거리 상담, 기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I, 윤리적 문제의 해결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도 상담사들을 훈련하고 담당하고 있는 단체로서 크게 한국 상담학회와 한국 상

담학회가 존재한다. 두 학회의 윤리강령은 미국 상담학회의 윤리강령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예컨대, 한국 상담학회와 한국 상담심리학회는 내담자와의 성적 관계를 각

각 상담 이후 2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상담학회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부적인 제한 연수를 다르게 정해 놓았을 뿐 내담자와의 즉각적인 성적 관계를 제한

하고 있는 골자는 동일하다. 또한 A에서 I의 강령 영역은 최근에 추가된 H 영역인 원

거리 상담, 기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한국 상담학회와 한국

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영역과 대응된다. 이러한 일치성이 문화적으로 일률적으로 적

용될 수 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윤 두 학회 모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윤

리강령을 지속적으로 심의하고 수정하고 있다(한국 상담심리학회, 2018, 한국 상담학

회, 2016)는 점에서 상담사들이 행동기준으로 삼기에 유의 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상담학회에서 2002년 8월에 처음으로 윤리 규정을 제시한 이후 3번에 걸쳐 개정하여

2016년을 최신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 상담심리학회는 2003년 5월부터 윤리 규정을 시

행하고 2번의 개정을 거쳐 2018년 개정판을 최신으로 하고 있다. 한국 상담학회(한국

상담학회, 2016)는 총 9장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장 전문적 태도, 2장 정

보의 보호, 3장 내담자의 복지, 4장 상담관계, 5장 사회적 책임 6장, 상담연구, 7장 심

리검사, 8장 윤리문제 해결, 9장 회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

하게 한국 상담심리학회(한국 상담심리학회, 2018)는 상담사들에게 9장의 규정을 제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1장 전문가로서의 태도, 2장 사회적 책임 3장 내담자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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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권리에 대한 존중 4, 상담 관계 5장 정보의 보호 및 관리, 6장 심리평가 7장 수련

감독 및 상담사 교육, 8장 윤리문제해결, 9장 회원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상담학회는 윤리강령 첫 머리인 ‘윤리강령의 목적’에 상담사들이 윤리 강령

을 따라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두 학회의 윤리강령 전문에 상담사들이 윤리규

준을 준수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한국 상담심리학회, 2018, 한국 상담학회, 2016). 따

라서 상담사들은 윤리강령을 자신의 활동이 윤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

을 수 있다.

표 1. 미국 상담학회와 한국의 대표적 상담학회들의 윤리 강령 비교

미국 상담학회(ACA) 한국 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A. 상담관계

B.비밀보장

C. 전문적 책임

D. 타 전문직과의 관

계

E 평가, 진단과 해석

F, 교수, 훈련과 수퍼

비전

G 연구와 출판

H 원거리 상담, 기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I, 윤리적 문제의 해결

의

1장. 전문적 태도

2장. 정보의 보호

3장. 내담자의 복

지

4장. 상담관계

5장. 사회적 책임

6장. 상담연구

7장. 심리검사

8장. 윤리문제 해

결

9장. 회원의 의무

1장 전문가로서의

태도

2장 사회적 책임

3장 내담자의 복지

와 권리에 대한 존중

4장 상담 관계

5장 정보의 보호 및

관리

6장 심리평가

7장 수련감독 및 상

담사 교육

8장 윤리문제해결

9장 회원의 의무

2. 상담사의 자기효능감

상담사의 윤리적 자기효능감은 윤리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윤리적 역량 이외에 평가되

어야 하는 변인으로서 역량과 구별되는 중요한 변인이다. 역량이란 개인의 지식, 기술,

태도, 가치와 같은 외적으로 관찰되지 않지만 직무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개인의 내재

적인 특성을 말한다(McCelland, 1973).

국내에서 상담사 윤리적 역량 대한 측정을 시도한 연구는 유재령(2006a)이 아동 상담

사의 윤리적 신념이 윤리적 행동 실천과 관계있다고 보고 아동 상담사의 윤리적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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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유재령(2006b)은 아동상담사의 윤리적

실천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으나 아동상담에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고려

하였기 때문에 전체 상담사에 대한 측정이 어렵고 측정하는 영역이 한정적이기 때문

에 윤리강령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영역을 폭 넓게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구

체적으로 유재령(2006a)의 윤리적 신념 척도는 치료의 적합성과 효과성, 비밀보장 및

사생활 보호, 아동상담사의 능력, 치료적 관계 구조화의 네 가지 영역을 ‘아동이 부모

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내용을 내가 무심코 아동의 부모에게 말한 적 있다’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측정하고 있다. 이는 신념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을 가능케 하

지만 아동 상담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사 전체를 포괄할 수 없다. 또한 문

항들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윤리 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상담사의 전문적 태도’, ‘비밀

보장 및 비밀 보장의 한계’ 등의 영역을 잘 숙지하고 있으며 지키고 있는지 포괄적으

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유재령(2006b)은 아동상담사의 윤리적 실천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아동상담에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그

러나 대상이 아동 상담사인 만큼 전체 상담사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상담사의 윤리적 실천행동을 적합성과 효과성, 비밀보장 및 사생활 보

호, 아동상담사의 능력, 치료적 관계 구조화의 네 가지 영역을 ‘ 나는 상담을 거부하는

아동을 설득하는 방법을 배워서라도 신속하게 동의를 구한 후 상담을 시작한다’라는

아동에 한정된 문항을 통해 평가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상담사의 평가에 적용하기 어

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역량과 구별되는 변인으로서 자기 효능감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취를 위한 필요 행동을 조직, 수행 가능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

986, 1997). 이는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와 다른 개인 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

으로 자기효능감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자기효능감 이론에서는 우리의 행동의지 즉, 특정 행동을 실제로 실행할 것인가를 선

택하는 일이 단순히 그 행동에 따라 보상 혹은 처벌이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결과 기

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

는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 즉 효능기대에 의해서도 영향 받는다고 하였다(Bandura, 19

77). 예컨대, 상담사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편안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행동을

회피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담사가 특정 윤리적 주제에 대하

여 자기효능감이 부족할 경우 실제 역량 수준과 관계없이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도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과업 수행에 대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며, 흥미를 지속적으로

보이게 하고,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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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동기란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개인의 내부에 있는 것으로 주어진

과업을 하는 데에서 오는 흥미에 의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김아영, 2002).

이러한 내재동기가 높을 경우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더 강한 끈기를 보이며 많은 노

력을 한다(신종호, 진성조, 김연제, 2010).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윤선영, 임선아(2013)은 학

생들의 과목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내재동기와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내재동기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각각의 경로계수가 .79(p < .001), .73(p < .001). .78(p < .001)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자기효능감이 내재동기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영역 특수적인

자기효능감이 각각의 영역의 내재동기와 관계가 있는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윤리적 영

역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상담사들은 윤리적 주제에 대한 학습, 연마에 대한 내재

적 동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관계성으로 인해

윤리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상담사들은 더 자발적으로 윤리적 주제에 대하여 더 열성

적으로 공부하고 연마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상담사는

역량의 현재 수준이 낮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자기효능감은 상담사의 불안 수준과 관계가 있다. 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를 타당화한 이수현 등(2007)의 연구에서 상담사 활동과 상태불안 척

도간의 상관분석 결과, 상담사활동 전체 수준과 하위요인 수준 모두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59에서 -.23, p < .01). 또한 Larson & Daniels(1998)의 연구에서도 상담

사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다고 이야기 하였다. Larson & Daniels(1998)는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상담사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헌들을 리뷰하였다. 연구 결

과, 상담사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은 낮았으며 상담사들의 역할에 대한 만족

도는 높은 결과를 보여줬다. 따라서 윤리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상담사들도 상담 장면

에서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동기의 수준뿐만 아니라 사고과정, 지속성,

실현되는 실제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자기효능감이 상

담의 실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Larson 등(1992)은

상담 수련생의 자기효능이 상담수련생의 수련과정상의 결과 만족도, 상담사의 마이크

로 스킬 등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 = .39 ~ .77, p < .001). Johnson(1989)

은 상담 수련생의 자기효능감을 상담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 측정하

였는데 상담을 받지 않는 상담 수련생의 자기효능감과 그들의 기술이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r = .50, p < 0.2). 이와 더불어 상담사의 자기효능감이 상담의 직접적인 결과

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었는데 진로 상담사의 자기효능감과 상담 성과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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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한 Heppner, Multon, Gysbers, Ellis, & Zook(1998)의 연구에서 진로 상담사의

자기효능감과 내담자가 진로 변경시에 결정의 독립성과의 상관을 보였으며(r = .49, p

< .05), 하위요인인 진로 상담사의 치료적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진로 변경시의

준비도(r = .53, p < .05), 다문화적 능력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결정의 독립성(r = .6

3, p < .001)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황인호(2005)는 상담사의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들이 내담자의 상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세부 상담기술, 상

담과정, 어려운 내담자 행동다루기의 세 가지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이 각각, .63(p < .0

01), -.42(p < .01), .32(p < .05)순으로 내담자의 상담만족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Larson & Daniels(1998)는 상담사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들의 연구를 종합

하면서 상담사 자기효능감과 상담사의 수행은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였

다.

선행연구들은 상담사의 자기효능감이 상담사의 동기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불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자기효능감이 부족한

상담사들은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회피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상담 내에서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상담

사의 상담 기술적 요인과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상담 결과와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상담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윤리적 역량은

윤리적 자기효능감과 상관이 있으며 높은 윤리적 자기효능감이 역량과 함께 상담 내

에서 윤리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상담사

의 윤리적 자기효능감이 상담사에게 중요한 변인이며 윤리적 지식, 태도와 같은 역량

을 평가하는 것 이외에 자기효능감을 평가하는 것이 상담사의 교육할 때 확인이 필요

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 신념이라는 포괄적인 정의 아래 상담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바라보고 연구를 진행되었다.

Lent & Hoffman(2003)은 기존의 상담사 발달이론 또는 조력기술이론에 기반 한 측

정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며 Hill & O’Brien’s (1999)의 조력기술모델을 토대로 구성한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영역 이외에 상담사의 발달적 관점에을 기반으로(Goodyear & G

uzzardo, 2000) 상담사에게 필요한 회귀관리 자기효능감 영역, 상담 난제 자기효능감

영역을 측정하고 있다. 조력기술 자기효능감은 Hill & O’Brien’s (1999)의 조력기술의

세 가지 단계에 따라 탐색기술, 통찰기술, 활동기술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상담난제 자기효능감과 회기

관리 자기효능감은 상담사 기능의 발달적 관점을 기반으로 개념화 되었다(Goodyear

& Guzzardo, 2000). 발달적 관점에서의 두 영역의 효능감은 초심 상담사들이 연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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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열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기 상황을 관리하거나 어려운 고객 유형이나

문제에 대처하는 등 점점 더 많은 도전과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상담 측면에 대한 효

능감이다. 상담 난제 자기효능감은 상담사들이 어려워하는 상담상황에 대한 지각된 대

처능력(예, 당신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내담자)을 측정하고 회기관리 자기효능

감은 회기 내의 과제들을 처리하는 상담사에게 지각된 능력을 의미한다(예, 사례 개념

화)

또한 국내에서 양명희, 김성회(2011)는 주은선, 이혜경, 주은지(2007)가 한국적 상담

모형에서 상담사의 태도적 측면을 강조한 것을 제시하며 상담사의 태도를 포함시킨

세 가지 영역의 상담사 자기효능감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사 자기효능감을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상담사의 확신’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토대로 상담 전문가 50명에게 상담사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경우와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개방형 설문을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상담기

술자기효능감, 상담태도 자기효능감, 상담위기대처 자기효능감의 세 가지 영역이 설정

되었다. 상담 기술 자기효능감은 상담 장면에서 기초기술과 심화기술을 포함한 상담개

입기술을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상담사의 확신

을 나타내는 것이며, 상담 태도 자기효능감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조

력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상담사의 확신을 반영한다. 마

지막으로 ‘상담위기 대처 자기효능감은 상담사나 내담자 또는 환경의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기가 더 이상 어렵거나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담 장면에서의 능력에 대한 상담사의 확신을 반영한다.

국외, 국내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다양한 연구에서 특정한 영역의 상담사 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다루었지만 상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담의 윤리적 영

역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윤리적 주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척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사의

윤리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준인 상담 윤리 강령을 토대로 판단하여 상담사

의 지각된 윤리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3. 상담의 윤리,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ELICSES)

내담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상담사의 윤리적, 법적 지식과 적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없는 상황에서 Mullen 등(2014)은 상담의 윤리,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Ethical and Legal Issues in Counseling Self-Efficacy Scale: E



- 13 -

LICSES)를 개발하였다.

Mullen 등(2014) 은 상담사의 자기효능감이 효과적인 상담과 연관되어 있으며(Boden

horn & Skaggs, 2005; Larson & Daniels, 1998; Larson 등, 1992; Lent, Hill, Hoffma

n, 2003), 여러 영역의 상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되었으나 윤리

적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측정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자(Mullen 등, 2014)들은 상담사의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효능감 수준을 측정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지식을 통합하여 행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였으며(Bandura, 1997) 이렇게 측정한 결과는 상담사의 교

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본 척도에서 측정하는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특정 영역의 윤리를 측

정하는 것이 아닌 상담사가 내담자들을 만나는데 있어 필수적인 윤리적 규준을 윤리

강령으로 제시하여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다. Mullen 등은(20

14) 윤리적 법적 이슈 관련 문헌(책, 윤리강령)을 참고하여 문항을 작성하였고 전문가

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23개의 문항, 3개의 요인으로 구성

되었다. 3개의 요인 각각 일반적인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살, 자해,

학대 관련 자기효능감, 상담사 발달과 자기 돌봄 자기효능감으로 제시되어 있다. 3가

지의 요인은 다시 11개의 주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구체적으로 1. 내담자의 권리

2. 차별 윤리 3. 윤리적 의사결정 4. 경계와 관계 5. 평가와 측정 6. 윤리적/법적 개념

(법원의 요청, 비밀보장 한계) 7. 비밀보장 8. 전문가적 정체성 9. 폭력 10. 자살과 자

해 11. 상담사의 발달과 자기돌봄의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다. 1번부터 8번 영역이 요

인 1로 제시되었으며 9번, 10번 영역이 요인 2, 나머지 11번 영역이 요인 3으로 제시

되었다.

척도의 내용은 단순히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만이 아닌 내담자의 복지를 위한

상담사의 전문적 능력과 관련된 실제 행동을 묻는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컨

대, ‘내담자에 대하여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보고한다.’ ‘상담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신체, 심리적 건강(Wellness)를 유지한다.’와 같이 실제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묻고 있으며 상담사 자신이 점수를 낮게 평정할 경우, 그 부분을 연마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윤리적이다. 여러 자기효능감 척도에서 상담사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울 포함하

여 측정하고 있다. 이수현 등(2007)의 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에서는 상담사의 자기효

능감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회기관리 자기효능감’은 ELICSES의 전문적 능력을

묻는 문항과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심흥섭(1998)의 상담사 발달수준 척도에서도 ‘상

담계획’ 같은 전문적 능력과 관련된 유사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수현 등(2007)의 연구

에서는 전문적 능력에 대한 비슷한 개념을 측정한 척도들 간에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예,

회기관리와 상담계획, r = .81, p < .01). 다만, ELICSES는 단순히 상담을 잘 진행하여 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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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전문적 능력뿐만 아니라 ‘비밀보장’ 같은 상담 윤리와 직결된 내용

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자기효능감 척도와 차이가 있다.

각각의 영역은 미국 상담학회 윤리강령에 대응된다. 척도의 윤리적/법적 개념, 비밀보

장, 폭력, 자살과 자해의 영역은 윤리강령의 B 영역인 비밀보장에 대응되며 차별 윤

리, 평가와 측정, 상담사의 발달과 자기돌봄 영역은 윤리강령의 C 영역인 전문적 책임

에 대응된다. 나머지 내담자 권리는 I 영역과 B 영역, 윤리적 결정 영역은 윤리 강령

의 I영역과 대응된다. 이렇게 ELICSES의 문항이 윤리강령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담자와 직접적으로 만나고 활동하는데 있어 윤리적으로 기능하고 있

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필수적인 윤리강령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항들은 윤리강령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물어보고 있다. 예컨대, ‘부정적인 다중

관계를 피한다’와 같이 부정적인 다중관계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부정

적인 다중관계를 판단하고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자기효능감

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상담사들의 상담의 윤리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한 도구로서 ELICSES를 번역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치려 한다. 한국의 한국

상담학회, 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이 미국 상담학회의 윤리강령과 유사하다는 점과

ELICSES의 문항이 포괄적이라는 점, 척도가 실제적으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자기효능감이라는 개인내적인 믿음을 측정한다는 점이 본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데 이점을 갖게 한다.

4. 상담사의 경력과 상담사의 윤리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이론에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낮추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공경

험(mastery experiences), 대리적 경험(vicarious experiences), 언어적 설득(verbal per

suasion), 생리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psychological and affective states)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Bandura, 1982). 성공경험(mastery experiences)은 특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수행성과가 누적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데,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천으로 알려져 있다(Bandura, 1977). 대리적

경험은 타인을 모델로 하여 모델의 행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만

으로 자신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Bandura, 1994). 언어적

설득은 특정 행동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Larson 등, 199

2)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언어적 격려를 의미하며 적절하고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Bandura, 1977). 생리적 상태와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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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자기효능감을 억제하는 불안 등의 현상을 의미하며 생리 및 정서적 상태에 대

한 지각방식은 자신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준다.

또한 양미라, 이영애(2019)의 연구에서는 상담사의 역량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이며 역량은 경력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메타연구를 실시하였고 관련된 변인을 개인 내적 변인

과 개인 외적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개인 내적 변인의 하위요인인 상담사 역량 변인은

중간이상의 효과크기이자 다른 요인과 비교하여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이었다.

또한 개인 외적 변인인 역량 촉진 변인의 하위 요인으로 상담사 경력이 중간크기의

효과를 보여 경험이 많을수록 역량이 증대되고 자기효능감이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따라서 상담사가 경력이 증가할수록 내담자의 역량이 증가하고 내담자를 효과적

으로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상담사의 전문적 역량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경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으로 Larson 등(1992)은 상담사들이 경험이 많을수록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기대가 확인 되었는데 이수현 등(2007)은 상담사 경력을

상담 진행 경력(개월), 개인 수퍼비전 횟수, 상담 사례수로 구분하여 각각에 따라 상담

사 활동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상담사 활동 자기효

능감의 하위요인인 활동기술과 상담을 진행한 개월 수, 개인 수퍼비전 횟수와의 상관

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경력, 슈퍼비전 횟수. 상담 사례 수와 나머지 모든 변인간의 상

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홍수연(2001)은 상담사의 경력을 학위, 상담 년수 상담 시간 수, 수퍼비전 횟수

로 구분하여 상담사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학위에 따라 석사

집단에 비해 박사과정 및 박사집단이 상담사의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또한 상담 시간

수에 따라 1000시간 이상 상담 진행 집단이 100시간 미만, 100-800시간 상담 진행 집

단보다 유의하게 큰 상담사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수퍼비전 횟수의 증가에

따라 문화적 차이 다루기 차원과 어려운 내담자 행동 다루기 차원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경력 변인 중에서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 별로 차이가 있었

지만 공통적으로 내담자를 만나 상담을 진행한 시간 또는 사례 수와 수퍼비전 횟수였

다. 이는 상담사 경력변인의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내담자를 만나고 케이스에 대한 교

육을 받는 시간이 유의미한 변인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상담사의 경력이 윤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상담사들의 윤리 교육 실태를 조사한 우홍련 등(2015)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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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자격증에 따라 윤리강령의 활용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연구에서 자격증을 갖지 않은 집단, 전문상담사/상담심리사/청소년상담사 2급,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문상담사/상담심리사/청소년상담사 1급 소지자 집단을 구

별하여 평소에 얼마나 윤리강령을 참조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윤리강령 활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높은 자격증을 소유한 집단 순서대로 유의한 활용 정도 차이를 보였다.

자격증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퍼비전 시간과 내담자 사례 수가 많아지므로 경력 변

인과 윤리강령의 참조 정도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리강령을 자주

참조할수록 강령에 대한 인식 정도와 지식이 늘어나게 되므로 윤리적 행동수준, 역량

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윤리강령을 참조하여 개발된 ELICSES의 문항들은 ‘자살 내담자에 대한 대응’,

‘소진 관리’, ‘비밀보장’, ‘내담자 호소문제 파악’, ‘경계 확립’등 윤리적 활동을 위한 상

담사의 전문적 능력과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의 특성을 설명한

선행연구(Bandura, 1982)에 따르면 상담사는 내담자를 많이 만날수록 자신이 윤리적으

로 활동하였다는 ‘성공경험’이 증가하면서 윤리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윤리적 행동에 대한 ‘대리적 경험’을 하게 되며 수퍼

비전을 통해 어떤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지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

서 상담사의 윤리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담자에 대한 경험이

증가하고 수퍼비전 횟수가 늘어날수록 윤리적 활동을 위한 상담사의 전문적 능력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강화 될 수 있다(양미라, 이영애 2019).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대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집되었다. 첫 번째는 연구자의

지인들로 주로 상담전공자, 임상전공자가 주를 이루었다. 두 번째는 한국 상담학회, 한

국 상담심리학회를 포함한 각종 상담전공자들의 커뮤니티를 활용하였다. 또한 각 대학

의 상담센터에 설문을 요청하였으며 사설 상담 업체에도 설문을 요청하였다. 대상은 1

8세 이상 상담 관련 전공 석사과정 이상으로 상담을 한 케이스, 한 사례 이상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응답자들은 안내 받거나 게시판에 게재된 연구

모집 안내문건을 읽고 연구 목적, 내용 등을 확인하고 구글 설문지 URL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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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백분율(%)
성별 남 18 5.7

표 2. 상담사의 특성 (N = 320)

설문조사에 참여 하였으며, 설문 참여에 대한 사례는 현물 교환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

권 2000원이 제공되었다. 설문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연구는 한국판 상담의 윤리, 법

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설문조사 연구입니다. 귀하는 연구

의 선정 기준(상담 관련 전공 석사과정 이상 및 상담 한 사례 한 회기 이상 진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귀하는 본 연구 참여에 동의

하십니까? ’에 ‘예’라고 답한 사람들이 본 설문에 참여하게 되었다. 설문은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본연구의 참여자는 총 320명으로 자료를 연구1과 2에 각각 120명, 200명씩 무선 할당

하였다. 단, 연구 3은 같은 집단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문항분

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2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다른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수렴타당도,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3에서는 경력변인

과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직까지 상담사들의 경력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

는 실정으로 연구별로 상담경력, 수퍼비전 경험, 상담회기 수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백미현, 유현실, 2012, 심흥섭 1998).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상담의 경력보다 연구

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자기효능감과의 관계가 확인된 내담자를 만난 경험을 뜻하는

회기 수, 케이스로부터 교육을 받는 수퍼비전 경험이 자기효능감에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해 회기수를 상담경력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이수현 등, 2007, 홍수현,

2001).

연구에 참여한 인구의 특징을 보면 남자 18명(5.7%), 여자 302(94.3)로 여성이 대다수

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127명(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위를 보았을 때 석사 졸업자가 202명(25.1%)로 가장 많았다. 수퍼비전 횟수의 경우

10회이상 50회 미만 실시한 비율이 143명(44.6)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상담 회기수의

경우 10회이상 1000회 미만 진행한 상담사들이 163명(50.9%)로 가장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인구의 특징을 보면 남자 18명(5.7%), 여자 302(94.3)로 여성이 대다수

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127명(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위를 보았을 때 석사 졸업자가 202명(25.1%)로 가장 많았다. 수퍼비전 횟수의 경우

10회 이상 50회 미만 실시한 비율이 143명(44.6)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상담 회기수

의 경우 10회 이상 1000회 미만 진행한 상담사들이 163명(50.9%)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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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302 94.3

나이

20대 127 39.6

30대 123 38.4
40대 61 19.1
50대 7 2.1

학위

석사과정 및 수

료
80 25.1

석사 졸업 202 63.1
박사과정 및 수

료
24 7.5

박사 졸업 12 3.7

수퍼비전 횟수

10회 미만 113 35.3
10회이상 50회

미만
143 44.6

50회이상 100회

미만
55 17.2

100회 이상 9 2.7

상담 회기 수

50회 미만 68 21.3
50회이상 100회

미만
15 4.7

10회이상 1000회

미만
163 50.9

1000회 이상 74 23.1

1) 연구1

탐색적 요인분석에 대한 표본 크기는 연구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Hair,

Anderson, Tatham, & Black(1995)은 표본크기가 100보다 커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절

대적인 기준이외에 상대적인 비율을 기준으로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 Tabachnick &

Fidel(2007)의 연구에서는 사례수와 측정하려는 문항의 비율이 5:1이 되어야 한다고 하

였으며 Guilford(1956)는 2:1이상이면 된다고 제안하였다. 이외에 200이상의 사례 수

(Williams, Brown, & Onsman, 2012), 10:1의 비율(Nunnally, 1978)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타당화하는 과정이므로 최소115

명에서 230명의 표본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가 상담사이며 코로나 상황

으로 대면 설문이 어렵다는 점에 따라 120명으로 설정하였다. 구글 설문지 폼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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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문을 하였기 때문에 누락된 응답은 없어 120명의 모든 사례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2) 연구2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

인 분석에는 최소한 200명이상의 표본 크기가 권장되므로 200명을 설정하였다(배병렬,

2014). 연구 2의 문항수가 23개인 점을 감안할 때 탐색적 요인 분석보다 큰 표본을 설

정하여 30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결측치가 없어 200명의 자료를 분

석에 모두 사용하였다.

3) 연구 3

연구 3에서는 상담의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교육적 자료와 상

담사들의 성장에 대한 확인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담사들의 경력 수준에 척도가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상담 경력을 가진 상담사들의 경력 변

인과 상담사의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상관 분석을 통해 척도가 상담

사의 경력, 훈련 수준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확인하였다.

2. 연구 절차

1) 연구1

본 연구에서는 영어로 제작된 설문지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함에 있어 의미상의 일치를

위해 번역-역 번역 방법을 사용하였다.(Brislin, 1970). 먼저, 원척도를 연구자가 한국어

로 1차 번안하였다. 이후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사용자 중 상담전공인 박사 과정생 2

인에게 번역본의 검토를 의뢰하였고, 해당 검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자가

질문지 수정본을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본 척도에 대한 상담 전공생이며 사전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사용자 1인이 해당 수정본을 역번역하고, 그

후 연구자와 함께 질문지 원문과의 의미상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교

육상담 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통해 문항 번안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수정, 확정하였

다. 이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예비 척도를 구성하게 되었다.

문항 번안 과정을 통해 제작된 예비 척도를 연구 2와 독립적으로 구성된 120명의 자

료를 통해 문항 분석을 실시하고 척도의 하위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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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독립적으로 구성된 20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1에서 응답한 표본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한 최종 문항들을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한국판 상담사활동 자기효능감척도, 상담사발달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의 ‘회기관리 자기효능감’의 문항은 ELICSES의 상담사

의 전문적 능력을 묻는 문항들과 유사하다. 또한 상담사 발달수준척도의 상담계획 요

인의 문항과 ELICSES의 전문적 능력을 묻는 문항들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수현 등(2007)의 연구에서 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의 회기관리 자기효능감과 상담사

발달수준 척도의 상담계획의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 되었으므로 ELICSES와의 상관관

계도 예상할 수 있다.

준거 타당도 분석을 위해 상태불안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Lars

on & Daniels, 1998)에 따르면 상담사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아진다. 또

한 이수현 등(2007)의 연구에서 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과 상태불안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취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

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는 자기효능감의 정의 하에 윤리적

자기효능감도 불안과 자기효능감의 하나로서 불안과 관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척도와 불안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자기효능감과 불안을 내담자와 관련된 현재적인 변인으로 보고 기질적 불안을 나타내

는 특성불안을 제외하고 상태불안 척도만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3

연구 3에서는 연구 1,2에서 타당화 된 한국판 상담사의 법적,윤리적 자기효능감 척도

의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2에 사용되었던 자료를 상담 경력을 나타내는 변인들

과 상관 분석을 하였다.

3. 연구도구

1) 상담에서의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Ethical and Legal I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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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in Counseling Self-Efficacy Scale:ELICSES)

본 연구에서는 Mullen 등(2014)이 내담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상담사의 윤리적, 법적

지식 및 적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상담의 윤리, 법적 이슈

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Ethical and Legal Issues in Counseling Self-Efficacy Scal

e: ELICSES)를 사용하였다. ELICSES는 상담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서적, 윤리강령과 같은 윤리적 법적 이슈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ELICSES는 크게 11가지의 영역을 측정하고 있으며 각

각 1. 내담자의 권리(‘내담자/학생에 관한 권리, 법적 지식을 설명한다’), 2. 차별 윤리

(‘차별에 대한 윤리를 이해하여 내담자/학생에게 적용한다.‘), 3. 윤리적 의사결정('윤리

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4. 경계와 관계('부정적인 다중관계를 피한다'), 5. 평가와 측

정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보고한다'), 6. 윤리적/법적 개념(’소환장, 절차, 비밀

보장 같은 윤리적, 법적 개념을 알고 있다’) 7. 비밀보장('기록에 관하여 법원의 요청

에 응답한다') 8. 전문가적 정체성(‘상담사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하여 알고 설명한다’)

9. 폭력(‘학대,방임의 징후를 인식한다’) 10. 자살과 자해(‘잠재적인 자살위험 내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1. 상담사의 발달과 자기돌봄의 영역(‘자신의 소진에

관한 느낌들을 인식한다’)을 제시하고 있다.

Mullen 등(2014)은 ELICSE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일

반적 윤리적, 법적 자기효능감’, ‘자살, 폭력, 학대, 방임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상담사

발달 및 신체, 심리적 건강(Wellness)에 관련된 자기효능감'의 3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일반적 윤리적, 법적 자기효능감‘ 요인은 내담자와 관련한 법 사항, 상담의 전문적 능

력. 윤리적 딜레마 해결에 대한 문항을 담고 있다. ’자살, 폭력, 학대, 방임 관련 자기

효능감‘ 요인은 자살, 학대, 방임, 폭력과 관련된 내담자에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담사 발달 및 신체 심리적, 건강(Wellness)에

관련된 자기효능감‘ 요인은 상담사가 자신의 상담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고 있다. 1번부터 8번 영역이 요인 1로 제시되었으며 9번, 10번 영역이 요인 2,

나머지 11번 영역이 요인 3으로 제시되었다. 요인들은 각각 13문항, 7문항, 3문항씩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LICSES는 11점 리커트 척도이며, 응답자는 전혀 하지 못한다 0, 어느정도 할수 있

다 50,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100의 사이를 10점 단위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하위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이슈에 대하여 잘 다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원판 ELICSES의 Cronbach‘s α,는 .96의 내적 합치도를 나타냈다. 또한 각 요인 별로

요인 1은 .95, 요인 2는 .94, 요인 3은 .85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또한 Mullen 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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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은 타당도 분석을 위해 Crown, Marlowe(1960)가 개발한 사회적 정향성 척도(Marl

owe- 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를 Strahan & Gerbasi(1972)이 축소문항으로

만든 MCSDS-X1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정향성이란 문화적으로 인정되

고 지지받는 행동을 추구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하며 본 척도는 사회

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일어나기 힘든 행동들을 묘사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함을 보이고 싶은 사회

적 정향성이 높게 나온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향성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Beretvas, Meyers, Leite, 2002). MCSDS-X1은 33문항인 원척도를 10문항

으로 축소하였다. 응답자는 “나는 가끔 험담하는 것을 좋아한다”와 같은 문항에 참/거

짓을 선택하게 된다. 총점은 0점부터 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을 나타낸다. ELICSES와 MCSDS-X1은 r = .315, p < .001의 상관을 나타내었

다.

2) 한국판 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Counselor Acitivity Self-Efficacy S

cale: CASES)

ELICSE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수현 등(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상담

사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Counselior Acitivity Self-Efficacy Scale: CASES)를 사용한

다. K-CASES는 조력기술 수행, 회기 관리 및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상담사들의 지각

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총 41문항 5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조력기술 자기효능감(15문항), 회기관리 자기효능감(10문항, ‘내담자가 현실

적인 상담목표를 세우도록 돕는다’), 상담난제 자기효능감(16문항, ‘자살을 생각하고 있

는 내담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다시 탐색기술(‘내담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포착하고 이해한다’), 활동기술(‘내담자가 회기와 회기 사이에 시도할 치료적

인 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통찰기술(‘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바

꾸고 싶어하지 않거나 바꿀 수 없는 불일치, 모순, 방어, 비합리적 신념 등을 지적해준

다’)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0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0=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 9= 완전히 확신한다).

한국판 CASES는 전체 문항은 Cronbach‘s α, = .97의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었으며 하

위요인은 각각 탐색기술 .86, 통찰기술 .87, 활동기술 .79, 회기관리 .96, 상담난제 .96의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98의 내적 합치도와 탐색기술 .92, 활동기

술 .84, 통찰기술 .90, 회기관리 .97. 상담난제 .95의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또한 이수현

등(2007)은 한국판 CASES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사 발달수준 척도(심흥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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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와 상관도를 확인하였다. 상담사 발달척도는 50문항 5개의 하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사로서 발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판 CASES와 상담사 발달수준 점수는 전체점수 수준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 요인들간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예 탐색기술, 대화기술 간의 상관 r =

.71, 통찰기술, 알아차리기 r = .70, 회기관리, 상담계획 r = .81)

3) 상담사 발달수준 척도(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aire; KCLQ)

CASE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심흥섭(1998)이 제작한 상담사 발달수준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0문항 5개의 하위요인, 즉 상담대화기술(10문항), 사례

이해(11문항), 알아차리기(9문항), 상담계획(11문항), 인간적⋅윤리적 태도(9문항)로 구

성되어 있다. 상담 대화 기술은 ‘내담자 말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다.’ 문항을 포함하

고 있으며 상담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대화의 기술로서 경청, 요약, 반영 등의 기

술에 대하여 묻고 있다. 사례 이해 요인은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잘 파악한다’ 같은 내

담자가 호소하는 문제, 상담에 참여하는 이유들을 파악하는 지를 측정하는 문항이 포

함되었다. 알아차리기 요인은 ‘내담자가 표현하는 말의 의도를 안다‘와 같이 내담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 의도, 생각들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문항을 담고 있다. 상담계

획요인은 ’내담자의 행동변화를 위하여 특정한 계획을 세운다‘와 같이 이해한 사례에

기초하여 상담사가 합리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맞는 상담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상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적, 윤리적

태도 요인은 ’내담자에게 평가적이거나 판단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한다. ‘와 같이 내

담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있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1점=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 4점=상당히 일치한

다),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사로서의 발달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상담사 발달수준 척

도는 수퍼바이저와 상담사들의 평정을 통해 적절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심흥섭, 1998).

이수현 등(2007)의 연구에서 상담대화기술 .92, 사례이해 .93, 알아차리기 .91, 상담계

획 .92, 인간적⋅윤리적 태도 .88, 그리고 전체 문항 .98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이 .97으로 나타났으며 상담대화기술 .90, 사례이해 .91, 알아차리

기 .90, 상담계획 .90, 인간적 윤리적 태도 .81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4) 상태불안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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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CES 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사가 느끼는 불안수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덕웅, 이창호, 탁

진국(1993)이 번안한 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의 상태-특성 불안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불안 20문항, 특성불안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보고식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태불안에서 10문항(1,2,5,8,10,11,15,16,19,20),특성불안에서 7개 문항(1,6,7,10,13,16,19)

이 역 채점되며, 총점은 각각 최저 2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낮은 점수는 차분함과 침착한 상태를 의미하고, 중간점수는 긴장과 염려의

적당한 수준을 나타내며, 높은 점수는 공포에 근접한 과도한 염려와 두려움의 상태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의 윤리,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현재 중심적인 인지적

평가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과의 관계만을 살펴보았다. 상태불안 척도는

‘나는 안절부절하다.’ ‘나는 아주 긴장되어있다.’ 같이 현재 느끼는 불안에 대하여 측정

하도록 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한덕웅 등(1993)이 표준화 한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상태불안이 .89, 특성불안이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이 .93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내었다.

4 분석방법

1) 연구1

연구 1에서는 12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척도의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의 내적 합치도와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 KMO 표본 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확

인 하였으며, 요인 분석은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주축 요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공통분 추정치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다중상관 제곱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사용하였다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카이저 규칙 적용, 스크리 검

사, 누적 분산 비율을 확인하였으며 적절한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인구조를 설정하

였다. 문항분석을 위하여 SPSS 2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요인 구조 행렬은 VARI

MAX 직각회전을 통해 산출하였고 분석을 위하여 R studio 4.0.2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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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독립적으로 수집된 200명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분석은 연구 1과 동일하게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의 내적합치

도를 검토하였다. 그 후 연구 1의 요인구조 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

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

도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X2), TLI,, CFI, RMSEA를 확인하였다. X2의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RMSEA, SRMR의 값을 중점적으로 보았으나 RMSEA또한 표본이 2

50 미만일 경우 과대 기각 되는 경향이 있어 CFI도 함께 확인하였다. RMSEA, SRM

R은< .05 이면 좋은(good) 적합도, < .08이면 괜찮은(reasonable) 적합도, < .10이면

보통(mediocre) 적합도, > .10 이면 나쁜(unacceptable) 적합도를 나타내며, CFI, TLI

는 .90이상일 때 좋은 모형으로 간주하였다(이순묵, 1995)

다음으로 본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 부하량을 살펴보았고 최종적

으로 수렴타당도와 준거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판 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 한

국판 상담사 발달 척도, 상태불안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3

연구 3에서는 연구 1,2에서 측정된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경력 변인과 상담사들

의 윤리적 자기효능감과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척도가 상담사들의 경험수준 및 성장

과 교육수준에 얼마나 민감한지 확인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1

1) 번안 작업

본 연구에서 상담의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하여

원척도와 번안 척도간의 개념적인 동등성을 확보하고자 번역-역번역 과정을 통해 번

안 척도를 완성하였다. Mullen 등(201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원 척도는 3가지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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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문항내용

일반 윤리,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5 내담자/학생의 호소 문제를 진단한다.

6
윤리적, 법적 개념을 정의 한다(소환,

의무절차, 비밀보장)

9
정신/정서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에

대하여 해석한다
11 부정적인 이중관계를 피한다.

12
윤리적 딜레마를 맞닥뜨렸을 때 취해야

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13
내담자/학생에 관한 인권법적 지식을

갖고 있다.

14
상담사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

한다.

16
내담자/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차별

법과 윤리를 이해한다.

17
내담자/학생의 호소문제나 상황을 법적

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18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21 적절한 다중관계를 인식한다.
22 평과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보고한다.

23 기록과 관련하여 소환요청에 응한다.

자살, 폭력,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

1
학대 사례를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적절

한지 구별한다.

3
내담자와의 경계가 잘 세워졌는지 확인

한다.

4
방임 사례를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적절

한지 인지한다.
7 학대/방임 신호를 알아차린다.

8
자살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학생에게

적절하게 반응한다.

10
자살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9 학대/ 방임의 징후를 포착한다.

상담사 발달 및

신체, 심리적 건강
2

상담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신

체, 심리적 건강(Wellness)를 유지한다.

표 3. 번안된 척도 문항

요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번안된 문항을 <표 3>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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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ness) 관련 자기

효능감

15
상담사의 신체·심리적 건강(Wellness)

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발달시킨다.

20
자신의 소진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느낌들을 인식한다.

내적합치도

Cr onbach ‘s

α,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항 제거시

내적 합치도

.97

1 6.86 2.12 .97

2 7.36 2.00 .97
3 7.28 1.80 .97
4 6.58 2.12 .97
5 7.56 1.58 .97
6 6.92 2.15 .97
7 6.90 2.04 .97

8 6.96 2.00 .97
9 6.77 2.04 .97

 
표 4. 탐색적 요인분석의 기술 통계 수치 및 내적 합치도 (n = 120)

2) 탐색적 요인 분석을 위한 예비척도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번안이 완료된 척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

항의 분석이 이루어 졌다. 문항분석은 두 가지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문항

의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여 평균이 극단적으로 낮거나 높은 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표준편차가 과도하게 작은 값을 가지는 문항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문항의 평균이 극

단적이 값을 갖거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문항들의 분산이 작다는 의미로

바람직한 문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탁진국, 2007). 본 연구에서는 척도가 0점부

터 100점까지의 11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1점 미만이거나 10점을 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표준편차 값이 .7이하인 문항을 문항의 양호도가 좋지 않

은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고 문항 제거시의 내적

합치도를 비교하여, 제거 시에 내적합치도가 상승하는 경우 문항의 신뢰도가 낮은 것

으로 보았다.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내적 합치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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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98 2.01 .97
11 8.37 1.94 .97

12 6.94 2.10 .97
13 6.62 2.14 .97
14 7.78 1.71 .97
15 7.54 1.99 .97
16 6.68 2.15 .97
17 6.64 2.21 .97

18 6.43 2.14 .97
19 6.90 1.99 .97
20 7.82 1.76 .97
21 7.62 1.94 .97
22 7.24 1.74 .97
23 6.77 2.18 .97

분석 결과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살펴보면, 평균은 6.43에서 7.78의 값을 가지

며 표준 편차는 1.58에서 2.21의 분포를 나타내어 문항양호도가 떨어지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면 .97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문

항 간 일관도를 나타낸다. 또한 문항들을 삭제하여도 내적 합치도가 상승하지 않는 것

으로 볼 때 문항들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탐색적 요인 분석

문항분석을 통해 양호도를 살펴 본 결과, 모든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척

도와 동일한 23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문항들이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았다. 적합도는

KMO 표본 적합도와 Bartlett 구형검정을 사용하였다. KMO 값은 입력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제곱들과 편상관계수들을 모두 더한 값 중에서 상관계수 제곱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값은 분석에 사용하려는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가를 검정하는데 사

용된다. KMO 값은 .50이상일 경우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것으로 해석된다(김계수, 201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

한 표본의 상관계수 행렬의 행렬식 값을 계산하여 상관계수 행렬이 단위행렬인지 아

닌지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검정하는 방법으로 .05 값 이하일 경우 적합한 자료로

판단한다. 문항 분석을 완료 한 연구 1의 자료의 KMO 표본 적합도는 .93이며, Bartlet

t의 구형성 검정유의 확률은 .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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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로딩

회전 제곱합

로딩

총계

분

산

의

%

누적

률(%

)

총

계

분

산

의

%

누

적

률(

%)

총계

1
14.0

88

64.0

38

64.03

8

13.8

29

62.8

61

62.8

61

5.59

6

25.4

38

25.4

38

2
1.29

6

5.89

0

69.92

8

1.03

3

4.69

5

67.5

56

4.98

0

22.6

37

48.0

75

3
1.09

7

4.98

5

74.91

3
.885

4.02

4

71.5

80

3.23

6

14.7

11

62.7

86

4 .727
3.30

3

78.21

6
.469

2.13

0

73.7

09

2.40

3

10.9

23

73.7

09

5 .586
2.66

4

80.88

0

표 5. 23개 문항에 대한 누적분산 결과 

요인분석은 공통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축요인추출법(principle axis factoring)을

기초구조의 추출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카이저 규칙,

스크리 검사, 누적 분산 퍼센트 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먼저, Kaiser의 규칙은 표본상관 행렬의 고유치를 1을 기준으로 하여 1보다 요인 수

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고유치는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의 분산의 크기를 나타

내는 것이다. 즉, 고유치가 1보다 크면 하나의 요인이 변수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유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1개의 요인이 변수 1개의 분산도 설

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요인으로서의 의미가 적어진다. 하지만 고유값이 1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요인 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유값이 1을 넘지 못한다고 해

서 요인 수로 채택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김계수, 2010). Cliff(1988)는 고유치가 1이

하인 경우에도 내용타당성에 문제가 없다면 요인을 해석가능하다고 하였으며, Zwick

& Velicer(1986)에 따르면 카이저의 규칙은 절대적인 준거로 사용하는 것을 지지할 증

거가 없으며, 이 법칙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

서의 고유값은 1요인 14.08, 2요인 1.29, 3요인 1.09, 4요인 .72로 카이저의 규칙에 의하

면 3요인까지 적절한 값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유값이 1이

넘지 않더라도 요인의 수로 고려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유값이 1에 가까운 4요인도 함

께 고려될 수 있다. 요인 5요인의 경우 한 척도에 속하는 문항이 3개를 넘지 않아 해

석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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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14
2.33

5

83.21

4

7 .479
2.17

5

85.38

9

8 .416
1.89

2

87.28

1

9 .384
1.74

7

89.02

8

10 .361
1.64

1

90.66

8

11 .309
1.40

3

92.07

1

12 .286
1.29

9

93.37

0

13 .224
1.02

0

94.39

0

14 .210 .955
95.34

5

15 .196 .892
96.23

8

16 .182 .827
97.06

4

17 .148 .672
97.73

7

18 .118 .537
98.27

4

19 .111 .503
98.77

7

20 .102 .464
99.24

1

21 .093 .424
99.66

5

22 .074 .335
100.0

00

다음으로 누적분산비율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누적 분산비율은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

할 때마다 설명되는 분산의 누적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하는 방식이다(이순묵, 19

95). 선행연구에 따르면 75%이상의 누적분산비율이 쌓이는 구간에서 요인의 수를 설

정한다(Gorsuch, 1983, stevens, 1996). 이에 따르면 누적 분산 비율이 75%를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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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 6요인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요인구조의 변수의 숫자가 적어져 불안정

해지는 점,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누적 설명 분산이 50%이상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3

요인과 4요인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Hair 등, 1995).

세 번째로 스크리 검사는 고유값의 감소 폭을 나타낸 그래프다. 고유값의 감소 폭이

크게 감소하는 지점이 추출할 요인의 개수가 된다(이순묵 1995). 스크리 도표를 확인

해보았을 때 평준화를 보이는 지점은 5요인부터이므로 4요인까지가 의미 있는 요인구

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23개 문항에 대한 스크리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해석가능성을 고려한 요인 구조를 설정하기 위하여

3요인 구조와 4요인 구조를 비교하였다.. 해석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각 요인에 묶이

는 문항들이 해당요인의 속성을 잘 반영하는지 알기 위해 타당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Farmer & Aman, 2009).

먼저 본 연구에서 고려된 3요인 구조의 모형은 원척도의 3요인 모형과 요인 구조는

동일하지만 묶이는 문항이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요인 3의 경우 원척도의 ‘자살, 폭

력,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에서 문항 3(내담자와의 경계가 잘 세워졌는지 확인한

다), 문항 8(자살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학생에게 적절하게 반응한다), 문항 10번 문항

(자살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을 제외한 4문항이 요인

3으로 분류 되었다. 문항 3, 8, 10 이 요인 분석 결과 요인 2로 구별되었다. 문항 8(자

살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학생에게 적절하게 반응한다)과 문항10(자살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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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살과 관련된 이슈를 다

룰 수 있는 가에 대하여 물어보고 있다. 문항 3, 8, 10 이 요인 분석 결과 요인 2로 구

별되었다. 문항 8(자살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학생에게 적절하게 반응한다)과 문항10

(자살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살

위협이 있는 내담자에 대하여 반응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고 있다. 이는 원척

도에서 폭력, 학대, 방임 관련 문항인 문항 1, 4, 7, 19와 함께 묶이는 척도였다. 그러

나 한국의 상담학회와 상담심리학회의 윤리규정을 살펴볼 때 ’자살 위협이 있는 내담

자에 대하여는 비밀보장을 파기하고 관련 기관 및 관련 인물들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대에 관련 하여서는 비밀보장의 예외에 두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

이 반영되어 자살과 학대의 문항이 분리되어 분류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윤리 규정

에 의하면 상담사는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으로 판단

되므로 학대, 방임의 내담자에 대하여 잘 대응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윤리적 역량이

라고 보고 그것을 묻는 내용의 문항을 하나의 요인3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문항 3번

의 경우 원 척도에서는 ’자살, 폭력,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요인으로 분류 되었으

므로 요인 3으로 분류 될 가능성이 있으나 문항 3의 내용을 볼 때 내담자와의 경계를

세우고 유지하는 상담사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으므로 자살, 학대, 폭

력, 방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요인 3으

로 분류되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요인2로 분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요인 1의 경우 원척도의 ‘일반적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요인들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원척도의 ‘일반적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

능감’에 속해 있던 문항 5(내담자/학생의 호소 문제를 진단한다), 문항 11(부정적인 이

중관계를 피한다), 문항 14(상담사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다), 문항 21(적절

한 다중관계를 인식한다), 문항 22( 내담자에 대하여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보

고한다)의 문항들이 요인 2로 분류 되었다. 요인 1에 남은 문항들을 살펴보면 문항 6

(윤리적, 법적 개념을 정의한다(소환장, 의무 절차, 비밀보장)), 문항 17(내담자/학생의

호소문제나 상황을 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문항 16(내담자/학생에게 적용

할 수 있는 차별법과 윤리를 이해한다), 문항 18(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문항 12

(윤리적 딜레마를 맞닥뜨렸을 때 취해야 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문항 9. (내담자에게

내려진 정신/정서장애의 공식적 진단에 대하여 해석한다), 문항 23(기록과 관련하여

소환 요청에 응한다.)로 문항 9를 제외하면 모두 윤리와 법적인 문제 관련된 내용 또

는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묻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의 내용

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고 있다. 먼저 문항 17, 16, 13, 6, 9, 23은 법과 관련하여 어떻

게 행동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윤리적인지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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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두 번째로 문항 18, 12는 윤리적 딜레마 해결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상담심리학회의 윤

리 규정의 ‘윤리 문제 해결’에 따르면 상담사는 ‘현행법이 윤리강령을 제한할 경우, 현

행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만약 윤리강령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

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강령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법과 윤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특정 상황이나 행위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상

담심리사는 윤리강령에 대해 지식이 있는 다른 상담심리사, 해당 권위자 및 상벌윤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한국상담 심리학회, 2016). 따라서 법과

관련된 상담의 상황에서의 대응과 윤리적 딜레마에서의 대응의 두 가지 차원을 담고

있는 요인1의 내용은 한국 상담심리학회의 ‘윤리문제 해결’이라는 하나의 조항에 속하

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항 9(내담자에게 내려진 정신/정서장애의 공식적 진단에 대하여 해석한다)의

경우 요인 1의 부하량이 .56, 요인 2의 부하량이 .42로 요인1의 부하량이 가장 높지만

요인 부햐량의 크기 차이가 근소하므로 교차부하의 가능성이 있고 문항 내용의 일관

성을 고려할 때 요인 구조를 결정함에 있어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항

9의 내용은 상담사의 전문적인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묻고 있으므로 요인 1에 분

류 되는 것보다는 요인 2에 속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요인 2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2의 경우 원척도의 3가지 요인이 모두 속해있다. 먼저 원척도의 ‘일

반적 법적, 윤리적 자기효능감’ 부분에 속하는 문항은 문항 21(적절한 다중관계를 인

식한다), 문항14(상담사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다), 문항11(부정적인 이중관

계를 피한다), 문항5(내담자/학생의 호소문제를 진단한다), 문항22(내담자에 대하여 평

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보고한다), 문항 9(내담자에게 내려진 정신/정서장애의 공

식적 진단에 대하여 해석한다)가 있다. 또한 ‘자살, 폭력,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

요인에 속하는 문항은 문항 8(자살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학생에게 적절하게 반응한

다), 문항 10(자살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이다. 마지막

으로 원척도의 ‘상담사의 발달 및 상담사의 신체, 심리적 건강(Wellness)관련 자기효능

감’에 속하는 문항 20(자신의 소진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느낌들을 인식한다), 문항

2(상담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신체, 심리적 건강(Wellness)를 유지한다), 문항

15(상담사의 신체·심리적 건강(Wellness)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발달시킨다)가 요인 2

에 속해 있다.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원척도에서는 모두 다른 요인으로 분류 되었지만

모두 내담자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상담사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점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척도의 세 가지 영역이 내담자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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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을 돕기 위한 상담사의 전문적인 ‘능력’에 속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

하여 요인 2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상담사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전문적 능력, 학

대 방임 관련 내용으로 3요인 구조가 형성되었다.

4요인 모형의 경우 3요인 모형과 동일하게 원척도의 ‘일반적 법적, 윤리적 자기효능

감’의 문항들로 요인 1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항 5(내담자/학생의 호소문제를 진단한

다), 문항 11(부정적인 이중관계를 피한다), 문항 14(상담사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다), 문항 21(적절한 다중관계를 인식한다), 문항 22(내담자에 대하여 평가를 효

과적으로 실행하고 보고한다)의 문항들이 분리되어 요인 2로 분류 되었고 문항 17, 1

6, 13, 6, 9, 23의 8개의 문항만이 요인 1로 분류되었다. 요인1로 남아 분류된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항 17(내담자/학생의 호소문제나 상황을 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문항 16(내담자/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차별법과 윤리를 이해한다), 문항

18(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문항 12(윤리적 딜레마를 맞딱뜨렸을 때 취해야 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문항 9. (내담자에게 내려진 정신/정서장애의 공식적 진단에 대하여

해석한다), 문항 23(기록과 관련하여 소환 요청에 응한다.)로 문항 9를 제외하면 상담

의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내용 또는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묻

는 것으로 확인되어 3요인 구조 모형과 동일하게 ‘윤리문제 해결에 대한 대응’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9의 경우 요인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 되었으나 요

인 1, 요인2의 부하량이 .58, .56으로 교차 부하문항의 위험이 있으며 요인1의 문항으

로 묶이기에 내용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부하량이 유사하고 내용적으

로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요인 2에 분류하였다.

요인 3의 경우 문항 4(방임사례를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인지한다), 문항 1(학

대 사례를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별한다), 문항 19(학대/방임의 징후를 포착

한다), 7(학대/방임의 신호를 알아차린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대, 방임에 대하여 적

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3요인 모형과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척도에서 ‘자살, 학대, 폭력, 방임에 대한 자기효능

감’으로 함께 구별되었던 자살위협이 있는 내담자에 대한 반응을 묻는 문항 8, 10은

분리되어 상담사의 전문적 능력을 묻는 영역으로 구별되었다. 따라서 학대, 방임에 대

한 대응을 묻는 내용이 요인 3으로 구성되었다.

3요인 구조 모형에서 상담사의 전문적 능력을 묻는 문항으로 해석되며 요인2의 한 가

지 요인으로 묶였던 요인들이 요인 2와 요인 4으로 분리되어 구별되었다.

먼저 요인2는 문항 5(내담자/학생의 호소문제를 진단한다.), 11(부정적인 이중관계를

피한다.) 8, 자살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학생에게 적절하게 반응한다. 10(자살 가능성

이 있는 내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1(적절한 다중관계를 인식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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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다), 22(내담자에 대하여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보고한다), 3(내담자와의 경계가 잘 세워졌는지 확인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사로서 상담 장면에서의 전문적 능력이나 내담자에게 ‘직

접적으로’ 작용하는 상담사의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상담심

리학회의 윤리규정을 보면 ‘상담사의 일차적 책임은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존엄성

을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내용과‘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

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한

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한국 상담심리학회, 2016). 이를 종합해보면 요인 2의

내용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 자신의 현재 능력 수준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보는 관점 아래 그

것과 관련된 문항들로 요인2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4의 경우 문항 2(상담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신체, 심리적 건

강(Wellness)를 유지한다), 15(상담사의 신체·심리적 건강(Wellness)을 위한 적절한 행

동을 발달시킨다), 20(자신의 소진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느낌들을 인식한다)로 구

성되어 있다. 요인 3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담사 자신의 소진을 확인해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좋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잇는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상담심리학

회의 윤리규정을 보면 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적 능력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정기적

으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자기점검 및 평가를 해야 한다. 상담사로

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개인적 문제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게 될 경우

지도감독이나 전문적 자문을 받을 책무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한국 상담심리학회,

2016)‘ 또한 한국 상담학회의 윤리 규정에 의하면 ’상담사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자기반성과 자기평가가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효율성

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한국 상담학회, 2016).

따라서 상담사는 자신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윤리적이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요인3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원척도의 상담

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동일한 요인 구조이다.

<표 6>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두 요인 모두 CFI, TLI가 .90이하로 나타났고

RMSEA의 경우 두 모델 모두 .1을 넘고 있다. 그러나 3요인 모형보다 4요인 모형이

적합도가 더 좋아진다는 점, 300명이하의 적은 표본 수로는 RMSEA 적합도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적합도의 개선적인 측면에서 4요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도를 확인하였다(Kenny, Kaniskan, & McCoach, 2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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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용적으로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적 능력의 영역과 전문적

능력을 관리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은 분리되는 것이 내용적으로 타당하다

고 판단했다. 따라서 모형적합도,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4요인 모형을 채택하였다.

요인1의 경우 법적인 상황들을 포함한 어려움과 윤리적 갈등 해결에 대한 자기효능감

을 반영하고 한국의 윤리 규정에서 이를 하나의 ‘윤리 문제 해결’로 보고 있으므로 ‘윤

리문제 해결의 자기효능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은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사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반영하므로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

감’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 3은 학대, 방임의 대응과 관련한 자기효능감을 반영하

므로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4는 상담사들이 자신

의 소진을 알아차리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으므로 ‘상담사

자기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들의 내적합치도는 ‘윤리문제 해결의

자기효능감’ .94,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 .93,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 .92,

’상담사 자기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 .88로 상관도가 모두 >.75 이상이므로 모두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Nunnally, 1978).

이와 함께 요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윤리문제

해결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 간은 .79, 윤리문제 해결의 자기

효능감과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 간은 .82, 윤리문제 해결의 자기효능감과 신체 심

리적 건강유지에 대한 자기효능감 간은 .74,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간은 .78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상담사 자기돌봄에 대

한 자기효능감 간은 .90, 마지막으로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과 상담사 자기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68로 모든 요인간의 상관이 .5이상의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Cohen,

1988).

이러한 4요인 모형은 원척도와 3요인 모형과 문항구조, 요인구조가 원척도와 상이한 모

습을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표집 된 상담사들과 원척도의 상담환경과 문화적 차

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 토대가 되는 미국의 윤리규정과 한국의 윤리규정

이 크게 유사하다는 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 상담사들의 윤리적, 법적 자기효능감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기효능감 측정 척도의 특성상 특정 윤리,

법 규정을 상세하게 물어보고 있지 않고 상담사의 인식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요인구조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로운 4요인 모형을 채택하고 이러한 모형

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2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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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 2 3 4
17. 내담자/학생의 호소문제

나 상황을 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799 .266 .275 .263

16. 내담자/학생에게적용할

수 있는 차별법과 윤리를

이해한다.

.736 .308 .259 .306

18.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719 .357 .324 .263

13. 내담자/학생에 관한

인권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

다

.705 .321 .268 .260

12. 윤리적 딜레마를

맞닥뜨렸을 때 취해야 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632 .469 .332 .257

6. 윤리적, 법적 개념을 정

의한다(소환장, 의무절차, 비

밀보장)

.591 .279 .380 .364

9. 내담자에게 내려진 정신/

정서장애의 공식적 진단에

대하여 해석한다.

.586 .555 .156 .143

23. 기록과 관련하여

소환요청에 응한다.
.492 .251 .398 .422

5. 내담자/학생의

호소문제를진단한다.
.312 .677 .225 .250

11. 부정적인 이중관계를

피한다.
.265 .667 .302 .277

8. 자살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학생에게 적절하게

반응한다.

.442 .656 .295 .232

10. 자살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에 대하여
.457 .652 .314 .187

표 7. ELICSES의 4요인 요인 행렬도

RMSEA(신뢰구간 90%) CFI TLI SRMR
3요인 .129(.118~.141) .85 .83 .05
4요인 .117(.105~.129) .88 .87 .05

표 6. 모형 적합도 비교 (n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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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1. 적절한 다중관계를

인식한다
.231 .652 .407 .343

14. 상담사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다.
.378 .611 .221 .371

22. 내담자에 대하여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하

고보고한다.

.441 .582 .324 .350

3. 내담자와의 경계가

잘 세워졌는지 확인한다.
.401 .563 .423 .323

4. 방임사례를 언제 보고

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인지

한다.

.381 .300 .718 .249

1. 학대 사례를 언제 보고

하는 것이 적절한 지

구별한다.

.278 .414 .666 .105

19. 학대/방임의 징후를 포

착한다.
.549 .366 .616 .188

7. 학대/방임의 신호를 알아

차린다.
.525 .347 .567 .227

15. 상담사의 신체·심리적

건강(Wellness)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발달시킨다.

.380 .356 .087 .810

2. 상담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신체, 심리적

건강(Wellness)을 유지한다.

.338 .267 .217 .721

20. 자신의 소진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느낌들을

인식한다.

.109 .548 .388 .552

내적합치도(Cronbach‘s α,) .94 .93 .91 .88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2 .79**

요인3 .82** .78**

표 8. 상담의 윤리적, 법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 요인 간 상관 분석 결과 (n =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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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4 .74** .90** .68**

요인1= 윤리문제 해결의 자기효능감, 요인2=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 요인 3=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 요인4=상담사 자기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
**p < .001

하위요인

(Cronbach‘s α)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

도

윤리문제 해결

의 자기효능감

(.955)

6 6.82 2.27 .950
12 6.84 2.22 .947
13 6.47 2.25 .948
16 6.52 2.25 .946

표 9. 연구2 기술통계 수치 및 내적 합치도

2. 연구 2.

1) 문항 분석

연구 1과 독립적인 200명의 표본을 활용하여 23개의 문항에 대하여 문항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 1의 문항분석과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며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하위요인

의 신뢰도와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 하위요인간의 상관을 확인하였으며 연구1의 문

항 분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연구의 기술 통계치 및 내적합치도 결

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평균은 6.33~8.26, 표준편차는 1.74 ~ 2.28의 범

위로 나타나 문항들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를 살

펴보면 ‘윤리 문제해결의 자기효능감’은 .955,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954,

‘학대 방임관련 자기효능감’은 .930, ‘상담사 자기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898로 좋

은 수준의 양호도를 보였다. 또한 하위요인들에서 문항 제거시 내적 합치도가 상승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모든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66 ~ .84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간의 상관이 높

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표 10>에 제시되었다. 문항들의 양호

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23개 문항이 분석에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유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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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46 2.30 .944
18 6.33 2.22 .945

23 6.62 2.26 .956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

감(.954)

3 7.15 1.96 .946
5 7.41 1.74 .949
8 6.90 2.13 .946
10 6.91 2.13 .946
11 8.26 2.07 .948

14 7.66 1.82 .948
21 7.51 2.08 .948
22 7.14 1.90 .947

학대 방임 관련

자 기 효 능 감

(.930)

1 6.44 2.20 .901
4 6.79 2.21 .926
7 6.83 2.10 .899

19 6.74 2.20 .909
신체적 심리적

건강(Wellness)

유지에 대한 자

기효능감(.898)

15 7.40 2.00 .797
2 7.20 2.04 .838

20 7.62 1.90 .917

표 10. 상담의 윤리적, 법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 요인 간 상관 분석 결과 (n =

200)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2 .83**

요인3 .84** .83**

요인4 .74** 78** .66**

요인1= 윤리문제 해결의 자기효능감, 요인2=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 요인 3=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 요인4=상담사 자기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
**p < .001

2) 확인적 요인분석

한국판 상담의 윤리적 법적 이슈 자기효능감 척도에 새로운 4요인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 우도법

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 표본의 정규성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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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문항들의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왜도의 절

댓값이 3이하, 첨도의 절댓값이 7이하 여야 한다(Curran, West, & Finch, 1997, Kline,

2011). 본 연구에서 왜도는 -2.036 ~ -.607, 첨도는 -.187 ~ 4.074로 기준 범위를 만족

하였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X2), TLI, CFI, SRMR, RMSEA의 통계량

을 기준으로 하여 결과 값을 살펴보았다. 카이제곱 통계량은 절대적합도 지수이며, 모

델 적합도 지수 중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측정치이다. 하지만 표

본 크기에 민감하여 적합도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배병렬, 2014). 따라

서 카이제곱 적합도와 함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TLI와

CFI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는데 .9이상

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도로 판단한다. RMSEA의 값은 .005이하이면 좋은 적합

도, .005 ~ .0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미만이면 보통의 적합도로 판단한다. 또한 .1까

지도 수용하기도 한다(Browne & Cudek, 1993). SRMR값은 .08이하인 경우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표 11> 제시한 것은 한국판 상담의 법적, 윤리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ELI

CSES)의 모델 적합도이다. 본 연구에서 비교하였던 3요인 모형의 적합도의 확인적 요

인 분석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MSEA값은 .117로 .1를 초과 하였으

며 CFI, TLI가 .874, .871로 모두 .9를 넘지 못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채택한 4요

인의 ELICSES는 RMSEA 값이 .098로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냈다. RMSEA의 최대값

이 .1을 넘지만 Kaniskan & McCoach(2015)는 표본이 250이하일 경우 RMSEA가 과

도하게 기각되기 때문에 CFI를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CFI, TLI를 고려

하였을 때 CFI .905 TLI .900으로 받아들일 만한 적합도로 나타났다. SRMR은 .048로

.08이하에 해당하여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았을 때

원척도와 다르게 구성된 4요인 모델을 수용하였다. 새로운 4요인 모형으로 추정한 비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등의 값을 <표 12>애 제시하였고 표준화 계수 추정치를 포

함한 최종 4요인 모형에 대한 측정 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또한 모형의 모수추정치를 통해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여 모형의 타당성

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각 요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윤리문제 해결의

자기효능감은 81에서 .89,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79에서 .91, 학대 방임관

련 자기효능감은 .80에서 .89, 상담사 자기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77에서 .95로 모

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잠재 변인간의 상관은 .70에서 .90으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렇게 요인 부하량이 모두 .5이상으로 나타나므로 수렴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상관계수가 모두 .9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변별타당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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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n X2 df p
RMSE

A
CFI TLI

SRM

R

3 요 인

모형
200 845.37 227 .00

.117(.10

9-.126)
.874 .871 .048

연구모

형
200 652.10 224 .00

.098(.08

7~.103)
.905 .900 .045

표 1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추정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17

윤리문제

해결의

자기효능감,

1.000 .903
16 .973 .895 .050
18 .981 .908 .049
13 .950 .872 .052

6 .931 .849 .054
12 .971 .897 .050
23 .855 .785 .059
5

전문적 능력

에 대한 자기

효능감

1.000 .813
11 1.225 .815 .092
8 1.325 .884 .088

10 1.319 .881 .088
21 1.215 .834 .088
14 1.086 .831 .079
22 1.163 .874 .079
3 1.229 .885 .081
9 1.172 .810 .089

4 학대 방임 관

련 자기효능

감

1.000 .860
1 .934 .794 .068
19 1.054 .944 .055
7 1.063 .911 .060
15 상담사 자기 1.000 .945

표 12. 최종 4요인 모형의 모수 추정치

보했다고 볼 수 있다(우종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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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

.948 .887 .049

20 .759 .771 .053

그림 2. 한국판 상담의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ELI

CSES) 측정모형  
prb=윤리문제 해결의 자기효능감 exp=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 abs=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 wll= 상담사 자기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  

3) 수렴타당도, 준거 타당도 검증

한국판 상담의 법적, 윤리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ELICSES)가 측정하는 구

성요인들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변인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 준

거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에 입증된 유사한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아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Lent 등(2003)이 개발하고 이수현 등(200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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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Counselor Acitivity Self-Efficacy Scale: CASES)는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회기 관

리 자기효능감, 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CASES는 회귀

관리 자기효능감은 ELICSES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문항을 담고 있다. 또한 두 척도 모두 상담의 특정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

고 있으므로 유사한 항목을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ELICSES 척도와 CASES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척도의 하위

요인과 총점에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유사

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였던 CASES의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요인, 회귀 관리 자기

효능감과 ELICSES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84(p < .001), .92(p < .001)

로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상담난제 자기효능감과 ELICSES의 학대, 방임관련 자기효

능감 .73(p < .001)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ELICSES와 CASES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 ELICSES와 CASES의 상관분석 결과

조력기술 회기관리 상담난제 CASES
윤리문제 해
결 .79** .83** .74** .83**

전문적 능력 .84** .92** .73** .88**

학대, 방임 .75** .78** .73** .80**

상담사 자기
돌봄 .72** .75** .61** .73**

ELICSES .85** .90** .77** .89**

**p < .001

다음으로 ELICSE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심흥섭(1998)이 개발한 상담사 발

달 수준 척도(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aire; KCLQ)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

였다. 상담사 발달 수준 척도는 상담대화 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인간

적, 윤리적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계획 요인이 ELICSES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문항과 유사한 내용을 묻고 있으며 두 척도 모두 내담자 내적으로 자신

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믿는지에 대하여 묻고 있으므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상담

사 활동 자기효능감을 타당화한 선행연구(이수현 등, 2007)에서도 상담사 발달 수준

척도와의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한 바 있어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한 척도로 선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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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ELICSES와 KCLQ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척도의 하위 요인과

총점에서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두 척도 간의 유사한 내

용을 묻고 있는 KCLQ의 상담 대화 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의 하위 척도와 ELIC

SES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 하위척도간의 상관이 .74(p < .001), .71(p <

.001), .75(p < .001)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ELICSES와 KLCQ와의 상관 분석 결과를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4. ELICSES와 KCLQ의 상관분석 결과

상 담 대

화기술

사 례 이

해

알 아 차

리기

상 담 계

획

윤 리 적

태도
KCLQ

윤 리 문 제

해결
.65** .67** .68** .64** .56** .69**

전문적 능

력
.74
**

.71
**

.73
**

.65
**

.60
**

.74
**

학대, 방임 .63** .67** .66** .61** .56** .68**

상담사

자기돌봄
.63** .65** .65** .59** .57** .67**

ELICSES .72** .73** .74** .68** .62** 76**

**p < 0.01

마지막으로 상태불안 척도와 ELICSES와의 상관 분석을 통해 ELICSES의 준거 타당

도를 확인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담사의 자기효능감과 불안은 부적인 상관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 중심적인 인지 평가를 다루는 상태 불안 척도와 자기효능감의 일

원인 윤리적 자기효능감을 다루는 ELICSES와 부적인 상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

였다.

본 연구에서 ELICSES와 상태 불안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ELICSES의

하위요인 및 총점과 상태불안 간의 상관은 -.57에서 -.41로 중간 이상의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윤리문제 해결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상태불안은 -.53(p < .00

1),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상태불안은 -.53(p < .001), 학대, 방임 관련 자

기효능감과 상태불안은 -.41(p < .001), 상담사 자기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상태불

안은 -.57(p < .001)로 나타났다. ELICSES 전체 총점과 상태불안간의 상관은 -.55로

나타났다. ELICSES와 상태불안척도간의 상관 분석 결과를 아래 <표 15>에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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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ELICSES와 상태불안 척도의 상관분석결과

상태불안
윤리문제 해결에 대한 자기효능감 -.53**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 -.53**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 -.41**

상담사 자기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 -.57**

ELICSES -.55**

**p < 0.01

3. 연구 3

1) ELICSES와 경력 변인(상담회기 수, 개인 수퍼비전 횟수)간의 상관 분석

ELICSES가 상담사의 발달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ELICSES의

하위요인들과 상담의 경험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상담의 회기 수와, 개인

수퍼비전 횟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담사 자기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윤리 문제 해결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간의 하위척도에

서 상담 회기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모든 하위요인과 수퍼비전 횟수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퍼비전 횟수와 윤리문제 해결에

대한 자기효능감 간은 .16(p < .05)의의 상관을 보였으며,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

능감과 .29(p < .001),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 .22(p < .001), 상담사 자기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17(p < .05)의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상담회기 수와 전문적 능력

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16(p < .05),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과는 .19(p < .001)의

상관을 나타냈다. ELICSES와 경력변인간의 상관 분석 결과를 아래 <표 16>에 제시

하였다.

표 16. ELICSES와 경력변인간의 상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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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전 횟수 상담 회기 수
윤리문제 해결에 대한 자기효능감 .16*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 .29** .16*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 .22** .19**

상담사 자기돌봄에 대한 자기효능

감
.17*

ELICSES .24** .15*

*p < .05, **p < .001

V. 결론 및 논의

1. 결과 해석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상담에 대한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상담사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

기 위해 Mullen 등(2014)이 개발한 상담의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ELIC

SES)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여, 한국의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모형이 형성되는

지, 이 척도가 우리나라 상담사들의 윤리적, 법적 자기효능감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

정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체 320명의 자료를 연구 1, 2에 120명, 200명씩 분할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문항을 번역하여 예비 척도를 구성한 뒤, 분항 분석을 통해 문항의 양호

도 수준을 검증하였다. 그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예비척도의 요인구조

를 확인하였다.

문항 분석에서 평균, 표준편차,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와 문항 제거시 내적 합치도를

살펴본 결과 양호도에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문항의 삭제 없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원척도와 구조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3요인 모형

과 4요인 모형을 비교하였는데 3요인 모형의 경우 원척도의 ‘자살, 폭력,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 요인에서 자살관련 대응을 묻는 문항들이 분리되어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만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리되어 구성되었다. 자살의 위협이 있는 내담자의

경우 윤리 규정상 비밀보장을 파기하고 보고해야하는 예외 대응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학대의 상황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 상담사가 학대당하는 내담자를 위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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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윤리적이기는 하지만 미성년자 이외에는 따로 대응의 윤

리 규정이 없는 점과 표집 대상의 상담사들이 대학생 및 성인을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많았다는 점이 두 가지 요인을 분리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성인 상담을

진행하는 대학교 상담 센터에서는 자살위협의 내담자에 대한 대응은 교육하고 있지만

학대 위험 내담자에 대한 교육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문항을

구별하여 묶이게 된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척도의 ‘일반적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에서 법적인 문제

와 관련된 이슈, 윤리적 딜레마 해결의 묻는 문항이 분리되어 하나의 요인으로 구별되

었다. ‘일반적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상담사의 전문적의 능력에 대

하여 묻고 있다. 미국은 상담사들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상담사를

위한 보험이 따로 있는 등 법적인 부분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다(GoodTherapy, 202

0).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능력처럼 법적인 민감성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상담사들은 상대적으로 법적인 위협에서 강력하게 압박 받지 않는 상태이며 단지 윤

리 규정에서 법적, 윤리적 갈등 상황을 ‘윤리적 문제 해결’ 이라는 조항을 두고 해결하

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다른 전문적 능력과 구별되어 요인1로 구

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척도의 ‘일반적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에서 전문적 능력

을 묻는 문항과 ‘상담사의 발전 및 신체, 심리적 건강(Wellness)에 관한 자기효능감’의

문항, ‘자살, 폭력,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 요인에서 자살과 관련된 문항이 분리

되어 하나의 요인을 이루었다. 이는 상담에서 직접적으로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는 상

담적 역량과 상담사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내담자를 자살 위협으로부터 보호

하는 능력이 윤리규정의 ‘상담사의 일차적 책임은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맥락아래 상담사의 전문적 능력으로 하나의 요인2를 이루었다고

보았다. 요인 부하량을 통해 요인 1로 구성되었던 문항 9(내담자에게 내려진 정신/정

서장애의 공식적 진단에 대하여 해석한다.)는 내용적으로 상담사의 전문적인 능력을

묻는 것으로 보이므로 요인2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요인 모형의 경우 다른 요인들이 3요인과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나 상담사의 전문적

능력을 물어보는 2요인에서 원척도의 ‘상담사의 발달 및 신체, 심리적 건강(Wellness)’

요인의 문항이 분리되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직접적으로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담사의 능력과 간접적으로 상담사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

력은 내용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였고 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 봤

을 때 3요인보다 4요인이 적합도 지수가 개선되었다. 따라서 해석 가능성과 모형 적합

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요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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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원척도와 상이한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였으

나 원척도 개발의 이론적 배경인 미국의 윤리 규정과 한국의 윤리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 상담사의 윤리적 자기효능감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

다. 또한 한국의 상담사를 표본으로 하여 요인 구조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하였으며, 척도 자체가 특정상황이나 윤리 규정이 아닌 개인의 인식을 측정하

고 있기에 국내의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요인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

단했다. 따라서 한국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4요인 구조를 채택하여

연구 2를 진행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결정된 23개 문항의 요인 모형을 결정하여 사용하였다. 연

구 1의 집단과 다른 200명의 표본을 활용하여 문항의 양호도를 확인하고 척도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원척도와 다르게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형성된 새로운 4요인 구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척도의 수렴

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CASES),

한국판 상담사발달척도(KCLQ), 상태불안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2의 문항분석에서는 하위요인의 신뢰도가 .898에서 .955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내적합치도 분석 결과는 연구 1과 유사하게 양호하게 나타

났으므로 문항의 변동 없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4요인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몇 가지 적합도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적합도 지수에 따라 판단하였을 때,

RMSEA .098, TLI .905, CFI .90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한국판 상담의 윤리적, 법

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는 원척도와는 다른 4요인 모형을 수용하게 되었다.

요인 모형을 확정한 후에는 기존의 다른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 및

준거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먼저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CASES)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과 전체 총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상담사 발달 척도(KCLQ)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

든 하위 요인과 전체 총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준거 타당도

확인을 위해 상태불안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ELICSES의 모든 하위척도

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상담사의 자기효능감과 불안이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이론적 배경 기반한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다(Larson & Daniels, 1998).

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는 상담에 대한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상담사의 자기효능

감(ELICSES) 척도가 상담사의 발달과 훈련 수준에 얼마나 민감한 척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사 경력과 교육의 지표 중 상담 회기 수와 상담 슈퍼비전 횟수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담 슈퍼비전 횟수와 ELICSES의 하위 요인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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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였으며 .16에서 .29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상담 회기수와 ELICSES의

하위 요인 간에는 ‘전문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학대, 방임 관련 자기효능감’만

이 .16과 .19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척도가 경력에 어

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순히 내담자를 만난다고 해

서 내담자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상담의 법적, 윤리적 갈등에 대한 자기효능

감을 증진 시킬 수 없음을 의미하며 슈퍼비전 같은 교육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배우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상담사의 윤리적, 법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번안하고 타

당화하여 국내 상담사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담사의 윤리적 역량은 상담사가 전문가로서 연마해야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지

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과정으로서 현재의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다. 그러나 단순히 윤리적 역량의 현재수준을 측정하는 것과 더불어 자기효능감을 측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윤리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상담사는 효능감이 부족한 윤리적

영역에 대하여 행동을 망설이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량 발달과 함

께 자기효능감도 발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원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해당 영역에 대한 성취 동기와 관계가 있으므로 윤리적

역량이 낮더라도 윤리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상담사는 더 열심히 윤리적 주제에

대한 학습과 역량 강화에 열중하여 윤리적 역량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상

담사의 중요한 전문성중 하나인 윤리적 부분에 대한 중요 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척도들은 상담사의 발달, 상담사의 활동들 다양한 영역에서 상담사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있지만 상담사가 활동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인 윤리 영역에 대한 측정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윤리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척도 또한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상담사의 윤리적, 법적 자기효능감

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 앞으로 상담사의 윤리적, 법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상담사 자신의 발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도구가 생겨 교육 과정의 지표로 사

용될 수 있으며 관련된 후속연구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상담의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의 새로운 요

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원척도 자체는 미국의 윤리규정을 이론적 배경으로 개발 되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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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상담사 윤리 규정이 미국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척도

적용의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담사가 미국 상담사가 종사하는 환

경이 다르므로 요인구조가 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상담

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원척도와 다른 새로운 요인 구조를 형성하고 확립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척도는 상담사의

자기효능감을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보이는 문항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응답했을 수 있고 실제보다 더 안 좋게 응답했을 수도 있다. 따

라서 상담사가 가진 실제적인 윤리적 역량과 상담사 자신의 인식이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척도의 문항들은 구체적인 윤리적 규정

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사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담사는 내담자라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담사 윤리는 단순히 상담사 자신의 내적인 인식으로 측정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척도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윤리 규정을 문항에 반영하여 척

도를 만들어 본 척도와 병행하여서 본 연구에서 타당화된 척도와 함께 사용된다면 더

정교한 연구가 될 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번안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문항의 내용을 적절하게

평정하기에 어려운 문항들이 존재했다. 문항 6(윤리적, 법적 개념을 정의한다(소환장,

의무 절차, 비밀보장))의 경우 ‘개념을 정의한다’라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

으며 문항 21(적절한 다중관계를 인식한다)의 ‘인식한다’의 개념이 불확실할 수 있다.

한국 상담학회의 윤리강령에서는 비밀보장이 무엇인지, 언제 파기되는지에 대하여 설

명하고 있다. 다중관계에 대하여는 ‘상담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 관계를 피해야 한다. 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상담사와 내담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경우와 그에 대한 자문이나 감독이 병행될 때는, 상담관계를 맺을 수도 있

다’와 같이 다중관계의 허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항 6, 21의 내용들이 이러한

윤리강령의 내용을 적용하기에 매끄럽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문항을 다르게 구

성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본 척도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이 상담의 윤리적, 법적 이슈

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 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윤리적, 법

적 주제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

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윤리적, 법적 자기효능감을 다룬 척도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한국의 상담사 환경에 맞는 윤리적, 법적 이슈에 요인들에 대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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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상담환경과 미국의 상담 환경이 달라 원 척도와 다른

요인구조가 형성될 것이라 예상하고 새로운 요인구조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국가 간의

어떠한 상담 환경이 이러한 요인구조에 영향을 줬는지는 연구에서 정확하게 밝혀 내

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의 질적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상담사 대상의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여 국가 간의 상담 환경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척도의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원척도와 다른 요인구조를 제시하였지만 제한된 표본으로 인

하여 한국의 모든 상담사에게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대

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들이 다수 표집 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

학생 상담센터, 사설 상담센터에서는 자살 위협 내담자에 대한 보고 및 대응체계에 대

한 교육은 받지만 학대에 내담자에 대한 교육을 기관차원에서 따로 교육받지 않는다.

아동 상담을 많이 하는 상담사들이 많이 표집 된다면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더 다양하고 많은 상담사들이 연구에 참여한다면 요인

구조의 안정과 척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 들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본 척도를 꾸준히 검증하고 보

완한다면 상담사의 교육과 발전에 본 척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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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항목들은 상담사들이 정기적으로 직면하는 다양한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

해 설명합니다. 제시되어 있는 윤리적,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주십시오.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동그라미를 쳐서 평가합니

다. 응답 항목당 1개의 숫자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부록

[부록 1] 상담사의 개인적 특성 및 상담 경험 수준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 당신의 나이는 몇 살 입니까?

만 ( ) 세

3.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예: 010-xxxx-xxxx)

( )

4. 학력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석사과정 및 수료 2) 석사 졸업 3) 박사과정 및 수료 4) 박사 졸업

5. 수퍼비전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자신의 사례로 개인상담 수퍼비전을 받은 누적 횟

수를 적어주십시오.

(공개사례발표를 포함하며 수퍼비전은 전문상담관련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 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사례에 대한이해와 실제적 기술을 학습한 경우

를 말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 경우 ~회 이상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없으시면 0회

라고 적어주십시오).

( )

6. 지금까지 내담자와 상담한 사례 수와 회기 수를 기입해주십시오

( )

[부록 2] 상담에서의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ELIC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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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할 수 없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확실히 할 수

있다.

0-----10-----20-----30-----40-----50-----60-----70-----80-----90----

-100

해당하는 정도

1.
학대 사례에 대하여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적절

한지 구별 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2.
상담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신체, 심

리적 건강(Wellness)를 유지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3. 내담자와의 경계가 잘 세워졌는지 확인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4.
방임 사례를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인

지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5. 내담자/학생의 호소문제를 진단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6.
윤리적, 법적 개념을 정의한다(소환장, 의무

절차, 비밀보장)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7. 학대/방임의 신호를 알아차린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8. 자살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에게 반응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9.
자살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조치

를 취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10.
내담자에게 내려진 정신/정서장애의 공식적

진단에 대하여 해석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11. 부정적인 이중관계를 피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12.
윤리적 딜레마를 맞딱뜨렸을 때 취해야 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13.
내담자/학생에 관한 인권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14. 상담사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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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정도

1. 주의기울이기(신체적으로 당신의 몸을 내 1 2 3 4 5 6 7 8 9 10

귀하는 앞으로 만날 내담자들에게 아래 제시된 상담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

는 것에 대해 얼마나 확신합니까?

0

15.
상담사의 신체·심리적 건강(Wellness)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발달시킨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16.
내담자/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차별법과 윤

리를 이해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17.
내담자/학생의 호소문제나 상황을 법적인 상

황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18.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19. 학대/방임의 징후를 포착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20.
자신의 소진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느낌들

을 인식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21. 적절한 다중관계를 인식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22.
내담자에 대하여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보고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23. 기록에 관해 법적인 소환에 응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
약간 확신한다

환전히

확신한다

1-----2-----3-----4-----5-----6-----7-----8-----9-----10

<부록 3> 상담사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

e:CA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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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에게로 향

한다)

2.

경청하기

(내담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포착하고 이해

한다)

1 2 3 4 5 6 7 8 9 10

3.

재진술하기

(내담자가 말한 것을 간결하고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반복하거나 바꿔 말해준다)

1 2 3 4 5 6 7 8 9 10

4.

개방형 질문

(내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명료화하거나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한다)

1 2 3 4 5 6 7 8 9 10

5.

‘감정 반영

(내담자의 감정을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진

술을 반복하거나 바꿔 말해준다)
1 2 3 4 5 6 7 8 9 10

6.

탐색을 위한 자기개방

(상담사의 성장사, 자격, 혹은 느낌과 같은

사

적인 정보를 드러낸다

1 2 3 4 5 6 7 8 9 10

7.

의도적인 침묵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접촉할

수

있도록 침묵한다

1 2 3 4 5 6 7 8 9 10

8.

도전

(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바

꾸고 싶어 하지 않거나 바꿀 수 없는 불일

치, 모순, 방어, 비합리적 신념 등을 지적해

준다

1 2 3 4 5 6 7 8 9 10

9.

해석

(내담자가 겉으로 말하는 것 이상을 얘기

해

주어 내담자의 행동, 사고, 느낌을 새롭게

바

라보게 한다)

1 2 3 4 5 6 7 8 9 10

10.

내담자의 통찰을 위한 상담사 자기개방

(개인적인 통찰을 얻었던 상담사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 털어 놓는다).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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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정도

16.
상담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

담회기의 흐름을 유지하고 초점을 맞춘다
1 2 3 4 5 6 7 8 9 10

17.
매 순간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기초해

최선의 조력기술로 반응한다.
1 2 3 4 5 6 7 8 9 10

18.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 느낌 및 행동을 탐색 1 2 3 4 5 6 7 8 9 10

 귀하는 앞으로 만날 대부분의 내담자들과 아래에 제시된 특정한 과제들을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얼마나 확신합니까?

11.

즉시성

(치료적 관계, 내담자와의 관계 또는 내담

자

에 대한 상담사 자신의 즉각적인 느낌을

털

어놓는다)

1 2 3 4 5 6 7 8 9 10

12.

정보제공

(자료, 의견, 사실, 자원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내담자에게 제시하거나 가르친

다)

1 2 3 4 5 6 7 8 9 10

13.

직접적인 지도(안내)

(내담자가 취할 행동을 암시하는 제안, 지

시

또는 조언 등을 내담자에게 제공한다)

1 2 3 4 5 6 7 8 9 10

14.

역할연습과 행동시연

(회기 중 내담자가 역할연습을 하거나 행

동

을 시연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1 2 3 4 5 6 7 8 9 10

15.

과제

(내담자가 회기와 회기 사이에 시도할 치

료

적인 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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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얼마나 확

신합니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성공적인 처치 계획을 수립하고, 세련된 반응

을 생각해내며 힘들게 상호작용하더라도 침착성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내담

자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상담사의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하는 정도

26.
임상적으로(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을 경험 하

고 있는 내담자
1 2 3 4 5 6 7 8 9 10

27.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내담자 1 2 3 4 5 6 7 8 9 10

28.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내담자 1 2 3 4 5 6 7 8 9 10

29.
최근 외상(外傷)적인 생활사건(신체적, 심리적

상처 혹은 학대)을 경험한 내담자
1 2 3 4 5 6 7 8 9 10

30. 극도로 불안한 내담자 1 2 3 4 5 6 7 8 9 10

31. 심각한 사고 혼란의 징후를 보이는 내담자 1 2 3 4 5 6 7 8 9 10

32. 성(性)적으로 끌리는 내담자 1 2 3 4 5 6 7 8 9 10

하도록 돕는다

19.
내담자가 ‘깊은’ 수준에서 자신의 고민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돕는다.
1 2 3 4 5 6 7 8 9 10

20.
내담자가 말한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
1 2 3 4 5 6 7 8 9 10

21.
내담자가 현실적인 상담목표를 세우도록 돕

는다
1 2 3 4 5 6 7 8 9 10

22.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 느낌 및 행동을 이해

하도록 돕는다.
1 2 3 4 5 6 7 8 9 10

23.
내담자 및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명확히 사

례개념화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24.
회기 중 당신의 의도(즉, 개입 목적)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25.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도록 돕는다.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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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담사 개인적으로도 다루기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
1 2 3 4 5 6 7 8 9 10

34.

당신의 가치나 믿음과 충돌되는 핵심적인 가

치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내담자(예: 종교,

성역할)

1 2 3 4 5 6 7 8 9 10

35.
당신과 현저하게 다른 내담자

(예: 인종, 민족, 성별, 나이, 사회계층 등)
1 2 3 4 5 6 7 8 9 10

36.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혹은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는 내담자
1 2 3 4 5 6 7 8 9 10

37. 당신에게 성(性)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내담자 1 2 3 4 5 6 7 8 9 10

38.
당신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예: 지루함,

성가심)을 갖게 만드는 내담자
1 2 3 4 5 6 7 8 9 10

39. 상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내담자 1 2 3 4 5 6 7 8 9 10

40.

당신이 제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내담자 (만남의 횟수 혹은 문제해결책

등)

1 2 3 4 5 6 7 8 9 10

41.
회기 중 교묘하게 당신을 통제하고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내담자
1 2 3 4 5 6 7 8 9 10

문항 내용

상

당

히

일

치

하

지

않

는

다

다

소

일

치

하

지

않

는

다

다

소

일

치

한

다

상

당

히

일

치

한

다

1 내담자 말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다 1 2 3 4

2 내담자의 행동변화를 위하여 특정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3
내담자에게 평가적이거나 판단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

지한다
1 2 3 4

<부록 4>상담사 발달수준 척도

다음의 질문지는 상담과정에서 경험하는 상담사 자신의 발달단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서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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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담자의 대인관계양상을 이해한다 1 2 3 4

5 내담자의 감정을 잘 포착한다 1 2 3 4

6 내담자가 표현하는 말의 의도를 안다 1 2 3 4

7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잘 파악한다 1 2 3 4

8 내담자와 상담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1 2 3 4

9 내담자의 내적 상황을 잘 감지한다 1 2 3 4

10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 1 2 3 4

11 내담자를 자신있게 대한다 1 2 3 4

12 내담자 말에서 중요한 주제를 잘 따라간다 1 2 3 4

13 내담자 변화를 잘 알아차린다 1 2 3 4

14 내담자가 상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안다 1 2 3 4

15 내담자의 증상을 잘 파악한다 1 2 3 4

16 적절한 시기에 개입한다 1 2 3 4

17 내담자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18
내담자에게서 나온 자료를 종합하여 내담자를 이해한

다
1 2 3 4

19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다 1 2 3 4

20 상담사 말의 의도가 분명하게 표현한다 1 2 3 4

21 내담자에게 진실하고 솔직하다 1 2 3 4

22 내담자가 자기를 탐색할 수 있게 대화를 이끈다 1 2 3 4

23 내담자 증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왔는지 안다 1 2 3 4

24 상담을 짜임새 있게 이끈다 1 2 3 4

25 대화의 맥락이 자연스럽다 1 2 3 4

26 바람직한 내담자의 행동을 강화해준다 1 2 3 4

27 내담자를 보는 시각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1 2 3 4

28
내담자가 얘기하는 것의 이면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묻

는다 1
1 2 3 4

29 공감표현을 잘 한다 1 2 3 4

30

상담목표와 일치하는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을 분별

해서

사용한다

1 2 3 4

31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접근한

다
1 2 3 4

32 상담목적을 분명히 잡고 상담을 이끌고 간다 1 2 3 4

33 지금-여기서의 내담자 감정에 대한 언급을 잘 한다 1 2 3 4

34 내담자와 상담목표를 합의한다 1 2 3 4

35 내담자 대화에서 드러난 것 이면을 본다 1 2 3 4

36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좋아한다 1 2 3 4

37 내담자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1 2 3 4

38 내담자의 사회적 지지체제를 본다 1 2 3 4

39 내담자 문제 가려진 내담자의 성장가능성을 본다 1 2 3 4

40 문제해결의 대안이 적절하거나 다양하다 1 2 3 4

41 내담자에 대한 평가(assessment)가 폭 넓다 1 2 3 4

42 내담자의 말의 모호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묻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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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43 상담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잘 본다 1 2 3 4

44 내담자의 진술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약한다 1 2 3 4

45 중요한 치료기법들을 제대로 사용한다. 1 2 3 4

46 내담자 변화를 내담자가 인지하게 한다 1 2 3 4

47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주는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인

다

1 2 3 4

48 내담자 순간순간의 마음을 잘 잡는다 1 2 3 4

49 내담자가 현 시점에서 상담하게 된 동기를 안다 1 2 3 4

50 내담자의 장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본다 1 2 3 4

상담사로써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 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평온하다. 1 2 3 4
2. 나는 안전하다. 1 2 3 4
3. 나는 긴장되어 
있다. 1 2 3 4

4. 나는 자주 후회
한다. 1 2 3 4
5.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6. 나는 언짢다. 1 2 3 4
7. 나는 닥쳐올지 
모르는 불행을 걱
정하고 있다. 

1 2 3 4

<부록 5> 상태불안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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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쉬고 있는 
느낌이다. 1 2 3 4
9. 나는 불안하다. 1 2 3 4
10. 나는 포근한 
느낌이 든다. 1 2 3 4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1 2 3 4

12. 나는 초조하
다. 1 2 3 4

13. 나는 안절부절 
하다 1 2 3 4

14. 나는 아주 긴
장되어 있다 1 2 3 4
15. 나는 느긋한 
기분이다. 1 2 3 4
16. 나는 만족스럽
다. 1 2 3 4
17. 나는 걱정이 
많다. 1 2 3 4

1 2 3 4
18. 나는 심하게 
흥분되어 몸이 떨
릴 지경이다.

1 2 3 4

19. 나는 즐겁다. 1 2 3 4
20. 나는 유쾌하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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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lidation Study of the Ethical Self

Efficacy in Counseling Scale

Park, Chan hoon

Educational Counseling,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

orean version of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in Counseling Self-Efficacy Scale:

ELICSES. A ELICSES was developed by Mullen, Lambie, Conley(2014) to measu

re the self-efficacy of the counselors' about ethical and legal issues. To validate

ELICSES in Korean, item translation, Item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

sis (EFA) were conducted with 120 counselors in study 1. Unlike original scale,

The four factors were extracted from the items. In study 2, with the sample of

200 counselor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supported the four factors str

ucture of the Korean Ethical and Legal Issues in Counseling Self-Efficacy Scale:

K-ELICSES. All the four factors indicat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The Cr

iterion validity and The Convergent validity was good with other related scales

(Counselor Acitivity Self-Efficacy Scale, 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aire, S

tate anxiety Scale). Factor-derived ELICSES scores were able to differentiate a

mong counselors with differing levels of counseling experience. In conclusion the

K-ELICSES is valid measure of the self-efficacy of the counselors' about ethica

l and legal issues in Korean counselor. Implication of results, limitation and futu

re direc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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