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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숙제순응도’ 연구의 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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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숙제주기는 상담실제에서 많은 상담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상담기법이다. 이는 내담자에게 숙제를 
주는 것이 상담과정과 상담성과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내담자의 숙제 수행
을 전제로 한 것이며 숙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상담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상
담에서 내담자의 숙제 수행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며 이는‘숙제순응도’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
다. 숙제순응도 연구가 상담실제에 주는 의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매우 드문 현
실이다. 본 연구는 숙제순응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개관함으로써 상담실제 측면에서 숙제주기 기법을 보다 효
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숙제순응도에 관한 연구를 자극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출발되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근거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내담자의 숙제수행이 상담성과에 
영향 미치는가’하는 것이다. 숙제순응도와 상담성과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숙제수행이 
상담의 성과에 영향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숙제수행에 관련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하는 것
이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이들 변인은 크게 내담자 변인, 상담자 변인, 기술적(치료과정) 
변인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기술적(치료과정) 변인에 속하는 숙제부여방법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문제를 짚어보고, 향후 연구에서 고려할 사항 및 과제를 논의하였다.

￭ 주요어 : 숙제순응도, 상담숙제, 상담기법

 * 한국기술교육 학교 테크노인력개발 문 학원 우교수

** 서울 학교 교육학과 시간강사

아시아교육연구 6권 3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05, Vol. 6, No. 3, pp. 105-128.



106  아시아교육연구 6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Ⅰ. 시작하는 말

‘숙제(homework)’란 사 인 의미로 ‘집에서 해결해 오도록 내주는 과제’(국립국어연구원, 

1999)를 뜻한다. 상담에서 부여되는 숙제도 기본 으로는 이러한 사 인 의미와 같은 뜻을 

지닌다. Shelton과 Ackerman(1974)은 숙제를 ‘치료(상담)시간 밖에서 행하도록 내담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정의하 고, 이러한 정의는 숙제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받아들

여지고 있다(Christopher & Richard, 1998).

그러나 ‘숙제’라는 용어가 지니는 부정 인 측면을 지 하면서 ‘숙제’이외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도 있어왔다. 를들어, Lazarus(1995)는 ‘숙제(homework)’라는 용어가 학교

에서 내주는 숙제를 연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부정 인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는 을 지 하면서 신 ‘힘을 북돋우는 과제(empowering assign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

자고 제안 하 다. Whiman과 Jacobson(1990)도 ‘숙제’라는 용어 신 ‘회기 간 과제

(between-session task)’라는 용어의 사용을 추천하 다(Christopher & Richard, 1998 재인용). 

본 논문의 두에서 이러한 용어에 한 논의를 제시한 것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러한 용어들 가운데 ‘숙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자 하기 때문이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숙제’라는 용어에 한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은 이 용어가 내담자에게  수 

있는 부정 인 뉘앙스 때문이다. ‘숙제’하면 학교장면에서의 숙제를 연상하게 되어 여러 가

지 부정 인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에서 보면 어떤 용어를 선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담실제에서 내담자와 숙제에 해 직  이야기 할 때 상담자가 

유념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숙제’라는 용어 사용의 재고는 상담연구에서 보

다는 상담실제에서 더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보

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숙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해 더 바람직한 선

택이라고 단된다. 한 ‘과제’라는 용어는 상담시간 외에 내담자로 하여  해보도록 하는 

활동뿐 아니라 상담시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도 포함하는 보다 포 인 용어이다. 

따라서 ‘과제’라고 하 을 때 상담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인지, 상담시간 외에 해보도록 부과

된 활동인지에 해 명확하지 않은 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숙

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Shelton과 Ackerman(1974)의 정의에 근거하여 ‘상담(치료)

회기 밖에서 상담자없이 내담자 혼자서 실행해 보도록 부여된 과제’로 정의하고자 한다.

상담에서 숙제주기는 상담실제에서 많은 상담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상담기법이다. 인지행

동치료, 해결 심  단기상담, 략  가족치료 등에서처럼 숙제주기가 치료의 요한 개입

략으로 간주되는 상담 근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근을 취하는 많은 상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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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상담실제에서 숙제주기를 활용하고 있다(강혜 ⋅김계 , 2004; Martin & Worthington, 

1982; Rosenthal, 2001; Williams, 2002).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에게 숙제를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을 지니는데, 이는 상담과정 

측면에서의 이 과 상담성과 측면에서의 이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를 들어, 상담과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담실에서 일어난 변화를 일상의 자연스런 상황에 용시켜 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이 효과를 진시킬 수 있고, 내담자에게 능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담에 보다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해결을 한 과

제에 을 둠으로써 상담 시간을 약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김계 , 1990, 1993; Beck, 

1976; Beck, Rush, Shaw, & Emery, 1979; Engle, Beutler, & Daldrup, 1991; Hare-Mustin & 

Tushup, 1977; Kornblith, Rehm, O'Hara, & Lamparski, 1983; Shelton & Ackerman, 1974; 

Suinn, 1990). 

한, 숙제주기는 상담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 우울증 인지치료에서 숙제부여 

여부에 따라 치료효과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은 숙제가 부여되었을 경우, 우울증상이 더 많

이 호 되었음을 보여주었다(Neimeyer & Feixas, 1990; Neimeyer, Twentyman, & Prezant, 

1985; Persons & Burns, 1985). 한 인지행동치료에서의 숙제부여와 상담성과에 한 연구

들을 메타분석한 결과에서도 숙제를 부여하는 경우, 치료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Kazantzis, Deane, & Ronan, 2000).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은 단순히 숙제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숙제의 이 들이 나

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 상담자가 부여한 숙제를 내담자가 해오지 않을 경우, 앞서 살

펴보았던 숙제부여의 정 인 향은 기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내담자의 

숙제 수행 문제는 상담실천가와 연구자들에게 매우 요한 이슈가 되며, 상담에서는 이를 

숙제순응도(homework compliance)라는 개념으로 연구하여 왔다. 

순응은 어의 ‘compliance’의 번역어로 이에 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Haynes(1979)는 ‘의학  혹은 건강과 련된 조언에 따르는 한 사람의 행동의 정도’라고 하

고, Daley와 Zuckoff(1999)는 ‘환자나 내담자가 치료계획에 따르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숙제순응도(homework compliance)는 상담자가 부여한 숙제를 실제로 해오는

가 하는 숙제수행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박기환, 1999; Primakoff, Epstein, & Covi, 

1986). 즉, 숙제수행이라는 행동  측면이 부각된 개념이다. 

국내의 상담실제 측면을 보았을 때, 숙제주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연

구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숙제주기 기법이 효과 으로 사용되는데 기  연구가 되는 숙제순

응도에 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이다. 본 연구는 숙제순응도에 한 선행연구를 개 함

으로써 상담실제 측면에서 숙제주기 기법을 보다 효과 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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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도에 한 연구를 자극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출발되었다. 

숙제순응도 련 선행연구를 살펴 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 다. 첫째, 내

담자들의 숙제 수행이 상담성과에 요한 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내담자들의 숙제수

행이 상담성과에 향 미치는 요인이라면 숙제부여 시, 내담자들의 숙제 수행에 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서는 숙제순응도와 상담성과에 한 연구들을 검토

하 다. 둘째, 숙제수행과 련된 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숙제수행에 

향 미치는 변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실제 으로 숙제수행을 높일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을 생

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서 숙제순응도 련 변인 연구를 살펴보았다. 셋째, 선

행 숙제순응도 연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는 선행연구들의 방법론  문제들을 짚어보고, 향후 이루어질 연구들이 고려해야할 사항들

을 제시하기 함이다. 다음의 ‘Ⅱ. 숙제순응도에 한 경험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

째 질문에 답하기 한 연구들을 제시하 고, ‘Ⅲ. 선행연구의 방법론  문제와 향후과제’에

서는 셋째 질문에 한 연구들을 정리하 다.

Ⅱ. 숙제순응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내담자의 숙제수행이 심리치료에서 요한 요인이라는 에 주목하면서 연구자들은 다음

의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하나는 내담자의 숙제수행에 따라 상담

성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숙제수행을 높일 수 있

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숙제순응도와 상담성과 연구’, ‘숙제순응도 련 변인 연구’로 구분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숙제순응도와 상담성과 연구

숙제의 효과는 내담자들이 숙제를 수행하는 것, 즉 내담자의 숙제수행을 제로 할 때만 

나타난다는 에 주목하게 되면서 숙제순응에 따른 상담성과에서의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들

이 수행되었다. Persons와 Burns(1985)는 우울증으로 인지치료를 받으러 온 외래환자들을 숙

제를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으로 양분하여 치료효과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숙제를 하지 

않은 환자들은 숙제를 한 환자들보다 치료 종결 시 유의미하게 더 우울하다는 것을 발견하

다. Person, Burns, 그리고 Perloff(1988)는 개인병원에서의 우울증 환자에 한 치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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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매 회기 나눠주는 숙제를 자발 으로 수행한 환자는 숙제를 

규칙 으로 수행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3배나 더 호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한, 우울증 이외의 다른 문제에서도 숙제수행과 치료성과와의 계는 지지되고 있다. 

Burns와 Nolen-Hoeksema(1991)는 정서장애 환자의 인지치료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내담자의 

숙제수행이 증상의 호 에 향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강조하 다. Edelman과 

Chambless(1993)는 장공포증 내담자를 상으로, 인지행동치료 지시에 한 수행과 치료

효과간의 계를 분석하면서 숙제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인 내담자는 그 지 않은 내담자보다 

공포에 한 공포(fear of fear) 측정치에서 유의미하게 더 많은 감소를 보 고, 회피행동에서 

더 많은 변화를 보고하 다고 하 다. 사회공포증 환자를 상으로 인지행동 집단치료에서

의 숙제수행과 치료효과와의 계를 살펴본 Hope, Herbert, 그리고 Bellack(1991)도 치료과정

에서 숙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환자들이 덜 수행한 환자들보다 더 많은 증상의 호 을 보

다고 하 다. 

이상의 연구들은 환자들의 숙제수행과 치료효과간의 계를 살펴 에 있어서 숙제수행을 

치료시기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살펴본 연구들이다. 다시 말해, 치료 종결 시에 체 으로 

숙제수행을 평가하여 이것과 치료효과간의 계를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치료시

기 , 어느 시기의 숙제수행이 치료효과와 더 계가 많은지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Laguna, Hope,그리고 Herbert(1994)는 치료의 첫 2/3시기의 숙제수행은 치료효과와 상 이 

있지만, 치료후기의 숙제수행은 치료효과와 상 이 없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에 해서 치료의 마지막 시기에 수행된 숙제의 효과는 치료가 끝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 다. 

Edelman과 Chambless(1995)은 Laguna 등(1994)의 제안에 한 경험  연구를 수행하 다. 

이들은 사회공포증 환자의 숙제수행도와 치료효과간의 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숙제수

행은 치료 종결 시 결과측정치와는 상 이 없었으나 6개월 후 추수평가 시 결과측정치와는 상

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6개월 후 추수평가 시, 치료과정에서 숙제를 보다 잘 수행했던 내담자

는 발표불안을 더 게 보고하 고, 회피행동의 변화도 더 많았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에 

해 연구자들은 숙제수행의 효과는 치료가 끝난 상황, 즉 더 이상 치료자가 개입하지 않는 상

황에서 더 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 다. 한 Leung과 Heimberger(1996)

도 사회공포증 환자를 상으로 한 인지치료에서 숙제수행과 치료효과와의 계를 살펴보면서 

특히, 치료 기와 후기의 숙제수행이 치료효과와 련되어 있다고 하 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내담자(환자)의 숙제순응도는 치료효과에 향 미치는 요한 요

인임을 알 수 있다(표 1). 그런데 이들 연구는 모두 인지행동치료에서 수행된 것이었다. 인지

행동치료에서는 숙제를 부여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차 자체가 요한 치료  과정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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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숙제부여 대상 연구결과
Persons & Burns(1985) 우울증 환자 숙제 비수행 환자들의 우울 > 숙제 수행 

환자들의 우울
Person, Burns, & Perloff(1988) 우울증 환자 자발적 숙제수행 환자의 호전 > 숙제 수행 

환자들의 호전 
Burns & Nolen-Hoeksema(1991) 정서장애환자 숙제수행이 증상의 호전에 영향 미치는 중

요한 요인임
Edelman & Chambless(1993) 광장공포증

내담자
공포감소 및 회피행동의 호전에서, 숙제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 내담자 > 숙제에 시
간을 덜 들인 내담자 

Hope, Herbert, & Bellack(1991) 사회공포증 환자 숙제를 성실히 수행한 환자의 호전 > 숙제
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환자의 호전

Edelman과 Chambless(1995) 사회공포증 환자
치료종결 시 결과측정치는 숙제수행여부에 
따라 차이 없었으나, 6개월 후 추수평가 시 
결과측정치에는 차이 나타남

Leung과 Heimberger(1996) 사회공포증 환자 치료초기와 후기의 숙제수행이 치료효과와 
관련되어 있음

<표 1> 숙제수행여부에 따른 상담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

주되기 때문에 치료에서의 숙제에 한 연구가 비교  체계 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숙제부여는 인지행동치료  근 이외의 다른 근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개입 략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행동치료  근 이외의 다른 근에서 숙제와 련된 경험  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상담의 다양한 근  문제 역에 해서도 숙제부여와 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숙제순응도 관련 변인 연구

내담자들의 숙제순응도를 증가시키는 변인에 한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

다. 표 인 연구로 Worthington(1986)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지역상담센터의 내담

자들을 상으로 내담자들의 숙제수행과 련된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련 변인은 크게 ‘상

담자 변인’, ‘내담자 변인’, ‘치료과정 변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상담자 변인에는 반 인 상

담자 능력, 특정 상담기술이 포함되었고, 내담자 변인에는 기 문제의 심각도, 조기종결  

호소문제의 종류(진로문제, 개인-정서문제), 숙제를 하겠다는 직 인 증언이 포함되었으며, 

치료과정 변인에는 숙제가 제시된 상담의 단계( 기, 기, 종결기), 부여한 숙제의 양, 부과

된 숙제의 타입, 내담자의 순응 경험과 상담자의 숙제부여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  내담자의 숙제수행을 언해주는 변인에는 치료과정 변인에 속하

는, 숙제가 제시된 시기(상담의 기에 주어진 과제), 내담자의 순응 경험(순응한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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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담자), 상담자의 숙제부여방법(숙제에 한 내담자의 태도를 체크하는 것, 상담자 자신

의 지 를 강조하지 않는 것) 등이 있음을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 숙제수행을 

언해주는 변인으로서 치료과정 변인이 내담자 변인이나 상담자 변인보다 더 강력한 변인임

을 시사하는 것이다.

Worthington(1986)이 기술연구를 통해 숙제순응도 련 변인을 탐색 으로 살펴보았다면, 

Yankura(1986)는 실험연구를 통하여 숙제순응도에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 다. 그는 ‘치료

자 는 치료’ 변인과 ‘내담자’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자에는 지각된 문성 수

(높고 낮음), 부여된 숙제에 한 상담자의 추후 검토(검토 안함, 검토함, 숙제의 요성을 

설명하면서 검토함) 두 개의 요인이 포함되었고, 후자에는 내담자의 사회불안(높고 낮음) 한 

개의 요인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이러한 요인들 , 상담자의 숙제에 한 추후 검토만이 

수행에 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성 수 과 내담자 문제의 심각도는 숙제수행에 

향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Lancaster(1990)는 숙제수행도 변인을 ‘상담자 변인’, ‘내담자 변인’, ‘기술  변인’으로 나

어 각각의 변인에 속하는 요인으로 상담자의 스타일(지시 , 비지시 ), 내담자의 심리  

항수 , 숙제부여방법(말로만 제시, 말과 문서양식을 함께 제시)이 상담자 평정, 2회기 참여

율, 숙제수행 비율, 완성된 숙제의 질, 의사소통기술 획득, 훈련회기에 한 만족 등에 미치

는 향을 검토하 다. 이 가운데 숙제수행 비율과 련된 연구결과를 보면, 숙제수행 비율

은 상담자의 스타일과 내담자의 심리  항 수 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숙제부여

방법(말과 문서양식을 함께 제시받은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yant, Simons, 그리고 Thase(1999)는 우울증 환자를 상으로 한 인지치료에서 숙제수행

도에 미치는 환자 변인과 치료자 기술변인을 살펴보았다. 인구학 ․심리  환자 변인에는 

연령, 교육, 이 의 우울증 에피소드 수, 우울의 정도, 학습된 자원의 풍부성이 포함되었고, 

치료자 기술에는 일반  치료기술, 인지치료- 련기술, 숙제에 국한된 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숙제수행도는 이 의 숙제 검토, 일반  치료기술에 의해 가장 잘 언되었다. 반

면 환자의 연령, 교육, 우울정도, 학습된 자원의 풍부성은 숙제수행도와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Worthington(1986), Yankura(1986), Lancaster(1990)의 연구에서

와 마찬가지로 상담자나 내담자(환자)변인보다 숙제부여방법과 같은 기술 변인이 숙제수행도

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Worthington(1986), Yankura(1986), Lancaster(1990), Bryant등(1999)을 통해 숙제

순응도와 련된 변인들에 한 경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표 2). 요약하면, 이러한 변인들

은 크게 내담자 변인, 상담자 변인, 치료과정 변인(기술  변인)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숙제를 어떻게 제시하는가와 련된 치료과정 변인(기술  변인)이 숙제순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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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관련 변인 숙제수행 증가에 효과적인 변인
Worthington(1986) 상담자 변인, 내담자 변인, 치료과정 

변인 
치료과정 변인(숙제제시 시기, 내담
자의 순응 경험, 숙제부여방법)

Yankura(1986) 치료자(치료) 변인, 내담자 변인 치료자(치료) 변인(상담자의 숙제에 
대한 추후 검토)

Lancaster(1990) 상담자 변인, 내담자 변인, 기술적 
변인 기술적 변인(숙제부여방법)

Bryant, Simons, 
& Thase(1999) 환자 변인, 치료자 기술 변인 치료자 기술 변인(이전의 숙제 검토, 

일반적 치료기술)

<표 2> 숙제수행 증가 련 변인을 분석한 연구들

언해주는 강력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 으로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숙제수행도 

증가와 련된 숙제부여방법은 ➀ 상담자가 숙제에 한 내담자의 태도를 체크하는 것, 상

담자 자신의 지 를 강조하지 않는 것(Worthington, 1986), ➁ 상담자가 추후에 숙제에 한 

검토를 하는 것(Yankura, 1986; Bryant et al., 1999), ➂ 숙제를 제시할 때 말 뿐 아니라 문서

양식도 함께 제시하는 것(Lancaster, 1990)등이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숙제순응도 증가 변인을 살펴 에 있어서 숙제부여방법만을 주요 변

인으로 하여 연구한 것은 아니었고, 이는 연구에 포함된 다양한 변인들  하나 다. 연구결

과를 통해 다양한 변인들 , 숙제부여방법이 숙제순응도에 향 미치는 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면 이후의 연구는 숙제부여방법에 을 두어 효과 인 숙제부여방법이 무엇인지

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숙제순응도 증가 요인 가운데 숙제부여방법에 한 연구들

을 따로 묶어 살펴보도록 하자.

3. 숙제부여방법에 관한 연구

상담장면 이외에 실제로 숙제주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역은 일반 학습장면이다. 일반 학

습장면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한 방법으로 숙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많지

는 않지만 이와 련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일반 학습장면에서의 숙제수행에 한 연구

들 에는 숙제를 해오지 않는 학생들의 숙제수행을 증가시키기 한 개입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를들면, 학교-가정간 노트(school-home notes) 활

용하는 방법, 행동수정의 방법  반응댓가(response cost)를 활용하는 방법, 자기-지시 훈련

(self-instruction training), 부모훈련 로그램(parent training program)들이 학생들의 숙제수

행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Miller & Kelley, 1994에서 재인용). 여기서 보면, 상담에서 

내담자들의 숙제수행을 증가시키기 해 다양한 숙제부여방법을 활용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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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일반학습장면에서는 숙제부여의 상이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에서도 차이의 원인을 지 할 수 있겠지만, 보다 큰 차이는 숙제가 부여되는 상황에 있다

고 하겠다. 먼 , 일반 학습장면에서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게 되는 요한 요인  하나는 

숙제수행이 평가에 반 된다는 것이다. 숙제를 해오지 않게 되면, 학업 성 에 반 되어 성

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학교생활 평가에서 책임감 없는 학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상

담에서 부여되는 숙제는 이러한 평가의 성격이 약하다. 다시 말해 상담자가 내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 해도 내담자 자신에게 큰 불이익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 일반 학습장면에서는 숙제를 해오지 않았을 경우, 벌이나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담에서는 숙제를 해오지 않은 것에 해 내담자에게 벌을 주거나 제재를 가

하기가 어렵다. 상담에서는 숙제수행 자체보다는 상담자와의 계가 더욱 상담성과에 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숙제를 수행하기 한 벌이나 제재가 오히려 상담 계에 부정  

향을 미쳐 상담진행  성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숙제수행을 증가시키기 한 보다 기술 인 방법에 심가질 필요가 있다. 내담자의 자발  

수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음에 살펴볼 숙제부

여방법들은 이러한 노력의 구체  를 보여주고 있다.  

상담에서 숙제를 내  때 어떤 방법으로 내주는 것이 숙제순응도를 높이는데 효과 인가

를 살펴본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크게 숙제제시의 타당성(rationale) 

제시하는 방법과 숙제를 기록해주는 방법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숙제제시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방법

많은 임상가들은 숙제를 부여할 때 타당성 제시가 요하다는 것을 공통 으로 지 하

다. Goldfried와 Davison(1976)은 숙제와 같은 치료  과제를 부여함에 있어서 내담자로 하

여  이 숙제가 타당하고 믿을만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고 지 하면

서 이 숙제가 내담자의 치료목표와 어떤 련이 되는지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이 효과 이

라고 하 다. Beck 등(1979)은 인지치료에서 인지  기법을 사용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내

담자가 이 기법의 사용에 한 타당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요하고, 숙제부여의 타당한 이

유를 설명하는 략이 숙제순응을 진시키는 요한 치료자 행동임을 강조하 다. Jacobson

과 Margolin(1979)도 결혼상담에서 부부들에게 숙제를 제시할 때 가장 요한 요소는 타당

성 제시라고 지 하면서 이 숙제가 왜 필요하고 어떤 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해 납득시

켜야 한다고 하 다.

Martin과 Worthington(1982)은 ‘행동  숙제(behavioral homework)’라는 논문에서 숙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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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한 3단계 모델을 제시하 는데, 그 과정의 하나로 타당성 제시를 강조하 다. 이들은 

부여할 숙제를 고안하는 단계(1단계: devise), 숙제를 부여하는 단계(2단계: present), 숙제수

행을 검하는 단계(3단계: monitor)로 구분하고, 2단계인 숙제부여 단계에서 타당성 제시에 

해 설명하 다. 타당성 설명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 는데, 일반  설명(general 

rationale)방식과 구체  설명(specific rationale)방식이다. 일반  설명이란 치료의 한 부분으

로서 숙제 사용의 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심리치료에서 왜 숙제를 내주는지에 해 설명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 목 은 내담자가 숙제를 치료의 요한 요소라고 보고, 숙제를 

한다면 하지 않을 때보다 더 빠른 진 이 있을 것이라는 기 를 하도록 하기 한 것이다. 

한편, 구체  설명이란 특정한 숙제를 내  때 하는 설명으로 이 숙제가 상담목표와 어떤 

련이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 목 은 이 특정 숙제와 치료목표와의 

련성을 강조하여 내담자로 하여  이 숙제를 수행하면 유용한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 

Cormier와 Cormier(1985) 역시 숙제주기는 숙제가 왜 필요한지에 한 정당한 이유를 납

득시키는데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 고, Kirk(1989)도 내담자가 숙제의 타당성을 이해하

는 것이 요함을 지 하 으며 Wells(1994)도 숙제를  때, 숙제 주는 목 을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하 다. 최근에 Kazantzis와 Lampropoulos(2002)도 숙제  때의 요한 사항  

하나가 타당성 제시임을 강조하 다. Garland와 Scott(2002) 역시 우울증 환자 상담에서 숙제

의 활용에 한 연구를 통하여 환자들의 숙제 비수행 이유 의 하나가 숙제의 의미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 하면서 숙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요함을 확

인하 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임상가들은 숙제부여과정에서 타당성 제시가 내담자의 숙제

수행을 증가시키기 한 요한 방법임을 강조하 다. 이 듯 임상 으로는 타당성 제시의 

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경험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타당성 제시에 한 경험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타당성 

제시와 치료효과와의 계를 검증한 연구들로 타당성을 제시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치료효과에서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이다. 다른 하나는 타당성 제시와 처치수용도와

의 계를 살펴본 연구들로 어떤 처치를 할 때, 그 처치에 한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이 처

치수용도를 높이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먼 , 타당성 제시와 치료효과와의 계를 검증한 연구의 하나로 Parrino(1971)는 심리치

료에서 치료에 한 사  정보의 제공이 치료효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뱀 공포증

을 가진 환자들에게 행동수정치료법(체계  둔감법)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치료법과 직 으

로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론 이고 추상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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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경우로 나 어 치료효과를 비교하 다. 여기서 치료법과 직 으로 련된 정보

란 어떤 치료인지, 왜 이러한 치료를 하는지에 해 설명한 것으로 타당성 제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연구결과, 치료법과 직 으로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론 이고 추상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나은 치료성과를 나타

내었다. 이에 해 그는 치료법과 직 으로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치료에 한 

실 이고 정 인 기 를 불러일으켜 치료를 진시켰다고 결론지었다. 

Girodo와 Wood(1979)는 스트 스 면역법을 훈련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제시의 역할을 살

펴보았다. 그들은 처방법으로서 자기-언어(self-statement)가 효과 있다는 설명을 받은 피험

자들이, 그런 설명 없이 훈련 받은 피험자들에 비해 자기-언어를 더 잘 수행하 음을 발견하

다. 이들은 상담자 개입에 한 사  설명 제시가 치료에 한 정  기 를 일으킴으로

써 자기-언어 훈련의 효과를 증가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즉, 내담자에게 어떤 개입을 할 때, 

그 개입에 한 설명과 개입의 이유  효과에 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야기 해주지 않

는 것보다 그 개입을 더 많이 수행하도록 돕고, 나아가 치료 효과도 더 정  이라는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숙제를 제시할 때, 숙제를 내주는 이유  그 효과에 해 설명하는 경우

가 설명하지 않는 경우보다 숙제에 한 정  태도를 높이고, 나아가 숙제수행을 높이는

데도 효과 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타당성 제시방법과 처치수용도(treatment acceptability)의 계에 해 살펴본 연구들

은 타당성을 제시하는 구체 인 방법에 따라 수용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다(Bishop, 

1990; Zimmerman, 1992). Bishop(1990)은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타당성을 제시

하는 경우(matched rationale),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 인 타당성을 

제시하는 경우(mismatched rationale), 타당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no rationale)에 있어서 처

치수용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타당성

을 제시받은 집단(matched rationale)이 부합하지 않은 타당성을 제시받은 집단(mismatched 

rationale)(p<.01)이나 타당성을 제시받지 않은 집단(no rationale)(p<.05)보다 더 높은 처치수용

도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

인 타당성을 제시받은 집단(mismatched rationale)과 타당성을 제시받지 않은 통제집단(no 

rationale) 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p=.23). 이는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처치수용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기 보다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맞도록 제시

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Zimmerman(1992)의 연구에서도 확인되

고 있다. 

Zimmerman(1992)은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타당성을 제시하는 경우와 내담

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 인 타당성을 제시하는 경우 간에 처치수용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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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처치수용도에서는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타당성

을 제시하는 경우(matched rationale)가 부합하지 않는 일반 인 타당성을 제시받은 경우

(standard rationale)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05). 이는 Bishop(1990)의 연구에서처럼 내담자

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타당성을 제시하는 경우(matched rationale)가 내담자의 신념

이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 인 타당성을 제시하는 경우(standard rationale)보다 처치

수용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타당성 제시여부와 치료 효과와의 계에 한 경험  연구 결과는 숙제

부여 과정에서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이 숙제에 한 정  기 를 갖도록 하여 숙제수행를 

높일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데 타당성 제시와 처치수용도의 계에 한 

연구 결과는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 보다는 타당성이 내담자의 신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가 하는 것이 요하고,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타당성이어야 숙제에 한 

정  기 를 갖도록 하여 숙제수행를 높일 것이라는 을 시사해 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타당성제시가 숙제순응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경험  

근거를 제시해주기는 하지만 직 으로 타당성 제시 여부와 숙제순응도와의 계를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 직 으로 타당성 제시여부와 숙제순응도와의 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강

혜 (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강혜 (2005)은 학생을 상으로 한 진로 워크  장면에

서 타당성제시 여부에 따라 숙제순응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시한 숙제는 

‘진로 차 조표 만들기’ 는데, 타당성을 제시받은 집단은 이러한 숙제를 내주는 목   

필요성, 숙제 수행의 효과를 설명 받은 집단이고, 타당성을 제시받지 않은 집단은 이러한 설

명 신 과제실시의 일반 인 유의 을 설명 받은 집단이었다. 실험결과, 타당성을 제시받은 

집단과 제시받지 않은 집단 간에 숙제순응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논의되었는데, 워크  과정에서 이미 숙

제수행 동기가 이미 높은 상태 기 때문에 천정효과로 인해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

을 것이라는 , 숙제 자체가 지닌 매력도가 수행동기  수행도를 높 을 것이라는 , 집

단 으로 타당성이 제시된 상황이라 타당성 제시에 집 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을 것이라는 

, 연구 상자가 지 으로 매우 우수한 집단이라는 이 타당성 제시의 효과를 약화시켰을 

수 있다는  등이 논의되었다. 

2) 숙제를 기록해주는 방법

숙제순응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논의되어 왔던  다른 숙제제시 방법은 숙제를 말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서 제시하는 방법이다. 숙제부여라는 상담기법을 효과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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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해서는 내담자들의 숙제수행을 진하는 략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담자들은 역

으로 숙제를 해오지 않는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살펴 으로써 이에 한 략을 생각하 다.

Rose(1973)는 행동  숙제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기억을 상기시킬 방법을 고안하

는 것이 요하다고 지 하 는데, 그는 내담자가 숙제를 정확히 할 가능성을 높이기 하

여 숙제가 있음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만든 큐 카드 제시 방법을 제안하 다. 

Jacobson과 Margolin(1979)은 결혼상담에서 부부들에게 숙제를 제시할 때 숙제를 명료하

게 제시해야 할 필요성에 해서 설명하 는데 ① 무엇을 해야하는지 ② 언제 ③ 어디서 ④ 

얼마나 ⑤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⑥ 다음 치료회기에 갖고 오도록 기억하게 할 

요소(reminder)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하 다. 이 여섯 번째 제안은 내담자들이 숙제를 잊

고 해오지 않을 가능성을 이기 한 방법의 요성을 언 한 것이다. 

Christopher와 Richard(1998)는 상담에서 숙제사용에 한 문헌을 정리하면서 내담자(환자)

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는 이유에 해 제시하고 있는데, ➀ 상담에 오는 이유가 변화를 원

하기보다 감정을 순화하고 공감 얻을 친구를 갖고 싶은 경우 ➁ 상담자가 어떤 마술  힘을 

발휘하여 변화를 일으켜주길 기 하는 마음이 많고 변화에 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경우 ➂ 자발 인 의사로 상담에 참여한 경우가 아니거나 반항 인 내담자의 경우 ➃ 내담

자가 숙제를 할 시간이나 에 지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 ➄ 숙제지시가 불분명하거나 충분히 

구체 이지 않은 경우 ➅ 내담자들이 숙제 해온 것에 해 무 심하거나 비일 된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➃번과 ➄번의 경우에 도움을 주기 해서는 숙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보다 분명하고 구체 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숙제 비수행의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가운데 ‘숙제지시가 불분명하거

나 구체 이지 않은 것’, ‘숙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요한 이유로 지 되었다

(Christopher & Richard, 1998; Jacobson & Margolin, 1979; Rose, 1973). 그 다면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하여는 숙제를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하고, 숙제가 있음을 기억하도록 돕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Rose(1973), Jacobson과 Margolin(1979) 등이 제안한 것처럼 숙

제를 기억할 수 있는 요소(reminder)를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의 구체 인 로, 숙제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활동지(work sheet)를 제시하는 것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임상  제안을 경험 으로 검증한 연구는 몇 개에 불과하다. Cox 등(1988)의 연구

와 Lancaster(1990)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자는 의료장면에서 그리고 후자는 모의상담 장

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Cox 등(1988)은 의료장면에서 환자들의 숙제수행을 증가시키기 

한 구체  숙제 지시 방법을 확인하고자 하 다. 그들은 성인 외래환자들에게 행동  숙제

를 부과함에 있어서 언어 으로 처방했을 때(verbal assignment)와 로 써서 처방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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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assignment)로 나 어 이러한 지시 방법이 환자의 숙제 회상과 수행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로 써서 처방한 것은 일종의 메모장을 제시한 것인데, 병원에서 사

용하는 문서양식에 숙제를 어  것이다. 연구결과, 로 쓴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숙제 회

상비율과 숙제수행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이 같은 결과에 하여 명확한 의사소통의 효과, 기억 효과, 숙제 요도 인식 등으

로 설명하 다. 즉, 숙제를 기록해 으로써 환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명확하게 알 수 있

도록 해주었고, 이후에 기록한 것을 보고 숙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것이 요한 숙제구나 하는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제수행을 높 다는 것이다. 

Lancaster(1990)는 Cox 등(1988)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상담장면에서의 문서양식(written 

reminder)제시 효과를 확인하 다. 그는 상담자 변인, 내담자 변인, 기술  변인으로 나 어 

이 가운데 기술  변인의 하나로 숙제부여방법(말로만 제시, 말과 문서양식을 함께 제시)의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말과 문서양식을 함께 제시받은 경우에 숙제수행 비율이 높았음을 보

고하 다. 

그런데 Lancaster(1990)연구에서 사용된 문서양식(written reminder)은 앞서 살펴본 Cox 

등(1988)이 사용한 로 써서 한 처방(written assignment)과 다른 이 있다. Cox 등(1988)

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숙제를 기록해  것이었고, Lancaster(1990)는 숙제 결과를 기

록할 수 있는 문서양식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의 연구에서 부여된 숙제는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획득하도록 돕기 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화 5개를 ‘언제, 어떤 이유로, 어

떻게 느 다, 이 게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는 내용으로 어오는 것이었다.

최근 강혜 (2005)은 학생을 상으로 한 진로워크  장면에서 문서양식 제시여부에 따

른 숙제순응도의 차이를 검증하 다. 이 연구에서 문서양식이란 진로 차 조표가 그려져 

있는 활동지(work sheet)를 가리킨다. 연구결과, 다음 주까지 해 와야 하는 숙제를 부여할 

때 이러한 문서양식을 제공받은 집단이 제공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숙제수행에 한 태도와 

실제 숙제 수행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 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숙제를 제시할 때 숙제의 내용을 어주는 것, 숙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록

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효과 임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볼 때, 문서양식의 제시는 숙제수행을 높이는 요인이며 구체 인 문서양식은 숙

제의 내용에 따라 조 씩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Cox 등(1988)에서처럼 행동 숙제(behavior 

homework)의 경우는 알림장 형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Lancaster(1990), 강혜 (2005)에서

처럼 기록 숙제(written homework)의 경우는 기록 문서양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이처럼 

문서양식 제시가 숙제수행을 높이는데 효과 이라는 경험  근거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에 한 결론을 내리기는 미흡한 상태이며 보다 많은 실증  자료들이 필요하다. 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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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휴 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매체

를 활용한 숙제부여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를 들어, 이메일이나 문자 보내기 등을 통한 

숙제주기  숙제확인 방법도 가능하며 이에 한 검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는 상담에서 숙제순응도와 련된 경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이러

한 선행 연구들이 지니는 몇 가지 방법론  문제들을 짚어보고, 향후 숙제순응도 연구에서 

고려해야할 사항  향후과제에 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Ⅲ.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와 향후과제

숙제순응도 련 연구들에 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숙제순응도의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얻는가 하는 

자료수집 방법에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숙제수행여부를 무엇에 근거하여 단하는가 하

는 단기 에 한 것이며, 끝으로 순응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측정방법에 한 것

이다(Kazantzis & Lampropoulos, 2002; Primakoff et al., 1986). 

첫째, 자료수집 방법에 한 논의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숙제순응

도와 련된 자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모의실험방법을 통하여 얻은 연구

( : Lancaster, 1990), 상담 비디오테이 를 분석한 연구( : Conoley, Padula, Payton, & 

Daniels, 1994), 그리고 실제 임상장면에서 내담자의 숙제수행 자료를 얻은 연구 등이다( : 

Cox et al., 1988; Worthington, 1986). 

모의상담방법으로 숙제수행 자료를 수집한 Lancaster(1990)는 수업시간에 들어가 학생들에

게 의사소통 기술에 한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와 련된 숙제를 내  뒤, 1주일 후 숙제수

행 비율을 조사하 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학기말에 보 스 수(5 )를 주

었다. 물론 이 수는 숙제수행자들에게만  것은 아니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 부여는 숙제수행에 향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 입장에

서는 연구 참여라는 것이 단순한 출석이 아니라 연구에서 제시되는 사항에 따르는 것을 포

함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듯 숙제순응도를 모의상담방법으로 연구할 때

는 연구참여자의 동기가 숙제순응도에 미칠 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실제 장면과 유사한 조

건에서 숙제를 부여하고 이에 한 순응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 비디오테이 를 분석하여 숙제순응도를 살펴본 Conoley, Padula, Payton,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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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s(1994)에서는 상담자의 지시에 한 내담자 수행을 언하는 변인들을 확인하 는데, 

7명의 평정자들이 보 되어 있던 상담회기 녹화 비디오테이 를 평정하 다. 이러한 방법은 

상담실제에서 나타난 순응도를 그 로 분석함으로써 외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 이 

있기는 하지만 연구자가 특정 변인에 심을 갖고 이를 통제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방법이 

사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실제 임상장면에서 내담자의 숙제순응도 자료를 얻은 연구들( : Cox et al., 1988; 

Worthington, 1986) 역시 앞서 살펴본 상담 비디오테이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연구의 

외 타당도는 높일 수 있으나 변인의 통제는 어렵다는 문제를 지닌다. 

이상의 자료수집 방법을 종합해보면, 실험연구를 하기 해서는 실제장면에서의 자료수집

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의상담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실제에 가까운 조

건을 만들어 제 3의 변인이 향 미칠 가능성을 극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혜 (2005)의 연구는 숙제순응도 자료를 얻음에 있어서 수업 시간에 자료 수집을 하기

는 하 으나 보다 실제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기 하여 2회의 진로 워크 을 진행하 고, 

워크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동기화시킴으로

써 수업시간이라는 상황이 참여자들의 숙제순응 동기에 미칠 향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

다는 에서 선행연구들의 자료수집 문제 을 보완한 연구하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

구는 한 학에서 수집된 자료라는  다른 제한 을 지닌다. 앞으로는 미리 계획된 차별화

된 처치를 실제 상담 장면에서 실시해보는 장실험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

를 해서는 무엇보다 상담자들의 극 인 조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숙제수행여부의 단기 에 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담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것이고( : Cox et al., 1988), 

다른 하나는 객 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 Lancaster, 1990). 내담자의 자기보고에 근거

하는 경우, 내담자에게 숙제를 했는가라고 질문하여 그의 답을 근거로 숙제수행여부를 

단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Primakoff et al., 1986). 

한편, 객 인 자료에 근거하여 숙제수행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이는 자기보고에 의한 자

료의 신뢰성 문제를 보완해 다는 에서 추천되는 방법이지만 숙제의 내용에 따라 어떤 

숙제는 객 인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를 들어, ‘자신의 어릴 때 

꿈 어오기’와 같은 기록 숙제(written homework)는 내담자가 기록해온 내용을 객 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루에 오락하는 시간 30분 이기’와 같은 행동 숙제(behavior 

homework)는 직  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객 인 자료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한, 

내담자가 숙제를 했는데 집에 두고 왔다고 응답한 경우,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할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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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숙제순응도를 연구할 때, 연구자는 미리 어떤 기

에 근거하여 숙제수행여부를 결정할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에 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숙제순응도 측정방법에 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숙제수행여부, 즉 숙제를 해 온 경우와 해오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측

정하는 것이다( : Cox et al., 1988). 이러한 방법은 숙제순응도를 비교할 때 일반 으로 사

용되어 왔던 방식이고, 순응도를 보다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해 다는 장 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순응도의 상을 보다 정 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 되면

서 수행의 정도를 여러 단계로 측정할 수 있는 기 이 제시되었다. 

Primakoff 등(1986)은 숙제수행의 정도에 수매기는 방법을 제안하 는데, 숙제를 평정할 

수 있는 기  1-6 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평정하는 것을 제안하 다(부록 1). 순응이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분법  의미보다는 완 히 순응한 것에서부터 

 순응하지 않은 것에 이르는 연속  의미를 지난다는 순응의 정의에서 볼 때(Daley & 

Zuckoff, 1999), Primakoff 등(1986)이 제안한 방법은 순응의 개념에 보다 근 한 측정방법이

라 볼 수 있다. 그러나 Primakoff 등(1986)이 제안한 평정기 도 엄격한 근거에 의해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며, 다분히 인지행동치료에서의 숙제순응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므로, 이를 보다 다양한 근의 다양한 숙제에 용하기 해서는 수

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기 에 숙제수행의 빈도, 숙제수행

에 들인 시간의 양등을 평정의 기 에 포함시킬 필요성에 해서도 언 하고 있다. 강혜

(2005)의 연구에서는 ‘진로 차 조표 만들기’ 숙제의 순응도를 평정하기 한 기 으로 숙제

의 양과 숙제수행에 들인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부록 2). 

Ⅳ. 맺는 말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은 상담과정과 상담성과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용

성이 있다는 에서 상담자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는 매우 제한 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나마 이루어진 연구의 부분은 인지행동치료 

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임상실제에서는 충  근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임상

가가 많으며(Jensen, Bergin, & Greaves, 1990; Norcross & Newman, 1992; Smith, 1982) 이

들은 내담자의 문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숙제를 부여하고 있다(강혜 ⋅김계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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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thal, 2001; Williams, 2002). 이는 상담에서 숙제주기가 좀 더 체계 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를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상담자의 느낌이나 순간의 즉흥 인 단에 의해서가 아니

라, 미리 계획되고 의도된 숙제를, 보다 효과 인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효과 인 숙제주기

가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상담에서 내담자들에게 숙제를 부여하면 

수행해오는 내담자도 있고, 수행해오지 않는 내담자도 있는데, 내담자들이 숙제를 수행하는 

것이 상담성과에 요한 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 이에 해서는 ‘숙제

순응도와 상담성과 연구’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숙제수행이 상담성과에 향 미치는 요인임

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은, 숙제수행에 련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기술 (치료과정)변인에 속하는 숙제부여방법이 숙제

수행 증가에 향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숙제순응도 연구가 상담에 주는 시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장면에서 내담자들의 숙제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숙제부여방법이 무엇인지 확인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문서양식을 제시하는 방법은 일 되게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타당성을 제시하는 방법에 해서는 불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내담자 특성, 숙제 주는 상황(개인  부여  집단  부여) 등을 고려한 

추후연구를 통해 타당성 제시방법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서양식 제시방법이 

숙제순응도의 증가를 가져오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기는 하지만 아직 어떤 요인에 의해 이러

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해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서양식의 특

성을 고려해보면, 문서양식은 ‘지시의 명료성’, ‘ 요성에 한 지각’, ‘주의집 ’, ‘기억의 

진’, ‘수행시간 약’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기능  어떤 것이 숙제순응도

를 높이는데 기여하는가 하는 것은 추후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에서 

숙제주기에 한 상담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숙제의 타당성을 

설명해주기 해서는 숙제의 유용성에 해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문서양식을 제시

하기 해서는 사 에 미리 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상담에서 활용되는 다양

한 숙제의 유용성을 내담자 문제  특성에 따라 살펴보고, 문서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는 

방법에 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제까지 이루어진 숙제순응도에 한 연구들은 부

분 인지행동치료 근에서 수행된 것이다. 그러나 숙제주기가 인지행동치료 이외의 근을 취

하는 많은 상담자역시 활용하는 기법이라면 숙제주기에 한 연구 한 다양한 상담 근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상담연구자  실천가들이 상담에서의 숙제주기

에 보다 많은 심을 갖고, 이에 한 체계 인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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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인관계 능력향상 프로그램」등이 있다.

* e-mail: jjkkle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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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  - 부여된 숙제를 하지 않은 경우

 2  - 부여된 숙제를 하려고 시도는 하 으나 능력 부족 는 정상을 참작할만한 상황 인 이

유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3  - 부여된 숙제와 다른 것을 하 으나 그것이 인지치료나 환자의 특정한 문제와 련된 경

우( : 자신이 신체 으로 매력 이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 친구나 애인이 이러한 생각

을 반박했던 경험이 있으면 어오라는 숙제를 부여받았다. 이 신 자기가 재 데이

트 인 두 명의 여성에게 자신의 매력에 해 물어보았다)

 4  - 부여받은 숙제의 일정 부분을 한 경우(25%, 50%, 75%)

 5  - 부여받은 숙제를 한 경우

 6  - 부여된 숙제 이상을 한 경우

<부록 2>
 1  -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고, 숙제에 들인 시간이 ‘ 없다’고 응답한 경우

 2  -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고, 숙제에 들인 시간이 ‘ 없다’고 응답했으나 정상을 참작할만

한 상황이 있었을 때  ) 부상이나 입원등 신체상의 이유

 3  -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숙제에 들인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4  - 숙제를 했지만 가져오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자신이 한 것을 질문지에 기록한 경우

 5  - 숙제를 제출하 고, 비교항목이 1∼3개인 경우 

 6  - 숙제를 제출하 고, 비교항목이 4∼6개인 경우 

 7  - 숙제를 제출하 고, 비교항목이 7∼9개인 경우 

 8  - 숙제를 제출하 고, 비교항목이 10∼12개인 경우 

 9  - 숙제를 제출하 고, 비교항목이 13∼15개인 경우 

10  - 제시된 숙제 이상의 것을 스스로 해 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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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rend and Task of Homework Compliance 

in Counseling

2)Kang, Hye-Young* ․ Lee, Jae-Kyu**

The use of homework assignment as a counseling technique is frequently observed in 

counseling practices because of advantages in counseling process and outcome. Homework 

compliance is a prerequisite for using homework effectively in counseling, thus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have had attention to it. But it is rare to find studies that investigate homework 

compliance in Korea, although homework compliance research have the important implications 

in counseling practice. The present study is conducted to survey researches on homework 

compliance and to stimulate future studies. This research has three questions. First, does the 

homework compliance affect counseling outcome? We arrive at the conclusion that homework 

compliance is very important factor to affect counseling outcome by a survey on ‘homework 

compliance and counseling outcome’ research. Second, what are relevant variables on 

homework compliance? Through a review on preceding studies, these are divided client 

variable, counselor variable, technical(therapeutic process) variable. Especially, methods of 

homework assignment among technical(therapeutic process) variable is very important factor 

to improve homework compliance. Lastly, on the basis of review, some methodological 

problem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also presented. 

Key words: Homework compliance, Counseling homework, Counsel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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