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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퍼비전 작업동맹 척도(WAI-T)의 요인구조를 탐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퍼비전

을 받고 있는 상담 수련생 245명(남 26명, 여 219명)을 대상으로 수퍼비전 작업동맹 척도를 실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검토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인 모형, 2요인 

모형, 3요인 모형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새로운 요인추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긍정진술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요인 

2는 부정 진술문 문항(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요인에는 원래 목표, 과제, 정서적 유대로 분류되었

던 문항들이 골고루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수퍼비전 경험이 많은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정 진술문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2는 요인 1과 그 의미상 같은 구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체 WAI-T의 구인 타당도와 신뢰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WAI-T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수퍼비전 작업동맹, 요인구조,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Ⅰ. 서론

지 까지의 수퍼비  작업동맹에 한 연구들은 작업동맹이 수퍼비  과정(Ladany, Ellis와 

Friedlander, 1999)과 수퍼비 의 성과(Falender와 Shafranske, 2006)를 설명하는 요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수퍼비  작업동맹이란 이해, 돌 , 신뢰, 존 이라는 강한 정서  유 와 함께 

상호동의를 바탕으로 수퍼비  과업과 목표를 향한 력 인 계를 의미한다(Campbel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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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  작업동맹을 측정하기 해 국내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척도는 Working 

Alliance Inventory-Trainee Version(WAI-T: Bahrick, 1989)이다. WAI-T는 상담 작업동맹을 측

정하기 해 개발된 척도(WAI: Working Alliance Inventory : Horvath 와 Greenberg, 1989)를 

수퍼비 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여 수련생이 지각하는 수퍼비  작업동맹을 측정한다. WAI-T는 

WAI와 마찬가지로 목표, 유 , 과업이라는 작업동맹의 세 측면(Bordin, 1983)을 측정하는 것으

로 가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 가정의 타당성에 한 검토 결과가 체계 인 연구를 통해 

보고 된 바가 없기 때문에 WAI-T의 요인구조를 경험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두 가지 에서 WAI-T가 3 요인구조라기 보다는 단일 요인구조 는 2요인 구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먼 , 만약 WAI가 세 요인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용어만 수정

하여 사용하고 있는 WAI-T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여러 경험  

연구결과들은 WAI가 목표, 유 , 과업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체 으로 WAI의 과업-목표 요인 간 상 (r=.88; Horvath et al., 1989)이 지나치게 높으

며 이러한 경향은 실제 탐색  요인 분석에서도 나타났다(Andrusyna, Tang, DeRubeis와 

Luborsky, 2001; Reynolds, Hatcher와 Hansell, 1995). 즉, 목표와 과제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

성된 하나의 요인과 유 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다른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 

확인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내담자용 WAI의 요인구조를 탐색한 Tracey와 Kokotovic(1989)도 

1차  요인분석에서는 세 요인구조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추가 인 모델링을 통해 하나의 

상 요인과 그에 따른 세 요인이라는 구조를 확인하 을 뿐이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한 이해할만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못하 다. 이러한 결과에 하여 연구자들은 과연 WAI가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에서 보면 WAI-T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가

능성에 하여 본격 인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WAI-T를 활용

한 다른 맥락의 연구에서 보고된 세 요인 간의 상 은 WAI-T 역시 WAI와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 선, 2006; Ladany, et al., 

1999; Lehrman-Waterman와 Ladany, 2001). 를 들어, 손은정 등의 연구에서는 세요인 간 상

이 .87(목표-과제), .75(목표-유 ), .77(과제-유 )로 나타났으며 Lehrman-Waterman 등(2001)의 

연구에서는 .91(목표-과제), .76(목표-유 ), .78(과제-유 )로 보고하 다. 

그러나 이 같이 높은 요인 간 상 은 수퍼비  과정에 익숙해지기 에 수련생들의 작업동맹

에 한 지각을 측정한 결과일 수 있다. 즉 수련생들이 작업동맹의 세 측면을 변별하여 평가하는 

데는 수퍼바이 와의 계에 반복 으로 노출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일들에 해 반성해 볼 시

간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Ladany 등(1999)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가능성은 기

각된다. Ladany 등은 상담실습 첫 학기의 석사과정 학생부터 인턴과정 인 박사과정 학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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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련생 107명을 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 수퍼비  기(3회기∼5회기) WAI-T의 세 요인간 

상 이 최소 .74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목표와 과제 요인 간 상 은 .90이상으로 나타남

을 발견하 다. 그런데 이러한 상 의 크기는 11회∼16회의 수퍼비  세션이 진행된 후에도 변

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련생들이 수퍼바이 와의 계에 반복 으로 노출되는 시

간  여유를 가져도 목표, 과제, 유 라는 작업동맹의 세 측면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하

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WAI-T가 세 요인이라기보다는 단일 요인 는 2요인(동의, 

유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일 수 있다는 을 보다 강력히 시사한다.

한편, 한국어로 번안된 WAI-T가 애 의 가정 로 3요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증거도 존재한

다. 손은정 등(2006)은 수퍼비  작업동맹이 수퍼비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기에 앞서 

WAI-T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확인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그 요인 구조를 확인하 다. 그 결과 

모형의 타당성을 나타내어주는 모든 지표(TLI, CFI, RMSEA)에서 3요인 모형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 히 세요인 간 상 은 .7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단순히 요인 간 

상 계수의 크기로 요인구조를 단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손은정 등(2006)의 분석결과는 두 가지 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단일요인 

모델  2 요인 모델과의 합성 비교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손은정 등의 연구는 WAI-T의 

요인구조를 본격 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에 따라 3 요인 모델의 

성만을 검토하 을 뿐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3 요인 모델의 성을 기각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단일 요인이나 2 요인 모델이 더 간명하면서 동등한 정도의 성을 갖춘 모델일 가

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WAI의 요인구조에 한 분석결과나 요인들 간의 지나치게 높은 상 을 

고려해 보면 단일 요인 구조나 2 요인 구조가 더 한 모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WAI-T가 WAI 문항들을 수퍼비  상황에 맞도록 용어만 수정한 것이라는 사실  한국

과 미국의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하면 사실상 확인  요인분석 보다는 탐색  

요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작업동맹 구인으로 알려진 작업, 목표, 유 는 상

담에서 효과 인 치료에 필요한 동맹을 측정할 목 으로 고안된 구인이다. 그러나 수퍼비 은 

수련생의 상담활동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교육  특성이 강한 활동이다. 따라서 WAI-T를 활용

하기 해서는 먼  상담과정에서 요구되는 작업동맹과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작업동맹이 동일

한 의미를 지닌 구인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한 탐색  검토가 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한국의 상담 수련생과 미국의 상담 수련생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  상담자 교육의 행에 있어

서의 차이에 기인하여 수퍼비  제 측면에 한 기   이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잘 알려진 

바, 아시아권 문화에서의 수직  계 지향성은 수퍼비 에 한 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작업동맹을 평가하는 요인에 있어서의 차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국  WAI-T에 한 탐색  요인분석이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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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확인  요인분석과 탐색  요인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WAI-T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구체 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WAI-T가 이론 으로 가정되고 있는 목표, 과제, 정서  유 의 세 가지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먼  확인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검토하고

자 한다. 확인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3 요인 모형의 성이 검증될 수 있는지를 먼  검토해 

보고, 나아가 단일 요인 모델과 2요인 모델과의 합성 비교를 통해 가장 한 모델이 무엇인

지를 결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제기했던 손은정 등(2006)이 제시했던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둘째, 만약, 확인  요인분석 결과 그 어느 모형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탐색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어떤 요인이 추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상담과 수퍼비 의 목   그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새로운 요인이 추출될 가능

성이 있다고 기 된다. 여기서 새로운 요인이 추출된다면, 그 요인의 성격을 검토해 보기 해 

이론 으로 련이 있는 변인과의 상 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수퍼비  작업동맹

과 이론 으로 련이 있는 변인으로 상담자 활동 자기 효능감(이수 , 서 석, 김동민, 2007)을 

활용하고자 한다. 상담자 활동 자기 효능감 척도는 탐색기술, 활동기술, 통찰기술, 회기 리, 상

담난제 리의 5개 역에 걸친 효능감을 측정하므로 추출된 요인과의 상 을 통해 그 성격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는 장 이 있다.  

이 밖에 한 가지 추가 인 가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상담자 발달모델에서는 상담자 발달수

에 따라 수퍼비  계의 특성이 달라진다고 보았다(Stolenberg와 Rønnestad, 1992: 

Stoltenberg와 Delworth, 1987). 이는 체 표본에 한 요인추출 결과가 단일요인 모델 는 2요

인 모델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수련생의 상담경력에 따라 합한 요인 모델이 달

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상담경력이 많고 수퍼비  받은 경험이 많은 수련생의 경우에는 

수퍼바이 와의 계를 작업동맹의 세 측면을 변별하여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가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한 가지 난 이 있다. 즉 수퍼비  연구의 경우 

많은 사례를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정된 사례 내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1종 오류의 상승을 통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 표본에 

한 반복  분석을 수행하려 한다. 규모 표본을 구하기 어렵다는 실  어려움도 있지만 연

구문제의 특성상 이러한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분석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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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남, 울산,  지역에 있는 학 상담실 12곳, 청소년 상담실 3곳, 

개인 상담실 2곳에서 상담수련 이거나 문 상담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설문 당시 수퍼비

을 받고 있는 수퍼바이지를 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2006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

지 진행되었으며 총 287부가 배부되었고 그  245부(남자 26명, 여자 219명)가 회수되었다. 연

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개인 특성과 상담경험수 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남자 상담자(10%)에 비해 여자 상담자 비율(90%)이 높았고, 연령은 23세에서 54세까지 분포

하 다(M =31.9, SD = 6.22). 학력은 석사 졸업(61%), 석사과정(24%), 박사과정(13%)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자격증을 살펴보면, 상담심리사 2 (39.6%), 청소년 상담사 2 (22.9%) 자격증을 보

유한 상담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타 자격증으로는 임상심리 문가, 임상심리사 

1,2 , 기독교 상담  심리치료사 1 , 문상담교사 2  등이 있었다. 

상담경력을 살펴보면 1년-3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38.6%)을 차지했으며, 10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보고한 상담자는 2%로 나타났다. 실제 상담한 사례수를 살펴보면 11-50사례를 보고한 

상담자가 가장 많았으며(44.7%), 개인 수퍼비 을 1회-10회 받았다고 응답한 상담자가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했다(41.2%). 상담경력과 상담 사례 수에서 결측값이 많은 이유는 상담경력이 많

은 상담자들이 사례수와 수퍼비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수퍼비 과 련된 조사에서, 개인 수퍼비  횟수는 10회 미만이 51%로 반정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31-50회 미만이 두 번째로 높은 반응비율(17%)을 나타냈다. 개인 수퍼비

을 받은 평균 횟수는 20회 으며 최소 1번에서 최  120번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수련생들이 

1-5명의 수퍼바이 에게 수퍼비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명 이상의 수퍼바이 에게 수퍼

비 을 받은 수련생들도 1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비 을 받은 빈도를 살펴보면, 불규

칙 으로 개인 수퍼비 을 받는다는 응답이 28%, 일주일에 한번이 27%, 이주에 한번이 26%로 

많았으며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씩 간헐 으로 수퍼비 을 받는 수퍼바이지들은 19%로 

나타났다. 학상담실에서 인턴, 는 지던트 수련 이거나 개인 으로 수퍼비 을 받고 있는 

수련생 심으로 표집을 한 결과 상담수련을 막 시작했거나 경력 3년 이하의 수련생들이 주로 

표집되었다. 이는 발달수 으로 볼 때 보와 간 수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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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 및 경험수준 구  분 n (%)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

성별

(N=245)

남자 26 (10.6%)

여자 219 (89.4%)

나이

(N=243)

20대 114 (47%)

30대 96 (39.7%)

40대 27 (11%)

50대 5 (2%)

학력

(N=245)

석사과정 및 수료 59 (24.1%)

석사졸업 150 (61.2%)

박사과정 및 수료 32 (13.1%)

박사졸업 4 (1.6%)

수퍼바이지

상담경험

자격증 유무(중복응답)

(N=241)

상담심리사1급 11 (4.5%)

상담심리사2급 97 (39.6%)

청소년 상담사 1급 24 (9.8%)

청소년 상담사 2급 56 (22.9%)

기타 8 (3.3%)

없음 82 (33.5%)

개인 상담 경력

(N=238)

1년 미만 68 (28.6%)

1년-3년 미만 92 (38.6%)

3년-5년 미만 33 (13.9%)

5년-10년 미만 43 (18.1%)

10년 이상 2 (0.8%)

상담사례 수

(N=215)

1-10사례 65 (30.2%)

11-50사례 96 (44.7%)

51-100사례 30 (13.9%)

101-300사례 15 (7%)

301 사례 이상 9 (4.2%)

수퍼바이지 

수퍼비전 경험

개인 수퍼비전 경험(횟수)

(N=243) 

1-10회 100 (41.2%)

11-20회 49 (20.1%)

21-30회 37 (15.2%)

31-50회 45 (18.6%)

51회 이상 12 (4.9%)

수퍼바이저 수

(N=245)

1-2명 101 (41.2%)

3-5명 113 (46.1%)

6-10명 27 (11.1%)

11명 이상 4 (1.2%)

<표 1> 상담자의 개인  특성  상담경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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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전 빈도

(N=244)

일주일에 한번 66 (27%)

이주에 한번 64 (26.3%)

한 달에 한번 40 (16.4%)

두 달에 한번 7 (2.8%)

불규칙적으로 67 (27.5%)

2. 측정도구

1) 수퍼비  작업동맹 척도

이 척도는 Bahrick(1989)에 의해서 만들어진 척도로서 작업동맹-수퍼바이 용(WAI-S), 수퍼바

이지용(WAI-T)으로 나 어져있다. Horvath 등(1989)은 Bordin(1979)의 모델을 바탕으로 상담

계에서의 작업동맹 척도를 개발하 고 Bahrick(1989)이 상담 계에서의 작업동맹 척도를 수퍼

비  상황에 합하게 수정하 다. 수퍼바이  Form(WAI-S)과 수퍼바이지 Form(WAI-T) 모두 

목표, 과업, 유 라는 하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하  요인에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의 1에서 “항상 그 다”의 7 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이 높을수록 작업동맹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해 연구자들은 수퍼바이지용 작업동맹 척도인 WAI-T 문버 으로 세 차례의 

번안  번안 수정작업을 실시하 다. 이후 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  언어사용

자(미국 학에서 인류학을 공하고 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공한 1.5세 한국인)가 역번역

을 실시하 다. 역 번역된 검사지와 원문을 조하면서 문항의 의미를 최 한 왜곡시키지 않는 

범 에서 수정작업이 두 차례 시행되었다. 

2)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상담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수  외(2007)가 한국형으로 타당화

한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상담자 자기효능감을 3개의 하 요인, 

즉 조력기술 자기효능감(탐색기술, 통찰기술, 활동기술), 회기 리 자기효능감, 상담난제 자기효

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의 자기효능감은 각각 15문항, 15문항, 10문항으로 측정하며, 10  

리커르트 척도로 평정한다(0=  확신하지 않는다, 9=완 히 확신한다). 수가 높을수록 련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ASES 문항 체의 내  합치도는 .97, 탐색기술 .79, 통찰기술 .85, 

활동기술 .83, 회기 리 .94, 계 갈등 .92, 내담자 고통 .94로 나타났다(Lent, Hill와 Hoffman, 

2003). 본 연구에서의 문항 체 내  합치도는 .96, 탐색기술 .83, 통찰기술 .80, 활동기술 .79, 회

기 리 .94, 상담난제 .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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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WAI-T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해 부정진술 문항에 한 응답을 역채  한 후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신뢰도와 하  척도 간 상 을 분석하 다. 한 확인  요인분석에서

는 WAI-T 척도의 기본 가정인 3요인 모델(목표, 과업, 유 )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단일요인, 

2요인 모델의 모형 합도를 비교, 분석하 다. 

Ⅲ. 연구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이 분석에서는 먼 , 손은정 등(2006)이 검증하 던 목표, 과업, 유 의 3요인 모형이 합도 

측면에서 한 것으로 검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 다. 만일 합도 지수를 통해 

한 모형으로 검증된다면, 이 모형이 단일요인 모형  2요인 모형에 비해 더 나은 모형인지

를 검토하고자 하 다. 여기서 2요인 모형은 과제와 목표 문항을 하나의 요인으로 하고, 유  

문항을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하는 모형을 의미한다. 

검증결과, 먼  손은정 등(2006)이 검증하 던 목표, 과업, 유 의 3요인 모델이 본 연구의 표

본을 상으로 하 을 때는 모든 합도 지수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일요

인 모형  2요인 모형도 합도 지수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각 모형의 

합성 검증 결과를 나타낸다.

<표 2> 작업동맹 모형 검증(N=245)

𝛘² df
Q

(𝛘²/df)
TLI CFI

RMSEA 

(LO90-HO90)

1요인 모형 1927.117 594 3.244 .708 .724 .096(.091-.101)

2요인 모형 1772.554 593 2.989 .741 .756 .090(.085-.095)

3요인 모형 1771.346 591 2.997 .740 .756 .090(.086-.095)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WAI-T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그 어떤 모형도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새로운 요인추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 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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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인 1: (22문항) 1 2

26 수퍼바이저와 나는 서로 신뢰한다(유대). .79 .13

22 수퍼바이저와 나는 상호 합의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목표). .77 -.03

18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과업).

.77 -.06

30 수퍼바이저와 나는 수퍼비전 목표를 세우기 위해 협력한다(목표). .75 -.14

23 나는 수퍼바이저가 나를 이해(인정)한다고 느낀다(유대). .75 .18

6 수퍼바이저는 내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목표). .68 .03

24 내가 무엇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동의한다(과업). .67 .21

5 수퍼바이저와 나는 서로를 이해한다(유대). .67 .07

17 나는 수퍼바이저가 나의 안녕(복지)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믿는다(유대). .66 .16

32 내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의사소통이 잘 되어왔다(목표). .65 .23

19 수퍼바이저와 나는 서로를 존중한다(유대). .61 .24

28 수퍼바이저와의 관계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유대). .61 -.05

36 수퍼바이저가 찬성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 때조차도, 나는 수퍼바이저가 나에게 

마음을 쓸 것이라고 믿는다(유대). 

.61 -.03

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이었으며 각 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을 보다 명료하게 살펴보기 

하여 사각회 법(direct oblimin)을 사용하 고 요인 부하량은 패턴행렬계수로 제시하 다. 그 

결과, 고유치(eigenvalue) 1이상인 요인이 6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1의 스크리 도표와 설명

량을 고려한 결과 2요인이 한 것으로 단되었다. 이 때 두 요인은 체 변량의 약 45%(1요

인: 37%, 2요인 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두 요인에 한 각 문항의 부하량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1] 작업동맹 척도 스크리 도표

<표 3> 체 참여자(N=245) 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  문항의 요인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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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나는 나를 수퍼비전 해주는 수퍼바이저의 능력에 대해 확신한다(유대). .59 .28

8 나는 수퍼바이저가 나를 좋아한다고 믿는다(유대). .56 .16

35 나는 우리가 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옳다고 믿는다(과업). .55 .18

4 수퍼비전은 상담자로서 나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과업). .54 .05

25 수퍼비전 회기 결과로, 나는 상담기술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하는지 보다 분명히 

알게 되었다(목표). 

.52 .18

13 수퍼비전에서의 내 책임이 무엇인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과업). .52 .12

14 수퍼비전 회기의 목표들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목표).  .50 -.09

2 수퍼바이저와 나는 수퍼비전에서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해 동의한다(과업). .49 .06

29 나는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 함께 있을 때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유대). 

-.47 .32

번호 요인 2: (14문항) 1 2

15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관심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과업). 

.38 .75

33 수퍼바이저가 나에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목표) .15 .70

31 나는 수퍼비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다(과업). .12 .67

7 수퍼비전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과업). .10 .66

34 나는 수퍼비전의 결과로써 내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목표). .16 .65

10 수퍼비전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할 것에 대해 수퍼바이저와 나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목표). 

.16 .64

11 나는 수퍼비전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과업). .16 .60

27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수퍼바이저와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지

고 있다(목표). 

-.07 .58

12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에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다(목표). 

.29 .55

3 나는 수퍼비전 성과(수퍼비전 결과로 인한 상담자로서의 성장, 발달)에 대해 걱

정한다(목표). 

.01 .53

9 수퍼바이저와 내가 supervision 회기 목표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목표). -.14 .45

1 나는 수퍼바이저가 불편하다(유대). .24 .44

16 나는 수퍼바이저와 내가 수퍼비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상담자

가 되기 위해 내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과업).

.33 .41

20 나는 나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감정이 완전히 솔직한 것은 아니라고 느낀다(유대). .24 .40

N=245,  Kaiser-Meyer-Olkin index = .94 

추출된 두 요인에 높이 부하된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요인 1에 높이 부하된 문항들은 정 

진술문인 반면, 요인 2에 높이 부하된 문항들은 부정 진술문(역채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1)1) 

1) 정 진술문 문항 16번은 요인 2에 더 높이 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하량의 차이가 .1이하로 크지 않

았다. 한 역채  문항인 29번 문항은 요인 1에 높이 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이 원래의 의미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평정자의 이해를 방해하 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라고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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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인 1: (23 문항) 1 2

36 수퍼바이저가 찬성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 때조차도, 나는 수퍼바이저가 나에게 

마음을 쓸 것이라고 믿는다(유대). 

.78 -.12

26 수퍼바이저와 나는 서로 신뢰한다(유대). .78 .02

22 수퍼바이저와 나는 상호 합의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목표). .77 -.04

32 내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의사소통이 잘 되어왔다(목표). .77 .20

30 수퍼바이저와 나는 수퍼비전 목표를 세우기 위해 협력한다(목표). .75 -.13

6 수퍼바이저는 내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목표). .75 -.02

18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분명히 알

고 있다(과업). 

.75 -.11

23 나는 수퍼바이저가 나를 이해(인정)한다고 느낀다(유대). .75 .26

19 수퍼바이저와 나는 서로를 존중한다(유대). .72 .22

17 나는 수퍼바이저가 나의 안녕(복지)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믿는다(유대). .70 .20

5 수퍼바이저와 나는 서로를 이해한다(유대). .70 .27

24 내가 무엇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동의한다(과업). .69 .25

21 나는 나를 수퍼비전 해주는 수퍼바이저의 능력에 대해 확신한다(유대). .63 .30

28 수퍼바이저와의 관계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유대). .59 .05

8 나는 수퍼바이저가 나를 좋아한다고 믿는다(유대). .58 .17

35 나는 우리가 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옳다고 믿는다(과업). .55 .14

13 수퍼비전에서의 내 책임이 무엇인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과업). .53 .12

25 수퍼비전 회기 결과로, 나는 상담기술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하는지 보다 분명히 

알게 되었다(목표). 

.53 .28

원척도에서 목표, 과제, 그리고 유 로 각각 분류되었던 문항들이 두 요인 모두에 골고루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요인 1에는 유  문항 10개, 과업 문항 6개, 그리고 목표문항 6개로 

총 22문항이 높이 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에는 과업문항 5개, 목표문항 7개, 그리고 유

문항 2개로 총 14문항이 높이 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요인 간 상 은 r= .40으로 나타

났으며, 각 요인에 소속된 문항 합의 상 은 .62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수퍼비  경험이 많은 수련생들을 상으로 하 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를 검토하기 하여 개인 수퍼비  경험 횟수가 30회 이상(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  

기 )인 수련생(N=77)만을 추출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모든 수련생을 상으로 

하 을 때와 동일하게 2요인 구조( 정문항, 부정문항)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은 

체 변량의 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서 요인 2에 재되었던 16번 문항이 문가 

집단에서는 1요인에 더 높이 부하된 것으로 나타나 요인 1이 23문항, 요인 2가 13문항으로 조정

되었다. 두 요인 간 상  r= .35, 원 수 합의 상  r= .61로 나타났다. 표 4는 수퍼비  경험이 

많은 수련생을 상으로 했을 때 추출된 두 요인에 한 각 문항의 부하량을 제시한 것이다.

<표 4> 수퍼비  경험이 많은 참여자(N=77) 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  문항의 요인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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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나는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 함께 있을 때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유대). 

-.48 .39

14 수퍼비전 회기의 목표들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목표).  .48 -.19

4 수퍼비전은 상담자로서 나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과업). .47 .16

2 수퍼바이저와 나는 수퍼비전에서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해 동의한다(과업). .44 .04

16 나는 수퍼바이저와 내가 수퍼비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상담자가 

되기 위해 내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과업). 

.40 .38

번호 요인 2: (13 문항) 1 2

33 수퍼바이저가 나에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목표) .18 .80

15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관심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과업). 

-.04 .80

34 나는 수퍼비전의 결과로써 내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목표). .01 .78

12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에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목표).

.19 .69

7 수퍼비전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과업). .19 .68

11 나는 수퍼비전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과업). .17 .66

10 수퍼비전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할 것에 대해 수퍼바이저와 나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목표). 

.06 .66

31 나는 수퍼비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다(과업). .19 .58

27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수퍼바이저와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목표). 

.00 .58

3 나는 수퍼비전 성과(수퍼비전 결과로 인한 상담자로서의 성장, 발달)에 대해 걱

정한다(목표). 

.08 .57

9 수퍼바이저와 내가 supervision 회기 목표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목표). -.15 .51

1 나는 수퍼바이저가 불편하다(유대). .31 .50

20 나는 나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감정이 완전히 솔직한 것은 아니라고 느낀다(유대). .19 .37

N=245,  Kaiser-Meyer-Olkin index = .85

탐색  요인분석 결과, 각각 정 진술문과 부정 진술문으로 구성된 두 요인이 추출되었으므

로 두 요인의 성격을 추측해 보기 해 이론 으로 련이 있는 변인과의 상 을 통해 검토하

다. 이를 해 상담자 활동 자기 효능감 척도를 활용하 다. 자기효능감과 작업동맹과의 상 을 

살펴본 결과, 두 요인 모두 정 상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인 1이 요인 

2보다 상담자 활동 자기 효능감 척도의 하  척도와 상 이 더 높았고, 나아가 WAI-T 체 수

와의 상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요인 1과 요인 2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부정 진술문으로 구성된 요인2의 문항들  일부가 WAI-T의 구인 타당도를 해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는 상담자 활동 자기 효능감의 하  척도와 WAI-T 체 수  

요인 1과 요인 2의 상 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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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담자 활동 자기 효능감의 하  척도와 WAI-T 체 수  요인 1과 요인 2의 상

WAI-T 척도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탐색기술 통찰기술 활동기술 회기관리 상담난제 CASES전체

요인1 .41** .35** .26** .50** .43** .50**

요인2 .26** .15** .01 .26** .28** .28**

WAI-T전체 .38** .30** .17** .44** .41** .45**

** p < .01.

WAI-T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두 요인이 단순히 문항의 진술 방식을 반 하는 

요인구조에 불과하다면, 각 요인 내에 Bordin(1979)의 이론과 같이 목표, 과제, 유 의 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해 각 요인에 부하된 문항만으로 요인분석

을 다시 실시하 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축분해법이었고, 요인회 은 direct oblimin 방법이었

다. 먼  요인 1의 경우, 고유치 1이상이 되는 세 요인을 추출하여 각 요인에 높이 부하된 문항을 

검토하 다. 그러나 문항들이 목표, 과제, 유 의 세 요인을 구분할 만큼 일 되게 각 요인에 부

하된 것이 아니었다. 2 요인만을 추출하여도 일 된 문항 분포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스크리 

도표를 고려하 을 때 가장 큰 고유치를 보인 첫 번째 요인만을 추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

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요인 2의 경우에는 고유치 1이상이 되는 두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요인 1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항이 각각의 요인에 일 성 있게 분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스크리 도표를 고려하 을 때 가장 큰 고유치를 보인 첫 번째 요인만을 추출할 수밖

에 없었다. 결국, 정 진술 문항 요인이든 부정 진술 문항 요인이든 모두 단일 요인이 가장 

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WAI-T의 요인구조를 탐색해 보고자 하 다. WAI-T는 상담 작업동맹을 측정

하기 한 척도인 WAI를 수퍼비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WAI-T는 WAI와 마찬가

지로 과제, 목표, 유 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 다른 한편, WAI의 요

인구조에 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WAI-T가 단일요인이나 2요인구조를 갖고 있으며, 상

담과 수퍼비 의 목 과 기능 차이를 고려하면 WAI-T가 WAI와는 다른 속성의 요인구조를 갖

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해, 수퍼비 을 받고 있는 

상담 수련생 245명에게 수퍼바이 와의 계를 WAI-T에 평정토록하고, 그 자료를 요인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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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손은정 등(2006)이 보고한 바와 같이 3 요인모형이 가장 한 WAI-T의 요인구조일지 

아니면 보다 간명한 단일요인모형이나 동의와 정서  유 로 구성된 2요인모형이 더 한 모

형일지를 검토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어떤 모형도 수용할만한 

합도를 보여 주지 못하 다. 이러한 결과는 WAI-T가 일반 으로 기 되는 것과는 다른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WAI-T가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를 살펴보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 결과 WAI-T는 Bordin(1979, 1983)  Bahrick(1989)의 가정과 다르게 정진

술문항과 부정진술문항의 두 요인이 추출되었다.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두 요인은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채  방향이 반 라는 을 제외하면 두드러지는 의미상의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다. 두 요인 모두 WAI의 목표, 과제, 유 에 해당하는 문항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정진술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1에 높이 부하된 문항을 상으로 

다시 요인분석하면 목표, 과제, 유 의 3 요인 구조 는 목표 - 과제 동의, 그리고 유 의 2 요인 

구조가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분석을 다시 실시해 보아도 기 되는 2요인 는 3요인 

구조가 아니라 단일요인 구조가 가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정진술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2에 높이 부하된 문항을 상으로 요인분석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진술문항으로 구성된 요인과 부정진술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

은 상담 작업동맹 연구에서 반복 으로 발견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e. g., Claus와 Gillaspy, 

2000; Hartley와 Strupp, 1983; Hatcher와 Gillaspy, 2006; Krupnick et al., 1996). 수퍼비  작업

동맹 질문지가 본질 으로 상담 작업동맹 질문지를 기반으로 수퍼비 에 하도록 용어만 수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퍼비  경험이 

많은 수련생만을 상으로 WAI-T 문항을 요인분석 하여도 동일한 성격의 두 요인이 추출된다

는 이다. 수련 기의 수련생이 수퍼바이 와의 계를 목표, 과제, 유 라는 세 요인을 구분

하여 단할 것으로 기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수퍼비 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수련생은 수

퍼바이 와의 계를 구분하여 지각할 능력이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

퍼비  경험이 많은 상담 수련생들만을 상으로 분석했을 때도 동일한 성격의 두 요인이 추출

되었다는 것은 국내의 상담 수련생들이 수퍼바이 와의 계에 한 지각을 과업, 목표, 그리고 

유 라는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단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다. 는 수련생들이 세 요인을 구

분하여 수퍼비  계를 지각하지만 세 요인이 히 련되어 있어서 실질 으로는 구분되어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어느 쪽이 되었건 WAI-T에 한 요인분석 결과는 WAI와 마

찬가지로 문항의 진술방향을 반 하는 요인이 1차 으로 나타나며, 이 요인 내에 이론 으로 기

되는 세 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요인이 공유하는 변량은 약 38.4%(r=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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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추출된 두 요인의 성격에 한 추가 인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를 

통해 탐색된 한 가지 사항은 요인 1이 요인 2나 WAI-T 체 보다 상담자로서의 효능감을 나타내

는 여러 척도들과 더 높은 상 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상담자 자기 효능감은 수퍼비 을 

통해 개발되는 수련생 특성  하나로(Goodyear와 Bernard, 1998) 수퍼비  작업동맹

(supervisory working alliance)은 상담자 자기효능감을 언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Efstation, Patton, Kardash, 1990). 이 같은 선행 연구결과는 수퍼바이 와의 계가 좋으면 

이에 비례하여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자기 효능

감 척도와의 높은 상 은 수퍼비  작업동맹 척도의 높은 타당도 수 을 의미할 수 있다. 특히 

요인 1이 요인 2 보다 그리고 WAI-T 체 보다 상담자 자기 효능감 척도와 더 높은 상 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요인 2가 WAI-T 체의 타당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 요인 1의 신뢰도가 ⍺=.932인데 요인 2의 14 문항을 포함해도 ⍺=.944로 신뢰도가 크게 증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요인 2문항들이 WAI-T 체 척도의 신뢰도 증가에 뚜렷한 기여를 못

하고 있음을 보여 다. Cronbach's ⍺가 문항들의 동질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할 수 있다

는 을 고려한다면, 요인 2에는 수퍼비  작업동맹을 측정하는 부분의 문항들과 높은 동질성

을 이루지 못하는 몇몇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항들을 

제거한다면, WAI-T는 결국 단일 요인구조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Barnette(2000)에 

따르면, 단일 차원을 측정하는 한 척도 내에 부정 문항과 정 문항을 함께 배치했을 때 부정 

진술 문항은 척도의 신뢰도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 같은 Barnette의 견해

를 지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WAI-T 체 36문항을 사용하기 보다는 요인 1에 포함된 문항만을 

사용하거나 요인 2의 문항  동질성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한 WAI-T가 개념 으로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수퍼바이 와의 계에서

는 이런 세 측면이 구분되어 평가되지 않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특성이 국내의 상담 

수련생들에게만 나타나는 상인지 아니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문화권에서도 공통 으로 나타

나는 상인지에 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련하여, 작업동맹과 수퍼비  만족도 간의 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상담 수련생 

간 차이를 탐색한 연구결과는 주목할 만한 시사 을 제공한다(Son, Ellis와 Yoo, 2007). 이 연구

에서 WAI-T 세 요인  수퍼비  만족도 척도에 한 평정에서 미국 수련생들의 경우 한국 수

련생에 비해 표 편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미국의 상담 수련생들은 한국 수련생

들에 비해 수퍼비  작업동맹의 세 요인 간 상 이 더 높았다. 한 각 요인과 수퍼비  만족도

의 상 도 미국 수련생의 경우가 더 높았다. 이에 한 원인을 연구자들이 체계 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분 으로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고 미국의 수련생들이 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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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많았다는데 원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미국 수련생들은 

부분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반면, 한국 수련생들은 부분 석사과정 학생이었다. 그리고 연령

이나 총 상담 경험은 한국 수련생들이 더 많았지만, 수퍼비 을 받으면서 상담을 진행한 경험은 

미국 수련생들이 더 많았으며 자료 수집 당시 주당 수퍼비  회수도 미국의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을 감안하면 문화가 달라도 그리고 수퍼비 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많더라도 과제, 목

표, 정서  유 라는 세 측면이 구분되어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앞으

로 이에 한 추가 인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WAI-T를 활용하는데 있어 신 해야 하며 안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활용한 WAI-T의 한국어 번역이 손은정 등

(2006)의 번역과 부분 으로 다른 이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표본도 달라 분석결과의 차이를 

낳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9번 문항은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되었으며, 

분석결과도 이러한 을 드러내었다. 한 손은정 등이 각 요인에 한 문항의 부하량 등과 같은 

기본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아 같은 표본을 상으로 재분석하지 못하고 새로운 표본에 한 분

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WAI-T를 활용한 연구는 이러한 을 염두에 두고 그 요인구조

를 확인하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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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of WAI-T(Working Alliance Inventory-Trainee) 

Factor Structure

Lee, SuHyun*2)

Kim, Dong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 structure of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Inventory-Trainee(WAI-T). WAI-T was administered to 245 trainees who were currently 

engaged in clinical supervision. Then,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the best model among the three models(one factor model, two factor model, three factor model). 

However, none of these models showed acceptable values on the fitness indice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other factor structure,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In this 

analysis, two factors were extracted. Regardless of the original item classifications, the items 

loaded on Factor 1 were all positively stated. All the negatively stated items were loaded on 

Factor 2. Factor 1 showed higher correlations with the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ub-scales 

than both Factor 2 and full WAI-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ed that at least some 

of the Factor 2 items were problematic, in that they were interfering with construct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Overall, this study suggests that at least Korean trainee may not judges 

supervisory relationship on the basis of goal, task, and emotional bond as suggested by 

Bordin(1983). 

Key words: Supervision working alliance. Factor structur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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