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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

무엇이 상담 효과를 산출하는가?:
상담의 효과성에 관한 경험적 증거의 함의
김동민†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여러 처치의 효과에 관한 Smith와 Glass(1977)의 메타분석 이래, 상담과 심리치
료는 매우 큰 효과를 갖는 처치로 인정받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첫째, 모든 상담 및 심리치료에 공
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인이 상담 및 심리치료의 효과를 산출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험
적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둘째, 공통요인이 상담 및 심리치료의 효과를 발생하
게 되는 경로를 설명하는 두 모델, 즉 국면모델 및 관계-기반 모델을 소개하였다. 셋째, ‘증거기반 실
무’와 ‘실무기반 증거’라는 현재의 실무 및 연구 흐름을 소개하고, 국내의 성과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논의의 결론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가 심리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성
격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상담사의 대인관계 역량을 체계적으로 발휘하는 활동이라는 관점을 제시하
였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의 심리서비스법안에서 제기되는 한 가지 쟁점 즉, 심리학 학위
소지자에게 면허 취득 자격을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안의 적절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메타분석, 심리서비스법안, 공통요인, 국면모델, 관계-기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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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서 론

심리서비스 법안에서 심리학 학위를 면허 취득
최근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의 필수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상담 및 심리치료

는 국가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한국상

에 관한 한 가지 확인되지 않은 관념에 기반을

담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술단체 소속 회원 간 논

두고 있다. 이 관념은 상담 및 심리치료란 심리학

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논란은 한국심리학회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해외의 심리사 제도를 참고하여 제안한 심리서비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그것과 상관없는 지식을

스 법안에서 촉발되었다. 이 법안은 국내 심리서

필수로 습득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정당

비스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검토하는 보

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심리사 되기 위해 기초 심

건복지부의 입법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마련한

리학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

것이다.

나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상담 및

이 법안에 따르면, 심리학을 전공으로 학위를

심리치료가 근본적으로 심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받는 것이 심리사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이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그런데 상담 및 심리

된다. 심리사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 자격을

치료가 이런 관념과는 다른 성격의 전문적 활동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 또는 석사와 박사

이라면, 적어도 ‘심리학 학위 중심’ 심리서비스

학위를 받은 자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

법안의 타당성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심리서

리 사회에는 교육학, 심리학, 아동학, 가족학, 상

비스 법안에서 가정되고 있는 이 관념의 타당성

담학 등 다양한 학문을 배경으로 다년간의 엄격

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임상훈련을 받고, 관련 학회에서 역량을 인정

이 글에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가 과연 효과가

받은 전문 인력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의료 및

있는지를 간략히 제시하고, 그 효과의 원인으로

비의료 장면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 건강’

귀인 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심리학회의 심

이 과정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가 어떤 성격의 전

리서비스 법안을 따른다면, 이와 같은 현실이 부

문적 활동인지를 드러내려 하였다. 상담 및 심리

정될 수 있다. 말하자면,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

치료의 효과를 설명하는 요인이 심리학적 지식을

치료 실무 영역에서 기존의 훈련된 인력이 배제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심리서비스

배제될 위험이 있다. 심리학 학위(즉, 심리학과 출

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심리학 학위 중심’의 타

신)를 심리사 면허 취득을 위한 배타적 요건으로

당성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면허는 어떤 활동을 할 수

Wampold와 Imel(2015)이 “맥락 모델”(공통요인

있는 과점적 권리를 의미한다. 상담 및 심리치료

모델)과 특정요인 모델의 관점을 대비시키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특정 학문

서 검토한 경험적 증거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영역의 학위 소지자에게만 부여된다면, 관련 학문

2013년에 출판된 Bergin & Garfield’s handbook of

영역에서 훈련받은 많은 수의 전문 인력이 우리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6판)의 몇몇 관

사회 구성원의 ‘마음 건강’ 증진에 기여할 기회를

련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를 또한 활용하

잃게 될 것이다. 심리서비스 법안을 둘러싼 논란

였다.

이 벌어진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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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처치는 통제

본 론

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치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치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대표

상담 및 심리치료의 효과성(efficacy)

적인 처치가 위약 처치이다. 위약은 특정한 활성
심리치료 연구에 있어서 1950년대부터 1970년

성분이 없는 처치이다. 이런 처치는 심리치료의

대 말까지는 매우 뜨거운 시기였다. 대서양을 사

효과를 검증하는 무선할당 임상실험(Randomized

이에 두고 상담 및 심리치료의 효과에 대한 정

Clinical Trial; RCT)에서 통제 목적으로 활용된다.

반대의 주장이 오갔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서

그래서 위약 처치는 진실한 처치에 해당하지 않는

양의 한 편에서는 역동치료 및 절충치료로 대표

다. 그러나 위약 처치도 일정한 정도의 치유 효과

되는 심리치료(즉, talk therapy)가 효과가 없다는

(즉, 대략 d=.50)를 갖는다(Lambert, 2013; Wampold

결론이 내려졌다 (Eysenck, 1952, 1966; Rachman,

& Imel, 2015).

1977).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졌다(Bergin, 1971; Bergin & Lambert,

상담 및 심리치료의 효과를 산출하는 요인

1978; Luborksy, 1954). 상담 및 심리치료의 효과

여부에 대한 이런 논란은 메타분석이 수행되면

진실한 처치에 해당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서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Wampold &

활성 성분은 무엇인가? 즉, 무엇이 d=.75∼.85의

Immel, 2015).

효과를 산출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

상담 및 심리치료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처치

이 있다. 첫 번째 입장은 특정한 처치기법의 적용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은 Smith와 Glass(1977)에 의

이 이런 효과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을 따

해 처음 시도되었다. 이후 상담 및 심리치료만을

르자면, 여러 처치 간 효과의 차이를 비교해 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도 여럿 시도되었다. 그 결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치기법이 상담

과 상담 및 심리치료의 효과크기는 d=.75∼.85로

및 심리치료의 효과 즉, d=.75∼.85를 산출하는지

추정되었다(Lambert, 2013; Wampold & Imel, 2015).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교의 결과는 심리

Cohen(1988)에 따르면,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 추정

치료의 활성 성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줄 뿐 아

치는 “큰(large) 효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담 및

니라 ‘왜’ 효과를 낳는지 알려 줄 것이다. 처치기

심리치료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큰 효과가 있

법은 심리적 문제의 발생과 유지, 그리고 그것에

는 처치라 할 수 있다.

서 추론된 치료의 기제에 대한 이론에서 논리적

이때 상담 및 심리치료는 심리학 원리를 기반

으로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치기법의

으로 하며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의 진실

효과는 그것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이론이 실재(현

한 처치(bona fide treatment)여야 한다(Wampold &

실 또는 진실)를 반영하는 정도에 비례할 것으로

Imel, 2015). 즉, 이런 처치는 심리적 문제의 발생,

예측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입장은 상담 및 심리

유지 및 치료 기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

치료가 심리학적 지식 및 그에서 도출된 처치기

설명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처치기법을 제

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이라는 관념과 일

안하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정신분

치한다. 두 번째 입장은 모든 처치에 존재하는 일

석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지이론, 인간중심이론과

련의 공통요인이 효과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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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따르면, 모든 진실한 처치는 그 효과에 있

성과는 증상뿐 아니라 기능(functioning)과 삶의 질

어서 모두 같을 것이다(즉, 처치접근법 간 변산은

에서의 변화를 포함한다(Comer & Kendall, 2013).

미미하거나 0일 것이다). 치료 효과를 산출하는
활성 성분이 모든 처치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

상담 및 심리치료 효과성 임상실험 결과에 대한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상담 또는 심리치료

메타분석

사례 간에는 효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즉, 처치접
근법 내 변산이 큼). 같은 처치접근법을 활용하는

처치를 비교한 여러 RCT 연구를 메타분석 한

처치 내에서도 공통요인을 활성화하는 상담사의

결과는 두 번째 입장, 즉 공통요인 설명을 지지

역량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Lambert, 2013). 처치
효과를 직접 비교한 RCT 연구만을 대상으로 수
행된 메타분석에서 처치 간 효과의 차이는 없거

무선할당 임상 실험의 방법적 특성

나 있어도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d=.0∼.20;
상담 및 심리치료 효과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Wampold et al., 1997). 장애 또는 문제별 처치 간

대한 두 입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되

효과 차이를 검토한 RCT 연구를 메타분석 한 연

는 전형적인 방법은 무선할당 임상실험이다(Comer

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개별 RCT

& Kendall, 2013). 이 방법은 연구 참여자를 무선

연구에서는 어느 한 처치(즉, CBT)의 효과가 다른

할당 하고, 독립변인을 조작한다는 점에서 전형적

처치의 효과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인 진실험 설계이다. 이때 연구 참여자는 동질적

하였다(Wampold & Imel, 2015). 그러나 처치에 대

인 문제를 가진 즉, DSM-5 진단명이 같은 환자

한 성과 측정도구의 민감성(예, CBT에 대한 BDI),

(내담자)이며, 독립변인은 처치가 된다. 순수한 독

그리고 연구자 및 상담사의 처치에 대한 충성심

립변인의 효과를 탐지해내기 위해(즉, 내적 타당

(allegiance)과 같은 요인을 통제하면, 그 차이는 사

도를 높이기 위해) 처치는 표준화되어 전달된다.

라졌다(예, Robinson, Berman, & Neimeyer, 1990). 이

처치를 표준화하는 노력은 처치 매뉴얼과 상담사

런 결과는 진실한 상담 및 심리치료 효과의 원천

(치료사) 훈련으로 대표된다. 처치 매뉴얼은 해당

이 모든 처치에 존재하는 공통요인일 것이라는

접근의 이론적 배경 및 처치기법, 상담 회기 중

입장을 지지한다1).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상담사는 해당 처치의 전문가로부터 이 매

1) 이런 결과는 메타분석을 통해 추론된 것인데, 많은

뉴얼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사례를 배정

연구자는 메타분석 방법 및 그에 기반을 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Cuijpers, Reijnders, 그리고 Huibers,
2019). 즉,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들이 낮은

받아 매뉴얼에 규정된 대로 처치를 하며, 감독을
받는다. 이후 상담사는 처치 매뉴얼 준수(adherence)
여부와 처치기법을 적절한 순간에 적절히 구사하
는 기술 역량 측면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받는
다. 이런 절차는 모두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극대
화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종속변인은 상담의
효과를 의미하는 상담 성과이다. 일반적으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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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Cuijpers, van
Straten, Bohlmeijer, Hollon, 그리고 Andersson(2010)은
방법론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효과의 크기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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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다고 특정 처치기법의 작용 가능성

는 세 가지를 공통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치의

Lambert(2013)는 공통요인으로 고립감의 감소, 긍

효과가 발생하는 경로가 여럿이라면, 각 처치기

정적 관계, 정서적 재경험, 교정적 정서 경험, 위

법이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효과를 산출할 가능

험 감수, 모델링, 현실검증, 훈습 등을 포함한 34

성이 있기 때문이다(Cuijpers, Reijnders, & Huibers,

개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Grencavage와 Norcross

2019; Kazdin, 2009). 예를 들면, 인지치료는 인

(1990)는 이론 문헌 50편에서 공통요인으로 언급

지를 변화시킴으로써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되는 27개의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대인관계치료는 대인관계의 질을 개선함으로

정화, 고립감의 감소, 치료자에 대한 동일시, 통

써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ohansson과

찰, 내적 경험 탐색, 위험 감수하기, 모델링 등

Høglend(2007)는 이와 관련한 61편의 연구를 검토

이 포함되어 있다. Grencavage와 Norcross는 여러

한 후, 아직 그런 가능성을 지지하는 신뢰할만한

공통요인 사이의 공통성을 나타내기 위해 공통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우울증에 대한 여러

요인을 내담자의 특성(characteristics), 상담자의

처치법에서 이론적으로 상정되고 있는 매개변인

속성(qualities), 변화의 과정 또는 원리, 처치구조

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 35편을 검토한 Lemmen,

(treatment structure), 그리고 치료관계(therapeutic

Müller, Arntz, 그리고 Huibers(2016)도 “변화에 대한

relationship)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

명확한 경험적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p. 104)고

하였다. 표 1은 각 측면을 반영하는 공통요인들을

결론지었다. 요약하면, 아직 상담 및 심리치료 효

제시한 것이다.

과의 원천이 공통요인이라는 입장을 배제할 명확

그러나 이런 분류를 통해 공통요인이 어떻게

한 경험적 증거는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Wampold

상담 성과를 산출하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 Imel, 2015).

이를 위해서는 공통요인과 상담 및 심리치료의
성과를 연결하는 개념적 모델이 필요하다.
공통요인을 상담 및 심리치료의 성과에 연결하

공통요인은 어떻게 상담 및 심리치료의 효과를

는 대표적인 개념모델로는 국면 모델(phase model;

산출하는가?

Howard et al., 1993)과 관계-기반 모델(relationship–

무엇이 공통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based model; Wampold & Budge, 2012; Wampold &

존재한다. 예를 들면, Karasu(1986)는 정서적인 경

Imel, 2015)이 있다. 국면 모델은 성공적인 상담

험하기(affective experiencing), 인지적 숙달(cognitive

및 심리치료에서 내담자는 사기회복(remoralization)-

mastery), 그리고 행동 조절(behavioral regulation)이라

치유(remediation)-재활(rehabilitation)이라는 세 국면

는 더 축소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즉, 진실한 처치
와 무처치 통제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방법론적 문
제를 고려하면 효과의 크기는 d=.74에서 .24로 축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진실한 처치(bona-fide treatment)
간 비교라면, 그 효과의 크기는 더 축소될 것이다.
메타분석과 관련한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더 자세
한 논의는 Wampold와 Imel(2015)의 pp. 152-156을 참
조하라.

의 경로를 거쳐 간다고 주장한다. 즉,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협력적 작업이라는 맥락 안에서
내담자는 긴장, 위협, 불안의 감소와 함께 신뢰,
안정 및 안전감의 증대를 먼저 경험한다. 이후 내
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이전과 다르게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두려움을 다른 각도
에서 보고, 위험을 감수하며, 훈습 하는 등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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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통요인 범주별 목록
내담자 특성
○ 긍정적

기대/

희망 또는 믿
음
○ 스트레스 상황
에 있음
○ 적극적으로 도
움을 요청함

상담자 속성
○ 일반적인

긍정

적 특성
○ 희망을 고취함/

변화의 과정

처치구조

치료관계

○ 정화/감정의 방출

○ 기법/의식 활용

○ 동맹/관계 형성

○ 새로운 행동 습득/

○ 내부에 초점을

○ 상 호 관 여

실천

둠/정서 문제를

기대를 높임

○ 설명의 제공

○ 따듯함/ 긍정적

○ 통찰/자각을

존중

탐색함
하도

○ 정서/대인 학습

○ 수용

○ 피드백/현실검증
사회

적 인정을 받음

○ 전이

○ 이론을 고수함
○ 치유 장면

록 조성함

○ 공감적 이해
○ 치유자로

(engagement)

○ 암시

○ 참여/상호작용
이 있음
○ 의사소통(음성

○ 성공 및 숙달 경험

적 그리고 비

○ 설득

음성적)

○ 위약효과

○ 치료와 참여자

○ 치료사와 동일시

역할에

○ 행동-강화 유관 관

설명

대한

리
○ 긴장 감소
○ 치료사를 모델링함
○ 둔감하게 함
○ 교육/정보제공
출처: Greencavage와 Norcross(1990), pp. 374-376

과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 그 결과 이전의 대처기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지지요인은 사기회복 국면

술을 활성화하거나 새로운 더 효과적인 대처기술

에 작동하는 공통요인의 범주이며, 학습요인은 치

을 습득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어떤 내담자는 만

유 국면에 작용하는 범주이다. 행위요인은 재활

성적이고 반복적인 문제, 예를 들면 직업적인 불

국면에 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범주

안정성이나 대인관계 어려움 및 성격 부적응을

에 포함되는 공통요인은 표 2와 같다.

해결하는 작업을 한다. 그 결과 문제가 되는 측면

관계-기반 모델은 상담 및 심리치료의 효과가

은 제거되고(unlearned), 새로운 방식의 행동이 습

세 경로를 통해 산출된다고 제안한다(Wampold &

득, 확립된다. 이에 따르면, 국면마다 주요 성과는

Budge, 2012; Wampold & Imel, 2016). 첫 번째는

다르다. 사기회복 국면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의 향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실제 관계(Gelso, 2014)를

상이 주요 성과이고, 치유 국면에서는 증상의 감

통해 외로움 또는 고립감의 감소, 소속감 생성,

소이며, 마지막으로 재활 국면에서는 삶의 기능

사회적 지지 지각 등과 같은 주관적 안녕의 향상

증진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Lambert(2013)는 34개

이 산출되는 경로이다. 실제 관계의 형성에는 상

의 공통요인을 지지요인, 학습요인, 그리고 행위

담사의 공감이 핵심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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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순서에 따른 공통요인 목록
지지요인

학습요인

행위요인

◯ 정화/긴장 방출

◯ 조언

◯ 두려움을 직면함

◯ 고립감 감소

◯ 정서적 재경험하기

◯ 인지적 숙달

◯ 구조/조직

◯ 문제 경험 수용하기(assimilation)

◯ 새로운 행동 실험 격려

◯ 긍정적 관계

◯ 인지적 학습

◯ 위험 감수하기

◯ 재안심(reassurance)

◯ 교정적 정서 경험

◯ 숙달 노력

◯ 안전한 환경

◯ 피드백

◯ 모델링

◯ 치료사와 동일시

◯ 통찰

◯ 연습/실천

◯ 치료동맹

◯ 설명(rationale)

◯ 현실검증

◯ 치료사/내담자 적극적 참여

◯ 내적 참조 틀 탐색

◯ 성공 경험

◯ 치료사 전문성 인정

◯ 자신의 유능성(effectiveness)에 대

◯ 훈습

◯ 치료사 따듯함, 존중, 공감, 수
용, 진실함

한 기대를 변화시킴

◯ 행동/정서 조절(regulation)

◯ 자기 지각을 재구조화함

◯ 신뢰/개방적 탐색
출처: Lambert(2013), p. 200

및 심리치료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담

이 된다고 믿음으로써 생겨나는 기대와 희망 경

자는 건강에 좋은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로이다. 국면 모델의 사기회복 경로라고도 할 수

래서 그 효과는 인지나 정서와 같은 특정한 측면

있다(Frank & Frank, 1991). 이 경로에서 핵심은 내

에서의 개선뿐 아니라 회피행동 감소, 대인관계

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설명(즉, 이

향상 등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의 개선도 함께 가

론)과 그에 따른 치료적 행위(즉, 처치기법)이다.

져온다. 그 결과, 내담자의 문제는 해결되고, 삶의

그 설명은 내담자에게 그럴듯한(plausible) 것이어

다른 영역에서의 기능도 향상된다. 물론, 상담사

야 한다. 그리고 치료적 행위는 그 설명과 모순되

가 제공하는 특정한 치료적 행위는 내담자의 특

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 경로에서 희망과 기대

정한 결함에 먼저 작용하고 이후 다른 영역에 변

는 내담자가 그 설명을 받아들이고, 처치에 적극

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Kazdin, 2009). 그러나 앞서

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언급했듯이, 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있다. 이 점에서 기대와 희망은 첫 번째 경로에서

(Johansson & Høglend, 2007).

발생하는 긍정적 정서와 다르다. 그 결과 내담자

공통요인이 상담 및 심리치료 성과로 이어지는

는 자신의 문제를 다르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경로에 대한 이 두 모델은 상담 및 심리치료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믿음 즉, 자기효능감을 갖게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과를 설명하는 공

된다. 세 번째는 내담자가 처치에 참여함으로써

통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게 되는 건강한 행위 경로이다. 즉, 상담사가

즉, 각 모델은 사기회복과 증상감소(즉, 호소문제

제공하는 치료적 행위(즉, 처치접근)가 무엇이든,

해결, 대처 효능감 향상), 삶의 질 향상(즉, 기능의

그에 대한 내담자의 참여는 곧 건강에 좋은 식품

향상)을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 65 -

상담학연구

핵심 성과로 본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Frank와

에서 성과를 평가한다. 이런 결과는 상담사가 내

Frank(1991)가 제안한 공통요인 즉, 관계, 처치 장

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그에 일

면, 개념적 설명과 의식(rituals)이 사기회복을 설명

치하는 처치를 제공할 때 효과가 산출될 것이라

한다고 본다. 또한 상담사가 제공하는 치료적 행

는 Frank와 Frank(1991)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런

위는 이전의 대처기술을 활성화하거나 새로운 대

관점에서 보면, 내담자를 대상으로 일반 치료요인

처기술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촉진하며, 그 결

을 탐색하는 노력(예를 들면, 김창대 외, 2009; 임

과 문제 해결 및 삶의 기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은미 외, 2020)에서 나아가서 상담의 성과를 무엇

본다. 이런 점에서 보면, 두 모델은 근본적으로

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른 치료요인을 탐색하는 노

동일하다.

력이 필요할 것이다. 상담자에게 실무적으로 더

공통요인 모델의 타당성은 비교성과 연구는 물
론이고, 상담사 효과 연구, 작업동맹과 성과 간의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관계 연구, 유사 위약(pseudo placebo)효과 연구,
그리고 특정요인(즉, 처치기법)과 성과 간의 관

상담 및 심리치료 실무 동향

계에서 이론적 매개변인의 효과 검증 연구 등을
통해 검증되어 오고 있다.2) 또한 국면모델을

심리치료 임상실험 연구 및 이를 통합한 메타

검증한 연구도 있다(예를 들면, Howard et al.,

분석에서 나타나는 동일 효과성(uniform efficacy) 결

1993; Joyce et al., 2002; Stulz & Lutz, 2007). 한편,

론은 ESTs(emprically supported treaments; Chambless

상담 효과에 관한 소수의 질적 연구에서도 공통

& Hollon, 1998) 운동에 변화를 가져왔다. ESTs 운

요인 모델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동은 경험적 증거에 기반해서 특정 장애에 효과

있다. McLeod(2013)는 Kuhnlein(1999)과 Valkonen,

가 있는 특정 처치를 목록으로 만드는 노력이었

Hannienen, 그리고 Lindfors(2011)이 수행한 질적 연

다. 이때 경험적 증거란 처치 매뉴얼을 가지고 처

구 결과를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상담받

치 간 효과를 비교한 RCT 결과를 의미했다. 이런

기 전 내담자의 문제 원인에 대한 이해와 필수적

점에서 ESTs 운동은 특정한 처치기법이 상담 및

인 처치 경험 유형에 대한 기대에 따라 상담의

심리치료 효과의 원천이라는 입장을 대변했다.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문제

2006년에는 ESTs 운동에서 정의한 좁은 의미의

가 아동기 때의 어려움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경험적 증거뿐 아니라 “심리학 및 관련 분야에서

내담자는 그때의 경험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는

수행된 임상적으로 적절한 기초 연구의 결과는

지를 성과로 평가한다. 반면, 대체로 긍정적인 정

물론이고, 개입 전략, 평가, 임상적 문제, 환자 집

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 스트레스 사건에

단과 관련하여 실험실 및 현장에서 수행된 과학

대한 대처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

적 연구의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증거기반 실

각한 내담자는 대처기술을 습득한 정도라는 관점

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APA Presidential Task
Force on Evidence-Based Practice, 2006, p. 271). 증거

2) Wampold와 Imel(2015)의 책 The great psychotherapy
debate는 이런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공통요인 모델
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기반 실무는 상담사의 임상적 전문성, 내담자의
특성과 사회 문화적 맥락, 최선의 연구 증거를 실
무에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런 취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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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CT에서 나타난 처치의 효과가 일반 실무 장

그러나 이런 요인을 모두 통제한 후 나타난 성과

면(routine care setting 또는 treatment as usual: TAU)

연구 결과가 상담 및 심리치료 실무에 줄 수 있

에서도 유지되는지를 검증하는 효과(effectiveness)

는 함의는 매우 한정적일 것이다. 여기에 현실적

연구, 정기적인 성과 모니터링 (routine outcome

인 문제도 추가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연구

monitoring; ROM) 연구, ROM 결과를 상담자에게

(즉, RCT)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금전적, 시간적

피드백하는 것의 효과성 검증 연구 등이 새롭게

비용이 발생한다. 더구나 이런 연구를 수행할 수

등장하였다(Castonguay et al., 2013). 이런 연구는

있을 만큼 많은 수의 참여자를 확보하기 어려우

현장의 일상적인 실무 장면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며, 이후 포함(inclusion) 조건에 맞는 참여자를 선

통해 산출되는 결과는 다시 임상 실무에 통합

별하고 나면 그 수는 더 적어진다. 이는 곧 통계

된다, 그래서 이런 연구의 결과는 실무-기반 증거

적 검증력 확보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practice-based evidence; Barkham & Margison, 2007)

이런 의미에서 “특정 문제에 특정 처치”라는 관

가 된다.

점에서 수행되는 처치의 효과성 연구는 국내 연
구가 따라야 할 모델이 되기 어렵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아직 “특정 문제에 특정 처

국내 상담 성과연구의 방향

치”라는 관점 채택을 주장하는 흐름이 존재하는
국내의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은 관리의료 체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도 처치의 효과 연구

제하의 미국과는 그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신의학과 의사가

관리의료(managed care) 체제 아래에서 상담 및 심

실시하는 인지행동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리치료 실무와 연구는 “특정 문제에 특정 처치”

적용되고, 그 밖의 다른 처치에는 적용되고 있지

라는 지배적 관점으로부터의 제한을 받는다. 이런

않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부분적인 이유로 인지

제한 아래에서 성과연구는 DSM-5 진단명으로 대

행동치료가 다른 처치에 비해 더 구조화되어 있

변되는 특정한 문제에 특정한 처치가 효과를 보

고 단기로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이는지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제한을

이다. 같은 이유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성을 보여

촉발하는 지배적 관점은 경험적으로 지지되지 않

주는 연구가 해외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

는다. 즉, 특정한 문제에 대한 여러 처치(즉, ESTs

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정책 결정자의 마음을

에 포함된 처치들)의 성과를 비교한 메타분석 결

움직였을 수 있다. 즉, 과학적으로 효과성이 검증

과는 처치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반복

된 유일한 처치가 인지행동치료라는 잘못된 견해

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논리적 문제도 있다.

를 갖게 했을 수 있다. 소극적이지만, 국내의 상

동일 진단 범주에 속해 있는 내담자라도 성과에

담 및 심리치료 연구자들은 처치 효과성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측면(예, 원인, 공존장애,

대한 메타분석 결과 및 관련 이슈를 사회 및 정

기질, 귀인 유형 등)에서 이질적이다. 따라서 결과

책 결정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오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가외 변인이 확인되

해와 편견에서 출발한 오류를 바로잡는 노력이

고, 통제되지 않으면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도에

우선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제한이 있게 된다. 물론, 이런 변인을 확

또한 상담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른 다양

인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처치접근도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정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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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는 점을 시범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이다. 물론 국내의 상담 실무현장에서 선호하는

노력은 소위 처치의 효과(effectiveness) 연구라 할

이론 및 기법이 개별 상담사 수준 또는 소수의

수 있다. 효과 연구는 효과성 연구와는 달리 현장

기관 수준(예, 정신분석연구소, 현실치료연구소

에서 실시되는 연구로 내적 타당도보다는 외적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처치의 핵심 측면

타당도 즉,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에 더

에 있어서 개별 상담사 또는 일군의 상담사 간

초점을 둔다. 국내에서는 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어느 정도의 일치가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 이 경

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시도가 많았다

우, 처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어떤 처치에 귀인

(예를 들면, 김계현, 이윤주, 왕은자, 2002; 김희연,

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효과성

이미연, 김인규, 2014; 노성덕, 김계현, 2004). 그러

연구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엄격한 표준화는 아니

나 개인 상담의 효과를 검증하는 시도는 드물었

더라도 최소한 처치의 이론적 기반과 그에 따른

다. 여기에는 개인 상담의 효과 검증을 시도할 수

기법이 정의되는 느슨한 의미의 표준화가 국내

있을 만큼의 금전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

상담실무 현장에 도입되는 것이 요구된다.

적인 문제도 있지만, 표준화된 처치의 결여, 무엇

다음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효과 연구를 통해

을 상담 성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결여, 그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상담 기

리고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관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의 효과 연구

위한 상담 기관 간 합의 결여 등의 현실적인 문

는 단순히 처치집단의 효과(즉, 종속변인의 점수

제가 있을 수 있다.

평균)가 통제집단의 그것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체적으로 처치의 효과 비교 연구를 위해 처

다른지를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효과가

치의 표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처치 매뉴얼

단순히 측정오차에 기인한 것 이상인지(reliable

은 처치를 표준화한 구체적인 산물이다. 매뉴얼은

change; Jacobson & Truax, 1991) 그리고 임상적으로

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기법을 명문화하여 규정

도 유의미한지(clinical significance; Kendall, 1999)를

한 것으로 상담 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따진다. 그리고 처치의 효과는 효과성 연구에서

것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처치 효과성을 비교

산출된 처치의 효과크기와 비교(즉, Bench-marking;

하기 위해서는 처치 매뉴얼에 따른 치료성분(즉,

Lueger & Barkham, 2010) 되며, 이 밖에 탈락률, 회

처치기법 )이 순수하게 전달되는 것 (즉, 준수;

복율, 악화율 등과 같은 성과 지표와도 비교된다

adherence)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효과 비교 연구에

(Castonguay et al., 2013). 더구나 이와 같은 유형의

서는 준수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연구는 효과성 연구의 단점인 시간, 노력, 금전

아니며, 높은 정도로 충족될 수 있는 것도 아니

등의 부담은 줄이면서, 어떤 처치가 실제 상담 현

다. 상담 실무현장에서는 임상실험에서처럼 비교

장에서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적 동질적인 내담자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물론이고, 처치 외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치를 전달하는

(상담자, 내담자 및 기관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별 상담사, 일군의 상담사, 또는 상담 기관, 일

정보를 또한 제공할 수 있다. 충분한 수의 내담자

군의 상담 기관 등 분석하고자 하는 단위가 어떤

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의 효과

처치를 제공하는지 명시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상담 기관 간 협

논리적으로 처치 간 효과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

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충분한 정도의 통계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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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련 분석을 수행하여

Scale(SRS)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 되었다(안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기

식, 심은정, 박승민, 2020). 이 척도는 4문항으로

때문이다. 한국상담학회와 같은 학술단체 또는 학

구성되어 있어서 실시가 간편하며, 각 측정 영역

생상담센터협의회 등과 같은 전국적 조직이 회원

에서의 진전 정도를 내담자와 논의 할 수 있게

기관 간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해 준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앞으로 이와 같

수집을 시도하는 노력을 해 볼 만할 것이다.

은 성과 측정도구를 번안⋅타당화 하거나 새롭게

마지막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의 성과를 측정할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에서 수집하는 성

결 론

과 데이터는 내담자의 주관적 안녕감, 증상, 삶의
질이라는 세 영역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서도 처치의 효과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상담 및 심리치

이 세 영역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료는 큰 효과가 있는(efficacious) 처치이고, 처치접

그런데 최근의 실무기반 증거와 관련한 움직임은

근법 간 유의한 효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내담자의 진척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실무 개

이런 결과는 상담 및 심리치료가 산출하는 효과

선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구체적으로 이런 움직임

의 원인을 공통요인으로 귀인 할 수 있게 해 준

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정기적인 ROM 연

다. 상담 및 심리치료의 국면 모델과 관계-기반

구, 그리고 ROM 결과를 상담자에게 피드백하는

모델은 성과와 관련한 공통요인의 역할에 대한

것의 효과 연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연구

개념적 이해를 보여 준다. 두 모델에 따르면, 공

의 방법론적 특징은 성과를 정기적으로(대체로 매

통요인은 내담자가 느끼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내

회기) 측정하여, 내담자의 진척을 모니터한다는

담자에게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킨다(주관적 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된 수의 문항으로 구

녕 향상 또는 사기회복). 또한 내담자에게 문제를

성된 성과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잦은 측정에 따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행

른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를 목적

위를 수행하게 한다(치유 또는 문제 해결). 마지막

으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측정도구

으로 내담자에게 건강한 행위를 하도록 한다(치유

로는 OQ-45(Lambert, Hansen, & Harmon, 2010),

및 삶의 기능 향상 또는 재활).

Behavioral Health Measure(BHM; Kopta & Lowry,

이와 같은 상담 및 심리치료의 효과는 궁극적

2002), Partners for Change Outcome Management

으로 공통요인을 활성화하는 상담사의 역량에 달

System(PCOMS; Miller et al., 2005), Clinical Outcomes

려있을 것이다(Baldwin & Imel, 2013; Kim, Bolt, &

in Routine Evaluation system(CORE; Barkham et al.,

Wampold, 2006; Wampold & Imel, 2015). 이때 상

2010) 등이 있다. 이 중 BHM이 한국어로 번안 및

담사 역량은 특정한 처치법의 기법을 능숙하게

타당화 되었다(송혜수, 김정기, 2016). 비교적 작

구사하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역량을 의미하지

은 수의 문항(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

않는다. 처치기법(특정요인)이 처치 효과의 원천

의 세 측면 모두를 측정하고 있어서 ROM 적용

이 아니고, 그것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 설정한

에 용이하다. 최근에는 PCOMS의 Outcome Rating

경로를 통해서 처치기법의 효과가 산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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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정한 처치법

내담자가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며, 치료적 행위

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상담사 역량은 성과와 관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즉, 높은 작업동맹 형성) 것

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mpold & Imel,

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치료적 행위에

2015). 이와는 달리 공통요인 모델에서는 내담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내담자는 자기효능감 또는 인

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지적 숙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다시 건강한 행

하며, 치료행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끼게 하

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

는 것과 같은 공통요인 측면의 상담사 역량이 상

에 따르면 특정한 처치는 공통요인이 활성화되고

담 성과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Baldwin,

치료적 작용이 일어나기 위한 배경이 된다. 그리

Wampold, 그리고 Imel(2007)은 이런 관점을 지지

고 앞서 논의한 메타분석 결과는 이 가능성을 대

하는 한 직접인 예를 보여 주었다. 이 분석에서

체로 지지한다.

상담사 간(between-therapist) 작업동맹의 차이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효과적인 상담사는

성과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지만, 상담사 내(within-

내담자에게 자신의 처치가 가정하고 있는 원인과

therapist)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 차이는 성과

치료 기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내담자가 수

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작업

용하도록 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맹과 성과 간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상관은 사

먼저 상담사는 여러 처치접근 중 이론 및 기법의

실 상담자 기여분에 기인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효과성을 믿고 있는 한 가지 접근에 대해서는 깊

나타낸다.

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학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희망, 작업동맹 형성과 같은 공통요인

그러나 하나의 처치접근에서 제시하는 설명만으

의 활성화는 빈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로 모든 유형의 내담자를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치료적 요인으로서의 공통요인은 특정한 처치

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상담이론을 학습해야 할

접근법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활성화된다. 특정한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명의 상담사가 수많은 상

처치접근법은 내담자 문제의 발생원인 및 치료

담이론을 학습하고 그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은

기제에 관한 설명, 그리고 그 설명에서 논리적으

불가능하다. 이런 접근보다는 다양한 내담자의 특

로 도출되는 기법(즉, 치료적 행위)을 포함한다.

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지식 범위 내의

이 처치접근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법을 사용

적절한 처치접근을 선택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하면 치료의 기제에 대한 설명이 제시하고 있는

현실적일 것이다. 상담의 다문화 접근은 전형적인

경로를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반대로

예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담사는 특정한 처

Frank와 Frank(1991)는 처치의 효과가 특정한 처치

치접근의 설명과 모순되지 않는 일련의 치료적

접근법의 이론적 설명을 내담자가 수용하고, 문제

행위(즉, 기법)를 습득하는 노력도 꾸준히 해야 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내담자가 믿을 때 발생한

다. 처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담자에

다고 주장한다. 이때, 문제 원인과 치료 기제에

게 갖게 하려면, 처치와 이론이 일관되어야 하기

대한 설명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때문이다.

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것이든 내담자에게

둘째, 상담자는 내담자가 특정 접근의 설명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처치 효과가 발생한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측면의 기술 역량

다는 것이다. 사회관계 모델에서는 이 경우에라야

을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대인관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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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기술이란 상담사의 공감, 수용, 진실성과 같

면, 현재 한국심리학회가 추진 중인 심리사 제도

은 촉진적 태도 및 이를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의

(안) 중 적어도 ‘심리학 학위’에 배타적 권리를 부

사소통 기술을 말한다. 이런 기술을 적절한 시점

여하는 안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경험적 증

에 적절한 강도로 표현하는 상담사의 역량은 상

거를 검토한 끝에 내려진 본 논문의 결론 즉, 공

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의미있는 관계 형성에도

통요인이 심리치료 및 상담 효과의 주 원천일 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보여 주는 많은 증

능성이 있다는 것과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거는 전문학술지 외에도 여러 이론과 실무 문헌

그래서 ‘증거기반-실무’라는 이상과 부합한다고

에 제시되어 있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

보기도 어렵다고 여겨진다.

을 정도이다. 대체로 상담 분야의 훈련 프로그램
은 특정한 처치접근을 매뉴얼을 활용하여 가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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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ing or psychotherapy not as scientific application
of experimental psychological knowledge,
but as systematic applications of counselor interpersonal skills

Dong Min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Since the first meta-analysis by Smith & Glass(1977) on outcome of various psychological treatment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have been known as remarkably efficacious and effective treatments. In this discussion, first,
based on evidence from meta-analyses and individual outcome studies, it was argued that common factors(e. g.,
explanation on symptoms and rituals consistent with the explanation) were responsible for outcom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Second, two models, namely the phase model and the relationship-based model, explaining
how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roduce it’s benefit were presented. In those models, counselor interpersonal
competence in mobilizing common factors is critical in outcom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hich is the
most critical point of this discussion. Third, a recent movement in research and practice, i. e., evidence- based
practice and practice-based evidence, was described briefly. Accordingly, suggestions for future outcome study in
Korea were proposed. Finally, an implication regarding newly proposed legal regulation on delivering psychological
services b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articularly granting license-application right exclusively to the
graduates of psychology department was presented.
Key words : meta-analysis, legal proposal on delivering psychological services, common factor, phase model, relationship-ba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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