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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정에서의 회기평가 사용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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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회기평가를 통해 상담효과가 2배 증가하며 중도탈락률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상담자들이 상담회기평가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상
담이 끝난 후 회기평가척도를 활용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회기평가척도 사용 시 상담자들의 내적인 경
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명 이상의 내담자를 총 10회기 이상 지속적으로 회기평가를 사용해
상담을 진행한 5명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회기평가를 사용해
상담을 진행할 때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다양한 감정반응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
터뷰에 참가한 상담자들 모두가 회기평가에 대해 내담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이 바로 상담자-내담자
가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상담자들은 회기평가과정을 통해 내담자와의 치료적
동맹이 증진되고 차별화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회기평가 문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어떻게 내담자
와 건설적으로 피드백을 공유하느냐가 회기평가의 핵심이라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함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회기평가, 상담과정, 상담성과, 상담관계, 피드백, 현상기술학,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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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Evaluation Questionnaire)이다 . SEQ는 Stiles과
Snow(1984)가 개발하고 국내에서는 이상희와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서로 끊임

김계현(1993)이 번안 및 교차타당화한 상담회

없이 상호작용한다. 많은 경우 상담을 통해 내

기평가 질문지이다. SEQ는 상담과정에서 상담

담자의 호소문제가 해결이 되고 증상이 완화

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에 대해 내담자가 어

되는 반면, 때로는 내담자의 증상이 악화되기

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총 4가지 하위요인

도 하고 치료가 되지 않았으나 상담을 그만두

으로 측정하고 있다. SEQ는 상담시간 평가부

기도 한다. 이에 대해 많은 심리상담 연구자들

분에서 깊이와 순조로움을 측정하는 하위요인

은 무엇이 내담자의 증상을 감소시키는가에

과 상담직후 정서부분에서 긍정적 정서와 각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중에서도

성도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동맹관계가 상담

깊이 요인은 상담회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효과를 가져오는 핵심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상담시간

(Baldwin et al., 2009). 그럼, 상담자와 내담자의

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가치 있었는지, 그

치료적 동맹관계는 어떻게 수립되는가? 많은

리고 특별했는지를 묻고 있다. 순조로움 요인

연구자들(김성은, 김동민, 2014; Bordin, 1979;

은 상담회기의 편안함, 안정감, 또는 내담자의

Kivlighan, 2007)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고통 수준을 반영하는 사회 정서적 차원을 평

동맹 관계가 상담자와 내담자 상호간의 피드

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상담시간이 얼

백을 통해 상담 과정에 목표와 과제에 대한

마나 편안했는지, 즐거웠는지, 매끄러웠는지를

합의를 이뤄 유대감이 수립될 때 가능하다고

측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담회기 직후의 정

하였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방금 마친 상담회

서부분을 측정하는 긍정적 정서는 확신과 명

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은 상담자

확한 느낌 뿐 아니라 두려움이나 노여움이 없

와 내담자가 상호 동의하에 상담목표와 과제

는 기쁜 느낌을 측정하고 있으며, 각성도는 조

를 합의하게 도와주며 유대감을 높인다(Eisen,

용하고 침잠된 느낌과는 대조적으로 활동적이

Leff, & Schaefer, 1999). 전화상담 장면에서 2년

고 흥분된 느낌을 측정하고 있다. 긍정적 정서

동안 6,426명의 내담자와 75명의 상담자를 대

의 문항은 슬프다-기쁘다, 속상하다-만족하다

상으로 규칙적인 상담회기평가와 상담효과와

등이며, 각성도는 잔잔하다-흥분된다, 고요하다

의 관계를 살펴본 Miller와 동료들(2006)의 연구

-뛴다 등이다.

에 따르면 상담과정에 대한 내담자의 규칙적

이상희와 김계현(1993)은 상담자나 내담자의

인 회기평가는 상담자와의 작업동맹을 촉진하

특성 차이가 아닌 회기간의 차이로 인해 SEQ

고 나아가 상담성과를 높인다는 것을 경험적

평정이 영향을 받으며, 상담자는 깊이 있는 상

으로 보여주었다.

담 후에 각성이 되는 반면, 내담자는 순조롭지

상담회기평가 연구들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

못하고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상담 후에 각성

되고 있는 척도는 회기평가척도(SEQ: Session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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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각성도는 다른 의미로

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ORS는 기존의 리

전달된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상담자의 긍정

커트 형식이 아닌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visual

적 정서가 내담자의 회기평정을 가장 잘 예측

analogue scale)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시각적으

한다고 보고하였다. 왕은자 등(2018)에 따르면

로 구현된 10cm의 수평선 위에 자유롭게 응답

SEQ는 개인상담 성과 측정도구로 가장 많이

하도록 되어 있다. ORS와 같은 방식으로 아날

사용된 척도로 문항일치 신뢰도는 .78에서 .90

로그 척도로 구성된 회기평가척도(SRS)는 상담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

회기가 끝난 후 상담에 대해 평가하는 도구이

타당도를 증명하였으며, 수많은 연구들(예: 최

다. ORS는 매 회기 상담 직후에 내담자가 평

한나 등, 2018)에서 작업동맹척도(WAI: Working

정하게 되어 있으며, 총 4개의 문항(상담관계,

Alliance Inventory) 등의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상담목표와 주제, 상담방법, 전반적 만족도)으

통해 공인타당도 역시 보고하고 있다.

로 구성되어 있다. ORS는 기존의 작업동맹을

이렇듯 SEQ가 상담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사

측정하는 척도인 HAQ-II(The Helping Alliance

용이 되고 있으나 상담 실무에서는 상담회기

Questionnaire II, Luborsky et al., 1996)와는 .48의

가 끝날 때마다 24문항으로 구성된 SEQ를 측

상관관계를 보여 동시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보고되었다(안성식

내적합치도는 .88,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4로

등, 2020). 즉, 연구에서는 SEQ가 신뢰도와 타

보고되었다(Miller et al., 2003).

당도가 보장되어 유용할 수 있으나, 상담 실무

국내에서는 이화실과 이혜은(2016)이 성과평

에서는 이 질문지에 답변하기 위해 내담자의

가척도(ORS)와 회기평가척도(SRS)를 활용하여

귀중한 상담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나아가 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사례연구를 통해

담자가 SEQ 점수의 결과를 바로 해석하여 상

이화실과 이혜은(2016)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

담회기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

들에게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받지

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상담 실제 현장에

않은 경우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

서 사용될 수 있는 간략한 상담회기평가 척도

은 상담성과평가지(ORS)와 상담회기평가지(SRS)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Miller와 Duncan

를 사용하는 상담자들에 따라 사용 시간에 대

(2004)는 성과평가척도(ORS: Outcome Rating Scale)

한 차이가 있었고, ORS와 SRS 모두 단축형임

와 회기평가척도(SRS: Session Rating Scale)를

에도 불구하고 4개의 문항들 간의 중복되는

사용한 규칙적인 상담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이화실

(PCOMS: Partners for Change Outcome Management

과 이혜은(2016)은 이러한 상담성과평가지와

System)을 제안하였다.

상담회기평가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상담과정

성과평가척도(ORS)의 경우, 상담회기가 시작

에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지 문

하기 전 내담자에게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항에 대하여 더욱 더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

지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 4개의 문항(개인

안하였다.

적인 영역, 대인관계 영역, 사회적 영역, 전반

이와 관련하여 Hong(2020)은 12명의 국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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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들을 대상으로 ORS와 SRS를 사용한 상담

관계에 도움이 되었고 나아가 상담에서 중요

모니터링 시스템인 PCOMS(Partners for Change

한(critical)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

Outcome Management System; Miller et al., 2005)

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Hong(2020)은 PCOMS

의 활용 경험에 대한 주제(themes)를 중심으로

활용의 장애요인 역시 함께 보고하였다. 예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2명의 상담자 중 10명

들어, 항상 SRS를 만점을 주는 내담자를 보고

만이 PCOMS를 활용하였다. 12명의 상담자 중

하며 이런 내담자의 경우 SRS의 활용 의미가

2명의 상담자는 ORS와 SRS가 상담과정에서 긴

없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남

장감을 가져다주며, 같은 척도를 회기마다 반

의 눈치를 보는)이 있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복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내담자와의 상담시간

SRS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진실된 피드백

을 제한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그들은 ORS가

을 받기가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이

상담에서의 회기 내용을 결정하게 하며, SRS는

러한 진실 되지 못한 피드백은 한국의 권위적,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비판적으로 보게 한다는

경쟁적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유로 PCOMS 활용을 하지 않았다. PCOMS를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담자J는 회기종료

활용한 10명의 상담자 역시 ORS와 SRS의 활용

후 지난 회기에 대해 내담자에게 ‘이번 회기가

에 있어 매뉴얼과 다르게 자신의 상담사례에

어떠했냐?’고 개방형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직

맞춰 수정해 사용한 것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

접 척도를 사용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어, PCOMS는 모든 회기에 반복적으로 활용하

하였다.

여 상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나 몇몇

이화실과 이혜은(2016)의 사례연구와 Hong

의 상담자는 제한된 상담시간으로 인해 ORS와

(2020)의 주제탐색연구 외에 현재까지 국내에

SRS를 모든 회기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반복적

서 상담회기평가척도(SEQ)를 사용한 연구들은

으로 회기 전후에 줄자(ruler)를 활용하여 사용

대부분 상담회기평가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

해야 하는 ORS와 SRS의 사용을 불편해하였다.

여 연구 되어 왔다. 그러나 상담회기평가는 상

이런 연유로 ORS와 SRS를 사용한 10명의 상담

담과정에 대한 평가일 뿐 증상완화, 재발율,

자 중 5명의 상담자만이 향후 진행하는 상담

중도탈락률과 같은 상담성과를 측정하는 총괄

에 있어 PCOMS를 계속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평가는 아니다. 상담의 과정에는 일반화되고

보고하였다. Hong(2020)은 PCOMS 사용의 이점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요소들이

으로 자료수집의 가속화, 상담구조화 제공, 상

있다. 이는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담과정(내담자 통찰) 촉진, 상담자-내담자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담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촉진 등을 언급하였다. 특히 한 상담자는 내담

사적인 부분들을 상담자 내담자 두 사람의 상

자 중 한명이 SRS 척도 중 상담접근방법의 만

호작용을 통해서 다루는 과정이다. 상담이 내

족도를 0.3cm(매우 만족하지 않음)로 표시하며

담자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최적화되려면, 객관

솔직하게 반응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적이고 보편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내담자와

이러한 내담자의 솔직한 반응이 그들의 상담

상담자만의 고유한 독특하고 차별화되고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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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나 상호작용, 공감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

연구대상이 된다. 현상기술학은 개인이 현상에

하다. 즉 내담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상담

대해 개념화하는 방식에서의 차이점에 대해

관계나 상담의 과정들은 상담성과에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한정된 범주로 분류하는 것을

주는 주요 요인들이다.

목적으로 한다. 즉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현

특정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주관적인 경

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험도 상담과정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측정되

이 목적이며, 경험방식의 개인차에 관심을 두

기 어려운 수많은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낼

고 이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동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상담에 대한 내담자와

일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통한 해석은

상담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탐색하는 것은 상

현상 안에서의 다양성과 차이를 더욱 명료하

담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게 인식할 수 있게 돕는다. 이런 인식은 다시

내담자의 회기평가가 상담자 개인에게 어떤

현상을 더욱 다양하게 해석하고 경험하는데

식으로 경험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영향을 준다.

이유로 의의가 있다. 즉 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또한 현상기술학은 개인의 현상을 경험하는

주는 회기평가가 개별상담자에게 어떤 식으로

방식, 현상에 대한 개념의 탐색에서 나아가 탐

경험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것은

색된 개념들 간의 관계와 체계를 밝히고자 한

회기평가가 상담에 도움을 주는 본질적인 과

다. 이렇게 개념의 기술범주들 간의 관계와 체

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계를 나타낸 것이 산출공간이다. 기술범주와

탐색을 위한 적합한 연구방법으로는 현상기술

산출공간을 통해서 현상기술학적 연구방법은

학 연구방법론이 있다. 현상기술학 연구방법론

회기평가에 대한 상담자들의 질적으로 서로

은 현상에 대해 질적으로 분석하는 양적연구

다른 경험의 구조를 밝힐 수 있게 된다. 현상

방식이나 현상에 대한 진술을 연구하는 질적

기술학은 특히 교육학분야에서 개인의 특정한

연구방법과 달리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

현상에 대한 인식을 교육현장에서 적용하고자

지고 있는 개념에 대한 진술을 탐구하는 연구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이런 접

방법이다.

근을 통해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회기평가가

본 연구는 상담과정 평가를 위한 회기평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때 상담성과 중 하나인

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현상

상담자-내담자 치료적 동맹에 도움이 되는지

기술학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현상기술학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5명 이상의 내

특정한 현상에 대해 경험하는 주체인 인간의

담자들에게 적어도 10회기 이상 지속적으로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두고 경험주체의 현상에

상담회기평가를 실시한 상담자 5명을 대상으

대한 개념화 방식에 대해 연구하는 질적연구

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현상기술학 연구

방법이다. 즉 현상기술학은 경험하는 주체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

경험되는 현상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방

면,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통해 회기평가에 대

법론이며, 이 관계에 대한 ‘개념(conception)’ 이

한 상담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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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첫째, 상담자가 경험한 회기평가 현상에

들은 회기평가척도 활용 시 쟁점사항과 상담

대한 진술을 탐색하였다. 둘째, 회기평가와 상

자가 고려해야 할 점을 탐색하여 국내에서 상

담목표, 상담동맹, 내담자와의 관계 등의 현상

담과정에 대한 회기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자체를 규명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회기평가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에 대해 경험하는 주체인 상담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질적인 방법으로 탐색하였다. 셋째, 1
관점으로 지칭되는 현상, 즉 회기평가 자체에

방 법

대한 진술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2관점인
회기평가에 대해 경험하는 주체인 상담자들의

연구참여자

회기평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넷째, 회기평가를 경험하는 방

본 연구의 참여자는 상담자 5인으로 구성되

식에서 상담자들 개인 간에 나타나는 질적인

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회기평가라는

다. 연구대상자 표본 선정 시 상담자 나이, 경

현상에 대해 초점을 두고 심층적이고 다양한

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담심리전문가 또

차원의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연구나 현

는 상담심리학 박사 학위자를 중심으로 편의

상학적 연구와는 구별된다. 다섯째, 상담자들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상담자 5명

이 기술한 내용을 범주화하여 분류하고, 분류

중 4명은 여성이며, 1명은 남성이었다. 20년

된 개념들 간의 위계적 구조, 산출 공간을 파

미만의 경력을 지닌 상담자의 평균 연령은 45

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상담과정에서 회기

세였고, 학력은 석사 졸업이 1명, 박사 졸업이

평가에 대한 상담자들의 개념화 방식에 초점

1명이었다. 평균 상담 경력은 8년이었다. 상담

을 두고 경험적 구조와 체계에 대해 탐색하고

환경은 대학 상담 환경이 1명, 유료 상담 환경

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

이 1명이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상담

표 1. 상담자의 일반적 특성(N = 5)

20년 미만 (N=2)

20년 이상 (N=3)

남

0명

1명

여

2명

2명

45세

59.3세

석사 졸

1명

1명

박사 졸

1명

2명

8년

34.6년

대학상담

1명

1명

유료상담

1명

2명

성별
평균연령
학력
평균 상담 경력
상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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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평균 연령은 59.3세였고, 학력은 1명은

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었다. 연구자

석사 졸업이고 다른 2명은 박사 졸업으로 나

는 상담자들의 회기평가에 대한 주관적으로

타났다. 또한 평균 상담경력은 34.6년이었으며,

경험한 내용과 인식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회

상담 환경은 2명은 유료 상담 환경, 1명은 대

기평가가 상담관계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학상담 환경이었다.

대한 경험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질문1. 내담자에게 회기평가를

자료수집 방법

사용했던 경험은 어떠셨나요?”, “질문2. 회기평
가의 사용이 상담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본 연구는 2021년 8월 16일부터 10월 26일

지요?”, “질문3. 회기평가를 사용할 때 고려해

까지 약 2달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요?” 세 가지 주요 질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시 윤리적 고

문으로 구성되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

려사항(예: 익명성, 자발성 등)을 고지하였으며

탕으로 답변의 구체화나 심화를 위한 추가 질

이에 대한 동의를 획득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

문이 제시되었다. 면담은 녹취되었고 분석을

다. 수집은 현상기술학적 연구방법론의 절차에

위해서 전사되었다.

따라 진행되었으며 연구자 2명이 5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

자료분석 방법

하였다. 연구는 사전동의 및 안내면담 1회, 회
기평가 실시 후 면담 1회기가 각 30분에 걸쳐

본 연구에서는 회기평가에 대한 상담자의

진행되었다.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

경험구조를 구성하는 범주 확인을 위해서

다. 첫 번째 단계인 사전 동의 및 안내단계에

Dean(1994)의 8가지 데이터 분석사용 방법 중

서는 회기평가실시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실시

6단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녹취

의 구조화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다. 회기평

된 내용을 전사하고 전사된 내용에 익숙해지

가는 상담과정의 일환으로 사용되기 위해 2문

는 과정을 거쳤다. 읽으면서 모호하거나 오류

항(상담관계, 상담목표)으로 이루어진 문항을

가 있는 경우 녹음파일을 듣고 재확인하여 오

사용하게 하였으며, 회기평가 후 회기평가 결

류를 수정하면서 기초자료를 정리하였다. 두

과에 대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논의하는

번째 단계에서는 기초자료에서 의미문장과 중

시간을 가지도록 권고하였다. 두 번째는 상담

심문장을 찾아 정리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자가 상담과정에서 회기평가를 진행한 후 회

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비교

기평가 경험에 대한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하여 정리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비슷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였다. 이는 상담자가 자

내용들을 1차적으로 분류하여 그룹화 하였다.

연스럽게 회기평가를 경험한 다음, 회기평가에

분류는 단어의 표현보다는 맥락에 중점을 둔

대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간을

의미에 따라 개념들을 도출하였고, 차이가 잘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면담에서 상담자의 경험

드러날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하여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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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개념들을 데이

이후 상담 전공 연구자 한 명이 기술범주를

터화하여 코딩을 진행하였다. 코딩과정에서는

재검토한 뒤 논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

두 연구자가 각각 기초자료에서 개념을 도출

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도출된 각 범

하였으며, 도출된 잠정적 개념에 대해서 공통

주들에 대해 연구자들 간의 논의를 거쳐 명명

된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 탐색하고 합의하여

하였다. 여덟 째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도출

결정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관점

된 13개의 기술범주들 간의 위계적인 관계를

으로 자료를 검토한 후,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사한 개념들로 나누어 분류

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미구조가

하여 논리적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형성될 때까지 반복하였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산출 공간을 구성하였다. 산
출 공간 구성은 도출된 개념들 간의 내적 관

결과

계와 계층적 위계수준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를 구성하는 방식은 연구자가 가진 관련분
야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나 학문적 관점에 따

상담 과정에서의 회기평가 사용에 대한 상담자
의 경험에 대한 개념화(기술범주)

라 수준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데이
터 분석사용 방법 중 6단계를 사용한 후에, 일

상담 과정에서의 회기평가 사용에 대한 경

곱 번째 단계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13개의 예

험 범주는 상담 과정에서의 회기평가 사용에

비적 기술범주를 구체화하고 도출된 개념들을

대한 상담자 관점으로 구성되었다. 상담자의

좀 더 정교화된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 단계에

상담 과정에서의 회기평가 사용에 대한 상담

서는 범주의 범위나 범주간의 중첩여부를 논

자 관점은 내담자 탐색 및 의사표현절차 구조

의하여 정교화 하였다. 결과적으로, 13개의 기

화, 상담 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자각, 상담 과

술범주가 최종 도출되었다. 도출된 기술범주에

정 탐색과 점검, 상담 과정 조율과 합의, 치료

대해서 연구자 2명에 의해 개별적으로 확인과

적 관계 형성과 상담효과 증진, 차별화된 맞춤

정이 진행되었고, 부합여부를 재확인하였다.

형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6가지로 확인되었다

표 2. 상담 과정에서의 회기평가 사용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 영역과 범주

영역

범주(카테고리)
1. 내담자 탐색 및 의사표현절차 구조화
2. 상담 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자각

상담 과정에서의 회기평가 사용에 대한

3. 상담 과정 탐색과 점검

상담자 관점

4. 상담 과정 조율과 합의
5. 치료적 관계 형성과 상담효과 증진
6. 차별화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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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참조).

안하게 기회를 만들어줘서 내담자가 상담 과
정에서 불편한 점에 대해 얘기하는 거는 더
편해 하는 거 같았어요.” (20년 미만 – N5)

범주 1. 내담자 탐색 및 의사표현절차 구조화
내담자 탐색 및 의사표현절차 구조화 특성
은 상담 과정에서 회기평가 사용에 대해 상담

범주 2.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자각

자가 진술하는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자각 특성은 상

현 반응에 중점을 두고 상담 과정에서 회기평

담 과정에서 회기평가 사용에 대해 상담자가

가 사용에 대한 내담자의 경험들로 제시된다.

진술하는 주관적인 표현 반응에 중점을 두고

내담자 탐색 및 의사표현절차 구조화 범주에

상담 과정에서 회기평가 사용에 대한 상담자

서는 회기평가 사용에 대한 내담자의 욕구와

의 경험들로 제시된다.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

감정에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두고 내용이 가

자의 자각 범주에서는 회기평가 사용에 대한

진 의미에 주목한다.

상담자의 자각과 불안에 관련된 내용에 중점
을 두고 상담자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한다.

“평가했을 때 내담자들이 좋게 평가하더라

고요. 점수를 9, 10점 이렇게 주니까 나한테

“회기평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던 것

잘 보이려고 높게 주나하는 생각에 별로 좋지

같아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담자가

는 않더라고요.” (20년 이상 – N1)

유료로 오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의 시간을
뺐나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회기평가 하는
동안에 불편했어요.” (20년 이상 – N1)

“내담자들이 평가를 하는 거에 당황해하는

데도 막상 하면 더욱 솔직 담백하게 나의 상
담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20년 이

“상담이 끝나고 면전에서 회기 평가를 받다

보니 어색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내담자에

상 – N2)

게 상담에서의 관계와 목표에 집중한다는 메
“내담자 입장에서는 더 서비스를 받는다?

시지를 줌으로써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초

나한테 좀 더 집중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

점을 맞추게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20년 이

같아요. 이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내

상 – N2)

상담자다 라는 확신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20년 미만 – N4)

“처음에 할 때는 불편했어요. 상담 과정에

서 회기평가를 사용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했던 게 아니니까요.” (20년 이상 –

“보통은 내담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

현하는데 상담 과정에서 다루니까 내담자 입

N3)

장에서는 뭔가 자신이 더 존중받거나 혹은 말
하지 못한 부분을 상담자가 말할 수 있게 편

“처음에 약간 좀 어색할 수 있겠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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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긴 했어요. 갑자기 뭔가 그 전에 하지

“C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회기가 진행될수

않던 회기평가를 도입해야 되니까요.” (20년

록 점수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개인

미만 – N5)

적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올
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회

범주 3. 상담과정에 대한 내담자탐색과 점검

기가 진행됨에 따라 수치가 보이니까 객관화

상담과정 탐색과 점검은 상담이 진행됨에

하기 편하고, 점수에 변화가 보이니까 짚어서

따라 내담자가 보고하는 경험들을 확인하고

얘기하기에도 편해서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게

고려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상담과정에 대한

매력인 것 같아요.” (20년 미만 – N4)

내담자 탐색과 점검 범주에서는 상담이 상담
경험 및 회기평가에 대한 내담자의 구체적이

범주 4. 상담과정 조율과 합의

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진행됨에 따

상담과정 조율과 합의는 상담 성과에 영향

라 상담자의 반응이 변화하고, 상담 후 성과가

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내담자의 특성을 고려

달라진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는 상담 과정에

하여 상담 과정에서 회기평가를 사용할 때 참

서 회기평가를 사용하는 특수한 과정에 있는

고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상담과정 조율과 합

내담자의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담 과정

의 범주에서는 회기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서 회기평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노력이

내담자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원활하

다.

게 진행할 수 있는 요인들에 주목한다. 이는
상담 과정에서 회기평가를 사용할 때 영향을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점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까지 고려한 것으로

수를 좋게 줘요. 불편해하면서 좋게 줘요. 그

상담 과정에서의 회기평가 사용 경험에 대한

러다가 회기를 진행하면서 점수가 줄어들더라

본질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고요. 근데 이게 나한테 뭐 상담이 별로였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

“내담자가 상담이 미진했다고 할 경우에는

에 내가 상담에서 뭔가를 더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게 미진했는지, 내담자에게 선생님이 그

또는 내담자 자신한테 이런 걸 더 맞춰 주세

걸 좀 더 물어봐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

요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싶더라고

쳤나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관련

요.” (20년 이상 – N2)

해서 좀 더 얘기해보자 하면서 합의해요. 내
담자에게 좀 더 생각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

“전문가 입장에서 회기평가를 사용할수록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담자가 모르겠다고 하

혹시나 내가 놓친 게 있는지 살펴볼 의미가

는 경우에는 상담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있고, 내담자에게는 자신의 상담과정에 대해

해석하거나 요약해 주면서 내담자가 상담 장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는 것

면 안에서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이나 과거의

같아요.” (20년 이상 – N3)

경험들을 찾아 볼 수 있게 도와주면서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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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신이 찾아가는 구도를 만들어줘요.”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내담

(20년 이상 – N1)

자가 너무 횡설수설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내담자는 오히려 그

“회기 평가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상담에서 자기가 다른 데서 못했던 얘기를 횡

내담자에게 초기 단계에서 좀 더 설명했던 것

설수설하지만 꺼내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

같아요. 내가 아직 OO씨를 모르니까 우리가

고요. 그래서 내담자에게는 이런 게 필요한

하는 상담 방법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OO씨

사람이었구나 라고 상담자가 내담자가 원하는

한테 딱 맞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고 내담자의

확인을 하려고 한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Need를 좀 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이 있

가지고 온 문제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었어요.” (20년 미만 – N5)

더 맞춰 가고자 한다. 그리고 회기 평가한 내
용에 대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 회

범주 5. 치료적 관계 형성과 상담효과 증진

기에서 내가 고려를 해서 진행하겠다.” (20년

치료적 관계 형성과 상담효과 증진은 상담

이상 – N2)

과정에서 회기평가 사용에 대한 상담자의 주
관적인 경험과 상담자가 진술하는 내담자의

“사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례는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된다. 치료적 관계 형성

굳이 회기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과 상담효과 증진 범주에서는 상담자와 내담

사례도 있더라고요. 내담자와 상담목표를 확

자가 상담 과정에서의 회기평가 사용에 대한

인하고 회기 평가 때마다 점수를 잘 주는 내

경험이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지에 초점을 두

담자가 있는데, 물론 내담자의 주 호소랑 태

고,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를 탐색하여 상

도와도 연관해서 봐야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담 과정에서의 회기평가를 통한 치료적 관계

무조건 좋은 점수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

동맹을 형성하고 상담효과를 증진하는 과정에

것 같아서 내담자들에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주목한다.

5분이라도 회기에 내담자 얘기를 하는 거를

할애하게 포함시키고 회기평가를 사용하지 않

“도움이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회기 안에서

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진행되기도 할 것 같

내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바로 바로 알 수

아요.” (20년 미만 – N4)

있으니까 설명을 잘 하고 회기평가를 받으면
오늘 회기에서 왜 이 점수인지, 점수에 대한

“상담에 대한 초점이 더 맞춰지는 거 같아

의미를 간략하게 나누고 마치니까 내담자도

요. 그리고 내담자가 내담자 자신에 대해 좀

본인 상담이 명확해진다고 느끼는 것 같고 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또한 그렇고 라포형성에도 좀 더 도움이 되는

상담자가 느낄 때는 상담이 되게 만족스러웠

거 같고 그래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20

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담자는 그게 아닐 수도

년 미만 – N4)

- 11 -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내담자가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얻었는지

중받는 느낌이다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20년

알 수 있어서 되게 좀 좋았고, 내담자 입장에

이상 - N3)

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의 효과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담

“초반에 A라는 주제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자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점에서 도움을 받았

그 얘기를 충분히 못 한 것 같아요 라고 끝나

구나 라고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는 경험이

면 다음 주에 만날 때 그걸 가지고 시작할 수

되는 것 같았어요.” (20년 미만 – N5)

있는? 지난주에 그 얘기를 충분히 못하고 끝
냈는데 연결해서 그 얘기를 좀 더 해 볼 수

“지난 회기에 내담자가 저한테 뭔가 굉장히

있겠느냐?라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연결성

불편한 거를 나도 느꼈고, 내담자도 나한테

도 좋은 것 같고, 내담자도 잊지 않고 상담자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짚

가 짚어서 말해주니까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회기평가를

같아요.” (20년 미만 – N4)

하면 내담자가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심리적으로 조금 불편

“상담구조화와 관련해 좀 더 연결되는 느낌

하긴 했지만 얘기를 하고 난 내담자의 회기평

이 있었어요. 지난 회기 이후에 어땠는지를

가가 되게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20년 미만

물어보는 거니까 지난번 상담을 하고 나서 어

– N5)

땠는지를 내담자가 말하면서 상담이 실제로
생활에서 어땠는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면서

범주 6. 차별화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진행되니까 ...(중략)... 자연스럽게 상담이 연결

차별화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은 상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20년 미만 – N5)

과정에서 회기평가를 사용한 경험에 관련해
상담자가 일반 상담과의 비교한 내용을 바탕

회기평가를 하면서 내담자에게 물어보고 서

으로 제시된다. 차별화된 맞춤형 상담서비스

로 알아가니까 애매모호함이나 불안은 좀 없

제공 범주는 일반 상담과 비교하여 상담 과정

어지는 거 같아요. 내담자가 상담에서 어떤

에서의 회기평가 사용을 객관화하는데 초점을

걸 싫어하는지 아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

두고, 내담자에게 적합하고 차별화된 상담을

은지 계획이 좀 세워진다고 해야 하나? 그게

제공하기 위한 상담자들의 경험에 주목한다.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20년 미만 –
N5)

“저한테 오는 내담자들은 예전에 다른 상담

소를 다니다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내담
자들이 이야기할 때 다른 선생님들이 상담을

상담자의 회기평가 사용경험에 대한 산출 공간
분석

하듯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한 사람에
게 맞춰 준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존

산출 공간은 회기평가의 상담자 경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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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개념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구

이고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1차적으로 개념적

성된다. 산출 공간의 구성방식은 도출된 개념

인 범주화를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각 개념들

을 바탕으로 관련분야의 이론이나 학문적 관

은 상담과정에서 또 다른 주요한 측면인 내담

점에 따라 수준을 구분하여 제시하게 된다. 본

자, 상담자,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 관계 중

연구에서는 Dean(1994)의 데이터 분석방법 중

어디에 초점을 두었는지를 중심으로도 분류되

7, 8단계 분석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 7단계

어 분석되었다. 즉,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들이

에서는 도출된 기술범주를 명명화(Labeling)하

각 상담 주체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를 중

고, 8단계에서는 이들 범주간의 논리적 관계를

심으로 ‘내담자’, ‘상담자’, ‘내담자-상담자관계’

분석하게 된다. 현상기술학은 개별 주체가 세

로 2차로 분류하여 기술범주들을 3개의 집단

계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은 현상

으로 재구조화하여 각 개념들 간의 관계를 살

학적 인식론과 해석주의적 관점을 이론적 기

펴보았다.

반으로 하여 발달된 연구방법이다. 현상기술학

첫 번째 집단인 ‘내담자’에 초점을 두는 회

을 통한 연구의 의의는 기타 양적인 연구방법

기평가 경험은 다소 일차원적인 1) 내담자에

론에서 현상에 대한 객관적 실재를 정확히 반

대한 기본정보와 2) 상담과정 및 형식의 구조

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달리 현상에 대한 기술

화된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먼저 내담자에 대

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한 기본정보는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

현상기술학적으로 분석된 상담자의 회기평가

하고 싶은 문제, 상담에 갖는 기대, 내담자가

사용경험에 대한 설득력은 엄정한 연구 방법

상담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 내담자의

적 절차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술

욕구, 감정, 상담과정에 대한 의견이 이에 해

로 평가된다(Cope, 2004) 이를 위해 본 연구에

당된다. 이 정보는 상담초기에 내담자가 제공

서는 3명의 연구자가 각각 분석에 참여하여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집되며, 상담자가 내

범주 간 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였다. 다

담자의 문제의 심각도 평가, 심리상태 탐색,

음으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의 절차에 따라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개념화하고 분석하려는

단계별로 공동의 분석과정과 논의를 통해 최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 수준의 정보는 내담자

종적으로 합의된 6개 범주의 산출공간으로 구

가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호소하는 방식으

성하였으며 이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회기평가의 목적은

도출된 6개의 개념은 상담에서 기본적인 ‘내

내담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표현하고 호소

담자 탐색 및 의사표현절차 구조화’의 상담 과

하고자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정에서부터 전문적인 ‘차별화된 맞춤형 상담서

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

비스 제공’의 개념까지 범주화되었다. 이처럼

다.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회기평가에 대한 기술을

‘내담자’에 초점을 두는 회기평가 경험에서

바탕으로 인식을 범주화하고 구분하는 것은

도출된 다른 개념은 회기평가가 상담과정에서

각 상담자들이 상담과정에서 경험하는 전반적

공식적으로 구조화되어 규칙적인 절차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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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3

2

1

수준

상담서비스 제공

차별화된 맞춤형

상담효과 증진

치료적 관계 형성과

통한 합의

상호협력과 조율을

내담자 탐색과 점검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자각

상담과정에 대한

의사표현절차 구조화

내담자 탐색 및

상담자 관점

회기평가에 대한
회기평가 목적

⋅ 내담자에게 최적화된 맞춤 상담을 진행

⋅ 관계에서의 진솔성을 이끌어내기 위함

⋅ 상호 협동적인 관계를 형성

⋅ 내담자 상담자 각성수준 상승

호조율과정을 수행

⋅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지속적인 상

⋅ 관계에서 경험한 진솔성에 대해 탐색

탐색

⋅ 회기평가경험이 상호협력적인 관계형성에 준 영향에 대해

도출

⋅ 상담 목표설정 및 의사결정시 상호협력과 조율을 통해 합의

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

⋅ 내담자의 피드백을 상담에 즉각적으로 반영

⋅ 내담자와 상호협력과 조율을 통해 상담목표와 상담과

⋅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묻고 탐색하여 상담점검

⋅ 내담자의 반응의 실체를 구체화

⋅ 내담자의 반응에 집중하여 개념화

⋅ 내담자의 표현을 관찰

구 명료화

⋅ 회기평가를 통해 애매모호한 상담목표, 상담과정, 내담자 욕

대해 관찰하고 인식

⋅ 회기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 판단, 생각에

⋅ 내담자 의견을 상담에 반영

내에서 절차로 구조화

⋅ 내담자가 규칙적으로 회기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회기

⋅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의견과 감정에 집중

주요 활동

⋅ 상담에서 즉시성을 적용

상담과정에 대한 점검

⋅ 내담자 이해를 위한 정보를 직접수집하고 확인하여

⋅ 내담자의 피드백의 명료화

자각하고 대처

⋅ 상담과정 중에 발생하는 애매모호함으로 인한 불안을

⋅ 상담자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명료화

⋅ 존중받는 경험을 제공

⋅ 회기평가를 상담절차로 구조화

⋅ 내담자 자기탐색을 통한 통찰 기회 제공

표 3. 회기평가에 사용 경험 산출 공간

관계

상담자

내담자 -

상담자

내담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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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내담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적인 방식으로 존중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

기회보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회기평가가

하는 것이다. 내담자에게 초점을 둔 이 관점에

상담과정에서 공식적인 절차가 되면 내담자가

서 상담자의 목표는 회기평가를 통해서 내담

적극적으로 의지를 발휘하는 수고를 들이거나,

자의 욕구, 감정, 목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

자신의 솔직한 평가로 인해 상담관계가 불편

공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보

해 지는 위험을 초래할까 갈등하지 않고도 매

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두 과정을 통해서 내

회기 규칙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자신의 의견

담자가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것이 목적이다.

회기평가의 목적은 내담자가 상담목표, 과정,

두 번째 집단은 ‘상담자’에 초점을 두고 ‘상

상담관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게 말

담과정에 대한 상담자 자각’과 ‘상담과정 탐색

할 수 있는 구조를 상담과정 안에서 만드는

과 점검’에 대한 것으로 상담자가 경험하는 회

데 목적이 있다.

기평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상

또한 상담자가 회기평가를 통해서 내담자가

담과정에 대한 상담자 자각’의 관점에서는 회

표현하고 호소하는 내용을 수용하며, 편안하고

기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경험하

지속적으로 상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

는 정서, 판단, 생각에 대해 관찰하고 인식하

할 수 있도록 상담을 구조화하는 것은 내담자

는 활동을 통해서 ‘회기평가에 대한 상담자의

에게 존중받는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상담의

자각’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다른 하나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여러 가지 방식

는 내담자의 요구와 정서, 상담관계에 대해서

으로 존중하고 이를 직,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통해서 내

상담의 주요한 기술인 내담자의 감정에 대한

담자 상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료한 정보를

공감과 타당화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담자의

확인하는 활동을 통해서

감정과 입장에 대한 존중과 수용의 기법이다.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평가의 애매모호함으

이런 차원의 존중은 매우 통합적이고 포괄적

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안 감소’를 하기 위함

이며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연

이다. ‘상담과정 탐색과 점검’ 관점에서 살펴보

유로 내담자 의견이나 평가가 반영되는 과정

면 상담자는 회기평가를 통해서 내담자의 표

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현을 관찰하며 내담자의 반응에 집중하여 개

은근하게 경험될 수 있다.

념을 형성하고 내담자 반응의 실체를 구체화

회기평가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내담자의 의

상담목표, 상담관계,

하는 활동을 통해서 ‘내담자 요구에 대한 구체

견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의 목표와 과정

적이고 직접적 피드백 확인’하고

이 조정되고 상담자가 반응하는 것을 내담자

해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수집’하는 것이 목적

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

이 된다.

‘내담자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의견이 상담에 적

세 번째 집단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와 상

극 반영되는 것을 경험하며, 이것은 매우 직접

담자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상담과정 조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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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치료적 관계 형성과 상담효과 증진’,

관점과 이해가 정교해지며, 어떤 개념에 더 비

‘차별화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의 관점에

중을 두느냐에 따라 내담자가 제공하는 일차

서 회기평가경험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구체적

적인 정보를 통한 내담자 이해에서 상담자, 내

으로 살펴보면, ‘상담과정 조율과 합의’수준에

담자-상담자관계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서의 목적은 회기평가의 결과를 통해 상담목

수 있다. 범주1의 내담자 탐색 및 의사표현절

표나 관계에 대한 내담자의 의견을 즉각적으

차 구조화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의 개념이고

로 상담에 반영하는 ‘즉시성’을 발현하고 내담

내담자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시작단계이

자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자와 목표를 설정하

다. 범주 2의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자각

고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결정과정

은 내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스스로

에서 ‘조율과 합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치료

의 회기평가 경험을 자각하고 이를 통해 상담

적 관계형성과 상담효과 증진’ 수준에서 보면,

과정에서의 불안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내담자

회기평가는 내담자-상담자 관계에 대한 각성

탐색 및 의사표현 절차 구조화의 범주 1보다

수준을 높이며, 회기평가경험이 내담자와 상담

는 확장된 개념이다. 범주 3, 상담과정 탐색과

자간의 상호협력적인 관계형성에 준 영향에

점검은 범주 1의 내담자에 대한 이해에 대한

대해 탐색하게 하여 ‘상호협동’적인 관계를 형

의미와 범주2의 상담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성할 수 있도록 하며, 진솔한 관계를 경험할

자각에 대한 의미도 포함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차별화된 맞

회기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피드백과 직접적인

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의 수준에서의 회기평가

정보를 수집하는 관점에 대한 것이므로 더 확

는 상담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담자의 피드

장된 개념이다. 범주4의 상담과정 조율과 합의

백을 기반으로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하여

와 범주 5의 치료적 관계 형성과 상담효과 증

합의를 이끌어 내는 지속적인 상호조율과정을

진은 내담자, 상담자의 개별적인 관점이 아닌

통해서 각 내담자에게 최적화된 상담서비스를

내담자-상담자 관계라는 차원으로 의미를 확장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킴으로써 회기평가의 개념화에 대한 수준을
높인다. 최상위 수준인 범주 6의 차별화된 맞

상담자의 회기평가 사용에 대한 산출 공간의
계층적 구조

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은 회기평가를 통한 내
담자, 상담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상담관
계의 관점에서 상호작용 및 협력에 대한 의미

산출공간의 계층적 구조는 도출된 개념들

를 넘어서 상담과정 전체를 통합한 서비스 차

간의 논리적인 위계를 구조화하기 위해 구성

원에서의 상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

된다.

상담 과정에서의 회기평가 사용에 대한

고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상담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의 산출 공간 계층적 구조는 그

통찰을 제시하고 있기에 가장 높은 계층에 위

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계층적 구조를 살펴보

치한다.

면,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회기평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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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

상담자

내담자-상담자 관계

초점

목적

●
●

즉시성
내담자에 이해를 위한 직접적 근거수집

●

●
53
F

내담자의 욕구, 감정, 목표 탐색 기회
상담경력(년)
성별

M

25

●

●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보장(공식적 구조화)

존중받는 경험

F

25

●

●

회기평가에 대한 상담자 자각

●

●

●

●

●
●

●

●

●

●

●

●

●

●

N3

참여 상담자

불안감소
●

●

조율과 합의

내담자 요구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 피드백 확인

●

각성수준 상승

●

●

상호협동

●

N2

●

●

N1

관계의 진솔성

차별화 및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

표 4. 상담자의 회기평가 사용에 대한 산출 공간 분포

F

12

●

●

●

●

●

●

●

●

●

●

●

●

N4

F

4

●

●

●

●

●

●

●

●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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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회기평가 사용에 대한 산출 공간 분포

상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현상기술학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

연구 참여자별 회기평가 경험에 대한 개념

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상담자들은

의 분포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가

회기 평가에 관점은 6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장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는 것은 ‘내담자의 욕

수 있었다. 1) 내담자들의 기대, 요구 및 감정

구, 감정, 목표 탐색 기회’, ‘회기평가에 대한

에 초점을 두며 회기 평가 과정을 구조화하는

상담자 자각’, ‘즉시성’, ‘조율과 합의’, ‘상호협

데 초점을 둔 내담자 탐색 및 의사표현절차

동’, ‘차별화 및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 이다.

구조화 범주, 2) 상담자가 회기평가에 대한 자

가장 적은 빈도수를 보여주는 것은 ‘적극적으

신이 경험과 인식을 구조화해 나아가는데 초

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보장(공식적 구조화)’ 과

점을 둔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자각 범주,

‘불안감소’이다. 분포도를 살펴보면, 회기평가

3) 내담자의 표현과 반응을 관찰하며 개념화

에 대해 상담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

과정을 거치면서 상담 과정을 구체화하는데

으며, 각기 다른 관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

초점을 둔 상담과정 탐색과 점검 범주, 4) 내

식으로 회기평가에 대해 개념화하고 있음을

담자가 표현하는 상담과정 및 성과를 회기평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상담자들은 상담과정

가 실시에 따른 결과를 참고하여 상담과정을

에서 회기평가를 사용 시 하나 이상의 관점에

조율하고 합의하는데 초점을 둔 상담과정 조

서 자신만의 고유한 회기평가에 대한 개념을

율과 합의 범주, 5) 회기평가 결과가 상담에서

가지고 상담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의 치료적 관계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탐

있다. N2 와 N4 참여자는 12개의 관점을 사용

색하는데 초점을 둔 치료적 관계형성과 상담

하여 가장 많은 관점을 사용하고 있으며, N5

효과 증진 범주, 마지막으로 6) 내담자의 특성

는 8개로 가장 적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

과 요구 및 회기평가 내용에 맞춰 내담자에게

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준인 ‘차별화된 맞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

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모든 참여

차별화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범주로 나

자들이 해당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누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났다.

각각의 상담자들은 회기평가 경험에 대해
회기평가 목적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였
는데, 내담자 탐색 및 의사표현절차 범주는 내

논 의

담자의 기대와 욕구를 인식하여 내담자 맞춤
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

본 연구에서는 상담 직후 회기평가척도를

었으며,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자각 범주

활용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회기평가척도 사

는 상담자가 회기평가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용 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

인식을 명료화하며, 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 이를 위해 회기평가척도를 사용한 5명의

애매모호함에 따른 불안을 자각하고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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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목적을 띈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회기평가는 상담과

상담과정 탐색과 점검 범주의 경우, 내담자 요

정의 절차로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

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확

고하였다. 즉, 인터뷰에 참가한 상담자들 대다

인하며, 내담자 이해를 위해 상담과정에서 탐

수가 회기평가를 실시하기 전 혹은 회기평가

색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

를 실시하면서도 내담자에게 회기평가를 왜

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상담과정 조율과 합의

실시를 하며, 이 회기평가가 어떻게 상담과정

는 상담과정과 관계에서 즉각적인 반응과 조

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내담자와 소통

정을 위해 즉시성을 적용하거나 상담목표 합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진

의를 도출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치료적

솔한 내담자와의 소통을 통해 회기가 경과됨

관계형성과 상담효과 증진 범주의 경우, 상담

에 따라 회기평가 활동과 치료적 관계, 나아가

자-내담자의 각성수준을 상승시켜, 상담자-내담

상담성과로 연결되는 것을 다수의 상담자가

자간의 치료적 관계동맹을 형성하며 특히 관

보고하였다. 나아가 몇몇 상담자들은 회기평가

계에서의 진솔성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목적을

에 대해 내담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이 바

지니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로 상담자-내담자가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상담서비스 범주의 목적은 내담자의 특성에

보고하였다. 즉, 내담자들의 평가 문항에 대한

맞는 적절한 상담서비스 방식을 제공하고자

답변에 대해 상담자가 어떻게 내담자와 건설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적으로 피드백을 공유하느냐가 상담과정 평가

이렇듯 상담 과정 후에 짧게 이루어지는 회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평가 과정은 다양한 양상으로 내담자 뿐 만

내담자 특성과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아니라 상담자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상담

었으며, 궁극적으로 상담관계와 상담성과에 영

자들이 보고한 내용이었다.

향을 미쳐서 차별화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

본 연구에서 활용된 회기평가 도구는 SEQ와

공에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같이 긴 회기평가척도가 아닌 2문항짜리 도구

있었다. 특히 상담자들은 한 결 같이 상담과정

였기에 상담자들이 상담과정 내에서 내담자와

에 대한 회기평가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함께 평정 작업에 참여하였다. SRS와 같이 4문

것은 회기평가 과정에 대한 구조화가 잘 이

항짜리 도구와 SEQ와 같이 10문항 이상의 평

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회기평가

가도구를 사용한 연구(Miller et al., 2003)를 살

사용시 상담자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Hong

펴보면, 단축형 문항인 SRS는 1년 후 89%가

(2020)의 연구와 일치한다. Hong(2020)은 한국

사용한 반면, 20문항 이상의 평가도구는 25%

의 문화를 고려할 때 사회적 바람직성의 이슈

만이 사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나아

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

가 단축형으로 회기평가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내담자와 탐색

상담관계가 증진이 되고, 체계적 회기평가가

및 의사표현절차 구조화의 일환으로 회기평가

없는 일반상담에 비해 상담효과가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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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평가

은 평가에 대한 불안을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에 대한 불안이 높은 한국의 문화를 고려할

회기평가지를 주며 사용을 권할 때 흔쾌히 본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상담에 대한

인의 상담회기에 적용하는 것을 수락하였다.

평가를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상담전문가들이 경험하는 회기평가 활동은 상

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상담시장의 확대와 함

담초보자들이 경험하는 회기평가 활동과는 상

께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

회기평가를 통해 상담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서는 상담자의 발달수준에 따른 상담전문가

상담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외에 상담초보자, 특히 상담실습생들을 대상으

것이다. Hong(2020)은 이를 위해서 반복적 회

로 한 회기평가 활동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여

기평가도구를 사용하는 상담자에 대해 추수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내담자의 증

련(follow-up training)과 수퍼비전이 함께 적용되

상의 종류나 수준에 따른 상담자의 회기평가

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활동에 대한 결과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면상담과 비대면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상기술학

상담에 따른 회기평가 활동의 차이에 대해서

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5명의 상담자의 경

살펴보지 못하였다. 비대면 상담이 적극적으로

험만을 중심으로 회기평가를 적용한 상담과정

보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면상담과

만을 살펴보았다. 상담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비대면 상담에서의 회기평가 활동은 다른 결

많은 내담자들이 상담과정의 일환으로 회기평

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를 진행한 경우, 내담자들이 당황하는 반응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같이 상담의 방식에 따른

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내담자들

회기평가의 차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이 보는 회기평가에 대한 관점과 상담자들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적

보는 회기평가에 대한 관점은 많이 다를 수

용한 현상기술학적 방법론 외에 양적 연구방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담자들 역시 회

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모두 활용해서 분

기평가에 대해서 처음 사용 시 불편함을 보고

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체계적

하였듯이, 내담자 역시 상담자를 평가하는 것

인 회기평가를 적용한 상담과 체계적인 회기

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가 없는 상담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에 따

향후 연구에서는 상담자와 함께 내담자의 경

른 상담자-내담자 관계 수준을 계량화된 수

험 역시 파악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치를 비교하는 동시에 만약 이 비교에서 평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모두 상담

균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평균의 차이가

전문가(학회 1급 자격증 혹은 상담전공 박사)

회기평가의 어떠한 기제에 의해서 발생한 것

였으며, 상담 실무 이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지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탐색할 수 있

경험자들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회기평가와 같

을 것이다.

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도 사용한 후에 몇몇

- 21 -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참고문헌

Publications and Printing, Brisbane.
Eisen, S. V., Leff, H. S., & Schaefer, E. (1999).
Implementing outcome systems: lessons from a test

김성은, 김동민 (2014). 대학생 내담자의 작업동맹
지각과 상담자-내담자 언어 상호작용 특성. 청

of the BASIS-32 and the SF-36. The Journal of

소년상담연구, 22(2), 135-155.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26(1), 18-27.

안성식, 심은정, 박승민 (2020). 상담현장에서 활용가

Hong, S. (2020). The applicability of the partners for change
outcome management system for psychotherapy in South

능한 초간단 척도(Ultra-brief scale)인 상담성과척

Korea: Exploring Korean therapists’ experiences. Published

도(Outcome Rating Scale: ORS)의 국내 타당화 연
구. 상담학연구, 21(4), 27-46.
왕은자, 유정이, 김선경 (2018). 국내 개인상담 성과

Dissertations, University of Kentucrky.
Kivlighan, Jr, D. M. (2007). Where is the relationship in
research on the alliance? Two methods for analyzing

의 측정 및 평가에 대한 분석: 학술지 <상담학

dyadic data.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연구>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9(5), 1-23.
이상희, 김계현 (1993). 상담자 회기평가질문지의 타

423-433.
Marton, F. (1981). Phenomenography—describing conceptions
of the world around us. Instructional Science, 10(2),

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5

177-200.

(1), 30-47.
이화실, 이혜은 (2016). 상담성과 모니터링을 적용한

Miller, S. D., & Duncan, B. L. (2004). The Outcome and

상담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상담학연구: 사례 및

Session Rating Scales: Administration and scoring manual.

실제, 1(2), 1-23.

Chicago, IL: 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rapeutic

최한나, 권윤주, 강귀옥 (2015).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1990-2014). 상담학연

Change.
Miller, S. D., Duncan, B. L., Sorrell, R., & Brown, G.
S.

구, 16(3), 85-99.

naturalistic psychotherapy: Contrasting dose–effect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Psychotherapy, 16(3), 252-260.
research

using

the

outcome

A Preliminary Study of the Reliability, Validity, and
Feasibility of a BriefVisual Analog Measure. Journal
of Brief Therapy, 2(2), 91-100.
Stiles, W. B., & Snow, J. S. (1984). Counseling session
impact as viewed by novice counselors and their

Cope, C. (2004). Ensuring validity and reliability in
phenomenographic

change

A., & Brown, J. (2003). The Outcome Rating Scale: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for

61(2), 199-208.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7(2), 203-211.
E.

partners

Miller, S. D., Duncan, B. L., Sparks, J. A., Claud, D.

and good-enough level models of change. Journal of
Bordin,

The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Baldwin, S. A., Berkeljon, A., Atkins, D. C., Olsen, J.
A., & Nielsen, S. L. (2009). Rates of change in

(2005).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1), 123.

analytical

framework of a structure of awareness.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4(2), 5-18.
Dean, G. (1994). A Phenomenographical Investigation of
Policing by Consent. In Ballantyne, R., & Bruce,
C.(eds.), Proceedings of the
and

Practice

Conference

원고 접수일 : 2021. 10. 22.
수정원고 접수일 : 2021. 12. 07.
게재 결정일 : 2021. 12. 13.

Phenomenography; Philosophy
(pp.

111-119).

QUT

- 22 -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Case Studies and Practice
2021, Vol. 6, No. 2, 1-23

Exploring counselor’s experience on utilizing session evaluation scale
in counseling process
Min Joo Lee(Adjunct Professor,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Junho Jin(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Sang Min Lee(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Despite the results of numerous studies that show counseling effectiveness is doubled and the drop-out
rates is reduced by half through the counseling session evaluation process, counselors in South Korea are
not yet actively using counseling session evaluation.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counselor’s inner
experiences when utilizing the session evaluation process by interviewing the counselors who used session
evaluation scale after the counseling.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five counselors who used counseling
session evaluation scale for a total of 10 or more sessions with 5 or more cli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both the counselors and the clients expressed and shared various emotional
responses during the session evaluation process. All of the counselor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reported that the process of talking with the client about the session evaluation process was the process of
aligning the counselor-client relationships each other. Furthermore, the counselors stated that through this
session evaluation process, they experienced the therapeutic alliance with the client was improved, and it
was promoted toward providing the differentiated and customized counseling services. In addition, the
counselors reported that how the counselors constructively share feedback with the clients in response to
the clients' session evaluation scale questions is the key to the evaluation of the counseling process. Finally,
we discuss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limitationsof this study.
Key words : Session Evaluation Scale, Counseling Process, Counseling Outcome, Counseling Relationship, Feedback,
Phenomenography,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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