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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교육분석 경험 및 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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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교육분석은 상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로 상담자의 개인적 그리고 전문적 성장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담자 훈련 및 교육에서의 상담자 자신의 심리치료 경험이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분석 경험에 관한 기초적인 실태 정보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교육분석 경험의 및
태도에 대한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 중 49.4%가 유경험자로 나타났다. 교육분
석 경험의 평균 빈도는 1.6회이며 57.2%가 1회, 23.8%가 2회, 19%가 3회를 경험하였다. 게슈탈트접근(67%), 정신
역동적 접근(64%), 절충주의접근(58.5%)의 순서로 유경험자가 많았다. 총 회기수의 경우 66.9%의 상담자들이 1～
40회 미만을 보고하였다. 교육분석의 주된 동기는 개인적 동기(43.9%)가 높았으며, 구체적 호소문제로는 ‘자기이
해에 대한 욕구’,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 소진 및 고갈’의 순서였다. 거의 대부분의 유경험자들(85.5%)은 자신
의 교육분석이 ‘도움이 되었음’에 응답하였는데 개인적 영역에서는 ‘자기자각 및 문제이해’, ‘개인적 성장’, ‘자
기 존중감 증가’의 순서이며, 전문적 영역으로는 ‘상담자의 자기문제 해결의 필요성 이해’, ‘내담자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 ‘상담자 성숙의 중요성 이해’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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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신저자 : 이문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포스코관 212.
Tel: 02-3277-2637, E-mail : moonylmh@hanmail.net

- 17 -

유성경․이문희․조은향

‘상담자 특성’은 ‘내담자 특성’ 그리고 ‘상담자-내담자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분석은 정신분석적 접근의 상

관계 특성’과 함께 상담의 성과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

담자들의 훈련과정에서 처음 강조되었다. Freud(1937/

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이론(Frank, 1961; Freud, 1957;

1964)는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 과정으

Strupp, 1960)뿐만 아니라 임상 실제나 상담자 훈련에서

로 정신치료를 직접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훈련이 끝난

도 강조되고 있다(Lambert, Shapiro & Bergin, 1986).

이 후라도 상담자는 내담자의 무의식에 지속적으로 노

몇몇 연구들은 상담자 자체가 상담 성과에 중요하게 기

출되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치료가 필

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담자에 의해서 설명

요하다고 하였다. Henry, Sims & Spray(1973)는 상담

되는 상담효과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Luborsky,

자들을 위한 개인치료는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McLellan, Diguer, Woody, & Seligman, 1997; Huppert

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문적 정체성 형성에도 중요하게

et al., 2001; Crits-Christoph & Mintz, 1991; Wampold,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신분석적 그리고 정신역

2001). 이들의 주장은 어떤 이론적 접근의 상담을 받았

동적인 이론적 접근을 지향하고 있는 치료자들에게 교

느냐가 성과에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담자인

육분석은 매우 보편적이며 중요한 기준으로 통하고 있

지가 성과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단순히

으며(Holzman, Searight, & Hughes, 1996), 자기자각을

표준화된 상담 내용을 전달하는 기계적인 전달자가 아

높이고 역전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평가되고

니라 상담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때로는 감소시키는 능

있다(MacDevitt, 1987). 심지어 Chessick(1974, p86)은

력을 가지며 변화에 기여하는 독립적이고 중요한 존재

‘통찰지향적 임상가의 경우 교육분석을 받지 않았다면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결과들에 동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담자들을 위험에 빠뜨

감하는 많은 상담자들은 치유적인 상담자로 성장하고자

리게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상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연마한다. ‘상담자 자신의 개인

담자가 내담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하게 손상을 일으킬

상담’, ‘슈퍼비전’, ‘풍부한 임상경험’, ‘깊이 있는 이론적

수 있는 경우에만 교육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

이해’ 등은 효과적인 상담자들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우며 의견을 달리 한 바 있다(Kelly, Goldberg, Fiske,

바램이 반영된 노력들이다.

& Kilkowski, 1978). 이러한 양쪽의 입장을 반영하듯이

이 중에서 특히 ‘상담자 자신의 개인상담’은 상담자의

교육분석의 의무화 여부는 나라마다 그 기준이 상이한

전문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혹은 상황

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개인치료의 구체적인 횟수를

에 따라서는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상담자들을 위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정

한 상담개입’으로, 다양한 치료적 형태와 이론적 배경을

신분석적 훈련 기관 혹은 몇몇 훈련 프로그램들에서만

가지고 있는 상담자들을 위한 심리적 치료개입을 뜻한

의무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영국

다(Norcross, 2005).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실제로 내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BACP: British Association for

담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활동과의 혼돈을 줄이고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3)는 40시간의 교육

우리나라 상담영역에서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

분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였다. BACP는 상담자의 교육

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분석(educational analysis)’*이

분석은 상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으

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로부터 자신의 문제를 분리할 수 있으며 윤리적인 문제

* 외국의 경우 ‘치료자의 개인 치료(therapist's personal therapy)’ 혹은 ‘치료자 자신의 치료(therapist's own psychotherapy)’로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흥섭(1991)은 치료자 자신의 치료에 대해 ‘교육분석’이라는 용어를 문헌에서 사용
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교육분석’이라는 용어는 전문가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특별한 논의
를 거치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분석이라는 용어의 사용여부에 대해 논의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황이 반영된 교육분석이라는 용어를 잠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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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담자 자신의 맹점을 줄여줄 수

(Macran, Stiles, & smith, 1999; Grimmer & Tribe,

있기 때문에 훈련 중 의무규정으로 정한다고 그 이유를

2001; Orlinsky et al., 2005).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밝혔다. 이러한 규정은 특정 이론적 접근에 국한하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우선 상담자 자신의

않고 교육분석을 의무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제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정신적 기능의 개선이 이루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2개의 집단

어지면서 상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상(각각 15시간)의 참여만을 명시하고 있으며(수련과

는 것이다(Henry, Schacht, & Strupp, 1990). 또한 임상

정 시행세칙: 제7조, 1항), 한국상담학회에서는 집단상담

적 방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통해

참여 30시간 이상과 5회기 이상의 개인상담을 규정하고

상담의 기술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상담자로서의 정체

있다(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7조, 1항).

성 형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국외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교육분석의 주제는

이처럼 교육분석이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차지하

크게 교육분석을 경험한 상담자들의 인구사회학적 기초

는 위치가 확고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자의 교육

정보와 교육분석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전무하다. Orlinsky 등(1999)

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에서 참여

이 수행한 국제연구에서 한국의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참

자들의 약 70~90%가 교육분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여한 바 있지만 이들 중 64%가 정신과 의사(상담자는

났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고하고 있다(Henry,

13%)였기 때문에 상담자들의 일반적인 교육분석 경험

Sims & Spray, 1973; Norcross, Strausser-Kirtland, &

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Nocross, Strausser-

Missar, 1988; Guy, Poelstra, & Stark, 1989; Orlinsky,

Kirtland 등(1988)은 상담자들의 교육분석에 대한 연구

Norcross, Rønnetad, & Wiseman, 2005; Norcross &

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자신들의 치료문화에 대

Guy, 2005; Linley & Joseph, 2007; Bike, Norcross, &

한 신비주의를 고수하려는 경향과 방어적인 태도를 지

Schatz, 2009). 많은 상담자들은 자신의 일생에서 적어

적한 바 있다.

도 한 번 이상의 교육분석을 경험하고 있으며 분석의

한국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평균 횟수는 약 1.8~3회 정도로 파악되었다(Norcross,

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하지만 상담자들의 전문성을

Geller, & Kurazawa, 2000; Orlinsky & Ronnestad,

촉진시키는 중요 영역인 수퍼비전의 실태 및 경험에 관

2005). 이론적 배경에서는 정신분석적 입장의 상담자들

한 연구들(최해림, 1999; 송은화, 정남운, 2005; 방기연,

이 교육분석의 참여가 가장 컸으며 인지치료자들이 가

2006; 유성경, 두경희, 김은하, 장여주, 2009), 그리고 대

장 낮았다(Bike, Norcross, & Schatz, 2009). 상담자들은

학원 교육 및 실제 실습경험에 대한 연구들(김정택, 도

개인적인 문제해결의 이유 그리고 전문적인 성장을 목

상금, 1993; 이숙영, 김창대, 2002; 최해림, 김영혜, 2006)

적으로 교육분석을 선택하지만 보다 많은 상담자들이

은 그동안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상담자의 교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가 컸다(Norcross &

육분석에 대한 개방적인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Guy, 2005). 교육분석을 받을 당시 호소문제를 정리하

것이 사실이다.

면 상담자 자신의 문제, 예를 들어 ‘결혼갈등’, ‘우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상담자들의 교육분석 과정과

‘직업’, ‘원가족 문제’, ‘자기이해의 욕구’가 대부분인 반

그 결과에 대한 이해이다. 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은 ‘어

면 ‘어려운 내담자의 상담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는 적었

떤 상담자들이 교육분석을 선택하는가?’, ‘왜 그들은 교

다(Norcross & Prochaska, 1986; Norcross, Strausser-

육분석을 선택하는가?’, ‘교육분석의 결과는 무엇인가?’,

Kirtlnad, & Missar, 1988).

‘그들의 교육분석의 경험이 개인적, 전문적 삶에 어떤

마지막으로 몇몇 연구들은 상담자들의 교육분석이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또한 무경험자의 경우 해당되는

상담 실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연구물음에 대해 그들의 태도와 견해를 함께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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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정보
유경험자
n=269 (49.4%)

구 분

성별

연령

무경험자
n=276 (50.6%)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성

17

6.3

37

13.4

여성

252

93.7

239

86.6

20대

54

20.1

116

42.0

30대

119

44.2

88

31.9

40대

68

25.3

55

19.9

50대이상

27

10.1

13

4.8

제시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 교육분석 실태에

서 교육분석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거

있다. 소지자격증으로는 상담심리사 2급이 35.7%로 가

자료로 하여 교육분석이 상담자의 전문성 교육에 미치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청소년상담사 2급(17.5%), 상담

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관련 연구들을 촉진할 수 있을

심리사 1급(16.7%)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상담사 1급은

것이다.

5.6%의 참여율을 보였다. 전공은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모두 상담 심리학이 가장 많았으며 각각 75.8%와
57.6%로 나타났다. 상담경력을 살펴보면 유경험자는

방 법

1-3년 미만이 34.6%로 가장 많았고 1-20년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 반면, 무경험자는 무경험에서 3년 미
만이 79.7%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담에 대한 주된 이론

연구 대상

적 접근 방식을 살펴본 결과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모두
본 연구는 교육분석 유경험자 269명과 무경험자 276
명을 포함한 총 545명의 상담 관련 전공생 및 실무종사

절충주의(각각 49.8%, 34.4%), 인간중심(21.9%, 33.3%),
인지행동(11.9%, 15.6%)순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여성 상담자들의 비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의 간략한 정보

율이 절대적으로 컸으며 나이, 학력, 경력, 자격증에서

는 표 1과 같다.
조사결과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유경험자 중

는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대체로 높았다. 유경험자,

93.7%, 무경험자 중 86.6%로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무경험자 모두 전공은 상담 심리학, 소속은 공공 상담

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상담자가 남성 상담자보다

소, 접근법은 절충주의가 가장 높았다.

수적으로 많은 한국 상담자 집단의 성비율을 그대로 반
영하고 있다. 연령분포에서는 유경험자의 경우 30대가

연구절차

44.2%로 가장 많았고, 무경험자는 20대가 42%로 가장
많았다. 30대의 상담자들의 경우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Norcross,

며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

Strausser-Kirtland, & Missar, 1988; Orlinsky et al.,

는 시기이며 동시에 전문 상담 활동을 수행 하게 되면

1999; Bike, Norcross, & Schatz, 2009)를 바탕으로 상

서 전문적인 함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는 점에

담자 교육분석에 대한 문헌 분석과 현재 우리나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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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측정 전문가 1인과

가 교육분석을 경험하였으며, 50.6%(276명)는 무경험자

상담심리학 교수 1인의 검토를 바탕으로 수정을 거쳐

로 나타났다. 유경험자들의 교육분석 빈도는 평균 1.6회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교육분석 유경험

(3회로 제한)이다. 교육분석 횟수분포는 표 2에 제시되

자용과 무경험자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유경험자는 최

어 있는데 57.2%의 상담자가 1회, 23.8%가 2회, 19.0%

대 세 번째까지의 교육분석 경험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

가 3회의 교육분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록 하였다. 이 밖에 주된 동기, 호소문제, 도움 여부
표 2. 교육분석 빈도 (유경험자)

및 도움 받은 영역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
의 교육분석 경험을 토대로 응답하게 하였다. 무경험자

횟수

빈도

비율

는 해당 문항에 대해 교육분석에 대한 태도와 기대에

1회

154

57.2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2회

64

23.8

설문 실시 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였

3회

51

19.0

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상담관련 학회에 참가하였던 상

총

269

100

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하였으며 개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이메일 혹은 우편을 이용하
였다.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원 과정에 있는 상담수련생

접근별로 교육분석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표 3), 게

과 대학 학생상담센터, 각 지역의 청소년 관련 상담기

슈탈트접근을 보고한 상담자들 중 67%가 유경험자로

관 등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상담자들을 다양하게 표집

확인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어 정신

하고자 노력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유경험자와 무경험

역동적 접근(64%), 절충주의 접근(58.5%), 실존주의적

자 각각 SPSS1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빈도분

접근(45.4%)이 뒤를 이었으며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석, 차이검증,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접근은 인간중심적 접근(39%)과 인지 행동적 접근
(43%)의 상담자들이다.
시점별 교육분석 경험

결 과

각 시점에서 교육분석 회기는 1회에서 200회까지 다
양했으며 평균 회기수는 약 27회이다. 이 중 두 번째

교육분석 경험에 대한 기초정보

교육분석이 28회로 평균회기가 가장 높았다. 당시 연령
의 경우, 첫 번째 교육분석을 받을 당시가 평균 약 33

교육분석 경험 여부 및 횟수

세였고, 두 번째는 35세, 세 번째는 37세로 점점 더 연

표 1에서 살펴보면 참여자들 545명 중 49.4%(269명)

령이 높아졌다.
표 3. 접근별 교육분석 경험(유경험자, 무경험자)
접근
경험 유/무

정신역동

인간중심

인지행동

절충주의

게슈탈트

실존주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유경험자

18

64

59

39

32

43

134

58.5

8

67

5

45.4

무경험자

10

36

92

61

43

57

95

31.5

4

33

6

54.6

총

28

100

151

100

75

100

229

100

12

100

1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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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점별 교육분석 경험(유경험자)
첫번째
(n=269)

구 분
경력시점

분석형태

두번째
(n=119)

세번째
(n=51)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부과정

22

8.2

6

5.0

0

.0

학부졸업후

13

4.8

3

2.5

2

3.9

석사과정

148

55.0

40

33.6

8

15.7

석사졸업후

59

21.9

52

43.7

21

41.2

박사과정

15

5.6

13

10.9

14

27.5

박사졸업후

4

1.5

3

2.5

4

7.8

무응답

8

3.0

2

1.7

2

3.9

개인상담

245

91.1

92

77.3

38

74.5

집단상담

12

4.5

25

21.0

9

17.6

부부치료

1

0.4

0

.0

2

3.9

가족치료

2

0.7

1

0.8

2

3.9

기타

1

0.4

0

.0

0

.0

무응답

8

3.0

1

0.8

0

.0

예

22

8.2

14

11.8

11

21.6

아니오

247

91.8

105

88.3

40

78.4

현재진형여부

각 시점별로 경력시점, 분석형태, 현재진행여부는 표

합한 결과 평균 횟수는 약 44회이고, 중앙치는 25회로

4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교육분석은 석사과정이

나타났다. 범위는 1회부터 400회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55%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석사졸업후가 43.7%로

나타났다. 각각의 급간별 빈도와 비율을 살펴보면 유경

많았으며, 세 번째 역시 석사졸업후가 41.2%로 가장 많

험자 중 43.1%(116명)가 1-20회, 23.8%(64명)가 21-40회

았다. 교육분석 형태는 모두 개인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를 보고하였다. 반면 200회 이상인 경우는 유경험자 전

전체 교육분석 유경험자 중 8.7%가 현재 교육분석을 받

체 중 3%(9명)로 매우 적은 수로 나타났다.

고 있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석 총 회기수 추정
교육분석 총 회기수

교육분석 총 회기수와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비선형회귀분석방법인 범주형 회

유경험자들의 각각의 교육분석 횟수를 개인별로 총

표 5. 범주형 회귀분석표(유경험자)
표준화 계수

변인

*

상관계수

중요도

공차
(Tolerance)

β

표준오차

상관

부분상관

주접근

-.207***

.06

-.17*

-.21

.16

.99

경력

.435***

.06

.42*

.43

.84

.99

p < .05,

***

2

2

p < .001; R =.22; 수정된 R =.18; F(9,238) = 7.3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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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그 결과 상담자

에’와 같은 심리치료에 대한 불신이나 자신에게 불리하

들의 경력과 주접근이 총 회기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

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과 교육분석 총회기수의

적게 나타났다.

상관계수를 통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접근
교육분석 동기 및 호소문제

(r=-.17), 경력(r=.42)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주된 접근에서는 정신역동적 접근의 상담자들이 총 회
기수가 가장 많았으며 실존주의적, 인간중심적, 절충주

교육분석을 받게 된 주된 동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의적, 게슈탈트, 인지행동적 순이었다. 또한 상담자들의

유경험자 중 43.9%가 ‘개인적 문제해결을 위해’에 응답

경력이 높을수록 교육분석의 회기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하였으며, ‘전문적 문제해결을 위해’에는 38.3%, 둘 다의

나타났다.

이유에 14.5%가 응답하였다.

무경험자의 향후 계획 여부와 비계획 이유

구체적 동기

무경험자의 경우 276명 중 88%(243명)가 향후에 교

유/무경험자의 교육분석의 동기를 3순위까지 고르게

육분석을 받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1.6%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유경험자의 경우 ‘개인적 문제

(32명)의 참여자들은 받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의 해결을 위해’, ‘자기이해 및 자각을 높이기 위해’의

다. 무계획의 이유에 대해 3순위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순서로 많았다. 2순위 역시 ‘자기이해 및 자각을 높이기

1순위에서는 ‘교육분석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다’와

위해’가 가장 많았다. 무경험자의 경우 ‘자기이해 및 자

‘부담스러운 분석비’, ‘교육분석 이외의 방법(수퍼비젼,

각을 높이기 위해’가 1순위로 가장 높았고 ‘효과적인 상

교육)으로도 전문성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담자가 되기 위해’, ‘개인적 문제해결을 위해’의 순으로

하였다. 반면 ‘심리치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

응답하였다. 유경험자의 경우 ‘개인적 문제해결’과 ‘자기

보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분석을 받았던 사실

이해 및 자각’에 대한 동기가 특징적이며 무경험자의

이 취업이나 진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 ‘자기이해 및 자각’ 이외에도 ‘효과적인 상담자가

‘내가 부적응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

되기 위해’에 응답한 상담자가 상대적으로 컸다. 다만

표 6. 교육분석의 구체적 동기(유경험자, 무경험자)
유경험자(n=269)

무경험자(n=276)

동 기

빈 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개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101

29

32

43

16

13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15

19

28

40

47

43

자기이해 및 자각을 높이기 위해

80

94

38

94

56

31

교육분석이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에

19

13

14

4

5

3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11

25

33

6

15

23

상담에 방해가 되는 역전이를 줄이기 위해

6

15

22

7

20

24

상담자로서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위해

4

16

10

2

25

29

효과적인 상담자가 되기 위해

27

47

64

46

47

62

교육분석자의 임상적 방법을 볼 수 있기에

6

8

25

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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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육분석 호소문제(유경험자, 무경험자)
유경험자(n=269)

호소문제

무경험자(n=276)

빈도

평균

순위

빈도

평균

순위

자기이해에 대한 욕구

157

3.47

1

69

3.03

1

스트레스 관리

110

3.05

2

54

2.64

4

정서적 소진 및 고갈

104

2.90

3

74

2.67

2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

99

2.89

4

56

2.42

6

대인관계갈등

66

2.70

5

16

2.05

9

불안

76

2.68

6

24

2.14

8

우울

70

2.49

7

15

1.87

11

진로문제

60

2.44

8

64

2.56

5

적응 문제

48

2.37

9

18

2.15

7

긴급한 삶의 해결 문제

55

2.27

10

26

1.95

10

어려운 내담자의 상담 문제

37

2.01

11

68

2.66

3

상실에 대한 애도

29

1.42

12

14

1.56

12

부부갈등

25

1.40

13

9

1.27

14

자녀양육 문제

26

1.34

14

10

1.32

13

알코올문제를 포함한 약물 문제

9

.95

15

9

1.08

15

이러한 결과는 유경험자의 응답이 실제 교육분석을 받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경험자가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

을 당시의 구체적 동기에 해당되며 무경험자는 향후 교

은 참여자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육분석을 받게 될 경우의 가상적 동기라는 점에서 해석

내담자의 상담문제’와 자신의 ‘진로문제’가 주호소문제

에 주의가 필요하다.

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호소문제

상담경력에 따른 호소문제의 차이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혹은 미래에 받게 될 교육분

유경험자의 상담경력에 따른 호소문제의 차이를 살

석의 호소문제를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결

펴본 결과는 표 8와 같으며 ‘불안’, ‘부부갈등’, ‘자녀양육

과는 표 7과 같다. 유/무경험자 모두 ‘자기이해에 대한

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욕구’가 가장 많은 호소문제로 나타났으며, 유경험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분석(Scheffe)을 실시한

경우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 소진 및 고갈’, ‘원가족에

결과 불안에서는 ‘경력저집단’이 ‘경력고집단’보다 ‘불안’

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 ‘대인관계 갈등’의 순으로 많았

이 높았으며, ‘부부갈등’과 ‘자녀양육’문제에서는 ‘경력중

고 무경험자의 경우 ‘정서적 소진 및 고갈’, ‘어려운 내

집단’이 ‘경력저집단’보다 높았다.

담자의 상담 문제’, ‘스트레스 관리’, ‘진로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경력은 아직까지 합의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최명식(2005)의 연구를 참

유/무경험자 모두 ‘정서적 소진 및 고갈’과 ‘스트레스

고하여 경력을 구분하였으며 3년 미만은 경력저, 3년

관리’가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

이상에서 10년 미만은 경력중, 10년 이상은 경력고로

목할 만하다. 또한 무경험자의 경우 유경험자와는 달리

구분하였다.

‘어려운 내담자의 상담문제’와 ‘진로문제’가 높은 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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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상담경력에 따른 호소문제의 차이검증(유경험자)
종속변수

경력
경력저(a)

불안

부부갈등

자녀양육
*

p < .05,

**

평균

표준편차

2.94

F/p

Scheffe

1.34

경력중(b)

2.58

1.38

경력고(c)

2.09

1.35

경력저(a)

1.15

1.35

경력중(b)

1.72

1.43

경력고(c)

1.43

1.46

경력저(a)

1.13

1.35

경력중(b)

1.62

1.40

5.65/.004**

a>c

4.97/.008**

a<b

3.71/026*

a<b

경력고(c)
1.34
1.36
p < .01 / 경력구분기준: 경력저(3년 미만), 경력중(3년～10년 미만), 경력고(10년 이상)

표 9. 교육분석이 도움이 된 영역(개인적 영역, 유경험자) (n=269)
구 분
자기 자각 및 문제이해

빈도

비율

순위

137

50.9

1

개인적 성장

42

15.6

2

자기존중감의 향상

34

12.6

3

자연스러운 자기표현 및 주장

11

4.1

4

정서적 고통의 경감

10

3.7

5

갈등문제의 해결

9

3.3

6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9

3.3

6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

5

1.9

8

구체적인 증상감소

1

0.4

9

통제감 획득

1

0.4

9

빈도

비율

순위

상담자의 자기문제 해결의 필요성 이해

64

23.8

1

내담자를 더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

55

20.4

2

상담자 성숙의 중요성 이해

40

14.9

3

상담에서 자기를 사용해야함을 인식

20

7.4

4

역할 모델의 학습

20

7.4

4

공감능력 향상

18

6.7

6

상담과정에 대한 이해

17

6.3

7

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확신

11

4.1

8

전이와 역전이의 중요성 인식

9

3.3

9

상담 기술 습득

6

2.2

10

인내와 참음에 대한 배움

2

0.7

11

표 10. 교육분석이 도움이 된 영역(전문적 영역, 유경험자) (n=276)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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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신의 전문성에 가장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훈련경험(유경험자, 무경험자)
유경험자(n=269)

훈련경험

무경험자(n=27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육분석

67

24.9

5

1.8

슈퍼비젼

123

45.7

77

27.9

사례경험

37

13.8

109

39.5

수련경험

27

10.0

47

17.0

대학원 교육

8

3.0

30

10.9

무응답

7

2.6

8

2.9

교육분석 효과

모델의 학습’ 등이 뒤를 이어 많았다.

전반적 효과 및 영역

교육분석 필요성에 대한 태도

교육분석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분석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85.5%가 교육분석이 ‘도움이 되었다’ 혹은

전문성 발달 기여도에 대한 태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도움이 되지

전문성 발달 기여도에 대한 태도는 표 11에 제시되

않았다’에 응답한 참여자는 없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

어 있다. 자신의 전문성에 가장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다’ 혹은 ‘보통이다’에는 약 11.5%가 응답하였다. 교육분

훈련경험에 대해 유경험자의 경우는 45.7%(123명)가 수

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고

퍼비전, 24.9%(67명)가 교육분석에 응답하였다. 무경험

거리를 두는 분석자’, ‘분석자와의 이중관계’, ‘분석자의

자의 경우 39.5%(109명)가 사례경험, 27.9%(77명)가 수

완고함’을 가장 많이 꼽았다.

퍼비전에 응답하였으며 1.8%(5명)만이 교육분석에 응답

표 9에서 교육분석이 도움이 된 영역을 살펴보면 개

하였다.

인적 영역은 ‘자기 자각 및 문제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개인적 성장’, ‘자기 존중감

교육분석 의무화에 대한 의견

의 향상’, ‘자연스러운 자기표현 및 주장’, ‘정서적 고통

교육분석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보면 유경험자의

의 경감’ 등의 순이었다. 전문적 영역의 경우, 표 10을

82.1%, 무경험자의 60.5%가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살펴보면 ‘상담자의 자기문제 해결의 필요성 이해’, ‘내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교육분석이 ‘전문상담자가 된 이

담자를 더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 ‘상담자 성숙의 중요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에 가장 동의하

성 이해’, ‘상담에서 자기를 사용해야함을 인식’, ‘역할

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분석이 전문 직업 상담자가

표 12. 교육분석 경험에 따른 교육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 검증(유경험자, 무경험자)
유경험자(n=269)

***

무경험자(n=275)

t

p

1.03

8.5

.000***

3.89

.91

5.20

.000***

3.70

.94

5.08

.00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문상담자의 선행조건

4.17

.80

3.49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

4.26

.74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필요

4.10

.88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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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교육분석 경험에 따른 정서지지, 가족기능, 삶의 만족, 인간관계 차이검증 요약(유경험자, 무경험자)
유경험자(n=269)

무경험자((n=275)

t

p

.94

-3.76

.000***

3.20

.95

-2.51

.012*

.73

3.79

.96

2.55

.011*

.79

4.03

.70

-.11

.9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어린시절 정서적 지지 및
따뜻한 양육경험

3.17

1.05

3.49

어린 시절
가족의 심리적 기능

2.99

1.01

현재 삶의 만족

3.95

현재 애착관계경험

4.02

**

p < .05,

***

p < .001

되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상담자 훈련프로그램의 일환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분석 유무에 따른 초기

으로 필요하다’에도 높은 동의를 보였다.

아동기 경험과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

표 12에서 유/무 경험에 따른 의무화 의견에 대한 차

하였다(표 13). 무경험자 집단이 유경험자 집단보다 ‘어

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유경험자들이

린 시절 정서적 지지 및 따뜻한 양육경험’과 ‘어린 시절

무경험자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유의미한 차

가족의 심리적 기능’의 지각 점수에서 유의미하게 높았

이를 보였다. 하지만 경력수준과 주된 접근법에 따른

다. 하지만 유경험자 집단이 무경험자 집단보다 ‘현재

의무화 의견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삶의 만족’을 지각하는 점수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교육분석 유경험자들에 대한 견해

‘현재 애착관계 경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분석을 선택하는 상담자의 특성에 대한 태도를

즉, 유경험자의 경우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살펴보면 유경험자의 72.5%, 무경험자의 65.9%가 ‘자기

지지와 따뜻한 양육경험 그리고 가족의 건강한 심리적

이해 및 성장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에 응답하였으며

기능이 무경험자보다 낮은 것으로 지각하였지만 현재

다음으로는 ‘자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의 한계점

삶에서 더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덧붙여, 앞서 제시된 교육분석에 대한 유경험자의 동

을 알고 있다’, ‘과거에 교육분석으로 효과를 경험하였

기에서 ‘개인적 문제해결을 위해’에 응답한 상담자들을

다’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동기집단’으로 정하고 ‘전문적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분석 경험에 따른 어린 시절 및 현재 만족

에 응답한 상담자들을 ‘전문적 동기’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육분석의 경험이 아동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아동기 경험과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

표 14. 교육분석의 주된 동기에 따른 정서지지, 가족기능, 삶의 만족, 인간관계 차이검증(유경험자)
개인적 동기
(n=118)
평균

전문적 동기
(n=103)

표준편차

평균

t

p

표준편차

어린 시절 정서 지지 및
따뜻한 양육경험

2.85

.98

3.53

.99

-5.08

.000***

어린 시절 가족의 심리적 기능

2.72

.96

3.27

.97

-4.15

.000***

현재 삶의 만족

3.93

.66

4.07

.63

-1.65

.09

현재 인간 관계

4.01

.73

4.12

.69

-1.12

.26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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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표 14), 전문적 동기를 가진 집단이 ‘어

Strausser-Kirtland, & Missar(1988)는 연구에 참여한

린 시절 정서적 지지 및 따뜻한 양육경험’과 ‘어린 시절

상담자들이 평균 2.3회의 교육분석을 경험하였으며 횟

가족의 심리적 기능’의 지각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

수의 범위는 1~9번으로 다양하였고 치료시간은 평균

로 나타났으며 ‘현재 삶의 만족도’와 ‘애착관계의 경험’

224회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32%가 1회, 32% 2회,

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2%가 3회, 14%는 4회 이상으로 보고하면서 3회 이상
경험한 상담자들이 36%나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연구인 Bike, Norcross, 그리고 Schatz(2009)는 평균 2.8

논 의

회의 교육분석 횟수를 보고하였으며 전체 응답자들
21%는 1회, 32% 2회, 25%가 3회, 22%가 4회 이상으로

본 연구는 상담자의 교육분석의 경험, 효과 그리고

나타났다.

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기초조사 연구로서 연

요약하면,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상담자들의 경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상담자들의 교육분석 실

서양 상담자들에 비해 경험 유무와 경험 횟수 및 평균

태를 분석하고 전문적인 상담자 훈련 및 교육에 있어

총 회기수에 있어 저조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다. 한국 치료자들이 참여한 Orlinsky 등(2005)의 국제

교육분석 실태에 있어 본 연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조사의 연구결과에서도 한국의 참여자들의 참여 비율

10명 중 5명(49.4%) 가량이 교육분석을 선택하는 것으

(36.1%)이 다른 나라의 치료자들(66%-90%)에 비해 크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이루어진 국외의

게 낮았다. 이에 대해 한국의 협력 연구자로 참여한 Joo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 Bae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젊은 치료자들이 자신의

Norcross와 Guy(2005)는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 제시

치료를 위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경력을 갖춘 상담자

된 교육분석의 경험실태에 대해 1970년에 52%, 1980년

들의 수적인 부족과 최근까지도 상담과 치료에 대한 사

대 62% 사이를 보이다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회적 수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그 이유로 꼽았다

72~75%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정리하였다. Orlinsky 등

(Orlinsky 등, 2005). 본 연구에서 다른 나라의 참여율에

(2005)의 국제연구 결과에서도 참여자들의 약 79%가 적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치에 대한 원인을 탐색할 수

어도 한 번의 치료경험이 있었으며,

Bike, Norcross,

없었지만 교육분석자의 층이 두텁지 않은 것과 심리치

그리고 Schatz(2009)는 평균 84%가량의 상담자들이 교

료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상담자들에게도 작용하고 있

육분석의 경험을 보고하였다. 서양의 경우 상담자들의

지 않을까 짐작할 수 있다.

교육분석 경험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

이론적 접근에 따라 유경험자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으며 대다수의 상담자들이 교육분석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자들 중 게슈탈트 접근을 취하는 상담자들 중 67%

알 수 있다.

가 교육분석을 받은 것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고하였

교육분석의 경험횟수에 있어 유경험자들은 평균 1.6

으며 그 다음으로 정신역동적 접근(64%), 절충주의적

번(3회로 제한함)로 나타났으며 유경험자 중 57.2%가 1

접근(58.5%)의 상담자들이 높은 교육분석 경험을 보고

회, 23.8%가 2회, 19%가 3회를 보고하였다. 개인별 교

하였다. 반면 인지행동주의접근은 43%, 인간중심접근의

육분석의 총 회기수를 합한 결과 평균 회기수는 44회였

39%만이 교육분석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요 선

으며 유경험자 중 43.1%(116명)이 1-20회 미만의 총회

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신분석적 접근(54%,

기수를 가지고 있으며, 200회 이상인 경우는 유경험자

82~100%)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행동주의자

전체 중 3%(9명)로 매우 적었다. 이러한 수치 역시 서

들(54% ,44~66%)은 저조한 참여율을 제시하고 있다

양의 상담자들에 비해서는 저조한 상황이다. Norcross,

(Norcross와 Prochaska, 1986; Norcross, 2005).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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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cross, 그리고 Schatz(2009)는 정신역동적 치료자들

나라 상담자들의 호소문제 영역은 서양 상담자들의 호

중 98%가 교육분석을 받았으며 반면 인지치료 상담자

소문제와 유사하지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외

들의 76%만이 교육분석에 참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인

국 상담자들의 경우 보다 개인적인 문제 예를 들어, ‘결

지행동주의들의 저조한 참여(60%)는 Orlinsky 등(1999)

혼갈등’,

은 국제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선행연구와

(Norcross, Strausser-Kirtland & Missar, 1988; Pop &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인지행동주의적 접근의

Tabachnick, 1994; Bike, Norcross, & Schatz, 2009)가

상담자들이 교육분석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체로 낮은

주 호소문제인 반면 우리나라 상담자들의 경우 ‘자기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경우 각 접근별로 인원 수가

해에 대한 욕구’와 ‘정서적 소진 및 고갈’의 순위가 높

균등하지 않은 점과 참여자가 보고한 접근법이라는 점

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상담자들의 경우 구체적 문제영

에서 실제와의 차이가 존재함을 염두에 두며 조심스러

역의 호소문제가 적은데 반해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

운 해석이 필요하다.

소진 및 고갈’이 상승하는 다소 모순된 결과를 보이고

‘우울’,

‘불안’,

‘관계문제’,

‘불안-스트레스’

교육분석의 전체 회기수는 참여자들의 경력과 주된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주된 참여자가 30~40대 여성이라

이론적 접근에 따라 예측되었다. 정신역동적 입장의 상

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0~40대 여성

담자들이 가장 많은 회기수를 예언하였으며 인지행동적

상담자들의 경우 과다한 업무 수행과 결혼 여성인 경우

접근의 치료자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신역동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다중 역할 수행에서 오는 어려움

적 접근의 상담자들이 전체 교육분석 시간 수의 상당부

등이 이들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반면 행동주의적 접근 치료자들

‘교육분석이 도움이 되었는가?’의 질문에 대해 대다수

이 가장 짧게 치료를 짧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

의 상담자들(85.5%)이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

행 연구결과들(Guy 등, 1988; Bike, Norcross, &

었다’에

Schatz, 2009)과 일치한다.

(Norcross, Strausser-Kirtland, & Missar, 1988; Liaboe,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

교육분석의 주된 동기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일관

Guy, Wong, & Deahnert, 1989; Norcross, Dryden, &

적으로 전문적 문제해결(38.3%)보다는 개인적 문제해결

DeMichele, 1992)의 결과와 일관적이다. 또한 상담자들

(43.9%)에 좀 더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

은 교육분석을 통해 개인적 영역과 전문적 영역에 있어

우 역시 50~67%정도의 참여자들이 훈련의 이유나 전문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개인적 영역으로는 ‘자기

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개인적인 이유 때

자각 및 문제이해’, ‘개인적 성장’, ‘자기 존중감의 향상’

문에

Strausser-

의 순으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영역

Kirtland, & Missar, 1988; Norcross & Connor, 2005;

으로는 ‘상담자의 자기문제 해결의 필요성 이해’, ‘내담

Orlinsky et al, 2005; Bike, Norcross, & Schatz, 2009).

자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 ‘상담자 성숙의 중요성

Liaboe, Guy, Wong, & Deahnert(1989)는 수련이 끝난

이해’의 순으로 도움의 정도가 평가되었다. 상담자들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인치료를 받는 치료자들을 대상으

교육분석을 통해 자기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상담에

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교육분석의 참여 이유에 대해

서 상담자 성숙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심리치료를 수행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

나타났다.

교육분석을

선택하였다(Norcross,

삶에서의 갈등 그리고 개인적 성장을 우선적인 동기로
꼽았다.

교육분석의 성과 측면에서 아동기의 부정적인 영향
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유경험자들의 주된 호소문제는 ‘자기이해에 대한 욕

교육분석을 경험한 상담자들이 ‘아동기의 정서적 지지

구’,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 소진 및 고갈’, ‘원가족에서

및 따뜻한 양육경험’, ‘어린 시절 가족의 심리적 기능’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

서는 무경험자들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보고하였지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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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삶의 만족도에서는 무경험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를 가지고 교육분석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선행

보고하였으며 현재 애착관계의 경험에서는 차이를 보이

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우리나라 상담자들의 경우 구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삶의 만족도와 현재애

체적인 영역에서 호소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자

착경험에 미치는 교육분석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

기이해에 대한 욕구’,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 소진 및

한 Orlinsky & Ronnestad(2002)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

고갈’에 대한 호소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상담자들이

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정서적 지지

전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소진 및 고갈의 문제를 호소하

및 따뜻한 양육경험’ 그리고 ‘어린 시절 가족의 심리적

고 있지만 구체적인 영역의 어려움에 체크하기 보다는

기능’에 있어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유의미하게 낮

포괄적인 항목인 ‘자기이해에 대한 욕구’에 많이 응답한

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분석의 경험을 통해 유경험자

것이 그 이유라고 보여진다.

들이 무경험자들보다 자신의 과거와 어린 시절에 대해

둘째, 본 연구 결과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모두 높은

더 분명히 자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하나의 원인으

비율로 ‘교육분석의 의무화’에 동의를 보여주고 있다.

로 꼽을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경험자들이 무

무경험자의 경우 88%가 ‘향후 교육분석을 받을 것이다’

경험자들에 비해서 정서적 지지가 부족했고 가족의 심

에 보고하면서 교육분석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

리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었다. 하지만 ‘향후 교육분석을 받지 않겠다’는 나머지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정서적 지지 및

상담자들의 구체적 이유를 살펴보면 무경험자들은 ‘부

가족의 기능에서 어려움이 컸기에 교육분석으로 더 쉽

담스러운 분석비’ 문제를 하나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하지만 본 연

실제로 많은 상담자들이 분석비를 스스로 감당하면서

구에서 그 원인에 대한 참여자들의 태도를 직접 확인

참여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수입이 없거나 적은 훈련생

할 수 없었기에 ‘자신에 대해 자각이 높은 상담자들이

들의 경우 분석비의 개인적 감당이 부담스러워 필요성

어린 시절을 더 비지지적으로 지각하는가?’ 혹은 ‘어린

이나 욕구에 비해 참여율이 적을 수 밖에 없으며 마땅

시절 어려움이 컸던 상담자가 교육분석을 더 많이 찾

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훈련생들의 경우 자신의

는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

개인적인 문제가 내담자와의 상담을 방해하는 것이 수

이다.

퍼비전 등에서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수퍼바이

본 연구는 상담자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저는 훈련생에게 교육분석의 참여를 권하며 상담자 자

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신의 문제를 자각하도록 도울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교육분석의 경험과 태도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많

훈련생의 개인치료를 수퍼비전의 주된 초점으로 삼는

은 수의 상담자들의 참여를 얻어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심흥섭, 1999)는 점에서 수퍼비전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육분석은 상담자의

이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수퍼비전이 훈

임상적 능력 예를 들어 공감, 온정, 역전이 해결능력,

련생의 교육에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과

관계능력 등에 영향을 미치며 상담자의 임상 실제로 연

마찬가지로 교육분석 또한 훈련 프로그램의 영역 안에

결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서 제공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에서 교육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지속시

‘일정 횟수의 교육분석의 의무화’와 ‘훈련생들의 분석비

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기초한 주된 논의점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교육분석자의 양성

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상담자들의 경우 역시 외

및 자격 여부 결정에 대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언

국의 상담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내담자의 상담문

젠가는 상담자 교육에서 한번쯤 점검 되어야 하는 문제

제’나 ‘전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분석을 선택

라고 생각되기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에 대한 주된 동기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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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대표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성의 문제와 일반화의 제한점이다. 자료가 얻어진 것이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

한국의 상담자들을 무선표집을 해서 얻은 자료가 아니

양한 경력자들, 다양한 전공군, 직업군의 상담자들을 대

며 2009년 11~12월에 걸쳐 주요 상담관련 학회에 참석

상으로 하는 대단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 직업

한 상담자들이 대다수 참여하였다. 이 시기에 학회에

별로 교육분석의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여한 상담자들은 경력자들보다는 초보상담자들이 많

또한 상담자들의 호소문제의 구체화 그리고 측정의 현

았으며 실제 참여를 요청하였을 때 전문가들은 참여를

실화, 무경험자가 교육분석에 대해 갖고 있는 상세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견해 등을 추가하여 주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

사람들 간에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에 따른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축적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제한점을 안고 있다. 이는

된 자료를 통해서만이 교육분석에 관한 풍부한 논의가

연구를 일반화하는 점에 있어 제한점으로 작용될 수 있

가능할 것이다. 둘째, 상담자의 상담자인 한국의 교육분

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심리관련 전공생들을

석자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많은 상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 적절할 것이며 그 외 다른 영역

담자들이 교육 분석자를 선택하는 기준, 교육 분석자와

의 심리치료자들에게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점을 안고

의 실제 경험에서 얻게 된 교육 분석자의 특성 파악이

있다. 둘째, 참여자들에게 나타났을 법한 바람직성을 적

필요하다. 또한 덧붙여 교육 분석자들이 일반내담자들

절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교육분석을 경험하지 않은 무

과 전공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두 집단 간의 차이점, 전

경험자들은 자신의 무경험을 보다 미화하려는 노력들이

공 내담자들을 상담하는 비율 등에 대한 이해도 흥미로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반면 유경험자들은 자신의 교육분

운 주제이다. 셋째, 교육분석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개

석의 경험을 합리화하고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노력들이

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분석은 앞서 선행연구를

있었을 것이다. 또한 호소문제의 심각성 문항과 어린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성장과 전문적인 성장의

시절의 기능과 관련된 문항들에서는 상담자로서 건강하

두 가지 큰 축에서 변화를 목표로 시작된다. 개인적인

게 보여야한다는 바람직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

성장 안에서도 단순히 증상의 완화에서부터 성격 변화

지 못하였다. 셋째, 앞서 언급했지만 경력자들 즉 전문

혹은 성숙한 인격으로의 성장까지 그 폭이 다양하며 전

가를 획득한 이후의 상담자들이 설문에 참여한 비율이

문적인 성장 안에서도 기술의 습득, 모델링, 정체성 형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러한 한계점 안에서는 우리

성, 혹은 독립적인 자기만의 치료 방식을 자극하는 효

나라 상담자들이 전문가를 획득한 이후에 재훈련의 일

과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분석의 효과 측

환으로 교육분석을 얼마나 다시 선택하는지에 대한 의

정도구를 통해 효과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개인적 성장

문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다섯째, 교육분석의 길이에

과 전문적 성장의 균형 및 보완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개인마다 경험한

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성과연구가 교육분

교육분석의 시간이 동일한지 사전에 응답할 수 없었다.

석의 경험 유/무 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것이 전부

개인에 따라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범위를 보이지만

인데 더 나아가 효과척도를 개발한다면 교육분석의 효

횟수로 질문을 하였던 것이 시간을 누락시키는 결과를

과가 높은 상담자들과 그렇지 않은 상담자들 간의 차이

초래하였다. 여섯째, 실태조사 척도의 부분적인 문제점

점을 찾아가면서 어떤 개인변인들이 교육분석의 효과를

을 안고 있다. 호소문제에 따라 리커트 척도에 표시하

설명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분석이

도록 하였는데 단 한 문장으로 호소문제를 측정하는 데

실제 상담자 전문성 발달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후 통계분석을 하는데 한계

이론적 모형을 구상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점이 있었다.

구 결과 교육분석의 도움 정도, 만족도에 있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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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ors' Educational Analysis Experience
and Attitude in Korea
Sung Kyung, Yoo, Ph.D · Mun Hee, Lee, Ph.D · Eun Hyang, Jo, M.A.
Ewha Womans University

Educational analysis, personal therapy for therapists, has been considered as a important factor of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counselors. Even through it plays a very significant role in counselor's training and education process,
there has been very limited research conducted in south Korea until now. This present research examined
counselors'experiences and attitudes toward their own personal therapy. Results showed that 49.4% of respondents had
experienced educational analysis. Participants averaged 1.6 treatment episodes, 57.2% of respondents had one episode,
23.8% two episodes and

19% three episodes. According to their theoretical orientation, sixty seven percentage of

participants indicated their orientation as Gestalt, 64% psychodynamic, 585% eclectic-integrative counselors were likely to
have sought educational analysis. Counselors sought therapy primarily for personal reasons(43.9%). Chief presenting issues
in therapy were 'need for self understanding', 'managing stress', 'burnout or exhaustion of emotion'. 43.9% of counselors
reported that educational analysis was helpful. In detail,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gained through their own therapy
some personal benefits, such as personal part was 'self awareness or understanding of problem', 'personal growth', and
'increase in self esteem'. Also, In professional domains, they gains 'understanding of counselor's solving of self problem',
'helping in understanding clients in depth', and 'understanding of importance of counselor's growth'.
Key words: counselor, educational analysis, educational analysis experience, educational analysis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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