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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자 애착과
작업동맹위기 회복에서 불만족 개입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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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상담 중 발생하는 불만족 개입과, 내
담자의 작업동맹 위기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이 애착수준과 작업동맹위기 회복간의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18세에서 22세의 후기 청소년 내담자 남녀 82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에 대해 안정애착이 높을수록, 작업동맹의 위기를 경험하고 난 후 동
맹의 위기회복 수준이 높았으며, 상담과정 중 불만족에 대해 상담자가 좀 더 적극적으
로 개입한다고 지각하였다. 반면에, 상담자에 대해 회피와 두려움 애착을 지닌 내담자일
수록 작업동맹 위기회복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담자가 느끼는 상담
에서의 불만족에 대해 상담자가 개입할수록 위기회복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줬
다. 둘째,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은 안정애착과 작업동맹 회복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작업동맹 회복에 있어서 상담자에 대한 내담
자의 안정애착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 애착, 불만족 개입, 작업동맹위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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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촉진적인 관계형성을 통하여 내담자와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김계현, 2000; Hubble, Duncan, & Miller, 1999). 그리고 상담 장
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성은 상담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어 왔다(Pistole,
1999; 권희경, 2000; 안이환, 2002).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하며, 내담자의 개인적 요인에 따라 상담자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Kivilighan, Patton, & Foote, 1998; Mallinckrodt, Gantt & Coble, 1995), 특히 애착과 작
업동맹과 같은 내담자의 특성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Foote, 1996; Kokotovic & Tracey, 1990; Mallinckrodt, 1991; Mallinckrodt, Gantt, &
Coble, 1995; Satterfield & Lyddon, 1995).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담자와 내담자가 형
성한 긍정적인 작업동맹은 상담의 성과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윤희섭, 정
현희, 2012; 최인화, 2007).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 상담자와 내담자의 요인이 상담성과에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비자발적이고 발달 단계상의 특수성이 있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에는 상담자와 내
담자의 태도나 정서적 측면이 상담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정찬석, 2004), 청소년 내담
자가 치료를 신뢰하며 받아들이고 따를 때 성공적 상담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내담자가 치료를 신뢰하며 받아들이고 따를 때 성공적 상담을 기대할 수
있으며(최인화, 2007), 상담초기에 청소년 내담자와 작업동맹형성을 하는 상담자의 능력이 나
머지 상담관계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O’Malley, Suh & Strupp, 1990). 또한
Kazdin, Mazurick와 Siegel(1994)은 청소년 상담에서 50~70%의 청소년들이 상담과정을 마
치지 못하고 조기 종결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일반
적인 특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율성이 증대되며, 부모
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며 의존과 함께 독립을 준비하면서 불가피하기 갈등을
불러오는 시기다(Specht & Craig, 1987). 특히 후기 청소년기는 자신의 내적 세계와 외적
환경을 탐색하고 이후 일생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적 정체감과 직업관을 형성하게 된다
(Felsman & Blustein, 1999). 이러한 점에서 후기 청소년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할 때 상
담자와 내담자가 긍정적인 작업동맹을 맺고 조기종결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자는 어떠한 점
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런데,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의 질을 보여주는 요인인 작업동맹은 상담과정에서 회기
가 지속됨에 따라 항상 정적으로 증가되거나 향상되지는 않으며, 때로는 위기를 맞게 된다
(Safran & Muran, 2000). 이와 같이 상담과정에서 작업동맹이 긍정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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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작업동맹 결렬 또는 위기상황이라 본다. Safran과 Muran(2000)
은 작업동맹에서의 결렬을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협력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긴장 또
는 와해’라고 하였다. 작업동맹에서의 위기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는 관계의 질이 저하될
때 발생하며 위기가 해결되면 저하되었던 관계의 질도 회복될 수 있다(이정화, 2007). 동맹
의 위기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50%정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진 바 있으며(정선영, 2008), 많은 경우 내담자들은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않거
나, 태도의 변화, 주제의 전환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여 상담자들이 내담자가 경험
하는 동맹위기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업동맹 결렬의
위기를 감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상담과정에서의 위기에 대해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다른 시각을 보일 수 있다. 상
담자에게 위기는 보다 생산적인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의
도적으로 유발하는 사건일 수 있으나 내담자에게 위기는 상담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자
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자극하는 힘든 사건이 된다(이정화, 2007).
Muran(2002)은 동맹결렬사건들이 부적응적인 대인간 도식을 들여다보는 창으로써, 내담자의
핵심이슈와 행동을 잡아낼 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즉, 상담에서 위기를 회복했을
경우 오히려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질적인 부분에서의 상담성과를 예측할 수 있
다. 정선영(2008)은 내담자의 이러한 불만족과 위기의 해결을 통해 상담자와의 유대감, 자율･
통제감 수준이 증가하여 상담에 보다 자율적으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
며, 자신의 타인과의 대인양식의 이해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동맹의 위기결
렬 자체가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를 상담자가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회복시
키는지가 최종 상담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상담
의 위기를 잘 해결하여 내담자의 인간적 성장과 상담의 장기적 영향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상담에서의 오해와 난국을 연구한 Rhodes, Hill, Tompson 그리고 Elliott(1994)은 상담자
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오해는 가족이나 중요한 다른 사람과의 경험의 반복된 결과로서, 상
담자가 부모와 똑같이 행동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테스트로 보았
다.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의 경험에서 형성된 내담자의 내적 작동모델이 상담자와의 관계에
서도 그대로 재연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Mallinckrodt, 1991; Mallinckrodt, Gantt, &
Coble, 1995). 내적작동모델이란,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하고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획
득하거나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이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영아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에 주 양육자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토대로 자신과 주 양육자
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키게 된다. 그리고 각 개인은 각자가 형성한 내적작동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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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사건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미래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계획하게 된다
(Bowlby, 1980). 즉, 영아는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 경험하게 되는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각기 다른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만약 영아가 주 양육자로부터 신체적, 정서적으로 민
감하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영아는 자기 자신을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타인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
하게 될 때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을 바탕으로 신뢰롭고 지지적인 관계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의 최초의 내적작동모델은 이후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동기뿐 만 아니라 전 생애 동안 모든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토대가 되
며, 일반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내담자의 애착은 상담관계에서도 의미 있게 드러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 장
면에서 형성하는 상담관계는 애착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기대와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김지민, 장재홍, 2009; Mallinckrodt, Gantt, & Cobel,
1995, Satterfield & Lyddon; 1998). 관계형성의 초기에 일어나는 강렬한 정서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이상화하면서 가지는 긍정적인 전이현상들이다. 그것은 초기 애착경험에서 얻는 관
계패턴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Jones, 1983). Horwitz(1974)은 상담에서 치료적 상황을 대
상관계로 보았으며, Greenson(1965)은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새로운 대상관계
가 성립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내담자의 성인애착은 성인관계 갈등과 갈등이 유발되
는 대인관계 패턴을 잘 예상해주며(김지민, 2009; 신지욱, 2006; 신혜숙, 2010), 내담자는 평
상시 대인관계에서 익숙한 관계패턴과 애착관련 기대와 행동을 상담관계 속에서 나타낼 가
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문영춘, 2007). 선행연구에서 내담자의 애착과 함께 상담자의 애
착과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정화(1999)의 연
구에서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한 내담자들이 작업동맹을 가장 잘 형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Dolan, Arkoff 그리고 Glass(1993)는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안정애착을
지닐수록 상담초기 상담자와의 관계에 더 의존하고 안정적이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가 낮은 불안정한 애착을 지닌 내담자는 상담초기 상담자와의 관계를 신뢰에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이고 발달 단계상의 특수성이 있는 청소년 내
담자의 경우, 권위자나 사회전반에 대한 반항적인 경향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수성이 상담관
계에서 의존에 대한 저항을, 상담자와 상담관계 그 자체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더욱 강하
게 갖게 된다(남상인, 2004; 김혜숙, 1997). 따라서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효과를 위해 어떤
상담자가 어떤 상담 접근을 사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내담자의 애착특성을 잘 이해
하고 그에 따른 상담자의 개입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청소년 내담자와 효과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작업동맹의 위기의 회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청소년 내담자가 지닌 상담자에 대한 애착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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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동맹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서
의 상담자의 개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상담자들은 상담과정에서의 부딪히는 어려움들
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상담과정에서의 위기를 파악하기 위
해서 Kivilighan과 Shaughnessy(2000)는 작업동맹발달과정(U자 패턴)의 하강과 회복의 측
정을 통하여 위기회복과 상담성과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Safran과 Muran(2000)은
작업동맹 결렬의 해결을 위한 모델에서, 상담자의 개입으로는 동맹결렬 징후에 대한 관심,
동맹결렬 표현의 방해물 탐색, 동맹결렬 경험의 탐색, 동맹결렬 속에 들어있는 기대와 욕구
의 자기주장 유도를 제시하였다. 이 모델을 근간으로 오충광(2007)은 작업동맹에 대한 불만
족강도와 상담자 개입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담과정에서의 내담자의 불만족 강
도가 높아질수록 작업동맹은 하락하게 되는데, 상담자 개입이 높을수록 작업동맹은 덜 하락
하게 되고 상담자 개입이 적극적일수록 불만족 강도가 작업동맹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상담자가 이런 상담 불만족 경험을 사
전에 탐지해내는 방법과 적절한 개입방법을 아는 것이 작업동맹위기를 회복하는데 매우 중
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개입과 불만족 강도, 작업동맹에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을 뿐, 어떠한 상담자의 불만족에 대한 개입이 내담자의 위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상담 장면에서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관련
하여 내담자 변인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 질 수 있는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과 관련
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
의 애착과 불만족 개입 그리고 작업동맹 위기회복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Watson과
Greenberg(2000)는 치료의 과제나 목적과 관련된 동맹의 위기는 내담자가 치료적 변화과정
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료화 작업이나 특정한 치료적 과제의 부과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유대와 관련된 동맹의 위기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현재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반영해주는 전
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Janzen, Fitzpatrick, Drapeau와 Blake(2010)는 내담자
의 애착의 특성별로, 상담초기에 작업동맹의 발달을 촉진시킨 상담자의 개입내용을 보고하도
록 한 결과, 안정형 내담자의 경우 탐색적이고 분석적인 개입이 작업동맹을 증가시켰다고 보
고한 반면, 회피형 내담자의 경우는 상담자의 조언 등의 지지적인 개입이 작업동맹을 증가시
키는 요인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상담자에 대한 내담
자의 애착과 작업동맹 위기의 회복과 관련해서 상담에 대한 불만족 개입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대상은 후기 청소년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라고 지칭했을 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의 연령대를 말하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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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연령은 청소년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기를 완전한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며, 의존성에서 벗어나 독립적 정체감을 추
구하는 시기로(Specht & Craig, 1987)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8
세에서 22세(김동배, 권동준, 2000)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청
소년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애착과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 그리고 작업동맹위기 회복의 관
계는 어떠한 지 살펴보고, 특히 상담자에 내담자의 애착과 작업동맹위기 회복의 관계에서 불
만족 개입의 어떤 요소들이 매개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즉, 작업동맹 위기회복력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내담자의 애착과 상담자의 내담자 불만족 개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봄으로써, 상담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
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과 불만족개입과 위기회복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과 위기회복과의 관계에서 불만족개입이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후기 청소년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상담기관 및 대학상담소에서 현재
최소 5회 이상 상담이 진행된 18세에서 22세의 내담자다. 그리고 편의표집을 통하여 상담자내담자 쌍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82개의 상담자-내담자 쌍이
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였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최소 1번 이상 작업
동맹의 위기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사례들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평균상담
회기는 18회기였다. 분석에 포함된 상담자는 총 82명으로, 상담경력은 평균 5.5년이며, 지금
까지 이들 상담자가 다뤘던 사례의 수는 평균 171사례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현황
내담자수(%)
표집대상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계

남

16

2

4

2

2

26(31.7%)

여

21

10

13

7

4

56(68.3%)

계

37(45.1%)

12(14.6%)

17(20.7%)

9(11.0%)

6(7.3%)

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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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 애착유형
Mallinckrodt 등(2005)이 개발한 ‘치료자에 대한 애착정도’를 지승희(2001)가 번안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CATS는 심리치료에서의 애착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아주 그렇다’(6)까지의 6점
척도 상에 평정하게 되어 있다. 안정척도(Secure)는 14문항으로 ‘치료자가 반응적이다’, ‘민감
하다’,‘이해력이 있다’, ‘정서적으로 활용가능하다고 느낀다’. ‘두렵거나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탐색하도록 격려 받는다고 느낀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몰입-융합척도

(Preoccupied-Merger)는 10문항으로 ‘치료자와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되고 싶어한다’.
‘치료의 경계를 넘어 그 관계를 확장하고 싶어한다’같은 문항 구성되어 있다. 회피-두려움
(Avoidant-Fearfull)는 12문항으로 ‘치료자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할 것
같다는 의심을 한다’, ‘치료 중에 위협, 수치감, 굴욕감을 느낀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업동맹위기회복 검사지
정선영(2008)이 상담 중 작업동맹 위기경험의 해결을 보고한 내담자용 검사지로 총 20개
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담성과의 측면을 측정할 수 있다. 유대･표현 안심, 대인관계
양식이해, 개별･분리화, 자율･통제감의 4가지 요인으로 각 5개씩,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유대, 표현 안심 측면은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서로의 감정에 대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개방할 수 있는지와, 상담 장면에서 욕구나 소망표현에 대한 안심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 자신의 대인관계 양식의 이해 측면은 상담과정에서의 위기경험을 통해 자신
의 대인관계 패턴 안에서의 부적응적인 특징을 스스로 인식하고 수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다. 셋째와 넷째는 타인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조망능력과, 다섯째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
자율감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신뢰도는 .80이었다.
불만족 상담자 개입 척도
상담자의 개입이 작업동맹 위기해결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오충광
(2007)이 개발한 내담자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 개입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Safran
과 Muran(2000)의 치료동맹 해결과정의 모형을 근거로 제작한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상담과정중의 불만족에 대한 상담개입이 주요 내용이다. 상담개입척도의 하위요인
은 ① 불만족 경험 탐색, ② 불만족 징후 탐색, ③ 불만족 표현의 구조화, ④ 불만족 기대
탐색, ⑤ 불만족 표현의 부담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상담자가 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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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불만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충광(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이 척
도의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불만족경험탐색 .89, 불만족 징후탐색 .83, 불만족 표현구
조화 .73, 불만족 속의 기대탐색 .74, 불만족표현의 부담탐색 .72였다. 본 연구에서는 .92의
전체 신뢰도를 보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처리는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변인인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 불만족 개입, 작업동맹 위
기회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담자에 대
한 내담자의 애착, 불만족 개입이 작업동맹 위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은 불만족 개입을 매개로 작업동맹 위기회복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불만족 개입이 매개효과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즉,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1,000번에 걸쳐 붓스트랩 표집을 추출하고 95%의 신뢰구간을 계산하여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sobel 검증방법(Baron & Kenny, 1986)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
하였으나 대체로 매개효과계수가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아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시키기 힘들
게 되어 결과적으로 검증력을 감소시켜 2종 오류(tyleⅡerror)를 범하기가 쉽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하지만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분석표본의 사례수와 동일한 크기로
표본을 일정수 만큼 반복 추출하여 각 표본들에서 얻어낸 매개효과 회귀계수들의 분포를 사
용하기 때문에(이상균, 박현선, 노연희, 이채원, 2012) 상대적으로 검증력이 뛰어난 점을 갖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재표집 횟수를 1000회로 생성
하도록 지정하고 95% 신뢰구간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상담자에 대한 애착, 상담자의 불만족개입, 작업동맹위기 회복의 관계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애착, 불만족 개입, 작업동맹위기 회복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측정된 변인들 간의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변인인 내담자가 지닌 상담자에 대한 애착과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불만족 개입 그리고 준거변인인 위기회복과의 관계를 보면, 예측변인인 상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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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애착의 하위요인은 종속변인인 위기회복에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상담자에 대한 안정
적인 애착(r = .67, p < .001)의 경우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회피･두려
움 애착(r = -.59, p < .001)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불만족 개입
은 위기회복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54, p < .001).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작업동맹의 위기회복력이 높아지고, 회피와 두려움을 지닌 애착일수록
작업동맹 위기회복력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내담자의 상담 불만족에 대해 상
담자가 개입할수록 위기회복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예측변인인 상담자에 대한 애착변인과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불만족 개입의 관계를
살펴보면, 안정애착(r = .57, p < .001)과 융합･몰입 애착(r = .25, p < .05)은 불만족 개입에 정
적 상관을 나타냈고, 회피･두려움애착은 부적 상관을 드러냈다(r = -.39, p < .001). 이러한 결
과는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상담과정 중에서 불만족 개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안정적이고 융합될수록 내담자의 상담 불만족
에 대한 상담자의 개입이 높아지는 반면, 내담자가 회피와 두려움을 지닌 애착일수록 상담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의 개입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상담자에 대한 안정애착, 회피･두려움, 융합･몰입, 불만
족 개입, 동맹결렬회복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안정애착(M = 65.44, SD = 7.31),
회피/두려움(M = 35.95, SD = 7.88), 융합몰입(M = 27.47, SD = 6.69), 불만족 개입(M = 131.83,
SD = 18.68), 동맹결렬회복(M = 66.72, SD = 11.9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
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2> 각 변인과의 상호상관(N=82)
변인

1. 안정애착
2. 회피･두려움

1

2

3

4

5

―
-.78***

―

.18

-.02

―

4. 불만족 개입

.57**

-.39***

.25*

―

5. 동맹결렬회복

.67***

-.59***

.04

.54***

―

범위

14-84

12-72

10-60

26-182

20-100

M

65.44

35.95

27.47

131.83

66.72

SD

7.31

7.88

6.69

18.68

11.94

왜도

-.367

.758

.041

-.600

-.300

첨도

-.268

1.019

.591

.269

.024

3. 융합･몰입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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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에 대한 애착이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인 안정, 회피･두려움, 융합･몰입이 불만족 개입에 직접적
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자에 대한 애착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불만
족 개입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중다 회귀분석 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예측변인들의 VIF는 1.08~1.89, Tolerance는 .55~.93인 것으로 드러
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만족 개입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인 모형은 유의미하게 불만족 개입을 예
측하였으며(F = 13.52, p < .001), 상담자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 중 불만족 개입에 미치는
변인은 안정(β = .61, p < .001) 변인이었고, 변량의 32%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
에 대해 내담자가 안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상담자가 상담의 불만족에 대한 개입을 잘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피･두려움과 융합･몰입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회피･두
려움과 몰입･융합의 경우, 단순상관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산출되었으나,
중다 회귀분석결과에서는 Beta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단순상관에
서는 유의하더라도 중다 회귀분석 결과, 안정애착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배제하였을 때, 회
피･두려움과 융합･몰입이 작업동맹 결렬회복에 대해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양이 없음을 의미
한다.
<표 3> 불만족 개입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의 중다 회귀분석
예측 변인

B

표준화된
β 계수

t

안정

1.42

.61

3.92***

회피･두려움

.19

.09

.57

융합･몰입

.37

.14

1.42

adj-R2

F

.32

13.52***

*p < .05, **p < .01, ***p < .001

상담자에 대한 애착이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인 안정, 회피･두려움, 융합･몰입이 작업동맹위기회복에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자에 대한 애착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작업동맹위기회복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
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중다 회귀분석 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예측변인들의 VIF는 1.07~2.16, Tolerance는 .52~.93인 것으
로 드러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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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동맹위기 회복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인 모형은 유의미하게 작업동맹 결
렬회복을 예측하였으며(F = 21.48, p < .001), 상담자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 중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안정(β = .56, p < .001) 변인이었고, 변량의 44%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상담자에 대해 내담자가 안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작업동맹 위기회복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피･두려움과 융합･몰입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회피･두려움의 경우, 단순상관 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산출되었으나, 중
다 회귀분석결과에서는 Beta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단순상관에서
는 유의하더라도 중다 회귀분석 결과, 안정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배제하였을 때, 회피･두려움
과 융합몰입이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대해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양이 없음을 의미한다.
<표 4> 결렬회복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의 중다 회귀분석
예측 변인

B

표준화된
β 계수

t

안정

12.89

.56

4.00***

회피･두려움

-3.22

-.15

-1.10

융합･몰입

-.97

-.06

-.72

adj-R2

F

.44

21.48***

*p < .05, **p < .01, ***p < .001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이 작업동맹 위기회복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의 상담 불만족에 대한 개입의 하위요인인 표현구조화, 징후탐색, 경험탐색, 표현부
담탐색, 기대탐색이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자
의 불만족 개입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작업동맹위기 회복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중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중다 회귀분석 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예측변인
들의 VIF는 1.98~2.20, Tolerance는 .45~.90인 것으로 드러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적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위기회복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인 모형은 유의미하게 불만족 개입을 예측하
였으며(F = 18.45, p < .001), 불만족 개입의 하위요인 중 결렬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불만족 경험탐색(β = .43, p < .001)과 불만족 기대탐색(β = .32, p < .05) 변인이었고, 변량의
41%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불만족에 대해 개입할 때, 상담과정에
서 경험하는 내담자의 불만족 경험에 대한 탐색과 상담에 대한 기대를 탐색할 때 작업동맹
위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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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대한 불만족개입의 중다 회귀분석
예측 변인

B

표준화된
β 계수

불만족 표현구조화

.06

.01

.10

불만족 징후탐색

-.03

-.02

-.11

불만족 경험탐색

.95

.43

불만족 표현부담탐색

-.25

-.08

-.58

불만족 기대탐색

1.08

.32

2.40*

t

2.96**

adj-R2

F

.41

18.45***

*p < .05, **p < .01, ***p < .001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의 매개효과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의 매개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떤 변수가 매
개 변수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Baron & Kenny,
1986). 첫째, 예측변인은 가정된 매개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예측변인은
준거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은 준거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
야 한다. 넷째,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에 줄어들어야 한
다. 따라서,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을 예측변인으로, 불만족 개입을 매개변인으로, 작
업동맹위기 회복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부스트레핑 절차를 사용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자의 대한 내담자의 애착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
고 위기회복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1단계 회귀방정식은 내담자의 안정애착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인(β = .244, p < .001)으로 나타났고, 위기회복의 분산 중 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된 매개변인인 불만족 개입을 2단계에 투입한 결과 회귀방정식
에서 안정애착과 불만족 개입이 위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며(β = .44, p < .001, β
= .25, p < .05), 위기회복에 미치는 설명력은 4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준거변
인인 위기회복에 대한 예측변인인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의 영향력은 가정된 매개변
인인 위기회복을 통제한 후에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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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불만족 개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표준화된
β 계수

예측 변인

안정애착
1단계

2단계

adj-R2

ΔR2

F

.45

.45

62.96***

.48

.03

35.36***

.59***

회피･두려움

-.12

융합･몰입

-.08

안정애착

.44***

회피･두려움

-.14

융합･몰입

-.11

불만족 개입

.25*

*p < .05, **p < .01, ***p < .001

그리고 불만족 개입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불만족 개입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
한 값과 상한 값이 각각 .047과 .28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고 할 수 있다.
<표 7> 불만족 개입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효과

간접
효과

예측변수

내담자애착 →

매개변수

불만족개입

→

준거변수

표준화
계수

S.E.

결렬회복

.16

.06

붓스트레핑
95% 신뢰구간

.047～.282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애착,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 작업동맹위기 회복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내담자의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의 개입이 애착과 작업동맹위기 회복
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애착, 불만족 개입과 작업동맹위기 회복과의 관계를 알아보
았다. 내담자가 지닌 상담자에 대한 애착과 불만족 개입, 위기회복과의 관계를 보면, 상담자
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작업동맹의 위기를 경험하고 난 후 동맹의 위기회복
의 수준이 높아지고, 회피와 두려움을 지닌 애착일수록 작업동맹 위기회복 수준이 낮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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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담자가 느끼는 상담에서의 불만족에 대해 상담자가 개입할수록 위
기회복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기 정신분석치료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애착특성과 작업동맹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거부형 애착은 상담자에 대한 전
반적 애착 및 여러 애착 요인들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안정형 애착은 반대로 이들 모두
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한 Parish와 Eagle(2003)의 연구와 맥락적으로 일치한다. 그리
고 내담자 불안 요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상담자 발달수준에 따라 작업동맹 수준이 달
라지고 내담자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 높을 경우에는 상담자의 능숙한 개입이 작업동
맹 형성에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구정은(1999)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
는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상담과정 중에서 불만족 개입과 위기회복에 관련되어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상담자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인 안정, 회피･두려움, 융합･몰입이 불만족 개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자에 대한 애착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하
고 불만족 개입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될수록, 상담자는 내담자가 느끼는 상담의 불만족에 대해
더 높은 개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정애착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배제하였을
때, 회피･두려움과 융합･몰입 애착의 경우 작업동맹 결렬회복 수준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치료자가 내담자의 애착유형에 따라 치료 접근을 조정하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조정이 있는 경우 치료적 동맹의 형성, 내담자에 대한 이해, 심리치료 성과
와의 관련성을 연구할 수 있다고 보고한 Dolan(1992)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상담자에 대
한 내담자의 애착수준이 안정적인 경우, 상담과정에서의 나타나는 자신의 기대나 욕구, 불만
족스러움에 대해서 상담자가 좀 더 탐색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
음을 시사한다.
셋째,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 하위요인인 안정, 회피･두려움, 융합･몰입이 작업동맹
위기 회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상담자에 대해 내담자가 안정적으로 지각
할수록, 작업동맹위기 회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충광(2007)의 연구에서 상담자
개입이 높을수록 작업동맹은 덜 하락하게 되고 상담자 개입이 적극적일수록 불만족 강도가
작업동맹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회피･두려움과
융합･몰입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따라서,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위기를
경험하고, 이를 회복했다고 보고하였을 경우, 상담자에 대해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에
는 위기 회복 후에 나타나는 성과적 측면인, 상담자와의 유대와 감정표현에 대한 안심, 자신
의 대인관계 양식이해, 자신과 타인과의 조망능력, 자율･통제감이 증가되었음을 나타내지만,
회피･두려움과 융합･몰입애착이 높은 경우 상담의 위기를 넘겼다고 스스로 지각하더라도, 실
제, 위기회복 후에 따라오는 내적인 성과를 크게 획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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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담자의 상담 불만족에 대한 개입의 하위요인인 표현구조화, 징후탐색, 경험탐색,
표현부담탐색, 기대탐색이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경험
탐색과, 기대탐색의 하위요인이 위기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불만족 개입 중에, 상담과정에서 경험하는 내담자의 불만족
경험에 대한 탐색과 상담에 대해 내담자가 가지는 기대를 탐색하면서, 이를 상담에서 직접
적으로 다루었을 때, 작업동맹 위기의 회복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
는 것이다.
다섯째,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상
담자의 불만족 개입이 주요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회피･두려움, 융합･몰입의
경우에는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이 작업동맹 위기 회복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기상황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개입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기
상황에 대해서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애착 수준보다 높음을 보여줬다. 즉, 이때 안정
적 애착경향을 보인 내담자들은 위기 경험할 경우에 상담자가 내담자가 가진 불만족에 대하
여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위기회복 후 습득되는 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과정과

상담관계에서의

상담자

역할을

애착이론의

돌봄

(caregiving)으로 보고, 양육자로서의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담자
에게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상담자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Pistole(1989;
1999)과 성공적인 사례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므로 교정적인
정서경험을 하게 된다는 Mallinckrodt 등(1995)의 연구와 일치하며, 치료의 과제나 목적과
관련된 동맹의 위기는 내담자가 치료적 변화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료
화 작업이나 특정한 치료적 과제의 부과와 같은 개입 전략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강
조한 Watson과 Greenberg(2000)의 연구와 맥락적으로 일치한다. 즉,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유대와 관련된 동맹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안정적인 애착관계
뿐만 아니라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반영해주며, 적극적인 개입전략을 사용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회피적이거나, 지나치게 융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담과정에서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이를 회복하여 상담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위기를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 습득되는 성장적 측면은 낮고, 또 상담자의 개입에 대한 노력
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연구가 미비한 후기 청소년의 상담자에 대
한 애착과 동맹결렬회복과의 관계에서 내담자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 개입에 대한 모델을 제
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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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애착과 함께 Safran의 동맹결렬 해결 모델에 ‘상담 불만족에 대한 구조화’를 첨가하여 상
담 불만족에 대한 개입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작업동맹이 결렬되었을 때의 회복력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측면에서 상담자와의 안정애착은 내담자에게
안정기저의 역할을 하여 작업동맹을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결렬위기에서도 회복하는데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담 불만족에 대한 구조화의 측면에서,
상담 초기에 내담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담과정의 불만족을 상담자는 적극
적으로 개입하여 내담자가 이를 표현하고 상담자와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상담자에 대한 애착과 동맹결렬회복과의 관계에서 내담자
불만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자와의 애착이 지닌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상담과정에서의 불만족 개입을 통해 동맹결렬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입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임상적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작업동맹의 결렬위기상황에
서 회복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상담에 대
한 불만족스런 경험을 구조화를 통해 표현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실제 상담 장면에 있는 상담자와 수련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 초보
상담자에게 유용한 자료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생각하는
내담자와의 관계형성보다는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자와의 애착관계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담 초기뿐만 아니라, 상담 전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자와의 관계에 세심하게 살펴보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
력해야 한다. 또한 숙련된 상담자뿐만 아니라 초보상담자에게 있어 내담자의 불만족을 다루
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불만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활용하는 것은 상담성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
치므로, 내담자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 개입과 관련된 정보는 상담자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상담의 위기경험을 평가하는데 있어 위기 경험 유무와, 위기의
정도, 해결정도를 내담자의 단회적 측정 보고치를 근거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
회기별 반복측정을 통해, 동맹의 고저를 측정하여, 객관적 수치에 근거하여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과, 위기해결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담과정 중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의 측
정이 내담자의 평가에 의존하므로, 상담자 개입방법에 대한 상담자 보고를 평정치로 함께 사
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소재의 청소년 상담기관 및 대학상담소에서 현재 최
소 5회 이상 상담이 진행된 18세에서 22세의 내담자를 편의 표집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밖의 지역과 다른 대상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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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과 다른 특성을 가진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연구모
델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 내담자의 상
담자에 대한 애착과 작업동맹 위기회복과의 관계에서 불만족 개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
나, 본 연구는 실험연구와 같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유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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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vention to Client
Dissatisfaction in Counsel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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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lient attachment to counselor on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in a sample of adolescents,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vention to client dis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ent attachment to
counselor and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authors collected data from a total of 82 high school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d as follows. First, when a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client attachment to counselor, intervention to client
dissatisfaction and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the findings showed that secure
attachment, intervention to client dissatisfac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Meanwhile, avoidant/fearful attachmen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analysis were conducted to test mediating effects of the intervention to client dis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ent attachment and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An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intervention to client dissatisfac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lient attachment and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Implications of the study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ddressed.
Key words : adolescents, client attachment to counselor, intervention to client dissatisfaction,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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