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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우울경험과 성인애착 및 역전이 행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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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담자의 우울경험과 성인애착 및 역전이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자 224명을 대상으로 우울경험질문지(DEQ), 친밀관계경험척도(ECR-R), 역전이 행동 척도(K-ICB)
를 실시하였으며, SPSS 12.0으로 상관분석과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경
험과 성인애착은 역전이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우울 경험의 하위요인인 자기비난적 우울은
역전이행동의 하위요인 중 무관심/배척을 설명하고 있었으며, 우울 경험의 하위요인인 의존적 우울
은 역전이행동의 하위요인 중 무관심/배척과 통제/훈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성인애착 요인 중 애착
불안은 역전이 행동의 하위요인인 무관심/배척, 통제/불안, 그리고 과잉지지를 모두 설명하는 변인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담자의 애착불안은 다양한 역전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변인이지만, 상담자의 우울경험 중 자기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은 무관심/배척과 통제/훈계
와 관련되는 변인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상담자, 우울경험, 성인애착, 역전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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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는 어떻게 상담이라는 전문적인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자신의 자기개념과
일치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
다는 Super(1994)의 지적처럼, 상담자 역시 도움을
주는 전문적 직업을 선택하는데 개인의 특성이나
자기 개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Corey와
Corey(1993) 그리고 여러 다른 학자(D'Augelli,
D'Augelli, & Danish, 1981; Egan, 1998; Rogers, 1980)

들은 상담자와 같이 도움을 주는 직업을 시작하
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
다. 즉, 자신의 삶에서 안정감의 욕구를 충족시키
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
럼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 문제에 대한 통
찰력을 얻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돌보는 역할
을 하여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구조자로서의 역할을 무의식적
으로 수행하는 것과 같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Stebnicki, 2000). Guntrip(1975)은 치료자가 되기 위
한 동기에 대해 그의 치료자중 한 명인 Fairbarin
을 인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심리치료자가 될 어떠한 동기도 생각할 수 없다.”
는 다소 극단적인 견해를 언급한바 있다(P.145).
이러한 견해는 상담자가 경험한 심리적인 어려움
이 상담자의 길을 걷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자
신이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을 통해 내담자가 경
험하는 심리적 문제의 중요성을 더욱 잘 인식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외상과 폭력 등에 일
차적 또는 이차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
반적인 사람들보다 정신적, 정서적 장애에 더 취
약할 수 있다(Lawson & Venart, 2005). Pope와
Tabachnick(1994)이 474명의 APA회원(임상, 상담,
심리치료, 독립한 개업 심리학자)을 대상으로 실
시했던 연구에서 발견된 놀라운 결과 중 하나는
참가자들이 보고한 불행과 우울증 경험의 정도였

다.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다섯 명 중 한 명 정
도의 상담자는, 자신이 내담자로 치료받았을 때
우울 또는 불행을 주요 문제로 다룬 것으로 나타
났다. 대부분의 상담자(61%)는 치료의 주요 주제
에 상관없이 임상적 우울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에피소드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했
다. 또한 다섯 명 중 한명 이상(29%)은 자살충동
을 느꼈다고 밝혔으며, 약 4% 정도는 적어도 한
번의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Thoreson, Miller 그리고 Krauskopf(1989)가
379명의 심리학자 중 약 10%가 우울증, 외로움,
관계불만족, 재발성 신체적 질병, 그리고 음주문
제 등 다양한 범위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보고
한 바와 맥락이 일치한다. 이와 같이 상담자는 우
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
성이 있으나, 이것을 단지 내담자를 통해 경험하
는 이차적 문제로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우울
경험과 관련된 상담자의 내적 요인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Blatt(1974)는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우
울 경험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인들의 우울증이
초기 어린 시절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을 인식하고 우울을 대상관계이론의 시각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양육
자와 갖는 관계의 질이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의 발달을 가져오며 이 내적 작동모델은
특정 애착 경험을 한 사람들이 특정 우울증에 취
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Blatt & Homann, 1992).
이에 Blatt는 대상관계의 손상수준에 따라 우울을
두 가지 하위 차원인 의존적 우울과 자기 비난적
우울로 명명하였다. Blatt(1974)에 의하면 우울 경
험의 하위 차원 중 의존적 우울의 성향을 보이는
개인은 대인관계에 관련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
스로 우울상태를 경험한다. 또한 의존적 성향의
개인은 외롭거나, 유기되었다고 느낄 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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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형태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보살핌이나 애정에
관련된 문제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의존적
성향의 개인은 부인과 억압을 주요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울 경험의 하위
차원 중 자기비난적 우울의 성향을 보이는 개인
은 자기가치 및 개인적 성취와 관련된 사건으로
우울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자기비난적 성
향의 개인은 실패하였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경
험할 때, 그리고 공격성과 같은 정서의 통제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자기비
난적 성향의 개인은 투사, 반동형성, 이지화, 그리
고 과잉보상 등을 주 방어기제로 사용하는 것으
로 보인다(Blatt, 1974; Blatt, 2004; Blatt & Homann,
“

1992; Campos, Besser, & Blatt, 2011; Welkowitz,

이러한 경향은 McWilliams
(2007)가 보고한 경험적인 관찰의 결과에서도 나
타난다. McWilliams는 심리치료자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친밀한 관계를 좋아하고, 분리를 싫
어하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고, 쉽게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관찰에 의하
면 자기 비판적이고, 과도한 책임감 및 자신보다
타인의 욕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어떤
특권의식을 갖기보다는 스스로 자격미달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탐욕, 분노, 이기심을
회피하려고 하며 자신에게서 경쟁심이나 적대감
의 흔적을 발견할 경우 몹시 속상해하였다. 이러
한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우울경험의 하위 차원
인 의존적 우울과 자기비난적 우울은 McWilliams
가 관찰한 상담자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상담자가 우울 경험의 성향을
보일 경우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인다.
우울경험을 연구한 연구자들(Blatt, 1974; Campos
et al., 2011)은 이러한 우울경험을 부모와 자녀의
Lish, & Bond, 1985).

관계에서 발생한 특정한 양식의 결과로 본다. 즉,
의존적 우울과 자기비난적 우울은 초기 양육자와
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개인의 전체적 삶의 양식
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애착유형에 따라 우울 경험의 수준은 다를 수
있다. Campos et al., (2011)의 설명에 의하면, 의존
적 개인은 박탈, 거부, 비일관적이고 예측 불가능
하며,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모상에서 비롯되었으
며, 저항적/양가적 애착 패턴과 관련이 있다. 또한
자기비난적 개인은 통제와 간섭, 과도하게 비난
적, 처벌적인 부모상에서 비롯되었으며, 회피애착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울 경험
과 애착을 연구한 몇몇 연구에서, 자기비난적 우
울은 두려움-회피애착 유형과 관련되었으며(Zuroff
& Fitzpatrick, 1995), 의존적 우울은 애착불안과 정
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urphy & Bates,
1997; Reis & Grenyer, 2002; Zuroff & Fitzpatrick,
1995).

애착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많은 다른 생명체들
과 같이 생물학에 기초한 애착체계를 지니고 있
으며, 외적 혹은 내적 위협이 나타나면 애착체계
가 활성화된다. 주 양육자와의 경험에서 발달하는
애착관계는 아동의 감정과 기대 그리고 행동전략
의 기초를 형성하며, 성인기에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동초기동안 형성된 애착체계가 활
성화되어 보호를 추구하는 애착행동을 촉발시킨
다(Brisch, 2003). 또한, 새로운 애착환경이나 대상
을 접하게 되어 다시 조직해야 할 때는 무의식적
으로 변화에 저항할 수 있으므로 초기 내적작동
모델의 재구조화는 어려우며, 성인이 된 후에도
기존의 내적작동모델을 계속하여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새롭게 애착관계를 맺게 되거나 실연이나
죽음 등으로 인해 가까운 애착대상과 이별하는
등 사회 환경에서 변화가 나타날 때, 내적작동모
델은 자아와 타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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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애착양식은 다시 조정될 수 있다(Bowlby,
1980). 특히 상담자와 같이 인간의 심리 내적인
구성요소에 대해 공부하고, 자신의 성장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경우,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
착양식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일반인보다도 상담을 공부
하는 학생들이 더 큰 행복을 경험하였으며, 학생
들 중에서도 박사과정의 학생이 더 큰 행복을 보
였다는 Myers, Mobley 그리고 Booth(2003)의 연구결
과를 통해 그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본 연구에서는 상담
을 공부하고 상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관점에서 성인애착을 탐색하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상담자의 애착에 관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애착은 상담에서의 공감능
력(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심리적 소진(박
현주, 김봉환, 2010; 이혜수, 이희경, 2011), 그리고
역전이 관리능력(윤희섭, 정현희, 2010)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수현 외 (2006)의
연구에서는 애착 유형 중에서도 안정애착이 상담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본적인 애착
이론의 관점과 달리 불안애착이 상담자의 공감성
향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처입은
치료자 패러다임(wounded healer paradigm)을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의 불안애착이
상담에서 방해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안정애착인
상담자 보다 불안애착이 높은 상담자가 내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더 민감하게 공감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불안애착이 작업동
맹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던 Mallindrodt, Coble, 그
리고 Gantt(1995)의 연구와 유사하다. 또한 상담자
의 불안애착이 내담자의 경험을 공감하는 방해요
인이 아니라는 주장(Miller, Baldwin, & Jr, 2000;
Sealre & Meara, 1999; Trustry, Ng, & Watt, 2005;

을 지지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기본적인 애착이론의 관점
과 달리 상담자의 안정애착보다는 불안애착이 상
담의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담자가 불안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
서 겪어온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 내담자에게 더
민감하고 폭넓은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
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담자가 자신의 내적
상처를 부인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통합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할 것
이다(Miller & Baldwin, 1987). 그렇지 않은 경우,
내담자들의 슬픔, 상실, 그리고 고통과 함께 작업
하는 것은 상담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Stebnicki, 2000), 깊은 수준의 공감을 전
하는 상담자들은 때때로 내담자의 문제에 과동일
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Gelso & Hayes, 1998).
또한 상담자의 과도한 자기비난과 서투른 대인관
계 양식은 심리치료 과정에서 경험될 수 있는 내
담자의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
다(Vane, 2002). 즉,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겪어온 과거의 다양한 경
험이나 불안애착 등은 상담 과정에 역기능적인
요소로 자리하게 될 것이며, 역전이의 형태로 나
타나 상담을 방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치료에서 흔히 부딪치는 문제인 역전이는 환자
에 대한 분석가의 감정반응이며 분석가 자신의
비의식적 갈등이 환자를 통하여 노출된 것으로,
분석가가 피분석가를 자신의 마음속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이무석, 2007). Peabody와 Gelso(1982)
는 역전이의 감정과 행동을 구별하여, 상담자의
역전이 감정은 피할 수 없는 상담자 반응으로 내
담자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
으나, 역전이 행동은 상담을 실패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상담자의 역전이 행동은 대부
Wolgien & Coad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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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부정적인 상담의 결과와 관련될 수 있으며
(Whiston & Sexton, 1993), 특히 우울한 성격구조를
지닌 치료자들은 내담자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
하려고 애쓰거나, 친밀함에 대한 소망과 돌봄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억제 경향을 환자에게 투사
할 수 있다(McWilliams, 2007). 이러한 경우 치료의
과정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
어 치료자가 항상 친절하고 자상하기만 하며 직
면을 회피하는 것은 환자가 좌절에 대한 반응을
억압하도록 강화하는 셈이 된다. 이런 치료자는
실망감과 분노를 경험하는 환자의 전형적인 방식
과 환자의 공격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 반응
속에 내재하는 갈등을 실제 상황에서 탐색하고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로 인해 환
자의 공격성이 억제되면 그런 감정은 치료 밖에
서 행동화 되거나, 과도한 의존적 전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Bauer, 2007).
이러한 가능성은 실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추측해볼 수 있다. Vane(2002)의 연구 결과, 의존
성과 관련된 인지적 도식을 가진 상담자가 의존
성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담자를 대할
때, 내담자의 의존성에 관련된 자료를 기억하거나
상담 과정에서 언어적 반응을 준비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등의 역전이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순(2010)
의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상담에 대한 확신과 자
신감의 부족으로 부정적 내적 반응이 많을 때 상
담 장면에서 공감능력, 불안관리 등이 낮아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상담자의 애착과 역전
이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에서는, 상담자가 부
정적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상담자의 애착 특성
과 관련이 있었다(Ligiero & Gelso 2002; Mohr,
Gelso & Hill 2005). 수퍼바이저가 평정한 상담자의
애착특성과 상담자 역전이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
았을 때, 상담자의 불안정 애착특성은 역전이 행

동의 차이를 예측하지 못했지만, 상담자의 안전애
착 수준은 부정적 역전이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Mohr et al., (2005)의 연구에
서도 거부형 상담자가 다른 유형의 상담자에 비
해 내담자에게 더 적대적 역전이 행동을 보일 가
능성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들을 살펴보았을 때, 상담자의 우울경험과 애착은
역전이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나,
이러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어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의존적
우울의 경우, 개인이나 임상가가 확인하기 어렵
고,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Abramson & Sackheim, 1977; Blatt, 1974).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에도 개인이 경험하는 우울의 정도
에 따라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은 채 잠재되
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잠재된 우울 경험이 상담 실제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 자신이 심리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주지되
어왔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애착이나 역전이가 상담 실제와 어떤 관련이 있
는지에 관한 탐색이 진행되어 왔으나, 상담자의
우울 경험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웠다. 그러나 여러 경험적 관찰과 실증적 연구들
은 상담자들에게 우울적 특성이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우울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난 성인애착 특성은 상담자의 역전이와도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우울경험이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 나타나는
역전이 행동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
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상담자의 우울경험과 성인
애착 그리고 역전이 행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
지 진행되지 않아 탐색을 필요로 한다.
숙련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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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높지만(Hill, 2004; Witmer & Granello, 2005;
Witmer & Young, 1996), 미숙하거나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도 해가 될 수 있
다(Lawson et al., 2007). 상담자가 자신의 성장과
개발을 위해 노력했을 때, 전문성 훈련과 개인적
개발이 둘 다 이루어지며, 나아가 타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Matthews, 1998). 즉,
자신의 감정과 문제에 대한 통찰이 있는 상담자
는 역전이 역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
며(VanWagoner et al., 1991),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
한 자신의 객관적인 반응들을 구분하고 인식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역전이의 치료적 활용이 가
능할 것이다. 상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담자
의 개인적 영역인 상담자의 우울 경험 및 성인
애착 특성과 역전이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상담자의 자기 이해와 개인적 성장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상담에서 내담자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기능적인 역전이 행
동을 이해하고 인식하여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우울경험과 성
인애착 그리고 역전이 행동의 관계가 어떠한지
탐색해보고, 우울경험과 성인애착이 역전이 행동
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상
담자의 개인적 구성요소인 우울 특성과 성인 애
착 및 역전이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서 실시된 중독상담 관련 워크샵 참석자 중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부
터 12월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1페이지 이상의
설문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224
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상담자는 남자 38명(17%), 여자 186명(83%)으로,
23-59세의 연령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37.2(SD=8.92)세로 나타났다. 상담자들의 학력은
대졸 20명(8.9%), 석사과정 72명(32.1%), 석사 63명
(28.1%), 박사과정 63명(28.2%), 박사 6명(2.7%)였
다. 상담자들의 상담 경력은 1년에서 24년의 분포
를 보였으며, 5년 미만은 144명(64.3%), 5-9년은
59명(26.3%), 10년 이상은 21명(9.4%)의 경력자였
으며, 평균경력은 4.09(SD=3.65)년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상담자 중 학회 및 국가 심리상
담 관련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상담자는 142명
(63.4%)이었으며, 82명(36.6%)의 상담자는 자격증
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우울경험질문지
상담자의 우울 경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latt, D'Afflitti 그리고 Quinlan(1976)이 개발한 우울
경험 질문지(Depression Experiences Questionnaire:
DE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6문항, 7점
Likert 척도로 자기비난성, 의존성, 효능감을 측정
하는 세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비
난성 요인은 자기와 타인에 관한 비판성향과 양
가감정 관련 문항으로, 의존성 요인은 보살핌과
애정을 받고 싶은 요구,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
방 법
고 의존하고 싶은 성향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효능감 요인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지
연구대상
않았다. 정상인에게서도 어느 정도 의존감과 죄책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지역 감이 있기 때문에, DEQ는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
의 대학 상담 기관, 청소년 상담 기관, 개인 상담 유용하게 활용된다(Blatt et al., 1982; Klein et al.,
실 등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들과 서울에 1988; Franche & Dobson, 1992). 본 척도를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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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재임(1996)의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는 대학 분석 방법
생집단은, 자기비난성 .84, 의존성 .82였으며, 임상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
집단의 경우 .81, .68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 처리되었다. 자료 분석에 앞서 EM방식으로 결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91, .88이었 측치를 처리한 후 기술적인 통계값을 구하였고,
다.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
였다. 상담자가 지각한 우울경험, 성인애착, 그리
친밀관계경험척도
고 역전이 행동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 그리 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고 Brennan (2000)이 개발하고 김성현(2004)이 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 간 단순상관분석
당화한 친밀관계경험 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을 실시하였다. 우울경험, 성인애착과 역전이행동
Relationship-Revised: ECR-R)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과 어떠한 관계인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상
척도는 총 36문항, 7점 Likert 척도로 애착회피와 대적으로 더 중요한 독립변수부터 순서대로 파악
애착불안을 측정하는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 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단계적 방법으로
어 있다. 애착회피요인은 친밀과 의존에 대한 두 실시하였다.
려움을, 애착불안요인은 거절이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연구결과
애착 회피요인은 .85, 불안요인은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애착 회피요인은 .89, 애착 불안요인은 .92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나타났다.
우울경험과 성인애착 및 역전이 행동의 상관계
수는 표 1과 같다. 우울경험의 두 하위요인 중 자
역전이 행동 척도
상담자의 역전이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비난적 우울은 서로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
며(r=.66, p<.01), 성인애착과 역전이행동과의 상
Friedman과 Gelso(2000)가 개발한 Inventory of
관이 모두 유의하였다. 자기비난적 우울의 경우,
Counter-transference Behavior를 김지은과 조성호
특히 성인애착의 하위요인인 애착불안(r=.74, p<
(2006)가 타당화하며 문항수와 요인이 수정된 척
도이다. 이 척도는 총 17문항, 5점 Likert척도로 무 .01)과는 강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
관심/배척, 통제/훈계, 과잉지지를 측정하는 세 개 착회피(r=.42, p<.01)와 무관심/배척(r=.42, p<.01)
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김지은과 조성호 과도 비교적 강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비난적 우울은 전체 역전이행동(r=.39,
(2006)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p<.01)과 통제/훈계(r=.25, p<.01), 과잉지지(r=.31,
.72, 각 하위요인은 무관심/배척 .79, 통제/훈계
p<.01)와는 보통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77, 과잉지지 .70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
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역전이 행동 전체 척 의존적 우울은 역전이행동의 하위요인 중 통제
도는 .82, 하위요인은 각각 .70, .67, .53으로 나타 /훈계를 제외한 나머지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특
히 의존적 우울은 애착불안(r=.68, p<.01)과는 강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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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울 경험, 성인애착, 역전이 행동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n=224)

자기비난적우울
2. 의존적우울
3. 애착불안
4. 애착회피
5. 무관심/배척
6. 통제/훈계
7. 과잉지지
8. 전체역전이행동
평균(M)
표준편차(SD)
1.

*

p <.05,

1

2

3

4

5

6

7

8

1
.66**

1

.74**

.68**

**

**

.36**

**

**

.42

1

.18

**

1

.42

.21

.42

.24**

1

.25**

.10

.30**

.15*

.63**

.13

**

.48**

**

**

**

**

.31

**

.26

**

.33

**

**

**

.52

1
1

.39

.22

.42

.21

.86

.86

.79**

1

3.48

3.91

2.88

3.38

1.96

2.37

2.46

2.26

.80

.70

.83

.71

.46

.58

.43

.40

**

p <.01

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애착회피
(r=.18, p<.01)와는 약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의존적 우울은 전체 역전이 행동
(r=.22, p<.01)과 역전이 행동의 하위요인인 무관
심/배척(r=.21, p<.01), 과잉지지(r=.26, p<.01)와 보
통 정도의 상관이 있었다.
애착불안은 무관심/배척(r=.42, p<.01), 전체 역
전이 행동(r=.42, p<.01)과 비교적 강한 상관이 있
었으며, 통제/훈계(r=.30, p<.01), 과잉지지(r=.33,
p<.01)와는 보통정도의 상관이 있었다. 애착회피
의 경우 무관심/배척(r=.24, p<.01), 전체 역전이
행동(r=.21, p<.01)과 보통정도의 상관이 있었으

며, 통제/훈계(r=.15, p<.05)와는 약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경험과 성인애착의 역전이 행동에 대한 설
명력

우울경험, 성인애착과 역전이행동과 어떠한 관
계인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이 더 높은 순서대로 파악해보기
위하여, 역전이행동의 하위요인인 무관심/배척, 통
제/훈계, 그리고 과잉지지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우울경험과 성인애착의 하위요인인 자기비

표 2. 우울경험과 성인애착의 무관심/배척에 대한 설명력

독립변인
자기비난적우울
애착불안
의존적우울

*

p <.05,

**

p <.01,

B

SE

β

t

.19

.05

.33

3.52**

.18

.05

.33

3.46**

-.15

.06

-.23

-2.73**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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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2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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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적 우울, 의존적 우울, 애착회피, 그리고 애착불
안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단계적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표 2는 역전이 행동의 하위요인인 무관심/배척
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우울경험과 성인애착의 하
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단계 1에서 자기비난
적 우울을 예측변인으로, 단계 2에서 애착불안을
예측변인으로, 그리고 단계 3에서 의존적 우울을
예측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계에서 증가한
변량은 유의하였다. 자기비난적 우울, 애착불안,
그리고 의존적 우울은 무관심/배척 방식의 역전이
행동을 22.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역전이 행동의 하위 요인인 통제/훈계
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우울경험과 성인애착의 하
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단계 1에서 애착불안을 예측
변인으로, 그리고 단계 2에서 의존적 우울이 예측
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계에서 증가된 변량
은 유의하였다. 애착불안과 의존적 우울은 통제/
훈계 방식의 역전이 행동을 10.7%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는 역전이 행동의 하위요인인 과잉지지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우울경험과 성인애착의 하위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애착불안만이 단계 1의
예측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애착불안은 과잉지지
방식의 역전이 행동을 10.8%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자의 우울경험과 성인애착 및
역전이 행동이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여, 상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
담자의 개인적 변인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먼저 상담자의 우울경험과 성인애착, 그리고
역전이 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상
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울 경험의 하위 요
인인 자기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과 강한 정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비
난적 우울이 높아질수록 의존적 우울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존연구(박규상, 조성호, 2009)와 동일
한 결과였다. 우울경험의 하위요인 중 자기비난적

표 3. 우울경험과 성인애착의 통제/훈계에 대한 설명력

독립변인
애착불안
의존적우울

*

p <.05,

**

p <.01,

B
.30
-.15

β

SE
.06

.42

.07

t

R2

F

.107

13.22***

R2

F

.108

26.99***

***

4.88

*

-.19

-2.14

β

t

***

p <.001

표 4. 우울경험과 성인애착의 과잉지지에 대한 설명력

독립변인
애착불안

*

p <.05,

**

p <.01,

B
.17

SE
.03

.33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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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은 애착불안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애착회피, 무관심/배척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또한 전체 역전이 행동, 통제/훈계, 과잉
지지와도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자기비난적 우울이 애착불안과 애착회
피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던 경험적 연구
(Amy & Meifen, 2010; Murphy & Bates, 1997; Zuroff

의 결과와 동일하며, 자기비난
적 개인은 대인관계에서 투쟁, 비평, 적대감을 경
험하며, 대인과의 거리가 분리되고 차단된다는
Campos et al., (2011)의 설명을 지지한다. 또한 치
료자의 자기비난의 구조가 불신/학대와 관련된 초
기부적응도식과 관련이 있다는 Vane(2002)의 결과
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보았
을 때, 자기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양상을 더 많이 보이며, 무관심/배척,
통제/훈계, 과잉지지 등의 역전이 행동이 많이 나
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상담자는 자기 자신을 인정
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지지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특성이 상담 장면에서도 역전이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경험의 하위요인 중 의존적 우울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존적 우울은 애착
불안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애착회피와는
약한 상관만을 보였다. 또한 의존적 우울은 역전
이 행동과 관련하여 전체 역전이 행동, 무관심/배
척, 과잉지지와는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통제/훈계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의존적 우울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결
과(Amy & Meifen, 2010; Murphy & Bates, 1997;
Zuroff & Fitzpatrick, 1995)와 일치하며, 의존적 개
인은 외로움, 유기,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으로 인해 우울과 관련된 느낌을 경험하고, 비주
& Fitzpatrick, 1995)

장성, 헌신성, 간섭성, 및 피착취성 등의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한다는 박규상과 조성호(2009)의 설명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치료자의 의존적 도
식이 회피성 역전이와 관련되었다는 Vane(2002)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무관심/배척
방식의 역전이는 내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
고 다른 생각에 빠져있거나 흠을 잡고 수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과잉지지 방식의 역전이는
내담자에게 필요이상으로 지지적이고 내담자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의 주요 핵심에 접근하지 못
하거나 거부하며 회피하는 역전이 경향을 나타내
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정리
하였을 때 상담자의 의존적 우울이 높을수록 관
계에서 불안을 경험하며, 이러한 특성이 내담자에
게 과잉지지를 하거나, 오히려 무관심하고 배척하
는 태도를 상담 장면에서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성인 애착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
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전체 역전이 행동 및
역전이 행동의 하위 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
이 있었으나, 애착회피의 경우 역전이 행동의 하
위요인들 중 과잉지지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잉지지가 상담
자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담상황을 모호하
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면적으
로는 지지적으로 보인다는 관점에서, 애착회피가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윤희섭과 정현희(2010)의 연구결과, 회
피애착 유형의 상담자가 적대적 역전이 행동을
보다 더 일으킨다는 Mohr et al., (2005)의 연구결
과, 그리고 이수현 외 (2006)의 연구결과에서 상담
자 애착 회피 수준이 공감적 성향에 부적 영향을
미쳤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담자의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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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애착회피의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에서 역
전이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애착 불
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상담자의 경우 역전이 행
동이 내담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배척하는 모습이
나 필요 이상으로 내담자에게 지지적이거나 훈계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담자가 애착회피의 수준이 더 높은 경우
에는 과도하게 지지적이거나 내담자에게 휘둘리
기보다는 내담자와 거리를 두거나 내담자를 통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우울 경험과 성인애착이 역전이
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무관심
/배척 방식의 역전이에 대해서 상담자의 우울경험
과 성인애착의 하위요인 중 자기비난적 우울, 애
착불안, 그리고 의존적 우울이 22.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훈계 방식의 역전이
는 상담자의 우울경험과 성인애착의 하위요인 중
애착불안과 의존적 우울이 10.7%를 설명하고 있
었다. 또한 과잉지지 방식의 역전이에 대해서는
애착불안만이 10.8%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담자의 자기비난적 우울과 애착불
안이 높고, 의존적 우울이 낮을수록 상담 과정에
서 벌하듯이 내담자를 대하고, 회피하는 반응을
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추측
해볼 수 있다. 또한 상담자의 애착불안만이 높을
경우,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를 의존적으로 만들거
나 부적절하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접근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상담자의 불안애착
이 내담자의 경험을 공감하는 방해요인이 아니라
는 주장(Miller et al., 2000; Sealre & Meara, 1999;
Trustry et al., 2005; Wolgien & Coady, 1997; 이수현
외, 2006)에 반하는 결과로, 상처입은 치료자 패러
다임보다는 기존의 애착이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애착불안이 높은 상담자의 경우 오

히려 내담자를 과잉지지하거나 통제하거나 훈
계하려 하며, 때로는 무관심과 배척의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McWilliams(2007)의 경험적 관찰과 비교해보았을
때, 자기비난적 우울의 경향이 있는 상담자는 분
리를 싫어하며 거절에 대해 두려워하고 쉽게 죄
책감을 느끼며, 상담 과정에서 오히려 내담자에
무관심하거나 배척하는 태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존적 우울의 경향
이 높을수록 내담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배척하는
태도, 또는 통제하거나 훈계하는 등의 태도가 더
적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담자의 경
우 탐욕, 분노, 이기심을 회피하려 하고, 자신에게
서 경쟁심이나 적대감의 흔적을 발견할 때 속상
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애착불안은 상
담자의 다양한 역전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주
요 변인이지만, 자기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은
다양한 역전이 행동 중 특히 무관심/배척과 통제/
훈계와 같은 상담과정에서 회피하거나 철수하는
것에 관련된 부정적 역전이 행동을 예측할 수 있
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 교
육 과정에서 상담자 자신의 애착불안의 정도와
우울 경험으로 인한 의존성과 자기 비난을 인식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다면,
상담 실제에서 역전이 행동과 관련된 역량 강화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존성과 자
기비난성은 비록 쉽게 수정되지는 않는다 할지라
도, 이에 대한 대처전략(Bergner, 2008; Gilbert &
Procter, 2006)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가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인구학
적 변인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들
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해본 결과, 상담자의 학
력에서만 역전이 행동에서 집단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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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력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
해 학력과 변인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측정한
결과 설명력이 1%대로 매우 낮았으며, F값이 유
의하지 않아 회귀선이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발견한 바에
따르면 상담자들의 학력 중 석사, 박사 과정, 박
사에서만 집단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초심
자보다는 상담의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
이 있는 경우,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전이 행
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
후 후속연구를 통해 더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상담자의 우울경험이 성인애착과 역
전이 행동에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아직 연구
가 미비한 상담자의 우울경험 및 애착에 대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울경험
과 관련된 임상집단, 대학생 집단 등에 대한 연구
는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상
담자가 치료를 받는 가장 많은 이유로 나타난 우
울(Pope & Tabachnick,1994; Thoreson et al., 1989)에
대하여 상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부재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담자의 우울경험에 대
한 기초적인 탐색을 하였다는 점과, 상담자의 우
울경험과 성인애착이 역전이 행동과 어떠한 관계
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생각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상담
자의 개인적 특징에 대해 더 이해하고, 심리적인
태도와 성격적인 특성과 같은 우울경험과 성인애
착이 상담 과정에서 역전이 행동을 얼마나 예측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에 대한 개인적 변인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상담 실제와 관련하여서는
역전이 행동의 관련성만을 살펴보았으나, 역전이
행동 하위척도의 신뢰도가 낮았던 점과 우울 경
험과 역전이 행동에 대해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
용한 점,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분포가 고르
지 못했던 점 등은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
렵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양적
척도를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였던
역동적인 관점에서의 역전이를 더 분명하게 파악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연구
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상담자의 우
울 경험과 역전이를 질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상담자의 우울 경험 특성과 상담 실
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우울경
험, 성인애착과 역전이 행동의 관계를 알아보았으
나, 향후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우울 경험과 같은
내적 요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역전이에 영향
을 미치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역전이 행동이라는 태도 변인을 넘어서 상담
의 과정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
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면 상담자 발달 및 교육 영
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우울경험과 성인애착에 대
해 횡단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Myers et al.,
(2003)의 연구결과를 통해, 상담을 공부하는 과정
중 우울경험이나 성인애착이 더 안정적인 방향으
로 촉진될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상담자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
러한 내적 특성이 변화될 수 있는지, 만약 그러하
다면 그 과정을 매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
히는 종단연구가 수행된다면 상담자 교육 및 수
련을 위한 교육영역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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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Experiences, Adult
Attachment, and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of Counselors

Oh, Nam-Kyoung

Lee, Young-So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of counselor's depression experiences, adult attachment,
and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For the study, 224 counselor answered the questionnaire consisting of
Depression Experiences Questionnaire(DEQ),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 Revised(ECR-R), and Koreanversion of 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K-ICB). SPSS 12.0 was used for implementing a correlation
and Stepwi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depression experiences and adult attachment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Self-critical depression sub-scales of DEQ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isinterest/expulsion sub-scales of K-ICB. Dependent depression sub-scales of DEQ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isinterest/expulsion and control/admonition sub-scales of K-ICB. Attachment anxiety sub-scales of ECRR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isinterest/expulsion, control/admonition, and excessive support sub-scales of K-ICB.
In other words, counselors attachment anxiety was a major factor that to predict various countertransference, but
counselors self-critical depression and dependent depression were related to disinterest/expulsion and control/
admonit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results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e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Counselor, Depression Experiences, Adult Attachment,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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