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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 상담에서 내담자의 조기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청
소년 내담자 86명(조기종결 내담자 47명, 상담지속 내담자 39명))을 대상으로 상담자, 내담자,
상담과정 변인이 상담의 조기종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차이
검증, 위계적선형모형분석(HLM)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의 조기종결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변인으로 상담자의 학력과 상담경력이 확인되
었다. 둘째, 내담자의 상담동기와 상담기대는 상담의 조기종결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의 자아존중감과 상담동기는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고, 상담회기평가와 상담자평가도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
소년 상담의 실제에서 상담자는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감
과 동시에 상담 초기에 내담자의 상담동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상담과 상
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입함으로써 조기종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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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상담에서 종결은 상담과정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종결 과정은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얻은 것
을 요약하고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으
로 내담자와 상담자가 합의하여 종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상담에서 모든 종결이 성공
적으로 협의하거나 쌍방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종결은 상담을 그만두고자
하는 내담자의 일방적인 결정의 결과로 드러나기도 한다.
상담의 실제에서 청소년 내담자는 부모나 교사에 의해 상담을 받게 되어 상담동기나 기대가
낮아 상담에 협조하지 않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정은미, 2003), 이러한 비자발적, 비협
조적 상담 태도는 이후에 상담의 조기종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조기 종결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조기 종결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상담의 조기종결자와 지
속자를 구분하는 변인을 파악하고 조기 종결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들을 찾는데에 주력해 왔
다. 그러나 청소년 내담자의 조기종결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연구는 자발적
인 성인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상담에 비협조적인 청소년 내담자에
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성인은 상담을 받거나 그만두는 것을 대부분 스스로 결정하
는 반면,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담실에 오게 되는 경우
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내담자의 비자발성은 상담현장에서 상담의 지속과 성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담 성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조기종결하는 아동에 비해 상담을 완결하는 아동에게서 더
성과를 발견할 수 있다(Kazdin, Mazurick, & Siegel, 1994). 따라서 상담의 조기종결을 예방하여 상
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담을 조기종결하는 청소년 내담자 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
미가 있을 것이다. 상담에서 조기 종결을 가장 잘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변인들을 찾아내고 그것
을 사전에 통제하여, 조기종결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적인 개입이나 대안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조기 종결로 이끄는 요인이 밝혀진다면 상담자들은 적절한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조기종결 관련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내담자의 조기종결
비율이 대학생이나 성인에 비해 높다는 결과들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에서 조기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있어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관련 변인
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기종결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들을 확인함으로써 상
담의 실제에서 조기 종결 가능성이 큰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 지속을 위한 지침과 상담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내담자의 조기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조기종결 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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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집단과 상담지속 내담자 집단은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조기종결 내담자 집
단과 상담지속 내담자 집단은 상담과정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가? 넷째, 상담지속 내담자의 심리
적 특성이 상담과정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상담에서 조기종결 현상
내담자에 의한 조기종결은 상담자의 상담 지속에 대한 제의와 상담 초기 상담자와 내담자의
계약에 반하여 상담을 끝내려는 내담자의 결정을 말한다. Wierzbicki와 Pekarik(1993)이 125편의 조
기종결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담자에 의한 일방적인 조기종결의 추정치가 대
략 30-60%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 연구들(김정욱, 1990; 박해송, 1999; 이명아, 1997)에
서는 대학 상담 센터 장면에서 20%내지 40% 범위의 조기종결율을 보고하고 있다. Kazdin (1996)
은 50-75%의 청소년들이 상담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임상적 관점에서 조
기종결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로 문제가 되며,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상담자는 예상치 못한 종결에 대한 반응으로 좌절감, 무력감, 분노 그리고 실패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Frayn, 1992). 조기종결후 문제가 더 악화된 내담자들은 실패감, 무용감, 증가된 무기력
감을 경험하게 되며 심지어 증상이 호전된 조기종결 내담자들 조차 상담을 지속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은 상담에서 내담
자의 조기종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조기종결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지
적하고 있다.
2. 조기종결 관련 변인
1) 상담자 변인
(1) 성별과 나이
Betz와 Shullman(1979), Rapaport 등(1983)은 남자 내담자와 여자 내담자 모두 남자 상담자가 상
담을 할 때 또는 남자 상담자에게 의뢰될 때 조기에 종결이 더 많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Epperson
(1981)과 Epperson은 남자 상담자가 여자 상담자보다 더 낮은 조기종결율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Krauskopf 등(1981), Rodolfa 등(1985), 안이환(2002)의 연구에서 상담자의 성에 따른 조기종결율을
비교한 결과,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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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험수준
Rodolfa 등(1983)은 상담자의 경험수준에 따라 내담자가 상담에 돌아오는 비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Orlinsky와 Howard(1980)는 6년 이상의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들
이 상담성과를 더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Stein과 Lambert는 경험이 많은 상담자와 경험이 없는 상
담자는 상담성과의 질적인 면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효율성에서 차이가 나타
난다고 하였다(안이환,2002). Bergin과 Garfield(1994) 또한 상담자 경험 수준이 긍정적 상담성과와
관련이 있으며, Albright(1988)은 숙달된 상담자의 내담자가 상담 초기에 더 빨리 호전된다고 하
였다. 유사한 결과로 상담자의 상담 연수가 오래될수록(4년 이상)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이 잘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이환, 2002). 이와 같이 상담자의 경험수준이 더 높거나 더 훈련된 상담자
의 조기종결비율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에 따라 상담자의 경험수준이 조기종결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3) 교육수준
몇몇 연구들에서 조기종결이 상담자의 낮은 교육수준과 관련되어 상담자의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조기종결율이 높게 보고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Pekarik, 1985). Kopoian은 경험이 다소 적
은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았던 내담자의 절반 가량이 조기에 상담을 그만두었다고 하였다(안이
환, 2002). 조도현(1998)의 연구에 의하면, 상담자의 학력이 높고 고급 수준의 자격증을 취득 할
수록 상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Greenspan과 Kulish는 조기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변인으로 학위와 상담자의 상담경험을 언급한 반면(안이환, 2002), Wierzbick와
Pekarik(1993)가 125개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상담자의 전문적 학위와 조기종결간에 유의미
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상담이론
상담자의 상담이론에 따른 조기종결 연구로는 정신역동 심리상담과 조기종결간의 관계를 살
펴본 Luborsky(1988), Frayn(1992), Wierzbicki와 Pekarik(1993)의 연구 이외에 상담유형과 조기종결과
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하다. Wampold는 여러 가지 심리상담 이론들은 상담성
과에서 비슷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김계현, 2000). 또한 Beutler 등은 상담자의 이론
적 입장과 상담성과 크기를 메타분석한 결과 각 상담기법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
다(안이환, 2002). 그러나 안이환(2002)의 연구에서는 정신역동 상담을 지향하는 상담자를 내담자
는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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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담자 변인
(1) 상담동기
상담에 대한 동기가 강한 내담자는 상담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잘 참고 끝까지 상담을 지속하
려고 하는 반면, 조기종결하는 내담자는 상담에 대한 동기가 약하다(Baekeland & Lundwall, 1975;
Frayn, 1992; Longo & Lent, 1992). 신은향(1999)의 연구에서 내담자의 동기 수준과 상담성과는 유
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ellitier 등(1987)은 내담자의 내재적 동기와 자기결정
의 수준이 상담성과를 높이고 조기종결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명아(1996)와 안이환(2002)의
연구 결과, 상담을 조기종결한 내담자는 지속한 내담자보다 동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iper 등(1999)은 상담 지속자와 조기종결자를 구별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내담자의 동기를 언급
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을 시작하기 이전의 준비작업을 통해 내담자의 동기를 높이고 현실성이
부족한 기대를 감소시키는 것이 상담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상담기대
내담자의 기대는 상담의 참여와 치료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작업
동맹과 상담에서의 내담자 참여수준, 상담효과, 내담자의 만족도, 조기종결, 상담과정, 상담성과
등 수많은 측면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장호, 금명자, 1991; Tinsley, Tokar, &
Helwig, 1994; Tokar et al, 1996). 이장호(1995)는 내담자의 기대가 상담성과 뿐만 아니라 첫면접
후 상담을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ardin, Subich와 Holvey
(1988)는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상담전 기대가 상담의 지속과 관련
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긍정적인 상담에 대한 기대는 조기종결의 감소와 상담 전반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hitaker et al., 2004). 이명아(1996)는 상담자에 대한 기대가
조기종결자들에게서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담에 대한 기대가 일치되고 충족되
면 상담초기 관계형성과 내담자의 안정감을 강화시키게 되어 상담을 지속시킬 수 있게 되고 이
는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권희경, 장재홍, 1995).
(3) 자아존중감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났으
며 이는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Angle & Goodyear, 1984). 자아존중감과 조기종결 관련 연구에
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내담자는 높은 조기종결을 보였다(이민영, 2002). Robbins등(2003)도 자아존
중감이 낮을수록 조기종결율이 높으며 상담성과와 종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또한 권영
민(1998)은 조기종결자가 지속자보다 자기존중감이 낮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내담자는
상담관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인식하였다(Hilisl et al., 1993).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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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높은 내담자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험과 변화를 시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담에 참여할 것이다.
(4) 자기효능감
Bandura의 모델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내담자의 상담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내담자의 상담지속 중단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은 거의 연구된 바가 없으나(Longo, Lent,&
Brown, 1992), Longo등(1992)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접수면접후 상담의 지속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상담지속자와 조기종결자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Piper 등(1998)은 상담 지속자와 조기종결자를 구별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언급
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이 첫회 상담후 상담에 돌아오고자 하는 내담자의 동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상담 지속과 조기종결을 근본적으로 구분해 주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낮은 자기
효능감은 내담자의 조기종결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다(Longo 등, 1992).
3) 상담과정 변인
(1) 상담자 평가
상담장면에서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지각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다(Strong, 1971).
내담자가 상담자를 호감을 주며 신뢰롭게 지각할 때 상담자에게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
Rogers(1961)는 상담자의 이론이나 상담기법보다 상담자의 태도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이 더 중요
하다고 하였다. LaCross에 의하면 상담 초기에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자의 전문성이 상담성과를
가장 잘 예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전문성 지각이 상담성과의
가장 강력한 예측치로 확인되었다.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과 평가는 상담성과와 밀접할
뿐만 아니라 상담자에 대한 지각과 평가로 인해 내담자의 종결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안이
환, 2002), 상담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내담자의 상담자 평가를 들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상담의 종결로 이어질 수 있다(Acosta, 1980). Mohl(1991)
는 5회기 이상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와 조기종결한 내담자를 비교한 결과,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더 이해받고, 도움을 받았으며,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상담자를 더 호의
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이 받은 상담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자에 대
한 내담자의 초기 지각은 상담의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안이환(2002)의 연구에서
도 합의종결한 내담자와 조기종결한 내담자의 상담자 평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상담회기평가
상담회기평가는 회기가 미친 영향을 즉시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상담에 대한 만족도, 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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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내담자의 호의적 지각, 상담시간 자체에 대한 느낌 등 특정 느낌이나 상호작용으로 초
래되는 각 회기내의 효과를 의미한다(Greenberg, 1986). 김정욱(1990)에 의하면 조기종결 내담자는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보다 상담자를 덜 전문적이고 개인적으로 호감이 적으며, 상담을 보다
피상적이고 순조롭지 못하며 상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현숙
(2000)의 연구에서도 조기종결과 합의종결 상담이 순조로움과 깊이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합의종결 상담이 조기종결 상담보다 더 순조롭고 깊이 있는 상담으로 내담자가 평
가하였다. 또한 조기종결 내담자들은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에 비해 상담 초기 경험이 덜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상담 회기에 불만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조기종결
내담자가 첫회 상담이 끝나갈 무렵 상담을 그만둘 결심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작업동맹
상담에서 내담자 변화와 상담 성공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관계라
할 수 있다(정은미, 2003). 작업동맹은 특히 상담 초기단계에 형성되지 못하면 상담이 실패할 가
능성이 높고, 작업동맹을 잘 형성했을 때 성공적인 상담을 예언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Eaton, Abeles, & Gutfreund, 1988). 내담자-상담자 관계 문제는 상담 초기 조기종결에 특히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상담 후반과 비교해서 초기에 조기종결하는 내담자는 상담을 그만두는
이유로 부정적인 상담 경험에 대해 더 많이 보고한다. Duchon의 연구에 의하면 상담의 지속자와
조기종결자를 구분하기 위한 판별분석 결과, 초기의 작업동맹 강도가 종결의 최대 예측요인으
로, 내담자가 상담을 지속하거나 그만두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Eaton, Abeles, &
Gutfreund, 1988). Mohl(1991)의 연구 결과에서도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 그리고 작업동맹의
구축은 내담자가 상담을 지속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mstag 등
(1998)의 연구 결과, 조기종결한 내담자들이 그렇지 않은 내담자에 비해 더 낮은 작업동맹 점수
를 보인다. 또한 상담자를 덜 친근하며, 회기의 깊이를 더 낮게 평가하였다. 이 연구 결과 작업
동맹과 상담과정 변인은 조기종결 내담자와 상담자와 합의하에 상담을 종결한 내담자를 구분하
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iper 등(1999)은 상담에서 조기종결 현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작업동맹과 같은 상담과정 변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충남, 대구, 전북 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첫회 상담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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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 13~19세 청소년 내담자를 대상으로 조기종결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첫회 상담 시
작 전에 상담동기, 상담기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고, 상담이 끝나고 매회기
에 작업동맹, 상담회기평가, 상담자평가 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93부가 실시되었으며,
그중 성의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결측치가 있는 것을 제외시켜 총 86명의 사례를 본 연
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중 조기종결 내담자 47명, 상담지속 내담자 39명이었다. 상담을 지
속하는 내담자는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0명이었으며 조기종결한 내담자는 중학생 27명, 고등
학생 20명, 기타(근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등) 5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상담동기 척도
상담동기 척도는 정은미(2003)가 개발한 청소년 작업동맹특성 척도중 상담적 차원에 속하는
상담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상담동기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드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로 채점하
며, 점수가 높을 수록 상담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은미(2003)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nbach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hronbach ⍺=.94이었다.
2) 상담기대척도
상담기대척도는 정은미(2003)가 개발한 청소년 작업동맹특성척도 중 상담적 차원에 속하는 상
담기대 척도를 사용하였다. 상담기대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채점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hronbach ⍺=.96으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가 제작하고 이영자(1996)가 수정, 보충한 자아존중감 척도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척도로서 긍정적 문
항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4)’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영자(1995)의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hronbach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hronbach ⍺=.84로 나타났다.
4)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의 개인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와
Rogers(1982)가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홍혜영(1995)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홍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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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1995)의 연구 결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계수는 Chronbach ⍺=.86, 사회적 자기효능감
은 Chronbach ⍺=.7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Chronbach ⍺=.86, 사회적
자기효능감 Chronbach ⍺=.71, 전체 자기효능감 Chronbach ⍺=.87로 나타났다.
5) 상담회기 평가 질문지(SEQ: Session Evaluation Questionaire)
상담회기평가질문지(SEQ)는 1980년에 Stiles에 의해 개발된 이후 3차의 개정작업을 통해 1989년
에 완성된 Form4로 한 회기의 상담이 끝난 직후 상담회기의 즉시적인 결과인 상담 회기의 효율
성을 평가하는 자기보고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회기평가질문지(SEQ) Form4를 이상희
(1993)가 번안하여 국내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hronbach ⍺
=.68로 나타났다.
6) 상담자 평가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담자 평가척도(CRF:Counselor Rating Form-S)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Corrigan과 Schmidt에 의해 1983년에 제작되었다. 본 척도는 상담자의
전문성, 신뢰성, 호감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12개의 형용사를 단일극의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평가질문지(CRF-S)를 오경희가 번안하여 국내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Chronbach ⍺=.91로 보고되었으며(오경희, 1985), 본 연구의 신뢰도
는 Chronbach ⍺=.96로 높게 나타났다.
7) 작업동맹 척도
작업동맹 척도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작업동맹을 목표합의, 과제동의 및 유대의 세요인으로
개념화한 Bordin(1979)의 이론에 기초하여 Horvath와 Greenberg(1986, 1989)가 제작한 36문항의 자
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각 요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의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강혜영(1995)이 번안한 내담자용 작업동맹 척도를 사용하였다. 강혜영은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를 Chronbach ⍺=.92로 보고하였다. 또한 다특성-다방법 분석을 통하여 구성타당
도가 확인되었고 상담성과 측정치들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임으로써 공인타당도 및 예언타당
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97로 높게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남, 대구, 전북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전화를 통하여 첫회 상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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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내담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센터에 연구 목적 및 검사방법을 설명하고 실시여부를 승인
받았다. 설문지는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청소년 내담자를 대상으로 첫회 상담을 시작하기 전
에 상담동기, 상담기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시한 후, 각 상담자가 상담을 진행하
고, 상담 종료후 매회기(1, 2, 3) 상담회기 평가, 상담자평가, 작업동맹을 측정하였으며, 설문 작
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상담이 3회기 이상 지속될 경우, 조기종결이 낮다는 선
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가 판단하건대 상담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상담이 중단된 경우로, 4회기 이하에서 상담이 종결한 경우를 조기종결 내담자로 분
류하여 내담자-상담자 쌍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4. 분석방법
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인 각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자료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상담자, 내담자 변인에 따른 조기종결과 상담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조기종결과 상담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속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회기 진행에 따른 내담자의 상담지속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
적선형 모형분석(HLM:hierarchical linear models)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기종결 및 상담지속에 미치는 상담자의 특성
상담자 특성에 따른 조기종결 및 상담지속 여부를 살펴본 결과, 조기종결 여부에 따른 상담자
학력에서는 석사수료이하(11.6%)와 석사졸(34.9%)이 박사과정이상(8.1%)보다 조기종결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χ2=11.44, p<.05). 상담자 경력에서는 2년미만(20.9%)과 2년이상 7년미만(23.3%)이
2

7년이상(10.5%)보다 조기종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χ =7.34, p<.05).
2. 조기종결 및 상담지속에 미치는 내담자의 특성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의 조기종결 및 지속여부를 살펴본 결과, 내담자의 성별, 학교유형
별, 상담경험 유무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72 -

김현미ㆍ권현용 / 청소년 내담자의 조기종결 관련 변인

<표 Ⅳ-1> 상담자 특성에 따른 조기종결 및 상담지속 여부
상담지속여부

명(%)
2

조기종결

상담지속

계

상담자

남

9(10.5)

9(10.5)

18(20.9)

성별

여

38(44.2)

30(34.9)

68(79.1)

30세이하

18(20.9)

8(9.3)

26(30.2)

31-35세

19(22.1)

16(18.6)

35(40.7)

36세이상

10(11.6)

15(17.4)

25(29.1)

석사수료이하

10(11.6)

0(.0)

10(11.6)

석사졸

30(34.9)

26(30.2)

56(65.1)

박사과정이상

7(8.1)

13(15.1)

20(23.3)

2년미만

18(20.9)

7(8.1)

25(29.1)

20(23.3)

15(17.4)

35(40.7)

7년이상

9(10.5)

17(19.8)

26(30.2)

절충주의

19(22.1)

18(20.9)

37(43.0)

다른이론

28(32.6)

21(24.4)

49(57.0)

47(54.7)

39(45.3)

86(100)

χ

0.20

상담자
나이

상담자
학력

상담자

2년이상

경력

-7년미만

상담이론

4.40

11.44**

7.34*

.28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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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 내담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기종결 및 상담지속 여부
상담지속여부

성별

학교유형

상담경험
계

χ2

조기종결

상담지속

계

남자

23(26.7)

17(19.8)

40(46.5)

여자

24(27.9)

22(25.6)

46(53.5)

중학생

27(31.4)

15(17.4)

42(48.8)

고등학생

20(23.3)

24(27.9)

44(51.2)

있다

18(20.9)

10(11.6)

28(32.6)

없다

29(33.7)

29(33.7)

58(67.4)

47(54.7)

39(45.3)

8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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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종결 및 상담지속 여부에 따른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
조기종결 및 상담지속 여부에 따라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의 평균차이가 나는지를 T-test를 통
해 살펴본 결과,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들이 조기종결하는 내담자들보다 상담동기(t=65.98,
p<.00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기대(t=31.57, p<.001) 또한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 조기종결 내담자와 상담지속 내담자의 심리특성간 차이검증
내담자 M(SD)

변인

T

p

69.62(12.36)

1.66

.201

23.36(6.07)

24.23(4.90)

0.52

.474

상담동기

25.89(6.77)

36.31(4.69)

65.98***

.000

상담기대

36.60(9.30)

45.92(5.01)

31.57***

.000

조기종결(N=47)

지속상담(N=39)

자기효능감

66.08(12.85)

자아존중감

***p<.001

<표 Ⅳ-4> 조기종결 내담자와 지속상담 내담자의 상담과정평가간 차이검증
변인

내담자 M(SD)

T

p

47.08(5.51)

14.82***

.000

15.06(5.54)

22.23(3.90)

46.22***

.000

상담자신뢰성

16.15(6.30)

22.77(4.19)

31.50***

.000

상담자호감

17.13(6.01)

22.18(4.87)

11.48***

.001

작업목표

50.55(13.57)

61.38(9.53)

17.62***

.000

작업과제

50.79(16.97)

61.77(8.64)

13.42***

.000

작업유대

50.83(16.89)

63.49(8.92)

17.76***

.000

작업동맹

152.17(46.15)

186.64(24.99)

17.48***

.000

조기종결(N=47)

지속상담(N=39)

상담회기평가

40.74(8.96)

상담자전문성

***p<.001

4. 조기종결 및 상담지속 여부에 따른 내담자의 상담과정평가
조기종결 및 상담지속 여부에 따라 상담과정 변인의 평균 차이가 나는지를 T-test를 통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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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들이 조기종결하는 내담자들보다 상담회기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4.82, p<.001). 상담자 평가에서도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들이 조기종
결하는 내담자들보다 상담자를 더 ‘전문적으로’ 지각하고(t=46.22, p<.001), ‘신뢰롭게’ 지각하며
(t=31.50, p<.001), 상담자에게 ‘호감’을 느끼는(t=11.48, p<.001)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에서의 작
업동맹을 살펴보면,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들이 조기종결하는 내담자들보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목표를 합의하는 것으로 지각하고(t=17.62, p<.001), 상담의 과제에 동의하며(t=13.42,
p<.001), 상담자와의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고(t=17.76, p<.001), 전체적으로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
자들이 상담에서 작업동맹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7.48, p<.001).

5. 조기종결 내담자 집단에서 내담자 특성에 따른 상담과정 평가
조기종결 내담자 집단에서 내담자 특성에 따라 내담자의 상담과정 평가 변인의 평균 차이가 나
는지를 T-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 내담자의 학력, 이전 상담경험에서는 내담자의 상담과정 변인
의 평균 차이가 없었다. 상담자평가를 살펴보면, 남자 내담자가 여자 내담자보다 상담자를 전문
성이 있다고 보고(t=5.79, p<.0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 조기종결 내담자의 성별에 따른 상담과정평가간 차이검증
내담자의 성별 M(SD)
변인

T

p

41.46(9.35)

0.31

.582

13.17(5.41)

16.88(5.14)

5.79*

.020

상담자신뢰성

14.78(5.92)

17.46(6.49)

2.18

.147

상담자호감

15.52(6.00)

18.67(5.72)

3.38

.072

작업목표

48.87(13.81)

52.17(13.43)

0.69

.411

작업과제

48.57(18.15)

52.92(15.86)

0.77

.385

작업유대

49.30(15.74)

52.29(18.14)

0.36

.550

작업동맹

146.74(46.43)

157.38(46.25)

0.62

.436

남자(N=23)

여자(N=24)

회기평가

40.00(8.67)

상담자전문성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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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담지속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상담회기평가와 상담자 평가가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의 상담 전 심리적 특성에 따른 상담회기평가와 상담자 평가가 작업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내담자의 자아존중감 및 상담동기가 상담자와의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고, 상담회기가 지나면서 상담회기평가와 상담자 평가도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의 상담전 상태가 상담의 지속을 설명하는 변량은 33%이지만,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얻어지는 상담자평가와 회기평가가 상담 지속을
설명하는 부분이 67%정도였다. 특히, 상담자 평가보다는 상담회기평가가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
향이 더 많았다.

집단내 모형(반복측정)
Y

ij

= π

0

+ π 1( 회기 평 가 ) + π 2( 상 담자 평 가 ) + ε

집단간 모형
π1(상담회기평가)

=

β

=

β

00

+β

01

(자아존중감)+ β

00

+β

01

(자아존중감)+ β

02

(상담동기)+ϒ0

집단간 모형

π2(상담자평가)

02

(상담동기)+ṛ0

<표 Ⅳ-6>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변인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사례수

상담회기평가

48.32

5.87

31.00

60.00

117

상담자평가

69.32

11.12

34.00

84.00

117

작업동맹

193.47

28.50

133.00

252.00

117

상담동기

36.31

4.69

26.00

44.00

39

상담기대

45.92

5.01

34.00

58.00

39

자기효능감

69.62

12.36

46.00

95.00

39

자아존중감

24.23

4.91

15.00

33.00

39

개인내변인

개인간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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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위계적선형모형에 대한 변량의 분할
표준편차

Variance

(SD)

Component

 (개인간 수준)

8.409

70.718

 (개인내 수준)

12.105

146.534

자유도(df)



유의도(p)

36

86.188

.000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간 수준의 변량은 70.718이며, 개인내 수준의 변량은 146.53이
다.

그러므로,

개인간

수준(자아존중감,

상담동기)의 설명변량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70.718 / (70.718 + 146.534) = 0.325

즉,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상담동기가 작업동맹을 설명하는 비율은 32.5%정도이다.

<표 Ⅳ-8> 상담지속내담자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과정요인별 위계적선형모형 결과
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도(p)

 (개인평균)

-65.400

18.943

-3.452

 (자아존중감)

1.889

.364

5.190

.002

 (상담동기)

1.746

.403

4.337

.000

 (상담회기평가)

2.053

.255

8.042

.000

 (상담자평가)

.729

.141

5.173

.00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상담에서 내담자의 조기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내담자, 상담과정 변
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상담자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상담 지속율이 높고, 조기 종결율
이 낮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안이환, 2002; Orlinsky 등 1980). 따라서
상담자는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전략과 다양한 상담자 교육을 통하여 상담자로
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담자의 상담동기와 상담기대는 상담성과를 높이고, 조기종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상담동기와 상담기대는 종결 형태를 예측하는 내담자 변인으로 일관되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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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김혜숙 외, 1996; 안이환, 2002; Frayn, 1992).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와 상담, 상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상담에 임하게 된다. 내담
자의 이러한 동기와 기대는 상담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기
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자는 상담 초기부터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동기수준을 파
악하고, 청소년이 가지는 상담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상
담동기를 향상시키고 상담에 대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기대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상담전 교육을 통해 상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면, 조기종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담의 조기종결 유무에 따라 내담자의 상담과정 평가에 차이가 있다.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들은 조기 종결하는 내담자보다 상담회기, 상담자평가가 긍정적이며, 작업동맹의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 중 상담동기와 상담기대가 조기종결 내담
자에 비해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가 높게 나타난 점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는데, 상담에 긍정적
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상담에 참여하는 내담자가 상담회기와 상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
담자와의 유대를 더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담과정 평가에 대한 내담자의 주관적인 지각이
상담의 지속과 조기종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로
운 대상으로 지각되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상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청
소년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을 위한 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타
인에 의해 상담을 시작한 비자발적인 청소년들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자라는 인식보다 편안하고
믿을 수 있으며, 권위적이지 않으며, 안전한 대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초기부터 상
담자는 비밀을 보장하고,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담을 진행해 나갈 필요
가 있다.
넷째, 상담을 지속하는 청소년 내담자의 자아존중감과 상담 동기는 상담과정에서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고, 상담회기가 거듭되면서 상담회기평가와 상담자 평가도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친
다. 상담회기평가, 상담자평가, 작업동맹 모두 조기종결 내담자와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간에
차이가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상담 전 내담자의 특성보다는 매회기 상담에서 무엇이 일
어나고 있으며, 회기에 경험한 내담자의 상담 평가와 상담자에 대한 지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상담에 대한 현장연구가 부족한 국내 실정에서, 실제 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 조기종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예측변인을 상담자, 내담자,
상담과정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 상담의 조기 종결율이
대학생이나 성인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을 조기에 종결하는
내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과 이들을 상담하기 위한 전략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
소년 상담 연구에서 청소년의 조기종결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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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내담자의 조기종결 관련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상담의 실제에서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기초 정보와 조기종결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내담자가 상담을 시작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으로 파악
하고, 내담자의 동기수준을 확인하여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상담관계 확
립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담목표를 내담자와 합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담자의 개
입은 상담의 성과를 높이고 내담자가 상담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내담
자의 상담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상담의 전문성과 내담자의 신뢰를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대상과 관련된 일반화의 문제이다. 시ㆍ도(시ㆍ군)청소년상
담센터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상담 장면(사설상담실, 학교상담실 등)의 내
담자를 표집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대상의 편파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조기종결 내담
자를 상담에 참여한 횟수(4회기 이하)로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상담 초기에 조기 종결한 내담자
를 대상으로 조기종결 변인을 탐색하였다. 조기종결현상은 상담초기 뿐만 아니라 상담의 중기
이후에도 조기종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례의 조기종결 요인은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갖는

방법론적인 문제를 배제하지 못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1회기 상담을 마치고, 상담을 실시한
상담자에 의해 설문지가 실시됨으로써, 내담자의 상담회기평가와 상담자 평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은 상담동기와 상담기대 척도를 제외하고 모두
대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문항들 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폭을 넓혀 본 연구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
증하고, 초기 조기종결과 중기 이후의 조기종결, 상담종결 내담자로 대상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문항에 대한 개발 작업이 필요하며, 상담 동기나 기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와 상담 동기나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중단하는 내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구체적인 개입을 알아보기 위한 질적 분석이
포함되고, 상담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태도, 부모개입 여부등과 그 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
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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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Factors Associated With Premature Termination
of Counseling by Adolescent Clients

Hyoun-mi Kim

Hyoun-yong Kwon

Gukje Digital U

Hongan Counseling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emature-terminated
adolescent clients, counselor and counseling process variables in adolescent individual counseling. Cli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selected the total sample(N=86) of Youth Counseling Center. A
sample of 47 premature terminated clients was compared with a sample of 39 continued cli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unselor's career and professional degree variable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remature termination. Second, Adolescent client's self-rating of counseling of
motivation and expectancies for counseling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premature termination
and continue counseling. Third, Clients rating of counseling process variable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remature termin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selors and the clients
was well established, and the relationship with counselor is a important factor to prematured or continued
counseling.

Key words : adolescent, client, counseling, dropout, premature termination, counse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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