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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담초기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이의 종단적 상호영향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 35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종단자료 중 초기 3회기의 작업
동맹과 내담자 증상수준으로 측정된 상담성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자기회귀 교차지
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의 회기
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간 관계에서 1회기의 작업동맹이 2회기의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2회기 상담성과가 3회기 작업
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상호
영향력에 대한 논의와 추후 연구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작업동맹, 상담성과, 종단연구,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윤정숙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학생문화관
311호
Tel: 02-3277-3218 / E-mail: jsyun@ewha.ac.kr

- 1903 -

상담학연구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담자와 상담자 간
관계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
정이라고 한다면, 상담연구의 주요한 목표 중 하
나는 상담이 내담자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어떠한 요소가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이
되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이장호, 김순진, 정남운, 조성호,
1997). 그래서 상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
엇인지, 어떤 상담이론이 더 효과적인지 규명하려
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1970년대 이후 이루어
진 연구들(e.g. Ahn & Wampold, 2001; Lambert &
Barley, 2002; Lambert & Ogles, 2004)을 통해 상담
을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것
은 명확하지만 이론에 관계없이 상담이 내담자에
게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서로 다른 이론들에서 공유되는 공통 요인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Wampold(2001)는 특정
이론적 접근보다는 치료적 맥락이 중요하며, 심리
치료 효과의 70%가 공통 요인에서 기인하고 특
정 이론에 근거한 특정요인의 효과는 8% 이내라
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상담성
과를 가져오는 공통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상담의 성과를 가져오는 범이론적 공통요인을
알아보려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Lambert & Ogles, 2004). 상담성과를 이끌어내는
공통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상담자와 내
담자의 관계를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면서 상담
자와 내담자의 작업동맹(Working alliance)이 상담
성과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안하고 있다(유
성경, 손난희, 2010; DeRubeis, Brotman, & Gibbons,
2005; Horvath, Del Re, Flückiger, & Symonds, 2011).

작업동맹은 상담분야 연구문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 중 하나로서, 학자들의 이론적
관점과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작업동맹
(working alliance), 치료동맹(therapeutic alliance), 조력

동맹(helping alliance)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정의되
어 사용되어져 왔다(김은하, 박승민, 2011; 이정화,
연문희, 2009). 다양한 작업동맹의 개념을 Bordin
(1979)이 범이론적으로 확대하여 정의한 바, 상담
자와 내담자가 현실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공유
된 목표를 갖고, 정서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
며, 상담과제를 향해 조력해가는 것이라고 하였
다. Horvath와 Bedi(2002)는 작업동맹을 상담 과정
에서 내담자와 상담자 협력 관계의 질과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
업동맹이 상담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은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이의 일정수준 이상
의 긍정적 관련성을 입증하는 일관된 연구 결과
들에서 기인한다(Horvath et al., 2011). Horvath와
Symonds(1991)는 1974년에서 1991년 사이에 발표
된 24개 동맹 관련 논문을 메타분석 한 결과 동
맹과 긍정적 성과 간에는 보통 정도의 신뢰할만
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치료 유
형, 치료기간, 연구 참여자 수 등과는 관계가 없
으며, 좋은 작업동맹이 긍정적 상담성과를 예측하
고 중재한다고 하였다. 특히, 관찰자나 상담자의
평가보다 내담자의 작업동맹 평가가 상담성과를
가장 잘 예측하고, 기존연구들에서 사용한 동맹의
개념적 차이 및 측정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맹이 상담성과를 일관되게 예측하는 강력한 변
인이라고 하였다. Martin, Garske와 Davis(2000)도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와 관련된 79개의 논문을 메
타 분석한 결과 측정도구, 시기, 평정자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동맹이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
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맹이 높을수록 내담
자의 저항은 감소하고, 긍정적인 전이가 나타나고
대인관계 문제의 개선을 보였고, 동맹 수준에 따
라 상담자 개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
다. Safran과 Muran(2000)은 작업동맹의 질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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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긍정적 성과를 예측하는데 상담 유형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Flückiger 외(2012)의 다층 메
타연구에서도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이의 관련
성은 지지되었다. 이처럼 작업동맹은 상담성과와
긍정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상담의 성과를 예
측하는 변인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특히, 상담자
와 내담자 관계의 기초인 작업동맹은 상담 초기
에 이루어지며(Horovath & Bedi, 2002; Tracey &
Ray, 1984), 3회기 직후에 평가된 작업동맹 수준이
상담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여러 경험연구
결과들(Gelso & Carter, 1994; Horvath & Greenberg,
1989; Horvath & Symonds, 1991)에 비추어 볼 때
초기에 긍정적 작업동맹을 형성하는 것은 상담성
과를 위해 상담과정에서 이루어야 할 핵심과제이
다.
작업동맹이 상담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상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것이
여러 메타연구들(Flückiger et al., 2012; Horvath &

맹을 측정하여 회기의 성과나 최종 성과들과 관
련성을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단회측정
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동맹을
상담 초기에 나타나는 정지 된 현상으로 이해하
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최한나, 2010). 그러나 상
담은 정지된 현상이 아닌 연속적인 과정이고, 작
업동맹도 상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작
업동맹과 상담성과 간 관계를 살펴볼 때도 어떤
한 시점이 아닌 회기의 변화에 따른 관련성을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두 변인 간 긍정적 관련
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작업동맹이
상담성과에 영향을 주는 일방향적 관계인지에 대
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Crits-Christoph, Gibbons,

Symonds, 1991, Horvath et al., 2011; Martin, Garske,

Martin, Garske, & Davis, 2000; Safran & Muran,

& Hearon, 2006; DeRubeis, Brotman, & Gibbons,

선행연구
들을 보면 작업동맹이 상담성과를 예측하는 신뢰
로운 변인이라는 결과들(e.g., Klein et al., 2003;
2005; Feeley, DeRubeis, & Gelfand, 1999).

에서 확인되면서, 작업동맹을 촉진 2000)이 있지만, 반대로 상담에서 초기 증상변화
시키거나 작업동맹과 관련 있는 상담자 또는 내 와 같은 상담성과가 이후 작업동맹을 높이는데
담자 관련 변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는 연구들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e.g., Barber et al., 2000;
(Ackerman & Hilsenroth, 2003; Satterfied & Lyddon,
DeRubeis & Feeley, 1990)도 있다. 이와 같이 작업
1998; Tasca & McMullen, 1992), 초기 상담진전과
동맹과 상담성과 간 인과관계는 연구들에 따라
작업동맹 간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Gelso & Carter,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한 회기 또는 일부
1994; Horovath & Bedi, 2002; Kokotovic & Tracey,
회기의 자료만으로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영
1990), 작업동맹이 상담성과의 예측요인인지 아니
향을 주는 일방향적 인과관계라고 규정하기 어렵
면 성과에 영향을 받는 요인인지를 알아보려는 다. 이에 상담과정에서 회기의 진행에 따라 구체
연구들(Crits-Christoph, Gibbons, & Hearon, 2006; 적으로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간에 인과적 방향성
DeRubeis, Brotman, & Gibbons, 2005)이 진행되었다.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
하지만 이런 기존 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를 가 단적 자료를 통한 분석이 불가피하다.
지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작업동맹 관련 연구들의 이런 문제점들은 국내
관련 연구들이 단회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연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
구들로서 주로 3회기 또는 5회기에 한번 작업동 이의 관련성을 살펴본 대부분의 국내연구들 역시
& Davi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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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정 중 초기나 중기 또는 말기에 한 번의
측정으로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거나(이수림, 조성호, 2010; 황인호, 2005),
전체 상담 중 몇 번에 걸쳐 측정한 작업동맹의
평균점수와 상담성과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
(신희천, 2002; 정은미, 이소희, 2004)이 대부분이
다. 그러나 이러한 횡단적 분석방법으로는 작업동
맹이 상담과정에서 보여주는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를 보완하려는 연
구들도 있었다. 오충광(2009)은 초기와 후기로 나
누어 2차례에 걸쳐 작업동맹을 측정하여 초기 작
업동맹이 높을수록 후기 작업동맹 수준도 높아진
다는 결과를 통해 초기 작업동맹과 후기 작업동
맹간 관련성을 알아보았고, 이정화와 연문희(2009)
는 매 회기 내담자들이 평정한 동맹점수를 이용
하여 회기진행에 따른 동맹의 발달 유형을 분류
하고, 작업동맹 평균점수와 대인관계질문지와 SCL
-90-R로 측정된 최종상담성과 간 관계를 분석하였
다. 그렇지만 이 연구들에서도 회기별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간의 종단적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밝히
지는 못했다. 아직까지 국내연구에서는 작업동맹
과 상담성과 간 관련성에서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작업동맹
과 상담성과의 관계를 보다 역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기별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간 관련성
이 회기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
고 두 변인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DeRubeis, Brotman, & Gibbons,
2005).

이상과 같은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간 관련성에
있어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어려웠던 이
유 중 하나는 방법론상의 문제이다. 기존 작업동
맹과 상담성과 간 관련성을 살펴본 국내 연구들
은 변량분석이나 회귀분석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
문에 특정 관련변인과 작업동맹 간 차이나 측정

회기에서의 상호관련성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김
은하, 박승민, 2011). 그리고 연구에 사용된 자료
가 1회 또는 상담 과정 중 일부 회기 자료를 분
석함으로써 상담 회기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볼 수 없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횡
단자료 분석에 따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의
관계와 작업동맹이 상담성과의 직접적인 예측 변
인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를 분석
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연구는 상담성과 측정에 있어서도
내담자 증상의 변화와 같은 직접적인 내담자 변
화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기 보다는 회기 평
가(신희천, 2002)나 상담만족도(황인호, 2005), 또는
상담자평가, 회기평가, 회기영향, 상담자 만족도를
합쳐 상담성과로 본 연구(이수림, 조성호, 2010)와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담성과를 측정함으로
써 작업동맹이 실제적인 상담성과라 할 수 있는
내담자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직접적 영향력
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직접적인 상담성과
는 내담자의 변화로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
접적인 상담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내담자의 증상
변화정도나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기
능수준 변화와 작업동맹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
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작업동맹
형성에 있어 그 중요성이 확인된 초기 3회기까지
의 작업동맹과 내담자 증상변화로 측정된 상담성
과의 두 변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첫째, 상담초기 1회기에서 3회기
를 거치면서 작업동맹과 상담성과가 회기의 변화
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둘째, 작업
동맹이 상담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
한 상호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두 변인 간 관련
성에 대해 종단적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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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동맹은 내담자가 평정한 것을 사용하였는 만 26.69(SD = 8.09, 범위 = 16-55)이고, 학력은
데 이는 동맹에 대한 내담자의 평정이 상담자의 고졸이하 22명(6.3%), 대학재학 202명(57.7%), 대졸
평정보다 긍정적인 상담성과를 더 잘 예측하고 63명(18.0%), 대학원 이상 57명(16.3%), 무응답 6명
(Horvath & Bedi, 2002; Horvath & Symonds, 1991),
(1.7%)이다.
상담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개인의 이론적 배경의 자료 수집은 2007년 9월부터 2010년 3월 사이
영향에서 독립적이라는 점(Horvath, 2000)을 근거 에, 현장에서 상담을 하는 상담자들에게 상담을
로 하였다. 그리고 상담성과는 직접적으로 내담자 받기 위해 찾아온 내담자들에게 연구절차를 알려
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앞선 문제 주고 참여 동의서를 받아 상담 시작부터 종결 시
제기에 따라 내담자들이 평정한 현재 증상수준을 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 2, 3
성과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작업동맹 회기 자료를 사용하였다.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
과 상담성과의 회기 변화에 따른 양상과 두 변인 게 연구목적을 알리지 않았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간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1, 2, 3회 대가를 제공하였다.
기에 측정된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측정치를 이용
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분석을 통해 검증하 측정도구
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상담성과 측정
상담성과는 Outcome Questionnaire-30(OQ-30;
연구문제 1. 작업동맹과 상담성과는 회기의 경 Vermeersch, Lambert, & Burlingame, 2000)을 손난희,
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유성경(2012)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상담
연구문제 2.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이의 인과 회기 진행에 따른 내담자의 증상 수준으로 측정
관계는 회기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였다. OQ-30은 상담 성과 도구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인 OQ-45의 신뢰도와 타당
도 그리고 내담자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그대
방 법
로 유지하면서도 응답시간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자기보고식 성과측정 도구이다(Ellsworth, Lambert,
연구대상 및 절차
& Johnson, 2006). 한글판 상담성과척도(Outcome
Questionnaire-30: OQ-30)는 손난희와 유성경(2012)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성과를 에 의해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졌고, 영어판 OQ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자와 내담자를 대상으로 시 30과 동등한 3요인 구조가 지지되었으며 전체문
행된 대단위 종단연구 자료 중 일부를 사용하였 항에 대한 신뢰도는 .94로 높은 내적 일관성이 나
다. 이 연구에는 총 44명의 상담자에게 개인 상담 타났다. 따라서 OQ-30은 내담자 조망에서 내담자
을 받고 있는 만 16세 이상 내담자 350명의 자료 가 경험하는 전반적인 어려움과 증상에 대한 측
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분포를 보 정을 통해 상담성과를 알아볼 수 있는 신뢰로운
면 여자가 260명으로 74.3%, 남자는 84명으로 성과도구라고 할 수 있다. OQ-30은 내담자가 최
24.0%, 무응답이 6명으로 1.7%이다. 평균 나이는
근 2주 이내에 (a) 주관적 불편감(예: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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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
다.”), (c) 사회적 역할 수행(예: “예전만큼 일이나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의 3영역에서 경험하였던
증상 수준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
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4 = 거의 항상 그렇
다)로 응답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담자의 고통
과 병리가 더 높음을 반영한다. 전체문항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검사 신뢰도 Cronbach  는 세 시
점에서 각각 .94, .95, .95로 나타났다.
(b)

작업동맹 측정
Bordin(1979)이 제안한 작업 동맹 개념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된 Horvath와 Greenberg(1989)의 작업
동맹 질문지(Working Alliance Inventory: WAI) 축약
형(WAI-S; Tracey & Kokotovic, 1989)을 사용하였다.
Busseri와 Tyler(2003)는 WAI와 WAI-S의 총점과 하
위요인 점수들을 비교했을 때 높은 일치도를 보
고하였으며, Horovath와 Symonds(1991)는 관계 및
성과도구들과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동시 타당
도를 확보하였다. WAI-S는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치료적 관계에서 (a) 유대(예: “상담자가
나를 도울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b) 과제에
대한 동의(예: “내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됨”), (c) 목표에 대한 동의(예: “상담자와 나는 서
로 합의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의 3가지
측면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항상 그렇다) 상에 응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강한
동맹을 반영한다. 전체문항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검사 신뢰도 Cronbach  는 세 시점에서 각각 .93,
.92, .93으로 나타났다.

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실시
하였다. 자기회귀모형의 핵심은 t시점의 값이 이
전 시점인 t-1시점의 값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것
이며, 자기회귀모형을 다변량 모형으로 확장시켜
두 변인간의 상호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를 추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이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이 모형을 나
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개인 의  시점에서의  값이며,
  는 개인 의  시점에서의  값을 나타낸다.
  와   는 각각  시점에서의 절편 값이며,
    과     은    시점에서의 측정치이다.
  와   는 개개인의 의  시점에서의 잔여치
를 나타낸다.  과  은 각각 동일한 변인의
   시점의 값으로부터  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 자기회귀 계수이고,  와  는 한 변인의
   시점의 값으로부터 다른 변인의  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 교차지연 계수이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본 연구에서는 작업동맹과 상담성과를 잠재변
수로 설정하였다. 이 방법이 가진 장점은 측정오
차를 통제한 후 측정하려는 이론적 개념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잠재변수의
개념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측정불변
성에 대한 가정을 통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작업동맹의
측정변수는 각 측정시점에서 작업동맹의 유대, 과
통계분석
제에 대한 합의, 목표에 대한 합의의 세 하위변인
을 사용하였으며, 상담성과의 측정변수는 각 측정
시간에 따른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이의 관 시점에서 OQ-30의 주관적 불편감, 대인관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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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적 역할 수행의 세 하위변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경로도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잠재변
수 1, 2, 3은 각각 1, 2, 3회기의 측정 시점을 의
미하며, a1, a2, b1, b2는 측정 동일성 제약을 위하
여 사용된 것이며, A와 B는 각 잠재변수의 자기
회귀적 효과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검증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차이검
증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
수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같이 고려
할 수 있는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CFI(Comparative Fit Index)
를 같이 사용하였다. TLI와 CFI의 경우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며(홍세희, 2000), RMSEA
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데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 .08이하일 때 괜찮은 적
합도, .10이하일 때 보통 적합도, .10이상 이면 나


쁜 적합도로 본다(Browne & Cudeck, 1993).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AMOS를 이용하여
분석되었고, 종단자료에서 발생하는 결측치 처
리를 위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FIML은
무선적으로 발생하는 결측치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두 경우
모두에서 전통적인 결측치 처리 방법인 listwise
나 pairwise보다 정확하게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Arbuckle, 1996). 따라서, FIML은 한 변수의 결측
치가 그 변수 값 자체에 의해 결정된 경우가 아
니라면 사용할 수 있으며, FIML을 이용하면 결측
치가 있는 자료라도 분석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
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연구결과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상담 초기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간 종단관계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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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의 평균 및 표준편차
1회기
변인




회기

회기

2


3






작업동맹
5.24
.94
5.39
.92
5.55
.91
상담성과
1.96
.70
1.81
.74
1.65
.71
주. 점수범위: 작업동맹(1-7), 상담성과(0-4): 내담자 증상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담자의 문제증
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위해 동일한 측정 변수의 요인계수를 세 시점에
표 1에 제시하였다.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다. 여기서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은 시간에 따라 측정변수의 내용에 대
모형 검증과 추정 결과
한 해석이 응답자들에 의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형 4에서는 작업동맹에 대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 한 측정변수의 요인계수만 동일하게 제약하였다.
하여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이의 종단관계를 살 그림에서 세 시점의 a1과 a2는 작업동맹의 각 측
펴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고, 서 정변수에 대한 요인계수를 세 시점에서 동일하게
로 내재된(nested) 경쟁모형의 순차적인 비교를 통 제약했음을 의미한다.
해 최적의 모형을 찾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본 연 모형 5: 모형 4에 더하여 상담성과에 대한 측정
구에서는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2007)의 절차에 변수의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으로,
따라 7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고, 각 모형에 대 b1, b2는 상담성과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계수를
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세 시점에 걸쳐 동일하게 제약했음을 의미한다.
모형 1: 그림 1의 모형에서 측정변수의 오차사 모형 6: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성립된 경
이의 모든 공분산을 제외한 기본모형이다.
우, 작업동맹의 자기회귀 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
모형 2: 모형 1의 기본모형에 작업동맹의 측정 일한지 평가하기 위해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변수 오차 간 상관을 추가한 모형으로, 동일한 측 이다. 그림 1에서 A로 표시되었다.
정변수를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경 모형 7: 상담성과의 자기회귀 계수가 시간에 따
우 변수 간에 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라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해 동일화 제약을 가한
가지고 설정한 모형이다.
모형으로 그림1에서 B로 표시되었다.
모형 3: 모형 2에 상담성과 측정변수의 오차 간 위의 7개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
상관을 추가적으로 설정한 모형이다.
형 1에서 7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즉, 모형
모형 4: 종단연구에서 반복변수를 잠재변수로 1과 2의 비교, 모형 2와 3의 비교 순으로 비교를
설정하게 되면 해당변수의 개념이 시간에 따라 진행하였다. 각 모형은 서로 내재된(nested) 관계이
변하지 않는지 검증이 가능하다. 기간에 따른 측 므로 모형 비교에  검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across time)을 평가하기 검증은 표본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 표본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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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형비교 결과
모형

신뢰구간)





TLI

CFI

1

1048.55

124

.779

.840

.146(.138-.154)

2

862.95

118

.813

.871

.134(.126-.143)

3

420.01

112

.918

.947

.089(.080-.098)

4

423.76

116

.921

.947

.087(.078-.096)

5

428.19

120

.924

.947

.086(.077-.095)

6

428.43

121

.925

.947

.085(.077-.094)

7

428.58

122

.925

.947

.085(.076-.094)

민감하므로 RMSEA와 CFI, TLI를 이용하였다. 7개
모형에 대한 모형비교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형별 적합도 지수를 비교해보면, 모형 1과 모
형 2의 비교 결과 작업동맹 측정변수의 오차 공
분산을 추가하면 CFI, TLI와 RMSEA가 좋아져서
공분산을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
와 모형 3의 비교에서도 상담성과를 측정하는
OQ-30의 측정변수 오차 공분산을 추가한 모형3의
적합도가 좋아져 공분산을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 동일성 가정에 따라 동
일한 측정변수의 요인계수를 시간에 따라 동일하
게 제약한 모형 결과를 보면, 측정변수의 요인계
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4와 5가 모형 3보다
CFI는 변화가 없지만 TLI와 RMSEA 적합도 지수
가 좋아져서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충족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업동맹에 대한 자
기회귀 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6
이 모형 5의 적합도에 비해 역시 좋아져서 자기
회귀 계수는 시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이전 시점    이 이후 시점  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는 시점  가 시점    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수
는 안정도 계수(stability coefficient)로 해석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모형 7의 적합도를 모형 6의 적합

RMSEA(90%

도와 비교해보면 OQ-30에 대한 자기회귀 계수 역
시 시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7개의 모형을 순차적으로 비교 결과 간명성과 설
명력을 고려한 적합도 지수인 TLI와 RMSEA가 순
차적으로 좋아져서 모형 7을 최종모형으로 결정
하였다. 최종모형인 모형 7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
보면 CFI는 .947, TLI는 .925, RMSEA는 .085로
나타나 TLI와 CFI는 .9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RMSEA도 괜찮은 적합도인 .08에 근접한 결과가
나왔다. 최종모형으로 결정된 모형 7에서 구조계
수를 추정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와 표 3에 제
시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첫째, 작업동맹과 상담성과가
회기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자
기회귀 계수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작업동맹1이
작업동맹 2에 미치는 영향, 작업동맹 2가 작업동
맹 3에 미치는 영향, 상담성과1이 상담성과 2에
미치는 영향, 상담성과 2가 상담성과 3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도 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이의
관계가 회기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교차지연 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교차지연 계수
는 작업동맹 1이 상담성과 2에 유의도 수준 0.1%
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상담성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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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간 최종 추정결과
주. 상담성과는 증상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담자의 문제증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표 3. 모형 7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경로
추정치(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작업동맹 2 ← 작업동맹 1
.763(.029)
.782
상담성과 2 ← 상담성과 1
.838(.025)
.799
상담성과 2 ← 작업동맹 1
-.074(.019)
-.138
작업동맹 2 ← 상담성과 1
.020(.076)
.011
작업동맹 3 ← 작업동맹 2
.763(.029)
.751
상담성과 3 ← 상담성과 2
.838(.025)
.844
상담성과 3 ← 작업동맹 2
-.009(.018)
-.017
작업동맹 3 ← 상담성과 2
-.158(.075)
-.085
주. 상담성과는 증상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담자의 문제증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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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작업동맹 3에 유의도 수준 5%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성과 1이 작업동맹 2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
지연 계수와 작업동맹 2가 상담성과 3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지연 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들은 대부분 횡단연구로서 동일 시점의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두 변인 간 관련성만 보여줄
뿐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분석을 상담 초기
(1회 ~ 3회) 종단자료에 적용하여 작업동맹과 상
담성과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과 두 변인 간 인과
관계의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논 의
첫째,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의 시간에 따른 안정
성을 자기회귀 계수를 통해 알아보았다. 결과를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보면, 1, 2, 3회기에 걸쳐 작업동맹 수준을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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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전 시점의 작업동맹이 이후 시점의 작업
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이
전 시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던 내담자는 이후
시점에서도 다른 사람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
음을 의미한다. 이는 작업동맹의 변화를 살펴보는
기존 연구들(이정화, 연문희, 2009; Kivlighan &
Shaughnessy, 2000)이 회기의 변화에 따른 작업동맹
점수의 변화 특성에 따라 집단유형을 구분했던
것과 다르게, 내담자의 이전 회기 작업동맹 점수
와 다음 회기의 작업동맹 점수간의 관련성을 살
펴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상담초기 3
회기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라는 제한성을 갖지만,
상담 첫 회기부터 내담자와 긍정적인 작업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상담성과 역시 자기회귀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가 보고하는 증상수준을
상담성과로 보고 세 시점에 걸쳐 측정한 결과, 이
전 시점의 증상 수준이 이후 시점의 증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과
정에서 내담자들이 보고하는 증상 수준 역시 한
회기만의 결과라기보다는 이전 회기의 증상수준
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비록 초기 3
회기까지만 살펴본 결과지만 초기 상담에서 높은
증상수준을 보이는 내담자는 이후에도 다른 내담
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을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이의 시간의 경과
에 따른 인과관계의 방향성은 교차지연 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1회기 작업동
맹이 높을수록 2회기에서 측정된 내담자의 증상
수준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고, 2회기에서 감소
된 증상 수준은 3회기의 작업동맹 수준이 높아지
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1회기의 내담자 증상수준은 2회기에 측정된
작업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고, 2회기의 작업동맹

역시 3회기에 측정된 증상수준에 유의미한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그동
안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간 관계에서 제기되어
왔던 작업동맹이 상담성과의 예측변인인지 아닌
지에 대한 일방향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CritsChristoph, Gibbons, & Hearon, 2006; DeRubeis,

에 대해 회기변화에 따
른 두 변인 간 관련성의 방향이 일방향의 관계가
아니라 1회기의 작업동맹이 높을수록 2회기의 문
제증상이 감소하고, 2회기 증상의 감소가 3회기의
작업동맹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작업동맹이 시간에 따
른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첫 회기에서 작
업동맹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이후 회기에서의
작업동맹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간 관계에서는 1회
기의 작업동맹과 2회기 상담성과 그리고 3회기
작업동맹 사이에는 상호적인 영향관계가 있지만,
1회기 상담성과와 2회기 작업동맹 그리고 3회기
상담성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결
과에서 첫 회기의 내담자 증상수준보다는 첫 회
기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은 긍정적인 작업동
맹이 이후 시점의 내담자 증상 변화와 같은 상담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상담 초기 3회 자료만 사용하였
기 때문에 상담 전 과정으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기존 연구들(Tracey & Ray, 1984; Horovath
& Bedi, 2002)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상담
초기 작업동맹에 대해 구체적으로 첫 회기의 중
요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둘째,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할 때, 내담자의 변화란 상
담외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내
Brotman, & Gibbon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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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상담연구들(신희천, 2002; 이수림, 조성호,
2010; 황인호, 2005)에서는 회기평가나 상담만족
도, 또는 상담자평가 등 상담 과정 경험에 대한
평가 도구로 측정된 상담내적 경험을 상담성과로
사용해 왔는데, 이와 같은 상담내적 경험은 엄밀
한 의미에서 상담에서 추구하는 내담자 변화를
측정한 상담성과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
에서는 국내에서 타당화가 이루어진 내담자 증상
수준을 측정하는 상담성과 측정도구인 OQ-30을
사용하여 작업동맹으로 측정된 상담내적 경험이
상담외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증상 변화로 측정된
상담성과와 상호적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간의 상호지연효과
를 살펴볼 수 있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사
용하여 시간에 따른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간 관
계를 분석하여 작업동맹과 증상감소로 측정된 상
담성과 사이에 이전 회기 작업동맹이 이후 회기
증상 감소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증상 감소가
이후 회기의 작업동맹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두 변인 간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이론이나 논리에 따라 인과관계
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상담 경험
자료를 통하여 이들의 상호인과적 관계를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더구나 본 상담에서는 단회 측정
자료나 일정 간격을 두고 측정된 부분적인 회기
자료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 관련성을 추론하여
그것을 상담전반에서 두 변인의 관계로 해석하려
는 기존 연구와 달리 1회기부터 3회기까지 매 회
기 측정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상담 초기 회기
의 흐름에 따른 변수들 간 관련성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볼 수 있었다. 구
체적으로 상담 초기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이의
관계가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예측변인이 되는

일방향적 관계가 아니라 1회기의 작업동맹이 2회
기 증상변화에 영향을 주고, 2회기 증상변화는 다
시 3회기 작업동맹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회기
의 변화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진일보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모두 내담자
로부터 얻어진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자료를 사용
하였다. 그러나 작업동맹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
는 관계이므로 내담자 관점뿐만 아니라 상담자
관점에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상담자 평정까지 포함하여 두 변인 사이의 관계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간
관련성에 대해 직접적인 경로를 가정하여 분석함
으로써 두 변인 간 상호적인 관련성은 알 수 있
었지만, 작업동맹이 어떻게 내담자의 증상 수준
감소에 영향을 주고, 증상 수준 감소 역시 어떻게
작업동맹에 영향을 주는 지 알 수 없다. Imel과
Wampold(2008)는 두 변인 사이의 관련성에 있어
측정되지 않은 제 3의 변수가 영향을 줄 수도 있
음을 이야기하였고, 작업동맹이 내담자가 갖는 상
담에 대한 기대와 관련되고, 치료의 과제나 목표
에 대한 동의 역시 작업동맹의 중요한 요소들로
서 논의되고 있다(Wampold, 2007).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작업동맹이 상담에 대한 내담자 기대수준
을 높여주거나, 치료 과제나 목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증상의 변화를 촉발
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추후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이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이를 매개
하는 변인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3회기까지의 상담 초기 자
료를 사용하여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간 관련성을

- 1914 -

윤정숙․유성경․홍세희 / 상담 초기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분석하였기 때문에 최종 상담성과와 작업동맹 간
관련성이나 상담과정 전체에서 나타나는 두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보지는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상담의 전 과정에 나타나는 두 변인 사이
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종단연구가 요청된다.
넷째, 상담관계는 내담자가 상담자에 내재되는
위계적 구조가 일반적이고(Kahn, 2011), 전반적으
로 작업동맹을 잘 맺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작업
동맹 수준에 관계없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상
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담자 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에
게만 초점을 두고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이
용하여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의 인과적 방향성을
살펴봄으로써 상담성과에 있어 내담자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상담자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위계적 자료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상담
자와 내담자 간 위계적 구조를 고려할 수 있는
다층모형을 통해 상담자 효과를 고려한 작업동맹
과 상담성과 간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두 변인
간 관련성에서 대해 보다 명확한 결과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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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the Early Phase of Counseling

Yun, Jeong-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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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Se-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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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systematic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CL) was performed to test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structs.
Results show that, first, result of the stability coefficient, reflecting the autoregressive coefficients of each variable,
show that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were significantly stable over time. Second, result of the cross-lagged
coefficient, reflecting the cross-lagged causal effect of working alliance on outcome, show that working alliance
(W1)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outcome (O2) and the outcome (O2)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working alliance (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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