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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사의 경력이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용에 미치는 영향1)
- 내적상태인식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

김 채 연2)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미술치료사의 경력이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적상태인식이
중재효과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미술치료사 178명이며, 측정도구는 미술치료사 경력
질문지, 역전이 관리능력 척도지, 역전이 활용 척도지, 내적상태인식 척도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for Window를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사의 경력 중 기관과 자격증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역전이 관리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미술치료사의 경력 중 나이, 기관, 자격증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역전이 활
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역전이 관리능력에서 미술치료사의 경력 중 자격증, 사례 수, 나이, 치료회
기 수가 내적상태인식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역전이 활용에서 미술치료사의
경력 중 치료회기 수와 사례 수가 내적상태인식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역전이, 역전이 관리능력, 역전이 활용, 내적상태인식, 중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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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치료
에 필수조건이라는 점에 그 견해를 같이하고

미술치료는 치료사가 심리적 어려움을 보이

있다(Little, 1951; Money-Kyrle, 1956; Reich,

는 내담자를 도와 치료사와 내담자 그리고 내

1951; Sandler, Dare, & Holder, 1974; Spitz,

담자의 작품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하여 미술의

1956). 그리고 역전이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

치료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치

기 위해서 자기분석과 탐색, 또는 지도감독과

료사는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사랑하

교육 분석을 통해서 치료사의 치료능력을 키울

며 수용하는 태도와 더불어 자기 자신과 내담

수 있다는 점에서 역전이의 활용 가능성을 시

자를 객관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사하였다. 이렇듯 역전이 개념의 확대와 함께

무엇보다, 미술치료사가 내담자를 성장시키고,

역전이가 치료를 방해한다고 보는 견해가 점

변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술치료사 자신의 삶

차 줄고, 그 보다는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도

또한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치료사로서 자신을

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경향성이

더욱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성공적인 미

늘었다(Tyson, 1986).

술치료를 위한 중요한 도구는 미술치료사 자기

역전이의 활용과 관련하여 최초로 언급한

자신이기에 치료의 도구로서 자기 자신을 잘

Heimann(1950)은 치료사의 무의식이 내담자의

가꾸어야 한다. 만약 치료사가 치료의 도구로

무의식을 이해하므로 치료사는 자신의 역전이

서 자신을 잘 가꾸지 않을 때, 치료사의 해결

를 치료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가 내담자에 의해 발현

즉, 역전이를 치료적 도구로 활용하게 되면 치

되어 부정적인 치료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료사들은 보다 내담자를 깊이 있고 다양하게

때문이다.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와 치료적 관계

파악할 수 있으며, 내담자가 표현하는 내용 이

를 맺고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내담자와 그의

상의 것들을 추론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작품에서 주는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치료사가 역전이 감정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다. 내담자가 주는 자극에 의해 치료사가 영향

수 있기 위해서는 역전이를 적절하게 조절할

을 받는 것을 역전이(counter-transference)라

수 있는 역전이 관리능력이 요구되는데 Van

하는데, 초기 문헌에서는 역전이를 치료과정에

Wagoner 등(1991)은 역전이 관리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로 보고 제거해야 한다고 기

중심역할을 하는 치료사요인으로 자기 통찰

술하였으나(Fliess, 1953; Freud, 1910/1957b;

(self-insight), 공감능력(empathy-ability), 자

Stern, 1924), 많은 임상경험과 연구결과를 통

기

해서 역전이 반응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치

management), 개념화 기술(concept tualizing

료과정에서 진단적․치료적 도구로 이용할

skills)의 다섯 가지 상호관련 요인을 발견하고,

수 있다는 관점이 등장하였고(Crowley, 1952;

치료사가 이러한 요인들을 소유한 것을 역전

Heimann, 1950; Tauber, 1952; Winnicott,

이 관리능력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1949), 역전이 반응을 잘 관리하는 것과 관련되

Choi, G.(2002)가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요인 분

는 치료사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석 한 결과 내담자의 객관적 이해, 자기통합,

이루어 졌다(Peabody & Celso, 1982; Robbins

자기통찰, 불안관리의 상호관련요인을 발견하

& Jolkovski, 1987; Van Wagoner et al., 1991).

였고, Lee, H. S.(2010)는 미술치료 상황에 맞게

많은 이론가들은 역전이는 전이와 함께 치료관

수정 보안한 결과 세 개의 상호관련요인인 객

통합(self-integration),

불안관리(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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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이해, 자기통찰, 불안관리를 발견하였다.

요인이 정서건강과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이

한편 역전이 활용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Choi,

다른 것으로 보고, 사적자의식을 ‘내적상태인

M.(2005)은 기존의 이론적 연구들을 검토하

식’과 ‘자기숙고’ 두 요인을 발견하였다. 내적상

여 역전이 활용의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고

태인식은 자신의 내적상태의 변화에 대한 민감

역전이 활용척도를 개발하였고 역전이 자각

성과 명료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

(counter-transference awareness), 역전이 관

며,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 상태에 더 반응적이

리(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역전

며 자신의 행동․경향성 그리고 감각경험 등을

이

internal

더 잘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roming &

활용(counter-

Carver, 1981). 이들은 내적상태인식의 점수가

내적활용(counter-transference

utilization),

역전이

외적

transference external utilization)과 같은 네 가

높을수록 자신의 개인적 사고와 감정에 대한

지 상호관련 요인을 발견하였다. 역전이 관리

인식의 태도, 감정 동기, 가치 등과 같은 측면

및 역전이 활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에서 주목하는 성향을 나타내어 내적상태인식

치료사의 경력, 지식, 기술과 같은 전문적인 특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Hwang와 Jeong

성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나

(2010)은 치료사가 내적상태 혹은 그 상태에 대

(Chang, 1999; Gelso et al., 1995; Kim, H.,

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상황 및 내담자에 대

2003; Shin, 2001), 치료사가 어떠한 자질과 역

한 이해를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다고 하였

량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담자 이

다. 만약, 미술치료사가 내적상태인식이 부족하

론이나 기법이라 하더라도 내담자에게 전혀 다

게 되면 치료사의 친밀감, 힘, 제어, 자기강화

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Lee, H. Y.,

와 같은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담자를

2005) 치료사의 경력보다 치료사로서 갖추어야

희생시키게 되기(Wadeson, 1987/2008) 때문에

할 기본적 태도나 품성과 같은 내적상태인식이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

더 중요(Schwartz, 1978; Strupp, 1980)할 수도

서는 안 된다(Lee, Jeong, & Cho, 2005). 미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가 내담자에게

치료사의 전문적 발달과 관련하여 치료사의 내

미치는 영향과 치료성과는 미술치료사의 경력

적상태인식은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용

보다 내적상태인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

에도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치료사 자신의

로 보고, 미술치료사의 내적상태인식의 중요성

심리적 특성변화에 따라 치료사의 행동이나

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한다.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Stoltenberg &

미술치료사가 자신과 내담자 사이의 관계를

Delworth, 1987) 치료사의 내적상태인식은 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담자가 무엇

료사의 개인적 측면, 전문적 측면과 이들의 상

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연관성 차원에 대한 자각, 탐색 및 분석,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내적

이해 및 변화의 방향성을 가진 내부지향적

상태를 인식하고, 지식을 쌓아가야 한다. 이를

과정이라 할 수 있다(Hwang & Jeong, 2010).

바탕으로 치료 상황에서 치료적인 도구로 자기

Shin(2001)은 치료사 자신의 내적 측면에 주의

자신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Wadeson,

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 치료사일수록 역전이

1987/2008). 이와 관련하여, Fenigstein, Scheier

관리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역전이를 잘 관리

와 Buss(1975)는 사적자의식을 단일요인으로

하고, 활용하기 위해, 치료사 자신의 느낌에 대

발표하였으나, 최근 연구들은 사적자의식의 각

한 자각과 자각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4

미술치료연구 제23권 제6호(통권 87호), 2016

분석을 통해 자신의 내적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2) 중재효과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Van Wagoner et al.,

중재변인이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1991; Watkins, 1985).

존재하는 관계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의 내적상태인식

질적 혹은 양적 변인(Baron & Kenny, 1986)을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술치료사의 경력보다

말한다. 즉, 중재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미술치료사의 내적상태인식이 역전이 관리능력

사이에서 일종의 상호작용 효과를 산출하는

과 역전이 활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 3의 변인으로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관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미술치료사의 경력이

계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용에 영향을 미치

(Zedeck, 1971). 이는 예언자와 준거 사이의 인

는 과정에서 내적상태인식의 중재효과를 알아

과관계가 중재변인의 함수로서 변화하기 때문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술치료사

에 어떤 효과가 언제, 왜 발생하는가를 설명하

들이 임상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전이 반

는(Jang, 1994) 역할을 한다.

응을 잘 관리하고, 이를 치료에 긍정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가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3) 내적상태인식
내적상태인식은 자신의 내적상태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명료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상태인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

첫째, 미술치료사의 경력과 내적상태인식은

신의 개인적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인식의 태도,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용능력에 영향을

감정 동기, 가치 등과 같은 측면에 주목하는

미칠 것이다.

성향을 나타내어 내적상태인식 수준이 높음을

둘째, 미술치료사의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상태인식을 사적

이 활용능력에 경력과 내적상태인식의 상호작

자의식, 자기자각, 자기통찰, 자기이해 등을 의

용 효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가
역전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Ⅱ. 연구방법

치료사의 개인내적 변인인 내적상태인식을 중
재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용어정의
연구대상
1) 미술치료사의 경력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의 전문적 특성과

본 연구는 미술치료사의 경력이 역전이 관

훈련경험을 통틀어 미술치료사의 경력으로 정

리능력과 역전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의하였다. 미술치료사의 전문적 특성에는 학력,

서, 내적상태인식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자격증, 치료경력, 사례 수, 치료 회기 수가 포

는 연구로서, 현재 1년 이상 현장에서 미술치

함되며, 미술치료사의 훈련경험에는 미술치료

료를 실시하고 있는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하

슈퍼비전 경험, 개인 분석 경험, 집단미술치료

였다. 연구 대상의 표집은 전국 미술치료센터,

경험이 포함된다.

연구소, 대학부설 미술치료실, 병원 내 미술치
료실, 복지관내 미술치료실 등에서 미술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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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human research participant (N=178)
Characteristic

Clssification

N

%

Man

26

14.6

Sex

Certificate

Clssification

N

%

Art therapist class 1

78

57.8

Art therapist class 2

34

25.2

Art therapist class 3

17

12.6

Art therapy teacher

6

4.4

1~10

65

45.5

11~20

31

21.7

21~30

8

5.6

Woman

152

85.4

20~30

50

28.1

31~40

83

46.6

41~50

40

22.5

over 50

5

2.8

over 31

39

27.3

Bachelor

23

12.9

1~10

53

49.5

Under master

90

50.6

Incompleted master

12

6.7

11~20

11

10.3

Master

33

18.5

21~30

7

6.5

Under doctor

13

7.3

over 31

36

33.6

Incompleted doctor

6

3.4

Doctor

1

0.6

1~10

50

47.6

Specialized institute

53

30.5
11~20

18

17.1

21~30

8

7.6

over 31

29

27.6

Age

Education

Institute

Characteristic

Counseling room/
art therapy space
in welfare center

59

Counseling room/
art therapy space
in hospital

17

9.8

Ohter

45

25.9

33.9

실시하고 있는 미술치료사 300명을 표집 하여

Sessions of
supervision

Sessions of
personal
counseling
experience

Sessions of
group
counseling
experience

연구도구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이들 중 미술치료사의
전문적 특성 및 훈련경험 질문지와 미술치료사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의 경력을 알아보

의 역전이 관리능력, 역전이 활용, 내적상태 인

기 위해 전문적 특성 및 훈련경험 질문지(총 8

식 질문지에 모두 응답한 178부의 설문지가 회

문항)와 미술치료사의 역전이 관리능력을 알아

수되었고, 모두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

보기 위한 질문지(총 20문항), 미술치료사의 역

었다. 미술치료사의 전문적 특성 및 훈련경험

전이 활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총 40문항),

은 Table 1과 같다.

미술치료사의 내적상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기 위한 질문지(총 5문항)를 사용하였다. 각 질
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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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술치료사의 경력 및 훈련경험 질문지

위하여 Choi, M.(2005)이 개발하고, 타당도와

미술치료사의 경력인 전문적 특성과 훈련경

신뢰도를 알아 본 역전이 활용척도를 미술치

험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

료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하였다. 미술치료사의 전문적 특성에는 학력,

본 척도지 개발자에게 내용 타당도를(Content

자격증, 치료경력, 사례 수, 치료 회기 수가 포

Validity)를 검토 받아 사용하였다. Choi,

함되며, 미술치료사의 훈련경험에는 미술치료

M.(2005)의 연구에서는 역전이 활용능력을 4개

슈퍼비전 경험, 개인 분석 경험, 집단미술치료

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냈고, 각 요인은 역전이

경험이 포함된다.

자각(12문항), 역전이 관리능력(10문항), 역전이
내적 활용(6문항), 역전이 외적활용(12문항)으로

2) 역전이 관리 능력 척도

문항은 총 40문항이다. 응답자들은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사의 역전이 관리능력을 알아보기

로서 평소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

위해 Van Wagoner 등(1991)이 개발한 CFI

는 정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 질문지

그렇다.”(5점)에 이르는 Likert 5척도 상에 응답

를 Chang(1999)이 번안하고 Choi, G.(2002)가

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미술치료사

요인 분석한 것을 미술치료 상황에 맞게 Lee,

의 역전이 활용능력이 뛰어남을 나타낸다. 본

H. S.2010)가 요인 분석한 역전이 관리능력 척

연구에서 산출한 역전이 활용능력의 각 하위요

도를 사용하였다. Lee, H. S.(2010)의 연구에서

인 별 신뢰도 계수는 Table 3과 같다.

는 CFI가 3개의 요인으로 나타났고, 각 요인은
객관적 이해(5문항), 자기통찰(9문항), 불안관리

4) 내적상태인식

(6문항)로 총 20문항이다. 응답자들은 미술치료

미술치료사의 내적상태인식을 측정하기 위

사로서 평소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

하여 Fenigstein 등(1975)이 개발한 자의식척도

각하는 정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Self-Consciousness Scale) 질문지를 Kim, E.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Likert 5척도 상

(199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 중 사적

에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미

자의식 요인 중 내적상태인식과 관련된 5문항

술치료사의 역전이 관리능력이 뛰어남을 나타

을 선정하여 전문가 2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낸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역전이 관리능력의

(Content Validity)를 검토 받아 사용하였다. 내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는 Table 2와 같다.

적상태인식 문항은 총 5문항이다. 응답자들은
미술치료사로서 평소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3) 역전이 활용

생각하는 정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미술치료사의 역전이 활용 정도를 측정하기

서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Likert 5척

Table 2.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index and reliability
Sub-factor

No. of index

Index

Reliability cronbach's ⍺

Subjective understanding

5

11. 12. 22. 24. 32

0.679

Self-insight

9

3, 4, 6, 7, 9, 29, 30, 34, 36

0.812

Anxiety-management

6

14, 15, 16, 27, 28, 35

0.739

Total

20

1∼20

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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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unter-transference utilization index and reliability
No. of
index

Index

Reliability
cronbach's ⍺

Counter-transference awareness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0.855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10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13, 15, 18, 22

0.878

Counter-transference internal utilization

6

23, 24, 25, 26, 27, 30

0.826

Counter-transference external utilization

12

28, 29,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0.879

Total

40

1∼40

0.932

Sub-factor

Table 4. Internal state awareness index and reliability
Sub-factor

No. of index

Index

Reliability cronbach's ⍺

Internal state awareness

5

1, 2, 3, 4, 5

0.746

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

능력과 역전이 활용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록 미술치료사의 내적상태인식이 뛰어남을

각 척도의 하위요인과 총점간의 Pearson 적률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상태 인식

상관계수로 분석하였고, 미술치료사의 경력의

의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는 Table 4와

각 변인이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용에

같다.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력 변인, 역
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용의 각 하위 요인

분석방법

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
째, 경력과 역전이 관리능력, 역전이 활용과의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관계에서 내적상태인식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Window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중공

대상의 전문적인 특성(학위, 미술치료 자격여

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경력과 내적상태

부, 근무 연수, 치료사례 수) 및 훈련경험 수준

인식의 점수를 중심화(centering)하였다. 중심화

(슈퍼비전 경험, 교육 분석 경험 및 집단상담

는 각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값으로 경력 변인

경험)인 경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

들과 내적상태인식변인을 중심화 하였으며, 상

시하였고, 회귀 분석에 사용되는 경력 요인과

적항(product term)을 변인으로 만들어 분석하

같은 질적 변수는 빈도 분석의 분류에 따라 가

였다. 중심화한 후에 분산팽창계수(variance

변수 처리되었다. 또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inflation factor)는 1.00∼1.11로 나타나 다중공

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계수를 사

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하여 척도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미술치료사의 경력, 내적상태인식, 역전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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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내적상
태인식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술치료사의 경력이 역

자기통찰(r=.343, p<.001)이며, 그 밖에 역전이

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능력(r=.306, p<.001), 객관적 이해(r=.289,

과정에서 내적상태인식의 중재효과를 알아보

p<.001), 역전이 활용(r=.272, p<.001), 역전이 자

고, 미술치료사의 내적상태인식이 역전이 관리

각(r=.248, p<.001)순으로 나타났다. 기관과 자

능력과 역전이 활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

격증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정적관계의 유의

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중 유

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변인들이

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만을 기술하였다.

서로 정적관계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될 것이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역전
이 내적활용과 역전이 외적활용으로 상관계수

미술치료사의 경력, 역전이 관리능력,
역전이 활용, 내적상태인식의 관계

=.968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지
니고 있는 것은 나이와 불안관리로 상관계수

=.149로 나타났다.
미술치료사의 경력인 학력, 기관, 자격증, 치
료연수, 사례 수, 회기 수, 슈퍼비전 회기, 개인

중재효과 검증

분석 회기, 집단상담 회기와 내적상태인식 그
리고 역전이 관리능력과 하위요인인 객관적 이

먼저 중재효과 검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

해, 자기통찰, 불안관리, 역전이 활용과 하위요

제를 피하기 위해서 경력과 내적상태인식의

인인 역전이 자각, 역전이 관리, 역전이 내적활

점수를 중심화(centering)하였다. 중심화는 각

용, 역전이 외적활용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

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으로 경력 변인들과 내

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적상태인식 변인을 중심화 하였으며, 상적 항

과는 Table 5와 같다.

(product term)을 변인으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Table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역전이 관리

중심화한 후에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자기

factor)는 1.00∼1.1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

통찰(r=.854, p<.001)이며, 그 밖에 불안관리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790, p<.001), 객관적 이해(r=.720, p<.001),
역전이 활용(r=.586, p<.001)순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과 자격증을 제외한 모

나이와 내적 상태인식은 객관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든 변인에서 정적관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역전이 활용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Table 6은 객관적 이해에 있어서 나이와 내

보이는 요인은 역전이 관리(r=.681, p<.001)이

적상태인식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

며, 그 밖에 역전이 내적활용(r=.622, p<.001)

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전이 외적활용(r=.620, p<.001) 역전이 자각

이다. 제 1모형의 나이와 내적 상태인식이 객

역전이

관리능력(r=.586,

관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력은 11.0%

p<.001)순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F=11.064,

기관과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정적관

p<.001)것으로

(r=.612,

p<.001)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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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valuation of effect of interaction of ages and internal state awareness on objective
understanding
Unstandardized Standardized
coefficient

Contents

coefficient







St.



Age

.146

.059

.186

2.495

.014

Internal state awareness

.300

.071

.316

4.244

.000

Age

.156

.058

.198

2.706

.008

Internal state awareness

.337

.071

.354

4.747

.000

Age*internal state awareness

.242

.095

.190

2.564

.011

1

2





11.064***

.110

9.823***

.140

Dependent variable : Objective understanding
*p<.05, **p<.01, ***p<.001

(t=2.495,

p<.05)와

내적

상태인식(t=4.244,

p<.001)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자격증과 내적 상태인식은 객관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제 2모형의 나이와 내적 상태인식이 객관
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력은 14.0%

Table 7은 역전이 관리 중 하위요인인 객관

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F=9.823,

적 이해에 있어서 자격증과 내적상태인식의 상

p<.001)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나이와 내적

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

상태인식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은 .190으

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제 1 모형의

로 설명할 수 있다.

자격증과 내적 상태인식이 객관적 이해에 미치
는 영향력의 설명력은 19.1%이고, 회귀식은 통

Table 7. Evaluation of effect of interaction of certificate and internal state awareness on objective
understanding
Unstandardized Standardized
Contents

1

2

coefficient

coefficient







St.



Certificate

-.125

.058

-.176

-2.151

.033

Internal state awareness

.360

.070

.420

5.129

.000

Certificate

-.125

.057

-.176

-2.196

.030

Internal state awareness

.353

.069

.411

5.108

.000

-.218

.092

-.189

-2.358

.020

Certificate*internal state
awareness





15.248***

.191

12.408***

.220

Dependent variable : Objective understanding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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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한(F=15.248, p<.001)것으로 나타

(t=3.270, p<.001)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났다. 독립변수의 자격증(t=-2.151, p<.05)은 부

것으로 나타났다. 제 2모형의 회기수와 내적

(-)의 영향 내적상태인식(t=5.129, p<.001) 정(+)

상태인식이 객관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모형

명력은 15.0%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

의 자격증과 내적 상태인식이 객관적 이해에

한(F=8.569, p<.001)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력은 22.0%이고, 회귀식

회기수와 내적상태인식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F=12.408, p<.001)것으로

영향은 .206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타났다. 독립변수 자격증과 내적상태인식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은 -.189으로 설명할 수
있다.

회기수와 내적 상태인식은 객관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격증과 내적 상태인식은 불안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ble 9는 불안관리에 있어서 자격증과 내
적상태인식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8은 객관적 이해에 있어서 회기수와

이다. 제 1모형의 자격증과 내적 상태인식이

내적상태인식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불안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력은 4.50%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F=3.876,

결과이다. 제 1모형의 회기수와 내적 상태인

p<.05)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내적 상태

식이 객관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력

인식(t=2.691, p<.01)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은 11.3%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2모형의 자격증과 내적

(F=9.239, p<.001)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상태인식이 불안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

의 회기 수(t=3.169, p<.05)와 내적 상태인식

력은 9.10%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Table 8. Evaluation of effect of interaction of No. of sessions and internal state awareness on
objective understanding
Unstandardized Standardized
Contents

1

2

coefficient

coefficient







St.



Sessions

.119

.038

.265

3.169

.002

Internal state awareness

.247

.075

.273

3.270

.001

Sessions

.123

.037

.274

3.345

.001

Internal state awareness

.240

.074

.265

3.243

.002

.162

.064

.206

2.537

.012

Sessions*internal state
awareness





9.239***

.113

8.569***

.150

Dependent variable : Objective understanding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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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valuation of effect of interaction of certificate and internal state awareness on anxietymanagement

Contents

1

2

Unstandardized

Standardized

coefficient

coefficient







St.



Certificate

-.049

.064

-.068

-.768

.444

Internal state awareness

.208

.077

.239

2.691

.008

Certificate

-.049

.062

-.069

-.791

.430

Internal state awareness

.199

.076

.228

2.629

.010

-.266

.101

-.228

-2.631

.010

Certificate*internal state
awareness





3.876*

.045

5.020**

.091

Dependent variable : Anxiety-management
*p<.05, **p<.01, ***p<.001

(F=5.020, p<.01)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자

내적상태인식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검

격증과 내적상태인식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

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향은 -.228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과이다. 제 1모형의 회기수와 내적 상태인
식이 역전이 자각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력

회기수와 내적 상태인식은 역전이 자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 5.60%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F=5.834, p<.01)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내적 상태인식(t=3.045, p<.01)로 정(+)의 영향을

Table 10은 역전이 자각에 있어서 회기수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모형의 회기수와

Table 10. Evaluation of effect of interaction of No. of sessions and internal state awareness on
counter-transference awareness
Unstandardized Standardized
Contents

1

2

coefficient

coefficient







St.



Sessions

.020

.020

.077

1.006

.316

Internal state awareness

.220

.072

.235

3.045

.003

Sessions

.021

.020

.081

1.047

.297

Internal state awareness

.218

.072

.233

3.026

.003

.039

.034

.086

1.134

.259

Sessions*internal state
awareness





5.834**

.056

4.325**

.057

Dependent Variable : Counter-transference awarenes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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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상태인식이 역전이 자각에 미치는 영향력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은 -2.11으로 설명할

의 설명력은 5.70%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수 있다.

유의한(F=4.325, p<.01)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
수 회기수와 내적상태인식의 상호작용이 미치
는 영향은 .086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격증과 내적 상태인식은 역전이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례수와 내적 상태인식은 역전이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ble 12는 역전이 관리능력에 있어서 사례
수와 내적상태인식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

Table 11은 역전이 관리능력에 있어서 자격

한 결과이다. 제 1모형의 사례수와 내적 상태

증과 내적상태인식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

인식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

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

명력은 8.40%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이다. 제 1모형의 자격증과 내적 상태

한(F=8.486, p<.001)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

인식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

수의 사례 수(t=2.941, p<.01), 내적 상태인식

명력은 5.20%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

(t=2.448, p<.05)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한(F=4.301, p<.01)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로 나타났다. 제 2모형의 사례수와 내적 상태

의 내적 상태인식(t=2.894, p<.01)로 정(+)의 영

인식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모형의 자

명력은 11.2%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

격증과 내적 상태인식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한(F=7.880, p<.001)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력은 8.90%이고, 회귀식

사례수와 내적상태인식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F=4.947, p<.01)것으로

영향은 -.185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타났다. 독립변수 자격증과 내적상태인식의

Table 11. Evaluation of effect of interaction of certificate and internal state awareness on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Unstandardized Standardized
Contents

1

2

coefficient

coefficient







St.



Certificate

-.040

.074

-.048

-.537

.592

Internal state awareness

.259

.089

.256

2.894

.005

Certificate

-.040

.072

-.048

-.552

.582

Internal state awareness

.248

.088

.246

2.834

.005

-.284

.117

-.211

-2.426

.017

Certificate*internal state
awareness





4.301*

.052

4.947**

.089

Dependent Variable :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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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Evaluation of effect of interaction of cases and internal state awareness on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Unstandardized Standardized
coefficient

Contents

1

2

coefficient







St.



Cases

.081

.028

.223

2.941

.004

Internal state awareness

.192

.079

.185

2.448

.015

Cases

.085

.027

.232

3.111

.002

Internal state awareness

.162

.078

.156

2.064

.041

-.122

.049

-.185

-2.475

.014

Cases*internal state
awareness





8.486***

.084

7.880***

.112

Dependent Variable :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p<.05, **p<.01, ***p<.001

Table 13. Evaluation of effect of interaction of cases and internal state awareness on countertransference utilization
Unstandardized Standardized
Contents

1

2

coefficient

coefficient







St.



Cases

.103

.032

.250

3.251

.001

Internal state awareness

.020

.090

.017

.224

.823

Cases

.107

.031

.261

3.467

.001

Internal state awareness

-.020

.089

-.018

-.230

.818

-.162

.056

-.218

-2.889

.004

Cases*internal state
awareness





5.517**

.053

6.628***

.094

Dependent Variable : Counter-transference utilization
*p<.05, **p<.01, ***p<.001

사례수와 내적 상태인식은 역전이
외적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식이 역전이 외적활용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
명력은 5.30%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F=5.517, p<.01)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Table 13은 역전이 외적활용에 있어서 사례

의 사례 수(t=3.251, p<.01)는 정(+)의 영향을 미

수와 내적상태인식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모형의 사례수와

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

내적 상태인식이 역전이 외적활용에 미치는 영

한 결과이다. 제 1모형의 사례수와 내적 상태

향력의 설명력은 9.40%이고, 회귀식은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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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F=6.628, p<.001)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기능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어 치료

독립변수 사례수와 내적상태인식의 상호작용이

적 기술 또한 발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

미치는 영향은 -.218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성의 발달과정을 통해 미술치료사들은 자신
의 한계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Ⅳ. 논의 및 결론

내적 상태인식이 발달하게 되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역전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의 경력이 역전이

능력 또한 발달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과는 Shim(1998)의 연구에서 상담자는 많은 상

에서 내적상태인식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고, 미

담경험과 훈련경험을 통해, 인지, 정서, 행동

술치료사의 내적상태인식이 역전이 관리능력과

간의 내적교류와 내담자에 대한 알아차림이나

역전이 활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개입하는 방법을 발전시켜나가며, 이에 따라

치료과정에서 겪는 역전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경험과 비례하여 역전이

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결론적

과 같다. 먼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으로, 미술치료사의 내적상태인식이 증가할수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 기관

록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용 수준이 높

과 자격증을 제외한 나이, 학력, 치료경력, 사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슈퍼비전과

례 수, 회기 수, 슈퍼비전 회기, 개인분석 회기,

개인분석, 집단미술치료 경험에 따른 내적상태

집단미술치료 회기, 내적상태인식이 역전이 관

인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리능력과 역전이 활용에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

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상태인식이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치료경력, 사례 수, 회

슈퍼비전이나 개인분석, 집단미술치료 경험과

기 수, 내적상태인식이 높아졌을 때 역전이 관

같은 외부의 조력이 뒷받침되는 작업을 통해

리능력과 역전이 활용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적 특성변인이

수 있었으며, 역전이 관리능력이 향상되었을

아니라 발달을 위한 개개인의 의도적이고 끊임

때 역전이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회기

없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며, 환경적 여

수의 경우는 집단 미술치료 회기 수가 높아졌

건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달될

을 때 역전이 관리능력이 가장 높아짐을 알 수

수도 있고, 정체나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있었고, 역전이 활용의 경우 슈퍼비전의 회기

Skovholt(2001)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 준다.

수가 높아졌을 때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다음으로 미술치료사의 경력에 따른 역전이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술치료사의 치료경력이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적상태

오래될수록, 사례 수, 회기 수, 슈퍼비전 회기,

인식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

개인분석 회기, 집단미술치료 회기가 많을수록,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술치료

내적상태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역전이 관리능

사의 경력 중 자격증과 사례 수가 내적상태인

력과 역전이 활용 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식의 중재효과로 역전이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

의미한다. 이는 미술치료사가 많은 임상을 경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이 관리능력의 하

험하고, 많은 분석을 받다보면, 이러한 경험들

위요인으로는 자격증, 나이, 치료회기 수가 내

이 축적이 되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효과적

적상태인식의 중재효과로 객관적 이해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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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은 내적

.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태인식의 중재효과로 불안관리에 영향을 미

상호작용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슈퍼비전이

고 역전이 활용의 하위요인으로는 사례수가 역

내적상태인식의 중재효과로 역전이 관리능력에

전이 외적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미치는 영향에서, 슈퍼비전과 내적상태인식의

고, 치료회기 수는 역전이 자각에 영향을 미치

상호작용 항의 p값은 .0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치료사가 역전

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호작용의 경향성을 확인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 치료사 자신의 내적상

할 수 있었으며, 이것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설

태를 인식하는 수준이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 즉, 하위수준의 자격증을 가졌고, 사례 수,

바탕으로 자격증, 나이, 치료회기 수, 사례 수,

치료 회기 수가 적어도 내적상태인식이 높으면

슈퍼비전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역전이 활용도 높고, 상위수준의 자격증을 가

서 미술치료사의 내적상태인식 수준이 높고 낮

졌고, 사례 수, 치료 회기 수가 많아도 내적상

음에 따라 역전이를 관리하는 능력에 차이가

태인식이 낮으면 역전이 활용 능력도 낮아짐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위수준의 자격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자 경력 별

증을 가졌고, 나이, 치료회기 수, 사례 수, 슈퍼

로 역전이 활용과 상담성과의 상관관계가 다를

비전 수가 많더라고 내적상태인식이 낮으면 역

수 있다는 Lim(2008)의 연구에서는 경력이 낮

전이 관리능력도 낮아지고, 하위수준의 자격증

은 초급 상담자 집단에서 역전이를 활용하는

을 가졌고, 나이, 회기 수, 사례 수, 슈퍼비전

것은 상담성과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고, 고

수가 적더라도 내적상태인식이 높으면 역전이

급상담자 집단에서 역전이를 활용할 경우 상담

관리능력도 높아진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

는 Shin(2001)의 연구에서 사적자의식이 높아

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급상담자 집단의

자신의 내적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

경우 역전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좋을수록 상담

는 치료사일수록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성과와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자기통찰능력이 뛰어나고 역전이 관리능력이

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경력의 높고 낮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Son(2001)의 연구에서

음에 상관없이 상담자의 내적상태인식 수준이

상담자의 알아차림(self-awarness)이 역전이를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관리하는데 효과적이고, 자기통찰은 역전이를

다음으로 미술치료사의 역전이 관리능력과

관리하는데 필요한 상담자의 능력으로 본 Van

역전이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적상태

Wagoner 등(1991)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을 갖

인식의 중재효과를 살펴본 결과, 미술치료사의

는다.

내적상태인식이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

다음으로 미술치료사의 경력에 따른 역전이

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적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적상태인식

상태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내적상태인식은 미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술치료사의

치료사의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용의

경력 중 자격증이 내적상태인식의 중재효과로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중재효과의 역할을 한

역전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Stoltenberg와

자격증과 내적상태인식의 상호작용의 p값은

Delworth(1987)의 연구에서 치료사 자신의

미술치료사의 경력이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용에 미치는 영향 - 내적상태인식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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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특성변화에 따라 치료사의 행동이나

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

태도가 달라진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의 내적상태를 어떻게 조절하고 키워나가야 하

Strupp(1980)은 전문적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

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었다는데 의

고 개인치료의 경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치료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 좋은 치료사 역할
을 해 낼 수 있다는 연구와 치료사의 이론적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
음과 같다.

배경이나 치료기법보다 치료사의 태도가 중요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표집이 어

하다는 Wadeson(1987/2008)의 연구와도 부분

려운 관계로 더 많고 다양한 대상들을 표집하

적으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미술치료사가 역

하여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는 보다 많은 대상

전이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

들을 표집 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높여야

추어야 할 것은 자신의 내적상태를 인식하는

할 것이다.

것이다. 미술치료사 개인의 성장과 더 높은 의

둘째,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의 역전이

식 상태는 자기인식, 자기이해, 자기통찰 등의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술

내적상태인식을 통해서 성취되므로, 전문적이

치료사의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 내적상태인식

고 유능한 미술치료사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

한 가지만을 선택하였으므로, 역전이 관리능력

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내적상태를 얼마나

과 역전이 활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제한 점

인식하느냐의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즉, 전문적인 미술치료사가 된다는 것은 외부

미술치료사의 개인적 특성 변인을 선택하여 역

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부지식을

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하고,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술치료

여러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사가 내부지식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이다.

경험에 대한 충분한 자각과 이해가 선행 되어
야 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속도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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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rt therapist's Careers on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and
Counter-transference Utilization
(Focus on the Intermediary Effects of Internal State Awareness)

Kim Chae-yeon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whether the awareness about the internal state plays the role of
intermediary effect in the course of art therapists’ careers influencing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and utiliz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8 art therapists, and the paper of art therapists’
careers,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measuring, countertransference utilization measuring and
internal state awareness measuring were utiliz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7.0 for
Windows and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other variables, except for the certificates and scholarly attainment among the art therapist careers,
significandy influence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Second, among the art therapist's careers,
the rest of the variables except for age, the certificates and scholarly attainment still had significant effects
on countertransference utilization. Third, it was shown that the certificate, the number of cases, age, the
number of treatment sessions among the art therapist careers about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and the interactive effects with internal state awareness also had a significant meaning. Fourth,
in countertransference utilization, the number of treatment sessions and cases in the art therapists’ careers
were also proven to be significant to the internal state awareness and interactive effects.
Key Words : Counter transference, Counter 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Counter transference utilization, Internal
state awareness, Intermediary effe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