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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학생의 불안, 회피 애착과 상담에 대한 기대 간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이연희 

서강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불안, 회피 애착과 상담에 대한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 및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대학(원)생 359명으로, 그들은 친밀 관계 경험 

개정판(ECR-R), 상담에 대한 기대 척도(EAC), 대인 존재감 척도, 대인 신뢰감 

척도에 응답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회피, 불안 애착, 상담에 대한 기대, 대인 존재감, 대인 

신뢰감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 상담에 대한 기대는 대인 

존재감, 대인 신뢰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불안 애착과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중매개분석 결과, 불안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는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이 각각 매개하였다. 반면 회피 애착과 상담 기대의 

관계는 대인 존재감만이 매개효과를 보였고,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상담에 대한 기대, 불안 애착, 회피 애착, 대인 존재감, 대인 

신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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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생 시기는 Erikson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대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만 18-22세로, 발달상 청소년 후기를 거치게 된다. 청소년 

후기는 사춘기에서 성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가족을 형성하고 사회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거나 또는 이를 위해 준비하는 발달과업이 요구된다. 청소년 

후기의 대학생의 경우, 특히 입학과 대학생활 적응, 학비 부담, 진로 계획, 

취업 준비 등 정상적 발달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정옥분, 1998).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대인관계 갈등, 가족 갈등, 신체적•성적 폭력 등의 

문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주요 정신질환이 발병하기에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다(이선혜, 2002).  

이러한 대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다양한 조사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4,776명의 전국 대학 신입생의 실태조사를 다룬 금명자, 

남향자(2010)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학업 문제(26.52%)와 진로 문제(26.47%), 경제 문제(15.89%), 대인 관계 

문제(13.13%)순으로 응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진로 문제(37%), 성격 문제(23%), 친구 문제(13%), 가정 문제 (9%), 

이성 문제(7%), 학업 문제(5%), 정신 문제(5%), 건강 문제(1%), 외모 문제 

(1%)의 순서로 어려움을 보고하였다(최명식, 2013). 

이처럼 대학생들은 심리적 어려움과 적응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이 

높음에도 대학내 학생상담소의 이용률은 높지 않은 편(박경애, 조현주, 

2007)으로, 그들이 왜 학내 상담소를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움을 

추구 하지 않는 현상을 ‘서비스 갭(service gap)’현상(Kushner & Sher, 

1991)이라 부르며, 많은 연구자들이 적절한 심리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행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많은 

국내의 연구들(김주미, 유성경, 2002; 오태균, 김미경, 2013; 유성경, 유정이, 

2000)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해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김하영, 2017). 

또한 상담 기대에 대한 연구가 소수 진행되었다(금명자, 이장호, 1990; 

김지현, 주은선, 2002; 양미진, 2005; 이승아, 2009; 하철오, 2012). 상담 

기대에 대한 연구는 잠재적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해 어떤 일반적인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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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로, 잠재적 내담자들의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와 태도를 알아보고, 나아가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문적 도움 

추구 연구는 잠재적인 내담자가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할 때 왜 도움을 추구 

하는가 혹은 추구하지 않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탐색하는 연구라면, 상담에 

대한 기대 연구는 상담이라는 구체적인 심리적 서비스에 대해 내담자들이 

갖는 나름의 기대를 확인하는 것(Tinsley & Harris, 1976)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담에 대한 기대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상담 과정에 대한 기대, 

상담 성과에 대한 기대,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 내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 대한 기대들로 구성되어 있다(이장호, 금명자, 

1990).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는 상담 과정에 대해 내담자가 예측하는 

개념이므로(이장호, 1985) 첫 회 상담 후에 그 상담을 계속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Heilbrum, 1970). 

몇몇 학자들(Tinsley, Bowman, & Ray, 1988; 이장호, 금명자, 1990)은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감이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며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기대이다. 

둘째, 내담자의 기대는 상담의 지속과 관계가 있다. 즉, 내담자의 기대가 첫 

면접에서 충족되지 않았을 때 조기 종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가 실제 상담에서 일어나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내담자가 상담을 지속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내담자의 기대는 상담 과정과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에 다라서 상담 과정과 결과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내담자의 기대는 상담과정을 촉진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이장호, 1985).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담자가 표출하고 싶은 욕구가 무엇인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야한다. 상담자가 

이러한 기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담자의 당면 문제와 발전을 

돕는데 있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이혜정, 2005). 그러므로 상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담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Tinsley 와 Harris(1976)은 내담자의 성별에 따른 상담의 기대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성 내담자는 수용적이며 무비판적인 상담자를 기대하는데 비해 

남성 내담자는 더욱 지시적이며 분석적인 상담자를 기대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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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정(1989)은 남자가 여자보다 현실성과 책임성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여자는 개방성, 직면성, 공감성, 진실성, 훈육성, 확고성, 상담 결과에 대해 

남자보다 더 높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담 경험 유무도 상담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명자, 이장호, 1991; 설명주, 1993; 정연주, 2010). 구체적으로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 상담에 대해 기대가 높았으며(금명자, 이장호, 1991; 

설명주, 1993), 상담 경험이 없는 경우 상담자가 내담자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보호해주며 상담자가 냉철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2002). 이처럼 상담에 대한 기대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한편,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으로는 

성인 애착이 있다. Slade(1999)는 애착이 불안한 내담자는 상담과정에 대한 

기대가 왜곡된다고 주장했다. 즉, 애착이 불안한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자신의 안전감이나 안정감을 침해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을 싫어하는 

회피 애착이 높은 사람은 상담에 대한 기대가 낮고, 거절과 버림받는 것을 

경계하는 불안 애착이 높은 사람은 상담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이혜정, 200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지민과 장재홍(2009)의 연구에서도 회피 애착 유형은 

상담 기대와 부적인 상관이 있으며, 불안 애착 유형은 상담 기대와 무관하게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에서만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회피 애착은 

일관되게 상담에 대한 기대와 부적 관련성이 있으나, 불안 애착의 경우에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애착이 불안한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로 상담에 대해 왜곡된 기대를 할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으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상담은 근본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 

과정이며 이러한 관계도 애착의 영향을 받는다. 애착이란 “특별한 사람들과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성향”(Bowlby, 1988)을 말한다. 생애 초기 

어머니와의 경험은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의 질적 특성은 아이에게 내면화되고 아이는 이를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된다. 아이의 내적 

작동모델은 관계 형성 경험에 대한 아이의 기대와 평가를 주도하며, 이후 

중요한 관계 형성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애착 이론의 조망에서, 

상담 관계는 성인 내담자의 애착 기대와 행동들을 활성화시키는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Bowlby, 1988). 내담자들은 서로 다른 애착 대상과의 어려웠던 

관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어려움을 반영하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개별적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갖고 심리치료에 들어오게 

된다.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주된 애착 특성을 재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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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오래된 불만족스러운 관계의 일부를 재현하게 된다(문형춘, 2007). 

그러므로 내담자의 애착 유형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담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이혜정, 2005).  

이러한 내적 작동 모델은 초기 관계경험으로 형성되어 이후의 관계의 

형성과 유지,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이 상담기대를 예측할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상과 타인상을 대표하는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이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대인존재감(Mattering)이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심리 내적인 인식을 말한다(Rayle & Myers, 2004; Elliott, Kao, & Grant, 

2004; Rosenberg & McCullough, 1981). Elliott 등(2004)에 의하면 한 개인이 

인식하는 대인존재감은 실제로 타인들이 그 개인에게 취하는 객관적인 

행동과는 구분된다. 다시 말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객관적인 지표와는 상관없이 한 개인이 심리 내적으로 자신이 

타인에게 중요하다는 신념이 없다면 그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중요하다고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한 개인이 외적, 내적으로 경험하는 

대인존재감은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자신과 자기개념에 대한 내적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인식 할수록 

자신이 중요한 존재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움을 받거나 줄 수 

있다고 인식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인 존재감은 애착 유형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Bowlby(1973)에 의하면 초기 애착 패턴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당 

부분 지속된다고 강조하며, 초기 애착 관계에서 형성된 최초 모델들이 이후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 

대인관계 상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Bowlby, 1973; 

Bretherton, 1985; Sroufe & Waters, 1977). 이런 Bowlby(1973)의 주장은 한 

개인이 타인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 속에서 타인에게 자신이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라고 자각하는 존재감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대인 신뢰감이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타인 존재의 일관성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박아청, 이승국, 1998). 신뢰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상호작용과 경험에서 비롯되며 관계가 성숙되어 가면서 발달한다(Rempel, 

Holmes, & Zanna, 1985). 생애 초기 형성되는 신뢰감은 매우 중요하고, 이후 

발달에도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Erikson(1950)에 따르면, 특히 사회적 

관계인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유아가 신뢰 혹은 불신의 태도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며, 신뢰감을 형성하는 첫 단계를 성격 형성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단계로 꼽았다. Sears(1965)는 수용과 애정의 분위기에서 

자란 아동이 부모에 대한 신뢰의 태도가 일반화 되어 커서도 타인을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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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자기 방어의 필요도 덜 느끼고, 행동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된다고 하였다. 신뢰감은 

주위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하며, 자기개념 발달에도 유효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박아청, 이승국,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대학생 내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불안 

애착, 회피 애착과 상담에 대한 기대의 관계에서 애착의 내적 작동 모델을 

대표하는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탐색해 보려 한다. 자신에 대한 상을 대표하는 대인 존재감과 타인에 대한 

상을 대표하는 대인 신뢰감이 상담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는지, 그러한 기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그 

기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서로 다른 애착 유형을 가진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해 기대할 때, 자신에 대한 상을 부정적으로 형성하여 

상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인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상으로 

상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는지 그 경로를 확인하고 내담자의 기대감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기전을 밝혀내어 내담자의 기대에 맞는 전략적인 상담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애착에 따른 기대감을 확인하여 상담 개입 전략을 마련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내담자의 기대에 따른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의의를 지닐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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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상담에 대한 기대 

 

 1) 상담에 대한 기대의 개념 

 

기대란 이전의 경험, 현재의 상황 또는 어떤 정보에 기초하여 미래의 

결과에 대해 갖는 예상으로(Tryon, 1994), 내담자들은 상담이란 어떤 것이고, 

자기와 상담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상담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담에 대한 ‘기대’이다(이재창, 이시은, 1999). 

기대는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인지가 매개된 

예비 경향성으로, 인지가 매개된 기대는 자기 실현적인 경향성이 있어서 

행동에 대한 기대와 후속되는 행동은 상당히 관련되었다고 가정한다(Kelly, 

1955; Tinsley & Harris, 1976; 이장호, 금명자, 1991).  

Fazio(1980)은 ‘기대’는 자기 충족적 경향을 띠며,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는 그의 후속적인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내담자의 기대를 안다는 

것은 그들이 상담에서 행동하기 쉬운 방식을 예언하고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권희경, 장재홍, 1995). 

상담에 대한 기대는 여러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Garfield(1978)은 

상담에 대한 기대를 갖는 시기에 따라 초기 또는 상담 전 기대(initial 

expectancy)와 실제 상담 경험에서 나온 기대(expectancies derived from 

actual counseling experience)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Goldstein(1962)는 상담에 대한 기대는 ‘예후에 대한 기대(상담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믿음)’과 ‘참가자 역할(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 드러낼 태도와 행동들)에 대한 기대’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후, Gladstein(1969)은 ‘예후 및 참가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외에 

‘상담의 구체적인 면들에 대한 기대’를 첨가하여 내담자의 기대를 보다 

다양하게 고찰하였다. Tinsley 등(1988)는 이를 구체화하여 상담에 대한 

기대를 상담자 특성에 대한 기대, 상담의 예후에 대한 기대, 상담자의 

행동이나 상담 유형에 대한 기대, 내담자의 행동과 역할에 대한 기대, 일반적 

상담 과정에 대한 기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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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sley 등(1988)은 이러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가 도움을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와 같은 조력추구 행동, 상담의 지속성과 

의사소통 과정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Lambert(1992)에 따르면, 상담기대는 모든 치료법들에 내재하고 있는 공통적 

치료요인(common factor)으로, 상담성과의 거의 15%를 설명하는 매우 

영향력이 있는 요소라고 하였다.  

이장호(1992)는 내담자가 바람직한 기대와 바람직하지 않은 기대를 

갖는다고 하였다. 내담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기대는 상담자가 자신을 

치료해줄 것이라는 마술적 치유에 대한 기대, 심리분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다. 내담자의 바람직한 기대는 

상담과정을 촉진시키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기대는 상담과정을 방해하여 

상담결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상담 중 내담자의 기대가 방해 될 때에는 

상담자가 이를 표면화시켜 솔직하게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담자가 상담의 효과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으면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상담의 효과가 커진다(김계현, 1990). 

상담자에 대한 믿음 역시 성공적인 상담 결과와 관련이 있고, 내담자가 자아 

개방, 상담에 대한 책임, 상담에 대한 동기 등 상담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상담자의 지시에 대해 낮은 기대를 가질 때 

상담 과정과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인규, 1998). 앞선 연구에 

따라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는 상담 과정과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청소년 상담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기대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김수연, 장재홍, 

2011). 대개의 연구는 청소년상담의 수혜자인 내담자의 요구를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잠재적 내담자인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에 따른 

상담기대를 연구하거나, 상담기대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을 발견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그 결과들을 간략하게 종합해보면,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중학교 청소년에 비해 상담기대가 더 높고(김은희, 1985; 박애선, 주은선, 

2001; 지혜정, 1989),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담기대가 더 높은 것(김은희, 

주은선, 2001; 김혜원, 김난영, 2009)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들의 가족 

및 학교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정신건강이 좋을수록(김혜원, 김난영, 2009), 

통제소재에서 내적통제를 할수록(금명자, 양미진, 2001) 상담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상담유형에 따라 상담기대가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희, 주은선, 2001).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잠재적 내담자인 일반 청소년의 상담기대를 세밀히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상당히 크지만, 연구 대상이 대개 일반 

청소년이어서 그 결과를 실제 내담자에 바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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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김수현, 장재홍, 201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장호와 금명자(1991)의 

연구에 따르면 잠재적 내담자와 실제 내담자 간에는 상담 기대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 내담자 연구에서 실제 내담자는 상담자의 문제 해결 방식에 

관심을 갖는 반면, 잠재적 내담자는 상담의 긍정적 성과를 우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생의 내담자의 경우에도 실제 내담자와 잠재적 

내담자의 기대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대학생 

내담자들의 상담기대를 파악하여 그들의 구체적으로 상담에 대해 어떻게 

기대하는지, 기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기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상담에 대한 기대의 하위 영역 
 

Tinsley 등(1980)은 내담자가 상담에 임할 때 갖는 기대를 크게 내적 

기대와 외적 기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내적 기대는 내담자가 예측하는 

기대로, 6개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내적 기대는 내담자의 태도와 내담자의 

특성에 관련된 기대, 상담자의 태도와 상담자의 특성에 관련된 기대, 상담 

과정 및 상담 효과와 관련된 기대이다. 외적 기대는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 

기대하는 외형적인 것으로 상담자의 성, 연령, 교육 경력 등에 대해 갖는 

기대이다(정연주, 2010).  

Tinsley 등(1980)은 상담자의 행동과 태도 외에 내담자의 행동과 태도, 

상담자의 특성, 상담과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들을 첨가하여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하는 질문지(Expectation About Counseling Questionnaire; EAC)를 

개발했다. 이를 446명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요인 분석하여 

모두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1은 개인적 참여(personal commitment), 

요인 2는 촉진적 조건(facilitative conditions), 요인 3은 

전문성(expertness), 요인 4는 양육적인 태도(nurturant)로 나타났다. 요인 

1은 내담자의 역할과 상담의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것이고 요인 2부터 

요인4까지는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금명자, 이장호, 1990). 

국내에서는 이장호와 금명자(1991)가 상담에 대한 기대(EAC)를 번안하여 

실제 내담자 집단과 잠재 내담자 집단 별로 요인분석 하였다. 그 결과, 실제 

내담자 집단은 6개의 요인(상담자의 전문적 주도성, 상담자의 전문적 기술, 

상담자의 인격적 자질, 상담의 과정과 성과, 내담자의 개인적 참여, 내담자의 

동기성)을, 잠재 내담자 집단에서는 5개의 요인(상담자의 전문적 주도성, 

상담의 과정과 성과, 상담자의 인격적 자질, 상담자의 양육성, 상담자의 

전문적 기술)이 도출되었다. 

박애선(1985)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에 대한 기대(EAC)를 

번안하여 예비조사후 살펴본 결과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동기,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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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내담자의 특성(현실성),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수용성, 직면성, 

방향성, 공감성, 진실성, 훈육성, 자기노출), 상담자의 특성(호감성, 숙련성, 

관용성, 신뢰성), 상담 과정의 특성(확고성, 즉시성), 상담의 효과(결과)의 

6개 차원과 18개의 변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애선(1985)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상담 기대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상담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성별에 따른 상담자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상담의 

촉진적 조건에 대해 더 큰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insley 

& Harris, 1976; Subich, 1983). 즉, 여성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더 따뜻하고 

공감적이며 남성보다 더 수용적이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더 지시적이고 직면적이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내담자는 남성 내담자보다 상담에 대해 더 큰 기대감을 가지며 남성 

내담자는 여성 내담자보다 성실성 척도에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애선, 1985; Hardin & Yavico, 1983).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은희(2000)는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상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며, 상담자가 공감적이고 

수용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기대하였고 상담에 대한 책임감도 

남자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수현(2000)의 연구에서 내담자 집단과 잠재적 

내담자 집단의 상담에 대한 기대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상담자의 특성, 상담 과정의 특성을 여성 내담자들이 더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담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더 동기화 되어있고 더 촉진적인 조건에 

대해 더 큰 기대를 가진다. 반면 남성들은 상담이 지시적이고 분석적이며 

충고 제공적이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연구들을 종합하면, 

성별에 따라 상담에 대한 각기 다른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을 통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두번째로, 내담자의 상담경험 유무가 기대감에 영향을 미친다(Shbich & 

Coursol, 1985; 이장호, 금명자, 1991). 선행 연구에서는 상담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더 큰 기대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에 대한 기대 문제를 다룬 이장호, 금명자(1991)의 연구에서 

실제 상담경험이 있는 내담자와 상담을 하게 될 잠재적 내담자를 분류하여 

이들의 상담에 대한 기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상담 경험이 있는 내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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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우선 관심을 가지고 잠재적 내담자는 

상담의 긍정적인 성과를 우선적으로 기대하였다. 설명주(1993)의 연구에서도 

실제 대학생 내담자들이 잠재 대학생 내담자들 보다 상담에 대한 기대가 더 

컸으며, 상담기대의 5가지 차원 중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상담자의 특성, 

상담 과정 특성, 상담 효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상담 경험 유무에 따른 상담 관계를 살펴본 김지현(2002)의 연구에서는 

상담 경험 유무에 따라 상담 관계 반응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담 경험이 없는 경우 상담 관계에 있어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해주고 보호해주기를 기대하며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상담자가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라는 반면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 상담 관계를 더욱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연주(2010)의 

연구에서도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상담자의 특성, 상담 과정특성과 

상담 효과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선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상담경험 유무에 따라 상담 기대에 

있어서도 다른 기대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 경험 유무도 통제하여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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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착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애착 

 

애착(Attachment)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affectional bond)'를 의미한다(Bowlby, 1958). 유아는 

본능적으로 신체적 안전과 생존은 물론 생리적, 정서적 욕구 충족을 위해 주 

양육자에게 근접성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는데(Bowlby, 1982), 주로 주 

양육자인 엄마와 가까이 있기 위해 울거나, 웃거나, 혹은 엄마 품으로 파고 

들기도 한다(Hazan & Shaver, 1987). 이 때 엄마의 반응에 따라 유아는 

저마다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구성한다(Bowlby, 1973). 유아가 보살핌을 

요구 할 때 양육자가 기꺼이 다가와 섬세한 반응을 보인다면, 유아는 

안정감을 느끼며 타인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랑 받을 

만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자기와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반면, 양육자가 유아의 요구에 비일관적으로 반응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유아는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자신은 사랑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주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 자기와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유아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 

주 양육자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려는 기존의 상호작용 방식인 일차적인 

애착 전략(primary attachment strategy)이 아닌, 이차적인 애착 

전략(secondary attachment strategy)을 시도한다. 

이차적 애착 전략에는 과잉활성화(hyperactivation)와 

비활성화(deactivation)가 있다(Cassidy & Kobak, 1988). 과잉활성화 전략은 

비일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양육자에게 유아가 보다 강하게 근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요란하거나 활동적인 행동을 통해 가끔은 양육자의 관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Ainsworth, Bleher, Waters, & Wall, 1978). 비활성화 전략은 

양육자로부터 회피하는 것이다. 양육자가 아동의 애정과 돌봄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벌하는 경우 유아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좌절을 피하기 위해 유아는 양육자에게 가까이 있고자 

하는 욕구 혹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한다. 이러한 반복된 

경험을 통해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은 한 개인의 대인 관계에서 취할 

행동패턴을 결정하고, 성격의 주축을 이룬다(Bowlby,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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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 안정성과 관련된 20년간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성인 초기의 사람들 

중 72%는 유아기의 애착 유형과 동일하다고 보고하였다(Waters, Merrick, 

Treboux, Crowell, & Albersheim, 2000). 이렇듯 아동기에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과잉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행동 전략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친밀한 대인관계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성인 애착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는 특정한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근접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으로 정의된다(Sperling & Berman, 

1994). 성인 애착은 최소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것이고, 애착이 

부모 이외의 친밀하거나 일반적인 타인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성인기의 관계 특히 이성관계나 친밀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Collins & Read, 1990).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기의 연인 관계에 아동기의 애착 범주인 

안정형(secure), 불안/양가형(anxiety/ambivalent), 회피형(avoidant)를 

적용하여 해당 범주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안정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의지하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반면, 회피형은 

버림받거나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특성을 보인다. 

불안/양가형은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융합되기를 바라는 특성이 있다(강수진, 2009)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Hazan과 Shaver(1987)가 작성한 3유형 

질문지를 토대로 하여 성인기 애착을 안정형(secure), 몰입형(preoccupied), 

거부형(dismissing-avoidant), 두려움형(fearful-avoidant)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애착 인물이 지지와 보호를 제공해주는 

사람인가’로 대변되는 타인에 대한 표상과 ‘자신이 애착 인물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로 대변되는 자신에 대한 표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랐다. 즉, 자기에 대한 표상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는 

‘자신이 사랑과 지지를 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의미한다. 타인에 

대한 표상의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는  ‘타인이 신뢰 할 만하고 자신의 

필요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신뢰할 수 없고 자신의 필요를 거절하는가’를 

의미한다. 

안정형(secure)은 따듯하고 반응적인 부모의 양육으로 기인한다. 이들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갖는다.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에 높은 자아 존중감과 대인간 친밀한 관계에 편안함을 느끼고 타인 

역시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타인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관계에서 자율성을 유지한다. 

몰입형(preoccupied)은 비일관적이고, 민감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을 경험한 

유형이다. 이들의 자기상은 부정적이지만 타인상은 긍정적인 표상을 갖는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인관계에 집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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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기존의 회피형(avoidant)은 

자기에 대한 표상에 따라 거부형(dismissing)과 두려움형(fearful)으로 

나뉘었다. 거부형은 자기 표상은 긍정적인데 반하여, 부정적인 타인표상을 

갖고 있다. 이들은 대인관계에 관심이 없고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숨기려는 방어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친밀함이나 관계에 의존하는 것을 피한다. 두려움형은 자기와 타인의 표상이 

부정적이다. 이들은 자기상이 부정적이기에 자기 가치를 타인으로부터 확인 

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동시에 타인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친밀함을 거부한다(박주신, 2007). 

이후 Brennan, Clark 및 Shaver(1998)는 성인 애착 유형을 불안 애착 

(attachment anxiety)과 회피 애착(attachment avoidance)의 두 가지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Brennan 등(1998)은 Bartholomew 등(1991)의 

모형을 약간 수정하여, 2차원 4범주 모형 체계는 받아들이지만 애착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불안과 회피라고 하는 애착 행동 전략(attachment behavior 

strategy)으로 제시하였다(김성현, 2004). 불안 애착 차원은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타인으로부터 지나치게 수용 받고 인정받고자 한다. 때문에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타인을 

신뢰 할 수 있는지를 걱정한다. 회피 애착 차원은 타인을 의지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보나 감정을 개방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불편해하고 꺼리는 경향을 말한다. 두 차원이 모두 낮은 경우 애착이 

안정적임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결과를 통해 불안 애착은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차원으로, 

회피 애착은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상대방에게 자기를 개방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차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 상담에 대한 기대와 애착의 관계 

 

애착 유형에 따라 상담에 대한 기대가 다를 수 있음이 밝혀졌다(김지민, 

장재홍, 2009; 이승아, 2009; 이혜정, 2005; Slade, 1999). 이혜정(2005)은 

애착특성에 따른 상담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았다. 회피 애착은 상담에 대한 

기대와 부적 상관이 있었고, 불안 애착은 내담자 책임성을 제외한 모든 상담 

기대 요소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애착 유형별 비교에서도 불안 

수준이 높은 집착형 내담자들이 내담자 책임성을 제외한 모든 상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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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서 가장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거부형은 

모든 상담 기대 요소에서 낮은 기대를 보였다.  

이승아(2009)의 연구에 따르면 회피 애착 수준은 상담에 대한 기대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불안 수준은 상담에 대한 기대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애착 유형에 따라서 살펴보면, 몰입형은 상담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으며, 거부형이 상담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회피 수준이 

낮고 불안 수준이 높은 몰입형이 상담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고, 회피 

수준이 높고 불안 수준이 낮은 거부형이 상담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살펴본 김지민과 장재홍(2009)의 연구에서도 회피 

애착 유형은 상담 기대와 부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회피 애착 

유형은 상담 기대 하위 요인 중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상담자의 특성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반면 불안 유형은 상담 기대와 무관하였으며 상담 

기대 하위 요인 중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에서만 정적 상관이 있었다. 

Slade(1999)는 애착이 불안한 내담자는 상담과정에 대한 기대가 

왜곡된다고 주장했다.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자신의 안전감이나 안정감을 침해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따라서, 회피 애착의 경우 상담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인 반면에 불안 

애착의 경우는 상담에 대한 기대가 일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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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인 존재감 

 

대인 존재감(Mattering)은 자존감(self-esteem)을 제안한 Rosenberg가 

대상관계 학자인 Suliivan이 이야기한 ‘주요 타자(significant other)’를 

바탕으로 하여 한 개인의 자기개념(self-concept)의 한 요소로 제안한 

개념이다(Rosenberg & McCullough, 1981; 차미희, 2013 재인용). Rosenberg와 

McCullough(1981)는 대인 존재감이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 대해 걱정하며, 나에게 의지한다는 느낌과 나를 그들의 확장된 

자아(ego-extension)로 경험한다는 느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대상관계 

이론에서 정의한 ‘주요함(significance)’와 직접적으로 상호 교환되는 

개념으로 ‘내가 다른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다.’,’내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의지한다.’와 같은 여러 감정들에 

기초한다고 설명하였다(차미희, 2013).  

대인존재감은 유사한 개념인 자아 존중감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자아 존중감과 대인 존재감은 개인 내적 자아 신념에 대한 구인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보편적인 

감정이다(Rosenberg, 1965). 한편, 대인존재감은 타인이 나에게 의지하는지,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느낌이다. 자아 존중감은 타인의 평가에 의하며, 

부정적인 피드백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 남성이 더 높은 자아 존중감을 

보고한다(Lawrence, Ashford & Dent, 2006).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대인존재감을 보고한다(Marshall, 2001; Dixon & Kurpius, 2008). 이러한 점은 

대인존재감과 자아존중감이 유사하지만 변별되는 구인임을 보여준다(최한나, 

임윤선, 2013). 

Elliott 등(2004)은 Rosenberg가 초기에 제안한 개념을 정교화 하여 

대인존재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Elliott 등(2004)은 한 개인이 인식하는 

대인존재감은 실제로 타인들이 그 개인에게 취하는 객관적인 행동과는 

구분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객관적인 지표와는 상관없이 한 개인이 심리 내적으로 자신이 타인에게 

중요하다는 신념이 없다면 그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중요하다고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Elliott 등(2004)은 대인 존재감이란 한 개인이 타인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신념에 대한 

자각이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한 개인이 외적, 내적으로 경험하는 

대인존재감은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자신과 자기개념에 대한 내적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Elliott 등(2004)은 사람들은 모두 중요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심이 없다면 개인은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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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이든 고려하지 않고 행동을 취해 타인에게 중요해지길 원하게 된다. 

이렇듯 자신이 필요한 존재이고 타인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이며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은 개개인의 삶에 의미를 준다고 볼 수 있다(Amundson, 1993; 

Rosenberg et al., 1981). Rosenberg(1989)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학업적 성취에 대해 긍정적인 지지를 받았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부모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대인 

존재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lliott 등(2004)은 대인 존재감을 타당화 하기 위해 두 가지 상위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는 인식(awareness)으로, 두 번째는 

관계(relationship)이다. 우선, 자신이 다른 사람의 관심(attention)의 

초점이 되는 측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mattering)존재로 

인식되는지를 말한다. 개인으로서 타인에게 인식될 수 있고, 개인의 환경에 

속한 대중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이며, 부정적인 관심보다도 절망적인 것은 완벽한 

무관심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관계적 측면에서 대인 존재감은 한 개인과 그에게 중요한 타인 

사이의 관계(relationship)를 의미한다. Elliott 등(2004)은 대인관계가 

자기와 타인의 쌍방향적임을 감안하여, 대인 존재감을 이루는 두 가지 형태의 

관계적 특성을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 타인들로부터 오는 관심, 걱정, 

배려와 나에게서 타인들에게 향하는 관심과 배려를 구분하였다. 먼저 

타인으로부터 나에게 향하는 방향의 관계적 특성이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그들의 확장된 자아(ego-extension)로 

경험된다고 느낄 때 자신이 중요하다(importance)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지, 타인에 의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지, 

친구들이 개인의 성취를 자랑스러워 할 때, 개인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할 

때, 개인은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반대되는 

방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의지하며 자신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인식할 때(reliance) 대인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인존재감은 알아봄(awareness), 중요성(importance), 의존(reliance)의 

세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요인인 인식(awareness)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고(recognize) 관심을 갖는지를 측정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있든 없든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등의 8문항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요인인 

중요성(importance)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는지를 

측정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느끼는 존재감에서 더 의미 있는 관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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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으로 좁혀진다. 의미 있는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나를 돕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는지, 나를 그들의 

확장된 자아로 여기는지를 통해 자신이 타인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존재감을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 요인인 의존(reliance)은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한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관계 내에서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인 존재감이 자아존중감, 우울, 대학 스트레스, 자살 

사고, 정신 건강, 신체건강,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등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ixon, & Robinson, 2008; Elliott, 

Colangelo, & Gelles, 2005; Rayle, 2006; Dixon & Kurpius, 2008; Raque-

Bordan Sara, John, Helena & Nicole, 2011). Raque-Bogdan 등(2011)은 

대인존재감이 개인의 정신건강, 신체 건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타인에게 중요한 존재로 여겨진다고 믿는 신념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육체적 건강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Rayle와 

Myers(2004)의 연구에서도 대인 존재감이 청소년기 건강함의 강한 예측 

변인이 된다고 하였다. Dixon 등(2008)의 연구에서도 존재감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중 우울의 낮은 수준을 예측함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대인 존재감이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조건상과 이승배(2017)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신체적 자기 효능감과 사회성 발달의 관계와 심리적인 적응과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대인 존재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경미, 조한익과 정기수(2015)의 연구에서도 집단 따돌림 

경험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이 부분 매개함을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윤미와 김완일(2016)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이 완전 매개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군 

병사의 부모 애착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도 거부 민감성과 대인 존재감이 

순차 매개함을 보고하였다(김옥란, 김완일, 2016). 

앞선 연구들을 종합하면, 대인 존재감은 애착에서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즉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자기상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존재감은 

개인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적응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1) 성인 애착과 대인 존재감 
 
Bowlby(1973,1980)는 초기 애착 패턴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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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다고 강조하며, 초기 애착 관계에서 형성된 최초 모델들이 이후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 

대인관계 상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런 

Bowlby(1973,1980)의 주장은 한 개인이 타인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 속에서 

자신이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라고 자각하는 존재감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Raque-Bordan 등(2011)의 연구에서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개인은 타인에게 중요한 것이 나라는 신념, 즉 존재감과 부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보고되었다. Raque-Bordan 등(2011)은 불안 애착이 높은 개인이 타인과 

자신의 관계에 관한 걱정이나, 불만족에 기인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회피 애착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관심, 중요성에 대한 평가 절하와 친밀에 대한 불편감에 

기인하여, 그들의 존재감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국내 임윤선(2012)의 연구에서 성인 애착의 두 차원은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회피 애착과 불안 애착 모두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대표하는 자기자비와 대인 존재감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 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연규와 최한나(2013)는 대인 존재감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성인 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송가미와 박희현(2016)의 연구에서도 대인 존재감은 성인 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불안,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 존재감과 대인관계 능력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대인 

존재감과 대인관계 능력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성인 애착과 대인 존재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만, 앞선 

연구 결과를 통해서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 존재감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2) 상담 기대와 대인 존재감 
 

상담기대와 대인 존재감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존재감과 상담기대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아니지만, 몇몇 연구 

결과에서 대인 존재감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발달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Raque-Bogdan et al., 2011), 대인 존재감의 부재는 불안이나 우울, 

고독과 같은 심리적 결과와 부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Dixon & Kurpius, 

2008; Dixon, Scheidegger, & McWhirter, 2009; Flett, Goldstein, Pechenkov, 

Nepon, & Wekerle, 2016; Taylor & Turner, 2001). 대인 존재감은 개인의 

정신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지각이 없다면 

자신이 중요하지 않거나 하찮다는 감정으로 거절감을 초래하며,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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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의 위험이 높아진다(Rayle, 2006). 한편, 필요할 때 도움이 되고 

반응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기대는 자신이 그들에게 인정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이러한 지각은 대인 존재감의 핵심 

요소이다(Raque-Bogdan et al., 2011). 따라서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인 대인 존재감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막아주고(Elliot, 2009), 

내면화된 낙인을 감소시키며 전문적 도움을 추구할 가능성을 

높여준다(Pernice, Biegel, Kim, & Conrad-Garrisi, 2017). Amundson(1993)은 

존재감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의미 있고,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임윤선, 2012). 또한, Rayle(2006)은 대인 

존재감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치료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대인 존재감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된다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낮게 

인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아 

전문적 도움 추구와 상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기대할 것이라 짐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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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인 신뢰감 
 
  신뢰감이란 자기 자신 또는 타인(다른 세상)에 대해서 품는 신뢰할 수 

있다는 기분, 즉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타인 존재의 일관성에 대한 확신을 

말하며, 개인의 건강한 성격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박아청, 이승국, 

1998). Rempel과 Holmes(1986)은 신뢰를 자신이 그 인간관계에 대해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로 보고, 중요한 요소로 세 가지를 구분하였다. 첫째는 예측 

가능성으로 상대방의 특정 행동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측 

가능성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행동 패턴을 통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존 가능성으로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에게 의지를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의 신뢰감 요인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신과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세번째 요소인 확신이다. 확신은 

상대방이 변함없이 책임감 있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성인 신뢰에 관한 주요한 연구자인 Rotter(1967, 1971)에 

따르면, 신뢰감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기능, 조직화, 생존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역, 국가, 국제적 관계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Rotter(1971)는 신뢰가 일반적인 특질이라기 보다 획득된 특수적, 구체적인 

특질이라 하였고, 사회적 학습이론을 근거로 신뢰감의 가변성과 능동성을 

강조하였다(문이정, 김종남, 2013). 

Erickson(1959)은 신뢰감을 자신의 밖에 있는 제공자들의 동일성과 

연속을 상대로 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충동을 처리하는 자기 자신의 기관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신뢰감은 타인과 자신에 대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뢰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자기 밖, 타인에 대한 신뢰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자기 

개념과 효능감, 성격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아청, 이승국, 1998 재인용) 

신뢰감을 자기신뢰감과 대인신뢰감으로 나누어 보고자 할 때, 자기 

신뢰감은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의미한다(구승신, 박성현, 2007). Rotter(1967, 1971)은 대인신뢰감을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사용한 언어, 약속, 말하는 언어나 쓰는 

언어에 의해 표현된 진술에 대해서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김정규(1995)는 대인신뢰감(interpersonal trust)이 

피검자가 성장과정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타인들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신념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정규의 

개념화를 바탕으로 대인 신뢰감을 성장 과정을 통해 형성한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신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신뢰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상호작용과 경험에서 비롯되고,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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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되어 가면서 발달한다(Rempel, Holmes, & Zanna, 1985). Erickson(1950)은 

성격 발달 첫 번째 단계로 신뢰감 대 불신감을 설명하였다. 생애 초기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유아가 신뢰 혹은 불신의 태도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단계이다. 어머니가 내적으로 확신을 주고, 

외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에 부모-자녀 간의 신뢰가 

쌓이지 않은 경우 유아기 정신분열증에서 성인기의 습관적인 정신분열증적 

상태나 우울증적 상태에 빠지게 되며, 신뢰 상태를 회복 할 때 치유가 

가능하나 신뢰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라고 설명 

하였다(문이정, 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신뢰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Sears(1965)는 

수용과 애정의 분위기에서 자란 아동이 부모에 대한 신뢰의 태도가 커서도 

일반화되어, 타인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자기 

방어의 필요도 덜 느끼고, 행동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된다고 하였다. Bernath와 Feshbach(1995)는 부모의 민감한 양육이 

신뢰감에 중요하며, 아동 학대나 부부갈등, 약물 남용과 같은 부모의 

일관되지 않고 파괴적인 양육태도는 신뢰감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영숙(2004)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신을 신뢰한다고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이고 자기존중감이 높았고,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부모가 자신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효과는 많은 

부분이 부모에 대한 신뢰 지각에 의해 중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와 신뢰감에 대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이 두터워야 부모에 대한 신뢰가 크고, 부모가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을 많이 할수록 부모에 대한 신뢰가 크며, 부모와의 

신뢰감이 클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아 생활 만족도가 올라가고 적응을 잘 

한다고 설명한다(이동형, 2004). 또한, 아버지-자녀 간의 신뢰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성과 사회참여도가 높아졌으며(노윤성, 2007), 자녀가 부의 

양육적 태도를 거부적, 복종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신뢰성이 

낮아졌다(이태영, 1994). 

신뢰감 발달을 손상시키는 요인에 대해, 많은 이론가들과 임상가들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가 신뢰감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Nelson, 

Meier, 1983; Noonan, 1983). Malone(1966)은 학대 받은 아동은 불신, 긴장, 

신중함을 가진 위험한 성향으로 성격이 형성 될 수 있다고 하였다. 

Galdstone(1968)은 학대 받은 아동이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환경에서 어떠한 것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전형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철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문이정, 2011). 

앞선 연구를 정리하자면, 대인 신뢰감 역시 부모-자녀의 관계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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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의 영향을 받아 형성 되고 이후 개인의 적응과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정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인 신뢰감은 

부모와의 초기 애착관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개인의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대인 신뢰감은 애착의 내적 작동 모델 중 타인에 대한 표상을 의미한다고 

추론 할 수 있다.  

 

1) 성인 애착과 대인 신뢰감 
 

김용희(2006)는 연구에서 Co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 질문지(RAAS-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를 통해 애착과 자기개념 변인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애착의 의존(dependence), 친밀(close), 불안(anxious) 3차원 

모두 대인 신뢰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의존(r= .34)과 친밀(r= .35)은 

대인 신뢰감과 정적 상관이, 불안(r= -.56)은 대인 신뢰감과 부적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필요할 때 

의존이 가능하다고 생각 할수록 대인 신뢰감이 높으며,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길수록 대인 신뢰감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진경(2000)의 연구에서 애착 유형별 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신뢰감과 

관계만족도에 있어서 안정형이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몰두된 유형, 

그리고 두 회피적 유형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이론 및 Bartholomew(1990)가 제시한 성인 애착이 2차원 4범주 모델을 

지지한다. 즉, 내적 작동모델에서 타인-모델이 긍정적인 안정형과 몰두된 

유형은 타인-모델이 부정적인 거부적-회피유형과 두려운-회피 유형의 

개인들보다 관계특성에 있어서 더 긍정적임을 반영한다(강진경, 2000). 

성인 애착과 대인 신뢰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지만, 

앞선 연구 결과를 통해서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이 높을수록 대인 신뢰감이 

부정적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2) 상담 기대와 대인 신뢰감 
 
대인 신뢰감과 상담 기대의 관계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다만 신뢰감과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하여 살펴본 몇몇 

연구들이 있다. 김혜경(2012)은 기본적인 특성, 자기관, 심리적 특성 요인을 

통제하여 도움요청태도가 도움요청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도움요청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전문성에 대한 신뢰와 기대, 심리적 도움에 

대한 무관심이 도움요청의도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다. 전문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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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기대(r= .44)는 도움요청의도와 정적 상관이, 무관심(r= -.49)은 

도움요청의도와 부적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이는, 도움요청 태도 중 전문성에 

대해 신뢰와 기대가 높을수록, 심리적 도움에 대한 무관심이 낮을수록 

‘상담전문가에 대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가능성’인 

도움요청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선혜(2007)는 정신건강 도움요청행위와 관련된 선행요인, 접근요인, 

욕구요인 중 한국인이 심리정신적 이유로 일반의료제공자와 정신건강전문가를 

찾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도움요청 행위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승인이 정신건강 도움요청 행위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신에게 심리정신적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에 대한 불신이 

낮을수록 일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해당 

연구에서 일반의료 서비스 제공자(비정신과 의료인, 한방 의료인)와 

정신건강서비스 전문가(상담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를 찾는 경우를 정신건강 

도움요청 행위로 정의하였다. 즉,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찾는 경우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도움 요청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상담 기대와 대인 신뢰감에 대해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지만, 

앞선 연구결과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Kakhnovets(2011)는 상담에 대한 기대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가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은 상담에 대해 기대하는 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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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문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 차원은 중요한 타인에 대해 

접근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은 자신의 중요성과 타인에 대한 신뢰성을 측정하는 

개인 내면의 자기와 타인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애착과 상담 기대의 관계가 관련이 있는 이유에 대해 왜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인 존재감인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지각하는 

것과 대인 신뢰감인 타인에 대한 신뢰를 지각하는 것으로 환원하여 상담 

기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 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의 측면에서 상담 기대를 살펴본다면, 자신에 

대한 중요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타인이 자신을 신뢰롭게 대할 것이라 생각 

하는 것이 상담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상이 상담 기대의 특정한 내용인 내담자 자신이 

상담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 상담자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 상담 과정에 대한 기대, 상담 성과에 

대한 기대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내담자의 애착 차원(불안, 회피)에 따른 상담에 대한 

기대의 관계에서 신뢰감과 대인 존재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애착 차원(회피, 불안)은 상담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애착 차원(회피, 불안)은 대인 존재감 및 대인 신뢰감과 

관련이 있는가? 

연구 문제 3.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은 애착 차원과 상담기대를 

매개하는가?  

 

 

 

 



25 

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8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온라인 리서치 업체인 

인바이트에서 2013년부터 심리학 분야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장훈장학회의 지원을 받아 만 19세 이상 서울/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원)생 300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서울 4년제 S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총 6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5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144명(40.1%), 여자가 215명(59.9%)이었다. 연령의 범위는 만 19세에서 

31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3.93(SD=2.37)세였다. 응답자들의 학년은 4학년 

이상이 157명(43.7%)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 62명(17.3%), 2학년 

61명(17%), 1학년이 26명(7.2%), 석사 재학이 33명(9.2%), 석사 수료 13명 

(3.6%), 박사 재학 5명(1.4%), 박사 수료 2명(0.6%)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102명(28.4%)이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참가자는 257명(71.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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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58) 

항목 빈도(명) 백분율(%) 

전체 359 100 

성별 
남자 144 40.1 

여자 215 59.9 

나이 

19~22세 106 28.4 

23~24세 111 30.9 

25~26세 105 30.9 

27세 이상 41 11.4 

학년 

1학년 26 7.2 

2학년 61 17 

3학년 62 17.3 

4학년 이상 157 43.7 

석사 재학 33 9.2 

석사 수료 13 3.6 

박사 재학 5 1.4 

박사 수료 2 0.6 

이전 상담 경험 
없음 257 71.6 

있음 102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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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성인 애착 척도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Revised: 

ECR-R) 

 
Brennan, Clark 와 Shaver(1998)가 성인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검사를 Fraley, Wallwer & Brennam(2000)이 개정한 것으로, 김성현(2004)이 

원저자의 동의를 얻어 한국 대학생에 맞게 수정 번안하여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을 통해 타당화 한 개정판 친밀 관계 경험 검사(ECR-Revised; ECR-

R)를 사용하였다. 

ECR-R은 총 36문항으로 성인 애착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이며, 애착의 

기본적인 두 차원인 회피와 불안을 측정한다. 불안 애착은 대인관계에서 거절 

받음에 대한 두려움, 회피 애착은 친밀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함 등을 

측정한다. 회피 애착과 불안 애착은 각각 18문항이며, 7점 

Likert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에 평정된다. 각 차원이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혹은 회피 성향이 각각 높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도 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불안, 회피의 2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불안 애착 .89, 

회피 애착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는 .92, 불안 애착 .93, 회피 애착 .90으로 나타났다. 성인 애착 척도의 

문항구성과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성인 애착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 척도 문항 번호 신뢰도 

불안 애착 
2, 6, 8*, 10, 12, 13, 14, 15, 17, 

20, 21, 22, 23*, 24, 25, 26, 31, 36 
.93 

회피 애착 
1, 3*, 4, 5*, 7*, 9*, 11, 16, 18*, 

19, 27*, 28*, 29*, 30*, 32*, 33*, 34*, 35 
.90 

전체  .92 

(*표시는 역코딩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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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에 대한 기대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Questionnaire: EAC) 

 
Tinsley Workman & Kass(1980)이 개발한 상담에 대한 기대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Questionnaire: EAC)을 박애선(198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8개 문항, 6개 차원(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내담자 특성,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상담자 특성, 상담과정의 특성, 

상담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에 대한 기대의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최저 58점에서 29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담자는 상담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영역별 하위 척도들을 살펴보면 우선,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상담의 절차 및 상담자와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지각 

또는 개념을 말한다. 동기성(motivation)은 내담자가 상담에서 어려움을 잘 

참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며, 개방성(openness)은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문제, 느낌을 솔직하게 상담자에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성(responsibility)은 상담 목표에 따라 행동변화와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상담과정 안에서 내담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말한다.  

다음으로, 내담자의 특성은 내담자의 문제유형 및 성숙수준(아동, 청소년, 

성인)들을 말한다. 현실성(realism)은 내담자가 상담을 하게 될 때 갖게 되는 

상담자나 내담자 자신의 문제 등에 갖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이러한 현실성은 

현실에서 내담자가 찾아간 상담센터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질 수 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상담센터에 따라 심리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던가 상담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 상담자를 만나거나 

하는 문항이 그러하다. 

세번째로,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은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내담자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요인이다. 행동 변인에서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모두 포함한다. 

수용성(acceptance)은 내담자의 가치와 태도에 대해 중립적으로 현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직면성(confrontation)은 내담자가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생각과 느낌에 주목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감성(empathy)은 상담자 스스로 내담자의 편에 서서 공감하는 자세이며, 

지시성(directiveness)은 상담자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솔직성(genuineness)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방어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상담자의 모습을 가면으로 가리지 않는 것이다.  

양육성(nurturance)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공개성(self-disclosure)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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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대인관계에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네번째로, 상담자의 특성이다. 상담자의 특성과 관련된 하위 영역은 

호감성, 전문성, 인내성, 신뢰성이 있다. 호감성(attractiveness)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성(expertness)은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인내성(tolerance)은 상담자의 성격이 원만함과 적응력을 뜻한다. 

신뢰성(trustworthiness)은 믿음을 뜻하는 것으로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지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위 요인들은 상담자의 자질과 관계된 

것으로 상담에 대한 지각연구에서 사용되는 CRF(Counselor Rating Form; 

Barak & Lacrosse, 1965)의 주요차원과 일치한다.  

다섯번 째로, 과정 특성은 상담과정 중 내담자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 구체성, 즉시성이 있다. 구체성(concreteness)은 

내담자에 의해 말해진 표면구조에서 생략되거나 왜곡, 일반화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시성(immediacy)은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특정한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상담 효과는 내담자가 상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outcome)가 포함된다.  

 박애선(198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다. 이수현(2000)의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71,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84, 상담자의 특성 .77, 상담과정의 특성 .84, 

상담효과 .82, 현실성 .23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실성(realism)척도는 시험적이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불확실 

하여 많은 연구에서 제외되었기에(권희경, 장재홍, 1995; 이수현, 2000; 

Hardin & Yanico, 1983), 본 연구에서도 현실성 척도를 제외하여 5개의 차원 

(내담자의 행동과 태도, 상담자의 행동과 태도, 상담자의 특성, 상담과정의 

특성, 상담 결과), 17개의 하위척도, 49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94이다. 

하위 차원별로 살펴보면,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83,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88, 상담자의 특성 .84, 상담 과정의 특성 .88, 상담 효과 .81로 

나타났다. 상담에 대한 기대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3>에 제시하였다 

 

 

 

 

 



30 

<표 3> 상담에 대한 기대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3) 대인 존재감  

 
 본 연구에서는 Elliott 등(2004)이 제시 한 존재감 척도를 임윤선(201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인 존재감 척도는 타인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하위 차원 하위 척도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1.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1. 동기 1, 2, 3 3 

.83 2. 개방성 4, 5, 6 3 

3. 책임성 7, 8, 9, 10 4 

2.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4. 수용성 11, 12, 13 3 

.88 

5. 직면성 14, 15, 16 3 

6. 지시성 17, 18, 19 3 

7. 공감성 20, 21, 22 3 

8. 솔직성 23, 24 2 

9. 양육성 25, 26 2 

10. 자기공개성 27, 28, 29 3 

3. 상담자의 특성 

11. 호감성 30. 31, 32 3 

.84 
12. 전문성 33, 34, 35 3 

13. 인내성 36, 37, 38 3 

14. 신뢰성 39, 40 2 

4. 상담 과정의 특성 
15. 구체성 41, 42, 43 3 

.88 

16. 즉시성 44, 45, 46 3 

5. 상담의 효과 17. 결과 47, 48, 49 3 .81 

전체  49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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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신념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감각을 측정한다. 원 

척도는 3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에 평정된다. Elliott 

등(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인식은 .82-.87, 

중요성은 .79-.86, 의존은 83-.87로 보고되었다. 임윤선(2012)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인식 .88, 중요성 .88, 의존 .87 이며, 전체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92, 인식 .87, 중요성 .86, 의존 .83의 

신뢰도(Cronbach's α)를 보였다. 대인 존재감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대인 존재감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척도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인식 1*, 2*, 3*, 4, 5*, 6, 7, 8* 8 .87 

중요성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0 .86 

의존 19, 20*, 21, 22, 23, 24 6 .83 

전체  24 .92 

(*표시는 역코딩을 나타냄) 

 

4) 대인 신뢰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신뢰감은 김정규(2001)가 한국 실정에 맞게 

구성한 자기개념척도(86문항) 중 하위 문항인 대인신뢰감(18문항)을 

사용하였다. 6점 Likert 척도(1=”아주 그렇다”, 6=“전혀 아니다”)에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규(2001)의 연구에서 대인신뢰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대인 신뢰감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대인 신뢰감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척도 문항번호 신뢰도 

대인신뢰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89 

(*표시는 역코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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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1) 분석 방법 

 

SPSS Ver. 21와 PROCESS macro을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측정 변인인 불안 

애착, 회피 애착, 상담에 대한 기대, 대인 존재감, 대인 신뢰감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상담에 대한 기대에 불안, 

회피 애착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에는 PROCESS macro를 활용한 매개 분석을 통해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랩을 통해 

검증하였다(구동모, 2017). 부트스트랩 결과에서 신뢰구간의 최소구간과 

최대구간 내 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다르다는 가설, 즉 대립가설이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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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 

 

1.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연구 대상의 성별과 상담경험에 따라 불안 애착, 회피 애착, 상담에 대한 

기대, 대인 존재감, 대인 신뢰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상담에 대한 

기대의 하위요인인 과정특성, 대인 존재감과 하위요인인 중요성과 의존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여자는 상담 과정 특성(t= 2.586, p< .01)이 남자 

보다 높았고, 대인존재감(t= 2.205, p< .05)과 대인존재감의 하위 요인인 

중요성(t= 3.318, p< .01), 의존(t= 2.027, p< .05)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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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변인 

여자 

(N=215) 

남자 

(N=144) 

전체 

(N=359) t 

M(SD) M(SD) M(SD) 

불안 애착 3.53(1.05) 3.54(1.05) 3.54(1.05) -.089 

회피 애착 3.99(0.93) 3.91(0.77) 3.96(0.87) .838 

상담에 대한 기대 3.69(0.46) 3.63(0.51) 3.66(0.48) 1.185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3.39(0.59) 3.33(0.70) 3.37(0.64) .889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3.67(0.51) 3.65(0.54) 3.66(0.52) .274 

상담자 특성 3.70(0.54) 3.64(0.54) 3.68(0.54) 1.016 

과정 특성 4.03(0.62) 3.85(0.67) 3.96(0.65) 2.586** 

결과 4.05(0.66) 3.94(0.69) 4.00(0.67) 1.578 

대인존재감 3.5(0.53) 3.36(0.63) 3.45(0.58) 2.205* 

인식 3.48(0.66) 3.46(0.76) 3.48(0.70) .278 

중요성 3.60(0.64) 3.36(0.70) 3.50(0.67) 3.318** 

의존 3.37(0.62) 3.23(0.69) 3.31(0.65) 2.027* 

대인 신뢰감 3.77(0.71) 3.84(0.72) 3.79(.0.71)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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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담 경험 유무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연구 대상의 상담경험 유무에 따라 불안 애착, 회피 애착, 상담에 대한 

기대, 대인 존재감, 대인 신뢰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불안 애착, 상담에 

대한 기대와 하위요인과, 대인존재감의 하위 요인은 중요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불안 애착은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t= 3.74, p< .05)가 

상담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았고, 상담에 대한 기대 역시 상담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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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t= 3.81, p< .001)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상담에 대한 기대의 하위요인 중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t= 3.57, p< .001), 
상담자 특성(t= 3.81, p< .05), 과정 특성(t= 4.21, p< .001), 결과(t=4.25, 
p< .001)모두에서 상담이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또한, 대인 존재감의 

하위요인인 중요성 역시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t=3.63, p< .05)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표 7> 상담 경험 유무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변인 

없음 

(N=257) 

있음 

(N=102) 

전체 

(N=359) t 

M(SD) M(SD) M(SD) 

불안 애착 3.45(1.06) 3.74(.99) 3.54(1.05) -2.368* 

회피 애착 3.95(0.84) 3.98(0.95) 3.96(0.87) -.221 

상담에 대한 기대 3.61(0.47) 3.81(0.48) 3.66(0.48) -3.671***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3.29(0.63) 3.57(0.62) 3.37(0.64) -3.917***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3.63(0.51) 3.74(0.54) 3.66(0.52) -1.914 

상담자 특성 3.63(0.52) 3.79(0.57) 3.68(0.54) -2.533* 

과정 특성 3.86(0.63) 4.21(0.62) 3.96(0.65) -4.656*** 

결과 3.91(0.66) 4.25(0.65) 4.00(0.67) -4.376*** 

대인존재감 3.42(0.57) 3.50(0.60) 3.45(0.58) -1.190 

인식 3.46(0.70) 3.50(0.70) 3.48(0.70) -.456 

중요성 3.45(0.66) 3.63(0.69) 3.50(0.67) -2.303* 

의존 3.32(0.62) 3.30(0.72) 3.31(0.65) .182 

대인 신뢰감 3.83(0.71) 3.70(0.71) 3.79(.0.71) 1.619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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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주요 변인들의 Pearson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8>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과 상담경험 유무가 애착과 상담기대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에서 

0.1~0.29는 미약한 수준의 상관, 0.30~0.49는 중간 수준의 상관, 그 이상은 

비교적 강한 상관으로 고려한다(Cohen, 1988: Bailey & Henry, 2007에서 

재인용). 불안 애착은 대인존재감(r= -.55), 대인신뢰감(r= -.54)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회피 애착은 상담에 대한 기대(r= -.27), 

대인존재감(r= -.52), 대인신뢰감(r= -.52)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불안 애착은 대인존재감, 대인 신뢰감과 회피 애착은 상담에 대한 

기대, 대인 존재감, 대인 신뢰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에 대한 기대는 대인 존재감(r= .35)및 대인 신뢰감(r= .2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대인존재감과 대인신뢰감(r= .63)은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상담 기대의 하위 차원과의 상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은 회피 애착(r= -.32)과 부적 상관을, 대인 

존재감(r= .24)과 대인 신뢰감(r= .18)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불안 

애착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은 회피 

애착(r= -.19)과 부적 상관을, 대인존재감(r= .30)과 대인 

신뢰감(r= .17)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불안 애착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상담자의 특성은 회피 애착(r= -.27)과 부적 상관을, 대인 

존재감(r= .32) 과 대인 신뢰감(r= .20)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불안 

애착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과정 특성은 회피 애착(r= -.14)과 

부적 상관을, 대인존재감(r= .29), 대인신뢰감(r= .17)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불안 애착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결과는 

대인존재감(r= .32)과 대인 신뢰감(r= .13)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불안, 

회피 애착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인 존재감의 하위 요인을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인식은 불안 애착(r= -.53), 회피(r= -.46)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상담 

기대의 하위 차원인 내담자 태도와 행동(r= .14), 상담자 태도와 

행동(r= .24), 상담자 특성(r= .24) 과정 특성(r= .22), 결과(r= .25)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중요성은 불안 애착(r= -.52), 회피(r= -.45)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상담 기대의 하위 차원인 내담자 태도와 행동(r= .25), 
상담자 태도와 행동(r= .30), 상담자 특성(r= .33) 과정 특성(r= .31), 

결과(r= .33)와는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의존은 불안 애착(r=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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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애착(r= -.40)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상담 기대의 하위 차원인 

내담자 태도와 행동(r= .21), 상담자 태도와 행동(r= .21), 상담자 

특성(r= .21) 과정 특성(r= .20), 결과(r= .21)와는 모두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변인들의 왜도는 절대값 2, 첨도는 절대값 7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를 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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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359) 

 1-1 1-2 2 2-1 2-2 2-3 2-4 2-5 3 3-1 3-2 3-3 4 

1-1 불안 애착 
1             

1-2 회피 애착 
.26*** 1            

2. 상담 기대 
-.02 -.27*** 1           

2-1 내담자 태도 

행동  

-.08 -.32*** .70 1          

2-2 상담자 태도 

행동 

.04 -.19*** .92*** .48*** 1         

2-3 상담자 특성 
-.02 -.27*** .88** .48** .75*** 1        

2-4 과정 특성 
-.04 -.14** .82*** .40*** .69*** .73** 1       

2-5 결과 
-.01 -.09 .71*** .35*** .59*** .61*** .74*** 1      

3. 대인 존재감 
-.55*** -.52*** .35*** .24*** .30*** .32*** .29*** .32*** 1     

3-1 인식 
-.53*** -.46*** .26*** .14** .24*** .24*** .22*** .25*** .86*** 1    

3-2 중요성 
-.52*** -.45*** .36*** .25*** .30*** .33*** .31*** .33*** .92*** .69*** 1   

3-3 의존 
-.31*** -.40*** .25*** .21*** .21*** .21*** .20*** .21*** .74*** .45*** .58*** 1  

4. 대인 신뢰감 
-.54*** -.52*** .21*** .18*** .17** .20*** .17** .13* .63*** .58*** .59*** .41*** 1 

평균 
3.54 3.96 3.66 3.37 3.66 3.68 3.96 4.00 3.45 3.48 3.50 3.31 3.79 

표준편차 
1.05 .87 .48 .64 .52 .54 .65 .67 .58 .70 .67 .65 .71 

왜도 
-.02 .15 -.10 -.39 -.11 -.11 -.52 -.33 -.11 .00 -.11 -.48 -.07 

첨도 
-.54 .32 -.09 .42 .20 .08 .61 .02 -.28 -.69 -.61 1.17 .25 

*p<.05, **p<. 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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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들의 상담기대에 대한 영향 

 

 1)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1)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불안,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검증은 X가 Y에 미치는 총효과(Total Effect)를 2개의 효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Baron & Kenny, 1985). <식1>과 같이,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는 X가 매개 변수인 M을 거쳐서 Y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와 X가 매개 변수인 M을 거치지 않고 Y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로 분해될 수 있다(Alwin & Hauser, 1975; 

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재인용).  

총 효과(c)= 직접효과(c’) + 간접효과(ab) (1) 

이에 따라서, 총효과인 c에 비하여 직접효과인 c’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축소한다. 직접효과인 c’의 통계적 유의도에 따라 매개 모형의 형태가 

달라진다. 즉, 완전 매개효과(complete mediating)는 종속 변수에 대한 매개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는 종속 변수에 대한 

매개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영향력도 

유의한 경우를 말한다(강수진, 2009; 박미란, 이지연, 2007). 

앞서 상관분석을 토대로 살펴본 바와 같이 회피 애착은 상담기대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상담 기대는 대인 존재감, 대인 신뢰감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 대인 존재감, 대인 신뢰감은 위의 세 단계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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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불안 애착의 경우 상담 기대와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간접효과(ab)와 

직접효과(c’)가 반대로 나타나 상쇄될 수 있는 “일관성 없는”변수 모델을 

배제한다(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고 설명한다. 즉,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도, 

간접효과인 ab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다(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그러므로 불안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아도 

매개 변인인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이 상담기대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 

불안 애착 역시 대인 존재감, 대인 신뢰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므로 매개 

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 

따라서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담경험과 성별을 통제 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하여도 

대인존재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β= -.51, p< .001), 상담 기대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β= -27, p< .001). 또한, 대인 존재감을 투입하였을 

때 회피 애착이 상담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β= -.12, p< .05). 
대인 존재감은 회피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29, p< .001).  

한편,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존재감의 효과크기는 .08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1254, 

-.049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상담기대에 대한 회피 애착의 설명력은 .11에서, 대인존재감의 

투입으로 .17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중요성을 낮게 지각하게 되어 상담기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자신의 중요성을 낮게 지각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형성된 대인 존재감으로 인해 상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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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성별 

회피 애착 

대인존재감 

.067 .052 1.151 

.28 45.65*** -.16 -.135 -2.973** 

-.34 -.51 -11.35*** 

2 

상담경험 

상담 기대 

.20 .19 3.72*** 

.11 14.41*** 성별 -.05 0.05 -1 

회피 애착 -.15 -.27 -5.30*** 

3 

상담경험 

상담 기대 

.18 .17 3.53*** 

.17 17.816*** 
성별 -.01 -.01 -.24 

회피 애착 -.07 -.12 -2.11* 

대인존재감 .24 .29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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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상담기대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내담자 태도와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나머지 하위 요인인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상담자 특성, 상담 과정, 결과에 

대한 기대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회피 애착과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한 후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대인존재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β= -.51, 

p< .001), 내담자 태도와 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32, 

p< .001). 또한, 대인 존재감을 투입한 결과 회피 애착 수준이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였다(β= -.27, p< .001). 한편, 

대인 존재감은 회피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자 태도와 행동에 유의미하지 

않았다(β= .10, p= .09). 

한편, 회피 애착과 내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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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존재감의 효과크기는 -.04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0853, .0150]으로 0을 포함하여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을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고, 대인 존재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이 대인 존재감을 통하여 내담자 태도와 

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담자 태도와 행동을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회피 애착과 내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성별 

회피 애착 

대인존재감 

.07 .05 1.15 

.28 45.650*** -.16 -.14 -2.97** 

-.34 -.51 -11.35*** 

2 

상담경험 

내담자 태도 

행동 

.29 .20 4.08*** 

.14 19.570*** 성별 -.05 -.04 -.74 

회피 애착 -.23 -.32 -6.44*** 

3 

상담경험 

성별 

회피 애착 

대인존재감 

내담자 태도 

행동 

.28 .20 3.98*** 

.15 15.459*** 
-.03 -.02 -.47 

-.20 -.27 -4.66*** 

.11 .1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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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회피 애착과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한 후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존재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β=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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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1), 상담자 태도와 행동에도 부적인 영향(β= -.19, p<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피 애착은 대인 존재감을 투입하였을 경우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β= -.04, 

p= .45). 한편, 대인 존재감은 회피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자 태도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28, p< .001). 

한편, 회피 애착과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존재감의 효과크기는 -.09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1310, -.047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을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고, 대인 존재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부정적인 존재감으로 인해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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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회피 애착과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성별 

회피 애착 

대인존재감 

.07 .05 1.15 

.28 45.650*** -.16 -.14 -2.97** 

-.34 -.51 -11.35*** 

2 

상담경험 

상담자 태도 

행동 

.12 .10 1.95 

.05 5.695** 성별 -.01 -.01 -.19 

회피 애착 -.11 -.19 -3.65*** 

3 

상담경험 

성별 

회피 애착 

대인존재감 

상담자 태도 

행동 

.10 ,09 1,71 

.10 10.203*** 
.03 .03 .55 

-.03 -.04 -.76 

.25 .28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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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회피 애착과 상담자 특성 기대와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한 후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존재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β= -.51, p< .001), 
상담자 특성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β= -.27, p< .001). 한편, 대인 

존재감을 투입하여도 회피 애착 수준이 상담자 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였다(β= -.15, p< .05). 또한, 대인 존재감은 회피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자 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였다(β= .24, p< .001). 

한편, 회피 애착과 상담자 특성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존재감의 효과크기는 -.08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1220, -.031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기대하고, 

대인 존재감도 부정적으로 형성 될 수 있다. 따라서, 회피 애착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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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대인 

존재감으로 인해 상담자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 애착 수준이 대인 존재감을 통해 상담자 특성을 부정적으로 

기대한다는 설명 외에도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이 상담자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회피 애착과 상담자 특성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성별 

회피 애착 

대인존재감 

.07 .05 1.15 

.28 45.650*** -.16 -.14 -2.97** 

-.34 -.51 -11.35*** 

2 

상담경험 

상담자 특성 

.16 .13 2.55* 

.09 12.068*** 성별 -.05 -.05 -.96 

회피 애착 -.17 -.27 -5.36*** 

3 

상담경험 

성별 

회피 애착 

대인존재감 

상담자 특성 

.14 .12 2.35* 

.13 13.714*** 
-.02 -.02 -.33 

-.09 -.15 -2.57* 

.22 .24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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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회피 애착과 상담 과정 기대와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한 

후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존재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β= -.51, p< .001), 상담 과정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β= -.14, p< .01). 한편, 대인존재감을 투입하여도 

회피 애착 수준이 상담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β= .01, 
p= .87). 반면, 대인 존재감은 회피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였다(β= .29,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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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피 애착과 상담 과정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존재감의 효과크기는 -.11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1659, -.0531]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상담 과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대인 존재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부정적인 대인 존재감으로 인해 상담 과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회피 애착과 상담 과정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성별 

회피 애착 

대인존재감 

.07 .05 1.15 

.28 45.650*** -.16 -.14 -2.97** 

-.34 -.51 -11.35*** 

2 

상담경험 

과정 특성 

.32 .23 4.44*** 

.09 11.428*** 성별 -.15 -.11 -2.21* 

회피 애착 -.10 -.14 -2.75** 

3 

상담경험 

성별 

회피 애착 

대인존재감 

과정 특성 

.30 .21 4.28*** 

.15 15.485*** 
-.10 -.07 -1.48 

.01 .01 .16 

.32 .29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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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회피 애착과 상담 결과 기대와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한 후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표 14>에 제시하였다.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존재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β= -.5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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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대에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β= -.51, p= .08). 한편, 

대인존재감을 투입하여도 회피 애착 수준이 상담 결과 기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β= .10, p= .09). 한편, 대인 존재감은 회피 

애착을 투입하여도 결과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36, p< .001). 

한편, 회피 애착과 상담 결과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존재감의 효과크기는 -.14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1972, -.097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상담 결과에 대해 유의미한 기대를 하지 

않지만, 대인존재감은 부정적으로 형성 될 수 있다. 따라서,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자신의 존재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부정적인 존재감으로 인해 상담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회피 애착과 상담 결과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성별 

회피 애착 

대인존재감 

.07 .05 1.15 

.28 45.650*** -.16 -.14 -2.97** 

-.34 -.51 -11.35*** 

2 

상담경험 

성별 

회피 애착 

결과 특성 

.33 .22 4.23*** 

.06 7.846*** -.08 -.06 -1.15 

-.07 -.09 -1.76 

3 

상담경험 

성별 

회피 애착 

대인존재감 

결과 특성 

.30 .20 4.07*** 

.16 16.552*** 
-.01 -.01 -.21 

.07 .10 1.67 

.42 .36 6.33*** 

*p<.05, **p<. 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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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회피 애착과 상담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P<.05, ***P<. 001 

 

 

 

 

 

 

그림2. 회피 애착과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P<. 001 

 

 

 

 

 

 

그림3. 회피 애착과 상담자 특성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P<.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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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회피 애착과 상담 과정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P<. 001 

 

 

 

 

 

 

 

그림5. 회피 애착과 상담 결과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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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안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불안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상담 경험과 성별을 통제하여도 

대인존재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55, p< .001). 그러나 

불안 애착은 상담 경험과 성별을 통제하여도 상담 기대와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β= -.02, p= .74). 한편, 불안 애착은 대인 존재감을 

투입하였을 때 상담 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는데(β= .25, p< .001), 
대인 존재감도 불안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48, p< .001). 

한편, 불안 애착과 상담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존재감의 효과크기는 -.12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1638, -.0892]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 존재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담에 대한 기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자신의 중요성을 낮게 지각하게 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형성된 

대인 존재감으로 인해 상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불안 

애착 수준이 대인 존재감을 통하여 상담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력 미치고 

있음을 제외한다면, 높은 불안 애착 수준이 상담에 대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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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불안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존재감 

.15 .12 2.65** 

.31 53.956*** -.12 -.10 -2.31* 

-.30 -.55 -12.38*** 

2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상담 기대 

.20 .19 3.56*** 

.04 4.70** -.04 -.04 -.74 

-.01 -.02 -.33 

3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존재감 

상담 기대 

.14 .13 2.68** 

.20 22.06*** 
.01 .01 .22 

.11 .25 4.33*** 

.40 .48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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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상담기대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높은 불안 애착 수준은 

상담 기대의 하위 요인에 직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대인 

존재감을 투입한 결과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상담자 특성, 과정 특성, 결과 

기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대인 존재감 역시 불안 애착을 통제하여도 

상담 기대의 하위 요인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불안 애착과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한 후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표 16>에 제시하였다.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존재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β= -.55, 

p< .001), 내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8, p= .20). 한편, 대인 존재감은 불안 애착을 투입하여도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28, p< .001). 그러나 불안 

애착은 대인 존재감을 투입하여도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에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β= .08, p= .15). 

한편, 불안 애착과 내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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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존재감의 효과크기는 -.09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1463, -.0478]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인 존재감을 부정적으로 지각 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와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 애착이 높을수록 자신의 

대인 존재감을 부정적으로 인식 하게 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형성된 대인 

존재감으로 인해 상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불안 애착과 내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존재감 

.15 .12 2.65** 

.31 53.956*** -.12 -.10 -2.31* 

-.30 -.55 -12.38*** 

2 

상담경험 
내담자 

태도와 행동 

.30 .21 3.89*** 

.05 5.879** 성별 -.03 -.02 -.42 

불안 애착 -.05 -.08 -1.44 

3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존재감 

내담자 

태도와 행동 

.25 .18 3.42** 

.10 9.984*** 
.01 .01 .13 

.05 .08 1.27 

.31 .28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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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불안 애착과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한 후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표 17>에 제시하였다.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존재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β=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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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1),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4, p= .49). 한편, 불안 애착은 대인 존재감을 투입한 결과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29, p< .001). 대인 

존재감은 불안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47, p< .001).  

한편, 불안 애착과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존재감의 효과크기는 -.09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1421, -.0485]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대인 존재감을 

부정적으로 형성 할 수 있으나,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가 어떤 태도나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와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대인 

존재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부정적으로 형성된 대인 존재감으로 

인해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높은 

불안 애착 수준이 대인 존재감을 통하여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력 미치고 있음을 제외한다면, 높은 불안 애착 수준은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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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불안 애착과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존재감 

.15 .12 2.65** 

.31 53.956*** -.12 -.10 -2.31* 

-.30 -.55 -12.38*** 

2 

상담경험 
상담자 

태도와 행동 

.11 .10 1.79 

.01 1.375 성별 .00 .00 -.05 

불안 애착 .02 .04 .69 

3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존재감 

상담자 

태도와 행동 

.05 .04 .82 

.16 16.949*** 
.05 .05 .91 

.15 .29 4.98*** 

.42 .47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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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불안 애착과 상담자 특성 기대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한 후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표 18>에 제시하였다.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대인존재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β= -.55, p< .001), 
상담자 특성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2, p= .71). 
한편, 불안 애착은 대인 존재감을 투입한 결과 상담자 특성에 대한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22, p< .001). 대인 존재감은 불안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자 특성에 대한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44, 

p< .001).  

한편, 불안 애착과 상담자 특성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존재감의 효과크기는 -.12로 95%의 신뢰구간에서 [-.1698, 

-.0848]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 존재감을 부정적으로 형성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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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와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대인 존재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부정적으로 형성된 대인 존재감으로 인해 상담자의 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은 불안 애착 수준이 대인 

존재감을 통해 상담자의 특성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제외한다면, 높은 불안 애착 수준은 상담자의 특성에 대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불안 애착과 상담자 특성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존재감 

.15 .12 2.65** 

.31 53.956*** -.12 -.10 -2.31* 

-.30 -.55 -12.38*** 

2 

상담경험 

상담자 특성 

.16 .13 2.45* 

.02 2.345 성별 -.04 -.04 -.70 

불안 애착 -.01 -.02 -.37 

3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존재감 

상담자 특성 

.09 .08 1.57 

.15 15.825*** 
.01 .01 .16 

.11 .22 3.75*** 

.41 .44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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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불안 애착과 상담 과정 기대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한 

후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표 19>에 제시하였다.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대인존재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β= -.55, p< .001), 상담 과정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4, p= .46). 한편, 불안 

애착은 대인 존재감을 투입한 결과 상담 과정에 대한 기대에는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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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β= .17, p< .01). 대인 존재감은 불안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 과정에 대한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38, p< .001).  

한편, 불안 애착과 상담 과정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존재감의 효과크기는 -.13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1693, -.0867]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인 존재감을 부정적으로 형성 할 수 

있으나, 상담 관계에서 상담 과정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와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 애착이 높을 

경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대인 존재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부정적으로 형성된 대인 존재감으로 인해 상담 과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높은 불안 애착 수준이 대인 존재감을 

통하여 상담 과정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력 미치고 있음을 제외한다면, 높은 

불안 애착 수준은 상담 과정에 대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불안 애착과 상담 과정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존재감 

.15 .12 2.65** 

.31 53.956*** -.12 -.10 -2.31* 

-.30 -.55 -12.38*** 

2 

상담경험 

과정 특성 

.33 .23 4.44*** 

.07 8.908*** 성별 -.14 -.11 -2.07* 

불안 애착 -.02 -.04 -.73 

3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존재감 

과정 특성 

.27 .19 3.74*** 

.17 17.976*** 
-.09 -.07 -1.38 

.11 .17 2.92** 

.42 .38 6.49*** 

*p<.05, **p<. 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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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불안 애착과 상담 결과 기대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한 

후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표 20>에 제시하였다.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존재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β= -.55, p< .001), 상담 결과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1, p= .78). 한편, 불안 

애착은 대인 존재감을 투입한 결과 상담 결과에 대한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23, p< .001). 대인 존재감은 불안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 결과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44, p< .001).  

한편, 불안 애착과 상담 결과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존재감의 효과크기는 -.15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2157, -.1144]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인 존재감을 부정적으로 형성 할 수 

있으나, 상담 결과에 대한 기대와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 애착이 높을 경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대인 

존재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부정적으로 형성된 대인 존재감으로 

인해 상담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높은 불안 애착 

수준이 대인 존재감을 통하여 상담 결과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력 미치고 

있음을 제외한다면, 높은 불안 애착 수준은 상담 결과에 대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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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불안 애착과 상담 결과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존재감 

.15 .12 2.65** 

.31 53.956*** -.12 -.10 -2.31* 

-.30 -.55 -12.38*** 

2 

상담경험 

결과 특성 

.33 .22 4.20*** 

.05 6.779*** 성별 -.08 -.06 -1.07 

불안 애착 -.01 -.01 -.28 

3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존재감 

결과 특성 

.25 .17 3.43** 

.19 20.217*** 
-.01 -.01 -.22 

.15 .23 3.91*** 

.51 .44 7.57*** 

*p<.05, **p<. 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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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불안 애착과 상담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P<. 001   

 

 

 

 

 

 

그림 7. 불안 애착과 내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P<. 001   

 

 

 

 

 

그림 8. 불안 애착과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P<. 001   

불안 애착 

대인 존재감 

상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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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 태도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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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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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애착 

대인 존재감 

상담자 태도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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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불안 애착과 상담자 특성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P<. 001   

 

 

 

 

 

 

그림 10. 불안 애착과 상담 과정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P<. 01, ***P<. 001 

 

 

 

 

 

 

그림 11. 불안 애착과 상담 결과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P<. 001

불안 애착 

대인 존재감 

상담자 특성 

-.55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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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애착 

대인 존재감 

상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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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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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불안 애착 

대인 존재감 

상담 결과 

-.55
***

 .44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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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1) 회피 애착과 상담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담경험과 성별을 통제 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표 21>에 제시하였다.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하여도 대인 신뢰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β= -.52, p< .001), 상담 기대에도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β= -.27, p< .001).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대인 

신뢰감을 투입하여도 상담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2, p< .001). 한편, 대인 신뢰감은 불안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10, p= .10). 

한편, 회피 애착과 상담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신뢰감의 효과크기는 -.03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0780, .00675]으로 0을 포함하여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상담 기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이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여도 상담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이 

대인 신뢰감을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여도, 상담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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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수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대인신뢰감 

-.12 -.08 -1.69 

.28 45.404*** 성별 .02 .02 .37 

회피 애착 -.43 -.52 -11.49*** 

2 

상담경험 

상담기대 

.20 .19 3.72*** 

.11 14.410*** 성별 -.05 -.05 -1.00 

회피 애착 -.15 -.27 -5.30*** 

3 

상담경험 

상담기대 

.21 .20 3.86*** 

.12 11.559 *** 
성별 -.05 -.05 -1.03 

회피 애착 -.12 -.22 -3.67*** 

대인신뢰감 .07 .10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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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상담기대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높은 회피 애착 수준과 

내담자 태도와 행동, 상담자 태도와 행동, 상담자 특성, 과정 특성 기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으나 결과 기대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또한, 대인 

신뢰감을 통한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첫째,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의 하위 요인인 내담자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 한 후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표 22>에 

제시하였다.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 신뢰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β= -.52, p<. 001),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32, p< .001). 회피 애착 수준은 대인 

신뢰감을 투입하여도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β= -.31, p< .001), 대인 신뢰감은 회피 애착을 투입하여도 내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2, p= .70).  

한편, 회피 애착과 내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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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신뢰감의 효과크기는 -.01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0552, .0342]로 0을 포함하여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이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도록 

영향을 미침에도, 대인 신뢰감은 내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이 대인 

신뢰감을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여도, 내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회피 애착과 내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수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대인신뢰감 

-.12 -.08 -1.69 

.28 45.404*** 성별 .02 .02 .37 

회피 애착 -.43 -.52 -11.49*** 

2 

상담경험 
내담자 

태도 행동 

.29 .20 4.08*** 

.14 19.570*** 성별 -.05 -.04 -.74 

회피 애착 -.23 -.32 -6.44*** 

3 

상담경험 

내담자 

태도 행동 

.29 .20 4.10*** 

.14 14.679 *** 
성별 -.05 -.04 -.75 

회피 애착 -.22 -.31 -5.29*** 

대인신뢰감 .02 .0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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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의 하위 요인인 상담자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서 



64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 한 후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표 23>에 

제시하였다.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 신뢰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β= -.52, p< .001),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9, p< .001). 회피 애착은 대인 신뢰감을 

투입하여도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β= -.14, 

p< .05), 대인 신뢰감은 회피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10, p= .10).  

한편, 회피 애착과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신뢰감의 효과크기는 -.03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0835, .0095]로 0을 포함하여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이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도록 

영향을 미침에도, 대인 신뢰감은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이 대인 

신뢰감을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여도,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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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회피 애착과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수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대인신뢰감 

-.12 -.08 -1.69 

.28 45.404*** 성별 .02 .02 .37 

회피 애착 -.43 -.52 -11.49*** 

2 

상담경험 
상담자 

태도 행동 

.12 .10 1.95 

.05 5.95** 성별 -.01 -.01 -.19 

회피 애착 -.11 -.19 -3.65*** 

3 

상담경험 

상담자 

태도 행동 

.13 .11 2.10* 

.05 4.981** 
성별 -.01 -.01 -.22 

회피 애착 -.08 -.14 -2.26* 

대인신뢰감 .07 .10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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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의 하위 요인인 상담자 특성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 한 후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표 24>에 제시하였다.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 신뢰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β= -.52, 

p< .001), 상담자 특성 기대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7, p< .001). 회피 애착은 대인 신뢰감을 투입하여도 상담자 특성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β= -.23, p< .001), 대인 신뢰감은 회피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자 특성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7, 

p= .22).  

한편, 회피 애착과 상담자 특성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신뢰감의 효과크기는 -.02로 95%의 신뢰구간에서 

[-.0753, .0205]로 0을 포함하여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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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특성 기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이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도록 영향을 

미침에도, 대인 신뢰감은 상담자 특성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이 대인 신뢰감을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여도, 상담자 특성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회피 애착과 상담자 특성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수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대인신뢰감 

-.12 -.08 -1.69 

.28 45.404*** 성별 .02 .02 .37 

회피 애착 -.43 -.52 -11.49*** 

2 

상담경험 
상담자 

특성 

.16 .13 2.55* 

.09 12.068*** 성별 -.05 -.05 -.96 

회피 애착 -.17 -.27 -5.36*** 

3 

상담경험 

상담자 

특성 

.16 .14 2.65** 

.10 9.434*** 
성별 -.06 -.05 -.99 

회피 애착 -.16 -.23 -3.95*** 

대인신뢰감 .05 .0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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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의 하위 요인인 상담 과정 특성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 한 후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표 25>에 

제시하였다.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 신뢰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β= -.52, p< .001), 상담 과정 기대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4, p<. 01). 회피 애착은 대인 신뢰감을 투입한 

결과 상담 과정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β= -.07, p= .22), 
대인 신뢰감은 회피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 과정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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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β= .13, p< .05).  

한편, 회피 애착과 상담 과정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신뢰감의 효과크기는 -.05로 95%의 신뢰구간에서 

[-.1122, .0003]으로 0을 포함하여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상담 과정 기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인 경우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부정적인 대인 신뢰감은 상담 과정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이 부정적인 대인 

신뢰감에 형성하여 상담 과정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외하면, 상담 

과정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회피 애착과 상담 과정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수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대인신뢰감 

-.12 -.08 -1.69 

.28 45.404*** 성별 .02 .02 .37 

회피 애착 -.43 -.52 -11.49*** 

2 

상담경험 

과정 특성 

.32 .23 4.44*** 

.09 11.428*** 성별 -.15 -.11 -2.21* 

회피 애착 -.10 -.14 -2.75** 

3 

상담경험 

과정 특성 

.34 .24 4.64*** 

.10 9.868*** 
성별 -.15 -.12 -2.27* 

회피 애착 -.05 -.07 -1.22 

대인신뢰감 .12 .13 2.19* 

*p<.05, **p<. 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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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의 하위 요인인 상담 결과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 한 후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표 26>에 

제시하였다.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 신뢰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β= -.52, p< .001), 상담 결과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9, p= .08). 회피 애착은 대인 신뢰감을 투입한 

결과 상담 결과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β= -.03, p= .58), 
대인 신뢰감은 회피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 과정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11, p= .07).  

한편, 회피 애착과 상담 결과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신뢰감의 효과크기는 -.04로 95%의 신뢰구간에서 

[-.1118, .0071]으로 0을 포함하여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상담 결과 기대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이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도록 영향을 

미침에도, 대인 신뢰감은 상담 결과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이 대인 신뢰감을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여도, 상담 결과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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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회피 애착과 상담 결과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수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대인신뢰감 

-.12 -.08 -1.69 

.28 45.404*** 성별 .02 .02 .37 

회피 애착 -.43 -.52 -11.49*** 

2 

상담경험 

결과 

.32 .22 4.23*** 

.06 7.846**** 성별 -.08 -.06 -1.15 

회피 애착 -.07 -.09 -1.76 

3 

상담경험 

결과 

.34 .23 4.39*** 

.07 6.772*** 
성별 -.08 -.06 -1.19 

회피 애착 -.03 -.03 -.55 

대인신뢰감 .11 .11 1.84 

*p<.05, **p<. 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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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안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불안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담경험과 성별을 통제 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불안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표 27>에 제시하였다.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하여도 대인 신뢰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β= -.54, p< .001), 상담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2, p= .74). 그러나, 불안 애착 수준은 대인 신뢰감을 

투입하자 상담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3, 

p< .05). 또한, 대인 신뢰감 역시 불안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8, p< .001). 

한편, 불안 애착과 상담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신뢰감의 효과크기는 -.07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1161, -.0252]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대인 신뢰감은 상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 신뢰감을 통해 상담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외한다면, 높은 불안 애착 수준은 

상담 기대에 대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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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불안 애착과 상담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대인신뢰감 

-.02 -.01 -.27 

.29 49.475*** 성별 .07 .05 1.1 

불안 애착 -.37 -.54 -.12*** 

2 

상담경험 

상담 기대 

.20 .19 3.56*** 

.04 4.70** 성별 -.04 -.04 -.74 

불안 애착 -.01 -.02 -.33 

3 

상담경험 

상담 기대 

.20 .19 3.73*** 

.09 9.246*** 
성별 -.05 -.05 4.70 

불안 애착 .06 .13 2.23* 

대인신뢰감 .19 .28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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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상담기대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상담 기대의 하위 요인에 직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대인 

신뢰감을 투입한 결과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대인 신뢰감 역시 불안 애착을 통제하여도 상담 기대의 하위 요인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불안 애착과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한 후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표 28>에 제시하였다.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대인 신뢰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β= -.54, 

p< .001), 내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8, p= .15). 한편, 대인 신뢰감은 불안 애착을 투입하여도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20, p< .01). 그러나, 불안 애착 

수준은 대인 존재감을 투입한 결과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3, p= .60). 

한편, 불안 애착과 내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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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신뢰감의 효과크기는 -.07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1231, -.0174]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 할 수 

있고, 내담자가 상담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대인 신뢰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대인 신뢰감이 내담자가 상담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불안 애착과 내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대인신뢰감 

-.02 -.01 -.27 

.29 49.475*** 성별 .07 .05 1.1 

불안 애착 -.37 -.54 -.12*** 

2 

상담경험 
내담자 

태도와 행동 

.30 .21 3.98*** 

.05 5.879** 성별 -.03 -.02 -.42 

불안 애착 -.05 -.08 -1.44 

3 

상담경험 

내담자 

태도와 행동 

.30 .21 4.08*** 

.08 7.193*** 
성별 -.04 -.03 -.62 

불안 애착 .02 .03 .52 

대인신뢰감 .18 .20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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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불안 애착과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한 후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표 29>에 제시하였다.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 신뢰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β= -.54, p<. 



73 

001),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4, 

p= .49). 그러나, 대인 신뢰감은 불안 애착을 투입하여도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27, p< .001). 한편, 불안 애착은 대인 

신뢰감을 투입한 결과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18, p< .01). 

한편, 불안 애착과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신뢰감의 효과크기는 -.07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1337, -.0254]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 할 수 

있고, 상담자가 상담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대인 신뢰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대인 신뢰감이 상담자가 상담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안 

애착 수준이 대인 신뢰감을 통해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외한다면, 높은 불안 애착 수준은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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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불안 애착과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대인신뢰감 

-.02 -.01 -.27 

.29 49.475*** 성별 .07 .05 1.1 

불안 애착 -.37 -.54 -.12*** 

2 

상담경험 
상담자 

태도와 행동 

.11 .10 1.79 

.05 5.879** 성별 .00 -.06 -.05 

불안 애착 .02 .04 .69 

3 

상담경험 

상담자 

태도와 행동 

.11 .10 1.90 

.06 5.941*** 
성별 -.02 -.02 -.31 

불안 애착 .09 .18 2.96** 

대인신뢰감 .20 .27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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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불안 애착과 상담자 특성 기대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한 

후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표 30>에 제시하였다.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대인 신뢰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β= -.54, p< .001), 상담자 

특성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2, p= .71). 그러나, 

대인 신뢰감은 불안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자 특성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26, p< .001). 한편, 불안 애착은 대인 신뢰감을 투입하여도 

상담자 특성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12, p> .05). 

한편, 불안 애착과 상담자 특성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신뢰감의 효과크기는 -.07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1321, 

-.028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불안 애착이 높을 경우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 할 수 있으나, 

상담자의 특성에 대한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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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대인 신뢰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대인 신뢰감이 상담자의 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불안 애착과 상담자 특성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신뢰감 

-.02 -.01 -.27 

.29 49.475*** .07 .05 1.1 

-.37 -.54 -.12*** 

2 

상담경험 

상담자 특성 

.16 .13 2.45 

.02 2.345 성별 -.04 -.04 -.70 

불안 애착 -.01 -.02 -.37 

3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신뢰감 

상담자 특성 

.16 .13 2.56** 

.07 6.315*** 
-.06 -.05 -.97 

.06 .12 1.95 

.20 .26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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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불안 애착과 상담 과정 기대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한 

후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표 31>에 제시하였다.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대인 신뢰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β= -.54, p< .001), 상담 과정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4, p= .46). 그러나, 대인 

신뢰감은 불안 애착을 통제하여도 상담 과정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21, p< .01). 한편, 불안 애착은 대인 신뢰감을 투입하여도 상담 

과정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13, p= .22). 

한편, 불안 애착과 상담 과정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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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 대인 신뢰감의 효과크기는 -.06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1212, -.011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 할 수 

있으나, 상담 과정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대인 신뢰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대인 신뢰감이 상담의 과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불안 애착과 상담 과정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5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신뢰감 

-.02 -.01 -.27 

.29 49.475*** .07 .05 1.1 

-.37 -.54 -.12*** 

2 

상담경험 

과정 특성 

.33 .23 4.44*** 

.07 8.908*** 성별 -.14 -.11 -2.07* 

불안 애착 -.02 -.04 -.73 

3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신뢰감 

과정 특성 

.33 .23 4.55*** 

.10 9.875*** 
-.15 -.12 -2.30* 

.05 .07 .13 

.19 .21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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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불안 애착과 상담 결과 기대의 관계에서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한 

후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표 32>에 제시하였다.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대인 신뢰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β= -.54, p< .001), 상담 결과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1, p= .78). 그러나, 대인 

신뢰감은 불안 애착을 투입하여도 상담 결과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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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β= .17, p< .01). 한편, 불안 애착은 대인 신뢰감을 투입하여도 상담 

결과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8, p= .21). 

한편, 불안 애착과 상담 결과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대인 신뢰감의 효과크기는 -.07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1327, -.0245]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대인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형성 할 수 

있으나, 상담 과정에 대한 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대인 신뢰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대인 신뢰감이 상담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불안 애착과 상담 결과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수 준거변인 B β t R2 F 

1 

상담경험 

대인신뢰감 

-.02 -.01 -.27 

.29 49.475*** 성별 .07 .05 1.1 

불안 애착 -.37 -.54 -.12*** 

2 

상담경험 

상담 결과 

.33 .22 4.20*** 

.05 6.779*** 성별 -.08 -.06 -1.07 

불안 애착 -.01 -.01 -.28 

3 

상담경험 

성별 

불안 애착 

대인신뢰감 

상담 결과 

.22 .22 4.28*** 

.07 7.114*** 
-.09 -.06 -1.24 

.05 .08 1.26 

.16 .17 2.78** 

*p<.05, **p<. 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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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불안 애착과 상담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P<.05, ***P<. 001 

 

 

 

 

 

 

그림 13. 불안 애착과 내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P<. 01, ***P<. 001 

 

 

 

 

 

그림 14. 불안 애착과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P<. 01, ***P<. 001 

 

불안 애착 

대인 신뢰감 

상담 기대 

-.54
***

 .28
***

 

 .13
*
 

불안 애착 

대인 신뢰감 

내담자 태도와 행동 

-.54
***

 .20
**
 

 .03 

불안 애착 

대인 신뢰감 

상담자 태도와 행동 

-.54
***

 .27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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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불안 애착과 상담자 특성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P<. 001 

 

 

 

 

 

 

그림 16. 불안 애착과 상담 과정 특성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P<. 01, ***P<. 001 

 

 

 

 

 

 

그림 17. 불안 애착과 상담 결과 특성 기대의 관계에서 대인 신뢰감의 

매개효과 

 **P<. 01, ***P<. 001 

불안 애착 

대인 신뢰감 

상담자 특성 

-.54
***

 .26
***

 

 .12 

불안 애착 

대인 신뢰감 

과정 특성 

-.54
***

 .21
**
 

 .07 

불안 애착 

대인 신뢰감 

결과 특성 

-.54
***

 .17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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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결과 논의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애착의 차원들과 상담에 대한 기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인존재감과 대인불안감이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20-30대 연령의 대학(원)생 359명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 상담에 대한 기대, 대인존재감 및 대인신뢰감 질문지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기술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 애착, 회피 애착, 대인 존재감, 대인 신뢰감, 상담에 대한 

기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피 애착과 상담 기대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불안 애착은 상담 기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 애착이 높을수록 상담기대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혜정, 2005; 이승아, 2009; 김지민, 장재홍, 

2009)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안 애착의 경우 상담기대와 무관하다는 

김지민과 장재홍(2009)의 연구 결과와는 유사하지만, 불안 애착이 높을수록 

상담기대가 높아진다는 이혜정(2005)의 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혜정(2005)의 연구에서도 불안 애착은 상담 

기대 하위요인과 단지 일부(16개 중 11개)에서만 유의하지만 낮은 상관(.11 

- .21)을 보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불안 애착과 상담 

기대 간의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은 대인 존재감 및 대인 

신뢰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이 대인 존재감 및 대인 신뢰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용희, 

2006; Raque-Bordan 등, 2011)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Raque-Bordan 

등(2011)은 불안 애착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그 관계에 

불만족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피 

애착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관심과 중요도를 평가절하하고 타인과 친밀해지는 

것을 불편해 하여 자신의 존재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용희(2006)의 연구에서 애착의 하위요인들 - 의존(dependence), 

친밀(close), 불안(anxious)-은 대인신뢰감과 각각 .34, .35, -.56의 상관을 

보였었다. 이는 의존이 가능하다고 생각 할수록 그리고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대인 신뢰감이 높으며,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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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길수록 대인 신뢰감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인 존재감 및 대인 신뢰감은 상담 기대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관련성은 대인 존재감(.35) 

대인 신뢰감(.21)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 존재감은 

상담 기대의 하위요인인 내담자 태도와 행동, 상담자 태도와 행동, 상담자 

특성, 과정 특성, 결과와는 각각 .24, .30, .32, .29, .32의 상관을 보였다. 

대인 신뢰감은 역시 작지만 상담 기대의 하위 요인과 각각 .13- .20의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이론의 내적 작동 모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기상과 타인상이 상담 기대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상담 기대와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이러한 결과는 Lopez, Melendez, 

Sauer, Berger 및 Wyssmann(1998)의 연구에서 자기상이 긍정적일수록 

적응상의 어려움을 덜 보고하고 타인상이 긍정적일수록 도움 추구의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과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상담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기존에 연구된 바가 없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대인 존재감 및 대인 

신뢰감이 상담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이 애착 차원과 상담 기대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성별과 상담경험을 통제하고, 이들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불안 애착 수준은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을 통해서 

상담 기대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덜 지각하고, 타인에 대해 덜 신뢰하게 되며, 

이러한 경향성이 높을수록 상담 기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상과 타인상이 부정적이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상담에 대한 기대도 낮아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회피 애착 수준은 대인 존재감 통해 상담기대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중요성을 덜 

지각하게 되며, 이러한 경향성이 높을수록 상담 기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피 애착 수준은 대인 신뢰감을 통해 상담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는 회피 애착은 타인을 의지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불편해하고 꺼리는 경향(Brennan, Clark & Shaver, 1998)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력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 보다는, 자신의 중요성을 

낮게 지각하는 자기상이 상담 기대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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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 차원에 따라 상담에 대해 다른 기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회피 애착은 상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불안 

애착의 경우 상담에 대한 기대와는 다소 복잡한 경로가 있음이 시사되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측면으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가정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상과 타인에 대한 상에 근거한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을 통해 상담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을 받고 있지 않은 잠재적 내담자들이 그들의 애착 수준에 

따라 상담에 대한 기대를 달리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불안 애착 수준은 대인 존재감 및 대인 신뢰감을 통하여 상담 기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애착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낮은 존재감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신뢰감이 모두 상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측면으로, 

자신에 대한 상과 타인에 대한 상에 근거 하였을 때, 상담에 대한 기대에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이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불안 애착의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낮게 지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신뢰감 모두 상담기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회피 애착 수준은 대인 존재감을 매개하여 상담 기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 애착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낮은 존재감을 통하여 상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대인 신뢰감을 매개하여 회피 애착이 상담 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무관하였다. 이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이 구체적인 

상담에 대한 기대와는 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측면으로,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대인 

신뢰감보다는 대인 존재감이 상담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개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상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대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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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 애착 수준이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을 통해 상담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확인되었으나,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이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을 통해 상담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제하여도 

높은 불안, 회피 애착 수준은 상담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불안 애착 수준이 대인 존재감을 통해 상담 기대의 하위요인 

각각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서 대인 존재감을 통한 영향력 외에도 불안 애착 수준이 상담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불안 애착이 대인 신뢰감을 

통해서 상담 기대의 하위 요인인 상담자 태도와 행동 기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대인 신뢰감을 통한 영향력 외에도 불안 애착 수준이 상담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회피 애착이 대인 

존재감을 통해 상담 기대의 하위 요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상담자 특성 기대의 경로에만 회피 애착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을 통하여 

상담 기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을 제외하여도, 높은 불안 애착 

수준이 상담 기대에 대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관계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한,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이 대인 존재감을 통하여 상담 기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외하여도, 높은 회피 애착 수준은 상담 

기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 한다. Zhao, Lynch & Chen(2010) 

간접 효과와 직접 효과가 모두 유의미하나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매개효과에 대해서 직접 효과의 경로에선 누락된(omitted) 매개 변인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불안 애착과 상담 기대의 

경로에서 대인 존재감과 대인 신뢰감을 통한 간접효과와 회피 애착과 

상담기대의 경로에서 대인 존재감의 매개효과 외에도 이러한 직접효과가 

무엇에서 기인하였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매개효과 검증에서 불안과 회피 차원을 함께 포함시켜서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는 성별과 상담 받은 경험을 통제하기 위해 불안과 회피 차원을 

구분하여 검증하였기 때문이다. 추후 두 변인을 함께 포함하여 불안과 회피 

차원이 모두 높은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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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구 대상 중 상담을 받은 경험이 많은 편이다. 비록 통계적 

방법으로 상담 받은 경험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으나, 연구자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 간의 비교 연구를 실행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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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세요? 먼저 본 연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성인의 성격과 상담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요인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지의 문항에는 특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응답하실 때에는 평소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번호에 답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약 15분 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본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본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면 아래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주세요.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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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임상 전공 

지도교수: 장 재 홍 

연 구 자: 이 연 희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이메일로 문의해주세요. 

yeonhui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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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 

보

통

이

다 

→  

매

우 

그

렇

다 

1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1 2 3 4 5 6 7 

2 
때로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 없이 나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바꾸곤 한다. 
1 2 3 4 5 6 7 

3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 지는 것은 비교적 

쉽다. 
1 2 3 4 5 6 7 

4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1 2 3 4 5 6 7 

5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한다. 1 2 3 4 5 6 7 

6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화가 나 있을 때만 

나에게 주목하는 것 같다. 
1 2 3 4 5 6 7 

7 다른 사람들은 나와 내 욕구를 잘 이해한다. 1 2 3 4 5 6 7 

8 버림 받을 까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다. 1 2 3 4 5 6 7 

9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에 대해 의논한다. 1 2 3 4 5 6 7 

1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그들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을 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6 7 

11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1 2 3 4 5 6 7 

12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 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6 7 

13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지 않을 때는 화가 난다. 
1 2 3 4 5 6 7 

14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때, 

그들이 나에 대해 같은 감정이 아닐 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6 7 

<성인 애착 척도: ECR-R> 

이 검사의 문항들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표시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1번에서 ‘매우 그렇다’ 

7번까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번호의 증가는 문항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강해짐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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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 

보

통

이

다 

→  

매

우 

그

렇

다 

1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까봐 자주 걱정한다. 
1 2 3 4 5 6 7 

16 
다른 사람들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 

편하지 않다. 
1 2 3 4 5 6 7 

17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만든다. 
1 2 3 4 5 6 7 

18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1 2 3 4 5 6 7 

19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7 

2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호감만큼 그들도 

내게 강한 호감을 가지기를 자주 원한다. 
1 2 3 4 5 6 7 

21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다. 
1 2 3 4 5 6 7 

22 
매우 가까워지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기도 한다.  
1 2 3 4 5 6 7 

2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 까봐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1 2 3 4 5 6 7 

24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25 

다른 사람들이 잠시 떠나 있으면 그들이 나 

아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될 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6 7 

26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 까봐 두렵다. 1 2 3 4 5 6 7 

27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매우 

편하다. 
1 2 3 4 5 6 7 

28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1 2 3 4 5 6 7 

29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6 7 

30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1 2 3 4 5 6 7 

31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 까봐 자주 걱정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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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 

보

통

이

다 

→  

매

우 

그

렇

다 

32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1 2 3 4 5 6 7 

33 
내 문제나 걱정거리를 보통 다른 사람들과 

의논한다. 
1 2 3 4 5 6 7 

34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낀다. 
1 2 3 4 5 6 7 

35 
다른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 
1 2 3 4 5 6 7 

36 

일단 다른 사람 들이 나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까봐 두렵다. 

1 2 3 4 5 6 7 

 

 

 

 

 

 

 

 

 

 

 

 

 



95 

<상담 기대 척도: EAC> 

각 문항은 여러분이 심리 상담을 받게 된다면, 상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아래 다섯가지 대답 중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정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항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저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처음에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몇 주는 

더 상담을 받고 싶다 
1 2 3 4 5 

2 나는 상담자를 3번 이상 만나고 싶다. 1 2 3 4 5 

3 
나는 상담 받는 동안 불편한 일이 있어도 상담을 

계속 할 것이다. 
1 2 3 4 5 

4 
나 자신과 나의 문제들에 관하여 다 털어놓고 

이야기한다. 
1 2 3 4 5 

5 나는 최선을 다하여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1 2 3 4 5 

6 
내가 느끼는 바를 상담자에게 모두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7 
나는 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내가 책임을 

느낀다. 
1 2 3 4 5 

8 
나는 현재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 
1 2 3 4 5 

9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담자의 말을 상담자에게 

질문한다. 
1 2 3 4 5 

10 
나는 상담이외의 나의 관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1 2 3 4 5 

11 
상담자가 나를 친구처럼 따듯하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12 상담자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1 2 3 4 5 

13 상담자가 나의 단점을 알면서도 좋아하기를 바란다. 1 2 3 4 5 

14 
상담자가 나의 말과 행동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15 

상담자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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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저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6 
상담자가 “내가 누구인가”와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의 차이점을 지적해 주기를 기대한다. 
1 2 3 4 5 

17 
상담자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18 상담자가 나에게 자주 충고해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19 
상담자가 나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이다. 
1 2 3 4 5 

20 
상담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할 수 

없더라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1 2 3 4 5 

21 

상담자는 내 느낌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를 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1 2 3 4 5 

22 
상담자는 때때로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1 2 3 4 5 

23 상담자가 나에게 정직하기를 바란다. 1 2 3 4 5 

24 상담자가 나를 인간으로서 존경해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25 상담자가 나에게 격려와 확신을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26 상담자는 내가 나아질 때 칭찬할 것이다. 1 2 3 4 5 

27 
상담자가 자신의 태도와 나의 문제를 관련시켜서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28 
상담자가 나에게 자신의 경험과 나의 문제를 

관련시켜서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29 
상담자가 나에게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30 나는 상담자가 좋아지기를 바란다. 1 2 3 4 5 

31 나는 상담자와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32 나는 상담자와 함께 있고 싶다. 1 2 3 4 5 

33 상담자가 나를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34 
상담자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35 상담자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36 나는 상담자의 대인관계가 원만하기를 바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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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저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37 상담자는 조용하고 편안한 사람이어야 한다. 1 2 3 4 5 

38 
상담자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1 2 3 4 5 

39 상담자가 나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40 나는 상담자에게 의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2 3 4 5 

41 
상담자가 나 자신의 감정을 내가 이해하도록 도와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42 
나는 상담자가 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알도록 

도와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43 
나는 상담자가 나의 문제를 찾아내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44 
상담자가 나에게 상담과정 중에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45 나는 상담자의 태도가 개방적이기를 바란다. 1 2 3 4 5 

46 
나는 상담자에게 의논함으로써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47 
상담 결과가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 2 3 4 5 

48 나의 상담 경험이 앞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49 
나는 상담을 받고 난 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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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존재감 척도>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다섯가지 대답 중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저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있든 없든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2 모임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때로는 스스로가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1 2 3 4 5 

4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인식한다. 1 2 3 4 5 

5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가 어렵다. 1 2 3 4 5 

6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1 2 3 4 5 

7 
상황이 어떻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편이다. 
1 2 3 4 5 

8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9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사람들은 신경쓰지 않는다. 1 2 3 4 5 

10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1 2 3 4 5 

11 
나의 성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 자긍심의 

원천이 되고 있다. 
1 2 3 4 5 

12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1 2 3 4 5 

13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에 대해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1 2 3 4 5 

14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다. 
1 2 3 4 5 

15 
내 주위에는 필요한 경우 나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을 만큼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1 2 3 4 5 

16 
이 문항은 확인을 위해 매우 그렇다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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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저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7 
나의 성과에 대해 자랑스러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1 2 3 4 5 

18 
어느 날 내가 사라진다 해도 아무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1 2 3 4 5 

19 
사실을 말하자면,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 2 3 4 5 

20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 
1 2 3 4 5 

21 
나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 할 때 찾는 사람이 

아니다. 
1 2 3 4 5 

22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는 편이다. 1 2 3 4 5 

23 도움이 필요 할 때 사람들은 나를 찾는다. 1 2 3 4 5 

24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달려와 주리라 

믿는다. 
1 2 3 4 5 

25 사람들은 그들의 중요한 일을 종종 내게 맡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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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신뢰감 척도> 

다음은 당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활방식이 있기 

때문에 맞고 틀린 답은 따로 없습니다.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번

호 
문항내용 

아

주

그

렇

다 

그

렇

다 

약

간

그

렇

다 

약

간

아

니

다 

아

니

다 

전

혀

아

니

다 

1 사람들이 내 의견을 존중한다. 1 2 3 4 5 6 

2 나는 대체로 사람을 믿는 편이다. 1 2 3 4 5 6 

3 나는 가족들로부터 사랑 받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6 

4 사람들이 나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 같다. 1 2 3 4 5 6 

5 
혹시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까봐 신경을 

많이 쓴다. 
1 2 3 4 5 6 

6 우리 가족들은 나를 믿는다. 1 2 3 4 5 6 

7 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 같다. 1 2 3 4 5 6 

8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1 2 3 4 5 6 

9 나는 별로 친구가 없다. 1 2 3 4 5 6 

10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많이 의식하며 행동하는 

편이다. 
1 2 3 4 5 6 

11 사람들의 신뢰를 별로 받지 못한다. 1 2 3 4 5 6 

12 
누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불안해진다. 
1 2 3 4 5 6 

13 
어려운 상황이 되면 친구들이 나를 외면할 

것이다. 
1 2 3 4 5 6 

14 사람들이 나를 좀 대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1 2 3 4 5 6 

15 
관계가 나빠질까봐 상대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때가 많다. 
1 2 3 4 5 6 

16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보는 것 같다. 1 2 3 4 5 6 

17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편하다. 1 2 3 4 5 6 

18 우리 가족들은 내 심정을 잘 이해해준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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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 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거나 빈칸에 간단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성별: ⓵ 여, ⓶ 남 

 

 

2. 나이: ______년 ____월, 만 _____세  

 

 

3. 학년: ⓵ 1학년, ⓶ 2학년, ⓷ 3학년, ⓸ 4학년 이상  

⓹석사 재학 ⓺석사 수료  

⓼박사 재학 ⓽박사 수료  

 

 

4. 이전 상담 경험 ⓵ 없음, ⓶ 있음  

 

 

5. 상담 경험이 있다면, 총 _____ 회 

 

(예, 한 상담자와 다섯 번 만난 경우 5회, 각기 다른 두 상담자와 5회, 

10회 상담을 한 경우 15회)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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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on Effect of Mattering and Interpersonal-trus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Yeonhui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mattering, interpersonal-trust upon the relationship of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and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in a college sample. Participants were 359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ho completed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Revised(ECR-R), Expectation About 

Counseling(EAC), Korean-version of Mattering Scale, 

Interpersonal-trust. 

 In the correlation analysis,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mattering and 

interpersonal-trust were intercorrelated.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negatively correlated with avoidant attachment,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ttering and interpersonal-trust. But,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and anxiety attachment was not 

significant. Avoidant attachment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ttering and interpersonal-trust. Anxiety attachment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ttering and interpersonal-trust. Mattering 

positively correlated interpersonal-trust. 

Multiple medi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of anxiety attachment and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was 

mediated by mattering and interpersonal-trust. The relationship 

of avoidance attachment and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was only 

mediated by mattering, whereas the mediation effec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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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ersonal-trust was not significant.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mattering, interpersonal-tru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