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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 시 거울 환경이 내담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0대 남녀 32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16명, 대조군 16명을 거울 환경의 유무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고 진실성 척도와 의미변별척도를 사용
하여 거울 환경이 중재된 실험군과 중재하지 않은 대조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거울 환경을 제공한 실험
군에서 진실성 척도의 ‘자기-소외’ 요소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상담 환경을 어떻
게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의미변별척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거울 환경의 유무가 내담자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진실성 척도의 요인 중 일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제어 : 상담 환경, 거울 환경, 내담자 태도, 진실성, 상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 mirror environment influences the 
attitude of the client when counselling. A group of 16 experimenters, 16 controls, a group with a mirror 
environment, and 32 men and women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interventional mirror 
environments in the control group.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lf - 
alienation' factor of the Authentic Scale(A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t provided the mirror 
environme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SD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presence of the mirror environment affects the client 's authentic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of the factors of the Authentic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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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작업치료사의 자질 역량 지표 조사에 의하면 클

라이언트 중심 수행과 의사소통, 긍정적 태도, 전문가 의
식, 팀워크, 적극성이 있다. 작업치료사로서 효과적인 업
무를 실행하는데 있어 자질역량들이 중요하다. 그 중 의

사소통은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1]. 환자-의사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에서 대화 방법은 환자와 의사간에 좋은 관계를 향
상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2]. 의사소통의 영역으로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가 있다. 그 중 ‘상담’은 상담자가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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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두 사람 이상
이 참여하며 말하기와 듣기를 유기적 상호 결합하는 상
담은 상호적 시각을 공유한다[3]. 

작업치료분야에서 작업수행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 
반구조화된 면담 형식의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COPM)을 초기 평가로 많이 사
용한다[4]. COPM을 이용하여 상담을 진행할 때 클라이
언트의 중요한 활동을 식별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중
심의 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방법이 된다[5]. 대인 
관계의 관점과 기분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담하기 전 
내담자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 상담자에게 더 낮
은 진실성을 보여 준다고 하였고 상담 시 내담자의 기분
이나 정서가 진실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6]. 상담자
간의 진실성이 차이가 없더라도 내담자가 선호하는 상담
자에게 더 높은 진실성을 보여 내담자의 기대에 따라 상
담의 진실성이 달라지기도 한다[7]. 진정성과 진실성은 
내담자의 자의식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8]. 상담에서 내
담자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은 실제 자기 모습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실제 자기 모습은 그 순간에 느끼
는 감정과 태도를 가식 없이 표현하는 것이다[9].  이러한 
자의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시도되
었는데 그 중 거울의 존재 여부로 인한 자의식의 변화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10,11]. 거울은 본
인이 하고 있는 작업을 일차원적으로 표현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어지며, 자신의 내면적인 성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다. 또한 자의식을 일으키는 매개체로 클라
이언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거울로 인해서 자
의식이 활성화 되어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태도를 
가식 없이 표현하게 된다면 치료를 위한 믿을 만한 정보
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상담 시 내담자의 태도 비교
를 위한 매개체로써 거울 환경을 만들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 시 거울환경이 내담자의 진실
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J대학교의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대상자 모집 방법은 공고문을 제작하여 건물 내부에 부
착하고 Social Network System(SNS)에 공지를 하였으
며 일반인 성인 남녀 중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설문지 작

성이 가능하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내담자들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32명으로 20대 남녀
를 모집하여 이 중에서 실험군 16명, 대조군 16명을 무
작위로 배치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Authentic Scale(AS) 진실성 척도
Authentic Scale(AS) 진실성 척도는 Wood, Maltby, 

Baliousis, Joseph이 개발한 것으로 Lee & Shin(2011)
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진실성 척도를 
사용하였다[12]. 진실성 척도는 총 12문항,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주관적 경험 또는 실제 자기(self)
의 양상을 반영한다. 진실성 척도는 의식적인 자각과 실
제의 경험 사이(자기-소외), 경험과 행동 사이의 일치성
(진실한 삶), 그리고 사회-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신념의 범위
(외부 영향 수용)의 3영역이 각 4문항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내담자가 상담 시 진실된 답변을 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 AS척도를 사용하였다. 

2.2.2 Semantic Differential Scale (SDS) 의미변별척도
의미 분별은 어떤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가 느끼는 의

미를 형용사적 의미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느낀 반응을 
정확히 알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Osgood(1957)이 개
발한 Semantic Differential Scale(SDS)을 이 후 여러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13,14]. 

설문지는 양극성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나열하며 
7점 척도로 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담을 하고 난 뒤 
대상자들의 상담환경에 대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
하였다. 상담에 맞는 형용사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형 어
의차별 형용사 군의 탐색’을 참고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단어를 사용하였다[15].

‘개방적인-폐쇄적인’, ‘인자한-엄한’, ‘직접적인-간접적
인’, ‘행복한-불행한’, ‘완전한-불완전한’, ‘진실한-거짓의’, 
‘밝은-어두운’, ‘낙관적인-비관적인’, ‘적극적인-소극적
인’, ‘능동적인-수동적인’, ‘긍정적인-부정적인’, ‘성실한-
불성실한’, ‘잘 믿는-의심 많은’, ‘존경하는-멸시하는’, ‘쉬
운-어려운’, ‘복잡한-단순한’, ‘안정적인-불안정적인’, ‘좋
은-나쁜’, ‘낙관적인-비관적인’, ‘기쁜-슬픈’을 사용하였다. 

2.3 연구과정
연구 대상자는 32명을 16명씩 무작위 배치하여 실험

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다. 실험군은 정해진 책상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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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40cm 떨어진 곳에 거울(700×700)(Fig. 1)을 두
었으며 뒤에 상담자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는 상
태를 유지하였다(Fig. 2). 반대로 대조군은 매개체인 거
울을 두지 않았으며 상담자와 일정한 거리(86cm)를 두
고, 상담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장소는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지하 강의실을 이
용하였고 시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의실의 창문
을 검은 부직포로 가려두고 진행하였다(Fig. 3).

본 연구는 1:1 상담으로 진행 되었으며 연구 동의서 
작성 후, 정해진 책상에 앉아 COPM을 이용하여 상담하
였다. 상담 내용은 COPM을 통해  일상생활, 일, 여가 영
역에서의 활동 목록에 대해 이야기하고 중요도와 만족도
를 알아보는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상담이 끝난 후 상담자
가 나가 있는 동안에 대상자가 AS, SDS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Fig. 1. a mirror used for consultation

Fig. 2. intervention situation 

Fig. 3. intervention environment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Windows SPSS 24.00를 이용하여 실

험군과 대조군의 AS, SDS의 통계학적인 비교를 위해 분
석을 시행하였다.  거울환경이 중재된 실험군과 거울환경
을 중재하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하기 위하여 AS(자기소
외 문항 2, 7, 10, 12을 역채점)와 SDS는 독립표본 T검
정(independent t-test)으로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여 유의성검정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그룹간의 AS 비교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AS를 비교한 결과 거울환
경을 제공한 실험군은 ‘자기-소외’요인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p〈 .05). 하지만 ‘진실한 
삶’, ‘외부 영향수용’요인에서는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 .05) (Table 1 참고). 

Average±SD
t P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Self-
alienation

8.94
±3.21

12.00
±3.61 -2.5 .017*

Accepting 
external 
influence

13.06
±2.43

9.88
±2.99 1.75 .091

authentic 
living

15.00
±1.93

15.25
±3.09 -.28 .79

*:p<.05 

Table 1. Comparison of A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2)

3.2 그룹간의 SDS
실험군과 대조군의 상담 환경을 어떻게 느끼는지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SDS를 이용하여 평가를 시행하였
다. 거울의 여부에 따른 상담환경은 연구결과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Table 2 참고).

Average±SD
t P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SDS 101.69±16.14 106.69±15.92 -.82 .42

Table 2. Comparison of SD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2)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6호430

4. 논의 
본 연구는 상담 진행시 거울의 존재로 인한 내담자 태

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의사소통의 영역
으로 듣기와 말하기에 해당하는 상담은 작업치료사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내담자와 신뢰관계(rapport) 형성을 하
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국내 작업치료사들이 상담 기술
을 이용한 평가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치료적 장면에
서의 내담자의 태도와 진실성에 대한 연관성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전 연구에서는 주로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해결 여부와 관련하여 진술 확보의 중
요성이 있어 진술자의 답변 내용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거울을 이용한 상담
이 진실한 답변을 이끌어 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16]. 이전의 연구들에서 거울이 
자의식을 높이고 집중을 하게 한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울 환경이 수사 과정
이 아닌 치료적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
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서 진실성 척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자기-소외’요
인은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주관적 경험 및 실제 자기로
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의미하는데 거울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거울을 사용했을 때 자
신을 스스로 더 가깝게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
겠다. 이는 자의식이 높아질수록 진실해진다는 기존의 연
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결과로서 의미있는 결과이다.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실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편안함을 느끼는 상활
에서 더 진실된 답변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12]. 이 후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즉, 편안함을 주는 환경을 제
공하였을 때 진실된 답변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해진다면 더욱 의미있는 상담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 번째, 상담 장소의 주변 자극물
이 많았다는 점이다. 상담 시 주변 자극물이 많아 내담자
의 집중력에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동
일한 상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담자에게 상담 시
나리오를 사용한 점이다. 이는 오히려 개개인의 유의미한 정
보를 이끌어내는데 제한이 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눠 상담 시 거울 환경

이 내담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내담자의 
태도 중 진실성과 상담환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연구
하였는데 진실성척도(AS)의 요인 중 ‘자기-소외’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상담환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거울환경은 내담자의 상담 시 제
공하는 정보의 진실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시사
한다. 다음 연구에서는 진실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편안함
을 주는 다양한 환경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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