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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상담자의 LGBT 내담자 상담 역량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외의 LGBT 내담자 상담 역량 척도들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LGBT 내담자 대상 상담 경험이 많은 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평정 및 의견을 수렴하
여 106개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척도를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상담전공학생 및 상담수련생, 상담실무
자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로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3개 요인, 39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229개의 상담전공학생 및 상담
수련생, 상담실무자의 응답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한 자료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고, 다문화 상담역량과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척도가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는
LGBT 내담자 상담역량과 관련된 연구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상담자들의 LGBT 내담
자를 위한 상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LGBT 내담자, 상담역량, 척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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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관련 처치와 심리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식, 처

서 론

치를 위한 임상적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는

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요소들은 상담자 훈련

흔히 비성소수자, 혹은 시스젠더-이성애자가 아닌

및 교육 시 제공해야 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기

성소수자 집단을 통칭하는 용어로, 이 집단에 속

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서양에서는 이를 기반으

한 사람들은 비성소수자가 주류인 사회에서 비주

로 상담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과거에

류 혹은 소수자로 살아가게 된다. LGBT에 속한

비해 성소수자인 내담자들이 상담으로부터 더 많

개인들은 사회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을 뿐만

은 도움을 받고 있고(Liddle, 1999), 상담자들의 태

아니라 의료보험 서비스 혜택에서도 차별적 대우

도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동성애에 대한 혐오나

를 받아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

이들을 정신장애로 판단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

기도 한다(IOM, 2011). 특히, LGBT 집단이 비성소

다(Cochran, Peavy, & Cauce, 2007). 이러한 변화는

수자집단에 비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을 더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 상담자들의 태도나 기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IOM, 2011; King, Semlyen,

술 등이 이전에 비해 나아진 결과로 보인다.

& Tai, 2008),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는데 영향

반면, 국내의 경우, LGBT에 속한 개인을 대상

을 주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대

으로 하는 상담에 대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으로 높다(Berlan et al., 2010; Badgett, Durso, &

학회 인증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

Schneebaum, 2013; Fredriksen-Goldsen et al., 2014).

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훈

LGBT에 속한 개인들의 상담에 대한 요구도 역

련 및 교육이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LGBT에

시 높다(Andrew, Louis, & Benjamin, 2011). 또한, 서

속한 개인에 대한 연구와 이와 관련된 상담자 훈

양에서는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변화를

련 및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상담자

이끌어 내는 동인으로 상담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들은 이들과의 상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있으며(Fassinger, 2000),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이는 상담 성과와 연결된다. 서영석 외(2007)에 따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을 돕는 가

르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한국 상담자들의 태도에

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American

서 인지적으로는 다소 긍정적이나 정서적으로는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2015; Association for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in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망하는 자

Counseling, 2010, 2013; Association of American

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담자의 태도는 상

Medical Colleges, Advisory Committee on Sexual

담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준다. 박정은(2013)에 의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Sex Development,

하면, 한국 상담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감

2014). 가이드라인은 이를 사용하는 전문가 집단

정으로 인해 동성애자인 내담자에게 하는 공감반

의 특성을 반영하므로 내용이 다양하지만 공통적

응이 지연되고 이는 내담자의 탐색을 방해하는

인 요소도 존재한다(Bidell & Stepleman, 2017). 공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들이 LGBT 내담자

통요소들로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대상 상담 시 필요한 역량을 훈련할 필요가 있으

들의 LGBT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편향이나 편

며, 상담 교육 및 훈련 기관에서 이를 고려할 필

견, 낙인을 알아차리는 능력, LGBT의 주요한 건

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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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서 언급했듯, 국외의 경우, 심리, 상담, 의학

은 소수 인종들이 경험하는 그것과는 다르다(Israel

등 정신건강 관련 여러 단체 및 기관들은 LGBT

& Selvidge, 2003). 게다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상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이슈는 종교적, 정치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입장과

가이드라인들을 살펴보면, LGBT 내담자 상담 시

관련된 경우에 매우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상담자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심지어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정신건강서비스 제

있다. 이들 내용들을 종합하면 상담자에게 필요한

공자들이나 훈련생들도 종교적, 정치사회적으로

역량의 핵심 영역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Bidell,

보수적인 입장이 강할수록 LGBT에 대한 편견적

2017). 이에 따르면, 상담자들은 ① LGBT에 대한

인 태도가 더 나타났다(Bidell, 2012, 2013; Rowniak,

개인적, 사회적 편견 혹은 편향적 태도에 대해 자

2015; Wilson et al., 2014). 이러한 이유로 상담자

각할 수 있어야 하며, ② LGBT 내담자를 대상으

에게 LGB 내담자를 위한 고유의 태도, 기술, 지

로 하는 효과적 상담에 필요한 기술과 적절한 임

식이 필요하다. 이후 Bidell(2015)은 트랜스젠더를

상적 경험을 발달시켜야 하고, ③ LGBT의 심리사

위한 상담자 역량 측정 척도의 필요성을 제안하

회적 이슈, 건강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지식을

면서 기존 LGB를 위한 상담자 역량 척도를 변형

습득해야 한다. 즉, 효과적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

하여 트랜스젠더를 위한 상담자 역량 측정 척도

자들에게 LGBT와 관련된 인식 혹은 태도, 기술,

를 고안하고 타당화하였다. Bidell (2005, 2015)은

지식이 필요하다. 이는 다문화 상담을 위해 상담

이들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해 기존에

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모델을 제시한 Sue와 동

사용되고 있었던 다문화 상담자 역량 척도들과

료들(1982)의 개념적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다

LGBT 상담과 관련된 선행연구물들과 가이드라인

문화 역량 측정 척도들의 구성과 유사하다(Bidell,

을 참고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구성한 문항들은

2015). 이 척도들에서도 다문화 상담에서 상담자

LGBT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평정을 받

들은 ① 자신의 태도, 세계관, 자기 자신의 문화

아 내용 타당도와 하위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상

적 배경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② 특정

담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료를 수집하여 측정학적

소수자 집단과의 상담을 위한 기술이 있어야 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Bidell(2005)은 척

고, ③ 내담자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

도 개발 시 Sue와 동료들(1982)이 제안한 다문화

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상담 모델을 기반으로 요인들을 구성하였다. Sue

Bidell(2005)은 다문화 상담자 역량 척도들을 참

와 동료들(1982)에 따르면, 다문화 상담 역량은

고하여 LGB 내담자 대상 상담을 하는 상담자에

자신의 태도, 가치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인식,

게 필요한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

특정 소수 민족 집단과 작업하는 기술, 소수 민

당화하였다. Bidell(2005)은 LGB 집단 역시 다문화

족 내담자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된다. 이에

집단에 포함될 수 있으나, LGB 집단이 다른 다문

Bidell(2005)도 척도 구성 시 태도, 기술, 지식으로

화 집단들과는 구별되는 상담 관련 특성과 요구

구분하여 구성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

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문화 상담자 역량

하였다.

척도와는 구분되는 LGB 상담을 위한 상담자 역

최근 국내에서도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연구가

량 요인과 이를 측정하는 척도의 필요성을 피력

시작되면서 성소수자 상담을 위해 상담자에게 필

하였다. LGB인 개개인들이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

요한 역량 측정 시 Bidell(2005)이 개발한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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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우사라(2015)는 동성애에 대한 상담자

어떠한가?

의 태도와 이들과 상담하는 것에 대한 상담자의

연구문제 2. LGBT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에

유능감이 상담자의 반응과 판단에 영향을 줄 거

게 요구되는 역량을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와

라 가정하고 상담자의 유능감을 측정할 때 Bidell

타당도는 어떠한가?

(200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우사라(2015)의 연구

결과에서는 상담자들의 동성애자 상담에 대한 유

방 법

능감이 내담자를 향한 임상적 판단이나 반응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사라
(2015)는 이를 우리나라 상담자들의 동성애자 상

연구대상

담에 대한 유능감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
무르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우사라(2015)의

본 연구에서는 LGBT 내담자에 대한 상담 역량

연구는 기존 국내 성소수자 대상 상담에서의 상

을 확인하는 척도 개발을 위해 문헌 분석과 상담

담자 관련 연구와는 달리 전반적인 상담자 역량

전문가 평정 및 의견 수집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

에 관심을 갖고 이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을 중심으로 척도의 구인을 탐색하고, 탐색을 통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Bidell(2005)의 도구를 번역

해 선별한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를 타당화하기

및 역번역하고 그 내용을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1차로

수준에서만 척도를 구성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척도 구인 탐색을 위해 예비 설문이 실시되었고,

해당 척도의 문항들이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충분

2차로 선별된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를 타당화하

히 측정학적으로 신뢰롭고 타당한지 여부는 확인

였다. 본 연구의 설문참여자들은 상담전공학생 및

되지 않았다. 또한, 우사라(2015)는 Bidell(2005)의

상담수련생, 상담실무자로 상담전공학생이긴 하나

LGB를 위한 상담자 역량 척도만을 참고하였으므

상담경험은 없는 학생부터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

로 Bidell(2015)의 트랜스젠더와의 상담에서 요구되

로 상담하는 상담실무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1차

는 상담자 역량 척도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예비 조사에는 100명, 2차 본 조사에는 232명이

에 본 연구에서는 Bidell(2005, 2015)이 개발한 척

참여하였다. 예비 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자료들

도들을 참고할 뿐만 아니라 국내 성소수자 대상

은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으나, 본 조사의 경우,

상담

국내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들이 있어 이를 제외하고

LGBT 내담자 대상 상담의 현실을 반영할만한 문

229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예비 조사에

항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국내 상담자 대상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평균나이는 34.09세, 평균

설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

상담관련 교육기간은 60.56개월, 동성애자 및 양

되고, 측정학적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성소

성애자 내담자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

수자 상담을 위한 상담자 역량 척도를 개발하고

들의 평균 사례 수는 2.86명, 평균 회기 수는 36

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

회, 트랜스젠더 내담자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 연

정하였다.

구대상자들의 평균 사례 수는 1.38명, 평균 회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부터

연구문제 1. LGBT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에

수는 22.13회였다. 본 조사에서 활용한 설문에 응

게 요구되는 역량을 측정하는 척도의 요인구조는

답한 연구대상자들의 평균나이는 37.50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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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에 참여한 상담전공학생 및 상담수련생, 상담실무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내용

예비조사(n=100)

본 조사(n=229)

남

20(20.00%)

29(12.66%)

여

80(80.00%)

197(86.03%)

무응답

0(0.00%)

2(0.87%)

무응답

0(0.00%)

1(0.44%)

학부 과정

0(0.00%)

1(0.44%)

학부 졸업

27(27.00%)

73(31.88%)

석사 수료

9(9.00%)

7(3.06%)

석사 졸업

49(49.00%)

123(53.71%)

박사 수료

10(10.00%)

13(5.68%)

박사 졸업

4(4.00%)

9(3.93%)

무응답

1(1.00%)

3(1.31%)

동성애자 및

유

42(42.00%)

69(30.13%)

양성애자 내담자

무

57(57.00%)

158(69.00%)

상담 경험 여부

무응답

1(1.00%)

2(0.87%)

유

8(8.00%)

11(4.80%)

무

89(89.00%)

214(93.45%)

무응답

2(2.00%)

4(1.75%)

성별

최종학력

트랜스젠더 내담자
상담 경험 여부

상담관련 교육기간은 53.83개월, 동성애자 및 양

동성애 및 양성애, 트랜스젠더 내담자와 상담할

성애자 내담자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

때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상담역량을 측정하는 것

들의 평균 사례 수는 4.83명, 평균 회기 수는

으로 본 조사에서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응

51.90회, 트랜스젠더 내담자를 상담한 경험이 있

답자들은 7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는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사례 수는 3.71명, 평균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본 조사에서 본 척도

회기 수는 20.31회였다. 이 외 설문에 참여한 상

의 전체 내적일치도는 .93, 하위요인 내적일치도

담전공학생 및 상담수련생, 상담실무자의 구체적

는 하위요인 각각 .94, .92, .91로 높은 신뢰도를

인 인구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보여주었다.
다문화 상담 역량 척도

측정도구

이 척도는 다문화 상담 역량을 측정하는 도
LGBT 내담자 상담 역량 척도

구로 임은미 외(2018)가 다문화 상담역량 모형

LGBT 내담자 상담 역량 척도는 본 연구에서

(Arredondo et al., 1996)과 국내외 관련 척도 및 선

개발하고 타당성을 확인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행연구물들을 참고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 척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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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학연구

9개 요인,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연구절차

리커르트 척도(1점:전혀 아니다~5점: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9개 요인에는 상담자 문

문항수집

화에 대한 수용, 상담자 문화에 대한 지식, 상담

LGBT 내담자 상담 역량 척도 구인 및 예비조

자 문화의 영향 조절 노력, 내담자 문화에 대한

사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국외에서 기존

존중, 내담자 문화에 대한 지식, 다문화적 지식

에 개발된 관련 척도들과 관련 학회에서 제시한

활용, 다문화적 기법 수용, 개입기법의 차별적 요

LGBT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 역량 가이드 등에서

소에 대한 지식, 다문화적 상담개입 기술이 포함

제시한 내용들을 개관하였다. 특히, Bidell(2005,

되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다문화 상

2015)의

담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은미 외(2018)의 연

Competency Scale)에 포함된 문항들과 Bidell(2017)의

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

LGBT-DOCSS(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94, 하위요인들은 .75~.91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Development of Clinical Skills Scale)에 포함된 문항

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일치도는

들을 주로 척도에 포함시켰다. 이 문항들은 이중

.95, 하위요인 내적일치도는 하위요인 각각 .82,

언어사용자가 번역 및 역번역을 하였으며, 이들

.75, .88, .87, .83, .89, .79, .79, .85로 나타나 높은

문항의 내용적합성, 표현적합성, 문화타당도를 확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인하기 위해 LGBT 내담자 상담에 대한 상담전문

SOCCS(Sexual

Orientation

Counselor

가 5명에게 5점 척도로 각 문항들을 평정해 주도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

록 요청하였다. 평정에 참여한 상담전문가들은 상

이 척도는 상담자의 상담 관련 활동에 대한 효

담 관련 학회에서 성소수자 관련 연구회 활동을

능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Lent와 그의 동료들(2003)

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상담 관

이 개발한 것을 국내에서 이수현, 서영석, 김동민

련 학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LGBT 내담자

(2007)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것이다. Lent와 그의

와의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였다. 전

동료들(2003)이 개발한 척도는 3개 하위요인, 총

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문항 기술 방식을 수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수현, 서영석,

정하거나(예. 용어 통일, 모호하거나 혼란을 야기

김동민(2007)이 국내에서 타당화하면서 1문항을

할만한 내용의 구체화 및 명확화 등) 문화적으로

삭제하고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하위요인들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예. 미국심리학회의 지침과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회기관리 자기효능감, 상담

관련된 문항, 노인 관련 문항, 알코올과 약물 관

난제 자기효능감이 포함되며, 응답자들은 10점 리

련 문항 등)은 삭제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에게 기

커르트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0점:전혀 확신하지

존 문항 외에 한국적 상황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않는다~9점:매우 확신한다). 이수현 외(2007)의 연

문항에 대한 의견을 받아 척도에 반영하였다(예.

구에서는 전체 척도 및 하위 요인별 문항 간 내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관련 문항). 이러한 과정을

적일치도 지수는 .79~.9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통해 106문항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에서의 전체 내적일치도는 .97, 하위요인 내적일
치도는 하위요인 각각 .94, .96, .96로 높은 신뢰도

예비조사

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이전 단계에서 추출한 예비조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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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개를 토대로 하여 1차 예비조사 설문지를 구

Sue와 동료들(1982)이 제시한 다문화 상담 역량

성하였다. 교육 및 훈련 정도나 상담 경험 정도에

모형을 주로 참고하였으므로 이들이 제시한 지식,

따라 LGBT 내담자 상담 역량 수준이 달라질 것

기술, 태도의 3개 요인을 고려하고, 해석의 용이

이므로 편파적인 표집이 되지 않기 위해 교육 및

성을 고려하여 요인을 3개로 결정하였다. 다음으

훈련 중인 상담전공학생 및 상담수련생과 현장에

로 요인을 3개로 지정하여 프로맥스로 요인을 회

서 실제 LGBT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실무자들

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

을 포함하여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문

이 .5보다 작은 문항일 경우, 두 요인이상에서 요

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100명

인부하량이 .5이상이면서 요인부하량 값이 유사한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정도(둘 간이 차이가 .1이하)로 나타난 문항일 경

분석에는 SPSS 23.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

우, 해당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전문가 평정 결

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

과 내용타당도와 문화타당도 점수 평균이 3.5점

결과,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편파가

미만인 문항들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39개 문항

심한 문항들(왜도>2.0; 첨도>4.0)이 17개 문항이

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포함한 설문지로 본 조사

있어 이를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신뢰도분석을 실

를 수행하였다.

시한 결과, 89개 문항들 중 9개 문항이 수정된 항
목 전체와 상관계수가 부적으로 나타나거나 .3미

본 조사

만으로 나타나거나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려 이를

본 조사에서는 예비분석을 통해 선정된 LGBT

삭제하였다. 또한, 문항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내담자 상담 역량척도 39개 문항과 공인타당도

서 문항들 중 교육 의향에 대한 문항들은 상담역

확인을 위해 선정된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 상담

량이라기보다 교육 선호도에 가깝다고 판단되어

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6개 문항(예. 나는 레즈

상담전공학생 및 상담수련생, 상담실무자 232명을

비언, 게이, 혹은 바이섹슈얼 내담자와 관련된 이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슈에 초점을 맞춘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을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229개 응답을 분석에 사용

삭제하여 총 74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하였다.

74개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시에는 선행 연구(Hampton, 2005; 이정

분석방법

화 외, 2011에서 재인용)에 근거하여 주축분해법

최종 선정된 구인과 문항을 바탕으로 신뢰도를

(Principal Axis Factoring)을 적용하였으며, 사각회전

확인하기 위해 문항내적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였

법인 프로맥스로 요인구조를 회전하였다. 프로맥

으며,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스를 실시하기 전에 요인 개수를 검토하기 위해

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고유값과 스크리도표를 확인하였다. 고유값이 1이

Mplus를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Mplus 프로

상이면서 스크리도표 상에서 고유값이 급감하는

그램은 각 문항이 리커르트 척도와 같은 범주형

구간을 확인한 결과, 요인 개수를 3~4개까지 지

변수일 경우 이를 고려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이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개별 문항

척도 개발 시 Bidell(2005)의 척도의 요인구조와

들이 리커르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므로 분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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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명시하여 분석하였다.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

에 적합한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전문가 평정, 예

해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간

비조사 실시,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결성을 고려하는 지수인 RMSEA, TLI, CFI를 중심

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39개의 문항이 선

2

으로 사용하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는 χ 계수와

정되었다. 선정된 39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의

RMSEA를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TLI와 CFI를 기

결과를 살펴보면, 3요인은 전체 변량의 46.79%를

준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Mplus는 문항이 범주형

설명하고 있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점수는

일 경우, SRMR을 보고하지 않고 대신 WRMR을

.90~.94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3로

제시한다(Yu, 2002; Wang & Wang, 2012에서 재인

높게 나타났다.

용). 절대적 지수인 RMSEA는 .05이하일 때 좋은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은 LGBT에 대한 편

적합도 수준으로 .05-.08 사이일 때 양호한 수준,

견과 낙인과 관련된 개인의 자기 인식에 대한 문

.10 이상은 나쁜 수준으로 평가한다(Browne &

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태도 인식’라 명명하였다.

Cudeck, 1993). RMSEA가 08-.10일 때는 보통 수준

요인 1에 포함되는 문항들은 모두 LGBT에 대한

으로 평가한다(MacCallum, Browne, & Sugawara,

편견과 낙인에 대한 내용들이므로 역채점을 하여

1996).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모형 적합도가

점수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해당 요인의 점수가

양호하다고 평가한다(Bentler, 1995). Hu와 Bentler

높아질수록 LGBT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적다고

(1999)는 TLI와 CFI의 절단점을 .95로 제안했으나

해석할 수 있다. 요인 1에 포함된 각 문항들의 요

사례수가 250이하인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과

인부하량은 .54이상이었으며, 신뢰도 또한 .94로

대하게 모형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높게 나타났다. 요인 2는 LGBT 내담자와 상담 시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29명의 자료를 통해

필요한 기술 습득이나 기술에 대한 유능감과 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과대하게 모형을 적합하

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담 기술’이라 명

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Hu와 Bentler(1999)의

명하였다. 요인 2에 포함되는 문항들 중 ‘~~을

기준보다는 Bentler(1995)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못하다.’로 기술되는 4개

WRMR은 1.0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평가한다

문항은 기술 습득이 미흡한 것을 의미하므로 역

(Yu, 2002; Wang & Wang, 2012에서 재인용). 또한

채점을 하여 점수를 계산했다. 따라서 해당 요인

공인타당도 확인을 위해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

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LGBT 내담자와의 상담 시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

기술 습득이나 기술에 대한 유능감 수준이 높다

하였다. 상관분석을 위해서는 SPSS 24.0을 사용하

고 해석할 수 있다. 요인 2에 포함된 문항들의 요

였다.

인부하량은 .55이상이었으며, 신뢰도는 .90으로 나
타났다. 요인 3은 LGBT의 심리사회적 이슈와 관
련된 지식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식’

결 과

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에 포함되는 문항들은
모두 LGBT의 심리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절한 지

예비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식들에 해당하므로 해당 요인의 점수가 높아질수
록 LGBT의 심리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지식 수준

LGBT 내담자 상담 역량 척도의 하위요인과 그

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인 3에 포함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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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요인부하량은 .51이상이었으며, 신뢰도 또한

였으나(p<.01) 태도 인식과 상담 기술 간 상관

.90으로 높게 나타났다. 추출된 문항들과 요인부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위 요인

하량을 살펴본 결과, 각 문항들이 포함된 하위척

및 전체 척도 간 상관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

도에 대한 요인부하량 값은 .51이상으로 나타났으

하였다.

며,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90이상으로 나타나 각
요인들에 대한 포함된 문항들이 측정학적으로 신

표 3. 하위 요인 간 단순 상관 계수(예비 조사)

뢰롭고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LGBT 내담자

(n=100)

상담 역량 예비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

1

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3개의 하위 요인과 전체 척도 총점의 상
관을 확인한 결과, 상관 값이 .27에서 .79까지
나타나 하위 요인 간 혹은 하위 요인과 전체 척
도 간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상관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2

3

1. 태도 인식

1

2. 상담 기술

.27

1

3. 지식

.39**

.39**

1

4. 전체

.67**

.72**

.79**

4

1

** p<.01

표 2. LGBT 내담자 상담역량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100)
요인부하량

문항

요인부하량

문항

1

2

3

reC9

.87

.01

-.02

reA65

.85

.09

reA79

.79

reA66

요인부하량

문항

1

2

3

1

2

3

reA70

.54

-.02

.11

A48

.16

-.03

.68

-.16

C19

.08

.81

-.02

A53

-.13

-.02

.68

.12

-.11

A3

-.00

.77

-.07

A49

.01

.04

.62

.77

.20

-.22

A5

.10

.73

.02

A36

.27

.02

.60

reA77

.77

-.06

.09

reA12

.03

.70

-.09

A55

.07

-.13

.60

reA83

.77

.04

.01

reA11

.08

.68

-.13

A46

.05

.08

.57

reC6

.76

-.02

.10

A8

-.11

.67

-.01

A52

.07

.08

.56

reA69

.75

.22

-.06

C20

.12

.67

.02

A44

-.03

.05

.51

reA64

.72

-.12

.03

A22

-.05

.61

.15

A47

.30

-.01

.51

reA68

.68

.05

.03

reA30

.03

.56

-.07

평균

5.87

2.68

4.81

reA75

.67

.01

.05

A20

-.16

.56

.25

분산

2.13

2.83

1.98

reC11

.65

.08

.02

reA29

-.06

.55

.06

고유값

18.01

11.86

4.75

reA81

.64

-.08

.09

A54

-.08

-.06

.78

설명량

24.34

16.03

6.42

reA67

.60

-.05

-.05

A40

.03

-.06

.72

누적설명량

24.34

40.37

46.79

reA63

.56

-.08

.03

A39

-.02

.01

.72

신뢰도

.94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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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하위 요인 간 단순 상관 계수(본 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n=229)

신뢰도 분석, 내용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등의

1

2

3

4

과정을 통해 추출된 LGBT 내담자 상담 역량 척

1. 태도 인식

1

도 39문항 3요인 모형에 대한 구인 타당도를 확

2. 상담 기술

.14*

1

3. 지식

.29**

.32**

1

4. 전체

.77**

.64**

.68**

인하기 위해 상담전공학생 및 상담수련생, 상담실
무자 229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 1927.17(df=776), TLI= .93, CFI= .93, RMSE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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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08, WRMR= 1.646로 나타났다. χ 의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05) 모형을 통해 구

공인타당도

현된 공분산 행렬과 원자료의 공분산 행렬 사이
LGBT 내담자 상담 역량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2

χ 검증은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표본 크기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사용한

에 민감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는 것

22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공인타당도 확인을

이 일반적이다(성태제, 2014). 각 적합도 지수별로

위해서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 상담자 활동 자기

평가 기준을 적용해 보면, RMSEA는 .08-.10으로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타났고, TLI와 CFI는 .90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LGBT 내담자 상담 역

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보통 수준으로 적합하다고

량 전체와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 상담자 활동 자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WRMR은 1.0을 초과하여

기효능감 척도의 각각의 하위척도와 전체 척도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r=.23~.51, p<

표 4는 모델 적합도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01)을 나타냈다. LGBT 내담자 상담 역량 척도의

또한 3개의 하위 요인과 전체 척도 총점의 상

하위척도와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 상담자 활동

관을 확인한 결과, 상관 값이 .14에서 .77까지 나

자기효능감 척도의 각 하위척도 간 상관을 살펴

타나 하위 요인 간 혹은 하위 요인과 전체 척도

보면, LGBT 내담자 상담 역량 중 태도 인식 하위

간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두

척도의 경우, 다문화 상담 역량에서 상담자 문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p<.01). 하위 요인

에 대한 수용(r=.23, p<.01), 상담자 문화에 대한

및 전체 척도 간 상관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

지식(r=.18, p<.01), 내담자 문화에 대한 존중

하였다.

(r=.21, p<.01), 내담자 문화에 대한 지식(r=.13,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델 적합도 지수 (n=229)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값

1927.17*

776

.93

.93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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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다문화적 기법 수용(r=.16, p<.05)과는 통

계를 보였다. LGBT 내담자 상담 역량 중 지식은

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상담자

다문화 상담 역량 하위척도들 모두와 통계적으로

문화의 영향 조절 노력, 다문화적 지식 활용, 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고(r=.23~.51, p<.01), 상

입기법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지식, 다문화적 상

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하위척도들과도 통계적으

담 개입 기술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r=.27~.30, p<.01).

지 않았다. 또한, 상담자 활동 자기 효능감 전체

관련 척도들 간 상관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

와 각 하위요인인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회기관리

였다.

자기 효능감, 상담난제 자기 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LGBT 내

논 의

담자 상담 역량 중 상담 기술은 다문화 상담 역
량 하위 척도들 중 다문화적 기법 수용과의 관계
본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다른 다문화 상

연구에서는

한국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담 역량 하위척도들(r=.14~54, p<.05, p<.01)과 상

LGBT 내담자 상담역량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하위척도들(r=.35~.48, p<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과 관련 척도

.01)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

를 검토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고 국내 LGBT 내

표 6. LGBT 내담자 상담 역량하위척도와 관련 척도들 간 상관계수
변인

태도 인식

상담 기술

지식

전체

상담자 문화에 대한 수용

.23**

.36**

.39**

.44**

상담자 문화에 대한 지식

.18**

.40**

.51**

.47**

-.01

.54**

.34**

.36**

내담자 문화에 대한 존중

.21**

.14*

.23**

.28**

다문화

내담자 문화에 대한 지식

.13*

.33**

.51**

.41**

상담 역량

다문화적 지식 활용

-.04

.44**

.41**

.33**

다문화적 기법 수용

.16*

.07

.29**

.23**

개입기법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지식

.11

.47**

.45**

.43**

다문화적 상담개입 기술

.08

.51**

.40**

.41**

전체

.13*

.53**

.53**

.51**

조력기술

-.01

.35**

.27**

.25**

상담자 활동

회기관리

.01

.37**

.28**

.27**

자기 효능감

상담난제

.11

.48**

.30**

.39**

전체

.05

.45**

.31**

.35**

상담자 문화의 영향 조절 노력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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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와의 상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검토

affirmative counseling self-efficacy inventory)를 개발한

를 받아 100명의 상담전공학생 및 상담수련생, 상

Dillon(2002)도 지식, 옹호기술, 인식, 관계, 평가의

담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탐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 척도들은 상담자 역

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229

량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와 비교하여

명의 상담전공학생 및 상담수련생, 상담실무자들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적

그럼에도 임은미 등(2018)이 개발한 척도의 요인

요인분석과 관련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구인

명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척도와 동일하게 지식,

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

기술, 태도로 9개 요인을 범주화할 수 있으며,

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Dillon(2002)의 척도 역시 상담과정적 측면과 관련

첫째, 한국 상담자의 LGBT 내담자 상담 역량은

된 관계적 요인과 내담자 평가와 관련된 부분으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은 ‘태도 인식’

로 보다 세분화되어 제시되었으나 지식, 기술, 태

으로 LGBT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과 관련된 상담

도의 요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

자 개인의 자기인식을 측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3요인과 맥을 함께 하고

었다. 요인 2는 ‘상담 기술’로 LGBT 내담자와 상

있다. 또한, 최근 인재 양성을 위해 적용되고 있

담 시 필요한 기술 습득이나 기술에 대한 유능감

는 역량기반교육과정에서도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핵심역량이란, 중요하

식’으로 LGBT 내담자의 심리사회적 이슈와 관련

면서도 필수적인 최소 역량을 의미한다(임찬빈

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

외, 201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구에서 제시한 LGBT 내담자 상담역량 척도의 3

개발한 척도가 LGBT 내담자 상담의 필수적으로

요인 모형은 Sue와 동료들(1982)이 제시한 개념적

요구되는 최소한의 역량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

모델, 즉 다문화 상담 역량을 자신의 태도, 가치

담자의 LGBT 내담자 상담 핵심역량을 측정할 수

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인식, 특정 소수 민족 집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과 작업하는 기술, 소수 민족 내담자에 대한 지

또한, 한국 상담자의 LGBT 내담자 상담 역량

식으로 구분한 것과 Bidell(2005, 2015)이 개발한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 상관관계는 태도 인식, 상

척도의 요인구조와 유사하다. 이들 연구에서도 다

담 기술, 지식들 간 모두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문화 상담 혹은 LGBT 내담자 상담 역량은 지식,

하위요인의 신뢰도 수준이 .90~.94, 전체 신뢰도

기술, 태도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

수준이 .93로 높게 나타나 본 척도의 하위요인인

다. 반면,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다문화 상담역량

태도 인식, 상담 기술, 지식이 상호 관련이 있으

척도를 개발한 임은미 외(2018)는 다문화 상담 역

며,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량이 상담자 문화에 대한 수용, 내담자 문화에 대

다만, 예비조사에서 상담 역량 하위요인 중 상담

한 존중, 다문화적 지식 활용 등의 9가지 요인으

자의 태도 인식 역량과 상담 기술 사이의 상관은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다 LGBT 내

정적이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담자 특이적인 상담 이론인 적극적 옹호 상담 이

다. 이는 태도 인식 역량과 상담 기술은 서로 관

론(affirmative counseling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계가 없는 개별 역량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

LGB 적극적 옹호 상담 자기효능감 척도(LGB

만 본 조사에서 실시한 상관분석에서는 태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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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역량과 상담 기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척도가 기존에 개발되고 타당화 된 유사 척도들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Bidell(2017)의 LGBT-

과 관계가 있어 척도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임상 기술 척도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태도와 상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위요인 중 태도 인식 역량

담의 실제적 기법에 해당하는 임상적 준비도가

은 기존 척도들 중 다문화상담역량 척도의 지식

정적 상관인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요인 및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과도 통계적으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예비조사에서는 하위요인

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간 상관관계 분석 시 100명의 자료를 사용한 반

LGBT에 대한 옹호적 입장을 가진 상담자라고 하

면, 본 조사에서는 229명의 자료를 사용했고,

더라도 실제 상담 시 내담자에게 구체적으로 개

Bidell(2017)의 연구에서는 600개가 넘는 자료를 사

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

용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력에서의 차이로 인

다거나 다문화 상담 지식이나 일반 상담에서 상

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본

담자가 느끼는 효능감은 LGBT에 대한 태도 및

조사나 Bidell(2017)의 연구에서는 태도 인식 역량

인식과는 별개임을 암시할 수 있다. 또한, LGBT

과 상담 기술 역량 사이의 상관 관계가 통계적으

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이 일반 상담 효능감이나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더라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상담 지식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한국적 상

상관계수값이 .14로 나타났고, Bidell(2017)의 연구

황 특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에서는 태도 인식과 임상적 준비도가 .20으로 나

일반 상담 훈련을 통해 다문화 상담 지식이나 상

타나 둘 간의 상관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담 효능감 측면에서 수준이 높아진 상담자라고

있다. 또한, 태도 인식과 지식 역량 간의 상관 역

하더라도 LGBT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수준은 교

시 Bidell(2017)의 연구에서는 .17, 본 연구에서는

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

.29로 그보다 높긴 하지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대적으로 적어 LGBT에 대한 전문적인 태도 및

다. 이는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공감이나 옹호

인식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개인적 배경이나 가

적 입장을 가진 상담자라고 하더라도 성소수자에

치관에 따라 다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국내

대한 지식이나 상담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다문화상담연구 현황에서도 국적이라는 특수한

및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실제 상담 시 어떤 식

문화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주를 이루고 있었으

으로 성소수자 내담자를 만나고, 상담을 진행하고

며, 그 외에 성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이끌어가야 하는 지에 대해 알기 어려울 수 있음

연구는 미흡했다(김춘희, 손은령, 2014). 이는 국내

을 의미한다. 이는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구체적

다문화상담이 국적과 관련된 문화적 요소를 고려

인 기술이나 임상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

하는데 치중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성소수

며, 상담자 교육 및 수퍼비전 과정에서의 충분한

자 내담자들은 상담 시 보편적인 상담 기법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공인타

소수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Burckell &

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와

Goldfried, 2006) 개방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담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척도와의 상

자를 선호한다(박수영, 공춘옥, 정윤경, 2018)는 점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을 고려할 때, 상담자들을 위한 LGBT에 대한 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 및 인식과 관련된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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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따라서 보편적인 상담 기법 혹은 다문화

나 고유값 급감 영역, 해석의 용이성 등 요인 수

적 상담에 대한 교육과는 별개로 상담자의 LGBT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다양하게 고려하

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나 3개 요인의 전체 변량

훈련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60%가 넘지 못했다는 것은 3요인 구조가 전

본 연구의 학문적 및 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

체 변량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 첫째, 한국의 상담전공학생 및 상담수련생들

Bidell(2005)의 연구에서도 3요인이 전체 변량의

과 상담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LGBT 내담자

40%만을 설명하고 있었다. 게다가 3요인에 대한

상담역량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는 과정을 통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RMSEA, TLI, CFI의 경우

해 상담자들의 LGBT 상담에 대한 역량과 준비

적합한 수준을 보였으나 WRMR의 경우 적합하다

정도에 대해 수량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근

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LGBT 상담역량 척도 개

3요인이 전체 변량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

발을 위해 기존 문헌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LGBT

척도의 하위 요인들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는

내담자 상담 역량 척도의 전체 변량을 보다 충분

것을 통해 LGBT 상담역량을 개념화하고 각 하위

히 설명하면서도 해석이 용이한 보다 정교한 요

차원별로 이해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인 구조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개념화한 LGBT 상

다 유용한 척도 활용을 위해서 설문응답자의 교

담역량을 상담자 교육과정과 수퍼비전에서 활용

육기간이나 상담경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하여 상담자들의 LGBT 상담역량을 증진하고 성

등에 따라 척도의 요인 구조가 달라지는지 여부

소수자 내담자들에게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하는

등을 위계적 확인적 요인분석 등의 방법으로 확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

인하여 척도를 통해 상담수련생 및 상담실무자들

해 개발된 척도를 통해 상담 및 교육, 사회복지

의 역량을 확인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 다양한 인접 전문 분야에서 성소수자 내담자

와 관련된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후 연구

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전문직들에 대한 역

에서는 설문응답자들의 지정성별뿐만 아니라 성

량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 문항을 포

것이다.

함시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연구에서 타당화한 척도는 전통적인 개념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한국

LGBT에 대한 지식, 태도만을 측정할 뿐, 최신의

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요인을 포함시키지 못

LGBTAIQ+상담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에서 그동안 활동

성적-애정적 지향(sexual/affectional orientation)과 젠

해 온 성소수자 상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상

더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반영하지는 못하

담역량과 관련한 새로운 문항들을 제안받았으나

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의 맥락

제안된 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외되어 결

에 기반한 성소수자 상담역량에 대한 연구가 필

국에는 척도에 포함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에

요하며, 이를 반영한 문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시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

최신의 성소수자 상담의 연구결과와 용어를 보완

나 전체 변량이 60%를 넘지 못했다. 스크리도표

한 척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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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담역량 중 실제적 역량인 상담 개입에 대하

성태제 (2014). SPSS/AMOS를 활용한 알기쉬운

여 학회 차원의 방향설정과 더불어 개입의 방안

통계분석: 기술통계에서 구조방정식모형까지(2

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례에 기반한 연구가 진

판). 서울: 학지사.

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성소수자뿐

우사라 (2015).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

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주변화된 내담자 집단

도와 동성애자 상담에 대한 유능감에 따른 상

(traditionally marginalized clients population)의 복합소

담자의 반응 및 임상적 판단. 석사학위논문,

수자정체성 (intersectionality)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이화여자대학교.

이들에 대한 옹호적 상담모형(affirmative counseling

이수현, 서영석, 김동민 (2007). 상담자 활동 자기

model)을 개발하고 확립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효능감 척도 국내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있는데 한국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55-673.

옹호적 상담모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정화, 이상민, 박성륜, 이지희 (2011). 상담자 진

마지막으로 한국의 소수자 상담의 경우 다문화상

로 결정 동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

담을 필두로 인종, 민족, 및 문화적 소수자에 대

구, 12(6), 2145-2161.

한 상담적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주

임은미, 강혜정, 김성현, 구자경 (2018). 한국 상담

의 상담, 장애인 재활 및 상담, 노인 상담 등 젠

자의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더, 장애, 나이 및 세대에 기반한 소수자에 대한

상담학연구, 19(1), 421-442.

상담 영역이 발달 중에 있으나, 성소수자 및 다른

임찬빈, 이영아, 이혜원, 주형미, 권영재, 윤영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와 논의가

이 윤 (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필요하고 나아가 성소수자 상담은 독립 영역의

초․중학교 영어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CRC

하나로서 발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2013-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lesbian, ga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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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LGBT Counseling Competency Scale. First, LGBT
counseling competency scales and counseling guideline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were reviewed. 106 items
of the pre-scale were developed based on the provided feedback and suggestions from the counselors who have
their expertise in LGBT counseling. By using the pre-scale, 100 participants including professional counselors,
students majoring in counseling and counselors in training were surveyed. The authors conducted a descriptive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s the result of the analyses, three factors and 39
question items were derived. 229 responses of participants including students majoring in counseling, counselors in
training, and professional counselors were used for the main survey. Construct validity was identified by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of collected data and concurrent validity was identified by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eveloped scale and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y and counselor activity self efficacy. As a result,
developed scale was confirmed as validated scale. The developed scale in this study will be used for researches
related to counseling competency for LGBT clients. Also,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ncrease
counselor counseling competency for LGBT clients.
Key words : LGBT client, counseling competency, sca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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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최종문항
요인

번호

내용

reC9

나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의 생활방식은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

reA65

나의 내담자가 이성애적 생활방식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reA79

나의 내담자가 전통적인 성별 정체성의 표현 방식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reA66

나는 나의 내담자들이 전통적인 성적 가치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A77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해 공개적으로밝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reA83

나는 트랜스젠더가 미성년자 앞에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reC6

나는 동성애 관계는 이성애 관계만큼 견고하거나 헌신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reA69

나는 모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내담자들이 미성년자 앞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
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커플에게 이성애자와 동등한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한 제도(동

태도

reA64

인식
reA68

나는 개인적으로 동성애가 정신장애나 죄악이며 상담이나 영적인 도움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A75

트랜스젠더의 생활방식은 비정상적이다.

reC11

나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내담자를 상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불편하다.

reA81

reA67

트랜스젠더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지지하는 상담자와 상담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으리라 본다.
나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내담자들이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지지하는 이성애자 상담
자와 상담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으리라 본다.

reA63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내담자들은 자신의 성적지향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reA70

동성애에 관한 한 나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라는 진술에 동의한다.

C19
A3

상담

거파트너에 대한 혜택이나 결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로
인해 평범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A5

기술
reA12

reA11

나는 심리치료 상황에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내담자를 평가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자문, 수퍼비전이나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내담자를 상담하
기 위해 충분한 상담기술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현재 나의 전문성 발달 단계에서 나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내담자들을 상담할 자격이
있고, 유능하고 숙련되었다고 느낀다.
나는 내담자가 레즈비언, 게이, 혹은 바이섹슈얼인 경우, 동료 자문 혹은 동료 수퍼비전을 해줄
수 있는 기법이나 훈련경험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못하다.
나는 내담자가 레즈비언, 게이, 혹은 바이섹슈얼인 경우, 사례개념화 및 상담계획을 세울 수 있
는 기술이나 훈련경험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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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C20
A22

reA30

A20

reA29

A54

A40

A39
A48
A53

지식

A49
A36
A55

A46
A52
A44

A47

나는 상담이나 심리학, 정신건강 분야에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내담자와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맞춘 직무 연수, 학술대회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참여한 적이 있다.
나는 치료적인 환경에서 트랜스젠더 내담자를 평가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현재 나의 전문성 발달 단계에서 나는 트랜스젠더 내담자들을 상담할 자격이 있고, 유능하고
숙련되었다고 느낀다.
나는 내담자가 트랜스젠더인 경우, 동료 자문 혹은 동료 수퍼비전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나 훈
련경험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못하다.
나는 자문, 수퍼비전이나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트랜스젠더 내담자를 상담하기 위해 충분한
상담기술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나는 내담자가 트랜스젠더인 경우, 사례개념화 및 상담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이나 훈련경험
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못하다.
나는 트랜스젠더 내담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벽이 있을 수 있음을 인
지하고 있다.
나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내담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벽이 있
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심리적/사회적 사안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지
하고 있다.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바이섹슈얼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인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과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영향을 주는 심리적/의학적 사안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상담자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치료적 관계와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
하고 있다.
성별 표현과 성별 정체성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나는 많은 경우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상담자의 가치관이 트랜스젠더 내담자에게 영향을 준다
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바이섹슈얼인 노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과 배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성별 정체성에 대한 편견들이 정신 건강 직종에 만연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바이섹슈얼들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전형적인 방식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성애중심주의는 사회 문화적 기반에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해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바이섹
슈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조장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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