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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상담사 기본서의 구성 |

신용상담사 기본서는 전문적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갖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 

으로 편성하였고 향후 대학생이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학점인정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양 및 전공과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과목별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제1과목은 신용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신용상담이 왜 필요 

하며, 신용상담이란 무엇인지, 투자상담이나 재무상담 등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상담과정 전반에 필요한 전략과 기법들

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상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제2과목은 고객의 신용상태를 진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용과

    부채에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기술하였으며, 고객신용문제 예방 및 재발방지 

상담에 필요한 재무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제3과목은 신용문제의 상담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여신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법률관계를 채권․채무의 발생, 담보, 관리 및 이행의 4부분으로 구분 

하여, 채권․채무의 발생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보전대책과 그에 따른 채무자의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제4과목은 신용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채무자구제제도는 물론 다중채무자들

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제도 등 신

용문제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로 구성하였다.

□ 본서의 부록은 풍부한 신용상담 사례를 통해 상담의 전략과 기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지식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머리말 |

신용상담은 돈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주 목적이다. 따라서 

신용상담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과 신용문제를 갖고 있는 고객의 특성 등 직

접적으로 신용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1과목은 신용상담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필

요한 상담관련 이론과 신용상담 대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총 3 Part 즉, 신용상담의 의의와 필요성, 신용상담 방법론, 그리고 신용상담과 윤리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각 Part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Part 01은 신용상담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으로 3개의 Chapter로 구성되

어 있다. Chapter 1에서는 신용사회라고 일컫는 현대사회에서 신용문제는 어떠한 유형이 있

는지 살펴보았으며, Chapter 2는 신용상담의 개념과 신용상담이 일반 재무설계, 재무상담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함으로써 신용상담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Chapter 3에서는 신

용상담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되, 신용 주체별 즉, 금융소비자, 정부, 금융회사의 입장에

서 신용상담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자의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즈음, 무분별한 파

산 남용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신용상담의 필요성을 짚어 보았다.

Part 02는 신용상담 방법론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5개의 Chapter로 구성되어 있다. 

Chapter 1에서는 신용상담의 대상이 되는 고객의 특성을 살펴보되, 고객행동이 어떠

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고객행동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

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고객행동 유형을 돈에 대한 태도, 성격유형에 따라 살펴보았

다. Chapter 2에서는 신용상담의 대상이 되는 고객 중 특히 다중채무자를 이해하기 위

한 내용으로 다중채무자의 심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Chapter 3에

서는 신용상담의 기초이론으로 상담의 기본원리, 고객과의 상담관계형성방법, 상담진

행방법, 상담종결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Chapter 4에서는 구체적인 

신용상담기법으로 상담의 일반적 기법, 의사소통기법을 비롯하여 상담에서의 치료적 

요인은 어떤 부분이 있으며, 상담현장에서 상담사가 알아두어야 할 점, 그리고 대면상

담 이외의 매체별 상담(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문서상담)의 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Chapter 5에서는 신용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고객의 개인 및 집단

상담기법, 그리고 고객의 심리상태, 의사표현, 행동스타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담기법, 비합리적 소비성향에 따른 상담기법을 제시하였다. 

Part 03은 신용상담을 함에 있어서 상담사가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

였으며, 아울러 신용사회에서 신용상담사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내용을 해외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2018년 4월

지은이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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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대사회의 신용문제

Part 01 | 신용상담의 의의와 필요성

현대사회를 일컬어 신용사회라고 한다. 신용사회란 무형의 가치인 신용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또한 거래에 있어 투명성 및 신뢰가 뒷받침되고 신

용시스템과 관련된 기술과 제반여건이 성숙된 사회라 할 수 있다. 신용사회에서는 신용에 

따라 구매조건이 달라지고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이나 신용카드 발급기준도 달라진다. 즉, 신

용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출이자, 할부수수료 등을 적용받는 등, 신용이 곧 재산이 

되는 사회이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09.22.)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2016년 6월

말 현재 9,404만 매로 2015년 6월말 저점(9,229)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6년 상반기 신용ž체크카드 이용액은 358.7조원으로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카드사의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 기준)은 2016

년 6월말 현재 카드대출 2.18%, 신용판매 0.67%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을 정점으로 하

락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아직도 카드 이용 연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문제를 역사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말 IMF외환위

기 이후 기업들의 도산으로 금융회사들이 많은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다. 금융회사들은 기업금융에 비해 자금운용의 리스크

가 적고 안정적인 가계금융 위주로 영업정책을 전환하면서 가계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하

였다. 정부 또한 외환위기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한도 폐

지, 소득공제 범위 확대, 신용카드 영업방식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신용카드 사용 장려책을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에는 소홀하였으며, 2001년 들어 정부정책이 갑작스러운 가계대

출 축소정책으로 선회하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되었다. 

한편, IMF외환위기는 가계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증

가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신용이용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대되었다. 특히 신용

카드 사용의 확산,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의 보급, 저금리 기조 등으로 신용이용이 편리해지

자 가계는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족한 소득부분을 신용을 통해 쉽게 충당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가계신용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Chapter 01 | 현대사회의 신용문제

9

두되고 있으며 가계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되어 있다가 어느 한순

간에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손실 또한 가계의 단순한 재무부담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러, 종국에는 가계생활 자체를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특

징이 있다. 그렇다면 신용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신용문제의 내용상 분류

1-1. 신용이용 제한의 문제

신용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거래가 신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신

용이용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금융취약계층은 신용도가 낮아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발급

에 제한을 받게 된다. 

1-2. 신용이용계약상의 문제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자, 수수료 등 각종 비용

을 지불하면서도 신용이용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 이유 중 하

나는 금융회사의 신용거래약관은 용어가 어렵고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

지 못하며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3. 신용비용의 문제

신용이용은 그 대가로 이자, 취급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신용이용에 따르는 

비용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시점으로 차입하게 되는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채무상환위험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므로 시간과 위험에 따라 이자율이나 취급수수료 등

이 차등 적용된다. 즉, 상환가능성이 높고 단기간의 차용이라면 낮은 비용으로 신용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연체하게 되면 일반 약정금리보다 더 높은 연체금리를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이나 이자율은 대부분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게 되며 돌려막기 등을 통한 과도한 

신용비용은 급격한 채무증가를 유발하여 채무불이행에 이르는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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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도한 부채부담 문제

신용은 공여하는 측에서는 신용이지만 이용하는 측에서는 부채, 즉, 채무가 된다. 신용은 

미래의 발생소득을 현재로 차용하는 것으로써 가계자금의 흐름을 조정하여 가계를 합리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이용하였을 경우 상환 부

담으로 인해 미래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1-5. 연체와 채무불이행 문제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체를 하게 되면 기

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연체이자가 가중된다. 할부금의 경우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

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할부금 잔액)를 일시에 갚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계는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못해 채무를 일시에 전액 상환하기는 어렵다. 이는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

게 된다. 또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되면 채권회수를 위한 금융회사의 법적 절차가 진행된

다. 이때 각종 부대비용과 강압적인 채권회수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조회상 

연체정보 등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추가대출이 차단되어 결국 한계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1-6. 신용정보 관리의 문제

금융회사들은 금융거래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위해 여러 신용 관련 정보를 수집

하게 된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속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담보나 보증

인 없이 신용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이나 잘못된 신용정보 관리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1-7. 신용카드와 관련된 문제

신용카드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신용카드 사용상의 문제와 채무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신용카드 사용상의 문제는 발급시점에서의 부정발급 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분쟁, 신

용카드로 할부거래 시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청약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해서는 제2과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음)과 관련된 분쟁, 미사용대금의 청구 또는 부당한 수수료(연체료 

포함)의 청구로 인한 분쟁,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한도 축소 등에서 비롯되는 분쟁 등이 있

겠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신용카드의 과다 사용과 그에 따른 과다 부채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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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문제의 단계별 분류

신용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황덕순⋅민난홍(2001)은 신용거래 전, 신용거래 중, 신

용거래 후의 각 단계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신용거래 전의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거래를 하기 전 어떤 상품과 조건으로 거래를 할지 탐색과정을 거

치게 된다. 금융상품의 탐색과정은 주로 금융회사에서 제공되는 팸플릿이나 안내문 또는 금

융회사 직원의 안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팸플릿이나 안내문은 대체적으로 일반

인들에게는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단지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광고수단으로 실질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한 금융회사

에서만 수십여 가지에 이르는 금융상품 간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2. 신용거래 중의 문제

신용거래 중의 문제는 크게 거래내용과 거래형식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거래 내용상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상품의 경우 실체가 있는 상품이 아니라 거래조건을 통

해 구매하게 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금융상품은 거래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해야 

하지만 거래 당사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며, 피해가 발생

하더라도 피해의 존재 여부와 원인을 바로 파악할 수 없고 그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한번 판매된 금융상품은 장기간에 걸쳐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상품구입 당

시 약간의 차이에도 손익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실 신용거래조건은 금리와 기간 등 복잡한 수리적 계산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스스로 유리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신용거래 형식상의 문제는 가계에 대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기인한다. 거래당시의 

금리나 기간 등 거래조건은 물론이고 거래조건 변동 시에도 금융회사는 일방적으로 거래조

건을 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금리변동은 실세금리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데, 이는 

시장금리는 공개시장에서 단기적인 자금수급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은행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개별 소비자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보다 경직

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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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용거래 후 문제

신용거래 후의 문제는 보다 다양하고 영향력이 넓게 나타나며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적으

로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대출금 미상환 시 발생하는 문제는 과도한 연체이자, 채권추

심으로 인한 피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거래 제약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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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_ 현대사회의 신용문제요 /점 /정 /리

1. 신용문제의 내용상 분류 

∙ 현대사회의 신용문제는 내용상 신용이용 제한의 문제, 신용이용 계약상의 문제, 신

용비용의 문제, 과도한 부채부담 문제, 연체와 채무불이행 문제, 신용정보 관리의 

문제,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신용문제의 단계별 분류 

∙ 신용문제는 신용거래 단계에 따라 신용거래 전의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부

족으로 발생하는 문제, 신용거래 중에는 거래형식과 거래내용에 기인하는 문제, 

신용거래 후의 문제로 대출금 미상환 시 연체이자,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거래 제약 문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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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상담의 개념

상담이란 고객과 상담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상담사가 고객의 문제해결 혹은 문

제발생 예방을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용상담이란 고객의 신

용문제 해결 혹은 예방을 위해 신용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신용문제의 해결을 위

한 협의과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상담은 소비자가 신용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을 소지한 상담사가 개별적인 면접을 통해 개인 혹은 가

계로 하여금 신용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신용관리를 위해 소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조언을 해주어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상담은 일반적인 회담이나 면담과 다르다. 또한 신용문제 해결에 필

요한 정보제공이 상담의 주를 이루고 있으나 신용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신용문제 예방차원의 상담도 포함한다.

신용문제는 때로 심리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기도 하고, 신용문제로 인하여 심리적인 문

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용상담사는 신용문제와 관련된 심리적인 요소까지 충분

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신용관리에 관한 풍부한 전문지

식을 갖고 있는 상담사라 하더라도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은 어떤 

것이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상담기술 역시 두루 갖추고 있어

야 한다.

신용상담은 일반 신용이용자뿐만 아니라 신용문제로 위기에 처한 고객이 문제를 극복하

고 신용관리를 체계화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사회의 기반인 가계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소비나 소비성 부채의 증가현

상이 하위계층에게까지 전도(trickle-down)되어 발생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문제의 

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제적⋅구조적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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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상담의 특징

보다 전문적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신용상담의 제공을 위해서는 재무설계, 재무상

담, 신용관리교육 등과 신용상담이 어떻게 다른지 뚜렷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정혜 외(2001)와 손상희(2004)의 연구를 통해 신용상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2-1. 신용상담과 재무설계

최근 많은 금융회사에서 고객들의 재무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재무설계 서비스를 도입

하고 있으며 전문가 양성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무설계 서비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자의 입장에서 소수의 고액예금자

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상담에 국한되고 있다. 

재무설계가 고소득, 고학력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재무관리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이라면 신용상담은 신용 또는 부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가계의 문제해결을 돕는 데 의

의가 있으며 신용상담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과 가계를 돕거나 효율적인 신용관리를 돕

는 목적을 가지므로 복지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설계는 재무목표로부터 시작하지만 신용상담은 문제의 평가로부터 시작

하며, 서비스의 평가기준, 서비스 제공내용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재무설계 서비스를 필요

로 하는 고객은 순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재무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

과 투자자원의 효과적 이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신용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은 대체적으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적자가계의 재무적 혼란과 파탄을 극복할 수 있

는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무설계의 내용은 투자자산을 재조정한 포트폴리

오를 개발하는 것인 반면, 신용상담은 고객의 재무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당면한 신용문제

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므로 채무상환, 잘못된 소비습관, 부적합한 의사소통능력, 역

할 갈등, 기타 행동문제와 관련된 태도변화를 효과적으로 가져 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2. 신용상담과 재무상담

재무상담은 신용문제를 포함한 재무문제 전반에 걸친 상담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무상담

은 재무설계와도 역시 구분되는데 재무상담은 재무설계에 비해 주로 재무문제 해결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재무상담과 재무설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기독교 

재무교육 및 상담기구로 미국 전역으로 알려져 있는 크라운재무선교단체(Crown Financial 

Ministries)는 “우리는 재무설계에 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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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와주립대학 재무상담 클리닉은 재무상담과 재무설계를 같이 제공하고 있지만 상담수수료

에 차등을 두고 있다. 

신용상담이 재무상담의 하위내용이기는 하나 신용상담의 경우 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재

무 관련 내용을 다루며, 재무상담의 경우 신용문제뿐만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재무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이라는 점에서 신용상담과의 차이가 

있다. 재무상담 내용들을 살펴보면 직업의 선택을 통한 소득획득에서부터 자동차와 주택을 

포함한 구매, 지출관리, 신용관리와 부채의 감소, 세금, 재무적 안정을 위한 보험, 저축과 투

자, 노후설계 등 생애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돈관리를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신용상담은 

특히 과다채무, 다중채무, 채무불이행 등 신용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신용문

제 유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 관련 내용을 다루게 된다.

신용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용이용 후의 과중채무, 다중채무에 관한 것

이다. 채무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채무를 유발하는 지출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용문

제 재발확률이 높다. 따라서 신용상담에서는 신용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재무적인 내용의 상담까지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3. 신용상담과 신용관리교육

신용상담은 신용관리교육과 구분될 수 있으며, 신용교육은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

어진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역량을 고객에게 제공함으

로써 고객 스스로 신용문제를 예방하고 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신용상담과 차이가 있다. 

2-4. 신용상담의 형태

일반적으로 신용상담을 심각한 신용위기를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치료’의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신용상담은 문제가 생기기 전 예방적 차원에서도 유용한 상담이 

될 수 있다. 신용상담에는 치료적 상담, 예방적 상담, 생산적 상담의 세 가지 기본 형태가 

있다. 

각 상담의 형태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고객의 긴급한 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적인 신용상담을 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래를 위한 예방적 상담으로 

이어갈 수도 있으며, 고객의 신용상태가 안정이 되면 고객이 장기목표와 그 목표실행을 위

한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생산적인 신용상담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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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치료적인 신용상담

치료적인 신용상담은 주로 고객이 신용문제를 겪고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이 형태의 

신용상담은 고객 스스로 자신의 신용상태가 어떠한지 이해하고 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치료적인 신용상담은 고객에 대한 배려, 

이해, 계획, 그리고 사후관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보통 치료적 신용상담은 고객들이 자

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낄 때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 다음 사례를 통해 치료적인 신용상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결혼 3년 차 부부가 과다한 돈 씀씀이로 인한 갈등 때문에 신용상담을 요청하였다. 부부 

모두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위의 사례에서 상담사는 두 가지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한 가지는 부부사이에 있는 갈등 

그 자체다. 상담사는 부부의 갈등에 대해 직접 다룰 수도 있고,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소개

해 줄 수도 있으며, 갈등을 무시하거나 갈등에 대한 처리를 미루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문제는 이 부부가 자신의 소득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신

용상담사의 전문영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신용상담사는, 

첫째, 문제의 모든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여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문제의 개별요소를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부부가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한다. 

넷째, 부부가 함께 신용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고안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부부가 함께 그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여섯째,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여해야 한다. 즉, 상담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의 역할을  

하되, 주된 책임과 의무는 부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일곱째, 부부가 과거에 겪었던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개발해  

야 한다. 

위에 제시된 모델은 신용상담사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일은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지

만 자신의 전문영역 밖의 일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고객에게 다른 전문

가를 소개시켜 준다는 가정 하에 제시된 것이다. 이 모델은 고객과 신용상담사의 역할을 뚜

렷하게 구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객의 역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

이고, 신용상담사의 역할은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체계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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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생산적인 신용상담

생산적인 신용상담은 신용상태가 안정되어 있지만 좀 더 신용등급을 높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생산적인 신용상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자동차 정비소 직원으로 10년 넘게 일한 고객은 언젠가 자신의 정비소를 차리는 것이 삶

의 목표이다. 열심히 일만 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정비소를 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좀 더 큰 정비소를 차리기 위해서는 은행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고객은 신용에 특

별한 문제는 없지만 좀 더 신용도를 높여 미래에 정비소를 차릴 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길 원하고 있다. 

모든 신용상담이 그러하듯 우선 고객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친밀

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신용상담사는 고객의 목표를 함께 달성

할 수 있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생산적인 신용상담의 핵심적인 절차는, 

첫째, 고객과 신뢰를 형성한다. 

둘째, 고객의 장⋅단기 목표를 정확히 결정한다. 

셋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넷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운다. 

다섯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여섯째,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실행한다. 

일곱째, 고객의 성과를 모니터링 한다. 이 때 고객이 보다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이나 계획의 수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4-3. 예방적인 신용상담 

예방적인 신용상담은 치료적, 생산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고객 스스로 신용문제

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적용될 수 있다. 

두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있다. 자녀가 커 갈수록 대출금액은 커지고 신용카드 

한도까지 결제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들은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자녀 대학교

육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자 신용상담사를 찾았다. 

신용상담사의 임무는 이 부부가 생각하는 ‘현재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고 그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신용상담사는 두 자녀가 대학 진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현재 생활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신

용카드사용을 줄이고 대출금을 상환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용상담사는 부부가 가진 재원과 부부의 심리적 부담,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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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 만약 두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도 그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면 심리적 부담은 적을 것이다. 반면, 대학교육자금을 마련하

기 위해 현재 생활수준에 급격한 변화를 주어야만 한다면 그들은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가

지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방적인 신용상담을 위해서는, 

첫째, 고객과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고객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고객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수반되는 장애물을 알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고객들이 목표를 가장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을 시스템을 만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 고객들이 상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전에 직접 취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고객들이 자신들의 생활, 태도, 행동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치료적, 생산적, 예방적 신용상담 모두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고객들이 욕구를 

분명히 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행동계획을 고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동일하다. 각 

전략의 차이점은 상담의 목표와 고객들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다르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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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_ 신용상담의 의의요 /점 /정 /리

1. 신용상담의 개념 

∙ 신용상담이란 신용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 

과정으로, 소비자가 신용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조언을 해주어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신용상담의 특징

∙ 신용상담은 재무설계, 재무상담, 신용교육 등과 구별된다.

∙ 신용상담은 문제의 평가로부터 시작하며, 재무적 혼란과 파탄을 극복할 수 있는 

가계자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신용상담에서 재무관리는 신용문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루어지고 있다. 

∙ 신용상담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부채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이나 가계인 경우가 많다. 

3. 신용상담의 형태 

∙ 신용상담은 치료적인 신용상담, 생산적인 신용상담, 예방적인 신용상담으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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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분별 있는 구매자로서 정보를 습득하지만 학습한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고 습관적

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때때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끊임없는 자극에 

의해 더욱 다양한 욕구가 창출되며 점점 더 증가하는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금융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과거와 달리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완전하지 못한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신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

히 채무불이행 등 심각한 신용문제를 겪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신속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

하면 자살, 범죄 등 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신용상담은 필수적이다.

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올바른 신용이용 등에 

대한 상담으로 신용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신용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신용상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신용이용자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신용제공자와 정부 측면에서도 신용상담이 필

요한데 구체적으로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용이용 주체별 필요성

1-1. 신용이용자 측의 필요성

신용이용자가 경험하는 신용문제는 금융산업의 도입단계에서부터 존재하였으나 그 발생

범위는 개인적인 수준으로 심각하게 인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수없이 쏟아져 나

오는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사용⋅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경제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였을 때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신용제공자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신용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도와줄 사람이나 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사회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등 사적인 신용상담 접근이 어려운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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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공적 신용상담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 등록자는 

금융위기 뒤인 2010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0년 25만7647명이었던 신규등

록자수는 2012년 36만7808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연체한 저

소득층과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층의 등록이 두드러지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한

겨레, 2013.10.16.). 

또한 2016년 7월 기준, 한 국회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발표

한 금융채무불이행자수(3개월 이상 연체)는 98만2579명이었다. 이 중 39.3%에 해당하는 38

만5,785명이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자이었으며, 이 중 4만명은 대출금이 50만원 이하라고 

하였다(일간투데이, 2016.10.04.). 이러한 자료 역시 저소득층 혹은 청년층의 채무불이행 문

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1> 금융채무불이행자 신규 등록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1-2. 신용제공자 측의 필요성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환경의 변화 속에서 신용제공자인 금융회사 역

시 생존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고객을 중심

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객만족 경영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이 

고객만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통로로써 기능할 수 있는 새로

운 역할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금융회사 스스로 고객들의 신용문제를 적극적으

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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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 측의 필요성

신용문제가 양적⋅질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신용사회 구축과 신용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신용문제 해결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신용문제는 이용자와 제

공자 사이에 있어 정보불균형, 부담전가, 시장지배력의 비대등성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신용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해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과중채무자를 위해 1962년 파산법 제정과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제정

하여 법적절차에 의한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06년에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

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2002년 7월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 방안’

발표 이후 2004년 3월 ‘신용회복지원제도 종합대책’, 그리고 2005년 3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2008년 3월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 2009년 3월 

‘금융소외자지원 종합대책’, 2013년 100세 시대 대비를 위한 저소득층 및 서민의 1:1 맞춤

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미래설계센터 운영 등, 꾸준히 정책적인 방안들을 마련

하고 있다.

2. 무분별한 파산남용 방지를 위한 필요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금융채무불이행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68명, 2013년 10만5885명, 2014년 11만707명, 

2015년 10만 96명으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만 명을 넘어섰다가 2015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개인파산의 경우 역시 2011년 6만9755명, 2012년 6만1546명, 

2013년 5만6983명, 2014년 5만5467명, 2015년 53,864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법원 통계월보). 

이와 같이 비록 2014년 이후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

는 사람은 늘고 있어 파산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파산제도는 사회복지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지만, 신용사회로의 이행 지연, 부실

채권 증가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화 등 적지 않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역기능도 있다. 따

라서 전문적이고 충분한 신용상담을 통해 여러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결정하거나 파산 외에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파산절차의 남용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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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파산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때에도 채무자들은 

시간과 정보습득의 한계로 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스스로 찾아 이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인은 공⋅사적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채무 등에 대한 신용상

담을 실시하여 각 제도의 신청에 따른 향후 금융거래 및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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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_ 신용상담의 필요성요 /점 /정 /리

1. 신용이용 주체별 필요성

∙ 신용이용자는 신용문제를 예방하고, 신용문제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한 도움을 받

기 위해 신용상담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신용상담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 금융회사는 고객만족의 한 방편으로 신용상담을 제공하기도 한다.

∙ 신용사회의 구축과 신용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측면에서의 공적 신용상담 역

시 필요로 한다.

2. 무분별한 파산남용 방지를 위한 필요성

∙ 개인은 무분별한 파산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채무자구제제도에 대한 안내

를 받기 위해서 신용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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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객특성 파악하기

Part 02 | 신용상담 방법론

신용상담은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다. 사람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에게 통했던 전략이 다른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

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여러 가지 특성을 잘 파악해서 고객

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어떤 평가요인을 기준으로 고객을 판

단해야 하는지, 고객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주관적인 행동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

해 살펴 볼 것이다.

<그림 2-1> 고객행동모델

선택 후 행동

선택

대안의 평가

정보탐색

기억

문제인식

지각

주의

노출

고객행동 결정과정 고객행동 영향요인

환경적 영향요인
• 문화
• 사회계층
• 준거집단

개인적 영향요인
• 욕구
• 관여도
• 태도
• 개성
• 라이프스타일

출처 : Blackwell, R. D., Miniard, P. W., & Engel, J. F.(2001), Consumer Behavior(9th), 

Harcourt College Publishers, P. 8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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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행동 결정과정

1-1. 의사결정과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전, 시간, 에너지 등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의 요구(needs 

& wants)는 무한할 뿐만 아니라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소비생활

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가진 욕망충족의 극대화이며, 이를 위해 최선

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체방안을 비교⋅검토한 후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하며,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한다.

인간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고 무한하지만 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자

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며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적절하

게 사용할 것인가를 위해 선택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희소성은 선택의 문제를 야기하며 선택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즉, 일정하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만족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어떤 한 가지 욕구충족에 자

원을 배분하게 되면 다른 욕구충족은 포기(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함)해야 한다. 개인은 이러

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며, 이러한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은 문

제인식, 정보탐색, 대안의 평가, 선택, 선택 후 행동의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별 세부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1-1. 문제인식

문제인식은 의사결정과정의 첫 단계로 문제인식이란 개인의 욕구 충족의 필요성을 인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상태와 희망하는 상태 사이에 어느 정도 크기의 불일치가 존재하

는가에 달려 있다. 충분한 불일치가 일어나야만 문제로 인식하게 되며 만약 이 불일치가 식

역(識閾, threshold level)1) 이하라면 문제인식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또한 문제인식이 의사

결정과정을 거쳐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문제인식의 크기와 중요성이 행동을 위해 투

입되는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사회적 제약 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만 한다. 

1-1-2. 정보탐색

일단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의 행동을 방해하는 제약요인이 없다면 다음 의사결

정단계인 정보탐색으로 옮겨가게 된다. 정보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무적⋅심리적 불확실

성이나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1) 감각이나 반응을 일으키는 경계에 있는 자극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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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탐색은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이 동기부여 되

어 활성화되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정신적⋅육체적 활동이 수반된다. 정보탐색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 신념, 태도가 불충분

하다고 생각할 때 시작되며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으로 이루어진다.

경험 혹은 광고 등으로 나도 모르게 기억 속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활동을 

내적 탐색이라 하며, 내적 탐색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리점을 방

문하거나, 인터넷 혹은 전문잡지를 찾아보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

려고 하는데 이를 외적 탐색이라고 한다.

1-1-3. 대안의 평가

대안평가란 소비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탐색된 대안들을 비교⋅평가하여 특정 대

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즉,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기준이나 속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대안을 비교⋅분석하는 단계이다. 정보탐색과정에서는 대안에 무엇이 있

는지가 결정되지만, 대안평가과정에서는 정보탐색단계에서 획득된 대안들을 자신의 신념이

나 가치관, 경제상황 등에 기초하여 (기회비용이 가장 적은 측면에서) 어떤 대안이 가장 좋

을지 각 대안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안평가과정은 정보탐색과 별개의 독립된 과정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보탐색

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보처리를 해 본 경험이 많을수록 대안 평가시

간은 짧아지며, 결혼한 지 30년 된 주부가 신혼기 주부보다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많이 구

매해 본 경험이 많아 물품구매 대안을 쉽게 비교 결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사

안의 중요성이 높고 결과의 위험이 클수록 평가시간은 길어지며 보다 신중하게 평가하게 

되며, 단순하게 칫솔이나 과일을 구매하는 경우보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하여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칙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처럼 각 대안을 평가하거나 각 대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특정 대안을 선택하

는 절차와 방식을 의사결정원칙이라고 한다. 

의사결정원칙에는 비보상적 원칙과 보상적 원칙이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원칙들을 모두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각 상황에 따라 이들 원칙의 일부만을 이용하는 경우

도 있다. 비보상적 원칙이란 한 평가기준(속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른 평가기준(속성)

의 부정적 평가를 보상할 수 없는 평가방법으로 비교적 간편한 방법이다. 비보상적 원칙에

는 사전편찬식 원칙, 순차제거원칙, 결합적 원칙, 가중제거원칙, 비결합적 원칙이 있으며 보

상적 원칙에는 피시바인 다속성태도모델과 피시바인의 행위의도모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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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편찬식 원칙은 가장 중요한 한 개의 평가기준(속성)에 대해 여러 대안을 비교하는 것

으로 비교적 단순한 비보상적 원칙이다. 가장 중요시 하는 평가기준(속성)에서 두 개 이상

의 대안이 같은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 그 다음으로 중요시 하는 평

가기준(속성)을 적용해서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평가속성이 ‘이자율’이라면 이자율이 가장 저렴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자율이 

같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시 하는 ‘방문편의성’이라는 속성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순차제거원칙은 부문별 탈락식이라고도 하며 평가기준으로 선정한 모든 속성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용수준(표 2-1에서는 3점)을 설정해 놓고 중요한 속성부터 각 대안을 비교⋅평

가하여 최소한의 수용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안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마지막 남

은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평가방법이다.

순차제거원칙은 사전편찬식 원칙처럼 가장 중요한 기준부터 순서대로 대안을 비교⋅평가

하지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대안을 선택하는 사전편찬식과는 달리, 최소 수용수준의 충

족 여부를 기준으로 대안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표 2-1>에서 최소 수용수준이 3이라고 한다면 편안함에서는 제거되는 대안이 없으나 가

격에서는 최소 수용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D가 제거되고, 디자인에서는 C가 제거되며 색

상에서는 E가 제거된다. 마지막으로 내구성에서 A가 제거되므로 마지막 남은 B가 선택된다.

가중제거원칙은 순차제거원칙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가중점수를 결합하여 제거해 나가는 

평가방법이다. 가중제거원칙에서 대안이 선택되는 단계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

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대안을 제거한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에서 가장 높

은 점수를 받은 대안의 두 번째 중요한 평가기준 점수에 2점(평가척도 5점 기준 시)을 추가

한 다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대안을 제거한다. 두 번째 중요한 평가기준에서 가장 높은 

대안의 세 번째 중요한 평가기준에 2점을 추가한 다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대안을 제거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제거하여 마지막 남은 하나의 대안을 선택한다. 

<표 2-1>에서 보면 가중제거원칙에 의해 편안함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E가 제거된다. 다

음으로 가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D가 제거되고 디자인에서는 C가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가중점수에 의해 B와 동점이 되어 제거되지 않는다. 색상에서는 C가 제거되고 내구성에서

는 A가 제거된다. 마지막으로 B가 선택된다. 

결합적 원칙은 각 속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각 대안(제품)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모든 속성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용수준(표 2-1에서는 모두 3점)을 각각 설정해 놓고 어느 

하나의 평가기준이라도 이 수용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대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

게 된다. 즉, 평가기준으로 선정된 모든 속성은 최소 수용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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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에서 A는 내구성, C는 디자인과 색상, D는 가격, E는 색상에서 최소 수용수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A, C, D, E가 제거되고 모든 속성에서 최소 수용수준을 충족한 B

가 선택된다.

비결합적 원칙은 결합적 원칙과 마찬가지로 각 평가기준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용수준을 

설정해 놓지만 결합적 원칙과는 달리 최소 수용수준을 충족시키는 속성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대안은 모두 선택된다. 다만 이 원칙을 사용하면 복수의 대안이 선택되므로 최종 선택을 

위해서는 다른 원칙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표 2-1>에서 최소 수용수준이 만약 2라고 하면 

C를 제외하고 A, B, D, E 모두가 선택된다. 따라서 A, B, D, E 대안 중에서 최종안을 선택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방법이 필요하다.

<표 2-1> 의사결정원칙의 예

대안
(제품)

평가기준(속성)
사전편찬식

순차
제거원칙

가중
제거원칙편안함 가 격 디자인 색 상 내구성

A 5 4(+2) 4 3(+2) 2 2차 제거 4차 제거 4차 제거

B 5 3(+2) 3 4 3(+2) 2차 제거 선택 선택

C 5 5(+2) 1(+2) 1 3 선택 2차 제거 3차 제거

D 5 2(+2) 4 5 5 2차 제거 1차 제거 2차 제거

E 3 5 3 2 4 1차 제거 3차 제거 1차 제거

- 평가척도는 5점(아주 나쁘다 1점 ~ 아주 좋다 5점)이며 평가기준의 중요도는 편안함이 가장 높으며, 내구성이 

가장 낮은 순서이다. 

- 속성의 최소 수용수준은 3으로 한다.

출처 : 채정숙 외(2006). 소비자의사결정 로드맵. 신정.

보상적 원칙은 앞서 살펴본 사전편찬식 원칙이나 순차제거원칙, 결합적 원칙, 가중제거원

칙, 비결합적 원칙 등의 비보상적 원칙과는 다르게 평가기준으로 선정된 모든 속성을 동시

에 고려하여 특정 평가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다른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

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평가방법이다. 

피시바인은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대상의 속성(i)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강도와 속

성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다속성태도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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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 
  



 biei

A0 : 대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bi : 대안의 속성 ⅰ와 관련된 소비자 신념의 강도(신념이란 속성 i를 주관적  

        으로 평가한 수준을 의미함)

ei : 속성 ⅰ에 대한 소비자의 중요도 평가(가중치의 역할을 함)

n :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의 수

어떤 대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속성에 

대한 신념(개인의 주관적 평가)을 파악하고 속성의 중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각 속성의 신

념강도 점수와 각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중요성 평가점수를 곱해서 합하면 각 대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피시바인의 태도모델로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기준으로 선택된 속성에 대하여 각 대안별로 신념강도 bi와 속성의 중요성 ei를 

평가한다. 각 대안에 대하여 속성에 대한 신념강도 점수와 속성 중요도 평가점수를 곱하여 

속성에 대한 태도점수를 산정한다. 대안별로 각 속성에 대한 태도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가

장 높은 점수를 얻은 대안을 선택한다.

<표 2-1>의 의사결정과정에 피시바인의 다속성태도모델을 적용시켜보면 D(405점)에 대

해 가장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C(340점)에 대해 가장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 피시바인의 다속성태도모델의 예

평가기준
(속성)

속성중요성
평가
(ei)

속성에 대한 신념강도(bi) 속성에 대한 태도점수(biei)

A B C D E A B C D E

편안함 30 5 5 5 5 3 150 150 150 150 90

가격 25 4 3 5 2 5 100 75 125 50 125

디자인 20 4 3 1 4 3 80 60 20 80 60

색상 15 3 4 1 5 2 45 60 15 75 30

내구성 10 2 3 3 5 4 20 30 30 50 40

합계 100 395 375 340 405 345

- 속성중요성(ei) 평가는 제품의 속성에 대한 가중치, 즉 속성들 중 상대적 중요성을 의미하며, 100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채정숙 외(2006). 소비자의사결정 로드맵. 신정.

대안들을 평가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보상적 원칙이나 비보상적 원칙과 같은 공

식적인 방법 이외에도 휴리스틱(heuristic)이라고 불리는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문제를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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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는 방법도 있다. 휴리스틱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 혹은 방법으

로 비본질적 단서를 근거로 대안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 소비

자는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휴리스틱은 대안의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경험, 직관, 

육감, 추측 등을 통해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휴리스

틱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문제를 단순화시켜 비교적 간단한 기준으로 어림 계산하여 만

족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휴리스틱은 문제에 접근해서 잘못된 판단

을 유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의사결정을 매우 간편하고 빠르

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안을 선택할 때 어떤 한 가지 전략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두 가지 이상의 전

략을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혼합전략(mixed strategies)을 사용한다. 먼저 대안과 속성의 수가 

많아지면 정보처리에 부담이 생기므로 처음에는 비교적 간단한 비보상적 전략을 통해 대안

을 걸러낸 다음 2~3개의 대안이 남게 되면 보상적 전략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1-4. 선택 및 실행

대안평가과정에서 최종안이 선택되었다면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상품 

중 어느 금융회사의 어떤 조건의 대출상품을 최종안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실제 구매하

는 단계이다. 다만 대안을 평가하여 특정 대안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모두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요인 때문에 선택의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1-1-5. 실행 후 평가

의사결정과정은 선택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선택하기 전에 가졌던 기대와 실제로 나타나는 성과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고객의 만족⋅불만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기대불일치이론이 있다. 고객은 제품이나 서

비스를 구매하기 전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구매 후 기대수준과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과를 비교하여 그 불일치 정도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이 나타난

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기대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이나 성과, 제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된 비용과 노력, 구매결과로서 고객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효용 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소비하는 과정

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만족⋅불만족을 결정할 수도 있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소비 또는 사용하면서 불만족했을 때 표출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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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불평행동(complain behavior)이라 한다. 불평행동은 행동이 수반되는 불평행동과 행동

이 수반되지 않는 불평행동으로 구별되며, 행동수반 불평행동은 다시 사적인 행동과 공적

인 행동으로 구별될 수 있다. 사적행동에는 구매중지 보이코트, 친구 가족 등 주변인에게 

경고 등의 행동을 의미하며, 공적행동은 기업에 직접 배상을 요구한다거나, 소비자보호 관

련 정부기관 혹은 민간단체에 중재요구나 불만요소 고발, 배상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의 행동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고객들은 대체로 그들의 불만을 해당 기업에 직접 토로 하지 않고 주로 주위 

지인이나 친지에게 구전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전화, 이메일, 인

터넷 등을 통한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큰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 고객의 불평행동

불만족 발생

행동 취함

사적 행동

구매중지

보이코트

친구 가족  

지인 경고

기업에 직접 

배상요구

관련 정부, 

단체에 고발

배상을 위한 

법적조치

행동 취하지 않음

공적행동

1-2. 정보처리과정

정보란 여러 종류의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놓은 쓸모 있는 

자료를 말한다. 고객들은 다양한 자극에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노출되며 노출된 자극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출된 자극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주의 정도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극의 내용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각하고 지각된 자극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

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이런 지각과 평가는 기억 속에 저장된 기존의 지식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얻어진 자극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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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의 의사결정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나 기억 속에 저장되게 된다. 이와 같이 자극이 

지각되고 정보로 변화되고 저장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정보처리과정이라 한다. 정보처리 과

정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1. 노 출

정보처리과정의 첫 단계인 노출은 개인이 자극이나 정보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시각, 청

각, 후각, 미각, 피부감각 등 5가지 감각기관 중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이 활성화된 준비상태

를 의미한다.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을 자극이나 정보에 노

출시키는 것을 의도적 노출 혹은 목적적 노출이라 한다. 원치 않더라도 수많은 자극과 정보

에 노출되게 되는 것을 우연적 노출이라 하고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지만 불필요한 노출은 

가급적 회피하고 필요한 것에만 노출되는 것을 선택적 노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

가 보험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문가상담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찾았다면 이는 

외부자극에 의도적 노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연히 본 보험상품 TV광고로부터 정보를 얻

었다면 이는 우연적 노출이다. 그리고 TV광고 중 다른 상품은 무시하고 보험상품 광고만 

유심히 살펴보았다면 이는 선택적 노출이라고 할 수 있다.

1-2-2. 주 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TV, 인터

넷 매체, 길거리 광고, 간판, 혹은 연예인들의 옷차림 등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모든 노출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관심이 있

는 일부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를 선택적 주의라고 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모

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파워는 바로 주의에 달려있으며 주의를 끌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

은 소리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1-2-3. 지 각

지각이란 소비자가 외부자극의 요소들을 조직화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여 하나의 

전체적 형상을 갖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싸라기 눈을 보고, 어떤 사람은 떡가루 같다

고 지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얀 꽃비 같다고 지각한다. 이처럼, 소비자가 외부자극(싸

리기 눈)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지각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런 지각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자신의 경험과 외부정

보를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제품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배가 몹시 

고프거나 떡가루를 보았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싸라기 눈을 떡가루라고 지각할 

것이고, 꽃비 경험한 것을 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싸라기 눈을 꽃비라고 지각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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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외부의 여러 자극요소를 조직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극

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각적 해석이라 하며 지각적 범주화와 지각적 추론이라는 두 

가지 기본 원리가 적용된다. 지각적 범주화는 소비자가 자극에 노출되면 그 자극을 기억 속

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도식에 있는 것들과 관련지어서 자신의 방식대로 지각하게 되는 것

을 말하며, 지각적 추론은 어떤 요소들로부터 다른 요소를 추리하는 것인데 지각적 추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상심리이다. 

1-2-4. 기 억

정보처리과정 중 기억과정은 부호화→저장→인출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기억

은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감각기억은 감각기관에 등록된 모든 

자극을 저장하는데, 최대 2~3초 동안 유지된다. 감각기억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의 다양한 감각에 대한 기억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보자극이 감각기관의 수용기에 들어오는 

순간에 일어나는 정보처리과정이다. 

감각기억 중 주의를 받지 못한 감각들은 사라지지만 주목된 것은 단기기억으로 넘어간다. 

단기기억은 대략 7개의 목록을 20초 정도 유지하는 또 다른 일시적인 저장시스템이다. 비

록 단기기억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반복과 리허설을 통하여 정보가 좀 더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다. 

장기기억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여러 해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교적 영속적인 저장 시스

템이다. 단기기억에 있는 정보가 나름대로 재구성되면서 시연과 반복을 통하여 장기기억으

로 넘어간다. 장기기억에 있는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기억의 용량은 다른 기억과는 달리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하다. 

1-3. 정보처리와 의사소통

상담사로서 성공은 의사소통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매일 의사소통을 한다. 생각과 단

어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지 결정하고, 생각과 단어들은 어디서 나오

는지, 똑같은 경험을 하는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분

석해 보아야 한다. 그 과정을 분석해보면 보통 사람들은 경험이나 습관을 토대로 많은 일들

을 무의식중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으며, 이러

한 논의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처리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의사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기법은 본서의 후반부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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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의사소통 과정과 정보처리에 대한 몇 가지 원칙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3-1. 의사소통은 가치의 영향을 받는다 

의사소통 목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에 있어 가치가 어떤가

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소통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다음 예를 통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과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구별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치과진료의 두려움 때문에 진료실에 들어갈 때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어

린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치과의사들은 아이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두

려워 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수건을 아이들의 입주위에 두르고 아이들을 의자에 묶

어둔다고 하자. 그렇게 하면 어린 아이들은 다음 번 진료 때는 훨씬 더 협조적이 된다고 한

다. 협조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의 입을 수건으로 채우고 손을 의자에 묶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치과의사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이다. 왜냐하

면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위의 예에서 치과의사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치과진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저 기존에 있던 공포위에 새로운 공포를 학습하게 하는 것뿐이다. 효

율성과 절약의 가치를 근본적인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는 목표를 최대한 

빨리, 힘을 덜 들이고 달성하는 방법이며, 고객과 상담사에게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 하지

만 이는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인본적이고 성장지향적인 대우가 필요하다. 즉, 상대방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면서 상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때 비로소 효율적인 의사소

통이라고 할 수 있다. 

1-3-2.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개인적인 표상(representation)을 만들어 나간다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그들의 인생경험을 축적해 나간다. 인생경험들은 유기적인 조직으

로 짜여서 세상에 대해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개인적 표상이 된다. 이렇게 잘 짜여진 표상

들을 지각, 습관, 기록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인생경험의 조직은 잘 짜여진 태피스트리

(tapestry)2)와 비슷하다. 새로운 경험들은 새로운 실가닥이 되고, 작은 구성요소가 모여 전체

를 이루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표상을 ‘지도’라고 부르기로 하자.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고

유한 지도를 그린다. 동일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

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탁자’라는 단어에 

대해 비슷한 지도를 그린다. 완전히 동일한 표상을 떠올리진 않지만 대부분 ‘네 개의 다리

가 있고 평평한 덮개가 있는’이라는 기본적인 형태를 떠올린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2) 다양한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로 주로 벽걸이나 가리개, 실내장식품 등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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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단어는 보다 다른 표상을 떠올리게 한다. ‘재미’라는 단어는 사람마다 다른 표

상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몇몇은 하루에 5km, 10km를 뛰는 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몇몇은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이 재미있고 달리기나 조깅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

각할 수도 있다. 

지도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지도는 사람들이 어

떻게 행동하는지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결정한다. 사람들

의 표상지도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의 오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두 가지의 오류 중 한 가지는 사람들은 그들의 

표상지도가 현실과 같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종종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이 지금 현재의 실

제 경험인지 그들의 표상지도가 그들에게 지각하도록 하는 것인지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

지 못한다. 또 하나의 오류는 그들에게 참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참이어야 한다고 여기곤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각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쉽게 착각해 버린다. 

이 두 가지 오류는 의사소통 실패의 원인이 된다. 성공적인 상담관계의 시작은 고객의 지

도와 상담사의 지도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상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은 고객의 지도를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상담사의 지도와 다른지, 또 

비슷한지 아는 것이다. 고객의 지도는 고객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개인적이고 재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들의 

지도를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상담사는 고객의 표상지도를 의사소통의 목적에 맞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상담

에는 중요한 이슈, 목표, 우려가 있기 마련이다. 고객이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는지 알기 위

해서는 그들이 이슈, 목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그리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

다. 이혼전문변호사는 고객이 결별, 이혼, 양육권 등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아

야 하며, 신용상담사는 고객의 수입원, 현재의 예산, 자신의 채무, 신용카드 등에 대해 어떤 

표상지도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1-3-3. 사람들은 정보처리를 위해 특정한 감각체계를 선호한다

사람들은 인생경험의 축적을 통해 표상지도를 만든다.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

부감각의 오감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얻게 된다. 동일한 기억도 이 오감들 중 서로 다른 것

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빵집의 냄새가 집과 유년기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하면 특정한 맛, 소리, 시각이미지 같은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한 가지 감각으

로 기억체계를 활성화시키면,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이와 같은 감각의 표상지

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들과 그 경험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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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보통 정보를 습득하고 표출하는데 특정 종류의 감각체계를 선호하기도 한다. 이

러한 선호를 학습스타일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와 듣기의 청각학습을 통해 정

보를 습득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거나, 그림을 통한 시각학습을 선

호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은 활동적인 참여를 통한 운동감각학습을 선호할 수도 있다. 이 

유형의 학습자는 주로 시행착오나 육체적 활동을 학습수단으로 삼는다. 

청각학습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급여가압류 해지절차를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

할 수 있지만, 시각학습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급여가압류 해지절차를 도식화하여 보여주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에 따라 청각학습, 시각학습, 운동감각학습 세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사는 세가지 학습스타일 모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고객이 어떤 형태의 학습스타일을 선호하는지 안다면 상담전략과 전술을 고객에 맞

게 조정할 수 있다. 고객의 학습스타일 선호체계에 맞춤으로써 의사소통을 보다 효율적으

로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상담사의 생각을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다. 

1-3-4. 한 감각체계에서 정보에 변화를 주면 다른 감각체계에서도 그에 대한 정보가 변하

게 된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학습스타일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경험은 모든 감

각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의 감각이 활성화되면 다른 감각들도 활성화된다. 

우리 문화권의 대부분 성인들이 선호하는 감각체계는 청각, 시각, 운동감각이다. 미각과 

후각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미각과 후각은 거의 사용하지 않

는다. 시각과 청각을 통한 학습은 간단한 반면, 운동감각은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감정이나 근육들과 관련된 내부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행동들과 관련되

어 있는 외부적인 것이다. 

청각

|

시각 ― 자아 ― 운동감각적, 외부

|

운동감각적, 내부

운동감각적인 것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보면, 위의 그림과 같은 상호작용 체계를 얻을 

수 있다. 

· 레몬의 형상을 떠올려 보자. 

· 그리고 레몬을 네 조각으로 나누는 것을 상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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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레몬을 한 입으로 무는 것을 상상해보자.

만약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상상하였다면 입에 침이 고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

고 침샘이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시각)를 떠올리

는 과정은 또 다른 처리방법(운동감각적, 내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실은 많은 분야

에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어함으로써 그들의 감정, 기분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 조용하고 차분한 공간을 상상하면 몸도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몸이 

안정되면 또 다시 조용하고 차분한 공간을 떠올리게 되고 몸은 보다 더 안정될 수 있다. 이

러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만약 고객의 생각을 바꾸길 원하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의도적으로 반대의 태도

를 취함으로써 고객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 고객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허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과소비문제로 어

려움을 겪을 때 고객에게 1주일동안 현금만 사용하도록 제안한 적이 있다. 우선 1주일동안 

현금 10만원을 사용하게 했다. 고객은 10만원으로 1주일을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

다. 하지만 5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 추가로 5만원을 더 인출하였다. 이 경험을 몇 주 동안 

반복하게 했다. 결국 고객은 신용카드가 얼마나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쓸 수 있게 만들어졌

는지 깨닫게 되었고, 반대로 현금을 사용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

다. 이와 같은 경험은 그 전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고객과의 논쟁이 실패했던 것과 달리 

성공할 수 있었다.

1-3-5.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수는 그들의 표상지도에 있는 세부정보의 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상담사가 고객에게 세부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고객의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진다. 대

부분 고객들은 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필요

로 한다. 고객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되면 고객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족스럽

고 적절한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상담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칙과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주의점이 있다. 다음 예에서 그 주의점을 

살펴볼 수 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다. 부모는 자녀에게 고를 수 있는 31가

지의 아이스크림 맛을 모두 보여주었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자녀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처음 갔으며,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는 줄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는 

그렇게 많은 선택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세부정보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이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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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녀가 아이스크림을 주문할 차례가 되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아이스크림을 고르겠냐

고 물었다. 자녀는 ‘잘 모르겠어요. 난 그냥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을래요.’라고 대답했다. 부

모는 짜증을 내면서 ‘넌 맨날 집에서도 그것을 먹잖아. 우리가 널 왜 여기에 데려왔는지 모

르겠다.’라고 불평을 했다. 

이처럼 세부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해지면 정보과부하로 오히려 고객의 선택이 더 힘

들어질 수 있다. 

1-3-6. 사람들은 일반화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많은 양의 정보와 만나게 된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

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의사결

정이나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정보들을 범주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간단한 예

를 들어보면, 불 위에 얹어 놓은 버너를 만지면 뜨겁다는 것과 버너를 만지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불 위의 버너를 매번 만져보지 않아도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즉, 버너, 뜨거움, 신체적 고통에 대해 일반화를 형성하게 된다. 

고객들과 이야기하다보면, 고객들이 하고 있는 일반화에 대해 알아챌 수 있다. 신용카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혹독한 추심을 받았던 고객은 신용카드 발급 자체를 반대한다. 그리

고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좋지 않은 경험이 있는 고객은 의료직종에 반감을 가지고 있

다. 두 경우 모두 신용카드나 의료직종에 관해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일반화

하였다. 상담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고객들이 하고 있는 일반화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러한 일반화가 고객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아는 것이다. 

상담사들 역시 특정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상담

경험이 축적될수록 고객에 대응하는 방법을 더욱 일반화하게 된다. 상당한 부분에 있어 일

반화는 상담사들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고객에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상

담사들이 자신의 일반화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행동하는 것은 상담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상담사의 일반화가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상담사의 

일반화가 틀린 것이라면 큰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일반화는 우리가 경험으로써 증거를 채택하는 가설이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

은 버너가 뜨거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증거를 통해 버너를 시험할 때 조심해야 한다

는 일반화를 학습하게 된다. 이 일반화가 모든 버너가 항상 뜨겁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

니지만 그것은 강력한 가설이 된다.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버너를 조심스럽게 올려보고 마

지막으로 버너를 만져본다. 상담사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화가 그저 강력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역시 기억해야 한다. 마치 뜨거운 버너를 시험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

들이 세운 가설들을 시험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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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사람들은 신념과 다르게 행동하기도 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

긴 하지만 각각 다른 기능이 있다.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은 좌뇌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생각과 언어에 특화되어 있다. 읽기, 쓰기, 언어, 추론, 이론정립, 수학적 능력 등은 좌뇌의 

기능이다. 이와 달리 우뇌는 주로 공간지각, 촉각, 시각화를 담당한다. 직관적, 비유적, 발명

적인 능력들, 음악과 예술능력은 우뇌의 기능이라 알려져 있다. 

가자니가(M.S. Gazzaniga)는 ‘사회적 두뇌’라는 저서에서 두뇌의 행동이나 각 기능들이 

‘연주자(interpreter)’라고 이름붙인 좌뇌의 기능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이 ‘연주자’는 

현재의 행동과 잠재의식 속의 신념을 비교함으로써 신념과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념과 행동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이 ‘연주자’는 기존의 신념을 수정하거나, 갈등을 초래

하는 행동을 바꿈으로써 갈등을 줄이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특정한 브랜드의 자동차를 살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장담해왔다고 해보자. 마침

내 그 시기가 다가왔고 자동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니 그 자동차는 고

장 투성이였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자동차에 대해 물어보면 그는 아마도 속으로는 

그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의심하면서도 “내가 가졌던 차들 중에 최고야.”라

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은 정보를 처리하면서 좌뇌의 ‘연주자’를 통해서 심리적 간격을 줄이려고 노력한

다.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방법으로 행동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

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다르며, 청소년

과 성인이 서로 다르다. 상담사로서 그러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이해하는 것, 의사소통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 

1-3-8. 사람들은 정보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정보를 종결짓기 원한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연주자’는 사람들의 행동, 신념, 가치, 욕구 등을 일관된 방법으로 조

직화하려 한다. 이는 이들 간의 심리적 간격을 줄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신념, 

가치, 혹은 욕구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이러한 불협화음을 줄이고 조화를 만들려는 동

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동기에 의해 가치나 신념이 일관성 있도록 수정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산의 안전성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면 이러한 신념 때문에 

투자상담사는 매우 보수적인 투자를 하도록 권할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기본적 욕구뿐만 아니라 재무적 독립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상담사로부터 

보수적인 투자만으로는 재무적 독립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언을 듣는다면, 새로운 

학습결과로 인해 최소한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새로운 신념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태

도는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욕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욕구, 가치 혹

은 신념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재무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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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재무적 독립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재무적 독립이 재무

적 안정성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또한 상담사가 제공해준 정보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전하고 보수적인 투자만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는 불편한 감정을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감정은 우리가 신념, 가치, 욕구와 반대되는 선택을 강요받을 때의 공포, 

긴장, 좌절감일 수 있다. 때때로 문제가 스스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아무것도 안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불편한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게 될 것이다. 무엇인가가 과거의 미해결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신념, 가치, 

욕구 혹은 감정을 활성화 시키게 되면 새로운 문제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 직장에서 사람들

의 요구가 많아 힘든 하루를 보내고 너무 바빠서 자신의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한 채 퇴근을 

했다고 가정하자. 직장에서의 불편한 감정은 해결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인이 

“세금은 납부했나요?”라는 악의 없는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성을 잃고 분노하게 될지도 모

른다. 직장에서의 미해결된 문제(감정)가 새로운 문제(감정)를 자극한 것이다. 

정보의 조화에 대한 욕구와 그와 동반되는 불협화음을 줄이려는 욕구는 의사결정과정에

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상담사는 이를 깨닫고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 만약 고객들이 불협화

음을 느끼는 상태에서 상담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압박하게 되면 고객은 저항하게 될 것이

다. 고객에게 상담사의 설득은 단지 물건 구매를 위한 권유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고

객의 불협화음은 결국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고객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고객이 스스로 

해답을 찾을 때까지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또 한 가지 원칙은 정보의 종결과 관련된 것인데,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친구와 함께 고

속도로를 달리고 있고, 라디오에서 노래를 듣고 있는데 친구가 노래 제목이 뭔지 물어본다. 

그 노래는 당신이 수백 번도 더 들어 잘 알고 있는 노래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제목만은 

기억해낼 수가 없다. 몇 분간 더 제목을 생각해 보지만 전혀 기억은 나지 않으며 다른 이야

기를 하면서 그 노래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 그날 밤, 당신은 다른 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제목이 생각나는 경험을 하는 적이 있을 텐데, 이러한 사례를 통해 결국 사람의 뇌는 미해

결 과제가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잠재의식 속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문제에 대한 분석을 

계속 한다고 한다. 이 원칙을 사용하는 유명한 텔레비전 광고가 있었다. 몇 년 전 한 맥주 

광고는 “버드와이저라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을 말한 겁니다.”라는 노래를 사용했다. 광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노래를 한 번 더 반복하지만 “버드와이저를 말하는 순간”에서 끝이 난다. 하

지만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뒤의 “모든 것을 말한 겁니다.”라고 말하게 된다. 

사람들은 시작 된 것을 끝마치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보의 종결에 대한 욕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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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정보를 종결 짓고자 할 때 그 정보를 오래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래 제

목을 찾는 예에서 만약 노래 제목을 찾고자 노력했다면 잠재의식 덕분에 제목을 찾을 가능

성이 높아진다. 비슷한 방법으로 만약 버드와이저의 노래를 들었다면 맥주를 주문할 때 버

드와이저를 기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처럼 정보의 종결짓기 원칙은 상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원칙을 적용하

기 가장 좋은 시기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을 때

이다. 상담사는 고객에게 “몇 가지 가능성은 살펴보았으니 어떤 결정을 할지 말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만나면 어떤 결정인지 말해주세요. 아마 자신이 결정한 일에 놀랄 수

도 있을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고객들은 자신이 무엇에 대해 놀라게 될지 궁금

해 하게 되는데, 상담사가 한 마지막 문장 때문에 고객들은 미해결 과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의식적이든 잠재의식 속에서든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종결짓도록 도와주게 된다.

1-3-9. 사람들은 보통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행동한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습득하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행동하게 된다.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축적해 놓은 경험들을 통해 대

응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은 가끔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하는 것일 수

도 있다. 

이 원칙은 상담에 있어 두 가지 분야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 번째, 상담사는 고객들에게 스스로 정보를 평가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새로운 추가 

정보를 습득하여 잘못된 정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상담사 스스로 끊임없이 지식을 업데이트시켜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고

의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과 상담사 모두 상담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상담사의 전문적인 조언이란 상담내용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업데

이트 되는 정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시사점에는 역시 두 가지의 추가적인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

다. 한 가지는 가끔은 그저 정보를 수정하고 조금 더 보태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무상담이나 신용상담에서는 새로운 정보제공이 

상호작용의 초점이 된다. 새로운 정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며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의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상담사가 보기에는 고객이 자멸적인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라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Part 02 | 신용상담 방법론

46

결국 고객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자살을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자살은 문제해

결을 위한 가장 나쁜 방법일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

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을 수도 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결

정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들의 정보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3-10. 의사소통은 상호적이다 

두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 한 사람이 말하는 것

은 다른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며,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하는 내용은 첫 번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의사소통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의사소통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누가 당신에게 말을 한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사소통에 영향

을 받게 된다. 

하나의 측면은 말해진 내용이 대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날씨에 대해 언급한다면 

보통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날씨와 연관된 대답을 하기 마련이다. 다음은 이 기본적인 법칙

이 지켜지지 않은 예이다. 

선생님 : 왜 숙제를 못했지?

학생: 내일은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오겠어요.

이 상호작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학생이 말한 것은 선생님이 말한 

것과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는 감정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보통 감정은 목소리 

톤, 크기, 비언어적 행동 등에 표현된다. 그러한 요소들이 일관적이라면 대체적으로 반응하

기가 쉽지만 일관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진다. 때때로 말하는 사

람의 발언 내용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에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아래 예에서 상담사

는 고객의 말보다는 비언어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고객 : (주먹을 꽉 쥐고 매우 큰 소리로) 나 화 안 났어!

상담사 : (매우 화난 표정으로) 아니야 당신 화났어.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듣는 사람의 반응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유발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의사소통의 상호적인 성질은 부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을 낳는 악순환

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물론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선순환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는 무의

식적으로 상호작용의 질서를 예측하게 되고 상대방의 반응이 그러한 기대치와 맞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거나 비언어적 신호들에 반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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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사람들은 저장된 정보 중 극히 일부분만을 의식하고 있다 

사람들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의식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지식 중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컴퓨터로 바쁘게 일한다. 일하면서 컴퓨터 키보드, 모니터, 배경음악, 그리고 컴퓨

터 옆의 서류들을 의식한다. 더 주의를 넓히면 의자, 바닥을 의식할 수 있다. 키보드를 치면

서, 그리고 모니터를 보면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의식할 수 있다. 이것은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키보드를 치면서 의식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무의식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하루 종일 일어나고 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나 지

난해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행동의 기반과 의식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작가들

은 컴퓨터 키보드를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는 키보드의 자판을 익히고 자판에 

맞는 손가락 위치를 익히는 과정으로 아주 불만스러운 경험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

로 한다. 처음에는 각각의 자판을 의식적으로 찾아서 의식적으로 눌러야 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판을 찾는 과정은 점점 자동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하게 된다. 충분

한 연습을 하게 되면 작가는 더 이상 자판을 찾지 않아도 되며 손가락은 ‘그들 스스로’ 자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 자판의 문자를 찾는 감각은 무의식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행동이

나 감정, 가치, 믿음의 발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한번 학습하게 되면 그 다음은 자동적이

고 무의식적으로 행하게 된다. 

이미 습득된 정보 중에서 일부분만이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앞서 가자니가

의 ‘연주자’라는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 좌뇌의 연주자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에서 행동하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이 때 사람은 아주 적은 양의 정보에 대해서만 의식하고 

행동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들은 많은 정보 중 일부분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의식하게 되는 정보는 많은 

정보들 중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치료과정이나 상담을 통해 이러한 

무의식에 대해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담사가 치료사가 되어야만 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훌륭한 상담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동보다 무의식의 행동까지 

폭넓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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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사람들은 설득의 여러 원칙들에 취약하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는 법을 대인관계 속에서 배우게 된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더 많은 자극들로 인해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개인에게 제공되

는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기 위해 

가장 편리한 방법, 즉, 의사결정을 쉽고 빠르게 하는 ‘지름길’인 설득적 호소에 취약하다. 

지름길을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유발기제(trigger feature)’에 의존하는 것이다. ‘유발

기제’란 과거에 믿을만하다고 확인되었던 요소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들에 대

해 걱정하는 부모는 자녀의 잠재적인 친구들의 부모를 유발기제로 사용한다. 만약 부모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녀를 그 부모의 자녀와 놀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이다. 이 부

모에게는 자녀 친구 부모의 성품이 유발기제인 것이다. 

설득의 힘에 대해 연구한 로버트 치알디니(Robert Cialaini)는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배워

왔던 ‘원칙들’에 의해 자동적으로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어른이 되면, 이러한 ‘원칙들’의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고 학습된 반응에 의해 저절로 행동과 설득의 기반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상담사들은 이러한 원칙들의 메커니즘과 영향력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인

관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 보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성의 원칙이다. 

상호성에 의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도록 강요받는다. 사람들은 받은 대로 돌

려주고 싶어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다. 칭찬을 받는다면, 자연스레 칭찬으로 보답하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사례이고, 상호성이 잘못 이용된다면 부정적인 결

과가 발생할 수 있다. 상호성의 법칙에서도 필연적인 결과가 존재한다. ‘내가 무엇을 잃는

다면, 너도 잃을 것이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보이스카우트 단체에서 시민들에게 2달

러씩 기부하도록 호소했지만 실패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전략을 바꾸어 2달러 대신 5달러

를 요구하였고, 당연히, 더 많이 거절당했다. 하지만 거절당하면서 보이스카우트들은 대신 

2달러라도 기부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2달러는 기부 받을 수 있었다. 보이스카

우트들이 3달러를 포기했다는 착각을 만들어 냄으로써 나도 2달러는 포기할 수 있다는 생

각을 유도한 사례이다. 

상담에서도 역시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자신의 재무상황에 대해 말하기 꺼려하는 고

객과 말하는 중 “저는 당신을 최대한 돕고자 여기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자신의 돈관

리에 대해서 말하시기 힘든 것 알아요.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도 되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냥 얘기해도 좋아요.”라고 말한다면 고객



Chapter 01 | 고객특성 파악하기

49

은 상담사가 주제에 대한 제한을 포기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결국 고객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상담할지 스스로 상담내용을 결정하도록 설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희소성의 원칙이다. 

사람들은 흔하지 않은 물건이나 기회를 잡고자 한다. 특히 독점적인 정보는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훨씬 더 설득적이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상담사는 고객에게 사람들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경향을 알려주고 이 법칙을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한다. 

셋째, 권위의 원칙이다. 

사람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의 제안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 법칙을 맹목적으로 따

른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객은 어떤 특정 투자상담사를 권위자로 

판단하고 그의 조언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였으나, 결국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음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신뢰성의 원칙이다. 

지식이 있거나 믿을만하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신뢰를 한다. 그러나,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더 복잡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달려있기도 하다. 즉, 신뢰성이 있다

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보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혹은 완벽함

을 포기하고, 자신의 결점에 대해 인정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여

겨질 수 있다. 이는 내 결점에 대해서조차 개방적이라는 측면에서 정직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두개 광고가 자기 비하적인 광고문구이지만, 그 접근 방식으로 인해 신뢰

성을 획득한 사례이다. 

AVIS : 우리는 2등이지만 더 노력합시다!

VOLKSWAGEN : 우리는 못생겼지만...

다섯째, 비교가능성의 원칙이다. 

똑같은 사건도 다른 것과 비교되거나, 그것만 떼어 놓고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

이다. 비교가능성의 원칙은 강력한 설득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 사례 즉, 작은 기업의 

매니저가 직원들과 함께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 매니

저는 지난 해와 비교해서 올 해의 재무상태를 설명하며 설득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예전 같지 않은 한 해가 될거야. 할 일은 늘어났지만 필요한 만큼 신규채용은 할 수 없

어. 모두들 업무시간을 늘려야 할 것이고 몇몇 사람들에게는 임금삭감도 요청하게 될 거야. 



Part 02 | 신용상담 방법론

50

또 몇몇은 해고될 테고, 복지혜택 역시 줄어들 것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예년 같지 않은 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빨리 일거리가 늘어나지

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업무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삭감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물론 해고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 보너스는 줄어들 것이야.”

또한, 모든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고객에게 닥친 상황을 좀 더 정확

하게 일깨워줄 수 있는 다음 사례를 참고해 보자.

고  객: 매달 결제해야 할 카드대금이며, 각종 청구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상담사 : 힘드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안에 두 자녀가 대학에 가게 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게 될 텐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돈을 모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2. 고객행동 영향요인

고객의 행동은 고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환경적 

요인은 고객이 속한 문화, 사회계층, 준거집단 등을 들 수 있으며,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욕

구, 관여도, 태도, 개성, 라이프스타일 등을 들 수 있다.

2-1. 환경적 영향요인

2-1-1. 문 화

문화란 특정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사회학습을 통해 획득하고 공유하는 생활방식 내지 행

동양식을 의미한다. 인간이 획득하는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을 포함하는 복

합체라고 볼 수 있다. 

문화는 행동의 기준이 되며 사회적 규범을 제공한다. 문화는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며 

사회구성원들에게 널리 공유되므로 보편적이면서도 다양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문화

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 고배경 문화(high - context culture)와 저배경 문

화(low - context culture)로 나눌 수 있다. 고배경 문화는 동양의 ‘눈치’ 문화로서 반드시 말

이나 글을 통하지 않아도 주변상황을 통하여 상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문화를 말하고, 

저배경 문화는 서양의 계약 문화로서 대부분의 정보가 말이나 글을 통해서만 제대로 전달

되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형적인 고배경 문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더 가치를 두는가 아니면 그들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 더 가치를 두



Chapter 01 | 고객특성 파악하기

51

는가에 따라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성향을 매우 

강하게 보인다. 사회적 안정성, 동질성이 추구되고 또한 불확실성이나 위험부담에 대해 회

피 성향이 강해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시기가 늦어지는 반면, 한번 사회적으로 인정되면 빠

르게 확산된다. 특정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이 습득한 사고나 행동의 집합인 문화는 고정되

어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2-1-2. 사회계층

인간 사회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적 지위나 재산, 직업, 교육 등에 의해 계층화가 

이루어진다. 사회계층이란 한 사회 내에서 유사한 가치관, 흥미, 라이프스타일과 행동패턴

을 지니고 있는 비교적 영속적이고도 동질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사회계층은 상대적인 서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높은 지위부터 낮은 지위까지 수직

적인 계층구조를 가지며 동일한 사회계층 구성원들은 관계를 밀접히 하며 다른 사회계층의 

구성원들은 멀리한다. 

사회계층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주관적 방법, 평판이용법, 객관적 방법 등이 있다. 주관적 

방법으로는 개인에게 자신의 사회계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

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계층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 

항목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신은 우리 사회에서 소득, 직업, 재산, 교

육수준 등을 감안했을 때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사회계층의 보기를 6개 즉, ① 상상, ② 상중, ③ 중상, ④ 중하, ⑤ 하상, ⑥ 하하 등으

로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주관적 평가방법의 단점은 사람

들이 사회의 계층구조 내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지위를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잘 알

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확하고 정직하게 응답해 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상위계층으로나 하위계층으로 분류하기를 싫어하여 중류계층

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관적 방법으로 사

회계층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실제 통계청

에서 실시한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평가한 사

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평판이용법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그 사회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의 계층적 지위를 평가하

도록 하여 개인 혹은 집단의 사회계층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 내에서의 계층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사회계층을 측정

하는 방법으로, 어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을 알아내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소수의 몇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평가대상

을 사회구성원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제약, 또는 소규모 집단으로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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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지위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객관적 측정방법은 사회계층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종류, 

거주지역, 주택형태, 소유자산 등이 이용된다. 객관적 방법은 크게 단일항목 지표법과 다중

항목 지표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단일항목 지표법은 직업, 교육수준, 소득 같은 변수들 

중에서 하나의 차원을 사용하여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것이며, 다중항목 지표법은 2개 이상

의 여러 차원을 조합하여 사회계층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단일항목 지표법은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다중항목 

지표법으로는 직업, 소득원천, 주택유형 및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삼아 분류하는 방법을 예

로 들 수 있다. 

2-1-3. 준거집단

준거집단은 개인이 자신의 판단, 신념, 행동을 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는 집단을 의미한

다. 준거집단은 구체적으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동료집단이 될 

수 있고, 실제 개인이 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상위집단 

내지 전문가집단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이 준거집단의 의견을 신뢰성 있는 정보원천으로 생각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순응하

고자 할 경우, 또는 유명인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자아를 강화시키고자 할 경우, 개인은 

준거집단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남의 이목을 많이 끄는 제품(예, 옷, 자

동차, 가방, 보석류 등)과 서비스 구매시 준거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 

준거집단은 일반적으로 소속집단, 희구집단, 격리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소속집단은 일정한 

구성원으로 자격만 갖추면 가입 내지 소속될 수 있는 조직을 말하며 기업이나 단체, 사교클

럽 등이 여기에 속한다. 희구집단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소속하고 있지 못한 집단이지만 성

원이 되기를 열망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격리집단은 희구집단의 반대쪽에 해당되는 사람들

로 구성된다. 즉, 사람들이 소속되기를 꺼리거나 그 자신이 집단의 성원으로 생각하지 않을 

집단을 말하며,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어떤 행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개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이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며 

각 준거집단마다 독특한 행동체계를 가지고 있어 각 집단구성원의 가치관 및 행동은 그 집

단의 필요와 욕구, 지위, 명예, 권위, 권력, 귀속감 등의 요인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Chapter 01 | 고객특성 파악하기

53

2-2. 개인적 영향요인

2-2-1. 욕 구

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의 욕구가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들은 그러한 욕구

를 순차적으로 충족하려 한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욕구계층설이라고 한다. 욕구계

층은 밑에서부터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을 받으려는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람들은 우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생리적 욕구를 충족

하려 하고, 그러한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어 하며, 또 이러한 욕구가 만

족이 되면 사회적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구

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2-2-2. 관여도

사회심리학의 사회적 판단이론에 의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개인적인 관련성이나 관심도, 즉, 관여도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고 한다. 

관여도란 개인이 제품 또는 서비스라는 대상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가를 

결정짓는 척도로서, 보통 고관여와 저관여로 구분된다. 그리고 개인은 관여도가 높을수록 

만족을 극대화하고, 잘못 의사결정을 하였을 경우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의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대상(제품)요인, 그리고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 개인이 중요하게, 가치있게 여기는 것, 좋아하는 

것의 경우 높은 관여도 수준을 보이며, 자신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품(옷, 자동차, 

액세서리 등)은 관여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옷이나 양말 

등은 관여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대상(제품) 요인으로 제품의 가격이 높거나, 잘못 의사

결정을 한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큰 경우, 그리고 자동차구매 시와 같이 안전에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큰 경우 높은 관여도 수준을 보인다. 상황적 요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유행 등의 상황일 경우 높은 관여도 수준을 보인다. 다만 상황적 요인은 해당 상황

이 사라지면 관여도 역시 사라지는 특성을 갖는다.  

2-2-3. 태 도

일반적으로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

는 학습된 사전성향으로 정의된다. 즉,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해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갖

게 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느낌을 말한다.

태도는 일정한 대상에 대해 형성이 되며 그 대상은 사람이나 사물, 서비스가 될 수 있다. 

태도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반응을 뜻하고 이러한 반응은 그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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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있게 반응한다. 어떤 사물 또는 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그 태도를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태도는 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습득한 것으로 후천적으로 체득된 것이다. 태도는 선편

향(先偏向)이다. 선편향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 사물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한쪽으로 치

우친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2-2-4. 개 성 

개성은 환경적 자극에 대해 비교적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개인의 심리

적 특성을 말한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개성은 동적 에너지시스템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본능적 충

동(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이론에서

는 인간상호간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개성이라고 하며 인간의 개성은 순

응지향적, 공격지향성(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하며 성공, 위신, 존경을 성취하려고 하는 성

격), 고립지향적으로 구분한다. 또한 특성이론에 의하면 개성은 일반적 반응경향을 의미하

는 특성의 집합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여기서 특성이란 다른 개인과 구별되도록 하는 독특

하고 비교적 지속적인 성격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외향적’, ‘내향적’, ‘사교적’, ‘활동적’ 등

으로 표현될 수 있다. 

2-2-5.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혹은 생활패턴을 의미한다. 라이프스타일은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거지 등의 몇 가지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계층보다는 좀 더 행동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어떤 유형의 삶을 영유하고 있

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는 데 돈과 시간을 쓰는지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가정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돈과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는데 이용하

는 반면, 사회지향적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

하는데 필요한 제품구입에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심리통계변수를 사용하는 AIO(Activities, 

Interest, Opinion)가 있다. 행동(Activities)은 개인의 일이나 취미, 휴가 등에 관한 행동을 나

타내고 흥미(Interest)는 가족, 일, 지역사회, 신앙 등의 개인의 관심사항을 나타내며 의견

(Opinion)은 자신이나 사회적 문제, 정치⋅경제 등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 AIO 측정 결과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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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도에 따른 고객행동 유형

고객은 개개인마다 다양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성격이나 행동, 가치관, 태도 

등에 따라 동질적인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특히 본 절에서는 고객의 태도에 따라 고

객행동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상담사가 일일이 고객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게 상담을 하기란 쉽지 않지만 고객의 행동을 유형화하여 파악하게 되면 보다 

쉽게 고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며, 상담의 표준 등을 마련하기도 쉽다. 

3-1. 돈에 대한 태도에 따른 재무 관련 태도 및 행동 

사람들은 저마다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며, 이러한 특성은 일

반적인 심리를 나타내므로 개인의 돈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게 되면 돈과 관련된 문제를 해

결하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으며 돈과 관련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허경옥(1997)은 돈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계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돈에 대한 태도

를 측정하기 위해 30개의 질문을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돈을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유

형, 돈을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 돈을 미래의 안전도구로 여기는 유형, 돈에 대해 

인색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유형, 돈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유형 등 5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유형별로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저축행동을 살펴보면, 돈을 성공의 척도로 여

기는 집단의 경우는 모험을 하기 싫어하며 안전자산 위주로 가계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돈을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의 경우는 수익성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돈을 미래의 안전도구로 여기는 집단은 위험자산에 대한 관리능력 향상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돈에 대해 인색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집단은 사금융을 많이 보유하고 있

으며 위험이 따르더라도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에 대해 불안감을 가

지고 있는 집단은 돈과 관련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재무관리, 신용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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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돈에 대한 태도유형 측정을 위한 문항 요인분석 결과

구 분 문항

요인1

성공의 척도

1. 나는 때로 그들의 능력이나 성취와는 관계없이 나보다 돈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낀다.

2. 나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다.

3. 나는 돈이 성공의 궁극적 상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4. 나는 때때로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 지 자랑할 때가 있다.

5. 나는 최고급품을 갖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편이다.

6.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 좋은 인상을 주기위해 고급스런 물건을 갖는 경향이 

있다.

7. 나는 가능한 한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 편이다.

8.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구입할 때가 있다.

요인2

감정충족의 도구

1. 기분전환을 위해 돈을 쓴다.

2. 나는 기분이 나쁠 때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3. 돈 지출계획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4.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신용카드나 할부로 사는 편이다.

5. 별로 원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세일중이거나 가격이 인하되면 사는 경향이 있다.

6. 나는 유명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편이다.

7.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요인3

불안의 원천

1.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늘 걱정하는 편이다.

2.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으면 걱정된다.

3. 나는 돈이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4. 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한다.

5. 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다.

6. 돈의 양이 크든 적든 간에 돈을 쓰는 결정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요인4

인색한 태도

1. 비싼 물건을 살 때 마다 꼭 속아서 사는 것 같다.

2.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은 ‘너무 비싸서 못사겠다’라고 말하는 편이다.

3. 물건을 산 후에는 ‘다른 데서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든다.

4. 나는 미래를 위해서 일상용품을 구입하는 데도 인색한 편이다.

5. 어떤 목적에서든지 뭔가를 살 때는 가격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

요인5

안전의 도구

1. 나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편이다.

2.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

3. 나는 미래를 위해 재정 계획을 하는 편이다.

4. 계획한 예산에 맞추어 돈을 쓰는 편이다.

출처 : 허경옥⋅백은영⋅정순희(1997). 돈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계의 저축행동. 소비자학연구, 8(2), p.43-59.

3-2. 성격유형에 따른 재무 관련 태도 및 행동

김정훈(1998)은 재무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바

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가치는 개인의 성격특성, 어린 시절의 경험, 준거집단의 영향, 

문화적 규범, 교육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이중 특히 개인의 성격

특성을 통한 재무 관련 태도와 행동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융(C.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바탕으로 1900년에서 1975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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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심리도구인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이용하고 있다. 

MBTI는 총 9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격유형지표로서 외향성-내향성, 감각-직관, 사고

-감정, 판단-인식의 지표 중 개인이 선호하는 4가지 지표의 조합으로 표시되고, 그에 따라 

1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MBTI는 인식과 판단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선호성을 알아내고 각자의 선

호성이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의 결과들을 예측하여 실생활에 도

움을 얻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고객과 효과적인 상담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도움

이 된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고객행동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상담관계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MBTI에 대해 자

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MBTI는 인간행동이 그 다양성으로 인해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아주 질

서정연하고 일관된 성향이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인간행동의 다양성은 개인이 인

식(perception)하고 판단(judgement)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MBTI는 인식과 판단에 대한 융(C. Jung)의 심리적 기능이론, 그리고 인식과 판단의 향방

을 결정짓는 융(C. Jung)의 태도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그리고 MBTI는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문항(개인이 직접 응답하는 자기기입식)을 통해 인식하고 판단할 때의 

선호경향을 찾고, 이러한 선호경향들이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MBTI의 기초가 되는 심리유형론의 요점은 각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인식

기능),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판단기능) 있어서 각 

개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융(C. Jung)의 심리유형론은 인식과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감각(S : Sensing)과 직관(N 

: Intuition)으로 구분하여 사물, 사람, 사건, 생각들을 인식하게 될 때 나타나는 차이점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판단과정은 사고(T : Thinking)와 감정(F : Feeling)으로 구

분하여 우리가 인식한 바에 의거해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들 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

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및 판단 기능을 사용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외향(E : Extraversion)과 내향(I : Introversion)으로 구분하여 심리적으로 흐르는 에너지의 

방향 및 생활양식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MBTI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분리된 선호경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분척도에 따라 

둘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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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BTI의 선호경향

외향(E)

(Extraversion)

감각(S)

Sensing

사고(T)

Thinking

판단(J)

Judging

내향(I)

Introversion

직관(N)

Intuition

감정(F)

Feeling

인식(P)

Perceiving

에너지방향, 주의초점

인식기능(정보수집)

판단기능(판단, 결정)

이행양식/생활양식

출처 : 한국MBTI연구소 홈페이지.

사람은 내향성과 외향성의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데 외향성은 그 사람

의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행동, 그리고 사물 등과 같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

오는 것과 관련되는 선호경향이다. 이에 비해 내향성은 개인의 내부세계에 존재하는 생각

이나 정서 그리고 인상 등과 같은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오는 것과 관련된 선호경향이

다. 

사물을 보는 관점의 두 가지 선호경향은 감각과 직관이다. 감각은 오감을 통하여 직접 인

식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선호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직관은 

육감을 통하여 얻은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있음직할 것 같은 대

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다.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근거는 사고와 감정이다. 사고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결

정하기 위하여 정보를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감정은 개인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생활양식에 대한 선호경향은 인식과 판단이다. 인식은 보다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식

으로 생활하기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판단은 미리 예정되어 있고 조직화된 생활을 하

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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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MBTI의 선호지표

선호지표 외향형(E) 내향형(I)

설 명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교적이며 정열적

이고 활동적이다.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한다.

대표적 표현

자기외부에 주의집중

외부활동과 적극성

정열적, 활동적

말로 표현

경험한 다음에 이해

쉽게 알려짐

자기내부에 주의집중

내부활동과 집중력

조용하고 신중

글로 표현

이해한 다음에 경험

서서히 알려짐

선호지표 감각형(S) 직관형(N)

설 명
오감에 의존하여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며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 철저히 일처리 한다.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며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 비약적으

로 일처리 한다.

대표적 표현

지금, 현재에 초점

실제의 경험

정확, 철저한 일처리

사실적 사건묘사

나무를 보는 경향

가꾸고 추수함

미래 가능성에 초점

아이디어

신속, 비약적인 일처리

비유적, 암시적 묘사

숲을 보려는 경향

씨 뿌림

선호지표 사고형(T) 감정형(F)

설 명
진실과 사실에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

며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사람과 관계에 관심을 갖고 상황적이며 정

상을 참작한 설명을 한다.

대표적 표현

진실, 사실에 관심

원리와 원칙

논거, 분석적

맞다, 틀리다

규범, 기준중시

지적 논평

사람, 관계에 관심

의미와 영향

상황적, 포괄적

좋다, 나쁘다

나에게 주는 의미 중시

우호적 협조

선호지표 판단형(J) 인식형(P)

설 명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

저히 사전계획하고 체계적이다.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일

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대표적 표현

정리 정돈과 계획

의지적 추진

신속한 결론

통제와 조정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뚜렷한 기준과 자기의사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

이해로 수용

유유자적한 과정

융통과 적응

목적과 방향은 변화할 수 있다는 개방성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포용성

출처 : 한국MBTI연구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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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선호지표 중 네 가지 선호지표를 조합하여 16개의 성격유형을 다음 표

와 같이 만들 수 있다.

<표 2-5> MBTI의 성격유형

ISTJ ISFJ INFJ INTJ

신중하고 조용하며 집중력

이 강하고 매사에 철저하

다. 

구체적, 체계적, 사실적, 논

리적, 현실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신뢰할 만하다.

만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화

시키려고 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하고 건실하게 추진해 

나간다.

조용하고 친근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양심이 바르다. 

맡은 일에 헌신적이며 어떤 

계획의 추진이나 집단에도 

안정감을 준다. 

매사에 철저하고 성실하며 

정확하다. 

기계분야에는 관심이 적다. 

필요하면 세세한 면까지도 

잘 처리해 나간다. 

충실하고 동정심이 많고 타

인의 감정에 민감하다.

인내심이 많고 독창적이며 필

요하거나 원하는 일이라면 끝

까지 이루려고 한다. 

자기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타인에게 말없이 영향력을 미

치며, 양심이 바르고 다른 사

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확고부동한 원리원칙을 중시한다.

공동선을 위해서는 확신에 찬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

경을 받으며 사람들이 따른다.

대체로 독창적이며 자기 아

이디어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끄는 일이라면 남의 

도움이 있든 없든 이를 계

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능력

이 뛰어나다.

회의적, 비판적, 독립적이고 

확고부동하며 때로는 고집

스러울 때도 많다.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고 타

인의 관점에도 귀를 기울이

는 법을 배워야 한다.

ISTP ISFP INFP INTP

차분한 방관자이다. 조용

하고 과묵하며 절제된 호

기심을 가지고 인생을 관

찰하고 분석한다. 

때로는 예기치 않게 유머 

감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대체로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고 기계가 어떻게 왜 작

동하는지 흥미가 많다. 

논리적인 원칙에 따라 사실

을 조직화하기를 좋아한다.

말없이 다정하고 친절하고 

민감하며 자기능력을 뽐내

지 않고 겸손하다. 

의견의 충돌을 피하고 자기 

견해나 가치를 타인에게 강

요하지 않는다. 

남 앞에 서서 주도해 나가기

보다 충실히 따르는 편이다. 

일하는 데에도 여유가 있다.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달복달하지 않고 현

재를 즐기기 때문이다.

정열적이고 충실하나 상대방을 

잘 알기 전까지는 이를 드러내

지 않는 편이다. 

학습, 아이디어, 언어, 자기 독

립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 

어떻게 하든 이루어내기는 하지

만 일을 지나치게 많이 벌이려

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남에게 친근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물질적 소유나 물리적 환경에

는 별 관심이 없다.

조용하고 과묵하다. 특히 

이론적⋅과학적 추구를 즐

기며, 논리와 분석으로 문

제를 해결하기를 좋아한다. 

주로 자기 아이디어에 관심

이 많으나 사람들의 모임이

나 잡담에는 관심이 없다. 

 관심의 종류가 뚜렷하므로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활용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다.

ESTP ESFP ENFP ENTP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능하다. 

근심이 없고 어떤 일이든 

즐길 줄 안다. 

기계 다루는 일이나 운동

을 좋아하고 친구 사귀기

를 좋아한다. 

적응력이 강하고 관용적

이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사교적이고 태평스러우며, 

수용적이고 친절하며, 만사

를 즐기는 형이기 때문에 다

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에 재

미를 느끼게 한다. 

운동을 좋아하고 주위에 벌

어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끼어들기 좋아한다.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구체

적인 사실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건전한 상식이나 사물 뿐 아

니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체

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에

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뜻하고 정열적이고 활기에 

넘치며 재능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관심이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

이든지 척척 해낸다. 어려운 일

이라도 해결을 잘하며 항상 남

을 도와줄 태세를 가지고 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미리 준비하기보다 즉흥적으

로 덤비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면 어떠

한 이유라도 갖다 붙이며 부단

히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다.

민첩하고 독창적이고 안목

이 넓으며 다방면에 재능이 

많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추진

하려는 의욕이 넘치며, 새

로운 문제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달변이다. 그러나 일상적이

고 세부적인 면은 간과하기 

쉽다. 

하나의 일에 관심을 가져도 부

단히 새로운 것을 찾아나간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면 논리

적인 이유를 찾아내는데 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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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J ESFJ ENFJ ENTJ

구체적, 현실적이고 사실적

이며 기업 또는 기계에 재

능을 타고난다. 실용성이 

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며 

필요할 때 응용할 줄 안다. 

활동을 조직화하고 주도해 

나가기를 좋아한다. 

타인의 감정이나 관점에 귀

를 기울일 줄 알면 훌륭한 

행정가가 될 수 있다.

마음이 따뜻하고 이야기하

기 좋아하며 사람들에게 인

기가 있고 양심 바르고 남

을 돕는 데에 타고난 기질

이 있으며 집단에서도 능동

적인 구성원이다. 

조화를 중시하고 인화를 이

루는 데 능하다. 

항상 남에게 잘 해주며 격

려나 칭찬을 들을 때 가장 

신바람을 낸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가

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에 가장 관심이 많다.

주위에 민감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

견을 중히 여기고 다른 사

람들의 감정에 맞추어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편안하고 능란하게 계획을 

내놓거나 집단을 이끌어 가는 

능력이 있다. 

사교성이 풍부하고 인기 있고 

동정심이 많다. 

남의 칭찬이나 비판에 지나치

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열성이 많고 솔직하고 단호

하고 통솔력이 있다. 

대중연설과 같이 추리와 지

적담화가 요구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능하다. 

보통 정보에 밝고 지식에 대

한 관심과 욕구가 많다. 

때로는 실제의 자신보다 더 

긍정적이거나 자신 있는 듯

한 사람으로 비칠 때도 있

다.

출처 : 한국MBTI연구소 홈페이지.

김정훈(1998)의 연구는 MBTI에 의한 성격유형을 기능적 유형에 따라 직관-사고형, 직관-

감정형, 감각-사고형, 감각-감정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기질유형에 따라 감각-판단형, 감각-

인식형을 추가로 구분하고 있다.

각 유형별 재무관리 태도와 행동을 살펴보면, 직관-사고형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며 장기

계획을 잘 세우는 형으로 재무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돈을 지출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범주

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재무 관련 의사소통의 개방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출통제력과 강박적 구매경향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감정형은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주관적 가치에 의해 일을 처리하며, 전반적으로 열

성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유형으로, 돈은 사회적인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출

통제력은 가장 높은 반면, 재무관리의 안정성과 의사소통의 개방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감각-판단형은 책임감과 의무를 중시하며 경험을 통해 사물을 판단하는 유형으로 재무 

관련 의사결정 시 정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순차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돈

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며 돈에 그다지 가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인식형은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충동적, 자발적이며, 현재에 몰입하는 능력이 있는 유

형으로 재무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이며 강박적 구매경향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사고형은 사실에 관심을 두며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일을 처리하고 사실적인 유형

으로 돈에 대한 집착이 큰 반면, 재무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자세한 정보를 모으고 그에 

따라 분석적으로 결정하는 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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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감정형은 사실에 관심을 가지며 주관적인 가치에 의해 일을 처리하고 우호적인 유

형으로 내외통제력이 낮고 재무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변화시키거나 자원을 변화시켜 문제

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필드(Merfeld)와 킨더(Kinder, 1988)는 융(C. Jung)의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된 

‘Keirsey Temperament Sorter(KTS)’라는 성격성향 검사와 금전관리과정의 특성을 연구하였

는데,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향형은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

어 의미 있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으며 내향형은 원칙을 이해하고 전체를 파악하므로 종

합적인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돈에 대한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

람과의 상의나 충고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감각형은 훌륭한 비교쇼핑자가 될 수 있으나 자신들이 익숙한 대로 행동하고자 하므로 

다른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직관형은 돈을 사용하고, 투기, 교환하는 것 외에 돈의 다

른 사용가능성에 대한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정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충동

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형은 금전관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목표지향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감정형은 가족의 재무적 요구에 관심

을 갖고 충분한 협의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편이다. 

판단형은 빠른 결정을 내리고 결정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던 그 결과를 잘 수용하지만 

너무 빨리 결정을 내려 더 나은 가능성들을 간과할 수 있고, 인식형은 여러 다른 가능성들

에 대해 개방적이고 정보와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하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도 결

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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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_ 고객특성 파악하기요 /점 /정 /리

1. 고객행동 결정과정

∙ 고객이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 정보란 여러 종류의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놓은 쓸

모 있는 자료를 말한다.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노출된 자극에 대해 주의를 기울

이면 자극내용을 지각하게 되며, 이러한 정보는 기억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이렇

게 얻어진 자극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태도는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자극이 정보로 변화되고 저장되는 일련의 과정을 정보처리과정이라 하며 노출-주

의-지각-기억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 노출이란 개인이 자극이나 정보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

부감각 등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활성화된 준비상태이다. 주의는 소비자가 자극

이나 정보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과정이며, 지각은 자극 내용을 나름대로 재구

성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기억은 부호화-저장-인출의 순서를 거치며 감

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욕망충족의 극대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을 의사결정과정이라 한다. 

∙ 의사결정과정은 문제인식-정보탐색-대안의 평가-선택과 실행-실행 후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안의 평가방법으로는 한 속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른 속성의 

부정적 평가를 보상할 수 없는 평가방법으로 비교적 간편한 비보상적 원칙과 평가

기준으로 선정된 모든 속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특정 평가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

았더라도 다른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적 원칙이 

있다. 순차제거원칙, 결합적 원칙, 비결합적 원칙, 가중제거원칙 등은 비보상 원칙

에 포함되며, 피시바인의 다속성태도모델은 보상적 원칙에 포함된다.

∙ 상담사로서 성공은 의사소통능력에 달려있는데, 의사소통은 개인의 가치체계와 목

표의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개인적인 표상을 만들어 나간다. 사람

들은 특정한 감각체계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며 한 감각체계에서 정보에 변화를 주

면 다른 감각체계에서도 그에 대한 정보가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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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_ 고객특성 파악하기요 /점 /정 /리

∙ 사람들이 정보처리과정 중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수는 그들의 표상지도에 있는 

세부정보의 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일반화하여 정보를 처리

하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은 신념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끼리 조화시키고 정보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저장되

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행동하게 되며, 의사소통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저장된 정보 중 극히 일부분만을 의식하며, 설득의 원칙에 

취약하다. 

2. 고객행동 영향요인

∙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문화, 사회계층, 준거집단 등 환경적 영

향요인과 욕구, 관여도, 태도, 개성, 라이프스타일 등 개인적 영향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태도에 따른 고객행동 유형

∙ 돈에 대한 태도에 따라 혹은 성격유형에 따라 재무관련 태도 및 행동이 유형이 다

른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를 신용상담에 적용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고객은 성격유형에 따라 재무 관련 태도 및 행동이 달라지는데 융(C. Jung)의 심리

유형이론을 바탕으로 한 심리도구인 MBTI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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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담의 주요목적이 신용문제 해결이므로 신용상담의 주된 대상은 다중채무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채무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신용

상담사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다중채무자들이 연체를 하게 되면 채권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을 당하고 때로

는 급여 및 재산 압류를 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되며, 가정불화, 이혼, 

실직, 알코올중독, 범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신용상

담을 위해서는 다중채무로 인해 채무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다각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다중채무자의 심리적 특성

백인백색(百人百色)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각기 독특한 성격, 사고방식, 행동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식도 각기 다르다. 다중채무자들이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돈을 빌려 어디에 쓴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갚을 생각을 하고 돈을 빌린 것인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중채무로 인하여 어떤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볼 필

요가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돈을 관리하는 방식은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돈은 물질과 서비스를 주고받는 교환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펀

햄(Furnham)과 아가일(Argyle, 1998)은 돈은 심리적으로 안전(security), 권력(power), 사랑

(love), 자유(freedom), 성취(achievement)를 의미할 수 있으며, 사람마다 돈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 즉, 개인이 돈을 관리하는 방식에는 그 사람의 성격을 비롯

한 다양한 심리적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다중채무자가 된 

사람들의 심리적 속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념, 소비 및 저축행동, 

돈을 관리하는 방식, 성격적 특성, 애정 교환방식, 내재하는 심리적 갈등이나 문제 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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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심리적 특성을 다중채무자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며, 다중채무자

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다중채무의 주요 원인과 채무불이행 등록 이후 나타나는 

대응행동별로 나누어 알아보자. 

1-1. 다중채무자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1-1-1. 다중채무원인별 유형

다중채무자의 유형을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는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별 심리

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다중채무자를 6가지 유형, 즉, 생계유지형, 사

업투자형, 위기대처형, 투기도박형, 사치낭비형, 유흥방탕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유형은 생계유지형으로 실업 또는 부분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비 부족을 메우기 위

해 빚을 지는 유형이다. 이러한 생계유지형의 전형적인 예는 김씨(28)의 경우로, 김씨는 

2014년 회사에서 퇴출된 뒤 수입이 끊기면서 모친마저 병으로 앓아눕게 되자 신용카드 네 

장을 발급받아 가족들의 생계와 병원비를 조달해 왔다. 순식간에 카드빚이 2,500만원을 넘

어섰고 카드 한도마저 축소되면서 1년 만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으며 마땅히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이 유형은 생계형 또는 생활고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불황에 따른 실업증가와 임금체불 등 소득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사업투자형으로서 빚을 내어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함으로써 빚을 갚

지 못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된 경우다. 한식조리사로서 갈비집에서 25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던 최씨(41세)는 10년여 다니던 직장이 업종변경으로 문을 

닫게 되자 다른 음식점 몇 군데를 옮겨 다니다가 얼마간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직접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잘 운영되었으나 경기불황으로 근처 공장들이 한두 군

데씩 문을 닫으면서 날이 갈수록 수입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가게는 3개월이 지나도 나가지 

않고 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다 보니 연체금과 빚은 늘어나서 가게를 완전히 정리

했을 때는 빚이 5천만원이 넘었다.

셋째는 위기대처형으로서 자신 또는 가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거액의 치료비 또는 

교통사고나 기타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경우이다. 아버지의 암 치

료비를 대기 위해 2,2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J양(21세)의 경우나 교통사고를 낸 후 변호사

비와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위해서 2,500만원의 카드빚을 지게 된 Y씨(24세)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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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유형은 투기도박형으로서 주식투자나 다양한 형태의 도박에 빠져 빚을 지게 되는 

경우이다. 투기도박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식거래나 도박을 통해 소위 ‘대박’을 터뜨려 

‘한 건’을 올리기 위해 시작을 했다가 손해를 보고, 이러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빚을 내어 

주식거래나 도박을 하게 되는 행동을 반복하여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이들 중에는 주식

거래 중독증, 병적 도박증(pathological gambling)을 지닌 사람들이 포함된다. 

다섯째는 사치낭비형으로 자신의 수입이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소비를 하

거나 무분별한 낭비를 통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 사람들이다.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을 통

해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들이거나 고가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선호하여 빚을 지게 되는 경

우이다. 이들 중에는 소위 강박적 구매(obsessional spending)나 쇼핑중독(shopaholic, 

shopping addiction)의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는 유흥방탕형으로서 과도한 음주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같은 방만한 사생활로 

인해 빚을 지게 되는 경우이다. 채무자 H씨의 연체내역을 보면 최근 몇 달 동안 유흥가 몇 

군데서 무려 200만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룻밤에 두 군데에서 50만원이 넘는 

술값을 결제한 날도 있었다. 이 유형은 넓은 의미에서 사치낭비형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흥방탕형은 고급 유흥업소 출입, 알코올중독, 문란한 생활 등에 의해 빚을 지게 되며 남

자에게 흔한 반면, 사치낭비형은 여성에게 흔한 경향이 있다. 

이밖에도 처음부터 채무이행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도 없이 빚을 지고 갚지 않은 사기채

무형, 사채업자나 금융사기꾼에게 속아 빚을 키워나가게 된 사기희생형, 앞에서 언급한 여

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혼합형 등이 있다. 앞에서 열거

한 6가지의 유형 중 생계유지형, 사업투자형, 위기대처형은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빚을 지

게 된 사람들인 반면, 투기도박형, 사치낭비형, 유흥방탕형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

거나 강한 충동적인 성향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투기도박형은 증권거래나 다양한 형태의 도박에 탐닉하여 많은 돈을 탕진하게 되는 경우

이다. 이들은 매우 낙관적이고 미신적인 사고경향이 강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이익을 얻

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투기나 도박을 시작하게 된다. 대부분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손해

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그 동안의 불운을 보상해 줄 행운이 곧 찾아올 것이라

는 미신적 생각이 투기적 활동을 지속하게 만든다. 

이들은 투기나 도박에서 자신이 이득을 얻게 될 가능성을 객관적인 확률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투기도박형은 경쟁적이고 독립적이

며 자만심이 강하고 권위적인 사람의 간섭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도상금⋅박현주, 2000). 

이들은 모험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이 돈을 따고 있을 때 적당한 시점에서 도박을 

그만두지 못하고, 돈을 계속 따면 그 돈을 한꺼번에 몽땅 걸며, 도박을 하는 동안에 즐거운 

긴장감과 스릴을 만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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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낭비형은 대체로 강박적 구매행동(compulsive buying)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불안, 

우울, 분노, 외로움, 좌절감 등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구매행위를 하며 구매행동을 하고 나

면 부정적 감정이 완화되는 경험을 한다(O'Guinn & Faber, 1989; Black, 1996; Miltenberger, 

et. al., 2003). 이들은 특히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판매원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보살핌을 즐

기며 물건구매를 통해 애정, 보살핌, 지위감, 대우 받음 등 심리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욕

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이들은 광고나 외부적 유혹에 취약하며 고급스럽

고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고 이러한 고급 물품을 소유함으로써 주변사람들로부터 주목과 관

심을 받게 되는 것을 즐긴다. 

강박적 구매행동은 음식섭취를 조절하지 못하는 폭식증과 매우 유사한 심리적 속성을 지

닌다는 주장도 있다(Miltenberger, et. al., 2003). 이러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으로부

터 애정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되어 있으며 충동적인 구매행위, 폭식, 성행위 

등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 고립되거나 피상

적인 대인관계, 부부 간의 갈등과 불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흔히 이혼, 과중채무나 경제적 

파산, 법적 문제, 자살 등과 같은 심한 부적응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강박적 구매행동은 

일종의 심리적 장애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Faber & O'Guinn, 1992). 

유흥방탕형은 주로 물건을 사는 사치낭비형과는 달리 술, 유흥, 매춘, 마약 등 쾌락추구적

인 활동에 돈을 탕진하게 되며 남성에게 흔하다. 이들은 여러 친구나 동료를 이끌고 유흥업

소를 다니면서 충동적이고 자기과시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세 가지 내면적 심리구조 간의 역동적 관계에 의해

서 결정된다. 즉, 맹목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원초아(Id), 현실

적 제약을 고려하여 적응하고자 하는 자아(Ego), 쾌락추구적 욕구를 억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내면화된 초자아(Superego)가 그것이다. 정상적인 적응을 하는 사

람들은 자아가 성격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원초아와 초자아를 통제하게 된다. 그러

나 자아가 약하거나 원초아 또는 초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지니게 

된다. 

유흥방탕형은 자아의 기능이 취약하여 원초아를 통제하는 데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성적 또는 공격적 욕구를 즉시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충동적 성향

이 강하다. 이러한 즉시적 욕구충족성향은 술, 유흥, 매춘, 마약 등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많은 돈을 탕진하게 된다(Furnham & Argyle, 1998). 이들은 만족지연능력, 책임의

식, 미래의 계획능력,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실패경험을 통해 교훈을 학습하는 능력 

등이 부족하여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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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도박형, 사치낭비형, 유흥방탕형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심리적 문제와 관련된 비합리

적인 재무관리 방식으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여러 금

융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발급과 카드를 통한 대출이 용이한 상황에서 이들이 더 쉽게 다중

채무자로 전락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1-2. 채무불이행 후의 대응행동별 유형

다중채무자가 연체상태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어떤 심리상태를 경험하며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연체가 지속되면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직원으로부터 

전화나 방문을 통한 빚 독촉을 받게 되고 돌려막기 등의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게 되지만 

결국 채무를 갚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이렇게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

된 후에 이들이 채권추심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한 신용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

을 하게 되는지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는 노력형으로 신용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추구하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유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혹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활용하거나 금융회사

에서 대환(전환)대출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신용회복 또는 채무이행의 노력을 기울

인다. 전반적으로 생계유지형, 투자사업형, 위기대처형에 속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대다

수는 이 유형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들은 연체의 초기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채무

상환의 노력을 기울이다가 채무상환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대

처양상을 나타낸다. 

둘째는 회피형으로 이들은 재무적 불안이 매우 높고 채권추심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며 

채권추심직원과의 통화나 면담을 회피한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든지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의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대처방식이다. 그러나 

이들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니고 있으나 그 대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상태

에서 매우 높은 재무적 불안을 경험하며 정서적 불안정, 초조, 불면, 두통, 과민성 등을 나

타내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도피적 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좌절형이나 배짱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셋째는 좌절형으로 채무이행에 대해서 무력감과 절망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은 채권추심 직원을 피하지 않으며 “죽고 싶다.”는 심정을 피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연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되고 채무액이 증가하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직장 부

적응이나 실업, 가족 및 친척과의 갈등, 친구나 동료들과의 소원한 관계 등으로 인해 자존

감에 심한 상처를 받게 되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의욕이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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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력과 판단력이 저하되며 동굴시야(tunnel vision, 좁은 시야)를 갖게 되어 다양한 해결방

법을 모색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함으로써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시

도할 수 있다.

넷째는 배짱형으로 이들은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 무감각한 감정반응을 보이거나 오히

려 분노반응을 나타내는 동시에 채무상환과 신용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

는 사람들이다. 후안무치와 막무가내의 대처방식을 나타내는 ‘배째라형’이 이에 속한다. 이

들은 대표적으로 “맘대로 해라.”, “기다려라.”,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들

은 채권추심행위, 재산가압류 등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유흥방탕형, 사치낭비형, 투기도박형은 이러한 배짱형의 대처방식을 나타낼 가

능성이 높다.

마지막 유형은 위장형으로 재산과 채무상환 능력이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시키거나 형식적인 이혼을 하는 등 채무상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

들은 채무를 면제받거나 그 일부를 탕감 받으려는 동기를 숨기고 있다. 

이밖에도 채무에 대해서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타인을 돕기 위해서 빚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외부전가형, 채권추심직원에게 딱한 사정을 호소하며 동정을 유발하는 애원형 등

이 있다.

다중채무자들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채무상환을 위한 조언과 지

원을 하는 동시에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술을 강구하기도 한다. 

1-2. 다중채무 단계별 심리적 특성

다중채무자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재무적 파산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첫째는 연체이전 

채무자 단계이다. 대출을 받고 연체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서 재무적 불안

(financial anxiety)이 높아지는 단계이다. 연체를 막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

하거나 다른 카드로 빚을 내어 ‘돌려막기’를 하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둘째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기 이전 연체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이 단계에서는 연체를 막기 위

한 노력이 실패하고 연체와 더불어 금융회사에서 채권추심 행위로 전화독촉이나 방문을 받

게 되는 단계로써 재무적 불안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 단계는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는 연체

금을 막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써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며 주의집중

력, 사고력,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흔히 불면, 두통, 식욕감퇴, 소화불량 등 신체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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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을 나타내게 된다. 이 단계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채를 쓰거나 다

른 카드를 사용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을 키워가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단계이다. 연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실패하여 3개월 

연속 연체를 하게 됨으로써 금융채무불이행자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단계로, 심한 

좌절감과 자존감의 손상을 입게 되는 동시에 경제적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급증한다. 이 단

계에서는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행위가 극심해지고 급여가압류나 재산압류의 압력이 거세지

면서, 자신의 재무상태가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재난적 사고(catastrophizing thoughts)

로 인해 극심한 불안상태인 공황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 및 친인

척과의 관계악화, 가정파괴-이혼, 실직, 교우관계 악화를 겪게 되며 술, 담배, 약물을 남용하

여 신체적 건강문제와 더불어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중독, 정신병과 같은 정신건강에 심

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살 또는 범죄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다. 

넷째는 파산단계로 전락하는 단계이다. 신용회복과 채무상환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좌절

되면 포기와 절망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어, 마지막 단계인 파산단계로 전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심한 갈등을 겪게 되며 가출하여 학업포기, 성

적 문란, 본드흡입, 원조교제, 폭력, 범죄 등에 가담하는 비행 청소년으로 발전할 수 있다. 

20대 여성의 경우는 빚을 갚기 위해 윤락녀로 전락하거나 남성의 경우는 범죄, 폭력, 사기 

등의 반사회성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30~40대의 경우에는 이혼, 알코올중독, 자

살, 노숙자로 전락 등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다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 혹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특성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

들을 통해 다중채무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현황

2-1-1. 연령별

2016년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자의 누적 통계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우

선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경우 30대(30~39세) 신청자가 전체의 35.5%로 가장 많았으며, 

30~40대 신청자가 전체의 66.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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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의 경우, 연령은 개

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30대(33.7%)가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으며, 30~40대가 66.4%

로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표 2-6> 연령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단위 : 명, %) 

구 분 총 신청자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29세 이하 207,748 (13.7) 194,701 (13.9) 13,047 (11.2)

30~39세 534,942 (35.3) 495,829 (35.5) 39,113 (33.7)

40~49세 475,534 (31.4) 437,601 (31.3) 37,933 (32.7)

50~59세 229,541 (15.2) 210,393 (15.1) 19,148 (16.5)

60세 이상 65,931 ( 4.4) 59,067 ( 4.2) 6,864 ( 5.9)

합계 1,513,696 (100.0) 1,397,591 (100.0) 116,105 (100.0)

주 : 1)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누적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내부자료

    2) ( )내는 구성비임 

2-1-2. 학력별

2016년 1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 

96,324명을 대상으로 학력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자가 65.9%로 절대적으로 많은 비

율을 보였다. 

<표 2-7> 학력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구 분  신청자수(명) 비율(%)

대학원 졸업 1,012 1.1

전문대학 대학 재학 및 졸업 19,512 20.3

고등학교 졸업 63,513 65.9

중학교 졸업 8,396 8.7

초등학교 졸업 이하 3,891 4.0

합계 96,324 100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내부자료

2-1-3. 결혼상태별

2016년 1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 

96,319명을 대상으로 결혼상태를 살펴본 결과, 기혼이 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인구 중 기혼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이에 비해 미혼 30.6%의 비율은 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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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주목해야할 특성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이혼 20.0%로 나

타난 결과는 성별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특성이며, 그 이유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지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특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2-8> 결혼상태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구 분 신청자수(명) 비율(%)

기혼 39,565 41.1

미혼 29,463 30.6

별거 5,600 5.8

사별 2,433 2.5

이혼 19,258 20.0

합계 96,319 100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내부자료

2-1-4. 직업별

2016년 1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 

96,305명을 대상으로 직업을 살펴본 결과, 일용직이 4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소득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얼마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도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2-9> 직업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구 분  신청자수(명) 비율(%)

급여소득자 30,890 32.1

일용직 46,138 47.9

자영업자 9,857 10.2

무직 9,420 9.8

합계 96,305 100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내부자료

2-1-5. 주거형태별

2016년 1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 

96,299명을 대상으로 주거형태를 살펴본 결과, 임차주택이 48.9%로 가장 높은 반면 자택은 

10.1%에 지나지 않았다. 무상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3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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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거주형태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구 분  신청자수(명) 비율(%)

기숙사 1,103 1.1

무상거주 36,752 38.2

사택 885 0.9

임차주택 47,058 48.9

자택 9,745 10.1

기타 756 0.8

합계 96,299 100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내부자료

2-1-6. 거주지역별

2016년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의 누적 통계에 기초하여 살

펴본 결과,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의 거주지는 서울(17.8%)과 경

기(23.0%)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아 서울과 경기지역을 합하면 신청자의 40.8%나 된다. 

<표 2-11> 거주지역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단위 : 명, %)

구 분 인원수(명) 구성비 구 분 인원수(명) 구성비

서 울 269,528 17.8 강 원 55,081 3.6

부 산 139,200 9.2 충 남 47,279 3.1

대 구 77,113 5.1 충 북 41,641 2.8

인 천 111,696 7.4 전 남 51,103 3.4

광 주 49,832 3.3 전 북 49,646 3.3

대 전 42,512 2.8 경 남 95,920 6.3

울 산 39,756 2.6 경 북 69,970 4.6

경 기 347,904 23.0 제 주 21,839 1.4

세종 3,314  0.2 해외 115 0.0

합 계 1,513,449 100.0

주 :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누적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내부자료

2-1-7. 소득별

2016년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의 누적 통계에 기초하여, 개

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의 월소득을 살펴보면, 신청자의 절반 이상(53.9%)이 월소득 100

만원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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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30.9%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84.8%를 차지하고 있

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알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의 월소

득 역시 개인워크아웃과 유사하게 100만원 이하가 30.8%로 나타났으며, 월소득 150만원 이

하의 신청자가 63.2%로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표 2-12> 월소득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단위 : 명, %)

구 분 총 신청자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100만원 이하 788,630 (52.0) 752,907 (53.9) 35,720 (30.8)

100만원 초과 ~ 150만원 이하 468,865 (31.0) 431,238 (30.9) 37,630 (32.4)

1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179,807 (11.9) 156,233 (11.2) 23,574 (20.3)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63,293 ( 4.2) 48,431 ( 3.5) 14,862 (12.8)

300만원 초과 13,101 ( 0.9) 8,782 ( 0.5) 4,319 ( 3.7)

합계 1,513,696 (100.0) 1,397,591 (100.0) 116,105 (100.0)

주 : 1)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누적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내부자료

    2) ( )내는 구성비임

2-1-8. 부채규모별

2016년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의 누적 통계에 기초하여, 개

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의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신청자의 절반에 가까운 49.2%가 2천만

원 이하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억원 초과인 경우도 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

리워크아웃 신청자 역시 2천만원 이하의 부채보유자가 31.3%로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

였으며, 1억원 초과인 경우는 개인워크아웃보다 높은 11.4%나 되었다. 

<표 2-13> 부채규모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단위 : 명, %)

구 분 총 신청자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2천만원 이하 724,578 (47.9) 688,242 (49.2) 36,336 (31.3)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79,007 (18.4) 255,905 (18.3) 23,102 (19.9)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291,462 (19.3) 265,614 (19.0) 25,848 (22.3)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67,123( 11.0) 149,567 (10.7) 17,556 (15.1)

1억원 초과 51,526 ( 3.4) 38,263 ( 2.8) 13,263 (11.4)

합계 1,513,696 (100.0) 1,397,591 (100.0) 116,105 (100.0)

주 : 1)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누적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내부자료

    2) ( )내는 구성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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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채무증가사유별

2016년 1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을 대

상으로 채무증가사유를 중복응답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48,572명 중 

30%가 넘는 사유는 실직, 생계비지출 증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사업실패(20.2%)

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2-14> 채무증가사유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중복응답)

채무증가사유 신청자(명) 비율(%)

1. 실직 29,453 30.6

2. 근로소득 감소 9,488 9.9

3. 사업(영업)소득 감소 8,693 9.0

4. 생계비지출 증가 36,117 37.5

5. 교육비지출 증가 2,380 2.5

6. 의료비지출 증가 7,117 7.4

7. 금융비용 증가 6,892 7.2

8. 개인간 금전거래 6,973 7.2

9. 보증채무 등 상환 1,869 1.9

10. 사업실패 19,440 20.2

11. 주식 등 투자실패 1,401 1.5

12. 사기피해 3,641 3.8

13. 소득초과 지출 1,876 1.9

14. 이혼 2,145 2.2

15. 재해사고 1,141 1.2

16. 기타 9,946 10.3

합계 148,572 100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내부자료

2-1-10. 대출발생사유별

2016년 1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을 대

상으로 대출발생사유를 중복응답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1.2%가 

‘부족생계비 충당’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직업, 주거형태, 월소득수준, 채무증

가사유 특성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당수가 

저소득이 금융채무불이행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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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대출발생사유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중복응답)

대출발생사유 신청자(명) 비율(%)

1. 병원비마련 7,784 8.1

2. 보증채무상환 1,564 1.6

3. 부족생계비 충당 58,690 61.2

4. 사업확장자금 마련 20,583 21.4

5. 임차보증금 마련 1,166 1.2

6. 재테크 시도 1,207 1.3

7. 재해복구자금 마련 153 0.2

8. 주택구입자금 마련 951 1.0

9. 타인금전 대여 6,539 6.8

10. 학자금 마련 1,959 2.0

11. 기타 9,911 10.3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내부자료.

2-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자 재무특성 분석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통해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에 대한 상담이 어떤 방향으로 진

행되어야 하는지 유용한 제언들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2-2-1.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의 특성과 재무상태

2007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41,35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성영애, 2008)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내용과 매우 유사하게 30~40대의 연령에 해당

되고, 고졸학력, 기혼, 비정규직 종사자, 무상거주자의 신용회복신청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즉, 2007년 상반기 자료를 앞서 살펴본 2016년까지의 누적 자료 혹은 2016년 

1년 동안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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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신용회복 신청자(2007년 1월~6월) 분석 
(단위 : 명, %)

변 인 구 분 신청자 비 율

연 령

20대 4,374 10.6

30대 46,092 38.9

40대 14,007 33.9

50대 5,533 13.4

60대 1,349 3.3

평 균 40.59세

학 력

초등학교 2,749 6.6

중학교 5,764 13.9

고등학교 24,861 60.1

대학교 이상 7,981 19.3

혼인상태

기 혼 24,427 59.1

미 혼 10,000 24.2

기타(이혼, 사별 등) 627 16.8

직 업

급여소득자 15,209 36.8

자영업자 5,739 13.9

이전소득자 571 1.4

비정규직소득자 19,803 47.9

주거상황

자 가 1,358 3.3

임차주택 14,515 35.1

사 택 563 1.4

무상(배우자) 8,588 20.8

무상(기타) 16,274 39.4

신용회복 신청자의 연체발생사유는 여러 가지이며 다수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생계비나 교육비, 의료비 증가로 인한 지출증가로 인한 연체발생사유가 가장 높게

(59.7%) 나타났으며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연체가 발생한 비율도 5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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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신용회복 신청자 연체발생사유 
(복수응답가능)

연체사유 빈 도 사례(%) 응답(%) 세부연체사유 빈 도 사례(%) 응답(%)

소득감소 22,165 53.7 35.4

실 직 5,805 14.1 8.1

근로소득 감소 1,737 4.2 2.4

사업소득 감소 15,298 37.1 21.3

지출증가 24,607 59.7 39.3

생계비 증가 21,827 52.9 30.4

교육비 증가 4,904 11.9 6.8

의료비 증가 5,055 12.3 7.0

관리능력

부족
9,498 23.0 15.2

금융비용 증가 231 0.6 0.3

개인 간 금전거래 6,214 15.1 8.7

보증채무상환 1,374 3.3 1.9

투자실패 439 1.1 0.6

사기피해 1,935 4.7 2.7

소득초과지출 500 1.2 0.7

기 타 6,302 15.3 10.1

이 혼 678 1.6 0.9

재해/사고 416 1.6 0.6

기 타 5,297 12.8 7.4

합 계 62,572 151.7 100.0 71,707 173.9 100.0

또한 연령별로 연체발생사유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소득감소는 40대, 지출증가는 20대, 

관리능력은 60대 이후인 경우 연체사유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 신용상담이나 신용문제에 대

한 접근이 연령별로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용회복 신청자들의 소득과 생계비 수준을 살펴보면 2007년 가계수지동향(통계청)과 비

교하였을 때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 신청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 102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2007년 고졸 근로자 평균임금인 178만원에 비해서

도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계비 수준 역시 평균이 82.4만원으로 2007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인 73.4만원과 3인가구 최저생계비인 97.3만원 사이로 나타나 열악한 가계수지

를 보였다. 

신용회복 신청자의 총채무액은(신용채무+담보채무+신용회복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

무) 평균 3,482만원이며 한국은행의 2007년 1인당 채무액이 1,527만원으로 나타난 것에 비

하면 상당히 많은 규모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신용상담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연체사유 등에 따라 상담내용을 달

리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다르게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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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의 신용 관련 태도 및 재무관리 행동분석

신용회복 신청자와 연체미경험자와의 비교연구(성영애, 2008)에서는 신용회복 신청자가 

연체미경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이용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신용결

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재무관리 행동은 재무상태 평가하기, 재무목표 세우기, 대안모색과 계획세우기, 재무계획 

실행하기, 주기적 평가하기의 하위항목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재무목표 세우기나 대안의 모

색과 계획세우기, 주기적 평가하기에서는 연체미등록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신용회

복 신청자들을 상담할 때는 재무목표나 계획세우기 등과 관련된 상담보다는 신용이용에 대

한 태도나 신용결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무계획 실행하기에서는 신용회복 신청자가 연체미등록자보다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저

축이나 투자, 위험관리의 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상담은 채무구제에 관련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신용회복 신청자와 연체미경험자 각각에 대해 신용에 대한 태도와 재무관리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용회복 신청자와 연체미경험자 모두 재무관리 행동의 모든 하

위영역은 신용결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신용결제에 대

한 적극적인 태도는 재무관리 행동에 의해 강화되거나 재무관리 행동을 유발시킨다고 볼 

수 있다. 

신용회복 신청자의 경우 신용이용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나타낼수록 재무상태 평가, 재무

목표 세우기, 대안모색과 계획세우기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상태에

서 재무관리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신용을 허용하여 융통성 있는 재무관리를 수행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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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 관련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다중채무자 중 특히 연체자 혹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3-1.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정책 인지도, 기대도, 활용도 관련 연구

연체 또는 과중채무 관련 상담에 앞서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채무자구제정책에 관해 어

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상담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

라도 고객들이 어떤 경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에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채무자구제정책에 대한 인지도, 기대도, 활용도 등을 파악한다면 

신용상담의 홍보는 물론이고 보다 고객에게 필요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더불어 신용

상담 효과 측정방안까지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영희 외(2006)에 따르면 채무자구제정책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지도는 5점 만점에 2.99점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냈다. 각 제도별 인지도를 

살펴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41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회

사에서 시행하는 채무자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37로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채무자구제정책에 대한 기대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6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

다. 각 제도별 기대도는 워크아웃에 대한 기대도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기대도가 그 다음 순인 3.54로 나타났다. 

<표 2-18>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
(점수분포 : 1-5점)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 평 균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정책에

대한 인지도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인지도 2.82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인지도 2.72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인지도 3.41

금융기관 시행제도에 대한 인지도 2.37

금융채무불이행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 3.36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정책에 

대한 기대도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기대도 3.12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기대도 3.54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기대도 3.72

금융기관 시행제도에 대한 기대도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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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채무자구제를 위해 활용하는 제도를 살펴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의 개인워크아웃제도(62.4%)가 가장 많았으며, 개인회생제도(17.2%), 각 금융회사가 시행하

는 구제제도(8.3%), 배드뱅크제도(4.5%), 개인파산제도(0.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무

것도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4.5%로 나타났다. 채무자구제에 대한 인지도와 기대도가 높을

수록 채무자구제 제도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체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채무자구제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3-2. 연체집단의 특성연구

연체가계와 비연체가계를 비교한 이은영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연체가계는 비연체가

계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았고, 맞벌이 가계의 비중이 높았으며, 자영업자가계의 비중이 높

고, 가계의 규모(가족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 소유자 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며, 

연평균 경상소득 및 총자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체가계가 비연체가계에 비해 가계재무

자원의 규모가 작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연체가계와 비연체가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지만 부채부담과 관련하여 연체가계는 비연체가계에 비해 총자산대비 부채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채의 절대규모는 연체가계가 비연체가계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 할

지라도 상환능력 대비 부채규모는 비연체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연체가계가 느끼는 주관적 부채부담도 비연체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연

체가계는 재무계획을 세우는 가계가 적었고 저축을 하는 가계도 적었으며, 예산을 초과하

여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가계가 많았다. 연체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인 가계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가계의 연체행동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월소득 대비 월부채상환액 비율과 

연체확률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총자산 대비 부채부담이 클수록 연체확률이 높게 

나타나 장기적이고 총괄적인 부채부담지표가 연체확률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실직, 질병, 사고로 인한 연체나 만성적 자금난에 의한 

연체가 많았음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특히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부

주의로 인한 연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별 대상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상담에 접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집단과 비연체집단의 특성에 관한 박미희(2005)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20.3%가 신용카드 연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체빈도는 1년

에 1회(48.0%)나 6개월에 1회(32.0%)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용하는 총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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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수도 2장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72.1%로 연체경험자는 많은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일

반적인 예측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연체경험자의 44.3%는 정상적인 소득으로 카드대금을 

상환하고 있으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금융회사 대출로 연체금을 상환하는 비율도 37.4%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연체 관련 특성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연체경험 없음 494 79.7

연체경험 있음 126 20.3

연체빈도

1개월 1회 3 2.4

3개월 1회 22 17.6

6개월 1회 40 32.0

1년 1회 60 48.0

총사용 

카드수

1장 47 38.5

2장 41 33.6

3장 16 13.1

4장 이상 18 14.8

연체금 

상환방법

(복수응답)

정상 소득 및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상환 77 44.3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으로 돌려막기 53 30.5

가족⋅친구에게 도움 요청 26 14.9

금융기관 대출 이용 12 6.9

대 출 6 3.5

- 무응답 제외로 변수별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신용카드 사용특성 중에서는 주변인의 카드발급 신청 요구에 대한 대응, 미서명 카드 사

용경험 유무, 카드대여 또는 대여카드 사용경험 유무, 신용카드 사용금액 결제의 부담감 측

면에서 연체집단과 비연체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총카드 수, 사용하지 않는 

카드 수, 결제 시 매출전표 내용 확인 정도, 월소득 중 신용카드 사용액 비율에서는 연체집

단과 비연체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먼저 주변인의 카드발급 신청 요구가 있을 경우, 연체집단은 비연체집단에 비해 카드를 

발급받는 비율은 높고, 필요성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를 발급받는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연체집단의 경우 서명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카드를 다른 사람

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카드를 사용한 경험이 비연체집단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집단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매우 부담되거나 다소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연

체집단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적당하거나 충분히 여유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크게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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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사람들은 카드 발급과정, 사용과정에

서 비합리적인 카드사용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 특성 관련 변수 중에서는 과소비성향과 연체에 대한 생각에 따라 연체집단과 비

연체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연체집단의 경우 과소비성향을 나타내는 점수가 

높고, 카드대금의 연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

용카드 관련 지식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 중에서는 연령, 월평균 소득, 결혼 여부에 따라 연체

집단과 비연체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20대와 30대가 40대 

이상의 사람들에 비해 연체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에 있어서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들보다 연체비율이 더 높

은 점을 고려할 때 월소득의 많고 적음 자체가 카드대금의 연체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

신의 결제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카드사용 등 비합리적인 카드사용 행동이 카드대금의 연체

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4. 다중채무자 상담의 유의점

다중채무자와 상담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고객에

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고혁진(2009)의 연구를 통해 다중채무자를 

상담할 때 도덕적 해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파악하도록 해보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란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각 경제주체들의 윤리

적⋅정신적 태도상의 위협요인을 말한다.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

후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별

로 없다고 느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된다.

신용문제와 관련된 다중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

다. 첫째는 현재 상태에서는 정상 거래자이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머지

않아 연체가 발생될 상황에서 채무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도까지 추

가차입을 하는 경우다. 특히 신용카드나 마이너스통장 사용자들은 한도 내에서 언제라도 

지금 시점의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차입

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추후의 연체확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최대한 현재의 이자율로 최대한도까지 추가로 자금을 차입하려 할 것이다.

둘째는 채무자구제제도 신청을 위해 자발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일으키는 것이다.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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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보다 채무자구제제도를 신청하는 것은 다중채무자들에게 소

비유연화(consumption smoothing)의 기능을 제공한다. 상환일에 채무를 갚지 못한 채무자의 

모든 자산과 미래소득은 금융비용과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따

라서 현 상태에 그대로 있게 되면 소비를 할 여력이 없게 된다. 반면 채무자구제제도의 적

용을 받게 되면 채무의 상환이 일정기간 유예되고, 미래소득에 대해서도 일부를 보장받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소비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즉, 채무자구제제도가 채무

자들에게 미래의 파산위험에 대한 소비보험(consumption insurance)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다. 

따라서 다중채무자들이 채무자구제제도에 따른 보험의 기능을 지나치게 높게 인지하고 

있다면, 즉, 미래소득과 보유자산에 대한 면책이 파산비용과 처벌보다 더 이익이 될 것이라

고 인지하고 있다면 미래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비를 위해 사용하게 되

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채무자구제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다중채무자들은 자동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추후 신용거래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지급

하게 된다. 즉, 본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추후 대출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자발적인 채무불이행 발생 전보다 높은 이자를 부

담해야 한다.

따라서 신용상담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객들이 제도적인 비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고의로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사회적 오명(social stigma)을 감수해야 하며, 신청비용 같은 금

전적 비용도 발생하게 됨을 알게 해야 한다. 고객에게는 위반행위에 대한 법제도가 엄격하

게 적용된다는 사실과,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 잘 설명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인 비용을 충분히 인식하더라도 당사자의 신의성실 책임의식이 필요하므로 

거래계약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신용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자칫 거래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점을 강조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개인에게 부담이 될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공익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익추구가 만연하게 되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경제전반의 비

효율이 심화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도덕적 해이가 만

연한 분위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시켜야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는다. 



Part 02 | 신용상담 방법론

86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 대출기관의 수익은 악화되고, 대출기관은 악화된 수

익을 만회하고자 대출 이자율을 올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

실은 성실히 부채를 상환하는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채무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채무

자들의 책임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구제제도 신청에 따른 향후 금융거래 및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채무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신용상담사의 주요임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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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_ 다중채무자의 특성과 상담 

시 유의점

요 /점 /정 /리

1. 다중채무자의 심리적 특성

∙ 다중채무자를 채무불이행 유발원인에 따라 생계유지형, 사업투자형, 위기대처형, 

투기도박형, 사치낭비형, 유흥방탕형, 사기채무형, 사기희생형, 혼합형 등으로 분

류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 후의 대응행동에 따라 노력형, 회피형, 좌절형, 배짱형, 위장형, 외부전

가형, 애원형 등으로 다중채무자를 유형화할 수 있다. 

∙ 다중채무자들은 연체전⋅후의 단계별로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다. 

2. 다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 현황을 통해 다중채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30대이며 100

만원 이하의 소득, 2천만원 이하의 부채규모, 서울  경기지역의 신청자 비율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채무증가사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사기피해, 생계비지출증가, 실직, 사업

실패이며, 고졸학력, 기혼, 비정규직(일용직)소득자, 무상거주자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다중채무자 상담의 유의점

∙ 다중채무자 상담을 할 때 특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채무에 대한 자기책임원칙

을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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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의 의미

누군가를 도와주는 방법은 문화권마다 다르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으며 현대

에 와서는 이러한 도움이 다양한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용상담사를 비롯하여 심리학

자, 정신의학자, 사회복지사 등 여러 직업군의 사람들은 인간이 삶의 문제에 잘 대처해 나

가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상담은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상

담에 대해 어떤 정의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상담의 다양한 정의

⋅고객과 상담사 간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에 보

다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익히는 체계적인 활동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행복과 성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는 전문적인 

인간봉사활동

⋅삶의 과정에서 고객이 직면하게 되는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사와 함께 촉진적 의사소통

의 방법으로 다룸으로써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존재의 용기, 성숙의 의지, 자아관의 확립, 창조의 지혜, 수월성의 추구와 같은 힘을 기르는 

학문적 이론과 실천적 적용의 통합적 체제

⋅고객이 상담사와의 관계에서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기지도력을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과정

⋅현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조망과 해

결능력을 갖게 되어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을 느끼도록 인도하는 일련의 학습과정

현대인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주위 사람들을 만나 상의한다고 해서 간단히 해

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생활과정상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

루는 직업이 요청되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해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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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문제 및 행동장애를 줄이고 생활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도

록 지도와 훈련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결국 상담이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활 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감정⋅행동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

력하는 학습과정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

2. 상담의 기본원리

사람들이 상담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자신이나 타인이 인정하는 어떠한 문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거나 자신이 기대만큼 살고 있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으며 고객

이 처한 문제상황과 고객이 활용하지 못한 기회가 상담의 출발점을 이룬다고 하겠다. 

고객은 자신이 겪는 위기, 고통, 의혹, 곤경, 좌절 또는 관심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며 

이러한 것들을 보통 ‘문제’라고 부른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지만 수

학문제처럼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고객들은 문제 그 자체 때문에 찾아온다기보다

는 ‘문제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문제상

황을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모르며 자신의 문제상황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고객들도 많다.

상담에는 반드시 상담을 하는 목적이 있다. 상담의 목적에 따라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상담을 하게 되는 첫 번째 목적은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 또는 

관리해 나가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원과 기회를 찾아 활용함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삶

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상담사가 고객에게 좋은 결실을 맺도록 돕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

실은 상담사가 내는 것은 아니다. 더욱 풍요롭고 효율적인 삶을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고객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상담의 첫 번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상담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 성

과, 성취가 있어야 한다. 즉, 해결중심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이 도움이 되고 유익했

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고객의 삶에 효과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이다. 근거 없는 불합리

한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고, 자기의혹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

한 신뢰를 되찾게 되고, 보다 나은 직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상담이란 건설적 변화를 낳

는 것이므로 반드시 고객의 삶에 실질적인 차이가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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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두 번째 목적은 고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고객들은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서툴고, 문제해결능력이 있다고 해도 위기에 놓이면 활용

하지 못한다. 상담을 하는 동안 고객 스스로가 문제 대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과 기회관리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상담이 종료된 뒤에도 계속

해서 효율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은 고객이 스스

로 자기 자신을 돕는 데 사용할 능력개발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담사는 

고객으로 하여금 문제대처 및 기회개발에 대해 더욱 효율적인 학습자, 더욱 효율적인 의사

결정자, 더욱 책임있는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상담사도 있고 비효율적인 상담사도 있기 마련이다. 상담은 고객과 

상담사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잘못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 과정이다. 상담은 고객에게 도움

을 주든가 오히려 해를 입히든가 둘 중 하나이므로 완벽하게 중립적일 수 없다. 고객이 지

닌 문제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하고, 여전히 검증되지 못

한 방법을 사용하는 상담사들은 고객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입히게 된다. 변

화하려는 동기가 부족하거나 적극적으로 상담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상담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기를 기대하는 고객은 상담을 받아도 효과가 없다. 

어떤 고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상담사가 모든 것을 다 해

결해주기를 기대하며 모든 짐을 상담사에게 지우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고객의 기대

를 충족시키고 도움을 주기위해 상담사는 끊임없이 능력개발을 해야 하며 유능한 상담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상담은 하나의 직업이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잘될 수 있다고 자만하거나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나 최고의 상담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상담과정을 항상 평가해야 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와 해결하기 불가능한 

사례를 혼동하지 말고 대처해야 한다. 상담사는 항상 상담과정의 복잡성을 깨닫고, 고객에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 

3. 상담관계 형성

상담은 상담사와 고객이 처음 얼굴을 마주하면서부터 관계가 시작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요청 전화를 받으면서, 또는 상담실로 직접 찾아온 고객을 맞이하면서 상담이 시작되

기도 한다.

고객 측에서는 상담사를 처음 만나는 순간까지 상담사의 신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고객은 자기와 상담하는 상담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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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과연 상담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궁금한 심정으로 상담실을 찾아온다. 이러한 심리상태의 고객을 상

담사가 맞아들이고 상담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은 인간관계에 있어 대단히 의미 있는 일

이라 할 수 있다. 

3-1. 상담사의 준비

상담사는 고객에게 먼저 관심을 표현하고 환영의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이 시

작되기 전에 고객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무런 정보 없이 상담을 시작

함으로써 예기치 않았던 정보에 당황하거나 과다한 자료 때문에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

런 경우 상담사는 객관적인 입장을 잃기 쉽고 정신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

객에 관한 정보를 미리 검토한 후 어떻게 상담에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 때 

선입견이나 기정사실화된 관점을 토대로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활용은 항상 

융통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3-2. 상담신청서를 통한 정보수집

고객은 상담을 시작하기 전 상담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상담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과

정에서 고객은 ‘상담’이란 사교적인 시간이거나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아니며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진지하고 공식적인 만남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

상담신청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상담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도록 한다. 고객이 기

재한 정보들 가운데는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적이지 못한 내용이 발견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고객이 신청서 요청 내용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솔직하지 못하게 작성하다 보니 나

타난 결과일 수 있음을 이해한다. 또한 상담을 신청하게 된 경위나 방문경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예컨대 방문경로가 여러 사람을 거치거나 복잡한 경위를 통해 상담을 

받게 된 고객은 상담사가 거의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 

상담신청서에 고객이 직접 작성한 문제들은 대체로 실제의 문제와 차이가 있다. 실제로는 

심각하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문제도 상담신청서에는 사회에서 수용할 만한 범위 내에

서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청서에 기입하는 양식에 따라 고객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도 있다. 간략하게 기입했으나 중요한 자료를 충분히 내포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것을 기입하긴 했으나 중요하거나 필요한 자료는 생략된 경우도 있다. 전자는 자신의 생활

환경이나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묵한 성격의 고객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후자는 비교적 표현은 많이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

는 성격의 고객에게 흔히 발견되며 강박적인 심리상태일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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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서에 빠진 사항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기입을 고의로 생략했다면 

고객이 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겁내거나 상담사가 자신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상담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심

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3-3. 고객의 상담경험 파악

고객의 과거 상담경험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른 상담사와의 상담경험 유무 

및 지난 상담에 대한 의견을 통해 고객이 상담에 대해 어떠한 기대와 느낌을 갖고 있는가

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상담신청 후 상담사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생각을 했

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밖에 상담접수실 또는 대기실에서 다른 고객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고객의 생각이 

새로 형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상담신청을 하려고 접수실에 앉아 있을 때 다른 

고객이 상담에 관해 회의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면, 이 

고객은 상담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담사는 고객이 접수실에서 어떠한 생각

을 했고 어떠한 인상을 받았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전에 얻은 정보나 자료 때문에 실제 상담을 진행할 때 크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전정보는 고객을 잘 이해하고 면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

로 상담과정이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되어서는 안 된다.

3-4. 고객평가 요인

고객에 대해 상담사가 알아야 할 요소는 자아개념, 욕구, 감정상태, 대인관계의 폭, 상담

에 대한 기대, 문제에 대한 생각과 반응양식 등이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신용문제가 무엇

인지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고객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

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

이는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지장을 줄 정도의 불안 및 긴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사가 고객의 문제해결을 돕는다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을 바람직하게 

충족시켜 주거나 정리해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상담과정에 투입되는 고객의 신체적⋅심리적 자질에 

대해 평가를 하여야 한다. 고객의 이러한 요인평가에 따라 상담의 목표와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객평가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4-1. 신체적 평가

고객이 어떤 신체적 이상이나 장애 때문에 상담의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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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신용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재발가능성이 높고, 문제해결 자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집단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신용문제 상담의 경우 일반적인 신용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알코올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용문제가 재발할 위험이 아주 높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 

등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신체적인 상

태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3-4-2. 심리적 평가

심리적 평가란 고객의 특성이나 속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 때 평가는 고객의 행동관

찰이나 질문지로 할 수 있다. 고객의 행동에 대한 관찰은 상담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

어지며 언어행동을 기초로 추리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관찰과 추리가 질문지 

작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3-4-3. 지적 기능⋅발달 수준의 평가

상담과정에서 고객이 쓰는 어휘, 문법의 정확성, 개념적 사고능력 등을 기초로 하여 고객

의 지적 발달수준을 추론할 수 있으며, 상담은 고객의 지적 발달수준에 따라 알맞은 수준으

로 진행되어야 한다.

3-4-4. 정서적 상태의 평가

정서는 인간행동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상담과정에서도 고객이 표현하는 주된 

감정과 강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용상담에서

는 채권추심, 과중채무 등으로 인한 불안 및 공포, 분노, 적개심, 증오, 공격성, 우울 등의 

정서를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정서

의 강도는 어떠한가도 잘 살펴봐야 한다. 

고객의 정서는 언제나 명백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찰할 수 있는 정보로부

터 정서상태를 추론해야만 한다.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말하고 있을 때에는 흔히 

공포나 두려움의 감정이 수반되고 고객이 도덕적⋅윤리적 규범을 깨뜨렸다고 간주되는 상

황을 말하고 있다면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3-4-5. 자아개념의 평가

상담사가 평가해야 하는 또 하나의 항목은 바로 고객 스스로는 자신에 대해 무엇을 어떻

게 믿고 있느냐 하는 자신에 대한 태도이다. 고객의 자아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이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 현실적인가 혹은 비현실적인가, 고객이 이상적으로 바

라는 것이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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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대인관계특성의 평가

인간행동의 많은 부분이 대인행동이라는 점에서 고객이 가지는 문제의 주요원인이 대인

행동 때문인 경우가 많다. 신용문제에 있어서도 보증채무로 인한 변제독촉, 개인 간 금전거

래 실패, 신용카드 대여 등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고객의 대인관계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 스스로가 믿을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

지, 주변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대인관계에 있어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는지 그렇지 않

으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외면적인 부분만 보여주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3-5. 고객과 상담사의 상호지각

상담의 진행을 위해서는 상담사는 정확하게 고객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상담은 상호관

계에 의해 진행되므로 고객 역시 상담사를 평가하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

나느냐에 의해 상담의 성패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고객과 상담사의 상호작용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0> 첫 만남에서의 상호관찰

구 분 상담사의 관찰과 질문 고객의 관찰과 질문

외 모

∙ 그녀는 매우 야위고 창백하다.

∙ 그녀는 아픈가? 긴장하고 있는가? 

∙ 그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블라우스 

단추는 떨어져 있다.

∙ 옷차림이 남루해 보이는데, 경제적으로 문

제가 있나?

∙ 그는 매우 체구가 크고 키도 크다. 그래

서 아버지가 생각나게 한다. 그것은 두려

운 일이다.

∙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 저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데, 나와 같은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세
∙ 그녀는 의자 끝에 걸터앉아 움츠리고 있다.

∙ 그녀는 많이 긴장하고 불안한가?

∙ 두 손은 자연스럽게 서로 모으고 있다. 

∙ 그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다. 그렇지만 

딱딱해 보이지는 않는다.

태 도

∙ 그녀는 위축되고 있다.

∙ 그녀는 우울한가?

∙ 여기 있기가 싫은가?

∙ 그녀는 나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불

안감이 드러나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가?

∙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우호적이다.

∙ 그는 내 눈을 보고 웃고 있다.

∙ 그는 손을 자연스럽게 두었고 편안해 보

인다.

∙ 나 역시 편안할 수 있을까?

동작과 제스처

∙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손을 꼬면서 왼쪽 

발을 위 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떨고 있다.

∙ 그녀는 긴장되고 불안한가?

∙ 그는 매우 조용하다.

∙ 그렇지만 굳어 있거나 긴장하지 않고 있다.

시선접촉
∙ 그녀는 계속해서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한다. 가끔 나를 재빨리 쳐다본다.

∙ 그의 시선은 따뜻해 보인다. 그를 쳐다보

고 싶지만 아직 그를 계속 보는 것은 좀 

어렵다. 어쩌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기

도 한다.

출처 : 노안영⋅송현종(2009). 상담실습자를 위한 상담의 원리와 기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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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담관계의 원칙

상담사와 고객이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과학과 예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

사는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상

담관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차츰 누적되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관계는 고객마다 일률적으로 똑

같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따라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전략을 사용하게 된

다는 점에서 예술적인 부분 역시 포함하고 있다. 

과학과 예술적 요소의 통합은 그림 그리는 것과 유사하다. 칼라를 일정비율로 조합하고 

캔버스에 색칠하는 것에는 과학적 기술이 사용되지만,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조한다는 점에

서는 예술적인 것이다. 상담도 마찬가지이며 상담사는 과학적 기술들을 사용하여 예술적 

감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상담관계는 갑작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리와 각 단계별 발전에 

기초하여 이뤄진다. 상담관계의 여러 원칙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3-6-1. 고객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다. 

어떠한 상담이든 고객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성취 가능한 목표란 고객과 상담사가 함께 설정하는 것이다. 상담관계의 고유

성에 따라 영향력의 형식과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동기부여는 상담관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의사소통방식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는 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의사

소통이 상호적이라는 본질 때문이며,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도

가 있든 없든 간에 나의 의사소통방식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지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상담사가 고객에 미치는 영향력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상담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호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행동교정을 위한 상담에서 고객이 자신에 대한 가치

와 감정을 탐색하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 스

스로 행동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사는 직접적인 시도의 횟수

와 범위를 정해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수위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고객이 돈에 대

해 무책임한 결정을 한다면 상담사는 때때로 고객의 과소비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단지 고객에게 책임감 있는 결정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만 할 

수도 있다. 생산적인 상담에서는 고객 스스로 그들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재무목표를 설

정하도록 단지 돕는 것이 상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각 상담마다 구체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상담사가 고객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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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상담사들은 고객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곤 한다. 정보에는 정보의 전

달과정과 관련된 것과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 있다. 정보의 전달과정과 내용은 오버랩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리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상담사는 정보의 전

달과정을 담당하게 되고, 고객은 정보의 내용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사의 전략은 어

떻게 정보가 사용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보의 전달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상담사는 고객이 어떤 내용의 정보를 활용하는지에 대해 모르더라도 집단 세미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고객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가능하다. 

세미나를 하는 동안 상담사는 다음 단계를 따라해 보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1단계 : 자신의 순자산을 평가해 보도록 한다. 

2단계 : 향후 6개월 동안의 재무목표를 써보도록 한다. 

3단계 : 성취 가능한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게 한다. 

4단계 : 다양한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5단계 : 성취 가능한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 

세미나를 통한 방식은 한꺼번에 많은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각 고객들은 자신에

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각 고객에 대한 사

전지식은 없더라도 상담사는 정보의 전달과정을 통제할 수 있고, 고객은 정보의 내용을 결

정할 수 있다. 

3-6-2. 이상적인 상담관계에는 여섯 가지 요소인 개방성, 현실적인 기대, 체계, 영향력, 다

양성의 인정, 고객의 참여가 포함된다.

① 개방성

상담관계에 있어 고객의 개인적인 특성과 논의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방성이 필요하다. 개방성에 대한 개념은 개방성의 정도에 따라 4가지의 창으로 분류

하고 있는 다음 그림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 아는 것 스스로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이 아는 것 공개적인 영역 깨닫지 못하는 영역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개인적인 영역 미지의 영역

출처 : Charles, J. Pulvino., James L. Lee & Carol, A. Pulvino. (2002) Financial Counseling : 

A Strategic Approach. Instructional Enterprises Madison, Wisconsin, 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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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의사소통 과정 중의 정보는 공개된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이 영역의 정보는 상

담사와 고객 모두 알게 되는 정보이며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적인 영역에는 서로 종류가 다른 2가지의 정보가 있다. 하나는 가치, 믿음, 두려움 등

과 같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소통 중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정보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감정을 느끼고 판단을 하지만 그것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깨닫지 못하는 영역은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감정이나 판단으로 구성된다. 다른 사람은 

알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다. 

미지의 영역은 주로 잠재의식들과 관련 있으며, 보통 꿈이나 긴급상황, 심리치료 등을 통

해서 알 수 있다. 

개방성을 통해 상담사는 고객의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상담관계를 발전

시키기 위해 고객의 현재 상태에 대한 생각과 판단, 가치 등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상담사는 고객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개

방성이 높아지게 되면 4가지의 창이 다음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다. 

스스로 아는 것 스스로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이 아는 것 공개적인 영역 깨닫지 못하는 영역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미지의 영역
개인적인 영역

고객의 감정과 반응, 판단 등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고객은 미처 모르고 있으나 상

담사가 고객에 대해 알게 된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면 개인적인 영역과 깨닫지 못하는 영역

이 줄어든다. 지속적으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진행된다면 결국 공개적인 영역이 커지게 

되며, 이것이 상담에 있어 개방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현실적인 기대

상담에 있어 고객이 현실적으로 하게 되는 기대 중 하나는 목표의 현실가능성이다. 상담

을 진행하다보면 상담목표가 현실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데,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가 현실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상담사는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상담사의 현실적인 역할에 대한 고객의 기대이다. 고객은 상담사가 자신의 모든 문

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결정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담사는 상담초기에

는 주로 긍정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상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분명히 구

분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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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체계

성공적인 상담에서는 고객과 상담사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체

계를 따르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상담의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본질 역시 상담의 체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영향력

상담에 있어 영향력이란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영향력은 상담사의 경험노하우와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사, 고

객, 상담관계에서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생성되기도 한다. 물론 의사결정과정

이나 문제해결과정을 통제하는 상담사의 능력이 영향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능

력 있는 상담사는 고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⑤ 다양성의 인정

똑같은 고객이나 상담사는 없다. 상담사와 고객은 현재 상황을 마주하는 가치나 믿음, 태

도가 다르다. 위험을 수용하는 정도, 목표 역시 다르다. 상담사는 고객과 다르다는 것을 깨

닫고 고객 역시 자신과 상담사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토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비록 상담사들은 

고객이 최선의 판단을 하도록 조력해야 하지만 고객의 가치와 믿음이 최선의 판단과 충돌

하고 있다면 최선이 아닌 차후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객의 목표가 

비현실적일 때 고객과 상담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예컨대 고객이 짧은 시간에 채

무를 상환하고자 하지만 현재의 지출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상담사는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불일치를 지적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고객은 현재의 지출수준을 줄여야 한다는 상담

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 상담사는 상담관계의 신뢰를 쌓기 위해 다르

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후의 선택, 예를 들어 부업을 해서 소득을 늘리는 방법 등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⑥ 고객의 참여

고객의 개입 또는 참여는 앞서 살펴본 현실적 기대와 관련되어 있다. 발전적인 상담은 상

담사와 고객의 관계가 촉진될 때 이루어지며 이는 고객이 상담사에게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객이 상담사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려고 하고 모든 결정을 상담사에게 전가하

려 한다면 상담사는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만약 상담사가 고객이 원하

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고객은 상담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효과적인 상담의 핵심은 고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게 하며, 그것을 실행하는데 있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객을 상

담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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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개방성, 현실적인 기대, 체계, 영향력, 다양성의 인정, 고객의 참여, 이 여섯가지 

전략은 별개의 전략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개방성을 발전시키면 

예측을 보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상담사와 고객의 공개적인 영역을 더 확장시킬수록 고객의 참여는 커질 수 있다. 결국 고객

이 상담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의 정도는 개방성의 정도와 관련 있는 것이다. 

3-6-3. 전략적 4단계를 통한 상담과정 : 시작-탐색-이해-실행

효율적인 상담은 마술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게 

된다. 

① 시작단계

고객의 지각은 상담사의 첫인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친절함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충

족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소, 악수, 직접적인 눈맞춤을 통해 고객에게 관

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간단한 신변잡기적 이야기는 상담관계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시작을 위한 준비단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담사는 이러

한 사소한 얘기가 고객이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상담사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려하기 때문에 고

객은 상담사를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면, 상담관계가 확실히 정립되기 전

까지 상담사에게 고객은 미지의 존재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상담사에게 고객은 일종의 

침입자가 될 수 있다. 고객 역시 ‘이 사람이 내가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비웃지 않을

까’,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까?’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거나, 또는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상담사는 불

편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은 상담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상담사는 고객의 말을 잘 듣고 반응해주어야 한다. 특히 상담초기에는 더욱 그렇다. 상담

사는 여러 의사소통 전략을 통해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상담사는 능

동적인 듣기 태도를 통해, 상담사가 고객들에게 관심이 있고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상담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게 되며 둘 사이에 공유하는 경험을 기반으로 발

전하게 된다. 상담초기의 개방성과 친밀도는 상담을 지속하는데 기본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다. 초기단계에서 상담사와 고객 양쪽 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

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는 물론 변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담관계의 밑바탕이 되

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상담관계를 시작하며, 항상 특정한 동기를 가지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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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객의 상담동기에 따라 고객과 상담사와의 관계는 일

적인 관계부터 친한 친구관계까지 친분의 스펙트럼 중 어딘가에 위치할 수 있다. 

또한 고객과 상담사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통된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서로

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다. 상담사와 고객이 더 비슷한 취향이나 가치관, 신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상담관계는 좀 더 친구관계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하지만 고객들과 개인적으로 친구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객들이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친구관계로 발전하길 원할 수도 있지만 상담사들은 원래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상담관계가 친구관계로 발전한다면 상담사들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② 탐색관계

상담관계가 시작되면 다음 전략은 고객의 욕구, 목적, 목표에 관련된 주제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탐색의 단계에서는 탐색이 특정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 두가지 측면은 서로 배

타적인 것은 아니다. 

상담의 목적이 ‘계획 세우기’라면 탐색의 초점은 ‘고객의 욕구와 목표’에 맞추어진다. 고

객의 욕구와 목표에는 많은 탐색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부터 별 탐색이 필요 없는 바로 닥

친 문제까지 다양할 수 있다. 특정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고객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준비를 하는 고객의 계획을 돕는 상담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욕구, 

궁극적인 목표 등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고객이 더 많은 정

보를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사는 추가 정보를 조사해야 한다. 상담사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을 위해 정보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반면, 상담의 목적이 ‘문제해결’이라면 상담관계는 치료적 상담의 성격을 띠게 된다. 다음 

질문들은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제시된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많은 경우 고객은 상담사와 편안한 관계가 되기 전까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을 털어 놓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신뢰의 부재 때문일 수도 있고, 고객 스스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제시된 문제가 다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생한 문제인가를 살펴

보는 것이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다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

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왜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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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로 고객들이 돈을 다른 욕구를 해결하는데 쓰기 때문이다. 소득보다 지출이 크면 문제

가 생기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웃보다 더 좋은 차를 몰기 위해 비싼 차를 구입하는 것이다. 

높은 지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게 되

고, 결국 과소비를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과소비 하는 것이 아

니라 높은 지위의 욕구를 위해 돈을 쓴다는 것이다. 

· 어떤 종류의 문제인가?

개인적인 가치관의 충돌, 계획의 부재, 비현실적인 목표, 정보의 부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누구의 문제인가?

상담사는 그것이 고객의 문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상담사는 고객이 다

른 사람을 돕는 것을 돕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 

· 고객이 지금까지 어떠한 해결책을 사용해 보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상담사에게 고객의 문제해결,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무엇을 제안하면 안 되는지 알려줄 수 있다. 이러한 질

문은 ‘맞아요. 하지만’으로 시작되는 고객의 반응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만약 상담사가 고

객이 예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해결책을 제안한다면, 고객은 상담사의 다른 좋은 제안마

저 거절할 수도 있다. 

· 고객이 어떠한 재무적, 개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재무적 자원은 고객의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 있고 개인적 자원은 고객이 설정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적인 능력(수리력, 정보력, 안목 등)을 말한다. 고객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사용해보지 않은 개인적 자원이 있을 수 있으며, 고객은 상담사와 함께 하면서 

사용해 보지 않은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다음 단계를 위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③ 이해단계

이해는 고객과 상담사가 목표를 세우거나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나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을 만들어야 하며, 대안을 만드는 데는 여러 방법

이 있다. 상담사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고객이 대안을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고

객과 상담사가 함께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 고객들이 직접 대안을 만들면 스스로 의미 있

는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이 무엇인지도 결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고객은 상담과정에 대해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문제해결과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미래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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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실패했을 때 상담사를 탓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이해단계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단계인 실행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④ 실행단계

이 단계에서는 이해단계에서 선택된 대안들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대안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결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면 고객과 상담사는 이전 단계인 탐색과 이해단계로 돌아가야 한다. 대안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탐색단계에서 수집된 정보가 적합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이거나 이해단계로 너무 

서둘러 진행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탐색단계에서 시간을 덜 투자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투자해서 실패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고객과 상담사 모두 모든 정보에 대해 충

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정보들이 논의될 때까지 대안 결정을 미루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6-4 상담관계에 따라 확장된 발전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상담의 발전단계는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시작－탐색－이해－실행

의 단계가 대부분의 상담관계에서 기본이 된다. 기본적인 4단계 외에 확장된 발전단계를 거

치는 상담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① 재무계획모델

재무계획 모델은 자료수집－고객목표 형성－정보의 분석과 처리－전체적인 계획 제시－

계획의 실행－계획의 모니터링 등 여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 1단계 - 자료수집 

정확하고 적절한 자료의 수집은 재무계획모델의 기본이다. 자료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두 가지가 있다. 양적 자료는 자산, 채무, 수입, 지출 등 고객의 재무상태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말한다. 질적 자료는 고객의 표상지도를 이해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것으로 돈에 대

한 가치관, 재무목표, 의사결정 스타일, 학습스타일, 위험감수 정도, 심리적 욕구, 가족관계 

등에 대한 것이다. 

• 2단계 - 고객목표 형성

양적, 질적 자료를 사용하여 상담사는 고객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조력해야 한다. 

• 3단계 - 정보의 분석과 처리

상담사는 기술적인 정보와 고객관련 정보를 모두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능숙해야 한다. 상

담사는 경제학과 법률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기술적인 정보, 즉, 법적 

계약, 부동산 등에 대해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객 관련 정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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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 있게 분석해야 한다. 이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계획이 적용될 수 없고, 동일한 고

객이라 해도 상황과 시간에 따라 정보의 분석과 처리방법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 4단계 - 전체적인 계획 제시 

전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전에 무엇보다 상담사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탐색했다는 것, 

제안된 대안들이 고객의 목표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 고객의 필요와 목표에 대해 모든 정보

를 탐색했다는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고객은 고객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받기 때문에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의 목표는 고객의 표상지도를 고객의 필요와 목표에 맞게 고안하여 

기존의 재무계획과 통합하는 것이다. 

• 5단계 - 계획의 실행

계획이 제시되고 고객이 받아들였다면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상담사가 충분한 전문지식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상담사가 계획을 직접 실행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특히 재무관련 

분야에서는 회계사, 보험설계사, 변호사들과 협력해서 고객의 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 6단계 - 계획의 모니터링

마지막 단계는 지속적인 평가와 고객에게 가장 적합하게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다. 

고객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면 이 여섯 단계 모델은 자동적으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

게 된다. 

② 재무상담모델

재무상담모델 역시 여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관계형성－진단과 목표의 설정－대안의 

설정－대안의 선택－대안의 실행－평가로 구성된다. 재무계획모델과의 주된 차이점은 초점과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데 있다. 재무계획모델은 거의 고객의 생산적인 목표들에 초점을 맞추

고 있는 반면, 재무상담모델은 치료적, 예방적, 그리고 생산적인 목표들 모두 다루고 있다. 

• 1단계 - 관계형성

상담관계는 상담사의 고객들에게 다음 세 가지 능력들에 따라 좌우된다. 첫째 능력은 고객

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는 숙련도, 둘째 능력은 고객의 재무 

상황에 대한 지식, 셋째 능력은 고객의 걱정과 두려움을 오히려 도움이 되고 유익한 방향으

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재무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 동안의 양식을 구할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일생동안의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오래된 격언을 통해 재무상담의 궁극

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효과적인 상담관계는 적합성, 공감, 온정, 신뢰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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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단어로 정의될 수 있다. 

‘적합성’은 상담사의 일관성, 진실, 정직을 뜻한다. 즉,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이 일관적이

어야 한다. ‘공감’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표상지도를 고객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상담사의 능력을 말한다. 고객에 대해 이해한 것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고객

과 공유하는 것 역시 공감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온정’은 상담사의 친밀함, 개방성, 사려의 

정도를 뜻한다. ‘신뢰’는 상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상담관계에서 신뢰란 상담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방성, 진실, 공감, 온정을 나

타낼 수 있는 상담사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 2단계 - 진단과 목표의 설정 

진단은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정확한 진단이란 고

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세부상황, 진행과정, 가능한 원인들로 잘 설명된 것이다. 앞서 

탐색단계에서 알아보았던 질문들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목표의 설정은 진단으로부터 도출해 내게 되는 논리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상담에서 목

표는 과정목표와 결과목표로 나눠볼 수 있다. 과정목표는 상담사가 어떻게 고객을 도울 것

인지 서술하는 것이고, 결과목표는 상담사의 도움의 결과로 고객이 어떤 행동변화를 가져

올지에 대한 서술이다. 

• 3단계 - 대안의 설정

재무상담에서 상담사가 고객들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담사가 대안을 직접 제시할 수도 있지만 고객들 스스로 설정한 대안을 잘 실행

할 확률이 더 높다. 고객들 스스로 대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은 더 넓은 범위의 상담목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 4단계 - 대안의 선택 

가능한 해결책들이 만들어지면 상담사는 고객들이 대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

다. 상담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각 대안이 가지고 있는 장단

점은 무엇인가요?”, “이 대안이 선택된다면 무엇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대안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고객이 보다 적절한 대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 5단계 - 대안의 실행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행동이다. 고객과 상담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된 대안을 실행

에 옮겨야 한다.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책임이 부여되고 구체적인 일정이 수립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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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 평가

평가는 과정과 결과 모두에 대해 할 수 있다. 앞의 다섯 단계의 문제해결과정에 상담사의 

관여정도나 고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얼마나 잘 학습했느냐에 따라 과정

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과에 대해서는 고객이 정말로 설계된 계획에 따라 문

제를 해결했는지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과정과 결과의 모든 평가에서 고객이 만족하고, 

공통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앞의 단계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 

  재무상담모델은 재무계획모델과 고객의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재무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상담사의 파산일 수 있다. 즉, 고객 스스로 문제해결이 가능

하여 상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 더 이상 상담사의 일거리가 없어지는 것이야 말로 

상담사와 고객 모두 달성해야 할 목적인 것이다.

3-6-5. 상담에서 의사소통의 결과물은 상담사에게 돌아오는 고객의 반응이다.

상담사와 고객의 의사소통은 상호적인 관계이다. 상담사들이 고객에게 하는 말들은 상담

사에 대한 고객의 반응에 영향을 주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객에게 악의 

없이 말하였지만, 고객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 상담사의 원래 의

도는 고객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이었지만 고객의 반응은 의도와 일치하지 않았다. 즉 상담

에서 의사소통의 의미란 상담사의 의도가 아닌 고객의 반응이다.

예를 들어, 어린 아들이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공부도 하지 않고, 방청소도 하지 않으

며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일 때, 부모가 아이를 불러다 앉혀놓고 설교를 통해 그들의 

기대치가 어떠하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 격려를 통해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는 어린 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노와 실망을 표현해보지만 아들의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부모는 계속해서 같은 전략(설교)을 반복했고 매번 같은 결과를 경험하였다고 하

자. 이 사례의 경우, 부모는 아이의 반응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이의 몇몇 특권을 박탈하거

나 타임아웃3)을 활용하는 등 설교 이외의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 

상담사는 고객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야 할지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고객의 반

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똑같은 개념을 전달할 

때도 그것을 설명하는 여러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3) 타임아웃(Time-Out) :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즉시, 아이를 지루한 장소로 수분간 격리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벽이나 구석을 향한 의자에 아이를 일정시간 앉혀두는 식이다. 이는 일종의 ‘고립시
키기’로 아이의 감정이 격앙되었을 때 이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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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상담사의 지속적인 피드백(feedback)이 있다면 고객들은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

지고 행동할 것이다. 

의사소통은 정보의 아웃풋(output)을 만들고 인풋(input)을 받는 과정이다. 피드백은 특별

한 종류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즉, 피드백은 정보의 아웃풋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하

는 특별한 인풋이며, 정보처리과정에서 아웃풋의 일부가 새로운 인풋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피드백은 정보처리의 핵심적인 전략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피드

백을 받게 되면 고객은 잘못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피드백은 마치 자동온도 조절장치와 유사하다. 온도조절장치를 특정온도에 맞춰놓는 것

이 바로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다. 집안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조절장치는 

보일러에 피드백을 보낸다. 그러면 보일러는 반응하여 전원이 켜지고 열을 공급하게 된다. 

온도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면 보일러는 자동으로 꺼지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계가 

고장 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온도조절장치는 어

떠한 외부적 인풋 없이 스스로 집의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자기결정적 시스템이며, ‘책임

감’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피드백을 받으면 목표에 대해 더욱 자기 결정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은 때때로 긍정적, 부정적, 파괴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긍정적

인 피드백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고객을 격려

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할 수 있게 하며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면, 부정적인 피드백은 고객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고객이 

목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지 알려줌으로써 목표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게 된다. 부정적 피드백은 고객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게 된다.

피드백은 고객에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목표달성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알려줄 수 

있을 때 건설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만약 피드백이 고객의 의지를 꺾어버린다면 파괴적으

로 작용할 수 있다. 당연히 상담사들은 건설적인 피드백을 사용하여 고객이 계속 바람직하

게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상담사와 고객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느냐는 상담

사의 피드백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 상담사는 다음 네 가지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피드백을 해야 한다. 

첫째, 피드백은 사람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신은 돈을 막 쓰는 것 같아.”

라는 말은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당신은 신용카드를 쓸 때 생

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라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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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그들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 행동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이다. 게다가 상담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피드백은 가까운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객의 행동과 시간적인 거리가 먼 

피드백은 효과가 없다. 피드백의 목적은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은 앞일을 생

각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피드백은 행동이 아닌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시기적으로도 구체적이지 않다. “당신이 만약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전

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같아.”라는 말이 더 효과적이다. 피드백을 하더라도 과거는 

이미 지나간 행동이므로 수정될 수 없지만 현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피드백을 줘야 한다. 고객에 대해 엄청난 양의 정보

를 수집했고 그것을 고객에게 적용한다면 고객이 훨씬 더 나아 질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있

다. 하지만 고객들은 한 번에 정해진 양만큼만 수용할 수 있다. 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피드백일 때는 더욱 그렇다. 

넷째, 피드백은 상담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은 감정을 분출하는 방법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피드백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이며, 고객을 보다 자기 결정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효과적인 피드백은 고객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확신하며 자신감 있게 목표를 달성하

도록 도와준다.

3-6-7. 상담관계는 도덕적 규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사들은 대부분 기관이나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 상담사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기관이

나 회사의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고객들에 대해 책임감도 지녀야 한다. 또한 고객에 대

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동료, 사회,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대부분의 상담기관들은 상담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상담사들은 자신의 상담분

야와 관련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항상 도덕적

인 기반 위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담사가 고객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객의 안녕과 이익이 우선시 될 수 있는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상담과 관련된 정보와 정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설

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본서의 마지막 부분인 상담사의 직업윤리에서도 구체적으로 다

루겠지만 상담사는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기록들은 보안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고객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라도 고객의 동의하에 공개할 수 있다. 

상담사들은 상담업무로부터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창구를 알고 있어



Part 02 | 신용상담 방법론

108

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담사는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

다. 문제상황이 생겼을 때 책임감 있게 대처하기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을 예측하

여 어떠한 전략으로 해결할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규범에 대해 살펴보면, 특별한 사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고객의 정보를 공

개해야 한다면 누구와 공유할 것인지? 어떤 조건 하에 공유할 것인가? 고객에게 어떻게 알

릴 것인가? 다른 기관과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미리 상담가이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상담사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 외에도 좀 더 미묘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상담사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상담사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에 생기는 스트레스나 문제점을 집으로 가져

가서는 안 된다. 고객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상담사 스스로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

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갑자기 너무 많은 고객이 방문하거나 고객의 변화가 너무 커서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다면 상담을 미루거나 다른 상담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두 번째 의무는 상담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계는 신체적 한계, 기

술적 한계, 지식의 한계, 정보의 한계 등 여러 분야에서 생길 수 있다. 상담사들의 목적은 

고객을 돕기 위한 것이지 상담사 자신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일정 조정 또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상담사들은 자신의 상담기술을 업데이

트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객에게 하는 피드백을 연습해보는 것은 상

담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자신의 상담분야와 관련된 서적도 꾸준히 

읽어 새로운 상담방법을 학습하고, 경제나 법규와 관련된 기술적인 지식도 습득해야 한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사소

통을 하다보면 불편해질 수도 있으며 상호작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고객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객을 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담사들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를 고객에게 하게 

해서는 안된다. 상담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을 과대포장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도덕적 의

무를 고객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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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의 진행

4-1. 상담의 시작

4-1-1.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기 

상담의 시작은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어떤 고객은 상담사가 묻기

도 전에 자신이 상담을 신청한 이유를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

객들은 상담사가 질문할 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다린다. 이때 상담사가 질문을 통해 

고객의 대답을 이끌어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담사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는 것

보다 고객 스스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고객의 문제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특히 고객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방형 질문은 초기 단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다만, ‘왜’로 시작되는 질문을 너무 자

주 하는 것은 심문받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적절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 

4-1-2. 문제 분류하기

고객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사는 고객이 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고객 스스로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분류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4-1-3. 주제이야기 계속하기

상담의 초기에는 고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고객이 이야기를 

중단할 때는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적절히 격려할 필요가 있다. 또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듣기보다는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다

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은 관심을 가지고 간단한 진술이나 질문을 하면서 고

객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객이 그 주제를 계속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4-1-4. 간단한 촉진자극

고객은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사의 반응을 살피기도 한다. 상담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사는 고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잘 듣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를 사용하여 고객의 계속적인 반응을 촉진

시키는 것이 좋다. 간단한 촉진자극이란 상담사가 고객의 말에 관심을 갖고 듣고 있음을 나

타내는 제스처, 고개 끄덕임, 간단한 말이나 소리, 몸의 자세, 핵심단어 반복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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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러한 자극들이 고객이 이야기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상담 초기단계

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어야 하며 ‘음’, ‘아하’, ‘예?’, ‘그래서요?’ 등이 

좋은 예다.

4-1-5. 적극적이고 정확한 경청

상담사는 고객에게 충고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기 보다는 고객의 말을 잘 들으면서 

고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상담에서 경청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이다. 상담사는 경청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의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파악해야 한다. 

고객의 말을 경청하면서 상담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청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고

객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어

야 한다.

4-1-6. 소리 내어 생각하기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고객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고객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은 경우 상담사는 이야기의 주제를 약간 바꿀 필요가 있는데, 너무 갑자기 이야기 

주제를 바꿔서 고객을 당혹스럽게 하기 보다는 소리 내어 생각하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다중채무로 인해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

이 지금 당장 독촉을 피하기 위해 대환대출 신청을 고집할 때 상담사는 “제 생각에는 신용

회복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고객님 생각은 어떠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묻기 

보다는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까지 원금으로 포함되고, 이율도 훨씬 높아질 텐데….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라고 혼잣말처럼 소리 내어 생각하기를 사용할 

수 있다. 

4-1-7. 즉시성

즉시성이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상담사와 고객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무언가를 깨닫고 

이를 건설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보통 감정이나 느낌과 관계되는 것이

기 때문에 매우 강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가정이나 하나의 의견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쩐지 고객님께서는 상담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라

고 표현할 수 있다. 

4-1-8. 침묵의 사용

상담을 하다보면 고객이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상담사는 고객이 침묵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침묵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침묵은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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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낼 수 있다. 침묵은 고객과 상담사 모두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침묵

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담사가 그 가치를 수용하고 침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도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침묵이 지속되는 시점을 민감하게 잘 포착해야 한다. 

고객의 침묵은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거나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일 수 있

다. 이럴 경우는 고객이 다음 반응을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고객이 상담사

의 반응을 기다리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라면 상담사가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

만 고객의 침묵이 상담사에 대한 저항이나 분노의 표현이라면, 특히 비자발적인 고객의 경

우라면 고객과 함께 침묵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저항을 다루어야 한다.

4-2. 문제의 명료화

고객이 호소하는 문제의 내용과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상담에서 다룰 문제의 내용을 

명확히 해 나가는 과정을 문제의 명료화라고 한다. 고객들은 스스로가 문제를 명확히 인식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실을 찾

기도 하며 고객이 자신의 문제나 상태를 인식하고 있더라도 상담사에게 충분히 표현하거나 

의미전달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만약 고객이 호소하는 문제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상담과정은 현실성 없이 겉돌기 쉽다. 그런 의미에

서 명료화의 첫 단계는 고객이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혹은 호소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밝

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하 원칙을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보다 쉽게 문제를 명료화시킬 수 있다. 즉,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질문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명료화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난 시간, 시기, 빈도, 지속기간 등을 탐색하고 

‘어디서’와 관련해서 일어난 장소, 공간 및 상황적 여건 등을 탐색하며, ‘누가’와 관련해서 

문제를 느끼고 정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문제 상황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특성

의 사람인지 등을 탐색하고 ‘무엇을’과 관련하여 힘들거나 잘못된 갈등의 내용들을 탐색하

며 ‘어떻게’와 관련하여 문제 상황의 발생 및 진행과정, 고객의 행동과정, 관여된 사람들의 

행동과정을 탐색하고, ‘왜’와 관련하여 문제 상황이 일어난 원인, 동기, 역사 등을 탐색할 

수 있다. 

4-3. 목표설정

상담목표란 상담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의 산물을 의미하며 상담목표를 고객과 함

께 설정하는 작업을 상담목표 설정이라 한다. 상담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은 상담성과와 밀

접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잘 선정된 상담목표는 상담사와 고객 모두에게 방향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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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 상담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조직화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상담목표 설정과

정을 성장지향적 욕구 탐색, 성취상태 예측, 상담목표 설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4-3-1. 성장지향적 욕구 탐색

고객이 원하는 욕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

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상태를 증가시키거나 새로 형성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후자의 긍정적 상태로 나아가려는 욕구를 성장지향적 욕구라 하는데 이러

한 성장지향적 욕구를 명료화시킬 수 있으면 상담목표 설정이 훨씬 쉬워진다. 또한 문제행

동의 동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성장지향적 욕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4-3-2. 성취상태 예측

상담목표를 설정하려면 문제가 해결된 상태 또는 상담목표가 성취된 상태를 어느 정도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실현된 구체적 상태

를 그려내기 어려워한다. 고객들은 지금까지 ‘원하는 상태로 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상

태를 피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원하는 상태를 탐색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 

고객에게 다소 어려운 작업일지는 몰라도 고객과 함께 성취상태를 예측해보는 것은 반드

시 필요한 일이다. 성취상태를 예측하는 그 자체가 고객에게 긍정적 상태의 경험을 확장시

키는 역할을 하고 긍정적 상태에 주의 집중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패의 전망에 대해서도 예측해야 한다. 상담사는 고객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물론 긍정적인 면과 성공을 위한 계획에 강조점을 두어야 하지만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고객이 ‘잃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실패를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4-3-3. 상담목표 설정

상담목표 설정이란 고객의 성장지향적 욕구에 대한 탐색과 성취상태에 대한 예측을 토대

로 구체적으로 상담목표를 구성하는 과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고객이 상담목표 설정과정

에 많이 참여할수록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상

담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고객 스스로 상담목표를 구성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 구성된 상담목표는 목표행동, 목표행동을 수행하는 상황조건,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수락기준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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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표행동

목표행동이란 상담을 수행한 결과로써 산출하고자 하는 표적행동을 의미한다. 상담은 본

질적으로 고객의 변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목표행동은 상담사 중심이 아니라 고객중심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목표행동이 구체적일 때 성취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성취하고자 

하는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가지고 있는 자원과 활동을 생산적으로 조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행동은 상담결과형, 즉 고객이 호소하는 문제의 해결상태를 반영하여 기술되어야 한

다. 만약 상담목표로 기술된 내용이 결과목표가 아니라 과정목표로 기술되어 있거나 목적

이 아니라 상담기법과 같은 수단으로 기술되어 있다면 상담목표를 제대로 설정했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목표행동은 고객과 상담사의 능력, 상황적인 제약들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성취 가능하다’라는 말은 ‘통제 가능하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타인을 포함한 외부환경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목표행동은 타인이나 외부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

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표행동은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보다 긍정적 요인을 증가시키거나 새롭게 형성하는 것으로 기술해야 한다. 

② 목표행동을 수행하는 상황조건

목표행동을 수행하는 상황조건은 설정된 목표행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상황적 여건을 말

한다. 상담목표를 설정할 때 상황조건을 명시하면 목표가 성취된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동시에 목표성취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자신이 원하는 

것 한 가지 이상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만 기술하는 것보다 상황조건을 포함하여 ‘전화상

으로 채권추심을 받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 한 가지 이상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기술한다

면 목표성취상태가 어떤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고 나중에 확인도 쉬워진다. 

③ 수락기준

상담목표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수락기준이다. 수락기준이란 목표행동을 성취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준거를 말한다. 수락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관찰 및 측정, 성취여부 판단, 

평가 및 조정과 같은 상담목표 관리가 용이해진다. 또한 수락기준에는 목표행동을 언제까

지 완결할 것인지를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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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종결

5-1. 상담종결 시기의 결정

상담이란 고객이 처음에 가져왔던 문제가 해결되고 장래의 생활에서 그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처리할 자신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종결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종결논의 과정은 상담사가 종결시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평가 및 판단하는 과정, 

이를 토대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종결여부와 종결방법을 결정하는 종결합의 과정, 종결에 

따른 정서들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결시점은 상담사와 고객이 합의해서 설정한 상담목표의 수락기준이 성취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만족스런 성취수준에 도달하였다면 상담이 종결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적

응, 문제해결, 성장과 관련된 전반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시점을 종결시점

으로 볼 수 있으며 상담기간이나 시간이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다면 전체 상담기간의 

70~80%가 소요된 시점에 종결개입을 해야 한다. 

또한 상담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담을 지속해도 더 이상 상담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상담종결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일정한 조치를 취했으나 시간이 경과해도 호

전되지 않았고 앞으로 상황을 호전시킬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없다면 종결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상담사에게 있다. 여기서 상담효과가 없다는 말은 고객이 시간, 노력 등을 투자한 

것에 비해 양이나 질, 속도 측면에서 상담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담효과

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고객이 종결의사를 표현할 때 역시 상담종결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종결과 

지속에 대한 양면적(ambivalent) 태도를 가지고 있어 한편으로는 종결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종결을 원치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종결의사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종

결의사를 표현하면 먼저 다른 면, 즉 지속하고자 하는 태도를 명료화시킨 이후에 종결시점

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해결과 목표성취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또 다른 갈

등이나 문제가 존재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담 여부를 처음부터 검토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기존문제의 해결이나 목

표가 성취되었다면 더 이상 상담을 오래 끌지 말고 상담종결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객이나 상담사의 질병, 사고 등 일신상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상

담을 종결해야 한다. 아울러 상담사가 고객에 대한 분노, 피해의식 등을 표출하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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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경우에도 상담은 종결되어야 한다.

상담 중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루기로 했었으나 실제 상

담과정에서는 다루지 못한 문제, 실제 상담과정에서 다루기는 하였지만 완결하지 못한 미

진한 문제, 상담을 끝냈을 때 일어날 가능성 있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

치도 필요하다. 먼저 미해결문제가 무엇인지 명료화하고 현실적으로 상담을 종결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 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같이 협의해 나간다. 

상담은 일상적인 관계가 아닌 특수한 목적으로 형성된 일시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

로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담이 종결되면 끝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담관계의 종결을 위해서는 종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종결인사가 필요하다. 종결인사

는 대체로 상담사에 의해 주도되며 상담사가 전체 상담과정 중 좋았던 점에 대해 언급하고 

감사를 표하거나 아쉬움 등을 언급하며 긍정적 암시를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러한 상담의 종결과정을 통해 종결에 따르는 경험을 생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5-2. 상담의 평가

고객의 긍정적인 변화를 강화하고 상담을 종결하거나 종결 이후의 바람직한 행동방향 및 

방법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상담의 전체과정을 회상하고 상담결과를 측정하며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상담평가라고 한다. 

상담평가를 통해 상담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상담을 수행한 결과로 고객이 상담

목표를 성취했는지, 이로써 상담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고객의 실생활에서 만족과 생산성이 

증가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상담평가를 통해 상담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상담이라는 방식이 고객의 문제해결에 

적절한 수단이었는지, 상담시간이나 장소, 그리고 상담전략은 적절했는지 등의 상담자체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도 있고, 상담사의 전문성이나 수행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도 있다. 평가

는 피드백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담의 질적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다.

상담평가는 상담과정을 회상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상담과정에 대한 기억을 떠올

려 보도록 말로 요청하거나 눈을 감고 회상하도록 이끄는 회상지시 및 유도의 방법이 있으

며 상담의 전체과정을 짧게 요약해볼 수도 있다. 이때 상담사는 전체적인 과정을 회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거나 질문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때 고객이 상담과정 중에 작성한 상담

신청서, 진단결과지 등을 함께 보여주며 회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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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신용상담의 효과측정

신용상담은 1~2회의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상담사가 최선을 다했다고 판

단이 되면 신용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고객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담사의 생각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따라서 신

용상담사에게 있어서 신용상담의 효과측정은 고객에게도 중요하지만 상담사 자신에게도 다

음 상담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대단히 중요하다.

신용상담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용상담의 성공여부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

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김경자 외(1999)의 내용을 중

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신용문제를 가진 고객과의 상담과정에서 적어도 다음 중 하나에 해

당될 때 신용상담에서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이 작지만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는 것

⋅고객에게 발생한 긍정적 변화가 오래 지속되는 것

⋅고객 자신의 신용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라 믿게 

되는 것

이러한 기준은 고객이 재무적으로 회복해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완전한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좀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의 신용문제를 단기간에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 3가지 신용상담 성공기준에 기초하

여 상담사가 신용상담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의 행동이 변화했는가를 확인해본다. 문제해결을 위해 고객이 전과는 다른 특

별한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은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성공의 좋은 지표가 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고객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고객의 사고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가계부를 쓴다.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한다.

⋅지출감소를 위해 노력한다.

⋅소비지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저축계획을 세우거나 저축액을 증가시킨다.

둘째, 고객의 신용상태,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신용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는 어떠

한지 살펴본다. 상담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은 상담의 어느 단계에서 사용해도 타당하

여야 한다. 다음 질문을 예로써 고려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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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을 10점, 최악의 상황을 1점이라고 한다면 귀하의 현재 신용상

태는 몇 점입니까?

이 경우 대부분의 고객은 1차 상담초기에 비해, 1차 상담이 끝날 때쯤 고객은 대개 자신

의 상황이 1~2점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담이 모두 끝날 때쯤에는 자신의 

상황이 다시 1~2점 정도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신감 : 응답 범위가 1점(전혀 없다)부터 10점(아주 크다)까지라고 할 때 귀하께서는 현재의 신

용상태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트레스 : 응답 범위가 1점(전혀 없다)부터 10점(아주 크다)까지라고 할 때 귀하께서는 신용문

제로 인한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이상의 질문을 상담초기, 상담후기, 상담완료 후에 같은 질문을 하면 상담이 얼마나 성공

했는지, 고객의 자신감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신용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감

소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셋째, 고객의 신용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고객과 함께 상담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은 신용문제의 빈도와 심각성의 감소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상담초기에 진단테스트를 하고 한 달 후쯤에 다시 평가해 보면 신용상담 성공여부를 측정

할 수 있다. 어려운 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취할 고객은 상담 후 얼마 지

나지 않아(대부분 한 달 이내) 행동으로 옮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은 행동으로 옮길 

의사가 영영 없을 수도 있다.



Part 02 | 신용상담 방법론

118

앞에서 설명한 3가지 측정방식 모두가 고객의 성공여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

다. 그러나 고객은 손으로 써야 하는 평가서나 설문지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상담 중에 고객

과 직접 말로 상담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고객에게 응답을 손으로 쓰게 

할 때는 질문의 길이가 짧고 1~2분 내에 다 응답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만약 고객에게 

직접 작성하게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지를 활용할 수 있다.   

<질문지>

1. 신용상태에 대해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10점, 아주 자신 없는 상황을 1점이라고 할 때, 귀하는 

현재 몇 점쯤의 위치에 있습니까?

____________ 상담초기

____________ 상담후기

____________ 상담종료 후

2. 신용상태를 아주 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10점,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1점이라고 할 때, 귀하는 현재 

몇 점쯤의 위치에 있습니까?

___________ 상담초기

___________ 상담후기

___________ 상담종료 후

3. 신용상태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1점,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을 10점이라고 할 때, 귀하는 

현재 몇 점쯤의 위치에 있습니까?

___________ 상담초기

___________ 상담후기

___________ 상담종료 후

4. 신용상태에 대해 아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을 1점, 전혀 걱정 없는 상황을 10점이라고 할 때, 귀하는 현재 몇 

점쯤의 위치에 있습니까?

___________ 상담초기

___________ 상담후기

___________ 상담종료 후

5. 신용상태를 통제하기 위해 이미 아래의 보기 중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각 질문에 네,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네/아니오

 ____________ 가계부를 기록함

 ____________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함

 ____________ 지출감소를 위해 노력함

 ____________ 소비지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____________ 배우자와 돈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음

 ____________ 개인 스스로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함

 ____________ 저축계획을 세우거나 저축액을 증가시킴

 ____________ 문제해결을 위해 기관이나 개인에게 도움을 청함

 ____________ 기타 (써주세요)

6. 지금까지 당신의 신용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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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말에 모든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보내는 것도 유용하다. 연말에는 대

체로 사람들이 지난 1년간의 경제문제를 결산해 보고 싶어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설

문지는 1분 내에 끝낼 수 있는 짧은 설문지이다.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와 함께 보내면 

높은 회수율을 보일 수 있다.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올해 귀하의 소비습관과 신용관리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잠시만 시간을 내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지 작성이 끝나면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보내 주십시오.

1. 귀하의 신용상태에 대해 아주 자신 있는 상황을 10점, 아주 자신 없는 상황을 1점이라고 할 때, 귀하의 현

재 점수는 몇 점입니까? ( )

2. 예전에 상담했던 문제는 올해 해결되었습니까? 네_______아니오 _______

3. 상담을 끝낸 후 그 문제가 다시 발생했습니까? 네_______아니오 _______

4. 상담을 끝낸 후 다른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까? 네_______아니오 _______

 ☞ 만일 ‘네’라고 대답하셨으면 그 내용을 써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신용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셨습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계십니까?

 혼자 해결 ______ 도움을 받았음 ________ 현재 도움 받고 있음 ________

6. 저와 상담하실 때 제 도움이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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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담의 기록

상담기록은 대체로 상담사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보관 자료로써 고객을 보다 잘 이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담진행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며 다른 상담사가 계속해서 상담

을 진행하는 경우 이미 진행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밖에 흔한 경

우는 아니지만 다른 기관에서 상담기록을 요청하거나 법정진술 등을 위해 상담기록이 필요

한 경우가 있다. 

상담기록은 고객의 가장 큰 관심사, 지난 상담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등 상담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상담사 역시 한 고객과의 상담내용을 매번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담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초보자의 경우 기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상담사는 기록에 많은 시간이 소모

되므로 기록하는 것에 저항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상담과정의 특성 및 고객 문제의 핵

심에 관한 이해와 상담사 반응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습성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상담기록은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사실과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을 구

분해서 사실 중심으로 기록해야 한다. 모든 일들을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요

약해서 단순하게 기록을 해야 한다. 간략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호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주요 반응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기호 또는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상담기록은 실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록하기 쉽고, 기록한 것은 사용하기 편하고 용도

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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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_ 상담기초이론요 /점 /정 /리

1. 상담의 의미

∙ 상담이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생활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감정⋅행동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2. 상담의 기본원리

∙ 상담은 고객의 문제상황과 고객이 활용하지 못한 기회가 출발점이 된다. 상담에는 

상담의 목적이 있으며, 상담에 적극적이지 못하며 상담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이라 기대하는 고객은 상담을 받아도 효과가 없다. 

∙ 상담사는 자신의 상담과정을 항상 평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을 

혼동하지 말고 대처해야 한다. 상담사의 상담역량 역시 발달시켜야 한다.

3. 상담관계 형성

∙ 상담사와 고객이 만나는 순간부터 상담관계가 시작되며 상담준비의 단계에서 상

담사는 상담신청서를 통해 미리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의 상담경험 

유무를 파악해야 한다. 

∙ 상담의 본격적인 진행은 고객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되

며 신체적, 심리적, 지적 기능⋅발달수준, 정서적 상태, 자아개념, 대인관계 특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때 고객 역시 상호작용을 통해 상담사를 평가하게 된다.

∙ 상담관계에 있어 첫 번째 원칙은 고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상적인 상담관계에는 개방성, 현실적 기대, 체계, 영향력, 다양성의 

인정, 고객의 참여가 포함된다. 상담은 시작-탐색-이해-실행의 과정을 거치며 때에 

따라 확장된 발전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이러한 상담관계는 도덕적 규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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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_ 상담기초이론요 /점 /정 /리

4. 상담의 진행

∙ 상담은 상담의 시작-문제의 명료화-목표설정-상담의 발전-행동변화 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 상담이 시작되면 고객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고객이 가진 문제가 무

엇인지 분류한다.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간단한 촉진

자극을 활용하고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경청하도록 한다. 생각을 소리 내어 말해보

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상담사와 고객 사이에 진행되는 무엇인가는 그 즉시 반영

해 주도록 한다. 고객의 침묵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 고객이 호소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하여 상담에서 다룰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 

나가는 과정을 문제의 명료화라고 한다. 6하 원칙을 사용하여 문제상황을 정리해

보면 보다 쉽게 문제를 명료화시킬 수 있다.

∙ 고객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

인지 상담목표를 설정한다. 상담목표 설정이란 고객의 성장지향적 욕구와 성취상

태에 대한 탐색을 토대로 상담목표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상담목

표는 목표행동, 목표행동을 수행하는 상황조건, 성취여부를 판단하는 수락기준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5. 상담종결

∙ 고객의 문제가 해결되면 상담은 종결된다. 상담이 종결되면 상담의 전체과정을 회

상하고 상담결과를 측정하며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상담평가 과정이 필요하다. 상

담평가를 통해 상담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상담기록은 객관적으로, 사실 중심으로 기록하며 요약해서 단순하게 기록해야 한

다. 또한 상담기록은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실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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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은 학문적 깊이나 내용이 풍부한 영역으로 다양한 이론과 기법이 제시되고 있

다. 상담사는 자신이 적용하는 상담이론과 상관없이 상담면접에서 발생하는 모든 반응에 

대해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며 상담사가 어떤 반응과 기법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

는 것은 고객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1. 상담에서의 치료적 요인

많은 상담 및 임상심리학자들은 상담의 효과와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어떤 

이론적 입장의 상담이 더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고

객을 변화시키는 상담요인은 무엇인지, 상담에서 성과를 거두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상담의 치료적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치료적 요인에 대

해서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필드(Garfield, 1998)

의 주장에 근거하여 상담에서의 치료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래포 또는 치료적 관계

효과적인 상담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담사와 고객과의 긍정적인 치료적 관계, 즉, 래포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래포(Rapport)는 프랑스말로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라는 의

미를 지니며 상담에서는 ‘고객과 상담사 간의 친밀하고 신뢰 있는 협력적 관계’를 뜻한다. 

상담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서 상담사와 고객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달리 여기고 있지

만, 긍정적인 치료적 관계는 상담의 성공적인 결과에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좋은 치료적 관

계가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치

료적 관계가 필요하다. 만일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객이 상담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

지고 있다면, 고객에 의해 상담이 조기에 종결되거나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된다. 사실 

모든 형태의 상담에서 고객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필요조

건이다. 고객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상담사의 권유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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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은 감소한다. 따라서 상담사와 고객 사이의 좋은 관계는 모든 형태

의 상담에서 진전이 일어나기 위해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상담사와 고객의 치료적 관계는 서로가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다. 예를 들어, 상담사의 행동이 고객의 기대와 너무 차이가 나거나 상담사가 자신의 상담

기술과 능력에 대해서 고객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거나 또는 상담사가 고객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좋은 치료적 관계가 맺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

담사가 고객을 동기가 없고 적대적이며 비판적인 사람으로 보거나 만족스런 관계를 발전시

킬 가능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경우 역시 좋은 치료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고객과 상담사가 상담의 초기에 서로를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

은 두 사람 사이의 치료적 관계와 치료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상담사의 반응은 치료적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담사는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없다. 어떤 고객에게는 경청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다른 고객에게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어떤 고객에게는 쉽게 친밀감을 느끼는 반면 다른 고객에게는 

왠지 냉담함과 정서적 장벽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상담사가 고객에게 부

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긍정적인 치료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따라서 상담사

는 고객에 대한 느낌과 더불어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담에서 맺게 되는 상담사와 고객의 관계는 매우 독특한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나는 정해

진 시간이 있고, 두 사람의 만남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다. 상담에서 보내는 많은 시간들은 

둘 중의 한 사람, 즉, 고객의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데에 사용된다. 더욱

이 치료적 관계는 신뢰와 비밀보장의 바탕위에 존재한다. 고객이 상담사를 전적으로 신뢰

하게 될 때, 고객은 이전에 드러내지 못했던 불편한 생각과 감정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고객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에 직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언급, 제안, 그

리고 설명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긍정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고객에 대한 상담사의 영향력이 증가된다. 긍정적인 관계 속에

서는 고객이 상담사의 제안, 해석, 과제부여, 그리고 다른 행동들을 더욱 잘 받아들이게 된

다. 또한 좋은 치료적 관계에 있게 되면, 고객은 상담사를 모델로 삼으려 하며 상담사를 가

치 있는 존재로 수용하게 된다. 상담사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동일

시는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치료적 관계는 상담에서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변인이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다. 상담사는 자신이 고객에 반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고객이 자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한다. 좋은 치료적 관계는 고객의 협조와 상담사의 긍정적 영향력을 모

두 증가시켜 상담의 효과를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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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서적 발산 

효과적인 상담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공통적 특징은 정서적 발산(emotional release)이

다. 대부분의 상담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불편한 과거와 현재사건을 자세

히 열거하며 그러한 일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무비판적이고 수용적인 상담의 분

위기에서 고객들은 자유스럽게 표현하지 못했거나 남들로부터 공감 받지 못한 감정이나 생

각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죄의식을 유발하는 고통스런 문제와 관련된 경험

을 자기(self)에게서 떨쳐버릴 수 있다면 이는 고객에게 상당한 치료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 정화(catharsis) 혹은 발산현상은 모든 상담에서 강조되고 있다. 상담의 이론

적 입장에 따라서 감정이나 정서의 표현에 치중하는 정도가 다르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상

담에서 그러한 표현을 격려하고 허용하고 있다. 

슬픔, 분노, 불안, 죄책감, 억울함, 좌절감 등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게 하는 것은 고객

의 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

고 마음속에 누적시켜 온 고객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상담사가 고객의 감정적 

표출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감정적 정화의 효과가 더욱 커지

게 된다. 이렇듯 정서적 발산은 치료적 효과를 지니며 성공적인 상담의 공통적 요소로 볼 

수 있다. 

1-3. 이해와 통찰 

성공적인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고객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

서 좀 더 깊고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통찰은 여러 

가지 수준에서 생겨날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어떤 심리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지를 막연하게 감지하는 수준의 통찰에서부터 좀 더 명쾌하고 심층적인 내용의 통찰

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문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 생겨나게 되었는지 자신의 성장과정, 가족배경, 무의식

적 갈등 등을 포함하는 삶의 전반적 내용과 관련지어 통합적인 통찰을 얻게 될 수도 있다. 

흔히 이러한 이해와 통찰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적 통제감을 갖게 한다. 아울러 자기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방법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자기문

제에 대한 이해와 통찰은 성공적인 상담을 위한 중요한 치료요인이자 치료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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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해와 통찰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상담사가 고객의 문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관련성을 적절하게 논의함으로써 고객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한 통합적 통찰력이 생겨날 수 있다. 때로는 상담사가 고객의 문제와 관련된 요인

들의 인과적 연계성을 암묵적으로 시사함으로써 고객의 통찰을 유도할 수 있다. 또는 상담

사가 고객의 문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여 고객에게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석과 설명

을 제시할 수도 있다. 특히 단기상담에서는 고객이 스스로 통찰에 이르도록 기다릴만한 시

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담사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고객의 통찰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고객의 문제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이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된다. 정신역동적인 입장을 지닌 상담사와 인지행동적인 입장을 지닌 상담사는 

동일한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정신역동적 입장을 지닌 상

담사는 고객의 성장과정이나 무의식적 갈등내용에 근거하여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려하는 

반면, 인지행동적 입장을 지닌 상담사는 현재의 비합리적 신념이나 인지적 왜곡에 의해서 

문제를 설명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상담사가 확신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고객이 이를 타당한 것으로 받

아들이게 된다면, 그 설명이나 해석의 이론적 근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객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통해 지적 통제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과거에는 삶의 영역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괴리되어 있으며 상담문제에 대해서 그 발

생과 악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던 고객에게 이러한 지적 

통합과 통제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같이 고객으로 하여금 이해와 통찰을 

통해 자기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지적 통제감을 갖게 하는 것은 상담을 성공적

으로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1-4. 긍정적 행동에 대한 강화

효과적인 상담의 또 다른 공통적 요소는 상담사가 제공하는 강화(reinforcement)이다. 대

부분의 상담사들은 자신의 가치를 고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상담에서 

상담사가 고객의 특정한 행동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상담사는 상담목표를 달성

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 및 사고에 대해서 강화하게 된다. 즉, 상담사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부정적인 강화를 해준다. 

상담사가 고객의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는 방법은 다양하다. 언어적으로 칭찬을 해주

거나 격려를 해주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상담사가 머리를 끄덕이거나 수용적인 미

소를 짓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이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화를 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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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객은 상담사의 강화반응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상담사가 

강화하는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효과적인 상담에서는 고객의 행동에 실

질적인 변화가 생겨난다. 즉,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보다 더 적응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이 

새롭게 학습되거나 증가되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는 주된 상담요인은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강화는 고객의 다양한 행동에 대해서 주어질 수 있다. 상담시간 중에 고객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 상담사가 강화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상담사가 상담실 밖의 상황에서 고객에게 시

도해 보도록 제안한 다른 행동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강화를 줄 수 있다. 어떤 인지행동적 

상담에서는 상담회기4)들 사이에 고객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부여한다. 그리고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하지만 이전에는 회피했던 행동들을 시도하거나 연습해 보도록 

격려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고객이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상담사는 이러한 행동에 대

해서 강화를 주게 된다. 

상담사의 강화는 상담과정의 중요한 일부이며, 모든 상담의 공통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

다. 물론 이론적 입장에 따라서 강화를 강조하는 정도나 사용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

러나 강화는 단기치료에서 특히 중요한 상담요인이다. 만일 초기의 몇 회기가 잘 진행되었

고, 고객 스스로 자신이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믿는다면, 성공적인 상담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1-5. 둔감화 : 자기문제에 대한 객관적 태도

주요한 상담요인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둔감화이다. 둔감화(desensitization)는 행동치료에 

사용하는 기법으로써 부적응적인 과잉반응을 나타내던 환경적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킴

으로써 과잉반응을 약화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써 둔감화

라는 용어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은 상담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어려움

을 논의하고 자신의 문제를 상담사와 공유해 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과 어려움이 점차 줄

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고객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상담사와 함께 반복해서 

논의하게 되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과도한 감정반응이 완화되고 따라서 긍정적인 상담효

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각적인 정화효과를 보이는 정서적 발산에 비해서 이러한 둔감화 과

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덜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못하고 혼자만이 지니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느껴

지고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서 고객은 자신의 고민거리를 상담사

에게 드러내 놓게 되면 이러한 심리적 부담이 경감된다. 이렇게 상담사에게 자신의 고민과 

4) 상담회기란 1회의 상담이 시작하면서 끝나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담은 1회기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 회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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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털어놓게 되면, 고객은 이러한 고민과 문제를 상담사와 공유하게 되고 따라서 자

신이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중압감이 감소된다. 또한 고객은 자신의 고민거리를 

상담사에게 드러내 놓음으로써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좀 더 냉정

하게 살펴볼 수 있다. 

상담사에게 공개되지 않고 혼자서 고민하는 문제는 실제로는 사소한 것이라도 흔히 자신

만의 생각 속에서 왜곡되고 확대되어 심각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상담과정에서는 이러

한 왜곡과 과장이 상담사의 도움으로 자각되고 수정된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고객이 지니는 불안은 안전한 상담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논의해 감에 따라 점차 감

소하게 된다. 상담사가 고객의 공개를 놀라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사실 역시 둔감화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둔감화과정은 대부분의 상담과정에서 일어나며 상담을 진전시키고 촉진하는 효과

를 지닌다. 고객은 둔감화과정을 통해 자신이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확대하고 과장하는 부

정적인 생각을 점차 감소시키게 되어 불안이 완화되게 된다. 

1-6. 직 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방법을 사용한다. 불안

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혐오적인 자극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가능한 그러한 자극을 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매우 수줍음을 타고 사회적 상황에서 심한 불안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상황을 피하려 할 것이다. 이런 회피행동은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

지만 다른 부작용을 파생시킨다. 즉, 그 사람은 대인관계의 기회를 잃게 되고 그 결과 심리

적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불안을 피하기 위해 계속 회피행동을 

보인다면, 자신의 행동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고객을 돕기 위해서는 회피행동을 접근행동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불안하

고 두렵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접근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직면

(confrontation)이다. 과거에 회피했던 상황에서 고객이 접근적인 행동을 시도하도록 격려하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접근행동에 대해서 강화가 주어지게 되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고객이 과거에 불안해하던 상황에서도 기대했던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불안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고객에게 매우 강력하

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반복적인 성공적 수행을 통하여 고객은 자신의 사회행동을 상

당한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직면은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고객이 익숙

하지 않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적응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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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제 생활환경에서 직면을 통해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경

우에 따라서 상담사는 상담목표의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특정한 행동들을 제안하고 추천

할 수 있다.

직면은 이러한 환경적인 자극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고객은 자신의 특정한 경험을 다시 자각하는 것이 두려워 상담의 주제로 삼아 자

세히 살펴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회피하고자 하는 내적 경험이 고객

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

한 경험을 직면시키고자 할 때는 고객이 직면을 위한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

아야 하며 직면을 위한 심리적 준비가 충분히 된 다음 시도해야 한다. 

2. 상담의 일반적 기법

상담사는 앞에서 열거한 치료적 상담요인들이 고객과의 면담 속에서 구체화되도록 여러 

가지 상담기법을 활용한다. 이 절에서는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사가 적용할 수 있는 상

담기법 또는 상담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상담시간에 상담사가 하는 행동은 매우 다양하다. 상담기법은 상담사가 고객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사하는 제반활동을 뜻한

다. 이러한 상담기법은 상담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활동 유목에서부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특수한 해결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입행위를 의미한다(권석만, 1997; 이장호⋅금

명자, 1992; Garfield, 1998). 여기에서는 고객이 지닌 특수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기법을 설

명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상담기법을 유목별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2-1. 경청하기

상담사가 가장 흔히 하는 활동은 아마도 고객의 말을 경청하는 일일 것이다. 상담사는 좋

은 경청자여야 하며, 특히 단기상담에서는 고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더욱 잘 들어야 한

다. 상담사가 고객에 대해 알게 되는 대부분의 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상담시간에 고객을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다. 상담사는 고객이 말하는 것을 평가해야 하므

로, 고객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도 경청과 관련된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언어적 의사

소통뿐만 아니라 그 전달방식에 의해서도 의미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사의 경청은 상담의 기본요소이며, 상담사가 경청을 잘 할수록 고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상담사가 고객의 문제를 더 많이 이해할수록 상담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상담사는 경청과 관찰을 통해 고객이 주는 정보를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한다. 만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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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고객이 말한 내용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을 경우, 상담사는 좀 

더 명료하고 충분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중요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이유가 있는 듯 할 때는 잠시 그 문제를 접어둘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상담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상담에서 경청은 매우 적극적인 과정이며 다른 상담활동과 밀접한 연계를 갖게 된다. 상

담사는 경청을 하면서 고객이 말한 내용을 평가하고 고객의 행동을 관찰하며 고객에게 질

문을 할 것인지 다음으로 미룰 것인지를 결정하며 때로는 제안이나 해석을 하기도 한다. 모

호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하는 고객의 경우, 상담사는 소위 ‘제3의 귀’를 통해서 고객 속뜻

이나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특히 상담사는 고객이 상담이나 상담사에 대해 언급하

는 것은 어떤 것이든 아무리 지나가듯이 말한다고 해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

하면 그 속에 상담에 대한 고객의 견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청하기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며 상당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기술을 요

하는 상담기법이다. 가장 좋은 연습방법은 녹음된 상담내용을 세밀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서 때로는 동료상담사나 지도감독자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검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특히 상담사가 반응을 했어야 했던 때와 하지 않

아야 했던 때 또는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던 고객의 흐름을 끊었거나 고객이 말하고 있

는 내용에 진실성 있게 반응하지 못한 때 등을 주목해야 한다. 잘 경청하는 일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상담사의 행위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상담기법이다.

2-2. 질문하기

상담사는 상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마련이지만, 질문하

기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중요한 하나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상담사는 고객에 

관해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담초기에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질문보다는 다른 상담활동이 증가하게 된다. 

상담사는 어떤 중요한 주제에 대해 고객이 내놓는 정보가 부족할 때 질문을 할 필요가 있

다. 하지만 고객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런 경우에는 상담사는 질문을 통해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탐색하여 명쾌하

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특히 단기상담에서는 시간의 절약을 위해 더욱 그러하다. 

어떤 상담사들은 고객이 한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한 것처럼 넘어가

는 경우가 있다. 그보다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객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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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는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 주요한 수단이지만 보다 적극적

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고객의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간과하고 있는 삶의 영역

에 대해 물음으로써 고객이 새롭게 자신의 문제와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체계적인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는 사고나 체험을 좀 더 

명쾌하게 정리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지니고 있는 왜곡된 사고나 잘못된 신념에 대한 질문을 통해 기술적

으로 도전함으로써 고객 스스로 이러한 사고내용을 수정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인지적 상담에서 소위 소크라테스식 질문법(Socratic questioning)으

로 알려져 있다(Beck, Rush, Shaw, & Emery, 1979). 이는 상담사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

기보다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논리적인 사고내용을 자각하여 스스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의미한다. 이렇듯 질문하기는 적절히 시행되면 매우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상담기술이며 기법이다.

그러나 질문은 고객을 추궁하고 반박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

해져야 한다. 가능한 부드럽고 명료하게 질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질문기법을 사용할 때는 

경청, 반영, 공감과 같은 다른 기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을 집중적으로 

퍼 붓기 보다는 고객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에 대해서 공감적 반응을 보이고 난 후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상담 중 질문은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으로 구분되며 상

황에 따라 질문방법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개방형 질문은 주로 ‘무슨’ ‘어떻게’ ‘왜’ ‘예를 들면’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을 하

는 것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다. 폐쇄형 질문은 

대화자가 두어 마디의 말로 간단히 대답하거나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하게 하는 질문이

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은 고객의 관점, 의견, 사고, 감정까지 끌어내어 바람직한 촉진관계

를 열어 놓는데 반하여 폐쇄형 질문은 오로지 명백한 사실만을 요구하므로, 개방형 질문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 

나아가, 개방형 질문을 간접적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더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다. 직접 

질문은 직접적 또는 직선적으로 물어보며 문장이 질문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간

접 질문은 서술문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완곡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는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지요?”는 직접 

질문이며, “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군요.”라고 하면 간접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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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영하기 또는 공감하기

인본주의적 입장을 지닌 상담사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상담기법은 반영(reflection)이다. 반

영은 고객의 경험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반응해 주는 상담사의 행위를 의미한다. 반영은 또

한 경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정확하고 민감한 반영은 상담사가 고객을 얼마나 깊

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반영기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에서 매우 중요하다. 반영은 상담사가 잘 경청하고 있

으며 고객이 지닌 어려움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준다. 또한 상담사가 

고객을 돕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영은 고객과 고객의 상황을 공감한다는 것

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반영은 고객이 자신의 사적이고 불편한 감정과 생각

을 상담사에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강화요인이 될 수도 있다. 

상담사가 고객의 태도와 감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게 되면, 고객에 대한 상담사의 진정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치료적 관계를 맺는데도 도움이 된다. 

감정이나 태도에 대해 반영을 해주는 것이 간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영을 해주는 구체적인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객이 반영

내용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사가 반영을 할 때는 

언어적 표현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진지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

다. 로저스(Rogers, 1951)는 상담과정에서 상담사의 이러한 공감적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 효과적인 공감을 하기 위해서 상담사는 가능한 한 고객의 관점과 기준에서 고객이 자

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것과 유사하게 지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객의 체

험에 대해서 고객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상담사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반영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반영은 상담사의 민감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좋은 상담사는 고객이 자신의 문제, 감

정, 태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예민하게 포착해야 한다. 만일 고객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상담사가 민감하게 빨리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상담이 되기 어렵다. 특히, 

단기상담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반영이나 공감은 ‘예민한 이해’ 그 이상이다. 공감에는 

고객의 언어적 표현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감정까지도 상담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감적 반응은 결국 상담사와 고객 사이의 치료적 동

맹을 발전시키고 긍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높인다. 상담사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

는 한, 고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며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반영이나 공감은 상담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법이지만, 피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거나 지

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자연스럽고 진실성 있게 사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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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영은 고객이 상담과 상담사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담 초기회기에서 특히 중요하다.

2-4. 제안하기

상담에서 상담사는 때때로 고객에게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제안을 상담사의 

지시적인 행동으로 여겨왔고, 따라서 인본주의적 또는 정신역동적인 입장을 지닌 상담사들

은 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인지-행동적 상담사들은 과제를 주는 방식으로 

제안하기를 활용하고 있다. 제안이 심사숙고된 것이고 고객을 도울 수 있다면, 고객에게 제

안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고객이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제안은 강력한 권유나 지시와 같이 주어

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보다 유연하고 비지시적인 방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 개방적이고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상담사는 고객으로부터 제안에 대한 반응과 의견을 

더 많이 얻을 것이다. 고객의 반응을 통해 제안을 수정할 수도 있고 보다 나은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과 상담사 간의 협력적 활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러나 제안은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안은 다른 상담기법보다 상담사의 적극성

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때로는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지시적인 요구나 강요에 대해서 불만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특히 제안의 기법

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고객은 상담사의 제안에 거부감이나 반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담사와 고객 간의 치료적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제안에 저항을 보이는 고객이 있는 반면, 어떤 고객은 제안을 잘 

받아들이고 협조적이며 때로는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도 있다. 따라서 제안을 사

용할 때는 고객 개인의 특성과 치료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제안은 특히 단기상담에서 중요한 기법이다. 제안이 적절하게 기술적으로 사용되면 고객

의 신속한 변화를 유도하여 상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기법이 될 수 있다. 

상담사는 고객으로 하여금 제안에 대해 평가하고 스스로 채택하는 상호협력적인 방식으로 

제안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

2-5. 설명하기와 해석하기

상담사는 자주 설명하고 해석을 한다. 고객들은 자신의 사고, 행동, 감정에 대해서 자주 

혼란을 겪으며 상담사가 이에 대해 설명해주기를 원한다. 따라서 설명하기는 상담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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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담사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상담사는 설명과 해석을 

사용한다. 상담사가 제공한 설명은 고객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불안을 완화시

켜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담사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전달하게 된다. 고객이 

상담사의 설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상담사와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고객이 

상담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객이 상담사의 설명과 해석을 억

지라고 생각하거나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설명과 해석은 그 방식과 상담사-고객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상담기법도 마찬가지이지만, 설명이나 해석을 할 때는 고객과 상담의 진행정도를 평

가해야 한다. 설명이 독단적이거나 강요하듯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설명은 기본

적으로 고객에게 설명에 대한 그의 반응이나 평가를 묻는 형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좋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라는 식의 말을 덧붙이는 것이 해석의 독단적인 냄새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말에 뒤이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이해가 되나요?”와 같

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고객에게 그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 외에도, 상담사는 상담에 대한 원리나 설명

을 할 수도 있다. 고객은 자신이 받게 될 상담과 잘 맞지 않거나 또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

지고 상담에 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며 왜 그렇게 진행될 것

인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다. 또한 고객에게 상담에서 고객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상담사와 고객이 상담에

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서로 유사한 기대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2-6. 정보제공하기

상담사는 때때로 고객에게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다. 고객이 현실적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릇된 정보에 

의해서 왜곡된 판단을 지니고 있을 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커다란 도

움이 된다. 정보제공과 설명은 서로 비슷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설명이나 해석은 고객

의 심리적 특성이나 고객 문제의 원인에 대해 추론된 내용을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인 반면, 

정보제공은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이나 지식을 전달하여 고객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것이다. 

어떤 고객들은 정보의 결핍이나 왜곡으로 인해 문제를 만들고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러한 경우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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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정보제공의 효과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객이 지닌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기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특히 고객이 상담사에 관한 개인적 질문을 

하는 경우는 주의 깊게 그 의미를 탐색해 보아야 한다. 상담사의 능력에 대한 관심인지, 상

담사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인지, 상담사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사가 관련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는 그 시기와 빈도를 적절하게 잘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 상담사는 고객의 전반적인 지식수준, 필요한 정보의 결핍정도, 

정보에 대한 갈망의 정도 등을 잘 탐색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의 기법은 시기적절하게 활용

되면 고객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인생의 경험과 사회생활에 대한 지식이 미

흡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는 정보제공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사가 마치 강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제공을 자주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상

담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7. 직면시키기

고객은 때때로 자신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어떤 삶의 영역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피하거

나 지나친 자기합리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경우에 적용하는 상담기법이 직면이다. 이론적 배경에 따라 상담사들은 다양한 방식으

로 직면기법을 사용하지만, 직면의 공통된 목적은 어떤 식으로든 고객에게 도전을 하는 것

이다. 따라서 직면은 고객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되

어야 한다. 

고객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지닌 힘든 상태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결함을 직면시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무

엇보다도 우선 좋은 치료적 관계가 수립되어 있어서 상담사가 자신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는 확신을 심어준 상태에서 고객에게 직면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

객은 상담사의 직면을 공격으로 보고 화가 나서 상담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직면은 적절

한 시기에 재치 있게 사용될 경우에 효과적이다. 고객과의 긍정적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

면서 고객의 비합리적 행동이나 회피행동에 대해 자연스럽게 질문하여 상담의 주제로 삼는 

것은 재치와 기술을 필요로 한다.

고객이 말하는 것에 중대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회기라 해도 

고객을 직면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자신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있다고 말

하면서도 또한 몇몇 사람과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모순을 직면시키고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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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이 지닌 타인과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더 잘 이

해할 수 있다. 효율적인 상담을 저해하는 고객의 행동에 대해서도 때로는 직면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상담시간에 반복적으로 늦는다거나 약속한 상담회기에 빠진다거나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직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직면은 앞에서 언급한 다른 상담기법에 비해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

라서 상담사는 직면이 고객에게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평가한 후에 실행해야 한다. 또한 

직면이 자주 사용되거나 직면이 상호 공격적인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상담경험이 적은 상담사 중에는 직면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고객으로 하여금 직면하도록 

하는 것을 꺼리거나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직면의 부정적 효과를 지

나치게 우려하거나 상담사의 주장하지 못하는 성격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이 

명백하게 자기 패배적이며 부적응적인 행동패턴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고객을 직

면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담의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을 피하는 것이 

때로는 상담을 불필요하게 연장시킬 수 있다. 이처럼 직면은 상담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

를 지닌다는 점에서 단기상담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할 중요한 상담기법이다.

2-8. 과제주기

주로 인지행동적 상담사들이 고객에게 상담회기 사이의 기간 동안 해야 할 과제를 주는 

것을 강조해왔으며, 상담에서 과제주기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과제주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과제를 줄 때 기본적으로 학습과정이 포

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객이 과제를 완전히 숙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고객이 충분히 동기화될 수 있도록 과제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단기상담에서는 고객의 문제를 상담회기 중에 모두 다룰 수 없다. 따라서 과제를 통

해서 상담회기 사이의 기간 동안 고객이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보

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 대인불안이나 수줍음, 소극적 성격, 우울증, 섭식장애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에 과제주기가 활용될 수 있다. 과제의 형태는 다양하며 고객의 문제에 맞는 과

제를 만들어 내는 상담사의 독창성이 중요하다.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인 고객의 경우에는 친

구에게 한 두 마디 말을 건네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등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보는 과제를 줄 

수 있다. 상담사는 어떤 과제가 유용하고 어느 정도의 양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

단해야 한다. 이 경우에 고객과 과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상담에서 과제주기가 중요한 이유는 과제가 상담실 밖에서 일어나는 실제 일상적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제수행을 통해 일어난 긍정적인 행동변화는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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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쉽게 일반화되어 확산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고객에게 노력하면 변

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실증해 보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효과는 과제부여가 성공적으

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제주기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고객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과

제수행에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상담사는 성공하지 못한 이

유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과제를 너무 빨리 내준 경우, 과제가 너무 어렵고 과

중한 경우, 고객이 원치 않는 과제인 경우 등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고객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건성으로 수행한 경우, 상담사는 주의 깊게 그 이유를 평가해야 하며 고객이 상담사

의 치료노력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는 이 문제에 대

해 고객에게 물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말하는 이유를 세심하게 평가해야 한다. 때

로는 고객의 협조가 부족한 점에 관해 직면시킬 수도 있다. 또는 고객에게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단순하게 물어보고 다음 주까지 과제를 해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2-9. 역할연습하기

상담사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기법으로 역할연습(role play)이 있다. 이 기법은 역시 다양

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역할연습은 고객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을 해보게 하거

나, 미래에 예상되는 일이 일어나면 하게 될 행동을 연습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단순한 언

어적 표현 대신에 실제행동을 한다는 점이 이 기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역할연습에서 상담사는 어떤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맡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상담에서

는 상담사가 한 가지 역할을 맡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때가 더 많다. 정신분석적인 상담

사들은 역할연습을 지지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지만, 오랜 동안 상담사들은 서로 다른 방식

으로 역할연습을 사용해 왔다. 

최근에는 인지행동적 상담사들이 역할연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행동시연(behavior 

rehearsal)이라고 부른다. 어떤 용어로 불리든, 역할연습은 매우 유용한 상담기법이다. 특히 

자기주장이나 기타 사회적 기술에 문제가 있는 고객의 경우에 역할연습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자신

감이 부족하다면, 상담사가 교사의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상황을 재현하여 연습해 볼 수 있

다. 나아가서 고객의 행동이 바라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면, 역할을 바꾸어서 상담사가 고

객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상담사의 행동은 고객이 흉내 내어 배워야 할 모델

이 된다. 

이처럼 상담사는 고객이 따라야 할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행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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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모델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모든 언행은 고객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상담시간 동안에 

상담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사고나 신념에 대해서 고객은 의

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게 된다. 고객이 상담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고객은 

상담사의 행동과 가치를 어느 정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상담종결 

시에 상담사와 고객이 지닌 신념 간에는 상당한 일치가 나타나며 이러한 일치정도는 상담

의 성과와 비례한다고 한다(Beutler, Crago, & Arizmendi, 1986). 이런 결과를 과신해서는 

안 되지만, 상담사는 고객에게 모델로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동

해야 한다.

2-10. 자기공개하기

상담사가 상담 중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고객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상담목표를 

위해 상담사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고객에게 공개하는 것을 자기공개(self-disclosure)

라고 한다(Jourard, 1971). 이렇게 상담사가 고객의 문제와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자신의 

체험을 공개하는 것은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자기공개는 그 상담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며 사용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기공개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사회적 기술로 알려져 

있다. 자기공개를 통해 상대방의 자기공개를 촉진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수준을 

심화시킬 수 있다. 상담과정에서 상담사의 자기공개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고객과의 치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자기공개를 촉진하고 고객

은 상담사가 자신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체험적 바탕이 있음을 알게 되어 신뢰가 증진

될 수 있다. 때로는 고객이 상담사도 자신의 문제와 유사한 체험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그러한 체험의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담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와 달리 고객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특수한 인간관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사의 자기공개는 상담효과

를 고려하여 절제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상담사는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탐색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다. 상담과정이 고객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담사는 종종 자

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상담사의 일방적 욕구에 의해

서 자기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자기공개는 고객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빈번한 자기공개는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간헐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자기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상담사는 자신의 체험을 장황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간략하게 소개하

는 것이 좋다. 고객의 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자기공개는 상담사가 고객의 문제에 관심이 있

음을 보여주는 일이며 상담사도 고객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지닌 사람임을 나타내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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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감과 신뢰감을 증진시키게 된다. 아울러 상담사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도 때로는 고객에게 선택 가능한 대처방안이 되어 도움이 

될 수 있다.

3. 신용상담의 실제

3-1. 고객을 이해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돈과 관련된 태도나 습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란 쉽지 않다. 신용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금관리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

를 빠뜨리기도 하고 장황한 설명을 하기도 한다. 고객은 종종 그들의 정체성이나 자기 이미

지를 돈을 다루는 능력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상담사가 선입견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야 고객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상담사는 고객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신용상담을 요청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이미 문제에 봉착하여 이를 위해 상담사를 찾아온 것이며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사실 자체로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이다. 

상담사는 고객의 신용이용에 대한 실패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고객이 문제해

결을 위해 무엇인가 시도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바꾸라고 하지 말고 더 잘 할 수 있도

록 용기를 주도록 한다. 만약 고객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한다. 

고객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면 고객을 훈계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고객이 비록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고객입장에서는 최선의 행동일 수 있다. 고

객에게 다른 선택의 기회를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상담사가 자신이 가진 모든 신용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한

다. 반면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신용문제가 

있는 고객들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조절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고객은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다른 사람이 수습해 주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현재 고객이 당면한 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상담사는 최선을 다할 것임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동시에 고객의 신용문제는 고객 스스로가 어느 정도 원인을 제

공했음을 스스로 알게 해야 한다. 상담사가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고객 스스로가 변하지 않

으면 결국 문제는 재발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때도 고객에 대한 비난이나 질책은 삼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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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때때로 고객의 가치와 신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상담사는 고객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고객이 자기한계(self-limiting)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로 인해 신용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해야 한다. 

자기한계에 부딪힌 고객을 상담하는 경우에 신용상담사는 돈이나 상황에 대한 신념이 옳

든 그르든지 간에 현재의 상황을 고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객

의 한계적 가치와 신념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되거나 문제해결에 악영향을 준다면 고객

이 신념과 관련된 습관을 버리고 더 나아가 신념자체에 대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어떤 고객의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변화를 인정하는 것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변화는 고객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변화에 대

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대부분 문제해결을 할 수 없음

을 고객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3-2. 신용상담사가 피해야 할 태도

상담사는 고객이 뭔가 부족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할 만한 어떠한 말이나 암시

도 해서는 안 된다. 상담사는 이미 여러 고객을 통해 다양한 신용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

에 때때로 고객의 문제를 다 파악하기도 전에 알고 있는 문제라고 가정하거나 단정 짓기 

쉬우므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람은 ‘하지마라.’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된

다는 바로 그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 ‘하지마라.’라는 말보다는 

‘멀리하라.’라는 말을 한다면 고객 스스로 생각하며 결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고객은 종종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방어적

이 되거나 스스로 어리석다고 느끼게 되어 친밀감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라

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 무엇을, 언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상담사는 고객을 대하는 순간 과거의 경험에 따라 고객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려는 경

향이 있는데 분류하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찾게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태도나 행위도 무시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사는 임의대로 고객을 분류하

지 않도록 유의한다. 

고객에게 충고하는 것은 고객보다 상담사의 위치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

방적인 충고는 문제해결의 책임을 상담사가 지도록 만들고, 고객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

며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확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사는 충

고보다는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고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보다 많은 선택권을 고객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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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초보상담사의 유의점

상담사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받았다 하더라도 상담을 처음 임하게 되는 초보상담

사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코리(Corey, 2001)가 제시한 초보상담사를 위한 12

개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인정하고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초보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자신이 과연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불안

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불안을 부정하거나 감추려 하기보

다는 인정하고 대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수준의 자기개방이 필요하다. 상담사의 적절한 자기개방은 고객과의 상호관

계를 촉진시킬 수 있다. 상담사는 지나치게 전문가의 역할 속에 자신을 숨기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인간적인 측면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완벽주의적인 사고를 떨쳐야 한다. 초보상담사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경향이 있다.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실수할지도 모르는 위

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실수를 표현하면서 상담사로서 성장을 지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넷째,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다. 초보상담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

는 것이 자신이 무능해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보다는 솔직

하게 대하는 것이 고객의 신뢰를 얻기에 더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능력 있는 상담사라 하

더라도 모든 고객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다섯째, 고객의 침묵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고객이 침묵하게 되면 초보상담사들은 불

안해하며 침묵을 깨기 위해 노력한다. 짧은 침묵도 초보상담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이 이전에 논의된 내용을 조용히 생각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 

시간일 수 있으므로 침묵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한다.

여섯째, 고객의 과도한 요구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고객 중에는 상담사에게 과도한 요

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상담사에게 개인적인 관계를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고객에게 상담의 한계를 설정하여 분명하게 알려주

도록 한다.

일곱째, 비자발적인 고객을 적절히 준비시켜야 한다. 고객 중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어쩔 수 없이 상담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고객을 만나면 초보상담사는 당

황하게 된다. 비자발적인 고객과 상담할 때는 상담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서 안내를 해주고, 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상담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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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는 것이 좋다. 

여덟째, 상담의 효과를 성급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초보상담사들은 상담의 효과가 보

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진 것

처럼 보일 수도 있고, 상담이 끝난 후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야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

우도 있다. 

아홉째,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상담사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초보상담사들은 대

체적으로 고객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고객의 문제가 상담사의 

문제인 것으로 동일시하고 심지어는 고객의 정체성을 떠맡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고객 스스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상담소 밖의 행동에 대해서는 고객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열 번째, 유머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진지하게 상담에 임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다. 고객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유머를 통해 고객의 고통

과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물론 유머가 불안을 감추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회피

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열한 번째, 고객과 책임 분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초보상담사는 상담 방향과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고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

는 것이다. 

열두 번째,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한다. 충고위주의 상담을 하게 되면 고객의 의

존심만 키우게 된다. 상담은 충고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하며 상담사는 고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촉진해야 한다. 

3-4. 상담사의 신념과 태도

상담사는 고객과 함께하는 참여적 관찰자이며 촉진자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담사가 

갖는 신념과 상담에 임하는 태도는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 상담사가 상담에 어떠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상담사 스스로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상담사 스스로가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상담에 임한다면 상담사의 자기기만이며, 상담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상담사는 변화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변화모델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사는 윤리적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상담에서 고객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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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이다. 상담사 스스로 직업윤리를 가지고 윤리강령에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상담사는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각해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고객과 가치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치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는 무엇인지,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상담사는 고객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상담사가 하는 수많은 말보다 

행동이 고객을 변화시키기에 훨씬 강력할 수 있다. 역할연습 등을 통해 고객에게 본보기를 

보일 수 있다. 

고객은 상담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관찰하며 상담사에게 반응하므로 고객과 함

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상담사는 고객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상담

에 임해야 하며 고객에게 집중해서 관찰하고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3-5. 고객의 이해와 문제파악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사실 

경청만 잘해도 고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상담사가 고객을 잘 경청해주면 고객은 자각

의 확장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잘 경청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해다. 

적극적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말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고객이 시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고객이 시간을 어떻게 사

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고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시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을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객의 이해를 위해 ‘반복’이란 말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처럼 

어떤 감정과 생각도 반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담사는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고객

이 감정, 행동, 인지를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고객이 반복하는 부

적절한 감정과 행동, 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담사는 경험을 통한 육감을 발달시켜야 한다. 상담은 경험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전문가

의 육감은 추측이 아니다. 경험을 통해 터득한 상담사의 육감은 고객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

하기 위한 가설이 될 수 있다. 경험이 많은 상담사는 육감을 바탕으로 육감을 입증할 준거들

을 찾는다. 충분한 준거들이 수집되면 상담사의 육감은 지지되고, 그렇지 못하면 가설은 폐

기된다. 

개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가족이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고객의 생각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문제는 대부분 가족구성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

다. 그러므로 고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고객의 언어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는 고객이 세상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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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방식을 함축한다. 고객이 자주 표현하는 언어가 ‘항상’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면 완벽주의나 강박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 탓으로 원인을 돌리는 고객은 자기패배지향이거나 책임감 

결여로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는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에 함축된 의미

를 파악하여 강박성보다 유연성을 갖고 책임회피보다 책임감 있게, 자기패배지향성보다 자

기건설지향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담사는 고객의 심리평가를 정확히 해야 한다. 상담사는 고객 스스로 자신의 

심리상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버리고 면담, 심리검사, 행동평가 등을 활용하여 

고객의 심리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3-6. 상담사의 조력활동

상담사는 고객의 문제파악을 정확히 한 후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활동을 해야 한다. 상담

사가 어떻게 고객을 조력할 것인가는 상담사의 이론적 관점과 상담사의 지식 및 경험수준

에 따라 차이가 난다. 상담사는 고객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고객 스스로 경험을 통해 느끼게 해야 한다. 고객의 문제는 고객이 문제에 직면함

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고객의 문제는 대부분 경험이 아닌 주입된 가치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둘째, 상담사는 자신의 인간관과 성격에 부합한 상담이론을 개발해야 한다. 자신만의 상

담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한 상담이론을 섭렵해야 한다. 주요한 상담이론은 

나름대로 고객의 변화를 위해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이론이다. 다음으로 상담사 자신의 인

간관과 성격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인간관과 성격을 파악한다면 그에 맞는 상담이

론을 개발할 수 있다. 

셋째, 상담면접기법을 숙지해야 한다. 상담사는 자신이 적용하는 상담이론과 상관없이 상

담면접에서 하는 모든 반응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숙달이 필요하다. 

넷째, 상담기법 적용의 적절한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상담사가 어떤 반응과 기법을 언제 

사용하여 고객을 조력할 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상

담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상담과정을 녹화하여 자신의 반응이 적절한 시점에

서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현재 진행되는 경험을 다루어야 한다. 상담에서 현재라는 말은 고객의 모든 문제

를 현재로 가져와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객이 과거에 가졌던 중요한 일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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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현재로 가져와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여섯째, 고객을 끊임없이 격려해야 한다. 대부분 상담을 의뢰하는 고객들은 낙담하고 좌

절된 상태이다. 격려는 고객에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북돋는 것으로 칭

찬과는 다른 개념이다. 칭찬은 어떤 수행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격려는 수행의 결

과보다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격려는 고객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헤쳐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다. 

일곱째, 구체적인 상담목표를 정해야 한다. 상담사는 상담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

로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설정한다. 이때 고객의 동기유발을 촉진하여 상담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목표달성에 필요한 시간제한(예, 6개월 혹은 1년 등)

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4. 의사소통기법

의사소통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들과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공유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사와 고객 간에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담이 이루어지

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의사소통은 단지 언어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들

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말이나 행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어떻게 행하여졌

나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신용상담을 할 때 상담사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은 고객이 문제로부터 벗어나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반면, 적절하지 못한 의사소통 방법은 고객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부정

적인 자아존중감을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내용과 방법,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 등

을 알아볼 것이다.

4-1. 의사소통의 구성요소

의사소통은 환경, 송신자, 수신자, 메시지, 채널, 여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환

경이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메시지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며 좁은 

의미에서는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환경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서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적 배경까지 포함할 수 있다. 

송신자는 의사소통의 행위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집단일 수 있다. 이들은 나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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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의도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도는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을 말하며 속성은 송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지식 등을 말한다. 메시지를 받게 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수신자

라고 하며 수신자는 송신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송신자의 속성(송신자의 태도 혹은 지식 

등)과 매체의 특성도 같이 받아들이게 되므로 수신자의 반응은 지각된 모든 자극에 대한 반

응이라 볼 수 있다. 

송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개념이 기호(글, 말, 제스처 등)로 바뀌어져 겉으로 

표출된 상태(이를 부호화라고 함)를 메시지라고 한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

법을 채널(예,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이라고 하며 받은 메시지를 왜곡시키거나 메시지의 내

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여과라고 한다. 여과에는 수신자의 태도, 관심, 경향, 기대, 교

육 및 신념과 가치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송신자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도 메시지의 내

용은 수신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메시지 해석을 해독이라고 함)할 수 있으며, 그 이유

는 바로 수신자의 태도, 관심, 경향, 기대, 교육 및 신념과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부호화, 해독, 피드백, 잡음 등이 의사소통의 구성요소가 된다. 부호화란 메시

지를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언어나 제스처 등을 

통해 나타난다. 해독이란 수신자와 송신자가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부호화 형

태나 수신자의 여과 등에 따라 메시지가 원래 의도와 달리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피드백

은 양방향 의사소통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메시지를 잘 이

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써 피드백이 없으면 독백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잡음은 정확한 정보의 수용을 방해하는 물리적 혹은 심리적 요인들을 

말하며 송신자와 수신자의 주의력 부족 혹은 메시지 전달과정에서의 시끄러운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4-2. 언어적 의사소통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말하기란 생각을 조직

적으로 정리해서 상대방이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며, 듣기란 상대방의 

메시지를 의도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언어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기와 

듣기에 대해 알아야 할 기법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4-2-1. 말하기

고객과 공감을 갖기 위해 상담사는 때때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기 쉽다. 이러한 점에 주

의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한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상담사 스스로 하면서 상

담을 하게 되면 간단명료한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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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대화를 나눌 때 억양도 의사소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 고객이 곤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상담사가 즐겁고 쾌활한 목소리로 대답한다면 아무리 고객의 경험, 행

동, 감정을 이해하고 정확한 공감을 했더라도 상담사의 공감이 성실한 공감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억양을 통해서도 고객과 공감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고객에게 말할 때는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함부로 전문용어나 

외국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담사가 사용하는 단어는 고객으로 하여금 

상담사가 하는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공감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단어 사용을 삼가도록 한다. 부정적 단어의 사용

은 고객으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문제해결이 어려

울 경우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노력했지만 원하시는 대로 해결이 안돼서 

저도 유감입니다.”라고 응대함으로써 부정적 단어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고객이라 하더라도 존중해야 할 고객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상담사의 말하는 속도가 빠를 경우 대부분의 고객은 상담사의 말을 이해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고객에게 말하는 속도를 맞추도록 한다. 

사투리나 방언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표준말을 사용하도록 하며 명확하게 발음하고 표현

하며 적당한 크기의 음성과 음의 고저에 주의하도록 한다. 상담사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

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목소리가 지나치게 작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답답한 느낌을 갖게 하여 상담진행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말소리에 높고 

낮음이 없이 밋밋하게 이야기하면 고객으로 하여금 흥미와 관심을 끌기 어렵다. 특히 우리

나라는 말 자체에 높낮이가 없이 밋밋하므로 상담사는 의식적으로라도 강조하여야 할 부분

에서 음성을 크게 하고 음을 높게 하여 말하면 효과가 있다. 

<표 2-21> 말하기 예시

구 분 예 시

고객의 입장에서 말하기
있습니다. → 계십니다. 

합니다. → 하십니다.

명령형은 의뢰형⋅부탁형으로
앉으세요. → 앉으시겠습니까? 앉아 주십시오.

주민등록증 주세요. → 주민등록증 주시겠습니까?

부정형은 긍정형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면 →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쿠션어 사용하기
죄송합니다만 ~ 해 주시겠습니까?

실례지만 ~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칭찬하기 고객님, 넥타이가 너무 예쁘네요. 제가 기분이 다 좋아집니다.

감사 표시하기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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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듣기

제대로 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고객

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는 우선 상담사 자신의 판단 혹은 충고사항에 기초하여 대화에 개입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비언어적인 메시지와 감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객에게 

질문한 후 고객의 즉각적인 답이 없다 하더라도 침묵하고 기다리면서 고객이 말하도록 격

려한다. 

고객이 말할 때는 눈을 응시한다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반응을 

보내며 고객이 말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도 좋은 듣기방법

이다. 하지만 의사소통환경에는 효율적인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 방해요인은 상담

사의 개인적 요인과 상담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듣기를 위해서

는 이러한 방해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방해요인 중 상담사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편견, 심리적 혼란, 신체상태, 잡념, 청각능력, 

사고의 속도 등이 있으며 상담의 외부환경 요인으로는 상담 중에 다른 고객이 상담요청을 

하거나 전화벨이 울리는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특정인이나 집단, 상황, 문제에 대한 상담사의 편견은 객관적으로 듣는 상담사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및 문화적 측면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기준을 발달시켜 왔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가

치를 기준으로 고객의 옳고 그름을 여과하게 되는 즉, 편견을 갖게 되기도 한다. 

상담사가 화가 나 있거나 흥분해 있거나, 특정 고객이나 특정 문제를 다루기 원치 않는 

상황인 경우, 상담사가 아프거나 피곤한 경우, 상담사의 듣기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 특히 상담사의 청각능력은 메시지를 놓치거나 부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으므로 상

담사는 정기적으로 청각검진을 받을 필요도 있다.

또한 상담 중에 상담사가 가족문제나 경제적 문제와 같이 개인적인 관심사를 생각하고 

있을 때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우며 상담사의 사고의 속도가 떨어지면 

효과적인 듣기가 어렵다. 보통 성인의 두뇌는 전달된 메시지를 분당 600 단어까지 이해할 

수 있으며 말하는 속도는 이보다 떨어져 분당 125~150 단어를 말할 수 있다. 이 두 속도 간

의 차이를 지체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동안 정신은 사실상 쉬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두뇌

는 지체시간을 공상 등으로 채우게 되며 이러한 방해요소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의식적으

로 고객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적당한 질문을 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 

상담의 방해요인으로 외부환경 요인은 상담 중에 다른 고객이 상담요청을 하거나 전화벨

이 울리는 등 상담사로서 통제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나 되도록 방해요인들을 줄이거나 없

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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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quarely)
고객을 정면으로 마주 대한다. 이러한 자세는 ‘나는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

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정면으로’ 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고개를 상대방으로 향할 때 이는 

고객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준다는 점이다.

O(Open)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 고객이 하는 말에 대해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

은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자세는 내가 개방적이고 돕고 싶은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가’하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주의할 점은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이다.

L(Lean)

이따금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상대방을 향해 상체를 약간 기울이는 것은 ‘당신이 하는 

말에 몰두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객에게 인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이다. 몸을 너무 뒤로 제치거나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는 고객에게 부담을 주고 친밀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E(Eye contact)

좋은 시선의 접촉을 유지한다. 대화를 진행하면서 고객과 좋은 시선의 접촉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화를 깊게 해주며 ‘당신에게 관심을 느끼고 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 

준다. 이따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으나 너무 자주 시선을 피하면 상대방과 함께 있

거나 관여하기를 꺼린다는 암시를 주게 된다.

R(Relaxed)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다. 편안한 자세는 조바심내거나 주의를 흩트리게 하는 표정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세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상담을 하는 동안 고객을 편안하

게 만들 수 있다.

일반적인 듣기 테크닉으로 다음 <표 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OFTEN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2-22> 듣기 테크닉(SOFTEN)

S(squarely)
고객을 정면으로 쳐다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과 같다.

O(open)
개방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고객이 하는 말에 대해 당신이 마음을 열고 있음을 의미하며 고객과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F(forward)
고객과 상담을 할 때 고객 쪽을 향해 몸을 약간 숙여 가까이 한다면 상담사가 대화에 깊이 몰두

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T(total) 고객이 이야기하는 것을 눈과 귀 모두로 감지하며 몰두하도록 한다.

E(eye) 고객의 눈을 자세히 보도록 하고 대화를 진행하면서 가끔씩 고객과 눈을 마주친다.

N(nodding) 고객과 친밀감을 조성하고 고객이 이야기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가끔씩 고개를 끄덕인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2005). 능력 있는 신용상담사. 

그리고 이건(Egan, 1994)은 상담사가 고객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듣기 방

법을 SOLER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23> 이건(Egan)의 SOLER

출처 : Egan, G. (1990). The Skilled Helper, 4th Ed. Pacific Grove, CA : Brooks/C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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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효과적 대화기법

대화를 효과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화기법으로 I-Message가 있다. 이 기법은 자신

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서 I-Message를 통해서 문제행동, 행

동의 영향, 느낀 감정 등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I-Message = 문제행동 + 행동의 영향 + 느낀 감정

I-Message기법으로 말할 경우,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문제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

도록 한다. 이때 어떤 평가나 비판, 비난의 의미를 담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하는 것

이 좋다. 

“자네가 나에게 말대꾸를 할 때…”(O)

“자네가 나에게 건방지게(비난의 의미를 담은 말) 말대꾸를 할 때…”(X)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하며 그러한 문제행동의 영

향 때문에 생겨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렇다.”라는 말보다는 

“당신이…(행동)…하니까, 나는 …(감정)…게 느낀다.”라고 표현된다.

“자네들 일처리가 왜 이렇게 늦나.”(X)

“자네들 일처리가 늦어지니 내가 걱정이 되네.”(O)

I-Message기법은 상대방에게 개방적이고 솔직하다는 인상을 주며,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

과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은 나의 느낌을 저항 없이 

수용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게 되어 협력을 구할 수 있다.

4-3. 비언어적 의사소통

사람들은 이야기 할 때 얼굴표정, 시선 맞추기, 몸 움직임과 자세, 신체적 접촉, 마주한 

거리(공간), 어조, 억양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와 느낌을 전달하는데 이를 비언어적인 의

사소통 수단이라고 한다. 한국사회는 비언어적 행동인 눈치를 보며 상대방의 뜻을 헤아리

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문화권에 속하므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뛰어난 민족이다. 따

라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일하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인 기쁨, 놀람, 두려움, 슬픔, 분노, 혐오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데는 

독특한 얼굴표정이나 얼굴 근육운동의 패턴이 있다고 한다.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표정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훈련하면 온화한 얼

굴표정과 미소 짓는 습관은 의도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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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맞추기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에 가장 효과적이다. 눈빛의 강렬함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상의 길이에 따라 송신자의 마음과 의도가 다르게 전달된다. 상대방을 응시하지 않거

나 보는 둥 마는 둥하면 수신자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여긴다고 느낀다. 양쪽 눈에 

동시에 시선을 맞추려고 한다면 눈의 초점이 불안정하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시선은 상대

방의 얼굴에 부드럽게 초점을 맞추면 되고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가끔

씩 시선을 딴 곳으로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야기 하는 동안 손, 팔, 머리, 다리, 몸통을 곧잘 움직이는데 이런 몸의 동작과 

자세는 많은 뜻을 전달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주먹을 불끈 쥔다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목

에 힘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몹시 화가 나 있거나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

리를 끄덕이는 행동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그렇다.’라는 긍정의 의미를 주기도 한다.

신체접촉 역시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한다. 사랑과 친밀감은 신체접촉을 통해

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며 상대방에게 호감을 나타낼 때는 말과 함께 적절한 신체적 표

현을 하는 것이 좋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가장 민감한 단서는 억양, 어조와 말의 속도다. 낮고 고른 음색으

로 조용히 말하는 사람과 흥분된 음색으로 소리 높여 말하는 사람은 감정표현에서 크게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주저하듯이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자신감이 없거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헛기침을 하면 쉽게 말이 나오지 않거나 말하는데 

다소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개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과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앉거나 서서 마주 보며 대화한다. 

반면에 낯선 사람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낯선 사람이 너무 가까이 다

가오면 우리는 불안, 의심,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게 된다.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할 때 사용하는 영역을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친밀한 거리의 영역(0~45cm)은 연인이나 가까운 친구, 부모에게 안겨있는 어린아이 사이

에서 볼 수 있다. 만약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호하는 아무런 장벽없이 이 공간

을 공유하도록 강요한다면 그들은 당황하거나 위협감을 느낀다. 

개인적인 거리(45cm~2m)에서 근접영역은 45cm~1m로 파티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파트너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거리다. 반면 원접영역인 1~2m의 거리에서는 접촉없이 

비교적 사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2~6m)에서 근접영역은 2~3.5m이며 고객이나 서비스맨에게 이야기할 때와 

같이 주로 대인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된다. 원접영역은 3.5~6m 정도로 공식적인 사업이나 



Part 02 | 신용상담 방법론

152

사회적 상호작용에 자주 사용된다. 또한 이 거리는 동료들 간에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개방적인 사무실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 유용하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이 거리를 유지하며 앉아 있을 수 있다. 

대중적 거리는 6~10m로 근접영역인 6m는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모임에 사용되며, 원접

영역인 10m는 연설에 사용된다. 

방문상담 시 고객이 뒤로 물러나려는 모습을 보이면 고객이 상담사와의 거리가 너무 가

깝다고 심리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므로, 고객과의 거리를 좀 더 두도록 한다. 반면 고객이 

의자를 앞으로 당기거나 숙여서 상담사의 말을 듣는다면, 상담사와의 거리가 멀다고 인식

하는 경우이므로 고객과의 거리를 조금 좁혀 보는 것이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바람직하다. 

4-4. 복장과 태도

상담사로서 적합한 복장과 태도는 상대에게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줌으로써 신뢰감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대담하거나 유행하는 복장과 단정치 못한 태도는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복장과 태도로 고객을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용모와 복장은 보편타당한 것으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며 항상 단정하고 청결하게 

하며 자신의 인격과 근무하는 기관의 이미지를 고려한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유행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머리 모양은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하되 긴 시간의 근무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스타일이 좋

다. 앞머리가 흘러내리거나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첨단유행을 따르거나 염색을 진하게 

한 머리는 고객으로 하여금 상담자체보다는 상담사의 모습에 자꾸 신경 쓰게 할 수 있다. 

평소 손을 사용하여 의사전달을 많이 하므로 손톱과 손은 늘 청결히 하고 장신구는 움직일 

때 소리가 나거나 번쩍이고 화려한 것은 피한다. 

대면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상담사의 밝은 표정이다. 이는 고객을 환영한다는 의미이며, 진

심으로 도와드리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한다. 밝은 표정의 얼굴은 미소 띤 얼굴을 생각하면 

된다. 상담사는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미소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사가 일하는 사무실이나 주변 환경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상담

사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담사의 책상이나 작업 공간의 정리 상태를 보고 상담

사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상담을 할 만한 인물인지 결정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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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상담사의 복장과 태도 

구 분 내 용

여자

직원

머리
단정하고 깔끔하게 복장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로 한다.

긴머리는 흘러내리지 않게 묶거나 머리핀으로 고정한다.

얼굴
청결하고 건강한 느낌이 들도록 자연스럽게 화장한다.

립스틱, 눈화장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선택한다.

손톱
짧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매니큐어는 투명하거나 엷은 색으로 선택하여 바른다.

근무복

유니폼 또는 정장을 착용한다.

정장이 너무 화려하거나 캐쥬얼한 것은 피한다.

유니폼은 자주 세탁하고 반드시 다림질하여 착용한다.

블라우스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한다.

스타킹 피부색에 가까운 것으로 착용하고, 올이 풀어지거나 늘어져 있지 않도록 한다.

구두
굽이 너무 높지 않고 발이 편한 것으로 선택한다.

운동화나 캐주얼화는 피한다.

액세서리 복장에 어울리는 것으로 착용하고 너무 요란하거나 화려한 것은 피한다.

남자

직원

머리
앞머리는 이마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뒷머리는 와이셔츠 깃을 덮지 않도록 하여 항상 단정

하게 유지한다.

얼굴 매일 면도하여 청결하게 유지한다.

손톱 짧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근무복
양복은 품위있고 단정하게 입으며 감색이나 회색을 기본으로 하고 화려한 원색은 피한다.

바지는 줄이 잘 서 있어야 한다.

와이셔츠 항상 청결하게 입는다.

넥타이 양복에 어울리는 넥타이를 선택하고 지나치게 화려한 것은 피한다.

구두 양복색에 맞는 구두를 선택하여 착용하고 매일 닦아 깨끗하게 관리한다.

벨트
검정색이나 짙은 갈색이 무난하다.

요란한 무늬가 있는 것이나 스포츠 벨트는 적절하지 않다.

출처 : 국민⋅신한⋅기업은행 고객 서비스가이드 재구성.

5. 유형별 상담기법

고객을 직접 만나 상담이 이루어지는 대면상담뿐만 아니라 매체에 따라 전화를 통한 전

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상담, 우편 등 문서를 통한 문서상담 등으로 구분되며 이에 

필요한 상담기법이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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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화상담기법

전화상담은 상담을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담사가 있는 곳까지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 없이 언제든지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대면상담처럼 상대방의 얼굴표정, 태도, 용모 등 시

각을 통한 비언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목소리만을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고객이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할 

경우나 상담에 필요한 자료인 계약서나 상품 등에 대한 상식이 부족할 경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용상담의 경우 자신을 드러내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금전 문제 상의 특성과 신속한 처리

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면상담보다는 전화상담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정

확한 문제파악을 위해 상담사가 부채상황이나 생활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을 기록하

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우편을 통해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등 우편 

상담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요소는 비언어적 요소 없이 말하기와 듣기만으로 구성되므

로 상대적으로 말하기와 듣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전화상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

록 하자.

5-1-1. 전화상담의 말하기 기법

고객이 매력을 느끼는 음성은 친근감이 있고 편안한 목소리이며 이러한 음색을 갖기 위

해서는 다음 그림 <2-4>와 같은 훈련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얼굴과 목구멍, 목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발성기관이 그 역할을 적절히 하지 못하며 

호흡도 불안정하게 된다. 또한 긴장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말도 자연스럽

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신체적 긴장은 듣는 사람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된다. 따라서 상담사

는 근육이완을 통해 편안한 음성을 내는 훈련을 해야 하고, 매일 첫 번째 전화를 하기 전 

2~3분 정도 긴장완화 운동과 함께 목소리를 가다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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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전화상담 훈련법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은 채 의자에 편안한 자세로 바르게 앉는다.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한다. 이 때 들숨은 코로 짧게, 날숨은 입으로 길게 쉬며 의식적으로 얼굴, 

목구멍, 어깨, 가슴근육의 긴장을 풀고자 노력한다.

호흡을 계속하며 머리를 앞, 옆, 뒤로 그리고 다시 반대로 천천히 돌린다. 

어깨를 올려서 돌린다.

양쪽어깨를 동시에 돌리기도 하고 한쪽만 돌리기도 한다. 

얼굴을 가능한 한 많이 찡그렸다가 완화한다. 

입을 크게 벌리고 턱을 당겼다 풀었다 한다. 

하품을 하듯이 입을 몇 차례 크게 벌렸다가 단음으로 흠 ―하고 소리를 낸다(허밍한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성량을 높이며, 이때 목구멍에 긴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허밍을 멈추고 한 두 차례 더 깊은 호흡을 한 후 눈을 뜬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2005). 능력 있는 신용상담사.

 

폐활량을 늘리려면 숨을 깊게 들이쉰 후에 속삭이듯이 아주 천천히 숫자를 센다. 숫자를 

1부터 세기 시작해서 차츰 늘려가도록 노력한다. 처음에는 1부터 10까지 세다가 그 다음부

터는 차츰 늘려가면서 나중에는 30 혹은 그 이상까지 셀 수 있도록 연습하면 된다.

억양이란 말할 때 마치 파도를 타듯이 높낮이를 주는 것이다. 말할 때 높낮이를 줌으로써 

상대방에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전화를 할 때 미소를 지으면 목소리 억양을 한층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심리적이기보다는 생리적인 이유 때문이다. 사람의 인체구조는 미소를 지으면 입 안쪽 천

장의 연구개가 올라가면서 소리흐름을 보다 부드럽게 해준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러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이를 환히 드러내고 입을 크게 벌릴수록 음을 더 좋게 변조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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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전화통화도 마찬가지다. 

낱말들의 강세를 달리해서 이야기하는 훈련을 하면 대화가 밋밋하지 않고 억양이 살게 

된다. 예를 들어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는 말도 다

음과 같이 강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느낌과 의미가 달라진다. 

방어적으로 말하는 경우 : ‘어떻게’를 강조한다.

심각하게 말하는 경우 : ‘우리가’를 강조한다.

냉담하게 말하는 경우 : 어떤 낱말도 강조하지 않는다.

말하기 전에 깊게, 길게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목소리억양을 상당히 개

선할 수 있다. 대다수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의식적으로 자신의 숨쉬기가 얕아지고 가

빠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숨 쉬는 상태를 

확인한 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 긴장된 성대를 이완시켜 부드러운 억양을 유지

할 수 있다.

적절한 크기의 성량을 내는 것은 전화상담사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다. 그러나 자신의 성

량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전화상담 시 상대가 화가 나 큰 

소리로 퍼부어대더라도 똑같이 큰소리로 맞대응하지 않고 그 대신 상대방의 목소리보다 조

금 더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해 상대의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에 맞추어 점차 낮추어 

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혼란에 빠지거나 당황한 상대를 대할 때는 평상시보다 조금 높

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상대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말할 때 보조 맞추기란 상대가 말하는 속도와 느낌의 강도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

데 상대의 말하는 속도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상대와 일치감을 형성하는 최상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화로 대화를 할 경우,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므

로 의식적으로 너무 느리게 말한다는 느낌만 없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말하는 습관

을 갖는 것이 좋다.

전화상담 시 목소리의 높이는 너무 날카롭거나 너무 낮지 않은 중간 음이 가장 효과적이

며 정확한 발음은 메시지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빠르게 말하거나 

우물거려서 발음이 분명하지 못하면 의사전달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며, 명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큰소리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명한 전화상담사는 같은 말이라도 다른 표현을 써서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가령 

“목소리를 들으니 성격이 매우 깐깐하신 것 같군요.”라는 말 대신 “목소리를 들으니 성격이 

매우 철저하신 분 같군요.”라는 표현이 듣는 이로 하여금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

든다. 항상 새로운 언어표현과 기술, 참신한 생각, 새로운 내용, 정확한 분석, 적절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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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전화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화상담사 스스로 긴장완화 운동을 하거나 목소리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자

주 가져야 하며, 자극이 있는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목에 좋은 녹차나 과일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너무 뜨거운 음식은 삼

가는 것이 좋으며 가글링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5-1-2. 전화상담의 듣기기법

전화상담은 오로지 목소리만을 통하여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면상담보다 듣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면상담보다 듣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

아보자.

우선 항상 메모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계속되는 전화상담으로 고객의 이름을 혼동하거

나 상담내용 자체가 뒤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감정까지도 공감하고 있

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적극적이고 적합한 응대를 한다. 

특히 고객의 상담내용을 복창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숫자의 경우는 읽는 방

법을 바꾸어 두 번 말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34-5678’의 경우 ‘이백삼십사’에 ‘오천육

백칠십팔’로 읽는 방법과 반복할 때에는 ‘이삼사’에 ‘오육칠팔’이라고 읽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전화내용을 바르게 듣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수화기를 왼손으로 바르

게 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화기를 왼손으로 잡으면 오른손으로 메모를 할 수 있다. 

또한 전화를 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화 받는 일과 다른 일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 

5-1-3. 전화예절

상담사가 전화를 받을 때 바람직한 태도는 일반기업의 콜센터를 중심으로 많이 개발되어 

왔다. 한 회사의 직원들이 전화를 어떻게 받느냐가 곧 고객이 그 회사에 기대할 수 있는 서

비스 수준을 대표하기 때문에 올바른 순서에 따른 전화응답은 상대방에게 회사에 대한 좋

은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신용상담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화가 걸려올 경우 먼저 신호가 3번 울리기 전에 수화기를 든다. 여러 번 전화벨이 울려

도 받지 않으면 전화를 건 고객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고객은 통화를 하기 전부터 짜증이 난 상태가 되어 성공적인 상담을 하기가 어렵다. 

전화통화를 하면 항상 인사부터 해야 한다. 인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친절과 열린 마음

을 바로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인사를 건너뛰고 용건부터 말한다면 상대방은 상담사가 무

언가 바쁜 일로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인사를 하고 나면 자신의 소속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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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히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는다. 

고객으로부터 상담요청을 받았지만 해결책을 즉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고객에

게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할 경우도 있다. 전화통화 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지 미리 내용

을 정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파

일과 문서를 미리 준비해놓도록 한다. 

전화를 다른 사람 혹은 부서로 돌려줄 경우 고객은 몇 차례 잘못된 연결 혹은 통화지연에 

대해 짜증이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도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도록 

하며 전화를 돌려야 하는 이유와 받을 사람을 미리 밝혀둔다.

만일 상담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고 그냥 끊어버렸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

을 경우 다시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을 상대방은 화가 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수화기를 내

려놓기 전에 바꿔 줄 당사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전화를 돌리도록 한다. 이때 

연결도중 끊어질 때를 대비하여 직통전화번호를 같이 알려준다(예, 담당자는 OOO씨인데, 

그 분께 전화를 돌려드려도 될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전화통화가 안되실 경우

를 고려해서 직통전화 xxx-xxxx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메시지를 남길 경우 전화를 건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왜 지금 통화할 수 없는

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동료 역시 자신의 사생활을 낯선 인물에

게 전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므로 동료의 부재를 알려주면서도 동시에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수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동안 완벽한 전화예절을 보였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전화

를 끊을 때 역시 앞으로 취할 행동단계를 되풀이해서 상대방과 자신이 앞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더 도와줄 일은 없는 지 물어본다. 고객이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린 후 통화를 종료한다. 

<표 2-25> 전화받기 단계별 핵심행동

구 분 내 용

수화기를 든다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

메모준비를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한다.

첫인사, 소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것과 같이 바른 자세를 취한다.

인사말을 정중하게 한 후 자신을 소개한다.

니즈파악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

고객돕기 요점을 간단명료하게 메모하고 해결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끝인사 기분 좋은 끝인사를 한다.

수화기 놓기 고객이 끊는 것을 확인한 후 수화기를 내려 놓는다.

출처 : 국민⋅신한⋅기업은행 고객 서비스가이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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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전화걸기 단계별 핵심행동

구 분 내 용

통화계획
사전에 통화내용에 대한 순서와 요점 및 자료준비를 한다.

음성을 가다듬고 자세는 바르게 한다.

첫인사, 소개
통화하고자 하는 고객을 확인한다.

통화가능여부를 확인 후 상담을 실시한다.

업무처리
일방적인 통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되도록 한다.

요점정리, 확인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복창, 확인한다.

숫자, 시간, 이름, 연락처 등 반드시 복창하여 확인한다.

끝인사
통화에 대한 감사인사 및 다음 통화에 대한 기약을 한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끝인사를 한 후 고객이 끊는 것을 확인하고 수화기를 살짝 내려놓는다.

데이터 정리
고객정보를 기록한다.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출처 : 국민⋅신한⋅기업은행 고객 서비스가이드 재구성.

<표 2-27> 전화상담의 실천사항과 주의사항

구 분 내 용

준비사항
실천사항 전화벨이 울리면 먼저 필기구를 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주의사항 메모 없이도 능숙하다는 자신감을 버려라.

신속
실천사항 전화벨이 2번 울리면 전화를 받는다.

주의사항 늦게 받았을 경우 양해의 멘트를 반드시 전해라.

정확
실천사항 명확한 문장으로 종결을 한다. 절대 끝을 얼버무리지 않는다.

주의사항 내가 모르면 응대 즉시 담당자에게 연결해 주어라.

정중
실천사항 쿠션언어를 자주 사용하여 고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주의사항 명령형, 부정형의 응대는 전화에서 절대 하지마라.

친절
실천사항 처음부터 끝까지 밝은 목소리를 유지한다.

주의사항 끝인사를 잊지 말고 전하라.

출처 : LG전자. 서비스가이드.

5-2. 인터넷상담기법

인터넷상담은 상대방의 얼굴도 볼 수 없으며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표현하는 문자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판

단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는 상담사와 고객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다소 어렵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상담에서 고객은 상담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해결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인터넷상담에서는 대면상담에서보다 

상담사의 신뢰관계형성에 시간과 노력을 덜 기울이고도 기본적인 상담관계가 쉽게 맺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표정이나 모습과 같은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문자로 표현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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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초점을 맞추고 상담을 하게 된다. 

인터넷상담에서는 고객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솔직해질 수 있다. 특히 상담실을 찾는다든가 상담사와 직접 대화하기를 꺼리

는 소극적이고 예민한 고객의 경우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방법이다. 반면, 인

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고객으로 하여금 무책임하게 행동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상담사

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상담에서는 문자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면상담에서처럼 많은 

내용을 자유롭게 주고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상적인 언어표현과 다른 ‘통신언어’를 사용

한다. 따라서 상담사는 이러한 통신언어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야하고 때로

는 먼 거리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인터넷상담은 고객으

로 하여금 하루 24시간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상담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상담사의 입장에서도 전화상담이나 대면상담의 경우 항상 대기하고 있거나 미리부터 일

정시간을 비워놓고 있어야 하지만 채팅상담을 제외하고는 상담사가 시간여유가 있을 때 답

장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올려놓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상담의 경우 2명 이상의 상담사가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1명의 고객과 상담을 진

행하는 방법이 대면상담의 경우보다 훨씬 용이하므로 2명 이상의 상담사가 협력해서 상담

을 하거나 초보상담사가 경험이 많은 상담사의 감독을 받으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상담은 상담내용을 그대로 저장,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 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 점에서 경제적이라 할 수 있으며, 방대한 양의 정보

를 제공할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에 비해 고객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상담을 중단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상담의 형태로는 고객상담 전용창구를 이용하거나 전자우편상담, 게시판을 통한 

게시판상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상담, 대화방을 통한 채팅상담 등이 있으며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1. 상담전용창구를 이용한 상담

상담전용창구는 일정한 서식을 제공하고 고객은 원하는 바를 이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상담을 요청하게 된다. 상담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모두 서식에 포함시키고 하나라도 빠뜨

리고 서식을 작성하게 되면 상담접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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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전자우편을 이용한 상담

전자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통신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진행되는 상담으로 고객과 상담

사가 생각한 내용을 글로 다듬어 주고받게 되므로 자신의 심정을 먼저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고객의 생각을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다양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고객상담 전용창구처럼 일정한 양식이나 서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객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으로만 작성되어 내용상 중요한 내용이나, 고객 연락처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추가로 전자우편을 주고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상담의 경우 편지내용에만 의존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지내용을 다르게 해석할 우려가 있으나 비교적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2-3. 게시판을 이용한 상담

게시판을 이용한 상담의 경우 대체적으로 고객과 일대일 상담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상담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고객들도 게시판을 읽고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사는 고객이 요청한 것에만 국한되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

라 좀 더 폭넓고 쉽게 문제해결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5-2-4.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상담은 주로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며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문제의 예방,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시청각자료들을 모은 프로그

램을 인터넷환경에 구현시킨 것이다. 이 상담프로그램의 최대의 장점은 고객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료를 조회하여 도움을 받고 상담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인터넷공간에서 

간접적인 상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상담은 주로 제공할 정보를 주제별로 묶어서 제공하거나 자주 발

생하는 상담내용을 FAQ(Frequently Asked Question)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한 상담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야 하며 고객의 눈에 잘 띄고 편리하게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5-2-5. 채팅상담

채팅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은 상담사와 고객이 가상의 상담실에서 만나 대화를 주고받는 

상담이다. 인터넷공간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대면상담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채팅상담은 상담사와 고객이 실시간에 자신의 문제점을 밝히고 조언을 얻고 문제를 해결

하는 상담방법이다. 그러나 24시간 채팅상담이 이루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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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채팅상담의 경우 빠른 타자속도가 요구된다. 상담사의 타자속도가 느리면 고객으로 하여

금 답답한 느낌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팅상담은 의사소통의 통로가 문자로 제한

되어 있어 대면 혹은 전화상담과 같이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까지 이해하는 데 어려

움이 있을 뿐 아니라 고객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

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도 빠른 판단력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5-2-6. 인터넷상담의 과제

인터넷상담이 모니터를 통해 보여 지는 면이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다채로운 디자인과 

화면구성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는 상담이라는 부분에 가려 쉽게 소홀해질 수 있으나 인

터넷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상담에서는 상담사를 직접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만나는 인터넷상담에서는 상담사를 대신해 줄 어떠

한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디자인, 화면구성 같은 시각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인터

넷상담은 화면구성과 디자인 면에서 고객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전문적인 디자이너에 의해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꾸민다던가 고객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설정해 놓는다던가 시각적으로 편안한 색을 쓴다던가 하는 것이 요구된

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고객을 인터넷상담으로 이끄는 첫 번째 작업이므로 소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아무리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라 해도 그것이 항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

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고객이 인터넷상담에 흥미를 갖고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홈페이지의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고객은 인터넷상담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

이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등의 노력은 인터넷상담에서 중요하다. 즉, 인터넷

상담은 그 시대의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무문제점에 대한 예방과 처리뿐 아니라 건전한 

소비문화를 이끌기 위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을 요청한 고객이 재무문제 처리결과를 상담사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상담사는 이들

이 고객에게 제시한 해결방법에 따라 재무문제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자신의 

문제해결 여부에 대해서 상담사에게 알려주는 고객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고객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상담센터를 찾지 않기 때문에 피드백(feedback)을 받기가 어렵다. 

상담사는 자신이 제시해 준 방법이 얼마나 적절하게 고객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야만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고객에게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면에서 상담결과에 대한 확인여부는 매우 중요하며, 상담을 요청한 고객으로

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Chapter 04 | 신용상담기법

163

5-3. 문서상담기법

문서상담은 상담내용이 전화로 상담하기에는 길고 그렇다고 직접 방문하기에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상담에 필요한 내용이나 자료를 자세하게 상담사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문서상담의 경우 보내온 자료들을 검토 후 추가질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전화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수퍼비전

수퍼비전(supervision)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super(over)’와 ‘videre(watch)’의 합성어로서 

글자 그대로 정의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갖고 지켜보는 감독자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상담학에서 수퍼비전이란 하급 상담사들의 일을 조직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

하는 전형적인 행정적인 임무와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지지까지도 끌어내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간단히 말하면 상담사들을 지도․감독 하는 일이다. 

6-1. 수퍼비전의 필요성

초보상담사는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고객에게 적용하는 데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다. 때로는 직면한 문제를 자기성찰과 문헌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상담은 경험적 지식

이나 실천과 많은 관련이 있으므로 사실상 이러한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직면하

고 있는 문제들을 상담사 본인이 인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상담사 

자신의 미숙한 상담능력 때문에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인 고객의 복지에 어긋난 결과가 발

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초보상담사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는 비슷한 경험을 통해 성숙한 선배 상담사로

부터 수퍼비전을 통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수퍼비전을 통해 초보상담사가 고민하는 문

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실제적인 상담기술 및 전략의 습득을 배울 수 있다고 볼 때 현장에

서 실습 중인 모든 상담사들에게 수퍼비전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사는 효과적으로 고객들을 조력하기 위해 계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상담에서 수

퍼비전은 경험이 많은 선배 상담사로부터 지식과 경험을 전수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사는 자기자각을 향상시키고 전문적인 상담기술이나 기법을 습득하

며, 상담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하고, 사례에 기초한 고객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객

의 복지를 위한 전문적 노하우를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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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전은 상담사들로 하여금 상담의 실제에서 자신의 강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계

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학습관계이다. 수퍼비전에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모형이 있다. 첫

째는 교수활동으로서의 수퍼비전이며, 이 모형의 주된 목표는 상담기술의 습득이다. 둘째는 

상담활동으로서의 수퍼비전으로, 이 모형의 주된 목표는 상담사의 개인적 성장과 자기통찰

이다. 셋째는 행정으로서의 수퍼비전으로, 이 모형의 주된 목표는 기관의 행정과 상담사례

의 관리이다. 넷째는 이 세 가지 모형 각각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 초점은 

상담기관 속에서의 상담사의 생존에 두고 있는 것이며, 이 모형의 주된 목표는 기관 내의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기관의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다.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상담

사들은 다양한 시점에서 이 네 가지 수퍼비전 모형으로부터 유익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6-2. 수퍼비전의 기능

수퍼비전의 주요한 기능이 초보상담사나 훈련생을 훈련시키는 것이라 한다면, 수퍼비전

에 임하는 상담사는 전문가로서 성숙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상담 수

퍼비전의 요점은 수퍼비전을 받는 상담사가 고객을 효과적으로 조력하도록 능력을 향상시

키려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상담사가 고객을 충분히 이해하여 성공적으로 중재할 능력을 

갖도록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사를 지도하는 것은 수퍼비전의 핵심적 과업이다.

카두사(Kadushin, 1985)는 수퍼비전의 세 가지 기능을 교육, 지지, 관리로 분류하여 설명

하였다. 교육기능은 상담사가 고객과의 상담과정에서 탐색과 숙고를 통해 상담의 기술, 상

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담의 전문적 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지기능은 상

담사로 하여금 수퍼바이저가 제공하는 수용과 확인을 통해 상담의 정서적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관리기능은 수퍼비전의 질적 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퍼비전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 수퍼비전 모델인 발

달모델과 체계접근모델에서 수퍼비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수퍼비전의 발달모델은 상담사의 발달수준에 맞춰 수퍼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제시한 한 네 가지 수퍼비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퍼비전은 고객의 복지를 위해 감독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책임이 강조된다. 수퍼바이저는 상담사의 발달을 위해 상담기술이나 

중재전략을 가르치지만 고객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발달단계 내에서의 수퍼비전을 받은 상담사의 성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다. 수퍼비

전의 발달모델의 요점은 단계과정이다. 수퍼바이저의 과업은 상담사가 단계에 따라 발달하

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의 성급한 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즉, 어떤 

단계과정이 상담사에게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상담사가 충분히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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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돕는 기능이다. 수퍼바이저는 직면적 중재

(confrontive intervention)와 개념적 중재(conceptual intervention)를 통해 상담사가 각 단계로

의 전환을 하도록 조력한다.

넷째, 수퍼비전을 받은 상담사를 평가하는 기능이다. 수퍼바이저가 내리는 상담사에 대한 

평가가 상담사의 권익과 관련된 경우는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상담사의 발달을 

위한 피드백이 되는 평가는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퍼비전의 체계접근 모델을 제안한 할러웨이(Holloway, 1995)는 수퍼비전의 주요한 기

능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퍼비전 회기에서 수퍼바이저는 상담사의 상담기술의 적용과 수행에 대해 조정하

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주로 상담사의 행동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판단과 평가로 

제한된다.

둘째, 수퍼바이저와 상담사의 관계는 ‘교사-학생’의 관계처럼 지도와 충고를 하는 기능을 

한다. 수퍼바이저는 상담사의 사례이해, 상담기술과 같이 상담사의 과업을 지도하고 충고하

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행동에 대한 모델로서 상담사에게 영향을 주는 본보기의 기능

을 한다. 수퍼바이저는 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본보기를 통

해 영향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수퍼바이저는 상담사에게 질문하여 견해나 정보를 추구하여 임상적, 전문적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진하고 상담사와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 주요한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기능을 한다.

다섯째, 수퍼바이저는 공감적 주의, 격려, 건설적 직면 등을 통해 상담사가 자기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가질 수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고 전문성을 발달시키도록 지지

와 공유를 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퍼비전의 기능은 상담사의 전문적 성숙을 위해 수퍼바이저가 

하는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상담사들은 적극적으로 수퍼비전에 참여하여 상담 전

문성에 대한 향상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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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수퍼비전의 실제

수퍼비전은 경험이 많고 잘 훈련받은 상담사를 수퍼바이저로 선택했을 때 가장 많은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으며 지도받는 사람들에게 전문가가 되도

록 도전시키는 사람을 수퍼바이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퍼바이저의 역할과 함께 

직속상관이나 평가자의 역할을 이중적으로 갖는 사람에게 수퍼비전을 부탁하는 것은 피해

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조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수퍼비전은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를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

래야 수퍼비전의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 수퍼비전은 매주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각 회기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참석자들과 합의를 해야 하지만 보통 45~60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권장된다. 수퍼비전 관계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퍼비전을 

시작하기 전에 협의해야 한다. 만약 수퍼바이저와 상담사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수퍼비전 

과정에 만족하지 못하면 둘 다 수퍼비전을 종결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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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_ 신용상담기법요 /점 /정 /리

1. 상담에서의 치료적 요인

∙ 효과적인 상담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담사와 고객과의 긍정적인 치료적 관계, 즉, 

고객과 상담사 간의 친밀하고 신뢰 있는 협력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다. 상담사와 고객 간의 좋은 관계는 모든 형태의 상담에서 진전이 일어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 말하기 어려운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특히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적 정

화 혹은 정서적 발산 역시 효과적인 상담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 상담을 통해 고객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깊고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될수록 성공적인 상담이 될 수 있다. 

∙ 상담사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보상을 주는 부정적인 강화를 해줄 수 있다. 

∙ 부적응적인 과잉반응을 나타내던 환경적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과잉

반응을 약화 또는 감소시켜 자기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게 하

는 둔감화 역시 상담의 중요한 치료적 요인이다. 

∙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접근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

는 것이 직면이며, 직면을 통해 고객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2. 상담의 일반적 기법

∙ 단기상담에서는 고객이 무엇을 말하는지 특히 잘 경청해야 한다. 상담에서 경청은 

다른 상담활동과 밀접한 연계를 갖게 된다. 고객의 경험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반

응해주는 반영하기 및 공감하기 역시 경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질문하기를 통해서 주로 얻을 수 있으며, 상담사는 

고객에게 필요한 행동 등을 제안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설명하기와 해석하

기 역시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 상담사는 사실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고객이 지

나친 자기합리화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직면시키기

를 활용할 수 있다. 직면은 고객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

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Part 02 | 신용상담 방법론

168

Chapter 04_ 신용상담기법요 /점 /정 /리

∙ 단기상담의 경우 고객의 문제를 상담 중에 모두 다룰 수 없으므로 고객에게 과제

를 부여하거나, 과거의 일 재현 또는 미래의 일에 대한 역할연습 하기를 활용할 수 

있다. 

∙ 상담사가 상담 중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을 자기공개라 하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신용상담의 실제

∙ 신용상담사는 신용상담을 통해 고객의 신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고객이 문제해

결을 위해 행동을 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만 고객에 대한 비난이나 질책은 

삼가도록 한다.

∙ 코리(Corey)는 초보상담사를 위해 12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고객의 문제파악을 위해서 상담사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고객의 시간관리를 잘 

살피며, 고객의 이해를 위해서는 ‘반복’이란 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경험을 통

한 육감을 발달시키고 가족에 대한 고객의 생각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의 

언어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고 고객의 심리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 고객을 조력하기 위해서 상담사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자신의 인간관에 부합

한 상담이론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상담기법을 숙지하고 상담기법 적용의 적절

한 시점을 파악해야 하며, 현재 진행되는 경험을 다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고객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구체적인 상담목표도 설정해야 한다.

4. 의사소통기법

∙ 상담은 상담사와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올바른 의사소통방법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적절하지 못한 의사소통방법은 오히

려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의사소통은 말하기, 듣기의 언어적 

의사소통방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방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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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형별 상담기법

∙ 상담기법은 고객을 직접 만나 상담이 이루어지는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문서상담 등 각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 전화상담은 상담의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시각을 통해 수집되는 비언어적

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말하기와 듣기의 중요성

이 강조된다.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금전문제를 다루는 신용

상담의 경우 전화상담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전화상담으로 파악이 어려운 부

채상황이나 생활상태 등은 우편을 통한 상담과 병행할 수 있다. 

∙ 인터넷상담은 상대방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다소 어렵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으로 고객과의 관계보다 문제해결에 더 초점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 수퍼비전

∙ 하급상담사들을 지도⋅감독하는 일을 수퍼비전이라 하며, 수퍼비전은 상담사들의 

일을 조직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정서적이고 사회

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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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상담

신용문제 해결을 위한 행위가 좌절되거나 또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고객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위기란 중요 생활목표의 좌절 또는 생활양식의 혼란에서 오

는 과도한 긴장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시에는 평상시의 적응방법이나 생활양식

으로는 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심리적 긴장을 느끼게 된다. 

신용상담을 하다보면 이처럼 위기상태에 놓인 고객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기상

태에 놓인 고객상담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1. 위기의 반응

위기는 위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며,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위기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1-1-1. 불 안

불안은 임박한 위기를 알리는 긴장상태로써 뚜렷한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두

려움과는 구별된다. 불안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잠재적인 위험에 대하여 방어를 준비하는 

하나의 경보체계로서 나타나는 자발적인 반응이다. 불안은 가족구성원의 사망, 투옥, 성격 

장애, 채무, 사업상 및 생활상태의 변화 등으로 유발될 수 있다.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력해지고 자신감이 없으며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상담사는 적극적으로 격려

하고 안도감을 주도록 해야 한다. 고객이 고통스러운 감정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격려하는 동안에 신체적인 감각을 서술하는 것을 포함한 신체적 증세에 초점을 두어

야 한다. 특히 고객이 단순히 불안을 느끼거나 긴장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불편한지 물

어보도록 한다.



Chapter 05 | 대상별 상담

171

1-1-2. 우 울

가족구성원의 사망, 이혼, 퇴직 등은 우울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우울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도피하는 것과 동시에 타인과 접촉하여 만족하려는 욕구를 가

지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경감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고객의 상태가 파악될 때까지 지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1-1-3. 자살적 행동

위기의 해결수단으로 자살을 고려하는 고객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모든 자살적 행

동을 하는 사람은 좌절감, 분노, 복수심 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살기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거나 복수하기 위해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살은 타인에 대한 강한 분노가 자신으로 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중대한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자살의 가능성이 높으

며 우선 직접적으로 “자살을 할 것이다.” “죽을 권한은 나에게 있어.”라고 말하는 등 자살하

겠다는 위협이나 자살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은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보호자나 전문가

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과거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들 중 80% 이상은 실제로 자살을 하

므로 상담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전문적인 상담을 권해야 한다. 알코올중독이

나 우울증세가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사별하였을 때,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자살할 확

률은 더 높다. 40대 이상 연령의 자살비중이 높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자살이 급격히 증

가하고 있으며 여자보다 남자 자살률이 2배 이상 높으나 여성 자살사망자수도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자살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 크기나 해결 불가능함을 지나치게 크게 평

가하며 자신과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 

1-1-4. 타살적 행동

타살적 행동이란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타

살의 위험을 나타내는 고객은 상담사에게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상담사는 침착해야 한다. 

타살행동의 경력을 가졌거나 과거에 충동을 통제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경우 미래에도 타살

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2. 위기의 언어

위기상황에 닥치게 되면 먼저 충격이 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고통의 과정이 따

라오며 그 다음에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간다. 위기심리는 변화하는 과정마다 독특한 언어

가 나타나는데 각 단계별 언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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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충격의 언어

충격단계에서 표현되는 언어는 무감각하며 무반응의 언어이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정상

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 우선 그럴 리가 없다며 위기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부인하거나 

어느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위기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

려고 한다.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에 매달

린다. 즉,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현실을 편파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조금 더 위기상황이 심화되면 현실감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개념까지도 상실하

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빠져들어 사실

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자신이 큰 고통에 처해 있음

을 알면서도 고통의 표현이 불가능해진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어려우며 인간관계도 불

가능하게 되며 신체적인 현상도 나타나는데 호흡이 가빠지고 짧아진다. 호흡이 짧아진다는 

것은 몸에 필요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

되면 산소의 부족으로 뇌의 기능이 약화되기 쉬우며, 산소를 필요로 하는 신체의 모든 부위

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수면에 곤란이 오게 된다.

1-2-2. 애통의 언어

애통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 통곡, 불평, 불만 등의 방법으로 표출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고통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지할 수 있고 위기의 사건을 어느 정

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주위의 도움을 통해 심리적 성숙의 기회로 전환될 

수도 있다. 위기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거나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신

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애통의 언어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이 단계에서 하소연, 통곡, 불평, 불만 등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외부의 강압에 의해 차단되어 버릴 때는 충격단계의 무감각 상태로 후퇴

하는 퇴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1-2-3. 안정의 언어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안정된 언어가 나오게 되며, 고통이 발산되고 정서적인 성장이 이루

어지는 단계이다.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변화 상황에 차질 없이 건전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단계라 할 수 있다.



Chapter 05 | 대상별 상담

173

1-3. 위기상담 방법

위기상태의 고객상담은 주로 지원적 상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객이 사정을 털어 놓을 

때 들어주며, ‘기대고 울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준다. 고객이 문제를 직면하도록 격려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도와주며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방어기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한

다. 하지만 이때 상담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문제가 없다고 부인하거

나 알코올 등과 같은 기제를 통해 문제를 회피하는 등의 불건전한 반응을 저지해야 한다. 

위기상태에 처한 사람은 혼란과 고통상태에 있게 된다. 위기 자체가 실제적인 위험이 될 

수 있고 위기는 기회와 위험 두 가지 측면이 있으므로 위기를 잘 해결하면 좋은 기회가 되

고 잘 처리하지 못하면 위험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오랫동안 

견딜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위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즉시성이 

필요하다.

위기에 처한 사람은 어떤 한 가지에 고정되는 경향이 있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긴장하

게 되므로 행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따라서 비활동적이고 간접적인 과정, 즉 설문지에 

답을 하게 하는 것이나 쟁점에 관한 지연 등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위기상담의 최소한의 

목표는 자살, 가족해체 등 심각한 상황으로의 이행을 막는데 있으므로 성격변화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 또한 위기에 처하여 절망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나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2. 집단상담

2-1. 집단상담의 원리

집단상담은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고객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상담의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집단상담에서는 예방적

인 역할이 강조된다. 

집단에 참여하는 대상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형성한다. 하지만 때에 따

라서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지닌 사람끼리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집단에서 상호

작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시행된다. 특히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닌 사람들은 집단상담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집단상담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상담사는 고객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기대를 갖

도록 하며, 집단에의 소속감 및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바람직한 기준 및 생산적인 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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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해야 한다. 집단상담의 효과는 고객 자신의 목표의 중요성, 다른 구성원과의 친밀감, 인

기구성원의 포함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상담사는 고객들이 현재의 문제와 별 관계가 없는 과거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일반적인 일상적인 대화로 전환되는 것 등을 조절함으로써 문제와 관련된 영역에 

초점을 두도록 돕는다. 상담사는 집단상담의 촉진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조용하고 수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집단에 참여하도록 고무시켜 나가며 반대로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다른 사

람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한다. 

2-2. 집단상담의 과정

2-2-1. 참여자들의 자기소개

집단상담의 고객들은 대체로 왜 집단상담을 하는지, 집단상담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등을 궁금해 한다. 따라서 우선 집단상담의 내용을 알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상담에서는 개인상담과 달리 고객의 변화가 상담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다른 고

객들과의 교류에 의해 초래된다. 따라서 집단상담에서는 상담사가 처음부터 고객 개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분위기가 집단상담의 목표를 달성시켜 줄 수 

있다. 

상담초기에 상담사는 일종의 ‘수위 노릇’을 통해 탈락하는 사람이나 지각하는 사람 등을 

막으면서, 집단상담이 목표와 일치하는 집단분위기를 형성하는 ‘산파 노릇’을 한다. 다음엔 

고객들 간의 대화가 충분히 그리고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면서 고객

과 상담사, 고객과 고객 간의 바람직한 교류가 일어나도록 집단 내 대화에 참여하는 시범자

의 역할을 한다. 

2-2-2. 집단상담 시 문제고객의 처리

어느 집단이든 다루기 어렵고 집단상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문제고객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고객을 다루는 기본원칙은 문제행동이나 문제 고객의 인격자체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침묵시키지 않으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집단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심리적 갈등을 이해, 공감해 주고,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언행을 바꾸지 않고 계속 문제행동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면접

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문제 고객은 다음과 같다. 

집단 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화제를 

독점하는 화제독점자가 있다. 한편, 히스테리성격자는 집단내의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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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집중시키기도 하며 집단의 응집력을 손상시킨다. 

도움을 원하면서도 도움을 주게 되면 이를 거부하고 불평을 계속하는 유형이 있다. 이와

같은 위험도 “내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한다.”는 식의 태도로 마치 거부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식이며, 이런 고객은 자기중심적이며 집단에 지루한 감을 일으키고 집단의 흐름을 

혼란시킨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도사형이 있다. 옳고 그른 것에 집착하며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

내려고 한다. 표면상으로 근엄하고 우월한 태도를 취하며 타인들로부터의 인기여부에는 관

심이 없다. 이러한 고객은 수치심과 분노에 대한 방어기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

으며 다른 고객들도 처음에는 그런 행동을 인내하지만, 차차 분노하게 되고 무시하게 된다.

집단 내에서 상담사나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유형이 있다. 자기의 우수성을 과시하려 

들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드는 유형이다. 이런 고객은 다른 고객의 인정을 얻기 위해 이러

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음에는 집단내 교류를 촉진하기도 하나 곧 다른 고객들의 

비난의 표적이 된다.

3. 고객특성별 상담

3-1. 심리상태에 따른 상담

3-1-1. 불평 자유형의 고객

불평 자유형의 고객은 자기를 타인의 문제로 인한 희생자로 보고 자기의 문제를 환경 탓

으로 돌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주로 불평만 할 

뿐이고 변화에 대한 의지나 동기수준이 낮고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별로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심지어 상담사를 자기편으로 만들어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타인을 

비난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로 상담에 임하는 고객도 있다. 이런 고객을 상담할 때에는 상

담시간 내내 불평만 호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객이 스스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대

화의 내용을 효과적인 탐색과 논의로 전환할 수 있게 상담사 쪽에서 대화의 방향을 주도하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런 성향의 고객들에게는 지출을 기록해서 소비습관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과제를 내주어서 스스로 아주 작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중심의 대화를 해결중심의 대화로 전환한다. 또한 불평 자유형의 고객은 대개 

문제점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대신에 그 문제가 없어지면 무엇을 했으면 좋을지는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문제가 없어질 경우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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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방문 자유형의 고객

방문 자유형의 고객은 상담실에 오기는 했어도 아직 상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

가 없으며 법원이나 금융회사 등에서 강제로 보낸 고객이거나 단순히 상담실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온 고객일 확률이 많다.

이들은 만성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섣불리 상담으로 인도하여 어떤 해결책이나 과제

를 부여하는 방법은 효과적이지 못한 접근이다. 우선 억지로 이끌려서 온 고객이라 하더라

도 고객이 상담실에 오기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점에 대해 충분히 칭찬하고 호감을 표시

해준다.

방문 자유형의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담하려고 협조하기는 쉽지 않

은 일이다. 이들은 자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시각을 고치고 싶어 하고 자기

를 변호하려고 열심히 애쓰는 경향이 있다. 그럴 경우 상담사는 이들의 입장에서 경청해주

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3-1-3. 비참해 하는 고객

상담을 원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해 비참함을 느끼고 더 이상 희망

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경우 상담사는 어떤 대응행동을 취하기가 어렵지

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고객이 다른 측면으로 재무문제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만일 고객이 청구서를 제 때에 갚을 수 없어 우울하다고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우선 “청구서를 제 때에 갚을 수 없어 상당히 힘드셨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

은 고객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힘드셨던’이라는 과거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 표현은 고객으로 하여금 ‘비참함’이라는 감정을 과거의 일로 느

끼고 현재에 다시 정상적인 감정을 복원시키도록 도와준다. 고객이 힘들었던 일을 과거로 

보기 시작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발전할 수 있다.

“모든 청구서를 제 때 갚을 수 있었던 적은 언제였나요?”라고 질문한다. 이 말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고객의 관심을 돌리는 질문이다. 그 다음에는 “이전에는 모든 

청구서를 제 때에 갚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나요?”라

고 질문한다. 이 질문은 고객이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 상황의 차이를 발견하는데 도움

을 준다. 마지막으로 “청구서들을 제때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한다. 

이 질문은 재무관리와 관련된 문제행동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야 할 특별한 행동을 고객 스

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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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저항적인 고객

고객은 상담사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저항하며, 저항의 형태는 상담사의 도움에 대한 거부나 무관심 또는 거짓말이 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은 때로 상담사가 고객의 문제를 추측할 경우 발생한다. 상담사는 아무리 

많은 상담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고객 스스로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상담사는 고객의 행동을 반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행동이 그 고객만의 독특한 

대응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상담사가 이러한 생각으로 고객을 대하면서 고객의 저항적 행위

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객이 알게 되면 결국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된다. 

3-1-5. 회피하거나 숨기는 고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을 대할 때 공감대나 신뢰감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고

객이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것을 감추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고객의 특성에 따라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냄으로써 공감대와 신뢰감을 재형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변명

이나 합리화, 또는 정보를 숨기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3-2. 의사표현에 따른 상담

3-2-1. 불만고객 상담

상담과정 중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만에 대해 표현하고 해결을 요

구하는 고객을 불만고객이라 한다. 불만고객은 업무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이해받고 싶어 하며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길 원한다. 

불만고객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초 응

대자가 바로 응대를 하는 것보다 책임자가 나서서 응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

의 불만을 큰소리로 토로하면서 창피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곳으로 

안내해 주길 원하므로 장소를 바꾸어 상담하도록 한다. 불만고객의 불만은 어느 정도 시간

이 지나면 가라앉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적인 간격을 잠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

다고 너무 기다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불만고객을 응대하게 되면 상담사는 우선 고객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고객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하도록 한다. 사과를 하는 것이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앞서 고객의 감정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해한다. 

한편, 불만고객을 응대할 때의 거리는 2m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고 정면보다는 약

간 사선의 위치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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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특 징 상담기법

불만족한 

고객

∙ 상담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

대한다.

∙ 대단히 공격적인 경우가 많다.

∙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기를 원한다.

∙ 애원하며 호소하기도 한다.

∙충분히 배려해준다.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고객을 긍정하면서 상담사의 의견을 얘기한다

(Yes, but 화법).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

∙때로는 고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을 요

구하는 경우도 있다.

∙ 고의적으로 소란을 피운다.

∙ 문제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다.

∙ 큰소리치는 경우가 많다.

∙ 상부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엄포형이 많다.

∙불만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

∙문제해결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준비한다.

∙고객에게 대체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한다.

∙시간, 장소, 상담사를 바꾸면서 면담한다.

화난 고객

∙ 문제를 확대시키려고 한다.

∙ 선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화를 표출한 후에는 허전해하거나 후회하는 경

향이 있다.

∙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있다.

∙절대 같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화내는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경청한다.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규명한다.

∙사후 확인, 사과 및 감사를 표한다.

∙해결방법을 협의한다.

<표 2-28> 불만고객 단계별 응대매뉴얼

단 계 세부 매뉴얼

고객의 감정을 수용한다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 같아도 화가 날 수 있겠습니다.”
“고객님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과한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 정말 죄송합니다.”

한계를 정한다

(3회 이상 정중한 사과 후)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는 고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분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화만 내신다면 문제 해결

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시작한다

“고객님, 조금 전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안을 제시한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 제 판단으로는 이렇게 하시거나 저렇게 하실 수 있습

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는 것이 고객님께 더 좋을 듯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처 : LG전자, 서비스가이드.

3-2-2. 의사표현에 따른 고객별 상담

의사표현에 따른 고객별 상담기법은 다음 <표 2-2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29> 의사표현에 따른 고객별 상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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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특 징 상담기법

우유부단한 

고객

∙ 정보가 부족한 상태일 경우가 많다.

∙ 결단력이 부족하며 많이 망설인다.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한다.

∙스스로 의사결정하도록 도와준다.

∙문제를 분석한 후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한다.

반말하는 

고객

∙ 도도하고 거칠다.

∙ 남녀 구별 없이 반말을 한다.

∙ 잘난 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수긍하며 VIP로 대접해준다.

∙되도록 실수를 보이지 않는다.

∙민첩하게 행동한다.

신경질 내는

고객

∙ 괴팍하다.

∙ 남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 아무데서나 신경질 내며, 성격이 급하다.

∙조용히 안내한다.

∙신속하게 응대하되 과잉친절은 금물이다.

과장된 

말을 하는 

고객

∙ 거짓이 많고 허풍이 심하다.

∙ 얼렁뚱땅 처리하려 한다.

∙메모하면서 경청한다.

∙내용을 듣고 확인시킨다.

∙상대가 말한 내용을 메모하고 확인을 받아 둔다.

∙논리적으로 상담을 전개하고 그때그때 확인시

킨다.

빈정대는 

고객

∙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

∙ 농담조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해 준다.

∙논리적으로 응대한다.

∙진지하게 응대한다.

∙결론을 확실하게 내려주고 상담을 종결한다.

말을 자르는

고객

∙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 자신의 말을 많이 한다.

∙ 말의 핵심이 약하고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일단 상대방의 말을 들어 준다.

∙상담내용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양해를 

구하며 상담한다.

∙논리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과시하는 

고객

∙ 특정 직원을 찾는다.

∙ 특별 대우를 원한다.

∙ 유명인의 이름을 거론한다.

∙ 자신이 어떤 지위에 있다고 과시한다.

∙고객이 찾는 직원이 상담하도록 한다.

∙책임자가 인사를 한다.

∙호칭을 불러 인사하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출처 : 박영복⋅김현중(2008). 소비자전문상담사. 소비자교육연구원.

3-3. 행동스타일에 따른 상담

내성적인 경향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일 때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와 친밀감(래포)을 형성하는 데 인내심을 갖고 대해야 하며 서

둘러 상담을 끝내지 않도록 하며 기다려주는 상담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반면 외향적이거

나 사교적인 사람은 자칫 본래의 상담목적에서 벗어난 화제를 끌어들이거나 사적인 만남으

로 연결시키려는 경우가 있으며, 상담사는 유도적 질문으로 본래 상담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지나치게 독선적인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공격적일 수 있

으며 이런 경우, 최대한 고객 스스로 재무문제해결의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보조발언의 형

태를 취하는 것이 좋다. 반면, 지나치게 우유부단한 성격의 경우 상담사는 한 걸음 앞서 고

객의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역시 최종결론은 고객 스스로 

내렸다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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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행동스타일에 따른 상담기법을 <표 2-30>을 통해 살펴보자.

<표 2-30> 행동스타일에 따른 상담기법

구 분 특 징 상담기법

단호한 형

∙ 즉각적인 결과나 욕구충족을 추구한다.

∙ 자신만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

∙ 자기주장이 강하다.

∙ 구체적⋅직접적으로 질문하면 짧고 직선적으로 

답변을 한다.

∙ 듣기보다는 말을 많이 한다.

∙ 자신의 위세를 강조하려고 권력의 상징을 사용한다.

∙ 제한된 비언어적 신체표현을 사용한다.

∙ 질문에 직접적이고 간결하며, 사실적인 대답

을 한다.

∙ 변명하지 말고 설명을 간결하게 하며, 해결책

을 제공한다.

∙ 대안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 고객이 말할 기회를 제공한다.

∙ 적절한 때에 증거에 의해 지지되는 선택안을 제

공하고 그 해결책이 고객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호기심 

많은 형

∙ 자발적인 감정표현이 거의 없다.

∙ 이름보다는 성이나 공식적인 칭호를 선호한다.

∙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관련 있는 질문

을 구체적으로 한다.

∙ 시간을 엄수하며 매우 의식한다.

∙ 목적을 달성하거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날

짜, 시간, 객관적 사실 및 실용적 정보에 매우 의

존한다.

∙ 정확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초점

을 맞춘다.

∙ 의사소통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연관시킨다.

∙ 고객의 결정을 강요하지 않는다.

∙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춘다.

표현적인 

형

∙ 글로 적기보다는 말로 한다.

∙ 열정적이며 활발하게 말하고 몸짓을 곁들여 사용

한다.

∙ 친근감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 개방적인 신체언어를 사용한다.

∙ 고객의 감정에 호소한다.

∙ 고객의 욕구가 선호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재미

있게 한다.

∙ 개방형 질문으로 친숙하게 접근한다.

∙ 어떻게 고객의 목표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이해시킨다.

∙ 의사결정을 촉진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고객의 관계에 대한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해결책

과 제안점을 설명한다.

합리적인 

형

∙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완전한 설명을 추구한다.

∙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보다는 질문을 한다.

∙ 자신의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싫어한다.

∙ 말하기 보다는 듣고 관찰한다.

∙ 갈등을 회피하고 화를 내지 않는다.

∙ 안전하고 호감을 주는 관계로 고객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

∙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다.

∙ 정보를 논리적 연속성을 갖도록 조직화하고 

배경자료를 제공한다.

∙ 변화가 생길 때 고객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변

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전문가형

∙ 사전지식이 풍부하다.

∙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 논리적이다.

∙ 잘난 척을 한다.

∙ 고객에게 아는 척하지 말고 질문 시에 전문가

답게 답변 한다.

∙ 고객이 말하는 것에 부정하지 않는다. 

∙ 권위의식을 인정해준다.

∙ 호칭 사용에 신중을 기한다.

출처 : 박영복⋅김현중(2008). 소비자전문상담사. 소비자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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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담

3-4-1. 부부상담

한 가계의 운영은 부부공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재무문제 역시 부부공동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부를 상담하는 경우 첫째, 부부 중 어느 쪽이 더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

여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에게 연필이나 종이 등을 주었을 때에 어느 쪽이 

연필을 잡는가를 보면 대개 알 수 있다. 이것은 상담 과정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부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유용하다. 재무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의견대립을 일으키는 측이 부부 중 누구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재무측면에서 부

부 간의 의견대립은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부 간 의사소통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본다. 돈에 대해 대립되는 의견을 갖고 

있거나 의논이 어려운 부부는 부부 간의 의견대립을 초래하는 의사소통방식을 교정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가계부를 적도록 하여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기초로 가계의 재무관리

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청구서를 부부가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작업은 

부부 중에서 재무관리를 담당하지 않는 상대방이 추측, 짐작만 가지고 비난하기보다 구체

적 사실과 수치에 기초하여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부부 간에 돈에 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훈련방법을 참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각자에게 배우자의 돈 관리태도와 습관에 대해 자신이 좋아하는 점과 싫

어하는 점에 관한 목록을 만들게 한다. 둘째, 배우자의 돈관리 태도와 습관에 대해 둘이 함

께 논의한다. 이러한 훈련은 돈에 관한 상대의 태도와 습관에 대해 부부가 서로 관심을 갖

고 존중하도록 해 주어 의견대립을 줄이게 된다.

3-4-2. 고학력자상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방어적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에게 실패했다거나 

부적당한 일 또는 잘못된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이 말한 것을 인정해준다. 예를 들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군요. 저는 단지 

귀하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다시 생각해 보도록 조금만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선택은 귀하께서 하

시는 거지요.”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4-3. 연령에 따른 상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비율은 15%가 넘는다. 젊은 층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신용을 빚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재산이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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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들이며, 소유가치보다 사용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

구조는 신용카드를 여러 장 소지하게 하여 구매를 자극함으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구매가 

현금지불능력을 초과해버리는 과소비자가 되게 한다. 

젊은 층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이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재무적 사건들을 겪지 않

은 단계이므로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언해 준다. 하지만 이때 너무 세세하

게 알려주면 잔소리라 생각하고 귀찮아하며 반대로 간단하게 알려주면 무관심하고 무시한

다고 여기기도 한다. 

중장년층의 경우 주택구입, 보험가입, 채무상환, 자녀교육 등 다양한 재무적인 사건을 겪

고 있으며,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상담사는 개별적인 사

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해주어야 한다. 중장년층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각 가계별로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많이 나므로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해서 고객의 자

존심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노인층은 과거회고적인 경향이 있으며 소외감을 싫어한다.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접근이 

어렵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고객에게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도

록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특히 호칭에 신경을 써야 한다. 

4. 비합리적 소비성향에 따른 상담

인간은 소비생활을 함에 있어 완벽하게 계획적이고 합리적일 수 없으며, 주변의 광고, 혹

은 가까운 친구가 입고 있는 옷 등의 끊임없는 구매자극에 의해 비합리적인 구매행동을 하

게 된다. 이러한 비합리적 소비행동은 소비환경이 발달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비합리적인 소비는 의사결정자의 내재적 문제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외재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인간의 행동은 계산되고 의도적인 합리성보다는 무의식적 동기, 자극과 

보상, 군중심리와 동조 등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언제나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비합리적인 소비

습관으로 신용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충동구매, 과시소비, 구매중독, 모방소비, 과소비 등이 비합리적 소비성향이라 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특성, 원인, 대처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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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충동구매

충동구매란 일반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구매행동 중 소비생활에 부정적인 측면을 

가진 경우만을 의미한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구매하게 되거

나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물건을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행동으로 다루어지고 있

다. 충동구매의 특성과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1-1. 충동구매의 특성

충동구매의 가장 큰 특성은 무계획적 구매라는 것이다. 무계획적 구매는 충동구매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나 무계획적 구매라고 해서 모두 부정적 의미의 충동구매라고 보기 어렵

다. 비합리적 소비의 문제성이 있는 무계획구매(충동구매)와 문제성이 없는 무계획구매의 

차이를 스턴(Stern, 1962)과 아셀(Assael, 1998)이 분류한 다음의 유형을 통해 알아보자.

순수충동(pure impulse)은 단순히 상품의 다양성이나 진기함을 추구하는 구매로 순간적인 

구매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정적 의미의 충동적 구매로 정의할 수 있

는 것으로, 소비자가 진기한 상품을 발견하고 흥미를 느껴 사게 되는 구매행동이나 심리적 

탈출을 위한 구매 등이 이에 속한다. 

상기효과(reminder effect)는 상점에 들어가기 전 쇼핑목록에는 없었지만, 점포 내에서 제

품을 보고 구매하려고 계획하였던 상품이라는 것이 생각나서 구매하는 경우이다. 빵가게의 

빵을 보는 순간 집에 빵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생각나서 구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암시효과(suggestion effect)는 점포 내 진열된 제품 중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신제품이 현

재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일 때, 소비자가 점포 내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구매하는 

경우이다. 병뚜껑을 열 때마다 힘이 들었는데 쉽게 병뚜껑을 열 수 있는 기구를 발견하여 

구매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계획적 충동(planned impulse)은 구매의사결정과정의 일부분은 계획적이었으나 나머지 부

분은 무계획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할인판매광고를 보고 무언가 값싼 상품이 있을 것 같아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점포에 들른 것까지는 계획적이지만, 특정 제품을 구매한 것은 

무계획적 구매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제품류의 종류만 계획(planned product category)한 경우는 필요한 제품류의 카테고리만 

정해 놓고 실제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점포 내에서 탐색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품의 상표, 혹

은 가격수준 등을 구매시점에서 정하여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여름정장 한 

벌을 사야겠다고 계획하고 실제 백화점을 다니면서 색, 디자인, 상표, 가격수준을 정하여 구

매를 결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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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획적 구매의 특성과 더불어 구매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도 충동구매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의 충동구매는 구매의사결정에 걸리는 시

간이 짧다는 이론과 사전계획 없이 제품을 구매했어도 의사결정과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졌

을 경우 이를 충동구매라고 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한다(D'Antoni & Shenson, 1973). 예

를 들어, 어떤 학생이 신발구매를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구매하기까지 2시간 

정도가 걸렸고 일반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신발을 구매하는 데 의사결정시간이 1시간 정도

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학생의 신발구매는 정상적인 구매패턴에 비하여 전혀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충동구매는 소비자의 강한 감정을 동반한다는 측면에서 충동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소

비자행동의 특성을 감정적(affective), 인지적(cognitive), 반사적(reactive) 측면으로 나누어보

고, 이 3가지의 특성 모두가 나타날 경우 충동구매라고 할 수 있으며, 3가지 중 하나라도 

그 특성을 보이지 않으면 단순한 무계획적 구매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감정적인 측면은 소

비자의 감정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인지적인 측면은 구매의사결정에 이성

적인 통제가 거의 없는 경우이며, 반사적 측면은 어떤 특정한 자극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

행동을 보인 경우를 말한다.

4-1-2. 충동구매의 원인

충동구매는 소비자 자신의 개인적 요인과 소비자를 둘러싼 소비환경요인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제품이나 진기한 상품에 흥미를 많이 갖는 소비자일수록 다른 집단보다 이러한 물품을 

먼저 구매함으로써 자신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며 이처럼 구매동기가 제품에 대

한 필요성보다 제품에 대한 흥미로 인해 발생하게 되면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

기분이 침체되었다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기분전환의 일환으로 쇼핑을 하게 되면 충

동구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끊

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은 특별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어 

다른 욕구를 갈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욕구 충족의 한 방법으로 제품구매를 하게 되며, 이

럴 경우 충동구매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신 유행이나 신제품에 대한 정보획득을 위해 ‘어떤 상품이 새로 나왔을까?’라는 호기심

으로 백화점 등을 둘러보거나 상품의 참신한 디스플레이, 음악, 판매자의 친절한 구매권고 

등 매장 내 구매자극 요인에 쉽게 동화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친구와의 모임장소나 사회 구성원 간 상호작용 장소로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

우도 충동구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쇼핑행위를 통하여 존경받고 싶고 권위 있는 사



Chapter 05 | 대상별 상담

185

람으로 보이고 싶은 과소비성향이 강할 경우에는 특히 가격이 높은 상품의 충동구매가능성

이 높다.

세일기간 등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충동구매가능성이 높아지

는데, 가격은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 가장 직접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개당 1,000원에 판매하는 손수건을 3개에 2,000원 하는 경우에서부터 1벌 가격이 100만원 

정도인 의류를 50% 정도 할인판매 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묶음할인, 특별염가판매, 사은

품제공 등 다양한 가격촉진요인은 충동구매발생의 원인이 된다.

상품의 부피가 작거나 가벼워 운반과 보관이 상대적으로 쉬운 제품의 경우에도 상대적으

로 충동구매 가능성이 높아지며, 셀프서비스는 구매자로 하여금 쇼핑을 빠르고 자유롭게 

하므로 더욱 많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충동구매의 기회도 많아지게 된다.

4-1-3. 충동구매의 측정

충동구매의 측정은 이민희(2008)의 척도와 김연경(2008)의 척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민

희(2008)의 척도는 5점 리커트로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9점부터 45점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충동구매 수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김연경(2008)의 척도 는 6점 리커트

로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36점부터 21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구매 수위가 높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충동구매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충동구매 성향이 높은 집단

(125.7~216점), 중간 집단(89.48~125.7점), 낮은 집단(38~89.48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식 2-1> 충동구매 측정도구(이민희, 2008)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상품이 독특해서 계획 없이 구입한 경험이 있다.

2
상점에서 그 상품에 대한 광고가 떠올라서 상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

3
상품에 대해 잘 몰랐지만, 상점에서 상품을 발견하고 그에 대

한 필요성을 느껴 구매한 경험이 있다. 

4 상품진열이 좋아서 상품을 계획 없이 구입한 적이 있다.

5
쓸 돈이 거의 없어도 사고 싶은 물건은 그 필요성을 따지지 않

고 살 때가 있다.

6 유행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살 때가 있다.

7
사고 싶은 물건을 갑자기 사고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올 때가 

있다.

8 계획 없이 상품을 산 후 잘 샀다고 느낀 적이 있다.

9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엇인가에 홀린 듯 물건을 산 적이 있다.



Part 02 | 신용상담 방법론

186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물건을 구매한다.

2 나는 답답하면 물건을 구매한다.

3 나는 우울하면 물건을 구매한다.

4 나는 기분이 허탈하면 물건을 구매한다.

5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면 물건을 구매한다.

6 나는 기분전환을 위해 물건을 구매한다.

7
나는 점원이 아첨하는 것을 알지만 좋은 말로 구매를 

권하면 구매한다.

8
나는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점원이 ‘그거 좋아요’라고 

말하면 구매한다.

9
나는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점원이 ‘잘 어울려요’라고 

말하면 구매한다.

10
나는 친구가 세련된 사람이라면 구매 권유에 따라 구매

한다.

11
나는 점원이 부추기면 사려고 한 물건이 아닌데도 구매

한다.

12
나는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도 친구가 괜찮다고 부추기

면 구매한다.

13
나는 이미지와 어울리는 물건을 보면 당장 필요하지 않

아도 구매한다.

14 나는 물건의 디자인이 세련되면 구매한다.

15 나는 물건의 디자인이 색다르면 구매한다.

16
나는 어떤 물건이 나를 개성 있게 만들 것 같으면 구매

한다.

17 나는 물건의 디자인이 예쁘면 구매한다.

18 나는 물건의 색상이 특이하면 구매한다.

19
나는 어떤 물건을 보았을 때 ‘일단 사고 보자’ 라는 생

각으로 구매한다.

20 나는 물건을 보자마자 사는 경향이 있다.

21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쇼핑한다.

22 나는 갑자기 구매하는 것을 좋아한다.

23 나는 걱정 없이 편안한 기분이면 물건을 구매한다.

24
나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어떤 물건을 보고 ‘이것 정도

는 살 수 있어’라는 기분이 들면 구매한다.

25 나는 기분이 만족스러우면 물건을 구매한다.

<서식 2-2> 충동구매 측정도구(김연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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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26 나는 기분이 좋으면 물건을 구매한다.

27
나는 평소에 관심 있는 제품은 돈이 되는대로 모두 구

매한다.

28
나는 취미와 관련 있는 물건은 미리 계획하지 않고서도 

구매한다.

29 내가 평소에 수집하는 물건은 계획 없이도 구매한다.

30
나는 취미와 관련 있는 물건을 구매 할 때는 있는 돈을 

모두 쓴다.

31 나는 물건의 가격이 저렴하면 계절에 상관없이 구매한다.

32
나는 제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면 미리 계획하지 않

았어도 구매한다.

33
나는 물건이 품절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계획하지 

않았어도 구매한다.

34
나는 세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면 품절 될 거라는 생

각으로 구매한다.

35
나는 물건이 한정판매라는 말을 들으면 계획하지 않았

어도 구매한다.

36
나는 ‘사두면 쓸 데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당장 필요 

없어도 구매한다.

충동구매 성향이 높은 집단 : 125.7~216점

충동구매 성향이 중간 집단 : 89.48~125.7점

충동구매 성향이 낮은 집단 : 38~89.48점

4-1-4. 상담 시 대처방안

충동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그대로 지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 가계부를 반드시 작성하며 예산계획대로 지출하였는가를 평가하여 비합리적

인 소비지출부분을 제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남의 장소로 쇼핑장소를 택하지 않도록 하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혹은 심리적 

불편함을 달래기 위해 쇼핑을 하지 않도록 고객 스스로 노력하게끔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

전한 스포츠, 등산, 취미생활을 갖도록 추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기세일, 가격인하, 재고정리 등을 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하도록 하며, 혼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도록 반드시 옆에서 구매를 제지해 줄 가족과 함께 쇼핑을 하도록 권한다.

갖고 있는 물건(의류, 신발류, 화장품류, 전자제품류, 그릇류, 가구류, 기타류)을 모두 꺼

내 놓고 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 중 충동구매로 인해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구입한 것

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현재 고객이 갖고 있는 물건이 무엇이 있

는지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며 본인에게 필요 없는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 단계로 일주일, 한 달, 일 년을 주기적으로 충동구매 한 적은 없

는지, 어느 경우에 충동구매를 하였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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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의 경우와는 다르게 중증 충동구매자일 경우 이상의 모든 단계를 가족과 함께 하도

록 하며 상담 시에도 가족을 동반하도록 한다. 가족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중증 충동구매

자일 때는 자신의 행동을 가족들에게 숨기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행동교정을 가

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4-2. 과시소비

과시소비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소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실익을 따지지 

않고 그저 남보다 우월하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뜻한다. 과거 원시사회에서 그 집단의 지배

자가 피지배자에게 혹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힘이나 용맹성 또는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나 신체장식도 넓은 의미에서 과시소비라 할 수 있다. 결국 과시소비 행

동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부터 있어 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시소비의 개념이 정립

되고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진 것은 19C말 배블렌(Veblen)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배블렌

(Veblen)은 자신의 저서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유한계급론)’에서 과시소비란 자

신의 지위나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 생존에 필요한 실질적 수준 이상의 소비를 함으로써 남

의 시선을 끄는 경제적 행동으로 보았다. 

과거에는 과시소비가 상류계층의 소비문화로 언급되었으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점점 중

류계층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시소비는 개인적 차원의 소비행

동이라기 보다 사회활동을 통해 타인의 인정을 받고 지위와 권위를 얻고자 하는 사회적, 후

천적 욕구로 볼 수 있다. 

4-2-1. 과시소비의 특성

과시소비는 자신의 경제적 부나 사회적인 지위가 남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출발로 인해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 과시소비는 인구밀도가 높은 곳(농촌에 비해 대도시), 빈부격차가 심한 곳, 경제적 

성장이 높은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보다 높다. 

둘째, 과시소비는 모방소비의 근원이 되는데, 과시소비로 인한 밴드웨건효과(bandwagon 

effect)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밴드웨건효과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는 유행상

품을 사기 원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널리 알려진 상표를 구입함으로써 남에게 인정받

고 싶은 심리표현의 결과, 즉 ‘나도 이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수평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자기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을 기준으로 소

비생활을 모방하는 것이 상례이며, 과시소비경향이 있는 사람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소비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청소년 사이에서 고가의 특정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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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패딩점퍼가 유행하였고, 부모의 경제사정과는 상관없이 이 점퍼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이 패딩점퍼는 ‘부모 등골 breaker’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유명 고가 

브랜드의 가방, 구두, 의류 등에 대한 소위 짝퉁이 많이 유통되는 것도 한 사례로 들 수 있

다. 즉, 진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나도 이 정도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경제적 사정이 허락하지 않음을 짝퉁으로 달래기 위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과시소비성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채무불이행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스놉효과(Snob effect)는 좀 더 비싸고 남과 다른 상품을 구매하여 이용함으로써 다

른 집단과 스스로 구분 지으려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과시소비성향이 큰 사람은 보다 희귀

하고 독특한 것을 통해 남과 차별화시키는 전략으로 ‘나는 너희와 다르게 이런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수직적인 지위상승을 하려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비싸면 오히려 구매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과시소비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물건의 가격이 다른 것과 얼마나 차별화되는가.’하는 것과 ‘그 상품이 높은 가격이

라는 것을 남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현된 것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명 브랜드 상품의 

경우 가격이 상식적 수준 이상으로 비싸거나 브랜드 로고가 잘 보이도록 디자인한 제품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비싸면 오히려 구매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

이며, 이런 재화를 배블렌재(Veblen's good)라고 부른다. 

넷째, 과시소비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소비의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부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과시소비는 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지는 제품의 구

매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의류, 보석류, 가방 등의 경우 주로 과시소비가 나타난다. 

4-2-2. 과시소비의 원인

과시소비는 사람의 본능적 욕구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누구나 과

시소비요인을 갖고 있는 셈이 된다.

경제학자인 배블렌(Veblen)은 과시소비가 사람의 본능적 욕구에서 비롯되는데, 사람이란 

무엇인가 자기 것을 만들고 창조하려는 본능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남의 것을 약탈하고 지

배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저리 분주히 뛰지

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지배본능'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존재가치를 과시하려고 한다

는 것이다. 

그 예로써, 원시사회에서는 힘센 무사들이 자기집 대문 앞에 자기가 죽인 적들의 목을 매

달아 놓음으로써 힘을 과시하곤 했으나, 현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자신의 힘을 나타낸

다. 즉, 지배본능이 과시본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몇몇 거대한 다국적기

업들이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 또한 오늘날 지배본능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과시소비성향이 높은데 과시소비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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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점을 중요시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짜라도 명품으로 

보이는 것을 구입, 이용함으로써 과시소비대열에 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상류층대열에 끼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

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외모를 중시할수록 과시소비성향이 높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이 자신의 치장을 위

한 것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나아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과시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옷을 잘 입어야 제대로 대접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과시소비성향을 나타

낼 가능성이 큰데,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층일수록 유한계층일 가능성이 높고 과시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2-3. 과시소비의 측정

과시소비의 측정도구로 최영례(2008)의 연구에서 이용한 도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

점 리커트로 측정하기 때문에 점수범위는 5점부터 25점으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시소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식 2-3> 과시소비의 측정도구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거주하는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다.

2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낸다.

3 선물을 살 때는 가능하면 유명상표를 산다.

4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유명한 물건을 선택한다.

5 여유가 되면 외국산 제품을 산다.

4-2-4. 상담 시 대처방안

소비자로 하여금 과시소비의 원인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효율적이다. 즉, 소비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체면 혹은 외모를 중시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비교하는 등의 의식과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체면 혹은 외모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외모와 가진 것 등을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여행, 건전한 취미활동, 운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

다. 이를 위해 상담사는 고객의 취미와 관심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과시소비에 쏟는 에너지

를 취미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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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매중독

4-3-1. 중독소비

중독소비란 끊임없이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고 스스로 행동을 전혀 조절하지 못하

며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소비행동을 말한다. 중독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줄

이거나, 감흥 또는 즉각적인 자기만족감을 얻기 위해 소비행동을 하며, 소비행동을 통한 긍

정적인 결과가 중독행동발달을 초래하며, 일단 중독행동이 발달되면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

워진다.

도박중독, 놀이중독, 쇼핑중독, 인터넷중독, 성형중독, 알코올중독 등 다양한 소비행동이 

중독소비에 해당하며 특히 쇼핑중독, 즉, 구매중독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

국에는 이미 70만 명 이상의 쇼핑중독자들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정서적 혹은 성적인 성

취감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강박감에 사로잡혀 쇼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

으로 성인인구의 약 2%가 쇼핑중독자들이며, 이들의 9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쇼핑중독, 즉, 구매중독을 다음 절에서는 도박중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

록 한다.

4-3-2. 구매중독

충동구매와 구매중독은 구매충동에 대한 의지력 상실의 측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구매동

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구매중독 역시 충동구매와 같이 대부분 충동적으로 구매가 이루

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충동구매는 구매하는 제품 자체에 대한 갈망이나 자극에 의

해서 구매하게 되는 반면, 구매중독은 제품 자체에 대한 욕구는 적고 주로 낮은 자아존중감

이나 심리적 긴장해소를 위해 구매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구매중독증은 생물학적으로 강박증이나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으로 보며, 알코올이나 도박

에 집착하는 것과 비슷하다.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카탈로그만 보고 있으면 쉽게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각종 대금청구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옷장 안에는 상표

가 그대로 붙어 있는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구매중독증에 걸려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구매중독은 마약중독, 알코올중독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중독의 대상이 상품구매라는 

점일 뿐이며, 마약중독자가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마약복용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구매중

독자 역시 끊임없는 구매행동을 멈출 수 없는 특성을 나타낸다. 

4-3-3. 구매중독자의 특성

구매중독자는 일반적으로 구매하고 싶은 충동에 대한 통제력 상실, 그로 인한 생활기능장

애 등의 특징을 갖는다. 구매중독자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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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구매중독자는 충동구매의 특성을 보이며 구매행동을 조절하지 못한다. 간혹 기분전

환을 위해 충동구매를 하거나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는 행동을 구매중독성향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구매중독자는 끊임없이 억제할 수 없는 구매충동을 느끼며 자신의 구매행동을 전

혀 조절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 

둘째, 구매중독자는 쇼핑 그 자체의 과정에서 기쁨을 얻는다. 구매하는 물건 자체에 대한 

애착이 적은 반면, 쇼핑하는 과정에서 값비싼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판매자가 정성스럽게 

대하고 최고의 사람으로 대하는 그 과정을 즐긴다. 이는 구매과정에서 중독자가 자신이 중

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이며, 구매중독자는 이러한 구매과정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에 대한 흥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는 순간, 

그 상품은 더 이상 흥미의 대상이 아니며, 또다시 새로운 상품을 찾아 나서는 특성을 나타

낸다. 이처럼 구매중독자는 자기만족감 등을 위해 돈을 쓰기는 하지만 이에 따르는 금전적

인 책임을 지지는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구매중독자는 심리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보상을 위해 구매를 한다. 

심리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상받기 위해 물건을 구매하며 주위에서 값비싼 물

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시선의 집중을 받는 것을 즐기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가 높아지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아울러 물건을 살 때는 행복감에 젖어 강한 

힘을 느끼거나 심지어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한다. 보상을 받기 위한 구매행동은 구체적

으로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결핍감(외모, 혹은 능력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즉각적인 소비

⋅자아존중감을 얻으려는 소비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거나 타인의 존경을 얻기 위한 소비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소비

⋅소속감(귀족부류, 혹은 상류층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을 느끼려는 소비

⋅환상(부자가 된 듯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된 듯한 환상)을 충족시키려는 소비

⋅우울증, 좌절감,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의 소비

⋅생의 무의미감, 허탈감 등, 내적 공허감(empty self)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의 소비 

넷째, 구매중독은 파생된 다른 문제를 동반한다. 구매중독은 알코올이나 약물처럼 신체적 

중독을 이끌지는 않지만, 돈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인 파탄 혹은 결혼생활 파탄, 가까운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등 정상적인 개인생

활을 어렵게 한다. 아울러 구매중독은 중독자 자신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들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가정불화, 이혼 등 상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며, 나아가서는 채무불이행 혹은 소비자파산으로 이어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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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독행동으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섯째, 구매한 물건을 자주 가족에게 숨긴다. 구매중독자들은 알코올중독자가 술병을 숨

기는 것처럼 그들이 구매한 물건 혹은 신용카드청구서, 영수증 등을 가족에게 숨긴다. 특히 

의류의 출처를 물으면 친구로부터 얻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다. 

여섯째,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 가격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즉시 사버리기도 한

다. 상품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이며, 대부분 

현금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실제 이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

할 때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중독구매성향이 높을수록 신용

카드 사용한도액을 완전히 쓰거나 이 한도액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곱째, 구매중독자는 쇼핑을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 구매중독은 다른 중독과 동일하며, 

단지 중독의 대상이 상품구매라는 점이 다를 뿐이라는 설명을 이미 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평소 쇼핑을 즐기는 사람이 심리적인 문제를 가질 때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쇼핑

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구매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쇼핑한 뒤에는 곧바로 과도한 구매행동을 후회하고 다시 우울해지거나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본래 쇼핑의 목적이 상품자체의 효용성, 즉, 구매한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이나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쇼핑한 뒤에는 곧바로 상품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

고 다시 우울해 지거나 구매행동을 후회하기도 한다.

아홉 번째, 이들은 판매원의 권유에 쉽게 동의하며, 주위 사람들이 가진 물건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즉각적인 구매행동을 보이는 등 타인의 영향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받는다. 즉, 구매중독성향을 가진 사람은 쇼핑시 판매원의 권유에 쉽게 동의하여 충동구매

를 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위, 친구 혹은 직장동료가 가진 소유물과 비교하여 자신의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즉시 더 값비싸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열 번째,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마구 사들인 뒤 자기가 무엇을 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쇼핑을 못하면 불안, 두통, 우울증, 소화불량 등 심리적⋅육체적 부작용이 일어나기

도 한다. 일반적으로 혼자 쇼핑을 즐긴다.

4-3-4. 구매중독 원인

구매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심리적 문제이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증, 좌절감, 정서

적 불안감 등을 가진 사람일수록 구매중독성향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 구매중독성향을 나

타내는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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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구매중독성향은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부모가 스트레

스나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구매를 하는 역할모델이 되었을 경우 자녀가 

구매중독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모가 무계획적으로 마구 돈을 쓰는 편이거나 반

대로 지나치게 검소한 편에 속하는 등 돈에 대해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에도 자녀가 

구매중독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

를 가졌거나 반대로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지나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부모의 이혼

이나 별거로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육을 받지 못한 경우 등도 어른이 되어서 남에게 인정받

고, 어린 시절을 보상받기 위해 구매중독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구매중독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아존중감이란 스스로 자신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며, 얼마만큼 좋아하는지를 의미한

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격상 혹은 성장과정에서 자신감을 상실하였을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외모에 대한 자신감부족이, 남성의 경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

람은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값비싼 물건을 끊임없이 구매하기 때문에 쇼핑구매중독 성향을 

나타낸다. 

셋째,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상생활이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구매중독성

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남편과 대화가 거의 없는 주부, 중년기 텅 빈 자아를 갖는 주부 등

에게서 우울증 혹은 무기력감, 정서적 불안정 등을 볼 수 있으며, 구매중독현상을 나타내는 

주부들 대부분이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여성의 우울증은 여성호르몬 변화

에 따라 몸의 평형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리전과 출산전후, 그리

고 갱년기에 주로 우울증이 발생하는 등 대개 주부들의 심신상태가 나쁠 때 우울증이 나타

나는 특성 때문에 여성의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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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구매중독 측정도구

구매중독 측정도구로 김지연(2007)이 개발한 도구에 기초하여 재구성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5점 리커트 형태의 17개 문항에 체크한 점수를 모두 더하여 총점을 계산

하며, 점수의 범위는 17점~85점을 갖는다. 측정결과, 개인의 점수 범위가 17~18.5점이면 구

매중독 위험이 거의 없으며, 18.6점~59점이면 구매중독일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9점을 초과하면 이미 구매중독 상태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TV 홈쇼핑 구매중독 자가진단, 인터넷구매중독 자가진단 측정도구를 참고한다. 

<서식 2-4> 구매중독 측정도구

번 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쇼핑을 하지 않은 날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다.

2 쇼핑을 하지 못한 날은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다.

3 만약 쇼핑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신경이 예민해질 것이다.

4 나의 쇼핑 습관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생긴 적이 있다.

5 나의 쇼핑 습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

6
쇼핑 때문에 지금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이 있다.

7 쇼핑을 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

8 예상했던 시간보다 쇼핑시간이 점차 길어진다.

9 쇼핑을 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난다.

10
조금만 더하고 그만 두어야지라고 생각 하면서도 계속 하

게 된다.

11
나도 모르게 계속 쇼핑에 대한 생각과 구매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12 지금 막 충분히 구매를 했는데도 또 사고 싶은 기분이 든다.

13 나는 남들보다 쇼핑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하다.

14
쇼핑을 하지 않을 때에도 많은 시간을 쇼핑에 대한 생각

(쇼핑계획, 쇼핑목록)으로 보낸다.

15 쇼핑은 나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행동중 하나이다.

16 쇼핑을 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 즐겁다.

17 일과 중 정기적으로 쇼핑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이 있다.

저위험군 고위험군 구매중독군

17~18.5점 18.6~59점 59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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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5> TV 홈쇼핑 구매중독 자가진단 

번 호 문 항 예 아니오

1 내 쇼핑습관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2 쇼핑할 때 죄책감이 든다.

3 쇼핑을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돈이 점차 늘어나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다.

4 가족들이 보지 못하도록 쇼핑한 물건을 숨기곤 한다.

5 쇼핑은 긴장이나 불안감을 풀어주는 나의 취미생활이다.

6 물건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사는 행위 그 자체를 더 즐긴다.

7 쇼핑을 한 뒤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가득하다.

8 돈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쇼핑을 많이 한다.

9 내가 얼마나 쇼핑을 많이 하는지 다른 사람이 알면 기절할 것이다.

10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아진다.

건전형 : 10개 문항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분파 : 5, 6, 10번에 해당되는 경우

경증 쇼핑중독 : 2, 3, 4, 7, 9번에 해당되는 경우

중증 쇼핑중독 : 1, 8번에 해당되는 경우

<서식 2-6> 인터넷구매중독 자가진단

번 호 문 항 예 아니오

1 구입하는 돈의 액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2 자꾸만 온라인쇼핑이 기다려지는 등 온라인쇼핑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3 친구나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온라인쇼핑을 하고 있다.

4 온라인쇼핑을 하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불안하다.

5 불안이나 죄책감 등의 감정을 해소하거나 피하고 싶을 때 온라인쇼핑을 한다.

6 온라인쇼핑 때문에 직업이나 중요한 대인관계를 잃을 뻔 한 적이 있다.

7 온라인쇼핑에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사기나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한 적이 있다.

건전형 : 7개 문항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경증 쇼핑중독 : 1, 2, 3, 4번에 해당되는 경우

중증 쇼핑중독 : 5, 6, 7번에 해당되는 경우

4-3-6. 상담대처방안

구매중독자의 상담대처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구매중독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심리적 문제의 정도와 원인을 

파악한다. 구매중독의 원인에서 살펴보았듯이 구매중독의 원인은 주로 심리적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구매를 차단하는 방법만으로 구매중독 증상을 치유하기는 매

우 어려우며, 심리적 치유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심리적 문제의 

정도와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담을 통하여 성장과정, 가족 특히 남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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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와의 갈등, 심리적 불안감을 가져오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심리

적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구매중독의 심리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가

족의 도움을 받는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주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하다. 쇼핑으로 인해 일어난 문제에 대해 당사자를 무조건 질타하기보다는 구매중독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과의 갈등

이 원인이라면 남편의 도움을, 시부모와의 갈등이 원인이라면 시부모의 도움을 받아 심리

치료를 통해 심리적 문제제거에 노력한다. 이 때 전문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라고 판단

되면 병원치료를 권한다.

둘째, 구매중독자가 자신의 소비행동이 중독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구매중독자의 치료는 다른 중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독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할 때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상담사는 구매중독자에게 자신의 문제점

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중독자에게 구매에 대한 강박감(거부할 수 없는 강한 구매욕구)을 제거함으로써 조

절 불가능한 소비를 방지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공하도록 한다. 

우선, 고객의 소비가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중한 행위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사가 고객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OO를 사도록 

허가 해주며, 이것은 대신에 OO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게 해본다. 고객은 실제로 조

절되지 않는 소비로 인해 그 대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구매중독자가 곧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단계일 수 있다. 

다음으로 절박한 구매충동을 일으키는 강박감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심호흡이나 긍정적

인 언어사용(예를 들면,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등을 계속적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자기암시를 

걸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 및 긴장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구매중독 증세

는 고객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훈련을 쌓아도 마약중독처럼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 구매중독자들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이야기 할 때 다음과 같은 문구들을 사용함

으로써 내적 갈등을 나타낸다. 이는 고객이 자신의 소비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

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에 대해 내적 갈등과 당혹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를 원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 저는 혼란스러워요. 어떤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인데 그러나 다른 때는...

∙ 그럴 때 저는 쇼핑을 가요. 그게 좋아 보여서죠. 그러나 그 후 생각이 달라져요.

∙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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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다음의 질문을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내적 

갈등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물품을 구매하고 후회할 때마다 자신을 비하하는 대신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몇 가지 

새로운 방법을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소비문제는 고객님의 일부일 뿐이고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현재 좋은 엄마이고 아내이며 

훌륭한 교사이시지 않습니까?

∙ 물건을 사고 다시 후회하고 하는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그 갈등을 끝내야 할 때가 아닐

까요?

다섯째, 구매중독자가 구매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 상

담사는 고객에게 ‘구매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중독적 구

매로 고객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일단 고객과 함께 고객이 구매에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확인하면, 구매 욕구를 만족시킬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구매를 통해 삶의 존재가치를 느낀다면, 이웃 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권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여섯째, 구매중독자의 소비를 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 

계획에 따라 고객에게 한 달 동안 그 행동을 기록하게 한다. 고객이 경험한 것과 느낀 것을 

주목하여 그것을 일기처럼 기록하게 한다. 

∙ 첫째 주에는 홀수 날에 쇼핑을 하지 않는다. 둘째 주에는 짝수 날에, 셋째 주에는 다시 홀수 날

에, 넷째 주에는 다시 짝수 날에 쇼핑을 하지 않는다. 한 달 동안 자신의 경험과 느낀 점을 자세

히 쓰도록 하고 월말에 검토한다. 구매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매통제 행동훈련이 점차 습

관이 되면 구매중독 교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자신이 매일 쓴 돈을 기록한다. 영수증을 모으고 아주 작은 액수까지 기록한다.

∙ 미리 살 목록을 적어 가지고 가서 쇼핑한다.

∙ 미리 살 것을 정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정도의 돈만 가지고 간다. 신용카드는 집에 두고 간다.

∙ 신용카드를 없앤다.

∙ 혼자서 쇼핑을 하지 않는다. 이는 구매중독자의 쇼핑행동을 옆에서 통제해 줄 누군가와 함께하

라는 의미이다.

∙ 원하지 않는 것을 샀거나 부적절한 것을 샀을 때는 즉시 반환한다.

∙ 구매한 것을 언제나 가족에게 보여준다.

∙ 특히 TV 홈쇼핑 구매중독자의 경우 쇼핑채널을 TV 채널목록에서 삭제한다. 

∙ 인터넷(온라인) 쇼핑중독자의 경우 컴퓨터 자체를 주변에서 치워버린다(쇼핑욕구를 억제할 수 없

다면,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알코올중독자의 우선순위는 알코올이듯이 구매중독자의 우선순위는 구매이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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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대체할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것은 미국남부 일리노이대학에서 개발한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에서 나

온 것 중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고객 혹은 상담사는 다음 대안 중 쇼핑을 대체할 몇 가지

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나 만일 그렇지 못한 때는 상담사가 고객과 함께 직접 고

객의 취미와 행동양식에 맞는 목록을 개발할 수 있다.

∙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 산책을 한다.

∙ 운동을 한다.

∙ 기도를 한다.

∙ 남을 돌보는 일을 한다.

∙ 심호흡을 하거나 더 나아가 명상을 한다. 갑작스런 구매충동을 느끼게 되면 즉시 모든 행동을 중

단하고 몇 초 동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쉰다. 모든 신경을 숨 쉬는데 집중시키면서 몸 어딘

가에서 긴장을 느끼면 그 긴장을 몸 안의 다른 어딘가로 보낸다고 상상한다.

∙ 책이나 잡지를 읽는다.

∙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

∙ 영화를 보거나 음악회에 간다.

∙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를 한다.

∙ 가장 즐거웠던 기억을 생각한다.

∙ 시원한 물을 마신다.

∙ 좋아하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4-4. 도박중독

도박중독자는 불행히도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재무문제, 즉 급여나 재산압류, 파산선고 

등과 이로 인한 가족파탄을 초래하고서야 그 폐해를 인식한다. 모든 도박중독자는 신용상담

이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예산계획을 위해서이든 부채관리계획을 위해서

이든, 가능한 한 빨리 중독자 자신 및 가족의 재무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상담이 필요하다. 

4-4-1. 도박중독자의 일반적 특성 

상담사는 고객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일 때 혹시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재무문제를 갖

고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도박중독자들은 자신의 도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가족의 재무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 채무불이행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을 수 있으

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기능을 자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지

고 있으며, 월급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 당하기도 한다. 또한 가족, 친구, 직장동료 여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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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빚을 지고 있을 수 있으며 가족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

어 있을 수 있으며, 건강관리에 소홀하다. 심각할 경우 부도수표, 횡령 등의 법적 문제를 겪

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도박중독의 측정은 다음 <서식 2-7>을 활용할 수 있다.

<서식 2-7> 도박중독 진단표

번 호 문 항

전혀
아니다

간혹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0 1 2 3

1 도박에서 잃어도 크게 상관없는 금액 이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2
종전과 같은 수준의 스릴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걸어야 했

던 적이 있습니까?

3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날 다시 도박을 하신 적이 있

습니까?

4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가지고 있던 물품을 팔았던 

적이 있습니까?

5 자신의 도박행위가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6
도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의 건강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까?

7
남들이 귀하의 도박행위를 비난하거나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8
귀하의 도박행위로 인해 본인이나 가정에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

이 있습니까?

9
자신의 도박하는 방식이나 도박을 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

낀 적이 있습니까?

0점
- 비도박자 혹은 낮은 위험집단 : 도박중독에는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계속해서 현재의 건전한 생활을 잘 유지하면 된다.

1~2점

- 저위험성 도박(low risk) : 문제가 거의 없거나 드러나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도박을 자주

하거나, 체크항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면 언제든 도박 관련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전문상담기관의 예방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3~7점

- 중위험성 도박(moderate risk) :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상태로 도박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적절하게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도박을 자주 하거나 체크항목이 3~4

개 이상 해당이 되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혼자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므로 전문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8점 이상

- 문제성 도박(problem) : 문제가 있고 자제력 상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도박에 쓰는 돈, 

시간, 에너지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의 중심에 도박이 자리 잡고 있다. 체크항목이 

많을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도박의 늪에 더

욱 빠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전문 상담기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출처 : 중독예방치유센터

4-4-2. 신용상담사의 역할 

일단 상담사가 고객의 재무문제가 도박중독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면 다음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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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측면에서 도움을 주도록 한다. 즉, 정확한 부채규모를 확인하며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소

득, 생활비, 부채규모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도박습

관에서 벗어나거나 일하는 시간을 확대해서 채무상환 후에도 정상적으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복계획을 수립한다. 

4-4-3. 상담 시 고려할 점

첫째, 대부분의 도박자는 매우 명석하고 우회적이어서 정보를 숨기거나 정직하지 않은 모

습을 보인다. 상담사는 이러한 도박자의 부정직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사는 고객

을 만나기 전에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도박자의 정직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상담사에게 자신의 모든 재무상태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상담사

는 그와 함께 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한다. 

둘째, 상담사는 도박중독자를 다시 타락시킬 수 있는 도박자금 공급자의 존재에 대해 주

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의 소득으로는 대개 도박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도박

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박자금을 대주는 사람과 남모르게 숨겨뒀던 돈(예, 금고, 사

무실, 책상, 차 등에 숨겨 놓은 현금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박

자금 공급자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도박자의 재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도박중독자에게 그가 가진 모든 부채를 알도록 한다. 대부분 도박중독자는 부채가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말고 실제로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

넷째, 어떤 종류의 돈도 도박중독자가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봉급은 그 배우자나 가

족에게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개인자산과 부동산소유권도 마찬가지로 배우자나 가족이 단

독으로 소유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도박중독자 스스로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없애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절차이

다. 물론 도박중독자도 용돈은 필요하며 용돈은 가족이 제공하되 상담사와 함께 그 규모를 

정해야 한다. 용돈의 규모는 식비나 소액지출 이상을 충당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 달 

용돈을 줄 때 전달 사용한 모든 돈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게 한다. 도박중독자와 어느 정

도 친숙해졌을 때, 상담사는 그에게 파산신청 없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음을 재확인시켜

야 한다. 많은 도박중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도박중독자가 스스로에 대해 보

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며 또한 삶에 대한 의욕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여섯째, 상담사가 채권자와 부채관리 협상 모두를 담당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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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 중 일부는 분명 도박중독자의 몫이다. 그러나 도박중독자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도박중독자가 가진 특정 문제들을 고려한 후에 부

채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다른 채무자들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 다

른 점은 도박중독자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채권자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중독자 본

인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노름판 물주, 피해자, 도박동료들과 얽혀 있는 문제도 같이 해결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4-5. 과소비

과소비는 경제학적 용어는 아니다. 분수 이상의 소비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어떤 기준 이

상을 소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기준이란 개인 측면에서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한정된 

예산규모를 의미하며, 사회전체 측면에서는 국가경제 상황을 의미한다. 

개인적 측면에서 과소비란 소득을 초과한 지출, 향락적 소비를 말한다. 소득을 초과한 지

출이란 소비의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향락적 소비란 소비의 내용, 질적인 측

면과 주로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락적 소비는 소비의 내용이 의식주나 문화생활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소비 자체에 탐닉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과소비는 개인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소비의 증가속도가 더 빠른 소비를 의미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지출도 자연

스럽게 증가하나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소득이 

아무리 많이 증가하더라도 곧 적자가계가 된다. 또한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전체소

비액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특정 지출항목에 필요이상으로 지출하는 소비 역시 과소비의 개

념에 포함된다. 생활하다보면 여러 용도의 지출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출이 서로 조화를 이

룰 때 소비로 인한 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어느 한 비목이 과다하게 지출되면 반대

급부로 다른 비목의 지출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비의 지

출이 높아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과소비라 볼 수 있다. 개인의 어떤 소비

행위가 과소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축 또는 기대되는 소득 증가 등 개인이 처한 

제반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과소비란 사회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웃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제적 부를 향유하는 소비를 과소비라고 한다. 즉, 한 개인

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사회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 과소비라고 한다. 예를 들어, 1997년말부

터 시작된 IMF 기간 동안에도 사치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았던 경우가 이에 해

당하는 과소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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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과소비의 원인

과소비를 유발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지나친 과시욕구나 충동소비, 모방소비로 

인해 과소비가 일어나기도 하며, 물질사회에서 광고 및 세일 등 소비지향적 분위기 역시 소

유 욕구를 계속해서 자극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는 더욱더 과소

비를 조장하고 있다.

4-5-2. 과소비의 측정

다음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소비 측정 공식이며, 이는 개인의 소득과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한 과소비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과소비지수=(월수입-저축액)/월수입

지수가 0.7~1미만 : 과소비 소비지출을 줄여야 함.

지수가 0.6~0.7 : 무난한 지출상태이긴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해야 함.

지수가 0.4이하 : 구두쇠 경지라 할 수 있음.

위의 과소비 측정지수는 라이프사이클과 소득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지수가 0.5 이하여야 바람직하고, 자녀가 성장하여 가족성숙기에 진행된 

뒤에는 오히려 지수가 1에 근접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과소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이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낮은 소득자의 소비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

이고 고소득자의 소비비율은 낮을 것이다. 

4-5-3. 상담 시 대처방안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을 세우고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예산은 너무 엄

격하게 세우지 말고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게 세워야 예산을 지켜 나가는데 무리가 없다. 

충동적인 성향 때문에 과소비가 일어난다면 불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도록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여 지출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계획에 없던 물건을 보았다면 일단 그 자리에

서는 구매하지 않으며 집에 와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구매하도록 한다. 

세일을 가급적 피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불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구매하도록 하며 앞으로 들어올 소득을 믿고 구매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돈을 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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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중채무자 상담

다중채무자는 심각한 개인적 고통과 불행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불안요

인이 되고 있다. 다중채무자의 문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다중

채무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통해 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예컨대 다중채무자들은 가정파탄, 직업적 부적응 및 실직, 알코올중

독, 정신장애, 자살, 각종 범죄, 자포자기형 대형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으로

써 우리사회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중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채무상

환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아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돕는 일은 반드시 필요

한 일이다.

5-1. 신용회복위원회의 다중채무자를 위한 상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다중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상담활

동을 하고 있다. 위원회의 상담사는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한 설명과 정

보제공,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적절성평가, 다중채무자들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 다중채무자들이 호소하는 딱한 사정과 심리적 고통을 이해해 주는 등의 다양한 역할

을 하고 있다.

신용상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신용회복 및 

채무상환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숙지, 다중채무자들 개인의 독특한 상황에 적합한 채무상

환방법의 제시와 더불어 불안과 좌절감 속에 휩싸여 있는 연체자들이 희망을 회복하고 구

체적인 신용회복 노력을 하는 동시에 다시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효과

적인 재무관리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의 상담사는 수많은 다중채

무자를 대상으로 매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좀 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몇 가지 점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5-1-1. 상담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며, 상

담사 역할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방침, 상담사의 성격, 고객의 특

성, 상담상황적 요인 등이 있다. 특히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적절성평가

의 경우, 상담사가 다중채무자들의 성실성, 채무상환 의지,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개인워

크아웃제도의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때 상담사마다 이러

한 판정의 기준이 각기 다르며 판정기준의 엄격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신호탐

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에서는 판정의 4가지 경우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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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개인워크아웃의 판정

신용회복 혜택

적격 판정

신용회복 혜택

부적격 판정

채무상환이 가능한

다중채무자

올바른 수용

(Hit)

잘못된 기각

(False Alarm)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다중채무자

잘못된 수용

(Miss)

올바른 기각

(Correct Rejection)

판정의 목표는 올바른 수용과 올바른 기각의 비율을 높이는 대신, 잘못된 수용과 잘못된 

기각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어떤 판정기준을 세워

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판정기준이 엄격한 경우는 올바른 기각

(Correct Rejection)의 비율은 높지만 잘못된 기각(False Alarm)의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경향

이 있는 반면, 판정기준이 느슨한 경우는 올바른 수용(Hit)의 비율은 높아지지만 잘못된 수

용(Miss)의 비율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정기준은 판정의 목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예 : 수용과 기각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5-1-2. 고객의 입장과 태도를 이해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는 다중채무자들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사

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고객의 관점에 서서 현실을 바라보고자 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사를 찾는 고객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장 중요한 동기는 신용회복지원의 적절성 심사를 받는 것일 것이다. 이 경우 다중채무자들

은 상담사로부터 자신이 개인워크아웃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얻어야 회생할 수 있으므로 매

우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상태에서 상담사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상담사의 동정을 얻기 위해 자신이 처한 딱한 사정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위협성 간청을 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고객들은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의 신청가능성의 탐색이나 정보취득, 

자신의 연체문제 또는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 자신이 겪는 심리적 고

통에 대한 이해, 금융제도에 대한 불만토로 등 다양한 동기를 지니고 있을 것이며 그러한 

동기에 따라 상담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다중채무자들은 매우 불안하고 좌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담사의 따

뜻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 다중채무자들이 심리적 위

안을 얻고 재무적 재기의 희망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Part 02 | 신용상담 방법론

206

5-1-3. 상담상황의 특성과 한계를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규칙적인 만남을 통해 지속된다. 예컨대 매회 50분 정도의 상담을 하

며 단기상담의 경우 보통 10~20회의 면담을 하고 장기상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만남이 

지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대부분 

단회상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5회 이내의 초단기상담이 될 것이다. 또한 고객의 예약이나 

대기상황에 따라 면담시간도 불규칙하다.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은 상담시간과 회기가 제한되거나 불규칙한 상담 상황이

므로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담사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고객의 상

담동기를 빨리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탐색하여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

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담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담상황의 한계를 인식하

고 상담사의 역할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4. 고객과의 래포 형성에 노력한다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해서는 이러한 래포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여러 상담사와 연

구자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고객은 상담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담사

가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인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 자신의 개

인적 사실을 공개해도 될 믿을만한 사람인지를 탐색하고 시험하는 경향이 있다. 

상담사가 고객과 래포를 형성하는 지름길은 인본주의 심리치료자인 칼 로저스(Carl 

Rogers, 1951)가 주장하는 세 가지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그 첫째는 고객에 대한 긍정적 

존중(Positive Regard)이다. 아무리 형편없는 이유로 다중채무자가 되었든지 상담사를 대하

는 태도가 아무리 불손하든지 간에 고객을 가치 있는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꾸준하

게 유지하는 일이다. 흔히 상담사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지니고 있는 고객들은 불손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통해 상담사를 시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담사가 지속적으로 존

중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경우, 자신의 속내를 진지하게 털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두 번째 태도는 공감적 이해(Empathetic Understanding)이다. 공감적 이해란 고객의 관점

에서 고객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고객이 느끼고 있을 감정과 고통

을 공유하는 것이다. 다중채무자가 처해 있는 난감하고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한 상황

에서 그들이 느끼고 있을 불안, 좌절감, 무력감, 분노, 원망, 자책감, 후회감, 절망감 등을 공

감해 주는 일이다. 

세 번째 태도는 진솔성 또는 솔직성(Genuineness)이다. 즉, 고객에게 진지하고 솔직한 태

도를 보여주게 되면 고객 역시 같은 태도로 상담에 임하게 되어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

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래포 형성과정을 통해서 고객은 자신이 존중받고 자신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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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이해받으며 마음을 터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안과 힘을 

얻게 된다. 

5-1-5. 고객과 고객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탐색한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고객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상담목표의 달

성을 위해서 필요한 고객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중채무자를 상담하면서 상담사는 고객의 채무현황과 연체상태로 발전하게 된 경위, 채무상

환을 위한 과거 및 현재의 노력, 수입 및 재산현황, 최근 몇 년간의 일반적 적응과 직업적 

적응상태, 가족상황, 대인관계, 성장과정, 최근의 심리상태나 정신건강 상태, 성격특성, 재무

관리 능력이나 패턴, 고객의 장점과 단점, 채무상환을 위한 의지와 능력 등을 상담목적에 

따라 자연스럽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유능한 상담사는 큰 귀와 짧은 혀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 있듯이, 고객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며 적절한 질문을 통해 고객이 의미 있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

객과의 래포 형성은 이렇게 고객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고객의 자존심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할 때는 우회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

접적인 탐색은 고객으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때로 상담사에게 허위

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탐색적 질문을 하면서 고객

의 언행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그 진위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5-1-6. 고객이 호소하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적인 태도를 취한다 

공감(Empathy)은 고객과의 래포 형성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상담활동이다. 고객들이 자신의 심리적 고통과 갈등에 휩싸여 

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은 자신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사로부터 공감적으로 이해받게 되면 커다

란 정서적 중압감에서 벗어나 스스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 긍정적 인

간관을 지닌 로저스(Rogers, 1951)의 주장이다. 여기에서 공감과 동정은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객이 처한 딱한 사정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고객을 동정하여 불공정

한 방법으로 혜택을 주거나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담

사는 공감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5-1-7. 고객에게 현실성 있는 희망을 심어 준다 

심리적 문제나 장애로 인해 상담사를 찾게 되는 고객들의 공통적 특징은 삶에 대한 좌절

감이다. 이러한 고객에게 상담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다. 즉, 삶에 대한 좌절로부터 일어나 희망과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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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니고 재기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이는 다중채무자인 고객에게

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는 점이다. 

흔히 다중채무자들은 연체를 막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실패하여 채무상환을 위한 노

력을 포기하거나 희망을 상실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

각에 휩싸여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발견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고객에게 상담사는 

새로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제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 물론 고객의 장점과 잠재능력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현실성 있는 문제해결

책이나 희망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5-1-8. 고객이 원하는 도움이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사들은 다중채무자들이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 및 관련된 정보를 지니고 있으므로, 다중채무자들이 처해 있는 개인적 상황에 적

절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중채무자들이 공통

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가장 효과적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상담사는 채무불이행 고객의 재무상태, 잠재능력, 환경적 

여건 등에 대한 상세하고 총제적인 이해의 바탕 위에서 고객에게 가장 현실성 있는 채무상

환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1-9. 고객이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심리적 문제나 장애를 나타내는 고객들은 성공적인 상담 후에도 유사한 문제를 반복하여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는 기저의 심리적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체상태인 고객의 경우, 일차적 과제는 연체상태에서 벗어나 채무를 상

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다중채무자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재무상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연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적 노

력으로 고객에게 합리적 재무관리 방법을 제시하거나 교육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예방노력은 다중채무자가 된 원인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예

컨대 사치낭비형의 경우는 강박적 구매행동의 문제점을 자각하게 하고 이들이 이러한 구매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들 즉, 부정감정에 대한 대처방식, 광고나 외부적 유혹에 대한 취약

성, 대인관계에서의 고립과 좌절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Waddell, 1998). 이러

한 사치낭비형, 유흥방탕형, 투기도박형의 경우에는 상당히 뿌리 깊은 심리적 문제가 관여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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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상담과정에 느끼게 되는 부정적 감정을 지혜롭게 해소한다 

많은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게 되면 짜증나고 답답하며 화나는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 쉽다. 상담활동을 시작하는 상담사들은 처음에는 타인의 어려움을 도와주

는 일에 흥미와 열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담활동을 장기간 하게 되면 이러한 

초기의 열의는 점점 퇴색하여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는 상담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반복적인 부정적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스스로 감정

개입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를 

전문가의 소진상태(Professional Burn-out)라고 한다. 

흔히 상담사는 상담과정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객을 도움에 있어서 느끼는 자신의 

한계, 고객의 불손한 행동에 대한 자기 관련적 해석, 고객의 장황하고 횡설수설하는 언행,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하소연하거나 불평하는 

고객, 상담사의 과도한 열의에 비해 고객의 무성의하고 실망스런 태도 등으로 인해 여러 가

지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상담사들은 상담과정에서 느끼는 이러한 부정적 감

정을 지혜롭게 잘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불쾌한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고객

에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다. 반면 불쾌한 감정을 지나치게 억압하

는 상담사는 우울해지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권태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심리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공통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공유

하거나 경험 많은 선배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불쾌감정을 느끼게 되는 상

담사의 심리적 과정과 그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방법을 지도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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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상담

∙ 고객은 신용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좌절되거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불안, 우울, 자살적 행동, 타살적 행동 등 위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위기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 충격의 언어, 애통의 언어, 안정의 언어로 위기

심리가 표출되며, 위기상담은 지원적 상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성격의 변화가 

아닌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집단상담

∙ 집단상담은 예방적인 역할이 강조되며, 주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형성된다. 집단상담에서 상담사는 상담의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된다.

∙ 집단상담은 참여자들의 자기소개로부터 시작하며 집단상담에서 고객의 변화는 상

담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고객과의 교류에 의해 초래된다. 

3. 고객특성별 상담

∙ 고객의 심리상태나, 의사표현, 행동스타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상담의 방식

이 달라져야 한다. 

4. 비합리적 소비성향에 따른 상담

∙ 충동구매란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구매행동 중 부정적인 측면을 가진 경우를 말

한다. 신제품에 흥미가 많거나 기분이 침체되었을 때, 쇼핑장소에 노출이 많이 되

는 경우, 쇼핑을 통해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우, 세일을 하는 경우에 충동

구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충동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그

에 따라 지출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시소비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소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익을 따지

지 않고 남보다 우월하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뜻한다. 과시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고객이 지나치게 외면이나 체면을 중시하는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

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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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_ 대상별 상담요 /점 /정 /리

∙ 구매중독이란 구매에 대해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고 행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며, 또한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으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강박증이나 충동조절장애로 볼 수 있다. 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 구매중독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매중독의 경우 단순히 구매를 차

단하는 방법만으로 증상을 치유하기 어려우므로 원인이 되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해야 한다.

∙ 도박중독의 경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분 재무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도박중

독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부채상환계획, 재무관리계획 마련 등이 같이 이루어져

야 하며, 도박중독자 본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주, 도박동료 등과의 관계 역시 같이 

해결해야 한다. 

∙ 과소비는 자신의 소득수준이나 예산규모 등의 기준 이상을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지킬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한다.

5. 다중채무자 상담

∙ 다중채무자를 상담할 때 상담사는 고객의 어려운 입장과 태도를 이해해야 하며 상

담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불규칙한 상담상황 등 다

중채무자 상담의 특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무엇보다 고객과의 래포 형성에 노력해

야 한다. 고객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탐색하고 고객의 고통에 대해서도 공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고객에게 현실성 있는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고객이 원하

는 도움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고객 스스로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담사 스스로 상담과정에 느끼게 되는 부정적 감정을 지혜롭게 

해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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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_ 신용상담과 윤리

1. 신용상담사의 직업윤리

신용상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다보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직업에 충실한 것이며, 어떻

게 하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윤리적 행동기준의 

문제인데 인간을 돕는 분야에서는 특히 직업적인 행동기준이 되는 가치가 필요하며 전문가

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도 직업윤리는 필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직업윤리는 직무수행 중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입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또한 직업윤리를 통해 상담사는 고객에 대한 상담사의 의무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며 상담사의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고객을 보호할 수 있다. 직업윤리는 

상담의 기능 및 목적을 전문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행동의 기준을 마련해주고 사회윤리

와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를 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물론 직업윤리는 상담사의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는데 불과하고 상담사 개인의 해

석에 따라 구체적 활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직업윤리에 대한 판단은 상담사 개인의 

욕구, 태도, 가치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통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2. 신용상담사 윤리강령

윤리강령은 신용상담업무를 위한 직업윤리와 상담표준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고객과 상

담사의 관계는 신뢰와 존경에 기초해야 한다. 신용상담사는 어떤 직업보다 윤리문제에 대

한 소양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고객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이해하고 모든 상담활동에서 

윤리강령을 행동과 가치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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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신용상담사는 고객의 경제적 복지를 위하여 고객의 요구를 차별 없이 동등하

게 대우하며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신용상담사는 고객의 경제적 복지향상을 도와주어야 하며, 고객을 차별 없이 존중하고 고

객의 신용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객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고 

고객이 상담사에 대해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신용상담사는 어떤 방

식으로든지 고객의 연령, 문화, 장애, 성별,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되

며 고객이 가진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신용상담사는 상담의 목적, 절

차,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진실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고객과의 관

계가 개인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직업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담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적당

한 대안 제시, 유관기관 안내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원칙 2.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업무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방지 및 정보보호 관련 법규정의 준수에 

최선을 다한다.

신용상담사는 고객의 사생활보호권을 존중해야 하며 사생활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정보유

출이나 비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안전장치 없이 유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살의 위험, 

치명적이고 감염우려가 있는 질병 등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법

률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상담사는 

고객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 유지해야 하며 정보기록 역시 사생활보호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고객은 본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신용

상담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원칙 3. 신용상담사는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인 자기개발, 전문성확보 등 

직업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용상담사는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하며, 불확실성이 발생하거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임기응변식으로 답하거나 추정을 통해 상담해서는 안 된다. 신용상담사

는 자기역량의 한계점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상담의 품질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

며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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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상담의 전망

신용거래가 점점 더 증대될수록 신용상담은 신용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해결이 필요

한 고객뿐만 아니라 신용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까지 포함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용상담 관련 전문자격이 필요한 곳은 신용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기관, 즉, 신용회복위

원회, 개인회생 및 파산 담당 변호사 및 관련 부서, 채권추심업무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신

용 및 부채문제 해결 민원부서 등이며 신용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들에 대한 신용상담이 

이루어지는 각 금융회사의 여신업무 부서, 금융교육 관련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용상담과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사회문제 대부분이 신용 

또는 채무와 관련된 것을 감안하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콜센터상

담원이나 대학 또는 기업의 상담원 등도 신용상담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4. 외국의 신용상담사

우리나라보다 앞서 신용상담사 자격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용상담

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4-1. 미국

미국은 NFCC(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AICCCA(Association of 

Independent Consumer Credit Counseling Agency) 등 다양한 비영리 민간기구에서 신용상담

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비영리 상담기구에서는 채무관리프로그램(DMP : Debt 

Management Plan)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신용 및 재무문제뿐만 아니라 주택 및 자동차

구매, 보육 등 전반적인 라이프코칭 부분까지 상담내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파산남용방지와 소비자보호법(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신청 전 180일 내에 비

영리 신용상담기구로부터 사전상담을 이수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

가 파산을 선택할 지, 그 외 다른 채무자구제 제도를 선택할지, 많은 선택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부채관리서비스에 관한 통합법률(Uniform Debt Management Service Act)에 의거하

여 각 연방주에서 인증한 신용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사전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신용상담사 자격제도는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신용상담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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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가운데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상담사에 대한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 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재무상담⋅설계⋅교육학회(AFCPE :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에서 인증을 해주는 신용상담사(ACC : Accredited Credit Counselor), 재무상담사

(AFC : Accredited Financial Counselor), 주택상담사(CHC : Certified Housing Counselor) 등

이 있으며, 부채상담사(DCA : Debt Counselors of America), 가족자원관리전문가(FRMS :

family resource management specialist), 공인재무설계사(CFP : Certified Financial Planner) 

등이 제도화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신용상담사자격제도 운영기구는 NFCC, AFCPE 등이 있으며, NFCC와 

AFCPE의 신용상담사 자격증은 대부분의 연방주에서 사전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채

택하고 있다. 

NFCC의 신용상담사 자격증은 NFCC 회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에 한해서 취득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반면, AFCPE는 학회에서 일정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

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두 자격제도 모두 유지보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NFCC는 

2년간 20PDU를, AFCPE는 2년간 15CEU를 획득해야만 한다. PDU(Professional   

Development Units)와 CEU(Continuing Education Units)는 커리어 개발활동의 정량화를 위

해 사용하는 단위로 1시간을 1PDU, 1CEU로 간주하며 대학개설과정, 지역교육기관, 학회참

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획득이 가능하다. 

<표 3-1> NFCC의 상담사자격 교재구성

모 듈 내 용

1 상담의 기초

2 예산세우기

3 신용에 대한 이해

4 채권추심과 채무조정

5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6 파 산



Part 03 | 신용상담과 윤리

218

<표 3-2> AFCPE의 ACC 교재 Study Guide 목차

과 목 차

1 AFCPE의 자격 프로그램 이해

2 상담의 이해

3 상담기법

4 상담의 성과

5 재무진술서 작성

6 신용과 신용의 이용

7 신용의 과다이용

8 신용 관련 법규

9 신용과 관련된 이슈

4-2. 일 본

일본 역시 민간주도의 신용상담기구들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크레디트카운슬

링협회(JCCA : Japan Credit Counseling Association)로 JCCA는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공

정하고 중립적인 카운슬링을 통해 개인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고 소비자신용의 건전한 이

용을 유도하여 다중채무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JCCA에서는 

소속변호사와 소비생활어드바이저가 한 팀을 이루어 채무자의 채무계획 작성 등 채무정리

를 돕고 차후의 생활개선 상황을 진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일본의 각 민간 신용상담기구에

서는 독자적인 신용상담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정수료생에게 상담사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4-3.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파산신청 및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상담은 

주로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담사나 파산관재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용상담의 주요 

내용은 돈관리, 파산의 원인 파악하기, 건전한 재무상태 유지하기, 파산예방에 필요한 다양

한 정보제공이다.

4-4. 영 국

영국의 경우 파산 신청 전 자발적 정리절차(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를 두고 있

으며 파산집행인인 IP(Insolvency Practitioner)가 이를 감독한다. IP는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독자적으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와 같

은 채무상담기관에 소속되어 일할 수도 있으나 자격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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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채무와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과채무위원회(Commission des surendettements)

에서 상담하고 있으며 다중채무자에 대한 변제노력을 강구하고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과채무위원회의 주목적이다. 과채무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행정위원회이며 금융회사, 지

방자치단체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자격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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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_ 신용상담사의 직업윤리와 전망요 /점 /정 /리

1. 신용상담사의 직업윤리 

∙ 신용상담을 위해서는 직업적인 행동기준이 되는 가치가 필요하며, 전문가적 자질

을 갖추기 위해서 직업윤리는 필요하다. 

∙ 직업윤리는 직무수행 중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입장을 결

정하는 토대가 되며,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다.

2. 신용상담의 전망 

∙ 신용거래가 증대될수록 신용상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현대 사회 

문제 대부분이 채무와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면 신용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뿐만 아

니라 일반적인 상담을 하는 기관에서도 신용상담 전문자격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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