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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판 치료 동맹 척도 단축개정판(WAI-SR-K)의 표준화연구 : 신뢰도와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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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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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Short Revised (WAI-SR) has been reported as a reliable,
valid and widely used tool for measuring therapeutic allianc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WAI-SR (WAI-SR-K).
Methods : A sample of 196 outpatients completed the WAI-SR-K and the data were analyzed for internal
consistency and factor structure. Additionally 51 outpatients re-filled WAI-SR-K after two weeks for the
test-retest reliability. To test for the validity, questionnaires of treatment satisfaction, and scales including
the Korean version of Drug attitude inventory-10 (K-DAI-10) and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KHADS) were administered.
Results : Internal consistency of WAI-SR-K was good (Cronbach’s alpha=0.928) an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a two-factor structure. The WAI-SR-K showed a reasonable test-retest reliability (r=
0.810, p＜0.01). The total score of WAI-SR-K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K-DAI-10 (r=0.276, p＜0.01),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cores of K-HADS-D (r=-0.217, p＜0.01) and K-HADS-A (r=-0.159, p＜0.05).
Conclusion : The Korean version of Working Alliance Inventory–Short Revised proved to be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for measuring therapeutic alliance in Korean patients with depressive symptoms. (Anxiety and Mood 2017;13(2):132-140)
KEY WORDS : K
 orean version of Working Alliance Inventory–Short Revised (WAI-SR-K)·Working alliance·
Reliability·Validity.

서

적 지향과 무관하게 치료적 관계는 치료 동맹(working alli-

론

ance), 역전이를 포함하는 전이적 요소(transference config-

치료적 관계란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며, 치

uration), 치료자와 환자의 실제 관계(relationship)의 세 가지

료자와 환자는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에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2 그 중 치료 동맹은 자아 동맹(ego

1

게 이로울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다. 심리치료의 이론

alliance),3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4 작업 동맹(working alliance),5 조력 동맹(helping alliance)6 등과 같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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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정의되어 왔다.7 여러 메타분석에서는 치료 초기의 치
료 동맹이 환자의 증상 변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8,9 치
료 동맹의 질은 치료 성과에 대한 강력한 예측 요인이라는 점
이 제시되었다.10
치료 동맹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198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
어 왔으며, California Psychotherapy Alliance Scales(CALPAS),11 Penn Helping Alliance Rating System(HAr),12 TherAnxiety and Mood █ Volume 13, No 2 █ October, 2017

염지연 등

apeutic Alliance Scale(TAS),13 Therapeutic Bond Scales

교한 연구에서도 좋은 신뢰도와 수렴 타당도를 보였다.25

(TBS),14 Vanderbilt Therapeutic Alliance Scale(VTAS),15

WAI는 1989년 첫 버전이 발표된 이래로 다양한 언어들로

Working Alliance Inventory(WAI),16 Working Alliance In-

번역이 되어 사용되어 왔다. 국내의 경우 1992년에 Bang26이

ventory–Short(WAI-S)17 등이 사용되어 왔다. 이들 가운데

번역을 하였으나 국제도구 번역지침에 따른 한글화가 수행되

치료 동맹 척도(Working Alliance Inventory, 이하 WAI)은

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고, 2014년에 Yoo 등27이 물리치료사

치료 동맹의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오래된 척도의 하나로 치

와 환자 간의 신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WAI-S를 번역한 한

료자와 환자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가보고식 설문이다.16 이

글판 치료 동맹 척도(Korean version of Working Alliance

척도에서 치료 동맹은 치료 관계 속에서 환자와 치료자가 공

Inventory, K-WAI)이 있으나 급내상관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동으로 협의하는 것이라는 Bordin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

결과만이 제시되어 타당도가 입증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16

다. Bordin은 치료 동맹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 즉 치료

연구에서는 WAI-SR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

목표(goal)에 대한 동의, 치료과제(task)에 대한 동의, 치료자와

도를 평가해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치료 동맹의 정도를 평가

환자 간의 정서적인 유대 관계(bond)를 제시하였고,18 WAI는

하기 위한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각 요소에 해당하는 12가지의 문항을 종합하여 총 36문항으

연구대상 및 방법

로 구성되었다. 치료목표에 대한 동의는 환자와 치료자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한 중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특징지어
진다. 치료과제에 대한 동의는 치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연구대상

여 환자와 치료자가 행하는 구체적인 과업들로써, 환자와 치

본 연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일 대학병원(가

료자 모두 적절하고 효과적일 것임을 인지하여야 하고 상호

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통원치료 중인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유대관계의

환자들 중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

개념은 상호 신뢰와 수용과 같은 환자와 치료자 간의 인간적

orders, fifth edition 진단기준에 의해 우울증으로 진단되어

18

인 관계를 형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최근의 메타분석에

약물치료 중인 20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

따르면 WAI는 197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진행된 정신치료의

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평가에 응답한 196명의 자료

결과와 치료 동맹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의 1/3 이상에서 사

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연구의 대상이 된 치료자의 수는

용되었을 정도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19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6명이었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20,21

WAI의 신뢰도, 구성 타당도, 예측 타당도가 입증되어 왔다.

치료 동맹 척도 단축판(Working Alliance Inventory-Short,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과제 번호 : VC15QISI0168)을 받
았다.

이하 WAI-S)은 사용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WAI를 12문
항으로 축약하여 개발된 척도이다.17 이는 기존의 36문항 설문

연구도구

과 유사한 임상계측적 특성을 보이면서 작성 시간을 단축함
으로써 효율성을 높였으나,22 8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

치료 동맹 척도 단축개정판(Working Alliance Inventory-

던 소규모 연구였다는 점, 모델의 적합도(model fit index)가

Short Revised, WAI-SR)

허용기준 이내가 아니라는 점, 동맹이 적절히 형성되기 어려운
23

치료 첫 회기에 설문을 시행했다는 한계점 등이 있었다.

WAI-SR은 12항목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척도로, 3가지
세부 척도, 즉 치료목표에 대한 동의(4가지 항목 : 예를 들어

이에 2006년 Hatcher, Gillapsy는 더욱 많은 수의 환자를

“______ 와 나는 서로 동의한 목표를 향해 작업하고 있다”,

대상으로 하여 WAI와 WAI-S의 요인적 타당도(factorial va-

혹은 “______ 와 나는 치료에서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lidities)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런 다음 기존의 WAI와 WAI-S

의견이 일치한다”), 치료과제에 대한 동의(4가지 항목 : 예를

에 비해 Bordin의 goal-task-bond에 더욱 적합한 모델을 제시

들어 “치료를 통해 나의 문제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

함으로써 새로운 치료 동맹 척도 단축개정판(Working Alli-

다”, 혹은 “치료시간의 경험들이 내가 원하는 변화를 얻는데

ance Inventory–Short Revised, 이하 WAI-SR)을 개발하였

도움이 될 것이다”), 정서적인 유대관계(4가지 항목 : 예를 들

24

다. WAI-SR은 부정적으로 표현된 문항을 삭제함으로써 치

어 “나는 ______ 가 나를 좋아한다고 믿는다”, 혹은 “______

료 동맹의 차원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정확한 확인

와 나는 서로 존중한다”)로 구성된다. 설문 참여자들은 공란

적 요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고, Helping Alliance Ques-

에 치료자의 이름을 넣어 문장을 읽고 1점부터 5점까지의 점

tionnaire,12 California Psychotherapy Alliance Scale11과 비

수 중 그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빈도에 점수를 매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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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2항목 모두 긍정문항으로 그 정도를 ‘거의 없음’에 해

는 긍정적으로 답한 점수와 부정적으로 답한 점수의 합산으

당하는 1점부터 ‘언제나’에 해당하는 5점으로 평가한다. 높은

로 표시된다. FS가 양수로 나타난 경우에는 긍정적인 주관적

점수는 치료 동맹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총점은

반응을 의미하며, FS가 음수로 나타난 경우에는 부정적인 주

모든 척도들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다. 심리측정적 특성을 평

관적 반응을 의미한다. DAI-10은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주

가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관적인 반응을 양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탐구한 척도로

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각각 0.91과 0.92로 높은 내적

알려져 있으며, 순응도를 예견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일관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24

하고 있다.31 본 연구에서는 DAI-10을 한글판으로 번역한 한

본 연구에서는 한글판 제작에 대한 원저자의 허락을 받고

국판 DAI-10(K-DAI-10)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DAI-10)와

2006년 Hatcher 등이 발표한 논문에 수록된 WAI-SR를 번

K-DAI-10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0.93과 0.83으

역하였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과 임상심리사 1인

로 보고되고 있다.32

이 각자 초벌 번역하였고 이것을 함께 검토, 수정하여 번역본
을 만들었다. 이 때 임상에서 환자들과의 면담에서 접할 수

마음챙김 주의자각 척도(Mindfulness Attention

있는 구어적인 표현과 이해하기 쉬운 한글 용어를 선택하였

Awareness Scale, MAAS)

다. 초벌 번역본은 다시 영어에 능통한 전공의 1인에 의해 역

MAAS는 마음챙김을 측정하기 위해 Brown, Ryan이 개

번역 되었으며 이를 번역에 참여한 전문의 1인이 원본과 비

발한 도구로, 마음챙김의 여러 요소들 중 수용(acceptance),

교, 감수하여 한글판 WAI-SR(WAI-SR-K)을 완성하였다.

신뢰(trust), 공감(empathy) 보다는 현재 일어나는 것들에 대
한 주의(attention)와 자각(awareness)을 더 기본적인 요소로

행동활성화 척도(Behavioral Activation for Depression

보고 그것들의 유무에 중점을 두었다.29 설문지는 15가지 항목

Scale, BADS)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해당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빈

BADS는 행동활성화 이론에 근거하여 환자의 활성화 정도

도를 ‘거의 항상 그렇다’의 1점에서부터 ‘거의 그렇지 않는다’의

및 치료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25가지 항목의 자기

6점 사이 중 한 가지로 표시한다. 고득점일수록 마음챙김에 가

28

보고식 척도로, 활성화, 회피 및 반추, 직무 및 학업 손실, 사

까운 상태임을 의미한다. 한국어판 MAAS(이하 K-MAAS)는

회적 손실의 4가지 세부 척도로 구성된다. 설문 참여자들은

원 척도(MAAS)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Cronbach’s alpha

각 문장을 읽고 0점부터 6점의 점수 중 지난 한 주 간 자신에

계수는 0.87로, 원 척도의 값인 0.82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

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점수를 매기게 된다. 각 세부

었다.33,34

척도의 점수는 각 세부 척도 항목의 정도를 의미하며, 활성화
척도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활성화 정도가 높음을 말한다. 총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점은 활성화 척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척도들은 역 채점을 하

scale, HADS)

여 점수를 합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BADS(K-

HADS는 일반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병원에서 나타내는

BADS)를 사용하였다. K-BADS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불안-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983년 Zigmond, Snaith

0.843으로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며, 만족할 만한 수준의 타

가 개발한 척도이다.35 본래 신체적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서

당도를 보였다.29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일차진료 및 지역사
회에서 불안과 우울장애 환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척도로도
사용되고 있다.36 총 14개 항목의 자기-보고형 설문으로 불안

약물태도 척도(Drug Attitude Inventory, DAI-10)
DAI-10은 항 정신병 약물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반응과

을 측정하는 7개의 홀수 문항(HADS-A)과 우울(HADS-D)

30

약물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설문이다.

을 측정하는 7개의 짝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설문지는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주관적 긍정적인 느낌(sub-

0~3점의 네 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총점은 불안, 우울 각각 21

jective positive feeling, PS)을 평가하는 6개 항목과 주관적

점으로 계산된다. Oh 등이 1999년에 이를 한글화한 병원 불

부정적인 느낌(subjective negative feeling, NS)을 평가하는

안-우울척도(K-HADS)를 통해 국내에서의 표준화 연구를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자

시행하였으며, 불안, 우울 항목 모두 절단점을 8점으로 설정

신이 동의하는가 혹은 동의하지 않는가를 선택하게 되며, 각

하였을 때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였다.37 원 척도(HADS)

문항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에는 +1, 부정적으

와 K-HADS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HADS-A의 경우

로 답한 경우에는 -1로 채점한다. 최종 점수(final score, FS)

는 각각 0.93과 0.89, HADS-D의 경우 각각 0.90과 0.8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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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35,3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6)
Variables
Patient’s characteristics

통계분석법
평가척도의 내적 일관성의 평가를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가 산출되었고, 2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재

Age (year)
Number of female, N(%)
Duration of onset (month)

45.8±16.9
109 (55.6)
66.95±82.8

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Education (year)

및 확산 타당도(divergent validity)를 평가하기 위해 WAI-

Marital status

SR-K와 K-BADS, K-HADS-D, K-HADS-A, K-DAI-10,

Married

97 (49.5)

Divorced

17 (8.7)

K-MAAS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로 검증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국내에는 치료 동맹을 평가하기 위한 신뢰도
와 타당도가 입증된 평가도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치료 만족

Widow (widower)
Single
Office worker

관계와 연관된 8문항을 선별하였고 이를 수렴 타당도를 보완

Production worker

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 개념과 이론적인 내

적 구조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으며 분석에는 SAS
9.0 version(SAS Institute, NC, USA)이 이용되었다.

결

과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9 (4.6)
73 (37.3)

Occupation

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 외국의 문헌을 조사하여 치료적
38-42

12.1±3.3

Service industry

17 (8.7)
9 (4.6)
14 (7.1)

Housewife

52 (26.5)

Student

61 (31.1)

Others

43 (21.9)

Monthly income, N(%)
＜2,000,000 KRW

109 (55.6)

~4,000,000 KRW

47 (24.0)

~6,000,000 KRW

23 (11.7)

＞6,000,000 KRW

17 (8.7)

Scale scores
DAI-10

2.7±2.3

최종분석대상자 196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환

HADS-D

8.5±4.7

자의 평균 연령은 45.8±16.9세였고, 여자가 109명으로(55.6%)

HADS-A

더 많았으며 평균 이환기간은 66.95±82.8개월이었다. 평균교

BADS

80.8±26.6

MAAS

59.2±16.3

육기간은 12.1±3.3년이었고 소득 수준은 월 수입 2백 만원 이
하가 55.6%로 가장 많았다. 직업 군의 비율은 학생이 31.1%로
가장 높았고 주부가 26.5%, 기타가 21.9% 순이었으며, 혼인
상태는 결혼(49.5%), 미혼(37.3%), 이혼(8.7%), 사별(4.6%) 순이

8.7±4.9

DAI-10 : Drug Attitude Inventory-10, HADS-D :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Depression, HADS-A :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Anxiety, BADS : Behavioral Activation for
Depression Scale, MAAS : Mindfulness Attention Awareness
Scale

었다.
한 3번 문항은 WAI-SR-K 총점과의 비교에서 높은 상관관
WAI-SR-K의 신뢰도

계(r=0.503, p＜0.01)를 보였다(Table 2).

WAI-SR-K의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산출

또한 WAI-SR-K의 총점과 K-DAI-10 점수의 Pearson 상

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0.928이었다. 2주 뒤에 실시한 2

관계수는 0.276(p＜0.01)으로 낮은 정도의 상관 관계가 있음

차 조사에 응답한 5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사-재검사

이 관찰되었고, WAI-SR-K의 총점과 K-HADS-D, K-

신뢰도는 상관계수가 0.810(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HADS-A 점수의 상관계수는 각각 -0.217(p＜0.01), -0.159

소견을 보였다.

(p＜0.05)로 낮은 정도의 역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다. WAI-

WAI-SR-K의 타당도

계수는 0.411(p＜0.01)로 유의한 중등도의 상관관계가 관찰되

SR-K의 총점과 K-BADS의 activation 세부척도 간의 상관
치료 만족도 평가 문항에 포함된 치료 관계에 관한 문항들

었으나, K-BADS의 나머지 세부척도들(avoidance, work,

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긍정적 문항들과는 유의한

social)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부정적 문항들(5, 6번)과는 부적 상관

WAI-SR-K와 K-MAAS의 점수와의 비교에서도 유의한 상

을 보였다. 특히 정신과 의사와의 관계에서의 만족도를 측정

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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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판 치료 동맹 척도 단축개정판(WAI-SR-K)

척도의 개념적 특성과 구성을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하고자 개발된 WAI-SR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신뢰도와

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개의 구성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

타당도를 평가해 보고자 시행되었다. 196명의 우울증 환자들

은 ‘치료자와 환자 간의 정서적 유대 및 치료목표에 대한 동

을 대상으로 WAI-SR-K를 적용한 결과 치료 동맹 관계의 정

의’로 구성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었다. 요인 2는

도를 평가하기 위한 안정된 도구임이 검증되었다.

‘치료과제에 대한 동의’로 나타났다. 선택된 요인에 대한 각

본 연구에서 시행된 WAI-SR-K의 Cronbach’s alpha 계수

문항의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는 0.928로 원 척도의 결과와 유사하게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시행하

고

찰

여 평가한 신뢰도에서는 Pearson 상관계수 0.810(p＜0.01)을
보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일반적 기준은 0.6이상으로 알

본 연구는 환자와 치료자 간 치료 동맹 관계의 정도를 평가

려져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WAI-SR-K의 양호한 신뢰도

Table 2. Pearson’s correlations between Korean version of working alliance inventory-short revised and questionnaires of treatment
satisfaction
Total

Goal

Task

Bond

1. 현재 치료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01*

.345*

.427*

.294*

2. 의사의 치료 목표는 내 치료 목표와 일치한다

.467*

.449*

.441*

.345*

3. 정신과 의사와의 관계가 충분히 만족스럽다

.503*

.508*

.483*

.399*

4. 약물의 효과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다

.356*

.331*

.341*

.273*

5. 내 문제를 의사에게 말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다

-.276*

-.257*

-.273*

-.210*

6. 의사가 치료하는데 약물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

-.129

-.245*

-.251*

-.281*

7. 개인적인 면담내용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것 같다

.259*

.250*

.219*

.227*

8. 같은 문제에 처해 있는 지인에게 지금 치료받는 의사를 추천하겠다

.498*

.467*

.499*

.414*

Table 3. Pearson’s correlations between Korean version of working alliance inventory-short revised and other questionnaires
DAI-10

HADS-D

HADS-A

BADS activation

BADS avoidance

BADS work

BADS social

MAAS

WAI-SR-Total

0.276

-0.217†

-0.159*

0.411

†

-0.012

-0.047

-0.050

-0.061

WAI-SR Goal

0.257

-0.192*

-0.148

0.376

†

-0.016

-0.067

-0.066

-0.068

WAI-SR Task

0.239

-0.168*

-0.105

0.401

†

0.034

-0.043

-0.006

-0.050

WAI-SR Bond

0.250

-0.241†

-0.202*

0.369

†

-0.047

0.002

-0.045

-0.052

†
†
†
†

* : p＜0.05,†: p＜0.01. WAI : Working Alliance Inventory, DAI-10 : Drug Attitude Inventory-10, HADS-D :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Depression, HADS-A :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Anxiety, BADS : Behavioral Activation for Depression
Scale, MAAS : Mindfulness Attention Awareness Scale
Table 4. Factor loadings for each item of Korean version of working alliance inventory-short revised
Item

Factor*
I

1.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된다

II
.895

2. 치료를 통해 나의 문제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다

.896

3. 나는 ______가 나를 좋아한다고 믿는다.

.543

4. ______와 나는 협력해서 치료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693

5. ______와 나는 서로 존중한다

.879

6. ______와 나는 서로 동의한 목표를 향해 작업하고 있다

.823

7. 나는 ______에게 환영 받고 있다고 느낀다.

.567

8. ______와 나는 치료에서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이 일치한다.

.791

9. ______의 지시대로 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돌볼 것이라고 느낀다

.577

10. 치료시간의 경험들이 내가 원하는 변화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26

11. ______와 나는 내게 유익한 변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다

.821

12. 내 문제를 다루는 치료의 방법이 옳다고 믿고 있다.

.814

* : Only the values ≥0.5 we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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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43

들은 치료자와의 관계의 의미 보다는 치료 자체와 자신에 대

WAI-SR-K는 치료 만족도 설문과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

한 통찰의 의미가 더 부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치료를 받으면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WAI-SR-K 총점은 정신과 의사와의

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된다”, “치

관계 만족도를 평가한 3번 문항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

료를 통해 나의 문제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다”), 유일하

였다. WAI-SR-K의 총점과 K-DAI-10 점수의 Pearson 상관

게 요인 1로 분류된 치료과제에 관한 문항은 치료자가 직접적

계수는 0.276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치료 목표와 과정에 대한

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치료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강해 치

환자의 이해와 치료자에 대한 신뢰가 약물에 대한 환자의 태

료자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관계를 연상 시키는 것으로

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보인다(“내 문제를 다루는 치료의 방법이 옳다고 믿고 있

44

인다. 또한 HADS-D, HADS-A 점수와의 낮은 정도의 상관

다.”). 의사 환자 관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치료자의 권

관계는 치료 동맹이 환자의 정서 상태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위에 대한 존경과 의존의 비중이 높은 문화적인 성향을 고려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45 K-MAAS 및 ac-

했을 때 치료자를 언급하고, 치료자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tivation 하위 척도를 제외한 BADS의 점수와는 유의한 상관

이를 치료자와 공유하는 것은 치료자에 대한 긍정적 애착과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WAI-SR-K가 다른 종류의 구성

신뢰감의 강화라는 의미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검사와 구별될 수 있는 독립성을 갖는

보이며 이것이 요인 2의 치료와 관련된 통찰의 의미와는 구분

다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BADS activation 점수와의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49,50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비

Pearson 상관계수는 0.411로 유의미한 중등도의 상관관계가

교적 짧은 진료 진료시간이 특징인 통원 치료 대상 환자라는

관찰되었는데, 이는 양호한 치료 동맹 관계가 환자로 하여금

점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활성화 과정을 통해 이를 실행에 옮
기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46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양한 임상변인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구성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요인분석에서는 원 척도와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통원치료를 받는 우울증 환

는 다르게 두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유대감 및 치료목표

자군 외에도 기타 질환군의 환자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에 대한 동의’의 요인 1과 ‘치료과제에 대한 동의’의 요인 2로

입원환자 및 정신치료나 인지행동치료를 시행 받는 환자군에

구성되었다.

대한 조사 결과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치료 동맹에 관한 설문

요인 1 ‘유대감 및 치료목표에 대한 동의’는 둘 중 더 큰 구

이 국내에서도 재활의학 등 여러 임상과에서 활용하고 있음

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 1에서는 Bordin의 세 가지 구성

을 고려할 때27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기타 임상과 환자들에

요소 중 goal과 bond가 서로 연관된 하나의 구성 요인으로 도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치료 동맹

출되었고 추가적으로 task 항목 중 하나인 “내 문제를 다루는

척도를 분석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또

치료의 방법이 옳다고 믿고 있다”가 포함되어 있다. WAI,

한 환자의 입장에서 시행된 설문을 근거로 하였으나, 치료자/

WAI-S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요인 분석 상 세 가지

환자/관찰자 기준의 설문 중에서는 관찰자(observer)의 관점

의 구성 요소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가 자주 관찰되었는데, 치

에서 치료 동맹을 분석한 것이 가장 객관적일 수 있다.51 추후

료의 기술적 측면과의 연관성이 높은 goal과 task가 하나의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체계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구성 요인으로 도출되고 관계 중심의 bond가 이와 구분되는
47,48

또 다른 구성 요인으로 도출되는 결과가 많았다.

WAI-SR

본 연구는 WAI-SR-K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을 통해
국내의 임상 상황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개발 시 기존의 척도와는 다르게 goal과 task의 구분을 명확

소개한 의의를 갖는다. 치료 동맹 관계는 심리학과, 정신건강

히 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이 한글화에서

의학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전문인과 환자가 만나 치료자-환

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24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자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모든 상황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

때, 요인 2를 구성하는 치료과제에 대한 동의의 항목들은 요

를 평가하여 치료의 경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

인 1을 구성하는 항목들과 문항의 구조에서 다른 양상이 있

요한 일일 것이다. 이를 통해 치료자는 임상적으로 보완해야

는 것으로 보인다. 요인 1을 구성하는 치료목표 및 유대감 관

할 점을 탐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치료의 결과를 개선시키

련 문항은 치료과제에 관한 문항과는 달리 모든 항목에서 치

기 위한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추가적

료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______ 와 나는

인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서로 존중한다”, “______ 와 나는 치료에서 내게 중요한 것이

입증되고, 여러 분야에서 치료 동맹 관계 평가를 위해 유용하

무엇인지 의견이 일치한다.”). 요인 2의 치료과제에 관한 문항

게 쓰이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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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Bordin ES.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본 연구에서는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치료 동맹의 정도를

19.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12개 항목의 자기 보고식 평가 도구인

20.

WAI-SR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표준화 하였다. WAI-SR-K
는 196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통원치료 중인 환자에게 적

21.

용되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으며 임
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 : 한글판 치료 동맹 척도 단축개정판·치료 동맹·
신뢰도·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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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R-K
다음 문항들은 치료 중 의사나 치료사로부터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되새겨 보고 답변해주십시오.
마음속에 의사(치료자)의 이름을 ______ 에 넣고 문항을 읽어 내려가십시오.
① 거의 없음

② 가끔

문

③ 자주

항

④ 매우 자주
거의
없음

⑤ 언제나

가끔

자주

매우
자주

언제나

1.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치료를 통해 나의 문제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______ 가 나를 좋아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4. ______ 와 나는 협력해서 치료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______ 와 나는 서로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______ 와 나는 서로 동의한 목표를 향해 작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______ 에게 환영 받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______ 와 나는 치료에서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이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9. ______ 의 지시대로 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돌볼 것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치료시간의 경험들이 내가 원하는 변화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______ 와 나는 내게 유익한 변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문제를 다루는 치료의 방법이 옳다고 믿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Goal Items : 4, 6, 8, 11 ; Task Items : 1, 2, 10, 12 ; Bond Items : 3, 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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