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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I 4.1 개정 내용 

∙ 허락의 길이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허락 하에 설득하기Persuade with Permission’의 문구 변
경

∙ 서식formatting 오류 교정
∙ 예시 개정

▣ MITI 4.2 개정 내용 

A. 유지대화
∙ 면담 회기 안에서 유지대화가 진술되지 않았더라도 치료사에게 ‘유지대화 완화하기’의 총점 

척도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 문장을 추가하였다. 또한 ‘자주 하는 질문들’ 6번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였다. (FAQ #6)

∙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유지대화를 활용하는 것과 이것이 ‘유지대화 완화하기’ 점수에 반영하
는 방법을 설명하는 ‘자주 하는 질문들’ 7번을 추가하였다. (FAQ #7)

∙ 결정저울을 활용할 때 ‘유지대화 완화하기’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자주 하는 질
문들’ 8번을 추가하였다. (FAQ #8)

B. 변화대화
∙ 만약 내담자가 임상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대화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임상가를 처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변화대화 일구기’에 문장을 추가하였다. 

C. 협동 구하기 
∙ 치료자가 자신의 진술을 내담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할 때는 ‘협동 구하기’ 코딩을 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는 문장을 추가하였다. (FAQ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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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TI 소개

MITI의 목적
MITI는 임상가가 동기면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또는 얼마나 잘못 활용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행동 코딩 시스템behavioral coding system이다. MITI는 또한 동기면담을 실천하는 임상가의 
상담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MITI가 의도하는 바는 다
음과 같다. 

1) 동기면담 임상연구에서 치료효과 보존treatment integrity1)을 측정 
2) 실무 현장에서 동기면담 실천practice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화되고 공식적인 피

드백을 제공하는 수단
3) 훈련과 전문가 채용에 선택 기준의 구성요소 (이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부록B의 

FAQ를 참조)

MITI는 동기면담에서 관계 형성하기, 초점 맞추기, 유발하기, 계획하기 등의 네 가지 과정을 평
가한다. 비록 일부 MITI의 구성요소가 관계 형성하기 기술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변화목표가 없이 진행된 면담회기를 MITI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C. 변화 목표 계획하기 참조).

B. MITI 구성요소

MITI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총점global scores과 행동 점수behavior counts다.
총점은 코더coder가 임상가와 내담자의 전반적인 상호작용 특징을 5점 척도 중 하나의 숫자로 표
시한다. 이러한 점수는 코더가 받은 전반적인 인상이나 ‘게슈탈트’라고 불리는 전반적인 차원에 
대한 평가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변화대화 일구기Cultivating Change Talk, 유지대화 완화하기Softening 

Sustain Talk, 파트너쉽Partnership, 그리고 공감Empathy과 같은 4가지 전반적인 차원을 평가한다. 이것은 
각각의 MITI 검토시 4가지 총점을 포함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행동점수는 코더가 임상가의 특정 행동의 수를 세는 것을 필요하며, 면담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
진다. 코더는 총점처럼 면담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각 행동의 수
를 세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총점과 행동 점수는 녹음기록을 한번 들으면서 평가하게 된다. MITI 코딩을 위해서 
면담회기 중 무작위로 20분을 구간을 정해 평가하는 것을 추천한다. 20분 보다 짧거나 긴 면담
구간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샘플로 총점을 평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임상연구

1) 역주 : treatment integrity(treatment fidelity)는 치료가 의도된 대로 시행된 정도를 말하며, 개입의 효과 검증의 
필수적이다. treatment integrity는 한국어로 ‘치료충실도’, ‘중재충실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나 본 매뉴얼에서는 
‘치료효과 보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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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기면담 개입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효과 보존을 적절하게 추론될 수 있도록 무작위로 면
담 구간을 샘플링 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녹음Recording은 필요하다면 멈출 수 있지만 실제로 코딩을 하는 동안 너무 자주 멈췄다가 다시 시
작하는 것은 총점을 내는데 필요한 게슈탈트 인상을 형성하는 코더의 능력을 혼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코더는 자신이 MITI 코딩 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할 때까지 녹음을 두 번 들으면서 평가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처음 들을 때는 총점을 평가하고, 두 번째 들을 때는 행동점수를 셀 수 
있다. 

C. 변화목표 정하기

MITI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대화 안에서 특정한 변화목표와 변화에 대한 특정 방향성을 유
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때로 목표행동target behaviors으로 불리기도 하는 변화목표는 매우 구체
적이고 행동적이어야 한다(음주 감소하기, 혈당수치 모니터링하기,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코더는 코딩을 하기 전에 계획된 변화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변화목표는 코딩을 시작되
기 전에 코더가 정해서 MITI 코딩 평가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것은 임상가가 내담자의 변화목표
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개입을 하고 있는지, 내담자로부터 변화대화를 유발하는지를 코더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D. 총점

총점은 4가지 영역(변화대화 일구기, 유지대화 완화하기, 파트너쉽, 공감)마다 임상가가 얼마나 
잘 했는지 또는 잘못 했는지에 대한 코더의 전반적인 인상을 포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많은 
작은 요소들을 동시에 평가함으로써 총점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코더의 즉각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총점은 임상가의 총체적인 평가를 반영해야 하며, 그것은 개별적인 요소들과 분리될 
수 없다. 

총점은 최저점이 1점이고, 최고점이 5점인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가된다. 코더는 초기값을 3
점으로 가정하고 지시에 따라 점수를 올리거나 내린다. 3점은 또한 혼합된 임상적 실천을 반영할 
수도 있다. 5점은 일반적으로 면담구간에서 잘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명확할 때는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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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대화 일구기   Cultivating Change Talk (CCT)

낮음 높음
1 2 3 4 5

임상가가 내담자
의 변화대화에 
분명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선호하지도 않는
다. 

임상가가 내담자
의 변화대화에 
간헐적으로 주의
를 기울인다. 하
지만 변화대화를 
격려할 기회를 
자주 놓친다. 

임상가가 내담자
의 변화대화에 
종종 주의를 기
울인다. 하지만 
변화대화를 격려
할 기회를 가끔
씩 놓친다.

임상가가 내담자
의 변화대화에 
일관성 있게 주
의를 기울인다. 
변화대화를 격려
하기 위해 노력
한다.

임상가가 변화대
화의 깊이, 강도, 
모멘텀을 증가시
키기 위한 현저
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보인다.

이 척도는 임상가가 변화목표에 대한 내담자의 변화대화와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격
려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변화대화 일구기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목표가 명확
해야 하고, 대화가 변화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임상가는 가능할 때 적극적으로 변화대화를 일
구어야 한다. 이 척도에서 낮은 점수는 임상가가 내담자의 변화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변
화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가기를 실패하거나 상호작용의 다른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
우이다(예, 개인력 조사history-taking, 사정assessment, 비지시적인 경청non-directive listening). 이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더라도 여전히 공감 수준이 높고, 임상적으로 적합할 수 있다. 

내담자가 변화대화를 말하지 않거나, 변화대화를 유발하는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임상가에게 
불리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언어적 표현기준

1. 임상가가 내담자의 변화대화에 분명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선호하지도 않는다. 

• 문제에 대한 과거력만 질문한다.
• 내담자가 경험하는 문제들에만 초점이 맞추어 대화를 구조화한다.
• 내담자의 가치, 강점, 희망 또는 과거 성공경험에 관심이나 주의를 보이지 않는다.
• 내담자와의 대화에서 오직 교육만 제공하려고 한다. 
• 내담자로부터 변화대화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임상가가 변화이유를 이야기한다.
• 내담자가 변화대화를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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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가가 내담자의 변화대화에 간헐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하지만 변화대화를 격려할 기회
를 자주 놓친다. 

• 변화목표에 대한 내담자의 말에 피상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 변화의 잠재적 이득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다.
• 내담자의 가치, 강점, 과거의 성공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별로 없다.

3. 임상가가 내담자의 변화대화에 종종 주의를 기울인다. 하지만 변화대화를 격려할 기회를 가끔
씩 놓친다.

• 내담자의 변화대화를 격려 할 기회를 놓친다.
• 유지대화와 변화대화에 동일한 시간과 주의를 둔다. 
  (예, 변화를 위한 모멘텀이 나타난 이후에 결정저울을 사용하는 것)

4. 임상가가 내담자의 변화대화에 일관성 있게 주의를 기울인다. 변화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노력
한다.

• 자주 내담자의 변화이유를 인정하고 내담자가 변화이유가 이야기할 때 탐색한다.
• 보다 심도 있는 탐색을 격려하지 못하는 반영으로 변화대화에 자주 반응한다. 
• 내담자가 변화대화를 이야기 할 때 궁금증을 표현한다. 
• 변화목표와 관련된 내담자의 가치, 강점, 희망, 과거 성공경험을 탐색한다.

5. 임상가가 변화대화의 깊이, 강도, 모멘텀을 증가시키기 위한 현저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보
인다.

• 일련의 대화에서, 임상가는 내담자의 변화대화가 유발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변화대화를 이끌어내고 강화하는 방법으로 구조화된 치료적 과업들을 사용한다.
• 내담자가 변화대화를 이야기 할 때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적으로 놓치지 

않는다.
• 전략적으로 변화대화를 이끌어내고 변화대화가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반응한다.
• 변화대화의 모멘텀을 형성할 기회를 거의 놓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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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대화 완화하기   Softening Sustain Talk (SST)

낮음 높음
1 2 3 4 5

임상가가 유지대
화의 빈도나 깊
이를 촉진하는 
태도로 내담자의 
언어에 지속적으
로 반응한다.

임상가가 일반적
으로 내담자의 
유지대화를 탐색
하고, 초점 맞추
고, 반응한다. 

임상가는 내담자
의 유지대화를 
선호하지만, 유지
대화로부터 초점
을 멀리 두려는 
모습이 가끔씩 
보인다. 

임상가는 내담자
의 유지대화를 
강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피한
다. 

임상가는 내담자
의 유지대화의 
깊이, 강도, 모멘
텀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저하고도 
지속적으로 노력
을 보인다. 

이 척도는 임상가가 변화에 반대하는 이유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유들에 초점을 두지 않
고 피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임상가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논의
나 변화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를 질질 끌지 않도록 피해야만 된다. 비록 치료자가 신뢰관계rapport

를 형성하기 위해 때로 유지대화에 관심을 둘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치료자는 변화동기를 높
이기 더 유리한 영역으로 논의를 이끄는데 필요한 만큼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높은 점수
는 임상가가 유지대화를 유발하는 행동에 관여하지 않고, 면담회기 동안 유지대화가 없을 때도 
얻을 수 있다. 낮은 점수는 임상가가 변화의 장애요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때에 해당하며, 
면담회기 전체에 유지대화를 유발하고 반영하는 동기면담 일치 기법들(예, 열린 질문하기, 반영하
기, 인정하기, 기타 동기면담 정신 일치 기법들)을 사용하는 때에도 해당한다. 

▣ 언어적 표현기준

1. 임상가가 유지대화의 빈도나 깊이를 촉진하는 태도로 내담자의 언어에 지속적으로 반응한다.

• 변화에 반대하는 주장, 변화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직접적으로 묻는다.
• 질문, 반영, 인정을 통해 유지대화가 진술될 때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말하게 한다.
• 변화대화와 유지대화가 동시에 진술될 때, 우선적으로 유지대화에 관심을 두고 강화한다.
•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초점을 둔다. 

2. 임상가가 일반적으로 내담자의 유지대화를 탐색하고, 초점 맞추고, 반응한다. 

• 내담자가 변화의 장애요인이나 어려움을 진술할 때 자주 그것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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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다.
• 내담자가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에서 1회 이상 변화의 장애요인에 대해 묻는다. 
• 자주 현재 상태를 유지 했을 때의 이득을 자주 반영한다. 

3. 임상가는 내담자의 유지대화를 선호하지만, 유지대화로부터 초점을 멀리 두려는 모습이 가끔
씩 보인다. 

• 유지대화에서 초점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일부 기회들을 놓친다.
• 내담자가 변화대화를 진술할 때도 현재 상태를 유지했을 때의 이득에 관심을 둔다.

4. 임상가는 내담자의 유지대화를 강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피한다. 

• 변화하지 않는 이유들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다. 
• 유지대화가 진술될 때 유지대화에 최소한의 주의를 둔다. 
• 유지대화를 상세하게 말하도록 하지 않는다. 
•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내담자의 이유에 호기심과 초점을 두지 않는다.
• 변화의 장애요인에 대한 논의에 머무르지 않는다. 

5. 임상가는 내담자의 유지대화의 깊이, 강도, 모멘텀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저하고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보인다. 

• 유지대화에서 변화목표로 초점을 전환시키는 구조화된 치료적 과업들을 사용한다.
• 유지대화에서 멀어지기 위해 양면반영(유지대화를 앞에 변화대화를 뒤에 반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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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Partnership

낮음 높음
1 2 3 4 5

임상가는 내담자
와의 상호작용에
서 대부분 전문
가 역할을 담당
한다. 협동이나 
파트너쉽은 부재
하다.

임상가는 협동할 
수 있는 기회에 
피상적으로 반응
한다.

임상가는 내담자
의 기여를 통합
하기는 하지만 
미온적이거나 불
규칙한 방식으로 
한다.

임상가는 협동과 
힘의 공유를 촉
진하여 내담자의 
기여가 면담회기
에 영향을 미치
게 한다. 임상가
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면담회기
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임상가는 적극적
으로 상호작용에
서 힘의 공유를 
촉진하고 격려하
여 내담자의 기
여가 상당부분 
면담회기 대화의 
본질에 영향을 
준다.

이 척도는 임상가가 변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혜는 대부분 내담자 안에 있다는 이해를 전달하
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은 임상가는 고려 중인 변화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두 명의 동등한 파트너 간에 인터뷰가 진행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 척도의 
점수가 낮은 임상가는 대부분의 상호작용에서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상호작용 대화의 본질에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가진다. 

▣ 언어적 표현기준

1. 임상가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대부분 전문가 역할을 담당한다. 협동이나 파트너쉽은 부
재하다.

•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제시하거나 행동 계획을 설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전문가 역할

을 한다.
• 임상가는 내담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대부분 특정 의제를 적극적으로 강요한다.
• 내담자의 아이디어를 부인하거나 최소화한다.
• 대화를 주도한다.
• 내담자가 대안을 이야기할 때 논쟁한다. 
• 교정반사를 자주 보인다. 

2. 임상가는 협동할 수 있는 기회에 피상적으로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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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가는 거의 전문가 역할을 놓치지 않는다. 
• 내담자의 생각에 대해 최소한의 질문을 하거나, 피상적으로 묻는다.
• 지식이나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문제해결 기회를 종종 희생시킨다.
• 내담자의 잠재적 의제 항목, 지식, 아이디어, 염려에 최소한으로, 피상적으로 반응한다. 
• 때때로 내담자를 교정하거나 내담자의 말을 반박할 수 있다. 

3. 임상가는 내담자의 기여를 통합하기는 하지만 미온적이거나 불규칙한 방식으로 한다.

• 협동하는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협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상호작용은 구조화하지 않

는다. 
• 내담자가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의 기회를 약간 놓친다.
• 교정반사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다. 
• 지식이나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문제해결의 기회를 약간 희생시킨다.
• 내담자와 교착상태에 있는 것 같다; 레슬링을 하지도 않고 춤을 추지도 않는다.

4. 임상가는 협동과 힘의 공유를 촉진하여 내담자의 기여가 면담회기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임
상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면담회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내담자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면담회기의 일부를 구조화한다. 
• 문제 정의, 의제 설정, 목표 설정에 내담자와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 
• 형식적인 방식을 넘어서서 내담자의 관점을 요청한다. 
• 문제해결이나 브레인스토밍에 내담자를 관여시킨다. 
• 내담자가 유지대화로 뒤로 물러나도 교육하거나 지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 내담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심resolution을 강요하지 않는다. 

5. 임상가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서 힘의 공유를 촉진하고 격려하여 내담자의 기여가 상당부분 
면담회기 대화의 본질에 영향을 준다.

• 회기를 위한 의제와 목표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한다. 
• 질문과 경청을 통해 내담자의 아이디어에 호기심을 표현한다. 
• 대안과 계획에 대해 내담자가 평가하도록 촉진한다. 
• 내담자를 전문가이자 의사결정자로 직접적으로 동일시한다. 
• 내담자의 정보에 따라 정보 제공하기와 전문지식을 조절한다. 
• 임상가는 내담자의 결핍deficits을 탐색하기보다 강점과 자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선

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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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Empathy

낮음 높음
1 2 3 4 5

임상가는 내담자
의 관점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
이 없다.

임상가는 내담자
의 관점을 간헐
적으로 탐색하는 
노력을 한다. 임
상가의 이해는 
정확하지 않거나, 
내담자의 진정한 
의미와는 동떨어
져 있다.  

임상가는 내담자
의 관점을 이해
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하고 
어느 정도 성공
한다. 

임상가가 내담자
의 관점을 이해
하고자 적극적이
고 반복적으로 
노력한다. 내담자
의 세계관을 정
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근거를 
보이기도 하지만 
외적인 내용에 
대부분 국한된다. 

임상가는 내담자
의 관점에 대해 
내담자가 이야기
한 말뿐만 아니
라 이야기하지 
않은 의미까지  
심도있게 이해하
고 있다는 증거
를 보인다. 

이 척도는 임상가가 내담자의 관점과 경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
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내담자가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얼마나 많은 시
도를 하는가?). 공감empathy을 동정sympathy, 온정warmth, 수용acceptance, 진정성genuineness, 지지support 또
는 내담자 옹호client advocacy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공감을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다. 반
영적 경청은 이 특성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총점은 임상가가 내담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
해한 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려는 모든 노력을 포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감 수준이 높은 임상가는 내담자가 말하지 않았지만 내담자의 말의 의미를 예측하는 복합반영
complex reflections, 경청을 기반으로 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질문insightful questions, 내담자의 감정 상태
에 대한 정확한 이해accurate appreciation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내담자의 세계관worldview을 이해한
다. 공감 수준이 낮은 임상가는 내담자의 관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 언어적 표현기준

1. 임상가는 내담자의 관점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이 없다.

• 정보수집을 위한 질문만 한다.
• 내담자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사실적 정보를 탐색한다.

2. 임상가는 내담자의 관점을 간헐적으로 탐색하는 노력을 한다. 임상가의 이해는 정확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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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담자의 진정한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다. 

• 반영을 하지만 내담자가 말한 것을 자주 잘못 해석한다.
• 내담자를 이해하는 노력 수준이 얕다. 

3. 임상가는 내담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어느 정도 성공한다. 

• 어느 정도 정확한 반영을 하지만 내담자의 핵심을 놓칠 수 있다. 
• 면담 회기 전반에 걸쳐 내담자의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임상가가 내담자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노력한다. 내담자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근거를 보이기도 하지만 외적인 내용에 대부분 국한된다.

• 내담자의 관점이나 상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 내담자가 이전에 한 말을 정확한 반영을 한다. 
• 내담자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내담자의 염려 또는 경험이 정상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유사함을 표현한다. 

5. 임상가는 내담자의 관점에 대해 내담자가 이야기한 말뿐만 아니라 이야기하지 않은 의미까지  
심도있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인다.

• 내담자가 면담 회기 동안 말한 것을 넘어서서 이해한 바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내담자의 관점이나 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 보려는’ 역지사지의 노력을 한다. 
• 내담자의 이야기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내담자가 상세하게 이야기하도록 자

주 격려한다. 
• 정확한 복합반영을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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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행동 점수

행동 점수는 임상가의 동기면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과는 관계없이 구체적인 행동을 포착
하려는 목적이 있다. 전반적인 인상을 포착하려는 총점과는 달리 행동 점수는 범주화와 결정 기
준에 의해 결정된다. 코더는 추론에 의존하여 임상가의 행동 점수를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E.1. 임상가의 진술 나누기
면담회기는 발리volley로 나뉘는데, 발리는 중단되지 않은 임상가의 진술로 정의된다. 하나의 발리
는 임상가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시작하고, 내담자의 말에 의해 끝이 난다(“네yeah, 맞아요right, 좋
아요good”와 같은 촉진적인 말이 아닌 내담자의 말). 발리는 대화에서 말하는 순서와 같다.   

E.1.a 나누기 규칙
임상가의 발리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문장utterance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문장utterance은 하나의 완
전한 사고complete thought나 사고 단위thought unit로 정의된다(Gattman, Markman, & Notarius, 
1977; Weiss, Hops, & Patterson, 1973). 비록 모든 문장에 행동코드behavior code를 부여하지 않
지만 행동코드는 임상가의 문장에 할당된다(‘F. MITI에서 코딩하지 않는 문장들’ 참조) 

각 문장은 하나의 행동으로 코딩되고, 각 발리도 하나로 코딩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음주문제
로 걱정하고 있군요”라는 말에는 하나의 코드가 할당된다. 반면 “당신은 음주문제로 걱정하고 있
군요; 이전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나요?”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뉘고, 각각 코딩된다. 따라서 상
대적으로 긴 답변 과정에서 만일 임상가가 반영하고, 직면시키고, 정보 제공하고, 질문하면 이것
들은 각각 별개의 행동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임상가가 같은 발리 속에서 자율
성 강조하기emphasizing autonomy와 인정하기affirm를 한다면 각각 코딩된다(동기면담 일치/불일치 문장 
나누기 규칙은 MITI 이전 버전과 다름을 주의해야 한다).

반영reflections은 다르게 다루어진다. 발리 안에서 단순반영과 복합반영 결합과 관계없이 발리당 하
나의 반영으로만 코딩된다. 반영 중에 어느 하나의 반영이 복합반영이면 복합반영(CR) 코딩되고, 
그렇지 않은 반영은 단순반영(SR)으로 코딩된다. 대신 임상가가 단순반영과 닫힌질문을 한 후에 
복합반영을 했다면 발리는 2개(복합반영, 질문)로 코딩된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MITI 4.0에서 발리당 하나만 코딩된다. 만약 같은 발리 안에 여러 질문이 있
다면, 하나의 질문으로만 코딩된다. 

발리당 가능한 최대 행동코드 수는 8개다. 발리당 다음의 코드 유형에서 각각 하나만 코딩할 수 
있다. 

정보제공(GI)
설득하기(Persuade 또는 Persuad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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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Q)
단순반영(SR) 또는 복합반영(CR)
인정(AF)
협동 구하기(Seek)
자율성 강조하기(Emphasize)
직면(Confront)

결정 기준 : 코더가 문장을 나누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나누기를 더 적게 해야 한다. 

E.2. 문장 나누기 연습

E.2.a 다음의 임상가 진술을 보자.

“글쎄요, 이렇게 질문해 보지요. 여기 강제로 오셨고 모두들 옆에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
끼시고 음주에 대해 까마귀떼 같이 달려드는 것처럼 느끼시는데요. 여기 있는 시간을 어떻
게 보내고 싶으세요?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위의 문장들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문장 1: 글쎄요, 이렇게 질문해 보지요. 여기 강제로 오셨고 모두들 옆에서 잔소리하는 것
처럼 느끼시고 음주에 대해 까마귀떼 같이 달려드는 것처럼 느끼시는데요. (복합반
영)

문장 2: 여기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요?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협동 구하
기)

E.2.b. 다음의 임상가 진술을 보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말 옳아요. 선생님에게 달려 있어요. 아무도 대신 선택하지 않고 선
택할 수도 없지요. 아내가 대신 결정하고 싶어 해도, 직장 상사가 그러고 싶어 해도, 제가 
그러고 싶어도, 아무도 할 수 없지요. 전적으로 선생님 자신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약물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가 모두 선생님에게 달려 있지
요. 선생님이 힘들어해 보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변화해야 할 시간이 지
금인가? 이 검사 결과가 경종이 되는 것인가?”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문장 1: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말 옳아요. 선생님에게 달려 있어요. 아무도 대신 선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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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선택할 수도 없지요. 아내가 대신 결정하고 싶어 해도, 직장 상사가 그러고 
싶어 해도, 제가 그러고 싶어도, 아무도 할 수 없지요. 전적으로 선생님 자신의 선
택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약물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
인지가 모두 선생님에게 달려 있지요. (자율성 강조하기)

문장 2: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변화해야 할 시간이 
지금인가? 이 검사 결과가 경종이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복합반영)

E.2.c. 다음의 임상가 진술을 보자.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면, 사람들에게 매일 적어도 5단위serving의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론 선생님은 당신을 위해 어떠한 식이요법을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루에 과일과 야채를 얼마나 섭취하셨나요? 제 말은,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문장 1: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면, 사람들에게 매일 적어도 5단위serving의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보제공)

문장 2: 물론 선생님은 당신을 위해 어떠한 식이요법을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이십니다. (자율성 강조하기)

문장 3: 하루에 과일과 야채를 얼마나 섭취하셨나요? 제 말은,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요? (질문)

E.2.d. 다음의 임상가 진술을 보자. 

“당신은 정말 지쳤군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 때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
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당신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군
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문장 1: 당신은 정말 지쳤군요. (반영, 상황에 따라 단순반영 또는 복합반영으로 코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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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2: 제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 때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개방, 코딩하
지 않음)

문장 3: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당신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시
고 있군요. (인정)

E.3. 문장을 나눌 때
임상가의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는 “예” 또는 “맞아요”와 같은 내담자의 진술은 코딩할 때  내담
자의 진술은 임상가의 발리volley를 방해하지 않는 촉진적인 진술로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내담
자가 임상가의 직접적인 질문이나 반영에 대한 대답으로 “예” 또는 “맞아요”같은 촉진적인 진술
을 했다면 문장을 나누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문장을 적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가 잘 이해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것에 대해 유쾌하지는 않으시지만 몇 가
지 변화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군요. 음주가 몇 가지 문제들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
고, 음주에 대해 변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 내담자가 위의 표현 중간에 “예” 라고 하면서 상담자의 말에 동의함을 전달한다면, 문장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 임상가의 예와 비교해보아라.

“당신은 정말로 음주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약간의 변화를 할 마음이 있으시군요. 당신은 
음주 치료에 대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만약 치료를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에 대한 동의로 내담자가 “예”라고 반응 했다고 하
면, 내담자의 대답으로 임상가의 문장utterance은 중단되었고, 새로운 발리volley가 임상가의 다음 문
장utterance으로 시작될 것이다. 

다양한 촉진적인 이야기가 많이 포함된 임상가와 내담자의 대화가 계속 이어질 때는, 코더는 문
장을 많이 나누기보다는 적게 나누어야 하는 결정 기준을 기억하며 문장을 나누어야 한다.

E.4. 행동 코드

E.4.a. 정보제공 (GI)

정보제공은 임상가가 정보를 제공할 때, 교육시킬 때, 피드백을 제공할 때, 혹은 설득, 조언, 경
고 없이 전문적인 의견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임상가의 목소리 톤
은 중립적이고, 일반적인 정보제공 하는 임상가의 말language은 해당 정보가 내담자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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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있다거나 내담자가 제공된 정보대로 반드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보제공 하위 코드는 없다.

예를 들면, 

“저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 선생님과 비슷한 상황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는 심장재활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여성은 일주일에 7잔 이상 음주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4.a.1. 구조화 진술은 정보제공으로 코딩하지 않는다. 

구조화 진술은 면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연습을 위한 훈련, 다음 면담 약속 정하기, 연
구를 위한 면담 횟수와 시간에 관한 논의하는 진술을 포함한다. 

구조화 진술 예,

“이 강점 목록을 보시고, 선생님에게 해당되는 2~3개를 골라 주십시오.”

“○○님의 치료계획을 함께 보면서 무엇이 변화해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면담이 끝나고 2회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 면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4.a.2. 다른 행동 코드와 정보제공을 구분하기 

정보제공giving information은 설득하기persuading, 직면하기confronting, 또는 내담자의 동의하에 설득하기
persuading with permission와 헷갈려서는 안된다.

“저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 환자분들에게는 심장재활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득)

“저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 환자분들에게는 심장재활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님은 하나의 선택으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락 하에 설득; 협동 추구)

“평가에서 일주일에 평균 18잔을 마신다고 하셨군요. 이것은 사회적 음주social drinking 범위
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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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님께서는 5개의 과일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차트를 보면 하루 2개의 과일만 
먹네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직면)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어요. ○○님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님을 위한 적
당한 AA 모임을 찾아야 합니다. ○○님은 좋은 AA 모임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설득)

“자전거 헬멧을 항상 착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전거 헬멧이 충돌 사고시 ○○님을 실제로 
보호해줄 겁니다.” (설득)

“오늘 다른 분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코딩하지 않음 
- 구조화 진술)”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님에게 좋습니다.” 
(자율성 강조하기; 허락 하에 설득)

“이 수준으로 음주를 계속하시면 실제로 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득)

E.4.b. 설득

임상가는 논리적 설명, 강력한 논쟁, 자기개방, 또는 사실과 같은 방법(그리고 변화에 대한 명확
한 메시지를 이러한 방법과 명확히 연결)을 활용해서 내담자의 의견, 태도, 또는 행동의 변화시
키려고 명백히 시도한다. 설득은 또한 임상가가 내담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명확한 진술이나 강
력한 문맥상의 단서가 없이 문제에 대한 치우친 정보, 조언, 제안, 팁, 의견, 또는 해결책을 제공
하면 코딩된다. 

만약 임상가가 내담자를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는데 초점을 명확하게 두지 않고, 중립적인 방식
으로 정보제공을 하였다면, 정보제공으로 코딩되어야 한다.

결정 기준 : 만약 코더가 설득과 정보제공 코딩 사이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면, 정보제공으로 코
딩되어야 한다. 이 결정원칙은 설득 코드를 상대적으로 상위에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아침 식사시 약간의 과일을 먹지 않으면, 매일 5개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수 없습니다.” 
(설득)

“저는 과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님도 저와 같은 
결심을 한다면 나아질 겁니다.”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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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완전히 끊으면 삶이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시군요.” (설득)

“아버님이 심한 음주를 하셨다고 하시니 ○○님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득)

“우리는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들이 문제음주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보제
공)

“저는 ○○님의 문제음주 위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과 함
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협동 구하기)

“모든 것을 종합하면 약물치료를 하지 않으면 혈당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것이 ○○님에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제의 역할은 ○○님
이 더 나아지도록 돕는 것이고, 저에게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득)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콘돔을 사용하면, 성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에 걸릴지 안걸지에 대
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지 않나요?” (설득)

“우리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
만 이제 연구들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비해 다니는 아동들의 사회기술 증
진에 실제적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보제공)

“지금 ○○님 인생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 어린이집
에 데려다 주는 것이 어떻게 피해가 될 수 있을까요?” (설득)

E.4.c. 허락 하에 설득하기

허락 하에 설득하기persuade with permission 코드는 임상가가 설득하는 동안에 협동collaboration 또는 자
율성 지지하기autonomy support를 강조할 때 부여된다. 허락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다.

1. 내담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임상가의 의견을 
물어 볼 경우

2. 임상가가 조언, 제안, 의견, 피드백, 염려 표현, 권고를 제공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 논
의하기 위해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허락을 구했을 경우

3. 임상가가 조언 시작시에 내담자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표현을 했거나, 임상가의 조언을 
내담자가 고려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개인적으로 평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을 
경우

임상가는 전반적인 허락(오늘 보호관찰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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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이나 주제, 조건, 행동 항목에서의 구체적인 허락(당신이 괜찮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혈
당을 꾸준히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몇 가지 전략에 대하여 나눌 거예요)을 구할 수 있다.

허락은 설득이 사용되기 전이나 중간 또는 나중에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득이 끝나는 시간
에 근접하게 반드시 허락은 이루어져야 한다. 허락과 함께 설득하기가 분명한 협동을 구하거나 
자율성 강조하기와 동반된다면, 허락과 함께 설득하기와 협동 구하기 또는 자율성 강조하기 코드
가 부여해야 한다.

임상가가 좀 더 전반적인 허락을 구했다면, 매 진술이나 제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
다. 몇 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허락의 조건condition of permission”이 있다. 다시 허락을 구하지 않
고 임상가가 주제 바꾸고, 좀 더 지시적이 되고, (전문가가 되어) 중요한 내용을 추가로 이야기하
거나, 계획을 처방하기 시작한다면, 임상가는 설득 코드를 받을 수 있다.

임상가가 중립적인 태도로 정보 제공이나 조언을 했다면, 정보 제공(GI)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코더가 확실하지 않으면 GI 코드가 부여해야 한다.

“음, 아버지가 문제 음주자였어서 통계에 따르면 ○○님은 분명히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허락 하에 설득하기; 협동 구
하기)

“제 내담자 중 일부 사람의 경우를 보면 지금의 ○○님처럼 삶이 너무 힘들 때 특별히 어
린이집이 구원자처럼 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님이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하고 있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님에게는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허락 하에 설득하기; 협동 구하기)

“○○님의 아이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
다. 제 아이에게는 별 차트star chart를 사용해서 방을 청소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방 청소를 
하고, 아들은 매일 별을 받았습니다. 7개의 별을 모으면 토요일 밤에 영화를 선택해 보게 
했습니다.” (설득하기)

인슐린 주사
“지난 3번의 검사에서 ○○님의 당화혈색소(A1C) 수치가 12%가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수치에서는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정보 제공하기)

“당화혈색소 수치를 보면 ○○님이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혈당조절의 어려움이 있는게 
확실하네요. 이런 시점에서 ○○님을 위한 최선의 조언은 경구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인슐
린 주사로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인슐린 주사로 바꾸는 것을 ○○님이 고려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허락 하에 설득하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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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가: ○○님의 검사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혈당 수준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눌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협동 구하기)

내담자: 물론이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임상가: 당화혈색소 수치를 보면 ○○님이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혈당조절의 어려움이 있

는게 확실하네요. 이런 시점에서 ○○님을 위한 최선의 조언은 경구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인슐린 주사로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인슐린 주사로 바꾸는 것을 ○○님
이 고려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
니다. (허락 하에 설득하기; 협동 구하기)

자녀양육에 대한 자기개방
임상가: 음, 여기에 적합한 제 아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님이 제 경험에 대해 듣

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협동 구하기)
내담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요.
임상가: 제 아이에게는 별 차트star chart를 사용해서 방을 청소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방 청

소를 하고, 아들은 매일 별을 받았습니다. 7개의 별을 모으면 토요일 밤에 영화를 
선택해 보게 했습니다. (허락하에 설득하기)

금연
임상가: 금연하는 방법에 대해 ○○님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드려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협동 구하기)
내담자: 예
임상가: 니코틴 껌을 사용한 내담자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허락하에 설득하기)

E.4.c.1 설득하기와 허락하에 설득하기의 결정 기준
결정 기준: 설득하기와 허락하에 설득하기가 동일한 발언utterance에서 동시에 진술되었을 때는 코
더는 허락하에 설득하기 코드만 부여해야 한다. 코더는 이러한 부호화되지 않는 설득하기 진술이 
두 사람 간의 협동을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파트너쉽 총점에 반영해야 한다.

E.4.d. 질문하기
임상가의 열린질문, 닫힌질문, 유발적 질문, 사실확인 질문 등의 모든 질문은 질문 코드로 부호
화된다. 하지만 발리volley당 하나의 질문 코드만이 부호화된다. 따라서 임상가가 하나의 발리volley

에서 별개의 4개 질문을 했을 때도 질문 하나만으로 기록된다. MITI 4.0에서는 닫힌질문과 열린
질문을 구별하지 않는다. 대신에 코더는 마음에 총점을 고려해 임상가의 질문의 본질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면담 내 많은 사실 확인 질문fact-finding questions은 전체 파트너쉽 총점에서 낮은 
점수와 관련될 수 있고 유지대화 완화하기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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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e. 반영하기
이 범주는 내담자 진술에 반응하는 임상가의 반영적 경청 진술을 포착하고자 한다. 반영하기는 
새로운 의미나 도구로 소개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내담자가 말한 것을 포착해서 내담자
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반영하기에는 단순반영과 복합반영이 있다.

E.4.e.1. 단순반영
단순반영은 일반적으로 이해한 바를 전달하거나 내담자-임상가 간의 대화를 촉진 시킨다. 단순반
영은 내담자가 말한 것에 의미(또는 강조)를 거의 혹은 전혀 추가하지 않는다. 단순반영은 매우 
중요하거나 강렬한 내담자의 정서를 말해주지만 내담자가 본래 진술에서 많이 넘어서지는 않는
다. 만약 임상가가 추가적인 점additional point이나 방향direction을 추가해서 요약하기를 한 것이 아니
라면 내담자의 여러 진술을 임상가가 요약한 경우 단순반영으로 코딩할 수 있다.

E.4.e.2. 복합반영
복합반영은 일반적으로 내담자가 한 말에 상당한 의미substantial meaning나 강조emphasis를 추가한 것
이다. 내담자가 한 말에 심층적이거나 더 복합적인 측면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때때로 
임상가는 대화 내용을 확인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기 위해 내담자가 한 말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 임상가는 내담자의 말에 미묘하거나 매우 명확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내
담자의 말을 결합하여 본질적인 방향성을 지닌 요약하기로 만들 수도 있다. 

속도위반
내담자: 3개월 동안 3번째 속도위반입니다. 보험료가 오를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어요. 우

리 가족들이 다른 것에 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가 모를 수 있을까요?
임상가: 이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나셨군요. (단순반영)
또는
임상가: 이것은 ○○님에게 마지막 지푸라기시군요. (복합반영)

혈당 조절하기
임상가: 혈당조절에 대해 이미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질문하기)
내담자: 놀리시는 건가요? 교육도 듣고, 비디오도 봤고, 가정 간호사도 방문했습니다. 혈당

조절 방법에 대한 모든 종류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절을 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봅니다. 아
시겠어요?

임상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낙심하셨군요. (단순반영)
또는
임상가: 스스로 혈당조절을 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시겠다는 거군요. (복합반영)

어머니의 독립
내담자: 엄마가 저를 미치게 해요. 독립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사소한 걸 묻기 위해 하루

에 4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엄마에게 뭔가 조언하면 화를 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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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임상가: 엄마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군요. (단순반영)
또는
임상가: 엄마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군요. (복합반영)
또는
임상가: 엄마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건가요? (질문)
또는
임상가: 엄마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질문)

흡연
내담자: 저에게 뭘 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게 진절머리가 나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힘

든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임상가: 이것이 ○○님에게 압도적인가요? (질문)
또는
임상가: ○○님이 화가 나고 좌절하셨군요. (복합반영)
또는
임상가: ○○님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군요. (복합반영)

결정 기준: 코더가 단순반영과 복합반영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요약하기를 포함하여), 단순반영으
로 코딩한다.

E.4.e.3. 반영이 연속될 때
임상가가 동일한 발리volley 안에 단순반영과 복합반영이 여러 개 있을 경우, 하나의 복합반영으로
만 코딩해야 한다. 반영은 종종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발리를 많이 나누는 것은 신뢰도 낮추거
나, 발리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임상가가 단순반영을 하고 이어서 자율성 강조하기
를 하고 나서 복합반영을 한 경우, 복합반영과 자율성 강조하기만 코딩한다.

식이요법 실패
내담자: 이 식이요법에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한동안은 괜찮지만 어느새 브라우니 한 판을 

다 먹고 있다거나 잘해 오던 것을 망가뜨리는 걸 보게 돼요. 브라우니 한 판이 몇 
칼로리인지 아세요? 브라우니랑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는건 제쳐 두고요. 이게 이
렇게 힘든지는 정말 몰랐어요.

임상가: 앞으로 두 발짝 뒤로 한 발짝 가는 거군요. 이 정도 성과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님에게 브라우니 한 판은 당연한 건데, 이것이 체중에
는 끔찍하다는 것이 힘든 점이군요.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식이요법을 시도조
차 하지 않았을 수 있겠네요. (복합반영)

내담자: 아니요, 식이요법을 꼭 해야 해요. 제 남은 인생 동안 브라우니를 절대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해도, 제 체중으로 스스로를 죽이는 것을 멈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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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임상가: 정말 해야 한다면 브라우니를 포기하더라도 체중 감량을 많이 원하시는군요. (복합

반영, 변화대화 일구기를 위한 가치 추가하기)
또는
임상가: 사실상, 모든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한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먹게 된다고 합니다. 최선의 목표는 적당히 먹
는 겁니다. (설득)

E.4.e.4. 반영과 질문이 함께 있을 경우
때로 임상가는 반영으로 시작하지만, 반영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 두 개 다 코
딩한다

내담자: 이 따위 것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임상가: 다시는 헤로인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확신하시는군요. 맞나요? (복합반영, 질문)
내담자: 상사가 말하기를 제가 근신 중이라고 합니다. 초과 근무, 보너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임상가: 이 사건으로 더 이상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상사가 말했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단순반영, 질문)

E.4.e.5 반영으로 보이는 구조화 진술structuring statements 

때로 임상가가 질문을 하였는데, 질문 전에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내담자가 단서를 가지도록 만
들어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님이 말한 다른 사항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것에 대해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와 같이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구조화 진술 유형들은 별도의 반영으로 코딩해서는 안 된다. 대신 질문에 대한 맥락을 제
공하기 위한 구조화 진술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코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의 의도는 
주제에 대해 임상가가 내담자에게 단순히 단서를 주는 경우에 그것을 반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임상가가 "설정하기set up” 진술과 질문 사이에 명확한 구별을 하거나 쉬는 경우라면, 반영을 별도
로 코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문을 하기 전에 내담자가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져야 한다.

임상가: 네가 사탕을 훔쳤던 가게로 되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구나. 네가 그것을 회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니? (질문)

또는 
임상가: 네가 사탕을 훔쳤던 가게로 돌아가지 않았구나. (단순반영)
내담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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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가: 네가 그것을 회피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니? (질문)

코더가 보기에 반영의 목적이 질문을 하기 위한 토대 혹은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로 본다면 그 
내용은 코딩하지 말아야 한다.

E.4.f. 동기면담 일치(MIA) 행동
종종 훌륭한 동기면담 적용 예들이 MIA 코드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초보 
코더(그리고 동기면담훈련가)들이 하는 흔한 실수는 훌륭한 동기면담 적용의 예를 들어서 MIA 
부호 중 하나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능한 MIA 코드 만을 코딩해야 하고, 
코드의 명확한 예로 들지는 경우에만 코딩한다. 해당 코드가 명확하지 않고 의심이 되거나 해당 
코드에 맞추려고 하는 데 너무 진을 뺀다고 하면 다른 코드로 코딩한다. 행동 점수behavior count로 
쉽게 포착되지 않는 훌륭한 동기면담 적용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총점global rating에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MITI 이전 버전과 달리, 동기면담 일치(MIA)의 각 하위 유형은 별도로 코딩되고 숫자를 매기

게 되어 있다.

E.4.f.1 한 문장이 MIA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트럼프" 규칙Trump Rule (1580년대 유래됨)
    동사: ~을 넘어서다 혹은 이기기
    명사: 다른 카드를 넘어섬을 나타내는 카드

대부분의 경우 코더는 확신을 가지고 MIA 코드를 코딩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 코더는 한 문장
에서 하나 이상의 MIA 코드를 보게 될 때가 있다. 다른 모든 MITI 코드와 같이 MIA 코드가 확
실하지 않은 경우에 결정 기준을 활용해서 해결한다. 이것을 트럼프 규칙이라고 하는데, 어떤 코
드가 먼저 적용될 수 있는지 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MIA의 경우 다음의 위계hierarchy는 어떤 코드를 코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그
림 1 참조). 불분명할 경우 낮은 수준의 코드로 코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성 강조하기
emphasize autonomy와 협동 구하기seek 중 확실하지 않을 때는 협동 구하기seek 코드로 코딩해야 한다. 
위계 피라미드에서 낮은 코드는 코더가 확실하지 않을 때 코딩한다. 위계 피라미드에 최상의 코
드를 코딩하기 위해서는 코더가 해당 코드의 적절한 예라는 확신이 있을 때 코딩해야 한다. 확신
하기 어려운 경우에 코더는 낮은 코드로 코딩을 해야 한다. 이 트럼핑 피라미드의 의도는 코더들
을 동기면담에서 높은 중요성을 가진 코드를 너무 쉽게 코딩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
어, 인정하기affirmations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반면, 자율성 강조하기emphasize autonomy는 코드 부
여 받기가 더 어렵고, 이론적 관심도 더 크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자율성 강조하기 코드를 가장 
높게 위계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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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IA 코드의 결정 기준

E.4.f.1.a. MIA인지 다른 코드(질문 또는 반영)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MIA인지 다른 코드인지 잘 모를 경우 MIA 코드로 코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진술은 
MIA 또는 다른 코드로 코딩되어질 수 있지만 MIA 코드는 해당 코드에 명확하게 부합할 때만 코
딩되어야 한다. 확실하지 않으면 코더는 다른 코드를 선택해야 한다. 

E.4.f.2. 인정하기 (AF)
인정하기(AF)는 내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임상가의 말로서 내담자의 강점, 장점, 
노력, 의도, 가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한 말이어야 하고, 내담자에 대한 
진솔함이 반영되어야 한다. 인정하기는 변화목표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고 내담자의 특정 특
성, 행동, 성취, 기술, 강점에 대해 상을 주는 것과 같다. 인정하기는 종종 복합반영일 수 있으
며, 이러한 경우라면 인정하기로 코딩하는 것을 더 선호해야 한다. 

인정하기는 임상가가 내담자의 말에 동의하거나, 승인하거나, 치어리딩cheerleading하거나, 또는 불
특정 칭찬을 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코딩해서는 안된다. 인정하기는 현저하게 내담자의 행동이
나 특성과 연관되어야 한다. 그 문장은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촉진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 인정하기affirm의 이러한 정의는 동기면담 3판(Miller &Rollnick, 2013)과 MITI 이전 버
전에서 사용된 것들보다 더 엄격하다. 특히, 지지하는 진술support statements("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힘들지요.")은 MITI에서 더 이상 코딩하지 않는다.

코더는 임상가의 진술이 인정하기로 코딩 할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지도 않고 강력하지도 않을 
경우 코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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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님은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떠올리셨군요. 오늘 브
레인스토밍을 잘 하셨습니다.” (인정하기)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님에게 중요하군요. 마치 부모님이 ○○님에게 그런 것처럼
요.” (인정하기)
“○○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아 코딩하지 않음)
“공휴일 동안 단 음식들을 피할 수 있으셨군요. 그렇게 하신 것이 스스로 자랑스러우시군
요. 성과가 있으셨네요!” (인정하기; 트럼프 반영하기)
“책임감을 진지하게 여기는 분이시군요. 올바른 일을 하길 원하시고요.” (인정하기)
“주차 문제가 있고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여기까지 오시기 쉽지 않으셨겠습니다. 여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하기)
“금연이 정말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지하기, 코딩하지 않음)
“잘 하셨습니다.” (코딩하지 않음)
“그렇게 하셔야지요!” (코딩하지 않음)
“좋은 부모가 되려고 정말 노력해 오셨네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그것에 기꺼이 머물러 
있으려는 점에 제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체중 감량에 이전에 성공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준비가 될 때 다시 성공하
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정하기)
“패스트푸드 때문에 매우 좌절감을 느끼고 있군요. 지난 2주 동안 드라이브로 주문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고요. 그 동안 두 번 가셨다 하더라도, 매일 가는 것보다는 덜 가시는 것이 
제겐 놀랍습니다. 그건 큰 변화인 것 같네요!” (인정하기)

E.4.f.2.a. 인정하기의 삼진 아웃 기준
임상가는 대화에서 여러번 반복적으로 인정하기를 과다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코더가 명확
하게 인정하기로 확신을 하면 처음 2~3번은 인정하기로 코딩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일반적
으로 코딩하지 않는다. 

E.4.f.3. 협동 구하기
임상가가 내담자와 힘을 공유하려고 현저히 시도하거나 내담자의 전문성을 인정할 때 코딩한다. 
면담 회기의 과업, 목표, 방향과 관련하여 내담자와 합의를 진정으로 구하려고 할 때 코딩할 수 
있다. 협동 구하기는 제공한 정보에 대해 내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을 때 코딩될 수 있다. 
정보나 조언을 주기 위한 허락을 구할 때 협동 구하기가 일반적으로 코딩된다. 

특정 주제에 대해 내담자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였는지 묻는 경우는 질문하기로 코딩한
다. 협동 구하기로 고려하지 않는다. 

“대장암의 위험성을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님
과 이야기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협동 구하기)
“임신 중의 음주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어오셨나요?” (질문하기)
“임신 중에 알코올 소비 표준량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협동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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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님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의 내담자 중에 몇몇은 손목시계에 알람을 
설정하여 점심식사 후 2시간 뒤에 혈당체크를하는 것을 기억하는데 좋았다고 합니다.” (협
동 구하기, 허락하에 설득하기 고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협동 구하기)
“흡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협동 구하기)
“○○님의 검사 결과입니다. 함께 검토하고 싶으신가요?” (협동 구하기)

E.4.f.3.a 이끌어내기-제공하기-이끌어내기(E-P-E) 대화는 협동 구하기의 예가 될 수도 있고, 되
지 않을 수도 있다. 각각의 항목을 나누어서 부호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동 구하기를 하지 않은 이끌어내기-제공하기-이끌어내기(E-P-E)
임상가: 임신 중의 음주에 대해 어떤 점을 알고 계신가요? (질문)
내담자: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임상가: 맞습니다. 임신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하기)

협동 구하기를 한 이끌어내기-제공하기-이끌어내기(E-P-E)
임상가: 임신 중의 음주에 대해 어떤 점을 알고 계신가요? (질문)
내담자: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임상가: 이 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이 술 마시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요? (협동 구하기)

이와 대조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임상가: 금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질문)
내담자: 패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패치는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하나

요? 1~2주 사용하면 되나요?
임상가: 패치는 금연을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4개월에서 6개월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보제공하기)

E.4.f.4. 자율성 강조하기 (emphasize)
자율성 강조하기는 변화에 대한 결정 또는 행동에 대한 내담자의 책임성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
춘 표현들이다. 내담자의 통제감, 선택의 자유, 개인적 자율성, 태도와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를 강조한다. 특정 행동 수행에 대한 내담자의 자기효능감, 자신감, 능력을 
강조하는 진술은 자율성 강조하기로 코딩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누구도 ○○님이 금주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성 강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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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사람은 ○○님입니다. 이 치료 계획에 무엇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율성 강조하기)
“몇 개의 과일과 야채를 먹을 것인지는 ○○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율성 강조하기)
“이것은 정말로 ○○님의 인생이자 길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오로
지 ○○님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자율성 강조하기)
“○○님은 어려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것이 ○○님의 삶에 통제감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다. ○○님이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면, 어느 정도 통제감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을 선택
할지 확실하지 않으신거군요.” (자율성 강조하기)
“이것은 ○○님이 보시기에 기회이자 도전이군요. 대안들을 견주어 보고 무엇이 최상의 것
인지를 판단하려고 하시는군요.” (자율성 강조하기)

금주
내담자: 영원히 금주할 수 잇다고 확신합니다.
임상가: 이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금주에 자신감이 있으시군요. (반영하기, 변화대화 일구

기)
임상가: ○○님이 선택이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확신이 있으

시군요. (자율성 강조하기)
임상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상당히 확신이 있으시군요. (반영하기, 변화대화 일구

기)
임상가: ○○님은 금주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군요. (반영하기, 변화대화 일구기)

혈당 체크하기
내담자: 매일 혈당을 체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1주일에 한번을 할 수 있겠어요.
임상가: 궁극적으로 얼마나 자주 혈당 체크를 할지는 ○○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율성 강

조하기)
임상가: ○○님이 고려하는 한 가지 변화는 주별로 혈당 체크를 하는 거군요. (단순반영, 

변화대화 일구기)
임상가: 매일 검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시군요. (복합반영, 유지대화 완화하기)

HIV 검사
내담자: 지난 주에 집에서 하는 검사에 대해 간호사와 이야기했어요. 약국에서 감사 도구를 

사서 바로 결과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임상가: 필요한 답을 얻기 위해 이해 행동을 하셨군요. (반영하기, 변화대화 일구기)
임상가: 이제 최상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님이 결정해야 합니다. (자율성 강조하

기)
임상가: 결과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복합반영)
임상가: 가정에서 하는 검사 도구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

을지 궁금합니다. (협동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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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가: 와우! 그것을 목표로 삼으셨군요. (인정하기)
임상가: 해야 할 것을 하셨군요. (인정하기)

E.4.g. 동기면담 불일치(MINA) 행동
동기면담 불일치 코드는 두 가지만 있으며, 설득하기persuade와 직면하기confront다.  

E.4.g.1. 설득하기 (E.4.b 참조)

E.4.g.2. 직면하기
이 코드는 임상가가 직접적으로 애매모호하지 않게 반대하거나 논쟁하고, 교정하고, 수치심을 주
거나, 비난하고, 비평하고, 명명하고, 경고하거나, 도덕화하거나, 조롱하거나, 내담자의 정직성에 
의문을 던지거나 함으로써 내담자를 직면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대화들은 힘의 불균형의 특성을 
가지며 비승인disapproval이나 부정negativity이 동반된다. 임상가가 질문과 반영을 사용하였더라도 목
소리 톤이 명확히 직면적이면 직면하기로 코딩해야 한다. 

내담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개방을 했던 부정적인 정보를 재진술하는 것이 직면이 될 수도 
반영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이 직면은 목소리 톤이나 맥락을 주의 깊게 들으면 정확하게 구분된
다. 

결정 기준 : 코더가 직면하기, 반영하기 둘 중에 어느 코드로 코딩할지 확실하지 않은 비교적 이
례적인 상황에서는 코딩하지 않아야 한다. 

“안타부스를 사용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건가요?” (직면하기)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직면하기)
“네. ○○님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직면하기)
“잠깐만요. ○○님 당화혈색소 수치가 12%입니다. 선생님은 탄수화물을 조절을 잘 하고 있
다고 말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정도로 높다는 것은 관리가 잘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직면하기)
“울고 있는 ○○님 자녀들을 생각하세요.” (직면하기)
“○○님의 음주에 대해 어떻든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직면하기, 트럼프 규칙으로 인해 
질문하기로 코딩하지 않음)
“○○님처럼 많이 마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는 정상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게 됩니
다.” (직면하기)
“적당하게 마시려는 ○○님 계획이 걱정 됩니다. 그것에 대해 ○○님과 이야기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협동 구하기)
“처벌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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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 수준이 ○○님의 삶의 위협이 된다고 말한 걸 기억하세요. 식단을 조절하지 못
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가지는 겁니다.” (직면하기)
“부모가 가까이서 지도하지 않은 아이들은 약물남용의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
해서 ○○님의 양육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직면하기 – 목
소리 톤에 귀를 기울일 것)
“계속 음주를 하신다면, ○○님을 도와 드릴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직면하기 
- 목소리 톤에 귀를 기울일 것)

임상가가 내담자의 강점, 장점, 긍정적 성취 등을 강조하기 위해 직면하기를 사용할 때는 인정하
기로 코딩해야 한다. 임상가가 명확히 내담자를 인정하거나 지지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라면 직면
하기는 아니다. 

최악의 엄마
내담자: 저는 최악의 엄마예요.
임상가: 아니예요, 아니십니다. ○○님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훌륭한 엄마입니다. (인정하

기)

콜레스테롤 개선
내담자: 이번 달에 많이 좋아졌어요. 과일과 야채를 매일 최소 3번 먹었거든요.
임상가: 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직면하기)
임상가: 식습관을 정말 많이 개선하셨네요. 장기적인 건강 목표와 관련하여 그것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기, 협동 구하기)

E.4.g.3. MINA 결정 기준
설득하기와 직면하기는 때로 중복될 수 있고 하나 이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그림 2]
의 위계를 사용해야 한다. 

그림 2: MINA 코드의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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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MITI에서 부호화 하지 않는 문장들

MITI는 철저한 코딩 시스템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장에는 행동 코드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조화 진술:             "이제 지난 주에 작성한 설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촉진적 진술:             "좋아요. 잘하셨어요."
지난 회기 내용 언급:     "지난 주 정말 피곤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불완전한 생각/토막난 말: "말씀하기로는……" (내담자가 끼어듬)
주제와 관련 없는 말:     "여긴 좀 춥네요.”

G. 코딩 면담 샘플의 대화 길이와 유형

녹음 사례의 길이는 20분을 코딩할 수 있도록 MITI가 개발되었다. 20분 이상의 길이의 전체 면
담회기를 다 코딩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녹음 사례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1) 코더들이 집중
력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2) 자료가 점점 많아져 총점을 내기가 힘들며, (3) 바쁜 현장에서 길게 
녹음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비디오 녹화보다는 녹음을 대부분 하고, 비디오 녹화 샘플로도 MITI 코딩을 할 수 있지만 시각
적인 정보를 수집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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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요약 점수

동기면담의 핵심 지표는 빈도수로 완벽하게 포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 점수 자체보다는 코
드의 빈도로 계산된 요약 점수가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질문 대 반영 비
율은 중요한 동기면담 과정을 간결하게 측정한다. 다음 계산식은 동기면담의 능력을 결정하기 위
한 성과측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 기술 총점 (Technical) = (변화대화 일구기 + 유지대화 완화하기) / 2

∙ 관계 총점 (Relational) = (파트너쉽 + 공감) / 2

∙ 복합반영 비율 = 복합반영 / (단순반영 + 복합반영)

∙ 반영 대 질문 비율 (R:Q) = 전체 반영 수 / 전체 질문 수

∙ 총 동기면담 일치 (MIA) = 협동 구하기 + 인정하기 + 자율성 강조하기

∙ 총 동기면담 불일치 (MINA)  = 직면하기 + 설득하기

이 계산식은 MITI 이전 버전들과 다르다. 

I. 임상가의 역량 및 숙련도 기준치

임상가의 역량과 숙련도 기준치는 아래와 같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기준치는 전문가 의견에 기초
하여 나온 것이지, 타당도는 현재 부족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타당도가 확보된 기준치를 나
오기 전까지는 아래 기준치를 임상가의 동기면담 능력과 숙련도를 평가하는 다른 평가 자료와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 

구     분 적절함 (Fair) 훌륭함 (Good)

관계 총점 3.5 4

기술 총점 3 4

복합반영 비율(% CR) 40% 50%

반영 대 질문 비율(R:Q) 1:1 2:1

총 MIA - -

총 MI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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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I 코드 목록

총점

변화대화 일구기       (Cultivate)
유지대화 완화하기 (Sidestep)
파트너쉽           (Partner)
공감                 (Empathy)

행동점수

정보제공하기          (GI)
설득하기              (Persuasion)
허락 하에 설득하기 (Persuasion with) 
질문               (Q)
단순반영           (SR)
복합반영           (CR)
인정하기              (AF)
협동 구하기          (Seek)
자율성 강조하기       (Emphasize)
직면하기           (Con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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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당신의 상담 개입에 MITI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

동기면담은 어떤 특정한 변화 목표에 관련되지 않은 보다 폭넓은 삶의 변화와 상황에 종종 활용
될 수 있다. 하지만 MITI는 이러한 경우의 상담 개입에 대해서는 가치 면에서 제한할 될 수 있
다. 좀 더 추상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코더가 내담자의 변화대화를 신뢰도 있게 평가하는 데 어려
워질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변화대화를 적절하게 유발하고 반응하고 있는지가 가능하기 어
려워질 수 있다. 

동기면담의 유발적 요인이 중요한데, 이것이 없다면 동기면담을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동구
를 사용하는 데는 빈약해질 수 있다. 수많은 중요한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는데, 임
상가는 어느 특정 방향으로의 내담자 언어에 영향을 주지 않기로 선택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임상가가 관계형성하기나 초점 맞추기 과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경우 동기면담
의 유발적 요소가 부재하기 때문에 MITI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동기면담 기술이 전
체적으로 면담에서 사용되는 경우 MITI가 가장 적절하게 적용된다. 

MITI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치가 제한된다.

∙ 변화 목표가 하나의 행동으로 특정될 수 없는 경우 (예, 의사결정)
∙ 임상가가 내담자로 하여금 특정한 목표로 가도록 영향을 주고 싶지 않은 경우 (평형상태)
∙ 임상가가 의도적으로 관계 형성하기나 초점 맞추기 만을 사용하는 경우

J.1 만약 변화목표가 하나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 개입이 하나 이상의 변화목표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 약물 복용 준수와 2. 
적절한 주거지 찾기’가 있다. 이 두 가지 변화목표가 내면적 사건이라기보다 내담자를 행동하게 
만든다면 MITI는 적용될 수 있다.

J.2. MITI 코딩을 하기 부적절한 변화목표의 예들

J.2.a.“의사결정하기making a decision”: 명확한 변화대화 없는 변화목표
만일 목표가 “의사결정하기”라고 한다면 변화대화의 내용은 딜레마의 한쪽 면이 되지 않을 것이
다(바람직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처럼). 하지만 언어 표현이 결정 자체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변화 목표가 금연이라면, 다음과 같은 변화대화가 가능하다. 

“금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금연하지 않으면 암에 걸릴 거예요.” 
“돈이 더 많이 모아졌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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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화목표가 “흡연에 대해 결정하기making a decision about smoking”라면, 이런 진술들은 변화대화
가 아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말들이 변화대화가 될 수 있다. 

“결정 할 필요가 있어요.”
“결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상태가 될거예요.” 
“이것을 처리한다면 상당한 안도가 될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건 싫습니다.”

의사결정하기에 대해 변화대화를 코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복잡한 과제이기 
때문에 심리측정학적으로 평가해 본 적이 없으며, 따라서 저자들은 MITI 4.0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J.2.b.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변화목표가 행동이 아닌 경우
비행동적 목표가 변화목표라면 변화대화를 정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만약 내담자의 목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말들이 변화대화로 인정할 수 있는가?

“저는 좀 더 자유롭게 화를 표현 할 필요가 있어요.”
“친구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바람들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자주 운동하고 적게 먹고 싶어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차크라chakras(역자 주: 차크라 명상, 신체의 기가 모이는 부위)를 더 잘 정렬시킬 거예요.”

앞의 각 예들을 각각 보면, 변화대화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는 판단하는 데는 전적으로 임
상적 맥락(그리고 임상가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고 덜 먹는 
것이 목표인 경우, BMI 25가 넘는 사람에게는 잘 맞다. 신경성 신욕부진Anorexia Nervosa의 내담자
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다. 또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목표에는 그 어느 것도 맞지 않을 수 있
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런 상황에서 코더가 신뢰성 있게 변화대화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더간 신뢰도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MITI 4.0(이전 버전과 마찬가지
로)에서는 목표행동이란 것을 규정한 바 있다. 

J.3. 만일 면담에서 관계 형성하기와 초점 맞추기 영역만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면담이 변화를 유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MITI의 몇 개의 하위 척도들은 임
상가의 기본적 상담기술을 평가하는 데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 파트너십과 공감 총점과 더불어 
질문하기, 반영하기, MIA, MINA 등의 행동 점수는 면담에서 비지시적 접근nondirective approaches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모두 다 제공해 줄 것이다. 이것은 적절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채택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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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자주 하는 질문들 (FAQ)

1. 면담회기가 20분 길이보다 짧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10분보다 짧다면 총점을 측정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2~5분 정도로 극히 짧은 회기에 대해서는 
행동 점수만 평가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2. MITI 4.0에서 동기면담 정신을 어떤 식으로 포착할 수 있나요?
동기면담 정신은 MITI 4.0에서 더 이상 측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파트너십과 내담자의 변화 
이유  유발하기와 같은 동기면담 정신의 중요한 영역들은 여전히 MITI 4.0에서 측정한다.

3. MIA와 MINA의 요약점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었나요?
MITI 이전 버전에서는 MIA 및 MINA 행동 비율을 계산했었다[MIA비율 = MIA/(MIA+MINA), 
MINA비율 = MINA/(MIA + MINA)]. 이러한 비율들은 특별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
는데, 특히 MIA 또는 MINA 행동이 없는 면담회기에서 그러했다. MIA 및 MINA 행동비율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MITI 4.0에서는 생략하였다.

4. MITI 4.0의 기준치는 무엇인가요?
MITI 4.0의 기준 점수는 이전 버전들처럼 직설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저자들의 동기면담 적용
에 대한 이해가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것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평가들이 새로운 버전에서 수정되
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전 버전과 비교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많은 평가에 대해 추
천할 만한 경험적 자료가 부족하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 자료들이 나올 거라 기대한다.

몇 가지 주목할 사항: 

MITI 4.0에서는 관계 요인의 기준치가 기술 요인보다 더 높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관계형
성하기를 하는 관계들이 유발하는 기술 요인들을 위한 토대로서 동기면담이 강조하고 있는 현
재의 이론적 틀을 반영하는 것이 된다.

저자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복합반영의 기준치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경험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며 특히 질문과 반영의 비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MIA, MINA의 기준치는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대로 두었는데, 왜냐하면 기준치를 
알려 줄 만한 기준치가 없다. 우리가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치료 충실도treatment fidelity를 기록하
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임상연구에서는 MITI 4.0 점수들을 모두 다 전체기록하기를 바란다. 임
상적인 성과와 연결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MIA, MINA 기준치에 대해 자
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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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락이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정보가 설득하기에 가깝게 보이는 경우, 허락 하에 설득하기
persuade with permission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총점, 특히 파트너십 점수를 임상가가 정보제공하기, 허락구하기, 또는 제언이나 의견 제공하
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서는 파트너십 점수를 
낮추어 버릴 수 있다. 하지만 허락을 구한 설득하기 점수는 매길 수 있는 경우이다.

1. 내담자가 매번 코멘트를 할 때마다 허락을 구하는 경우
2. 허락을 구하는 목소리 톤이 형식적이거나 진실하지 않은 경우
3. 허락 구하기를 하고 나서 내담자가 답을 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 경우
4. 허락 구하기 경계선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경우, 즉 음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리를 

물은 후 정보를 주고나서 그 밖의 생활습관이나 행동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고 받은 다음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쏟아 붓는 경
우 (또는 한참 동안 계속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유지대화가 면담회기 내에서 발생하지 않을 때 ‘유지대화 완화하기Softening Sustain Talk 척도’는 
어떻게 점수화합니까?

저자들은 면담회기 내에서 왜 유지대화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내담자가 진정 그런 
어떤 것도 제공할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임상가가 유지대화를 이끌어 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숙련되었기에 그럴 수도 있다.

유지대화 완화하기(SST) 높은 점수는 유지대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주어질 수 있다. 본질적
으로 임상가는 유지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유리한 해석’을 취하는데, 이는 가끔 이상하게 
높은 SST 점수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것은 SST에서 불확실성 요소이다. 유지대화가 빈번하지
는 않지만 그것이 발생했을 때 임상가가 적절하지 않게 반응했다면 SST 점수는 낮게 평가되
어야 한다.

7. 임상가가 공감을 전달하거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하여 내담자의 유지대화를 반영하거나 관
심을 기울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라운더Rounder’ 비디오(역자주: 동기면담전문가 훈
련 DVD 사례 중 하나)에서 처음 12번의 반응이 유지대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
고 나서 유지대화가 증가합니다. 이럴 경우 SST 점수를 낮은 평가해야 하나요?
동기면담의 관계 요인과 기술 요인 간에 절충이 일어나는 사례는 자주 있다. 치료자가 협동적 
관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대화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종종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라운더Rounder’ 면담회기는 후반부에 협동관계가 구축하는 몇 가지 훌륭한 SST 사례를 보여준
다. 총점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은 전체로서의 바로 그 회기이고, 코더는 점수를 부과할 때 내
담자가 발하는 언어의 패턴과 모멘텀momentum을 고려해야 한다.

8. 결정저울decisional balance 활용시 어떻게 SST를 점수화 하나요?
진정한 결정저울에서는 변화 등식의 양측이 똑같이 탐색된다. 유지대화를 완화하려고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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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그것을 충분히 끌어낸다. 이럴 경우, 이후 면담에서 SST 점수가 ‘끌어올려지지’ 않
는다면 SST 점수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9. 협동 구하기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을 물어보는 경우 코딩 될 수 있나요? 
(예, 이끌어내기-제공하기-이끌어내기 형식 또는 평가 피드백)
임상가가 내담자와 협동하고 힘을 나누기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코더가 느낀다면 
‘협동 구하기Seek’ 코드는 언제든지 부과될 수 있다. 코더가 그러한 노력을 못 느낀다면 ‘협동 
구하기Seek’ 코드는 보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상가가 힘을 나누어 가지려는 분명한 시도 
없이 단지 내담자의 이해도를 시험하는 것을 보일 경우이다. 내담자에게 수사적, 기계적이거나 
피상적인 질문들(“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는 협동 구하기Seek로 코딩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다. 코더는 결정할 수 없다면 협동 구하기 코드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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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I Coding & Feedback Sheet

▣ 총점 (Global Scores)

 
▣ 행동점수 (Behavior Counts)
정보제공하기
Giving Information (GI)
설득하기 
Persuade (Persuade)
허락 하에 설득하기
Persuade with Permission (Persuade with)
질문
Question (Q)
단순반영
Simple Reflection (SR)
복합반영
Complex Reflection (CR)
인정하기
Affirm (AF)
협동 구하기
Seeking Collaboration (Seek)
자율성 강조하기
Emphasizing Autonomy (Emphasize)
직면하기
Confront (Confront)

  

    

시작 시간/문장

종료 시간/문장  

코딩 샘플 번호 코더 평가일

변화 목표

기술 요인

변화대화 일구기
Cultivating Change Talk 1 2 3 4 5

유지대화 완화하기
Softening Sustain Talk 1 2 3 4 5

관계 요인

파트너쉽
Partnership 1 2 3 4 5

공감
Empathy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