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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과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전문상담교사 직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

담교사 중 학교에 비교적 잘 적응하였다고 추천된 경우와 자기 스스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자원자를 모집하였다. 그 가운데 학교 근

무경력이 만 2년 이상이고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70%

내외로 보고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범주가 포화되는 시점인 15명을 대상

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연구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해 일반교사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한 경우와 전문상담사

로 근무하는 참여자 4명을 함께 면담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 접근방법(Strauss & Corbin,

1990, 1998)의 주요 절차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코딩(open coding)

과정을 거쳐 면접 자료를 범주화한 결과 140개의 개념, 59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2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은 ‘기준이 될 만한 행정 체제 미비’, ‘학

교의 상담 여건이 미흡함’, 그리고 ‘교사 또는 상담자의 매력에 따라 직

업을 선택함’으로 나타났다. 현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패러다임 전

체의 배경이 되는 맥락(Context)은 ‘학교 조직의 독특성’, ‘상담에 대한

낮은 인식’,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상담의 필요성 강조’, ‘제도 운영

초기 10년의 불안정성’,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상

담 관련 경험’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주요 현상

(Phenomenon)은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이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작용/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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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변인-성격, 많이 돌아온 길, 꿈과 비전’, ‘상담자로서 보람을 느낌’,

‘교사라는 직업이 지닌 매력에 집중함’,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특정한 역

할이 안정됨’, 관계적 측면에서 ‘관리자, 부장교사의 지원으로 힘이 실림’,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커뮤니티와 교사들의 관계에서 지원을 받음’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Strategies)은 개인 내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기대와 현실의 요구를 조정함’, 외적, 행동적 측면에서

‘역할을 조정하고 전문성 증진을 위해 힘씀’, ‘목적에 따라 교사들과의 관

계 특성을 다르게 함’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과(Consequences)는

‘일정 부분의 역할 안정, 정체성 이해, 전문성 획득’, ‘심리적 안정감이 생

김’, ‘인식의 변화, 긍정적인 피드백이 유지됨’이라는 좀 더 능숙하고 결

과적인 측면과 ‘남은 해결과제를 생각함’, ‘상담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함’의 계속적이고 과정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 짓는 과정분석을 통해, 참여

자들의 적응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전문상담교사의 적응유형은 교직전문

성 추구형과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두 가지 상위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교

직전문성 추구형의 적응과정은 무조건적 수용 단계, 갈등 단계, 선택 및

집중 단계, 안정 및 개별화 단계의 4단계로 정리되었다. 상담전문성 추구

형의 적응과정은 열정 단계, 갈등 단계, 선택 및 집중 단계, 안정 및 개

별화 단계의 4단계로 정리되었다. 두 상위유형의 적응 단계에서 같은 이

름으로 표현된 갈등 단계, 선택 및 집중 단계, 안정 및 개별화 단계는 명

칭은 같지만, 실제적인 단계의 내용 면에서 행동 양상에 차이가 있다. 교

직전문성 추구형과 상담전문성 추구형 구분의 기준이 되는 특성은 전문

상담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주요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주요

한 역할을 무엇이라 인식하고 있는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교직전문성 추구형은 경제적인 필요와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외재적 동

기를 직업 선택의 주요 이유로 고려하였다. 이 유형은 교사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능숙하게 적응하고 학교에서 부여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학교 조직의

일원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현실에서의 조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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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를 이루어가는 유형이다. 교직전문성 추구형의 하위유형은 ‘변화주도

형’, 경험통합형’, ‘순응형’과 ‘타협형’의 4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상담전문

성 추구형은 상담에 대한 열정이 높고 치료적인 상담을 구현하려는 내재

적 동기가 높다. 이 유형은 상담자로서 역할 인식이 높으며 상담 전문성

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유형이다.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경우 학교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과 관련하여 내적, 외적인 갈등을 느끼고 상담자로

서의 정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한다는 특징이 있다. 상담전문성 추

구형은 다른 하위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셋째,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에서 핵심범주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에 대한 상호합의와 전문성 함양을 통해 직업정체성을 형성해 나감’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 내적 측면, 상호작용 측면, 환경 측면이라

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가설적 관계를 진술문으로 정리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응’의 개념, 적응과정이 의미하는바, 그리고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

문상담교사의 독특한 직업 적응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초기 이론을 구축

하고 제도의 시행 초기 단계에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참여자

들의 경험과 인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담 전공자 중 학교상담자로서의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상담자들

에게 진로 선택 과정에 도움이 되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였다는 의의

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

해 전문상담교사 역할 수행의 역할 모형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서 내담

자인 학생들의 안정을 돕고 학교상담을 발전시켜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

로 기대하는 바이다.

□ 주요어 : 전문상담교사, 직업 적응, 적응과정, 학교상담, 학교상담자,

근거이론

□ 학 번 : 2009-30368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10

Ⅱ. 이론적 배경 ················································································11

1. 직업적응이론 ·······················································································11

1) 직업적응이론 ····················································································11

2) 직업 적응의 구성 요소 ··································································14

3) 직업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

2. 교사 및 상담자의 직업적응 및 발달 ·············································20

1) 교사의 직업적응 및 발달 ······························································21

2) 상담자의 직업적응 및 발달 ··························································24

3. 학교상담과 전문상담교사 ·································································28

1) 국내 학교상담 인력의 변화과정 및 현황 ··································28

2)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직무 ························································35

3) 전문상담교사 관련 연구 동향 ······················································44

Ⅲ. 연구방법 ·······················································································47

1. 근거이론 접근방법 ·············································································48

2. 주요 연구절차 ·····················································································49

3. 연구 참여자 ·························································································52

4. 면담 ·······································································································57

5. 면담자료 분석 ·····················································································60

6. 연구의 신뢰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64



- v -

Ⅳ. 연구결과 ·······················································································66

1. 전문상담교사 직업 적응과정의 기본 구조 ···································66

2.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 이야기 ·········································73

3.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 주요 단계 및 유형 ···················119

4.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 핵심범주와 적응과정 이론 ·····135

Ⅴ. 논의 및 제언 ··············································································139

1.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 ·······················································139

2. 전문상담교사 직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8

3. 연구의 의의 및 제언 ·········································································159

참고문헌 ······························································································162

부록 ······································································································179

<부록 1>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180

<부록 2> 면담 질문지 ··········································································184

<부록 3> 결과 분석 추가 자료 ··························································187

ABSTRACT ······················································································189



- vi -

표 목 차

< 표 1 > 교사 발달 단계의 구분 ···························································23

< 표 2 > 국내 학교상담 발전사의 주요 사건 ·····································29

< 표 3 >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 ·······························32

< 표 4 > 종합학교상담 모델에 따른 학교상담교사의 역할 ·············36

< 표 5 >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직무 ·················································38

< 표 6 > 학교상담교사 역할 공통 내용 ···············································39

< 표 7 > 전문상담교사 직무 활동 비율표 ···········································41

< 표 8 > 국내의 전문상담교사 및 제도관련 선행 연구 분류 ·········45

< 표 9 >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55

< 표 10 >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 하위개념 및 범주 ························67

< 표 11 >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135



- vii -

그 림 목 차

[그림 1] 만족, 충족, 직업적응의 관계 ····················································12

[그림 2] 적응양식 차원들 간의 관계 ······················································13

[그림 3] Getzels-Guba의 학교행정 모형 ···············································20

[그림 4] 본 연구의 진행과정 ····································································51

[그림 5] 패러다임 모형 ··············································································62

[그림 6]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118

[그림 7] 변화주도형의 직업 적응과정 ····················································123

[그림 8] 경험통합형의 직업 적응과정 ····················································124

[그림 9] 순응형의 직업 적응과정 ····························································126

[그림 10] 타협형의 직업 적응과정 ··························································127

[그림 11]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직업 적응과정 ····································133

[그림 12]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 ··············································134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자이자 교사이며 동시에 전문가임을 기대 받는 학교

상담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특히, 전문상담교사는 기존의 교사를 학교

상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식 대신 ‘상담’ 관련 전공자들을 임용 고시를

거쳐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해나가는 것은 전문상담교사 개인의 진로 발달

뿐만 아니라 학생의 정서 안정을 지원하고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

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는 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하지만 2005년 9월의 학교배치를 시작으로 9년이 지난 지금, 전문상담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해나가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을 둘러싼 논란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 적응을 측정하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직무만족도가 전문상담교사의 적응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적 만족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직업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특히 처우와 관

련하여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영희, 허승희, 2007). 또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수행과 관련

이 깊은 Wee 프로젝트의 성과 연구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만족도가 전반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상근, 2011). 이와 다르게 일부 연구에서

는 만족의 여러 측면 중 경제적인 보상이나 직업적 안정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금명자, 정경미, 이미숙, 2009).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는 전문상담교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지위의 특성, 역할의

특수성 등 복합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지만, 특정 영역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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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평가에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전문상담교사

개인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한 가지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문상담교사의 소진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소진(burnout)’을 경험한다. 이러한 소진은 교사와

상담자들 같은 조력전문가에게 공통적인 현상이다(유정이, 박성호, 유성

경, 2003).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교사와 상담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역할 독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소진 현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것

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학교 현장의 많은 전문상담교사가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박근영, 임은미, 2014; 서문희, 2011; 서지영, 2011). 전문

상담교사의 소진은 전문직 정체성에 의해 조절되거나(김정숙, 유금란,

2010), 직무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서진희,

2014), 역할 수행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지

영, 2011).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 기초할 때,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 중 중요한 요소는 자신 및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자신의 스트레

스 조절과 같은 개인의 내적인 요인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여러

사람에게 같은 환경 조건과 같은 수준의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받아

들이는 개인의 인식 차이에 따라 적응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진’에 관련된 연구 결과는 전문상담교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

려움과 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근거자료가 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소진을 넘어서 자신의 직업 생활을 만족스럽게 영위하고 있는 전

문상담교사들의 적극적인 대처방식과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학교 상담 서비스의 수요자 관점에서 인식의 변화가 미비하고,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해 인식이 서로 다르다.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대체로 높은 편이나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인지도 및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고(이성혜, 2009; 진해영, 2007), 전문

상담교사가 더 시행하기를 기대하는 역할이 진로 및 진학상담으로 나타

나는(배인수, 이윤주, 2012) 등 명확한 역할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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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학생들 역시 상담실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담실을 찾는 경우도 드문 것으

로 나타나는 등(배인수, 이윤주, 2012) 수요자 입장에서도 만족을 보장하

기 어렵다.

넷째,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상

담교사는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른 학교상담 인력

과는 달리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최상근,

2011)는 전문상담교사의 지위를 위협할만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물론, 상

담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상담 역량에 대해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지속적

인 배움과 연찬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정한 연

수 과정을 거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직업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다른

자격의 획득을 위해 노력하거나, 지속적으로 연수를 받고 학위 과정에

진학하는 등 전문성 추구 활동의 중요도가 높고 장기화한다는 면은 자세

히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이러한 전문성 추구가 일정한 역량을 갖춘

이후에 더욱 발달하기 위한 전문성의 심화 과정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상

담을 수행할 필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직무만족과 소진, 그리고 직무충족,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직업적응이론(Theory of Work Adjustment: TWA)에서 중요한 개념으

로 언급되는 만족(satisfaction)과 충족(satisfactoriness)의 관점(Dawis &

Lofquist, 1984)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직무만족과 소진에 대한 내용은

전문상담교사 각 개인의 관점에서 직업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개인의 관점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직무충족과 전문성에 대한 내용은 학

교상담 수요자인 조직과 환경의 관점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때 개인과

환경은 서로 조화를 이루려는 기본 동기가 있고 이를 통해 개인의 관점

에서 만족, 조직의 관점에서 충족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직

업적응이론의 기본 관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직업적응이론의 적용을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을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 전문상담교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한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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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을 실제적이고 종합적으로 탐색한 예가 거

의 없고 이를 직업적응이론에 견주어 살펴본 예 역시 많지 않은 상황이

기 때문이다.

직장에서의 적응의 문제는 일반적인 직업에서 역시 중요한 문제이고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단번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

만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첫째,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자로서 그 존재 자체가 치료적 도구

가 된다(김계현, 2000; Corey, 2012; Norcross, 2000). 학교상담의 효과성

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개입 방안은 결국 전문상담교사라는 인적자원 자

체를 가장 치료적이고 적응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전문상담교사가 적응

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학교상담은 정체될 수밖에 없으며 내담자에게 적

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 상담자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학생에게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문상담교사의 적응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어려움의 강도 역시 낮출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가져올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비율

이 높지 않고 확대 배치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서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된다면, 전문상담교사제도

의 확대는 실현되기 어려워지고 현직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역시 어

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셋째, 학교 내 다른 상담 인력들과의 상대적 비교는 전문상담교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교육 복지를 위해 투입되고 있는 여러 전문 인력

은 정체성을 찾아가고,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는 데 더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최상근, 2011). 일례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학교 현장에 배치 비율이 높고 교육과정과 관련 법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김희대, 2013).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배

치 비율도 낮고 추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상담교사만의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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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영역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전문상담교사를 더욱 위축

시킬 수 있다.

넷째,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가 확

립되어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직업적응이론의 관점이 가진 포괄성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연

구된 예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을 이

해하기 위해서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를 구성하는 상담자와 교사로서의 역

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이 상담자 또는

교사의 직업 적응이론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역시 파악

하기 어렵다. 정리하자면,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이 직업적응이론

(TWA), 교사의 적응 및 발달, 그리고 상담자의 적응 및 발달 등의 기존

이론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지 또는 기존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전문상

담교사에게 적합한 이론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문상담교사로서 직업 적응을 이루어가고 있는 역할 모델

의 발굴이 필요하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전문상담교사는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자신이 제대로 된 길

을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은 현직 전문상담교사의 수퍼비전 요구가 높다는 것

(김혜숙, 이기학, 2012)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전문상담교사는

자신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멘토를 찾고 역할 수행에 대해 점검받고자 하

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 하지만 수퍼비전의 관점에서도 수퍼비전을 과연

누가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학교상담자로서의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

을 동시에 지닌 학교상담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현장의 독

특성은 학교상담자로서의 실무 경험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고, 현장 경

험이 없는 수퍼바이저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장

할 수 없다. 결국은 학교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로서 경험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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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델이 될 만한 전문상

담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직업 적응과정과 영향요소를 파악하고 수퍼비전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요소를 파악하는 것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수퍼바이저들에게

수퍼바이지의 상담 환경을 이해하는 자료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계와 교육행정가,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집단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한 바 있다. 일례로 전문상담교사의 연수 요구를 분석하여

실제에 반영하려는 노력(김혜숙, 이기학, 2012; 이지희, 김희대, 이상민,

2012)과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평가하여 활동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전문

상담교사 자문 지원단 발족, 전문상담교사 대상 직무연수과정 개설, 수퍼

비전 실시,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협의회 구성(김인규, 2009) 등을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안정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전문상

담교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문상담교사제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전문상담교사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직업 적응을

이루는가의 문제에 대한 관점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전문상담교사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은 제도의 성과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김동일, 신을진, 안현의, 2005; 김인규, 2009; 김인규,

조남정; 2011; 배인수, 이윤주, 2011; 유형근, 2006; 최보영, 이지희, 이상

민, 2010; 홍대우, 2010), 역할 요구 및 기대, 갈등과 직무분석 등 역할

및 직무에 대한 연구(강진령, 손현동, 조은문, 2005a, 2005b; 권순명,

2000; 금명자, 2007; 김인규, 조남정, 2010; 김정숙, 유금란, 2010; 김학일,

2004; 김현래, 이종연, 2003; 김현숙, 심혜숙, 2008; 유순화, 류남애, 2006;

허승희, 박성미, 2008), 학교상담 모형 및 교사자문 모형(강진령 외,

2009; 강진령, 강복란, 2005), 전문상담교사의 만족도, 직무스트레스(금명

자, 정경미, 이미숙, 2009; 이현아, 이기학; 2009; 조영희, 허승희, 2007),

그리고 진로교육, 집단따돌림, 장애이해교육 등 특정 영역과 관련한 연구

(권효진, 이숙향, 2008; 이현림, 2005; 오인수, 2010) 등이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한 역할의 명확화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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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모형구축, 제도의 발전 방향 등 제도의 측면과 제도 시행의 효과,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전문상담교사라는 인적 자원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개인의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의 경험 자체를 다룬 연구라 할지라도 연구 대상이 일반 교

사 출신의 전문상담교사이거나(박경애, 방기연, 2007), 접근 방식에 있어

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둘러싼 전반적

인 인식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이규미, 권해수, 김희대, 2008) 등,

전문상담교사 개개인의 적응 과정을 조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일

부 연구는 앞서 설명한 소진과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상황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적응을 살펴본 논의

는 찾아보기 힘들다. 소진, 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제기하는 연구

의 제한점이 원인과 해결 및 예방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는 점을 고려한다면(유정이, 박성호, 유성경, 2003), 전문상담교사의 적응

및 발달에 대한 관점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의 당위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

고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의 문제는 주요한 연구의 관심이 되지 못하

였다. 전문상담교사의 적응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상

담교사의 경험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들이 직업적으로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실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경험 자체에 관심을 두고 전문

상담교사 개개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방식을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적

응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살펴보아 적응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는 결국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을 설명

할 수 있는 초기 이론을 구축하고 직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 전문상담

교사의 적응 및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학교상담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 폭력의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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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만족과 충족의 관점을

갖추고, 이전의 교사로서의 직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인 접근의 방식에

의한 연구에서 연구자의 중립적인 시각이 중요하며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에 대한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전에 교사로서 재직하였

던 상태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한 경우와 계약직으로 학교상담을 담당

하는 전문상담사에 대한 면담을 함께 실시하여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하

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접근방법(Strauss & Corbin, 1990, 1998)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의 연구

방법은 행동,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여 현상의 실체를 이

해하기에 적합하다(Creswell, 2010)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거나 기존의 이론으로 조명할 수 없는 새로운 초기

이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리고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맥락의 측면을

함께 조망할 필요성이 높은 연구 주제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

상담교사제도가 시행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초기라는 점, 전문상담

교사의 직업 적응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 전문상담교사 선행연구에서 적응 및 발달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직업적응이론, 상담자 적응 및 발달, 교사 적응 및 발달

이론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제한적이라는 특징 등에 착안하여 근

거이론의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의 적용을 통한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 연

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닐 것이다. 첫째, 상담자에게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조망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허재경, 김지현, 2009), 본 연구를 통하여 전문상담교사에게 자신의

경험을 거시적 안목과 과정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틀은 전문상담교사 직업 적응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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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전문상담

교사로서 적응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들에게 적응의 방

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

담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적 요인은 상담자 자신임을 고려할 때, 전문상

담교사의 직업 적응을 이해하고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학교상담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를 돕는 일

일 것이다. 넷째, 전문상담교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이해하고 예비·현직

전문상담교사에게 직업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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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초기 불안정성과 학교 조직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교사로서 직업적 적응을

이루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직업적으로 적응을 잘 이루었다고 인식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

정을 파악하는 것은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전문상담교사

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직업

적응의 전체적인 과정을 조망하고 자신의 적응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연구문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다음으로 전문상담교사들의 직업 적응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요인과

어려움을 야기했던 영향 요인들을 발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적응과정

의 어느 국면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연구문

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전문상담교사 직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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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일반적으

로 직업에서의 적응 문제를 다루는데 많이 활용되는 ‘직업적응이론

(Theory of Work Adjustment: TWA)’을 살펴봄으로써 직업 적응에 대

한 기본 관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직업의 적응을 평가하는 만

족과 충족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전문상담교사의 적응에 견주어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전문상담교사 직무의 구성요소가 되는 교사와 상담자의 직업 적

응에 대한 관점 및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전

문상담교사가 교사이자 상담자라는 다중 역할을 요구받는다는 역할의 특

수성을 고려할 때, 교사와 상담자의 직업 적응을 통해 예견할 수 있는

적응과정과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이해하는 데 개념

적 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전문상담교사제도에 대한 관심으

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를 구체화할 수 있

었던 주요한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업적응이론

1) 직업적응이론

직업적응이론은 ‘개인-환경 일치이론’에 속하는 것으로 Dawis와

Lofquist(1984)의 초기 이론을 개인-환경 조화이론(person-environment

correspondence theory: Dawis, 2002; Lofquist & Dawis, 1991)으로 수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환경 조화이론’이라는 명칭보다 ‘직업적응이

론’이라는 명칭 자체가 더 익숙하게 활용되어 오고 있다(김봉환 외,

2013). 직업적응이론의 개념적 틀은 크게 개인 성격의 구조와 양식을 설

명하는 성격이론, 직업 환경의 구조와 양식을 설명하는 직업환경이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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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환경의 조화에 대해 설명하는 직업적응이론으로 나누어진다.

Dawis와 Lofquist(1984)는 직업적응이론(Theory of Work

Adjustment: TWA)에서 직업적응이란 개인과 직업 간의 욕구와 강화요

인 사이의 관계로서, 개인의 욕구가 환경의 강화요인에 의해 만족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족(satisfaction)과 환경의 요구조건이 개인의 능력 또는

기술에 의해 충족되는 것을 의미하는 충족(satisfactoriness)으로 구성된

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직업적응이론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처한 직업 환

경과의 관계에서 적응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개인과 환경은 서로 조화

를 이루려고 하고, 조화를 이룬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본적인 동기가 있

다(김봉환 외, 2010). 이 때 개인과 환경의 호혜적이고 일치적인 관계를

조화 혹은 일치(correspondence)라고 하는데 개인이 환경이 원하는 기술

을 가지고 있고 직업 환경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강화인을 가지

고 있을 때 비로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개인과 환경간의 조화는 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

정이며, 이를 직업적응이라고 한다.

[그림 1] 만족, 충족, 직업적응의 관계(Dawis & Lofquist, 1984,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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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응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만족(satisfaction)과 충족

(satisfactoriness)이다. 만족은 조화의 내적 지표로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충족은 조화의 외적 지표로 직업에서 요구하는 과제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다(김봉환 외, 2010). 즉, 개인 욕구의

만족과 직업 욕구의 충족은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화를 나타내는 직업적

응의 두 가지 지표이다. 이러한 만족, 충족과 직업적응의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직업적응의 과정을 개인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려는 역동적인 노력의

과정이라고 간주할 때 개인과 환경의 적응과정에는 각각의 고유한 성격

뿐 만 아니라 적응양식(adjustment style)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적응양식이란 개인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유연성

(flexibility), 적극성(activeness), 반응성(reactiveness), 인내

(perseverance) 등과 같은 행동들이다. 개인의 직업적응양식 차원들의 관

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적응양식 차원들 간의 관계 (Lofquist & Dawis, 1991,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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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자신과 환경의 부조화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면 별다

른 대처 행동 없이 환경에 적응하게 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인

경우 적응 행동을 통해 대처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적극적인 행

동이나 반응적 행동은 부조화를 줄이고 조화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다만, 각 개인에 따라 이러한 노력의 강도와 지속시간은 달라진

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부조화의 정도가 수용범위로 들어오게 되면 개

인-환경의 적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업적응이론은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을 설명하는 데

기본적인 틀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적응은 일반

교과 교사, 또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와 다르게 상담자로서의

독특성이 역할 인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다. 또한 현재의 제도와 학

교 환경 내에서 직업적응이론에서 제시하는 만족과 충족을 동시에 이루

기가 어렵다는 구조적인 특성을 지닌다. 물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직

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조화와 일치를 쉽게 이루는 경우 역시 존재하

겠지만 전문상담교사가 경험하는 불일치와 부조화의 수준이 높은 상태에

서 온전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의 능동적인 역할의 수행을 위해 주어진 ‘교사’

라는 타이틀은 직무의 충족이라는 조건을 달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직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전문상담교사 개인의 입장에서도 부조화와 불

일치가 발생하는 중에도 전문상담교사라는 직업의 안정성과 교사라는 직

업이 가지는 매력에 따라 현 체제에 머무를 것을 선택하는 다른 의미의

‘적응’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상

담교사의 직업 적응의 과정을 앞서 설명한 직업적응이론에 비추어 살펴

보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

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직업 적응의 구성 요소

전문상담교사가 직업적으로 적응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



- 15 -

니는지 또한 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직업

적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의 답

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

정을 이해하기 위한 지표로서 직업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되는 여러

요소 중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충족, 이직의도의 4가지에 대해 살펴보

고 향후 결과 분석을 통해 밝혀지는 내용과 견주어보고자 한다.

가.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몰입은 개인이 소속된 조직에 대하여 애착을 가짐으로써 그 조직

에 남아 있으려 하고 조직을 위해 더 노력하며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기

꺼이 수용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흔히 ‘애사심’이라는 개념

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백기복, 2002). 이러한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몰입하는 이유에 따라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지속적 몰입(continuous commitment), 규범적 몰입

(normative commitment)으로 구분될 수 있다(Allen & Meyer, 1990). 정

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과 동일시에 의한 것으로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몰입하는 상태이고, 지속적 몰입은 위험과 비용을 고려하

여 자격을 유지하려는 소극적인 심리적 상태로 개인의 필요와 관련된다.

그리고 규범적 몰입은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압력과 같은 심리적 부담이

나 의무감에 의해 몰입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중에서 Porter et al(1974)

은 정서적 몰입에 집중하여 조직몰입을 ‘개인의 특정 조직에 대한 동일

시 및 관여(involvement)의 강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조직몰입은 기존

의 직무만족이나 다른 직무태도변인들보다 결근이나 이직 등과 같은 행

동들을 더 잘 예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Williams & Hazer, 1986).

나.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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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긍정적인 감정상태로(Locke, 1976)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정도

(Spector, 1997)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Porter와 Lawler(1968)는 보

상의 공정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실제로 얻은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식하

거나 보상이 더 많은 경우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직무만족은 보통 자기보고로 평가되는데, 수퍼바이저, 배우자 또는 동

료의 평정으로 자료를 얻기도 한다. 그럼에도 직무만족의 결정권자는 근

로자 자신이며, 직무만족은 주관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만

족은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주로 연구되는 변인은 사람, 환경, 사

람-환경 상호작용(적합성), 통합적 관점을 중점적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직무만족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직무만족을 위한 상담과정에서는 직무의 불만족의 근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데 불만족의 원천이 탐색된 이후에는 현재 업무 상황에서 제한이

되어 있는지 또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유용하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직

무 전반적 요인(급여, 승진, 기업 정책, 업무 절차, 조직 구조 등), 작업

환경적 요인(감독 스타일, 의사결정 과정, 작업집단의 규모, 동료 및 상

사/부하와의 관계, 작업장 환경), 직무 내용적 요인(맡은 직무의 범위와

한계 및 할당량,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존재 여부 등), 그리고 기타요인

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직위, 근속연수, 소지 기술, 지식, 연령, 성별, 학

력)이다(이상득, 2004). 또한 채영병(2005)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직무만족

변인을 인간관계, 근무환경, 전문성신장, 담당직무, 보상체계, 행정체제,

사회적 인식이라는 7개의 요소로 정리하였다.

다. 직무충족(job satisfactoriness)

직무충족은 근로자에 대한 조직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충족은 객관적

이고 주관적인 다양한 자료를 준거로 개인의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판단

하는 것으로 조직 또는 조직의 대표가 평정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수퍼바이저의 성과 평가로 직무충족을 측정하고 장면에 따라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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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구(예-업무 시뮬레이션 그리고 일 샘플 테스트, 고객 만족 또는 불

평의 기록, 생산성 측정, 업무 지식 테스트, 훈련 시 성과 측정)를 활용

하기도 한다. 이러한 직무충족은 업무 성과(performance)라는 용어로 사

용되기도 하는데 성과는 역할 기능에 대한 객관적이고 자료에 기반을 둔

지표를 함축한다. 업무 성과의 다양한 영역에는 과업 수행, 맥락성과, 또

는 조직시민행동(Katz & Kahn, 1978)이 포함된다.

직무충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직무수행이나 직무태도의 맥락에서 이루

어져왔는데(안성철, 2009; 이인재, 1993; 이정욱, 김진모, 2012; 정윤경, 정

철영, 2006; Meyer et al, 1989; Saks, 1995), 직무수행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보여준 노력의 결과이며(이인재,

1993), 직무태도는 직무와 관련된 감정, 생각, 애착에 대한 평가로서 대

표적인 직무태도로는 앞서 설명한 조직몰입이 있다(Judge &

Kammeyer-Mueller, 2012).

라.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

이직은 어느 조직에 가입해 있는 구성원이 그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이며 조직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개인이 조직에서 구성원으

로 자격을 종결짓는 행위(Mobley, 1982)로 정의된다. 이러한 이직은 조

직 내에서 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힘든 까닭에 행동적인 의미

보다 그 의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이직 의

도가 이직 행동에 선행하며 이직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라는 연구 결

과(Mobley, 1977; Bluedorn, 1982; Steel & Ovalle, 1984)를 통해 이직 행

동을 설명하려 한다. Mobley(1982)가 제시한 직무만족과 이직행동 사이

의 심리적 의사결정 단계 모형에 의하면, 개인이 이직을 할 것인가의 여

부는 현재의 직장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되는 직장에 대한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 이직의 종류는 자발성 여부에 따라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회피 가능성 여부에 따라 회피 가능 이직과

회피 불가 이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이직에는 타 직장으로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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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직’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떠나는 ‘사직’이 있으며 비자발

적 이직은 해고 또는 정년퇴직 등이 해당된다(이원우, 2008).

3) 직업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 개인이 직업에 적응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에 관련해서는 학교 조직의 특성과

제도 및 인식의 미비로 인한 역할의 갈등이 주요한 영향 요인이 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가. 학교조직풍토

학교조직풍토는 학교조직 구성원인 학생·교사·행정가들이 학교 사회체

제의 조직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Hoy & Miskel, 1978). 즉, 각 개인과 조직이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니지만 상호 간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

정 자체를 중시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

정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에서도 이러한 균형화의 과정이 나

타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행동 특성과 영향 요인을 살펴보는 것

은 개인과 조직의 측면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조직풍토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데 주로 조직

차원의 관점, 인간관계 차원의 관점, 통합 차원의 관점의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조직 차원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각 학교는 자신의 개

성을 가지며 이러한 개성은 학교의 분위기, 학교의 인격이라 할 수 있다

(Owens, 1970). 이러한 학교조직풍토는 비교적 영구적인 학교 환경의 질

이다. 둘째, 인간관계 차원에서는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교사들의 지각에

관련된 넓은 의미를 고려한 것으로 공식적 조직, 비공식적 조직, 관계자

들의 개성, 조직의 지도성에 영향을 받는다. 셋째,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구성원들에 의해 경험되어지고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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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내적인 환경의 지속적인 성질이라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생각할 때 학교조직풍토는 전

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나. 역할 갈등

역할 갈등이란 ‘역할기대의 상충 내지는 불일치’로 정리될 수 있으며

(채영병, 정철영, 2006) 이러한 상충과 불일치에는 역할 수여자와 역할

담당자 사이에서 서로의 기대를 지각하는 경우와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

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기대가 상충되는 것을 지각하는 경

우가 주요한 논의 내용이며 여기서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의 상황은 직

위를 중심으로 한 역할 내 갈등과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상

의 역할의 갈등인 역할 간 갈등으로 구분된다(채영병, 정철영, 2006).

역할 갈등이 생기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째, 하나의 역할에 대해서 각기 다른 기대를 가지는 경우, 둘째, 한 개인

이 두 개 이상의 역할을 갖게 되는 경우, 셋째, 사회에서 주어지는 기대

가 그 개인의 성격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이러한 세 가지 역할 갈

등은 교사의 역할 갈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채영병, 정철영, 2006).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은 필연적이며 그 중에서도 역

할에 대해 각기 다른 기대를 갖는 경우와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역할

을 갖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Getzels와 Guba(1957)의 연구는 역할과 역할갈등의 개념을 교육학 분

야에 도입하는데 기여한 연구로 평가되는데 사회체계 내에서 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기관과 개성을 들었다. Getzels

와 Guba(1957)의 연구에서 ‘사회체제 모형’을 기초로 하여 제시한 ‘학교

행정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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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풍 가치

↗ 공식조직 역할 기대 ↘

학교 → → 행동비공식조직 풍토 규범

개인 인성 욕구↘ ↗

환경 자원 제한

[그림 3] Getzels-Guba의 학교행정 모형

이를 통해 학교 조직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문화, 기풍, 가치, 환경,

자원,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이

자신 혼자만의 단일한 조건에 의해 형성될 수 없고 각 기관이 갖는 영향

력이 절대적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는 역할 갈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제도의 초기에

서 학교 조직 구성원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라는 점에서 학교 행정 조

직과의 조화 및 일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 교사 및 상담자의 직업적응 및 발달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적응은 구체적으로 탐색된 예가 많지 않다. 전문

상담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만들어진지 오래되지 않았고 학교에서 상담자

라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교사라는 직위를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복합적인 직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직업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직업

적응이론의 관점 이외에 구체적인 직업으로서 교사, 상담자의 적응 및

발달에 대한 관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교사, 상담자의

적응 및 발달은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적응을 설명하는데 적합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전문상담교사의 독특한 직업적응에 대한 기초적인 관점을 정

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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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의 직업적응 및 발달

전문상담교사는 전문상담사라는 상담자의 역할에 교사라는 직위를 부

여받은 학교상담자이다. 즉, 학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사라는 타

이틀을 줌으로써 학교 조직 구성원으로서 적응을 촉진하고 직업의 안정

성을 보장한 것이다. 이는 학교에 근무하는 인력의 대부분이 교사임을

고려할 때, 전문상담교사가 교사로서 부여되는 역할과 교사로서의 정체

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학교 조직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절차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직업적응 및 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 못하는 경

우 학교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다.

교직적응이란 교사가 교직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교직 생활 중에 발생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조직이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교

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다(이지혜, 2009). 이러한 교사의

적응은 교사로서의 전문적 성장과 성공적인 교사로서의 삶에 필수적인

과정이다(김순남, 최혜진, 2012). 교사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므로

제도적, 조직적 요인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에 따라 교직 적응 정도

는 달라질 수 있다(윤홍주, 1996). 따라서 교사들의 교직적응에 대해 논

의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은 물론 학교사회 전반에 관한 체

계적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교직적응은 교사 개인이 별다른 어려움

이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의 문제뿐 만 아니라, 교사로서 제 역할

을 하고 있는지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교직적응을 위해 다양한 적응전략을 개발하기도 한다.

Lacey(1977)에 의하면, 교사들이 학교체제로부터의 압력에 순응하기 위

해서 사용하는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y)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윤홍주, 1996, 재인용). 첫째, 내면화된 적응은 학교 현장의 역할·태

도·가치 등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둘째, 전략적 순응

은 학교의 가치나 태도에 상반된 신념을 갖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상황

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다. 셋째, 전략적 재정의는 학교상황의 장애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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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충돌하면서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넓히고, 자신의 의지에 따

라 창의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이다. 전문상담교사 역시 이러한 다양

한 적응의 전략을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업에

적응해 나가는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 양성·임용·승진·연수 등 교원인사 및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

게 진행되는 가운데 앞서 설명한 적응의 개념을 넘어 ‘교사발달’(teacher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교사는 교직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많은 영역에서 변화·발달하는 존재로서 교사의 교육관,

학생관, 학교관뿐 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관한 지식, 행동 및 기능을

포함한 교직생활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변화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와 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교사

발달이다(이윤식, 1999). 교사발달은 교직생활의 경험 축적과 매일의 수

업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비롯하여 지식, 기술, 행동 등에서 일

어나는 내·외적인 변화로서 전문성이 심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Oja, 1990). 즉, 앞서 설명한 적응의 단계를 넘어서 교사 자신이 전문가

로서 성장해가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교사발달은 개인적, 조직

적, 사회적 요인들의 복합적 과정을 통해 교직이라는 삶이 질적으로 변

화하는 역동적 현상이다(오영재, 2006). 즉, 교사발달은 일정기간 발생하

는 변화라기보다 지속적 성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 발달에 대한 관점은 발달단계 이론적 접근, 생애주기 발달적 접

근, 중요인생사건 또는 전환사건 접근, 그리고 사회적 역할 접근 등 다양

하다. 이러한 모형들은 단순·직선형 모형과 상호작용적 모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단순·직선형 모형은 교사의 생애주기에 있어 발달단계

가 구분되며, 단계별로 교사의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

고 상호작용모형은 교사의 발달이 교직경력에 국한되어 발달이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복합적인

발달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교사 발달과 관련된 이론은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과 연령이

나 경력에 따른 변화 과정을 강조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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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 초기(입문) 중기(성장) 추기(안정)

Fuller 교직이전 초기교직 교직 후기

Katz 생존 보강 갱신 성숙

Gregorc 형성 성장 성숙 원숙, 전문

Newman 최초 10년 20년까지 30년까지

Burden 생존 조정 성숙

Huberman

교직입문

(생존과

발전)

안정

실험·

변화추

구향상·

평가

현상유지·보존
퇴

직

윤홍주 생존 성장 성숙

승진
지향
/
직업
적
좌절

안정

·

침체

직업

적

쇠퇴

퇴

직

최상근 생존 재평가 평정

(이윤식, 이두영, 2009). 예를 들어,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으로는

Hunt(1971)의 개념 수준, Glickman(1981)의 구체적·추상적 사고 발달,

Oja(1990)의 4단계 구분이 대표적이다. 또한 연령 및 경력변화에 따른 모형

은 Burden(1979), Fuller(1969), Katz(1985) 등의 단순·직선 모형과

Burke(1984), Fessler(1984), Huberman(1992) 등의 복합·순환 모형의 두 가

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이윤식, 이두영, 2009, 재인용). 교사의 발달에

관심을 둔 여러 학자들의 발달단계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 < 표 1 >과 같다.

< 표 1 > 교사 발달 단계의 구분(이윤식, 이두영, 2009)

이러한 발달단계의 구분은 교사들이 각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전문능

력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교사 전문능력,

교사평가 등과 관련지어 연구된 바 있다(박지영, 2003; 이윤식, 이두영,

2009).

교사의 적응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아교사(곽노의, 배정호, 2012; 최지

현, 권경숙, 2012), 초등학교 초임교사(김기룡, 2004; 김영란, 2004; 박정

순, 2010; 이주연, 한대동, 2005, 이지현, 2002; 정지선, 2004)와 중초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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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신기철, 2004; 허병기 외, 2002),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정

윤경, 정철영, 2006), 전문계 고등학교 초임교사(조성아, 2010), 그리고 원

어민 보조교사의 학교 적응을 다룬 경우(박옥순, 김병찬, 2012)가 있다.

교사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사 효능감(정주희, 2003; 전미옥,

2003), 직무만족도(한기석, 2007; 김영만, 2004; 서연주, 2007), 직무스트레

스/소진(김은숙, 2007; 조민아 외, 2010) 등의 직무만족 관련 변인과 함께

연구되거나 교사의 발달단계를 이해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이수원, 2007)

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적응 및 발달은 교사로서의 직업정체성

이 형성되고 전문성이 심화되는 과정이라 정리할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

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시점은 개인 및 제도 자체에 대한 정체성

이 형성되어 가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비교적 상담 실무 경력이 많

거나 임용 이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갖추어진 경우 전문성이

심화되는 본격적인 발달의 단계로 접어든 경우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적응 및 발달에 대한 이론들에 근거할 때 현 시점에서 전문상담

교사 개인이 갖고 있는 인식이 전문가로서의 적응 및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또한 개인을 둘러싼 학교라는 조직과의 상호작용이 중요

성을 지닐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적응의 전략을 동시

에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적응 및 지속적인 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상담자의 직업적응 및 발달

전문상담교사에게 부여되는 또 다른 역할은 바로 ‘상담자’이다.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교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지만 전문상담교

사가 가진 “상담”이라는 내용 영역은 다른 교사들과 공유할 수 없는 독

특한 부분이며 역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맥락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상담교사가 지니고 있는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은 자신의 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직업 적응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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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담교사를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직업군으로 상담자의 적응 및 발

달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자의 직업 적응은 독립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연구되기보다 직무만

족이나 상담자의 소진의 관점에서 탐색되거나 상담자 발달, 수퍼비전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즉, 상담자의 적응은 그 자체가 연구의 초점이 되

지 못하였다. 이는 상담자가 다른 사람을 돕는 조력전문직으로 평가되며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개념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심화를 요구받는 직업적 기대가 담긴 흐름이라 생

각된다.

그 중에서 상담자의 적응과 관련한 문헌에서는 상담자 적응의 당위성

을 설명한 바 있다. 일례로 김봉환(2001)은 상담자가 조직의 변화와 요

구에 부응하며 직업에의 적응을 잘 이루어 가려면 자신의 업무 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계현

(1999)은 상담자가 내담자 개인에게는 상담자이지만 속해있는 상담기관

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기획력,

행정능력, 조직 적응력 등 상담 이외의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고 하였다. 즉, 상담자의 직업 적응에는 조직의 일원이자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역량과 함께 상담자로서의 고유한 전문 역량을 갖추고 조직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발달적 관점이 필수적이다.

상담자 발달은 상담자 경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

니라 개개인의 의도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또한

환경적 여건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발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

고, 이와는 달리 발달의 정체나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Skovholt &

Trotter-Mathison, 2014). 상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발달 수준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현재의 발달 수준에 비추

어 자신에게 준비되어 있는 부분과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담자로서 지속적인 교육과 수양이 중요

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발달 단계를 파악함으로써 그 시점에 초

점을 두어 학습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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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로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 개인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과 발달적

으로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을 구별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현 상태를 이해

하고 수용하기가 용이해진다(심흥섭, 1998). 셋째,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

을 거시적인 안목과 과정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가짐

으로써, 자신의 경험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권경인, 2007). 이를 통해 상담자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개

인의 특성으로나 혹은 상담 자체의 특성으로 귀인하는 오류를 줄이고,

불필요한 자기비난이나 자신감 상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김진숙, 2001). 이러한 장점은 상담자에게 자기 성찰

및 조망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허재경,

김지현, 2009) 가치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상담자 발달이론에서는 상담자를 개인적, 전문적으로 발달

해가고 있는 존재로 보고, 상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들에

따라 상담자의 발달 과정을 몇 단계나 수준으로 나눈다. 이러한 관점은

1953년 Fleming을 필두로 수퍼비전 영역에서 시작되었다(Longanbill et

al., 1982; Skovholt & Rønnestad, 1992). Fleming은 단계나 수준이라는

개념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상담자의 경험 수준에 따라 학습방법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모방 학습, 교정 학습, 창의적 학습으로 학습 방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1964년 발표된 Hogan의 연구에서는 상담자

들이 상담자의 이론적 접근법에 무관하게 연속적이고 위계적인 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상담자 발달을 설명하고 있다.

Hogan의 모형에서는 ‘수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각 수준별 상담자의

특징을 묘사하고 각 수준에 따른 수퍼바이저의 개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Hess(1987)는 상담자의 발달이 선형적이지 않고 나선형으로 이루어진다

는 가정 하에 시작(inception), 기술향상(skill development), 정착

(consolidation), 상호성(mutuality)의 4단계 발달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와 같은 상담자 발달 과정 이론은 전문상담교사가 기초적인 적응의 과정

을 넘어 발달로 향하는 방향성을 확인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

며, 전문상담교사 중 상담자로서의 본격적인 전문성 발달의 단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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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담자의 적응과 발달에 관련된 주요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

선, 상담자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적응’ 자체를 키워드로 실시된 연구가

드물며 직업적응이론의 한 영역으로서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다른 변인과

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경우(주은선, 최명희, 2005; 한영민, 2002; 황경렬,

소혜정, 2006; Alqashan & Alzubi, 2009; Kirk-Brown & Wallace, 2004)

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영순(2010), 황인호(2005), 명대정(2013)의 연구에

서는 성과 측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간과되었던 직무충족, 상담성과 등

수요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질적인 접근의 방식으로 상담자의 적응을 이해하려는 연구(김세일,

2013; 김진숙, 2002; 심윤정, 2012)에서는 현상학적인 방식, 근거이론 접

근 등을 통하여 청소년상담자, 기업 상담자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

였다. 또한 상담자의 적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진을 다룬 연구(이현

진, 2012)들이 있는데 이러한 소진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상담

자 발달수준(백미현, 유현실, 2012)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상담자의 발달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퍼비

전의 맥락에서 주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허재경, 김지현, 2009), 상담자

의 발달 특성을 분석(권경인, 2007; 김미옥, 2008; 윤형한, 2009; 이문희,

2011)하여 상담자 발달을 위한 이론적 모델을 형성한 연구들이 있다. 그

중에서 권경인(2007)은 근거이론의 접근 방식을 통하여 집단상담 대가의

특성과 발달 과정을 분석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관점으

로 상담자의 적응 및 발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담자의 적응은 그 자

체로 연구의 초점이 되지 못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상담교

사의 경우 제도의 초기 맥락에서 개인적으로도 직업에의 입문 단계에 해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문성의 심화라는 발달을 논하기 이전에 직

업 초기의 적응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상담자

의 진로 선택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상담자들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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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환경에서 상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역

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을 살펴

보는 것은 새로운 영역에 입문하는 상담자들의 진로 선택 과정 및 직업

적응과정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상담과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요구와 학교의 인식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학교상담의 발전 흐름과 그 과정에서 학교상담인력의 변

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을 이해

하기 위한 맥락으로 역할과 직무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의 흐름을 파악함

으로써 본 연구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당

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1) 국내 학교상담 인력의 변화과정 및 현황

가. 학교상담 인력의 변화과정

학교상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0년대 미국 교육사절단

의 활동에서부터(유정이, 1997), 최근 학교폭력 예방 근절 종합대책과 관

련하여 학교상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화되기까지 국내 학교상담은 여

러 가지 변화의 시간을 겪어왔다(김인규, 2011). 하지만, 이러한 60여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상담의 전문화,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김인규, 2011).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

지만 학교상담의 주체가 되는 상담 전문 인력의 확보와 역할 수행을 위

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는 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학교상담이 태동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과정을 주요

제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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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용 의의

1952∼

1953년

미국교육사절단의 국내 체류, 미국의
교육철학, 교육행정, 교육방법 및 정신
위생 등 다양한 교육이론을 국내에
소개

정신위생의 소개는 기존의 훈
육과 차별적인 ‘생활지도와 상담’
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는
시작점의 역할

1953년
대한교육연합회
(현 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설립

중앙교육연구소를 중심으로
생활지도와 상담의 이론과 실제
에 대한 연구, 지도급 인사들
에게 현직교육 실시

1958년
교도교사제도 시작, ‘교도양성강습회
(240시간)’, ‘전국 중·고교 생활지도
담당자연수회(360시간)’

교도교사제, 생활지도의 구체
적인 내용보다 교육일반에 대한
교육에 초점

1962년
서울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인턴십
교육

국내 상담전문가 양성의 산실

1963년 한국 카운슬러 협회 결성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상담관련 단체

1964년
교도교사 자격증제도 시행(교육공무
원법, 1963년 12월 5일 개정)

학생상담과 생활지도 운동의
제도적 결실

1973년
교육법시행령 개정, 18학급 이상 규모
의 중·고등학교에 교도주임을 둔다는
규정 신설

교도부의 생활지도 전문성을
법률적으로 공식 인정함

1990년

대 초

시·도 교육청의 교육연구원에 교육
상담부와 진로상담부 신설, 시·도
교육(과학)연구원에 진로교육부 신설,
‘진로상담교사’, ‘진로주임’으로 명칭
변경

학교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운동의 영향. 기존 교도교사의
역할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변화
한 것은 아님

1999년
1997년 초중등교육법 개정(법 21조),
‘전문상담교사’자격 신설 및 양성 제도
마련

명칭 및 양성과정 변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공포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구분 양성과정

전문상담교사 교육과정 이원화

2005년 전문상담(순회)교사 선발
단위교육(지원)청에 학교상담전
담인력이 정규직 교사로 배치

2008년
Wee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프로젝트 시작

학교상담이 교육부처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체계화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담임교사의 상담력 강화 요구,
교사의 책무성 강화

2013년
2013년 기준 전국 초·중·고 11,213개교
중 1,596개(14.2%)학교에 전문상담
교사배치

배치비율의 점진적 확대 필요

< 표 2 > 국내 학교상담 발전사의 주요 사건

(김계현 외, 2010; 김인규,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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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상담자임을 고려할 때, 학교상담자의 지위

와 역할, 전문성의 변화는 학교상담의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척

도가 된다. 학교상담에 관련된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국내 학교상담의 흐

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김계현 외, 2010; 유정이, 1997).

1964년 시작된 교도교사는 240∼36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은 현직교사

에서 비롯되었다. 상담 및 생활지도에 열의가 있는 교사들이 정기적인

교도교사 양성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고 1973년에 ‘18학급을 기준

으로 배치’라는 규정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교도교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교도교사 자격연수가 승진점수로 활용

되고 교도교사의 업무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의 분위기는 교도교

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였다. 1990년대 초에 교도교사와 교도주임

이라는 명칭이 진로상담교사와 진로주임으로 잠시 변경되었으나 실제적

인 진로지도의 역할은 입시를 앞둔 중3, 고3 담임교사의 업무로 인정되

고 진로상담교사의 고유한 역할은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후 1999년도에

전문상담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규정되었다. 전문상담교사제도는 3년 이

상의 현직교사 경력을 지닌 교사들에게 대학원 과정을 통해 1급의 자격

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직교사가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담임

의 역할이나 일반교사로서의 많은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등 역할 수행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의 심리학과나 상담

학과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연수과정과 임용고사를 합격한 후 각 학

교에 배치되는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이 신설되어 전문상담교사로서 활

동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상담교사제도는 2005년 9월 시작된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교육 지원청 및 학교 배치, 2008년 시작된 Wee프로젝트와

함께 학교 상담을 위한 중추적인 제도로 자리잡기를 기대 받고 있다.

전문상담교사제도는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해결

책으로 인식되고(김학일, 2004), 장기적으로 1학교에 1인의 배치를 목표

로 하는(“1교 1인 전문상담교사”, 2012) 등 학교상담의 핵심적인 여건으

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상담교사의 양성체제, 교육과정 및 선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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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전문성, 임용 및 배치의 혼란, 담당직무에 대한 논란과 계속 교육

의 필요성, 처우 및 인식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전문상담교사제도의 문

제점이 부각되고(김인규, 2009, 2011), 전문상담교사 스스로도 학교 현장

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이규미, 권혜수, 김희대, 2008; 이현아,

이기학, 2009) 역할 수행 및 처우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전

문상담교사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상황이다(조영

희, 허승희, 2007;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나. 전문상담교사제도의 현황 및 특징

전문상담교사의 선발은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상담’ 관련 전공자인

학교상담전담인력이 정규직 교사로 배치되어 학교상담의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문상담교사

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2005년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선발을 시작으로 점진

적으로 배치가 확대되어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문상담교사의 학교

배치 비율은 14.2%(1,596명/11,213교)에 이른다(김희대, 2013). 하지만 제

도 초기의 계획과 다르게 배치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현 상태에 이

르기까지 매해 임용되는 임용자 수의 편차가 컸으며 교육복지를 위해 학

교 현장에 투입되는 다른 인력들과의 임용 티오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다.

다음으로 전문상담교사제도의 법적인 근거와 양성 및 선발과정의 측면

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상담교사제도는 초·중등 교육법 제

21조(교원의 자격) 제 2항에 근거한다. 이러한 조항에는 교사의 자격 종

별에 전문상담교사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초·중등 교육법 제 21조 제2항.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

(1급·2급)·보건교사(1급·2급)·영양교사(1급·2급) 및 실기교사로 나누되, 별표 2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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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자격

1급 전문상담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1.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

(「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

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상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

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

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

3.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

(「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표 3 >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은 전문상담교사 1·2급 각각의 양성기관에서 전공

과목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일정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무시험검정의

방식으로 수여되고 있다. 1급 자격의 경우는 교직경력 3년 이상인 현직

교원이 대학원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면 획득할 수 있고 2급의 경우는 기

본적으로 관련 전공의 학부 출신부터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

다.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기본 규정은 기존의 18학점(1급), 42학점(2

급)의 기준에서 점차 강화되어 특히 2급의 경우, 2008년 개정된 교원자

격검정령(2008. 3. 24)에 따라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직무관련영역 50학

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8학점 이상(교직소양 4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

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을 이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2급의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 1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문상담교사의 선발에 있어서는 2008년까지 1차의 필기(교육학, 전공

주관식), 2차 논술 필기의 2단계로 평가되던 방식에서 2009년부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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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평가, 2차 논술 평가, 3차 상담실무능력 평가라는 3단계로 전환되

었다. 이러한 흐름은 전문상담교사의 양성과정을 표준화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실제 양성과정에서 상담 실무 경험이 제한되어 있고 선발의 과

정에서도 필기와 면접 등의 일회적이고 지식적인 부분의 평가가 주요한

점, 그리고 상담의 경력은 선발의 주요한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부여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집단은

기본적으로 현직 교사 경력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교

사 경력의 유무는 학교 현장에 적응하는 데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 경력 유무에 따른 상담교사 실습생의 개인적 경험을 조사한 연구

결과 교직경험이 있는 실습생의 경우에 교사로서의 경험에는 비교적 익

숙하나 상담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교직경험이

없는 실습생은 학교의 문화 자체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전문상담교사의 기본 역할을 교

사 또는 상담자 중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

황이지만 이러한 역할의 혼란은 전문상담교사의 고유한 역할 정체성 형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금명자(2007)의 연구에서는 공교육

근무경력 유무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들의 역할 기대 및 예상에 대한 차이

가 나타났는데 공교육 근무경력이 없는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생활지도

및 교육’과 ‘집단상담’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가 낮고 실제 수행할 역할에

대해서 ‘생활지도 및 교육’ 역할을 더 낮게 예상하였다. 이 연구에서 차

이가 나타난 ‘생활지도 및 교육’ 영역은 미국의 종합적 학교상담 프로그

램 및 국내의 전문상담교사 업무 매뉴얼에 기초할 때, 학교상담 교육과

정이라는 핵심적인 프로그램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Gysbers &

Henderson, 2012; 이기학 외, 2008). 따라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

교사가 실제로 수행하기를 요구받는 주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

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인식이 낮은 영역에 대해 학교의 기대가 큰 경우 조

직과 개인 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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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상담교사의 교사경력 유무는 자신의 역

할 특성을 이해하고 직업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현재의 전문상담교사 집단 내에 교사에서 전문상담교

사로 전직한 경우, 교사 경험이 없이 전문상담교사로 교직을 시작한 경

우, 현직교사이면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가진 경우, 그리고 교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전문상담사 등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향후에는

교직 실무 경력이 없는 상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에 배치

되어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고려할 때(김희대, 2007), 교직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상담교사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의 적응 문제

를 살펴볼 필요성이 부각된다. 또한 교직의 경험이 없는 경우 학교라는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 자체에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전직자가 아닌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을 살펴볼 필요성

을 부각시킨다.

전문상담교사의 근무지는 크게 각 급 학교/Wee class와 교육지원청

/Wee center/school로 나누어지는데,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경우와 학

교에 근무하는 경우에 주요한 역할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김희대,

2007). 즉,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들에 대

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위학교의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을 주로 감당한다. 학교에 속한 전문상담교사는

제반 학교상담프로그램을 계획·시행·관리하고 학생들의 문제해결에 도움

을 주는 상담활동을 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나 동료교사들을

자문하는 등 주요 역할이 다르다. 학교에 속한 전문상담교사의 경우는

단위 학교의 개별적인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에 대한

인식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할의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문상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각 급 학교의 상황에

맞는 상담활동을 해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상담

교사의 직업 적응을 살펴볼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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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직무

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직무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역할이란 전문상담교사에

게 학교조직이 요구하는 결과나 성과에 의해 정의되는 작업으로서 직무

의 집합체이고 직무란 여러 가지 학교 상담활동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한다(이종헌, 2005).

국내의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및 직무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앞서 학교

상담을 체제화하고 학교상담교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 학교상담교사의 역할과 직무

미국의 학교상담은 미국 학교상담사협회(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ASCA, 1952년 설립), 상담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인증위

원회(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CACREP, 1981년 설립), 학교상담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for School Counseling Program: NSSCP, 1997년 마련), 초·

중등학교 상담법안(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ounseling Act,

1999년 인가), ‘10만 명의 새로운 학교상담자(100,000 New School

Counselor, 1999년)법안 통과를 거쳐 2003년 학교상담국가모형(National

Model for School Counseling Program)이 개발되기까지 학교상담의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종합적 학교상담 모형은 학교상담의 내용요소, 조직적인 틀, 자

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Gysbers & Henderson, 2012), 기존

의 소수 학생들만을 위한 치료적 모형이 아닌 모든 학생들을 위한 종합

적이고 발달적인 관점에서 학교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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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학교상담교사의 역할

생활지도

교육과정

· 구조화: 생활지도 교육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 수업: 개인 및 사회적 발달, 교육적 발달, 진로발달과 관련된 교수활동에

교직원을 돕거나 팀구성하기

개별학생

계획

· 학생 개인 평가: 학생의 능력, 흥미, 기술, 성취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다양한 검사들이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단기 또는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조력

· 개인적인 조언: 학생들과 개인-사회적, 교육적, 진로, 노등시장의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적, 교육적, 직업적인 목표를 세우기

반응적

서비스

· 반응적 서비스는 학생들의 즉각적인 요구와 문제들과 관련된 것이며

이러한 요구와 문제들에는 상담, 자문, 의뢰, 정보제공 등의 개입이 필요

· 자문: 학생들을 돕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학부모, 교사, 다른 교육자,

지역공동체들과 상의

· 개인상담: 학생들이 관계, 개인적, 또는 일반적인 발달 과제들과 관련된

고민은 표현할 수 있도록 소그룹 또는 개인상담을 제공. 개인상담은

학생들이 문제를 찾고, 원인을 파악하며, 가능한 결과들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위기상담: 위기 상황에 직면한 학생, 학부모들에게 상담과 지원이 제공.

위기상담의 경우 단기간에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다른 기관에

의뢰.

· 의뢰: 상담자는 자살, 폭력, 중독 등과 같은 위기 사건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 /

· 소집단: 학습을 위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구조화되고 목표

지향적인 집단상담 수행하기

· 연계/의뢰: 학생, 가족, 타인들이 특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사용하

도록 돕기 위해 효과적인 의뢰체계를 이용하기

체제지원

· 전문적인 발달: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정기적으로 갱신

· 구성원 또는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관계: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에 종합

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소개

· 교사와의 자문: 교사 또는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성원들을 지원하거나, 위기 학생들과 관련된 피드백을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문.

· 지역 안에서의 외부활동: 지역의 자원들, 의뢰 가능한 기관들, 고용

기회, 지역산업에 대한 정보들을 얻기 위한 활동.

· 연구와 개인적인 발전: 생활지도 프로그램 평가, 자료 분석, 후속 연구들,

평생교육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됨.

< 표 4 > 종합학교상담 모델에 따른 학교상담교사의 역할

(Gysbers & Henders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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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학교상담 모형은 학교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 차원의 법

제정과 학교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학회와 전문가 협의체들의 상호 보완적인 움직임과 이에 대한 적절한 예

산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발달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 및 자원 등

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표준화된 모형이라 할 수 있다(김인규,

2011). 이러한 표준화된 학교상담 모형이 제공됨에 따라, 학교상담자들은

일관되고 체계적인 학교상담을 운영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학교상담 서비

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안정적인 기반 위에 학교

상담사의 역할과 직무가 제시되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 표 4 >와 같다.

위와 같이 미국의 학교상담교사의 경우 생활지도 교육과정의 구성 및

실행에서부터 개별학생 계획, 반응적 서비스, 그리고 체제지원에 이르기

까지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지원

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윤리적, 제도적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미국 학교상담사의 역할은 오랜 시간 논쟁의 주제가 되

어왔다(Baker & Gerler, 1996; Fitch, Newby, Ballestero, & Marshall,

2001). 이는 학교상담의 전문성이 어디에 있는지, 학교상담자가 수행하기

를 기대 받는 많은 역할 중에서 어느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지, 학생 복

지를 위해 학교에 들어온 여러 전문 인력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일 것이다.

나) 국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직무

전문상담교사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및 역할의 규

정을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강진령, 손현동, 조은문, 2005a,

2005b; 금명자, 2007; 김인규, 조남정, 2010; 유순화, 류남애, 2006; 이종

헌, 2005; 허승희, 박성미, 2004). 이러한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수

행해야하는 역할을 학교상담 관련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분석하거나, 미

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제안,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역할과 직

무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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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역할과 직무 특징

전

문

상

담

교

사

김인규,

조남정

(2010)

· 상담, 교육, 연계, 행정, 역량개발의

5개 직무영역에서 23개의 책무 수행

교육과정 개발에서

활용되는 DACUM법

에 의해 직무 분석

이종헌

(2005)

·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연구,

대집단생활지도, 검사 및 기록유지,

부적응상담, 교직원자문, 의뢰, 행정

및 사무, 조정, 부모교육 및 교직원

연수, 진로상담, 학습상담, 성격상담,

자기개발의 14가지 직무 도출

전문상담교사를 대상

으로 직무 분석

이지희,

김희대,

이상민

(2012)

·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집단교육, 개인자문, 집단교육 및

연수, 운영 및 관리활동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유순화,

류남애

(2006)

· 상담, 자문, 의뢰, 조정, 검사

및 기록, 대집단지도·상담교육과정,

자기개발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행정 및 사무의 9개 영역

강진령, 이종헌(2004)의

상담교사 역할 설문지

를 이용, 제 1기 전

문상담순회교사 대상

으로 직무 기대 조사

황준성 외

(2011)

· 개인상담(응답자 중 67.1%), 집단

상담(10.8%), 상담관련 공문처리

(7.7%), 사업 기획 및 추진(7.1%),

심리 및 인성 검사(5.2%)의 순서

연구 시점까지 수행

해 온 전문상담교사

의 주된 역할

김신애

(2009)

· 역할 빈도의 순서: ‘행정 및 사무

업무-검사 및 기록 유지-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상담’의 순서

· 역할 중요도: 상담, 행정 및 사무,

검사 및 기록유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 역할 곤란도: 자기 개발 및 연구

활동, 자문과 상담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수행 빈도, 중요도,

곤란도 분석

학

교

상

담

사

김동일 외

(2003)

· 학생상담, 인성교육 관련 강의,

다른 교사 조력, 인성교육 관련

정책 의견 제시, 기타업무

허승희,

박성미

(2004)

이상민,

안성희

(2003)

·상담, 자문, 조정, 교육, 정보제공,

행정 사무 등

학교 상담을 담당하

는 인적 자원들의 직

무 및 역할을 분석

< 표 5 >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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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내용
선행

연구

자격

관련

규정

대학원

교육

과정

직무

관련

법령

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교직원

상담, 위기상담, 부적응학생상담, 인터넷

상담, 특수상담, 성격상담, 학습상담,

진로상담

○ ○ ○ ○

자문
· 교직원자문, 부모자문, 자원봉사자

자문, 현직연수, 부모교육
○ ○

조정

· 신입생 적응 지도 및 등록, 진로의 날

행사, 의뢰, 또래상담 프로그램 조정, 심

리검사 업무 조정, 프로그램 간 조정

○ ○

대집단

생활지도
· 생활지도 관련 수업, 학급단위지도 ○ ○ ○ ○

검사 및

기록유지

· 성격, 흥미, 적성 등 표준화 검사 실행

해석, 사례관리, 검사기록 유지
○ ○ ○ ○

자기개발

및 연구
· 연수, 연구 활동, 전문단체 회원 활동 ○ ○ ○ ○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 상담프로그램 목표 개발, 프로그램

수정, 상담계획, 상담프로그램 평가
○ ○

행정업무
· 상담실 관리, 공문서처리, 상담일지,

상담이용 실적 관리
○ ○

복무의무 · 이행의무, 금지의무 ○ ○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및 직무의 주요한 내용은

< 표 5 >와 같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학교상담자 역할의 범위와 내

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각 직무 및 역할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

느냐에 따라 더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인 항목으로의 구분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이종헌(2005)의 연구에서는 학교상담사라는 키

워드로 연구된 선행연구와 자격관련 규정, 대학원 교육과정, 자질, 직무

관련 법령 분석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학교상담사의 직무를 분석하였

다. 이러한 종합적인 역할의 분석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예

비 및 현직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

중에서 선행연구, 교육과정, 직무 관련 법령에 관점에서의 분석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 표 6 >과 같다.

< 표 6 > 학교상담교사 역할 공통 내용(이종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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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무 영역 중에서 자문, 조정,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행정업무

등은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자

격관련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적인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할 수행의 어려움

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 이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상담교사 운영 및

활동 매뉴얼(이기학 외, 2008)을 개발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명료화

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매뉴얼은 선행연구 분석과 기타 문헌 분석에 기초하였으며 소수의 전문

상담교사 의견을 반영한 연구로서 전문상담교사의 업무 현실과 적합성이

부족할 수 있다(이지희, 김희대, 이상민, 2012). 또한 연구 결과로 제시된

내용의 적용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 강제성을 띄지 못하고 전문상담교사

의 인지도가 낮아 역할 규정으로서 기능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교사 운영 및 활동 매뉴얼은 제도의 운영주

체가 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안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됨으로써 전문

상담교사 역할에 대한 표준적인 내용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측면에

서 의의를 지닌다.

전문상담교사 운영 및 활동 매뉴얼에 제시된 한국형 학교상담 모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이기학 외, 2008). 첫째, 예방과 반응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결합모형으로서의 기능, 둘째, 학교별 특성·서비

스 제공 방법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 중심 모형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교

과교육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력자로서의 교육자 모

형으로서의 기능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특성이 통합적으로 적용될 때

학교상담 모형으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특성에 기반을 두고

제시된 주요한 활동 영역은 학업발달 영역, 진로발달 영역, 인성 및 사회

성 발달 영역이며 이러한 활동 영역은 미국의 종합적 학교상담 모형의

프로그램 요소와 일치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주요한 직무 활

동의 내용과 비중은 다음 < 표 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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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활동 내용 비중

개인상담
주 당 2∼4사례, 사례 당 5∼6회기,

회기 당 40∼50분.
15∼25%

집단

상담

소규모집단상담 주 당 1∼3집단, 회 당 40∼50분 5∼15%

학급단위집단

교육프로그램
주 당 1회, 5개 학급 이내, 회 당 40분 15∼25%

심리평가 주 당 10건 이상, 사례 당 30분 이내
20%

이내

자문 30분 이내의 교사/부모 대상 자문 활동
20%

이내

교육 및 연수 년 3회 이내의 연수 교육 참여 5∼10%

행정

업무

상담환경
상담실 구축, 심리검사 구비,

관련 책자 구비
5∼10%

홍보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연간 상담실

운영 및 프로그램 소개
5∼10%

사례관리 및

평가
사례관리, 년 4회 이내의 사례평가 5∼10%

사업평가 및

수퍼비전

개인 및 집단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자문회의 및 개인상담 사례 지도감독

교육

5∼10%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체계 구축, 자원 활용 5∼10%

< 표 7 > 전문상담교사 직무 활동 비율표(이기학 외, 2008)

또한 활동의 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급단위 집단교육

프로그램, 개별화된 계획전략, 개인 및 집단상담, 네트워킹 및 연계활동

을 제시하여 목표 달성을 구체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연구 결과는 전문상담교사 역할 규정의 중요성과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할의 안정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적 안정을 위한 개

인과 환경의 역할에 대한 상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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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갈등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한 기대, 역할에 대한 기대의 불일

치에 대한 연구 내용은 특히 교육관련 각 주체마다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이러한 기대의 불일치 상황에서 우선순위 선정의 어려움에 동의

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자체에 대한 명

확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와 요구의 불일치는 전

문상담교사의 역할 모호성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능률의 저하 및 조직 내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을 야기할 수 있다(이기학 외, 2008; 이현아, 이기학, 2009). 전문상담교

사가 경험하는 역할 갈등과 관련된 주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과 학교의 관련 주체에 따라 학교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강진령, 손현동, 조은문(2005a)의 연구에서

는 중학교 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행정가의 요

구를 분석하였는데 공통적으로는 학생상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특히, 부적응 학생 상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그 밖에 학생과 학

부모는 대집단 생활지도에 대한 요구가 두 번째로 높았지만 교사는 조정

과 자문, 학교행정가는 학교상담 프로그램과 자문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

적으로 높았다. 강진령, 손현동, 조은문(2005b)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행정가의 요구를 분석

하였는데 인성·사회성 상담, 학업·진로 상담에 대한 요구가 모든 집단에

서 가장 높았고 특히 위기 상담과 부적응 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학부모의 경우 학업·진로 상담과 이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교사와 행정가의 경우 인성·사회성 상담에 대한 요

구가 학부모 보다 높았다. 신현숙, 김인아, 류정희(2004)의 연구에서는 학

교심리학 서비스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 4가

지 영역(평가, 개입/예방, 자문, 프로그램 개발/연구) 중에서 개입에 대한

요구가 높고 프로그램 개발/연구와 자문에 대한 요구는 낮았다. 허승희,

박성미(200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상담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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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교사 및 학교행정가의 요구를 분석하였는데 세 집단에서 모두 공

통적으로 아동 이해를 위한 정보제공,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 전반적인

생활지도 체제에 대한 지원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아동 이해를 위한 정보제공, 전반적인 생활지도 체제에

대한 지원,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 학교상담 관련 행정업무, 개별 및 집

단상담의 순으로 요구가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 상담교사의 경우 문

제에 대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요구받는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예방적

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요구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이 학교급의 특징, 학생의 발달단계에 대한 고려 사항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독특한 전

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둘째, 학교 내에 다양한 학생 복지 인력과의 역할의 갈등이 예상된다.

윤철수, 안정선(2010)의 연구에서는 학생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역할, 정

체성을 비교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지도사를 심층 면담하여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전문 인력

의 역할과 정체성에 있어서 공통요소와 전문요소를 발견하였다. 이들의

공통요소는 학생복지를 위해 학생만이 아닌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

들에 개입하고 조정하는 역할이었다. 전문요소로는 전문상담교사는 상담

영역과 교사로서의 교육영역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적 요소를 가지고 있

었고 다양한 상담과 생활지도가 중요한 역할로 제시되었다. 이는 학교사

회복지사가 학생,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 지역

사회교육전문가는 교육복지사업을 중시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중시하

는 것, 청소년지도사가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발달을 도모

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과 차별적인 내용이었다. 또한 2011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 교사라는 이름과 보직의 안

정성, ‘상담’이라는 업무의 공유 등으로 전문상담교사와 역할, 처우 등 여

러 가지 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김나라, 방재현, 정진철, 2012a,

2012b; 서영석 외, 2011).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가 경험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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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역할 갈등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상담교사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역할에 대한 평가가 상반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학교상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이러한 기대의 차이와 인식의 문제는 학교상담자의 역할 혼란을 가중시

킬 수 있으며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문상담교사 관련 연구 동향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요 연구 흐름을 밝히고자 한다. 전문상담교사를 키

워드로 연구한 국내 학술지논문(2000년∼2013년)을 살펴본 결과 < 표 8 >

과 같은 연구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제도, 역할 및 직무, 모형, 인적 자원 자체, 기타요소

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새롭게 시행된 전문상담교사제

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학교상담에서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

록 지원하기 위해 성과를 평가하고 방향성을 제언하거나, 역할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제시하여 교육 관련 주체의 상호간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등 전문상담교사의 적응 및 발전을 촉진하려는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전문상담교사라는 인적 자원 자체에 대

한 관심으로 연구를 실시한 경우는 전문상담교사의 만족도를 평가하거나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지를 활용하여 평가한 경우(조영희, 허승희,

2007; 금명자, 정경미, 이미숙, 2009; 이현아, 이기학, 2009)에 불과하고

전문상담교사의 경험 자체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제한적

이었다.

전문상담교사의 경험에 관심을 두고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박경애, 방기연(2007)의 연구는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교사들(전문상담교사 1급)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해 18명의 교육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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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연구관점 연구자(연구년도) 비고

제도

제도의 성과 및

발전방안

김동일, 신을진, 안현의(2005)

김인규(2009)

배인수, 이윤주(2011)

최보영, 이지희, 이상민(2010)

홍대우(2010)

양성제도 및

계속 교육과정

김인규, 조남정(2010)

김혜숙, 이기학(2012)

유형근(2006)

역할

및

직무

역할에 대한 요구,

기대, 갈등

권순명(2000)

금명자(2007)

김정숙, 유금란(2010)

김학일(2004)

김현숙, 심혜숙(2008)

김현래, 이종연(2003)

유순화, 류남애(2006)

허승희, 박성미(2008)

·공감수준 비교

직무분석,

역할배분

김인규, 조남정(2010)

백욱현(2002)

유형근(2009)

모형

교사자문모형

수퍼비전 모형

학교상담 모형

강진령, 강복란(2005)

강진령, 손현동(2006)

강진령 외(2009)

사람

만족도,

직무스트레스

금명자, 정경미, 이미숙(2009)

이현아, 이기학(2009)

조영희, 허승희(2007)

·상담활동과 직무만족

·직무만족도 심리적 소진

·역할, 처우에 대한 만족

경험 자체
박경애, 방기연(2007)

이규미, 권해수, 김희대(2008)

·교육대학교 상담정공 교

사들(전문상담교사 1급)경

험에 대한 질적 분석

·전문상담교사의 초기 정

착과정 분석

기타

진로교육 이현림(2005)

학생의 특수문제

해결

권효진, 이숙향(2008)

오인수(2010)
·장애이해 교육

·집단따돌림 해결

학교상담의 도움

요소에 대한 인식
이현아, 이기학(2010)

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승진점수,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능

력 함양을 기대하며 교육대학원 상담전공 프로그램에 입학한 것으로 나

타났다. 참여자들이 인지하는 양성과정에서의 경험은 집단상담을 통해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 것과, 교수들의 다양한 상담 사례를

< 표 8 > 국내의 전문상담교사 및 제도관련 선행 연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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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수 있었던 것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술하였다. 이들은 학위 과정

을 전문상담교사로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인식하기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과 관계 개선 등의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교육 과정을 통해

상담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전문상담교사제도를 지지하게 되었다는

면이 학교상담에 기여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현 제도 내에서

현직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1급의 양성과정만으로는 자신이 학교상담의 주

체라는 의식을 함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규미, 권해수, 김희대(2008)의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

교의 학교장, 진로상담부장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초기 정착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상담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도 많지만 부서 배치에 대한 논란, 지침

부재에 따른 혼란, 수업 참여에 대한 논란, 다른 전문 인력과의 알력 및

긴장,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무시와 홀대, 그리고 양성 및 임용 제도에 대

한 불만 등 초기 정착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역할과 직무, 지위와 배치, 그리고 자격과 훈련 등에 대한 전문상

담교사제도의 효율적인 초기 정착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질적인 접근의 연구는 양적인 접근이나 문헌연구를 통해 밝히

지 못했던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경험을 통합적으로 바라보

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수가 제한적이고 전문상담

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 각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 과정과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 직업 및 개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육 관련 주

체들의 상호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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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외부의 역할

기대와 관련하여 직업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데 있다. 즉, 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 조직에

직업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며 자신의 역할을 어떻

게 인식하는지,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형성하기까지 어떠한 적응과정을

거치며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

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접근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의 접근방법은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현상에 적합한 개

념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정한 현상에 적합한 변인과 그렇지 않은 변인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

우, 그리고 기존의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들이나 비록 기

존이론이 있으나 수정되거나 명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들

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따라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변화과정에 대한 경험적 모델을 형성하거나 이

론적 설명을 선도적으로 해야 하는 분야를 탐구하려는 목적으로 연구하

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박승민, 2005). 또한

근거이론은 인간 경험의 주관적 영역을 탐색한다는 면에서 기타 질적 연

구들과 맥을 같이 하지만 특정 상황과 관련된 실체 이론, 즉 현상에 대

한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구조를 생성하거나 발견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

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Creswell, 2010).

근거이론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몇 가지 흐름 중 Strauss와

Corbin(1990, 1998)은 특정 주제에 대한 과정, 행동,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 절차를 제안하였

다. 본 연구는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에 대한 과정, 행동,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적합성이 높은 이론을 개발하려는 목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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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으므로, Strauss와 Corbin(1990, 1998)의 체계적 접근 방식에 따

라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전문상담

교사의 직업 적응과정과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근거이론 접근방법

Strauss와 Corbin(1990, 1998)의 관점을 중심으로 근거이론 방법을 적

용할 때 고려해야할 주요 사항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이론의 참여자 선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로서 이론적으로 적

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선정하는 이론적 표본 추출(theoretical

sampling)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론적 표본 추출이란 개념 간의 변동을

발견하고 속성과 차원에 따라 범주의 밀도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

화할 수 있는 장소, 사람, 사건을 찾아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둘째, 연구자가 자료의 의미나 가치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통찰

력을 설명하는 용어인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을 지녀야

한다. 이론적 민감성은 연구자의 개인적 자질로서 평가되며, 자료에 의미

를 부여하고 이해하며 관련 있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 민감성을 잘 갖춘 연구자는 현상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비교분석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자료 수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강점을 지닌다.

셋째,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에 의한 분석이

다. 지속적 비교방법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출현한 개념들을

이전에 형성된 개념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지속적 비교에서는 개념의 출

현 빈도와 개념이 출현하는 다양한 조건 안에서의 개념 이해에 관심을

갖는다. 연구자는 현장에 나가 실제 경험하는 과정과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 비교를 시행한다.

넷째, 근거이론의 분석 절차인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의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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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분석을 거친 후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을 제시한다. 이러

한 패러다임의 형성 과정은 이론 구축을 위한 귀납적인 사고와 연역적

사고를 동시에 하면서 이루어진다. 패러다임 모형에서는 인과적 조건, 맥

락, 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조합을 통해 특정 현상을

설명한다.

다섯째, 근거이론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 개인이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상호작용하고

행동하는 과정과 관련된 상황을 정리함으로써 이론을 개발할 수 있다

(Creswell, 2010).

2. 주요 연구절차

본 연구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주제의 선정 및 연구 가능성에 대한 점검 단계이다. 전문상

담교사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고 연구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고찰 및 예비연구

를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을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을 확

인하고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IRB 
No. 1310/001-017)을 받았다.
둘째, 본 연구 절차의 계획 및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단계이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면담 질문을 구성하고 연구 절차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진행

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퍼바이저급 전문가의 추천 또는 자발적인 지원을 기본으로

전문상담교사 경력 만 2년 이상, 직업에 대한 만족도 70%내외라는 기준

을 마련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을 초점화하기 위해 전직1)

의 과정을 거쳐 전문상담교사로 임용된 경우와 비정규직 인력인 전문상

담사 등의 학교상담자들을 함께 면담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1) 전직: 직업이나 직무를 바꾸어 옮김. 공무원의 직렬을 변경하여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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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선정: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 연구

↓
· 문헌고찰 후 연구문제 수립

· 예비면담 실시 및 연구의 방향성 정립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인증 IRB No. 1310/001-017  

셋째,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단계이다. 동료의 추천과 지도교수의 추

천을 통해 추천된 전문상담교사 중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의 면담

을 시작으로 면담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가 커뮤니티 내의 동료를 추천

하거나 장학기관의 담당자 등의 추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

정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료의 분석 및 글쓰기 단계이다. 기초적인 자료의 분석은 이전

단계인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의 단계와 함께 실시되었다. 즉, 본 면

담을 실시한 이후에 곧바로 자료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축어록으로 원자

료화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면담 과정에서 받은 인상과 떠오른 아이

디어 등의 연구자 관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면담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분석의 내용은 다음 참여자와의 면담에 관점을 제공하

고 연구 질문을 초점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면담과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등장하지 않는 범주의 포화를 경험한

이후 면담을 중단하고 자료의 본격적인 분석 및 글쓰기 과정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을 통해

범주화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의 과정을 타당하게 진행하기 위해 방법론의

전문가, 근거 이론 연구 경험자, 지도교수와의 지도 및 자문을 수시로 실

시하였다. 분석 내용의 결과 및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초적

인 코딩 자료와 원자료를 참고하는 과정을 병행하였으며 중립적인 시각

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자와 비슷한 특징을 지닌 다른 교사들

에게 묻거나 연구 참여자에게 내용을 확인하는 등 연구의 신뢰가능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

을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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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계획 및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본 연구 계획]
· 면담 질문 구성 및 타당성 확인

· 연구 절차 계획 확정

· 연구 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한 심화학습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 전문상담교사 집단의 인적 특성 파악 및 선정 기준 마련

   - 수퍼바이저급 전문가의 추천과 자발적인 지원

   - 학교에서의 전문상담교사 경력 만 2년 이상

   - 주관적인 만족도 70% 내외

   - 단, 전직교사는 제외

· 연구자의 관점 확립을 위한 비교집단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 전직교사, 전문상담사 등 참여자와 다른 특성을 지닌 학교상담인력
↓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의 과정 진행

   - 소수의 참여자를 시작으로 재 추천, 전문가의 추천 등

·연구 동의서 작성

·개별 면담 실시 및 면담 내용에 대한 녹음

   - 각 회기 당 1시간~2시간 30분, 1~2회
·연구자 메모 및 기타 참고 자료 수집

↑↓
자료분석

· 면담 내용을 축어록으로 전사하고 분석

· 개방 코딩: 원자료로부터 개념, 하위범주, 범주 도출

· 축 코딩: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과정’을 발견 또는 도출

· 선택 코딩: 연구주제와 연결된 핵심범주를 밝혀내고 적응과정 정리

↓
결과 및 논의

·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 제시

·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에 영향을 준 요소 추출

· 연구의 타당성 검증

· 결과 및 논의 작성

[그림 4] 본 연구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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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전문상담교사 선정 기준은 크게 추천과 자발적인 지원의 2가지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우선, 추천의 방식에서는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담당하는 대학교수, 장학기관의 담당자, 각 급 학교 부장교사의

추천, 동료교사의 추천, 면담에 참여했던 전문상담교사가 다른 전문상담

교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발적인 지원의 경우는 전국 전

문상담교사 연합회, ** 전문상담교사 카페, *** 전문상담교사 연합회 등

온라인상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현직 전문상담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

여자 모집 문구를 탑재하여 표집을 실시하였다.

추천되거나 자원한 전문상담교사 중에서 최종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실 근무 경력 만 2년 이상인 경우, 둘째, 전

문상담교사로서의 주관적인 만족도(‘전반적으로 귀하의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를 70% 내외 정도로 보고한 경우, 셋째, 일

반교사로서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신규 발령 받아 활

동하고 있는 경우로 즉, 전직교사를 제외한 경우이다.

선정 기준의 설정에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근무경력 만 2년 이

상의 기준은 일반적인 진로 상담의 과정에서 한 가지 경력의 인정 범위

를 최소 2년으로 한다는 점과 교직사회에서 일반적인 신임교사의 경력을

2년으로 한다는 점(강완, 장윤영, 정선혜, 2011; 박은미, 2012)을 고려할

때, 교직 경력 2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자신의 교직 생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경험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만족도 70% 내외의 기준은 단일 문항을 통해 직무만족을 측정한 장재윤

(2010), 홍수지, 장재윤, 김근영(2012)의 연구에서 성인 남녀 400명의 직무

만족의 평균이 2.60(4점 만점)으로 70% 내외의 기준이 평균 이상의 직무

만족을 측정하는 기준점수가 될 것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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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

연구 진행의 초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면담에 참여할

대상자를 표집하는 단계였다. 연구자의 예상과 달리 선정 기준에 부합하

는 참여자를 만나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고 막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

더라도 학교 현장의 시기적 특성, 업무의 분주함으로 면담에 필요한 시

간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면담에 참여할 충분한 인원

의 참여자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확보된 소수의 참여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다음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 면담의 경우 추천 및 자원의 방식으로 참여자가 선정되었으며 본

면담의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재추천, 수퍼바이저급 전문가의 추천, 상담

업무 담당 부장교사의 추천 등의 방식으로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성별, 지역 분포, 공립과 사립의 구분, 연령 등의 요인을

고려한 의도적 표집을 염두에 두었으나 결과적으로 일부의 요인에 대해

서는 연구자의 의도에 부합한 참여자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선정한 기준에의 부합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참여자

를 확보하였다. 또한 본 면담의 진행 과정에서 본 연구의 대상자와 공통

점 및 차이점을 함께 지닌 비교군을 함께 면담함으로써 지속적 비교 및

이론적 민감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면담 진행 과정에서 면담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특성을 지닌 참

여자를 누락시켰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자, 학교상담 영역 및 전문상담

교사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의 정책 수립에 영향력이 있는 교

수 1인에게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송부하여 표집의 적절성에 대해 피드

백을 받았다. 자문의 결과 참여자의 연령 분포에서 20대가 누락되어 있

고, 비교군의 경우 고 연령 교사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만족도가 낮

은 참여자의 경우도 살펴보는 것이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피드백의 내용 중 본 연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고려하여 이후의 참여자 선정 과정에 반영하고



- 54 -

자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20대의 연령이면서 참여자 선정 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본 면담의 과정에서 참여자의 선정 및 면

담, 그리고 자료의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도

출되지 않는 시점을 기준으로 면담을 종료하였다. 다만, 본 면담 이후에

앞서 실시한 자문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연구의 적용가능성

(Applicability)평가 과정에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와 만족도가 낮은 참여

자를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 중 연구자의 이론적 표본 추출의 원칙에 따라 자료의 분

석에 포함된 15명의 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 < 표 9 >와 같다. 연구 참

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의 범위는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 후 수락한

내용에 한하여 제시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14명, 남성이 1명이었으며, 연령 분포의 경우 30대

가 11명, 40대가 4명으로, 전문상담교사제도 초기에 학부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른 직업 경력 없이 전문상담교사로서 직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연령이 높은 40대의 4명의 참여자는 교육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

험이 있거나 오랜 기간 전에 기간제 교사 경험이나 일반 교과 교사 경험

이 있는 경우로 전직교사와 달리 전문상담교사 임용 절차를 따라 신규

임용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이 가진 교육 관련 경험이 비연속적이고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으며 한동안 직업을 갖지 않고 육아에 전념하는 기

간을 갖는 등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에 포함하였다.

경력의 경우 3년이 1명, 4년이 2명, 5년이 2명, 7년이 7명, 8년이 3명이

었다. 7∼8년의 경력을 지닌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제도 초기에 임용되어

전문상담교사제도의 발전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경우라 할 수 있

는데 그 수가 10명으로 많은 편이다. 학교급의 구분에서는 공립의 경우

학교 간의 이동 및 센터로의 이동 등 이동이 잦은 편이나, 인터뷰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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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번호
성별 연령

전반적인

만족도

(100%기준)
경력

이전

경력

유무

학교급*
(공립,사립)

1 여 30대 초반 70 5년 있음 중(공립)
2 여 30대 후반 80 7년 없음 고(공립)
3 여 30대 초반 70 7년 없음 고(공립)
4 여 30대 초반 60~70 7년 없음 고(공립)
5 여 30대 중반 90~100 7년 없음 고(공립)
6 여 30대 초반 70 5년 없음 고(공립)
7 여 30대 중반 70 7년 없음 고(사립)
8 여 30대 초반 70 8년 없음 중(공립)
9 여 30대 초반 80 4년 없음 중(공립)
10 여 30대 중반 60~70 4년 없음 고(사립)
11 남 30대 후반 80 3년 있음 고(사립)
12 여 40대 후반 80 7년 있음 고(사립)
13 여 40대 후반 80 8년 있음 고(공립)
14 여 40대 중반 80~90 8년 있음 고(사립)
15 여 40대 후반 60~70 7년 있음 고(공립)

비교군1 남 50대 후반 90 8년 전직 중(공립)
비교군2 여 50대 중반 · 2년 전직 중(공립)
비교군3 여 60대 초반 40 2년 상담사 고(공립)
비교군4 여 50대 초반 · 7년 전직 wee center

용이 반영된 해당 학교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중학교가 3명, 고등학

교 12명이었다.

< 표 9 >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중학교: 중, 고등학교: 고 / *경력 및 연령 기준: 2014년 8월

공립과 사립의 구분에서는 공립학교가 10명, 사립학교가 5명이었다.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해 참여자 기본 정보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정보는 다

음과 같다. 지역은 연구 표집과정에서 지역을 의도적으로 배분하지 않았

지만 정보제공자의 추천 방식에 따른 결과로 서울 10명, 경기 5명의 참

여자가 모집되었다. 최종학력은 학사가 5명, 석사 이상이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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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군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성별의 경우 남교사 1명,

여교사 3명이었으며 연령분포의 경우 50대가 2명, 60대가 2명이었다. 경

력의 경우 2년이 2명, 7년이 1명, 8년이 1명이었다. 비교군의 선정 과정

에서 동료의 추천이라는 방식이 적용되었으나 연구 경력 이외의 다른 요

인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았다. 비교군 중 일부의 참여자들에게 개인적

인 만족도를 물어본 경과 정규직 교사가 아닌 전문상담사의 경우 만족도

가 40%로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다. 비교군의 면담 자료

는 이후의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고 연구자

의 관점을 초점화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었다.

4) 연구자에 대한 정보

연구자는 교사 재직 및 전문상담교사로서 학교 상담실에 근무한 경험

이 있으며 학교 상담망 정책 연구학교의 실무자 경험이 있다. 학교 상담

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현직 교사교육, 진로교

육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박사과정의 학업을 통해 교육상

담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질적인 접근의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학업과정 중에 질적 연구 방법 교과목을 수강하고

BK 연구방법론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

였다. 또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던 2014년 1∼2월에 대학원 내·외에

서 실시된 질적 연구 방법론 워크숍, 근거이론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방

법론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의 내용을 점검하였다. 근거이론 워크숍 기간

중에는 논문 컨설팅 시간에 본 연구의 내용을 주제로 컨설팅 받는 과정

을 거침으로서 연구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피드백 내용을 연구에 반영

하였다.

연구자는 2009년, 2012년∼2014년 현재까지 서울대학교의 대학생활문

화원에서 자원상담원으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였고 2013년∼

2014년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 진로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수의 상담 경험을 통해 참여자와의 일대일 면담을 위한 기본 소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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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었다. 이상과 같은 일반교사 및 전문상담교사로서의 학교 근무 경험,

연구방법에 대한 학업과정, 그리고 상담자 경험이 참여자와의 면담 과정

에서 라포를 형성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면담

면담의 주요 과정은 예비 면담과 본 면담의 절차로 수행되었으며 예비

면담을 통해 연구 질문을 구체화하고 연구의 절차 및 진행 방식 등을 확

정한 후 본 면담을 진행하였다.

1) 예비면담

연구의 진행 가능성을 파악하고 주제를 초점화하기 위해 2013년 6월에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를 실시한 또 한 가지의 목적은 질적

연구의 경우 정보제공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연구에 참여할 대상자들의

선발을 위한 사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예비연구의 면담을 진행

하기 위해 학교상담자(전문상담교사 포함), 조직적응, 근거이론의 방법으

로 연구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예비문항을 구성하였고 이를 지도교수

와 협의하여 질문 내용을 확정하였다. 주요 질문의 내용은 ‘전문상담교사

로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문상담교사로서 잘 지내는 데 도움이

된 요인은 무엇인가요?’ 등이다. 면담은 전문상담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상담실에서 주로 실시되었으며 면담 당시 방학의 일정으로 학교에 방문

하기 어려운 경우는 학교 외부의 커피숍에서 면담이 실시되었다.

면담은 미리 준비한 질문을 기초로 하여 반구조화 형태로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연구의 목

적 및 방식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및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본

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벼운 대화를 통해 긴장감을 낮추기 위

해 노력하였고 질문의 시작 전에 참여자의 준비도를 구두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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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면담의 경우 참여자의 반응의 깊이에 따라 1시간 30분∼2시간 30분

정도 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되었다.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현재 전문상담교사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불

안정성과 논란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전문상담교사제도

의 안정과 전문상담교사들의 적응 및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동기로 인해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는 학교에서의

어려움과 개인적인 사정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진솔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면담을 실시한 이후에는 미리 준비한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예비연구를 마치고 연구의 진행가능성이 확정된 후

에 추가적으로 면담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예비연구로 녹취된 면담자료는 한글 파일로 전사되었고 연구자의 1차

분석 내용을 지도교수 및 근거이론의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 1

인에게 확인받는 과정을 통해 질문 목록의 적절성 및 본 면담 실시 이전

의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점검을 받았다.

2) 본 면담

예비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수행 가능성에 대해 점검한 후 2013년 10

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승인을

받았다. 본 면담의 참여자 선정을 위해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실무 및 업

무 지원 기관의 연구 담당자의 추천 및 전문상담교사들이 진학하는 대학

원의 교수 추천을 받았다. 또한 전문상담교사들의 동료 추천을 받거나 중

등교사를 위해 교육청에서 주관한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과정에

홍보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동료 전문상담교사를 추천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

자를 모집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러한 추천의 과정을 통해 14명의

참여자를 개별적으로 면담하였다. 그밖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모집문건을 확

인하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1명의 참여자가 개별 면담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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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이나 자원의 방식으로 선정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 면담을 실시

하기 전에 전화면담을 통하여 연구의 취지와 연구 진행 방식을 설명하고

본인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추천에 의한 방식의

경우 추천자와의 관계 특성이 반영되어 참여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

니티를 통한 지원의 경우, 명시된 표집 기준에 따라 자기 스스로를 평정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강점이 있지만 스스로를 ‘잘 적응했다’고 평

가하는 개인적인 성격특성이 면담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

여 면담 시간을 더 길게 확보하였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실제의

경험을 탐색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면담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었다. 면담 과정에서 사용된

주요한 질문은 예비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후 수정된 질문 목록을 기초로

하였다. 또한 면담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질문 내용을 지속적

으로 메모하고 연구문제와의 관련성을 점검하여 추가, 수정하였다. 최종

적으로 작성된 질문의 목록에 대해서는 근거이론 연구방법 워크숍에 참

여하여 공개적으로 컨설팅 받는 기회를 갖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주요 질문은 ‘지금까지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

어요?’, ‘전문상담교사로 지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가

요?’, ‘전문상담교사로 적응을 이루었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

시나요?’ 등 이다. 참여자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경

우는 흐름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연구자의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동기

및 준비과정, 시작 및 진입단계, 전체적인 경험 탐색/적응과정 및 극복과

정, 역할인식, 적응에 대한 이해, 내적·외적 평가, 직업의 의미 탐색/추가

질문 및 마무리의 7개 영역으로 구성한 면담 질문지를 참고하여 진행하

였다. 질문의 형식은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과정과 사건을 회고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개방적인 질문으로 안내하

였으며 참여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표면적인 사

건만을 기술하는 경우 연구자의 추가 질문을 통해 그 과정에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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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본 면담의 진행과정에서 연구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논

문과 학술서적을 참고하였으며 면담자료의 전사, 녹음내용 듣기 등을 지

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면담 과

정 중에는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새로운 아이디어 등에 대한 메모를 작

성하고 참여자가 제공하는 공문 등 관련 문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면담

실시 직후에 받은 인상을 연구자가 직접 음성으로 녹음하여 면담 당시의

느낌이나 상황을 상세하게 보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자료 역시 워

드로 정리되거나 전사 자료로 변환하여 분석 과정에 참고하였다. 면담

및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며 비교한 결과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나오지

않는 포화(saturate)의 시점을 기준으로 15명의 면담이 실시되었다.

연구과정에서 연구자의 연구 질문을 초점화하고 이론적 표집 대상자와

의 차별성을 인식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와 다른 특성을 지닌 전문상담교

사 3명과 전문상담사 1명을 함께 면담하였다. 전문상담교사와 다른 특성

의 예로는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던 전직교사와 교사가 아

닌 상태에서 학교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상담사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참여자들을 비교군이라고 언급하기로 한다. 비교

군의 자료는 전사하여 원자료화 하였으나 직접적인 내용 분석은 실시하

지 않았다.

5. 면담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의

과정에 따라 진행하였다.

1) 원자료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된 면담 자료 전체를 전사자료(축어록)

로 변환하였다. 음성으로 표현된 내용은 모두 문자로 기술되었고 음성



- 61 -

연구자: 그렇게 학교에 없던 상담문화가 만들어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시
겠어요?

참여자: 안정화된 과정이요. 일단 상담실 홍보를 하고,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
작하니까 개인상담 들어가기 시작했구요. 그러면서 심리검사 관련된 여러 
연수들도 스스로 많이 받았어요[스스로 연수 과정에 참여함]. 검사들은 애
들이 보통 좋아해요. 쉽게 와서 해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특성화되고 
이제 ***지역에서 상담교사 있는 학교에 예산을 천만원씩 내려줬어요[예
산이 배정됨]. 그래서 상담실 꾸미고 물품도 많이 구입하고 그런 다음에
는 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좀 더 그럴싸한 상담실을 꾸밀 수 있게 
돈이 많이 내려왔고 그러면서 시설적으로 점검이 되었고 교사 자체로도 
스스로 뭐 워크숍이니 찾아다니고 그런 걸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상담실 점검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상담실 정비 외적인 인프라 구축]

이외에 녹음에 드러나지 않는 비언어적인 내용은 괄호를 넣어 첨가하였

다. 그밖에 연구자가 받은 인상이나 상황에 대한 내용은 면담 내용이 정

리된 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였다.

2) 개방코딩

개방코딩(open coding)은 자료를 해체, 검사, 비교, 개념화,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즉, 원자료에 대한 검토과정을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내

용을 범주화시키는 과정을 일컫는다(Strauss & Corbin, 1998). 이 단계

에서는 원자료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연구 질문에 연관되는 내용을 밑

줄 긋고 이를 연구자가 개념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 ]안에 표기하는 방

식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정리 과정을 거친 후 모든 자료를 출력하여

제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분석과정에서 개념의 이름이 바뀌

거나 추가 또는 삭제되는 내용을 함께 표기하였다. 다음은 개방코딩에서

연구자가 진행한 분석 과정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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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중재적 조건

인과적 조건 현상 작용/상호작용 결과

3) 축코딩

축코딩(axial coding)은 범주들 사이에 서로 연합관계를 만드는 단계로

한 범주를 중심으로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다른 하위범주들을 연결시

키는 과정이다(박승민, 2005). 축코딩에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과정의 분석이 있으며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현상과 관련된 여러 조건

들, 작용/상호작용과 결과를 밝혀내게 된다(박승민, 2005).

패러다임의 구성 요소와 이를 조합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Strauss &

Corbin, 1998).

(A)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 (B) 현상(Phenomenon) → (C)

맥락(Context) → (D)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 (E) 작용/

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Strategies) → (F) 결과(Consequences)

이러한 Strauss & Corbin(1998)의 패러다임 모형을 국내 연구자들은 다음

[그림 5]와 같이 재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김미영, 2001; 박승민,

2005; 노성덕, 2006; 권경인, 2007; 김명찬,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패러다임 모형에 기반을 두고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림 5] 패러다임 모형(김미영, 20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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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맥락의 경우 현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패러다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의미(박승민, 2014)

를 살리기 위해 현상으로 가는 화살표와 맥락에 해당하는 칸의 외곽선을

점선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통해 의미를 살리고자 하였다.

축코딩 단계에서의 과정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

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 상호작용의 연속

적 연결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즉,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근거이론 분석의 본질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근거

이론 연구과정에서 과정을 개념화하는 데에는 주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

다. 하나는, 추이·경과의 단계와 기(期)로 보는 것으로 무엇이 그 추이를

앞으로 진전시키고 정지시키고 역행시키는지 설명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비점진적 운동으로, 즉 변화하는 상황에 반응하여 융통성 있고 유동적이

며 반응하고 변화를 잘 일으키는 작용/상호작용으로서 과정을 개념화하

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그 중에서 단계 또는 기(基)로서 개

념화하는 과정은 발달, 사회화, 변형 등과 관련하여 경과·추이를 조사하

는 연구에서 특히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계 또는 기로서 과

정을 개념화하는 관점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선택코딩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핵심범주를 선택하는 과정인데,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 그들의 관련성을 확인하며 다듬고

개발할 필요가 있는 범주를 적어 놓은 것이다.

선택 코딩의 몇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 윤곽(story

line)을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패러다임에 의해 '보조적 범주들

(subsidiary categories)'를 ‘핵심범주’(core category)에 연관시킨다. 셋째,

차원화의 단계에서 범주들을 연관시킨다. 넷째, 자료의 상반되는 관계들

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더 보완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는 범주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들은 순차적이기 보다 재귀적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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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다(Strauss & Corbin, 1998).

선택 코딩에서 주요한 과정인 유형 분석은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의 결과와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6. 연구의 신뢰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질적연구가 믿을 수 있고, 정확하고, 맞다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 즉,

신뢰가능성(Trustworthiness)에 대한 평가는 Guba와 Lincoln(1994)의 관

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이다. 사실적 가치는 연구의 내적 타당

도를 확인하는 내용이며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면담자료를 시사·정책 자료, 장학 기관의

연구 보고자료, 교육청의 관련 공문 등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타당한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연구 참여

자 중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보인 6명의 참여자에게 이메일 전송 또는 직

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연락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담아냈는지

의 여부, 개념/하위범주/범주의 적절성, 패러다임 모형, 과정 및 유형에

대한 설명, 참여자 인적 정보 제공의 범위, 의견 및 소감에 대한 확인과

정을 통해 연구 결과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검토에 참여한 6명의 참여

자 대부분은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 결과에 대해 “재미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잘 드러나 있네요.”와 같은 반응을 나타냈고 참여자들

의 의견 중 연구 결과의 수정에 반영할 내용을 정리하여 범주의 이름을

구체화하거나 변경, 적응 유형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였다.

둘째,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이다. 적용가능성은 외적 타당도를 확인

하는 과정으로 적합성(fittingness)에 대한 검증이다. 이는 본 연구의 결

과가 연구 참여자 이외의 다른 상황이나 맥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적용력에 대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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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현직 전문상담교사 3명

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고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

한 전문상담교사 집단 이외에 학교의 중요한 중간관리자인 부장교사 1

명, 전문상담교사와 비슷한 맥락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치료순회교사

1명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고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일관성, 신뢰도(Consistency)이다. 연구 과정에서 외부자의 검토

(audibility)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초기부터 참여

자 선정, 면담, 자료 분석 등의 전체 과정에서 근거이론의 방법으로 연구

를 진행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교육학 박사 1인, 학교상담 영역의 다양한

정책 연구에 참여한 지도교수의 지도 및 피드백을 바탕으로 연구의 신뢰

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과의 분석 과정에서 방법론 전문가인

현직 교수 1인과 학교상담 및 진로 상담의 전문가인 현직 교수 1인, 그

리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 상담자 경험이 있는 상담

전공 박사 수료생 1인에게 검토를 받는 과정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이다.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이 확립될 때 가

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연구의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

관성에 대한 확인 과정을 통해 연구의 중립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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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연구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전문상담교사 직업 적응과정의 기본 구조이다. 원자료

의 코딩 과정을 통해 핵심적인 범주를 밝히고 범주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의 주요 흐름을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구성하고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적응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단계 및 적응 유형을 분석하

였다. 적응과정의 주요 단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여 정

리한 것이며 각 참여자들의 특징을 탐색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전

문상담교사 직업 적응과정의 핵심범주와 적응과정 이론을 제시하였다.

핵심범주는 본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는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응과정 이론은 가설적 관계진술의 서술을 통해 적응 과정에 영향 요인

을 가시화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문상담교사 직업 적응과정의 기본 구조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구조를 만들기 위해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여러 차례 읽어 내용을 숙지하고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가며 주요한 개념을 찾아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 15명 각각의 자료와 참여자들의 차별적

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실시된 비교군 4명의 면담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범

주화시키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정리하였다. 개념의 이름, 범주의 이름

을 부여하는 과정에서는 열린 사고를 갖고 더 적절한 이름이 떠오르는

경우 새롭게 이름을 붙이는 등 추가적인 작업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범주를 완성하기 전에 각 참여자에 대한 개별적인 범주표를

작성하였고 각각의 범주표를 다시 하나로 수렴하는 순차적인 과정을 진

행하였다. 전체 참여자의 분석 내용이 수렴된 개념, 하위범주, 범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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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비고

l 학교상담 관련 법 없음

l 학교상담자 윤리규정의 애매함

l 학교상담 표준모델 없음

l 업무지침, 행정시스템 없음

안정적인 시스템 부재
기준이 될

만한 행정

체제 미비

인
과
적
조
건

l 교육청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함

학교상담을 모르는

장학사 배치 및 담당자의

잦은 이동
l 학교에서 상담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

l Wee 센터 등 외부연계가 원활하지 않음

내적, 외적 상담 네트

워크가 미약함

학교의

상담 여건

이 미흡함

l 공립-뭘 하는지도 모르고 기대도 없음

l 사립-요구가 비교적 명확하고 틀이 있으나

자율성 폭이 좁음

공립/사립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발령을 받음
l 학교에서는 경력과 나이가 우선

l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짜 교사

l 비교과교사는 어차피 마이너리티

학교는 경력, 나이

중시, 수업 우선,

주류와 비주류 구분
l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공간에서 상담

진행

l 부서배치도 매해 마다 바뀜

l 상담해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음

학교의 상담 환경 -

상담실 유무, 위치, 크기,

부서배치, 독립 공간,

학생 수 많음
l 취업의 필요성, 경제적인 필요

l 교직의 안정성, 사회적 인정감을 높게

평가함

‘교사’로서의 매력에

집중하여 직업을 선택함
‘교사’ or

'상담자‘의

매력에따라

직업을 선

택함

l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의 가치를 중시함

l 전문상담교사제도가 생기기를 기다림

l 심리학, 상담공부 하는 것이 재미있음

l 상담을 하고 싶어서 역량을 쌓아왔음

‘상담자’로서의 매력에

집중하여 직업을 선택함

을 작성한 후 이를 선별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음 < 표 10 >과

같은 범주표가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자료는 140개의 개념, 59개의 하위범주, 23개의 범

주이다. 범주화과정에서 근거이론의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 1인 및 박사1인, 진로 상담 및 학교상담 전문가인 교수

1인, 학교상담을 주제로 연구하여 석사학위를 받고 현직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석사 1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결과를 반영하였다.

< 표 10 >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 하위개념 및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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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학교 자체의 전통적인 분위기, 경직성,

보수적

l 학교 조직에서 교사인지 아닌지가 중요함

l 사람을 다루는 곳이라 관계가 더욱 중요함

학교의 고유한 조직문화와

경직성

학교조직의

독특성

맥
락

l 상담은 수련과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이

필요한 영역

l 상담 쪽은 유난히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

상담이라는 학문 자체의

특성-전문성, 자격요건,

지속적 배움의 중요성

그러나 인식은 아직도

낮음

상담에대한

낮은 인식

l 전문상담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들어왔다고 인식함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의 필요성 부각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상담의

필요성강조
l 센터보다 학교가 좋음. 학교는 방학이

있고 활력이 있음

l 지역에따라상담사례연계의여건이달라짐

학교와 센터, 지역에

따라서 근무 여건의

차이가 존재함
제도 운영

초기 10년의

불안정성
l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

l 다른 비교과 교사들과의 티오경쟁

l 이제 10%후반대로 배치율이 낮음.

전문상담교사 임용의

불안정과 낮은 배치율

l 개인적인 성장 과정에서 상담, 심리학에

관련된 경험이 있음

성장 과정에서 상담

관련 경험

전문상담

교사개인의

성장 과정

에서 상담

관련 경험
l 교사도 아니고 상담자도 아니고 행정보조인

느낌

l 교사인지 상담자인지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들도 혼란스러움

상담자인가 교사인가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현
상

l 상담에 대한 부담감으로 행정업무를 선호함

l ‘나도 전문상담교사 1급이야. 나도 상담해.’

‘전문'상담교사인데

전문성이 있는가
l 자살위기, 고위험군 아이들에 대해 조마조

마한 마음이 생김

l 상담을 하면서 내가 위기에 빠져들 것 같은

느낌

위기 학생의 상담 사례

에 대응하기 어려움

l 같은 교사라면서 보상, 승진에서 다른 대

우를 받음

l 하는 일은 전혀 다른데 일반교사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음

교사라는 이름이 있지만

교사인가

l 상담 이외의 할 일 때문에 상담 할 수 없음

l 과중한 수업 참여 요구를 받음

l 학교에서상담자의비밀보장준수는어려운듯

상담자의 역할을 기대

받지만 상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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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능력 밖이고 힘들어도 혼자 열심히 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음

l 전문성을 충족시킬 만 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l 쉼이 없는 업무의 연속, 모든 과정이다 업무

l 업무의 불명확성을 과잉활동으로 보상

개인의 기대와 조직의

역할 요구 불일치

l 일반 교과 교사들과 같은 수준의 수업 요구

l 교문지도, 급식지도, 현장학습 인솔 등 업무

요구

조직의 기대와 개인의

역할 수행 불일치

l 선생님들의 편견 ‘수업 다녀올게요. 쉬세요.’

l 피드백이 없음을 넘어서 무관심

l 말썽 피운 아이들에게 한자쓰기를 시키라고

데려옴

l 전문상담교사에게 요구하는 태도적 측면

(희생, 배려, 양보). 일과 사람을 같은 인격

체로 평가

l 편견이라는 벽. ‘상담은 마술이다.’

l 하는 일을 알려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일

l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접함

l 이전 상담교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접함

상담과 상담교사에

대한 편견이 높음

l ‘제가 원래 호기심이 많아요.’

l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라...’

개인 성격 - 수용적,

호기심, 친절함

개인 변인

-성격,

많이 돌아온

길,

꿈과 비전

중
재
적
조
건

l 임용 전 삶의 경험의 차이
많이 돌아서 온 길 -

이전 경력, 삶의 경험
l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인재로 양성하려는 꿈

l 전문상담교사라는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꿈꿈

l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나도 함께 성장함

l 전문상담교사는 내가 유능감을 가지게 된

과업

직업을 통한 꿈과

자아실현을 생각함

l 학교상담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음

l 학생상담사례에서 보람을 느낌

l 학교상담은 예방적, 교육적 기능이 초점

학교상담실의 중요성을

이해함, 상담의 보람을

느낌

‘상담자’로

서 보람을

느낌

l 교사라는 직업의 안정성과 사회적 인정감이

높음

교사'라는 직업의 매력

을 떠올림

‘교사’라는

직업이

지닌 매력

에 집중함

l 학교에 Wee class설치하면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음

외부 행정 시스템,

wee 프로젝트의 지원

제도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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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친한 친구교실 예산이 나오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함

l 일부 규정 및 지침이 정립되어 원칙이 세

워지기 시작함(예; 윤리 규정 관련 훈령 제

정됨)

l 교육청의 권장활동을 실시하고 주요한 업

무가 자리 잡히기 시작함

을 받음

더불어

특정한

역할이

안정됨

l 상담을 이해하는 힘 있는 딱 한사람의 지원

l 관리자 연수를 통한 상담 마인드 함양

l 관리자, 부장교사의 명확한 인식과 업무

배분, 갈등중재

관리자, 부장교사의

지원을 얻음
관 리 자 ,

부장교사의

지원으로

힘이 실림
l 외부에 좋은 소문이 나서 관리자가 좋아함

학교 외부에 좋은

소문이 남

l 진짜 인정해주는 소수의 선생님들

l 가르치려 하지 않으면서 살짝 도와주는 분

들이 있음

학교 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교사들의

지원을 받음

전문상담교사

커뮤니티와

교사들의

관계에서

지원을받음
l 같은 지역의 발령 동기 모임으로 친목과

정보교환

학교 외부 전문상담교

사 커뮤니티를 의지함

l 교사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당연히 해야 함

l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규율에 대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야 함

교사로서의 기본

(basic)을 인정함

자신의

기대와

현실의

요구를

조정함

　

작
용
/
상
호
작
용

l 부장교사, 고 경력 교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함

l 상담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낮춤

l 교사들의높지않은기대를긍정적으로해석함

주변의 기대를 내적으로

조정함

l 업무배분에 민감해지고 의견을 이야기함

l 공립학교에서 3년쯤 지나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함

l 열정의 색깔이 바뀜. ‘내 목소리를 내야할

때 목소리를 내는 것’

적극적으로 나의 목소리

를 내기 시작함

l ‘제가 1기인데 그래봤자 이제 겨우 8년.’

l 현장에서의 경험이 쌓이니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짐

한 해 한 해 경험이

축적됨

l 개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조정하

고 삶의 과제를 해결해나감

l 업무시간에 은행업무, 상담실 준비물 구매

도 조심스러움. 오히려 자기 관리를 더 철

저히 함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함

l 임용고시를 다시 치름 적극적으로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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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교무실과 상담실 2곳에서 업무를 진행함 조정함

l 학교상담은 가정의학과

l 학교에서의 상담은 단회 상담

l 학생들이 제 시간에 오는 것만 해도 상담

의 시작

l 수퍼바이저 교수님들도 이해할 수 없는 독

특한 현장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

l 교사들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

학교상담과 학교상담

자의 특수성, 전문영역

을 이해함

역할을조정

하고

전문성증진

을 위해

힘씀

l 아이들의 행동특성을 파악함

l 학생들의 어려움 유형을 파악함. ‘친구

아니면 진로’

l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이해함. ‘중학생과 고

등학생은 정말 달라요.’

l 특히 중학생의 경우 학부모들을 만나야 할

일이 많음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을 이해함

l 지속적으로 연수 참여, 상담실습, 스터디,

수퍼비전, 대학원 진학, 자격증 획득

l 전일제 대학원을 마치고 들어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

l 전문성 함양을위해 경제적인투자가 많은 편.

‘1000만원 들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문성 증진을 위해

힘씀

l 교육의 흐름에 따라 역할을 달리함

l 너무과하지 않게 적당한수준으로 열심히함

l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실마리를 잡아가는

시기

업무의 시행착오 거치

고 역할을 조정함

l 업무적으로 얽히지 않는 소수의 교사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지받음

친밀감을 위해 교사들

과의 관계형성에 힘씀

목적에따라

교사들과의

관계특성을

다르게 함

l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전문적인 관계, 일을

중심으로 한 관계

l 부장교사들에게 전략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도와드림

업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전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힘씀

l 교육의 전문가는 고 경력 교사

l 무조건 선배교사들에게 절대 충성함
학교의 교사로부터 배움

l 나는 상담자도 교사도 아니고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로서의

독특한 정체성을 찾음
일정부분의

역할 안정,

정체성이해,

전문성획득

결
과

l 결국 공교육의 상담실이 인성교육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

학교와 학교상담에 대한

이해 심화

l 상담건수의 증가, 선생님들의 의뢰가 많아짐

l 여러 가지 다른 업무는 줄었지만 고유의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

라 일하며 본연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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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담감은 증가

l 업무의 우선순위가 생김

l 흔쾌히 하는 일이 생김

무의 양이 증가함

l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고 준비함
새로운 일을 기획함-

업무 영역이 확장됨
l 심리검사 자격과정을 마스터함

l 전문상담교사 연수의 강사로 활동함

l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예정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특화됨

l 우리 학교가 좋아진 게 차이점이죠.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이 생김

심리적

안정감이

생김

l 평생 하고 싶은 일, 보람 있는 일

l 내가 상담교사라서 만족함. 일반교사였으면

그렇지 못했을 듯

직업적인 만족도가

증가함

l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

l 개인적인 삶에서 다양한 충전방식이 있음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함
l 직업의 매력은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느낌

전문상담교사라는 직업

의 매력을 느낌
l 흔들리는 현상의 중심에서 나는 중심을 잡음

l 같은 사건을 다른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김

심리적 여유가 생김

l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 자신감이 상승함
l 아이들의 웃음을 접함. 아이들이 행복감을

표현함

l 우리 학교에 진짜 전문가가 있다고 이야기

하심

l 학부모 상담의 효과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침

l 상담활동을 통해 일반교사의 인식이 변함

인식의 변화를 느끼고

좋은 평가를 받음

인식의변화,

긍정적 피

드백이 유

지됨

l 상담교사로서의 애매함은 여전히 불만족스

러운 부분

l 그러나 아직도 확신은 없음

해결과제가 남음. 아직

도 힘듦

남은 해결

과제를

생각함

l 상담 자체에 대한 고민이 지속됨
상담자로서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지속됨

상담전문성

함양을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표 10 >에서 제시된 개념, 하위범주 및 범주들은 전문상담교사의 적

응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실체이론의 근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

석된 일련의 범주들의 의미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참여자들의 표현을 다

음 장에서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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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 이야기

분석한 자료에서 도출된 23개의 범주들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적응과

정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 라인(story line)'을 서술하고자 한다. 주요

서술과정은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인용하여 주요 장면을 제시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2).

1) 인과적 조건: 현상 발생의 계기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을 일어나게 하거나 발전하도록 하는 사건,

즉,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

교 현장에 전문상담교사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시스템이 없었다

는 것, 학교 조직의 풍토를 반영했을 때 학교에서 상담을 한다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 그리고 취업 동기와 관련하여 ‘교사’로서의 매력 또는 ‘상

담자’로서의 매력에 집중하여 직업을 선택한 것 등이 해당된다.

(1) 기준이 될 만한 행정체제 미비

안정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 ‘맨땅에 헤딩’해

야 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공문 하나만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 상태’라

는 것이다.

 그때 사실은 학교에 배치가 최초였어요. 어떤 로드맵도 없고, 무에서 유

를 창조하는 제가 되어야 하는데 (중략) (참여자 3)

2)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인용한 원칙은 원문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지만 길이가 너무 긴 경우 “(중략)”으로 표현하였고 참여자 발
언 중간에 연구자의 질문은 괄호(  )안에 표기하였으며, 참여자가 바로 그 장면에서 이
야기하지 않았지만 내용의 흐름상 포함되어야 할 어구는 [ ]안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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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한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수업시간에 할 것이냐 그 이후에 할 것

이냐 선생님한테 어떤 방법으로 수업시간에 아이들 데려올 것인지 이런 것

들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어요.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오는 것도 없었고 

그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야 하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다른 학교에 

물어봐야 하고 그냥 맨땅에 헤딩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

기서 뭘 해야 하지 상담에 딱 왔는데 막연하게...상담일지조차도 처음에 없

었으니까.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게 된 것 같아요.(참여자 11)

법적으로 제시된 안정적인 테두리가 없다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 부재

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제도는 전문상담교

사 개인과 학교 조직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교과부에서 상담교사 상담만 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침이 내

려온 것도 아니고 학교상담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생기는 게 제일 좋

은 거잖아요. 학교 상담법이 생겨서 전문상담교사의 업무 역할, 범위 그리

고 특히 전문상담교사의 윤리도 필요하거든요. (참여자 1)

각 학교에서의 혼란은 전문상담교사의 업무를 지원할 장학기관의 불안

정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학교는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이

해와 협력을 통해 운영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해당 부서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행정 시스템뿐만

아니라 담당인력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일정 기간 근무

하며 업무를 파악한 장학사들조차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자

주 발생하다보니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없는 학교상담은 어려움 그

자체였다.

 상담교사 출신 장학사가 배치되어야 할 듯. 승진은 안 되더라도... 장학사

님이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이끌어가고 중심에 있을 누군가가 필요한 듯.

(참여자 2)

 담당자가 해마다 바뀌어요. 열심히 해놓고 딴 데 가시고. 엇박자가 말이 

아니에요. (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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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의 상담 여건이 미흡함

혼자, 오로지 혼자였다. 학교 안을 둘러봐도, 외부에 손 내밀어 줄 곳

을 둘러봐도 도와줄 곳은 없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업무적으로, 심리적

으로 고립감을 느낀다. 이러한 고립감은 한동안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직업생활을 시작할 때, 해당 조직의 경력자들로부터 적절한 지원

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상담’이라는 전문 영역의 독특성을 이유로 전문

상담교사 자신도 손 내밀지 못하고, 어느 누구 하나 먼저 적극적으로 다

가오지 않는 그야말로 고립의 시기가 한동안 지속된다.

 업무를 처리할 때 ..그런 거는 부장님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상담

이나 아이들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게 힘들긴 해요. 

영역이 좀 달라요.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상담교사

라서. 그럴 땐 답답하고 막막해요....만약에 상담교사가 한명이라도 더 있었

으면 둘이 협의체를 이룰 텐데 상담교사가 한 명이니까 그것을 자문을 구

할 수가 없다는 것 (참여자 3)

 저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학생부 선생님들과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진 잘. (참여자 1)

이러한 학교 내의 고립의 문제를 학교 외부에서도 역시 해결해줄 수가

없다. 학교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네트워크가 미비하기 때문이

다. 그나마 이미 설립되어 있는 여러 센터들 역시 학교와의 연계에는 소

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에 대한 상담은 ‘오로지 혼자’,

‘알아서 해야 하는’ 개인적인 과제였다.

 **에도 정신 보건센터, wee 센터, 무한돌봄센터도 있긴 한데 연계가 원활

하지가 않더라구요. (참여자 9)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wee 센터는 지역마다 다르긴 하는데 우리 

지역은 관할 학교가 많으니까 한명 이상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학교당 1명

이 말이 되요. 올해는 연계 과정도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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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발령 여부는 전문상담교사 수급 정책 및 임용

시험 합격 여부와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공립학교에 시험을

본 후에 불합격하는 경우 사립학교에 다시 지원한다. 하지만 공립과 사

립의 소속 차이가 실력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사립의

경우 각 학교별로 임용의 공고를 내고 지원자의 지원을 받은 후 공립에

서와 같은 형식의 시험 및 선발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의 경쟁률

이 공립학교 시험 못지않고 시험의 내용 역시 공립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공립과 사립의 발령 차이는 개인의 전

문상담교사로 지원한 시기의 임용 티오와 경쟁률, 그리고 여러 참여자들

이 이야기하는 ‘운’에 달린 문제이다. 하지만 막상 학교에 발령받아 생활

할 때 공립과 사립은 상담에 대한 인식, 적응의 속도, 상담실의 안정성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사립 선생님들이 운신의 폭이 좁아요. 어떤 것 하는데 있어서 눈치를 많이 

봐야 해요. (중략) 하고 싶어도 당당하게 말 못하고 이거 해라 그냥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봤는데 공립같은 경우는 5년마다 옮기잖아요. 

1~2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3~4년 되면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러잖아요. 

...(참여자 12)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있는 거는 상담은 사립이 좋은 것 같다. 자기가 구축

했는데 4,5년 하고 또 떠나고 하면, 단점은 다양한 애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 

그게 단점인데...그게 장점이기도, 한 대상에 특화되는 것. (참여자 10)

학교 조직은 다른 직장과 다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고유한 특성은 전

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고유한 조직의 문화를 파

악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할아버지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선생님 상담은 쉬는 시간에 하라고...

수업 시간에도 하지 말고 야자 시간에도 하지 말아라. 애들 공부해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셔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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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라는 집단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도 교사이지만 이기적인 

면도 굉장히 많고 타인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참여자 8)

상담실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는 있다 하더라도 여러 교사가 함께 근

무하는 작은 교무실에 ‘파티션만 치고 상담하라는’ 상황이었다. 학생들은

상담교사를 찾아오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상담실 처음 왔을 때 본관 건물 아니고 반대편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거보다 낡은 거거든요. 그 건물 지하에 주셨어요. 지하여서. 들어가는 입구가 

취조실 들어가는 지하 같은 느낌 (참여자 11)

 원래 4명이 쓰다가 분리되어서 그나마 2명이 쓰는 거예요. [입구에 수석

교사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음] (참여자 7)

그나마 상담실이 갖추어진 학교에서는 완전한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상담실이라는 공간을 지

켜야 하는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예전엔 되게 많이 외로웠어요. 초임 때는. 거의 실에 혼자 있고 선생님들 

안챙겨줘요. 제가 먼저 뻗쳐 나가지 않으면.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내가 

학교에서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로웠다면 (참여자 5)

일반적으로 학교 조직의 구성은 보수적인 특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은 매번 달라지는 정책의 흐름에 따라 겉모습을 달리한다. 그 대표

적인 예가 부서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색깔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진로’에 들어가야 할지, ‘생활’에

들어가야 할지, ‘상담’에 들어가야 할지 매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

 지난 학교에서 자리를 3번 옮겼어요. 매해 달라지는 거예요. 교무실 자리는 

똑같은데 처음에는 진로상담부, 둘째 해는 진로상담부 없애고 생활지도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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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상담부랑 합해서 생활상담부, 세 번째는 다시 생활상담부 없애고 

생활지도부가 되고 진로진학상담부. 여기서 올해 진로진학상담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정말 단적인 예인거죠. (참여자 3)

전체 학교에 상담교사는 1명이고, 학생 수는 1,000명인데 모두를 다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겁이 나는 상황이었다.

학교라는 상황은 천명 넘는 아이들이 날마다 오는 상황이라서 (참여자 6)

(3) ‘교사’ or ‘상담자'의 매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함

시작한 모습은 모두 같아 보이지만 전문상담교사 집단 내에는 세부적인

집단이 존재한다. 즉, 직업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주요한

지원의 동기가 무엇인가의 차이이다. 이러한 기대의 차이는 서로 다른

적응의 양상을 만들어낸다.

‘교사’로서의 매력에 집중하여 직업을 선택함

취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사가 지닌 안정성과 매력은 중요한 취업

동기로 작용한다. 또한 정규직으로서 정년 보장과 일정 수준의 급여 역시

중요한 강화요인으로 작용한다.

 직업적인 면, 경제적인 부분들, 취업을 해야 하겠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중략) 원래는 교대 편입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직의 길을 가려는 

방향에서 (참여자 7)

다른 직장에서 쌓아온 경제적인 여건이나 직급을 포기하고 들어온

참여자 11의 경우는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직업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학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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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5년 다녔을 동안 직급도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고 참 그거 놓기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좀 이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때가 되면 다 

던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짐하고 있었죠. (참여자 11)

‘상담자’로서의 매력에 집중하여 직업을 선택함

참여자들 중에는 상담 및 심리학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전문상담교사의 길에 들어선 경우가 있다. 자신의 상담 전문성을

통해 학교의 상담문화를 형성해나가겠다는 포부가 바로 그것이다. 상담,

심리학에 대한 열정은 높은 경쟁률과 임용에 대한 불확실함을 뛰어넘어

소신껏 공부하고 준비하게 만드는 강한 내적 동기로 작용한다. 외부의

어려움을 ‘1명을 뽑아도 가겠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확신하는

계기로 삼은 것은 상담 자체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워낙에 하고 싶은 거고 길이다 했으니까 1명을 뽑아도 가겠다 했거

든요. 다른 사람들은 흔들리는. 그래서 주변에서 없다 안뽑을거다. (중략) 

사람들 술렁이면서 공부에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략) 저는 좋

았던 게 그때 그렇게 해서 제 스스로 이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건가 아

닌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합격이 잘 안되면서 이게 정말 상담교사라는 게 내가 학문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내가 학문으로 공부를 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상담으로 변화를 

시키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무언의 갈망이 되게 왔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전문상담교사라는 건 상담을 하기 위한 방편이구요. 상담이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 (참여자 15)

 의욕이 넘쳤고 내가 정말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하면 상대도 응할거고 

그렇다면 어려움도 무조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들이 있어서...(중략) 

역시 상담선생님은 다르다. 상담실이 있어서 참 좋다. 상담실 와서 문제들이 

잘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죠.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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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 내가 이 아이들한테 도움을 줘서 보람을 

느끼고 (참여자 12)

 

 내가 아이들을 돕는 나로서의 자기애? 이런 것도 있었죠. 내가 아이들을 

정말 무한하게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을 준 만큼 아이들이 변하고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다는 살짝 나르시시즘 같은 것도 조금 있었고. (참여자 1)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학부에서 심리학

을 시작했건, 사범대학의 다른 전공을 거쳐 심리학 복수전공을 했건, 대

학원 과정에서 상담을 시작했건 간에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담, 심

리학에 대한 재미와 가치를 느낀다는 것이다. 임용시험을 공부할 때의

학업 과정조차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이들

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상담/심리학이 실용학문으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의 가치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또한 개

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

한 참여자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타인에 의해 전문상담교사의 길을

추천받거나 자기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제도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등

남다른 시작을 한 경우가 있다.

2) 맥락: 현상의 발생과 패러다임 전체에 기여한 상황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적응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직업 적응의 문제

를 벗어나 학교와 가정, 사회, 상담문화 등 전체적인 체제적 관점에 기반

을 둔 과정이다. 즉,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학교라

는 조직의 특성, 상담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위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의 필요성 부각, 전문상담교사제도 자체가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 한 개인의 그동안의 성장 과정에서의 상담 관련 경험이라는 보다 장

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련된 요인들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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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조직의 독특성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에 대한 열정으로 직업을 시작한 장소는 다름 아닌

학교이다. 그런데 ‘학교’는 다른 직업 환경과 다른 고유한 특징들이 있다.

경직되고 보수적인 학교 조직의 특징들은 전문상담교사라는 새로운 교사가

직업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학교의 고유한 조직문화와 경직성

각 학교의 경직성은 새로운 전문 인력을 쉽게 수용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에 선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조직이 ‘교사인지 아닌지’에 민감하다는

사실과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간다.

 학교 분위기는 조금 싸했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상담교사가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다른 교사 배치를 원했었는데 상담교사가 딱 가니까 교감선생님이 

왜왔냐고 책상 앞에 앉혀놓고 교육청에 전화해서 우리 상담교사 원하지 않

았는데 왜 보냈냐고. 저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는 아

예 학교도 오지 말라고 우리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다른 교사 바꾼다고.

(참여자 13)

 학교 안에서는 교사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 사이드에요. 학교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면 교사라는 직책을 줘야 해요. (참여자 13)

 사람을 다루는 것. 회사는 업무 효율이나 그런 것 따지지만 학교는 사

람하고의 관계를 다루고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곳이

기 때문에 (참여자 7)

(2) 상담에 대한 낮은 인식

상담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예전에 비해 좋아졌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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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기 어려운 데에는 상담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지만 상담이라는 역

량이 단기간이 지식 학습을 통해 형성되기 어렵고 많은 수련기간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의 성과가 다른 교과목처럼 눈에 보이는 측정

방식으로 파악되기 어렵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지식적인 면에서는 대학원 수준을 더 넘어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상담이 

지식적인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수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참여자 1)

 가정과는 시험을 보면 내가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 드러나잖아요. 

(참여자 8)

(3)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상담의 필요성 강조

전문상담교사의 인력 수급 정책은 학교 폭력 관련 사안의 발생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가 많다. 참여자들 역시 이에 대해 인식하고 전문상담교사

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했다.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부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학생부에 배치가 됐었어요.

(참여자 6)

(4) 제도 운영 초기 10년의 불안정성

비교군을 통해 센터에 근무하는 경우와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의 차이

점을 살펴보니 학교와 센터는 전문상담교사의 위상이나 역할의 독립성,

근무 여건 등에 차이가 있었다. 즉, 센터의 경우 여러 전문 인력들과 협

의하여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에서 의뢰된 비

교적 심각한 사안의 아이들을 만나며 일 년 내내 근무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학교의 경우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자신의 업무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교사들과 협력해야 하며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많

은 상담 업무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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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가할 만한 학교의 장점은 학교에는 비교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아이들

이 함께 있고 방학이 있어 재충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지역적인 차이는 임용시험을 다시 치르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전문상담교사가 생길 만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학교상담의 여건 차이를 넘어 각

지역의 편리성, 인프라, 수도권 접근성, 그리고 가족의 생활권 등 일반적

인 차이를 반영한 특성이기도 하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구요. 강남, 강북 다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르고 

남녀공학 다르고 남학교 다르고. 수업 가르치는 것은 똑같을 것 같은데. 

공립, 사립 다르고 (참여자 12)

 A지역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는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연계될 

곳만 해도..여기 와서는 이런 것들 다 있는데다가 좀 더 연계도 잘 되고 

동반자 상담이라고 해서 상담자를 제가 하지 않더라도...그렇게 연계하고 

나면 제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참여자 9)

전문상담교사 임용의 불안정과 낮은 배치율

전문상담교사 인력 수급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 유동적이다.

또한 한번 공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의 변동에 따라 임용 티오가 불

안정한 경우가 발생한다. ‘돈에 의해’ 좌우되는 인력 수급 정책이 가장 여

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전문상담교사 수급 정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학교폭력 터졌던 것과 연관되어 시기적으로 이슈가 되면 선발 하고, 정치

적으로 이게 있는 거 같아요. 영양교사 때문에 저희 임용 정원을 확 가져갔

었어요. 예를 들어 그해에 학교폭력이나 중요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양교사가 자기들이 뭐 하겠다 해서 

예산을 확 가져가고. 이번에는 진로진학 때문에 전향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쪽이 이득이 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고 계속 티오가 줄어드는 거죠.

(참여자 5)



- 84 -

 저는 정책 바뀌는 실감한 사람으로서 돈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너무 

그렇죠. (참여자 12)

2005년, 전문상담교사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9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전국의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14.2%(1,596명/11,213교)에 불과하다. 전 기간을 평균으로 계산할 때, 1년

평균 배치 인원이, 2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이다.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식의 전환이나 전문상담교사의 안정적인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저는 아직도 좀 초기단계? 전국에 1200명 정도 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1400명 정도 되구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2013년 뉴스 봤을 

때는 전직, 현직해서 전직까지 합치면 1400~500 이런 걸로 알고 있거

든요?　2,000이 안돼요. 2,000에 한참 못 미치니까. (참여자 1)

(5) 전문상담교사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상담 관련 경험

상담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상담’을 받거나 상

담에 관심을 갖게 된 개인사가 있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상담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자신의 전공

영역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제가 가족관계가 ~~라서 서로 치이면서 지냈거든요. 그런 성장배경도 있

었고 그래서 더 심리학이나 학문에 많이 빠지게 된 거죠. (참여자 1)

3) 현상: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것

‘전문상담교사의 적응은 무엇에 관계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무엇’

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를 현

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국면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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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자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하

지만 상담자로서 교사로서 각각의 역할 수행에서도 안정감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과, 전문가라는 명칭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었길 기대

받지만 임용 제도의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전문성에 대한 자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현직에서 고민하게 되었다는 특징, 학교상담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지만 아직도 편견이 높다는 점 등이 불일치를 야기하는 주요한

세부현상으로 설명되었다.

(1)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전문상담교사라는 명칭에는 ‘전문’, ‘상담’, ‘교사’라는 세 가지 주요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막상 전문상담교사는 이 세 가지 용어 각각에 대

해 어느 하나 답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상담을 하는 사람이지만

학교 조직에 교사의 이름으로 투입되었고 그로 인해 상담자와 교사의 역

할 모두를 요구받지만 정착 참여자들은 자신이 상담자도 교사도 아닌 다

른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또한 각각의 역할인 상담자로서도 또는

교사로서도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니다. 이러한 혼

란과 불일치를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에 대한 해결은 온전

히 전문상담교사 개인의 과제로 남겨졌다. 이러한 다양한 불일치감은 개

인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상담교사들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소진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상담자인가 교사인가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학생이나 다른 교사의 관점에서도 전

문상담교사가 교사인가 상담자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제가 1~2년 차 때에 ‘어 이건 뭐지 난 교사인 거 같은데 상담사도 아닌 

것이 교사도 아닌 것이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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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지? 교사도 아니고 상담자도 아니고 행정 보조 같은 느낌이 들죠. 

애가 와요. 그러면 하던 일이 더 급한 거예요. 그럼 부장님이 너 가. 저의 

의사도 묻지 않고 애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참여자 8)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교사인지 상담사인지 모르고 말씀 좀 함부로 하

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거를 잘 견디시기가 힘들면 힘들어하시는 것 같

고...(참여자 8)

 제가 상담교사인데 아이들한테 교사로 보이는지 상담가로 보이는지 헷갈릴 듯. 

애들이 교사로 볼 때 상담선생님으로 봤을 때 많이 다른 듯 (참여자 12)

‘전문’상담교사인데 전문성이 있는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전문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은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상담자 역할에

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상담 업무를 회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

였다. 즉,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서도, 외부의 시선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내적, 외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와 같이 비교과

교사이고 각 학교에 한 명만 존재하고 있는 등 여러 특징을 공유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즉, 그들의 전문 영역은 다른 누구도 쉽게 넘겨보

지 않지만, 상담에 대한 전문성은 경력이 오래되거나 상담에 대해 공부

한 경험이 있는 여러 교사로부터 쉽게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상담’의 전

문성을 침범당하는 듯한 발언을 접하는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심리적 갈

등은 더 깊어진다.

부담스러워요. 그냥 보건교사처럼 상담교사 이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전문이라는 게 사실 전문 아닌데...상담심리전문가도 수퍼

바이저급 돼야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구요. 저는 

그냥 상담교사라고 그냥 이야기해요. (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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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사의 전문성은 영어 선생님이 어떻게 함부로 못하지만 일반교사가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넘볼 수 있는...(참여자 7)

 수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보고서 하나 쓸 줄 모르는 그런 상담교사들이 

학교에 들어가려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들어온 걸 하게 되는 거고. (참여자 1)

위기 학생의 상담 사례에 대응하기 어려움

상담에 대한 부담감은 전문상담교사들이 경험하는 불일치감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막상 상담 장면에 들어갔을 때, 자기 스스로도 상담의 어

려움을 느끼고 전문성에 대해 고민하며 갈등하게 되는 것이다.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러다 [학생들의 위기 상담 사안과 관련하여] 일 

터지면 어떻게 해. 나는 다른 거 하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도 그런 

부담감 많거든요. 작년에 하도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못해놔서 (참여자 5)

교사라는 이름이 있지만 교사인가

학교 조직은 교사가 중심을 이룬다. 전문상담교사에게 역시 ‘교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교사 대우에는 부당한 부분이 존재한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것이다. 일반 교과 교사들보다 오히려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도 하고, 정규 교과 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

지만 그에 대한 적정한 수당을 받을 수 없고, 승진도 제한되어 있으며

교사 평가의 주를 이루는 성과급의 평가에서도 ‘마이너리티’라는 의식을

떨칠 수 없다.

 아는 사람은 알까.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교사와 상담사의 차이를...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차이를...상담사가 그런 거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

니까. 본인만 알죠. 본인만 (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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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평가도 하고 하면 약간 조금 쉬운 업무로 점수를 매기고 좀 그렇게 

평가가 되죠. 그래서 학교마다 기준은 다른데 늘 뭘 해도 A, B, C등급이면 

항상 C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있는 게 좀 있죠. (참여자 10)

 사실 방과 후에 남아서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시면 돈을 받잖

아요. 수업 이외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당연히 방과 후에 해야 되는 것

처럼? (참여자 10)

학교상담의 안정을 위해 전문상담사 대신 전문상담‘교사’라는 타이틀을

주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새로운 교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

았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같지만,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인 것이다.

 연수 같은 거 받을 때 일반교사와 클릭하는 곳도 다르고, 내신도 따로, 

인사지침도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나를 이질적인 존재로 남게 하는 이런 

것들. (참여자 3)

상담자의 역할을 기대 받지만 상담자인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불일치감이 극대화되는 장면을 마주하면서 ‘더 이

상은 안 되겠다’라는 자각이 일어났다. 참여자 9가 이야기한 장면이 대표

적인 예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담자로서의 역할, 자신의 이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게 된 것이 이후의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었다.

 “뭐 상담 선생님이 상담도 안 해주고 씨X.”그러면서 가더라구요. 그 상황이 

애들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상담을 못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담교사가 

왔으면 당연히 상담 해줘야 하는데 제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게 씁쓸하더

라구요. 내가 뭐하는 건가. 애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건데 학교 상황이 이

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라는 거 하다보니까 막상 애들한테 필요한 건 내

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애들한테 어떤 존재인지. 그 해 상담 선생

님이라 불리지 않고 창체[창의적 체험활동]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난 뭐하

는 거야 지금.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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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들이 터졌었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뻔한. 제가 휘말릴 뻔 한 그런 

일들. (중략) 상담 이런 비밀 보장이나 윤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학교에 없잖아요. (참여자 4)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제도 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만으로는 이러한 기

대를 채울 수 없다.

연수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가면 정말 맛보기 연수 밖에 없어요. 하다

못해 검사지 하나를 하려고 해도 다 개인적으로 교육받아서 해야 하는 것

(참여자 7)

개인의 기대와 조직의 역할 요구 불일치

개인이 기대하는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들을 요구받고, 또한 여러 업

무에 얽혀서 일하다보니 심리적, 신체적 소진이 일어난다.

 소모가 많이 되지요. 상담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도 애들을 만나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 없으니까 챙겨줘야 하니까. 좀 힘든 거예요. 

상담을 굳이 안 해도 계속 오는 애들이 기를 빨리는 느낌. 하다못해 코코아

를 먹으려고 오는 애들. 그러니까 하루에 만나는 아이들이 20명 되는 거예요. 

(중략) 뭐 피곤한 거죠. 그런데다가 행정도 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계속 해

야 한다고 하면. (참여자 5)

 전문상담교사하면 사실 뭐 자살과 관련된 것도 웬만하면 다 여긴 것 같고, 

인터넷 관련된 것도 여긴 것 같고, 아동학대도 여긴 것 같고 겹치지 않는 

업무들이 없으니까 애매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다들 꺼려하시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담교사가 해야 되는 거 아냐 약간 이런 부분이 있고

(참여자 10)

 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상담은 어디다 붙이면 어디든 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담 붙이면 좋기야 하겠죠. 그렇게 다 붙이고 오니까 업무 경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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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해지고 학교마다 업무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업무는 다른 업무에 치여서 이렇게 더 잘하기보다는 점점 더 고유의 업무

를 잘 못하게 되거나 다른 업무에 방해를 받거나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2)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으니 결국은 개인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책임을 떠안는 일이 빈번해진다.

 야근은 되게 많이 했어요.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늦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도 하고...(참여자 4)

 정서행동특성검사 같은 경우는...사전에 사건을 예방하자. 만약 그와 관련

해서 사건이 터졌다 하면 그걸 안한 너희 책임이다라고 미루려는 입장이 

많아요. 거기서 고위험군 애들이 사건이 터졌다. 이러면 그거 돌렸는데 너

희가 왜 안했냐. 분명히 질책이 될 거고. 그거를 안 한 사람은 문제가 커지는 

거죠. 왜냐면 하라고 했는데 안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참여자 5)

조직의 기대와 개인의 역할 수행 불일치

학교 조직은 전문상담교사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역할을 수행

하기를 요구한다. 때로는 그 역할 수행이 다른 교사들도 모두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시간에 들어갈 선생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이 2시간씩 맡아서 들어가시게 된 거죠. 다른 선생님

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한테, 상담교사한테 맡기고는 그런 것도 많아요.

(참여자 1)

 

 학교에서 필수로 한 명 꼭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 명단에 교장, 교감 또는 

부장, 그리고 상황이 안 될 경우에 기타교사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다들 안 

가시는 거죠. (중략) 어쨌든 이거 선생님이 가야 할 것 같아 뭐 이런 거였죠.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 지 모르겠더라구요.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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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상담교사에 대한 편견이 높음

국내에서 상담에 대한 인식이 열악하다면 학교상담에 대한 인식은 편견

그 자체이다. 편견의 특성 역시 양극화되어 있는데 자신이 담임하는 학

생에 대한 책임감, 소유의식으로 상담 자체를 통제하는가 하면 오히려

터무니없이 높은 기대를 통해 상담이 마술처럼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이

상한 심리가 작용한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 모두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을

소신껏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요. 지금은 아주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자

리도 겨우 마련해서 진로상담부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앉아서 제일 괴로운 

시간이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선생님들이 수업 끝나고 오시잖아요. 그럼 

상담선생님 뭐하셨나? 어떻게 해 우리는 수업가야 하는데 이러고 가시면 

마치 노는 사람. (중략) 주변에서 보는 왜곡된 시선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

아요. (참여자 13)

 젊은 40대 초반 선생님이었는데 애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디를 가냐고 

막는 거예요. 너 무슨 일 때문에 거기 가냐고 막아요. (중략) 담임교사는 

확실히 애들을 맡고 있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내 권한 안에 있어야 한다. 

(참여자 5)

 학교에서는 수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고정관념, 상담이 뭘 하겠어. 

애들을 얼마나 변화시키겠어 라는 생각. (참여자 13)

 어떤 선생님들은 상담이라는 부분에 대해 막연한 환상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참여자 7)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불일치감은 전문상담교사에게 요구되는 태도적인

측면이다. 같은 교사이지만 더 양보하고 배려하기를 바라는 ‘상담하는 사

람들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일과 사람을 같게 취급해서

전문상담교사를 상담 자체로 바라보는 특별한 기대는 전문상담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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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표’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암묵적인 강요이다. 이 때문에 외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지기도 한다.

 상담교사가 왜이래 상담교사의 인성에 대해서 보통 교사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까지 원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이 원래 

가진 성격이란 게 있지만 그에 대해 선생님들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맞

추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10)

 아무래도 상담하는 선생님이라 뭔가 다른 거 같다. 훈련을 받아서 다른 것 

같다. 기대하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일상적인 말을 한다거나 아이들을 대

할 때 어떻게 대하나 보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선생님도 있고. 그게 되

게 가끔씩 긴장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뭘 어떻게 감당하고 처리해야 

할지. 기대에 부응해야 하나...질문을 하는데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고 나는 지금 애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나...(참여자 3)

4) 중재적 조건: ‘불일치’의 해결에 개입된 요인

중재적 조건은 특정한 전후 관계 안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해서 결국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결과에 영향을 준 중재적 조건은

개인 변인, 관계적 변인, 체제적 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 변인은

개인의 성격, 그동안의 이력, 꿈과 비전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관계적

변인은 관리자, 부장교사, 학교 외부의 전문상담교사 커뮤니티 등 관계를

통해 업무를 조율하고 심리적으로 지원받는 데 영향을 준 요인이며, 체

제적 변인은 한 개인이 전문상담교사로 적응해 나가는 동안 전문상담교

사제도 자체도 일정 부분발전하게 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로서의 보람은 직업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중재적 조건이다.



- 93 -

1) 개인 변인-성격, 많이 돌아온 길, 꿈과 비전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수용적이고 친절한 성격은

적응에 도움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 역시 학

교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업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기여하는 개인

변인이다.

 약간 제가 체제에 순응적이기도 하고 학교 구성원인데 애매한 형태로 배치가 

된 거니까 그 역할대로 수행하는 것이.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한. (참여자 3) 

 저는 다 했어요. 초반에 다했어요. 원래 성격자체가 원래 주장하고 전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요구받았는데 이

것도 다 필요한 걸 수 있겠다. 상담접근으로 어떻게 방과 후 프로그램도 상담

적인 접근으로 프로그램해서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거의 수용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전념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다. 참여자 6은 전문상담교사로 직장생활

을 처음 시작한 시기가 다른 일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모든 에

너지를 학교에 쏟아 붓는 시기였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로 돌아온다.

 당시에 제가 뭐 신경 쓰는 거라고는 정말 학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제 모든 에너지가 거의 학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기가 있거

나 다른 신경 써야 될 일이 있는 사람보다는 온 시간과 온 마음이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적응을 좀 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정말 거

의 하루 세끼를 학교에서 먹고. 집에 가서 잠만 자고..그때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생활을 했었어요. (참여자 6)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는 동안 이직이나 퇴직에 대해 고려한 경험이 있

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이야기한 경우는 1∼2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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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생각’에 그친 것이었다. 현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동안의 인생 경험을 통해 지금 이 자리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어려움에 대해 감안하고 있기 때문, 그리고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그만두려고 까지도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고민한 것도 

없어요. 저는 많이 겪고 왔잖아요. 전혀 없죠. (참여자 12)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경험이 어떤 참여자에게는 오히려 적응에 어려움

을 야기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 12는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사회 초년병이면 그냥 받아들였을 일들을 자신의 나이와 경력을

생각하니 오히려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처음 발령 받았을 때 낯설었죠. 일반 기업 외국인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

데 학교라는 곳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기존에 제가 20년 

동안 살아왔던 게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24살이면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한데...학교에서는 제가 신참이잖아요. 나이는 있고 경력 20년 되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참여자 12)

적응의 과정에서 상담과 관련한 전문적인 경험은 학교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자신의 강점으로 계발되었다.

 아무래도 대학원에 다닐 때 임상도 하고 수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상담교사 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수월했을 것 같아요

(참여자 2)

전문상담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이루고 싶은 더 큰

소망이 있는 참여자들이 있다. 그 소망에 공통적인 것은 “상담”이라는

내용 영역이다. 상담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려는 꿈은 전문상담교사가 갖는 독특한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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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소망은 청소년 상담이란 게 주로 매체하고 같이 연결되면 훨씬 

효과적이더라구요. 요리 같은 거 좋아해서 푸드 테라피랑 청소년 상담과 

연결하는 기관 같은 거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고...큰 틀에서는 학교상담

진흥원 같은 거 생겨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기관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3)

 10년 쯤 후에는 학교상담 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 때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장기적인 목표는 학교상담 컨설팅 쪽으로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컨설팅 하는 사람에게 배우거나 아니면 

정말 초보상담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거나 그렇게. (참여자 9)

(2) ‘상담자’로서 보람을 느낌

학교상담실의 중요성을 이해함, 상담의 보람을 느낌

직업의 의미를 찾는 인상적인 순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장 인상

적인 사건은 역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의미, 매력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는 거예요. 잘 안 들리고 그런 애들인데도 

천천히 이야기해주면 알아듣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투정부리고 울고 

이런 것만 들어줬었는데 그렇게 좀 대화가 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회기를 

정리하고 나올 때 되게 좀 벅차 감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3) ‘교사’라는 직업이 지닌 매력에 집중함

‘교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떠올림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교사”라는 직업이 가진 매력이다.

이러한 매력은 최근 취업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정성, 높은 이직률,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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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한꺼번에 답을 제시하는 강력한 유지 요

인이 된다.

 일단 신분이 안정되어있고, 월급 제 때 나오고 이러니까..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사실 교사는 별로 없잖아요. (참여자 8)

 전문상담교사는 어쨌든 안정성, 교사라는 동등성, 정규직, 같은 교사 이런 게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아이를 통한 상담을 이야기하든 내 권리 주장을 이야

기하든 좀 더 내가 요구할 수 있을게 더 있어요. (참여자 12)

교사라는 신분의 유지가 적응에 중요한 도움요소가 된다는 것은 비교

군에서 전문상담사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전

문상담사의 경우 재계약 시점마다 자발적 또는 권고에 의한 이직이나 퇴

직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학교상담자로서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에 커

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특정한 역할이 안정됨

외부 행정 시스템, Wee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음

제도 초기의 혼란과 미비함을 개인의 노력으로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

지만 제도 역시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루어가게 된다. 그 중에서도 Wee

프로젝트의 출현과 예산의 배정은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

Wee 클래스 예산을 받게 되면서 상담부 쪽으로 부서를 옮기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약간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같고, 1년 계획을 세우고 1년 

계획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홍보하는. 교직원회의 때 홍보를 했었는데 그 때 

좀 제가 약간은 ‘내 자리를 잡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6)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면서 일부 역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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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규정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 일부가 ‘담임역할 부

여’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하지만 공문이 배포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각 학교 관리자의 재량 및 학교 상황에 따

라 담임 업무를 부여받는 경우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으며 결국은 학교 운영의 권

한은 각 학교 관리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공문에 전문상담교사 이런 공문이 왔었거든요. 공문에는 수업, 그

다음에 담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여자 11)

(5) 관리자, 부장교사의 지원으로 힘이 실림

관리자, 부장교사는 각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진이다. 따라서 업무나 관

계에 있어서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자신의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없다.

 부장님이 나중에 힘이 돼 주신 건 제가 이제 부장님이 시키시는 대로 진

짜 거절 한 번 안하고 (중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들 교직원 회의 때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할 거다’ 이런 거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전문상담교사로서 교직원들의 도움을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부장님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니까...(중략)...회식 

때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한테 ‘**선생 진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막 얘기

해주고. 돈을 받아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는데 예산을 정기적으로 

학교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그런 것도 도움을 받기도 했고. (참여자 6)

학교 외부에 좋은 소문이 남

학교에서 충실하게 운영한 프로그램이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다.

해당 지역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후에는 학교의 관리자들 역시 더 긍

정적인 지원군이 된다.



- 98 -

 대안학급이 자리를 잡으면서 좀 선생님들이 많이 ‘아 상담교사가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시고 이게 막 소문이 나면서 옆에 학교 선

생님들이 보러 오시고 견학하러 오시고 그러면서 관리자 선생님들도 으쓱

하시고 장학관님도 오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여자 6)

 전체 상담교사 대상으로 연수도 하게 되고, 계속 강사 초빙으로 공문이 오

니까 교장교감선생님은 뭔가 잘하는 애인가 보다 그쪽에서 많이 선생님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참여자 2)

(6) 전문상담교사 커뮤니티와 교사들의 관계에서 지원을 받음

학교라는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 중 한 가지가

바로 ‘관계’이다. 바꿔 말하면 교사들과의 갈등이 존재하는 시기가 적응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도 그랬고 일은 어떤 일이든 간에 정말 일 년 정도 

이년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노하

우가 쌓이다 보면 노하우대로 잘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상담교사이다

보니까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관계가 좋아지다보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11)

 부서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신 분이어서 지켜보고 평가하는 분위기에서 보

는 거였으면 불안감이 컸을 텐데...선생님들이 1년은 뭘 해도 학교가 돌아

가는 거 파악할 수 없다. 1년은 그냥 있어야 된다. (참여자 4)

전문상담교사들에게 같은 지역 발령 동기의 커뮤니티는 정보교환에서

심리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된다.

 발령 동기 선생님들하고 신규연수 받으면서 친해져서...네트워크가 만들어

져서. 학교에서 일단 상담실을 알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와서 서로 카페가 

있어요. 자기가 화장실에 홍보물 붙인 거 만든 거 올려주면 서로 같이 쓰고. 

내가 뭐 만들어서 올리고. 같이 그렇게 시작을.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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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커뮤니티는 전문상담교사가 일정 수준의 적응을 이룬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기능한다.

5) 작용/상호작용: ‘불일치’의 해결을 위한 전략과 반응의 변화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에서 비롯된 이론의 정립은 근거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작용/상호작용의 구성요소는 다시 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

치는 등 연속적이고 상호적이다. 또한 작용/상호작용은 참여자들이 겪는

시행착오일지라도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인 측면과 외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으로 작용/

상호작용을 구분하였다. 우선 개인 내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의 기대와 현

실에서의 요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교사로서의 기본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변의 기대를 내적으로 조정, 또는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

등과 같은 세부 내용이 있다. 외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역할,

전문성이라는 업무적 측면과 교사들과의 관계적 측면이 있다. 역할의 측

면에서 전문성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키워드인데 학교상담의 전문영역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이해하는 것 역시 상담 자체의 전문성 못

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 자신의 기대와 현실의 요구를 조정함

교사로서의 기본(basic)을 인정함

학교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동료교사들과의 관계형성

이다.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공감대가 필요한데 참여자들은 자신이 교사

로서 맡게 되는 교문지도, 급식지도, 현장학습 인솔교사 등의 작은 업무

를 통해 교사들과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간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던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학교의 구성원으로 교사들의 입장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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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사’가 되기도 한다. 교사로서의 기본을 인정할

때 학교 조직에 본격적으로 스며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다.

 교사라는 위치는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을 받을 때는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수석교사제로 해서 전문상담 스쿨 카운슬러 분명하

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일반교사보다 한 등급 아래 그렇게는 아

니지만 보조 역할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교사들하고 관계를 형

성할 때 교사로서 일단 같이 맥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14)

 교사의 입장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 사람은 내가 너무 상담가

로서의 그런 입장에만 서면 선생님들이 저를 배척을 해요. (참여자 14)

주변의 기대를 내적으로 조정함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대뿐 만 아니라 주변의 양극화된 기대와 요구들

을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일이 시작된다. 너무 과한

기대는 낮추고 인식의 바닥을 이루는 편견은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수용

하게 되는 조정의 작업이 시작되면서 타협과 선택이 시작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하고 되게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부분은 내가 학교에 있는 한 평생 안고 가야되는 문제인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참여자 10)

 그 선생님들이 상담선생님한테 원하는 건 많은 게 아니거든요 내 아이들

이 상담실에 왔는데 얼굴이 밝아졌다. 그리고 교사가 이해할 만하게 이 상

황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내가 이해할 만하게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신뢰가 가고 친해지고 싶고 상담실에 의지를 하게 되고 그런 거거

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경력 쌓이신 분, 부장님들이 보시는 

눈에 미치지도 못하고 하니까 지금은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애들이 와가

지고 재밌게 있을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좀 더 믿음

직스럽고 학교 안에서는 한 기구가 되면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다.(참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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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교사들도 발령을 받고 나서 3년간은 갈팡질팡하고 이러면서 배워가

는 건데 상담교사가 배치된 지 얼마 안됐는데 이걸 결과가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직까지 

시작 단계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난다고 폐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물을 

더 주면서 이게 터를 잘 닦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나 (참여자1)

적극적으로 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

학교에 들어간 참여자들은 일정기간 학교 조직에 대해 파악하고 관찰

하는 기간 또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기간을 거친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을 통해 학교

조직의 풍토를 확인하고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 시기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

러한 목소리를 내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기도 하고, 업무가 조

율되며, 성과급 평가의 기준이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적극성을 띠는 전

문상담교사들은 이제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학교 상담실의 모습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연말에 평가 인사자문위원회 때 교감님께 찾아가서 말씀 드렸어요. 개인적

으로. (중략) 그랬더니 그 해 따로 기준은 없었는데 인사자문위원회의 열렸

을 때 1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저를 따로 평가해서 중간등급을 받았어

요. (참여자 3)

 2년 동안 무진장 애썼죠. 곡해된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 어쩔 때는 많이 

참기도 했지만 20프로 정도는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을 하기도 했고 그런 것

들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

구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어차피 소수자이다 보니까 파워를 가질 수가 없

어요. 결국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강한 입장이

나 의견을 어필을 해서 관철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13)

한 해 한 해 경험이 축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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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교사는 바로 ‘경험’이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학

교 현장의 독특성과 학교에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

할 수 있고 경험의 축적은 학교 상담자로서 중요한 자산이 된다.

 언제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담자로서 충분히 이 과정을 경험하

고 (중략) 이 학교 저 학교 다르니까 학교 상담 행정도 학교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현장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참여자 9)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함

전문상담교사는 스스로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또는 자격증 획득 등을

이유로 개인상담을 받고, 자신을 더 성찰하기 위해 애를 쓴다.

처음에 시작은 상담자였다면 교사로서의 모습이 점점 늘어가는데 긍정적

인 면도 있지만 나도 좀 더 쉽게 좀 더 방어적인 측면에서 학생지도, 편리

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참여자 3) 

 다른 선생님들도 개인적인 업무 보시잖아요. 교과 관련 쇼핑도 하고 은행 

업무를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신경쓰여요. 남들이 볼 수 없

는 자리에 혼자 있으니까. (중략) 내 이야기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자기 관리를 많이 하려고 해요. (참여자 8)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정함

상담영역에서 대학원, 학회 활동, 연구 활동 등 전문성을 계속 증진시

키기 위해, 원 가족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임용고시를 다시 치르

고 지역을 옮긴 참여자들이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상담실의 배치, 근

무 장소에 대한 주도적인 조정을 통해 학교에 적응하고 상담실의 입지를

다지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 모두가 환경의 조정을 통해 능

동적인 적응을 이루어가는 특징의 일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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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에 있는데 상담실에만 있으면 선생님하고 관계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러 교무실에 자리를 주십사 말씀드려서 교무

실에도 있고 상담실에도 있고 제가 몸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참여자 11)

 사실 본관에 오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고 가까이 쉽게 올 

수 있고. 10분 동안 여기서 저리 나갔다 하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

렸어요. 2,000만원 나오는데 거기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있어야 한다. 3~4

년 걸리더라도 본관에서 애들 만나고 싶다. (참여자 11)

(2) 역할을 조정하고 전문성 증진을 위해 힘씀

학교상담과 학교상담자의 특수성, 전문영역을 이해함

학교상담실은 ‘가정의학과’이다. 뚜렷한 전문영역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영역을 다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학과는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학생들이 상담시간에 제대로 참여하는 것부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학교에서 정확히 상담에 대해 만들어진 것은 없지만 학교 상담자의 

역할이...의사로 따지면 가정의학과. 빨리빨리 보내고 그 아이 하나만 아무

리 해도...(참여자 2)

상담자로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수퍼비전을 받는 경우,

대부분의 수퍼바이저는 학교상담자로서의 경험이 없다. 특히 중, 고등학

교 학생들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상담의 전

문성은 있지만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다. 그러다보니 가끔은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이 ‘학교 현장을 모르는’ 뜬구름 같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상담자로서 적응하다보니 오히려 수퍼바이저

의 부족한 부분이 인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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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독특해요. 학교상담은. 교수님들이 이야기할 때도 가끔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학교에 한번 있어보시라고 그래. 학교는 진짜 약속하고 안 오

는 애들 불러야죠. 학교행사가 있으면 몇 주 밀리기도 하고 들락날락 거리

는 애들 너무 많고 한 애가 1년 만에 또 오기도 하고, 한 학기 만에, 폭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열리면 이미 진행되는데 다른 사안이 또 터져서. 

그런 진짜 다이나믹하고 학교 밖에 있는 상담소에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참 독특한 현장인 것 같아요. (참여자 8)

 항상 상담교사라는 입장이 명확하게 누구나 인정하는 당연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항

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교사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항상 비굴이나 굽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춰주는. 최대한. 요구하

거나 기대하는 것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중략) 

얼른 받아서 교사들의 짐을 들어주는 (참여자 9)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이해함

학교에 근무하는 상담자는 각 학교급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잘 이해하

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는 학교급을 달

리하여 발령을 받게 되면 전혀 다른 학교상담 환경이 펼쳐진다. 중학생

과 고등학생은 너무 달라서 새로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다시 적응을

해야 한다.

 중학생들은 되게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알려주고 고등학교는 소

통이 잘 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눈치가 없다는 게 발

달단계가 너무 다르니까 제가 그 차이에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

생과 중학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달라서 깜짝 놀라고 애들 왜

이래 이런 생각 들 때가 간혹 있었어요. (참여자 8)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문성 증진을 위해 힘씀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식은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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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성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전문성에 대한 고민은 어떤 동기에서 시작

되느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느냐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참

여자들에게 공통적인 과제이다. 다만 이를 더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하는

참여자들은 제도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적인 시간, 노력, 비

용을 들여 지속적으로 채워나가는 데 이러한 과정은 상담자로서의 성장

임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의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문성 함양 노력은 일반 교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이해

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상담자 집단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 함양의 노력 중에 수퍼비전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

교사들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수퍼비전

즉, 장학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상담교사들이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수퍼비전에 대한 요구가

높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상담자들이 수행하

는 업무의 특성상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모호한 점, 다

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 알아줌이 중요한 수행 동기가 된다는 점, 그리

고 실제 자격증의 획득 과정에서 일정 시간 수퍼비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제도에서 지원되지 않은 전문성에 대한 갈급함을

개인적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많은 비용이 들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

으며 이러한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다.

 뭔가 ‘내 안을 채워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그런 위기감이 와서 대학원행을 

한 거죠. (참여자 6)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몇 년 일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

어요. 저는 그 생각으로 대학원을 갔고 . 저는 아이들 만나서 너무 어려운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수퍼비전도 받고 그랬어요. 대학원은 안다녀도 

마음 맞는 선생님들끼리 만나서 집단 수퍼비전도 받고 그랬어요. 돈 내고. 

열심히 한거죠. 학회 자격증도 나름 준비해요. [일반대학원에 휴직하고 무



- 106 -

보수로] 그렇게 간다고 해서 보상이 없거든요. 상담교사한테. 제 생각에 석

사를 가서 돈을 쓰고 배우고 시간을 들인다 해도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봉

급을 올려주겠냐 그것도 아니고 주변선생님들도 그거에 대해 민감해 하지 

않으세요. 학교 경력. 개인선생님이 몇 년을 있었냐가 중요하지 아이들 잘 

상담하고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참여자 5)

 전문성 키우기 위한 연수들. 심리검사나 집단상담 이런 것도 되게 비싸거

든요. 일반교사들은 가야하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구요...1,000만원 들었어요.

(참여자 7)

하지만 제도 내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거나

적합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요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배워야 되고 피드백을 계

속 받아야 되는데 수퍼비전도 받고. 근데 사실 그걸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학

교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참여자 10)

상담에 대해 고민하면 할수록 자신의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

이 깊어진다.

 상담자로서 상담교사 말고 상담자로서의 정체성도 아직 확립이 된 게 아

니어서 내가 상담하는 그런 스타일도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어떻게 상담하는 게 나한테 잘 맞는지 내가 편한 상담스타일이 내담자한테

도 편하게 될 거고 유용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참여자 9)

업무의 시행착오 거치고 역할을 조정함

역할의 혼란 가운데 갈등을 경험한 후 소신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생기기 시작했다. 업무를

조정하고 내 소신에 따라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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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느 정도 설정한 범위 내에서 제 업무를 조직할 수 있는 재량권이 

좀 있었는데 개인상담 비중을 되게 많이 뒀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3) 목적에 따라 관계의 특성을 다르게 함

학교에서 교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모든 교사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때로는 개인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해나간다. 이러한

관계는 친밀함의 욕구 즉,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다 두루두루 친하진 않아요. 저를 이해해주고 상담에 대해서 고생한다 해

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는. 업무적으로 많이 얽혀있지 않은 그런 선생님들 위

주로 세 네 분? 그게 학교 안에서 힘이 되는 거죠. (참여자1)

 저희는 학교가 양분되어 있거든요. 양분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저보고 박

쥐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쪽 선생님하고 친해요. 아주 친하지만 다른 선생

님들과 굉장히 잘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 선생님들이 뭘 의뢰하거나 

친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간첩

이다 박쥐다. (참여자 10)

학교상담에서는 학생들이 주요 고객이 된다. 따라서 학생 지도의 일차

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들과, 부서의 업무를 관할하는 부장교사

등 교사들과의 관계 기반이 없이는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는 일대

일 개인 상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상담자로

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관계는 중요하다. 이를, 앞서 설명한 친밀함

을 위한 관계 이외에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친밀함을 위한 관계와 업무를 위한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

지는 않지만 친밀함을 위한 관계의 경우 ‘업무적으로 많이 얽혀있지 않

은’ 교사들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처음에 연세 있으신 부장님들에게 먼저 부탁들 드렸어요. 사실 저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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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고 그리고 그 

부장님들과 친해지고 싶었고. 학교에 각 부장님들하고 먼저 친해져야 뭔가

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부러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수업시간

에 들어간 거죠. (참여자 2)

 상담을 하려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말고 수업시간에 상담하려면 선생

님들과 조금 친해져야 원활하게 하더라구요. 아무리 제도적으로 인정해주십

시오 결재를 받아놔도 아무래도 친밀감이 생기고 해야 괜찮아 우리끼리...

상담을 하는 데 지지 세력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친해지는 것이 최고

더라구요. (참여자 3)

학교에서 초기 1년의 경력 차이는 넘나들 수 없는 커다란 차이이다.

이러한 경력 중시 특성은 사립학교의 경우 더 특징적인데, 경력 교사를

‘선배’라고 부를 만큼 서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선배로부터의 배움

은 조직에 적응하는 데 도움요소가 된다.

직장 내 선후배 서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수교사이지만 절대로 넘나

들 수 없는 벽이 있으니까 철저히 존중해주고 후배로서 배울 것을 배우고

(참여자 7)

6) 결과: ‘불일치’의 해결을 위한 작용/상호작용의 결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일

정 부분에 대한 역할이 안정되고 전문성이 획득, 심리적인 안정감, 인식

의 변화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감지되었지만 아직 남은 해결과제가 있다

는 제도에 대한 제언과, 특히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은 완벽함이 없기 때

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상담자’라는 직업의 특성이 결과로 정

리되었다. 특히, 역할에 대한 불일치로 시작된 탐색과정은 학교상담자로

서의 고유한 역할과 전문성을 획득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체성의 획득’이

라는 표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은 각 개인에게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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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서 결과 자체를 유형화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안정되고 만족도가 높은 조화, 일치라는 적응의 상태와 현재 자

신의 전문성을 향상하거나 교사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

하고 있는 부조화, 불일치의 과정을 겪고 있는 상태가 공존한다는 사실

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수준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의 표현일

수 있다.

(1) 일정 부분의 역할 안정, 정체성 이해, 전문성 획득

전문상담교사로서의 독특한 정체성을 찾음

‘상담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 ‘상담자이면서 교사인’, ‘100% 상담사

이기는 어려운’, ‘상담교사다. 학교상담자다.’라는 표현이 전문상담교사로

서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이해한 참여자들의 표현이다. 개인과 조직의

기대와 역할 수행의 불일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일치

와 조화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각 개인이 가진 여러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스스로

형성한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정체성’은 서로 다른 내용일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고 각 개

인이 경험을 통해 스스로 형성한 정체성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교사로서의 정체성 있잖아요. 그게 초반엔 없었어요. 내가 뭐지 학교

에서 뭐지 이런 생각들. 이게 교사라고 해야 되나 상담자라고 해야 하나. 

제가 적응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담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 같아

요?(지금은 교사? 상담자?) 상담교사죠 뭐. 상담교사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맨 처음에는 양립 아니고 대립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학교 상담자만의 특성인 거 같아요. 외부 상담센터에서 하

는 거 비밀보장 엄격히 지키는 거 약간은 허물어지고 있는데 학교상담자는 

이미 어느 정도 해야 하고 교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관을 가지고 애

들을 만나야 해고 그리고 주변에 교과교사들이 애들 가르치고 우리는 서포

트해야하는 입장. 역할 자체가 학교에 주류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학습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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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진로 찾는데 심리적인 지원과 서포트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처음에는 뭐야. 내가 교사라고 말할 수 있어? 상

담자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상담교사다. 학교상담자다. (참여자 5)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상담과 학교상담은 정말 다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

요. 굳이 상담교사가 상담사여야만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상담교사

면 교사로서의 역할도 일정부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1)

 상황에 따라서 상담사이어야 될 때도 있고 또 교사로서 교육이 필요한 때

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전문상담교사는 100% 상담사이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참여자 10)

  저는 이제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 살아남으려면. 사실은 학교 상담활동을 활성화 시킨다라는게 저한테 

주어진 미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학교에 전반적인 상담활동 또는 상담

적인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것. (중략) 학교라는 상황은 정말 많은 천명 넘는 

아이들이 날마다 오는 상황이라서 되도록 많은 아이한테 상담실의 서비스가 

갈 수 있게 하려면 교사로서의 역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전문상담교사라는 명칭 자체에서 포함하고 있는 교사, 상담자, 전문가

라는 고유한 영역들은 학교 현장의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조

합을 만들어내고 이를 조화롭게 유지하며 적응해나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이 적응을 이루었다’고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특정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경우에는 자신의 기대와

조직의 기대를 조화롭게 일치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조율의 과

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지금 단계에서 형성된 전문상담

교사의 정체성은 개인과 제도, 조직의 노력에 의해 아직도 형성중이며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이 전문상담

교사의 역할 수행 및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점검하고 이를 학교상담, 학

교상담자라는 큰 그림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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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학교상담에 대한 이해 심화

전문상담교사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배경에는 학교라는 맥락,

인과적 조건에서 빚어지는 특성의 이해와 학교상담의 고유한 특성에 대

한 이해가 있다. 상담자로서의 공통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학교 조직은

다른 조직과 차별적인 특성이 있으며 학교 조직이 기대하는 상담자로서

의 역할에도 특수함이 있다. 이러한 기대의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개인 및 조직 모두 상호합의와 이해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학교상담자의 역할 특수성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학교상담자는 딱 

자리에 앉아서 오는 내담자만 딱 상담해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걸 제가 점

점 알게 되고 어느 정도 관리자나 다른 교사들, 그런 학교의 요구, 기대수

준 그런 것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대에 부응해야 되고 그 역할을 우리만 할 

수 있는 역할이 반드시 있기도 한 것 같고 교육영역 중에서도. 그래서 그게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을 개인상담만 하는 건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이 한정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참여자 4)

 

 제일 큰 특성은 아이들이 날마다 의무적으로 학교에 와야 된다는 거. 그것

도 굉장히 아이들이 날마다 오기 때문에 그게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애들이 바글바글하니까. 의욕만 있으면 

애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출근만 하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 상

담 기관에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약간 특성이 다른 것 같고 또 

선생님들과도 공동체처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쭉 주기적으로 계속 같이 

해가는 거니까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참여자 6)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하며 본연의 업무의 양이 증가함

 이제는 어느 정도 역할이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도 하고 관리자 선생님한테도 어느 정도 이해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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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기도 하고. (참여자 6)

새로운 일을 기획함-업무 영역이 확장됨

적응을 이룬 일부 참여자들은 새로운 역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다. 학교상담

에서 주요 고객은 학생이지만 학생 정신건강은 교사 정신건강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사들 역시 중요한 내담자 집단이다. 이와 관

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학교상담자의 역할 범위에 대해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교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요.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심리검사 (참여자 2)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특화됨

 앞으로 좀 더 나아가면 교사들 코칭이라든지 교사 상담. 그리고 더 나아가

면 관리자들 통해서 조언이라든지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역할이면 좋겠어요.

(참여자 7)

 자신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은 거

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그거라고. 이야기를 이게 더 필요하

냐 아니냐, 병원 보내야하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정

도는 가는 게 좋다 하면 병원에 보내는 거죠...(중략)...그런데 그 판단기준

이 되게 모호한 거예요. 사실은. (중략) 그런 감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참여자 5)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특성은 교사들의 특성이기도 하

다. 하지만 상담자에게는 이러한 배움이 더 장기화되고 필수적인 것처럼

인식된다. 왜 그럴까를 고민해보니 바로 ‘사람을 다루는’일이기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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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에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땄는데 연수를 바빠서 못 받다가 지금 

연수를 받고 있어요...그리고 사이 사이에 협의회라던가 연수라던가 또 ***

이라고 참여해서 다른 학교에 가서도 많이 보고 배우고 그런 어떤 연수기

회를 제가 많이 잡아요. 스스로. 노력하려고 해서. 자극을 받고 공부를 계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5)

(2)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김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이 생김

1차 면담 이후로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 만난 참여자 2의 경우, 더

밝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상담실을 소개했다.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우리 학교가 좋다’라고 이야기한다. 교사에게서 학교에 대한 애정표현을

접하고 보니 학생들의 행복감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 애정이

깊어지면서 소속감이 강해지고 만족도가 더 높아진 것이다.

 우리 학교가 좋다라는 생각...전국 **학교 중에 @@에서 최우수상. 보여주

기 식이 아니라 여기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고 (참여자 2) 

직업적인 만족도가 증가함

‘굉장히’, ‘되게’, ‘평생’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등장한다. 만족감이 그냥 일반

적인 수준의 만족감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만족인 것 같다.

 그때는 사실 몰라서 막연했던 것 있구요. 알게 되고 하니까 저는 

괜찮아요. 좋은 직업 같고 되게 좋아요. (참여자 5)

 저는 되게 감사한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 

개인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이 일과 관련된 일을 평생하고 싶어요. 

(참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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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미하게나마 그랬어요. 내가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고 그게 교사든, 사회복지사 하다가 상담교사를 하는데 지금은 제

일 만족해요. 제가 학교 안에서 다른 교사가 아니고 상담교사로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다른 교사로 있었다면 저는 못 버티지 않았을까.

(참여자 1)

전문상담교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낌

상담자의 길은 결국 나 자신이 성장하는 길이다. 직업을 통해 자아의

성장과 실현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참여자

들이 보고하는 전문상담교사의 매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이 일인 동시에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 같아요. 나도 상담을 통해

서 학생들 상담하면서 내 자신의 문제해결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사

물을 보는 시각도 되게 다양해지고..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내가 성장하는 

길이다. 내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많이 큰 거 같아요. 제가 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15)

 교사도 아이들을 상담하긴 하지만 상담교사는 아이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같이 성장한다는 느낌. 아이들과 같이 성장하고 하루하루 더 내가 배워가는 

느낌? 그리고 아이들을 상담하게 되면 아이도 보지만 아이를 상담하는 제 

자신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이 아이를 제대

로 볼 수 없고 상담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 다 내 수양의 시간이 되고 제 

마음을 닦는 시간이 되고 저를 바로 서게 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것 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성장. 그리고 의미. 그리고 재미.(참여자 1)

심리적 여유가 생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긴장을 조정하는 것은 심리적인 여유가 생겼다

는 증거이다. 지금 상태에서 부족함을 인식하고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

요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걸어갈 길에서 안정을 이루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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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는 뭔가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정도로 학교에 많이 신

경 안 쓰고. 풍선을 분다 치면 온 힘을 다해서 불었다면 지금은 살짝 불었

다 쉬었다 하는 정도 (참여자 3)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출발한지 7,8년입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10년 이후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참여자 13)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지금 생각해서 10년 20년이 되게 먼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 때 이런 거 지금 안 된다고 조급할 거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때 투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여자 9)

 완전 적응이라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관리를 잘해야 내 관

리를 잘하고 해야 내가 많이 소진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의 적응. (참여자 9)

자신감이 상승함

전문상담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없다. 다만 스

스로에 대한 만족과 조직의 충족이 적응을 평가하는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만족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측면은 바로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상승이다.

 대학원에 갔다 오면서 전문성에 있어서는 지식 자체는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그 지식을 조금 써먹을 수 있는 건 참 좋아요. 다시 현장에 왔을 때 

좀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알게 모르게 이 선생님이 전

문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참여자 5)

(3) 인식의 변화, 긍정적 피드백이 유지됨

학교의 경직성과 구성원의 편견으로 고민하던 시기를 지나 열심히 생

활하다보니 시나브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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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 직업에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솔직히 열심히 일하고 나서는, 열심히 뭔가 펼치고 나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한만큼의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우리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열심히 하려

고 해. 애들한테 열심히 하려고 해’ 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를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상담실 되게 바쁘지.’, ‘상담실 애들 엄청 많이 가지.’, 

‘소문 들었어.’ 이런 거?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인식이 

좀 바뀌고.(참여자 6)

 저랑 아는 부장님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가 여러 상담교사 만나봤지만 선

생님은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 했었어요...자기가 학부모에게 

전화할 때 우리 학교에 진짜 전문가가 있다고 한데요.(참여자 5)

(4) 남은 해결과제를 생각함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남은

과제는 전문상담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도 및

조직의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학교 상담은 공

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상담교사가 체계가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체계가 잡히면 좋

겠어요. 아직 몇 년 안 되어 체계를 잡는 단계인 것 같지만 법률도 없고. 

정말 어찌 보면 학교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다보면 자존감도 떨어지는 거 같아요. 스스로 내가 뭐 해야 하

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상담교사가 좀 적극적이면 좋겠어요. 다른 선생님들

과 이야기하다보면 상담교사가 적극적이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오

는 친구들만 하지 말고 찾아가라. 적극성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면담소감?) 반영이 많이 되면 좋겠고 연구들이 많아져서 널리 퍼졌으면 좋

겠어요. 상담교사들의 만족감이 지금보다 좋아지면 좋겠고. 아 상담전공자

가 많지 않잖아요. 그건 좀 안타까워요.(참여자 11)

 



- 117 -

(5) 상담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전문상담교사로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야기했던 “전문성”은 만족이 없

다. 그냥 앞으로 계속 가야할 길이라 생각된다. 때로는 그동안 외면했던

전문성 부족을 직면하게 될 때, 전문상담교사들은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개인적인 상담할 때의 역량에 대한 고민. 이제 와서야...초창기에는 

오히려 아이들 만나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은 상담하기 싫다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상담 자체에 대한 고민들. 상담에 대한 전문성 갖추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참여자 3)

이상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을 인과적 조건, 맥락, 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흐름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내용

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패러다임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6]3)과 같다.

3) [그림 6]에 제시된 내용 중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는 <표 10>에 제시된 범주(·)
이며, ‘현상’과 ‘작용/상호작용’에 대해서는 하위범주(-)를 함께 표기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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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중재적 조건

w 학교 조직의 독특성 w 개인 변인-성격, 많이 돌아서 온 길, 꿈과 비전

w ‘상담자’로서 보람을 느낌w 상담에 대한 낮은 인식

w ‘교사’라는 직업이 지닌 매력에 집중함w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상담의 
필요성 강조

w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특정한 역할이 안정됨
w 제도 운영 초기 10년의 불안정성

w 관리자, 부장교사의 지원으로 힘이 실림
w 전문상담교사 개인의 성장 과정

에서 상담 관련 경험
w 전문상담교사 커뮤니티와 교사들의 관계에서 지원을 

받음

                
           

인과적 조건 → 현상 → 작용/상호작용 → 결과

w 기준이 될 만한 행정체제 미비

w 학교의 상담 여건이 미흡함

w ‘교사’ or '상담자‘의 매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함

w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 상담자인가 교사인가

- ‘전문’상담교사인데 전문성이 있는가

- 위기 학생의 상담 사례에 대응하기 어려움

- 교사라는 이름이 있지만 교사인가

- 상담자의 역할을 기대 받지만 상담자인가

- 개인의 기대와 조직의 역할 요구 불일치 

- 조직의 기대와 개인의 역할 수행 불일치

- 상담, 상담교사에 대한 편견이 높음

w 자신의 기대와 현실에서의 요구를 조정함

- 교사로서의 기본을 인정함

- 주변의 기대를 내적으로 조정함

- 적극적으로 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

- 한 해 한 해 경험이 축적됨

-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함

-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정함

w 역할을 조정하고 전문성 증진을 위해 힘씀

- 학교상담과 학교상담자의 특수성, 전문영역을 이해함

-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을 이해함

-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문성 증진을 위해 힘씀

- 업무의 시행착오 거치고 역할을 조정함

w 목적에 따라 교사들과의 관계 특성을 다르게 함

- 친밀감을 위해 교사들과의 관계형성에 힘씀

- 업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전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힘씀

- 학교의 교사로부터 배움

w 일정부분의 역할 안정, 정체성 이해, 
전문성 획득

w 심리적 안정감이 생김

w 인식의 변화, 긍정적 피드백이 유지됨

w 남은 해결과제를 생각함

w 상담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그림 6]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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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 주요 단계 및 유형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은 교직전문성 추구형과 상담 전문성 추

구형의 두 가지 상위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차이는 전

문상담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동기와 자신의 주요한 역할을 무엇이라

인식하고 있는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교직전문성 추구형은 경제적

인 필요와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외재적 동기를 직업 선택의 이유로 고려

하였고 학교에서 관계를 중심으로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조직의 일

원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등 현실에서의 조화와 일치를 추구한 경우이다.

그리고 상담전문성 추구형은 상담에 대한 열정이 높고 치료적인 상담을

구현하려는 내재적 동기가 높아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추구

하는 등 자신의 이상을 유지하며 적응하는 유형이다.

교직전문성 추구형은 교사의 지위에 주로 의미를 부여하고 조직의 요

구에 부응하는 만족과 충족을 모두 나타내는 경우로 정리될 수 있으며

상담전문성 추구형은 상담자로서의 역할기대가 매우 크며 자신의 상담

전문성 함양을 통해 스스로 만족을 얻고 직업의 가치를 찾는 것으로 보

인다. 교직전문성 추구형의 하위유형으로는 ‘변화주도형’, 경험통합형’, ‘순

응형’과 ‘타협형’의 4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며 상담전문성 추구형은 다른

하위유형이 분류되지 않았다.

이하 내용에서는 각 유형의 적응 단계를 설명하고 각 경로에 따라 적

응을 이뤄나가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유형을 설명하였다. 교직전문성 추

구형과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적응과정을 설명하는 각 단계는 각각 4단계

로 구분되었다. 교직전문성 추구형과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각 첫 단계는

‘무조건적 수용 단계’와 ‘열정 단계’로 단계명이 구분되었지만 이후의 단

계는 ‘갈등 단계’, ‘선택 및 집중 단계’, ‘안정 및 개별화 단계’라는 같은 이

름으로 명명되었다. 하지만, 각 유형에 따라 각 단계가 의미하는 실제적

인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이하 내용에서는 각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적인 요소

들을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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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의 단계로 표현된 과정은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재귀

적이고 순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안정 및 개별

화 단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개인과 환경의 부조화 상황이 발생하는 경

우에 다시 갈등, 선택 및 집중과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의 전문상담교사가 한 가지 유형의 특징

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교직전문성 추구형 참여자들의 적응과정

교직전문성 추구형은 교사로서의 안정감, 사회적 지위, 정년보장 등의

매력을 중시하여 전문상담교사의 길에 들어섰으며 역할 수행 과정에서도

교사로서의 역할 인식이 높은 편이다.

적응 과정에서는 외적·내적인 갈등 수준이 높지 않아 초기의 직업 만

족도가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조직의 요구를 수용

하고 기대를 조절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조화를 이루어간다.

(1) 교직전문성 추구형의 주요 적응 단계

참여자들의 주요 적응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가. 무조건적 수용 단계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정보 수집 과정을 거쳐 현장에 대한 이

해가 높은 편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예상했던 터라 학교 조직

에 들어온 이후에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탄력적이고 수용적인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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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업무를 진행하고 한 사람의 직장

인으로서 선배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등 학교 조직 및 제도 내에서 부

여된 일을 열심히 수행한다. 이러한 수용성은 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되기

도 하지만 학교 조직이 가진 경직성에 자신을 맞추어가면서 적응의 수위

를 조절하는 측면 역시 강하다.

나. 갈등 단계

참여자들은 수용력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교사 역할에 대

한 불명확성과 낮은 인식, 상담 업무 자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어느 정

도의 불일치감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 수준이 높지 않고 갈등의 측면 역

시 내적인 경우가 많아 외적인 갈등의 양상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갈

등을 경험하더라도 조화와 일치를 위해 인식을 전환하거나 기대를 낮추

는 등의 빠른 해결을 추구하는 편이다.

역할과 관련해서도 업무의 증가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지만 이를 교사

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율해나가거나, 환경의 입장에서 전문상담교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기대를 낮추는 방식

으로 적응을 이루어나간다. 이와 같이 교직전문성 추구형이 경험하는 갈

등 단계는 갈등의 양상이 크지 않고 갈등의 강도 역시 높지 않은 편이라

고 정리할 수 있다.

다. 선택 및 집중 단계

전문상담교사가 다중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로 여러 역할의 중첩

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시간의 한계 내에서 역할을 감당

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은 필연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선

택과 집중을 하는 영역은 조직 및 제도 내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로서의

역할로서 업무의 위급도, 학교의 요구의 강도에 따라 업무의 선택이 유

동적이다. 또한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부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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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경력 교사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조직 적응을 위한 행동을 구체

화한다는 면이 특징적이다.

라. 안정 및 개별화 단계

학교 조직이 요구하는 일을 감당하고 관계의 측면에서 역시 수용적이다

보니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학교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어

느 정도의 안정을 이룬 후에 역할의 확장을 위해 고민하거나 또는 상담의

전문성에 대해 고민하는 등 일정 부분의 갈등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안

정적으로 형성해 온 인식을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또한 학

교 내에서 인식변화를 통해 ‘좋은 교사’라는 긍정적 피드백을 받는다.

(2) 교직전문성 추구형의 하위 유형

교직전문성 추구형은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직장생활을 하는 참여자들

이라 할 수 있다. 교직전문성 추구형의 하위유형은 현재에 나타내는 행

동 특성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안정 및 개별화단계까지 도달한 경우와

중간 단계에 머물러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안정 및 개별화단계까지 도달한 경우로는 상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변화주

도형’과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여러 어려움을 해

결하고 원만한 적응을 이룬 ‘경험통합형’이 있다. 다음으로, 중간 단계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는 무조건적 수용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순응형’과

갈등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타협형’이 있다.

가. 변화주도형

변화주도형은 학교 조직과의 조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교사’로서의 삶을 능숙하게 사는 방식으로 적응한 유형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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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서의 매력
을 크게 인식함.
직장의 특수성을 
이해함.

무조건적 수용
단계

전문상담교사 커뮤
니티 활동에 적극
적임

개인의 수용적인 성격.맡겨진 일을 대체로 수용함
갈등 단계

약한 수준의 갈등
을 경험함.
기대를 조정함

부장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
위급도, 중요도에 
따라 업무를 선택
함.
외부 환경을 조정
함.

선택 및 집중 
단계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됨
우수사례로 발굴되
어 외부에 알려짐
‘좋은 교사’라는 
평가를 받음

상담 전문성의 함
양에 대해 고민함

안정 및 개별화 
단계

교조직풍토에 조화롭게 적응을 이룬 유형이다. 변화주도형은 다음과 같

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중에 교사로서의 역할을 중시한다. 상담 관

련 업무에서는 개인상담에 치중하기보다 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여 많은 학생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둘째, 고 경력 교사, 부장교사들과

관계가 좋은 편이고 수용적·친화적인 성격으로 외부의 지원과 협력을 잘

이끌어낸다. 셋째, 전문상담교사의 힘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어 임원활동

이나 연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한다. 넷째, 학교

내·외에서 인식의 변화가 빠른 편이고 우수사례로 발굴되는 등 상담영역

을 넘어서 해당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한다.

[그림 7] 변화주도형의 직업 적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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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 대한 정보
가 많은 편임
‘교사’라는 직업의 
매력에 집중함

무조건적 수용
단계

직업 초기부터 
비교적 높은 만
족도가 유지됨

개인 경험의 
완충역할(많이 
돌아온 길)

갈등 단계

선택 및 집중
단계

안정 및 개별화
단계

컨설팅, 강사활동
에 참여함

다섯째, 어느 정도의 안정을 이룬 이후에 상담의 전문성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경우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경우로는 2, 6번의 참여자들이 대표적이며 환경의

변화를 통해 적응하는 참여자들은 3, 8, 9, 11번이 대표적이다. 이 유형의

작용/상호작용 과정을 도표화하면 [그림 7]과 같다.

나. 경험통합형

경험통합형은 개인의 이전 직장 경력, 나이, 자녀양육 경험, 상담 관련

자원봉사 경험, 교육 관련 업무 경험 등 다양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적응한 유형이다. 경험통합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은 편이다. 이

러한 심리적인 안정감은 직업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어려움에 당면했

을 때, 흔들림이 적은 편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거의 없으며 빠른

해결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림 8] 경험통합형의 직업 적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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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참여자들 중에서 연령, 경력, 다양한 인생 경험이 많은 편이다. 셋

째,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하거나 다른 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적응을 지원

하는 컨설팅, 강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경우로는 12, 13, 14, 15번의 참여자들이 대표적

이다. 이 유형의 작용/상호작용 과정을 도표화하면 [그림 8]과 같다. 경

험통합형은 앞서 설명한 교직전문성 추구형의 4단계 적응과정을 따르는

유형이다. 다만, 단계의 진행에 있어서 일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선택 및

집중단계, 안정 및 개별화 단계 등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면이 특

징적이다.

다. 순응형

순응형은 교직전문성 추구형의 적응단계 중 무조건적 수용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기존의 문화에 동화된 상태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 유형이다. 순응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현재 나타내는 수용적인 특징은 개인의 성격에 기인한 것, 해당

학교의 경직성이 두드러지게 강한 특성에 적응한 것의 두 가지에서 기인

한다. 둘째, 순응형의 경우 앞으로 다른 유형으로의 발전을 위해 준비 중

인 상태인지, 아니면 현재의 수용적인 특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에 대

해서는 답할 수 없는 상태이다. 셋째,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1년의 경력이

라도 더 높은 교사들에게 무조건 배운다는 상명하복의 자세를 취하고 업

무에 있어서도 관리자와 해당부서의 부장이 요구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넷째, 적극적으로 환경이나 개인을 변화시키기보

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는 것을 통해 적응을 해나가는 비교적 소

극적 적응의 유형이다. 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외적으로 보이는 갈등의

모습은 거의 없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역할은 잘 수용하되 더 적극적인

역할의 확장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교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내편을 만들거나 갈등을 빚는 등의 뚜렷한

색깔이 드러나기보다 체제에 순응하는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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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서의 매력
을 크게 인식함 무조건적 수용 

단계개인의 수용적인 
성격 or
(사립)학교의 경직
성이 강함 갈등 단계

선택 및 집중 
단계

안정 및 개별화 
단계

에 따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순응형이 나타내는 특징들

은 특정한 참여자들의 유형이기도 하지만 교직에 처음 들어간 신규교사

들이 보이는 특성이라는 면에서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인 양상이기도

하다. 다만, 다른 참여자들의 경우 이 단계를 넘어서서 다른 단계에 이르

렀지만 순응형의 경우 현재 무조건적 수용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경우로는 10번의 참여자가 대표적이

며 참여자들 중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수용적인 특성이 더 길게 나

타나기도 하였다.

[그림 9] 순응형의 직업 적응과정

이 유형의 작용/상호작용 과정을 도표화하면 [그림 9]와 같다. 순응형

은 앞서 설명한 교직전문성 추구형의 적응단계 중 무조건적 수용 단계에

머물러 있고 향후 단계의 진행을 예고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 타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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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서의 매력을 
크게 인식함 무조건적 수용 

단계
개인적인 
꿈과 비전이 있음

개인의 기대를 낮추어 
현실의 요구에 맞춤
(기대를 조정함)
개인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힘씀

갈등 단계

선택 및 집중 
단계

안정 및 개별화 
단계

타협형은 교직전문성 추구형의 적응단계 중 갈등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상황에 대해 관점의 타협을 이루고 있는

유형이다. 타협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타협형은 자신만의 개별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전문상담

교사로서의 모든 과정이 개인의 꿈과 비전을 추구하는 과정의 일환이라

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어려움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인재

양성 또는 대안학교 운영 등의 교육관련 포부를 위해 감내할 수 있는 과

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기대를 낮추는 방식으로 타협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들은 일정한 갈등을 겪을 수 있으

나 갈등을 갈등으로 여기지 않고　빠른 해결을 추구하고 자신의 관점을

타협한다는 면에서 소극적인 적응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진로

의 선택 단계에서 자신의 최종적인 목표 대신 전문상담교사로서 일정한

타협을 이루었다면 이러한 타협의 특징이 적응과정에서도 드러난다는 면

에서 특징적이다. 즉, 갈등을 싫어하고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타협의

성향 역시 개인의 내적인 특성이라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0] 타협형의 직업 적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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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신의 장기적인 꿈을 위해 전문성 함양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한다. 다만, 전문성을 추구하는 영역은 반드시 상담영역이 아닐 수 있다.

참여자들 중에서는 7, 11번이 대표적이다. 이 유형의 작용/상호작용 과

정을 도표화하면 [그림 10]과 같다.

2) 상담전문성 추구형 참여자들의 적응과정

상담전문성 추구형은 상담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장소

중 학교를 선택한 경우로 전문상담교사라는 직업은 상담을 하기 위한 하

나의 직업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적응 과정에서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인

식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명확한 영역의 구분이 없이 부여되

는 다양한 업무들을 접할 때 외적,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불일치, 부조화

를 좀 더 강하게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담자로서의 전

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개인적인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전문성 추구

활동을 지속한다.

(1)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주요 적응 단계

참여자들의 주요한 적응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가. 열정 단계

열정단계는 전문상담교사로서 직업을 선택한 동기를 구현하고 학교 상

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붓는 단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전문상담교사로 준비하던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상담에 대한

높은 동기, 인간애를 바탕으로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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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상담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하는 등 학교의 인식

을 바꾸고 상담실의 위상을 높이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거나 쉴 사이 없이 바쁜 시기를 보내지만 효율

성이 낮은 편이고 인식변화에 기여하는 바가 미비하다는 것이 열정단계

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갈등 단계

열정을 가지고 학교에서 생활하던 전문상담교사는 점차 학교상담의 현

실을 직면하여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갈등의 주요 측면은 외적, 내적으

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외적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전문상담교사제도

의 불안정성과 학교 조직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우선, 제도의 불안정성

은 배경이 되는 법의 부재, 제도, 윤리 규정의 애매함, 각 학교 및 교육

지원청의 상담시스템 부재로 인한 역할 갈등과 혼란, 업무의 과중 등이

있다. 또한, 각 참여자가 배치된 학교 조직에 전문상담교사가 처음 배치

되었고 ‘상담’에 대한 인식의 합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 교사들

역시 자신이 가진 수업권을 침해받거나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담실에 가는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등의 외적 갈등이 가시화된

다.

둘째, 내적갈등으로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의 문

제가 부각된다. 학교상담자로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던 바와 다르게

상담 이외의 여러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정규 수업에 참

여해야 하는 등 업무의 혼란과 과중으로 인해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

인가’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혼란에는 자신의 전문성에 대

한 회의, 학교에서 교사라는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생각한 것만

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 자신이 하고 싶었던 업무 대신에 다른 업무를

주로 해야 하는 것, 상담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복합적인

역할의 갈등 등 외적인 요인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이 극대화 되

는 장면으로 학생의 솔직한 피드백을 듣거나, 다른 업무로 인해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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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갈등 상황이 전면에 떠오르

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원인으로는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내에서 자신의 역할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독립된 상담실에 혼자 있어야 한다는 사실 등이다. 따라서 외적, 내적으

로 고립된 상황에서 마주하는 외로움을 스스로 잘 다루는 것이 전문상담

교사의 적응에 중요한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단계에서 전문상담교사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학교

외부의 전문상담교사 커뮤니티와 ‘교사’라는 직업이 부여하는 사회적안

안정감과 인정감, 인내심, 낙천적인 성격 등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상담교사제도 자체도 점차 안정되고 전문상담교사를 이해하는 관리

자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직업을 포기하는 대신 선택과 집중으로 방

향을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 선택 및 집중단계

내적, 외적 갈등의 과정에서 불일치감이 극대화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각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

개인은 현재 상황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즉, 학교에

서 부장교사, 관리자, 동료교사 등 학교 조직의 부당한 요구와 형평성에

어긋난 평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등

조정의 시간을 갖는다.

선택 및 집중단계는 내적, 외적 갈등 과정에서의 자각을 바탕으로 업

무 및 관계 영역에서 전략적 선택 및 선택한 것에 대한 집중이 이루어지

는 시기이다. 다만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서 상담자로서의 전문성과 정체

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상향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특정한 역할을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패

턴을 형성한다. 즉,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더 추구하여 상담자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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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방향을 정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문영역을 찾아 행동

화하게 된다. 업무에 있어서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상담자로서의 고유

한 업무를 파악하고 자신이 수행하고자 했던 상담을 구현해보는 등 선택

과 집중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도 전문상담교사는 업무적으로 바쁨

을 경험하는 데 여기서의 바쁨은 초기 열정단계에서 보였던 바쁨과 다르

게 자신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한 상담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역

할이 자리 잡히기 시작한다.

라. 안정 및 개별화단계

안정 및 개별화단계에서는 자신이 내면화한 적응의 방향성이 어느 정

도의 성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미 자신의 전문영역을 찾고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일정한 자격을 획득하거나 주변 교사

들에게 ‘상담의 진짜 전문가’라는 평가를 듣는 등 외적인 성과와 심리적

이고 관계적인 변화, 심리적인 안정감 형성이라는 내적인 성과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 즉, 안정 및 개별화단계에서는 각자 자신이 이해한 ‘적응’

의 단계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의 적응은 기존의 직

업적응이론에서 설명하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적응은 아니지만 학교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안정화하고 자신이 생각한 이상과 현실에서의

역할을 조율하여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응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참여자들이 보고한 ‘적응’의 개념은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 일례로 외

로움에 익숙해지는 시기, 상담 의뢰가 증가하는 시기, 선생님들과 관계가

원만해지는 시기, 업무 연계가 원활해지는 시기, 독립성을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시기 등이 적응의 기준이 된다. 다만, 전문상담교사의 적응

은 이후의 발달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으며 특히

전문성과 관련한 발달의 국면은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특성은 일반적으로 상담자 발달에서 보이는 양상과 비슷한 맥락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아직도 일정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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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일치감, 적응의 과제가 남아있다는 면은 제도와 개인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2) 상담전문성 추구형 참여자들의 유형 특성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경우 다른 하위유형이 분류되지 않았다. 따라서

하위유형의 분류 없이 앞서 설명한 단계의 설명 이외에 다른 특성을 설

명하였다.

상담전문성 추구형은 상담자로서의 역할기대가 큰 사람들이다. 따라서

상담의 전문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전문성에 있어서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교사들의 적응 양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학교 조직과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보다 자격증 획득, 전일제 대학원 진학, 학회 활

동, 사례회의 참석, 수퍼비전 참여 등에 개인적인 투자를 하여 자신의 상

담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자신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상담자로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겸손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례를 다룰 때 이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는 위기의

식에 의한 것인지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상담전문성에 대

한 추구는 조직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보다 개인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고,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조직에서 이를 인

정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앞서 설명한 교직전문성 추구형의 경우도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추구

하지만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경우 상담자로서 전문성의 함양을 최우선

과업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기를 원한다는 면에서 차별적이

다. 이를 조직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 기

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역할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학교 전

체의 긍정적인 인식을 얻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이다.

하지만 전문적 역량이 증가하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업이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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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로서의 매력을 
크게 인식함.
상담을 구현하기 위해 
열정을 다함.
전문상담교사 커뮤니티, 
학회활동, 대학원, 수퍼비
전, 개인상담

열정단계
자신의 능력에 대
해 겸손함을 유지
함 
전문성 향상을 위
해 힘씀
 

제도의 불안정성, 학교 
조직의 경직성, 전문성
에 대한 부담감. 

갈등 단계
‘교사’라는 직업의 
매력이 유지조건
이 됨

선택 및 집중 
단계

적극적으로 나의 목
소리를 내기 시작함.
소신에 따라 업무를 
선택함.

소수의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통한 지원 안정 및 개별화 

단계

직업의 가치를 
느낌.
진짜 전문가로 평가
받음.
상담자로서의 삶의 
만족도 높음

행사와 관련된 역할과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상충될 때 소신 있게 상담의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한번 형성된 긍정적인 인식은 ‘진짜 전문가’라는 평가를 통해 돌아온다.

또한 상담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은 결국 자기이해와 자아

실현의 기회로 작용한다.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이 중

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상담자로서의 적응 및 발달 모습을 일면 가지

고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직업 적응과정



- 134 -

참여자들 중에서는 1, 5, 6, 8번이 대표적이며 현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상담 전문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면에서 공

통적이다.

이 유형의 작용/상호작용 과정을 도표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지금까지 교직전문성 추구형과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적응과정을 단계

로 나누어 설명하고 각 유형의 세부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문상담

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

[그림 12]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응 과정에서 참

여자들이 경험하는 ‘현상’은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이다. 현상으로 나타

난 불일치는 개인과 학교 조직, 제도의 영향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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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범주 속성 차원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상호

합의와 전문성 함양을 통해 직업

정체성을 형성해 나감

상호합의의 수준

전문성 함양의 수준

직업정체성의 형성 수준

높다-낮다
높다-낮다
높다-낮다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유형에 따라 다르

며 이 직업을 선택한 주요 동기와 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위유형인 교직전문성 추구형과 상담전문성 추구형은

불일치의 강도를 강하게 또는 약하게 지각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각각 ‘무조건적수용-갈등-선택 및 집중-안정 및 개별화’ 또는 ‘열정-갈등

-선택 및 집중-안정 및 개별화’의 적응단계를 거쳐 자신이 이해한 ‘적응’

에 이른다.

4. 전문상담교사 직업 적응과정 핵심범주와 적응과정 이론

선택코딩 단계에서 전문상담교사 직업 적응의 맥락을 설명하는 핵심범

주와 핵심범주를 기초로 하여 설정된 가설적 관계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핵심범주: ‘무엇에 대한 연구인가’

전문상담교사들의 적응과정을 정리해본 결과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상호합의와 전문성 함양을 통해 직업정체성을 형성해 나감’을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 표 11 >과 같다.

< 표 11 >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첫 번째 속성인 “상호합의의 수준”은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동안 전문상담교사가 조직문화 풍토에 적응하고 학교 조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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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문상담교사라는 새로운 일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합의

와 이해를 통해 적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상호 이해와 합의의 수준이

높음과 낮음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속성인 “전문성 함양의 수준”은 전문상담교사가 학교 조직 내

에 있는 다른 교사들과 차별성으로 부각된 것이다. 전문상담교사는 상담

자로서의 전문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는데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얼마나 노력하는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지 등의 수준에 따라 높

음, 낮음의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업정체성 형성”은 적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성을 포괄하

는 것으로 학교에 대한 이해, 학생에 대한 이해, 교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문상담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 등이 통합되어 전문상담교사라는 독특

한 직업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직업정체성의 형성 수준

역시 각 개인에 따라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2)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 이론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 이론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 간의 전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가설적 상관관계를

설명한 내용이다(박승민 외, 2012).

본 연구에서의 가설적 관계진술은 개인 내적 측면, 상호작용 측면, 그

리고 외부 환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1) 개인 내적인 측면

가. 개인의 취업 동기는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상담자로서의 매력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직업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교사로서의 매력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직업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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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적 만족 요인

이 다르다.

① ‘교사’로서의 역할 인식이 높은 전문상담교사는 사회적 인정, 안정성

등에 대한 직업만족도가 높다.

② ‘상담자’로서의 역할 인식이 높은 전문상담교사는 전문성 계발, 가치

추구 등에 대한 직업만족도가 높다.

다. 개인의 성격특성은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수용성이 높을수록 직업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호기심이 높을수록 직업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인내심이 높을수록 직업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 경력, 나이, 이전 직장 경험 등은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경력이 높을수록 직업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이전 직장 경험이 많을수록 직업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 상담 전문성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적극성은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상담 전문성 추구 활동에 적극성이 높을수록 직업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상호작용 측면

가. 교사들과의 관계 추구 적극성은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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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사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할수록 직업정체성 형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교사들과의 관계를 소극적으로 추구할수록 직업정체성 형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 전문상담교사 커뮤니티 활동의 적극성은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학교 외부의 상담교사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직업정체성 형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환경적 측면

가. 학교 조직 구성원의 상담에 대한 인식은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학교 조직 구성원의 상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직업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학교 조직 구성원의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직업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 관리자, 부장교사의 상담에 대한 인식은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관리자의 상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직업정체성 형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부장교사의 상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직업정체성 형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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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나타난 주요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와 시사점

을 사회문화적 배경 및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참

여자들이 지각한 ‘적응’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전문상담교사로서 직업

에 적응한다는 것’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직업

적응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직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의의 및 제언에 대해 제시

하고자 한다.

1.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

1) 참여자들이 지각한 전문상담교사 직업 적응의 개념 이해

진로 상담 영역에서 직업에의 적응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직업적응이론(Theory of Work Adjustment)에서는 개인과 환경은 서로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개인과 환경 간의 조

화를 이루는 과정은 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서로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려

고 노력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이를 직업적응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직업적응’의 개념 정의는 ‘주위 환경과 생활이 조화를 이룸. 또는 그런

상태. 환경을 변화시켜 적응하는 경우와 스스로를 변화시켜 적응하는 경

우가 있다.’(표준국어대사전) 라고 정리된 ‘적응’의 사전적 의미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사전적 의미에서의 ‘적응’에서는 개인의 주체적인 역할이

강조되며 직업적응이론에서는 개인과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적응에 대한 이해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자신의 역할 특수성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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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문상담교사라는 직업에서의 적응 개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해

야 할 역할 특수성과 학교 조직의 특성이 반영되고, 제도의 현황이 반영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적응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전문상담

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을 이해하는 데 “무엇을 적응으로 볼 것인가”에 대

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

교사로 적응을 이루었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나요?’, ‘전문상

담교사의 적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 참여자들

이 지각한 적응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의 응답 중 주요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1 - 이전에는 타인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열심히 내가 하는 데 까지만 하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감정이 들면 딱 이야기하고, 할 말은 딱하고...욕심도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 ☞ 기대가 조정된 상태

참여자 2 - 상담실 운영하는데 인간관계나 행정적인 지원이 불편함이 없으면 

적응한 상태인 것 같아요. ☞ 관계, 행정 시스템의 안정

 

참여자 8 - 일단은 학교도 조직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무를 진행할 때 

좀 체계적으로 하고 내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을 학교 구성원들한테 많이 

안내해서 침해받지 않는 상태 ☞ 독립성 보장받는 상태

참여자 9 - 초기의 적응은 내가 그냥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적응. 이후의 적응은 

상담교사로서 하는 일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적응 ☞ 업무 리드

참여자 10 - 선생님들과 잘 어울리면서 제가 유두리 있게 해서 선생님들과 농담

도 편하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고 하면서도 좀 뭔가 학생에게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어렵지 않게 저한테 맡기면서 전문적으로 조언을 

얻는다거나 그런 상태 ☞ 관계 중심, 자문 등 영향력 미치는 상태

참여자 11 - 저는 첫 번째 목표가 선생님들과 친해지자 였어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도 그랬고 일은 어떤 일이든 간에 정말 일 이년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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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잘 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상담교사이다 보니까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관계가 좋아지다 보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관계가 원만해진 상태

참여자 13 - 적응을 잘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지금 어떤 모델이 있어야 

하잖아요. 표준모델이 아직은 없어요. ☞ 제도적으로 안정된 상태

참여자 14 - 자기 스스로 내가 학교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거하고 

선생님들이 저 선생님 있으니까 참 좋네. 아이들도 힘들 때 갈 곳이 있다

는 것 ☞ 만족, 충족의 개념이 드러남

참여자 15 - 교사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뭘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을 나름대로 명확하게 알고, 학교장면에서 소속감을 느낀다는 게 

가장 크겠죠. ☞ 업무의 안정,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참여자들이 자신의 인식을 바탕으로 적응의 상태를 설명한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에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안정

이 되는 것이다. 둘째, 학교 내에서 교사들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상

태이다. 셋째, 업무의 독립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역할에의 안정, 관계의 추구, 업무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직업에서 적응을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로 언

급되었다. 이를 다르게 설명하자면 참여자들은 역할에의 갈등을 경험하

거나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업무의 독립성을 존

중받지 못하고 자신의 전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응에 어려

운 상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전문상담교사 직업 적응과정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에 의한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은 현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환경은 어떻게 작용/상호작용하며 어떤 요인

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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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적응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

해하는 과정에서 교직전문성 추구형과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두 가지 적

응 유형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유형에 따라 적응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합적 또는 유형에 따른 적응과정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직업 적응과정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면담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가 경험한 주요 ‘현상’은 ‘이상과 현

실의 불일치’이다. 이는 전정운, 한재희(2012), 황채운 외(2009)의 연구에

서 상담자 발달의 중심현상이 ‘끊임없이 나를 돌아봄’, ‘끊임없이 성찰하

고 자신을 채근함’으로 나타났던 것과 다른 내용이다. 적응과정의 하위

유형 중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일부 참여자들은 개인분석과 수퍼비전 등

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하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지

만, 이를 전문상담교사의 주요한 ‘현상’으로 설정할 만큼 모든 참여자들

에게 공통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자로

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상담자들이 보이는 발달의

양상을 전면적으로 따르지 않고 상담자 발달에 진입하기 이전의 상태에

서 아직 직업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를 청소년상

담자의 적응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김진숙(2002)의 연구결과, 주요

‘현상’이 ‘전문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역할 갈등’이라고 나타났다. 즉,

청소년상담자가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사회복지적인 행정업무 가운데서

역할의 갈등을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

가 교사이자 상담자로서 경험하는 역할 갈등의 양상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자의 정체성 혼란은 대학상담실의 상담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김진숙, 2002)이라 밝히고 있는

데, 이를 전문상담교사의 경우와 연관 지어 살펴보면 학령기의 청소년,

중·고등학생을 내담자로 하는 상담자의 경우 “교육적인 역할”의 중요도

가 높고 청소년들의 자기 탐색 준비도가 낮아 깊이 있는 심리상담을 이

루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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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은 개인의 취업동기와 역할에 대

한 인식에 따라 교직전문성 추구형과 상담전문성 추구형으로 분류되었

다. 이와 같이 적응의 과정이 이원화된 것은 전문상담교사에게 주어진

‘교사’와 ‘상담자’라는 역할은 서로 갈등의 소지가 있고 통합이 어려운 측

면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갈등은 한 가지 직업 내에서

다중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역할 간 갈등(채영병, 정철영,

2006)에 해당한다. 이러한 다중 역할 중에서 각 개인이 어떠한 역할을

자신의 역할이라 인식하느냐에 따라 적응의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

한 특성은 전문상담교사와 같이 직업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고 직업정체

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제도 초기 혼란의 상황에 있는 경우 더 부각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규정된 직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

인이 형성한 직업의 의미가 더 중요해지는 ‘초기직업발달’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직업정체성’의 이해는 서로 다른 색깔을

띨 수 있고 정해진 정답이 없다.

각 개인이 전문상담교사라는 새로운 역할을 능숙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는 상담자와 교사라는 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두 가

지를 한꺼번에 이루기에는 갈등의 상황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역할 인식과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추구할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

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는 참

여자들이 ‘직업을 선택한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와 연관이 있다.

즉, 전문상담교사가 가진 교사로서의 매력에 더 집중하여 직업을 선택한

경우와 상담자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매력에 더 집중하여 직업을 선

택한 경우가 존재하고 이러한 취업의 동기가 직장 생활에서의 역할 인식

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전문상담교사를 교사로 볼 것인가 상담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전문

상담교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학교 조직에 있는 일반 교사들과 학생들

에게도 혼란의 여지가 있고 역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적응과정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통

합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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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을 하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발달과정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적응 단계인

“무조건적 수용-갈등-선택 및 집중-안정 및 개별화” 또는 “열정-갈등-

선택 및 집중-안정 및 개별화”라는 단계는 상담자의 발달을 설명하는 여

러 이론으로 온전히 설명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Hess(1987), Skovholt와

Rønnestad(1992) 등의 상담자 발달 이론들은 상담자들이 상담자로서 역

할을 시작한 이후로 전문성의 심화를 위한 본격적인 단계들을 거칠 것이

라고 설명하는 데,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상담자로서의 본격적인 발달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전문상담교사로 최고의 경력을 지닌 참여자라 하더라도 직

업을 시작한 지 10년 미만인 직업초기단계이고 제도 및 학교 조직의 혼

란으로 본격적인 발달을 이루기보다 현 체제를 수용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로 살아남기”에 급급한 시간을 보냈을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상담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교사

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 등 다양한 역할 요구를 받으며 개인에 대한 심

리상담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을

다루다보니 특정한 소속 기관과 대상, 그리고 영역에서 특화되는 일반

상담자와 다르게 전문상담교사가 갖추어야 할 상담지식과 상담능력은 더

욱 다양하고 전문적일 필요가 있다(김혜숙, 이기학, 2012).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가진 제한된 자원으로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각 개인의 적

응 및 발달은 지체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의 적응 과정은 일반

적인 상담자의 적응 및 발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 다만, 하위유형

중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경우 자신을 상담자로 인식하고 상담 역량을 강

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었는데 결과적으로 상담자 발달의 일면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상담전문성 추구형 중에 일부는 ‘자신

의 공감능력이 상담의 효과를 가져온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Skovholt와 Rønnestad(1992)의 상담자 발달 8단계 모델에서 1단계인 관

습적 단계(conventional stage)의 특징이다. 또한 면담이 이루어지는 당

시에 대학원 학업 과정을 이미 마치고 더 전문적인 상담자 역할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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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고민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는 전문적 훈련으로의 이행단계(2단

계), 대가모방단계(3단계) 등 후속 단계를 거치며 성장하고 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상담전문성 추구형이 입문단계에서 보이는 초기 의욕과

열정은 초심 수퍼바이저, 기업 상담자, 집단상담의 대가 등 여러 상담자

집단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권경인, 2007; 심윤정, 2012; 전

정운, 한재의, 2012; Goldberg, 1992; Jennings & Skovholt, 1999). 즉, 상

담전문성 추구형의 전문상담교사들은 일반 상담자들과 같이 상담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해당 조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같은 이상

적인 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비교적 오래 지속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상담교사 집단은 아직까지 상담자 발달을 온전

히 따라가지 않지만 일부 유형의 경우 각 개인에 따라 상담자 발달의 서

로 다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상담교사 집단

내에 다양한 수준의 상담자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

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수준의 상담자들이 학교 현장에 공존한다는 사

실은 서로 다른 요구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이러한 현

황에 착안하여 김혜숙, 이기학(2012)의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연수 요구를 정리한 바 있는데, 기존의 획일화된 연수

체제에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전문상담

교사의 ‘상담자’로서의 발달은 교직경력이 아니라 “상담자로서의 실무 경

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담 실무 경력을 기준으로

연수 요구를 조사하고 전문상담교사들이 “상담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상담교사는 교사 중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발달과

정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 다만, 일부 유형의 경우 교사 발달 단계의

일면을 보이기도 한다. 면담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들의 교직경력은 약

70%의 참여자가 경력 7∼8년으로 이윤식, 이두영(2009)의 경력 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성장단계’에 해당된다. 하지만 참여자들 중 일부는 순응

과 타협의 특성을 보이며 시행착오를 거치는 등 교사발달 단계 중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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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특성을 나타냈다. 실 근무경력에 비해 교사로서의 발달 속도가

지체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일반교사들이 많은 선배교사들에 대한 관

찰과 학습을 통해 교사로서의 삶에 적응해나간다는 교직사회화의 과정

(박정순, 2010; 이주연, 한대동, 2005)과 다르게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상

담”이라는 내용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교사들과 교류가 적고, 근

무 환경 역시 독립적인 공간인 경우가 많아 관찰과 학습을 통한 성장의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험통합형의 일부 참여자의 경우,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장단계에 해당하지만 실제 나타내는 특

성은 그 다음 단계인 성숙의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개

인의 나이, 경력 등 폭넓은 인생 경험을 통해 적응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통합형 이외의 참여자들은 이전 직업 경력이 없이 교

직생활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도의 불안정성을 전

제로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 발달 단계 중

입문단계의 특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조직에서 교사라는 역할을 끊임없이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교사의 발달 역시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교사로서의 안정된 직업 생활을 영위하도

록 조직 및 제도의 관점에서 지원할 사항을 확인하고 적응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조직과의 상호합의와 전문성 함양을 통한 전문상담교사의 적

응과정은 ‘자신이 상담자인지 교사인지 잘 모르겠다.’는 혼란을 시작으로

결국 ‘자신이 상담자도 교사도 아닌’, ‘상담자이면서 교사인’, ‘전문상담교

사이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독특한 직업정체성의 형성을 위

해서는 학교 조직, 교사 집단, 학생의 문제 유형, 학생들의 발달단계, 학

교의 행사, 연계 체계, 학부모, 그리고 상담 자체에 대한 전문성에 이르

기까지 수많은 영역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김현아 외

(2013)에서는 학교상담자가 미성년자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일 뿐만 아니

라 학부모 상담, 학교의 일반학생들에 대한 개입, 학교의 관리자 및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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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과의 관계형성 및 이들에 대한 개입 등 학교상담만의 고유한 과제

를 가진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조체제 구축, 학교와 교사의 특성 파악은 일반교사들에게도 역시

중시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채영병, 정철영, 2006), 상담 자체에 대

한 전문성은 전문상담교사에게 더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고 수양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된다.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정체성은 학교 현장에 학생복지 관련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공존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의 다양한 인적자원의 역할과 견주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다

양한 인적 자원은 각기 다른 직업으로 분류되지만 학생과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들에 개입하여 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관여한다는 공

통점을 지닌다(윤철수, 안정선, 2010). 특히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제도가

시작된 지 만 3년(2014년 8월 기준)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다. 이 제도의 배경에는 명확

한 교육과정과 교과 수업, 법 개정의 기반이 있고 전문상담교사에 비해

역할의 지침이 명확하며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차별성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 김나라, 방대현, 정진철, 2012a, 2012b; 김희대,

2013; 백대현,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에게 역시 ‘상담’

이라는 역할이 부과되어 있으며 ‘진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심리 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담의 개념

적 이해를 고려할 때(Brown & Lent,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문상

담교사가 수행하는 ‘상담’의 차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

다. 또한 2013년에 일반교사와 같이 승진의 길이 열린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교사가 학생 상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연수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연구들(권미경, 방경숙, 유주연, 2012)을 통

해 ‘상담’에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 역시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 현장에

공존하는 담임교사, 교과교사 또는 비교과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청소

년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그리고 보건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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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하는 ‘상담’을 어떻게 구분하며 특성화할 수 있을지, 전문상

담교사만의 독특한 상담영역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전문상담

교사 직업정체성 이해의 남은 과제이다. 서로 중첩된 역할에 대한 명확

한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각 전문 인력이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찾아

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에 대한 공통의 책임을 벗어

나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무성의 상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에 입각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

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취업의 동기, 역할에 대한 인식, 개인의 성격특성과 기타 개인 변인, 상

담 전문성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개인 내적인 요인들과, 관계 추구 경향,

전문상담교사 커뮤니티 참여 정도라는 상호작용 측면, 그리고 환경에서

제공하는 학교조직풍토, 제도의 변화, 인식과 피드백의 변화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상담자 또는 교사의 적응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했던 선행연구 결과와 연관 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상담자와 관련된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자에게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특수성이 중요한 적응의 변수이다. 심윤정

(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기업 내 상담의 특수성’과 전문상담교사의 ‘학

교조직풍토’는 결국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학교 조직의 경우

다른 조직과 달리 보수적이고 경직된 경향이 더 강하고, 모든 업무가 사

람을 다루는 교육에 해당한다는 면에서 조직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박한샘, 고은영(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동반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활동 자체의 특성, 인식의 부족, 고용의 형태,

소명의식, 인간관계, 상담효과 등을 도출하였는데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교사’라는 지위를 부여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것은 직업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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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중요한 도움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전정운,

한재희(2012)의 연구에서는 초심 수퍼바이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자기에 대한 인식, 전문적인 수련 체계, 전문가로서 도약하려는

욕구, 롤(role) 모델, 긍정적 피드백, 전문적 동료, 가정의 지지 등을 설명

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성의 심화를 위해 필요한 영향요인을 전

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적응의 요인들과 차별성이 있

다. 즉, 전문상담교사는 역할의 우선순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하고 상담전문가로서 본격적인 발달을 이루기 이전에 자신의 직업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초심 수퍼바이저의 발달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에

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둘째, 교사와 관련된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순남, 최

혜진(2012)의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교직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력, 학력, 책무성 인식을 설명하였고, 최희진(2002)의 연구에서는 초임

중등체육교사의 교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에서의 인간관

계를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문상

담교사에게 역시 개인적인 변인으로 나이, 경력, 이전 직업이 적응에 영

향을 미치고 조직에서의 인간관계가 중요하게 언급되었다는 면에서 공통

적이다. 하지만 일반 교사의 적응을 논할 때에는 자신의 교과목, 학생지

도의 전문성 등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상담에 대한 전

문성이 지속적으로 키워드로 언급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요구를 한다

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각각의 영향요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

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상담교사의 적응 유형별로 영향의 강도 및 시

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과 유형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구별하여 정리하였다.

1) 유형에 따라 영향력의 강도와 시기가 다른 특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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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취업 동기, 역할에 대한 인식

개인의 취업 동기와 역할에 대한 인식은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

정의 두 가지 상위유형을 구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교직은 우

리나라 고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며(교육과학기술부, 2012), 안정

적인 고용조건과 시간적 여유 등은 교직의 큰 매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쌍철, 김혜영, 홍창남, 2012). 이를 반영하듯 본 연구 참여자들 중 교

직전문성 추구형의 경우 경제적인 필요, 직업의 안정성, 교사라는 직업의

매력 등의 외재적 동기를 주요한 이유로 교직 사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또한 실제 직업 현장에서도 자신을 학교 조직에 속한 교사의 일원이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학교 조직의 풍토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사로서

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교사로서의 만족

과 조직의 충족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르게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경우 상담에 대한 열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직업을 선택하였고 실제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상담자로

서의 역할을 추구한다. 하지만 현 제도와 학교 내에서 상담자로서의 역

할 인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외적, 내적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갈등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관점에서 충족의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

담자로서의 역할이 교사의 역할과 충돌되는 상황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조직의 입장에서는 충족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취업의 동기와 역할에 대한 인식은 본 연구에서 전문상담

교사의 적응 유형을 양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직업 선택의

단계에서 형성된 개인의 인식이 역할 수행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유

지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직업에의 적응을 논하기 이전에 직업 선택

의 단계에서 풍부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진로

를 결정하도록 돕는 현실적인 진로 상담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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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의 성격특성

참여자들의 개인 특성은 개인과 환경의 부조화 상황에서 적응을 이뤄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적응양식(adjustment style)으로 작용한다. 참여

자들은 자신의 수용적인 성격, 적극적인 성격, 호기심, 인정받으려는 마

음, 높은 에너지 수준, 인내심 등을 전문상담교사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Dawis와 Lofquist(1984)가 제안한 유연성

(flexibility), 적극성(activeness), 반응성(reactiveness), 인내

(perseverance) 등의 적응양식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수용적인 성격은 유연성으로, 자발성과 높은 에너지 수준은 적

극성,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반응성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

서 “수용성”은 교직전문성 추구형에게 두드러진 특징이지만, 일반적인

교사집단에서 공통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으로 학습자의 수용성이 교육의 성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

한 변수이다. 그런 상황에서 신규교사가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 학교 조

직은 신규교사를 조직이 교육해야 할 또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교육

적인 요소를 제공하게 된다. 물론 전문상담교사에게는 동일한 역할을 담

당하는 선배 교사가 한 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교육의 기

능이 축소되지만 교사에게 부여하는 일반적인 업무들을 고려할 때 전문

상담교사의 수용성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적응양식은 부조화의 상황에서 활성화되는데, 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에 적

응하는 시기가 제도의 초기 단계였고 조직 구성원의 인식이 낮은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부조화, 불일치의 상황이 강하게 발생하고 개인의

적응양식이 주요한 영향요소로 작용했음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경우 개인이 가진 상담에 대한 이상과 열정으로 학교 조직의 요구

수용도가 낮아 부조화, 불일치의 상황을 더 강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이

와 같은 적응양식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학교 환경 및 개인

의 상태가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개인의 적응양

식을 잘 개발해 나가는 것 역시 상담자의 직업 적응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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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전문성에 대한 우선순위

본 연구의 결과 상담 전문성에 대한 개인의 중요도 평정이 전문상담교

사의 직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근영, 임은

미(2014)의 연구에서 Wee 클래스와 Wee센터의 전문상담교사가 소진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군집이 ‘전문성 함양 추구에 따른 스트레스’라고 나

타났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즉,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전문상담교사의

소진 뿐 만 아니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이다.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난 다양한 유형 중, 교직전문성 추구형의 경우 상

담 전문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더라도 전문상담교사로서 만족스러운 직

업 생활을 영위해간다. 하지만 상담전문성 추구형의 경우 자신이 가진

상담 전문성이 직업에 적응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강조한다.

즉, 상담 전문성의 중요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적응 과

정이 달라지고, 전문성 추구 활동의 강도와 시기 역시 달라진 것으로 정

리할 수 있다.

상담 전문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우는 외적, 내적 갈등상황에 직면했

을 때 자신의 상담역량의 부족을 갈등의 원인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갈

등의 해결을 위한 열쇠 역시 상담 전문성 확보에 둔다는 것이 특징적이

다. 사실, 전문상담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영역은 상담, 교육, 학생

이해, 교사이해, 학교의 특수성 등 다양하다. 학교상담자로서 능숙한 적

응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하

겠지만 그 중에서도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주로 언급된 이유를 생각해보

면, 상담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기도 어렵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만족스

러운 수준을 이루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참여자들은 ‘끝이 보

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가야할 길’이라 표현하였다.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자각은 전문상담교사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전문성의 심화라는 맥락에서는 긍

정적이지만 상담 실무 경력의 부족으로 현장의 사안들을 다룰 기본 능력

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김인규, 2011; 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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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2013) 전문상담교사 존폐 위기의 근거가 될 만큼 위협적인 요인이다.

또한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고민은 일반 교과 교사들이 이해할 수 없

는 전문상담교사들의 특징적인 양상이기도 하다. 즉, 일반 교과 교사들의

경우 초임 발령을 받은 이후라 할지라도 자신이 맡는 교과목에 대해 전

문성을 고민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일은 극히 드물

다. 교사로서의 선발단계에 이르기 전에 대부분의 역량을 이미 갖추었다

고 평가되고 이를 현장에 잘 녹여내기만 하면 된다고 간주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어느 유형이건 무관하게 전문성에 대한

일정한 고민이 있고 실제 선발과정에서 상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바른 선발 체계를 갖추고 전문상담교사가 일정한

수준의 상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전문상담교사의

지속적인 발달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전문성

추구 활동이 개인의 보람을 느끼는 수단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적절한 대우를 보장한다면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상담 전문성 함양 노력을 독려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4) 관계 추구 경향성

본 연구의 결과, 전문상담교사들이 일반 교사들과 관계를 맺는 특성이

직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적응

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그런데 교사에게는 관

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관계를 통해 사람을 교육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관계의 중요성은 전문상담교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친밀감의 욕구를 형성하고 조직에 소속감을 느끼

게 하는 요소이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른 직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소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업무적으로 얽히지 않는’ 이라고 표현되

는데 이를 통해 조직의 비공식적인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하여 적응에

도움을 받는다. 또한 관계 자체가 편안함을 전제로 하고 정서적인 안정



- 154 -

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상담교사는 상담 업무를 진행할 때 교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서만 일할 수 있다. 즉, 업무 특성상 교사들과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역

할 수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내담자인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권

한이 담임교사에게 있고 수업의 권한 역시 일반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중요도에 착안하여 교직전문성 추구형의 경우, 같은 부서의

교사들과 업무를 위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업무에 지원이 될

수 있는 힘 있는 부장교사, 고 경력 교사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번 형성된 신뢰의 관계는 기타의 교사들에게

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학교 조직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긍정적 피드백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2)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요인

(1) 전문상담교사 커뮤니티 참여

본 연구의 결과, 전문상담교사 커뮤니티에의 참여는 직업 적응에 영향

을 미친 요소로 나타났다. 전문상담교사는 교내에 같은 일을 하는 동료

가 없고 상담의 특수성으로 인해 ‘비밀보장’의 원칙과 같은 상담자 윤리

가 존재하며, 상담실에 혼자서 근무한다는 것으로 인해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식이 같은 지역

발령 동기들과의 커뮤니티 활동이다. 커뮤니티 활동은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이었으나 경험통합형의 경우 발령 동기들

과의 모임보다 학교 상담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적이고 더 전문적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아

외(2013)에서는 학교상담자는 상담기관에서 여러 상담자와 함께 일하는

상담자와 달리 흔히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의 다른 학교상

담자와의 연계를 통해 문제에 대한 대처, 윤리적 갈등에 대한 자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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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진의 예방 등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커뮤니티의 활동은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갖거나 온라인에

서 카페를 개설하고 자료를 공유, 같은 연수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발령을 받은 초기에는 학교 상담에 활용할 서류 양식

을 공유하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유하는 등 정보교환과 처음 발령

받은 초임교사로서의 심리적 어려움을 동병상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

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역할이 안정되고 학교 문화에 익숙해진 터라 친

목도모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고민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외부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견되

지만 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에 능숙한 적응을 이루고 발달해 나갈 것을

감안한다면 커뮤니티에 수퍼바이저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절한 전

문적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학교조직풍토

학교의 조직 풍토는 유형에 상관없이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학교는 학교급, 지역, 공립과 사립, 남

학교와 여학교 또는 남녀공학, 일반고와 특성화고, 특목고 등 다양한 기

준에 의해 분류된다. 또한 각 학교는 각 학교만의 고유한 개성을 지닌다

(Owens, 1970). 각 학교의 개성은 관리자의 마인드, 교사 집단의 특성,

학생들의 특성,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특성이 어우러져 형성된다. 그 밖

에 각 학교는 경력과 나이 중심, 수업 중심, 교과 교사 중심이라는 특성

을 지니고 있어서 교사라는 타이틀이 없고 경력, 나이가 적은 교사에게

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지영(2003)은 ‘교직은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 수습교육

제도가 뒤쳐져 있으며 현직에 입문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책임을 갑자기

한꺼번에 맡게 되고, 스스로의 시행착오와 경험에 의존하여 교사로서 자

리를 잡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지닐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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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직의 특성은 일반교사에게도 적응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전문상담교사의 경우에는 다중역할과 상담에 대한 조직

의 인식 부재 등을 이유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상담교사들에게 교사라는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

는 점, 수업 참여에 대해 일정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은 적응에 도

움을 주는 요인일 수 있다. 하지만 마이너리티, 소수, 비교과, 비담임으로

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교사로서

의 기본(basic)을 인정하기’라는 전략을 적용하였다. 즉, 자신이 교사의

일원으로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동시에 일반 교과교사들과

다른 자신의 특성을 인정할 때 유연한 적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다.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며 ‘교사들의

짐을 얼른 받아서 짐을 덜어주는’이라는 역할이라는 표현은 학교의 일원

으로서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스스로 규정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인의 소극적인 인식 이외에 조직의 입장에서 적절

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학교의 지원이 전문상담교사의 전

문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영, 2010)를 고려할 때

학교 조직 구성원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학교상담의 전문가로

인정하는 좋은 풍토를 형성해나간다면 전문상담교사가 자신의 상대적인 위상

과 역할을 이해하고 고유한 직업정체성을 형성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제도와의 상호작용, 제도의 변화

개인과 함께 제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제도와 관련된 요인은 전문상담교사의 근간을 이

루는 것으로 중요성을 지니나 이를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정리할 수 있다.

제도의 발전은 현직 전문상담교사들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개인과 제도가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제도의 초기에는 전

문상담교사에게 적용될 상담자 윤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학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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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된 규정 역시 전문상담교사들에게 올바른 기준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강진령 외, 2007). 하지만 2013년에 제시된 ‘Wee 상담자 윤리강

령’(교육부 훈령 제 274호)은 새로운 노력의 일환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참여자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고 실

제 전문상담교사들의 인식 정도가 낮은 편이라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

한다. 또한 역할의 측면에서 제도 초기에 아무런 기준이 없는 ‘맨땅에 헤

딩’이었던 상태에서 Wee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주축으로 성찰교실 지원,

대안교실의 운영, 친친교실,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등 필수적인 역할이

제시되었다는 변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된 ‘2014

년 Wee 클래스 운영계획’(2014. 4월)을 살펴보면 학교상담실의 운영과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준수하

여야 할 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문상담교사 개개인의 변

화와 상호작용하여 학교상담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과 관련된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자 한다.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 지침의 내용 중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수업 중에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담의 결과를 매일 시스템에 등록

하여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

정은 학생들과의 실제적인 상담시간을 보장할 수 없고 형식적인 절차만

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주당 18시간 이상의 개

인·집단 상담’이라는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상담 시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시간 기준의 내용이 오로지 상담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제반

업무 시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 수 있다. 즉, 학교 상담

의 역할 범위를 예방적, 발달적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추진 목적과 실

제 업무의 지침에는 모순점이 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제도의 발전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제반 여

건들이 갖추어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향적인 제도의 수립은 학교 상담 현장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정해진 특정 역할의 위급도, 중요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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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학교상담의 올바른 역할을 정립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학교상

담 모형을 구축해야 할 학교상담실의 기능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할 것이다.

(4) 인식, 피드백의 변화

본 연구의 결과, 전문상담교사를 둘러싼 인적 자원들의 인식 및 피드

백은 직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식과 피드백은

적응의 초기 단계에서 높은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 요소로 작용하였지만, 적응과정에서 각성을 일으키는 단서가 되거

나 한번 형성된 긍정적인 인식이 지속성을 갖는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은 적응 초기에 상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교사들과 학교 조직

구성원의 무관심, 상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상담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부정

적인 인식과 피드백은 전문상담교사를 위축시키고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역할의 혼란이 계속되던 시점

에 마주한 학생의 피드백은 전문상담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

해 자각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적

응을 이뤄가는 시점에서 접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학교 적응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김창대 외(2008)의 연구에서는 ‘피드백을 주고받는 동료관계를 유지함’

을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의 한 가지로 정리한 바 있

다. 즉,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학교 상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담의 전문성 확보라는 역량 뿐 만 아니라 동료

상담자 간의 사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는 맥락, 교사들과의 관계 유지 맥

락 등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전문상담교사의

장기적인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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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형

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수 요인과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복

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3.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과 영향 요소를 정리하여 전문상담교사

에게 전체적인 지도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전문상담교사 개

인이 걸어온 길 회고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며 자신이 현재 겪는 어려움이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님에 안심하는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적응의 중간과정에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현직자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적응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여 향후

적응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응과정 및 영향요소

의 이해가 선행된다면 적응을 위한 과업과 예상되는 장애요인들 미리 확

인하여 준비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상담교사 교육이나 수퍼비전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의의

를 지닌다. 이는 전문상담교사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교사에 대한 교육

뿐 만 아니라 현직자 교육을 위한 제도적, 조직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예비 상담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

는 상담자로서의 상담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이

러한 상담실무능력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상담자

의 수퍼비전 요구가 높고 다양한 방식의 수퍼비전이 활성화될 것임을 예

상한다면 본 연구의 자료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은 수퍼바이저의

맥락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학교상담자의 진로를 준비하는 상담자들에게 현장의 이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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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상담자들의 취업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

에 일부는 특히 학교장면에서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진로예정자들에게 학교상담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진로

의사결정에 유용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진로의 결정 과정에서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특성이 진로 선

택 및 직업 수행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상담자들의

역할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맥락에서의 상담자 발달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일은 향후 직업에의 적응 및 발달에 중요한 변

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상담교사를 둘러싼 제도 및 조직 이해에 대해 시사점

을 제공하고 제도의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닌

다. 이러한 이해는 ‘학교상담’의 독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학교상담의 방

향성을 가늠 및 제안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제도의 개

선과 관련해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선발과정에서 상담 실무의 경력을 고려

할 것과 현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필요성, 승진 제도의 보완, 전문상

담교사의 전문성 함양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공, 전문상담교사 인력의 행

정인력 활용 등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직 전문상담교사들의 집단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에도, 경력과 만족도 이외의 다른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면

담 참여자들을 추천과 자원의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편중을 조절할 수 없었다. 지역, 학교 급, 공·사립 구분, 최종 학력의 차

이, 자격유무, 전공 여부, 이전 경력 유무, 성별, 나이 등의 다양한 변인

이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질

한 집단을 선정하여 각 집단별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상담교사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

적인 요인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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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 관련하여 다른 관련 주체

의 인식을 함께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전문상담교사제도가 시

행된 지 10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시점은 제도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관

리자, 부장교사,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

을 함께 살펴보는 후속연구를 통해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학교상

담의 수요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자료는 전문상담교사의 ‘적응’의 단계에 관한 연구로서 본격

적인 ‘발달’을 이루기 이전의 상황에 더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제도 및 개

인의 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초기’단계라는 판단에 의거한다.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적응 및 발달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본격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발달

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현직교육 및 연

수과정, 정책 운영에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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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IRB No. 1310/001-017         유효기간: 2014년 10월 17일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 연구

연구 책임자명 : 김지연(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과 관련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입니다. 귀하

는 학교 상담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김지연(T: 
01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

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

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

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
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적응하여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역할

을 수행해 온 과정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아 전문상담교사의 적응 및 발달 과정

을 이해하고자 함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이전에 교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신규 발령을 받아 2년 이

상 근무한 분으로써 개인적으로 전문상담교사로서 만족스럽게 적응을 이루었다

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주관적인 인식을 가진 분입니다. 대략적으로 15명 내

외의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연구의 승인이후로 최종 연구기간인 2015년 2월 말 이전까지 연구자와 만나서

1회기 당 1~2시간이 소요되는 개인면담(인터뷰)을 3회 정도 실시하고 및 필요에

따라 유선 인터뷰가 1~2회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선생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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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시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 또는 기타 개인 면담이 가능한 조용한 공

간을 섭외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연

구 참여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간단한 유선 인터뷰를 실시하여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 연구의 참여자로 상정되어 본

인터뷰 및 인터뷰 자료의 녹음이 실시됩니다. 녹음 자료는 전사(글로 기록)되고

분석되어 연구자와 지도교수의 협의 하에 연구물로 정리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의 진행기간은 연구 승인 이후~ 2015년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생

님과의 면담(인터뷰)는 2014년 2월 말까지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나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총 연구 기간(~2015년 2월말) 이내의 기간 중에 면담 기간이 이루

어질 수 있습니다. 

1) 단기간 참여시

   : 2014년 2월 이전에 회기당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면담을 3회 정도 요청받을

것입니다.
2) 장기간 참여시 다음과 같이 기재

   : 2015년 2월 이전에 회기당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면담을 3회 정도 요청받

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 유선 인터뷰가 1~2회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

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가 불편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

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

가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전문

상담교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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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김동일 교수 (02-***-****)입니다. 저희
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

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

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

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회기 당 1만원 정도의 작은 기념품이 증정

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 지 연 전화번호: 01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 



- 183 -

IRB No. 1310/001-017         유효기간: 2014년 10월 17일

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이 연구과정 중에 녹음이나 녹화가 실시되고 자료가 분석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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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질문내용

동기 및

준비과정

Ÿ 이전 직업/직무 관련 경험이 있다면?
Ÿ 어떻게 해서 전문상담교사가 되려고 마음먹었나요?
Ÿ 전문상담교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작 및

진입단계

Ÿ 전문상담교사로 시작한 첫 날/초기의 경험은 어떠했나요?
Ÿ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

시겠어요?    
  - 초기에 경험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 지속되었나요?

 <부록 2> 면담 질문지

1. 면담 진행 방안

- 개방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관계 형성을 위해 편안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 질문하여 참여자 스스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들과 도움 요인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도록

조력한다. 
-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한 내용 중에서 더 자세한 탐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

- 면담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준비한 면담 질문을 한번 살펴보고 
더 탐색할 부분에 대해 질문한다.

- 아래에 제시된 면담 질문의 흐름은 특정한 순서가 있기 보다는 참여자

의 반응에 따라 순서를 달리할 수 있고 질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2. 주요 면담 흐름 및 내용

 가. 분위기 형성 및 연구동의

  - 자기소개 / 감사표현 / 연구 절차 재 소개 / 연구 동의서 작성

 나. 세부 질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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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경험 탐색

 
적응과정

및

극복과정

Ÿ 지금까지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요?
Ÿ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Ÿ 어려움 경험 탐색

  - 전문상담교사로서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었나요?
  - 이직에 대해 고려했던 때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었나요?
Ÿ 보람을 느꼈던 경험 탐색

  - 전문상담교사로 지내면서 가장 즐겁고 보람 있던 일은 무엇

    인가요?
  -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인가요?
    (내담자의 개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Ÿ 전문상담교사로 지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

인가요?
  - 어려움의 극복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요인이 있다면 무엇

    인가요?
  - 혹시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요인이 있다면 무엇

    인가요? 

역할인식

Ÿ 전문상담교사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Ÿ 전문상담교사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상담교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예상하셨나요? 실제는 어떠했나요?
  - (예상과 실제의 차이가 크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Ÿ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

할은 무엇인가요?
Ÿ 선생님 본인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Ÿ 본인이 더 몰입하게 되는/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영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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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무엇인가요?
Ÿ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적응에

대한 이해

Ÿ 전문상담교사로 ‘적응을 이루었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라

고 생각하나요?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Ÿ 스스로 적응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나요?
Ÿ 스스로 적응을 이루었다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시점, 계기, 

사건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Ÿ 적응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

었나요?
Ÿ 적응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만든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무엇을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나요?) 

내적· 
외적 평가

Ÿ 스스로에게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Ÿ 외부에서의 평가는 어떠하다고 생각되나요? 
Ÿ 외부에서의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 자료가 있다면 무

엇인가요? 괜찮으시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직업의

의미 탐색

추가 질문

및

마무리 

Ÿ 학교에서의 삶 이외에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Ÿ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어떠한가요?
Ÿ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Ÿ 주변에 동료/후배가 이 일을 하고 싶다면 무엇이라고 조언

해 주고 싶은가요?
Ÿ 지금까지 전문상담교사로서의 경험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

한다면 무엇인가요?
  -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역할을/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라고 할 수 있나요?  
  - 나의 전문상담교사로서의 핵심적인 범주가 무엇인가요? 
Ÿ 전문상담교사라는 직업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Ÿ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Ÿ 면담 후의 전체적인 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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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속성 차원

 기준이 될 만한 행정 체제 미비 수준 높다-낮다

 학교의 상담여건이 미흡함 수준 높다-낮다

‘교사’ 또는 ‘상담자’의 매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함

강도 강하다-약하다

범주 속성 차원

 학교 조직의 독특성 본질 동질적-이질적

 상담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높다-낮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상담의 필요성 강조 수준 높다-낮다

 제도 운영 초기 10년의 불안정성 기간 길다-짧다

 전문상담교사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상담 관련
경험

강도 강하다-약하다

 <부록 3> 결과 분석 추가 자료

1.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

축 코딩은 범주들 사이에 서로 연합관계를 만한 범주를 중심으로 속성

과 차원의 수준에서 다른 하위 범주들을 연결시키는 과정이다(박승민,

2005). 즉, 개방 코딩 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가 다시 조합되는 것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일컫는다(Strauss & Corbin, 1998).

속성은 현상을 반영하는 범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특징이며, 범주

가 특성이나 특질을 갖게 될 때 그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위치를 갖게 되

는 것을 차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과 차원을 기본으로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이 이루어진다.

가.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나. 맥락의 속성과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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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속성 차원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강도 강하다-약하다

범주 속성 차원

 개인 변인-성격, 많이 돌아온 길, 꿈과 비전 강도 강하다-약하다

‘상담자’로서 보람을 느낌 강도 강하다-약하다

‘교사’라는 직업이 지닌 매력에 집중함 강도 강하다-약하다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특정한 역할이 안정됨 강도 강하다-약하다

 관리자, 부장교사의 지원으로 힘이 실림 강도 강하다-약하다

 전문상담교사 커뮤니티와 교사들의 관계에서
지원을 받음

강도 강하다-약하다

범주 속성 차원

 자신의 기대와 현실의 요구를 조정함 수준 높다-낮다

 역할을 조정하고 전문성 증진을 위해 힘씀 강도 강하다-약하다

 목적에 따라 교사들과의 관계 특성을 다르게 함 강도 강하다-약하다

범주 속성 차원

 일정부분에 대한 역할 안정, 정체성 이해, 전문성
획득

수준 높다-낮다

 심리적 안정감이 생김 수준 높다-낮다

 인식의 변화, 긍정적 피드백이 유지됨 강도 강하다-약하다

 남은 해결과제를 생각함 수준 높다-낮다

 상담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강도 강하다-약하다

다. 현상의 속성과 차원

라.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마. 작용/상호작용의 속성과 차원

바. 결과의 속성과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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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t has been less than 9 years since the system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began. Every time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arises, not 
only are school educational and preventive measures emphasized but 
also counseling and treatment functions are stressed as well. However, 
in reality in the actual school scene, the professional field of "School 
Counselor" is a much too unfamiliar profession to take on all these 
responsibilities. In regards to preventing school violence as well as 
recent emotional stability and contexts of mental health, the importance 
of school counselor is fundamental; however, it is still debatable as to  
what this point of view means in the context of long-term school 
counseling. What experiences have thes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who have been given critical responsibility of school counseling have 
during the challenging earlier stages of this system? The pur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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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urrent research is to investigate and understan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ocess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adjustment 
process in the schools as a job.

Research questions 

  The detailed research ques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irst, what kind of process did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go 
through to get adjusted to the school? Second, what are the factors 
that is influential in the process of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adjustment to the school?

Method

 1) Participa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15 professional incumbent school 
counselors who have adjusted relatively well, been recommended or 
invited through public invitation of the community, have more than 2 
years of experience in the school, and have good level of satisfaction 
overall as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In addition, 4 participants who have been working as professional 
counselors and/or were appointed by their career to move up to the 
position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were targeted and interviewed 
individually.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Strauss & Corbin, 1990,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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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rocedure

  (1) Preliminary research 

  Preliminary research was implemented in June to August 2013 in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e interview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Preliminary questions were made up by analyzing content related with 
various factors which influence school counseling from preliminary 
research.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and school counselor were 
interview with questions made by an academic advisor and a 
researcher.

  (2) Preliminary research data organization and analysis
 
  The interview data that was recorded for preliminary research was 
transcribed. The researcher’s primary analysis contents were verified 
by the primary supervisor and PhD researchers who have received 
their doctoral degrees with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rough this 
process, precautions before interviews, question lists were approved. 

  (3) Main research  

  The possibility to carry out the research was examined by the 
preliminary research and was approved by the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ctober 2013. 
  The interviewing process was from January to March 2014. The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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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during the interview process were as such: "What 
experiences have you had?" "Could you tell me the experiences which 
you think are important" "What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you as a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What do you think is the condition of 
someone who has fully adapted being a school counselor?" The 
evaluation occurred in 7 parts: general motivation and process of 
preparation, beginning and entry steps, whole experience/adjustment 
process and overcoming problem process, role perception, internal and 
external adjustment evaluation, and the meaning of adjustment.
  The questions were in an open-ended format to observe the incident 
retrospectively and see the overall process from the beginning to 
present as a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Also depending on the 
participants’ personal characteristics, they were able to answer in 
short answers. In the case of describing a superficial incident, the 
researcher’s additional questions promoted the participants to share 
their individual feelings and thoughts.
  To review the validity of the interview questions, the researcher 
received consulting from the grounded theory workshop on the 
research thesis and main questions. Through this process the interview 
questions were verified, modified, and supplemented. Furthermore, 
during the interview process, theoretical sensitivity was maintained by 
continuously reviewing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transcribing the 
interview data, and listening to the recorded content. At the same time 
proceeding i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n the process of doing the interviews, individual interviews were 
implemented with 15 people since there were no more new information 
was acquired. After the individual interviews, the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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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recorded the impressions of the participants in order to preserve 
their feelings and situations specifically. This data was also transformed 
into the database to supplement the process of analysis. During the 
research process the researcher’s questions were focused. 
Furthermore to recognize the unique differences of the theoretical 
sampling-recipients, th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he research 
participant, 3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a professional counselor. In this research these 
participants are called comparison-participants.

 3) Data analysis 

  The data analysis was based on Strauss and Corbin’s(1990, 1998)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which are recognized 
to be the main processes of grounded theory.

  a. Source material

  Under the consen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the entire recorded 
interview was transcribed. Vocalized expressions were written and other 
non-verbal contents that were not apparent in the recording were 
included in brackets. Besides these, the researcher’s impressions and 
notes on the situation during the interview were written separately on 
the bottom where the interview information was organized.

  b. Open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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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coding is the process of dissolution, inspection, comparison, 
conceptualization and categorization. In other words, it is the process of 
naming the phenomenon and categorizing the contents by the 
process of examination(Strauss & Corbin, 1990, 1998).
  In this research the data and contents were organized by reading 
them line by line and underlining the parts that relate to the research 
questions and marked the content that the researcher understood 
conceptually in [ ].

  c. Axial coding

  Axial coding is used to infer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categories. After the open coding process, different properties 
characteristics connecting that connect the categories can be observed.  
  Axial coding is among categories, making coalition relationships, after 
open coding with new method, by process of data being combined 
again using form of coding including condition, the context,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results(Park, 2005). Main process of axial 
coding is organized as paradigm model. In this research, the result was 
suggested by national researchers based on Strauss & Corbin(1990, 
1998)’s paradigm following by Mi-Young, Kim (2001)’s method 
visually. But context of paradigm model which is level of background 
and a factor influencing phenomenon with the long term and a macro 
view was amended and suggested. 
  Analysis of the process in the stage of axial coding, shows that 
as time goes on, there is a consistent connection between interaction 
and situation, management, and control(Strauss & Corbin, 1990,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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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Selective coding
 
  Selective coding is the process of selecting a core category and 
finding out how it connects core with other categories and then 
checking and verifying their relationship. In selective coding, the main 
analysis of types is process of arranging categories that appear to 
repetitive and consistent relationships based on relationship-states and 
data’s hypothetic standardization 

 4) Evaluation of research’s trustworthiness 

  First is truth value. Truth value is the process of checking the 
research’s inner validity through triangulation. Second is applicability. 
Applicability is to check external validity is through fittingness. The 
goal is to be able to apply these research findings to other situations 
and contexts. Third is consistency. Consistency can be checked by 
outsiders in the research process. Fourth is neutrality. In order to 
exclude prejudice from the result and research process, neutrality is 
needed. Neutrality can be obtained when realistic value are used and 
are consistent. 

Results

The main find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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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ructure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adjustment process at 
school. 
 
  First, upon categorization through the open coding process. a total of 
140 concepts, 59 subcategories and 23 categories were extracted. The 
analyzing relation among categories extracted on the paradigm of 
grounded theory. The causal conditions were ‘the system's absence of 
standard on school field’, ‘lack of school's condition for counseling' , 
and ‘biased selections toward the appealing teacher or counselor'. The 
contextual conditions were ‘comparing other jobs found within school 
context', ‘low awareness of counselor's capability and counseling's 
status', ‘school violence and the lack of intervention plans', ‘first 
decade's instability of managing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system', 
and ‘individual growth through counseling'. Phenomenon which 
participants experienced were ‘the discrepancy between ideal and 
reality'. Additionally, intervening conditions that either facilitate or 
repress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regarding phenomenon were 
‘personal variable-character, a long round way, dreams and visions, 
attraction of being a teacher, finding a purpose and attraction of a job 
as a counselor', ‘focusing on the attraction as a teacher', and 
‘stabilizing a particular role with system developing'. From relational 
side: ‘manager, getting authority by head teacher’s support', and 
‘supporting with psychology by outside of school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community and a few people inside'. Action and 
interaction strategies appeared from personally inside ‘adjusting the 
needs in one’s expectation and reality', as well as externally from 
behavioral side by ‘trying to develop professionalism and adjust a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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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ffering characteristic of relation with teachers following purpose'. 
The results appear to be a question of development's direction as 
‘role stability of some parts, gaining professionalism, psychological 
stability arising', ‘change of awareness, and maintenance of positive 
feedback', ‘considering of the rest problem', and 'trying to be a good 
counselor continuously'.

2. Main stages and types of professional school in counselor’s 
adjustment process in schools.

  Through the process analysis connecting categories with flow of time, 
participants' adjustment processes are summarized in 2 ways. 
  Adjustment process “teaching professionalism pursuing type”, 
proceeds to stability and individualization stage through an implicit 
adoption stage, conflict stage, and choice and concentration stage. 
Participants following adjustment process “teaching professionalism 
pursuing type” chose an occupation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with reasons of employment and financial needs. They have more 
tendencies to a job’s merit and security than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responsibility. Before choosing a job, a decision was made 
with selected information related with salary, promotion criteria and 
school’s treatment. Some of participants already knew school’s 
specificity by their experiences at work. In the case of participants 
who made a decision through adjustment process “teaching 
professionalism pursuing type”, conflict with the outside is low and the 
conflict level is not high internally so it seems that the state of 
vocational satisfaction remains high. There are 4 types as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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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charge adjustment type' which is taking leadership and 
teamwork to adjust to a person’s active tendency creating harmony 
between the task of counseling and school leading to a taking-charge 
adjustment type in school’s change. The second is ‘life experience 
center adjustment type' which makes good use of one’s life 
experience widely. Third is ‘the passive-obedience type' which adjusts 
passively to expectations and requirement given by school. Lastly is 
‘the compromise type' which compromises with a person’s tendency, 
vision, and desires etc.
  Adjustment process “counseling professionalism pursuing type” 
proceeds from passion stage, conflict stage, choice and concentration 
stage, and stability and individualization stage. Passion stage is when a 
teacher who has passion for counseling wants to contribute to school 
counseling using by one's capacity in the school field and strongly try 
to elevate status of counseling office. Conflict stage is when a teacher 
who has a high-passion goes through inner and external conflict by a 
variety of discordance about one's role conflict, low awareness of the 
school field and the system's absence. To get out of these conflict 
stages, purposely or naturally,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choose 
psychological and behavior direction and focus on i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the school field based on needs of stabilizing role and 
growth conflict solution through teachers’ relationship. As a result, 
every teacher’s role is stabilized regularly and through this as the 
counselor, teacher, and even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This shapes 
a new identity and reaches the period that the professionals 
individualized in the realm of personal independence. Intensity levels or 
maintenance period can be different by aspect of each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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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and implication

  On this page, main facts appearing on research result in relationship 
to preliminary research and society cultural background are discussed. 
The main context is the type of adjustment process, adjustment’s 
concept, and the core category shown as research result with the goal 
to arrange points of current event to better understand school 
counseling and its unique identity as a school counselor.      

1. Concept of adjustment percept by participants.

  Participants tell adjustment’s concept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as follows.  

  Participant 2 – Running a counseling center without in convenience 
of administrative support and relationship is settled.   

  Participant 15 – The one of important thing is to know what I do 
and what I have to do clearly as professor, and feel a sense 
of belonging at school.  

  Participant 10 – Coordinating with teachers, asking for professional 
advice when students face difficulty, sharing stories 
personally, and joking around with teachers comfortably 

Concept of adjustment replied by participants is summarized as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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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regarding the task, clear standards are generated and become 
stable. Seco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in the school was emphasized. 
Third, psychological stability, such as a sense of belonging, adjustment 
index, and decreasing susceptibility about loneliness was emphasized. 
Fourth, the importance of feedback was mentioned. Fifth, increasing 
independent gradually and the importance of proceeding counseling task 
by participants was mainly mentioned.   
  On the process of adjustment,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with 
personal exertions, with a case of counselor’s role or teacher’s role, 
harmony and experiencing consentience was evaluated as forming 
competent adjustment. Forming this consentience, not only from 
personal exertions. This process of adjustment can be related with form 
of identity narrative explained on the viewpoint of 
career-constructionism. In other words, after the occupation of 
professor school counselor appeared, the adjustment’s process to the 
occupation personally, eventually constructive viewpoint “how to 
understand with viewpoint of my role” needs to be established. In this 
viewpoint, participants seized an opportunity of checking themselves 
consistently unlike general teachers, a passed period of acceptance for 
accepting culture of school, and exceed discordance in role, actively 
managing role and constitutive adjustment process are in progress.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system’s substantiality can be promoted, 
when an actor, a doer and author manage their roles as main agent 
who establish role, understanding a job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2. Main factor influences adjustment process at school as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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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process positively or negatively at 
school as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were looked by 8 factors such 
as Adjustment style, motivation of employment, school-organization 
climat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community and activity for 
improving professionalism.   

Implication of counseling and education.

  Looking at a counselor’s main scene and impressive case relating to 
counseling, drawing a conclusion from curative and thoughtful 
conversation, leading the change of client not through helping 
self-examination but forming active and visible behavior pattern 
through this visible result is known. Targets of school counseling are 
students. Meeting students one by one deeply is one of the reasons. It 
can be a half success if students come to counselor in time at school. 
By various variables such as school’s events the counseling can’t 
proceed consistently. Uniqueness of school counseling recognized by 
participants are realistic and limited characteristics and finishing 
counseling with a single meet. But this awareness of school counseling 
can be regarded as the result of understanding school counseling’s 
characteristics and adjustment as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in the 
school field.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shows how one’s 
expectation can be switched from a way of mediating counseling 
between ideal and reality. It means that a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made counseling which system requested with the suitable way in 
school field. But on the other hand, it can be mind’s revel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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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de a lack of professionalism. This viewpoint is eventually the result 
reflected in the main point of a sight "how to look at roles of school 
counselors and school counsel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process at school and real school field 
in the beginning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system. And also 
through this, needs of understanding school counselor’s right concept 
and direction are discussed. As this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understanding gives more.
  Understanding this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help to understand 
some parts of identity confusion and role conflict with Career 
Counseling Teacher, a social worker, youth counselor, etc as student 
welfare in school.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provides understanding of how to apply unique characteristics from 
future direction which a specialist majored with counseling will take. 
And also, the view of understanding professional identity and promoting 
development and counseling specialist's adjustment on every scope by 
comparing to adjustment process in a similar specialist group related 
with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draws 
the conclusion of implication of system’s development and counselor 
training in the orientation and current edu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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