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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담 서비스 및 상담요원 양성과정 실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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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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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에서의 상당분야는 최근 들어서 급속한 발전을 요청받고 있다. 그런 요청은 사회의

각계 각층의 다양한 영역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개의 예를 들면， 청소년 비행의

양적 증가와 질적 흉포화， 성폭행 등 범죄 피해자의 증가， 이흔율의 증가， 고부갈등 및 부

부갈등을 비롯한 가정 운제의 표연화， 노사갈등의 장기화， 노인 및 만성적 설업자 등 소외

계충의 단생， 높은 자살율， 직장 스트레스와 40대 남성들의 조기사망， 알코올 및 약물 상

습 복용자의 증가 등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펄요로 하는 문제가 마구 발생하고 있다.

이 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최 근 전화상담이 급증해 왔고， 중고등학교에는 ‘상담자원봉사

자’ 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학생생활연구소(학생상담소， 학생지도연

구소)의 상담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는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상담대

화의 기볍을 활용하는데 관심을 쏟기 시작한것으로보인다.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상담

원의 설랩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도 소규모의 상담실(청소년 대화의 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많은 종교 기관 및 단체에서도 전화 상담이나 면접 상담을 시작하고 있다.

상담서비스의 급증은 상담자교육의 증대를 가져온다. 특히 전화상담자를 비릇해서 자원

봉사자 양성을 위한 단기 상담자 교육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 같다. 상담은 또한 자원봉

사 등 준전문적인 (para-professional) 상담자 뿐만 아니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적 상담

자를 펄요로 하으로， 관련학과(교육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의 대학원 및 유관학회

(예， 한국삼려학회)에서 전문가 양성 및 자격 심사제도가 시도뇌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담서비스와 상담자 교육의 양적 증대 현상에 착안한 몇가지 1푼제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문제의식이란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요약될 수 있다. 국내의

상담활동은 주로 어떤 사람， 어떤 문제영역들을 서버스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사회적 요

* °1 영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 90학술연구조성바(자유공요과제)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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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상담서비스 기관들의 설렵형

태는 주로 어떠하며 그 물리적 규모 및 인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인적 구성은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질적으로 우수한 훈련이 되어 있는가? 상담자들이 배출되고 교육받

는 경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교육은 상담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가? 사회

일반이외에 대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의 상담활동 및 상답자양성 실태는 어떠한가?

2. 현대 한국 사회와 상답

현대 한국사회에서 장담의 펠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상담의 필요성

은 그것이 하나의 전문직￡로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있다고보인다.

이런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산업 및 직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이다. 현대 한국사회는 1차 산업 워주에서 2차 및 3차 산업위주의 구조로 이마 변화된 상

태인데 이런 변화는 최근 30년동안 일어난 현상이다. 구조의 변화는 인간에게 행동 및 인

지의 변화를 요구하게 마련인데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거나 급작스러울 경우 인간은 적응

과정上의 각종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직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개인은 최신의 직업 정보에

접해야 하며 과거에는 익숙치 않았던 선택을 “강요”받기도 한다. 직업 내부에서는 대체로

동일 직업연간의 경쟁이 발생하며 높은 업적을 얻기 위하여 신체적， 심리적 스투레스를 감

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로 가족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물리적으로는 두세대 (two

generation)핵 가족 또는 세세대 (three-generation)확대 가족이 그 기 본형 태 를 이 루고 있다.

자녀의 수는 세대당 2명 이 대부분을 차지하묘로 세대 내의 성인과 아동의 비가 2: 2이 거 나

오히려 성인이 더 많게 되었다. 이것은 30"-'50년 전의 한국 가족 구성과 크게 다른 점인데

이런 가족 구성의 변화는 과거의 “어른 중심의 가족 구조”에서 현대의 “자녀 중심의 가족

구조”로 변환되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가절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겠다. 우리 나라

의 전통적 가족 구조에서는 부부 시스템 (spouse subsystem) 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

은듯 한데， 이런 현상은 현대에 와서도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되었지만 부부 시스템은 여

전히 약해 보인다. 서구式 핵가족에서는 부부 시스탬이 한 가정의 주축이며 거의 모든 의

사 결정 및 家事의 집행부 (executive)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핵

가족에 서는 부부 시스댐 보다도 부모-자녀 의 하위 시스템 이 강한 경 계 선 (boundaries)을 형

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서구의 핵가족 구조와는 다른 한국式 핵가족 구조가 형성

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런 새로운 변화에 따라 말생하는 각종 적응 문제들을

우리 사회와 개인들이 아직은 능숙하게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고 사려된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현상은 사회적 요구나 펄요에 대응하는 직업 세계의 專門化 경향이

다. 개언의 보건관리 및 질병치료와 관련하여 의사를 비롯한 몇개의 전문직이 발전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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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재산상의 분쟁 등 각종 볍률적 분쟁에 개업하는 변호사 직무 동은 그것이 사회의 필요

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만들어 졌다”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의료인 및 법조인들이 적극

적인 태도로 그 직엽을 전문화시켜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엽이 개

인이나 사회의 요구(need)와 수요 (demand)를 “창출”한다는 면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점

등에서 상담은 한국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직업으로 보이며， 상담과 관련환 학자， 학

회， 대학의 학과 등에서는 이 직업을 가능한한 전문화된 직엽으로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하

는 것 같다. 여기서 ‘전문화된 직업’이란 돗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강도 높은

수련이 펼요하고 소정의 자격규정들을 부과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그런 조건

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者에게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변정상담이든 전화상담이든 장담

활동을 하고 있는 것￡로 알려진 크고 작은 기관들이다.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총

무처， 문교부， 내무부， 체육청소년부， 보사부， 법무부의 관계자， 한국여성개발원(1987)의

보고서， 연구자가 갖고 있는 기타자료들이 활용되었다. 둘째， 대학의 상담셔버스 및 장담

자 실습교육에 관한 자료는 각 대학교 (4년제 및 전문대)의 학생생활연구소 혹은 상담소로

부터 엽수하였다. 셋째， 준전문상담자 양성에 관한 자료는 대학부설 명생교육원， 각 시도

교육연구원， 전화상담기관을 비훗한 단기 상담자교육 기관블로부터 얻었다. 네째， 상담자

교육으로서 비교적 “정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원에서의 상담전공학과(대체로，

교육학과나 심리학과 등 상담전공을 포함하는 학과)블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각각 섣문지

가 발송된 갯수는 아래와 같다.

상당서비스 기관(사회일반) ; 428개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 ; 252개 (전문대 포함)

상담자 교육기 관(단기 교육) : 70개 (l57n는 각 시도 교육청 )

각 대 학의 교육학과， 심 리 학과， 사회복지 (사업 ) 학과， 아동학과 : 91개

다섯째， 중고등학교에서의 상담실운영， 상담교사(교도교사) 실태 및 교육에 관해서는 문

교통계연보 (1988， 1989, 1990) 를 비릇한 문헌과 각 시도교육청으로 부터의 서면 보고를 기

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조사방법

1) 설문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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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종류의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첫째는 상담서비스 기관용 설문지인데 주요 설문내용은

상담대상， 주요 호소문제， 상담형태， 상담반도， 시섣 및 설비， 상담요원의 교육경력 및 실

무경력， 상담요원의 수 등이다. 물째는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성문지이다.

주요내용은 연구소의 주요활동， 주요 호소문제， 개인 및 집단상담의 반도， 시설 및 성비，

상담요원과 보직교수 상황， 상담요원의 교육 경력 등이다. 세째는 단기교육을 위주로 하는

상담자 교육기관용 설문지이다. 주내용은 섣렵형태， 시설 및 설비， 교수의 수 및 전공， 교

육의 내용， 피교육자의 수 및 졸업자 수， 졸업자의 활동영역 등이다. 네째는 대학원에 상

담전공을 두었으리라고 보이는 學科용 설문지얀데， 주내용은 상담전공의 설치여부 및 설치

형태， 교육과정 상 강조되는 영역， 실습장소， 교수의 수 및 전공， 대학원 학생수 및 졸업

자 수 등이다.

2) 자료수칩

I. 설문지 실시 : 설문지는 상기한 기관들에게 우편으로 실시하였다. 회수율은 다음과

같다.

상담서비스기관 : 응탑 132개 ， 반송 30개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 응답 93개 ， 반송 11개

단기교육기관 : 응답 38개 ， 반송 8개

대학원 : 응답 18개 ， 반송 8개

응답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화를 하여 설문지 응

답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직접 기관을 내방하여 설문지블 주고 응답을

받기도 하였다.

L. 기 타 : 전국의 중고등학교 상담교사(교도교사)의 연수，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의 담당자로부터 직점 혹은 서맨으로 자료를 업수하

였다. 그리고 ‘전담 상담교사’에 관한 자료는 매년 발행되는 ‘문교통계연보’에 제시환 자

료를 활용하였다.

][. 상담기관 및 서비스 실태

1. 학교外 상담기관

학교외의 상담기관으로 4427B 기관에 대한 주소홀 입 수하여 섣문지 를 우송한 결과 307B

는 만송되고(사유는 주로 주소불명， 이사) 133개 기관이 응랍을 하여 그중 거의 반응을 하

지 않은 1개 를 제외한 132개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8개 ， 부산 11개 ，

대구 11개 ， 광주 5개 ， 인천 6개 ， 대전 4개 ， 그리고 기타 도시가 51개 로서 특별시， 직할

시， 기다 도시에서 골고루 수집되었다. 기관의 설랩주체는 법인체가 65개(49%) 프로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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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담소의 설립 주체 (N=132, 단위 : 기 관)

§

설 립 주 체

법 인

국 • 공· 시렵
종교단체

|받→---호」 설 렵 주렌
65 II 지 방(자치)단체

28 II 기 다

〈표 2> 主내담자의 종류 (N = 132， 단위 : 기관)

내담자의 종류 l순위 2순위 3순위 계

아동 및 청소년 45 24 10 79
부녀자 64 29 14 107
노 인 2 10 9 21
청장년 및 성안 15 26 31 72

부부 및 가족 10 27 33 70

〈표 3> 취급하는 문제영역 및 취급기관수 (N = 132， 단위 : 기관)

| 취 급 I I
영 역 | 기관수 II

아동 • 청소년의 행동， 정서 및 학습문제 I 94
이성관계 및 교우문제 I 91
심 리 및 정신건강 문제 70
성문제 I 82
알콜 및 약물남용 문제 41
자살 등 위기 푼채 I 45
부부관계 및 가정 문제 i 92

영 역

산업체 노사관계 문제

법률문제

노인， 장애자 복지， 업양운제

요보호 여성 및 불우여성 문제

진학， 진로 및 취엽문제

종교 및 신앙 문제

4
‘

qu

α
U

Ru

Q
ι

-

n
ι

nJ

”0

ζ
u

?’

i44

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그 다음은 국·시립이 28개(21%) ， 종교단체 18개 ， 지방(자치)단체

16개 의 순이다.

상당의 형태블 보면 기관의 거의 대부분 (92% 이상)이 방운상담(연접상담)과 전화상담

둘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신상담을 하는 곳은 77개(58%) 호서 다소 적었다. 내

답자의 특성 을 보면 132개 응당기 관 중 여 성 (부녀 자) 내 담자가 가장 많다는 기 관이 64개

(47%) 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청소년 내담자가 가장 많다는 기관 (457B， 34%) 이

었다. 상대적으로 노안내담자가 가장 많다라고 대탑한 ‘노인문제 상담소’는 2개 에 불과

했다.

주호소문제의 반응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의 내담자들이(전화상담 포함) 어떤 문제틀을 상

담소에 가치고 오는지 얄 수 있다. 아동 • 청소년의 행동， 정서 맞 학습문제， 이성관계 및

교우문제， 부부관계 및 가청문제를 취급하는 기관이 각각 90개 이상썩 (약 70%씩 ) 으 로 가

창 많고， 그 다음 많은 문제블로는 性문제 (62%), 진학 • 진로 • 취엽문제 (60%) , 십리 및

정신 건강문제 (53%), 노연 • 장애자복지 및 입양품제 (50%) 등의 순이다상대적 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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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근우하는 상담자의 수 및 유급 상담자의 수(N= 132， 단위 : 기 판)

총상담자수 기 관 수 유급 상담자수 기 관 수

없음 4 없음 29
1명 14 1명 20
2명 24 2명 23

3"-'5명 38 3"-'5명 33
6"-'10명 18 6"-'10명 21
11"-'20명 12 11명 이상 6
21"-'50"영 6

51명 이상 16
r

〈표 5> 전공과 학력수준별 상담종사자수(단위 : 명)

학 위 박 사 석 사 학 사

교육학 2 36 47
섬리학 9 39 40
사회복지(사엽)학 1 10 147
정신의학 4 0 이하자료 없음

아통학 l 11
특수교육 42 5
신학 및 종교학 11 5
기 타 29 33
없 음 125 84

낮으나 알콜을 비롯한 약물남용문제， 자잘 등 위기문제 등 單一아이댐도 각각 31%, 34%

의 기관에서 취곱하는 것으로 보아 이 문제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장담에 종사하는 상담자의 인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자가 5명 이 하(0"'-'5) 라고 응당

한 기관이 전체 응당의 60%가 넘어서 대부분이 소규모 상담소임을 알 수 있다. 51명 이상

의 상담자가 있는 곳은 16개 소가 있는데 이 들은 모두 전화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다. 단，

이 숫자는 유 • 무급을 합한 수이며 그중에서 유급상담자의 수는 훨씬 줄어든다. 전체응답

중 22%연 29개 소는 유급상담자를 단 한명도 두지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1명 이 20개

소， 2명 이 237뀌 소， 3"'-'5명 이 33개 소 등이 다.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가 이플 132개 기관에서 어느 청도나 얼하고(유급， 무급， 자문，

봉사) 있는지 알아본 결과 상담 흑은 엄상심려학 박사가 9명 ， 정신의학 박사가 4명 ， 사회

사업학 혹은 가족학 박사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특수교육 박사가 42명 이 었

는데 이들은 모두 국립재활원(구 국랩각십학원)에 소속되어 있다. 이 통계는 특수교육을

제외하고는 박사급 전문가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담기관의 수가 극히 척음을 말해 준

다. 132개 소 중 125개 소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l명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석사학위자를

확보하고 있는(전공 관계없이) 기관은 132개중 48개 소였는데 심리학， 교육학 석사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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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담실 보유 현황(단위 : 기 관)

구 분 { 개인상당실 | 집단상담질 | 경 사 실 l놀이치료섣 l관 찰 실 j 전화상담실 | 강 의 질

없음 34 85 117 121 127 80 81
1개 63 43 19 11 8 42 33
2개 26 6 1 4 l 8 7

3개 이상 13 2 0 0 0 5 15

〈표 7> 시청각 기기의 보유현황(단위 : 기관)

갯 수 | 호탠긴기
없음 53
l개 I 39
2개 I 17

3개 이상 I 26

비디오촬영기

114
18

비디오재생기

93
31

v
二

없

%
ω9

E

T-

많고(각각 39, 36명 ) 그 다음은 아동학， 사회복지 (사엽)학이다(각각 11, 10명 ) . 학사학위

즐 가진 전공자는 사회사업(복지)학과 출신이 가장 많다. 그 다음은 교육학， 심리학의 순

이다.

시설 및 설비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관의 전체 건평， 상담실의 갯수， 시청각꺼기에

관해서 조사하었다. 건평은 응당수의 40%인 53개 기관이 100평 이 상이 라고 대답한 것으혹

보아 사용가능한 건평은 비교적 많아 보인다. 이를 여러가지 상담실룩 나누어 보면 위의

〈표 6>과 같다. 전체 응답의 25%인 34개 기관에는 개인상담실이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들은 대개 사무실이나 접단상담실을 개인상담실로 대치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심리

검사실， 놀이치료실， 관찰실을 따로 가지고 있는 기관은 매우 드물다. 집단상담실이나 전

화상담실， 강의실은 응납기관의 약 40%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각기기는 오디오， 비디오기기를 알아 보았는데， 응답기관의 약 60%만이 오디오녹음

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비디오 촬영기는 불과 14%, 비디오 재생기와 TV도 불과 23%만

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다났다. 이상의 자료는 시설의 건평에 비해서 설비나 기기의

철과 양이 극히 부족한 상태엄을 대변해 준다.

2. 학교상담

학교상담은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크게 다른 체제블 가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의 상담실 및 상담교사(교도교사) 질태 및 대학교의 학생생활연

구소에 대한 조사에 국한되어 있다.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서도 생활지도나 情意교육의 차

원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옴에는 틀림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국민학교에 관한 내

용은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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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 중학교는 2，429개 교 중 59%인

1，422개 교가， 고등학교는 1，653개 교중 82%얀 1，363개 교가 교도교사(상담교사)를 업명하고

있다(박성수 & 김계현， 1 989) . 이 통계는 1988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901건의 중

학교 수는 2, 4747B , 고등학교는 1，683개 교 이으로(문교통계연보， 1990) 큰 차이가 없다.

1984년 자료에 의하면 당시까지 5，200명 의 교도교사가 배출되고 그 중 2，400여 명 이 상담부

서에 배치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다(서울시 카운솔러협회， 1990). 중고등학교 교도교사들이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카운슬러협회’ 회원수는 1991년 7월 현재 2，513명 이 다.

이 자료는 이른바 “전담 교도(상담)교사”의 통계와 크게 하이가 난다. 문교통계연보

(1990) 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전국에 185명 의 교도교사자격연수 이수자가 있고 고등학교

는 전국에 286명 의 자격연수 이수자가 있는데 이는 전담교사에 관한 통계이다. 또한 상담

전담교사라 하더라도 그가 교도주엄， 교무주임 등 주엄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이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흥미롭게도 전담 교도교사가 l명 도 없는 시도가 있는 것오로 통계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충북， 충남에는 중학교에 교도교사(전담)가 1명 도 없는 것

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된 원언은 현재 각 시도에 따라 전담 교도교사에 대한 定義가 다

르고， 어떤 1시도는 극히 최근에 전담 교사 제도를 도업하여 전국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도

있다. 예컨대， 교도(상담)교사가 ‘교도주임’인 경우 이 통계에서 ‘교도교사’에는 잡히지

않는 대신 ‘주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묘로 별도로 ‘교도주임’의 숫자가 장히지 않게 되어

있다. 문교 통계 연보의 통계 분석실에서는 교도주임， 교무주임， 학생주입 등 各 주임의

수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문교 통계에 나오는 전담 교도교사에 한해서 몇가지 주요 관

심사항을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교도교사 자격 소지자 인원

과 임명자 인원 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교도교사 자격 소지자 중에 교도교사로 엄명

된 수를 보면 중학교는 185명 중 87명￡로 47%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286명 중 134명 ￡

로 역 시 47%에 불과하다. 다음 관심사항은 교도교사의 주당 담당 수업 시 간이 다. 중학교는

77명 중 54명 이(70%) 주당 9시 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일반교사와 비교하

면， 일반교사는 주당 19"-'21시 간대 가 최빈치를 이루며 일반 주엄교사는 주당 16"-'18시 간이

최반치를 이루기 때문에 교도교사는 타교사에 비해서 주당 수업 담당 시간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 우도 수엽 담당 시 간의 경 향이 중학교와 거 의 같다. 교도교사는 약

60%가 9시 간 이하， 거의 대부분이 12시 간 이하를 담당하며， 일반교사는 19"-'21시 간이 최

빈치， 주엄교사는 16"-'18시 간이 최먼치를 보인다. 세번째 관심사항은 교도교사의 경력인데

대다수가 201건 이 상의 교직 경 력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는 80% 이 상이 , 고등학교는 66%이

상이 20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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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도교사와 일반교사， 주임교사와의 주당 당당수업시간의 비교(단위 : 명)

고L학'"。그L고L학
;L
-0

일반교사

981
3,347

10,964
30,118
19,338
5,690

361
59
4

주엠교사

515
2,659
2,502
5,747
1,502

357
35
4

0

교도교사

m야
UH

U

잃
2

0

0

0

0

일반교사

1,190
2,324
7,137

21,086
26,104
8,846

664
27
l

주임교사

311
1,642
3,300
6,570
2,958

535
27
4

l

교도교사

많
돼

9

6

l
2

0

0

0

주당수엽시간수

0"'-'9
10"'-'12
13"'-'15
16"'-'18
19"'-'21
22"'-'24
25"'-'27
28"'-'30
31이 상

〈표 9> 소장 및 보직교수의 전공， 비전공 비교(단위 :대학)

〈소장의 전공영역 분류〉

수고l학공전장λ
~

/
T고L학

리
」
、

지
n

。
τ
l교

1”
바
ι

E

이
흐

지
D

상
학
엄
리’

치
口

리
’

소
-
성

학

까
껴
P

。

g
‘，

4
。

교

공전장

4

45
사회복지， 신학

기타(비전공)

4

36

비상당천공
보직교수

상담전공
보직교수

16
23

6

6

!꿇굽광좋\1

I ~~ Ii

상당전공
보직교수

원인원인

2명

3영 이상

41
36

없음

1명

상담활동

학생생활연구소가 상담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학생 상담소’ ‘학생 상담실’ 등으로 칭하는 경 우도 있으-나

연구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252개외 4년제 대 학 및 전문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 보내졌고， 그

중 11개는 반송되었￡며， 93개교에 서 응맙된 섣문지를 보냈다.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이하， 생활%이라고 칭한다)에는 이른바 ‘비전공자’를 소장에 임

명하논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이 문항에 대한 응탑 90개 중에 50%인 45개 교기- ‘비전공

자’를 쇼장에 염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비전공자란， 심리학， 교육학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을 의미한다. 만약에 전공자를 상담학， 엄상심려학， 임상사회사업학， 교육심리

학 풍으로 축소시킨다면 비전공자의 바율은 혈씬 더 증가할 것이다. 보직교수를 보면， 상

담전용 보직교수가 1명 도 없는 곳이 90개 중 41개 (46%) 이 며 ， 36개 교는 l명의

직교수를 암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이롬을

‘학생생활

있다. 학교에 따라

매우 드물고 대개가

2) 대학의

대학에서는

상담전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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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학생생활연구소의 주요 활동 (N=93， 단위 :대학)

활 동 대 학 수 활 동 대 학 수

개인 상당 89 정기간행물 발간 68
검 사 71 교양강좌 및 강연 52
집 단상담 및 집 단프로그램 59 부직알선 및 취엽관련 엽무 22
유학생 지도 42 기 타 11
신업생 요리엔테이션 52

〈표 11>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주호소문제(단위 : 대학)

호 소 문 제 [ 1순위 T깊굽기꾀짧-\ -4순뷔 ! 계

정서적 문제 12 20 20 12 64
적융상의 문제 29 23 16 8 76
이성 문제 l 4 9 18 22
학습문제 0 17 15 15 47
진로 문제 42 15 16 8 81
전공학과 및 전과문제 2 5 8 7 22
기 다 0 2 1 1 4

대학의 생활陽 활동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개인상담， 심리검사를하고있으며(각각 96%，

76%)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곳도 73%가 넘는다. 개인상담의 빈도별 통계는 설문자료에

일관성이 없어서 여기서 제시할 수가 없a며， 칩단상담이나 소집단훈련표로그램을 실시한

실적은 1년에 20개 이상의 집단을 운영한 곳이 5개 학교 등 56개 학교 (60%)가 최소한 l개

의 칩단상담 흑은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생활짧에서 하는 활동의 여부블 묻는 설문

에 대한 응답을 정리해 본 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이 생활陽에 호소하는 주요문제를 살펴보면， 진로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다. 그 다음이 적응상의 문제， 정서적 문제， 학습문제의 순￡로 나다난다. 역시 응랍반도

를 표로 제시했다. 심리검사 활용현황을 보아도 이들 주호소뭄제와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데， 많이 쓰이는 순&로 보면 적성검사， 지능검사 (KWIS포함)， MMPI , 흥미검사의 순으로

나다난다. TAT, 로-샤 등 투사식검사를 사용하는 곳도 15개 소씩 있었다.

생활짧에 근무하는 상담자(보직교수 제외)의 수를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해서 조사하였는

데 , 1명 의 유급상담자가 있는 곳이 26개 학교， 2명의 유급상담자가 있는 곳이 15개 학교에

이 른다. 반면에 유급상담자가 1명 도 없는 곳이 38개 학교나 된다. 자원봉사자나 실습학생

등 무급상담자의 수는 예 상과는 다료게 매우 적 었다. 우급상담자가 단 1명도 없는 곳이 78

개 학교나 되어 거의 대부분 (86%)을 차지하였다. 이런 현상은 대학의 생활짧이 상담실습

장소로 활용되는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점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

히 논의할 것이다. 유급이든 무급이은 상담자가 1명 도 없는(보직교수 이외에) 곳이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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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상담자 인원(보직교수 제외， 단위 : 대학)

인 원 유 급 끼!i!- i:l그 유·우급구별없이

없 음 38 76 30

l명 26 3 43
2명 15 3

3명 3 2 17
4'""9명 9 6

10명 이 상 0 1 1

〈표 13> 상담질 및 시청각기재 보유 현황(단위 : 대학)

갯 수 개인상당실 집단상담실 검 사 실 관 찰 실

없 음 9 46 54 87

1개 64 43 34 3

2개 12 0 l 0

3개 이 상 5 l 0 0

갯 수 요디오기기 비디요촬영기 비다요재생기 T.V

없 음 37 81 、 77 77
1개 35 6 11 10
2개 11 3 2 3

3개 이 상 7 0 0 0

학교라는/조사결과도 주목을 끌며， 대부분이 1"-'3명 의 상담자를 두고 있고 10명 이상의 상

담자를 두고 있는 곳은 1개 학교(서울대학교)에 불과했다.

상담을 위한 시설과 설비도 부족한 실정임이 드러난다. 개인상담실이 단 1개도 없는 곳

이 9개 학교， 집단상담실이 1개도 없는 곳이 46개 학교， 검사실이 1개도 없는 곳이 54개에

이르묘로 집단상담실과 검사실을 따로 가지고 있는 학교는 50% 마만임을 알 수 있다. 일

방경 (one-way mirror)을 포함한 관찰실을 가지고 있는 곳은 설문에 응답한 93개 학교 중에

3개 학교에 불과했다. 그외에 비디오촬영기， 재생기， TV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곳이 80개

학교 내외로서 생활船에서는 비디요매체를 통한 교육 및 상담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못하

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디요 녹음기조차 37개 학교에서는 단 1대 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는 것은 매우 기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N. 상담자 교육현황

상담자 교육은 교육포로그램별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종합적인 논의는 다

음 절에서 시도할 것이다. 상담자 교육표로그램에는 전운가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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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대학원을 들 수 있고， 이들의 주요 실습장인 대학 학생생활연구소가 있다. 중고등학

교 교도교사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대학에 교육을 의뢰하여 일정시간의 연수를 시키고

있으며， 기타 자원 봉사자에 대한 단기교육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1. 대학의 관련학과 대학원 및 학생생활연구소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90)에서 발간한 “진로지도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사용하여

교육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사엽)학과， 아동학과(가정관리학과)， 교육대학원 등에 91개

의 설문지를 발송한 결과 38개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중에 35개는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포로그램 설립 형태는 설문지의 “공식적으로 독렴

된”이라는 표현의 정의가 분명치 못하여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35개 중에 10개 학과가

“공식적A로 독렵된” 상담(심리)전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상담(심리)전공의

박사과정 이 있는 곳은 5개 로 보언다. 응답한 38개 학과의 분포는 다음 〈표 14>와 같다.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대학원에서 상담문제 영역별로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교

육을 하는지 알아 보았다. 우선 각 문제영역별로 독렵펀 교과목이 개설되는지 알아 보았는

데 그 결과가 표로 제시되어 있다. 여러 문제들 중 가장 많은 학과에서 독렵교과목으로 가

르치는 문제는 ‘아동 • 청소년의 행동， 정서 및 학습문제’ (15개 학과)，- ‘심리 및 、청신건강

문제’ (13개 학과) , ‘부부관계 및 가정문제’ (7개 학과) 등이었다. 대조적으로 ‘알콜 및 약물

남용문제’에 관한 독립교과목을 개설하는 학과는 하나도 없었다. 교육내용을 알아보기 위

한 두번째 방법은 학과에서 가장 강조점을 두는 영역을 3개 만 고르라는 주문을 한 것이었

는데 역시 표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아동 • 청소년의 행동， 갱서 i 및 학좁문제’

와 ‘심리 및 정신건강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영역ξ로 나타난다. 그 다읍

에는 ‘진학， 진로 및 취업문제’와 ‘이성관계 및 교우문제’가 주요영역으로 나타난다. 장대

적으로 ‘부부관계 및 가정문제’를 중요시하는 학과가 1 극히 적 o며(독렵개설 과목은 많은

데)， 1，2，3위 에 하나도 채택되지 못한 문제영역은 ‘성문제’ ‘자살등1위기문제’ ‘법률문제’

‘요보호여성 및 불우여성문제’들이다.

상당전공으로 입학， 졸업하는 대학원생 인원을 조사하였다. 최근 5년간의 입학인원을 보

면 석사과정의 입학인원이 급증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90년도와 91년도에 는 6명 이상

의 입학생을 가진 학과가 4개냐 되며， 1"'5명 의 엽학생을 받은 학과도계속 j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자의 규모는 아직 증가하지 뭇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석사졸업자의 수에 별다

〈표 14> 상담천공 대학원 소속학과 (N =38， 단위 : 학과)

소 속 학 과

교육학과

성리학과

학

23

11 II

소 속 학 과 |학 과

사회복지(사업)학과 I 2

아동학과 1 ‘ 2



국내 상담 서비스 및 상담요원 양성과정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표 15>대학원의 주요 상담교육과정(운제영역별 개성교과목 벚 강조하는 문제영역)

13

개독설랩교학과과목수I 강조하는 문제 영 역 (단위 : 학과)
영 역

j 2순위 I 3순위l순위 계

아동 • 챙소년의 행동， 정서 맞 학습문제 15 12 8 3 23
이성관계 및 교우문제 6 0 3 9 12
섬리 및 정신건강 문제 13 13 9 2 24
성문제 2 0 0 0 0
알콜 및 약물남용 문제 0 1 0 1 2
자살 등 위기 문제 l 0 0 0 0
부부관계 및 가정 운제 7 l 0 3 4
산업체 노사관계 문제 3 0 0 2 2
법률문제 1 0 0 0 0
노인， 장애자 복지， 입양문제 1 0 0 1 1

요보호 여성 및 불우여성 문제 0 0 0 0 0
진학， 진로 빚 취엽문제 3 2 6 5 13
종교 및 신앙 문제 1 0 0 0 0

〈표 16> 상담전공 대학원 입학자 및 졸엽자 인원(단위 : 학과)

〈연도별 업학 인원수〉

연 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석
1명 없 음 3 9 4 8

2~3명 5 4 7 7 6
4~5명 2 4 없 음 1 3

6"-'10명 없 음 l 1 3 3
사

11명 이 상 없 음 없 음 없 음 l l

박
1명 5 2 3 2 3

2~3명 없 음 없 음 없 음 3 1
4"-'5명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사
6"-'10명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연도별 졸업 인원수〉

연 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

석
1명 4 2 2 5 2

2~3명 2 l 5 3 3
4~5명 2 3 1 ' 4 l

사 6~10명 없 음 없 음 1 없 음 없 음

박
1명 없 음 1 1 1 3

2~3명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4~5명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사 6~1O명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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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증가추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입학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오로 보아 졸업자 수도

곧 증가할 것￡로 예상된다. 박사과정은 아직 업학으로나 졸업으로나 소규모에 불과하다.

매년 변화하지만 1명의 입학자를 받는 학과가 2"'-'5개 있을 뿐이고， 최근에 2"'-'3명 의 입학

자를 받은 학과가 1"'-'3개 생기고 있다. 박사학위 졸업자는 전국에 1명 이 있거나 혹은 전혀

없거나 하고 있는데， 1991년도에는 2月 졸업자는 없었고 8月 졸업자는 3名이 배출된 것￡

로 나타났다.

박사과정이 아직 결음마 단계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의 하냐는 교수의 부

족이다. 박사학위를 소유한 전공교수의 수가 전체 응답학과에 총 42명에 불과하묘로 1개 학

과에 평균 1명의 박사학위소지 교수가 있는 셈이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상담전공 대학원생이 주로 실습하는 곳은 학생생활연구소이며， 그 다음은 대학병원의 정

신과이다. 설문에 응답한 93개 생활班 중 23%인 21개 소는 상담자교육을 하고 있다고 대답

하였다. 실습 교육프로그램 중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상담이흔 강의 및 세미나， 칩단 슈퍼

비전 또는 사례발표회， 집단상담리더 (보조리더)， 윌갚 등으로서 10개 소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a며， 감수성훈련， 상담관찰， 개인슈퍼비전 등도 數는 적지만 실시되고 있었다.

2. 교도교사 연수 및 중등학교 상담자원봉사자 연수

교도교사연수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그 지역 대학에 의뢰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교육시

간은 180시 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 교양 20시 간 내외， 교직 30시 간 내외， 전공

130시 간 내외로 짜여진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연수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91년도 계획올 포함해서 최근 5년간 전국 739"'-'928명 (무응답

한 대전， 경남을 제외한 수엄)의 교도교사가 ‘자격연수’를 받았다. 특야한 시도는 전남，

전북， 경북인데 전남은 88년부터 91년까지 계속 241"'-'300명 이상을 연수시키고 있다. 전북

은 88년에만 116명을 연수시킨 후 현재까지 시키지 않고 있으며 경북은 87년도에 만 89명의

연수실적을 보고하였다. 다른 시도는 매년 비교적 일정한 수를 연수시키고 있다.

자격연수 이외에 현직 교도교사들을 의한 보수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보수교육 실적은

통계에 잡혀 있지는 않￡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 카운슬러협회 및 산하지회를 중심

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짜원봉사자는 1985년에 서울에서 시작을 해본 후 긍정적인 평가플 얻어서 현재는 전국적

무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청소년문제 종합대책얀(국무총리 정책

조정실)에 의거 문교부에서 ‘학생상담 활성화 방안’으로 상담자원봉사자 활용 운영계획을

수렵한 데에 s있다. 그동안 어느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받았는지 전국통계(문교부)와

서울시통계 (서울특벨시 교육연구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시간은 60시 간인데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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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시도별， 연도별， 교도교사 연수인원(단위 : 명)

15

연 도 87 88 89 90 91
’

서 울 100 100 100 100 100
-H「 산 80 80 80 60 100
인 천 40 40 40 40 40
대 구 40 40 40 40 40
과。 끼c. 50 40 40 40 40
대 전

경 기 80 80 40 80 80
강 원 50 50 50 50
충 'it 90 40 24 40 40
충 북 80 56 40 40 40
전 'it 241 349 346 327
전 '* 116
경 'it
경 '* 89 -
제 주 40 45 40 50 50

계 739 928 843 886 857

〈표 18> 상당 자원봉사자 연수안원(단위 : 명)

연 도 |서꿇별시(연도별 ) 1 전국 누계 II 연 도 |서울특별시(연도별 1 전국 누계

85 272 272 89 300
86 337 700 90 303 2,736

87 327 1,.300 91 300 3，월700

88 334 2,300 (계획) (91. 6 현재)

고로 서울시 교육연구원에서의 교육시간을 영역별로 보면 상담기초이흔 10시 간， 상담기법

24시 간， 실습 20시 간， 정신교육 6시 간으로 되어 있다.

3. 기타 상담자 단기교육 기관

전화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단기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대상은 각 상담기관， 대학의 평생교육원， 전화상담기관， 종교기관 중에서 상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이 확안되었거나 흑은 상담자교육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곳 55개 소가 선정되었다. 이중 8개는 주소불명으로 반송되고 18개 는 상담교육을 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한 18개 교육기관 중 11개는 법안체 상담기관의 교육부서이고，

3개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2개는 종교기관의 상담자교육부서， 2개는 정부소속이다.

시설 설 비 면을 보면， 교육장 및 사무실의 규모는 200평 이 상이 6곳， 100"'200평 이 4곳，

50"'100평 이 4곳， 50평 미만이 4곳으록 나타났다. 시청각 기재는 비디오재생기를 보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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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
A
η-

〈표 19> 상담교육기 관의 시 청 각기 재 보유(단위 : 기 관)

오디요기기 l 비디오촬영기 | 비디오재생기 I T.V 관 찰 질

없음 1 14 4 3 13

1개 6 4 12 9 l

2개 4 0 2 6 1

3개 7 0 0 0 0

〈표 20> 기관에 서 충점 적 ~로 교육하는 문제 영 역 (단위 : 기 관)

겨13순위1순위 I 2순위역영

아동， 청소년의 행동， 정서 및 학습문제 4 1 5 10

이성관계 및 교우문제 1 l 0 2

심리 및 정신건강 문제 3 4 2 9

성문제 0 0 2 2

알콜 및 약물남용 문제 0 0 0 0

자잘 등 위기 문제 1 1 2 4

부부관계 및 가정 문제 5 4 0 9

산엽체 노사관계 문제 2 0 0 2

법율문제 0 1 l 2

노인， 장애자 복지， 입양문제 1 0 l 2

요보호 여성 및 불우여성 문제 0 1 0 l

진학，- 진로 및 취엽문제 0 2 1 3

종교 및 신앙 문제 0 0 0 0

곳이 14곳， TV를 보유한 곳이 15곳으로 대체로 바디오 매체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조

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려나 관찰실 보유 (2곳)나 비디오 촬영기 보유 (4곳) 현황을 보옆 아

직은 대부분이 엄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기관에서 중점적으로교육하는 문제영역으로는 ‘아동·청소년의 행동， 정서 및 학습문제’，

‘부부관계 및 가정문제’， ‘심리 및 정신건강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內의 상담자 교

육과 다른 점은 ‘산업체 노사관계’ ‘노인문제’ ‘자살 등 위기문제’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

을 시킨다는 기관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보다는 사회일반에서의 단기교육기관들이

사회에서 펄요로 하는 문제영역에 그만큼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마한다고도 볼 수 있다.

교육을 받는 시간은 기관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일관성있게 파악할 수 없었다. 예를들면，

어떤 기관은 과목당 신청을 하여 과목별로 수료를 하게 하고(과목당 24，....，36시 간) ， 어떤 기

관은 여려 주제를 하나의 코스에 포함시켜서 교육하기도 한다(상담이론 3시 간， 발달심리 3

시간， 상담기법 6시 간 등) . 교육받은 자의 인원에 관해서도 각 기관마다 산출 근거와

밤식이 크게 달라서 종합적인 통계를 내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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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상담관련 전문가 및 준 전문가 자격에 관한 규정 및 법규

1. 한국심리학회

상담전문가는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다 연구 기관에서 상담 심리학， 심리학， 또는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별칙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 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하며， 자격에 따라 상

담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사로 구분된다.

1) 상담심리전문가

기. 일반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이나 염상십라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소

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상담심리 맞 심리치료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볕에서 1년 이상

의 수련을 마친 후 상담 전문가 자격시험 맞 삽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

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L. 일반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이나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소

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학회가인정하는 전문가 법에서 2년 이상

의 수련을 마친 후 상담 전문가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

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드. 상담심리사로서 소청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학회가인정하는

전운가 밑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상담 전문가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회의 자격심

사를 거쳐 한국싱리학회가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외국에서 상담심리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부여받았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의

정 • 부 교수로서 상담심리분야에 현저한 상담실적 및 학문적 엽적을 남긴 자로서 상담전운

가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회의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뒤 한국심리학회 이

사회의 인준을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디. 자격시험외 과목은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I (공통)，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JI(션

택) , 칩단상담， 성격이론， 심리통계 및 상담 심려 연구 방법론 등이다.

l::l. 수련과정 및 내용

@ 개인 상담 면접 200회 이상과 지도감독(슈퍼비전)하에서의 상담 면접 30회 이상.

<Z:l 1개 집단을 5회 이상 지도 감독하에서 상담하는 것을 포함하여， 2개 집단 이상(집단

별 10회 이상)에 대한 집단상담과 집단과정 참여 (3박 4일과정 2회 혹은 1박 2일과정 3

회 이상) .

@ 주례 (또는 월례)상담사례 협의회 참석 20회 이상과 관련학회나 연구회에서의 공개 사

례발표 4회 이상(집단상담 사례 1회 ? 개안상담 사례 3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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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감독하에서의 10개 이상의 사례를 포함하여 각종 개인용 검사들의 실시 및 해석

20사례 이상과 각종 집단용 심리검사의 집단 실시 5회 이상.

@ 자격 심사 청구전 2년 이내에 한국심리학회나 상당심리 및 심리치료학회에서 l펀 이

장의 연구 논문 발표.

2) 상담 심리사

끼. 학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소청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

학회가 안정하는 상담심리전문가 밑에셔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상담전문가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 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L. 자격시험의 과목은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말달심리학， 심리검사 등

이다.

C. 수련과정 및 내용

CD 상담 및 검사 신청자에 대한 접수 및 면접 20회 이상.

@ 지도 감독하에서의 상담 면접 10회 이상을 포함하여 상담면접 20회 이상.

@1개 집단을 5회 이상 지도 감독하에 상담하는 것을 포함하여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0회 이상)에 대한 집단상담과 집단과정 참여 (3박 4일과정 l휘 흑은 l박 2일과정 2회

이상).

@ 주례 (또는 월례)검사 및 상담 사례협의회 10회 이상 참석과 관련 학회나 연쿠회에서

의 공개 사례발표 2회 이상.

@ 지도 감독하에서의 5개 이상의 사례를 포함하여 각종 개인용 검사들의 실시 및 해석

20사례 이상과 각종 접단용 심리검사의 집단 실시 5회 이상.

2. 사회사업협회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는 보건사회부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

부하며， 그 등급에 따라 사회복지사 l급， 2급， 3급으로 나누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휘의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하며， 교부 신청을 받은 협

의회는 그 자격을 검토한 후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엽법， 시행령， 규칙)

1) 사회복지사 l급

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문교부에 석사

또는 박사학위등록을 한 자.

L.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또는 보건사휘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학과

를 졸업하고 문교부에 학사학위등록을 한 자.

C.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

교의 사화복지학과블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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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행정

포함)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2급

기.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략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

교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자.

L. 교육볍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학과를 부전공하여 졸

업하고 문교부에 학사학위등록을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 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C. 교육볍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

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 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C.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아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8주이 상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P.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이 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 3급

끼.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엽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L. 교육볍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엽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에서 12주이 상 사회복지사엽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C.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언정되는 자료서 보건사

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엽에 관한 훈련을 이수한 자.

2.. 7년이 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

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3. 체육청소년부

청소년기본법 (안) 제 61조에 의하면 체육청소년부장관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청소

년상담원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상담원의 등급 및 자격증의 교부 절차에 관하

여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청한다. 청소년상담원의 등급은 1급상담원 ， 2급상담원 ， 3급상

담원， 상담보조원으로 구분하는데 각 등급에 대한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청소년상담원

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자격교부신청서에 신청등급의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급 상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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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4년제 대학의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 (사업)학과 교수로서 재직한 경력

이 있는자.

L , 정신의학전문의 과정 이수자 또는 삼리학， 교육학， 사회복지(사엽)학 박사학위 취득

자로서 상담관련 실무경험 3년이 상인 자.

L ,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 (사엽)학 석사학위 취득 이상자로서 상담관련

실무경 력 6년이 상인 자.

'2., 학력이 대학졸업이상연 공우원으로서 청소년 엽무에 10년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2급 상담요원

끼， 4년제 대학의 정신의학， 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 (사업)학과 부교수로서 재직한 경

력이 있는 자.

L ,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사업)학 석사학위 취득이상자로서 상담관련 실

무경험 3년이 상인 자.

ζ.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사업)학 학사학위 취득이상자로서 상담관련 실

무경력 5년이 상인 자.

'2.,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업무에 7년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자.

3) 3급 상담요원

기. 4년제 대학의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 (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이상자로

서 상당관련 실무경 력 3년이 상인 자.

L.' 전문대학의 아동(복지)학， 유아교육학， 간호학 등 인문사회계열학과좋업이상자로서

상담관련 실무경력 5년이 상언 자.

4) 상담보조원

기.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 (사업)학， 정신의학을 전콩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L.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아동(복지)학， 유아교육학， 간호학 등 상담관련학과 졸업

이상자로서 상담관련 살우경력이 3년이 상인 자.

VI. 논의 및 제연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여 려 종류의 상담활동융 조사하고 그런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 상담요원의 교육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상담활동은

이른바 ‘결흔상담’ ‘부동산상담’ ‘투자상담’ 등 사회적으로 봉사적인 성격을 인정받지 못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아동청소년 상당， 정신건강 상담， 가정문제 상담， 진로상담， 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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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자 복지 상담 등 봉사적인 성격이 확실한 부문에서의 상담활동들로 제한하였다.

1. 연구대상 및 표칩에 관한 논의

21

전국에 크고 작은 상담기 관 및 상담자교육기 관이 산재 해 있지 만 그것을을 총망라한 리

스트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될 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수집하는 일이

우선 큰 과제였다. 이들 자료를 수집하는 소스로는 교육부， 보사부， 총무처， 내무부， 법

무부， 체육청소년부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한국행통과학연구소나 여성개발원 등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그리고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당기관의 명

칭과 주소를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문을 보낸 기관 중 학교외의 상담서비스기관

과 상담자교육기관은 완전한 全集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집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상담서비스기관의 경우 그 수가 450개 소에 이르묘

로 지금까지의 어느 자료보다도 많은 기관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응답률이

낮아서 130여 기관만이 성문에 응한 점은 본 연구의 조사방법의 제 약으로 원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와 상담전공 대학원에 관한 철문을 보낸 대상은 거의 全集에 가깡

다. 상담전공 대학원의 응답률이 낮은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은 현재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을 하나의 전공으로 개설한 곳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대학원의 전공은대체풍 ‘공

식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세부 전공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해당학과에서 직접 대학원 코스에 관한 정보를 수칩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었다. 학

생생활연구소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요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 리스트는

거의 전집에 가깝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 학생생활연구소가 유명무실한 곳이 있기 때문에

상담서비스블 실질적으로하고 있는 대학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알71는매우어렵다.

상담자 단기교육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문헌자료가 전혀 없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각 시

도 교육청 별로 실시하는 교도교사연수와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얀레 이 부분은 학교상담에

만 해당되므로 결과 제시에는 별도로 제시되었다. 그 외의 상담자 단기교육 기관플은 대규

모 전화상담기관(예 : 사랑의 전화) , 종교기관， 대학부절 평생교육원 등에 산재해 있어서

교육기관 려스트는 과연 그것이 전국의 全集을 어느 정도나 대표하고 있을지 알수가없다.

다만，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그러한 단기교육기관들을 처음으로 목록화하고 각 기관에서의

교육내용 및 피교육 언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칩했다는 데 의의플 두어야 할 것이다.

2. 학교상담 현황 및 상담자 1i!.육에 관한 논의와 제언

우리나라에서의 학교상담은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상담으로 대별펀다. 중고등학교에

는 교도교사(또는 교도주엄)를 중심￡로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며， 대학에서는 학생생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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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블 중심으로 상담활동이 이루어진다. 전술한 바처럼， 유치원과 국민학교에는 중고등학교

나 대학교처렴 상담활동을 이끌어갈 제도(교사의 자격，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규정)가 마

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국민학교를 조사할 수 없었지만 앞으

로는 유치원과 국민학교에서의 “제도外적인” 상담 및 생활지도 활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 보인다. 아울러서， 유치원과 국민학교에도 상담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

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1) 중고등학교에서의 상담활동 및 상담자 교육에 관한 논의 와 제 연

중앙교육평가연구원의 통계분석질에서 발간하는 ‘문교통계연보’에서 ‘교도교사’의 범주

를 이른바 ‘전담 교도교사’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통계가 전국의 모든 ‘교도교사’를

대변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결과에서 제시된 자료는 몇가지

중요한 현상을 보여준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교도교사의 담당수업시간이다. 전술한 바

처럼 교도교사는 일반교사나 다른 주임교사와는 다르게 주당 9시 간 미만의 수업을 맡고 있

는 경우가 많았다. 이 는 매 우 고무적 인 일로서 교도교사가 수업 에 의 부담보다는 학생 연구

와 상담활동， 생활지도활동 등 교도교사의 본연의 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

는 것이다. 단， 이 자료가 ‘문교통계연보’에 나타난 “전밤” 교도교사 흑은 교도‘주임’자격

이 없는 교도교사에 대한 자료이무로 ‘전담’이 아니거나 ‘교도주엄’자격이 있는 다른 교도

교사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얼이다.

이와 아울려서， 전담 교도교사 제도가 아직은 지극히 초보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질하다.

중학교의 경우 대전， 경기， 강원， 충북에는 전담 교도교사가 1명 도 없는 것으로 나다나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경기， 강원에는 1명의 전담 교도교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다. 전담 교도교사(연수 언원)가 많은 전남의 경우에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가 91개 인데

전담 교도교사가 임명된 수는 3개 학교에 불과한 것만 보아도(문교통계연보， 1990) 전담 교

도교사 제도가 앞으로 보완， 확충될 소지가 많음을 알게 된다.

전담 교도교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전문적 능력을 현재의 교도교

사 자격요건보다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펀다. 첫째 방안은 현재의 교도교사들 중에서

업무능력이 우수한 교사틀을 선발하여 전담 교도교사로서의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

방안은 市道에 따라서 이미 시행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학교상담자블 별도

로 임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흑은， 교사경력 몇년 이상인 자)료서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블 받은자를 임용신청자격자로 하는 등의 방법이 있

을 수 있다. 이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원(혹은 교육대학원) 상담전공에 대한 확충

과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번째 방안은 관계 정부 흑은 지방 교육자치기관의 차원에서

자격제도를 관리하여 임용하는 것이다. 이런 얼은 유관 학회의 협조를 얻는 것이 효율적알

수 있는데 예컨대， 현재 한국심리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상담성리사” 자격시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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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연수 둥을 활용하여 상담심 리사 자격을 획득한 자로서 교사자격 이 있는 자를 “학교상

담교사”로 임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또한 이들 세 방안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세 방안을 모두 단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교도교사’라는 용어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교도교사’보다는 ‘상담교사’라는 용어가

담당업무의 성격을 더 정확히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 점은 카운슬러협회의 차원에서도 그 용어를 변경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건의

중인 것 o로 보인다.

(2) 대학에서의 상담활동 및 상담교육에 관한 논의와 제언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소장 및 보직교수의 전공이 학생상담과 얼마나 유관한가가

종종 제기되어 왔다. 경제연구소는 경제학전공 교수가 소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대학

생활陽은 학생상담과 직접 관련된 전공자가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타난 자료에 의

하면， 소장의 전공을 상담심리， 엄상심려 흑은 교육심리로 명시한 곳은 4개에 불과하고

40개는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신학 등 얼반적으로만 진술하였다. 상담을 전공하지

않은 교수가 생활陽의 소장이나 보직교수를 하게 되는 원인은 몇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상담전공교수의 부족이다. 현재 한 대학이 교육학과나 심리학과 등에 상담학(상담심

리학)을 전공한 교수를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심리학과의 경우에는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을 한명의 교수가 맡도록 한다든지， 교육학과에서는 교육심리학과

상담심리학을 한명의 교수에게 맡긴다든지 하는 실정이다. 둘째， 소장을 포함해서 보직교

수는 엄기가 있는데(서울대학교의 경우 · 2년) 여러먼 연임을 한다는 것이 몇가지 이유로 인

해서 사실상 곤란하다. 즉， 대학에 상담전공 교수가 1"-'2명 있어도 그 교수가 소장을 맡을

수 있는 기간은 걸지 않S며， 비전공 교수가 소장이나 보직교수를 맡게될 가능성은 자연히

높아진다. 세째， 교육학과나 심리학과가 없는 대학교 특히 전문대학은 생활빠 운영을 위해

서 상담전공 교수를 따로 채용하지는 않는다. ‘소장이나 보직교수는 아마도 대학 행정상의

펄요에서 교수직에서 임명하게 되는데 현재의 실정은 생활핍 소장을 별도로 채용하기 보다

는 타전공 교수 중에서 겸직시키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간의 제도적 수정을 가하면 비전공자가 생활陽 소장을 맡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직운영을 함에 있어서 한 대학에 상담전공교수가 1"-'2명 밖에

없다옆 가능한한 그 1"-'2명 의 교수를 계속해서 소장 및 보직교수로 연임하도록 하는 방안

을 제기할 수도 있다. 물째， 교수 중에서 전공자가 없거나 보직을 맡을 사정이 되지 못한

다면 최소한 조교나 연구원의 수준에서 상담전공자를 채용하여 천문적언 엽무를 수행하도

록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內에 상담전공학과가 없는 대학에서는 이 방안을 척

극적으료 활용하는 것이 현수준에서는 바람직하다. 셰째， 궁극적으로는 상담전공교수를 좀

더 확보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금 당장은 상담전공ξ호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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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이므로 몇년 기다려야 인력수급이 가능하다고 전망된다.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와 관련하여 다음에 논의할 주제는 생활짝이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실습교육에 어느 정도나 활용되는가이다. 생활짧은 대학內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실

습운영의 면에서 여러가지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나타난 바로는 21개 대학의 생

활짧에서 대학원생의 상담실습장소로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생활陽의 시설과 설

비를 고려해 볼 때， 과연 질높은 실습이 가능할지 의심되는 정이 많다. 예컨대， 상담교육

에서는 일방경을 통한 관찰이나 비디오 녹화 및 재생 (playback) 을 통한 교육이 매우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섣비를 갖춘 대학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일방경 3곳，

비디오 촬영기 6곳) . 다른 전공대학과 비교해 볼 때， 의학교육에서 선배의사나 교수의 수

숭시법을 직접 흑은 비디오록 관찰하지 않고 졸업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다.

생활陽을 상담전공 대학원 실습장소로활용하기 위해서는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소집단 프로그램 등 어떤 통로로든지 많은 내담자가 생활陽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생활昭은 대학원생이 실습을 위해 와 있어도 내담자가 없기 때문에 실습을 할 기회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이다. 많은 내담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대학의 특수성에 따라 약간씩 차

이를 두어야 할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많은 내담자를 가지고 활말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들(예 ; 서울대， 서강대， 전남대， 계명대 등)을 모텔로 하여 자기 대학에 맡도록

적용하는 것이다.

3. 학교外 상담 및 상담자 교육에 관한 논의 및 제언

학교外 상담기관에서는 132개 의 유효한 응밥을 받았다. 조사 결과 여러가지 중요한 점틀

을 발견하게 되 었는데， 가장 관심을 끄는 점 몇가지만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상담소를

이용하는 내담자 중에서 ‘노인’이 가장 많다라고 대답하는 즉， “노인전용” 상담소가 매우

도물었다(2곳)는 점이다. 최근 노인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노인문제에 대한 전문적， 사

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과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이다.

둘째 논의의 주제는 상담소에서 다루는 문제영역과 교육기관에서 중점척으로 교육하는

문제영역 간에 얼마나 일치하는가의 푼제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가능한 상

담품제를 13개의 법주로 나누고 이를 상담기관과 교육기관들에게 공통적요로 조사를 해보

았다. 다음에 제시한 표는 앞에서 제시한 표틀을 종합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몇개의 문제영역에서는 상담서비스의 펄요와 중점 상담교육의 영역이 얼치

하며， 또 몇개의 문제영역에서는 상담서비스의 펄요블 중점 교육영역이 전혀 따라가지 뭇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일치하는 문제영역을 보면， 아동 • 청소년의 행동， 정서 맞

학습문제， 심리 및 정신건강문제， 부부관계 및 가청문제， 진학·진효 맞 취업문제 등이다.

이들문제영역은 비교적 전통적으로 상담교육에서 오래전부터 다루어온 문제들이다. 상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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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재영역별 상당서비스와 상당교육의 비교

25

취그겁기관 독렵 교-원과「목 I중점 교육영 역 (1， 2， 3순위 合)
문 제 영 역

(캡활 ) 대 학 원 { 단기교육
아동 • 청소년의 행동， 정서 빛 학슴문제 94 15 12(23) 4(10)
이성관계 및 교우문제 91 6 0(12) 1 (2)

섬리 및 정신건강문제 70 13 13(24) 3 (9)

성푼제 82 2 o (0) o (2)

알콜을 비 롯한 약물남용 문제 41 0 1 (2) o (0)

자살 등 위기문제 45 1 o (0) 1 (4)

부부관계 및 가정문제 92 7 1 (4) 5 (9)

사엽체 노사관계문제 24 3 o (2) 2 (2)

법률푼제 33 1 o (0) o (2)

노인， 장애자복지， 입양문제 66 l 0 (1) 1 (2)
요보호여생 빚 불우여성 문제 55 0 o (0) o (1)
진학， 진로 빚 취엽 문제 79 3 2(13) o (3)

종교 및 신앙 문제 41 l o (0) o (0)

관에서는 필요로 하는데 교육기관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문제영역으로는 성문제，

알콜 및 약물남용 문제， 자살 등 위기문제， 산업체 노사관계 문제， 법률문제， 노인 장애자

복지 입양문제， 여성문제， 종교 및 신앙 문제 등이다.

본 조사가 교육기관의 조사에서 대학원으로는 교육학과와 섬리학과에서 주로 응탑했다는

점에서 자료의 펀포가(교육상담 및 심리상담 위주의 교육) 마리 예상되지만， 이 결과는 앞

으로 대학원 교과목에 다소의 수정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주장을 가능케 하고 있다. 예컨대，

성문제는 92개 상담소에서 취급하는 문제인데 그 영역을 가창 중전적으로 (1 "-'3순위 ) 가르

치는 대학원은 하나도 없었고 단지교육기관은 2곳에서 제 3 순위 로 응답했을 뿐이다. 알콜

및 약물남용 문제는 41개 소에 서 취급한다고 응탑한 반면， 그 문제를 독렵 교과목으로 개설

하고 있는 대학원은 하나도 없었으며， 강조 영역도 태학원이 2곳일뿐 단기교육기관에서는

한곳도 없었다. 자살 등 위기 문제도 현실적인 요구에 비해 장대척으로 교육에서 강조되지

않는 것같다. 이 문제 영역을 다루는 기관은 40여곳이 되었는데 대학원이나 단기교육기관

에서 별로 강조하여 다루지 않는 것으료 보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산업체 노사관계문제，

법률문제， 노인 장애자 문제， 여성문제 등도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에서 강조하여 교육하는

문제영역은 아난 것으로 보인다‘

세째 논의점은 상람소의 규모 및 종사자의 전문정에 관해서이다. 조사결과 나타난 바로

는 132개 응담기관 중에서 60%이 상은 상담자가 5명 이하였다. 또한 유급상담자플 한명도

두고 있치 않은 상탐소가 22%(29개 소) 나 되었다. 이령게 상담소의 규오가 작고(상담자 인

원 변에서) 유급 상덤자 수가 적다는 것은 그 기관에서의 상담활동이 비전문적으로 흐료기

쉽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물론 상담자 수가 많다고/해서 전문성이 제고되는 것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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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적은 인원으로는 상담실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싶어도 경비문제 등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자체적으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정부의 “청소년 기본법 (안)" 및 관계 령， 규칙에는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상담활동을

강화할 계획오로 보인다. 바람직하기로는 상담기관을 정부주도로 新設하는 것보다는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상담기관들 중에서 우수하고 전통이 있는 기관(상담소)틀을 선정하여 재

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더 비-람직하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수 있다.

상담소를 설립하여 많은 내담자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수성， 내담자들의 심

리 • 사회적 특성 등에 따라 여러가지 “노하우 (know-how) "가 펼요하다. 이런 노하우가 생

기기까지는 수년이상 흑은 킬게는 10년 이 상이 걸린다. 상담소를 신설하고 상담요원을 새로

선발， 배치하는 경우 그들이 (실무 경력이 있어도) 그 지역의 특수성， 문화， 내담자의 특성

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발견하는 데에만도 많은 시간이 결린다. 참고로 설문

에 응한 132개 기관 중 63개는 1970 1션대 및 그 이전에 (60년대 22개 ， 50년대 이전 19개 ) 설

렵된 전통이 있는 기관틀이며， 나머지중 62개 는 80년대 에 설렵되었고 901건대 이후에 섣립

된 것은 7개에 불과할 만콤 우리나라의 학교外 상담소들이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전문가 양성 (대학원 과정)에 관한 논의와 제언

여기서 논의할 점은 상담전공의 대학원 교육에 관해서이다.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1990

년도에 상담전공우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12개 대학(학과)에서 27"'34명 이 었으며 ， 박

사학위 취득자는 전국에 단 l명에 불과했다. 91년도는 6개 대학(학과)에서 약 13명 의 석사

를 배출했고， 박사는 91년도 후기졸업에서 3명 이 배출된 것으로 나다난다. 최근 5년간 박

사과정에 1"'2명 씩 입학하는 대학(학과)이 매년 4"'5개 씩 은 있었으며 극히 최근에 이르러

셔야 졸엽자를 배출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에 참히지는 않지만 외국에서 상답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는 인원도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인다(1990 1건에 는 1"'2명 ， 1991년에

2"'3명 정도로 추산) .

전문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심각한 현상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약하는

상담전공 박사는 주로 외국에서 공부하여 학위를 최득한 경우이다. 그런데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42명 이상의 상담성리학(혹은 유관 전공) 박사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단 이들이 각 대학에 1"'2명 씩 흩어져 있고 한 대학에서 한 두명의 교수가 학부， 석

사과정 등의 수엽을 두루 담당하여야 하는 질정이묘로 박사과정은 아예 개설을 못하거나

개설되어도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청이다.

상담은 그 서버스의 성격으로 보아 높은 전문성을 펠요로 한다. 물론 상담활동 중에는

자원봉사 등 단기교육을 받은 비전품인이 맡을 수 있는 영역도 있오나， 심리상당， 위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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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가족상담， 부부갈등상담， 청소년문제 상담， 약물남용상담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

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원에서의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조사결과 나타난 바로는 현채의 대학원 교육이 미래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박사과정의 부실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전문 교수의 확보이다. 앞으로 5"-'10년 동안은

국내， 국외에서 많아야 매년 5명 미만의 박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의 박사가 배출될 수 있을 것드로 예측할 수 있다. 이들을 대학교수로 충원

활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학제도에서는 교육학과나 심리학과 내에서 상담전공교

수를 더 충원하기 어렵다. 과내 타전공과의 마찰이 우려되기 때운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방안은 “상당학과”를 따로 독립시키는 것이다.

이 상담학과의 독립， 신설 방안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가지 과도적인 방안

은 교육학과， 심 리 학과， 교육심 리 학과， 사회복지 학과， 아동학과가 있는 대 학에서 현재 과

마다 산재해 있는 상담전공 교수들과 대학원 학생을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 서울대 학교에는 상담을 전공한 교수들이 교육학과， 심 리 학과， 소비자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에 산재해 있고 각 과마다 상담， 임상심리 흑은 가족치료를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들이 있다. 현재의 인원으로만도 이 4과에 서 상담부문을 통합하면 약 7"-'8명의 교수가

1년에 10"-'15명 이상의 대학원생 (석사， 박사)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 질정은 이

들이 각각 4개의 과에 분산되어서 교수들로부터 체계적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대

학원에서 4과가 상당부문을 통합운영하면 이 는 학제 간 접근 (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라

는 이상적 형태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수 채용의 합리성(동일 전공자 중

복 채용의 예방 동)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대학원에서 ‘상담학 전공학과’를

독렵시켜서 교수를 증원，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5. 전문가 자격증 제도에 관한 논의와 제언

상담전문가(상담심리전문가， 상당심리사)는 그 자격조건이 비교적 엄격하고 상세하게 기

술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심리학회에서의 관리(시험 및 수련과정 인정에 관한) 또한 상당

히 엄격하여 그 전문성의 확보 유지가 양호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 자격에

대한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격증소지자의 의무 및 권한에 관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입상심리전문가와 함께 상담전문가 자격의 법

제화를 추진 중에 있는 것우로 보인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해서는 이마 법제화가 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 및

관계 령， 규칙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과 등급， 취득 절차 등이 상세히 정해져 있￡

며 사회복지법인에서 채용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의 수 및 등급에 관하여도 지정해 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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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함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질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

지사 자격소지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미 101한 점으로는 사회복지사

의 자격 및 볍적 보호에 상응하는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이 아직 분명히 밝혀져 있지

옷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 12조에 ‘사회복지사의 성실의무’

라 하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라는 정도로만 그 의무를 이야기했을 뿐 그 구체적인 법적책염을 밝히지 않았다.

체육청소년부에서 마련하여 현재 국무회의의 의결과정을 거친 청소년기본법 안 및 동 시

행령과 시행규칙은 청소년상담원의 자격조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형태 및 내용， 자격증

교부절차 등이 사회복지사에 관한 것과 유사하다. 청소년상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사

회복지사의 것과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어서 청소년기본법안 시행령 제 2 조(청 소년상담원

의 성실의무)라 하여 “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상담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헌신 • 봉사하고 맡

은바 책우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었다. 이는 청소년상담원 자격증제도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돌릴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는 그 시

행과 발맞추어서 청소년상담원 각 등급에 따른 구체적 책무와 법적 책임， 청소년상담기관

에의 채용에 관한 권한， 청소년상담원 자격증 소지자의 고유한 권리 및 책엠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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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Recent increase in the professional and para-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 demands that

more counselors be produced and placed onto many different positions and area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a) the major areas of counseling service, (b) the areas which

have been neglected by counseling service, (c) the quality of counselor education , professional

and para-professional, (d) demand and supply of the counselor education , etc.

Methods

Four different sets of questionaire were answered by 132 counseling service institutes,

93 university/college counseling centers, 18 counselor education institutes, and/or 38

departments offering graduates program in counseling psychology or counselor education.

Additional data were collected via letter or phone report from the personnels in the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or the 14 0퍼ces of the Educational Boards in

each city and province.

Results and Discussion

(1) Counseling Service

The data were analyzed in regard of the non-school counseling institutes, mid-and-high

schools, and the university/college counseling centers. The items of data analysts on the

non-school counseling institutes were as the following: founder of the institute, types of

the clients, major problems/complaints, number of the counselors (paid or non-paid) ,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counselors, counseling rooms, audio-video facilities , etc. The

items of data analysis on the university/college counseling centers were as the following:

major area of the director , major area of the collaborating professors, activities conducted

by the center , major complaints of counseling clients , number of the counselors (pai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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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aid) , audio-vidio facilities, etc. The items on the mid-and-high schools were number

of the school counselors and their teaching load in addition to counseling activity.

(2) Counselor Education

Thirty-five departments reported that they were opening counseling psychology or coun

selor education program for Masters Degree and five of them reported that they also had

doctoral program. Most of the departments with counseling graduate program were Educa

tion Department or Psychology Department. Analysis was done on their opening courses,

emphasis area, number of entering or graduating students for the past five years, practicum

institutes, activities for the practicum training, etc.

Regarding school counselors and volunteers at mid-and-high schools, how many of them

were trained for the past five years was reported. In addition , the short-term training

programs for phone counseling centers or other religious institute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educational facility including audio-vidio appliances, their emphasis area of

education, quality of the teachers, etc.

(3) Certification

Three different systems were investigated how they authorize the qualification as profes

sional psychologis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ocial worker (Korean Social

Workers Association) , or youth counselor (Department of Youth and Sport).

Finally, a number of points were discussed regarding these topics and findings: training

of the school counselors and their quality, appointment of the director of universityjcollege

counseling center,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role as professional training agent, the

issues in the short-term training programs, need of financial support to the off-campus

counseling centers, the issues of training and certifying the professional psychologist and

counselor, etc. Related to these discussions, a great deal of practical suggestions were

provided, e.g. ,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counselor education in the graduate level,

legislation of the professional certification systems,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