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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교상담자는 일반상담자에 비하여 더 자주 윤리적 갈등에 직면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중 특히 비밀보장의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 주요
내담자가 미성년자인 학교상담에 있어 비밀보장은 내담자의 권리 뿐 아
니라 학부모, 담임교사, 학교 관리자 등 내담자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
의 입장과 권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은 학교상담자가 비밀보장 예외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
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담자가 참고할 수 있
는 윤리적 지침은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상담자의 잘못된 윤리적 판단
은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상담자의 전문성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로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어떻
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밀보장
갈등 상황에서 윤리적 입장에 따라서 학교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이 어떻
게 달라지는 지를 탐색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윤리적 입장에 따라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
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가설 1-1. 내담자의 입장을 강조할 때 상담자는 비밀을 더 보장하
려는 윤리적 판단을 할 것이다.
가설 1-2. 제 3자의 입장을 강조할 때 상담자는 비밀을 더 공개하
려는 윤리적 판단을 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윤리적 입장에 따라 학교상담자의 비밀 공개 대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대상은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교 및 교육청(Wee Center)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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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중인 전문상담교사 137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연구대상
은 입장서술이 다른 세 종류의 질문지를 무선 배분하여 그 중 어느 질문
지를 읽고 응답하였느냐에 따라 내담자 입장 집단, 제 3자 입장 집단, 통
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7.0을 사용하여 일원 변
량분석 및 빈도분석,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 입장 강조에 따라서 상
담자의 윤리적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 학교폭력과 성문제 상황 모두에서
내담자 입장 집단과 제 3자 입장 집단 간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내담자의 입장을 강조할 때 상
담자는 좀 더 비밀을 보장하려는 판단을 하며, 제 3자의 입장을 강조할
때 상담자는 좀 더 비밀을 공개하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윤리적 입장에 따라서 상담자의 비밀 공개 대상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사안에 따라 공개 대상 빈도 및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학교폭력
의 경우 주로 담임교사에게 공개하겠다는 반응이 많은 반면, 성문제의
경우 담임교사보다는 학부모에게 공개하겠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윤
리적 입장에 따라서 공개 대상 빈도수에 차이를 보였는데, 제 3자 입장
집단의 경우 통제 집단 및 내담자 입장 집단보다 모든 공개 대상에서 높
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내담자 입장 집단의 경우 통제 집단 및 제 3자
집단에 비하여 모든 공개 대상에서 낮은 빈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비밀보장 갈등상황에서 학교상담자가 어느 입장을 주로
고려하느냐에 따라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학교상담자 윤리
교육에 있어 다양한 입장이 반영된 사례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 및 시사
점을 제공한다. 또한 현재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대한 경

- ii -

향성 및 인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비밀보장 관련 윤리 규
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을 학교폭력과 성문제 두 가
지 상황에 대한 가상 사례를 제시하여 확인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문제 유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장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유형을 더
제시하여 윤리적 입장에 따른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비밀보장, 윤리적 판단, 윤리적 의사결정, 학교상담, 상담자 윤리
학 번: 2011-2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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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신뢰로운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필수적인 요소
로 여겨져 왔다(Glosoff & Pate, 2002; Remley & Herlihy, 2005; Lehr,
Lehr & Sumarah, 2007). 비밀보장이 전제될 때 내담자의 자기 개방이
촉진되며 내담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밀보
비밀보장은 상담에서

장은 중요하다(강진령 외, 2009). 청소년이 주 내담자인 학교상담에 있어
서도 비밀보장은 중요한데 비밀보장이 청소년의 상담에 대한 인식 및

태

Reamer(2005)는 비자발적인 청소년과의
상담에서 자기공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비
밀보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다수의 청소
년이 상담실 방문과 도움 요청 행동의 장애요인으로 ‘상담 내용에 대한
노출’을 꼽고 있어(이상균, 2000; 홍혜영, 2006; Hinson & Swanson,
1993) 학교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비밀보장의
문제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교상담에서의 비밀보장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내담자의 비밀을 더

운 측면을 가지고 있어(Glosoff & Pate, 2002) 학교상담자
의 윤리적 판단은 매우 중요해진다. 학교상담자는 일반상담자에 비하여
더 많은 윤리적 갈등 상황에 직면하는 경향이 있으며(강진령, 이종연, 손
현동, 2007; 이종연, 2005; Bodenhorn, 2006) 그 중에서도 특히 ‘비밀보장’
의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된다(Corey, Corey & Callanan,
2007; Davis & Mickelson, 1994; Isaacs & Stone, 1999). 이는 상담의 주
보장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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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서 비 되는데,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Wagner, 1981).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
을 보장해야 함과 동시에 학부모와 교직원의

알

권리를

들의 권리와 요구 사이에서 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인지,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심
존
상담 현장에서(Isaacs & Stone, 1999; Remley, 2002) 학교상담자의 비밀
보장 예외 판단은 상담의 성과와 연결될 뿐 아니라 상담자의 윤리적 책
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CCA,
2006; Herlihy & Corey, 2006a). 그러나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다양한 주
체들의 입장이 반영되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
내담자를 중 으로 학부모, 담임교사, 관리자가 공 하고 있는 학교

서 본 연구에서는 비밀보장 갈등 상황에서 윤리적 입장에 따라 학교상담
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상담자는 학부모가 상담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때, 내담자의 문제가

긴급하고 위험하여 내담자 및 타인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때와 같은 상황
에서 주로 비밀보장 갈등을 경험한다(Lazovsky, 2008). Birdsall와
Hurbert(2000)는 내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사적 자유
(Privacy)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내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담
내용을 알릴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녀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보호자의 천부적 및 법적 권리와 충돌할 뿐 아니라
(Glosoff & Pate, 2002) 내담자와 관련된 주체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구
축해야 하는 학교상담자의 역할에도 어긋난다(ASCA, 2003). 따라서 상
담자는 학부모와 교직원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내담자의 비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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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실정이다.
비밀보장의 문제는 Tarasoff 사건을 계기로 더욱 쟁점이 되었는데,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와 함께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타인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을 경고할 의무를 상담자의 중요한 책무로 규
정하였기 때문이다(Isaacs, 1997). Hermann과 Finn(2002)은 Tarasoff 판
결이 학교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잠재적인 폭력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경고해야 할 윤리적 및 법적 의무가 학교상담자에게 있다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는 학생의 계획과 행동을 실행할 학생의
능력을 검토함으로써 위험도를 평가하고(Costa & Altekruse, 1994) 관련
된 주체들에게 알려야 할 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Capuzzi, 2002;
Stone, 2000) 내담자의 비밀을 섣불리 공개하였을 때,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신뢰로운 상담관계에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다(Isaacs, 1997).
보장하기가 어려

이는 상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담자
의 윤리적

옥진

외,

책무성 및 전문성에도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김
2011) 상담자는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비밀보장 갈등 상황에서 학교상담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Guideline)은 미흡한 실정이므로(손현
동, 2007; 최선 외, 2012; Moyer & Sullivan, 2012) 학교상담자의 비밀보
장 예외 판단은 더 어려워진다.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국내 상담학회 및
심리학회에서 제정된 윤리 강령을 살펴보면, ‘내담자 및 타인에게 위급하
고 위험한 상황’, ‘아동 학대’, ‘법원의 요구’ 의 상황에서 비밀보장이 예
외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이 일반적이고 단순하여 다
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손현동, 2007;
할 지 참고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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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rence & Kurpius, 2000). 이밖에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모델이 여러 학자들을 통하여 제시되어 왔지만(Cottone
& Tarvidas, 2007; Pope & Vasquez, 2007; Welfel, 2006) 대부분의 학교
상담자들이 상담윤리를 단시간의 교육 및 연수만을 통하여 습득하고 있
어(강진령 외, 2007)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복잡한 의사결정
모델을 숙지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신선인, 황혜숙, 2003).
실제로 학교상담자가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윤리 강령이나 법규를 참고하
기보다는 상담자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에 의지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연
구 결과는(강진령 외, 2007) 관련 윤리 지침의 부재로 인하여 상담자가

준

상황이나 주관에 따른 윤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다. 따

떠

준

라서 학교상담자가 어 한 기 으로 윤리적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각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윤
리적 원칙들이 서로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을 뜻하며(Sperry, 2007;
Kitchner, 1984) 상충하는 윤리적 원칙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
문에 상담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떠한 윤리적 원칙이 더 타당하고 적절
한 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김형수, 김옥진, 2009; 서영석, 최영희,
이소연, 2009; Woody, 1990). 즉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은 상충되는 두
가지 윤리적 원칙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
되는 것이다. 윤리적 의사결정모델을 최초로 제시한 Kitchner(1984)는 판
단 과정에서 충돌하는 윤리적 원칙을 파악하고 관련되는 사람의 입장을
윤리적 갈등 상황은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양한 주체들이 연관되어 갈등이 발생하는 학

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상담자가 누구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바라보느냐

교장면에서는 윤리적 판단이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루어 야 하는
의 윤리적 입장이 중요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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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입장에 따라 판단자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은 주로 인지

심

증 왔다.
사람들의 선호

및 사회 리학 분야의 연구에서 자주 시행되어 입 되어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상황을 기술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T sky & Kahnerman, 1981) 관점에 따라 대상자가
상기하고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Anderson &
Pitcher, 1978). 이처럼 관점에 따라 정보의 유용성이나 유관성이 바뀌게
되어 추리방식이 달라진다는 주장은(Gigerenzer & Hug, 1992;
Manketelow & Over, 1991) 판단자가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활성화되는 정보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본다면, 여러 입장들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비밀보장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상담자가 각각의 입장 중 어느 입장을 더 우선시하여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윤리적 원칙 및 정보가 달라질 것이라 추론할 수 있
다. 즉 상담자가 갈등 상황을 명료화하는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상
달라질 뿐 아니라( ver

반된 윤리적 원칙을 상기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떠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어 한 요인에 의하여 상

최근 다소 이루어지고 있지만
(Davis & Mickelson, 1994; Lazovsky, 2008; Lehr & Sumarah, 2007;
Moyer, Sullivan & Growcock, 2012, Moyer & Sullivan, 2008; Mitchell,
Disque & Robertson, 2002) 주로 내담자 및 문제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
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Wagner(1981)는 학부모에게 상
담 내용을 공개하는 데 있어 내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문제가 심각할
수록 상담자가 비밀을 공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학생의
위험 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문제의 유형, 발생 빈도, 지속 기간, 강도,
학교 규정 존재 여부 등이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영향을 미치
담자의 판단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

5-

ull a

al., 2002). 학교장면의 비밀보장은 다
양한 주체들과 관련되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적․맥락적 특성이 상
는 요인으로 보고된다(S iv n et

담자의 윤리적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변인으로 설정되어 다루
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함과 동시에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를 고
려한

균형적인 선택이 요구되는 학교상담에서 윤리적 입장에 따라 학교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교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경
험적인 연구를 제공하고, 학교상담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학교상담자
윤리 교육에 있어 실제적인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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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국내 선행연구들이 주로 학교상담의 전반적인 윤리 문제
를 다루었지만(강진령, 이종연, 손현동, 2007; 강진령 외, 2007; 강진령,
유형근, 2003; 손현동, 진명식, 유형근, 2008, 손현동, 2007; 이종연, 2005;
최선 외, 2012; 최해림, 2002) 구체적으로 비밀보장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였다는 한계에서(손현동, 2007) 한걸음 더 나아가 학교상담
장면의 비밀보장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을
살펴보려 하였다. 이는 비밀보장 갈등이 발생하는 맥락적 상황을 고려하
여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윤리적 입장을 새로운 변인을 설
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더불어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
외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봄으로써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에 영
향을 미치는 윤리적 기준을 발견하고 이를 상담자 교육에 활용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상담자 윤리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비밀보장 갈등상황에서 윤리적 입장에 따라 학교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상담자 윤리 교육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롤 통하여 현재

학교 현장에 재직하고 있는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인식 및 판단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현장 전문가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윤리

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므로 향후 비밀보장 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에 필요한 기초적이고도 경험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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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위에 진술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윤리적 입장에 따라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
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가설 1-1. 내담자의 입장을 강조할 때 상담자는 비밀을 더 보장하
려는 윤리적 판단을 할 것이다.
가설 1-2. 제 3자의 입장을 강조할 때 상담자는 비밀을 더 공개하
려는 윤리적 판단을 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윤리적 입장에 따라 학교상담자의 비밀공개 대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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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상담에서 발생하는 비밀보장 갈등 상황에서
윤리적 입장에 따라서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차이가 있는
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 탐색적으로 확인하여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에 대하여 밝히고 이를 상담자 윤리 교육에 활용하려는 것이
다. 이에 본 장에서는 비밀보장과 상담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개

념 및 관련 선행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나
오게 된 배경을 정리하였다. 이론적 배경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
다. 먼저, 비밀보장과 학교상담의 관련성 안에서 비밀보장 윤리강령과 법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맥락과 관련 주체와의 협력
을 강조하는 사회구성주의 의사결정모델과 최근의 학교상담모델의 관점
에서 비밀보장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학교상담자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탐
규를

색하고자 하였다.

1. 학교상담과 비밀보장
1) 비밀보장의 정의
란 상담자가 상담 중 알게 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존중
하고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비밀보장은 안전한 치료의
기초이며(Grosso, 2002), 비밀이 보장될 때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며
자신을 안정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밀보장은 상담의 필수적
비밀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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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ml y & Herlihy, 2005).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다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비밀을 자유롭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밀보
장은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전문가로서의 의무라 할 수 있다(Keith-Spiegel & Koocher, 1998). 또한
헌법 등 각종 법률에서도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e e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전문가로서 윤리적 의무를 가질 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갖고 있다(강진령 외, 2009).
비밀보장은 사생활보호, 증언거부권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강진령 외, 2009)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밀보
장과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의거하여
비롯된 개념으로 먼저, 비밀보장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상담관계 안에
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
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다 윤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증언거부권은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보다는 좀 더 협의의 개
념으로서 소송 절차에서 상담 내용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
개념이라 할 수 있다(Committee on Professional Practice and
Standards, 2003). 마지막으로, 사생활 보호란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때 시간이나 장소, 방식, 정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헌법
상의 권리로서(Stromberg, Schneider & Joondeph, 1993) 상담을 받고 있
다는 사실 뿐 아니라 상담 기록 등을 내담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공
개할 수 없음을 뜻한다(강진령 외, 2009에서 재인용).

2) 학교상담과 비밀보장의 관계
모든 상담자가

겪는 윤리적 문제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윤리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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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 Vetter,

제는 비밀보장이다(P e

1992). 특히 학교상담자는 일반상담

자들에 비하여 더 많은 윤리적 갈등 상황에 직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

;

5; Bodenhorn,

고되며(강진령 외, 2007 이종연, 200

2006) 그 중에서도

‘비밀보장’의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해결하기 어려워한다(Corey,
Corey, & Callana, 2007; Davis & Mickelson, 1994; Remley, 2002). 이러
한 주요한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학교상담의 주요 고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Wagner, 1981). 우리나라 법률에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자
들을 뜻하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있으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
임지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
라서 사생활을 완전히 보장받는 데 있어 여러가지 제약이 생기는 것이다
(강진령 외, 2009). 그러나 학교상담에서 비밀보장은 청소년의 상담의 태
도 및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
요성이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기를 꺼리는 요소로 비밀보장에
대한 의심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Kuhl, Jarkon-Horlick &
Morrissey, 1997) Hinson과 Swanson(1993)도 비밀누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언급하고 있다. 외국의 연구 결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소년
의 상담 태도 및 인식에 대한 연구(홍혜영, 2006)를 살펴보면, 청소년들
의 상담실 방문의 장애 요인으로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비밀보장’의 문
제를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어 청소년상담에 있어 비밀보장의 문제가 매
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학교상담자는 청소년인 내담자의 입장과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할
뿐 아니라 내담자와 관련된 학부모 및 교직원 그리고 학교 사이에서 윤

책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가중된다
(Corey, Corey & Callanan, 2007). 상담자는 윤리적으로 미성년자인 내
담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이러한 의
리적 및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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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자녀를 위하여 최상의 조치를 취하
려는 부모의 알 권리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Glosoff & Pate, 2002).
무가 상담 과정에 대한 정보를

또한 학교상담자는 교육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담임교사 및 관리자

께

록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Birdsall & Hubert,
200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담자는 학교 관리자에게 자신의 일차 내담
자가 학생임을 분명히 알리며(Glosoff & Pate, 2002)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 뒤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강진령 외, 2009). 이
과정에서 학교상담자는 보다 윤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기 위하여 비밀
와 함

협의하는 중에 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공개하도

보장 관련 윤리강령과 지침을 참고하게 된다.

3) 비밀보장 관련 윤리강령과 법
준

상담윤리강령은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고려해야할 윤리적 기 을

호

제시함으로써 내담자를 보 하고 상담자에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 김은희,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강진령 외, 2009
진령 외(2009)는

Herlihy와 Corey(2006)의

;

호

5

1991 이장 , 199 ) 강

연구를 참고하여 윤리강령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목적을 요약하였다. 첫째로, 전문가들에게
윤리적

품행에

대하여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건전한

것이다. 상담자는

신

윤리 지침을 통하여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전문가로서의 자

습

찰

준

의 모 을 성 하며 가치관을 정리할 수 있다. 둘째로, 윤리 기 은 전문

책무성에 대한 준거 틀(framework)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마지
막으로, 윤리강령은 보다 효과적인 상담 업무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한
다는 점이다.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상담자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
다는 윤리 강령을 통하여 해석과 적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
가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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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와 같은 지침은 상담자가

올바른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

는다.

국내 외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학회의 윤리강령(한국상담심리
학회, 2005; 한국상담학회, 2007; 한국임상심리학회, 2003; 한국학교상담
학회, 2004; 미국상담학회, 2005; 미국학교상담가협회, 2010)에서는 상담
자의 비밀보장 의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내 상담 및
심리학회의 윤리 강령에서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김인규(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각 상담관련학회 상담
윤리규정 표를 참고하였다<표 1>.
현재

<표 1> 각 윤리규정의 내용 비교(김인규, 2004)
영역

국

상담

심리치료

국
카운슬러

학회

학회

협회

한

항목

상담 및

한

미

국

국

미 학교

상담자

상담자

협회

학회

B.부모에
대한 책
임

사회
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

1. 사회

1.사회

관계

관계

8.

타 전문
직과의

2.사회적

책임

관계

타

2. 전문
직과의
관계

D.다른
전문직
과의 관
계

C.동료와
전문가 협
회에 대한

책임
D.학교와

지역 사회
에 대한

책임

F.전문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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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담자

신

자 과
의
관계

상담자
의

태도

전문성
정보
보

호

3.정보의

호

보

1.전문가
로서의

태도

5 .정보의
보호
3.인간

내담자

4.상담수

와의
관계

2.전문적

내담자

복지

2.전문적

태도

3.개인
정보의

호

보

C.전문가
적

.자기에
책임 E대한
평가

B.비밀
보장

권리와

혜자의 존엄성 4.내담자
의 복지 A.상담
복지 에 대한
5. 상담 존중 5.카운슬 관계
링 관계
관계
4.상담
관계

전문적
활동

상담

6. 상담

6.상담

연구

연구

연구

심리
검사

7.

심리
검사

E.평가․

로서의

태도중

전
8.

타 전문

윤리

문제

문제

직과의

대

대

관계 2

(다).
8.윤리문
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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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생에
대한 책임
F.전문직에
대한 책임
중 (2)

사정,
1.전문가

퍼

처

및 출판

심
검사

수 비

처

G.연구

7. 리

교육및

윤리

책임

타

6. 전문

해석
.교육

F
훈련 및
수퍼비
전

H.윤리

직과의

문제의

관계 2

해결

G.기준의
준수
H.자원

학회에서 제정된 상담윤리강령은 대부분 유사한 구조를 기본으로 하

각 학회마다 공통적으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사생활보호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밀보장의 한
계에 대하여는 각 학회마다 명시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손현동(2007)
은 국내 학회와 국내외 문헌에서 비밀보장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국내 학회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내담자
또는 확인된 타인에 대해 위협적인 위험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때’
와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의 두 가지 상황이 비밀보장 예외상황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아동학대의 경우(Remley & Hermann,
2000)’, ‘감염성이 있는 질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해야 할 때(한국상담심
리학회, 2007; Sealander, et al., 1999)’, ‘내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
자의 상담 내용 요청 시(Remley, 2002)’ 는 각 학회나 연구자에 따라 비
밀보장 한계 상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학회나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이 개략적인 지침이나 행동강령만을 다
고 있으며

루고 있어 상담자가 실제 사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김

김옥진, 2009; Pope & Vasquez, 1998).
한편, 비밀보장과 관련된 법률은 크게 비밀보장의무 관련법과 비밀
보장한계 관련법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손현동, 2007). 비밀보장
을 의무로 하는 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들 수 있
는데 헌법 제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경우에도 헌법에 따라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교육기
본법’ 제 23조 3항에서도 “학생의 정보는 당해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
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다고 지적되고 있다( 형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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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및대
책에 관한 법률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등’에 대한 조항은 규정을 어겼을
시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제 20조) 비밀보장이 윤리강령 상의 윤
리적 의무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손현
동, 2007). 비밀보장한계 관련법은 내담자와 타인의 복지를 위하여 비밀
보장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는 경우로, ‘내담자의 권리와 학부모 권
리 간의 갈등’, 아동학대, 청소년 성범죄, 전염성 질병 등과 관련하여 ‘경
고의 의무’, 학교에 ‘보고할 의무’, ‘법정 증언’에 대한 의무가 법률로 제
관한 특례법 에서 비밀보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예

정되어 있다. 특히 학부모의 권리와 같은 경우, 교육기본법의 제 13조 1

항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
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에서 명백하게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8
조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상담자에게 경고의 의무
는 윤리적 책임일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부과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신
고의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비밀보장과 관련된 법률은 이
와 같이 제정되어 있으나 학교상담자들에 대한 의무와 권리에 대한 법률
은 미흡한 편이며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상담자의 비
밀보장과 관련된 윤리강령에 법률적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
아(손현동, 2007) 윤리 강령과 법률이 상충되거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
을 경우, 상담자가 윤리 지침만을 참고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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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상담자와 윤리적 판단
1) 도덕적 원칙
Kitchner(1984, 2000)는 상담자가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주요 윤리 원칙을 제시하였다. 자율성(autonomy), 무
해성(nonmaleficence), 덕행(beneficience), 공정성(justice), 성실성
(fidelity) 및 진실성(veracity)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로 자율성
(autonomy)의 원칙은 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선택,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다. Kitchener(2000)는 자율성의 원칙을 ‘자율적인 개인이 스스로 자신
의 삶과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진술하며 이는 비밀보장에 있
어서 내담자가 바라는 바람에 대하여 상담자가 존중하는 것이라 말하였
다. 두 번째로 무해성(nonmaleficence)은 내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위험 행동을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 무해성의 원칙은 상담과정에서 내담
자가 상담을 시작할 때보다 최소한 악화되지 않도록 상담자는 노력해야
함을 뜻한다(강진령 외, 2009). 세 번째로 덕행(beneficience)은 타인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할 책임이다. 상담자가 좋은 의도로 시도한 것이
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최상의
이익인지를 고려하여 개입해야 한다(Corey, Corey & Callanan, 2007).
네 번째로 공정성(justice)은 전문적 활동을 할 때 어느 한 쪽으로 치우
치지 않고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성실성(fidelity) 및 충실성(veracity)은 전문가로서 정직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성실성은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것
을 뜻하며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포함한다. 상담자는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도덕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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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내담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보다 올바
른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을

2) 사회구성주의 의사결정모델
합리적인 윤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하
여 여러 전문가들은 고려해야할 요소와 절차를 의사결정 모형의 형태로
제시하였다(Corey, Corey & Callanan, 2007; Cottone & Tarvydas, 2007;
Pope & Vasquez, 1998; Welfel, 2006). Kitchner(1984)는 상담자를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모델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데, 앞서 언급하였던 다섯 가
지의 윤리적 원칙과 도덕적 사고 연구(Hare, 1981)를 통합하여 제안하였
다. Kitchner(1984)의 모델은 개인차원의 모델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가
치판단이 아닌 이성적 추론과정을 통하여 객관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하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상담자의

는 의사결정모델이다. 그러나 이후 개인적 차원의 모델 중에서도 주관적
인 판단과

견해를

중시하는 의사결정모델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

한 배경에는 상담 장면에서 서로 상이한 가치와 관련 주체들과의 이해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히 윤리 지침을 따
르기보다는 개인적인 가치와 주관이 포함된다고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
다(서영석, 최영희, 이소연, 2009).
최근에는 상담자의 직관과 주관적 특성을 고려하는 개인적 차원의
모델과 맥락적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사회적 차원의 모델이 강조되고
있다. 그 중 사회구성주의 모델은 사회구성주의 관점의 철학을 기초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이에 적용한 의사결정모델이라 할 수 있다
(Cottone & Claus, 2000; Cottone & Tarvydas, 2007). 이 모델의 관점은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개인의 심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인 과정
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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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모델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개인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단독
으로 결정되기보다는 타인과의 협상과 합의, 중재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주의 의사결정모델에서는 윤리적 딜
레마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
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통합적 의사결정모델에도 반영되는데 당면한 윤
리적 갈등 상황의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하고 갈등 상황과 관련된 당사자
들과의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Tarvydas, 2004). Tarvydas
와 Cottone(1991)은 4수준 맥락 모델을 바탕으로 상담자는 각 수준 뿐
아니라 수준 간에도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주장하였
으로서

다. 따라서 상담자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판단을 내리

당면한 상황적 맥락에 대한 고려, 의
사결정과 관련된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강조한다(서영석, 최영희, 이소연,
는 상담자의 자기 인식 뿐 아니라
2009에서 재인용).

3) 협력적 학교상담모델
학교장면에서의 비밀보장은 학교상담자에게 주어진 역할과도 관련된

날

다. 학교상담의 활성화는 학교상담자에 대한 역할이 분명할 때 일어

5 터 일선 학교에 학교상담자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 년부

합

가 배치되었으나 학교현장에 적 한 학교상담모델의 부재로 인한 역할

혼란이 크다(이상민, 안성희, 2003). 학교상담의 역사가 보다 긴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부터 학교상담의 질적 성장이 일어나면서 학교상담이 개
인적이고, 위기 지향적이고, 반응적인 것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예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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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래 종합적인 학교상담모델이
구축되었다(Baker, 2000; Gysbers & Henderson, 2006; Wittmer, 2000).
미국학교상담자협회(ASCA: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는
2003년 ASCA 학교상담모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는데(ASCA, 2003)
학교상담자의 역할을 “조력자” 또는 “반응하는 자”의 개념에서 학교 제
도에 동참하며 학생의 교육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학교상담자는 상담활동 뿐 아니라 학교상담의 효율
성을 위하여 여러 관련 주체들(관리자,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과의 협
며, 발달적인 접 을 해야 한다는 배경 아

력관계를 가지고 학교 제도적 차원에서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상

민, 오인수, 서수현; 2007에서 재인용).
종합학교상담모형은 학업, 진로, 개인/사회성 발달의 세 가지 수준으
로 구분하고 지도력(leadership)과 옹호(advocacy), 협력(collaboration)과
체제변화(Systemic change)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ASCA
모형의 네 가지 주제를 의미하는데 상담자가 전문가로서의 리더십을 가
지고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을
것이다.

옹호하고 학교

져올

체제의 변화를 가

수 있다고 보는

최근 학교상담의 경향은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담

자와 관리자와의 협력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llams & Wehrman, 2010). 학교상담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서 학교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
(Wi

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교 장면에서 발생하는 비밀보장

금 이들의 입장과 권리는 고려해야 함을 보여

갈등은 학교상담자로 하여

준다. 왜냐하면

관련 주체들과 협력하여 학교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야할 뿐 아니라 이들의 권리와 요구에 대하여

균형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llams와 Wehrman(2010)은 학교관리자와 상담자가 교

하기 때문이다. 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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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서로 긴밀히 연계할 때 내담
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서로 견고한 작업동맹을 형성할 수 있다고 언급
하였다. 따라서 학교상담자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협력적 리더십의 관
점을 가지고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진술하였던 도덕적 원칙, 사회구성주의 의사결정, 협
육적인 체계 안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력적 학교상담모델을 기반으로 비밀보장 갈등상황에서 학교상담자의 윤

살펴보려 한다. 학교상담자는 비밀보장 갈등 상황이 발생하
였을 때, 다섯 가지의 윤리적 원칙을 기초로 의사결정과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장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맥락과 상황 특성을
리적 판단을

고려하여 학부모, 담임교사, 학교관리자의 권리와 요구를 비밀보장 예외

합

판단을 하는 데 있어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종 적 학교상담모델의
관점에 부응하는 것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최선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 및 학교 관리자 등 관련 주체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것

과 관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장면에서 일어나는 비밀보장의 문제

순

존

거

가 단 히 기 의 윤리지침이나 상담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 하여 적용
하기보다는 관련 주체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따라서 학교상담에서 비밀보장 갈등상황이

벌어졌을

취한다.

때 내담자의 입장

뿐 아니라 관련 주체인 학부모, 담임교사, 학교관리자의 입장을 고려하였
을 때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상담자의 윤리와 관련된 연구는 상담윤리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의

증가와 함께 최근

R ml y Hermann & Huey,

다수 수행되고 있다( e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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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그 중 비밀보장과 관련된 학교상담자의 윤리적 판단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윤리적 갈등 상황을 제시한 후 상담자가 비밀보장을 예외로

떠

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 주로 어 한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ag
련한 윤리적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의사결정과정에서 무엇을 가장 고
려하는지를 탐색하였는데 그 결과 상담자는 내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비밀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Issacs(1999)는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 상담자가 비밀보장 예외을
고려하는지 초점을 맞추었는데,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비밀보장에 대한
응답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학교상담자는 우울이나 낙태
의 문제보다 자살이나 폭력의 문제를 제시하였을 때 더 심각성을 인식하
였으며 그 결과 더 쉽게 비밀보장을 예외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W ner(1981)는 학교상담자가 비밀보장과 관

이러한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은 문제 유형 뿐 아니라 상담자가 재직하고

급
졌
상담자일수록 더 쉽게 비밀을 학부모나 관리자에게 공개하는 경향이 있
있는 학교 에 따라서도 달라 다. 특히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학교
었는데 이는 비밀보장을 예외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담자의 연령이 주요

알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Moyer과
Sullivan(2012; 2008), Issacs와 Stone(1999)의 연구에서도 내담자의 연령,
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상담자가 보다 학부모에게

제시된 문제 유형에 따라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국내에서 진행된

학교상담자의 비밀보

장 예외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학교상담자가
더 많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비밀을 공개하는 것 또한 초등
학교보다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강진
령, 이종연,

손현동, 2007) 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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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초등학교에 학교상담자가 배치되어 있지
고 있을 수 있으나

않은 현실을 반영하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Moyer과 Sullivan(2012; 2008)은 학교상담에서 비밀보장의 문제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위급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비롯하여 상담자에
게 ‘경고의 의무’가 부여되면서 일어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적
인 상황이 아닌 특정한 문제 행동에서 상담자의 예외 판단이 어떻게 달

살펴보았다. 내담자가 위험한 행동에 대하여 상
담자에게 보고하였을 때 상담자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뒤 학교
라지는 지를 구체적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상담자
는 내담자의 문제가 학교 규정과 관련되어 있을 때 더 비밀을 공개하겠
다고 보고하였으며, 학부모보다는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하겠다고 응답하
였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관련 학교 규칙이나 규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비밀보장 예외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쉽다고 여

렇 않을 때에는 상담자의 윤리적 해석에 의존하게 되므로
상담자 개인의 가치나 신념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고 언급하였다.
상담자가 비밀보장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가치를 중
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Lazovsky, 2008; Moyer,
Sullivan & Growcock, 2012). Lazovsky는 이스라엘의 학교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 18가지의 갈등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
기는 반면 그 지

문제 유형에 따라서 비밀보장을 유지할 것인지 예외할 것인지에 응답하

떠 근거로 선택하였는지

위험한 행동 및
상황에서 비밀을 보장하기 가장 어려워하였으며, 그 근거로는 윤리적 근
거를 고려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불법 행동에 있어서는 법률적 근거를
가장 많이 고려하였다. Moyer, Sullivan과 Growcock(2012)은 내담자의
고 어 한

적게 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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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행동을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할 때 문제의 심각성, 내담자 보호,
법 준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하였다. 이는 불법 행동과 관련하
여 비밀보장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고의 의무가 가장 우선시될 가능성
을 시사한다.
비밀보장 갈등 상황에서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과 관련된

만 국내에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지

학교상담자의 윤리에 대한 연구는

않은 실정이다(강진령, 이종연,
손현동; 2007). 학교상담자 윤리강령에 대한 연구(최선 외, 2012), 학교상
담자가 실제 어떤 윤리적 갈등에 가장 많이 직면하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강진령, 이종연, 손현동, 2007), 비밀보장과 관련된
현행법을 고찰한 연구(손현동, 2007), 학교상담자의 윤리 교육정도와 인
지 정도를 탐색한 연구(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 2007), 학교상담
자들이 갖는 특수한 윤리적 갈등과 책임을 밝히는 연구(이종연, 2005),
비성적인 이중관계 문제와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한 연구(강진령, 유형근
2003), 윤리적 갈등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식과 관련된 기초연구(최해림,
2002)가 진행된 상황이다. 상담윤리와 관련된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었
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상담을 현장으로 전반적인 윤
아직 시작하는 단계로 관련 연구가 많지

리적 상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별

비밀보장이라는 특 한 상황에 대해서 초점을

손

맞춘 연구는 미약한 실정

이며( 현동, 2007) 비밀보장 예외에 대하여 학교상담자가 어떻게 판단
하는 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학교 장면에서
의 윤리적 갈등 상황은 두 가지 이상의 윤리 원칙이나 권리가

긴

충돌하여

생 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에 내담자의 특
성 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의 권리와 입장이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영향
을

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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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설정되지

않았던 사회적 맥락과 관련 주체들의 입장을 변인으로

설정하고 윤리적 입장에 따라서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어
떻게 달라지는 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 2 -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경기도 지역의 중․고등학교 및 교육청(Wee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에는 2005년 초․중등 교육법 개정 이후 임용된 전문상담(순회)교
사와 2007년 이후 임용고사를 통하여 학교로 발령을 받은 전문상담교사
가 해당된다. 경기도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전문상담교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2013년 6월 기준 389명) 연구자는 대상자를 표
집하기에 대표적인 지역이라 간주하고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012년 12월 초에 시행되었던 경기도 전문상담교사 총회 및 연
수회장에 참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집되었다. 총 243명에게 질문지가
배포되었고 이 중 145명의 질문지가 회수되어, 이 중 불성실 답변 설문
지 8매를 제외한 총 137명의 자료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여 자료로 활용
Center)에서

하였다.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10명(7.2%),
여자 127명(92%)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연령은 만 23세에서 57세(평균
39.7, 표준편차 9.8)로 분포하였다. 전문상담교사경력은 최소 2개월에서 7
년 6개월(평균 2.0, 표준편차 2.3)까지 분포하였다. 소속기관은 중학교 96
명(69.6%), 인문계 고등학교 19명(13.8%), 전문계 고등학교 8명(5.8%),
교육청(Wee Center) 11명(8.0%), 기타 3명(2.2%)으로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상담교사가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한 정보는 <표 2>, <표 3>에 제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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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참여자의 성별, 소속기관
성별
소속기관
구
중학 인문계 전문계
인원
남
여
분
교
고
고
전
체

137

10
(7.3)

127
(92.7)

96
(70.1)

19
(13.8)

<표 3> 연구 참여자의 연령, 학력
구
분
전
체

연령

인원
137

표준 학사
평균 편차 졸업
39.7

9.8

44
(32.1)

8
( .8)

5

속

소 기관
석사
석사
과정
2
(18.2)

5

졸업
65

(47.4)

교육청

타

기

11
3
(8.0)
(2.2)
단 : 명( )

위

%

박사 박사
과정
졸업

1
2
(0.7)
(1.4)
단 : 명( )

위

%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내담자 입장을 강조하여 서술된 질문지, 제 3
자의 입장을 강조하여 서술된 질문지, 상황

만 기술된 질문지 중 연구 참

여자가 어느 질문지에 응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내담자 입장 집단,
제 3자 입장 집단, 통제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례수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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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별 연구 참여자 사

<표 4> 실험 집단 구성
구분
내담자 입장 집단
제 3자 입장 집단
통제 집단

총합

사례수
41
2
44
137

5

%

백분율( )
29.9
38.0
32.1
1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비밀보장 갈등 상황에서 윤리적 입장에 따라 학교상
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상

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 질문지 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1) 연구 자극
(1) 가상 갈등 사례
본 연구에서는 학교 장면에서 발생하는 비밀보장 갈등 사례로 학교

돌림), 성문제 두 문제 유형을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Issacs &
Stone, 1999; Lazovsky, 2008; Sullivan & Moyer, 2008)에서 윤리적 갈
등상황으로 제시된 문제 유형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한국적 학교
상황에 그대로 접목하기 어려운 유형들이 많았다(마약, AIDS, 성관계
등).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문제 유형 중 한국 학교 현장에서 자
주 발생하며 사회적인 문제 인식이 높은 학교폭력 및 따돌림(최수미, 김
동일, 2010)을 대표 문제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문제의 유
폭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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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형에 따라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달라질 가 성이 있으므로 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외 성문제를 하나 더 선정하여 제시하였

다. 학교폭력이 학교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성문

만 상담자가 가장 대처하기 어려워하

제는 발생하는 빈도는 그보다 낮지

o

는 문제로 보고되고 있어(St ne, 2000) 갈등 상황 사례로 적절하다고 여

표 문제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기고 대

립

가상 갈등 사례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대 되는 주체들의 입장이

록 기술하였다. 학교폭력 사례는 지속적으로 학급 친
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이야기이며 성문
제 사례는 동아리 선배와 원치 않은 성관계 이후 임신을 고민하고 있는
잘 반영될 수 있도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먼저, 내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제작된 사례는 먼저 갈등 상황을 통제 집단과 같이 그대로

앞

뒷부분에는 비밀보장을 예외할 것인지에 대
하여 상담자가 내담자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하여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부분에 기술하였으며 서술의

기술하였다. 반면, 제 3자의 입장이 반영된 사례는 갈등 상황에 대하여
통제 집단과 같이

앞 부분에 그대로 기술한 뒤, 비밀보장을 예외할 것인

지에 대하여 상담자가 학부모, 관리자, 다른 학생, 상담자 등 제 3자의

민

극

권리와 입장을 고려하여 고 하고 있는 상황을 서술하였다. 연구 자

최대한 통제하기 위하여 사례를 동
일한 방식과 구조로 기술하였으며 사례의 길이도 비슷하게 맞추었다. 연
구 자극은 [그림 1], [그림 2]과 같다.
외에는 다른 변인들이 작용하는 것을

K씨는 학생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면서, 비밀이 보장되기를 원
하는 내담자의 마음이 충분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돌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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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교사들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만약

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알려질 경우
이후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도 무시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여
러차례 비밀보장을 당부하였던 내담자가 상담내용이 알려졌다는 사실
을 알고 난 뒤에 다시 K씨를 찾아와 이야기할 지도 염려스러웠다. 이
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상담실이 ‘무엇이든 믿고 말할 수 있는 공간’
이 아니라 ‘비밀이 공개될 수도 있는 곳’ 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
다. K씨는 내담자가 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등을 상담에서 함께 연습을 해보는 것
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 1] 내담자의 입장 서술 예시
내담자가 교사에게 이야기를

K씨는

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단순히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
안으로 보이지 않아 고민이 되었다. 최근 뉴스에도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 혹시나 내담자가 괴롭힘이 심해 자살을
하지는 않을지, 가해학생에게 복수한다고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었다. 또한 따돌림의 특성상 혼자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잘 없어지지 않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
다. 만약 내담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면서도 밝히지 않다가 혹여 불미
스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학부모나 교장으로부터 ‘미리 알고 있었으면
서 왜 말하지 않았느냐’ 고 K씨를 불러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었
다. 내담자 외에도 다른 학생이나 제 3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따돌림
이라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가 비밀을 보장하기를 원하고 있지

[그림 2] 제 3자 입장 서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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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1) 가상 사례에 대한 질문지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Issacs & Stone, 1999; Lazovsky,
2008; Sullivan & Moyer, 2008) 사용된 척도를 참고하여 각 사례에서 비
밀을 공개할 것인지 묻는 질문 1문항, 공개한다면 내담자를 둘러싼 관련
주체들(학부모, 담임교사, 학교장) 중 누구에게 공개할 것인지를 묻는 질
문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서 중요하
게 고려한 윤리적 가치 10문항을 관련 윤리강령 및 선행연구결과를 통하
여 추출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가 자극에 따라 적절하게 반
응하였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각 사례에 따른 질문은
12문항이 제시되었으며, 총 24문항이 사용되었다.
첫 번째 문항의 척도는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상당히 그
렇지 않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다소 그렇다, 5=상당히 그렇다, 6=매
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이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7점 척도가 아닌 6점
척도로 한 것은 예외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게 함으로써 중간(보통)에 반
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문항의 경우에는 학부모, 담임
교사, 교감 및 교장을 객관식 문항으로 제시하고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기준으로
총 10가지의 윤리적 가치들로 구성된 문항(내담자의 뜻, 상담의 관계, 내
담자의 안전, 학교장의 알 권리, 부모의 알 권리 등)을 제시하고 이에 5
점 척도(1=‘매우 중요하지 않다’∼5=‘매우 중요하다’)로 응답하도록 하였
다.

- 31 -

(2) 가상 갈등 사례 평정 질문지
본 연구는 실제로 발생한 상담 사례가 아니라 학교상담자가 경험할

살펴보기 위
한 연구이므로, 가상 사례가 내용면에서 대표성이 있고 보편적이며 타당
한지 평정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또한 사례에 내담자의 입장이나 제 3자
의 입장이 잘 반영되었는지 평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상담사례 제작을 위하여 사용된 평정
질문지(김원중, 1993; 선혜연, 2008)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수정하여 다시
평정질문지를 제작하였다. 평정질문지는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로 응답하
도록 제작하였다. 질문지의 세부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질문지 제작 후 상담전공 박사과정 및 수료자 3인에게 가상 갈등 사
례에 대한 전문가 평정을 받았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6점 이상을 받
법한 가상 사례를 제시하여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을

아 제작된 가상 갈등 사례는 실제 학교 장면에서 발생할 법하며, 연구

극

자 에 따라 내담자의 입장 및 제 3자의 입장이 잘
단되었다. 따라서

드러내고 있다고 판

평정된 가상 갈등 사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3) 질문지 제작 절차
위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먼저 비밀보장 갈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비밀보장 관련 선행연구(강진령 외, 2007; 손현동, 진명식, 유형
근, 2008; Davis & Mickelson, 1994; Lazovsky, 2008)에서 사용되었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용된 사례들이 본 질문지에 사용하기에는
길이가 너무 짧거나 단순하고 한국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밀보장 관
본 연구에 사용될 질문지를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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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관련
선행연구(Issacs & Stone, 1999; Lazovsky, 2008; Sullivan & Moyer,
2008)에서 거론된 문제 유형 중에서 현재 한국의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
이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지는 학교폭력(따돌림) 문제와(최수미, 김동일,
2000) 학교현장에서 상담자가 가장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로 여겨지
는 성문제(Stone, 2000)를 선정하였다.
문제 유형을 선정하고 난 뒤에는 연구자가 직접 비밀보장과 관련한
갈등상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가상사례를 연구 자극에 따라 세 가지
버전(Version)으로 작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문제의 심각성 및 내담자
련 갈등상황을

의 연령에 따라서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

ag

애매모호하지만 충분히 고민이
될 법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대립되는 입장의 차이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극의 수준을 조정하였다. 작성된 갈등 사례는 이후 상담전공
박사과정 및 수료자 3인에게 ‘비밀보장 갈등상황으로 적절한지’, ‘집단별
로 연구 자극이 잘 구별되어 표현되었는지’, ‘연구 자극의 길이는 적정한
지’ 등을 기준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검토 결과 모든 문항에서
세 명의 평정자에게 모두 6점 이상을 받았다.
또한 갈등 사례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것인지’, ‘몰입은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학교상담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상담교
사 3인(중학교 소속 1명, 전문계 고등학교 소속 1명, 교육청 소속1명)에
게 내용 검토를 요구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다시 수정 및 보완을 거쳤고,
이후 최종적으로 상담전공 교수 1인의 검토를 거쳐 질문지를 완성하였
(W ner, 1981)를 참고하여 갈등 상황은

다.

완성된 질문지는 실제로 풀기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해하는 데 용이
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담 전공 석사 1학년생 9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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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테스트를 거쳤다. 그 결과 사례와 문항을 이해하기에 문제가 없
음이 드러나 최종적으로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Pi t)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사례

검토



학교현장에 적절한 문제 유형 선정(학교폭력, 성문제)


가상 사례 작성


박

타당도 검토

전문가(상담전공 사, 학교상담자) 내용


상담전공 대학원생 대상

파일럿(pilot) 테스트



완 거쳐 질문지 완성

수정 및 보 을

[그림 3] 질문지 제작 절차

3. 연구절차
1) 연구 도구 제작
(1) 사례 선정

떠

윤리적 입장에 따라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어 한 차
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사례들을

그 결과 대다수의 사례들이 비밀보장 갈등상황을 중점적으

로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짧게 다루고 있었고, 길이가 너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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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갈등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의
학교상황과는 맞지 않는 마약, AIDS 등의 문제들이 있어 한국적 학교장
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잘 접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사
서

례를 직접 개발하였다.

(2) 내용타당도 검토 및 문항 수정․보완
가상 사례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 두 집단에게 내용
타당도 검토를 부탁하였다. 먼저 첫 번째 집단은 청소년 상담 경험이 있
으면서 총 상담경력이 5년 이상인 교육상담 전공 박사생(박사과정생 1
명, 수료생 2인)이다. 첫 번째 집단에게는 사례가 ‘비밀보장 갈등상황이
적절하게 표현되었는지’, ‘자극이 집단별로 잘 구별되어 작성되었는지’,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를 기준으로 검토를 부탁하였다. 질
문지는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검토 결과 모든 문항에 있어 6점 이상
의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폭력(따돌림) 사례에서 문제의 심
각성이 다소 약하다는 반응이 있어 자극의 강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다시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실제 학교 현장에 있는 전문상담교사 3인
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거쳤다. 학교상담경력이 5년 이상으로 구성된 전
문상담교사 3인(중학교 상담교사 1명, 고등학교 상담교사 1명, 교육청

‘
난 법한 적절
한 사례인지’, ‘몰입은 잘 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를 하였다. 검토 결과
사례가 학교 현장의 갈등 사례로 매우 적절하며 몰입이 잘 된다는 평가
를 받았다. 검토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사례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상담전공 교수 1인의 검토를 받아 사례를 완성하였다.
Wee Center 상담교사 1명)은 사례가 학교 장면에서 일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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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제작

극

설문지는 연구 자 으로 설정된 윤리적 입장에 따라서 내담자 입장
집단, 제 3자 입장 집단, 통제 집단(상황 기술)의 세 가지 다른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내담자의 입장이 반영된 사례로 구성된 질문지, 학부모 및

만 기술
되어 있는 통제 집단 질문지의 총 세 가지의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문항
은 관련 선행연구(Issacs & Stone, 2001; Lazovsky, 2008; Sullivan &
Moyer, 2008)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가상 사례를
제시한 뒤, ‘위의 상황은 비밀보장의 예외상황으로 내담자와 관련된 누군
가(학부모, 담임교사, 학 교장 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
담내용을 알린다면, 누구에게까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
답가능)’의 두 문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불성실한 응답이 아닌지 확인하
기 위한 용도로 비밀보장 예외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우선시한 윤리적 가
치가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하여 자료 분석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학교장 등 제 3자의 입장이 반영된 사례로 구성된 질문지, 상황

2)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실시
극

연구자 에 따라서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차이가 있는

위하여 실제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12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대상자가 많지 않고, 연구
자극에 따른 상담자의 예외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이 컸으므로 통제 집단을 제외한 내담자 입장 집단과 제 3자 입장 집단
에 각기 6명씩 배정하였다. 사전 연구 참여자가 질문지를 읽고 응답하는
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데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내담자 입장 집단과 제 3자 입장 집단 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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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만

느 정도 차이를 발 할 수 있었다. 내담자 입장 집단의 경우 3점 미

=별로 그렇지 않다)의 척도에 응답하여 비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
이는 반면, 제 3자 입장 집단의 경우에는 5점 이상(5=상당히 그렇다)에
응답하는 반응이 많아 비밀을 공개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자극에 따라 상담자의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
하고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3

3) 질문지 배포
포

질문지 배 는 2012년 12

월

던

초에 시행되었

경기도 전문상담교사

총회 및 연수회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당초 약 300여명의 상담교사
가 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상 악화로 인하여 예상보다 적은 약 250여
명의 상담교사가 연수회장에 참여하였다. 질문지는 연수가 시작되기 전

총 243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지를 무선 배포하였으며 연수가 끝난
뒤 약 145매의(59%)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 답변 설문지 8
매를 제외한 총 137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비밀보장 갈등 상황에서 윤리적 입장에 따라
서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위하여 강조하는 윤리적 입장에 따라 비밀보장 예외 판단 응답의
평균을 산출하고 집단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변
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집단 간 비밀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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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예외 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집단

별 차이를 보기

위하여 사후검정(Scheffe)을 실시하였다. 또한 윤리적 입장에 따라 비밀
공개 대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각 사례별로 총 응답 빈
도와 백분율을 산출한 뒤 다시 집단별로 빈도를 산출하였다. 자료 분석
에는 SPSS 17.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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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윤리적 입장에 따른 비밀보장 예외 판단 차이
돌림), 성문제를 제시한 뒤
측정한 비밀보장 예외 판단 점수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비밀보장 갈등 상황 사례로 학교폭력(따

같다.

<표 5> 집단별 비밀보장 예외 판단 점수의 기술통계
학교폭력(따돌림)
성문제
집단
n(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
차
내담자 입장 집단
41
4.56
.867
4.10
1.446
제3자 입장 집단
52 5.23
.807
4.90
1.015
통제집단
44
5.07
.950
4.43
1.371
합계
137
4.98
.911
4.51
1.307
돌림)사례에 대한 비밀보장 예외 판단의 총 평균은
4.98로 나타났다. 이는 6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상당히 그렇지
않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다소 그렇다, 5=상당히 그렇다, 6=매우 그
렇다)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당히 그렇다’에 해당한다. 학교폭력(따돌
림)사례에 대한 집단별 평균은 내담자 입장 집단, 통제 집단, 제 3자 입
장 집단의 순서로 평균이 높아지고 있다(내담자 입장<통제<제 3자 입
장). 표준편차는 .8점대로 나타났다.
먼저 학교폭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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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집단별 비밀보장 예외 판단 평균 차이

총 평균은 ‘다소 그렇다’
와 ‘상당히 그렇다’ 중간의 반응에 해당되는 4.51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폭력(따돌림)사례의 총 평균에 비하여 다소 낮은 점수이다. 집단별 평균
은 학교폭력(따돌림)사례와 마찬가지로 내담자 입장 집단, 통제 집단, 제
3자 입장 집단의 순서로 점수가 높아졌다(내담자 입장<통제<제 3자 입
장). 표준편차는 학교폭력(따돌림)사례에 비하여 다소 높은 1.0대로 나타
났다.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
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성문제 사례에 대한 비밀보장 예외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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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결과(학교폭력)
평균
유의
문제유형
제곱합 자유도
F
제곱
확률
집단-간 10.811
2
5.405 7.092 .001
학교
폭력
집단-내
(따
)
계

돌림

합

102.124

134

112.934

136

.762

.010

<표 6>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따돌림) 사례에 대한 집
단별 비밀보장 예외 판단 점수의 차이는 F 통계값이 7,092, 유의확률은
.001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윤리적 입장에 따라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결과(성문제)
평균
문제유형
제곱합
자유도
F
제곱
집단-간 15.309
2
7.655
4.728
성문제

집단-내

합계

216.924

134

232.234

136

별

성문제 사례에 대한 집단
제시되었다.

F

값

유의
확
.010

률

1.619

<표 7>에
유의수준 .05에서 윤

비밀보장 예외 판단 차이는

통계 이 4.728, 유의확

률 .010으로,

리적 입장에 따라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돌림), 성문제 사례 모두에서 집단별 비밀보장 예외 판단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She ffe 사후검정을 실시
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표 9>에 각각 제시하였
학교폭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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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8>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대한 집단간 사후검정(학교폭력)
95% 신뢰구간
집단(I)
집단(J)
평균차(I-J) 표준
오차 하한값 상한값
제3자
-.670**
.182
-1.12
-.22
내담자
입장
입장
통제
-.507*
.189
-.98
-.04
학교
내담자
.670**
.182
.22
1.12
제3자
폭력
입장
입장
(따돌
통제
.163
.179
-.28
.61
림)
내담자
.507*
.189
.04
.98
입장
통제

*p < .05, **p < .01

제3자
입장

-.163

.179

-.61

.28

윤리적 입장에 따른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의 사후비교분석

돌림)사례에서 내담자 입장 집단과 제 3자 입장 집단
간에 비밀보장 예외 판단의 평균차는 -.670이고 유의확률은 .002로 나타
났다. 또한 내담자 입장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비밀보장 예외 판단의
평균차는 -.507로 유의확률은 .031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수준 .05에서
결과, 학교폭력(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은 내담자 입장 집단과 제 3자 입장

타났다.

집단, 내담자 입장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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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대한 집단간 사후검정(성문제)
95% 신뢰구간
집단(I)
집단(J)
평균차(I-J) 표준
오차 하한값 상한값
제3자
-.806*
.266
-1.46
-.15
내담자
입장
입장
통제
-.334
.276
-1.02
.35
내담자
.806*
.266
.15
1.46
제3자
입장
성문제

입장

통제

*p < .05

통제
내담자
입장
제3자
입장

.472

.261

-.17

1.12

.334

.276

-.3

5

1.02

-.472

.261

-1.12

.17

성문제 사례에서 윤리적 입장에 따른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
의 차이를 사후비교분석한 결과, 내담자 입장 집단과 제 3자 입장 집단

평균차는 -.806이고 유의확률은 .012로 나타
났다. 따라서 성문제 사례의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은 내담자 입장 집단과 제 3자 입장 집단으로 나타났
간에 비밀보장 예외 판단의

다.

2. 윤리적 입장에 따른 비밀 공개 대상 차이
각 사례에 따라 상담 내용을 공개하는 대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0>과
[그림 5]에 제시되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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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사례별 비밀공개 대상 빈도와 백분율(중복응답가능)
학부모
담임교사
교감 및 교장
응답수
빈도
% 빈도 % 빈도 %
학교
폭력

274

108

39.4

130

47.4

36

13.1

성문제

199

111

55.8

63

31.7

2

5

12.6

[그림 5] 사례별 비밀 공개 대상 빈도 차이

누구에게까지 공개하겠느냐의 질문에 중복 응답
학교폭력(따돌림)에 응답한 수가 274개, 성문제에 응답한

비밀을 공개한다면
하게 한 결과

수가 199개로 학교폭력 사례에서 응답수가 더 많았다. 그 중 학교폭력

돌림)의 경우 공개대상으로 담임교사에게 공개하겠다는 빈도가 130으
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7.4%를 차지하였다. 이후 학부모가 108로
39.4%, 교감 및 교장은 36으로 13.1%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으로는 공개
(따

대상으로 학생부장(7명), 학생부 관련 교사(1명), 학교폭력전담교사(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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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관계자(1명)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있었다.
성문제의 경우에는 공개 대상으로 학부모에게 공개하겠다는 빈도가

55.8%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담임교사가
63으로 31.7%를, 교감 및 교장은 25로 12.6%를 나타냈다. 기타 답변으로
는 보건교사(3명), 성상담소(6명), 경찰(1명)으로 나타났다. 사례에 따른
공개 대상 비율은 [그림 6]과 [그림 7]에 제시하였다.
111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그림 6] 비밀공개 대상 비율 차이(학교폭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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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밀공개 대상 비율 차이(성문제)

알
<표

이후 윤리적 입장에 따라 비밀을 공개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는지
아보기

>

위하여

집단

별

공개 대상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11 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윤리적 입장에 따른 비밀공개 대상 빈도수(n) 차이
집단
유형
내담자
입장
제3자
입장
통제

총

빈도수

학부모

학교폭력
담임
교 및
교사
교장

감

학부모

성
담임
교사

교 및
교장

감

31

40

4

34

18

4

41

50

17

43

27

11

36

40

1

5

34

18

10

108

130

36

111

6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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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름

빈도수를 산출한 결과 집단에 따라서 공개 대상 경향성이 다 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모든 비밀 공개 대상 영역에서 제 3자 입장 집단이 내
담자 입장과 통제 집단에 비하여 빈도수가 높았다. 반면, 내담자 입장 집
단은 제 3자 입장과 통제 집단에 비하여 모든 비밀 공개 대상 영역에서
빈도수가 낮았다. 통제 집단은 내담자 입장 집단과 제 3자 입장 집단 사

준하는 빈도수를 보였다. 집단별로 비밀을 공개하겠다는 대상에 차
이가 있는지를 더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막대그래프로 이를 비교하
이에

였다.

[그림 8] 집단별 비밀공개 대상 빈도의 차이(학교폭력)

결과를

살펴보면

[ 림 8})

학교폭력의 경우( 그

학부모, 담임교사에게

슷

공개하겠다는 빈도수가 내담자 입장과 제 3자 입장 집단 간에 비 한 폭

승

감 및 교장에게 공개하겠

으로 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
중 특히 내담자 입장 집단이 교감 및 교장에게 공개하겠다는 질문에 가
다는 빈도수는 세 집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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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낮은 응답 빈도수를 보여 다른 집단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는 제 3자의 입장이나 통제 집단에 비하여 내담자의 입장을 강조

감 및 교장에게 보고하는 데 있어 신중해지고 있

하였을 때, 상담자가 교
음을

뜻한다.

[그림 9] 집단별 비밀공개 대상 빈도의 차이(성문제)

감

[ 림 9]) 학부모, 담임교사, 교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공개

학교폭력과 같이 성문제의 경우에도( 그

순서로 응답의 빈도수가
대상에 있어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 담임교사에
및 교장의

게 공개하겠다는 반응에 있어서는 통제 집단과 내담자 입장 집단 간 빈

없었으며, 교감 및 교장에게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
3자 입장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빈도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도수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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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비밀보장 갈등상황에서 윤리적 입장에 따라 상담자의

살펴보고 그 차이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밀보장 갈등상황을 대립되는 두 주체의 권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리와 입장 중에서 어느 주체의 입장을 더 우선시하느냐의 문제라고 전제
하고 갈등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윤리적 입장

극

을 연구 자 으로 설정하였다. 갈등상황 사례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

곤란함을 느끼는 학교폭력과 성문제 두 사
례를 대표 유형으로 선정한 뒤 연구 자극에 따라서 내담자 입장 집단,
제 3자 입장 집단,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연구결과 강조하는
교상담자들이 자주 경험하고

윤리적 입장에 따라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밀보장
갈등 상황에서 어느 주체의 입장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상담자의 비밀보

능

준

장 예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 성을 보여 다.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사례에 따른 비밀보장 예외 판단 경향성 논의
먼저 학교상담자는 학교폭력과 성문제 두 가지 사안 모두에서 4점

=

렇

평균을 보여주어 기본적으로 비밀을 공개하겠다
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담자가 학교폭력과 성문제
이상(4 다소 그 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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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위험성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학

교폭력 문제에서 보다 상담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학교 구
성원 사이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는 선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미형 외, 2009). 또한 전문상담교사가 도입된

률 근거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었다는 점을(손현동,
2007) 생각해 보았을 때 학교상담자 스스로도 자신의 주요한 역할 중 하
나로 학교폭력예방을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법 적

그러나 성문제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비하여 비밀을 공개하겠다는
반응이 낮아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성문제는 보

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고, 성문제가

처

발생하였을 때 상담자 또한 어떻게 대 해야할지 갈등을 많이 경험한다

o

는 선행연구 결과는(St ne, 2000) 상담자가 성문제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성문
제 사례에서 비밀보장 예외 판단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는 결과에서도 뒷
받침된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련 기
관에 보고해야할 의무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8조,
행동해야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 이

2006) 학교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자들 간에 비밀을 공개

능

해야겠다는 공통된 의식이 형성되었을 가 성이 있는 반면, 성문제는 수

신고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 보고하지 않는 응답률이 많
다(Stone, 2000)는 측면은 상담자들 간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사 기관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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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적 입장에 따른 비밀보장 예외 판단 차이 논의
연구 결과 강조되는 윤리적 입장에 따라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
외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상담자는 내담자의 입장을

강조한 사례를 읽었을 때 다른 집단(제 3자 입장 집단, 통제 집단)에 비
하여 보다 비밀을 보장하려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제 3자 입장을 강조한
사례를 읽었을 때는 다른 집단(내담자 입장 집단, 통제 집단)에 비하여
비밀을 공개하려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 사례와

타났다. 이는 객관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입장을 고려하여 바라본 상황인가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정보가 달라진다는 관련 연구 결과가(Kahneman &
Tversky, 1979; 1984)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도 적용됨을 보여
준다. 학교상담은 그 특성상 내담자를 둘러싼 여러 주체들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학부모, 담임교사, 관리자와 요구에 대하여 존중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교상담자가 누구의 입장에 서
서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각각의 입장과 관련된 윤리적 원칙들을 활
성화하게 되어 위험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렇듯 학교상
성문제 사례 두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

담자의 윤리적 판단이 강조하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학교상담자가 주체적으로

준

갖고 있는 윤리적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을 보

여 다. 특히 학교 폭력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밀을 공개해야 한다
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담자 입장에서 상황을 보게 하였을 때 통
제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능

상담자가 내담자의 권리에 대하여 간과할 가 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학교 상담자 윤리 교육에 있어서는 상담자로서의 내담자의 권리 및 상담
관계에 대한 윤리적 직무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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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윤리적 입장에 따른 비밀 공개 대상 차이 논의
막

마지 으로 윤리적 입장에 따라 상담자의 비밀 공개 대상의

범위에

별 전체 응답수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이 성문제에 비

차이가 보였다. 사례

하여 더 많았는데 이는 성문제를 보다 개인적인 것으로, 학교폭력을 보
다 공적인 것으로 상담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더 많은 대상에게 공개해야겠다는 반응

준
감 및 교장의 순서
(담임교사>학부모>교감 및 교장)로 비밀을 공개하겠다는 반응이 많으며
성문제의 경우에는 학부모, 담임교사, 교감 및 교장의 순서(학부모>담임
교사>교감 및 교장)로 비밀을 공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학교폭력의 경우 문제의 특성상 학교 현장에서 발생
하기 때문에 담당교사 및 학교 관리자와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성문제의 경우에는 보다 사
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길 수 있고, 임신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의 의무가 더 중요해지므로 담임교사보다는 학부모에게 정보를
을 보여 다. 학교폭력의 경우 담임교사, 학부모, 교

공개하겠다는 상담자의 응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례 모두에서

감 및 교장에게 비밀을 공개하겠다는 반응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
교에서 학교 관리자나 동료교사에게 정보 공개 요구를 많이 받기는 하지
만 실제로 학부모에게 더 많이 공개한다는 선행 연구(강진령, 이종연, 손
현동, 2007)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교감 및 교장에게 공개하는 것은
꺼려하면서도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대상이 필
요하고, 학생을 지도․관리하는 책임이 대부분 담임교사에게 있는 학교
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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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현실 상( 선 외, 2012)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대상으로서 관리
자보다는 담임교사를 보다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윤리적 입장에 따라 비밀 공개 대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견

살펴본

결과 집단간 차이를 발 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공개하겠다는 반응에 있어 내담자 입장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는 상담자가 주요 공개 대상으로서
담임교사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나 내담자 입장
집단이 교감 및 교장에게 공개하겠다는 반응에 있어서도 낮게 나오고 있
었는데 내담자의 입장과 상담관계를 고려하는 윤리 교육을 하였을 때 최
우선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공개 대상은 관리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리자가 공개 대상으로서 낮게 고려되고 있다
는 현실을 중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규정과 관련된 사안
이 발생하거나 학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상담자
의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Moyer & Sullivan, 2012; 2008). 이는
학교 시스템 안에서 담임교사, 관리자와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는 어느 정도 문제의 수준까지 누구에게 공개해야할 지에 대하여 상담
자 간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상담자 윤리 교육을 할 때에는 사례에 따라 비밀
공개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교 체계 안에서
비밀공개 대상으로서 관리자를 고려하는 상담자의 인식은 어떠한지, 관
리자와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할지 등에 대하여 상담자 간에 토의와 합
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향성은 있으나 내담자 입장 집단과 제 3자 입장 집
단 간에 반응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며 성문제의 경우에도 기본

적으로 비밀을 보장하려는 경향성은 있으나 역시 내담자 입장 집단과 제

5

- 3 -

3자 입장 집단 간에 반응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호

윤리교육을 할 때 문제의 유형에 따라 상담자가 보다 선 하는 입장이

준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러나 어느 입장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상

능

준

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달라질 가 성을 보여 다. 따라서 상담자

태도를 파
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그 밖의 윤리적 입장과 원칙들에 대하여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에게 윤리교육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담자의 기본적인 인식과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밀보장 갈등상황에서 강조하
는 윤리적 입장에 따라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달라진다는 사실
을 보여주었다. 이는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이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
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상담자가 윤리적 판단을 할 때 관련 주체들과

의 관계와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와 관련된 윤리적 원칙 및 정보를 더 인

국 비밀보장 예외 판단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식하게 되며 이는 결

준

보여 다. 그동안 학교상담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담자의 연령이나 문

ull a

제의 유형이 보고된 반면(S iv n et

ag

al., 2002; Sullivan & Moyer, 2008;

W ner, 1981) 본 연구에서는 관련 주체들의 입장을 고려함으로써 학교

새로운 변인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담 장면의 갈등의 특성을 반영한

별

차 성을 지닌다.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이, 윤리적 입장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향후 상담자 윤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테

면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관련된 주체들의 다양한 입장이 반영된 사례를
활용한다면 상담자가 갈등 상황을 보다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을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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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처 인식하지 못했던 다른 입장과 관련된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담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 올바른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
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재 학교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만을 대상으로 비밀보장이라는 구체
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학교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보장 예외에 대한 태도와 비밀 공개 대상에
니라 기 에 미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학교상담자의 윤리적 인식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는 향후 비밀보장 관련 윤리 강령
및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막

살펴봄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경기도 지역의 전문상담교사만을

마지 으로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언

제 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다른 지역의 학교상담자들도 동일한 반응을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서 재직하고 있는 학교상담자를 포함
보이는지 확인이 되지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윤리적 입장에 따라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을 확인하기

만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과 성문

제 두 사례 을 제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문제 유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관련 선행 연구에서 상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있으므로(Davis & Mickelson, 1994; Lazovsky, 2008;

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문제의 유형과
결과가 보고되고

-

55 -

Lehr & Sumarah, 2007; Moyer & Sullivan, 2012, 2008; Mitchell,
Disque & Robertson, 2002)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장면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문제 유형을 더 제시하여 윤리적 입장에 따라 비밀보장 예외 판단
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에서 활용된 사례는 가상으로 제작된 사례이므로 실제 현장에서 상담자
가 직면하는 사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는 사례마

포

르

맥락이 다르므로 상담자의 윤리
변인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 내 하고 있는 변인이 다 고 발생한
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윤리적 입장에 따라서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
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경향성을
안에서 상담자의 응답에 차이가

했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각 집단

왜 발생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 는데 이는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능

들이 작용하였을 가 성을 시사한다.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에 상담자 개
인의 경험이나 가치관, 경력, 윤리교육경험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최 림

속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윤리적 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해 , 2002) 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
다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단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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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 평정 질문지
이

름:

학

력:

상담경력:

년

개월

1. 다음의 사례들이 학교상담자가 학교장면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로 적
절한지 아래의 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매우

보통이다

그렇다

않다

사례
A
사례
B

1

2

3

4

5

6

7

1

2

3

4

5

6

7

2. 다음의 사례가 윤리적인 갈등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표
현되고 있는지 아래의 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윤리적인 갈등이란
두 가지의 윤리적 가치가 동시에 충돌함으로써 상담자가 어느 한 쪽의
가치를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윤리적 갈등 상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가출 청소년을 상담한 상담자에게 학부모가 상담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교장이 약물을 하는 학생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상담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전혀
그렇지

매우

보통이다

그렇다

않다

사례
A
사례
B

1

2

3

4

5

6

7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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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사례가 실험집단별(상황진술 집단, 내담자입장강조 집단, 다른
입장강조 집단) 목적에 따라 적절히 조작되었는지 아래 표의 7점 척도
로 평가해주십시오.
[평가항목]
① 동일한 사례가 집단별 목적에 맞게 잘 구별되어 서술되었는가
② 사례의 길이는 집단별로 차이가 없이 적당한가
③ 사례 내용은 이해하기 쉬운가

1) 학교폭력 사례
전혀

매우

그렇지

보통이다

않다

그렇다

①구별성

1

2

3

4

5

6

7

② 길 이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③ 내 용
이 해

2) 성문제 사례
전혀

매우

그렇지

보통이다

않다

그렇다

①구별성

1

2

3

4

5

6

7

② 길 이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③ 내 용
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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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통제집단(상황기술) 설문지

학교상담에서 비밀보장과 관련한 상황 인식에 대한 설문지

녕 십 까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안 하 니 ?

본 질문지는 비밀보장과 관련된 가상 사례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사례는 총 두 가지의 상황으로 제시될 것
이며 빠짐없이 꼼꼼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례를 읽으시고 난
뒤에는 아래 제시되는 질문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
항에는 좋고 나쁜 답이 없으므로 떠오르시는 대로 솔직히 응답해주시
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신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
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학교상담과 생활지도를 위한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의 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

월

2012년 12

김계현(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연 구 자: 구승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E-mail: koosy@snu.ac.kr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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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나 이: 만 세
3. 최종학력: ① 대 졸 ② 석사과정 ③ 석사수료 및 졸업 ④ 박사과정
⑤ 박사수료 및 졸업
4. 전 공:
5. 현근무지: ① 중학교 ② 실업계고등학교 ③ 인문계고등학교 ④ 교육
청Wee Center ⑤ 기 타
6. 학교상담경력(전문상담교사 임용이후): 총 년 개월
7. 소지하신 자격증(중복응답가능):
① 전문상담교사 1급
② 전문상담교사 2급
③ 한국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1급
④ 한국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2급
⑤ 청소년상담사 1급
⑥ 청소년상담사 2급
⑦ 청소년상담사 3급
⑧ 기타(
)
8. 수퍼비전경험(개인상담사례기준): 총 회
9. 상담윤리교육 경험여부:
① 교육경험 없음 ② 학부 및 대학원에서 상담윤리 교과목 수강
③ 상담윤리 일부 다룬 교과수강 ④ 학회 또는 연수 통한 교육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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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상담에서 비밀보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시됩니다. 아
래의 내용을 빠짐없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그 한계

알

비밀보장은 상담의 기본적 원칙으로, 상담자는 상담 중 게 된 사
실과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되지 도
력해야 함을 의미
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보장은
가지 상황에 있어 예외가 될
수 있 니다. 1. 내담자 또는 인이 해를 입을 수 있는
하고
험한 상황일 때, 2. 아동학대의 경우, 3.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러
한 상황에서는 비밀보장의 원칙이 예외될 수 있 니다.

합

습

타

몇

않 록노

위급

위

습

♣ 다음부터는 학교상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입니
다. 총 두 가지 의 다른 사례가 제시될 것입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 질
문에 따라 응답하여 주세요.

☞ 첫 번째 사례

립 중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최근 잇달아
터지는 학교폭력문제로 K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왜냐하면 며칠 전,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찾아와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
을 호소하였기 때문이다.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었지만
중학교에 와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 몇몇 친한 친구들이 생겼다.
그러나 중 2에 올라오면서 초등학교 때 자신을 따돌리던 친구와 같은
반이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 친구는 반 아이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거나 욕을 하기가 일쑤였고, 이에 ‘하지 말라’고 하면 ‘장난이
야~ 이 찌질아’ 하며 아이들과 깔깔거리며 웃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전문상담교사

K씨는

S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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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을 시키고는, 만약 하지 않겠다고 하면 주먹으로 때리
거나 ‘죽을래?’ 하고 위협하곤 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급우들
도 ‘빵 셔틀’ 이라고 부르며 놀리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생겼다. 최근
에는 친했던 몇몇 친구들조차도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았다.
학생은 학교에 가려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
며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호소하였다. 현재 상태에 대하여 학생의
담임교사나 부모님은 모르시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에게 말해본 적이 있었지만 그 뒤 친구의 괴롭힘만 더 심해졌
을 뿐이었다고 했다. 부모님은 생계벌이에 바쁘셨고 괜한 걱정을 끼
쳐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학생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상담을 받
으러 온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기를 요구하였다. 만약 부모님이
나 담임선생님, 반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일이 커지고, 아이들이 더욱
자신을 놀리고 괴롭힐 것이라고 K씨에게 말하였다.
서 간식

♣ 아래의 질문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생각과 가까운 것에 ✔표로 응답
하여 주세요.
1.

위의

상황은 비밀보장의 예외상황으로 내담자와 관련된

모, 담임교사, 학교장 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상당히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2. 상담내용을

다소 그렇다

④

상당히
그렇다

⑤

누군가(학부
매우 그렇다

⑥

알린다면, 누구에게까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중

복응답가능)
① 학부모 ② 담임교사 ③ 교감 및 교장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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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각
위의 선택을 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문항에 따라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해주세요.
3. ( 소의 생 이 아닌)

번

문 항

호

매우

별로

중요하

중요하

지않다

지않다

보통
이다

다소

매우

중요

중요

하다

하다

1

내담자의 의견(뜻)

1

2

3

4

5

2

학부모의 알 권리

1

2

3

4

5

3

상담의 관계

1

2

3

4

5

4

학교장의 권리

1

2

3

4

5

5

상담의 효율성

1

2

3

4

5

1

2

3

4

5

6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

7

사생활 보호 권리

1

2

3

4

5

8

상담자의 안전

1

2

3

4

5

9

내담자의 안전

1

2

3

4

5

10

학교장의 안전

1

2

3

4

5

☞ 다음부터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빠짐없이 읽고 질문에 응답하여 주
세요.

A씨는 J공립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최근 상담실에
찾아온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성문제로 내방하여 고민을 호소하였
전문상담교사

다.

밴드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잘 놀고 호
탕한 성격으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아리 남자 선배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둘은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선후배 관계로 지내고
학생은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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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제 행사가 끝난 뒤 동아리 뒷풀이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면서 일어났다.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남자
선배가 옆에 앉아 계속 술을 권하였고, 분위기에 이끌려 술을 마시다보
니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끊겼다. 다음날 아침, 학생은 여관방에 그 선
배와 단둘이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학생은 당황스런 마음에 그
곳을 황급히 빠져나와 집에 도착하였고 그 이후로 불안하고 불편한 마
음을 버릴 수 없었다. 혹시 임신을 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지만 선
뜻 친구에게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그
선배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그 날 이후로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또한
학교에서 자신을 봐도 못 본 척 피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 후 학교
에는 그 선배가 여자문제로 말이 많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고 더군
다나 이번 달 월경까지 늦어지자 임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였다. 밤마다 그 날 술을 마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그
선배에 대한 원망으로 괴롭다고 호소하였다. 학생은 상담 내용에 대하
여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를 A씨에게 신신당부하였으며 만약 부
모님이나 친구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다면 자신은 집에서 쫓겨
날 것이며 학교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하였다.
있었다. 사 은 약 한달 전, 교내

♣ 아래의 질문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생각과 가까운 것에 ✔표로 응답
하여 주세요.
1.

위의

상황은 비밀보장의 예외상황으로 내담자와 관련된

모, 담임교사, 학교장 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상당히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다소 그렇다

④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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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그렇다

⑤

누군가(학부
매우 그렇다

⑥

2. 상담내용을

알린다면, 누구에게까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중

복응답가능)
① 학부모 ② 담임교사 ③ 교감 및 교장 ④ 기타(

)

평
각
위의 선택을 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문항에 따라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해주세요.
3. ( 소의 생 이 아닌)

번
호

문 항

매우

별로

중요하지

중요하

않다

지않다

보통
이다

다소

매우

중요

중요

하다

하다

1

내담자의 의견(뜻)

1

2

3

4

5

2

학부모의 알 권리

1

2

3

4

5

3

상담의 관계

1

2

3

4

5

4

학교장의 권리

1

2

3

4

5

5

상담의 효율성

1

2

3

4

5

1

2

3

4

5

6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

7

사생활 보호 권리

1

2

3

4

5

8

상담자의 안전

1

2

3

4

5

9

내담자의 안전

1

2

3

4

5

10

학교장의 안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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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내담자 입장 설문지

학교상담에서 비밀보장과 관련한 상황 인식에 대한 설문지

녕 십 까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안 하 니 ?

본 질문지는 비밀보장과 관련된 가상 사례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사례는 총 두 가지의 상황으로 제시될 것
이며 빠짐없이 꼼꼼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례를 읽으시고 난
뒤에는 아래 제시되는 질문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
항에는 좋고 나쁜 답이 없으므로 떠오르시는 대로 솔직히 응답해주시
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신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
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학교상담과 생활지도를 위한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의 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

월

2012년 12

김계현(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연 구 자: 구승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E-mail: koosy@snu.ac.kr
지도교수:

- 77 -

♣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나 이: 만 세
3. 최종학력: ① 대 졸 ② 석사과정 ③ 석사수료 및 졸업 ④ 박사과정
⑤ 박사수료 및 졸업
4. 전 공:
5. 현근무지: ① 중학교 ② 실업계고등학교 ③ 인문계고등학교 ④ 교육
청Wee Center ⑤ 기 타
6. 학교상담경력(전문상담교사 임용이후): 총 년 개월
7. 소지하신 자격증(중복응답가능):
① 전문상담교사 1급
② 전문상담교사 2급
③ 한국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1급
④ 한국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2급
⑤ 청소년상담사 1급
⑥ 청소년상담사 2급
⑦ 청소년상담사 3급
⑧ 기타(
)
8. 수퍼비전경험(개인상담사례기준): 총 회
9. 상담윤리교육 경험여부:
① 교육경험 없음 ② 학부 및 대학원에서 상담윤리 교과목 수강
③ 상담윤리 일부 다룬 교과수강 ④ 학회 또는 연수 통한 교육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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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상담에서 비밀보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시됩니다. 아
래의 내용을 빠짐없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그 한계

알

비밀보장은 상담의 기본적 원칙으로, 상담자는 상담 중 게 된 사
실과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되지 도
력해야 함을 의미
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보장은
가지 상황에 있어 예외가 될
수 있 니다. 1. 내담자 또는 인이 해를 입을 수 있는
하고
험한 상황일 때, 2. 아동학대의 경우, 3.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러
한 상황에서는 비밀보장의 원칙이 예외될 수 있 니다.

합

습

타

몇

않 록노

위급

위

습

♣ 다음부터는 학교상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입니
다. 총 두 가지 의 다른 사례가 제시될 것입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 질
문에 따라 응답하여 주세요.

☞ 첫 번째 사례
K씨는 S공립 중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최근 잇달아 터지는
학교폭력문제로 K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왜냐하면 며칠 전,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찾아와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기 때문이
전문상담교사

다.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었지만 중학
교에 와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 몇몇 친한 친구들이 생겼다. 그러나 중 2
에 올라오면서 초등학교 때 자신을 따돌리던 친구와 같은 반이 되면서 문제
가 시작되었다. 그 친구는 반 아이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거나 욕을 하기가
일쑤였고, 이에 ‘하지 말라’고 하면 ‘장난이야~ 이 찌질아’ 하며 아이들과 깔
깔거리며 웃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서 간식 심부름을 시키고는, 만약 하지
않겠다고 하면 주먹으로 때리거나 ‘죽을래?’ 하고 위협하곤 했다. 이러한 상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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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급우들도 ‘빵 셔틀’ 이라고 부르며 놀리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생겼다. 최근에는 친했던 몇몇 친구들조차도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았다.
학생은 학교에 가려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며 죽
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호소하였다. 현재 상태에 대하여 학생의 담임교사나
부모님은 모르시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말해본
적이 있었지만 그 뒤 친구의 괴롭힘만 더 심해졌을 뿐이었다고 했다. 부모님
은 생계벌이에 바쁘셨고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학생
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기를 요
구하였다. 만약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 반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일이 커지
고, 아이들이 더욱 자신을 놀리고 괴롭힐 것이라고 K씨에게 말하였다.
K씨는 학생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면서, 비밀이 보장되기를 원하는
내담자의 마음이 충분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돌림의 경우 교사들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만약 내담자가 교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알려질 경우 이후 더 심한 괴롭힘을 당
할 가능성도 무시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여러차례 비밀보장을 당부하였던 내
담자가 상담내용이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다시 K씨를 찾아와 이
야기할 지도 염려스러웠다. 이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상담실이 ‘무엇이든 믿
고 말할 수 있는 공간’ 이 아니라 ‘비밀이 공개될 수도 있는 곳’ 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K씨는 내담자가 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구와의 관
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등을 상담에서 함께 연습을 해보는 것
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이 지 되자

♣ 아래의 질문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생각과 가까운 것에 ✔표로 응답
하여 주세요.
1.

위의

상황은 비밀보장의 예외상황으로 내담자와 관련된

모, 담임교사, 학교장 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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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학부

전혀

상당히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2. 상담내용을

다소 그렇다

상당히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④

⑤

⑥

알린다면, 누구에게까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중

복응답가능)
① 학부모 ② 담임교사 ③ 교감 및 교장 ④ 기타(

)

평
각
위의 선택을 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문항에 따라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해주세요.
3. ( 소의 생 이 아닌)

번
호

문 항

매우

별로

중요하

중요하

지않다

지않다

보통
이다

다소

매우

중요

중요

하다

하다

1

내담자의 의견(뜻)

1

2

3

4

5

2

학부모의 알 권리

1

2

3

4

5

3

상담의 관계

1

2

3

4

5

4

학교장의 권리

1

2

3

4

5

5

상담의 효율성

1

2

3

4

5

1

2

3

4

5

6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

7

사생활 보호 권리

1

2

3

4

5

8

상담자의 안전

1

2

3

4

5

9

내담자의 안전

1

2

3

4

5

10

학교장의 안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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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빠짐없이 읽고 질문에 응답하여 주
세요.
전문상담교사

A씨는 J공립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최근

상담실에

찾아

온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성문제로 내방하여 고민을 호소하였다.
학생은 교내 밴드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잘 놀고 호탕한
성격으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아리 남자 선배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
다. 둘은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선후배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사건은 약
한달 전, 교내 축제 행사가 끝난 뒤 동아리 뒷풀이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
면서 일어났다.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남자 선배가 옆에 앉아 계속 술을 권하
였고, 분위기에 이끌려 술을 마시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끊겼다. 다음날
아침, 학생은 여관방에 그 선배와 단둘이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학생
은 당황스런 마음에 그 곳을 황급히 빠져나와 집에 도착하였고 그 이후로 불
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버릴 수 없었다. 혹시 임신을 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
었지만 선뜻 친구에게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그 선배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그 날 이후로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또한 학교
에서 자신을 봐도 못 본 척 피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 후 학교에는 그 선배
가 여자문제로 말이 많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고 더군다나 이번 달 월경까
지 늦어지자 임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였다. 밤마다 그
날 술을 마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그 선배에 대한 원망으로 괴롭다고 호
소하였다. 학생은 상담 내용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를 A씨에게
신신당부하였으며 만약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다면
자신은 집에서 쫓겨날 것이며 학교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하였다.
상담교사 A씨는 불안정한 내담자의 상황이 걱정이 되었고 성문제라 더욱 사
안이 중하다고 여겨졌지만 내담자가 비밀을 공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민이 되었다. 만약 비밀을 공개한 사실에 대하여 내담자가 알
게 되었을 경우, 다시 상담실을 믿고 방문할 것인가라는 염려가 들었다. 또한
상담내용을 공개하다 의도치 않게 학교 안에 소문이라도 퍼진다면 내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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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가능성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내담자의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아직 임신이라는 상황도 확실치 않으므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내담
자를 지속적으로 돕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설수에

♣ 아래의 질문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생각과 가까운 것에 ✔표로 응답
하여 주세요.
1.

위의

상황은 비밀보장의 예외상황으로 내담자와 관련된

모, 담임교사, 학교장 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상당히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2. 상담내용을

다소 그렇다

누군가(학부

상당히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④

⑤

⑥

알린다면, 누구에게까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중

복응답가능)
① 학부모 ② 담임교사 ③ 교감 및 교장 ④ 기타(

)

평
각
위의 선택을 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문항에 따라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해주세요.
3. ( 소의 생 이 아닌)

번
호

문 항

매우

별로

중요하지

중요하

않다

지않다

보통
이다

다소

매우

중요

중요

하다

하다

1

내담자의 의견(뜻)

1

2

3

4

5

2

학부모의 알 권리

1

2

3

4

5

3

상담의 관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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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장의 권리

1

2

3

4

5

5

상담의 효율성

1

2

3

4

5

1

2

3

4

5

6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

7

사생활 보호 권리

1

2

3

4

5

8

상담자의 안전

1

2

3

4

5

9

내담자의 안전

1

2

3

4

5

10

학교장의 안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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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제 3자 입장 설문지

학교상담에서 비밀보장과 관련한 상황 인식에 대한 설문지

녕 십 까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안 하 니 ?

본 질문지는 비밀보장과 관련된 가상 사례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사례는 총 두 가지의 상황으로 제시될 것
이며 빠짐없이 꼼꼼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례를 읽으시고 난
뒤에는 아래 제시되는 질문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
항에는 좋고 나쁜 답이 없으므로 떠오르시는 대로 솔직히 응답해주시
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신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
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학교상담과 생활지도를 위한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의 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

월

2012년 12

김계현(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연 구 자: 구승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E-mail: koosy@snu.ac.kr
지도교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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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나 이: 만 세
3. 최종학력: ① 대 졸 ② 석사과정 ③ 석사수료 및 졸업 ④ 박사과정
⑤ 박사수료 및 졸업
4. 전 공:
5. 현근무지: ① 중학교 ② 실업계고등학교 ③ 인문계고등학교 ④ 교육
청Wee Center ⑤ 기 타
6. 학교상담경력(전문상담교사 임용이후): 총 년 개월
7. 소지하신 자격증(중복응답가능):
① 전문상담교사 1급
② 전문상담교사 2급
③ 한국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1급
④ 한국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2급
⑤ 청소년상담사 1급
⑥ 청소년상담사 2급
⑦ 청소년상담사 3급
⑧ 기타(
)
8. 수퍼비전경험(개인상담사례기준): 총 회
9. 상담윤리교육 경험여부:
① 교육경험 없음 ② 학부 및 대학원에서 상담윤리 교과목 수강
③ 상담윤리 일부 다룬 교과수강 ④ 학회 또는 연수 통한 교육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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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상담에서 비밀보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시됩니다. 아
래의 내용을 빠짐없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그 한계

알

비밀보장은 상담의 기본적 원칙으로, 상담자는 상담 중 게 된 사
실과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되지 도
력해야 함을 의미
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보장은
가지 상황에 있어 예외가 될
수 있 니다. 1. 내담자 또는 인이 해를 입을 수 있는
하고
험한 상황일 때, 2. 아동학대의 경우, 3.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러
한 상황에서는 비밀보장의 원칙이 예외될 수 있 니다.

합

습

타

몇

않 록노

위급

위

습

♣ 다음부터는 학교상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입니
다. 총 두 가지 의 다른 사례가 제시될 것입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 질
문에 따라 응답하여 주세요.

☞ 첫 번째 사례
K씨는 S공립 중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최근 잇달아 터지는
학교폭력문제로 K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왜냐하면 며칠 전,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찾아와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기 때문이
전문상담교사

다.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었지만 중학
교에 와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 몇몇 친한 친구들이 생겼다. 그러나 중 2
에 올라오면서 초등학교 때 자신을 따돌리던 친구와 같은 반이 되면서 문제
가 시작되었다. 그 친구는 반 아이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거나 욕을 하기가
일쑤였고, 이에 ‘하지 말라’고 하면 ‘장난이야~ 이 찌질아’ 하며 아이들과 깔
깔거리며 웃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서 간식 심부름을 시키고는, 만약 하지
않겠다고 하면 주먹으로 때리거나 ‘죽을래?’ 하고 위협하곤 했다. 이러한 상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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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급우들도 ‘빵 셔틀’ 이라고 부르며 놀리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생겼다. 최근에는 친했던 몇몇 친구들조차도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았다.
학생은 학교에 가려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며 죽
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호소하였다. 현재 상태에 대하여 학생의 담임교사나
부모님은 모르시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말해본
적이 있었지만 그 뒤 친구의 괴롭힘만 더 심해졌을 뿐이었다고 했다. 부모님
은 생계벌이에 바쁘셨고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학생
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기를 요
구하였다. 만약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 반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일이 커지
고, 아이들이 더욱 자신을 놀리고 괴롭힐 것이라고 K씨에게 말하였다.
K씨는 내담자가 비밀을 보장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단순히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
지 않아 고민이 되었다. 최근 뉴스에도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이 종종 벌어지
고 있어 혹시나 내담자가 괴롭힘이 심해 자살을 하지는 않을지, 가해학생에
게 복수한다고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었다. 또한 따돌림의 특
성상 혼자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잘 없어지지 않기에 적극적인 대처
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만약 내담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면서도 밝히
지 않다가 혹여 불미스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학부모나 교장으로부터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느냐’ 고 K씨를 불러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었다. 내담자 외에도 다른 학생이나 제 3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따돌림이라
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황이 지 되자

♣ 아래의 질문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생각과 가까운 것에 ✔표로 응답
하여 주세요.
1.

위의

상황은 비밀보장의 예외상황으로 내담자와 관련된

모, 담임교사, 학교장 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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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학부

전혀

상당히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2. 상담내용을

다소 그렇다

상당히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④

⑤

⑥

알린다면, 누구에게까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중

복응답가능)
① 학부모 ② 담임교사 ③ 교감 및 교장 ④ 기타(

)

평
각
위의 선택을 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문항에 따라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해주세요.
3. ( 소의 생 이 아닌)

번
호

문 항

매우

별로

중요하

중요하

지않다

지않다

보통
이다

다소

매우

중요

중요

하다

하다

1

내담자의 의견(뜻)

1

2

3

4

5

2

학부모의 알 권리

1

2

3

4

5

3

상담의 관계

1

2

3

4

5

4

학교장의 권리

1

2

3

4

5

5

상담의 효율성

1

2

3

4

5

1

2

3

4

5

6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

7

사생활 보호 권리

1

2

3

4

5

8

상담자의 안전

1

2

3

4

5

9

내담자의 안전

1

2

3

4

5

10

학교장의 안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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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빠짐없이 읽고 질문에 응답하여 주
세요.
전문상담교사

A씨는 J공립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최근

상담실에

찾아

온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성문제로 내방하여 고민을 호소하였다.
학생은 교내 밴드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잘 놀고 호탕한
성격으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아리 남자 선배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
다. 둘은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선후배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사건은 약
한달 전, 교내 축제 행사가 끝난 뒤 동아리 뒷풀이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
면서 일어났다.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남자 선배가 옆에 앉아 계속 술을 권하
였고, 분위기에 이끌려 술을 마시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끊겼다. 다음날
아침, 학생은 여관방에 그 선배와 단둘이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학생
은 당황스런 마음에 그 곳을 황급히 빠져나와 집에 도착하였고 그 이후로 불
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버릴 수 없었다. 혹시 임신을 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
었지만 선뜻 친구에게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그 선배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그 날 이후로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또한 학교
에서 자신을 봐도 못 본 척 피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 후 학교에는 그 선배
가 여자문제로 말이 많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고 더군다나 이번 달 월경까
지 늦어지자 임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였다. 밤마다 그
날 술을 마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그 선배에 대한 원망으로 괴롭다고 호
소하였다. 학생은 상담 내용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를 A씨에게
신신당부하였으며 만약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다면
자신은 집에서 쫓겨날 것이며 학교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하였다.
A씨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최근 성문제에 대하여 학교
와 교육청에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음을 잘 알고 있어 고민이 되었다. 내담자의
경우 아직 청소년이고 혹시 임신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알려
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내담자의 뜻대로 말하지 않다가 혹
여 임신이 되거나 다른 사건이라도 발생한다면, 부모나 학교 관리자로부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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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리지 않았느냐’ 는 질책을 면하기

남학생

울

어려

것이다. 또한 동아리 선배인

휘말리게 되거나 다른 여학
생이 같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다. A씨는 남학생에게 미리 주의를 주고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본교 학생이므로 내담자가 구설수에

♣ 아래의 질문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생각과 가까운 것에 ✔표로 응답
하여 주세요.
1.

위의

상황은 비밀보장의 예외상황으로 내담자와 관련된

모, 담임교사, 학교장 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상당히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2. 상담내용을

다소 그렇다

누군가(학부

상당히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④

⑤

⑥

알린다면, 누구에게까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중

복응답가능)
① 학부모 ② 담임교사 ③ 교감 및 교장 ④ 기타(

)

평
각
위의 선택을 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문항에 따라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해주세요.
3. ( 소의 생 이 아닌)

번
호

문 항

매우

별로

중요하지

중요하

않다

지않다

보통
이다

다소

매우

중요

중요

하다

하다

1

내담자의 의견(뜻)

1

2

3

4

5

2

학부모의 알 권리

1

2

3

4

5

3

상담의 관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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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장의 권리

1

2

3

4

5

5

상담의 효율성

1

2

3

4

5

1

2

3

4

5

6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

7

사생활 보호 권리

1

2

3

4

5

8

상담자의 안전

1

2

3

4

5

9

내담자의 안전

1

2

3

4

5

10

학교장의 안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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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the confidentiality
exception judgement
made by counselors of
different ethical stance
Koo, Seungyoung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ol counselors tend to face more ethical issues than those who
are not in schools, and experience the conflict of confidentiality.
Student counseling, in which the key clients are mostly minors, can
be characterized by the needs to recognize situations and rights of
diverse subjects who are closely related to the clients, such as
parents, (homeroom) teachers, and school managers, as well as the
very rights of the clients. This functions as hindrance which deepens
the difficulty of judging the exception of confidentiality. Yet, there are
S

- 93 -

o ough systematically designed guidelines to which the counselors
can refer.
Ethical misjudgement not only directly harms the clients, but
also has negative effects on the counselors’ professional reputation,
and this leads us to study further on the mechanism in which the
ethical judgement of confidentiality exception is made.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study on how ethical stance of counselor affects on
the ethical judgement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among them.
The specific issues of inquiry and hypothesis are as follows;
Question 1. How the judgement of confidentiality exception
differs according to the ethical stance of the counselor?
Hypothesis 1-1: The counselor, when he or she puts more
importance on the clients’ position, would make decisions fostering
the confidentiality.
Hypothesis 1-2: The counselor, when he or she puts more
importance on the third party’s position, would make decisions
disclosing the information.
Question 2. How the subject to whom the information is
disclosed differs according to the ethical stance?
The 137 school counselors who works at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educational offices(Wee Center) in Gyeonggi Province
were subjected to the survey. They were randomly given
questionnaires, and, according to what questionnaires they were given
and answered to, divided into three groups: client-oriented group,
third party-oriented group, and control group. SPSS 17.0 was used in
n t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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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data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requency
analysis, and the percentage was calcula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was
difference in the ethical judgements, according to the counselors’
ethical stance. There was meaningful difference in counselors’
confidentiality exception judgements made by the client-oriented
group and third party-oriented group, in both school
violence(bullying) and sexual problem situations. That 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counselors tend to make decisions fostering the
confidentiality when he or she puts more importance on the clients’
position, whereas those who puts more importance on the third
party’s position tend to make decisions disclosing the information.
Secondly, the ethical stance of the counselor affected to the subjects
to whom the counselors disclosed the information. There was
difference in the frequency and the rate of disclosing in each case:
i.e., in case of school violence the counselors respond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to the teachers, whereas they had propensity to notify
it to the parents in case of sexual problem. Different ethical stance
also resulted in the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information
disclosing, with third party-oriented group showing higher frequency
than both the client-oriented and control groups. In contrast, it was
verified that the client-oriented group showed lower frequency than
both the third party-oriented and control group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empirically identifying the fact
that counselors’ judgement can be flexibly different, by showin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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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ors’ ethical stance affects confidentiality exception judgement.
This provides needs and lessons of utilizing cases reflecting diverse
stance in ethical education of school counselors. Furthermore, it can
also provide basic data for designing confidentiality regulations
through offering data about tendency and recognition of counselors.
This research, however, identified ethical judgement by
suggesting two hypothetical situation, of school violence and sexually
related, therefore the result cannot be identically applied to other
types of situation. Thus, there remains the need to further research
on ethical judgement which involves more diverse situations of school
scene.
Key words: confidentiality, ethical judgement, ethical decision making,
school counseling, ethics of school counselor
Student number: 2011-2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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