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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상담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

담자 자신이다. 상담자가 직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상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의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는 상담자들

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요구와 상황으로 인

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첫째, 청소년 상담자는 내담자의 학교 적응을 위

하여 부모, 교사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와 협력관계를 맺으며 권리 

옹호자, 조정자, 자문가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상담자

는 청소년 중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할 때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 외상 

사건을 경험한 청소년의 특성,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맥락을 이

해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기 위해 상담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등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하며, 위기 상담과 외상 상담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넷째, 상담자들이 종사하는 청소년 상

담 기관에서는 주로 초심 상담자를 채용하는데, 상담자에게 제공하는 교

육의 기회가 불충분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첫

째,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이론과 실제의 괴리(theory-practice 

gap)를 느끼기 쉽다. 둘째, 상담자로서 권리 옹호자, 조정자, 자문가 등 

역할 수행에서 오는 혼란과 정서적 고갈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외상 

사건에 반복하여 노출되면서 대리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을 경험

할 수 있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스스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

담하는 상담자의 경험을 밝힐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의 주요한 관

심이 되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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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실체 이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는 어떤 독특한 경험을 하는가?

 1)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관계에서 무엇을 경험

하는가?

 2)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가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는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가?

 4)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

 5)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는 어떤 대처를 경험하는가?

 6)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는 대처 이후에 어떤 결과를 경험

하는가?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중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

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에 대해 밝혀진 바

가 거의 없고, 학교폭력이라는 현장성이 강한 주제에 대해 생생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이론을 생성하기 위함이다. 연구 참여자는 이론적으로 

표본 추출하고,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속적 비교 방법을 따르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조건은 ①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를 상담한 경험이 3년 이상인 상담자, ② 상담 관련 전공으로 석사 이상

의 학위를 소지한 상담자, ③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한국상담심

리학회 2급 상담심리사, 국가자격 2급 청소년상담사 중 1개 이상의 자격

증을 소지한 상담자, ④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담자였다. 

범주가 포화될 때까지 총13명의 연구 참여자와 총 22회, 48시간 50분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근거이론 연구절차를 따라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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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의 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 코딩으로 범주를 분

류한 결과 111개의 개념, 68개의 하위 범주, 27개의 범주가 생성되었다.

 둘째, 축 코딩으로 범주 분석을 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패러다임 모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과적 조

건은 “준비 안 된 상태로 외상 입은 피해자를 만남”으로 요약될 수 있다. 

‘피해자는 트라우마 상태’, ‘부모는 패닉 또는 냉담’, ‘상담자 인생경험보

다 사안이 심각함’, ‘상담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생사가 달려 있다는 무게

감’, ‘대학원/책만으로는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 ‘상담자가 2차 피해를 줄

까봐 걱정됨’과 같은 범주가 생성되었다. ② 맥락적 조건을 요약하면 “학

교폭력 피해자 외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음”이다. ‘학교에서 위기/어려

운 사례를 상담 기관에 의뢰함’, ‘기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즉시 

개입을 원함’, ‘부모, 교사 등 상담 대상이 다양함’, ‘법률,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함’, ‘현장 경험을 공식적으로 교육받기 

어려움’이 범주로 도출되었다. ③ 중심 현상은 ‘당황하고 압도됨’으로 나

타났다. ④ 중재적 조건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환경이 열악함”으로 요약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에 학교에 영향력이 굉장히 큼’, 

‘기관에서는 민원에 대해 상담자를 보호하기 어려움’, ‘기관에서 양적인 

실적을 중시하고 압박함’, ‘기관에서 고난도 사례 배정에 대한 보상이 없

음’, ‘상담 외 업무가 과다함’으로 분류되었다. ⑤ 작용/상호작용의 핵심 

내용은 “개인적 노력으로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도울 방안을 강구함”이라 

할 수 있다. ‘배운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함’,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사항을 업무의 영역으로 받아들임’, ‘개인적인 노력으로 상담

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

여함’, ‘상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려 애씀’, ‘심리적 에너지를 조절하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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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함’과 같은 범주가 생성되었다. ⑥ 결과는 “성장, 재도전, 정체, 떠남”

과 같은 상담자의 상태가 드러나 있다. ‘상담자의 전문성이 발달함’, ‘성

장을 위해 다시 도전함’, ‘상담을 덜 열심히 하게 됨’, ‘회의감으로 이직

(준비)함’과 같은 내용이 도출되었다.

셋째, 선택코딩 결과 핵심범주는 ‘당황하고 압도감을 느낀 상담자는 

개인적 노력으로 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강구하고 성장, 재도전, 정체 또

는 떠남’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상담자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환경적 차원에 대하여 가설적 관계를 진술하였다.

이 연구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

하는 상담자에게 필요한 대학원 교육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

째, 대학원 교육을 통해 상담자가 성찰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교육 방법

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에

게 필요한 직무 환경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추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연령, 결혼 여부, 출

신 대학원, 종교, 상담 경력, 근무지역 및 근무 기관을 다양하게 모집하

였다. 이러한 조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변인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 교사, 학원 강사 등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

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경험을 중복으로 경

험한 내담자를 돕는 상담자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상담자 경험, 청소년 상담자, 청소년 상담,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근거이론

학  번 : 2016-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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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담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

담자 자신이다. 그러나 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업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바로 상담자가 상담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을 때, 

내담자들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올 때, 상담자

가 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 상담에

서 실패가 불가피할 때, 상담자의 재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외부의 영향

력과 개입이 있을 때 등이다. 상담자가 직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

하면 내담자를 돌보는 것과 상담자 자신을 돌보는 데 에너지를 균형있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상담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건강한 자아를 잃어버려 결국 상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kovholt, 20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11.28.시행)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2018.10.30.시행)을 근거로 전국 Wee센터와 청소년상담복

지센터에서는 상담자가 배치되어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있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상담 기관은 양적으로 급격

히 팽창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196개 Wee센터, 245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문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12개의 직영운영시설과 14개 전국

지부를 갖추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운영하는 학교폭력피해자치유센터인 해맑음센터가 대전에서 운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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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이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가 경상북도 안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는 다양한 요구와 상황으

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첫째, 청소년 상담자는 성인 상담에서는 고

려하지 않는 청소년기의 독특한 측면을 고려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Geldard & Geldard, 2009; 오혜영, 방기연, 강진구, 조병은, 문

경주, 유영권, 2012). ① 청소년 상담에서는 심리치료적 측면보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촉진하는 목표가 우선

시된다(구본용, 2002; 김계현, 2000; 김동일 외, 2014; 박성수, 김혜숙, 

이숙영, 김창대, 유성경, 1997). 청소년기에는 심리적으로 깊이 있는 통찰

을 하기보다, 학교 적응을 비롯하여 학업 수행, 진로 및 진학 등과 관련

된 발달 과제를 달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또래 관계의 어려

움으로 인해 학교 적응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고, 이 점이 학업 및 진

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쉽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학교 적응을 매우 중요한 상담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② 청소년을 상담할 때 상담의 대상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교

사, 그리고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까지 모두 포함된다(이형득, 1993). 

청소년은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포함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내담자에 대한 개입만으로는 변화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청소년

을 상담할 때는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청소년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김동일 외, 2014). 그

러나 만약 환경 요인 중 부모가 청소년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을 도와야 한다(Lewis,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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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s, & D’Andrea, 1998). 따라서 상담자는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담자와 부모에게 안내하여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받도록 조

력해야 한다. 

③ 학교폭력과 같은 특별한 이슈를 가진 청소년을 돕기 위해 상담자

는 상담 외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상담만으로는 위기 상

황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데 역할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Lewis 외, 

1998).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내담자와 관련된 사

람들(예 : 가해자, 가해자 부모, 교사 등) 사이를 중재하며, 내담자가 보

다 나은 삶을 살도록 환경 등의 여건의 조정을 돕고,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법률·의료·학습 등의 영역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실천해야 한다

(오혜영 외, 2012).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위기 청소년을 전문

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관계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청소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 내 이

용 가능한 서비스와 시설을 정확히 알고, 내담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도

록 조정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중 학교폭력 피해자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상태로 상담 

기관을 방문한다. ①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때 도움을 받고 싶

어 하지만, 청소년기 특유의 문화와 태도가 갖는 특성 때문에 상담자에게 

폐쇄적이고 거부적으로 보일 수 있다(오혜영 외, 2012).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는 상담장면에서 상담자의 눈치를 많이 보고 상담자의 공감을 부

인하며,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드러내기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피해

자가 학교폭력이라는 대인관계적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 상담자에게 

2차 피해를 받을 것에 대비해서 방어하는 것(오인수, 김혜미, 이승연, 이

미진, 2016)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할 때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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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라포를 잘 형성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② 학교폭력 피해와 같은 외상 사건을 청소년기에 경험할 경우, 심각

한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다(오혜영, 안현의, 김은영, 2011). 청소

년은 신체, 정서 및 인지 발달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발달상의 특징이 있다. 이에 청소년기에 외상 사건을 경험할 경

우, 성인보다 더욱 세심하게 사후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Allen, 1995; 

Cohen & Matar, 2003; Everstine & Everstine, 1993). 청소년기의 외상 

경험은 가출이나 비행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거나(Everstine & 

Everstine, 1993) 섭식 장애, 우울증, 학업 실패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Allen, 1995).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여러 가지 심리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Finkelhor, 1984). 이에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

자가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방지할 중요

한 책무를 지닌다. 

③ 학교폭력 피해는 또래 집단의 영향으로 발생하며, 가해자와 그를 

동조하고 지지하는 구성원에 의해 지속된다(이상균, 1999; Rigby & 

Slee, 1993).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집단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

하면서 학급 전체 또는 학교 구성원 전체에 의해 강화되고 유지되는 특

성이 있다(곽금주, 2008).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을 집단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학생과 교사를 포함하는 전체 학급 및 

학교 구성원의 역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예성, 2000).

셋째,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기 위해 상담자는 특별한 지식과 기

법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①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상담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2018년 현

재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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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발생이 학교에 알려지거나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기

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피해자에게

는 보호조치가, 가해자에게는 선도조치가 내려진다. 이러한 조치 결과는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교육청에 보고된다. 이후 학교폭력 피해

자와 가해자가 조치를 수용하는 경우, 피해학생이 받는 조치는 학내외 전

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

급 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있다. 그

리고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선도조치를 받게 된다. 만약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있다(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8). 

상담자가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드물지만,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②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위기 상담(crisis 

counseling)과 외상 상담(trauma counseling)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대처할 수 없는 압도적인 어려움을 경

험하게 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인지적 균형을 깨뜨리는 사건

(Rapport, 1965)이라는 점에서 위기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기 상

황을 다루는 상담에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내담자가 균형감을 찾

아 일상생활로 복귀(reconnection; Herman, 1997)하도록 돕는 것을 목

표로 삼는다.  또한, 위기 상담은 문제 정의, 안전 확보, 지지 제공, 대안 

탐색, 계획 수립, 긍정적 활동 등의 6단계 모델의 순서로 개입이 진행된

다(Gilliland & James, 1993)는 점에서 일반 상담의 진행과정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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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근거기반 외상 상담으로는 인지처리치료(Cognitive Processing Therapy), 

안구운동 둔감화 및 재처리 치료(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안전추구 치료(Seeking Safety), 지속적 노출 치료

(Prolonged Exposure Therapy), 현재 중심 치료(Present-Focused 

Therapy)가 있으며, 이러한 치료는 대체로 사건 경과 3개월을 중심으로 

그 이전인 경우 안정화에, 이후인 경우 기억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주혜선, 2016). 주혜선(2016)의 연구에서는 외상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서는 일반 상담과는 다른 사례개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외상 사건 특성, 관련 심리적 증상, 증상을 유지시키는 심리적 기제, 외

상 상담 목표와 전략의 측면에서 일반 상담과는 다른 사례개념화가 필요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상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효과적

으로 돕기 위하여 일반 상담과 다른 위기 상담과 외상 상담에 대해 이해

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그러나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한계

가 있다. 상담 관련 전공 석사과정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은 학교 및 학과

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이숙영, 김창대, 2002), 대체로 상

담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하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

라서 학교폭력 상황을 이해하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관련인으

로서 피해자 부모, 가해자, 가해자 부모, 학교 교사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학교폭력을 비롯한 위기 상담, 외상 

상담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식을 쌓고 실습할 기회는 많지 않다. 

넷째, 상담자들이 종사하는 상담 기관의 근무 환경은 대부분 학교폭

력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조력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① 상담자들은 발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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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 대부분 초심자에 속할 때 상담 기관에 채용되어 숙련 상담자로 발

달해 간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Wee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그리고 학교폭력 전문 상담 기관에서는 상담자 응시 자격으로 

상담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상담 관련 학회 또는 국가 자격

증 2급 이하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초심 상담자들은 불안해하고 의존적이며 통찰이 결여되어 있으며

(Hogan, 1964) 상담에 대한 동기는 높으나 상담에 대한 자신감과 기술

이 부족하여 다양한 부분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구조화와 방향제시가 필

요하다(Hogan, 1964; Stoltenberg, McNeill & Delworth, 1998). 또한, 

청소년 상담 기관의 경제적 처우가 열악하고 이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

면, 많은 상담자가 초심 상담자의 범위에 속하고 초심자로서의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초심 상담자를 지나 숙련 상담자에 접

어든 상담자들은 점차 상담자로서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며, 자신감이 증

가하고 필요할 때만 수퍼바이저에게 의존하게 된다(Hogan, 1964). 그러

나 숙련 상담자들도 여전히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을 경험하고, 내담자를 잘 도와줄 수 있을지 유능성에 대해 회의감을 경

험한다고 나타났다(김혜미, 오인수, 2016). 그리고 상담자가 경험하는 크

고 작은 좌절은 초심, 숙련 상담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발달 단계

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들이 좌절을 딛고 더욱 성장하여 학

교폭력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조력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의 함양과 

수퍼비전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소수연, 장성숙, 2014; Hill, 

Charles, & Reed, 1981; Wiley & Ray, 1986).

② 상담자가 취업한 이후 상담 기관에서 제공되는 연수만으로는 전

문성을 향상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석사 졸업 이후 상담 기관에 취업하

면 Wee센터의 종사자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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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담자 연수에 참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수는 요구 분석 없이 

진행되어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혜숙, 이기학, 

2012).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직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 사안의 심각성과 다양성, 학교폭력 피해자의 성장환경 및 성격 특

성,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의 심리상태와 대처방법 등을 비롯하여 고려

해야 할 점이 많은데 비해 연수의 횟수가 적기 때문에 연수를 통해 전문

성을 향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상담 기관에서는 업무 시간에 연수 

이수를 장려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상담자들이 개별적으로 연수를 

수강하고 있다(김동일, 배희분, 최수미 외, 2016). 더욱이, 상담 기관에서 

제공되는 연수가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

다. 따라서 상담자들이 위기 상담이나 외상 상담과 같이 학교폭력 피해자

를 돕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제를 학습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열의 있는 상담자들은 근무 외 시간에 개인적

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각종 수퍼비전과 워크숍 등에 참가하여, 전문

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청소년 상담 기관은 열악한 재정 환경으로 인한 낮은 처우, 부족

한 인력, 과도한 업무로 이직률이 높은 특성이 있다. 이러한 상담 기관의 

환경은 20여 년 전부터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박재황, 1999; 김진숙, 

2002)이 있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상담 기관의 낮은 임금 

및 보수체계(김정미, 서은경, 2018; 최상근 외, 2011; 황순길, 손재환, 김

다희, 김화연 외, 2016)는 상담자의 사기를 떨어뜨려 이직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효진, 2014).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

자는 여타의 상담과는 다른 경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첫째, 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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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면하는 상황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

하며, 특정한 방법이나 절차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담

자는 자신이 대학원 교육 과정을 통해 학습한 이론과 실제의 괴리

(theory-practice gap; Maudsley & Strivens, 2000)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상담자로서 권리 옹호자, 조정자, 자문가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담자는 다양한 역할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혼란감과 정서적으로 고갈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윤아랑, 정남운, 

2011). 셋째,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상담자는 외상 사건을 반복적

으로 듣게 되면서 대리 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 McCann & 

Pealman, 1990)을 경험하여, 내담자와 유사하게 침습, 회피, 과각성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Figley, 1995). 넷째,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하

여 열악한 처우 속에서 스스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찾으

며(김인규, 2009; 김혜숙, 이기학, 2012)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

각된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상담자의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중 초보상담자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수행되었

다.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김길문, 정남운, 2004; 김은수, 권

경인; 2017; 김지연 외, 2009; 이영순, 2010; 이병현, 2018; 정경빈, 조

성호, 2009)가 다수 이루어졌고, 초심 상담자와 내담자의 수퍼비전 참여 

경험(김도연, 이명우, 2018), 초심 상담자와 내담자의 조기종결 경험 연

구(손유미, 정남운, 2005)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초보 상담자와 숙련

상담자의 차이(권혜경, 이희경, 2013; 남희경, 장성숙, 2016; 박외자, 최

웅용, 천성문, 2004; 이현아, 이수원, 1997)를 밝힌 연구와, 숙련 상담자

의 좌절과 대처에 관한 연구(김혜미, 오인수, 2016)가 수행되었다.



- 10 -

둘째, 상담자의 특별한 정서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문상담

교사의 소진 경험에 대한 연구(박근영, 임은미, 2014),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 회복 경험에 관한 연구(최혜윤, 백현정, 차지숙, 김은하, 2015), 상

담자의 대리외상 경험에 대한 연구(권해수, 김소라, 2006; 조영매, 2017; 

조영매, 반신환, 2016), 청소년 사이버 상담에 대한 심리적 경험에 대한 

연구(류은희, 박주영, 허현영, 2016)가 수행되었다.

셋째, 특수한 내담자를 만나는 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 예를 들어, 탈북주민 상담 경험에 대한 연구(조영아, 방기연, 

2010), 학업중단 청소년 특성과 개입에 관한 연구(오혜영, 박현진, 공윤

정, 김범구, 2013), 세월호 재난 위기개입에 참여한 상담자의 경험을 밝

힌 연구(이동훈, 신지영,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상담 경험에 관한 연구

(김혜진, 김현주, 2017), 도박중독 상담자의 경험 연구(2012), 고용지원센

터 직업상담자의 경험 연구(유현실, 김영은, 신선임, 이자명, 황준철, 

2011),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담한 상담자의 경험과 인식을 밝힌 연구(이

주영, 이아라, 2015), 학교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과 인식 

연구(홍지영, 2014)가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연

구를 통하여, 첫째 상담자들이 발달상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상담자가 경험하는 정서적인 소진, 대리 외상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특정 상담 현장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을 밝혀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홍지영(2014)의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학

교 내에 위치한 상담자의 역할과 개입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상담실에 학내 구성원들의 

시선이 몰리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우며(홍지영, 2014),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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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가 관리해야 할 인원이 전교생 수준으로 상당히 많다(김지연, 2014; 

박근영, 임은미, 2014). 이에 학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각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 개입을 위해 이들을 Wee센

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청소년 상담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학교 밖에 위치한 상담 기관에 종사하는 상담자들의 학교폭

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경험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담한 상담자의 경험과 인식을 밝힌 연구

(이주영, 이아라, 2015)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태도와 상담 개입의 초점, 상담 과정의 어려움과 성과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상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를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피해

자를 상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심리

적 힘이 세고, 폭력적인 언행에 대하여 교정 치료를 한다는 생각에 상담

자가 부담이 덜하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는 처음 사안이 발생하여 분

노, 원망을 느낄 때 내담자의 감정과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만

성적인 우울 상태에 빠지기 쉬워 상담자가 에너지를 끌어올리기가 상당

히 힘들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적절한 개입 없이 방치되는 경우 2011년 

대구에서처럼 자살(연합뉴스 2011.12.28.)하거나, 2018년 인천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후 추락사(연합뉴스 2018.11.18)하고서야 세상에 알려질 정

도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기 때문

이다.

요약하면,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상담 기관

에 종사하는 상담자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연구의 주요한 관심이 되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독특한 경험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

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의 관계 경험,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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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상담자가 고려할 점, 상담자가 경험하는 정서, 상담자에게 영향

을 미치는 환경, 상담자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처, 상담자가 경험하는 

발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①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경험이 3년 이상인 상담자, ② 상담 관련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상담자, ③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상담심리사, 국가자격인 2급 청소년상담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

한 상담자, ④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3명의 상담자를 선정

하여 분석이 포화될 때까지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면담 자료를 토대

로 지속적 비교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

서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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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행동,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여 현상의 실체를 이해하

기에 적합하다는 특징(Creswell, 2010)이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거나 기존의 이론으로 조명할 수 없는 새로운 초기이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리고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맥락의 측면을 함께 조망

할 필요성이 높은 연구 주제에 활용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상담 경험을 연구하기 위하여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자

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에 대한 경험은 지금까지 연구의 초점이 되지 못해 

이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매우 적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라는 민감한 주제

에 대한 현장 상담자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셋째, 학

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론으



- 13 -

로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상담자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를 훈련하

기 위해 대학원 과정과 기관 차원의 연수에서 필요한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에

게 필요한 업무 환경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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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 기관에 종

사하는 상담자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상담 경험을 밝히고, 이를 

이론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를 연구 문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는 어떤 독특한 경험을 하는가?

 1)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2)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가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는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가?

 4)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

인은 무엇인가?

 5)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는 어떤 대처를 경험하는가?

 6)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는 대처 이후에 어떤 결과를 

경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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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경험에 대

하여 면밀히 살펴, 이들의 경험을 이론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 ① 상담자의 경험 연구, ② 위기 상담과 외상 상담, ③ 학교폭력과 학

교폭력 피해자 상담, ④ 청소년 상담 기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1. 상담자의 경험 연구

가. 상담자의 정서 경험과 관련된 연구

1) 소진

상담자의 정서적 경험에 관련된 연구로는 소진 연구와 대리 외상 연

구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소진에 관하여 소진의 정의, 상담자의 소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진이 상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

였다.

소진은 사람을 상대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신체적·정서적·

영적으로 소모되어 일에 대해 무능하게 느껴지고 의미를 찾지 못하여, 일

에 대해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현상이다(최혜윤, 백현정, 차지숙, 김은

하, 2015; Clark, 1980; Freudenberger, 1974; Maslach & Leiter, 

1997; Pines & Maslach, 1978; Skovholt, 2001).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담자 요인, 내담자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담자 요인에는 상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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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경력과 같은 인구통계적인 부분과 A형 성격 유

형, 완벽주의 성향, 신경증 성향 등 성격적 특성이 포함된다(최윤미, 양난

미, 이지연, 2002; 최혜윤, 정남운, 2003; 최혜윤 외, 2015)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내담자 요인은 상담자를 비

난하고 부정적 감정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내담자, 상담자에게 의존적인 

내담자, 증상이 심각한 내담자, 상담 성과가 없는 내담자, 상담자에게 악

의를 가진 내담자 등이었다(최윤미 외, 2012).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 작업량, 업무 시간, 직장 내 인간관계 갈등, 역

할 기대와 역할 혼란, 업무에 대한 자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유성경, 박성호, 2002; Altmaier, 

& Russell, 1989).

소진으로 상담자가 받는 영향은 피로, 부정적 정서, 자존감 저하, 업

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의미 상실, 회의감 등으로 나타났다(최윤미 외, 

2002; Skovholt, 2003). 또한, 소진으로 인하여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공감하기 어려워져 상담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타났다

(윤아랑, 정남운, 2011; Skovholt, 2001).

2) 대리 외상

대리 외상은 상담자가 장기간 동안 내담자의 외상 사건에 지속적으

로 노출되면서 상담자의 정체성, 기억체계, 신념 체계의 인지 도식이 분

열되어 상담자 개인적 삶과 전문가로서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

(Campbell, 2002; Figley, 2002; Pearlman & Saakvitne, 1995)을 뜻한

다.

McCann과 pearlman(1990)은 구성주의 자기 발달 이론(constructive 

self-development theory)를 기반으로 성폭력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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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을 자존감, 안전, 신뢰와 의존, 힘과 통제, 친밀감의 다섯 가지 영역

으로 나누어 대리 외상을 설명하였다.

첫째, 상담자는 세상의 선함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져 타인은 물론 자

신의 자존감이 낮아진다. 둘째, 피해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담자 자신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성폭력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다. 셋째, 상담자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혼란을 느낀다. 

넷째, 상담자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 다섯째, 

상담자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나아가 자인의 일과 타인과

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나.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근거이론 질적 연구에 대해서 초보 상

담자, 숙련 상담자, 상담 전문가의 전문성 발달을 통합하여 상담자가 경

험하는 어려움을 정리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그 결과를 요약하

였다. 홍지영, 김진희(2018), 김혜미, 오인수(2016), 오현수, 한재희(2009)

의 연구는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사용했으며, 고윤희, 박성현(2014)의 연

구에서는 Giorgi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따랐다.

1) 상담자가 당면하는 어려움

초보 상담자들은 상담자로서 전문적이고 인간적인 자질을 갖추고 성

장하는 삶을 원하지만, 전문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성장 과정에 대해 

막막해하고 있었다(홍지영, 김진희, 2018). 숙련 상담자들은 상담이 전문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와 근무환경에 있었으며, 상담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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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어려움으로 상담 장면에서도 방해받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김혜미, 오

인수, 2016). 상담 전문가 또한 전 생애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좌절을 경

험하고 있었는데, 전문적 학습 과정에서 좌절하고, 진로 발달에서 좌절을 

경험하였으며,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발달 추구, 그리고 상담 외 업무로 

인한 좌절을 경험하였다(오현수, 한재희. 2009).자기 성찰 경험을 중심으

로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해 살펴본 연구(고윤희, 박성현, 

2014)에서도, 상담자는 적합성을 고민하면서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었

다.

2) 상담자의 대처 전략

초보 상담자들은 적응을 위해서 주변 선배,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였

다. 내담자의 변화, 상담 관계 경험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사람과 상담에 

대한 관심과 믿음을 경험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고, 

동료 관계에서 지지 받는 것이 중요한 적응을 돕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홍지영, 김진희, 2018). 숙련 상담자들 또한 동료와 수퍼바이저와 상의

하였고, 스스로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추구하고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하

려고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천

하며, 스스로에게 상담 기법을 적용하였다(김혜미, 오인수, 2016). 상담 

전문가 발달 과정에서 상담자들은 문제 해결적인 대처, 정서 조절적 대

처, 그리고 종교적 대처로 다각도로 좌절에 대처하였다(오현수, 한재희, 

2009). 또한,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불편함을 버티며 새로운 시

도를 하고, 다양한 수련 과정에서 문제 회복을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윤희, 박성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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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처 전략의 결과

홍지영와 김진희(2018)의 연구에서 초보 상담자들은 결과적으로 처음

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담자의 내면을 보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으

며, 내담자의 성장으로 상담자가 겸허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상담자가 전

인적인 사람이 되어감을 느꼈다. 한편, 김혜미와 오인수(2016)의 연구에

서 숙련 상담자들은 좌절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여 좌절과 성장을 선순환

으로 인식하고, 자신감과 인내심이 높아졌으며, 상담자로서 발달과 성장

에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상담전문가의 발달 과정을 분석한 오현수, 한

재희(2009)의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의 사람과 세상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

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이 확장되었다. 상담자들은 

좌절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지혜를 쌓게 되었고, 상담자로

서의 전문적 태도가 함양되며, 상담전문가로 성장해나갔다. 고윤희와 박

성현(2014)의 연구에서 상담자들은 다양한 수련 과정을 통해 상담자에게 

자기 신뢰가 형성되고, 상담자가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었으며, 자기 수용 

및 타인 수용의 영역이 확장되고, 상담자가 자기다움의 태도를 체화해나

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자의 경험 연구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자의 경험을 밝힌 연구로는 학교폭력 가해

자 상담자 경험과 인식을 합의적 질적 연구(CQR) 측면에서 밝힌 연구

(이주영, 이아라, 2015)와 학교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과 인

식에 대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수행된 질적 연구(홍지영, 2014)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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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연구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영, 이아라(2015)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담하는 상

담자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상담의 초점, 상담 성과, 가해자 상담과정의 

어려움과 대처방법, 가해자 상담의 문제와 개선 방향, 상담자에게 필요한 

역량이 도출되었으며, 일반적 및 전형적 빈도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면에서 상담자는 다른 내담자와 

같이 대하고, 잘못보다 내담자 존재 자체에 초점을 두려는 경향이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담하면서 초점을 두는 부분은 

정서에 대한 공감과 수용, 행동 결과 예측과 대처 방안 모색, 폭력 사안 

확인, 내담자의 대인관계 탐색 및 지지 유도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

교폭력 가해자 상담의 성과로는 학교폭력 행동이 감소하고, 상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일상 생활 적응 능력이 향상되는 등의 범주

가 도출되었다. 넷째,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담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상담에 대해 비자발적이고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

며, 변화를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 다섯째, 이러한 어

려움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상담자는 부정적인 정서를 공감하고 수용해주

었으며, 상담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기다리고 버텨주는 것을 선택했다. 

여섯째,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짧은 상담 회기, 

사후 관리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

은 유관기관의 협력이었으며, 부모 상담을 의무화하고, 장기 상담을 보장

해주는 방안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담하기 위해 상

담자들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 

선입견 없는 태도로, 공감적이고 진솔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

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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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지영(2014)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학교 내 

Wee클래스 상담자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상

담자가 경험한 학교폭력 사건, 학교폭력 사건의 개입, 상담자의 역할, 개

입의 효과, 학교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폭력 

사건 및 학교 상담에 대한 재안 등 6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상담자가 경험한 학교폭력 사건은 사건의 원인, 발단, 전

개 순서대로 사안의 진행이 자세히 탐색되었다. 그리고 상담자 입장에서 

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징이 도출되었다. 둘째, 학교폭력 사건에 학교 

상담자가 개입하게 되는 것은 다른 교사의 의뢰 과정을 거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해서 상담적 접근을 하였다고 나타났다. 상담자는 피해자

와 가해자가 서로의 이해하고, 상황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도왔다. 그러

나 업무 환경이 열악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어려워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학교 상담자의 역할로 피해자, 가해자, 교사, 학부

모를 상담하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교사들 사이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넷째, 학교 상담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자존감이 향상되고, 적절한 외부 기관으로 연계된 점 

등은 효과적이었으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대면시키거나 가해학생을 

혼내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학교 상담자의 인식과 자질, 교장, 담임, 학생부, 학부모의 

태도 및 역할, 행정 및 관리제도, 방학 등 시기적 요인, 학교급과 같은 

발달 단계요인이 중요하고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사건과 학교 상담에 대하여 학교 상담자들은 사전 예방과 사후의 

신속한 개입이 중요하며, 원활한 학교 상담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학교상

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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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 상담과 외상 상담

가. 위기 상담과 학교폭력 상담

1) 위기 상담의 정의와 특징

위기(crisis)란 개인이 자원과 대처 기제를 넘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과 같은 사건 혹은 상황에 대한 지각(Gilliland & James, 1997)으로, 개

인의 신체적·정서적·인지적 균형을 깨뜨리는 내·외부적 사건(Rapoport, 

1965)에 기인한 개인의 반응이다.

위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는 병리적 사건이 아니다. 둘

째, 위기는 상담 개입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존재한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안에 단기적·집중적 개입의 여부가 개입 및 상담의 효과성을 

좌우한다. 셋째, 위기는 사건의 발생에서 회복까지 일정 단계와 과정을 

거치는 현상이다. 넷째, 위기는 대체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다섯째, 위

기는 예방과 중재 활동이 가능하며 예방과 적극적 개입이 비용 절감의 

효과가 훨씬 크다. 여섯째, 전망 이론(prospect theory; Kahneman & 

Tversky, 1979)에서 말하듯이, 위기 상황 속의 내담자는 매우 불안정하

고 손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의사 결정이 용이한 상태이다. 

이는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는 한 개인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 역

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김동일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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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 상담 단계에 따른 개입 전략

Gilliland와 James(1993)는 위기 상담의 6단계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문제 정의, 안전 확보, 지지 제공, 대안 탐색, 계획 수립, 긍정적 활동의 

순서였다. 또한, 김동일 외(2014)는 위기 상담의 개입 전략으로 위기 청

소년의 안전(safety) 확보, 위기 사건의 확인 및 구체화, 절망감 등 정서

에 초점두기, 정보 제공, 내담자의 강점과 약점 분석, 일상생활로의 복귀

(reconnection)를 제안하였다.

3) 위기 상담과 학교폭력 상담

학교폭력은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상담자가 제공하는, 

총체적이고 조화로운 위기 상담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김동일 외, 2014).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을 위해 

상담자는 먼저 마음 태세(mind set)가 훈련되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만성

적인 위기 상황으로 내담자가 사람과 세상에 대해 신뢰감이 매우 낮아졌

을 때는 자기 노출을 매우 어려워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신뢰 형성에 더

욱 주력해야 한다. 또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해결과정에서 생성된 주변

인들과의 갈등관계를 고려하여, 상담 이후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

다.

학교폭력은 단기상담보다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이 적합(1개

월~1년)하며, 체제와 잘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와 가족의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실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위기

상담자는 학교·경찰·병원·사회복지사와의 교섭·중재·협업의 전문성이 필요

하다(김동일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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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상 상담과 학교폭력 상담

1) 외상의 정의

DSM 5에서 외상 사건은 실제적이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

해를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가까운 친구나 가족 등 타인에게 일어난 

것을 목격한 경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한 경우를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또한, DSM 5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이하 PTSD)의 진단기준을 실제적인 것이든 위협을 당한 것

이든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성적인 폭력을 직접 경험, 목격, 알게 되거

나 노출되는 것으로 경험하여 침투증상, 자극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및 각성과 반응성의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2) 외상 상담의 치료 원칙

Briere와 Scott(2014)은 외상(trauma) 상담을 위해 중요한 원칙을 7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내담자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내담자에게 안정을 제공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상담자가 긍

정적이고 한결같은 치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넷째, 내담자의 특성에 

치료를 맞추는 것이다. 다섯째, 외상 사건과 관련한 성별의 영향을 고려

하는 것이다. 여섯째,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해 깨어 있고, 문화적 차이 

등의 이슈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곱째, 상담자의 역

전이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역전이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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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가.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 연구에서 가장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연구자인

Olweus(2013)는 학교폭력의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으로 고의성

(intentionality), 반복성(repetitiveness), 힘의 불균형(imbalance of 

power)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의성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

는 것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입힌다는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둘째, 반복성은 부정적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뜻하여, 첫 번째 특징인 고의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힘의 불균형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힘의 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로,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더 

강자의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자신의 폭력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힘의 불균형을 

악용하여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17.11.28.) 제2조에 개념이 정의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

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대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

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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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대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나.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의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장 먼저 정의했던 Olweus(1978)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에게 부정적인 행동(negative 

action)을 당하는 학생을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정적 행동이란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이나 

고의로 피해학생을 집단에서 배제하는 따돌림 등 폭넓은 범위를 모두 포

함한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 사회적 배제 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관계적 폭력(relational aggression),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

력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교폭력의 개념은 이후 점점 확장되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힘의 불균형 상태를 포함하게 되었다(Olweus, 

1994).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17.11.28.)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피해학생”

으로 지칭하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 학

교폭력예방연구소, 2018)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나오

기 전까지는 가해학생, 피해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관련학생이라고 지칭

하도록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있어도 학교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음을 학교에서 감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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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 개최 여부와 관련 없이,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한 명 또는 그 이

상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학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영향

학교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은 정서적, 행동적, 그리고 인지적 측면에

서 부정적 변화를 겪게 되며, 이런 변화는 대부분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

게 되면 부정적인 변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허성호, 박준성, 정태연, 

2009). 학교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분노, 외로움, 무력감, 우

울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이 심각할 경우 음주나 

인터넷 중독과 같은 다른 문제 행동으로 전환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시형, 1997; 윤명숙, 조혜정, 2008). 실제로 폭력의 피해학생들은 현

실에서 당하는 폭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푸는 

현상을 보이며, 현실지각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장윤지, 2005).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불안하거나 위축되는 기분을 느끼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거고(박종효, 2007), 자살 사고 또는 자살 계획을 넘어서 자살 행

위에 대한 충동을 느낄 수도 있으며(이정숙, 권영란, 김수진, 2007), 자살

을 시도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등의 2차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갖게 되는 정서적 문제는 상당부분 대인

관계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실제로 대부분의 피해학생이 대인관계에

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게 되면 위축감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이춘재, 곽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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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학교폭력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위축되기 때문이다

(오승환, 2007). 더욱 심각한 것은 폭력을 당하고 나면, 주변 친구들이 

같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점점 

고립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다(이시

형, 1997).

더욱이 학교폭력은 정서적, 관계적인 측면 뿐 아니라 과업달성의 측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등교하

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심해서 등교를 거부하고, 학교에 결성하는 모습을

을 보이며, 늘 자신이 안전한 지 불안해하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은희, 2009; Hoover, Oliver & Hazler, 1992), 여

기에서 그치지 않고 학업을 포기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생각하

는 피해자도 있다(이종복, 1997).

그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은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변화를 경

험할 수 있다. 실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패배의식, 열등감, 자기

비하의 수준이 높으며, 자신이 피해를 당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오승환, 2007). 또한 현실지각력이 낮아짐으로써 삶에 대한 통제력이 

감소되기도 한다(김재엽, 송아영, 이지혜, 2008). 하지만, 이런 특징은 학

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폭력을 당한 

원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학생은 자기주장이 약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쉽게 공

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이춘재, 곽금주, 2000).

더욱이 폭력행동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

해를 당하는 청소년은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와 공격성, 폭력행동을 학습

하고 자신보다 신체적 또는 심리적 힘이 약한 학생을 상대로 또 다른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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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는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서 가해

자와 피해학생은 유사한 생활양식이나 근접성 등의 이유로 인해서 관련

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집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박

순진(2005)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다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되는 상호의존적 연쇄를 가진다는 것이다. 폭

력의 피해학생인 청소년은 다른 상황에서는 종종 폭력의 가해자인 경우

가 드물지 않으며, 이는 범죄를 하게 하는 조건이 동시에 피해를 초래하

는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라. 학교폭력 상담의 원리

상담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문용린 외, 2006). 첫째, 학교폭력 당사자는 종합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상담은 종합적 개입이 가능하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는 특별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며, 상담은 가장 전문화된 개입이다. 셋째, 상담은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넷째, 상담은 학교폭력 문

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섯째, 상담은 예방과 해결 외에도, 학생

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폭력에 관하여 관련자들이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도움을 주어

야 하는지에 대한 검증된 상담방법이 없으며(문용린 외, 2012), 설령 하

나의 상담 방법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상담 사례의 복잡한 특

성 때문에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 개입방법이 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상담의 기본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송재홍 외, 2016). 첫

째, 학교폭력 상담은 ‘인간은 기본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한

다.’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둘째, 학교폭력 상담의 목표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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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 등 관련된 사람 

간의 관계 회복과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이루어지는 상담도 문제의 확대 혹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측

면의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 상담은 그 원인, 

종류와 특성, 상황적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파

악하고 개별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의 경우 신속

하게 대처해야 하고, 중립적이며, 지속적인 상담이 요구되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자료화하여 위기상담 및 대처에서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아무리 사소한 폭력도 단기적 혹은 장기적인 상

담이 필요하다. 일곱째, 학교폭력 상담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부모

와 교사, 동조자와 방관자를 비롯한 모든 주변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여덟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급 간 연계하여 상담

을 하여야 한다. 

마.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전략

학교폭력 트라우마 이론에서는 회복의 과정과 대인과정 접근 이론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모델을 제시하였다(김혜령, 2009). 상담

모델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안전의 확립을 위해서 협력관계 

수립하기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벌 이후, 상담자가 중재 역할을 하

여 피해 학생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 상담자와 내담자는 라포를 형성

하며, 내담자의 강점을 찾는다. 2단계는 외상의 기억과 애도에 대하여, 

트라우마의 기억과 애도를 위한 복합적인 정서에 반응하기이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재진술하고 통합하며, 핵심감정을 찾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수용해준다. 3단계에서는 새로운 관계 모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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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대처전략의 이해와 적용에 초점을 준다. 고립감, 무력감에서 탈피해

서 타인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는 시기로, 상담자와 자신이 과거

에 맺었던 관계 패턴이 아닌 새로운 대처 전략을 연습한다. 이후에는 가

족상담적 개입을 통해 상담자와 관계를 맺으며 학습한 새로운 관계 패턴

을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연습함으로써 가족 내 의사소통 유형

의 변화를 꾀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또래 관계로 확장되어 단절

된 관계가 연결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적응적이고 유연한 또

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김혜령,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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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상담 기관의 열악한 환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발전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이은경 외, 2015; 

황순길, 손재환, 김다희, 김화연, 2016)와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의 직무 

환경 인식에 관한 연구(김효진, 2014)를 통해 청소년 상담자들의 처한 

업무 환경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관 지원 예산의 부족함에 대한 부분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

터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공간 문제, 사업 운영 등의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경험한다고 나타났으며(황순길 외, 2016), Wee센터 종사자들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났다(김

효진, 2014)

둘째, 고학력 전문가에게 열악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은경 

외(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보수는 대부분 석

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1년 이상의 경력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열악한 수

준으로, 원활한 서비스 수행을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장

기 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황순

길 외(201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상담 기관의 약점으로, 전문가에게 적

합한 보수체계가 필요한 점이 도출되었으며, 김효진(2014)의 연구에서는 

Wee센터 종사자들은 급여는 경력과 능력을 고려할 때 보수가 부족하다

는 응답이 67.4%로 나타났다. 최상근 외(2011)는 Wee센터 상담인력이 

낮은 급여를 받는 초심 상담자가 단기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양질의 상

담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셋째, 과다한 업무량과 높은 이직률이 주요 특성으로 나타났다. 제한

된 인력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직원 소진이 많고 이에 전문 

인력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다(황순길 외, 2016). 또한, 업무량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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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여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8.7%에 달하였으며, 현재 수

준 이상의 보수를 보장할 경우 다른 상담 기관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66.3%였다(김효진, 2014).

넷째, 실적 위주의 사업과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상담 서

비스의 양적 실적에 대한 강조로 인해 질적인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

으므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실적 및 평가 위주의 경향을 지양할 필

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황순길 외, 2016).

다섯째, 위기 사례 업무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다. 김효진(2014)의 

연구에서는 단위 학교의 위기 관련 업무가 가장 어려운 업무로 나타났다.



- 34 -

III.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상담자의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을 밝

혀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와 같

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연구 방법

을 적용하였다.

1.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가. 연구방법론적 적합성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담 경험을 밝히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분야에 

대하여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경험의 본질 혹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한다(Stern, 1980). 다시 말해서 질적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방법

을 통해 추출하거나 알기 어려운 현상에 대하여 복잡한 세부사항인 느낌, 

사고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다(Strauss & Corbin, 1998).

박승민(2018)은 상담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를 하는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인간 내면의 역동이나 대인관계 

간의 역동과 같이 계량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밀한 연구 

주제가 존재하므로, 실험이 아닌 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질

적 연구에서는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왜’와 ‘어떻게’에 초점을 맞추

며, 이는 상담학 분야에 있는 연구자의 주요 관심사이다. 셋째,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장면에 대해 질적 연구를 하면, 상담자 혹은 내담자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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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에 상

담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연구함으로

써 상담 이론 및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상담 경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새로운 이해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면담의 과정을 통하여 상담자들이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경험한 본질 혹은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여 질적 연구를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의 연구방법은 행동, 상호작용, 과정에 대

한 이론을 개발하여 현상의 실체를 이해하기에 적합하다(Creswell, 

1998). 이에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첫째, 해당 내용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

거나 기존의 이론으로 조명할 수 없는 새로운 초기 이론을 도출하기 위

하여 사용한다. 둘째,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맥락을 함께 조망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자의 상담 경험을 연구하기 위하

여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선택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학교폭

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에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문 편이다. ① 피해

자나 부모가 아닌 청소년 상담 기관에 종사하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

하는 상담자의 경험에 대해서는 연구가 별로 수행되지 않았다. 학교폭력 

피해자(이진숙, 2012) 또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부모(홍지영, 유정이, 

2013)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

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② 기존의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상담하는 전략에 대한 연

구에서도 상담자의 경험은 중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선행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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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의 맥락을 이해하여 상담 전략을 도출하거나(오인수 외, 

2016), 기존의 상담 이론 또는 상담 모형의 원리를 토대로 상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손재환 외, 2013; 이근배, 2014). 특히, 손재환 외(2013)

의 연구에서는 현장 종사자들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상담전략을 도출

하였으나 깊이 있는 면담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고, 기존 상담 모형 또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어서 실제적인 상담의 흐름을 파악하기

가 쉽지 않다.

③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가 근무한 역사가 길지 않고, 

한 기관에 오래 종사하는 사람보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더 나은 근

무 환경을 찾아 떠나는 등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잦았다. 학교폭력 피

해자를 상담하는 Wee센터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지 10여년, 학교폭

력예방재단에서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을 시작한지 15년,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설립이 20여 년으로 기관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러

한 기관에서는 계약직 종사자가 많고 이직이 잦은 편이어서 해당 기관 

피해자 상담자들의 경험에 대해 밝힌 선행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

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라는 현장성이 강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생생

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된 이후, 교육부

(2012, 2014)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중

심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학교폭력은 더욱 심각해지고 저연령화되고 있다(교육부, 2017). 

이렇게 학교폭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현장성이 강한 주제이면서,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한 민감한 주제이다. 이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 대해 현장에 종사하는 상담자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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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면담에 근거하여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상담자들의 경험을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근거이론 접근방식을 따라 가면, 학교폭력 피해자와의 상

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경험, 상담자가 고려해야 할 부분, 상담

자의 정서, 상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내담자를 돕기 위한 

상담자의 대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경험 자체를 탐구

하는 내러티브나 인간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현상학, 사례에 대한 분석

과 이해를 하는 사례연구 등 다른 질적 연구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중에

서도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나. 근거이론 연구방법

근거이론 연구 방법은 Glaser와 Strauss가 정립하였으나(Glaser & 

Strauss, 1967; O’Toole, 2010), Glaser는 유연한 이해를 강조하는 입장

을 취하였고(Glaser, 1992), Strauss는 Corbin과 함께 설명적인 패러다임

을 제시하였다(Strauss & Corbin, 1990). 우리 나라에서는 Strauss와 

Corbin의 방식이 유입되어 상담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조용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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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 절차를 

제안하였고, 이 연구는 그 절차를 따랐다.

Strauss와 Corbin(1998)의 관점을 적용하여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이론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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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선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로서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

으로 선정하는 이론적 표본 추출(theoretical sampling)에 의해 이루어진

다. 이론적 표본 추출이란 개념 간의 변동을 발견하고 속성과 차원에 따

라 범주의 밀도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장소, 사람, 사

건을 찾아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둘째, 연구자가 자료의 의미나 가치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통

찰력을 설명하는 용어인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을 지녀야 

한다. 이론적 민감성은 연구자의 개인적 자질로서 평가되며, 자료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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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론적 민감성을 잘 갖춘 연구자는 현상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비

교분석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자료 수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강점을 지닌다.

셋째, 지속적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에 의한 분석

이다. 지속적 비교방법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출현한 개념들을 

이전에 형성된 개념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지속적 비교에서는 개념의 출

현 빈도와 개념이 출현하는 다양한 조건 안에서의 개념 이해에 관심을 

갖는다. 연구자는 현장에 나가 실제 경험하는 과정과 자료를 분석하는 과

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까지 지속적 비교를 시행한다.

넷째, 근거이론의 분석 절차인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의 절차에 

따라 분석을 거친 후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을 제시한다. 이러

한 패러다임의 형성 과정은 이론 구축을 위한 귀납적인 사고와 연역적 

사고를 동시에 하면서 이루어진다. 패러다임 모형에서는 인과적 조건,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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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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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근거이론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 개인이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상호작용하고 

행동하는 과정과 관련된 상황을 정리함으로써 이론을 개발할 수 있다

(Creswel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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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 절차

주요 연구 절차

1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문제 수립

§ 청소년 상담자의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 과정

2
연구 주제 및 연구 문제 수정

§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자의 상담 경험 연구

3

예비 연구 실시 및 연구 승인

§ 예비 연구 참여자 2명 면담 실시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인증(IRB No. 

1809/002-013)

4

연구 참여자 기준 확정 및 자료 수집

§ 연구 참여자 기준 확정

§ 연구 참여자 13명 선정 및 면담 실시

5

자료 분석

§ 면담 내용 전사하여 원자료 구성

§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실시

6
추가 면담 실시

§ 추가 면담 대상 3명 선정 및 면담 실시

7

결과 및 논의 기술

§ 연구 결과 기술

§ 연구의 타당성 검토

§ 논의 작성

<표 III-1> 주요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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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①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문제 수립, ② 연구 주제 및 

연구 문제 수정, ③ 예비 연구 실시 및 연구 승인, ④ 연구 참여자 기준 

확정 및 자료 수집, ⑤ 자료 분석, ⑥ 추가 면담 실시, ⑦ 결과 및 논의 

기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 수행의 주요 절차 및 기간 <표 

III-1>에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 주제의 선정 단계이다. 연구자의 관심사인 학교폭력 상담, 

Wee프로젝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자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

의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를 “청소년 상담자의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경

험 과정”으로 설정하고 연구 문제를 기술하였다. 연구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예비 연구를 위한 질문을 제작하고, 예비 연구 참여자에 대한 선정 

기준(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 관련 기

관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타 상담 기관에서 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경력이 

없는 상담자로,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을 5사례, 25회기 이상 진행한 상담

자)을 마련하였다.

둘째, 연구 주제 및 연구 문제 수정 단계이다. 연구 계획서를 발표하

고 상담 전공 교수 2인과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연구 주제를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자의 상담 경험 연구”로 수정하고, 연구 문제도 함

께 수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기준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초심 상

담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참여자 선정 기준을 

수정(청소년 상담 기관에 종사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을 100사례, 

500회기 이상 진행한 5년 이상 경력의 상담자)하였다.

셋째, 예비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생명윤리심의

위원회(IRB)에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예비 연구를 위해 연구자의 

지인 중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교사 1인과 청

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동반자 1인을 면담하였다. 연구자는 예비 연구 



- 42 -

참여자에게 연구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1회 60분 동안 

진행하였다. 예비 면담 결과를 분석하고 면담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메모

하여 연구 문제, 면담 질문, 참여자 선정 기준 등 연구에 대한 수정 방향

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의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동시

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연구에 대한 승

인을 받았다.

넷째, 연구 참여자를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연구 참여자의 사례 수 및 회기 수에 대한 계산 과

정의 번거로움을 줄고 합리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①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학교폭력 피해

자를 상담한 경험이 3년 이상인 상담자, ② 상담 관련 전공으로 석사 이

상의 학위를 소지한 상담자, ③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한국상담

심리학회 2급 상담심리사, 국가자격인 2급 청소년상담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 ④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담자’로 

수정한 후 확정하였다. 총 13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면담과 상담

자 인물관계망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섯째, 자료 분석 단계이다. 자료 분석 단계와 추가 면담 실시는 순

환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 기초적인 자료의 분석은 이전단계인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의 단계와 함께 실시되었다. 즉, 본 면담을 실시한 이

후에 곧바로 자료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축어록으로 전사하여 원자료로 

만드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면담 과정에서 받은 인상과 떠오른 아이디

어 등의 연구자 관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면담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이

러한 기초적인 분석의 내용은 다음 참여자와의 면담에 관점을 제공하고 

연구 질문을 초점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을  



- 43 -

진행하였다. 개방 코딩으로 원자료에서 개념, 하위 범주, 범주를 도출하

였고, 축 코딩으로 연구자가 발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패러다임 모형

으로 도출하였고, 선택 코딩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핵심 범주를 밝히

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가설적 관계 질술

문을 도출함으로써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의 과정을 타당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학교폭력 연구 전문가, 근거이론 연구 전문

가, 상담 전공 교수 2인, 지도교수)의 지도 및 자문을 받았다. 분석 내용

의 결과 및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코딩 자료와 원자

료를 참고하는 과정을 병행하였다.

여섯째,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추가 면담은 자료 분석 상황에 대

하여 전문가 집단에 피드백 받은 이후, 연구 참여자 중 3명을 선정하여 

전화로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전체 면담 과정은 범주가 포화되었을 때 

중단하였다.

일곱째, 연구 결과 및 논의를 기술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 및 논의를 작성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

한 상담자 2인(Wee센터 상담자 1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1인)을 

통해 사실적 가치를 확인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상담자 2인(Wee

센터 종사 경험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1인,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상담자 1인)에게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학교

폭력 연구 전문가, 근거이론 연구 전문가, 상담 전공 교수 2인, 지도 교

수)의 검토 및 자문을 바탕으로 보다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작성하였다. 분석을 바탕으로 결과 및 논의를 정리하는 과정에

서 기초적인 코딩 자료와 원자료를 참고하는 과정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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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근거이론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자가 이론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다(Creswell, 1998). 즉, 연구 목적에 부합하

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 경

험에 대해 알려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마련하

였다.

①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경험이 3년 이상인 상담자

② 상담 관련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상담자

③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상담심리사, 국

가자격인 2급 청소년상담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

④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담자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들의 종사 

기관을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 기관으로 정하였

다.  해당 기관은 법령과 정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독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3년 이상의 경력과 석사 이상의 학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초심 상담자 단계를 지난 숙련 상담자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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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여 초심부터 숙련 상담자까지의 상담 경험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초심 상담자 단계를 지났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했다. 

지금까지 상담자들의 경력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상담

경험, 수퍼비전 경험, 상담 회기, 교육 받은 학기 수 등을 기준(변시영, 

조한익, 2015)으로 구분한다.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교육은 대학원 석

사과정에서 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Skovholt & Ronnestad, 1992) 

선행 연구의 동향을 고려하면 초심상담자에 대한 기준은 상담 경력은 3

년 이하, 학위 수준은 석사 재학 이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송수경, 구자

경, 2017). 이에 초심 상담자 단계를 지난 상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3

년 이상의 경력과 석사 졸업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선정 기준을 마련하

였다.

셋째, 상담자로서 발달하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 취득 이후에도 지속

적인 상담과 수련이 필수적이다(정경빈, 조성호, 2009). 자격증은 상담자

가 지속적인 수련을 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그 중 한국상담학회 2

급 전문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상담심리사 자격증은 학회 자격증 

중에 가장 공신력이 높은 자격증이며, 청소년상담사 2급은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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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특성

이론적 표본 추출의 원칙에 따라 확정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III-2>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범위는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을 부탁하고, 허락한 내용에 한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자의 경험

연구자는 석사 재학 동안 서울 소재 대학 상담 센터에서 약 1년 반 

ID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종교 전공 학력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경력

1 여 40대 초반 기혼 기독교 상담심리 석사졸업 6-8년

2 여 30대 중반 미혼 기독교 상담심리 석사졸업 3-5년

3 여 30대 후반 미혼 무교 상담심리 석사졸업 3-5년

4 여 30대 후반 기혼 기독교 미술치료 석사졸업 6-8년

5 여 50대 중반 미혼 기독교 상담심리 박사졸업 12-14년

6 여 50대 후반 기혼 무교 상담심리 석사졸업 6-8년

7 여 40대 초반 미혼 무교 상담심리 석사졸업 9-11년

8 여 40대 후반 기혼 천주교 가족상담 석사졸업 3-5년

9 여 50대 후반 기혼 기독교 상담심리 석사졸업 3-5년

10 여 40대 중반 미혼 기독교 상담심리 석사졸업 3-5년

11 여 40대 중반 기혼 무교 커리어코칭 석사졸업 6-8년

12 여 50대 중반 기혼 무교 가족상담 석사졸업 3-5년

13 여 40대 중반 기혼 기독교 상담심리 박사수료 12-14년

<표 III-2> 연구 참여자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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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일상 생활을 잘 하고, 상담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있으며 사고와 

감정에 대해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내담자를 상담하

였다. 대학 상담 센터에 방문하는 내담자들은 상담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

으며, 상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었다.

연구자는 석사 학위를 마치고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3년간 근무하면

서 처음으로 초, 중, 고등학생과 그들의 학부모를 상담하였다. 연구자는 

근무 초기에 학생 상담이 내담자의 자발적 의뢰가 아닌 부모 또는 학교

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상당히 생경하였으며, 상담 기관을 방문하는 

내담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충격을 받았다. 학교 교사, 외부 수

퍼바이저, 그리고 상담자들조차도 내담자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원이 

열악하여 무료 기관에 방문하는 불쌍한 학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

고, 일부 교사들은 상담 기관에 대해 ‘문제 있는 아이들이 가는 곳’ 또는 

‘학교생활문제 종합처리반’으로 인식하여 당황하였다.

그렇게 의뢰되는 내담자 중 가장 곤혹스러웠던 사례가 학교폭력 피

해자였다. 특히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아 상담에 

의뢰되는 경우, 내담자의 회복에 대한 상담 성과에 학교의 관심이 쏟아

져, 연구자는 부담스러움을 느꼈다. 근무 초기 연수의 형태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법률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단회기로 받았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상담자가 이해해야 하는 상황에 당황하였다. 상담자의 역할

을 내담자의 심리, 학습, 진로를 다루는 것으로 학습한 대학원의 교육 방

향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은 계약된 근로기

간이 있었고 재계약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물어, 상담자

들이  노련한 상담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자리를 옮기는 구조였다. 따라

서 상담 기관 내에서 상담 전문가가 양산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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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는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사례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수퍼바이저들은 청소년 상담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상담 기관은 근무조건이 열악하

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상담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현장 전문가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고, 신규로 채용되는 상담자들은 대체로 초심자

들이었다.

이와 같이 대학원 대학원 교육과정과 현장의  차이를 경험하며 생긴 

의문에 대하여, 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박사 학위 논문 주제

로 선택하였다.

연구자가 청소년 상담 기관의 상담 환경에 익숙한 점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의 

경험에 매몰되지 않도록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

로, 연구자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선입견과 

편향된 경향을 깨닫기 위해 인터뷰 자체에 집중하고, 연구 참여자의 말과 

행동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 입장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4)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에 대해 윤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연구자

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기 전, 유선 연락처

를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데 동의한 예비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에 전화할 

시간을 정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유선으로 또는 메일로 연구 

주제와 연구 과정을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문 <부록 1>을 안내하였고, 인

터뷰 내용을 미리 알고 인터뷰 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1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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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표 <부록 2>를 전달하였다.

둘째,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을 보여주고 연

구의 내용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용 및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에 연구 참여자의 서면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

자용 동의서는 연구자가, 연구자용 동의서는 연구 참여자가 갖도록 하였

다.

셋째,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연구 참여자 안내문의 내용을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 안내문에는 연구 주제, 참여 

대상, 연구 기간 및 방법, 중단 가능성, 개인 정보 보호 방법 및 폐기 관

련 사항, 비밀 보장,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할 때는 연구 참여자와 그들의 내

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면담 중에 부득이하게 상담 사례가 

일부 언급된 경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였다. 상담자가 

사례와 관련해 대처한 부분에서는 사례를 일반화하여 상담자의 대처만 

드러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상담자의 개인 특성이나 소속된 기관에 대

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삭제하였다. 

다섯째, 연구가 출판되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인의 면담 삽입 

내용을 보여주면서, 전체 연구 결과를 본인의 응답만 식별 가능하도록 자

료를 공유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수정 또는 삭제를 원하는 사항에 대해 

확인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격앙된 상태에서 표현한 몇 가지 단어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는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화하여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연구 방법 부분에서 연구 참여자의 기

본 정보는 숫자로, 연구 결과에서 원자료의 인용은 숫자와 관계 없는 알

파벳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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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박승민, 2018; Charmaz, 2006)

이 연구에서는 주로 면담을 통해 질문의 답을 얻는 방식을 사용하였

다. 면담을 통해 자료를 얻는 것은 중요한 삶의 부분이지만 연구 참여자

들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자료 수집방법이다(박승민, 2018; Shepris 외, 2010). 

예비 면담을 통해 연구 질문을 구체화하고, 연구 진행 방식을 수정하

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면담을 실시하였다. Seidman(2013)은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되는 면담의 구조와 원리를 제시하여 90분을 기준으

로 면담의 간격을 3일에서 1주일 정도의 간격이 되도록 제안하였다. 이

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도 면담 시간을 90분을 기준으로 진행하되, 연

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2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

하였다. 면담의 간격은 연구 참여자의 일정을 우선으로 고려하였다. 그리

고 면담에서 녹음된 자료는 연구자가 전사하고, 다음 번 면담 질문을 작

성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메일로 전달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와의 면담 횟수는 최소 1회에서 최대 3회로 시행하였으며, 소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였다.

부가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상담 관계망과 인생곡선을 활용하였

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인물이 다수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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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연구 참여자에게 이들에 대하여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표현해달

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적응 경험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인생곡선을 그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상

담자의 인생곡선은 연구 결과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연구 참여자별

로 인생곡선이 다양하게 나타나, 이 자료로 적응 과정 또는 경향을 파악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예비 면담

예비 면담의 목적은 연구 주제를 초점화하고, 연구 진행의 현실 가능

성을 파악하는 것이었으며, 연구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현실적인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예비 면담을 위한 질문지는 상담자에 대한 연구(김지

연, 2014)와 최근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작성된 학위논문(전호정, 2017)

을 참조 및 수정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상담 전공 교수 

2인과 지도교수의 검토와 자문을 받고 수정한 예비 질문지의 내용에는 

청소년 상담 기관 근무 선택 이유,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을 하게 된 배

경, 학교폭력 피해자 첫 상담 경험과 어려움,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관련 

교육의 기회 또는 개인적 노력,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의 의미 등의 내용

으로 구성하였다.

예비 면담은 2018년 6월에 1인당 60분 동안 진행되었다. 첫 번째 예

비 연구 참여자는 10년 경력의 전문상담교사였으며, 두 번째 참여자는 

Wee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모두 경험한 4년 경력의 상담자였다. 

면담 장소는 예비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상담센터의 상담실에서 진행

하였으며, 연구 주제, 목적, 방식을 설명하고, 녹음 허용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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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추진하였다. 가벼운 대화로 연구 참여에 대한 준비

를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예비 면담을 실시하였다.

예비 면담에서 참여자들이 응답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지도 교수

의 피드백을 통해 연구 수행에 반영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의 상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만 전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 상담에 대한 답변과 섞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이에 본 

면담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 초점을 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

시키기 위해, 질문마다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삽

입하였다.

둘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중시하고 가해자에게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어, 상담자의 역할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내담자의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하였다. 이에 Wee센

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 기관 종사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

정하기로 하였다.

셋째, 예비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상담자끼리 

상담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유능성을 

발휘하는 상담자를 추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담자의 교

육 배경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개인적 삶의 경험과 상담자

로서의 전문적 경험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동료가 함께 

근무하며 상담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환경에 있는 연구 참여자를 찾는 

방법과 전문가의 추천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

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환경과 인생 경험을 가진 상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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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수 있도록 연령, 종교, 결혼여부, 근무 지역, 근무 기관, 상담 경

력 등이 다양하게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넷째, 연구자는 연구 초기에 학교폭력 피해자는 비자발적이고 비개방

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으나, 예비 연구 참여자들은 피해자가 고립되

어 있기 때문에 도움 받고 싶은 마음이 큰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상담자들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반복적으로 들으며 대

리외상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예비 면담에서 참여자들은 대리 

외상 경험이 없었다고 하여 본 면담에서 대리외상 경험을 가정하고 질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오히려 예비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자에게 제

공되는 연수와 상담 현상의 차이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상담 매뉴

얼이나 학교폭력 관련 연수 등에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학교폭력 피해자

와의 상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부 피해자는 상담

자가 피해의식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고 느끼면 라포 형성이 되지 않고 

피해 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연구

자는 상담자의 교육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의 관계에 대하여 본 면담에서 질문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다섯째, 예비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 경력이 오랜 경우 학교폭력 피해

자 상담을 한 첫 사례에 대한 질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연구

자는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의 첫 번째 사례에 대한 질문을 초심자일 때

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하였다.

3)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 제작

연구 질문지의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연구용 질문지

를 제작하였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수행된 논문(김지연, 2014; 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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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7)을 검토하여 질문지를 개발하고, 지도교수의 피드백과 예비 면

담과정을 토대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수정하였다. 

상담 전공 교수 2인과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질문을 수정하

였다. 둘째, 예비 연구 참여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1차 면담 질문지를 

제작하고, 지도 교수의 자문을 받아 질문을 수정하였다. 첫 번째 참여자

의 1차 면담 실시 질문을 보완하여 두 번째 참여자를 면담할 때 사용하

였고, 이런 방식의 수정을 지속하였다. 셋째, 첫 번째 참여자의 1차 면담 

실시 이후,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추가 질문이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여 

2차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의 수정은 1차 면담 질문지와 동

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3차 면담 질문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

되었다. 넷째, 추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 때는 학교폭력 연구 전문가, 

근거이론 연구 전문가, 상담교수 2인, 지도교수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질

문지를 제작하였다.

4) 본 면담 방법

면담을 위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

다. 그 이유는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상담

자 중 연구 참여자 대상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담자에게 연락하여 연구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① 청소년 상담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계약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2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계약 종료로 타 직장으로 이직하는 등 해당 업계를 떠난 

경우가 있었다. ② 계약이 연장되었으나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휴

직 상태인 경우가 있었다. ③ 상담 기관을 통해 연구자를 섭외하려고 한 

경우, 상담 기관 측에서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 보장이 되지 않을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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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④ 연구자는 인터뷰를 최대 3회로 계획하

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 기관에서는 인터뷰 참여에 필요한 소요 시간이 

길어 업무에 방해될 것을 예상하여 허락을 받지 못했다.

이에 연구자는 중요 정보제공자의 추천과 수퍼바이저급 전문가의 추

천,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동료 추천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

구자는 중요 정보제공자 또는 수퍼바이저급 전문가에게 연구에 대한 설

명문에 참여자 조건을 첨부하거나 구두로 연구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이

들이 개괄적인 연구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을 대신하고 연락처

를 넘기는 데 동의를 받아주었고, 이후 연구자가 연락처로 연락하여 연구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인터뷰 대상자에 맞는지 확인하고, 인터뷰 일

정을 정하고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성별에 대해 의도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모두 표집하려고 노

력했으나, 여성만 모집이 되었다. 이에 상담전문가인 교수 1인의 자문을 

구하여 청소년 상담 기관 종사자 중 대부분이 여성(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2017)이기 때문에 별도로 남성 참여자를 모집하지는 않기로 하

고, 참여자를 계속 모집하였다.

면담을 실시하기에 앞서 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모집된 참여자들에게 

연락하여 연구의 내용과 연구 참여자 기준에 대해 간단히 안내하였다. 연

구 참여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 연구 실시에 구두로 동의

를 받은 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 안내문

과 연구 윤리 안내문을 문서를 보여주며 구두로 안내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하여 문서로 동의를 받았다. 1회 면담 전에 연구 참여자가 동의한 경

우 연구 질문을 문서로 작성하여 미리 메일을 공유하였다. 면담 시간과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장소는 참여자가 

근무하는 상담센터, 거주지 또는 직장 근처의 카페 등을 선택하였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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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이후 자료를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고, 이를 기초로 2회 면담 질

문을 만들고, 연구 참여자가 동의한 경우 미리 메일로 공유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분석 과정을 거쳐 집단(학교폭력 연구 전문가, 근거이

론 연구 전문가, 상담 전공 교수 2인, 지도교수)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연구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중요 정보제공자 3명을 선정하여 추가 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별로 1~3회 실시하였으며, 1인당 평균 

면담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0시간이었다.

여섯째,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추가 면담은 자료 분석 상황에 대

하여 전문가 집단에 피드백 받은 이후, 연구의 초점을 ‘학교폭력 피해자

를 상담하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압도감’으로 좁히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추가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중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한 3명을 선정하여 전화로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추가 면담

은 1인당 90분에서 120분간 소요되었다. 전체 면담 과정은 범주가 포화

될 때까지 13명과 22회, 48시간 50분간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면담에 필요한 원칙과 기술을 지키며 효과적인 면담이 되

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연구자가 따른 면담 원칙은 다음과 같다

(Patton, 2015). 첫째, 개방형 질문을 제시한다. 둘째, 질문은 명료하게 

한다. 셋째, 경청한다. 넷째, 필요한 경우,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다섯째,  

관찰한다. 여섯째, 공감하면서도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동시에 견지한다.

(감정이입적 중립성) 일곱째, 면담의 주제 간 전환을 시도한다. 여덟째, 

질문의 유형들을 구별한다. 아홉째,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열째, 면담 내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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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Strauss와 Corbin(1998)에 의하면, 근거이론방법에서 기본적인 자료 

분석은 면담이나 수집된 자료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녹음한 자료를 전사하고, 연구자의 관찰이나 기타 자료를 범주

화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와 같이 변환시킨 자료에 대한 코딩 

작업을 진행한다. 근거이론의 연구 방법에서 코딩은 가장 핵심적인 분석 

방법이다. 근거이론에서의 코딩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바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세 단계이다. 각각의 코딩 과정을 거치

며, 연구자에 의해 수집된 원자료는 축약되고 의미 있는 이론으로 정리되

게 된다(Strauss & Corbin, 1998).

1) 원자료(Source material)

원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녹음된 인터뷰 자료를 연

구자가 직접 전사하여 추출하였다. 인터뷰에서 구두로 표현된 내용은 모

두 전사하여 전사기록지를 만들었다. Flick(2009)의 제안을 참조로, 인터

뷰 과정에서 연구자가 느낀 점, 연구 참여자의 특성, 태도, 인터뷰 또는 

현장에 대한 연구자의 인상, 현장조사 일지, 다음 번 인터뷰에 반영할 사

항 등은 연구자가 별도로 메모하였고, 전사된 내용과 합쳐 연구노트를 만

들었다. 연구노트는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차수별로 만들고, 전체 합본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연구노트 내용 중 연구 참여자가 연구 진행 중에 내

용 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한 부분은 즉시 반영하였다. 원자료는 개방 코

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을 비롯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마다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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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 코딩(open coding)

개방코딩이란 개념을 밝히고, 개념의 속성과 차원을 자료 안에서 발

견해 나가는 분석과정을 의미한다(Creswell, 1998). 다시 말해서, 원자료

에서 개념(concept)을 발견하고 명명하며, 유사한 개념들 또는 의미상 관

련있는 개념들을 하위범주(subcategory)로 묶고, 하위범주를 다시 범주로 

묶는 범주(category)화 과정이다(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개념(Concepts)은 이론 생성에 기본이 되는 단위로, 사건이 위치한 

맥락(context)에 따라 연구자가 현상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현상

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은 연구자가 유사한 사건이나 사물을 공통 묶고 

분류하기 위함이다. 범주는 현상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자료에서 발견된 

개념을 모으거나, 문헌자료를 참고해서 또는 참여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체험 코드(in vivo code)를 통해 정해진다. 범주는 속성

과 차원에 의해 발전되며, 하위 범주로 분해되면서 차별화된다. 여기에서 

속성은 한 범주의 일반적 혹은 구체적 특성이며, 차원은 연속선상 또는 

어떤 범위 내의에서 한 속성의 위치를 나타낸다. 속성과 범주를 구체화하

면 변화(variation)에 따른 양상(patterns)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주에 제한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위 범주는 어떤 현상에 대해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범주를 보다 구체화한다. 하위 범주

는 속성과 차원을 가지는 점이 범주와 유사하다(Strauss, Corbin, 1998).

개방 코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450여

쪽에 달하는 원자료를 모두 모아서 컴퓨터상으로 줄 단위, 문장 단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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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체 단위, 전체 문서 정독 후 분석하는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메모를 달아서 개념을 붙였다. 원자료의 응답 

내용과 개념을 엑셀 파일에 옮겨, 하위 범주와 범주를 작성하였다. 작성

된 개념을 중심으로 하위 범주를 생성하고, 범주를 명명했다. 이후 원자

료의 응답내용과 개념을 반복적으로 비교해서 읽으며, 개념이 원자료의 

응답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또한, 개념을 묶을 

수 있는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는지, 하위 범주를 포괄하는 상위에 있는 

범주가 논리적으로 도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필요에 따라 원자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였다.

두 번째로, 원자료를 프린트하여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단위

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의 초점을 고려하여 중요한 내용에 밑

줄을 긋고 개념을 명명하는 작업을 다시 하였다. 이 자료를 위와 같이 

원자료와 개념 부분을 엑셀 파일 옮겨,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같은 면담 

내용을 첫 번째 방식과 다르게 코딩하면서 범주화의 적절성을 검토하였

다. 따라서 범주화 작업은 첫 번째 작업에서 명명된 이름을 수정하여 사

용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개방 코딩 작업 결과를 중심으로, 중복되지 않

는 선에서 첫 번째 작업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방 코딩 과정은 

축 코딩, 선택 코딩을 하면서 순환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3) 축 코딩(axial coding)

축 코딩은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코딩이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

서 범주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축 코딩의 목적은 개방 코딩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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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는 것이다. 축 코딩에서 범주는 하위범주와 

연결되어 현상에 대해 더 자세하고 완전한 설명을 이룬다(Strauss, 

Corbin, 1998).

축 코딩에 대한 기본적 과업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Strauss, 

Corbin, 1998). 첫째, 한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찾아낸다. 이것은 개방코

딩 기간 중에 시작되는 과업이다. 둘째, 현상과 연관된 다양한 조건, 작

용/상호작용, 그리고 결과를 밝혀낸다. 셋째,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진술을 통해서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킨다. 넷

째, 자료 안에서 주요 범주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나타내는 단서를 

찾아낸다.

축 코딩은 범주들 사이에 서로 연합관계를 만드는 단계로, 패러다임

에 의한 범주분석과 과정 분석이 있다(Strauss, Corbin, 1998). 그 중 이 

연구에서는 범주분석만 제시하였다. 과정 분석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상담자들이 경험한 내용이 연령, 교육 배

경, 상담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이들의 경험을 공통된 하나의 

과정으로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범주분석은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맥락적 조건(context), 

중심 현상(phenomen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작용/상

호작용(action/interaction Strategies), 결과(consequence)에 이르는 범주

와 하위범주의 관계 또는 연결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결의 모양은 

범주와 하위범주들간의 관계를 연구자가 탐색하고 묶는 과정을 통해 귀

납적으로 도출된다(박승민 외, 2012). 

패러다임(Paradigm)은 연구자가 구조를 과정과 통합시키기 위해 고

안된 분석 도구로, 범주간의 연결고리를 정렬하고 조직화하는데 유용한 

도식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구조(structure)는 범주(현상)가 위치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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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맥락을 의미하며, 어떤 사건의 이유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자는 패러다임에서 사용되는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현상, 중

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의미를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면서 범

주화된 자료를 분류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별로 범주화된 자료로 패러

다임을 적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후, 이를 종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패러

다임을 만들었다. 분석 초반에는 다른 부분에 비해 중심 현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도출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재분류하는 작업을 반복

하였다.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의 구분, 그리고 맥락적 조건과 중재

적 조건의 구분이 쉽지 않은 점(박승민 외, 2012)을 고려하여 각 조건이 

구별되도록 개방 코딩 자료를 배치하였다. 인과적 조건은 중심 현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하였고, 맥락적 조건은 독특한 문화적 

배경 또는 맥락이 되도록 하였다. 중재적 조건은 중심 현상 이후에 나타

나는 것으로, 작용/상호작용에 연결되면서 중심현상을 변화시켜 결과에 

이르도록 하였다. 또한, 패러다임 모형으로 연구의 결과가 집약적으로 제

시될 수 있도록 범주를 수정하는 개방 코딩 작업을 병행하였다.

4)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선택 코딩 단계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마지막 단계로서 

연구자는 연구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범주(Core category)를 찾고, 

이론을 생성하였다. 핵심 범주란 근거이론에서 새로운 경험적 이론을 형

성할 때 초점이 되는 범주로, 중심현상과 연결되는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의미한다. 핵심 범주는 범주 간의 관계를 조직하여 구성되는데, 

주요 범주를 모두 아우르고 포괄하는 범주여야 한다. 선택 코딩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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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핵심 범주를 포괄하는 이론이 생성되며, 핵심 범주와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전형적인 이야기도 함께 서술하

게 된다.

연구자는 핵심 범주를 찾기 위하여 개방 코딩 결과 도출된 범주화 

결과와 축 코딩 결과인 패러다임 모형을 반복해서 읽었다. 처음 핵심 범

주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도출하고 나서, 연구의 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고 판단될 때까지 범주화 결과와 패러다임 모형을 보면서 핵심 범주를 

수정하였다. 핵심 범주가 정해진 이후에는, 개방 코딩 결과와 축 코딩 결

과를 바탕으로 이야기 개요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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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타당성 평가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다양한 기준을 제

시하였다. 그 중 Lincoln과 Guba(1985)의 기준을 선택하여 타당성을 검

토하였다. 그 이유는 이 기준은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났으나 질적 연

구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중립적인 연구임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Lincoln과 Guba(1985)는 질적 연구가 연구자의 주관적인 이해와 해

석, 통찰을 중심으로 현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가 4가지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th)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 결과가 얼마나 정확히 현상과 실제를 드

러내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해당 연구가 얼마나 현상을 생생하고 충실하

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빙성이라고도 불린다.

둘째,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은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를 의미하며,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Guba와 

Lincoln(1981)은 적용 가능성을 적합성(fittingness)으로 설명하였는데, 연

구 결과가 연구 이외의 상황에 비추었을 때에도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할 

때 적합성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비슷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설정

으로 연구를 재연하였을 때, 그 연구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의미

하는 개념으로 양적 연구의 신뢰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연구자에 의해 수

행된 연구 절차를 다른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고, 연구자의 자료, 시각, 

상황에 따라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질적 연구 과정 및 결과에 연구자의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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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확인가능성(conformanility)을 의미한다. 사

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이 확립될 때 가능한 것으로(Guba & 

Lincoln, 1981), 양적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모두 확보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선이해와 연

구주제에 대한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안한 4가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2명(Wee센터 종사자 1명,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종사자 1명)에게 도출한 패러다임 모형과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한 

뒤, 참여자들의 경험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검증받는 연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 과정을 거쳤다. ① 검토자들은 대체로 자

신의 경험과 일치하며, 응답 내용이 잘 반영되었다고 하였으나, 한 검토

자는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인식 못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하였

다. 이에 연구자는 해당 범주를 도출한 인터뷰 내용을 재검토하였다. 해

당 피해 사례는 Olweus(1994)가 정의한 학교폭력 개념의 고의성, 반복

성, 힘의 불균형 중 힘의 불균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에 근거하여, 해당 청소년

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

해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해당 개념과 하위 범

주를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② 한 검토자는 일부 문구에 대해 어감이 

강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기관에서 

양적인 실적만 중시하고 압박함’을 ‘기관에서 양적인 실적을 중시하고 압

박함’으로 수정하였다.

둘째,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주제에 대해 가장 전형적

인 상담자들로 다양하게 참여자를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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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자의 연령은 30대, 40대, 50대를 고루 선

정하였고, 성별은 모두 여자만 모집되었지만 실제 상담센터 상담자들이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별도로 남자 상담자를 모집하지는 않았다. 결혼 여

부도 기혼자와 미혼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종교도 기독교, 천주교, 무

교로 고루 표집 되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경력도 3년 반에서 14

년의 범위 중 3년 반에서 7년 사이가 가장 많은데, 연구 참여자 조건이 

3년 이상의 경력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실제 현장의 상담자들의 분

포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상담자 2명(Wee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복 

경험 상담자 1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1명)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

를 설명하고 보여주었다. ① 검토자는 상담자가 상담에 익숙해지고, 업무

량이 많아지면서 상담에 대해 예전처럼 열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

게 되고 수퍼비전을 받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성

이 있다고 피드백을 하였다. ② 이에 ‘상담을 덜 열심히 하게 됨’이라는 

범주를 추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살할까봐 쭈삣주삣함’이라는 표현은 

상담자로서의 불안감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에, 

‘피해자가 자살할까봐 겁나고 두려움’으로 수정하였다. ③ 검토자는 학교

폭력 피해자를 상담할 때 상담자가 고려하는 인물 관계망에 대한 피드백

을 하였다. 피해자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형제관계가 표시되어 있

으나 가해자 가족의 경우 부모만 기재되어, 가해자의 학교폭력 가해 행동

이 가족 관계의 영향을 받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에 지역 사회 연계기관을 발굴하

고 정보를 안내하는 사회복지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뿐

만 아니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학부모 위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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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검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정보를 추가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연구 전문가, 

근거이론 연구 전문가, 상담 전공 교수 2인, 지도교수의 검토와 자문을 

받으면서 연구의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

였다.

넷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편견에 대해 확인하고 배

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의 청소년 상담 기관 근무 경험으로 참여자

들의 자료를 왜곡하여 받아들이지 않도록 성찰적인 자세로 자료를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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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자의 경험을 밝히고, 이를 토

대로 실체 이론(substantive-level theory)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범주가 포화될 때까지 13명의 연구 참여자와 총 22회, 48시간 50분

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부분을 포함하였다. 첫째, 개방코딩으로 자료를 범주화하여 학교폭

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압도감에 관한 기본 구조를 제시하였다. 

둘째, 축 코딩으로 범주 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

하는 상담자의 압도감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셋째, 선택 

코딩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경험에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였다.

1.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압도감에 관

한 기본 구조

개방 코딩은 자료를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으로, 근거가 되는 원

자료에서 개념(concept)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개념 간에 유사하거나 의미

상 관련 되는 사건, 현상, 작용/상호작용을 하위 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단어, 줄 단위, 문장 및 문단 단위, 문서 전

체를 정독하면서 분석하는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의미 있는 개념

과 범주를 생성하고 그 개념적 관계를 제시하였다. 원자료의 개방 코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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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자의 상담 경험 과정을 살펴본 결과, 114개의 

개념, 66개의 하위범주, 28개의 범주가 생성되었고 이를 <표 IV-1>에 

제시하였다. 패러다임 분류는 축 코딩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

하여 ‘비고’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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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비고

§ 피해자는 외상 증상이 있는 상태로 의뢰됨
피해자는 외상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상태로 옴
피해자는 트라우마 상태

인

과

적

조

건

§ 부모가 어쩔 줄 몰라함 부모가 충격받음
부모는 패닉 또는 냉담

§ 부모가 무관심함 부모가 냉담함

§ 상담자가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사안이 의뢰됨
상담자의 삶의 경험보다 

심각한 사안이 의뢰됨

상담자의 인생경험보다 사

안이 심각함
§ 생존의 문제, 생사를 오가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음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로서 책임이 무거움

상담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생사가 달려 있다는 무게

감§ 상담 망하면 아이가 학교를 아예 적응하기가 어려워짐

§ 대학원 때 배우지 않은 것들을 알아야 함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으로는 

부족함 대학원/책만으로는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

§ 대학원 때 배운  것들은 일반적인 거니까 처음에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
§ 대학원 교육만으로는 실제로 어떻게 구조화를 해야 할지 막막함
§ 대학원에서 배운대로 하려면 상담에 한계가 있음
§ 피해자가 말을 안 하거나, 상담실 앞에 앉아 있음 책에 없는 피해자의 반응을 

만나게 됨§ 피해자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해석하기 어려움

§ 피해자에게 상처줄 수 있다 생각되니 조심스러워짐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

려고 조심하게 됨

상담자가 2차 피해를 줄까

봐 걱정됨

<표 IV-1> 자료의 범주화 결과(개념, 하위범주,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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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개입이 어려운 학생들이 의뢰됨 위기/어려운  사례가 의뢰됨
학교에서 위기/어려운 사

례를 상담 기관에 의뢰함

맥

락

적 

조

건

§ 기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즉시 개입을 중시함
기관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게 우선 개입을 중시함

기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자에게 즉시 개입을 원함
§ 부모를 정서적 힘겨움을 들어줌 부모도 대상에 포함됨 부모, 교사 등 상담 대상이 

다양함
§ 교사를 달래야 함

교사도 상담 대상에 포함됨
§ 교사가 피해자를 이해하도록 도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야 함 법률을 알아야 함

법률, 사안처리 등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함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함 사안처리 절차를 알아야 함
§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역동을 이해해야 함

학교 현장에 대해 이해해야 

함

§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민감한 점을 알아야 함

§ 전학, 자퇴, 대안학교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함

§ 교사의 역동을 이해해야 함

§ 갈등 해결 관련 전문성이 필요함
위기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
§ 위기 사례를 버티는 힘이 필요함

§ 위기 상담 연계 기관 정보를 알아야 함

§ 청소년 상담 실습을 시스템화하기 쉽지 않음
청소년 상담을 제도적으로 실

습하기 어려움 현장 경험을 공식적으로 

교육받기 어려움§ 학교 상황은 교육과정에 넣어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님
학교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공

식적으로 교육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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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못할 심각한 사례에 당황하고 놀람

사안에 놀라고 충격받음

당황하고 압도됨

중

심

현

상

§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에 압도됨

§ 피해자에게 감정이입되어 압도됨
피해자/부모 입장에 동일

시해서 당황하고 압도됨
§ 어머니 분노가 와닿아서 혼란스러움

§ 어떻게 도와야할지  그림이 안 그려짐 어떻게 도와야할지 막막함

§ 상담자로서 무능하게 느껴짐 무능하게 느껴짐

§ 몰라서 못 도와주는 게 있을까봐 긴장됨
놓치는 게 있을까봐 불안

하고 긴장됨

§ 피해자가 못  견디고 자살할까봐 겁나고 두려움
피해자가 자살할까봐 겁나

고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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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상담자보다 교사 영향을 크게 받음 교사의 영향력이 큼
피해자의 회복에 학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큼

중

재

적 

조

건

§ 사안처리가 잘 돼야 피해자가 제일 원하는 것 사안처리 결과의 영향력이 

큼§ 사안처리가 잘 돼야 상담도 안정적임

§ 민원 발생으로 기관 관리자에게 부정적인 평가가 생김
기관에서는 민원 발생 자체가 

곤란함

기관에서는 민원에 대해 

상담자를 보호하기 어려움

§ 기관에서 상담자를 보호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음
기관에서 상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임

§ 기관에서 상담자를 보호해줄 지 알 수 없음

기관에서 민원 발생 시 상담

자를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하

기 어려움

§ 기관의 실적이 관리자의 평가로 이어짐
관리자가 실적에 압박감을 느

끼는 구조 기관에서 양적인 실적을 

중시하고 압박함§ 상담의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을 중시하는 것 같아 답답함
상담자는 실적 압박에 답답함

을 느낌

§ 어려운 사례에 대한 보상이 없음
경력자의 고난도 사례 배정에 

대한 인정이 없음

기관에서 고난도 사례 배

정에 대한 보상이 없음

§ 상담 외 업무가 많음
사업과 상담을  동시에 해내

야 함
상담 외 업무가 과다함



- 73 -

§ 모르지만 배운다는 마음가짐 배운다는 생각으로 배운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임

함

작

용

/

상

호

작

용

§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달려듦 적극적인  태도로

§ 상담자도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함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임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사항을 업무의 

영역으로 받아들임

§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함
학교폭력 사안과 처리 상황을 확인함

§ 학교폭력 사안처리 상황을 확인함

§ 피해자/부모의 사안처리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함 피해자/부모의 사안처리 의사를 중요하게 
확인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과 절차를 상세히 알려줌 피해자/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함§ 비슷한 사안의 처리결과를 안내함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참석에 대해 피해자/부모의 진술을 
연습을 도움

피해자/부모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대
처를 도움

§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한 자세한 정황을 듣게 됨
사안에  대해 자세히 탐색하게 됨

개인적인 노력으로 

상담에 대한 전문성

을 향상시킴

§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묻게 됨

§ 상담자 의견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피해자를 
돕는 것을 알게 되어 의사를 존중함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게 됨

§ 사례 개입을 위한 그림을 그림 피해자를 돕기 위해 사례개념화 작업을 함

§ 보지 못했던 피해자/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됨 이해되지  않던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함
§ 구조화가 필요한 걸 알게 되어 구조화를 함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찾고 적용함
§ 피해자의 반응을 체크하며 상담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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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관계이론을 통해 상담자가 다른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내담자가 반복하는 방식을 짚어줌

(계속)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찾고 적용함

(계속) 개인적인 노

력으로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킴

작

용

/

상

호

작

용

§ 무조건 공감하기보다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개입함

§ 피해자에게 점차 접촉해감

§ 분석을 통해 역전이를 자각함
개인분석으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각
함§ 분석으로  상담자의 특성이 위기상담에서 피해자에게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함

§ 사업 하다 상담 가기 전에 상담을 생각하고, 빨리 전환하
려 애씀 사업과  상담 사이를 빨리 전환하려 노력함

§ 피해자를 돕는 중요한 일 피해자를 돕는 상담에 의미를 부여함
의미 있고 가치 있
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 사례에 대해  관리자와 논의를 하고 책임을 나눔 상사 보고를 통해 책임을 나눔 상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려 애씀
§ 상담자가 개입을 문서화함

상담자가 스스로를 보호함
§ 상담자  보호를 위해 안내의 선을 지킴
§ 쇼핑으로 순간의 충족감을 느끼고, 기도로 힘든 마음을 

토로해서 힘든 에너지를 뺌
쇼핑, 기도로 힘든 마음에서 조금 가벼워짐

심리적 에너지를 조

절하여 회복함

§ 동료들의 공감으로 지지받고 사례를 다시 볼 힘을 얻음 동료  관계에서 지지와 위로를 받아 에너지

를 회복함
§ 상담자가 모르는 정서적 어려움을 동료가 알아주니 위로

를 받고 통찰이 일어남
§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신하여 자신에게 집중하여 에너지

를 회복함
자신에게  집중하여 에너지를 회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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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봄
상담으로 피해자를 변화시킴

상담자의 전문성이 발달함

결

과

§ 피해자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음
§ 피해자의 감정과 상담자의 감정을 분리하여 인식함

상담자가 여유가 생김§ 사안에 압도되지 않고 차분하게 스스로에게 여유를 줌
§ 상담 운영에 융통성이 생김
§ 감정반영을 할 수 있게 됨 못했던 상담기법을 적용하게 됨

§ 문제해결만 하다가 피해자의 욕구를 발견해줌
근본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

게 됨
§ 상담자의 피해의식을 돌아보고 이해하게 됨

상담자의 인격이 성장함
§ 갈등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됨
§ 퇴근할 때 힘든 감정을 접음

상담자의 한계를 받아들임
§ 연계한 사례에 대한 감정을 접음
§ 교사를 먼저 인정하고, 조언을 나중에 제공함 교사 상대하는 노하우가 생김
§ 구체화가 여전히  어려움 깊이있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성장 과제가 남음

성장을 위해 다시 도전함

§ 내담자별 목표 설정이 어려움
§ 머무르고 견뎌주고,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작업이 서툶
§ 추적해서 끝까지  도와주지 못해 마음 아픔

종결 시 재발이 걱정됨
§ 앞으로도 학교 적응을 잘할지 불안함
§ 진짜 치유가 되었을지 걱정됨
§ 찜찜한 상태에서 종결함
§ 종결 이후 힘들까봐 걱정됨
§ 청소년 트라우마에 대해 공부하고 싶음 전문가(를 위한 학습)를 계획

함
§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짐

§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교육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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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심에 비해 열정이  식음
초심자 때에 비해 덜 열심히 하

게 됨
상담을 덜 열심히 하게 됨

결

과

§ 내담자가 안 오면 좋아하게 됨

§ 내가 이 직업을 잘 선택했나?
직업선택에 대한 회의감

회의감으로 이직(준비)함

§ 다른 사람이 이 일에 더 맞지 않나?
§ 부모가  피해자에게 귀기울이지 않을 때 괴롭고 회의감이 듦 학교폭력  상담에서 오는 회의

감, 지침
§ 상담자 영향력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
§ 비슷한 피해를 반복해서 당해오면 지침
§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만 하겠다는 생각은 없음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을 계속 

하고 싶지 않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통찰을 하는 성인상담을 하고 싶음

§ 이력서를 빨리 써야겠다 생각함
이직(준비)함

§ 이직을 많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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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압

도감에 관한 이야기

 

[그림 IV-1]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압도감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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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uss와 Corbin(1998)은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을 제안

하여 개방 코딩에 의한 범주화 분석 자료에서 범주들 간의 복잡한 관련

성을 명확히 드러내려고 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에서는 범주의 속성을 인

과적 조건(casual condition), 중심 현상(central phenomenon), 맥락

(context), 중재 상황(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 전략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결과(consequence)로 구분한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 코딩의 범주화 분류를 토대로, 범주들 사이에서 

체계적 관계를 구성하며 하위 범주들을 연결시켜 패러다임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압도감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을 [그림 IV-1]에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압도감

에 대한 개방 코딩 및 선택 코딩 결과를 제시하였다. 축 코딩의 범주 분

석 결과로 도출된 패러다임 모형을 큰 틀로 삼고, 개방 코딩의 범주화 

분류를 작은 틀로 보고, 범주, 하위 범주를 제시하고 개념을 도출한 인용

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제시되는 내용이 분석 결과를 기계적으로 제시하

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결과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범주와 하위 범주를 설명하면서 연구자가 원자료에서 선택한 응답 내용, 

응답에서 추출한 개념, 개념을 이용해서 범주화를 한 이유가 드러나도록 

제시된 면담 내용뿐만 아니라, 제시하지 않은 면담 내용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덧붙여 기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은 면담이 이루어

지는 그 때 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되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면담 내용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과로 도출하였고, 그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결과를 현재형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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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면담 기록을 제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켰다. 

첫째, 가급적 원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둘째, ‘어...’, ‘음...’과 

같은 표현과 단어나 문구가 중복되는 부분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삭제

하였다. 셋째, 표준어와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더라도 응답 내용의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 의미가 통하면 그대로 인용하였다. 넷째, 진술문에 

덜 중요한 내용이 너무 길게 제시된 경우,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다섯

째, 연구 참여자의 응답 내용에서는 맥락상 생략되어 있으나 인용문의 이

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 )로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여섯째, 특정 단어 

또는 맥락으로 연구 참여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제시되는 경우, 연

구 참여자가 만난 내담자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중략]으로 

표시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중요한 응답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화

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일곱째, 연구 참여자의 응답 내용이 연구 참여

자의 대답만 제시하는 것보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면담 과정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때는 대화 과정을 함께 수록하였다. 여덟째,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별로 무작위로 알파벳을 부여하

여 인용문을 제시하였다.

가.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은 어떤 중심현상을 발생시키거나 발달

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변수를 포함하는데,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조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의 인과

적 조건을 요약하면, “준비 안 된 상태로 외상 입은 피해자를 만남”이라

고 말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겪은 상태에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부모는 사안에 대해 패닉 상태이거나 냉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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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보이고 성숙한 부모로 기능하기 어려워한다. 상담자가 피해자와 

그 부모를 만나 사안을 탐색하면 사안의 내용이 상담자의 인생 경험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상황에서 상담자가 상담을 진행하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처를 달리 

할 수 있고, 피해 경험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것이 피해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 

생사가 달린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상담자가 받는 무게감이 상담

한 반면, 피해자를 만났을 때는 맨 땅에 헤딩하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연습, 그리고 상담자가 개인적으로 책

을 통해 학습한 내용으로는 상담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상담자의 걱정은 한 가지가 더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내담자는 

상당히 각성되어 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잘 모르거나 실수하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 피해자는 트라우마 상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내담자의 상태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트라

우마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후, 내담자들은 

다른 사람 눈을 마주치기조차 무서워하고, 잠을 못 자고, 피해 사안에 대

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다. 심한 경우에는 상담에서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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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는 외상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상태로 옴

학교폭력 피해자는 PTSD 증상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사안에 대해 

과각성된 상태여서, 사안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에 쉽게 오해하거나 놀란

다.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저항하지 못했던 경험이 타인에게 만만

하게 보인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괴로워하고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이

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많이 느끼고 그 감정에 매

몰되어 상담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상담 기

관을 방문하기 전에 학교 교사, 학교 내 상담자, 경찰에게 사안에 대해 

여러 번 진술하면서 상담자 앞에서 상당히 경직되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

인다. 

“피해자 중에, (정신)분열 가기 직전 같은 느낌으로 외상이 심각했던 애들, 거의 
뭐 피해가 심각해서 계속 자살 생각하는 애들, [중략] 이렇게 보기에도 벌써, 
PTSD가 아주 심각한 거 많잖아요. 여린 애들은 눈빛도 그렇고 굉장히 덜덜 떨
고. (참여자-A)

“ 피해 학생들은 지금 일단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각성되어 
있고, [중략] 당장에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고 온 학생들은 제대로 얘기도 안 되
고, 일단 정신적인 상황이 지금 되게 와해돼 있다거나 [중략] 예를 들면은 우리
도 잘 지내다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중략] 그런 
이상해진 상황에서 오는 거죠. 약간 만성적인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트라우마 직후기 때문에 완전히 정신상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오는데” 
(참여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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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는 패닉 또는 냉담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는 상담 기관을 방문할 때 이미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부모가 참여하면

서, 부모는 사안과 처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주 드문 경우, 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담자에게 협력적인 태도로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조

언을 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정

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상담자에게 와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 부모의 감정이 덜 격한 경우에는, 상담자가 이야기를 경

청하고 충분히 공감을 표현해주면 다소 누그러진다. 그러나 부모가 정서

적 충격으로 많이 격앙되면, 마치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상담자 앞

에서 울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학교에 가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 

대한 격한 원망을 표현하고, 가해자 부모와 또는 교사와 싸우기도 한다. 

피해자의 부모는 학교폭력을 방관한 학교, 교육 정책, 사회가 잘못되었다

며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상담자가 가장 난감하고 힘이 빠지는 경우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어떤 정서적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상담

자는 자녀가 당한 일인데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담자들은 충격 받아서 분노를 표현하고 원망으로 

가득 찬 부모를 보면서 힘들다고 느끼지만, 냉담한 부모를 만나면 차라리 

분노라도 할 수 있는 부모가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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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모가 충격 받음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는 자녀의 감정에 크게 이입해서 마치 자신

이 학교폭력을 당한 것처럼 느껴, 피해자보다 부모가 더 힘들어하는 경우

가 많다. 자녀에게 사안이 발생한 것 자체로 충격에 빠지고, 그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서 울고, 밤잠을 설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불안해한다. 학교폭력 피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가해

자, 가해자 부모, 학교, 교육 정책 및 사회를 대상으로 폭발할 수준의 분

노감을 느낀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교사들에게 협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교사에게 가서 비난을 퍼붓고 싸우기도 한다. 

피해자의 부모는 원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는 가해자를 살인하고 싶

은 생각이 들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극한 감정과 사고를 경험한다.

“본인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어른 같지 않은 
분들. 본인이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본인이 울고 막, 아이가 겪은 일인데 
마치 본인이 당하는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분도 있으시고.” (참여자
-E)

“거의 (가해자를) 살인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면서 되게, [중
략] 너무 화가 나시고, 너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참여자-H)

“엄마들은 너무 감정에 앞서서 너무 분노한 상태라서 이거를 자신이 요구하고 
막 계속 떼쓰고 이러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중략]  왜냐면 너무 열 받으니
까. 근데 또 어머님들 곧이곧대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 분에 못이겨가
지고 그렇게 시켜도 즉흥적으로 막, 충동적으로 해가지고 (학교 가서) 막 싸우시
는 분들도 있고” (참여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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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피해자) 엄마는 와가지고 애를 안 보는 거야. 그래갖고 (학교폭력 피해 
사안을) 엄청 막 범죄로 보기 시작하면 되게 힘들어. 그래서 와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가해자) 엄마 아빠 다 쳐맞아야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리
고 막 얘기하다 보면 사회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교육청 정책이 잘못됐다고 그
러고.” (참여자-A)

② 부모가 냉담함

어떤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도 냉담하고 무관심하다. 

상담자가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려 해도, 

부모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연락을 귀찮아하거나, 상담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듯 보인다. 설사 상담을 받으러 오더라도, 도움이 절실

하다고 말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 온 듯이 

행동한다. 이렇게 부모가 마치 비자발적인 청소년 내담자처럼 행동하면 

상담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도 없고 상담에 대한 열의도 없다고 

느낀다.

“‘저는 바빠서 못 오구요, 전화나 문자 남겨주세요.’ 라든지. 상담에 그렇게 열심
을 내지 않으시거나” (참여자-I)

“본인 자녀가 당한 일인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사건 처리하듯이 하시는, 학
교에서 예를 들면 상담을 받게 해주면 오시고, 그냥 의무감처럼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략] 자녀가 당했는데, 그걸 이렇게 남 일 처리 하듯이, 학교에서 상담 
받으라고 해서 왔다.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나몰라라 하는. ‘알아서 해주세요.’” 
(참여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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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자의 인생경험보다 사안이 심각함

상담자가 만나게 되는 학교폭력 피해 사안은 상담자가 어린 시절 부

터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일련의 사건

보다 훨씬 심각한 경우가 많다. 상담자는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일이 일

어난다는 것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하였다.

① 상담자의 삶의 경험보다 심각한 사안이 의뢰됨

상담자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 또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

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심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고 하였다. 30대에서 50대의 연령에 위치한 상담자 중 일부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지금보다 폭력이 용인되는 환경이어서 가정 또는 학교 생

활에서 다소 폭력적인 구성원을 만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상담자들이 만나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사안의 수준은 

아니었다. 상담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전혀 경험하지 않

은 것은 아니나, 비교적 착실하게 공부하고, 무난한 환경에서 비슷한 친

구들과 크게 굴곡지지 않은 상태로 성장하였다. 상담자가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교우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

교폭력 피해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 사안을 들으며 어떤 상담자는, 자신의 성장한 환경과 현재 인

간관계에 감사함을 느낄 정도라고 하였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상상도 못할, 우리 10대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
었는데 [중략] 애들 사이에서의 폭력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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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기준이어서 다를 수 있겠지만, 친구들 뒷담화나 친구들이 왕따시키는 이
런 경험은 저는 별로 못했거든요. 끼리끼리 놀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류끼리 만들어져서 그냥 잘 논다 이런 거지. 서로 견제하거나 따돌리고 힘 합
쳐서 다시 누구 하고 이런 건 없던 것 같은데” (참여자-L)

“피해하고 이런 거는 되게 뭐라 그러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좀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갈등상황인거고, 충돌이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략] 저는 비교적 그래도 
무난한 환경에서 컸고, 크게 막 굴곡진 인생이 아니어가지고, 제 친구들도 다 순
한 편이고 크게 그렇지 않았는데” (참여자-H)

“아이들이 그냥 참, 그나마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고,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지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건 있죠. 너무 열악한 것들 너무 많이 보니
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참여자-M)

4) 상담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생사가 달려 있다는 무게감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인식

할 정도로, 피해자에 상담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학교폭력 피해로 

상담 기관을 찾는 내담자들은 대체로 심하게 고립되어 있어서 자기 편이 

없는 상태인데, 학교폭력 사안까지 있기 때문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상

태인 것이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교폭력 피해 사

안을 내담자가 딛고 성장할 수 있느냐 무너지느냐가 결정된다는 생각 때

문에 상담자는 열심히 상담을 안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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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로서 책임이 무거움

학교폭력과 같은 위기 상황을 겪지 않은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 대인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그것이 내담자의 생사를 결정할 정

도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 경험으로 인

해서, 그리고 그 피해 경험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

내는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이런 피해자에

게 상담자가 전적으로 자기 편이 되어 준다는 것은 심리적 측면뿐만 아

니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 사안처리는 피해자가 신고만 한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원하는 처벌

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또래 및 교

사에게 받을 수 있는 오해와 무시 등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상담자가 전문성이 없

는 상태에서 섣불리 학생에게 지시적인 태도로 개입하는 경우,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처음부

터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밟게 됐을 경우,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날 수 있다. 이러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를 학교에 있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알게 되어, 가해자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가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피해자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열의를 다해서 

피해자를 도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 상담은 얘를 심리적으로 도와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아니고 이 아
이는 거의 뭐 생존, 정말 심하게 얘기해서는 생사를 오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렇기 때문에 상담사가 열심을 안낼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참여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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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을 많이 경험하지 않아서 상담자가 감정만 알
아주다가, 피해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불만제기해서 사안처리가 더 복잡해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 다뤄야 된다는 거가 필요하죠.” (참여자-I)

5) 대학원/책만으로는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은 석사 과정에서 상담의 기본

을 배운다. 이론을 통해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학습하

고, 윤리적 태도를 함양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학

교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을 하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실제로 

내담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상담자들은 상담 관련 전공 서적을 통

해 상담에 도움을 받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청소년인 내담자는 책에 있는 

것처럼 자발적인 동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담자들은 각 사례에 대하여, 그리고 상황에 대하여 맨땅에 헤딩하는 막

막한 느낌을 받게 된다.

①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으로는 부족함

상담 관련 대학원의 석사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 상담자에게 상담

을 진행하는 토대가 된다. 상담자들은 상담을 기록하고,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를 존중하며, 이중 관계를 맺지 않는 등 윤리적인 태도를 알고 지

키도록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상담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이 내용만

으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기 충분하지 않았다. 대학원에서 이론을 

배우고 실습 훈련을 하더라도, 내담자별로, 상황별로 즉각적인 반응에 당



- 89 -

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자들은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담

자들이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때, 구조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경험한다.

상담자들은 대학원에서 상담 이론을 배우면서 상담은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상담자가 애쓰다가 좌절하고 소진되는 경

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이 실제 상담에서 통하지 않자, 내담

자를 압박하거나 주도적으로 상담을 이끌어갔는데, 이러한 방식은 상담에

서 효과가 나지 않아 좌절하였다.

상담자들은 석사 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는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상담 목표는 무엇을 어떻게 세워야 할

지, 그리고 상담 전략은 무엇으로 세워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상담에서 

실천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원에서는 글쎄요 [중략] 저희들이 실습이 있었는데, 아
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상담 반응하는 거, 내담자 역할하는 거, 이런 거였지, 
특정 분야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이론도 [중략] 그런 거 배우
고 하는 건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는지는, 솔직히 말
씀을 (드리면), 없었어요. [중략] 물론, 이론 부분에 상담에 기초는 됐으나 솔직
히 상담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참여자-E)

“이게 학교마다 커리가(커리큘럼이) 다르면 다 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 큰 거
는 배우지만, 아이 속에 디테일한 것들은 못 배웠기 때문에, 사실 상담자가 느끼
는 어려움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들어왔을 때, 그 케이스 케
이스마다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잘 대응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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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늘 동료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책을 찾
거나, 수퍼바이저 찾아보거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참여자-L)

“구조화를 어떻게 하냐 그게 설명은 돼 있으나 그걸 실제로 언어로 어떻게 구사
를 해서 구조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중략]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실 때 수업시간을 좀 더 늘리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구조화의 방법? 개념
화의 방법?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론만 맨날 
무슨 정신분석 이런 것만.” (참여자-E)

“저희가 사례개념화 교육이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대학원에서도 사례개념화를 
잘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내담자가 오면 그 얘기를 듣고 호소하는 
문제 위주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만 배우지 구
체적으로 얘가 겪는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거를 상담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배우지 않았거든요.” (참여자-E)

② 책에 없는 피해자의 반응을 만나게 됨

상담자들이 상담 진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 참고하는 전공서적은 주

로 외국에서 유료로 진행되는 개인 클리닉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데 도움

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책에서는 자발적인 동

기를 갖고 자신의 상태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성인을 내담자로 가정

하고 상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자들은 책만으로는 내담자를 돕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책에서는 상담 목표를 내

담자와 합의하여 정하라고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서 트라우마 상

태로 온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의 상담 목표를 구두로 말하기란 거의 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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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상담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내용도 책에 실릴 때는 현

장성이 떨어져서 죽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책을 읽고 그것을 

실제 상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

다. 예를 들어,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눈빛을 보고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

해야 할지, 내담자의 말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은데, 그런 부분

은 책을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책에서는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

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내담자가 드랍(연락 없이 상담 철회)되거나, 노

쇼(상담 시간에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음)하거나, 약속되지 않은 시간에 

상담실에 와서 기다리는 경우에 대해 상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도서는 드문 편이다. 일부 도서와 논문에서 비자발적인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과 이들을 위한 개입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책은 

보통 상담자들이 자주 찾는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담 이론 

관련 서적처럼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고, 상담자들이 상담 개입을 위해 논

문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일단 책하고는 달랐죠. 책에는 내담자가 다섯 줄, 여섯 줄 말하는데, 일단 여기
서는 얘기를 안 했고 [중략] 한 시간 동안 얘기 한 마디도 안 하는 애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반응을 안 해요. 그런대로 안 하는. 이론하고 너무 다른.”  (참여자
-E)

“저희는 이제 텍스트만 갖고 이해를 하니까, 상담할 때 비언어적인 메시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 라고 
책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자세한 건 없고. 근데 이게 보니
까 눈빛, 표정, 말투, 억양,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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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어떻게 중요하게 봐야 할지, 이렇게 구체적인 게 없고, 경험으로 그냥. 아, 
이렇게 표정을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를 하면서 알게 되고” (참여자-E)

“상담목표를 아이랑 합의해서 정하라고 하는데, 합의가 잘 안 되고, 아이들이 언
어적으로 뭘 원하는지 딱 찝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좀 무리고, 현실하고 이
론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중략. 그래서 그냥 매뉴얼대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먹히지는 않는 것 같고. 알아서 자기가 다 술술술 말하는 애들도 없는 것 같고” 
(참여자-H)

“학교폭력 피해자를 만났는데, [중략] 집에만 있던 애가 상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건 책에 없잖아요.” (참여자-A)

6) 상담자가 2차 피해를 줄까봐 걱정됨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 이라는 대인관계적 외상을 경험한 아이

들로, 상담자는 이들이 상담 기관에 오는 것 자체가 용기를 낸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 불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이 경험을 반복하지 않아

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에 내담자를 대할 때 자신이 혹시 상처를 

주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①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됨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만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였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안과 관련된 

점에 대해 예민한 상태여서 상담자의 말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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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상담자를 만나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내담자가 큰 용기를 낸 것이라고 보고, 상담자는 자신

이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주의하였다. 이 점은 상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담할 때 갖는 마음가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상담자는 

학교폭력 가해자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점이 있다고 생

각되는 면이 있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강하게 다룬다고 하였다. 가

해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보다 심리적 힘이 강하고 공격적이고 공감을 

잘 못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튀어나오는 행동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라 상담자도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

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더 곱씹

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 때문에, 상담자는 피해자를 대할 때 더 에너지

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해자는 솔직히 말하면 교정치료거든요. 세게 말할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될 때도 있잖아요. 물론, 가해자도 피해자인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피해에 몰입되어 있는 아이한테는 진짜 좀 조심스럽잖아
요 다루기가. 그래서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2차 피해가 생겨서도 안 되고, 어쨌
든 뭔가 조금 에너지를 조금 더 쓰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더 소
진이 되는 것도 맞고.” (참여자-L)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정보없이 준비없이 들어가면 제가 실수로 
아이한테 더 깊은 상처를 줘서 숨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중략] 이미 피해를 입
고 근데 용기 내서 여기까지 왔거나 누군가가 의뢰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하고의 만남에서조차 아이가 힘을 못 받거나 숨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중
략] 그래서 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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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구가 화날 수도 있었겠네’ (같은) 이야기를 잘 못하면 아이에 따라서는 
제가 잘못했다는 얘긴가요?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아이가 피
해 때문에 상처입은 상태면 그런 말들에 민감해지더라고요. 학교폭력이든 성폭
력이든 외상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아이들한테는 말을 주의해서 하려고, 같은 
의미라도 말을 주의해서 하려고 신경을 쓰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중
에 편집적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곡해해서 받아들이거나 생
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할 때 더 주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E)

나.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화가 발생하도록 

한 특수한 구조적 조건을 의미하는데, 가족, 사회, 문화적 배경 또는 맥

락이 포함된다(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에서는 맥락적 조건을 

“학교폭력 피해자 외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음”으로 요약하였다. 학교

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위기 사례를 상담 기관에 의뢰하였고, 기관에서는 

의뢰되는 내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인 경우 즉시 개입하는 방침을 세우

고 있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상담자는 피해 당

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을 상담 대상으로 보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을 제공하였다. 학교폭력 피해로 온 내담자

를 돕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특별한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였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교육받기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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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에서 위기/어려운 사례를 상담 기관에 의뢰함

최근 학교 내에 위치한 상담실인 Wee클래스에 전문상담(교)사의 배

치가 늘어나,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뿌리 깊은 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개입을 

위해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청소년 상담 기관에 내담자

를 의뢰하고 있었다.

① 위기/어려운 사례가 의뢰됨

학교에서 의뢰되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대체로 변화가 어려운, 고질

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었다.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서 대처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상담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

교폭력 피해자의 증상이 심각하여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학교에서는 학

생을 상담 기관에 의뢰한다. 따라서 상담 기관에서는 집중적이고 장기적

인 개입이 필요한 내담자가 많이 의뢰된다.

“학교에서 상담이 될 만한 학생들은 다 학교에서 하죠. 잘 안 되는 경우에, [중
략] 센터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센터나 이런 데 오는 학생들은요. 정말 요만큼
만 건드려도 변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아주 많은 가족문제, 뿌리깊은 문제
들” (참여자-C)

“이제 보통 인력이, 한 분 계시거나, 순회하시잖아요. 여러 학교를. 그러니까 이
제 이분들이 아이들이 너무 이제 많은 거죠. 이분들이 상담을 해야 하는 아이들
이 많은데, 특히 이런 특성, 되게 심한 아이라든지, 자해라든지 이런 경우는 집



- 96 -

중 케어가 필요한데, 선생님들이 한계가 있으신 거예요. 본인은 한 명인데, 애들
은 너무 많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여러 사람 얘기, 여러 사람에도 관여가 막 
되고, 교장선생님, 부모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여되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으
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설프게 시간도 안 되는데, 하기보다는 얘를 그
냥 아주 전문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가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게 낫
겠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뢰가 되는 것 같아요.” (참여
자-E)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2차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의뢰를 했
다면은, 그 주체가 학교기 때문에 어떤 사안들은 학교에서 해결을 못하다가 저
희한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사건들이 묵혀져 가지고” (참여자
-D)

2) 기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즉시 개입을 원함

상담 기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기 사례로 판단하고, 상담자에

게 즉시 개입하게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이것은 학교폭력이 지속적

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기 전에 학교폭

력 피해자가 또다른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① 기관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우선 개입을 중시함

상담 기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상담에 의뢰되면, 일반 상담 배

정 순서와 별도로, 위기 상담 순서를 적용하여 상담자에게 즉시 사례를 

배정하고 있었다. 상담자는 사례를 배정 받자 마자 거의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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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가 길면 안 된다는 게, 학교폭력 피해 상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즉
시성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라도 바로 상담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은 선생님들이 많이 소진되기도 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은 발생을 하자마자 개입을 해야지, 좀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
는 상황이잖아요. [중략] 학교폭력 사건이 바로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오
라고 해. [중략] 전화 상담 오면 바로 거의 날짜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참여자-K)

“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 일반이 있고 위기가 있는데, 학교폭력은 무조건 위기로 
하지.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은 위기로 하는데,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순서를 
정해서 상담을 하는데, 먼저 우선 개입.”(참여자-J)

3) 부모, 교사 등 상담 대상이 다양함

상담자들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피해자를 비롯하여 

부모, 교사 등도 함께 상담하였다. 상담자는 피해자의 부모에 대해 심리

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된 정보 안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피해 사안이 발생하여 도움을 청하면, 

교사를 위로하여 사안에 대한 대처를 위해 힘을 낼 수 있게 도왔다. 학

교 전문상담(교)사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을 청하는 경우, 관

련된 법률이나 사안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구체적인 상담 개입 방법

에 대하여 조언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상담 기관에 피해자를 의뢰한 경우

에는, 상담자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교 교사에게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

리상태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업무도 수행해야 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경험을 풍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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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살펴보기 위하여 상담자들에게 피해자 상담에서 고려해야 하는 인물

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종합하고, 

연구 참여자와 외부 검토자의 검토를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상담 관계망을 [그림 IV-2]에 제시하였다. 상담자들은 상담 관

계망에 그려진 인물 중 상담 기관의 특성,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 사안

의 특성과 경과 정도 등에 따라 고려하는 인물과 고려하는 정도 및 개입

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림 IV-2]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인물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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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인물 관계망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관리자와 상위 기

관 관리자가 포함되었다. 이들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례 관리의 책

임을 맡기 때문에 상담자의 역할과 개입의 범위, 상담 회기, 학교폭력 피

해자에게 안내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결정하였고, 학교와 상담 기관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담자들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피해자와 관련된 인물을 파악하였다. 상담자는 피해자에 대해

서 학교폭력 피해 사안과 피해자의 대처 행동, 피해자의 평소 학교 생활

에 대해 탐색하였다. 상담자는 피해자의 가족인 부모, 형제자매에 대해서

도 고려하였으며, 주 양육자 역할을 부모가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에 

조부모가 이 역할을 대신하므로, 조부모도 포함되었다. 상담자는 학교폭

력 피해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피해자와 가족들의 소통 정도, 성격적 특

성과 대처 능력 등을 파악하여 피해자를 조력하였다.

셋째, 상담자는 피해자를 둘러싼 또래 관계를 파악하였다. 상담자는 

피해자를 방어하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고, 친구가 피해자를 어

느 정도 도울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피해자의 중요한 자원임을 상기시켰

다. 그리고 상담자는 학교, 학원, 방과 후, SNS상 관계를 맺은 인물을 탐

색하고, 또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피해자가 또래 관계를 맺는 

특성과 대인 관계 능력을 파악하고, 이들이 피해자의 자원이 될 수 있다

면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넷째, 가해자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가해자 부모, 가해자에 동조하고 

강화하는 친구들의 유무와 특성을 파악하였다. 가해자의 가해 행위의 심

각성과 지속성, 가해자의 평소 학교 생활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 사안에 대한 가해자 부모 또는 조부모의 대처 행

동, 심리적 상태 등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영향을 주는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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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탐색하였다.

다섯째,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교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학교 교사에 대해 고려하였다. 교사의 범위에는 담임교사, 학교 전

문상담(교)사, 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교감, 그리고 교장선생님 등

이 포함되었다. 학교폭력 피해자 주변에 중요한 지지 자원이 없을 경우, 

상담자는 담임교사 또는 학교 전문상담사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상담자는 

교사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돕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Wee클

래스에 머무를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였다.

여섯째, 상담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폭

력 자치위원회 위원에 포함된 구성원과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였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11.28.시행)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교감, 교사, 판사/검사/변호사, 경찰, 의사,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상담자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위원과 피해자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이 피해자를 보는 시선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우호적인지의 여부나, 가해자나 가해자와 친

분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위원에 포함되는지 등

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진술을 할 경우, 진술의 방향과 내용에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

일곱째, 학교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117 상담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변호사/검사/판사, 경찰 

또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고려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상담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임상심리사에게 종합심리평가를 의뢰하여 피해자의 심

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지역사회 연계기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상담자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뢰 경로 또는 학교폭력 신고 등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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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117 상담자도 협조 대상에 포함하였다. 피해자의 

정서적 상태가 심각하게 염려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협력하였다. 피

해자에게 법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담자는 기관 소속 또는 자문 변

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에 대해 안내하였기 때문에 이들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도 필요한 고려 대상에 포함되

었다.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경우, 피

해자의 등하굣길에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의 동행

을 요청하였다.

① 부모도 상담 대상에 포함됨

상담자는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감정적으로 격앙된 부모의 

힘겨움을 토로하도록 충분히 들어줘서 심리가 안정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부모는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에

너지를 찾는다.

만약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통해 내담자가 보

호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안내하는 것도 상담자의 역할에 포함된다.

“부모님이 (사안처리 결과로) 기대하시는 바는 되게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 아이
가 가해 아이가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데 본인의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 처벌의 수위가 되게 높죠. 전학시켜라,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고. [중
략] 아이는 상담 진행하면서 학교를 등교거부를 너무 심하게 하고 부모님은 그
걸로 인해서 힘듦을 계속 호소하고” (참여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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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사도 상담 대상에 포함됨

상담자는 학교 관계자인 교사도 담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 때 상담자

가 제공하는 개입은 일반적인 의미의 심리상담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상

담자가 교사를 조력하는 내용과 방식은 피해 사안의 심각도, 교사의 요청 

사항, 학교의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아래에 기술된 상담자와 

교사의 조력 내용과 방식은 현실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만약 담임교사가 학급에 학교폭력이 일어나거나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하여 당황하고 불안해하면, 상담자는 공감과 타당화를 제공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시킨다. 그리고 상담 기관 의뢰, 병원 연계 등의 정

보를 안내하여 상담자의 부담감을 완화시킨다. 한편, 교사의 이야기를 통

해 학교폭력 피해자의 자살 시도를 촉발시키는 요인을 찾고, 이를 교사에

게 알려주고 대처행동을 안내한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문서로 기록하여 

민원 또는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도록 안내한다.

상담자는 직접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

지는 않았다. 법적으로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자와 학부모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여 이들의 의견

을 따랐다. 그러나 소속된 기관과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도, 지역사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문화에 따라서 사안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자와 학

교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는 이를 학교에 안내하였다.

때로는 상담자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 교사의 고충을 위

로하는 역할도 한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

담 기관을 방문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분노를 표현할 힘이 생겨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상담자는 분노와 고충을 함께 토로

하는 교사들에 대해 심리적으로 지지하여 안정되도록 돕는 역할까지 수

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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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는 대체로 학교의 교사, 전문상담(교)사와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상담자는 교사나 전문상담(교)사를 통해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교폭력 피해 사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받는다. 그리고 상담자는 피해자와 부모가 동의한 경우 학교

폭력 피해자를 상담 과정에서 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특징과 학교폭력 발생과 지속의 관계, 상담 진행 상황과 

경과 등에 대해 전달한다.

간혹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만 조력하나, 학교 교사는 가해자를 

비롯한 학교 전반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니 입장에 대한 차이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상담자는 상담자와 교사 모두 학교폭력 피

해자의 학교 적응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려, 피해

자와 부모가 바라는 점을 전략하고, 이를 위해 교사가 피해자를 조력하는 

방법을 전달하는 설득작업을 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생활지도부

장을 담당하는 교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담자는 학교폭력 담

당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피해자가 제출할 상담 확인증 또는 소견서를 

발급해준다. 대부분의 상담 기관에서는 상담자가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을 

꺼려, 상담 진행 일시와 시간을 기재한 상담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었다. 

일부 상담 기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를 최대한 객관적

으로 작성하여 피해자가 학교폭력 담당교사 또는 교사에게 이를 전달하

는 것을 도왔다.

“학교폭력 같은 일이 일어나면, 학교들이 또 개입이 돼가지고 담임선생님이라든
지, 학교 위클래스에 상담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중략] 아이에 대해서 사례개념화를 해서 어떤 특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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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지, 그런 특성이 아이한테 어떤 취약한 부분을 유발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게 이제 어떻게 사건과 결합이 돼서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참여자-E)

“너네가 개입해서 오히려 더 일이 커졌다. 더 민원을 더 많이 제기한다. 원래 안 
그랬던 피해자 학부몬데 피해자 학부모까지 우리한테 지랄한다. 이렇게 되면 상
담사가 그쪽 학교 선생님들도 달래줘야 되고” (참여자-I)

“상담 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요. 학교 교사도 상담 대상이에요. 서로 의견을 
나눈다고 하지만, 그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많았어요. [중략] 담임샘이 피해학생
을 잘 이해하면 얘가 여기까지 잘 안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중략] 담임샘이 
사안처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담임샘을 설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여자
-C)

4) 법률, 사안처리 등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함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상담자는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확

보하는 게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학교 현장에 대해 이해하고, 위기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법률을 알아야 함

상담자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이들에게 정확

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서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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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조치와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명시

되어 있다. 그리고 재심 청구에 대하여 재심청구 기간, 재심 결정 통보 

기간, 행정심판 신청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

담자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거나, 피해자나 부모가 정보를 요청할 

때 제공하도록 준비하게 된다.

“부모가 선생님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계속 물어봐. 그
래서 상담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런 정도의 정보는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
아요. 학교폭력 법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가해자, 피해자 받
는지, 선생님 우리 자치위원회를 열었는데, 부당해요,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든가 이 정도는 알아야죠.” (참여자-A)

“법과 관련된 부분. 부모님이 법적인 처벌을 원하시면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학
교폭력자치위원회 열리는 과정이라거나 아니면 판결이 나왔는데 너무 불만이야. 
그러면 소위 말하는 항소하듯이 재심 요청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재심을 어떻게 
하는지. 재심 요청은 학교에다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연관이 되고 하니까 그
런 것들에 대한 외부지식이 많이 필요한 거죠. 이런 절차를 자세히 알아야 되고 
안내를 해야 되고, 법적인 부분까지 원해면 이런 것들까지 알아야 되니까. 신경
을 쓰고 관심을 둬야할 범위가 되게 많아진 거죠.” (참여자-E)

② 사안처리 절차를 알아야 함

상담자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사안처

리 결과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주로 학부모들이 상

담자에게 문의를 자주 하기 때문이다. 상담자들은 소속된 상담 기관의 방

침에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으로 학습하거나, 동료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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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정보를 듣고, 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참여자 : 사안처리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안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에 따라서 아이들의 감정이나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처리도 상당히 중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략”
“연구자 : 선생님의 생각은 피해자를 (상담) 한다면 사안처리도”
“참여자 : 네.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안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담자
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여자-H)

“이거는 그냥 하던 상담이 아니라 지시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부분, 학교폭력 사
안처리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나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략] (사안처
리 절차)를 알아야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엄마
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는 요구나 기대
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고” (참여자-C)

③ 학교 현장에 대해 이해해야 함

상담자들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이 발생하는 맥락적 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

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이 민원,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

서 조심스러워한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를 옮겨야 할 경우, 학교에서 전학이 가능한 방법과 절차, 자퇴 절

차, 피해자 거주지 인근 대안학교 등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했다. 

상담자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의 역동에 대해서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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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다. 일부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담당했을 때 학급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다. 상담자는 이러한 역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본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힘의 불균형과 그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 학교
폭력이라는 게 해결은 정말 인간적인 본능적인 거라서 한 번 개입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개입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고 [중략] 학교, 교실, 집단 
역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죠.)” (참여자-C)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는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리고 학교측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약간 놓치거나 안내를 잘못한 부
분이 괜히 드러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쪽도 소송을 당할까봐 상당히 민감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민감해하
니까” (참여자-H)

“전학이나 자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밟아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 알아야 될 것 
같고, 대안학교는 뭐가 있고, 책자에서 근처에 있는 데는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알아야 될 것 같고” (참여자-H)

“사안처리 관련돼서 알아야 할 부분은 너무 많죠. 법률, 판례, 처리절차 외에도 
학교상황에 대한, 교사들의 어떤 그런 역동에 대한 이해(도 포함되죠.)” (참여자
-C)

④ 위기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기 위해 위기 상담에 대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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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

여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학교폭력 피해자와 학교 교사 사이에

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중간에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상담자는 학교에서 억지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화해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넘겨버리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다고 하였다. 정말 필요한 갈등해결능력 또는 중재능력은 양쪽의 의견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듣는 태도를 취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당사

자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과정이 큰 효과가 있

다고 보았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로 인해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워하거나, 괴

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드물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언행을 할 때도 있다. 상담자는 피해자

가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갈 때에,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더욱 귀를 기

울이려 애쓰고, 자살 서약서를 쓰거나 자살이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특별

한 개입이 필요할 때는 자살 관련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위기 상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부모 상담을 통해 때로는 부모의 원가족에 대

한 이슈까지 파악하여 부모가 피해자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각하게 한다. 그리고 상담자는 피해자의 자살시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부모에게 강하고 단호하게 알리고, 자살을 유발하는 언행을 주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 상담자가 정

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필요하다.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자살, 성폭력을 

전문적으로 돕는 상담 기관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나 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 109 -

“사안처리 관련돼서 알아야 할 부분은 너무 많죠 선생님. [중략] 중재능력, 그리
고 위기관리나 갈등해결능력,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사안처리를 하지. 내
가 그 상황에서 갈등해결능력이 없고 중재능력이 없으면 잘 안 돼.” (참여자-C)

“(새로운 분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러 오신다면) 위기 사례를 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빈번한 자살시도라든지, 자해라든지. 그 다
음에 이제 분노조절 잘 안 되는 친구라든지, 학부모님이 그러하다든지, 그런 것
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한 훈련에 대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참여자-I)

“저희 이제 자살 위험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도 많이 와서 그런 관련된 기관이라
든지 어디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구요.” (참
여자-H)

5) 현장 경험을 공식적으로 교육받기 어려움

상담자들은 상담 현장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돕는지에 대하

여 대학원 등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별로 없다. 청소년 상담을 대학원 교

육과정을 통해 실습하기가 어렵고, 학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문자로 기록

하고 이론으로 만들어서 교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① 청소년 상담을 제도적으로 실습하기 어려움

청소년 내담자는 특성이 천차만별이어서 초심 상담자에게 첫 상담에 

대한 경험이 다르게 기억될 수 있는 점 등이 있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

현하기는 쉽지 않다.



- 110 -

“학교에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다양해지면 좋겠죠. 근데, 그
렇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하면 결국 만나는 대상이 대학교에서 수
업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도 있어
봤고, 청소년기관에서도 있어보면, 좀 내담자의 특성이나 이런 게 되게 달라요. 
그래서 실습한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을 거고, 또 그냥 바로 청소년들을 부딪
치면, 청소년들은 약간 극과 극이거든요. 아우 선생님 너무 말이 잘 통하고 좋아
요, 라는 내담자를 만나면 청소년상담이 되게 재밌을 거고, 정말 고개숙이고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후드티 입고 나갔다 오는 애도 있고, 욕하고 나가는 애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상처받기도 해서, 초심자가 첫 경험을 어떻게 하느
냐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대학교 상담의 내담자 폭은 그 폭이 어느 정도 좀, 상하가 그렇
게 높지 않다면 청소년 폭은 되게 크거든요. 그걸 어떻게 제도에서 딱 담아내느
냐, 이런 부분이 조심스럽죠.” (참여자-F)

② 학교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공식적으로 교육하기 어려움

학교 상황에 대한 이해는 상담자도 공식적으로 배운 바가 없고, 선임

인 멘토를 통해 배웠는데, 그 이유는 학교상황은 현장성이 강한 주제이기 

때문에 언어로 기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걸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학교폭력. 학교 상황에 대한 이해나, 중
재나, 뭐, 갈등해결. 갈등해결 있었나? 근데 거의 없었고, 근데 상담이론에 관련
된, 중재나 이런 거는 다 경험. 내가 경험으로 알게 된 건데, 그런 걸 알아야 된
다는 거죠. [중략] 근데 학교 상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책으로 쓰겠어요 선생
님. 그걸 어떻게 역량 강화로 말하겠어요. 교육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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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는 그거는 [중략] 사실은 이게 다 경험으로 아는 건데, 이거는 공식적으
로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여자-C)

다.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현상이다. 자료 안에서 개념으로 제시되는 중심생각으로, 

응답자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 문제, 사건, 쟁점이 된다(Strauss 

& Corbin, 1998). 중심현상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나 상황

에 대해 단독이든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서든 행하는 또는 말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일, 사건 혹은 반복되는 양상을 의미한다(박승민 외, 

2012).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당황하

고 압도됨’이라 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외상 입은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 외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맥락 때문에 느끼는 감정

이다.

1) 당황하고 압도됨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할 때 당황하고 압도된다. 상담자는 

사안을 듣고 놀라서 충격을 받는다. 피해자나 부모의 입장에 감정이 이입

이 되어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상담자로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하다. 위기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보내는 신호가 있는데 

그 중에 놓치는 게 있을까봐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런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또, 피해자가 자살을 언급하는 경우 자살할까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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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해도 겁나고 두렵다.

① 사안에 놀라고 충격 받음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여 사안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

는다. 정말 TV에 나올 법한,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심각하고 끔찍한 

사안을 들으면, 거의 기겁을 하는 것이다.

“정말 뉴스에서 나올 법한, 정말 뉴스나 무슨 막장 이런 데서 나올 법한 사건을 
접하면서,[중략] 애들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게, 충격이었던 게 [중략] 너무 
아이답지 않고 너무 무감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너무나 충격. [중략] 
이런 사건들을 들으면 진짜 기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 아니구나.” 
(참여자-H)

“애들인데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 말이
야?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초창기에는 많이 놀랐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싶어서. 그 때는 많이 당황스럽고 애들의 싸움이 아닌 
느낌이 있고 [중략] 처음에는 되게 충격적이고 끔찍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
던 것 같아요. 초반에 상담경험도 많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때 그런 얘기를 들으
니까. [중략]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나올 법한 이런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 (참
여자-E)

② 피해자/부모 입장에 동일시해서 당황하고 압도됨

상담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해자의 입장에 동일시되어 

피해자가 경험할 분노, 원망, 무력감을 같이 느끼게 된다. 또한, 상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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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모의 감정 토로를 듣고, 부모의 마음에 공감이 되어서 자신이 

그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휩싸여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가해하고 방관한) 그 아이들 둘을 막 둘이 뭐 웃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중략] 저는 좀,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되게 분노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난 받아야 마땅한 
것도 남자앤데,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중략] 니가 어떻게 나를 이럴 수가 있
냐, 이런 게, ” (참여자-H)

“동정이 아니라 그냥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이의 어려운 상황에 같이 막 
빠져드는 거. 그래서 아까 초심자에서 얘기를 했지만, 막 가해자만 원망하게 되
는 거. 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대한 원망, 분노가 같이 드는 거” (참여자-B)

“아이 말고 이 어머니의 분노도 상당했거든요. 너무 나중에 알고 나서 [중략] 어
머니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의 분노가 이런 게, 
또 와닿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구요. 영화를 빗대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마음이 공감이 되면서도 되게 힘들더라구요.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딸을 키우
면, [중략] 정말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고 정말 그 상대방 아이를 죽이고 싶고 이
런 마음을 들 수 있겠구나, 그런 게 막 전달이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참여
자-H)

③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함

상담자가 사례 배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게 되면, 상담 

신청 기록지 또는 접수면접 기록지와 같은 정보를 보게 된다. 상담자는 

어떻게 피해자를 도울지 막막하다. 경력이 쌓인 상담자도 막상 사안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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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든다.

“사례가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짧은 단기상담인데 그 동안 뭘 해줘야 될까 
그림이 빨리 안 그려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간
단히 얘기하면 사례에 그냥 압도되는 거. [중략] 되게 막막하고 어떡하지? 뭐 해
야 되지? 이런 막막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사례가 계속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
잖아요. 한 번 보고 나면. 그냥 종이 페이퍼만 본 건데도 그게 막 저한테 압박하
는 느낌이 드는 게” (참여자-L)

“근데 막상 일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그럼 뭐부터 해야 되나. 이게 안 
되거든요. 저는 매뉴얼이라는 게  반드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가이드
라인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어떤 단계를 하든지 간에 요 단계는 좀 거치는 게 좋
다라는 정보를 좀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왜 학교폭력은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 학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막상 터지고 그러면, 아, 이거를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참여자-A)

④ 무능하게 느껴짐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만나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

다.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담이 취소되면, 상담자 탓인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또 상담자가 연령이 높지 않을 때는 개입의 전문성

을 스스로 의심한다. 상담 사례를 종결하고 나서도 혹시 실수한 게 있지

는 않은지 자책하게 된다.

“(내담자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나는 그게 너무 어렵고. 스
물아홉이었던 것 같아요 그 때. 그 부모님 상담하고 제가 아팠던 것 같아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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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끙끙 앓으면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몸살이 
났었던 것 같아요.  [중략] 부모님이 나를 상담사로 인정할까? 내가 너무 어린
데?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아이도 안 키워봤는데? 그런 게 그 때 컸던 
것 같고. 아이의 상태를 내가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중략] 이 아이는 상담에 
대한 동기가 별로 없었고. 그냥 자기한테 잘 해주는 좋은 언니? 약간 멘토 같은 
느낌이어서 어떤 상담사로서의 유능감은 전혀 없고. ” (참여자-I)

“내가 치료를 잘 했을까? 나는 진짜 도움이 됐을까? [중략] 내가 정말 걔 문제를 
제대로 못 봤을까? 못 본 것 같애. 그리고 나도 실수 할 수 있잖아요. 실수한 게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끊임없이” (참여자-A)

“뭘 못한 거에 대한 불편함을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아이가 바뀌지 않거나 
중간이 드랍 되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
고 이걸로 나를 자책하는 것도 되게 많고 [중략] 제가 능력이 없는 거죠. 제가 
한계가 느껴지는 거, 제 능력으로 못할 것 같고 뭔가 해결해주려고 하니까 해결
도 되지도 않고” (참여자-L)

⑤ 놓치는 게 있을까봐 불안하고 긴장됨

학교폭력 피해자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피해자

가 주는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를 발견하고 도와주기 위해 격려한다. 그

러나 상담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담자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

차리지 못해 적절하게 돕지 못할까봐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낀다.

“늘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놓치는 거가 있을 것 같은 불안함. 내가 몰라서 못하
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공부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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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편안하게 있는 거를 잘 못 즐기는 거,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L)

⑥ 피해자가 자살할까봐 겁나고 두려움

상담자가 만나는 학교폭력 피해자 중 일부는 자살에 대해 생각하거

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다. 상담자는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내담자가 정말로 자살을 시도하면 어떡할지, 자

살을 시도해서 죽으면 어떡할지 말로 다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몰입이 돼서 자꾸 생각나고 걱정되고, 그래서 소진되고, 그러는 거는 많죠. 일
단은 자살시도. 그 부분은 정말 순간순간 생각할 때만 해도 쭈삣쭈삣할 때가 있
거든요. 왜냐면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 지 모르니까.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너
무 커지니까 이럴 때는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아이들 자살시도, 자살시도 했다고 
애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사실 저는, 자살예방센터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 모
르겠어요. 저는, 저한테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참여자-C)

“죽고 싶다고 연락하고, 당장 죽을 것처럼. 못 견디겠다고 연락하고 그러는게 겁
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러다가 얘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얘가 죽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겁이 나고 두렵
죠.” (참여자-E)

라.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중심현상을 변화하거나 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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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관계하여 촉진하거나 방해하

는 역할을 하는 요인이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 중 중재적 조건

에 해당되는 것을 요약하면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환경이 열악함”으로 정

리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는 상담자의 영향력보다 학교의 영향

력이 훨씬 크다. 상담 기관에서는 민원이 생겼을 때 상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상담자에게 양적인 실적을 중시하여 압박을 가한다. 상

담자들은 상담 기관에서 고난도 사례를 배정 받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며, 상담자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한다.

1) 피해자의 회복에 학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큼

학교폭력 피해자에게는 상담의 영향력보다 학교의 영향력이 훨씬 크

다고 상담자들은 보고한다.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어떤 시선인

지, 그리고 사안처리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가 

좌우된다.

① 교사의 영향력이 큼

상담자들은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교사가 

사안처리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점에서 교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했다.

“학교, 가해, 피해가 있다면 학교가 그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피해, 
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잘 안다면 그
만큼 효과적인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학생이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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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받는 한 마디보다, 교사한테 이해받는 게 크잖아요. 사실 교사한테 이해를 받
기 위해 상담센터에 오는데, 학교에서 이해를 안 해주면 어렵잖아요. 아무리, 이 
아이(를 도와준다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참여자-C)

“제일 중요한 거는요, 3자가 있죠. 학교, 그 다음에 내담자, 그리고 센터가 있잖
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 학교선생님들. 사안처리
에서. 왜냐면 그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자신이 필요성을 느끼고 
동기가 있게 하냐에 따라, 얘가 치유가 되거나 좋게 잘 될 확률이 좌지우지 되거
든요.” (참여자-C)

② 사안처리 결과의 영향력이 큼

연구 참여자들은 사안처리 결과가 잘 나와야 피해자도 힘을 얻고 상

담도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사

안처리가 잘 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사안처리가 잘 돼야 아이도 회복이 돼. [중략] 사안처리가 잘 회복되면, 그 다
음, 그 다음에 맞물려서 상담 진행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 그것
도 포함돼 있죠. 사안처리가 잘 되는 것도. 그래서 그 사안처리가 잘 해결이 돼
서 애들한테 만약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가해자가 처벌을 제대로 받았어. 그러
면 OK 내가 잘못한 거 아니구나. 쟤네들은 쟤네들이 잘못했기 대문에 벌을 받
는, 이 정도 되는 게 맞구나, 엄마아빠가 나의 편을 들어주고, 선생님들도 나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상담도 효과가 있죠.” (참여자-C)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가해학생이 처벌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도와주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중략] 그렇게 되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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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전학을 가요 결국에는. 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략] 왜냐면 학교에서는 
너가 잘못이라고 그러고, 결론을 내버린 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욱 더 최악
의 상황인 거예요. 왕따처럼. 선생님들한테까지도. 그렇게 되면은 상담이고 뭐고 
없어요. [중략] (피해자가) 와르르 무너지는 셈이거든요?  (참여자-C)

“학교폭력문제는 개인이 당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학교 전체 교사들하고, 가해
자 전반하고, 학부모가 이거를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지가 
다같이 관련되는 것. 그러니까 피해자나 가해자 심리상담 하나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사건을 잘 파악하고 사건이 잘 해결되야지 그다음
에 이제 안정적으로 심리상담할 수 있어.” (참여자-A)

“사안처리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 심리상담이 좀 더 순조로워져. 왜 그러냐면 
그럼 하겠다. 그걸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같
이 힘이 없어요.” (참여자-A)

2) 기관에서는 민원에 대해 상담자를 보호하기 어려움

기관에서 민원은 평가의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기관장이나 관리자

들은 민원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된다. 기관에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상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상담자들도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① 기관에서는 민원 발생 자체가 곤란함

상담 기관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기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

고, 이는 기관 관리자에 대한 평가로 직결된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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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그 자체에 취약하므로, 기관 관리자들은 애초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

도록 상담자를 관리하고 있었다.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담자의 잘못

이 아니라 상대 측에 있다 하더라도 기관 관리자의 방침에 의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과하거나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취약한 

근무 환경에 처한다.

“기관장 입장은 저한테 다이렉트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관리자한테는 다르게 이
야기를 하겠죠. 민원 왜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하겠죠.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
한테 직격타니까.” (참여자-L)

“저에 대한 보호를 해준다기보다 어머님이 민원을 제기하시면 골치 아프니 적당 
선에서 잘 해결해라 약간 그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답답함이 있죠.” 
(참여자-I)

“민원은 더 화가 나요, 법적인 거는 싸우면 되는데 민원은 저희가 무조건 사과
하는 거거든요. 기관 평가에 영향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상습적
으로 전화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전화해서 상담자 욕하고 성적인 희롱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한테 따끔한 경고식의 얘기를 하
면 간혹 그런 애들은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니까 민원을 넣겠다 이렇게 하거든
요? 와서 요구를 해요. 자기한테 전화해서 사과를 하라던지. [중략] 저는 상담자
가 사과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략] 기관에서는 대체로 대부분 사
과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화가 나요. [중략] 일단은 저희가 나
라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이라서. 예산을 확 줄이진 않겠지만 평가가 다 예민하
잖아요. 기관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망신 당하는 거고. 기관장 창피 당
하는 거고.” (참여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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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에서 상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임

기관에서 상담자를 보호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상

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상담자는 기

관 관리자의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면 기관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기관에서도 말을 하라고 해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분들도 사실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 말씀들은 하세요, 구조화를 해라. 아이가 정
말 힘들 때만 전화하라고 해가지고 상담자의 휴식과 안전을 확보해라 말씀하시
는데 정작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가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하는데 선생님 피곤하니까 다음에 연락하자. 이럴 수가 없거든요 솔직
히.” (참여자-E)

③ 기관에서 상담자를 충분히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못 받음

상담자는 상담을 하면서 자살을 할 경우에 상담자가 보호받을 수 있

을지 불안한 상태로, 업무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을 것

이라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상담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관의 시스템이 

아니라 관리자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제가 상담하던 내담자가 자살을 했는데 부모가 상담을 못해서 자살한거다 해서 
소송을 건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항상 있
어요. 자살 위험성이 높은 아이를 만나면, 그 아이가 죽으면 나도 충격을 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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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게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경우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
는가 하는 우려는 있어요. 근데 보호가 된다는 걸 실질적으로 느끼진 못하겠고 
[중략] 글쎄요, 정작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참여자-E)

“상담사가 맡은 상담이랑 프로그램 양이 많은 상태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중략] 그러다 민원을 받거나 곤란한 상황이 되면 그다지 보호받을 거란 믿음이 
안 드는 거죠.” (참여자-I)

[중략] 민원이라는 거가 상담 기관에서는 여튼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고 
그거가 상담사들을 보호를 잘 못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중략] 제일 좋
은 건 그 어떤 상위 관리자분이 상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우리를 
어느 정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근데 상위 관리자가 본인의 어떤 위치, 본인의 
승진 이런 거에 더 많이 초점이 되어 있으면 관리자를 쪼는 거죠. 그럼 관리자분
이 설 자리가 별로 없으니 보호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직문화가 섞여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보호하는 차원이” (참여자-I)

3) 기관에서 양적인 실적을 중시하고 압박함

상담자들은 기관에서는 관리자가 실적에 대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담자고 그 영향을 받는다. 상담의 질적 과정이 

중시되지 않을 때 상담자는 답답함을 느낀다.

① 관리자도, 상담자도 실적에 압박감을 느끼는 구조

관리자들은 기관의 실적이 자신의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상담자들에게도 실적에 대해 압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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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작년 대비 우리 실적이 지금 반 토막밖에 안 된다. [중략] 계속 그거 가지고 궁
시렁 궁시렁 관리자분이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운영을 잘 못해서 실적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가 불편하신 거죠.” (참여자-I)

“이제는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우리 관리자분이 많이 느끼시면서 무조건 20회
기. 그런데 니네가 더 끌고 가고 싶으면 그거 니네 상담 실적에 안 쳐줄 거야.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됐어요. (중략) 그래서 진행을 더 못하게 됐죠. (중략)  
(참여자-I)

② 상담자는 실적 압박에 답답함을 느낌

상담자는 상담의 질적 과정에 충실하고 싶지만, 상담 기관에서 이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의무감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 경

우도 있다.

“한 사례인데, 한 사례가 세 사례, 네 사례 몫을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에서 볼 때는 늘 통계를 보시잖아요. 사례 수가 적다라든지 이런 말이 나
오면 가슴이 탁탁 막히는 느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참여자-H)

“계속 이렇게 실적처럼, 몇 케이스 했고, 몇 사례 채워야 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고, [중략] 집단상담도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면, [중략] 일 년에 
40개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은 못해도 나가서 해야 되는데” (참
여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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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에서 고난도 사례 배정에 대한 보상이 없음

상담 기관에는 주로 고난도 사례가 접수되어, 대부분의 상담자들이 

어려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경력이 많을수록 고난도 사례를 배

정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없는 구조이다.

① 경력자의 고난도 사례 배정에 대한 인정이 없음

상담자들이 바라는 것은 경력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경

력이 쌓여서 고난도 사례를 배정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

고 싶으나 기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인정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경력이 많으면 당연히 아무래도 고위기 사례들이 배정이 돼요. [중략] 그런데 
받는 사례가 다 고위기면 되게 힘들죠. 경력이나 연차가 많다고 해서 다른 수당
이라든지 그런 걸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참여자-E)

“뭔가 이게 상담을 잘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보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상
담 케이스를 하드를 주셔요 늘 저희한테는. 새로 온 선생님들보다. [중략] 근데 
하드케이스가 오면 당연히 저. [중략] 경력에 대한 대우없이” (참여자-I)

5) 상담 외 업무가 과다함

상담자들이 상담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상담 외 

업무가 과다한 점을 뽑았다. 사업 등 행정업무를 하면서 상담을 병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담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상태였다. 상담

자는 다른 업무를 하다가 내담자가 오면 그 때 상담자 모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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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① 사업과 상담을 동시에 해내야 함

상담자들은 상담 외 업무와 상담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이

야기했다. 사설은 상담만 하지만, 상담 기관에서는 상담 외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있음을 응답하였다.

“사설은 상담만 하잖아요. 저희 선생님들 소원이 상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애가 오면 상담해야 되고, 그러면 맥이 끊기고, 그러면 상담을 하면
서 그 안으로 쑥 빠져서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냥 막 일하다가, 
어 왔어? 이러고 얘가 너무 잘 오고 있는 게 나한테 부담스러운 게 된다든지, 어
쩌다가 선생님 일이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땡큐죠.” (참여자-M)

“만약에 누가 큰 사건이 있다, 그러면 [중략] 누구 데리고 팀원 데리고 출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 거의 이틀을 잡잖아요. 이틀은 그 일을 해야지. 그리고 갖다 
와서는 또 사후작업을 해. 근데 루틴하게 진행되는 일들은 챙겨야 하잖아요.[중
략] 우리는 매주 사례회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도 해야 돼. 학회 공개
사례가 있어, 그럼 그것도 해야 돼.” (참여자-A)

마.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은 연구자들이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혹은 일

상 행위,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의도적인 행위를 말

한다(Strauss & Corbin, 1998). 당면한 문제 또는 경험하고 있는 중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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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어떠한 방향으로 다루어나가기 위해 취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총칭

하며, 주로 중재적 조건과 현상간의 역동적인 반응과정으로 발견된다(박

승민 외, 2012)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당황하고 압도됨’이라는 중심현상에 

대하여 “개인적 노력으로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도울 방안을 강구함”을 

대처 전략으로 삼고 있었다. 어려운 사례나 상황이 오더라도 배운 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상담에 임하고 있었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자의 업무 영역으로 수용한다. 또한, 피해자를 잘 

도와주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었으며, 자신의 일에 대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기

관에서 상담자를 충분히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다. 지치기 쉬운 상담자들은 심리적 

에너지를 조절하여 회복하면서 버티고 있다.

1) 배운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함

연구 참여자들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운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태도로 상담에 임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장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많고,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면 학교폭력 피해자를 충분

히 돕기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① 배운다는 생각으로

상담자들은 모르지만 배워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에 임한다고 하

였다. 솔직하게 물어보거나 다른 사람 사례를 통해 은근히 배우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우쳐 나가면서  



- 127 -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새로운 분이 여기에 오신다면) 일단은 위기 사례에 대해서 좀 ‘전 못해요.’ 이
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잘 모르지
만 배워가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압박감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나 이 부분 잘 못해, 
안 하고 싶어, 나 쉬운 것만 할래,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 안 늘 것 같아요 상담
이. ‘나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수퍼비전 받아가면서 도와보자.’ 그리고 내
담자는 내가 잘 못해도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을 일단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전달하자. 그리고 모르는 부분을 확실하게 모른다고 하자. 만약 이 부분 모르니
까 이 부분 같이 알아보면서 해봐야지,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일단 자세는 그랬
으면 좋겠고요.” (참여자-I)

“(개입을 잘) 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걸려 (그 생각이 자꾸 나고 해결책을 몰라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애써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수퍼비전이나 동
료 수퍼비전을 통해서 그런 문제와 부딪칠 때가 있잖아요. 솔직하게 물어봐서 
그 때 나 되게 힘들었었는데, 샘 어떻게 그거 했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
픈 못 할 때도 있잖아요. 낯 뜨거워서. 그럴 때는 그냥 그런 거 했다는 선생님 
통해서 은근슬쩍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참여자-L)

“학교폭력 상담에서 중요한 어떤 태도가 적극적인 개입이잖아요. 근데, (개입에 
필요한 것들을) 모르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안 돼요. [중략] 내가 필요한 
역량은 각자 개인이, 이론적인 거나 뭐 상담에 (필요한 기본과 그걸 함양하기 위
한) 어떤 수퍼비전 있잖아요. 수퍼비전은 계속 받아야죠. (이런 걸 통해)상담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점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나, 사안처리 개입,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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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중재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계속 (잘 알고 적용을) 해야 되는
데, (그래서) 특별히 학교폭력 피해 상담은 그런 (앞에 말한 사안처리 개입, 갈등
해결, 중재 같은 게) 없으면요 이거 진짜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학교폭력 상담 아
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상담하는 사람이 학교폭력 상담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참여자-C)

② 적극적인 태도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특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즉각적인 도움을 위해 지시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

고, 공감도 열심히 하려고 하였고, 사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

속해서 열심히 상담하려고 하였다.

“일단은 이제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공감을. 이제 최대한 내담자 입장에서 공감
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돼야 되는 거지. 그 공감을 하다 보면은 나도 같이 속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거
든요. 마음가짐도 그렇게 하고 그러려고 해. 근데 점점 더 그 친구 편이 돼야 그 
공감이 되지.” (참여자-J)

“어설프게 알면 부모님들이 우습게 보세요. 나도 다 읽고 나도 안다. 이렇게 얘
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을 하려
면, 이게 대충 해갖고는 정말 될 수 없구나. 근데 아무튼 제 성향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못 해가지고, 뭐라도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
야 되겠더라고요.” (참여자-E)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이 일반 상담이랑 다르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접근이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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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히 즉각적이면서도 지시적이면서도 굉장히 액티브 해야 된다는 거. 그 태도?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방에서 조곤
조곤 상담만 할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로 뛰고, 오지랖도 좀 있어야 하고, 적극성도 있어야 하고”

2)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사항을 업무의 영역으로 받아들임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업무의 영역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안과 학

교폭력 처리 상황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상담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부모가 사안처리를 하고 싶은지 의사를 중요하게 

확인하고 만약 사안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한

다. 그리고 사안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대처를 위해 피해자와 부모를 돕는

다.

①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임

상담자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하여 이해해야 피해자와 학부모를 

잘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해 공부하고 안내하

는 것을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해) 알고는 있어야죠. 왜냐면 학부모님이 진행하다가 
고충 얘기하시면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뭐가 힘든지 또 캐치할 수 있으니까 어
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략] 일반 상담만 하는 것도 해야 
할 게 많은데 이게 되게 특수분야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야 하는구나,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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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성폭력 상담할 때 어떻게 도와줄지 알려면 법률
적인 거, 병원지원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특수분야구나 이런 걸 그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참여자-I)

“심리상담 하나만 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피해 상담은. 얘가 심리적
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
요. 아주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이라든가 (가해자나 부모나 학교에 의해 영
향을 받는) 상황 변인이 엄청 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자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잘 돕기 위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배워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련된) 법률적인 것도 많이 알아야 되고. [중략] 근데 
이제 그거를 항상 조언을 구한다거나 자문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피해자 
상담을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이나, 발생하는 맥락에 대해서) 그거를 알
고 있으면, 상담이 훨씬 더 안전하게 얘를 보호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참
여자-A)

“이 학교폭력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서가 있잖아요. 그걸 (학교폭력 사안처
리) 가이드북으로 (교육청에서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학
교폭력 피해자를 만나) 경험을 하면서 보면서 계속 익히는 거예요. 책만 보면 뭔 
말인지 몰라 사실은. 경험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게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러고 들어오는 거고” (참여자-C)

“저희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설명을 드리는데 자세히 모르면 117을 통해서 전화
를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법률구조공
단 그런 쪽에 안내를 해드려요. [중략] CYS-Net에 연계돼있는 자문 변호사님한
테 문의를 해본다거나. 그런 분들이 조금은 도움을 주시니까.” (참여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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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폭력 사안과 처리 상황을 확인함

학교폭력 사안은 무엇이었는지 상담 시간 동안 물어서 파악하기도 

하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거나 교사에게 전화해서 다양한 입장의 이야기

를 듣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나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부모와 

교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며, 사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여 내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조력하고자 하였다.

“첫 회기를 다루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초기 intake를 할 때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묻고, 약간 상담이라기보다는, 모르는 분들이 수퍼비전을 주실 때, 좀 
약간 취조하듯이 진행했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진위여부를 알아야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방법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상담 개입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겠지
만, 그런 진위여부 파악하는 거가 초기 회기랑 다르다는 거랑” (참여자-I)

“학교생활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담임선생님이나 지도선생님 외에
는 좀 친한 선생님인 것 같아서, 얘의 학교생활을 문의를 해보고, 가해자 아이들
이 다른 아이들 대하는 건 어떤지, 그런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의 이해
를 위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참여자-B)

“(사안처리가 지연된다면) 사안처리가 왜 되지 않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학교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찍히기만 할 뿐 (아무 것도 못하고 있으
면서) (피해자나 부모가) 사안처리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파악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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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죠.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피해 사실이나 이런 거에 대한 fact 파악하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참여자-C)

“학교에 가서 [중략] 사건을 fact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피해 정도가 어
떤 건지. 그래서 치료비는 어떻게 나오고 징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상대
(측인 가해자) 부모가, 가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피해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뭘 도와야 하는지, 학교가 어떤 부분 책임지고 
있는지, 담임이 어느 정도 (돕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다 같이 보
죠.” (참여자-A)

③ 피해자/부모의 사안처리 의사를 중요하게 확인함

연구 참여자들은 피해자/부모의 사안처리에 대한 의사를 중요하게 확

인하였다. 사안처리를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사안처리 과정 및 결과로 인해 학교 내 교우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의사를 O, X로 단순하

게 확인하기보다 사안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이후 상황

을 판단하게 도왔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사안처리를 통해 얻는 부작용

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면 사안처리에 대한 개입은 하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의 의지와 원트 탐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문제가 퍼지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내 마음만 좀 다루면 좋
겠다.’ 하면 굳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독이거든요. ‘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어디까지 
개입을 해주면 좋겠니. 학교를 방문해주면 좋겠니?’ ‘선생님, 방문해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어요.’” (참여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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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이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대를 막 하셨는데,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일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신고를 할 때도 하
고 싶은지 아닌지를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도와드리고, [중략] 
경찰에 신고를 할 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
는지, 이런 얘기를 도와드리는 정도. 일단 절차를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
고 그 이후에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어떻게 생
각하시냐고 의견 결정을 하는 절차라든지” (참여자-E)

④ 피해자/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함

상담자는 피해자와 부모에게 사안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과정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는 사안 조사, 조치 

결정, 조치 수용 또는 불복의 과정을 포함하는데,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안내하고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을 안내한다. 그리고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작성할 제출할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를 기재하는 방법,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방법까지 구체적

인 팁을 알려준다. 그리고 비슷한 사안의 경우 어떠한 처리 결과가 나왔

는지 안내하여 피해자와 부모를 안심시킨다. 그리고 처리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하여 피해자와 학부모가 담담하게 사안처리에 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해자나 부모가 사안처리를) 일단 시도해보기를 원한다, [중략] 했을 경우에
는 그래 니가 이렇게 결정했으면 자치위원회 요청을 할 때 생활지도부샘을 찾아
가서 어떤 것들을 적게 될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고 그
렇게 내면 돼, 이렇게. 니가 원하는 부분을 확실히 말해, 이렇게 알려주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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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증거자료, 아니면 문자, 그런 캡쳐라든지, 전화통화했을 때 어떤 녹음, 그 
다음에 증인을 서줄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썼던 일기장. 그런 것들이 증
거자료가 되지요.” (참여자-I)

“자치위원회 구성은 몇 명이 될 거고, 절차는 며칠 내에 열리고, 그 다음에 일주
일(동안)에 그게 열리고 신고가 들어가면 결과는 며칠 내에 나올 거야. 나왔을 
때 니가 마음에 안 들면, 원하는 게 안 나오면 재심이라는 게 있어. 쉽지는 않지
만, 그 아이는 언제 처벌을 받을 거야.” (참여자-I)

“이전 사건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좀 알려드리면, 조금 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중략]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실망
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학교를 다녀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원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해결
을 하도록, 해결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자, 힘을 주는 거죠.” (참여자-E)

⑤ 피해자/부모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대처를 도움

학교폭력 피해자나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

안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역할극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준비시킨다. 피해자가 직접 진술을 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담자는 

부모가 진술을 대신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부모가 증거를 모아서 상황을 

진술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만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정

보를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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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이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에서 점검을 
해주는 정도.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자신감이 너무 없고 위축되어 있
다, 그러면 말을 해보는 것만도 상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
고 싶은지 역할극을 해본다거나, 그 정도.” (참여자-I)

“어머님 가셔서 얘기하세요. 학생은 가지 말라고 하세요. 아이가 너무 하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학생이. (중략) 그 대신 아이가 쓴 거를 잘 증거 모아가
지고, 어머님 읽으셔도 되고 어떤 상황을 설명해도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
냐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연습을 한다거나, 인터뷰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
사 면접 준비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준비를 하기도 하죠. 근데 거의 그래요. 
(중략) 너무나 중요해요.” (참여자-C)

“아마 ‘너도 왜 그 때 가만히 있었냐?’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럴 때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이런 거” (참여자-I)

“자치위원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중략) 그 학교 
선생님이나 그 쪽에서 어떻게 대했는지를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유
추해가지고, (중략) 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어머님 그거 
너무 화 내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도 이게 폭력이 용납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
나. 그래도 아무리 원인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되는 거는 폭력이다.’ 이렇게 얘
기를 한다든지, 왜냐면 엄마는 패닉 상태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못해,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것. 그러니
까 피해 당한 즉시 이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참여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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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적 노력으로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킴

상담자들은 다양한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향

상시키고 있었다. 상담자들은 사안에 대해 자세히 탐색하게 되고, 상담을 

위한 그림을 그리며, 모르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묻

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담자의 의견보다 피해자의 의사

를 더욱 중요하게 확인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배워나가면서, 분석을 

통해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게 자각하고 있었다.

① 사안에 대해 자세히 탐색하게 됨

상담자는 피해자가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경험을 한 이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안에 대

해서 상세하게 탐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상담자는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당황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묻지 못했던 것에 대해

서 점점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는 그런 얘기를 빼놓고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괴롭힌다고 얘기를 해서 그
런가 보다 했는데 [중략] 괴롭힘의 이유를 따져 나가보니까 시작은 얘가 했던 거
죠. [중략]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었어요. [중략] (그래서) 다음 번에 같은 이런 일
이 안 일어나려면, 얘기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
느냐, 그렇게 아이하고 얘기를 해서 [중략] 아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것이든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게 왜 그랬을지 찾는 과정이 아이가 자기가 어
떤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요. 자꾸 얘기를 시키고 자세하게 알게 하고. 그런 사건들 속에서 나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갈등을 유발했고 이런 것들을 아이가 알게 돼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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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물어보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E)

“(전에는) 내가 못 알아듣거나, 내가 이해를 못 했을 때 <내담자가> 어떻게 받아
들일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중략]  지금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
를 해요. [중략]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뭐 성매매나 원조교제 이런 것들
도 되게 많이 한다 치면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샘은 처음 듣는 얘긴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냐, 묻기
도 하고. 락카흡입에 대해서도, 샘은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어떻니? 이렇
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략] 그 때는 모르는 걸 티내면 안 
될 것 같고. [중략] 제가 그 상황을 수용하면서 묻는 거 하고, ‘어째 그럴 수 있
니?’ 하고 묻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를, 저는 인식했으니
까 [중략] 그래서 (그런 지)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설명해주더라고요.” (참여자
-L)

②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게 됨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의사보다 상담자의 의사를 중시해서 사

안을 처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

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었다.

“(초심자 때는) 얘기 듣고 혼자만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이걸 빨리 알려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아이의 의사보다는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앞선 던 것 같아요. [중략]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도) 상황이 해결이 안되니까 아이는 그 일로 인
해서 학교를 가기가 어려워지고 [중략] 전학가는 걸로 마무리가 됐죠. 그렇게 처
리가 되니까 과연 아이에게 (사안처리 하자고) 얘기해가지고 하는 게 맞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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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중략] 최근에는 아이랑 얘기를 많이해요. [중략] 나
는 답답할지라도 아이가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무조건 공론
화해서 사건처리를 하는 게 그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랑 얘기를 많이 하죠.” (참여자-E)

③ 피해자를 돕기 위해 사례개념화 작업을 함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입장을 그

려 보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개입 방법에 대해 그림을 

그려 본다고 하였다.

“사례를 제 나름대로 분석하거나 정보가 적으면 의뢰한 사람을 통해서든 어쨌든 
내담자를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일단 그래도 수집하려고 
하는 것 같고, [중략] 저희 센터에 샘들이나 동료들이나 제가 만날 수 있는 수퍼
바이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민을 많이 오픈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가지고 아이를 만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중략]  아이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들어가면, 아이가 저한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제가, 군인으로 말하면 무장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 (참여자-L)

“왜 (피해자가) 이렇게 됐을까, 무엇을 변화시키면 도움이 될까, 에 대한 스스로
의 분석과 수퍼비전 받으면서 계속 교육 받는 거. 그걸 반복해야 하는 것 같아
요. 만나고 땡, 만나고 땡 하면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략] 어째서 이 
아이는 그렇게 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게 하잖아요. 수퍼비전 자체가. 사례 이
해할 때. (이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진 생각이나 마음) 그거
를 계속 보려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럼 이 아이를 돕고자 한다면 부모님에게 
어떤 부분을 알려드려야 될까, 나는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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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를 계속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를) 성장시키는 것 같
아요.” (참여자-I)

“(초심자 때에 비해서) 좀 더 내담자 입장이 되어보려고 하거나, 떨어져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략] (내담자의 마음이) 정말 이런 
거였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 (내담자에 대해서) 순간 스쳐가는 생각을 (해)볼 
때, 쟤는 (이런 마음에서) 저랬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아요.” (참여자-L)

④ 이해되지 않던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함

상담자는 내담자의 근본적인 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지점을 보는 연

습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던 청소년 내담자의 특정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

다. 이렇게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가진 이면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부

모가 되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의 시선과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제가 그분한테 제일 많이 배웠던 건 [중략]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심정? 부모
로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그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아
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애가 말을 잘 안 할 것 같은지 그런 거를 계속 
보게 해줬던 것 같아요. [중략] 그 전에는 약간 제가 애를 안 낳아본 상황이니까 
자녀로서 부모님을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면 제가 상담을 계속 하게 되면서 부모
님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약간 그 전에 어우 부모님 왜 저래? 이렇게 하셔야
지, 이런 느낌이었다가 초심 때는 지금은 저 부모님 할 수 있는 선에서 진짜 애 
많이 쓰셨네. 짠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도와줘야지. 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은.” (참여자-I)

“여기 와서 배우다보니까 수퍼바이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례개념화가 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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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상담이 잘 되는 건데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줄줄 써 놓는게 왜 사례개념
화냐 하면서 혼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나름 사례개념화 책을 찾아가지고 나와
있는 방식대로 개념화를 해보는 연습을 계속 하고, 수퍼비전을 개인적으로 받
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막연하게 애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지금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왜 이런 결과로 나왔는가 발생기원에서부터 보는 연습을 하게 된 
거죠. [중략] 그냥 드러나는 문제만 다루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
더라고요. 결과는 결과일 뿐이고 이 아이가 원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결
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는데 [중략] 문제가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드러나는 결
과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
략] 아이가 말로는 (선생님이 말하는) 이런 걸 (제 생활에 적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할 땐 잠깐 기쁘지만 또다시 원래 기분으로 돌아오는 거죠. 슈퍼바이저
께서 ‘변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중략] (그
래서 알게 된 거죠.) 친구 문제는 하나의 드러나는 부분이고 이면에는 엄마의 사
랑, 애정, 관심 이런 거였던 거죠.” (참여자-E)

“제가 모든 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략] (내담자가 이해가 안 될 때 수
퍼비전을 받아 보면) 청소년은 상실감을 처리하는 게 미숙하기 때문에 어떤 행
동의 이상행동(을 한다)는 그런 접근 있잖아요. [중략] 그러면 이제 상실감을 다
루는 거를 초점을 (맞춰서) [중략] 목표를 삼을 수가 있잖아요. [중략] 인간관계
로 고생하는 애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중략] 부모 <관계에 의한> 상실감이 더 
컸더라구요. [중략] (그 뒤로) 수퍼비전을 꼭 받아야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사례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참여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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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찾고 적용함

상담자는 동료 수퍼비전 또는 수퍼비전을 통하여 이전에 하지 않은 

개입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상담에 대해 잘 모르는 어머니에게 구조화

를 실시하게 되었고, 상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체크하게 되었고, 이

론에 제시된 것처럼 상담자를 도구로 활용하게 되었고, 상담에 진전이 없

을 때는 적당한 공감과 방향 전환을 실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접촉

이 어려운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좋아하는 이야기부터 대화의 물꼬를 트

게 되었다.

“(상담 시간에 아이에게 놀이치료나 미술치료쪽 접근을 할 때) 상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무엇을 하고 그게 왜 효과적인지) 오티가 안 돼 있는 어머니 같은 경우
에 <저에게> ‘왜 (아이) 상담시간에 놀기만 해요?’ 이런 얘기를 엄마가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런 엄마들은 잘 모르니까 몇 회부터 몇 회는 보드게임이 필요
하고, 몇 회기부터는 몇 회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게 좋
겠어. 얘기 해봤어?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줘요. 
그럴 때 좀 도움이 되죠. [중략] 아, 이래서 이렇구나를 알면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쳤네, 그럼 다른 회기에 이런 거 해야지 이걸 계획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만나면 저 엄마가 또 화낼 거야. 아 만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엄마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중략] (다음 회기에 어머니를 만나서) ‘어
머님 제가 어머니가 상담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초반에 오티를 충분히 못해드
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난 회기에 어머님 상담을 30분 해드
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10분 해드렸는데 어머니 좀 불만족스러우셨을 것 같아
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미리미리 얘기해주시니까 좋네요’.(라고 하시더라
고요.)” (참여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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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수퍼바이저는 예를 들면 어떤 거 알려 주셨었나요?”
“참여자 : 상담자가 진행하고 있는 걸 내담자한테도 ‘지금 우리 상담이 만족스럽
니? 내가 널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니?’ 그런 반응들도 중간 중간 체크를 해야 되
는데 상담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
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걸 되게 적극적으로 상담
에 활용하게 훈련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연구자 : 이거를 안 하셨는데 하게 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참여자 : 네.” (참여자-I)“

“연구자 : 대상관계이론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상담할 때 어떤 식을 접근에 도움
을 받았을까요?
“참여자 : 일단은 내담자 이해하는 거에서 과거에 어떤 대상경험이 반복적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거를 상담사에게도 가지고 있고, 나한테도 그런 행동
들을 할 거고, 상담사가 다른 반응들을 보여줘서 그 친구들이 새로운 것들을 습
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들을 머리에 기억하고, 저를 공격해 왔을 때 제가 마음가
짐에 준비를 하고,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 상담사가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 이 이럴 때 변하는 구나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I)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았던 거죠. 회기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내담자한테는 크게 달라지거나 변한 게 없는 거에요. 그런 것들을 수퍼비전
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거죠.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들을 무조건 수용하는 게 진정
한 의미의 공감이 아니라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지지부진하고 변화도 없고 [중
략] 아이 스스로 변화가 어려워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이를 둘러싼 환경의 변
화를 도와주는, 예를 들어 부모자녀관계가 안 좋다면 부모를 불러서 부모상담을 
한다거나 아이가 학교 문제로 인해서 우울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 학교를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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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든 해가지고 변화를 줘서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것. [중략] 
(그리고) 아이는 우울에 꽂혀 있잖아요, [중략] 이 아이가 우울한 것 말고도 즐거
운 것도 있거든요. 생각의 관점이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래서 우울하고 저
래서 우울한 것도 맞지만 다른 요인들, 너한테 기쁨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는 요
인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걸 아이가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참여
자-E)

“저도 사실 이게 좀 어렵더라구요. 이렇게 (내담자가 사안 말고) 다른 얘기만 하
고 싶어한다든지, [중략] 공개사례 발표 때 (수퍼바이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
구요. 음악 좋아하는 애였는데, 그럼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
지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회기에는 음악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러느라) 한 시간 통으
로 쓰고.” (참여자-K)

“참여자 : 이제 상담을 그래도 많이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 아이가 뭐 방어적이
고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타일러서 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이제 본인의 노하우를 알려주시잖아요. 이러면 그게 먹힐 때도 있고”
“연구자 : 예를 들면 어떤 게 먹혔어요?”
“참여자 : [중략] 사실 엄마와의 관계가 핵심문제인데 [중략] 그거에 대해 얘기를 
꺼내고 싶어 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즐거운 일만 얘기하려는 애
가 있었는데, [중략] 얘가 담임선생님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동료가) ‘그러면 담
임선생님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부터  뭐가 좋고 뭐가 마음에 들고, 그거를 하면
서 슬쩍 슬쩍 한 번 던져보라.’ 얘기를 했어요. [중략] 긍정적인 것부터 시작해가
지고 말하기 편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중략] 담임선생
님이 너무 잘 들어주고, [중략] 결국 엄마한테 없는 요소들을 되게 많이 얘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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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러면서 얘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여자-H)

⑥ 개인분석으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각함

상담자들은 개인분석을 통해 역전이를 자각하여 상담에서 경험한 분

노 등의 감정을 이해하고 흘려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분석을 통

해 역전이로 인해 상담자가 기분이 변화하거나 계속 지친다는 것을 인지

하게 되고, 역전이가 상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서 상

담자는 자신의 역전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상담자가 역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중략] 부모하고 관계가 얽혀있으
면 그게 상담할 때 내담자 부모를 상담할 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중략] 내가 이 엄마가 이렇게 짜증나는 이유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것 때문이었네. 그리고 이 엄마가 나한테 불만스러운 걸 얘기했을 때 사실 나 
이거 잘 해결 못 해. 나도 못 하는 부분이 있지 뭐. 이걸 내가 스스로 인정 못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이 엄마를 밉게 봤구나. 근데 나 
못하는 부분 있잖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이 이래서 드는 거
지. 그래 인정하자. 다음에 잘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감정이 조금 흘러간다고 해
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지? 짜증난다, 만나기 싫어. 그럼 계속 감정
이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느낌. 저는 그래요. [중략] (그렇게 감정을 흘려 
보내고 나면) 그 분이 어떤 격한 반응을 하더라도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
요.” (참여자-I)

“휴식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기분변화, [중략] 그
런 것들을 (개인)분석 받으러 가서 얘기 하다보면, [중략] 내가 눈치채지 못한 부
분들에 대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수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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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쉬워지죠). [중략]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 상담할 때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중략] 원인을 알면 [중략] 제가 컨트롤 할 수 
있게 되고 인식해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참여자-E)

⑦ 사업과 상담 사이를 빨리 전환하려 노력함

상담자는 상담 외 업무를 하면서 상담이 잡혀 있으면 미리 상담을 

준비하는 마인드를 갖고, 상담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전환이 

소진되지 않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

“막 공문 처리하다가 내담자를 만나게 되니까, 내담자 만나기 20분 전에 볼 
거 펼쳐놓고는 있죠. 근데 또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자기 나름의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능
력. 그게 좀 되면 오래가는 거고, 그게 나 너무 힘들다하면 빨리 소진이 되는 거
고.” (참여자-F)

7)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의미 부여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우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힘겨운 부분이 있어도 버티고 있었다.

① 피해자를 돕는 상담에 의미를 부여함

상담자들은 피해자를 돕는 일을 사람을 살리는 일, 찢어진 데를 꿰매

는 일, 수렁에 빠진 걸 건지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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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해자에게 외상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경험을 딛고 일어서기를 바라

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도 웃으면서 그러거든요. 또 한 사람 살렸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찢어진 데를 꿰매기라도 
해주는 어쨌든. 그런 거.” (참여자-L)

“뭔가 표정도 달라지고, 자기, 정말 이렇게 스스로를 되게 뭔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제가 이렇게 조금 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는, 온전히 제가 혼자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힘이 되는 부분” (참여자-K)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지만, 이 피해가 얘한테 조금, 조금, 이 왜 좋
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골고루 함으로써 그거를 네 껄로 만들어, 네가 발전하는 
데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너 이런 경험도 해야 나중에 소설 
쓸 때 피해자의 마음도 소설 쓸 수 있는 거야. [중략] 이게 니 인생에 어떤 의미
를 가질 수 있을까, 라고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B)

“힘들 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힘든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거.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예요.” (참여자-E)

8) 상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려 애씀

상담자는 기관을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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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었다. 예를 들면, 스스로 

상사에게 어려운 사례에 대해 보고를 하거나, 자신의 개입을 문서로 기록 

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

으로 제한을 두고 있었다.

① 상사 보고를 통해 책임을 나눔

상담자들은 법적인 책임의 소지가 있거나 위기 사안의 경우, 혼자 책

임을 떠맡으려 하지 않고 상사 보고를 통해 책임을 나누고 있었다.

“(관리자에게 보고하면) 책임이 줄어들거든요. 저희가 혼자 알고 있다가 만약에 
일이 커지면 저 혼자 감당해야 되는데 기관의 담당자가 알게 되고 기관차원에서 
논의했다, 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부모가 고소할 수 있잖아
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따질 때 
법적인 책임이나 부담이 제가 덜해지는 거죠. 나는 논의를 했고 기관차원에서 
했고 이런 거를 문제가 돼서 따질 때 제가 법적인 부담이나 책임에 대한 부담이 
경감이 되니까 좀 안심이 되는 거죠.” (참여자-E)

“제가 위협이 느껴졌다면 상사한테 얘기를 하죠. [중략]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일
단은 책임을 좀 나누는 것도 있고, 정보를 얻는 것도 있고, [중략] 논의를 하고 
학교로 직접 센터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솔루션 회의를 열기도 하고, 관내
에 있는 정신과샘이랑 경찰이랑 다 들어와서 그 아이를 조치도 하고 부모도 부
르고 이런 식으로 하죠.” (참여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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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담자가 개입을 문서화하거나, 정보를 안내할 때 조심함

상담자는 민원 등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서로 증거를 남기

거나, 맞는 말이어도 상담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안내하고, 정확한 정보만 

안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나를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가를 경험을 통해서 계속 쌓고 있잖아요. [중략] 나
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문서로라도 해야 하는 구나.” (참여자-I)

“(내담자를 잘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잘못 불똥이 튈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상담
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열의와 정의만 있다 보면은 학교가 틀
린다고 한다거나, 피해 부모님한테 이렇게 주장한다거나, 너무 고지식하게 곧이
곧대로 그거를 전달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 그랬
냐, 상담자가 누구냐, 이런 게 항의가 반대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 해도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하는 거. 이런 것도 알아야 
할 것 같구요.” (참여자-C) 

“여기 전화상담이 와갖고 [중략] (어느) 선생님이 아는 대로 안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치셔가지고 [중략] (사안처리 결
과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하
셨는데 그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말고 그냥 117에 전화
를 하시거나, 내가 다시 확실하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고 알아보
고 안내를 (하게 되었죠).” (참여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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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리적 에너지를 조절하여 회복함

성담자는 쇼핑이나 기도 등의 행위를 통해 힘든 마음을 조절하고, 동

료 관계를 통해 지지 받고 에너지를 회복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지친다고 느껴지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여 에너지를 조절하고 회복했

다.

① 쇼핑, 기도로 힘든 마음에서 조금 가벼워짐

상담자는 일시적인 기분전환을 위해 쇼핑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힘든 감정을 토로하여 기분을 전환하고 있었다.

“그냥 일시적인 기분전환을 쇼핑으로 받고, 왜냐면 힘들고 무겁고 안 좋은 얘기 
듣는 거에서 예쁘고 갖고 싶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해서 뭘 사고 하
는 건 순간의 충족감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토로를 늘 사람에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좀 힘든 에너지를 빼는 것 같고.” (참여자-I)

② 동료 관계에서 지지와 위로를 받아 에너지를 회복함

상담자는 힘든 사례에 대해 고민을 나눔으로써 전우애를 느끼는 동

료 관계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를 받아, 상담자의 이슈가 아닌 내담자의 

이슈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힘든 마음을 동료에게 털어

놓아 정서적 위로를 받고 왜 힘들었는지 알게 된다고 하였다.

“동료들한테는 제일 큰 힘이 되는 게 서로 힘듦을 아니까 거의 뭐 전우애죠 전
우애. 군인들처럼 전쟁에 나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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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딱해도 정말 힘들겠다 이런 공감을 너무 막 해주고, [중략] 나 진짜 힘든 사
례 맡았어. 이게 내가 잘 못 끌어서 뿐만이 아니고 내담자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었어 하고 조금 안심. 그거를 나 혼자 생각하는 거하고 누군가 지지해
주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주는 게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
아요. [중략] 뭔가 일시적인 자신감의 하락이었다면 아 내가 이걸 지금 내 문제
로 갖고 왔구나, [중략] 이렇게 갖고 왔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누구나 힘들 수 있어, 그래 나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도 위로를 받는 것 
같고. 내 편이 있어. 참 든든하다. 다시 보자. 이 사례를 뭐가 문젠지. 이렇게 되
는 것 같아요.” (참여자-I)

“제가 (뭐가 힘든지) 알면은 (동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잖아요. ‘요즘 되게 힘
들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은 그래 ‘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도 (뭐가 힘든지 모를 때) 내담자가 힘들어하는 경험을 저도 (할 때) 
‘이렇지?’ 라고 (동료가 마음을 알아서 말)해주면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안에서 
통찰이 되는 거 있잖아요.” (참여자-L)

③ 자신에게 집중하여 에너지를 회복함

상담자는 자신에게 집중하여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공간

을 확보하거나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여행을 하였다.

“사람과 접촉이 없이 혼자만의 공간에 있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사람이 없는 곳
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나에게 집
중하면 회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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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과

결과는 중심현상을 다루거나 해결하기 위한 반응과 대처로 사용한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 때 결과

는 의도된 것과 의도되지 않은 것이 모두 포함되는 결과물의 총합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박승민 외, 2012).

이 연구에서 결과로 도출된 내용을 요약하면 “성장, 재도전, 정체, 떠

남”이다. 상담자는 상담자로서 전문성이 발달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좌절

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상담을 위해 다시 도전하겠다고 결심하기도 했다. 

또는 상담을 덜 열심히 하게 되어 정체되거나, 회의감으로 이직(준비)하

겠다고 생각했다.

1) 상담자의 전문성이 발달함

상담자는 피해자가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변화에 대해 

피해자와 부모님의 코멘트를 듣고 뿌듯함, 보람, 만족감, 감사함, 위안 등

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 상담자는 여유가 생기고, 못했던 상담 기법을 

적용하게 되고,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접근하게 되면서 상담자의 전문성

이 발달함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상담

자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전문성이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① 상담으로 피해자를 변화시킴

상담자는 피해자의 변화를 보고 바람, 만족감, 감사를 느끼고, 위안을 

삼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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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속 썩였는데 지금은 멀쩡하게 대학도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간혹 연락이 오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걸로 위안을 삼는 것 같아요.” 
(참여자-E)

“피해 상담을 하면서 의미라고 하면 제가 그래도 여기를 계속 놓지 않고 다니는 
(이유가 되는) 거가, 아이들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중략] 상담하면서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변화하고), 부모님(이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를 대
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또 학교에서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바뀌고 하면서 적응
해 가는 거. 그래서 여기 안 와도 되는. [중략] 대학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
서 와서 연락하고 그러면 되게 뿌듯하고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I)

“계속 연락 와요. 그런 분들은. 계속 연락와서 ‘선생님 때문에 잘 해결됐고, 
우리 아이 [중략] 선생님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에 잘 대처)해낼 수 있었고, 학교
도 잘 가고, 저도 애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상담하면 좋아지는 것 같다.’ 
[중략] 그 말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 (참여자-A)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잘 해결이 된 아이들은 전화를 하고, 찾을 때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그래도 참 열심히 했구나를 느낄 때, 그럴 때 조금, 따뜻
해진다고 하나요? 대단한 일을 표시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상처가 났는데, 그
걸 그래도 조금 치료를 해줬구나.” (참여자-D)

② 상담자가 여유가 생김

상담자는 피해자의 감정에 동일시하던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감정

과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사안에 압도되지 않고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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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부분도 있었다.

“조금 달라졌죠. (내담자가 경험하는) 그 속에서 계속 (내담자랑 같이) 같이 허우
적거렸다면, (내담자에게서도, 사안에서도)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거. [중략] 그 때 내게 못했지만 또 다른 사례에서 (같이 허우적거리지 않
고 상담자가 내담자와 거리를 두고 보는) 상황이 생긴다는 걸 제가 살짝 경험을 
할 때, [중략] 이런 게 좀 바뀐 거 같아요.” (참여자-L)

“사건에 진짜 압도되고, 일에 막 압도되고, 그런 것 같다면, 지금은 그냥 조금 
차분해지고, 아,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좀 못해도, 걔를 다시 만나면 전화라도 해주고, 사후 
관리로라도 내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중략] 언제든지 다시 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전화해서 만나봐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하나
요.” (참여자-D)

③ 못했던 상담기법을 적용하게 됨

상담자는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감정 반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수

퍼비전을 통해서 감정 반영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감정 반영

의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수퍼바이저가 하는 말이지만, [중략] 제가 반영을 되게 못했어요. 뭔가 낯
간지럽고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그거를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죠.” (참여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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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본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게 됨

상담자는 전에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내담자의 

욕구를 읽어주면서 상담자로서 보다 잘 돕고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

다.

“처음에는 해결중심으로 많이 하고 지금도 해요. [중략] 지금 당장 일어난 문제
를 해결하는데, 그것도 사실 자기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중략] 그리고 애들은 
처음에는 10개를 말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하면 결국은 같
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걸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한 개의 문제만 
잘 다뤄지면 문제 해결도 하고, 정서적 문제, 자기 욕구,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
은지 이렇게 가주면, 문제해결만 하는 것보다는 (예전과 같은 어려움으로) 훨씬 
아이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참여자-L)

⑤ 상담자의 인격이 성장함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 자신의 피해의식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고 말하였

다.

“지금 일단 생각나는 거는 이것도 너무 포괄적일 수 있는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 그러니까 애들 중에도 피해의식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저도 피해의식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략] 그러면 다른 사람, 상대방 입장이 
이랬겠구나, 가 좀 더 넓은 시야로 저에 대해서, 저의 과거라든지, 저희 어린 시
절 같은 것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상담을 해서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에는 더 자기 인식이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고” (참여자-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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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계속 갈등상황을 피할 수가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정리해
줘야 되고, 요약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중략] 어떤 갈등상황
이 생길 때 그게 그렇게 예전보다는 단단해진 느낌. 그래서 이제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구요. [중략] 저의 개인적인 문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성장
과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H)

⑥ 상담자의 한계를 받아들임

연구 참여자는 퇴근할 때는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연계한 사

례에 대해서도 무거운 마음을 접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만의 방식대로 정말 에너지를 내서 했다면 지금은 이런 사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이만큼이야. 그래 오늘 회기 끝났어. 그러
고 내가 이 아이 때문에 힘든 감정은 여기서 접자. 퇴근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I)

“그럴 때는 빨리 넘겨야, 제가 잡고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들은, 딱 넘겨버리
고, 그렇게 하니깐, 오히려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중략] 경찰에 연계해줬
고, 경찰에서 다 알아서 하게. 거기도 또 상담이 있더라고요. 상담이 이루어지는
지 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연계해버리고. 조금 쌀쌀맞게 들릴 부분이기도 하
지만 끊고 맺고는 이제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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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사 상대하는 노하우가 생김

상담자들은 교사들을 상대할 때는 먼저 교사의 잘한 점을 인정해주고, 

이후에 조언을 제공하는 노하우가 쌓였다고 하였다.

“생활부장샘은 학교에서 경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남자선생님이(어서 상대적
으로) 어린 (제가) 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자존심이 상해하신
다거나, 나는 최선을 다했고, 잘못된 것들을 이제 (저에게) 보이기 싫어하고 그
럴 때, [중략] 나중에 이제 전략적으로는 그 선생님의 힘듦을 충분히 들어드리
고, 정서적인 지지, 선생님의 어떤 잘한 점에 대해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상담
을 해보니 이러한 특징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선생님이 효과
적일 거라는, 그런 노하우로까지 잡힌 것 같구요.” (참여자-I)

“교사들이 자존심 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전문가처럼 접근을 하지만 
또 내가 겸손해야 하거든요. (내가) 전문가지만, 선생님이 더 많이 아신다. 만나
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고,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참여자-C)

2) 성장을 위해 다시 도전함

상담자들은 더 나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을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성장과제

로 인식하고, 앞으로 더 도전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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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별로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성장 과제가 남음

상담자들은 개인별로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과제로, 

여전히 구체화가 잘 되지 않는 점, 내담자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어려

운 점, 그리고 머무르고 견뎌주는 작업과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보

다 연습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조금 구체화하지 못하고, 조금 성급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 약
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중략] 이런 피드백이 저한테 약간 쫓아다니는 것 같
아요. 수퍼비전을 받거나 해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
는데 왜 안 했냐, 이런 얘기를 꼬리표처럼 여러 차례 듣게 되더라구요.” (참여자
-K)

“저도 수퍼비전을 받으면서도 참 민망한 부분이, 수퍼바이저 선생님은 고정되어 
계신데, 20번 받았는데, 목표가 되게 비슷한 목표들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
던 것 같아요. [중략] 여러 학생에 대해서요.” (참여자-K)

“그 정도 선에 있고, 머물고 같이 견뎌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감정이 드는 
이유에 대해 깨닫고) 자기 껄로 가져가는 이거는 아직 못하구요.” (참여자-L)

② 종결 시 재발이 걱정됨

상담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도와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며, 앞으로 

학교 적응을 잘 할지, 정말로 치유가 될지 걱정되고 불안하며, 찝찝한 상

태에서 종결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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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분하다라는 느낌으로 상담 종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얘는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온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정도, 약간의 찜찜함이 있는 정도에서 종결을 한 것 
같고요.” (참여자-K)

“짠 하고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그 한계에 부딪쳐 있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희망이나 가능성이 좀 제한받
는 부분이 있어서 [중략] 한계가 있잖아요.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군대 문제로
도 또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군대 면제 받으려고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
들. 그런 것까지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 좀 소진돼요. 근데, 가서 적응을 잘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걱정 너무 많이 되고.” (참
여자-C)

“걔가 진짜 치유가 될까. 완치가 될 수 있을까. 외상이 심하거나 피해가 심각한 
아이들은 상담을 하고도 한계가 있어서 상담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불현듯 그 생각이나요. 걔는 지금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고 있
을까? 아니면 치료 정말 잘 됐을까?” (참여자-A)

③ 전문가(를 위한 학습)를 계획함

상담자들은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어했다. 청소년 트라우마에 대한 공부와,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공부였다.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것
을 하시겠어요?(라는 질문에 답하자면) [중략] 더욱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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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트라우마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중략] 청소년 트라우마 거기에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참여자-C)
“저의 호기심이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저는 연구를 하고 싶은데, 
[중략] 오래 한 기관에서 한 대상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은 청소년들이 오는 모
든 문제의 핵심에는 결과적으로 부모와의 초기 애착과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중략]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친구들은 계속 당하는 친구들
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부모자녀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모
님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오락가락하시거나, 본인이 취약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
르시거나, 냉담하고 이런 식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계속 관
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참여자-E)

“앞으로의 삶도 저는 [중략] 부모(에 대한 부분을) [중략] 조금 더 확장시키는 일
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위로받아야 하고, 되게 뭔가 돌봄을 받아야 하
는 부모가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은 시간도 없고 삶에 너무 찌들려서 마음은 있지
만 그런 것들을 잘 못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그런 일들을 
좀 하면서 늙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M)

3) 상담을 덜 열심히 하게 됨

① 초심자 때에 비해 덜 열심히 하게 됨

연구 참여자들은 초심자 때에 비해서 열정이 덜해졌고, 내담자가 안 

오는 게 반갑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하면서 수퍼비전 받을 시간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상담에 쏟

는 에너지 수준이 낮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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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일하다가, 어 왔어? 이러고 얘가 너무 잘 오고 있는 게 나한테 부담스러운 
게 된다든지, 어쩌다가 선생님 일이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땡큐죠.” 
(참여자-M)

“어떤 열정이라든지 이 아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에너지를 쓰는 정도는 사실 
초심 때가 훨씬 강한 것 같고요. 내가 널 너무 돕고 싶어, 이글이글 이런 건 초
심인 것 같고 지금은 일을 하는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여자-I)

4) 회의감으로 이직(준비)함

상담자들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직업 선택에 대해 회의감

을 경험하였고, 학교폭력 상담 자체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다. 그래서 학

교폭력 피해자 상담을 계속 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직을 하

거나 이직 준비를 했다.

① 직업선택에 대한 회의감

상담자들은 뉴스에서 접해야 할 것들을 굳이 접하고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 그리고 더욱 투쟁적인 사람이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런 아이를 상담하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갑자기 막 히히거릴 수는 없잖아
요. 그게 여운이 계속 남고 어쨌든 제 마음이 남아 있는데, 갑자기 친구 만나서 
막 재밌다 이러기는 좀, [중략]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내가 이 직업을 잘 선택
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뉴스에서 접할 것들을 굳이 가까운 데서 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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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내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경험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나의 
마음을 더 좀 세상으로 하여금 등지게 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염려 이런 거는 생기는 것 같아요.” (참여자-H)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따라오는 나의 문제점은 나의 에너지. 내가 더 사회
운동하는 사람처럼 [중략] 오지랖 넓고 에너지 넘치고 막 정말 가가지고 선생님
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막 너무 활동적이고 이랬으면 [중략] 투쟁적으로 그렇
게 했으면은, 그런 사람이 더 맞지 않나? 학교폭력 상담은 그런 사람이 해야 되
지 않나? 으쌰으쌰 하는 사람이 해야되지 않나?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중략] 그래서 내가 어떡하다가 이걸 하게 됐지?” (참여자-C)

② 학교폭력 상담에서 오는 회의감, 지침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환경적 자원이 빈약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협조적이지 않을 때, 상담자의 영향력이 

미미하게 느껴져서 학교폭력 상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상담하고 이렇게 해도, 그 (사안처리) 결과에 따라서 어쩔 수 없
어요. 학교폭력의 어려움은, [중략] 사안처리, 환경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떻게 
대하느냐에 이런 게 너무 좌지우지 하는데, 그러니까 딱 가해학생들이 좀 뉘우
치고, 뭐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학교선생님들이 얘한테 호의적이냐, 도움을 
주려고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몇 마디 하는 상담보다 너무 이게 
크니까. 그거에 대한 소진이라든지, 그거로부터의 회의감이 좀 많이 드는, 통제 
밖에 있는 문제로, 그런 무력감을 느낄 때는 그런 거야.” (참여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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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담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중략] 사안처리가 잘 안 되거나 부모 
협조가 안 되거나, 자살 위기가 있거나, [중략] 학교에서 협조적이지 않을 때, 그
럴 때는 진짜 약간 바위에 계란 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이도 악순환이 계속 되
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아무래도 하루 종일 있으니까, (학교에서) 안 좋게 
되면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죠. [중략] (그래서) 내가 느낀 이 한계는요. 나의 
역량과 상관없는 걸로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중략] 부모님이 부모교육을 안 온
다거나. 그래서 얘한테 정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게 학교폭력 피해 학
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한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그 영향이 미비한 수준
이라고 느낄 때가 많아서 [중략] 그 한계가 사실은 학교폭력 상담에서는 너무 커
요. 그래서 학교폭력 상담 자체에 대한 회의가 있는 거예요.” (참여자-C)

“주위에 환경이 이 아이를 받쳐줄만한 자원이 너무 빈약할 때. 그럴 때는 상담
자로서 진짜 한계를 느끼거든. 왜냐면은 상담에서는 그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만, 주변에 도와주는 일단 가족 지지가 제일 돼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열악할 
때. 그럴 때 한계를 많이 느껴요. 내가 또 가족 역할도 해줘야 되니까.” (참여자
-J)

③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을 계속하고 싶지 않음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통찰을 

제공하기 어렵고, 사안처리 절차와 관련된 일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싶지는 않다고 응답하였다.

“사실은 여기에 뼈를 묻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중략]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더 
해야 될 상담은, 그 동안 너무 사안처리와 사람 설득하고 그런 거에 했기 때문
에, 이제는 더 개인상담, 상담 그 자체를” (참여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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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된다면 그 상담을 할 때 깊이 있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저는 심리 상담을 깊이 있게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피
해 상담만 잘 하고 싶지는 않아요.” (참여자-A)

“제가 관점이 애착이라던지 역동인데 그런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려면 성인 상
담을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아이가 
스마트하고 자기통찰이 잘 되든간에 [중략]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든다고 
해야 되나, 성숙되는 부분도 있고 사고라는 게 결국은 경험, 나이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중략] 청소년기의 목표는 현실적인 것 위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발달과업도 있고 하니까. 아이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은 현재, 
그리고 현재 삶을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깊이 들어가는 상담은 좀 어렵죠. 물론 성인도 
초점이 현재는 되겠지만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든지 기원을 
이해하든지 이런 과정이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것까지 얘기가 되니까 
가끔 부모상담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이 있
어요. 지금은 상담 포인트가 아이들한테 맞춰있지만 성인, 개인에게 초점이 맞
춰진 상담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여자-E)

④ 이직(준비)함

상담자들은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상담 장면을 향해 이직을 

하거나 이직을 준비하였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직하는 경우도 있

었고, 다른 상담 기관에 채용이 되면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직 준

비를 하는 상담자들은 청소년 상담 기관보다 처우가 나은 상담 기관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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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따면 거의 다 대부분 나가시죠. [중략] 저도 조만간 정리를 할 생각이에
요.” (참여자-E)

“빨리 이력서를 써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I)

“수련 할 때는 있는데, 어느 정도 1급 따거나 경력이 되시면 거의 나가세요. 안 
계세요. 원래 그런 분들이 사실 더 계셔야 되는데, [중략] 근데 이제 더 있기가 
그렇죠.” (참여자-E)

“제가 샘들 중에서는 경력자에 들어가거든요. 저희들 이직이 워낙 많아서.” (참
여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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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압도감에 대

한 이론

가. 이야기 개요

이야기 개요(Story line)는 근거이론 접근방법에서 선택코딩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로, 연구의 중심현상과 각 범주간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기

술하고 이를 분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개념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연구절차를 따라 핵

심범주를 먼저 밝히고, 이야기 개요를 전개하였으나,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야기 개요를 먼저 제시하였다.

1) 준비 안 된 상태로 외상 입은 피해자를 만남

학교폭력 피해자는 트라우마 상태로 의뢰되고, 피해자의 부모는 패닉

으로 분노하거나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고 냉담하다. 피해자의 사안에 대

해 상담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자는 자신의 성장과정 또는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것보다 학교폭력 사안의 수위가 강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때 사례에 따라서 이번 사안이 내담자의 생존, 생사

가 달려 있다는 것을 상담자가 알게 되면서 상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

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은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으

로는 상담이 전개 되지 않아 상담자는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피해자

를 만난다. 책을 참조해도 책에 나온 반응과 내담자의 반응 또한 같지 

않다. 한편, 상담자는 이미 학교폭력 피해로 외상을 입은 피해자가 상담

자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스럽고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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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황하고 압도됨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는 당황하고 

압도된다.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 사안의 심각성에 놀란다. 상담자는 피

해자나 부모 입장에 동일시하여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혹시라도 피해자가 

자살할까봐 겁나고 두려워서 생각만 해도 얼어붙는다.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하고, 상담자는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진다. 상담을 진행

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놓칠까봐 불안하고 긴장하며, 자살 사고가 있는 피

해자의 경우 자살할까봐 겁나고 두려움을 느낀다.

3) 개인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강구함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모르는 내용은 배운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사항을 업

무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학교폭력 피해자와 부모가 사안처리를 원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절차를 안내하고 진술 등의 대처를 돕는다. 그리고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혼자서 고군분투한다. 그 과정에

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게 되며,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탐색

하게 되고, 사례 개념화 연습을 통해 개입에 대해 고민한다. 상담자는 이

해되지 않던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효과적인 상담 개입

을 찾고 적용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상담에 대한 구조

화라는 것을 알면 이를 안내하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응을 확인하

며 진행한다. 대상관계이론 등의 이론을 이해하고 상담 장면에 적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 패턴을 자각하도록 돕는다. 공감과 같은 상담 기법

은 구체적인 상담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사용하고, 상담 목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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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략을 알고 사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는 개인분석을 받

으며 상담자로서 자신의 특성을 알게 하고, 상담자의 역전이를 자각하여 

상담 사례와 개인적 이슈를 분리하려 애쓴다. 동시에, 사업을 하다 상담

을 해야 할 때는 빠른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상담자는 자신이 하는 일

이 사람 살리는 일, 수렁에서 건지는 일이라 생각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위기 사례에 대해서는 상사에게 보고 하

여 책임을 나누고, 개입에 대해 문서화하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며, 맞

는 말이라도 조심스럽게 전달하며 상담자가 스스로를 보호한다. 이러한 

과정은 심리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쇼핑을 하면서 순간적인 

충족감을 느끼고, 여행을 통해 자신에게 집중하여 에너지를 회복한다. 기

도를 하고 동료 관계에서 지지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심리적 에너지를 

조절한다.

4) 성장, 재도전, 정체, 떠남

상담자는 상담자로서 성장한다. 피해자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분리

하고, 사안에 압도되지 않게 되며, 상담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여

유를 찾는다. 예전에는 적용하지 못했던 상담기법을 적용하게 되고, 피해

자의 욕구를 발견해주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피해의식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갈등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되면서 

인격적인 성장을 이룬다. 상담자로서의 한계를 받아들여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예방하고, 교사를 상대할 때는 장점을 먼저 인정해주고 조언을 제

공하는 노하우가 생긴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화에 보람과 뿌듯

함을 느낀다. 피해자의 변화에 만족감, 감사함을 느끼고, 상담 진행이 더

딘 피해자를 만나 답답하고 힘겨울 때 위안을 삼는다. 그리고 이 보람 

때문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는 일을 계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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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담자는 좌절을 느끼지만, 성장을 위해 다시 도전한다. 깊이 

있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여전히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노력하겠

다고 결심한다. 하지만 상담자는 종결을 할 때에 피해자의 재발이 염려스

럽다. 끝까지 도와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피해자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찜찜한 마음을 느낀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상담자는 전문

가가 되기를 계획하거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학습을 계획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만나면서 청소년의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부모 자

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 더욱 깊이 공

부하고 싶어진다. 또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게 돌봄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모교육 전문가가 되는 진로를 계획한다.

어떤 상담자들은 상담을 예전만큼 열심히 못한다. 초심에 비해 열정

이 식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일로 대하게 되고, 바쁜 업무 중에 내담자가 

오지 않으면 오히려 반가워한다. 또, 업무가 점점 늘어나서 수퍼비전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을 경험한다.

상담자 중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직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굳이 몰라

도 될 심각하고 끔찍한 일들을 본다는 생각에 이 직업을 잘 선택했는지 

회의감을 느낀다. 또, 상당한 적극성이 필요하다 보니 조용히 성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상담자로서는 다른 사람이 이 일에 더 맞지 않나 하는 생

각을 하게 되면서 직업 선택에 대한 회의감을 경험한다. 또다른 회의감은 

학교폭력 상담 자체에 대한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지지하지 않고 상담자

가 전적으로 피해자를 도울 때는 피해자를 보기가 괴롭고 부모가 원망스

럽다. 피해자에게 결국 중요한 것은 부모, 학교 등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

는 환경인데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이 변하지 않을 때 피해자는 비슷한 

피해를 반복 경험하고, 상담자의 노력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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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 뼈를 묻지는 않겠다고 생각하

고, 깊이 있는 언어 상담이 가능한 성인을 만나고 싶어한다. 그래서 실제

로 상담자들은 이직을 하거나 이직을 준비한다. 상담자의 경력에 맞는 보

상이 없는 환경에서 빨리 이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청

소년 상담 기관에서는 상담자들이 경력을 채우거나 자격증을 따면 이직

을 자주 한다.

나. 핵심 범주

근거이론에서 핵심 범주(core category) 또는 중심 범주(central 

category)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핵심적인 단어로 응축하여 표현한 것으

로,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8). 핵심 범주는 모든 주요 범주와 연결 될 수 있게 하여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명되어야 하며, 개념이 분석적으로 정교화 됨에 따라 이론

적 깊이와 설명적 힘을 가지면서, 일반적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상적이어야 한다(Strauss, 1987). 핵심범주는 연구결과 내의 범주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료에서 발견된 여타 범

주를 통합하고 작용 상호작용 전략 다양성을 대부분 설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 모두에 적용 가능해야 한다(Mullen & Reynolds, 

1978). 

이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 범주, 그리고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표 IV-2>에 제시하였다. 핵심 범주는 ‘당황하고 압도감을 느낀 상담자

는 개인적 노력으로 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강구하고 성장, 재도전, 정체 

또는 떠남’으로 도출하였다. 당황하고 압도감을 느낀 상담자와 관련하여 

속성은 감정 정도로, 차원은 강함-약함으로 발견하였다. 개인적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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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속성은 개인적 노력 수준

으로 설정하고, 차원은 적극적-소극적의 스펙트럼으로 살펴보았다. 성장, 

재도전, 정체, 또는 떠남에 대해서는 속성은 진로 선택 범위로 설정하고, 

차원은 지속-떠남 사이에 있다고 보았다. 

핵심 범주

당황하고 압도감을 느낀 상담자는

 개인적 노력으로 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강구하고

성장, 재도전, 정체 또는 떠남

속성 차원

감정 정도

개인적 노력 수준

진로 선택 범위

강함-약함

적극적-소극적

지속-떠남

<표 IV-2> 핵심 범주의 속성과 차원 

다. 가설적 관계 진술(hypothetical relational statements)

가설적 관계진술은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속성 사이에 있는 관계 유형을 찾아

내기 위해 핵심 범주와 도출한 각 범주 간의 가설 관계 유형을 속성과 

차원에 따라 정형화하여 진술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성된 가설

은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를 통해 확증될 필요가 있다(Strauss & 

Corbin, 1998; 박승민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압도감에 대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

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에서 나타난 개념 간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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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화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적 관계 진술문을 도출했다.

1) 개인적 차원

① 당황하고 압도된 상담자가 개인적 노력으로 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강

구하는 것은 상담자의 성장, 재도전, 정체, 떠남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작용/상호작용→결과)

i) 당황하고 압도된 상담자가 배운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상담자의 성장, 재도전, 정체, 떠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당황하고 압도된 상담자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해를 업무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담자의 성장, 재도전, 정체, 떠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당황하고 압도된 상담자가 개인적 노력으로 상담에 대한 전문

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상담자의 성장, 재도전, 정체, 떠남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iv) 당황하고 압도된 상담자가 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은 상담자의 성장, 재도전, 정체, 떠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v) 당황하고 압도된 상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는 일에 의미

를 부여하는 것은 상담자의 성장, 재도전, 정체, 떠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vi) 당황하고 압도된 상담자가 심리적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은 상

담자의 성장, 재도전, 정체, 떠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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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적 차원

① 피해자와 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상담자가 당황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인과적 조건→중심 현상)

i) 트라우마 상태의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상담자가 당황하고 압도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부모가 충격 받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담자가 당

황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상담자의 인생 경험보다 심각한 피해 사안을 듣는 것은 상담자

가 당황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상담자에게 학교폭력 피해자의 생사가 달려 있다는 생각은 상

담자가 당황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v) 상담자에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상담자가 당황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학교폭력 피해자 외에 상담해야 할 대상이 많은 점은 상담자가 당황

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맥락적 조건→중심현상)

i)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를 상담해야 하는 점은 상담자가 당황하

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담임교사를 상담해야 하는 점은 상담자가 당황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학교상담자를 상담해야 하는 점은 상담자가 당황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환경적 차원

① 상담자의 교육적 배경은 상담자가 당황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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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것이다. (인과적 조건→중심현상)

i) 상담자의 대학원 학습 경험은 상담자가 당황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상담자의 책을 통한 학습 경험은 상담자가 당황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가 고려할 요소가 많은 점은 상담자

가 당황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맥락적 조건→중심 

현상)

i)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알아야 하는 것은 상담자가 당황하고 압

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알아야 하는 것은 상담자가 당황하

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피해자, 피해자 부모, 가해자 부모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것은 

상담자가 당황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학교 현장의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상담자가 당황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v) 갈등해결능력이 필요한 것은 상담자가 당황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vi) 상담 연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상담자가 당

황하고 압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vii) 현장 경험을 교육받기 어려운 점은 상담자가 당황하고 압도되

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환경이 열악한 점은 상담자의 성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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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정체, 떠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재적 조건→결과)

i) 학교폭력 피해자 적응에 학교의 영향력이 막강한 점은 상담자의 

성장, 재도전, 정체, 떠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기관이 민원에 취약한 점은 상담자의 성장, 재도전, 정체, 떠남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기관에서 상담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점은 상담자의 성장, 재도

전, 정체, 떠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기관에서 양적인 실적을 중시하고 압박하는 점은 상담자의 성

장, 재도전, 정체, 떠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v) 기관에서 어려운 사례를 배정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점은 상담

자의 성장, 재도전, 정체, 떠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vi) 기관에서 상담 외 업무가 과도한 점은 상담자의 성장, 재도전, 

정체, 떠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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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경험을 이

해하고 실체 이론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이해한 점을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제언을 기술하였다.

1. 논의

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는 상담

자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책을 통해 학습한 내용만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워하지만, 이

들이 만나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상담자가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피해 사

안을 경험하고 트라우마 상태로 찾아오고, 이들의 부모는 충격받거나 무

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상담자는 피해자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부모, 교사를 상담해야 하고, 학교폭력 관련 법률, 사

안처리 절차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렇게 상담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는 현행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한 이론과 실습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숙영, 김창대, 

2002; 최해림, 김영혜, 2006; 황채운, 박지아, 유성경 외(2009)과 맞닿아 

있다. 이에 대해 오래 전부터 여러 선행 연구(김진숙, 2005; 김정택, 도

상금, 1993; 김계현, 1994; 이숙영, 김창대; 2002; 이재창, 1996; 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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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1994; 최해림, 김영혜, 2006; 황채운, 박지아, 유성경 외, 2009)에서

는 대학원의 상담 전공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실습 교육을 강화하는 등 

상담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

였으나, 상황이 특별히 개선되지 않은 채(김진숙, 2005) 유지되고 있다.

최근 상담 전공 대학원에서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학회 및 국가 

자격증 2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조절하고 변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요구하는 이수과목

인 상담이론, 심리검사, 집단상담, 학습과 발달, 성격과 정신건강, 가족상

담, 진로상담, 상담실습, 상담 실제, 연구방법, 아동청소년상담 등의 내용

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과정만으로는 상담에 대한 실제 능력을 함양하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청소년 상담 현장에 대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원 교육과정에서는 일상적인 삶의 어려움을 가진 성인을 내담자

로 가정하고 집필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

으며 외상 사건을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자를 만나면 상담자는 개입에 어

려움을 느끼게 된다. 대학원에서는 심리 변화에 초점을 둔 상담을 중점적

으로 학습하는데 비해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는 상담은 기본으로 해야 하

고 다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내담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내담자와 관

련된 부모, 교사 등과 접촉하여 내담자와 이들 사이를 중재하고, 내담자

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실천해야 한다(오혜영 외, 

2012). 이는 상담 실무를 위한 전문적 훈련이나 경험이 부족한 초심상담

자가 현장에 투입되어(김진숙, 2002), 열정은 크지만 어려움과 좌절을 경

험할 가능성(김미지, 2005)을 지적한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초심 상담자는 이론과 실제의 괴리(theory-practice gap)(Maudsley & 

Strivens, 2000)를 느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괴리는 현장에서 실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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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만나는 문제 상황이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다양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에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김진숙, 2005; Maudsley & Strivens, 2000).

나. 당황하고 압도된 상담자

상담자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경험하는 주요 정서는 당

황하고 압도되는 감정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들은 학교폭력 피해 사안이 

심각하여 충격을 받고, 내담자나 부모의 감정에 이입하게 되어 충격과 혼

란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자살 사고 또는 

자살 행동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개입에 대한 막막함과 무능감, 긴장감 

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감정은 선행 연구(황채운, 박지아, 유성경 외, 2009; 변시영, 

조한익, 2015; Skovholt와 Ronnestad, 200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

보 상담자들이 상담 개입에 대해 막막해하고, 개입에 대한 확신이 없어 

위축되며, 무능하다고 생각되어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으며, 특

히 Stoltenberg와 Delworth(1987)가 언급한 초심 상담자의 만연한 불안

(pervasive anxiety) 상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초보 상담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에

도 불구하고, 당황하고 압도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내담자의 병리적의 

상태, 상담자의 개인적 이슈나 역전이, 상담자의 지적인 부족함 또는 부

적절한 개입 등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상담자가 치료적 난국

(impasse)(Elkind, 1992; Grunebaum, 1986; Hill, Nutt-Williams, 

Heaton, Thompson & Rhodes, 1996; Newirth, 1995; Weiner, 1974)

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상담자가 당황하고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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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치료적 난국을 경험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화가 나거나 

실망하며,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고, 반추하며 자기 의심에 빠진

다고 한 점(Hill et al., 1996)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할 때 상담자가 치료적 난국을 경험하는 것

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독특한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이동훈, 신지영(2016)의 연구에서는 세월호 재난 위기상담에 참여한 상담

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트

라우마를 경험하고, 내담자의 감정에 이입되어 고통스러움을 호소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담자들이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내담자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고통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으나, 학교폭력 피해도 외상적 요소를 갖고 있다. 외상 경험이 있는 피

해자를 반복적으로 상담하면 상담자 개인으로서의 삶과 전문가로서의 삶

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Campbell, 2002; Figley, 2002; 

Pearlman & Saakvitne, 1995) 상담자가 경험하는 당황스러움과 압도감

은 상담자는 대리 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 McCann & Pearlman, 

1990)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리 외상만으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당

황스러움과 압도감이 설명되지 않는다. 모든 상담자가 대리 외상을 경험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할 때 상

담자가 상담적 개입 외 내담자의 권리 옹호자, 자문가, 조정자로서의 다

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 점(Lewis 외, 1998)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내담자에 따라, 그리고 내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무엇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이 적절한 개입인지에 대해 상담자 스스로 판단을 내리

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치료적 난국은 기존 상담

에서 경험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상담자가 당황하고 압도되기가 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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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강

구하는 상담자 

상담자들은 배운다는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업무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담 외 자

문, 조정 등의 역할을 해야 하는 현장(황순길 외, 2005)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Beutler 외(2004)는 상담 성과에 영향을 주는 치료자 변인 중에 상담

자의 태도와 같은 내적 특성(inferred traits)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김창

대 외(2008)의 연구에서도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자 요인에 대한 분

석 결과, 상담자가 관여를 많이 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점이 도출

되었다. 특히, 서구의 상담이론 또는 책에서 개입하지 않는 현실적인 영

역에 대해서 한국의 상담전문가들이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점이 상

담 성과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연구에서 

나타난 상담자들이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를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사항도 업무의 영역으로 받

아들이는 점은 상담 성과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자들은 개인적 노력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험을 반추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로 삼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게 되었으며, 사안에 대해 자세히 탐색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퍼바이저와 동료의 도움을 받아가며 사례개

념화를 연습하여, 이해되지 않던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효

과적인 상담 개입 방법을 익혀나가고, 개인분석을 통해 자신의 특성을 이

해하고 자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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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들이 사례에 대한 개입과 관련하여 수퍼비전을 받는 것(김혜

미, 오인수, 2016; 변시영, 조한익, 2015; 손유미, 정남운, 2005; 오현수, 

한재희, 2009; 허재경, 신영주, 2015; 홍지영, 김진희, 2018), 개인분석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상담자로 성장하는 과정 (이은진, 이문

희, 2015; 홍지영, 김진희, 2018), 상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오현수, 한

재희, 2009; 허재경, 신영주, 2015, Skovholt, 2001), 스스로 또는 동료 

관계를 통해 심리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은진, 이문희, 2015; 홍지

영, 김진희, 2018; 허재경, 신영주, 2015)은 선행 연구에서도 상담자들이 

좌절에 대한 대처 방안 또는 성장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다.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이점은 선행연구에서는 수퍼비전 받는 것 

자체를 대처 전략으로 간주했으나, 이 연구에서는 수퍼비전을 통해 개입 

방식의 변화를 밝혔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은 수퍼비전을 

통해 사례개념화를 연습하고, 이해되지 않던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점을 도출하였다. 상담자는 수퍼바이전을 통해서 내담자의 언어 또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 상담자가 보지 못한 내담자의 핵심적인 이슈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요 인물과의 관계가 밝혀졌을 때, 상

담자들은 내담자를 이해하는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담자들이 자신의 사례개념화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비판적이고 반성적으로 내담자를 살펴보는 태도를 기르

고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수퍼바이저의 직면으로 상담자

의 비효과적인 개입에 대해 알아차리고, 상담 목표를 위하여 상담 전략을 

변경시키는 부분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상담자는 대학원 및 책에서 배

운 것처럼 무조건적 공감을 통해 내담자를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이 상담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점을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수퍼바이저는 내담자를 돕기 위해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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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모 상담을 권하고,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매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사고를 전환하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조언하였다. 이 장면에서 상담자는 

자신이 배운 공감이 항상 상담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며, 상담에

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필요한 만

큼만 상담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후 상담에서 필요한 만큼만 공감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내

담자가 우울감과 관련된 측면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공감을 제공하는 것

보다, 그러한 관점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관점으로 상담 전략을 수정하였

다. 이에 내담자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 측면 외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려주어, 내담자에게 균형 있는 관점을 볼 수 있도록 개입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한편, 상담자는 민원 등으로부터 상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상사에게 사례에 대해 보고하고, 자신의 개입을 문서화하고 있었다. 상담

자에게 상담기록은 상담에 대한 의사소통의 도구이고, 내담자에게 제공되

는 상담의 증거(유정이, 두경희, 이아라, 2014)가 되며, 특히 공공기관에

서 운영하는 상담 기관에서는 상담기록이 공공기록으로 법적 지위를 부

여받는다(유정이, 2013). 따라서 상담자들이 자신의 대처를 문서로 기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상담자들은 보통 접수면

접 기록지, 정보수집 및 공개 동의서, 상담 동의서, 비밀보장에 대한 상

담 서약서, 상담 회기 기록지, 심리평가보고서, 자살방지 서약서 등의 양

식을 작성하게 된다. 이에 관하여 상담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러한 문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한 논의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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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장, 재도전, 정체, 떠남을 선택하는 상담자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은 경험이 쌓이면서 전문성이 

발달하거나, 잘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을 위해 다시 도전하는 

부분이 도출되었다. 또, 상담을 덜 열심히 하게 되기도 했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이직을 하거나 이직을 계

획하고 있었다.

상담자의 전문성이 향상되거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는 것은 상담자의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처럼 상

담자가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김혜미, 오인수, 2016; 허재

경, 신영주, 2015; 홍지영, 김진희, 2018)과 같은 맥락에 있다. 그 중 상

담자들이 전문성이 발달하는 것은 상담자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느끼거

나, 내담자의 변화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다. 상담자가 여유가 생기고, 자

신을 되돌아보고 갈등 상황에 대해 더욱 성숙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

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 상담을 통해 상담자의 자기 인식이 높아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부분(Radeke, Mahoney, 2000; 

Skovholt, 2001)과 맞닿아 있다. 또한, 내담자의 변화에 대한 측면은, 상

담자가 내담자를 도와 더 좋은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했다는 

점(Radeke, Mahoney, 2000; Skovholt, 2001)과 유사하다.

상담자들은 전문성이 쌓이는 것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발달

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성장 과제가 남는다. 그래서 일부 

상담자들은 청소년 외상, 부모자녀 관계 등에 대해 학습하고 전문가가 되

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다. 학교폭력 상담 사례의 특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검증된 상담 개입 방법이 없다(송재홍 외, 2016; 문용린 외, 2012). 학교

폭력은 대인관계 측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외상이기 때문에 상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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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청소년의 외상으로 확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김혜령(2009)의 연구에서처럼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개입 

방안이 트라우마 이론의 원리를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

의 학습 계획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담자 중에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다는 계획을 세우

는 이도 있었다. 이것은 부모의 잘못된 훈육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밝혀진 선행 연구(김순혜, 2012)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위하여 부모 교육 전문가

로 성장 계획을 세우는 상담자도 있었다. 부모교육은 자녀의 긍정적인 행

동을 격려하기 위해 자녀들과의 상호작용 방법을 변화시키려는 부모의 

의도적인 학습활동(정현주, 이호준, 김하나, 2012; Croake & Glover, 

1977)이다. 따라서 부모교육 전문가가 부모를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는 자녀의 긍정적인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상담자들이 미숙한 지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것은, 위기

를 치료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전문가로서 성장의 기회를 삼는 것

(Skovholt, 2001)이며, 좌절과 성장을 선순환으로 인식하는 것(김혜미, 오

인수, 2016)과 관련이 있다. 상담자로서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

고 싶은 욕구를 재인식하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에 대해 다시 도전하겠다

는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상담자들이 상담을 덜 열심히 하게 되거나, 학교폭력 상담에 

대한 회의감으로 청소년 상담 기관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나타났다. 상담자들이 상담에 대한 열의가 낮아지는 것은 열정이 가득한 

초심 상담자 수준에서 벗어나 여유 있고 균형적인 시선을 확립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담에 대한 열의가 약해지는 이유는 상담자가 고난

도 상담 사례를 보상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상담 외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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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점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상담자가 상담 사례

에 대해 돌아 보며 성찰할 시간과 지속적으로 수퍼비전을 받을 기회가 

없다면, 직무에 대한 열의가 낮아지는 것은 선행 연구(진두찬, 손은정, 

2015; Bakker & Leiter, 2010)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회의감, 무력감은 상담자가 근무하는 열악한 환

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원으로부터 상담자를 보호하기 어렵

고, 상담 과정에 대한 질적인 관심보다 양적인 실적이 중시되며, 어려운 

사례 배정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고, 기관에서 상담 외 업무가 과다한 점

(김효진, 2014; 황순길 외, 2016)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

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상담자는 회의감을 느끼기 쉬우며, 상담을 위해 

에너지를 충분히 조절하기가 어렵다.

상담자가 느끼는 회의감이 상담직에 대한 회의와 이직에 대한 생각

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김혜미, 오인수, 2016; 

Schaufeli, Buunk, 2003; Mor Barak, Nissly, & Levin, 2001)에서 밝혀

졌다.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상담자들이 이직하거나 이직할 의도를 갖는 

것은 기관 운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최인화, 김혀

님, 김진희 외, 2015). 상담 기관에서 경험이 많은 상담자가 기관을 떠나

는 것은 기관 입장에서도 상담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오경자, 

2007)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 기관을 위해서도, 상담자들의 직무스트

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의 마련(허재경, 신영

주, 2015)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회의감은 현장에 대

한 충분한 이해 없이 상담자가 기관에 입사하는 구조적 조건(김진숙, 

2002)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상담 기관에서는 발달 단계상 초심 

상담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는 상담 현장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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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그리고 상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소지한 상담자

가 구직자 입장에서는 채용 공고만으로는 업무의 양과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상담자는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이렇게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내담자를 만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하였다. 이러한 

점은 기관에서 구인을 할 때,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경험하는 회의감은 상담자의 

특성을 이유로 보기보다는 자원이 열악한 내담자를 상담할 때, 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이한나, 김영근(2017)의 연구에서는 청

소년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이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

로 생각하며, 변화에 대해 성장의 동기를 가지고 추진력을 발휘할 때, 상

담에서 성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내적 자원을 갖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무

력감, 회의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 교사 등의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김

동일 외, 2014; 노성덕 외, 2015). 그러나 부모나 교사가 협조적이지 않

아서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변화를 위한 좋은 자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 

내담자의 변화가 쉽지 않다. 이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유일한 성숙한 어

른이 되어, 좋은 부모, 좋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애쓰게 된다. 

내담자가 변화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내담자를 돕겠다는 열망으로 에너지

를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상담자로서 한계를 느끼고 회의감,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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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

이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근무 환경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대학원의 상담 관련 전공에서 석사 과정 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커리큘럼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학원에서는 

상담자들이 석사 재학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

는 상담 현장을 이해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① 상담자에게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 및 발생 맥락에 대한 이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특

성, 아동 및 청소년의 트라우마,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위기 상담 및 외

상 상담, 갈등 해결 및 중재, 상담 개입에 대한 기록 방법 등에 대한 교

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② 청소년 상담자가 할 일이 심리상담적 개입

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를 위한 권리 옹호자, 조정자, 중재자, 

자문가 등이 포함된다는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③ 초심 

상담자들이 실제 상담 진행에 필요한 구조화, 사례개념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할 기회를 제공하여, 상담자들이 상담 실무 능력의 기

초를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대학원의 상담 관련 전공에서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방법에 대한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한다. ① 상담자의 전문성 개발

을 위해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 Schӧn, 1987)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에 대한 내용 교육도 필요하지만, 상담자의 전문성은 대학원 

커리큘럼의 변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면(황채운 외, 2009)

이 있다. 상담의 전문성은 상담 실천 영역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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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통해 확보되므로(Schӧn, 1987), 상담자 자신의 내적인 통합과 성

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자들이 상담 지식에 대한 소

비자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하여 상담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성찰적 실무자 교육(Educating the Reflective Practitioner)이 

필요하다.

성찰적 실천은 Schӧn(1983, 1987)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강의나 

교재를 통해 전달되는 이론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

을 위한 가이드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Schӧn(1987)은 

실무자가 당면하는 상황에 대해 “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

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은 도서나 외부 수퍼바이저가 제공하기 어렵

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것 역시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상담자들이 반성적으로 사고(reflective thinking)하고 

비판적으로 탐구(critical inquiry)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내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자 교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찰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훈련 방법은 소크라테스식 질문과 상담 회기 중 상호과정에 대한 회상

(Interpersonal Process Recall: IPR), 반영 팀(reflecting teams)을 활용하

는 것을 들 수 있다(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Schӧn, 1987). IPR은 

상담 회기를 녹화하여 다시 보면서 상담자가 상담 회기 중 내면에서 일

어난 반응을 자각하도록 돕는 것이다. 반영 팀은 이 작업을 할 때 관찰 

집단을 두고, 관찰 내용을 토론하게 하는 것이다. 상담에서 내담자가 제

시하는 어려움은 다양하고 특수하며, 상담 진행 과정도 가변적이고 불확

실하다(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따라서 제시된 방법 외에도 상담

자의 성찰적 실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 방식으로 상담자를 교육하면 향후 상담자가 전문가로서 스스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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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출하고 습득하면서 상담 현장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장기적으로는 대학원 과정에서 상담자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

소년을 경험하면서 수퍼비전을 받으며 청소년 상담을 실습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 기관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 상담자들이 청소년 상담 기관의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면, 상담자들이 직업 선택 이후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당

면하는 혼란감과 압도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담 기관 입

장에서 석사 과정 대학원생의 실습을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검증 받지 않은 학생으로 인해 기관 보호 및 인력 관리 측

면에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여, 협력적인 방식으로 후배를 양성할 수 있

게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종사하는 상담자에게 필요한 직무 환경

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①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는 상담자에게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임상적 및 행정적 수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춰야 한다. 상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현장의 상담 전

문가 또는 숙련 상담자가 초심 상담자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 대해 효과

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임상적 수퍼비전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상담자

들이 교육받는 대표적인 형태인 수퍼비전은 상담자의 당면한 고민에 대

해 즉시성을 발휘하여 도와주지 못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상담자들이 

상담 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는 수퍼비전 자료를 만들고 수퍼비전을 받

으러 다녀오는 중에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밖에 있는 수퍼바이저

의 지도 내용은 사례개념화 측면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연계기

관 정보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따라서 초심 상담자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협력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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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현장 상담 전문가 또는 숙련 상담자의 임상적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수퍼비전 시스템을 통해 현장 상담 전문가 또는 숙련상담자가 초

심상담자에게 학교폭력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 학교 현장에 대한 실

제적 이해, 학교폭력 피해자와 부모, 가해자와 부모, 교사 등 각 입장의 

심리 상태와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민원 발생 시 대처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초심 상담자의 사례 기록, 상담 

외 각종 행정 업무 처리에 대한 행정적 수퍼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② 청소년 상담 기관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만약 현장에서 수퍼비전이 상담자들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존하여 진행된

다면, 현장 상담 전문가 또는 숙련 상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추가 노동

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담 기관 차원에서 인정

해주고 그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숙련 상담자와 초심 상담자가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상담자의 고용 환경이 안정되고 경력에 따른 처우가 개선되어, 경력자의 

고난도 사례 진행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자들이 심

리적인 회의감, 무력감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이직으로 이어지

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자에게 정기적인 수퍼비전 또는 개인분석

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상담 기관의 입지를 단단히 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상담 기관에서 민원 발생 횟수와 상담 실

적으로 기관 및 기관 관리자를 평가하고, 재정적으로도 열악하여 인건비 

및 교육비 지출에 한계가 있는 구조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분

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궁극적으로 상담자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조

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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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계 및 제언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연구 참여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상담자의 연령, 결

혼 여부, 출신 대학원(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 관

련 전공, 종교, 상담 경력, 근무지역 및 근무 기관을 다양하게 하여 참여

자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에 따라 상담자가 느끼는 감정과 대

처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특성을 가진 상담자에 

대한 연구를 하여, 차이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상담자들

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자료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상담자들이 주로 경험한 바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였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7.11.28.시행)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학생으로 한정되는 것

이 아니다.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 교사, 학원 강사 등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포함되나, 이 연구에서는 주요 초점이 되지 못하였다. 학교 및 

상담 현장에서도 이 부분은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보다 간과되기 쉬운 구

조이며, 상담자가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이 아닌 가해자에 의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내담자를 돕는 상담자의 경험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경험에만 초

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학

교폭력 가해와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

다(신혜섭, 2005; 오주, 아영아, 2006; 김동일, 이혜은, 금창민 외, 

2018). 그리고 가해자나 피해자보다 더욱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

고 있으며(이승연, 오인수, 이주연, 2014), 가해를 먼저 경험하고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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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학생과, 피해를 먼저 경험하고 가해를 경험하는 학생에는 차이

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이 중복으로 있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중복 경험자를 도운 상담자의 경험을 밝

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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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자 모집 문서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박사수료한 

오지원입니다(지도교수 : 김동일교수님).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

는 상담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담자 교육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

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 기준 : 

1) 교육학과, 심리학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

년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상담학과, 심리치료학과 등 상담 관련 학과에서 

상담심리, 교육상담, 상담학 등의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소지한 상담자

2) 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기관에서 학교폭

력 피해자 청소년 상담을 3년 이상 진행한 상담자

2. 사례

§ 본 면담 : 인터뷰 1시간당 2만원(1회당 1-2시간 소요, 본 면담은 연

구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회, 최대 6시간까지 실시 가능)

§ 추가 면담을 실시할 경우에도 본 면담과 사례를 동일하게 제공

3. 인터뷰 시간

§ 본 면담 1회당 90분 기준으로 응답에 따라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진행 가능하며 최대 3회, 최대 6시간 면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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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인터뷰(연구자가 추가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

회당 1-2시간, 총 1-2회 실시 예정

4. 인터뷰 진행일정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연구 승인 후 

2019년 6월 30일까지 중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협의

5. 인터뷰 장소 : 연구 참여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개인 면담이 가능

한 조용한 공간

6. 인터뷰 질문 내용의 예시

1) 1차 인터뷰 질문

§ 대학원 때 학습한 내용만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때 어려움을 느꼈나요?

§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게 선생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2) 2차 인터뷰 질문(예시)

§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상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나 태도는 어떤 부분일까요?

§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또는 실습 내용이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

해자를 상담할 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3) 3차 인터뷰 질문(예시)

§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상담자의 전문성이 발달했다고 느낀다

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시나요?

§ 상담을 종결할 때, 상담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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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터뷰는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자료 기록 및 연구물 

정리 시 모든 기록은 가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제외됩니다.

¤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배제하기 원하는 정보는 언제든지 삭제를 요

청할 수 있습니다.

¤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인터뷰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오지원 연구자

(010-****-****)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한 세부 사항 안내>

연구 참여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경험에 대한 면담 

과정 중 원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즉시 인터뷰 중단을 요

청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연구 참여 동의서에 기재하여 미리 고지

합니다. 그리고 연구 자료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 및 기록 철회를 언제든(논문 출판 직전까지 언제든 가능

합니다) 요청하실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면담 시 제공한 개인정보(면담 녹음자료 및 각종 문서자

료 등)는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어 연구 참여자의 개인 이동 저장장

치 1대 및 연구실 개인용 컴퓨터(서울대 사범대학 10-1동 610호) 

1대에 자료를 저장한 후, 각 기기별(USB, 컴퓨터) 및 문서별 암호

를 설정하여 타인의 열람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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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최종 수정된 1차 면담 질문지

면담 질문지

항목 질문 내용

입문 배경

§ 상담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근무 선택한 이유는 무엇

인가요?

상담 환경

§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을 할 때, 청소년은 어떤 경

로로 의뢰가 되나요?

시작단계
§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할 때 상담자의 역할은 어

디부터 어디까지 하시나요?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의 

특성 탐색

(핵심부분)

(여기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리면서 말씀해주세

요.)

§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중 초심자 때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학교폭력 피해자의 호소문제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박사수료

한 오지원연구자(지도교수 : 김동일교수님)입니다. 제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상담 경험 중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경험을 떠

올려서 다음 문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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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에 대해 어떤 개입을 하시

나요?

§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 일반 청소년 상담과 학교폭력 피해자 청소년 상담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상담 회기 중에 상

담자가 중점을 두거나 주의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

시겠어요?

§ 학교폭력 피해자를 만나면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 상담 기관의 특성이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 영향

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충분했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자에게 어떤 교육/연수 경

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추후 선생님의 진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추가 질문 및 

마무리

§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은 선생님께 어떤 의미가 있

나요?

§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 면담 후 전체적인 소감은 어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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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 남/여

§ 연령 :    세

§ 종교 :

§ 결혼여부 :

§ 최종학위 :

§ 대학원 전공 : 

§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경력 :             년       개월

§ 근무기관 : 

§ 대학원 이수 과목 / 워크숍 주제

§ 자격증 취득 여부 및 자격증 종류

§ 수퍼비전 정보

§ 기타 알리고 싶은 점

§ 연락처 / 이메일주소 / 계좌번호(동의할 경우에만 기재)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초 정보

상담이론 상담기법 심리평가
(심리검사)

이상심리학
(정신병리학) 집단상담

가족상담 아동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상담실습 학습상담
(학습이론)

발달심리 성격이론 상담연구방법
(심리통계) 특수아상담 상담자교육

수퍼비전

상담윤리 정신분석 인간중심상담 생활지도 및 
상담

매체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상관계이론 현실치료 단기상담 실존상담

학교상담 다문화상담 긍정심리학 위기상담 성상담

비행상담 약물상담 중독상담 사이버상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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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positive counseling outcomes is the 

counselor himself. If the counselor does not manage job stress well, 

it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counseling. The study is about 

overwhelmed Counselors in helping Victims of school bullying. 

Counselors help victims of school bullying at youth counseling 

centers across the country. They are in trouble due to various needs 

and circumstances. 

First, counselors should take various roles such as advocates, 

mediators, advisors in cooperation with parents, teachers, social 

workers, doctors, and lawyer in order to help victims of school 

bullying adapt to school. Second, counselors should understand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experience trauma, and the context in which 

bullying occurs and continues. Third, the counselors should acquire 

knowledge about dealing with bullying issues and take professional 

training on crisis counseling and trauma counseling. Fourth, novice 

counselors are employed in youth counseling centers, but the 

opportunities for training is insufficient and working environment is 

poor.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e counselors for victims of bullying 

are likely to experience the following. First, the counselor will 

experience theory-practice gap since theory they learned through 

graduate school curriculum and practice at counseling centers are 

different. Second, the counselor may experience confusion and 

emotional fatigue in roles such as advocates, mediators, and 

consultants. Third, the counselors may experience vic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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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atization by listening to traumatic events repeatedly. Fourth, 

they are expected to struggle to improve their expertise to help 

victims of school bully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counselors who counsel victims of bullying.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s of counselors who counseled victims of 

bullying and built a substantive theory on them. A research question 

is as follows. What does the counselor experience when counseling 

victims of school bullying(In ter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s and clients, factors that counselors consider, emotions that 

counselors feel,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counselors, coping 

strategies that counselors take, and the consequences of coping 

strategies)?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grounded theory research 

method was applied among qualitative research. The requirements for 

the informants are as follows: ① counselors who have counseled 

victims of school bullying for more than three years, ② counselors 

with a master’s degree or above, ③ counselors with at least one 

qualification among 2 level of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2 level 

of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2 level of youth 

counselor, ④ counselors who meets all three requirements above. The 

researcher conducted a total of 22 interviews with a total of 13 

participants for 48 hours and 50 minutes until the category was 

saturate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research procedure, data were 

analyzed and results were suggested through open coding, ax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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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ng, and selective coding. First, 111 concepts, 68 subcategories, 

and 27 categories were created through open coding. Second, the 

paradigm model is generated  through axial coding. 

① Causal conditions can be summarized as "encountering victims 

of school bullying without preparation". Specifically,  causal 

conditions are that 'The victim experienced traumatic events', 'Parents 

are panic or indifferent', 'The problem is more serious than the 

counselors’ life experience', 'The counselors think he should help the 

victim well', ‘The counselors feel that graduate curriculum and books 

are not enough to help victims of bullying’, and ‘The counselors are 

worried that they will cause secondary damage’. 

② Context can be summarized as “There are many factors to 

consider besides victims of school bullying”. ‘Schools refers to a 

crisis/difficult counseling case to the counseling centers’, To be more 

specific, contexts are ‘The counseling centers make counselors 

intervene victims of school bullying immediately’. ‘Counselors should 

help parents, teachers, and others.’, ‘Counselor should have 

knowledge and expertise on legal procedures  and crisis counseling’, 

‘It is difficult for counselors to have on-site experience formally’. 

③ Phenomenon is ‘counselors became overwhelmed’. 

④ Intervening conditions can be summarized as “The 

environment to help victims of school bullying is poor”. ‘The school 

environmen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victim's recovery’, ‘Youth 

counseling centers have difficulty protecting counselors about 

complaints’, ‘Youth counseling centers emphasis and pressur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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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performance about counseling’, ‘There is no 

compensation system for counselors regarding crisis counseling at the 

counseling centers’, ‘There are a lot of work other than counseling at 

youth counseling centers’ were presented. 

⑤ Action/Intervention can be described as “The counselors put a 

lot of effort into seeking ways to help the victim professionally.” 

Specifically, ‘Counselor shows active attitude’, ‘Counselor accepts to 

learn law about school bullying and help victims as an area of 

work’, ‘Counselors improve counseling expertise personally’, ‘The 

counselors give meaning that helping the victim is meaningful and 

worthwhile’, The counselors try to protect himself from complaints’, 

‘Counselor recovers psychological energy’ was generated as category. 

⑥ Consequences are “growth, challenge again, stagnation, 

leaving”. The category was generated as ‘counselors’ expertise 

developed’, ‘The counselor strives again for growth’, ‘counselors’ 

passion for counseling decreased’, ‘Counselors leave(or prepare to 

leave) youth counseling centers with a sense of skepticism’.

Third, the core category was created as ‘overwhelmed counselors 

grow, challenge again, stagnate or leaving(or prepare leaving) through 

personal effort. Based on the core category, hypothetical relational 

statements were provid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about contents of graduate school education for 

counselors. Second,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method of 

reflection for counselors through graduate education. Thir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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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job environment for the counselors who 

counsel the victims of school bullying.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ers recruited various types of counselors' age, marital 

status, graduate school, religion, counseling career, working area, and 

counseling centers. It is necessary to keep these conditions at the 

same level and to look at differences by variables. Second, a study 

needs to be conducted regarding counselors' experience to help 

victims of bullying who were bullied by adolescents dropped out of 

school or teachers. Third,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counselors 

who help clients who bullied others and are victimized.

Key words: overwhelmed counselor, counselor, counselors’ 

experience, victims of bullying, bullying, adolescent counseling,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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