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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로 

살아내기의 경험은 어떠하였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며, 그 속에서 

상담사로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하였는지, 그리고 이러

한 어려움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하여 상담 실제와 상담자 교육에 있어 함의하고 시사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세월호 사

건을 겪은 학교에서 상담사로 살아내기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에서 상담사로 살아내기의 경험은 그들에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

법인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는 

총 네 명의 연구 참여자가 참여하였으며, 그 중 주 참여자 세 명

을 대상으로 약 3개월 동안 각각 6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면담기록과 연구자의 연구일지, 참여자들의 기획안 및 보

고서 자료, 사진 및 스크랩 등을 포함하였다. 자료의 분석과정은 

면담 전사본과 수집⋅기록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현장텍스

트를 정리한 후,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배경으로 분석과 

해석을 반복하며 내러티브의 의미와 해석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살아

내기 경험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 들어서기 전과 들어

간 이후에 부딪힌 것,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의 살아

내기의 경험과 이를 극복하고자 한 시도, 그리고 그 결과로 발견

하게 된 것의 총 다섯 가지로 구분되었다. 이미로는 세월호 사건

을 겪은 학교 현장에 압도된 상담사의 이야기로, ‘도울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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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 압도되다’, ‘기능이 뚝 떨어져서’,

‘연결되어 있는 현재’, ‘여기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이었고, 신도

전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조직에 속한 상담사의 이야기로,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의 맥락 발견하기’, ‘학교의 요구와 상담자

의 원함 사이에서’, ‘내부인으로 자리잡기’, ‘그게 꼭 상담이 아니어

도’, ‘한 단계를 넘어서서’이었다. 마지막으로 나성실은 세월호 사

건을 겪은 학교 현장의 신입 상담사의 이야기로, ‘첫 직장을 재난

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시작하다’, ‘상담자의 존재에 대한 의문’,

‘같이 놀아주기’, ‘유연한 전문성으로’, ‘연결 고리가 되어’이었다.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로 살아내기 경험을 

통하여 찾은 의미는 ‘상담사로서의 자리를 찾아가다’, ‘내담자를 돕

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다’, ‘피해자와 유사한 고통을 경험하다’,

‘상담사로 성장하다’의 네 가지로 해석되었다. ‘상담사로서의 자리

를 찾아가다’는 재난심리지원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

에서 현장에 배치된 상담사들은 역할 혼란을 경험하였으며, 불분

명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다. 이 과

정에서 상담사는 보다 능동적인 존재로 변모하며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역량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내담자를 돕는 새로운 방

법을 발견하다’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는 전통적인 

상담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내담자의 요구와 관점을 우선시하

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하였으며, 무엇보다 내담자의 ‘곁이 되어주

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내담자의 일상과 아픔에 

함께 머물러주는 상담사의 존재하기의 힘을 발견하였다. 셋째, ‘피

해자와 유사한 고통을 경험하다’는 상담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

라는 요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경험하였다.

행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피해자가 방치된 것처럼 상담사들 또한 

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재 안에서 방치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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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담사로 성장하다’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는 

소진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지만 상담사로서의 성장도 이룰 수 있

었다. 그러나 이들의 성장은 부정적인 경험과 아픔을 포괄한 성장

이었으며,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견뎌내기의 과정으로서의 성장

을 의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상담사의 살아내기 경험은 세월

호라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내담자를 돕기 위하여 상담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관점을 내려놓고,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존재로서 다가서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

사의 전문성은 상담 이론과 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 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 바

라보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담사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담사 개인의 차원에서 극복될 수 없으

며, 효율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상담사들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의 살아내

기 경험을 통하여 재난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상담사들의 어려

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상담 실제 및 상담자 교육의 방

향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앞으

로 재난 현장에 나아갈 상담사들에게 어떠한 개입과 지식, 태도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세월호, 재난, 상담사, 경험, 역할혼란, 내러티브 탐구

학  번 : 2014-3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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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내러티브탐구의 출발은 연구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즉 연구자의 

자서전이다. 연구자 자신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일은 

내러티브탐구의 시작 단계를 구성하며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탐구를 시작한다.

(Clandinin & Connelly, 2000)

1. 나의 내러티브: 연구의 출발

나는 전문상담교사로서 학교에서 상담을 처음 시작하였다. 대학원 과정으로 

휴직했던 시간을 제외하면 약 8여년의 시간동안 나는 학교라는 장면에서 아

이들을 만나왔고, 어려운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 안에서

나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랬기에 세월호 사

고가 일어난 2014년, 나는 교육청으로부터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로 파견을 

제안 받았을 때 그들의 아픔에 무언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D고등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학교라는 현장은 그간 내가 일해 왔던 현장이었기에 익숙하였지만, 세월호 

사고로 많은 학생과 교사를 잃은 D고등학교는 재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학교의 분위기와는 매우 달랐다. 하루

에도 몇 번씩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였고, 학교 내부의 긴장감

은 높았으며,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업무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

지 않은 상태였다. 낯설고 도전적인 상황이었지만 상담사로서 내가 원했던 것

은 그 현장의 피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상담을 통하여 또

는 심리적인 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었

다. 그러나 현장에서 부딪친 상황은 내가 예상하고 기대한 것과는 매우 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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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은 D고등학교에 들어가 한 달여 

즈음이 지났을 때, 학교로부터 상담사로서 할 수 있는 상담의 범위에 대한 질

문을 받았을 때였다. 학교는 정신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치료의 범위와 상담

사가 할 수 있는 상담의 범위, 그리고 담임교사가 할 수 있는 상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질문은 재난을 겪은 학교에서 상담사

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

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나에게는 상담사가 전문가로서 인정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그 질문은 나에게 상담사로서 재난을 겪은 

학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되었다. 우리가 왜 여기

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리의 존재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상담

사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또 재난을 겪은 학교에서 내가 인상 깊게 경험하였던 것은 재난 피해자를 

향한 도움의 손길들은 많았지만, 정작 내담자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

실이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손길은 내담자의 원함이나 요구와는 다른 방식

으로 이루어지곤 했고, 그로 인해 학교 현장과 피해 학생들은 더 힘들어지기

도 하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돕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었다. 상담사로 들어온 나 또한 그들을 돕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돕고자 하는 

것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상담실이 도와주려고 

왔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야죠” 라는 교사의 말을 들을 때나, 학교에서 

원하는 일과 요구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충돌할 때면 그러한 혼란은 더 

커졌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담사로서 나는 무엇을 해

야 하는 것일까.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

다.

당시에 나는 상담사로서 내가 원하던 방식으로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

에 대하여 크게 좌절하고 무력해했다. 곁에 피해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존

재하였지만 내가 배웠던 상담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기 때문

이었다. 그 현장에 같이 머무르며 그들과 일상을 함께하고는 있었지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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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서 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오랜 시간 상담사로서 공부하

고 훈련 받아왔던 지식이나 경험들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상관이 없거나 다

른 일을 하게 되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았다.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기

회와 통로가 차단되는 상황 또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나의 가치와 바람에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나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

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그 괴로움이 클 때 나는 개인사정이 겹치게 되었고,

나는 예상보다 일찍 학교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

현장을 벗어나고 난 뒤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도, 나는 내가 그 곳

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하여 의미를 찾기 어려워했다. 실제로 D고등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끄러

움과 죄책감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

든 것을 상세하게 말하기에는 그 경험은 너무 복잡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금 그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며 나는 왜 그 때의 

경험에 대하여 아직도 말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오

랜 시간을 그 곳에서 멀어지려 하였고, 되돌아보지 않으려 했다는 것 또한 발

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나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했던 상담

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상담사로

서 내담자의 아픔과 슬픔에 도움을 주러 그 곳에 갔으나 무엇으로 인하여 우

리는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때 무엇을 했고, 어떤 것들이 

어려웠던 것일까. 그러한 질문이 이 연구를 시작하게 하였고 연구자로서의 상

심이 되었다.

나는 상담사로서 내담자에게 가닿고 싶었던 마음이 왜 실현되지 못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내 경험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무엇

인지 알게 된다면 상담사로서 내담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비단 나의 경험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 현장의 상

담사들에게는 재난을 겪은 피해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재난을 다루고 대처해야 할 상담학의 관점에서도 함의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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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질문과 생각들이 이 연구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재난현장 속에서 일하는 상담자는 일반 트라우마 내담자를 만나는 것에 비

해 소진이나 간접외상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Creamer & Liddle, 2005; Wee & Myer, 2002). 재난상황에 동원되는 

것은 짧은 시간동안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압도될 수 있는 

경험이며(Miller, 2000), 재난 생존자가 보고한 사건에 대한 영향 뿐 아니라 재

난 사건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개인적 반응에도 압도될 수 있다. 많은 수의 

트라우마 생존자와 함께 일하며 동일한 트라우마 사건을 다루는 사례를 연이

어 치료하는 것은 상담자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Palm et

al., 2004). 실제로 9. 11 테러 사건 후 회복을 위한 개입과정에 참여한 재난 

요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개입 2-3주 후 재난 요원의 15%가 

급성 스트레스 증상을, 26%가 우울을 보고하였으며 기능상의 손상도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Quinn et al., 2010). 재난현장에서 상담자가 급성 스

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고하는 경우, 이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

될 가능성이 7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Fullerton et al., 2004) 상담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받는 심리적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난현장에 있는 상담자는 피해자들의 심리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

여 재난으로 인한 장기적인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요구받는다(신선인, 2000). 특히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음식과 의료를 공급하며 추가적인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인 기능을 파악하고 선별하여 적절한 치료로 

연계하게 된다(이동훈, 강현숙, 2015; 최수미, 2015).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전

통적 방식의 심리치료적(psycho-therapeutic)인 접근보다는 심리교육적

(psycho-educational)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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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ce)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Bowman & Roysircar, 2011). 그

러나 상담자의 대다수가 재난현장에서 상담자의 주요한 역할은 상담이며, 상

담자는 ‘심리적’ 형태의 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김

형수, 안지영, 김동일, 2015; 이윤주, 2004), 실제 재난현장에서 상담자는 역할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재난상황은 상담자로 하여금 그들이 훈련받고 경험했던 것을 넘어서서 다

양한 상황과 활동에 유연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며(Skeet, 1977; Berah et al.,

1984) 이러한 과정에서 상담자는 역할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Kahn, 1964). 재난현장에서 상담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역할 

갈등(role conflict), 역할 모호(role ambiguity), 역할불만족(role discomfort) 상

황은 상담자의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높이며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소진의 주

요한 요인이 된다(Harsough & Myers, 1985). 특히 상담자는 재난 현장에서 

그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완수하고자 하는 열의가 동기가 높기 때

문에(Graham, 1981), 상담자의 역할이 그들의 기대와 충족되지 못하였을 때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실망감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스스로에 대하여 강한 실패감을 느끼거

나 무가치한 감정으로 발전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재난 현장의 심리지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으로 구성

되어 파견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유성은 외, 2018), 최근 재난심리지원을 담

당하는 컨트롤 타워인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개소하였지만, 실제로 심리지원팀

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상담자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담자가 이로 

인한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직후 다양한 유관 기

관 및 관련 단체에서 심리지원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지

침이 명료하지 않아 업무의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그로 인해 체계적인 심리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이 보고되었다(박성용, 안현의, 박주

언, 2016; 백종우 외, 2015; 심상민, 윤혜영, 최윤경, 2017; 이나빈 외, 2015). 이

처럼 재난장면에서 상담자는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으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역할 혼란을 경험하기 쉬우며 그 결과 소진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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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는 상담에서 중요한 치료적 도구이며(Skovholt, 2001), 효과적인 상담

성과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Gurman, 1977). 특히 상담자가 재난장면에

서 ‘피해자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 곁에 누군가가 있

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을 때’ 피해자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결과는(이나

빈 외, 2017) 상담자 요인과 치료적 관계가 재난현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재난 이후의 적응에 있어 심리적 안전감(sense of

safety)의 증진은 필수적이라는 관점(심기선 외, 2018)에서 본다면 불안정하기 

쉬운 재난 피해자들에게 상담자가 안전한 대상으로서 관계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재난장면은 상담자에게도 도전적인 상황이므로 소진되

기 쉬우며, 상담자의 소진은 상담자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거나 전문

성을 발휘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윤은주, 2009).

재난현장의 상담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주된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Adams, Figley, & Boscarino, 2008; Cetin, Kose, Ebrinc, Yigit, Elhai, &

Basoglu, 2005; Creamer & Liddle, 2005; Long, Meyer, & Jacobs, 2007;

Mitchell, Griffin, Stewart, & Loba, 2004; 민지원, 주혜선, 안현의, 2016; 심기

선, 주혜선, 안현의, 2016; 이수지, 2015). 특히 상담자는 재난 피해자를 상담하

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외상경험에 노출되고 반복적인 간접경험을 하게 됨으

로 인해 상담자도 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고 보고된다(James & Gilliland,

2001). 그 결과 내담자가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

이는 간접외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Bride et al., 2004). 더불어 

내담자의 외상경험에 공감적으로 관여하면서 상담자의 인지구조나, 친밀, 신

뢰, 안전과 같은 삶과 관련된 상담자 자신의 시각이 변화될 수 있어(McCann

& Pearlman, 1990) 이를 대리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으로 명하기도 한

다. 상담자는 이처럼 장기간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

갈되어갈 수 있으며(이자영 외, 2008), 무기력하고 활기가 사라지며, 좌절을 경

험하게 되고 내담자를 돌보는 것에 무관심해지는(Maslach, 1981) 소진

(burn-out)을 경험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재난 피해자와 접촉하면서 경험

하게 되는 어려움 뿐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역할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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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어려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Hodgkinson과 Shepherd(1994)는 상담

자가 경험하는 역할 혼란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함으로서 나타나는 심

리적인 어려움보다 상담자의 스트레스를 더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언

급하였다. 오히려 내담자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은, 상담자의 역할이 불분명

할 때 주요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난 현장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역할 혼란이 상담자의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Raphael

et al., 1984).

국내의 경우 재난현장에서의 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으

로 세월호 사건 이후 위기개입에 참여한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소수 

이루어졌다. 조영매(2016)는 재난 현장에 참여한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대리외

상의 내용과 구조를 심층적으로 밝혀내어, 외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담

자의 대리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동훈과 신지영(2016)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상담개입에 참여한 상담

자의 경험을 통하여 상담자가 이차적 외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처기술과 방법을 깨치며 내적인 성장을 경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하여 여성상담자의 성장에 주목한 연구(이동훈, 신

지영, 김유진, 2016)는 상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별 경험과 세월호 사고가 

연관되어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어떻게 위로하고 애도할 지에 대한 실존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밝혔다는 점에서 재난이 상담자의 성찰을 촉진하며 

그 결과 상담자로서의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

는 재난 상담자의 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드

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 일시적으로 기관에 소속되어 상

담개입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였던 상담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속

적으로 기관에 소속되어 상담개입을 한 상담자의 경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또한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상담자의 경험을 바라보

거나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상담자의 경험을 다루고 있어, 현장에서 상담자가 

역할 혼란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밝혀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재난사건이 학교장면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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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에서 이루어진 재난사건에서의 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학교기반의 위기개입은 학교라는 장면에서 청소년

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부모, 관리자를 고려한 위기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지니며, 그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 교사와 관리

자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실정이므로(김동일 외, 2015) 재난을 

겪고 있는 학교에서의 상담은 다른 장면의 상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밖

에 없으며 그 속에서 상담자들의 경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을 겪은 학교에서 상담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

는지 그들의 경험을 질적인 방법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상담자의 경험을 담

아낸다는 것은 그 체험의 질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이므로 질적 연구의 지평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내러티브 탐구

를 통하여 개인의 체험(lived experience)에 초점을 맞추어 풀어내고자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을 보다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확인하고 수정하며 경

험의 독특한 의미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둔다(Clandinin, 2015). 이처럼 재난

을 겪은 학교에서 상담사가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재난 피해자를 조력하는 과정에서 상담사들

이 어떠한 역할과 개입을 하여야할 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초

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사들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드

러내는지 이해함으로써 상담자 교육과 상담 실제에 있어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학에서는 재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

며 준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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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하여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에서 상담사가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형성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에서 상담사로 살아내기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에서 상담사로 살아내기의 경험은 그들에게 어  

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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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재난과 위기개입

1) 세월호 사건

2014년 4월 16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

몰하였다.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대형재난이었

고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정치적 처리과정에

서 심한 갈등을 겪었던 정치적 재난이기도 하다(박종희, 2016). 특히 세월호 

사건은 적절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탑승인원 476명 중 172명만이 구조되

었고 생존자의 절반 이상은 해양경찰보다 40분 늦게 도착한 어선 등 민간 선

박에 의해 구조되는 등 36.1%의 생존율을 기록한 대한민국 최악의 선박사고

로 기록되고 있다(MBN, 2014.11.12.).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사망 및 실

종자 중 대다수가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 것으

로 나타나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2014년 4월 18일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된 뒤에도 선체를 바로 인양하지 못하면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유

해 수습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빗발쳤으나 당시 정부는 이에 대하여 연기

하며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파면되고 난 12

일 뒤 3월 22일부터 인양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침몰 1080일 만인 그 해 3월 

31일 세월호는 애초 목적지인 제주가 아닌 목포신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 이전에도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및 2003년 대구 지하철 사

고,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등 대형 재난이 한국 사회에 발

생하였지만, 세월호 사고가 한국 사회에 미친 충격과 파급력은 매우 크다. 최

근의 재난사고 중 사망자의 규모가 최대일 뿐 아니라 침몰과정을 모든 국민

이 실시간으로 목도함으로써 이를 지켜본 시민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 때문이다(임정선, 2016). 실제로 참사 직후 시민들은 위

기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 정부와 사회체계에 대한 불신과 분노, 상황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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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과 우울, 나도 언제 사고

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집단적 반응은 집단 트라우

마, 집단 우울증 등으로 명명되기도 했다(YTN. 2014.05.05. “세월호 참사 ‘집단 

트라우마’ 어떻게 막을까?”; 중앙일보. 2014.04.30. “세월호 참사 ‘집단 우울증’

극복 어떻게.. 일상 복귀 노력해야”; 한겨레. 2014.04.21 “대형참사 트라우마로 

가득찬 거대 병동, ‘한국호’”).

이러한 경험은 재난 이후 심리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가시켰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만 해도 의료적, 경제

적, 사회적 지원으로 피해자를 돕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지고 생존자나 유가족

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으로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심리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매우 확대

되었고, 그 결과 재난관련법과 재난심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재난 피해

자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체계가 실질적으로 마련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학교기반 위기개입

재난은 성인에게도 큰 심리적 충격을 미치지만 특히 청소년의 경우 발달적

으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령이고 아직 신체, 성격과 인지가 발달되는 

과정에 있는 시기이므로 그 파급력이 더 크며, 따라서 더욱 세심한 사후관리

가 필요하다(Cohen, 2003; 오혜영, 안현의, 김은영, 2012에서 재인용). 실제로 

청소년기에 외상에 노출된 경우에는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

며(Udwin, Boyle, Yule, Bolton, & O'Ryan, 2000)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기소

외적 행동이나 우울, 학업실패 등의 2차적 후유증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승연, 2007).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은 대다

수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안정적이고 익숙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청소년의 적응과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Lazarus et al., 2002).

특히 최근 들어 학교폭력 및 자살, 재난 등 대규모 사건들이 학교 장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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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어 학교기반 위기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세

월호 사건의 경우에도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등학교의 대다수 학생과 교사

가 사망함으로써 학교 단위 자체가 큰 피해를 입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학교 기반의 위기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실질적인 위기개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전문 인력들이 투입

됨으로써 학교행정체계와의 조율 및 갈등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이나빈 외,

2015).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위기대응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안전관리통합

시스템인 위프로젝트(Wee Project)가 담당하고 있으나, 주로 학교부적응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학교위기 발생 시에 포괄적인 위기

대응을 하기에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된다(이동훈 외, 2017).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부는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안

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는 연초에 위기대응계획과 위기대

응조직도를 편성하며 위기대응을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해가는 노력이 마련되

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학교안전교육실시 등에 대한 관한 고시,

2016-90호). 그러나 위기대응을 담당하는 교사가 3년 내 15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위기대응으로서

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동일 외(2015)는 재난대응 위기상담 가이드라인에서 학

교관계자를 위한 지침이나 지역공동체의 협력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에서 재난

이 발생하였을 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비교적 학교기반 위기개입이 발전되어 있는 미

국의 사례인 위기개입모델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 기반한 위기개입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기반 위기대응팀(Crisis Resonse Team; 이하 CRT)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CRT는 가장 효과적인 위기개입으로 그 효과성 또

한 입증되고 있다(Nickerson & Zhe, 2004; 이동훈 외, 2017에서 재인용). 학교

기반 CRT는 재난을 포함한 학교위기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한된 기간 동안 

전문적인 팀을 파견함으로써 교사 및 전 직원이 학생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

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Kawano, 2008). 팀은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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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되는데, 법집행전문가, 심리전문가, 피해자지원전문가,

성직자, 의료인, 상담교사, 언론중재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Young,

1994). 이러한 다양한 지식의 전문 인력은 지역과 학교의 중재역할을 하게 되

며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위기 개입팀과 연계되어 일하게 된다.

특히 위기가 발생한 학교의 경우 교장을 주축으로 상담사, 보건교사, 심리

사로 구성된 팀이 존재하여 CRT가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

록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과(Peterson & Straub, 1992) CRT의 위기개

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위기를 지속적으로 다루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 내 

구성원을 교육하고 학교 내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Schonfeld & Newgass, 2003) 주목할 만하다.

[그림 1] 위기대응팀(CRT)과 사건지휘체계(ICS)간 위기대응(이동훈 외, 2017)

CRT의 주요 활동은 위기 전, 위기 발생, 위기 직후, 위기 후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위기 전 단계에서는 정기적인 위기훈련을 통해 팀 내 협력

적 관계를 도모하고, CRT팀과 연계되는 학교 내 위기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Brock et al., 2001). 위기 발생단계에

서는 CRT 파견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 뒤, 파견이 결정되었다면 학교 내 

사건지휘체계인 ICS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위기대응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주

로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신체적, 물리적 안전 확보를 하고 의료적 개입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이에게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심리적 상태를 분류하여 각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Brock et al., 2001). 이 과정에서 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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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방식은 사건의 진행과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변화될 수 있다. 위

기 직후 단계에서는 의료적 개입을 지속하고 위기평가에 따라서 구별된 학생

들과 부모, 교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진행한다(Brock et al., 2001).

이 과정에서 교사 및 교직원에게 심리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등의 

심리교육적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심리적 개입은 심리적 응급처치와 집단 디

브리핑, 심리치료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위기 후 단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

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기념일 애도 활동이나 희생자 추

모와 관련된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다(Paine & Schools, 2007).

이러한 학교기반의 위기개입은 일반적인 재난 위기개입모델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학교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지식이 상담자에게 필

요함을 시사한다. 이를테면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교

장이 위기개입에 있어 어떠한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접

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내부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특성, 업무 의사소

통의 방식, 조직 안의 역동과 분위기,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특성

들을 고려하면서 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개입 전략들을 다양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이는 상담자에게 있어 심리적인 개입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조직과 

맥락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요구한다.

2. 재난과 심리지원체계

1) 재난관련법과 재난심리지원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재난심리 관련법이 부재하였다가 2010년에 제

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심리지원 활동에 관한 조항을 둠으

로써 재난심리지원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되고 있다. 기본이념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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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

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2조, 2019).

정부는 재난 이후의 정신적 건강에 주목하여 2006년부터 소방방재청이 재

난심리안정지원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2014년 세

월호 사건 이후 재난심리지원체계는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총괄아래 시⋅도 

재난관련부서와 시⋅도별로 17개의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이동훈,

강영숙, 2015). 그러나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중복되어 재난심리

지원의 주무부처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어려웠으며, 재난심리지

원 업무를 담당할 지원센터의 인력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산

한 정신건강센터 및 대한적십자사 지사에서 재난심리지원 업무를 겸직하는 

등 전담인력과 전문성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이동훈, 강영숙,

2015). 그 결과 세월호 사건 발생 시 경기도와 안산시에 마련된 통합재난심리

지원단1)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2019년 현재에는 행정안전부가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총괄기능을 맡고 있는

데, 2018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15조2항에 근거하여 대형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였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 

및 보급,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

간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재난심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2017년부

1) 경기도와 안산시가 4월 17일 개설한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은 사고 직후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하다 5월 1일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설

립했다. 당시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소아청소년정신과전문의 190여명, 전

문상담인력 50여명으로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온

마음센터)는 35명의 전문인력이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경기도 굿모닝, 세

월호 사고 직후 체계적 심리지원 위해 설립된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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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대한적십자사 및 민간 학회 전문가 등 관련 기관 단체의 

관련자 10여명으로 구성되어 단체 간 명확한 임무와 역할 조정 등 긴밀한 협

업체계를 실행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재난심리 관련법을 토대로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고 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가 운영되는 등 재난심리지

원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괄목할 만하나, 재난이 발생한 지

역의 지자체 및 재난심리지원 유관 기관들 간의 업무나 역할의 규정은 아직 

명확히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현진희, 김현수, 안윤정, 2018). 따라서 현장의 

재난심리지원활동 과정에서 전문 인력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규

명함으로써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재난심리지원 인력풀을 어떻게 운영하며 교육할 지와도 연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재난현장에서 상담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대

처해나가는 지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2) 재난의 생태모델

대형 재난은 개인 및 아니라 지역사회,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17

년 개정된 유엔재난기구 용어집에서는 재난을 “어떠한 규모이든지 위험한 사

건으로 인해 공동체나 사회의 기능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것으로서 이는 공동

체나 사회의 노출 정도, 취약성, 역량의 조건들과 상호작용하며, 인적, 물적,

경제적, 환경적 손실 및 영향 중 한 가지 이상을 초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

다(UNISDR, 2017).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재난의 영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한 공동체나 사회의 사회적 맥락과 유기적으로 “상호작

용”하며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재난의 영향이 재난을 경험한 개인들

의 심리적 외상을 단순히 합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에 재난으로부터 회

복하기 위해서는 개인 외상보다 더 넓은 차원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상통한다(민문경, 주혜선, 안현의, 2018).

기존의 재난 관련 접근들을 살펴보면, 주로 미시적 관점에서 재난 이후 개

인의 심리적 반응이나 그러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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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 온 경향이 있다(Dirkzwager et al., 2006; Neria, Nandi, & Galea,

2008). 이러한 밑바탕에는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가정하며, 개인의 

증상에 초점을 맞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치료법에 집중하는 의학적 질병 모

델적 관점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Seligman, 2002). 그러나 개인이 그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가족, 지역사회, 국가

의 구성원으로서 각각의 환경들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

할 때(Harvey, 1996; Weems et al., 2007) 이러한 접근은 재난으로 인한 영향

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나 사회 전반 차원까지 

영향이 증폭되는 재난의 특성상 다차원적인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이나빈, 2016; Hoffman & Kruczek, 2011; Shultz et al.,

2007; Wang et al., 2000).

이와 같은 관점을 반영한 이론적 모델로서 Hoffman과 Kruczek(2011)은 재

난의 생물생태학 모델(bioecological model; 이하 생태모델)을 제안하였다. 생

태모델은 본래 인간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Bronfenbrenner(1979)가 고안하

고 Bronfenbenner와 Ceci(1994)가 생물생태학적 요소들을 추가하여 확장한 것

이다. Hoffman과 Kruczek(2011)은 이를 재난 상황에 적용하여 재난의 생태모

델로 발전시켰는데,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체계가 위계적으로 구

조를 이루어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이루고 있다. 첫째는 생리, 신체적 체계

(biophysical system)로서 유전적 소인, 기질, 환경적 자극에 따른 심리적 및 

생리적 반응과 같은 요인을 포괄한다. 둘째,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개인 체

계에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접환경으로 가족, 친구, 학

교 및 직장, 종교적 집단을 포괄한다. 셋째, 외부체계(exosystem)는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 및 체계로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수준, 언론,

학교 체계, 건강관리체계 등이 포함된다. 넷째, 거시체계(macrosystem)는 모든 

체계의 바탕이 되는 가장 광범위한 맥락으로서 사회문화적 규범, 정부 체계,

경제적 요인, 환경적 영향 등이 포함된다.



- 18 -

[그림 2] 재난의 생태모델(Hoffman & Kruczek, 2011)

Hoffman과 Kruczek(2011)은 이 네 가지 체계 외에도 중간체계(mesosystem)

와 시간체계(chronosystem)를 제안하였는데, 중간체계(mesosystem)란 미시체

계들을 연결하는 체계로 둘 이상의 미시체계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를

테면 가족과 학교의 관계, 가족관계와 또래관계의 경험 등과 같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강조를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Bronfenbrenner, 1979). 시간체계

(chonosystem)는 삶의 전환 및 삶의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Bronfenbrenner

& Ceci, 1994)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개인의 발달 과정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

한다. 예를 들면 재난이 학교와 이웃에 영향을 미쳐 환경적 변화를 야기하게 

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개인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재난으로 

인한 개인의 반응은 발달적 관점과 생태체계의 두 가지 맥락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모델은 재난 후 심리지원이 개개인에 집중된 기존의 접근에 더

하여 재난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고 

개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보완하는 것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PTSD의 증상 완화에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변인

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최승미, 김영재, 권정혜, 2013; Prati & Pietrant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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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상담자는 사회적 지지 기반을 살펴보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지

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를 통해 지역사회가 개개인에게 부족한 자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

성하는 것 또한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Nakagawa & Shaw, 2004; Wind et al., 2011).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서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넓은 차원의 맥락들을 고려하여 도울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생태모델은 상담자들로 하여금 재난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Jacobs, Leach와 Gerstein(2011)은 재

난현장에서 상담자는 네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다문화주의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돕기, 둘째는 피해자의 직업 및 

경력 상 필요를 살펴보기, 셋째는 강점 기반의 접근으로 다가가기, 마지막은 

생애 전반과 다양한 맥락에서 대인관계의 기능을 촉진시키기이다. 즉, 상담자

는 지역사회와 중간, 거시체계를 고려하여 치유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역

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재난 위기상담은 전통적 방식의 심리치료

적(psycho-therapeutic)인 접근보다는 심리교육적(psycho-educational)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와 학교,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는 

특성을 지닌다(Bowman & Roysircar, 2011).

3. 재난과 상담사의 경험

1) 역할 혼란 

재난상황은 상담자로 하여금 그들이 훈련받고 경험했던 것을 넘어서서 다

양한 상황과 활동에 유연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한다(Skeet, 1977; Berah et al.,

1984). 이러한 다양한 역할 요구에 대한 반응은 상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상담자가 

이러한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받지 못하거나 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예측가능성이나 통제력이 감소되어 상담자는 심한 심리적,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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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된다(Horowitz et al., 1980).

재난현장에서 상담자가 역할 혼란을 경험한다는 것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요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면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Harsough와 Myers(1985)는 재난 요원들이 재난현장에

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죽음에 직면

하는 것과 같은 재난 사건(event) 요인이며, 둘째는 시간적 압박이나 과도한 

업무량과 같은 일(occupational)과 관련된 요인이며, 마지막은 재난현장에서 

경험하는 역할 갈등이나 역할 모호와 같은 조직(organizational)과 관련된 요

인이다. 이러한 세 가지 스트레스 요인은 재난 요원들의 불면, 집중력 저하,

불안, 긴장감을 높이며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

았다. 이 중 조직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언급되는 역할 갈등(role

conflict), 역할 모호(role ambiguity), 역할 불만족(role discomfort)은 상담자의 

역할 혼란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재난현장에서 상담자는 역할 갈등(role conflict)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

고되는데, 이러한 역할 갈등은 경쟁 관계에 직면하거나 모순된 역할을 요구받

을 때 발생한다(Kahn et al., 1964). 예를 들어, 비슷한 조력 활동을 하는 심리

지원 인력들 간에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이 요구됨으로써 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역할 갈

등은 재난현장에서 상담자의 긴장감과 불만족을 높이고, 정서적인 소모를 유

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인 고통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대인간 소통

이나 재난 요원들 간의 신뢰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ahn et al., 1964).

반면, 역할 모호는 일의 특성이나 목적,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

지 않음으로서 오는 혼란과 불명확성을 일컫는다. 상담자의 관점에서 보면 역

할 모호는 재난현장에서 상담자의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응하는 

역할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할 모호는 상담자로 하

여금 긴장감을 높이며 직업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한다

(Katz et al., 1980). 역할이 명료하게 제시될 때 직업적 성공에도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Holt, 1982)를 고려하면, 역할 모호는 상담자가 일을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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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 위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역할과는 다른 수행을 요구받

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할 불만족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가임에도 

실무자가 되기를 요구 받는 등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상담자의 불안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수행의 결과가 

상담자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에는 자책감이 증가될 수 있다(Harsough &

Myers, 1985). 이처럼 상담자는 재난현장에서 역할 갈등이나 역할 모호, 역할 

불만족과 같이 역할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상담자는 재난 현장에서 그

들의 임무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완수하고자 하는 열의가 동기가 높기 때문

에(Graham, 1981), 상담자의 역할이 그들의 기대와 충족되지 못하였을 때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실망감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스스로에 대하여 강한 실패감을 느끼거나 

무가치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Hodgkinson과 Shepherd(1994)는 재난 조력 활동이 상담자에게 미치는 영향

을 밝히는 연구에서 상담자는 느끼는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재난 피해자

와의 접촉으로 인한 어려움과 역할과 관련된 어려움,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이 중 역할 어려움은 피해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어려움보다 상담자의 스트레

스를 더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비

지시적일 때, 피해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어려움 또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이러한 역할 문제는 확립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목표나 정

보, 훈련이 부재할 때 나타날 수 있다. Raphael 등(1984)은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자들의 경우에는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 관련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세월호 사고 이후 위기 개입에 참여한 재난 요원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상담자들이 역할 혼란을 경험하였음이 보고되고 있다. 다양

한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에서 심리지원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상담자의 역할

의 범위와 그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

었으며, 여러 기관들 간의 중복된 역할과 업무로 인하여 실무자의 혼란이 가

중되었다(박성용, 안현의, 박주언, 2016; 백종우 외, 2015; 심상민, 윤혜영, 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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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17; 이나빈 외, 2015). 이러한 혼란은 상담자의 정체성 혼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담자의 소진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재난현장의 상담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보다 명

확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재난 관리 시스템 안에서 상

담자를 훈련시킬 때, 그들의 업무와 재난 현장에서 마주칠 경험에 대하여 분

명한 인지적인 프레임을 제공하여 상담자가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역할 

혼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Hodgkinson & Shepherd,

1994).

2) 간접외상 및 소진

재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 트라우마 내담자를 만나는 것에 비해 소진

이나 간접외상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된

다(Creamer & Liddle, 2005; Wee & Myer, 2002). 왜냐하면 재난상황에 동원

되는 것은 짧은 기간에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압도될 수 있

는 경험이기 때문이다(Miller, 2000). 특히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재난 생존자

가 보고한 사건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에 속하여 있으면서 재난 

사건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개인적 반응에도 압도될 수 있다. 특히 재난현장

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트라우마 생존자와 함께 일할 뿐 아니라 같은 트라

우마 사건을 다루는 사례를 연이어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부정

적인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Palm et al., 2004). 이러한 연구들은 상담자

들이 재난 심리지원을 하는 데 있어 무엇을 경험하며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상담자는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내담자를 만나 치료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경험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며 외상 사건에 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외상 후 스트레

스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Creamer & Liddle, 2005; Wee & Myer, 2002).

선행 연구에서는 내담자가 경험한 트라우마 사건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

을 통해 상담자가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접 외상스트레스[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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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atic stress (Figley, 1995)],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Stamm, 2010)],

대리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MaCann & Pearlman, 1990)], 소진

[burnout(Maslach & Jackson, 1981)]등의 다양한 개념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

간접 외상스트레스는 상담자가 내담자가 경험한 트라우마 사건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간접적으로 외상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내담자가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Bride

et al., 2004). 반면, 대리외상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정서적으로 관여하고 공

감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내적 신념체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핵심으

로 한다(McCann & Pearlman, 1990). 즉 외상 사건에 오랫동안 노출됨으로써 

인지구조의 변화나 친밀, 신뢰, 안전, 자존감, 통제와 같은, 삶과 관련된 상담

자 자신의 시각이 변화되는 것이다(Saakvine & Pearlman, 1996). 그 결과 대

리외상을 경험한 상담자는 세계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각하거나 삶

이 무의미하다고 지각할 뿐만 아니라(Figley, 2002; Larson & Bush, 2006), 자

아감, 영성, 세계관 등 삶 전반에서 영향을 받는다(Cherstman, 1999). 소진은 

정서적 고갈, 내담자에 대한 비인간화, 업무 성취감 감소 등의 증상으로 이루

어지며 전반적인 직군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Maslach & Jackson, 1981). 마

지막으로 공감피로의 경우에는 간접 외상스트레스와 소진의 2가지 하위 요인

으로 이루어진 상위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공감피로를 간호사, 심리학자, 목

사와 같이 사람들을 돌보는 직군에게 나타나는 소진의 한 형태로 본다

(Joinson, 1992). 다만 소진이 오래되고 과도한 수준의 직업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다면(Cherniss, 1980), 공감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단 한 번의 노출

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Figley, 2002).

재난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간접외상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연구는 국외의 경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주로 관련 변인과 

증상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Boscarino et al., 2004; Creamer & Liddle, 2005;

Landry, 2011; Naturale, 2007; Wee & Myers, 2002). Creamer와 Liddle(2005)

은 미국의 9⋅11 테러 공격 후 동원된 81명의 정신건강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치료적 특성 및 근무환경 변인과 간접 외상 증상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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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본 바 있다. 그 결과, 간접 외상 스트레스는 재난 동원 이전의 많은 

내담자 사례 수, 낮은 업무 경력, 젊은 나이, 치료자 본인의 트라우마 경험으

로 인한 치료 회기 경험, 긴 업무시간이 간접 외상 증상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치료자의 성별이나 교육수준, 상담경력, 개인적 트라우마 경험은 

간접 외상 증상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Landry(2011)와 

Wee와 Myers(2002)는 1995년 발생한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사건에 동원된 재

난 정신건강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접 외상스트레스가 인식된 공

감과 관련이 있지만 트라우마 생존자와 근무한 경력 및 사회적 관계망 참여

에는 관련이 없는 결과를 보고하였다(Landry, 2011). 또한 긴 시간의 근무는 

외상의 위험성을 높이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다 심한 간접 외상 증상을 보

이는 것으로 밝혀졌다(Wee & Myers, 2002).

국내의 경우 재난현장에서의 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으

로 세월호 사건 이후 위기개입에 참여한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소수 

이루어졌다. 이소희 등(2015)은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재난 업무 종사자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연구하였지만, 이론적 연구로 재난활동이 국내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심기선, 주혜선,

안현의(2016)는 재난이나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내담자를 상담한 경험이 있

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간접 외상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의 과거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소진과 간접 외

상 스트레스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별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의미하게 소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지원, 주혜

선, 안현의(2016)는 세월호 사고 당시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이차외상

스트레스와 세상에 대한 신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훈련된 전문 인력에 비

해 자원봉사자들이 더 높은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실제로 재난현장에 파견된 경험이 있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간접

외상 스트레스와 소진의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으나, 단순히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상담자가 재난 

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반응들을 포괄적으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이미혜, 성승연, 2014).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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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점에서 경험을 들여다볼 때 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개입이

나 예방 방법의 실마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질적 연구를 통하여 재난 현장에 실제로 참여한 

상담자의 경험을 보고자 한 연구(김은미, 2017; 심상민, 윤혜영, 최윤경, 2016;

이나빈 외, 2017; 이동훈, 신지영, 2016; 이동훈, 신지영, 김유진, 2015; 조영매,

2017)는 상담자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있다. 조영매(2016)는 재난 현장에 참여한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대리외상의 내용과 구조를 심층적으로 밝혀내어, 외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담자의 대리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이동훈과 신지영(2016)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상담개입에 참여한 상

담자의 전반적인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상담자가 이차적 외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처기술과 방법을 깨치며 내적인 성장을 경험함

을 보고하였다. 특히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하여 여성상담자의 성장에 주목한 

연구(이동훈, 신지영, 김유진, 2016)는 상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별 경험과 

세월호 사고가 연관되어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어떻게 위로하고 애도할 지에 

대한 실존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밝혔다는 점에서 재난이 상담자의 성

찰을 촉진하며 그 결과 상담자로서의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 세월호 사건 이후 일시적으로 기관에 소속되

어 위기개입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였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

아, 지속적으로 기관에 소속되어 상담개입을 한 상담자의 경험을 포괄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특히 크고 작은 재난이 학교 장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재난을 겪은 학교를 기반으로 한 상담자의 경험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이다. 상담자의 경험은 상담자가 속한 조직과 환경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학교 현장은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존재하며 교육적인 가

치와 목적을 지닌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관이나 재난 현장과는 다른 특

성을 지닌다. 특히,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수 모여 있던 D고등

학교의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여러 명의 상담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학교 정상화의 기간까지 장기간 머무르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지닌

다. 한 장소에 장기간 머물면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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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위기 개입에 참여한 상담자의 경험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본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재난을 겪은 학교에서의 상담자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그들이 경험이 어떠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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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내러티브 탐구는 체험되고 말해진 이야기이다. 즉 사람들은 이야기를 살아간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재확인하고 

수정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Clandinin & Connelly,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에서 상담사로 살아내기를 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경험을 탐색하고 그 체험의 질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 중 내러티브 

탐구로 수행되었는데, 본 장에서는 내러티브 탐구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한 후,

연구 절차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접근으로서 삶의 경험을 중요한 지

식과 이해의 근원으로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Clandinin & Roseik, 2007).

내러티브 탐구를 발전시킨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를 오

랜 시간에 걸쳐서 특정 장소 또는 여러 장소에서,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협력 작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에 내포되어 있는 내러티브 탐구가 지닌 특성을 기존의 연구방법과 비교하여 

구분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내러티브 탐구는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경험

에 대한 의미 창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John

Dewey의 경험주의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다. Dewey(1983)는 ‘인간의 삶과 교

육과 경험은 불가피하게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곧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며 삶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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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그는 경험의 속성을 상황(situation)맥락에서 활성화되는 연속성

(continuity)과 상호작용성(interaction)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제시하였는데, 이

러한 경험의 속성은 내러티브 탐구에 있어 경험을 분석, 해석, 이해하는 틀로

서 고안된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의 기초가 되었다. 탐구 공간의 차원

을 구체화시켜주는 세 가지 요소인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은 시간성과 

사회성, 장소가 제안되고 있다. 시간성(temporality)은 경험과 사건, 장소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현재의 경험

은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의 경험은 미래의 경험으로 이어진다

고 본다. 사회성(sociality)은 경험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이기에 사회적 

맥락 속의 상호작용으로서 참여자의 내적조건(inward)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outward) 모두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장소(place)

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의 구체적인 물리적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황의 속성과 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홍영숙, 2014). 이러한 3차

원적 탐구 공간에서 연구자가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조망하는 것이 중요

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현상으로서도 연구방법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

(Clandinin, 2013)는 점이다. 연구자는 현장의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 탐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탐구는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구성하는 경험의 이야기를 살아내고(living), 이야기하고(telling), 다시 이야기

하고(retelling), 다시 살아내는(reliving) 가운데 탐구를 마무리 짓는다. 즉, 삶

의 이야기로서의 연구현상이면서 동시에 그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경험과 삶

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이 되는 것이다.

셋째,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협력적 관계가 중요시된다

는 점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을 이

해하고 동시에 연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각자

의 삶에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관계적 차원이 강조되는 것이다. 또

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사건이나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성찰하게 

된다. 이는 연구자에게도 마찬가지로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하여 연구자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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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자는 쌍방향적인 경험이 되며 개인적, 사회적 성장을 증진하는 것이 

내러티브 탐구의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는 탐구는 개인의 일상의 삶과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존중함으로써 개인의 경험에 힘을 실어주는 일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개인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구성되

고, 형성되며, 표현되고, 실행되는 더 넓은 범위에서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내러티브들을 탐색한다는 특성을 지닌다(Clandinin & Roseik, 2007; 염지숙,

2008에서 재인용). 따라서 개인의 경험은 독특성을 지니면서도 이러한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어떠한 의미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세월호라는 큰 재난 사건을 겪은 학교에서 상담자가 어떠한 경

험을 하였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명

하고 있다. 따라서 삶에 녹아있는 경험을 표현하고 이해하며 그 경험들이 가

지는 의미를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내러티브 탐구는 본 연구의 목

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

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해석적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

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현장에서의 상

담사의 경험은 재난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담학 영역에서 재난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을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또 그 경험의 이해를 통하여 이와 연관된 사회적 

내러티브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내러티브 탐구가 가장 적합

하다고 생각하였다.

2. 연구 절차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경험의 의미를 찾는 

것은 하나의 연구 방법이면서 동시에 과정이라고 말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의 

진행과정은 [그림 3]과 같이 현장에 들어가기(Being in the field), 현장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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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텍스트 구성하기(From field to field text), 현장 텍스트 구성(Composing

field text),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From field text to

research text),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Composing research text)의 순으로 진

행된다. 이 모든 과정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며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3] 내러티브 탐구 절차 모형

1) 현장으로 들어가기(Being in the Field)

이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동기를 생각하면서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현장을 찾고, 자료수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관계자 및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면서 현장에 익숙해지는 단계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의 동기는 대부분 연구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동기에서 출발하

므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연구자들에게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내러

티브를 쓸 것을 권장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왜냐하면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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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자신은 누구인지, 경험을 기술하는 텍스트에 등장

하는 자신은 누구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 마주할 때 도움이 될 뿐만 아

니라, 연구자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연구 참여자의 삶

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협의, 연구 목적에 대한 협의, 연구 현장

을 떠날 시기에 대한 협의 등을 해결해야 한다.

나는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왜 이 연구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기 위

하여 연구자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연구자 자신의 

이야기는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였던 D고등학교에 파견되어 상담자로 일할 

당시 현장에서 느꼈던 역할 갈등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것으로 이 연구의 동

기가 되었던 이야기이다. 그 당시의 경험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나는 현장에서 

만났던 학생들과 교사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러한 먹먹함 뒤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닿고 

싶었던 상담자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아픔과 슬픔을 함

께하기 위해서 모였던 상담자들이 무력하게 그 시간을 견뎌나가야 했고, ‘아

무 것도 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운 마음과 죄책감으로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

도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말하기도 힘들었고,

돌아보지도 못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고,

어떤 것들이 어려웠던 것일까? 그리고 다시 되돌아보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하고자 하는 마음 깊숙이에

는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그 시간들에 대하여 연구자로서 나 또한 의미를 찾

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가 내담자들에게 가닿고 싶었던 

마음만큼 상담자들이 했던 노력과 시도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다. 상담자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그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은 그동안 혼

란스러웠던 나의 경험을 하나씩 정리하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나는 연구를 통

하여 내가 했던 경험의 의미를 찾고 싶었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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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현장

본 연구의 연구 현장인 D고등학교는 경기도 소재의 공립 고등학교로 주택

가 근방의 자그마한 공원 앞에 위치하고 있다. D고등학교 주변은 지역 주민 

사이에서도 단풍이 예쁜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빨간 벽돌로 지어진 학교 건

물이 고즈넉한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D고등학교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은 인사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었

다. 여느 학교의 아이들답지 않게 학생들이 밝고 착하다는 느낌을 주었고 선

생님을 잘 따랐다. D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에는 두 개의 학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학군 내에서 보통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많아, D고

등학교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 지역 내에서 알고 지내거나 

종종 마주치던 아이들이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며 D고등학교는 재난 현장이 되었다. 수학여행을 떠

났던 2학년 학생 246명과 인솔교사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학생들은 1, 3

학년의 형제이거나, 친구들의 형제였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일 보던 아이

들이자 자녀의 친구들이었다. 학교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임시휴교

령을 내렸으며,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학교 현장은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학부

모들과 지역 주민들로 가득 메워지게 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가까운 

팽목항과 진도 체육관도 D고등학교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상황을 전하고 수

습하는 현장이 되었다.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고 난 뒤 구조가 어려워졌을 

때에는 희생된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에 들어와 오

열을 터트렸으며,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장례식 운구 행렬이 하루에

도 몇 번씩 학교에 드나드는 등 재난 현장과 다를 바 없는 상황들이 이어졌

다. 생존학생과 교사들은 4월 16일부터 안산 소재 고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외

상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4월 24일 임시휴교가 끝나고 1, 3

학년들의 정상 수업은 재개되었으나 생존된 2학년 75명은 바로 학교로 복귀

하지 않고, 71일 동안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심리치유 

합숙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6월 25일부터 등교를 시작하였다(김종환, 2018).

생존학생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는 희생학생들의 학적 처리 및 기억교실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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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부모들 사이에 대립이 계속 진행되었으며, 생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희생 학생들의 명예 졸업식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었다.

학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순직교사들의 대체로 2학년 교사들을 재배치하였

으며 교감 1명과 교사 16명을 다시 재배치하였다. 또한, 심리치유를 위한 인

력과 행정인력이 추가로 배치되면서 학교 구성원 인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

게 되었다. 특히 D고등학교는 세월호 사고 이전까지 상담자가 따로 근무하지 

않았으나, 사고 이후 학교의 정상화와 심리치유를 목적으로 상담실이 새롭게 

구축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상담사, 사회복지

사로 구성된 총 11명의 심리지원 인력들이 투입되었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상담실은 기존의 실이 부족하였

기에 지하 1층의 주차장을 개조하여 마련되었는데, 총 8실의 개인상담실과 상

담자들이 근무하는 교무실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상담사들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운영하였으며, 유가족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학교 행사를 주최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과 상담활

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조를 편

성하여 순찰을 돌고 휴일에는 비상망을 항상 가동하여 위기 발생에 대처하는 

업무 또한 담당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로 일한 나의 경험을 바탕으

로 연구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구의 참여자는 나와 함

께 일했던 동료들로 선정이 되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호흡이며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 연구자에게 호의적이

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리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

았을 때 이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동료들은 연구에 적합한 대상이 

되었다. 또한 내가 연구 현장을 그들보다 1년여 일찍 떠나게 됨으로써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 친밀하면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었는데, 이는 연구

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들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경험을 하였다는 ‘공통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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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을 형성하게 하면서도 어느 정도 객관적 거리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나보다 더 오랜 시간 현장에 근무하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

한 다른 경험을 쌓게 되었고, 나는 현장을 일찍 떠남으로써 외부인의 시선으

로 그들의 경험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나는 현장을 떠난 이후에도 연구 참여자들과 연락을 간간히 주고받았으나,

그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하지는 못하였다. 연구 주제를 정하고 난 뒤 연구 참

여자로 그들을 초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선뜻 연락을 할 용기가 나지 않

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 경험을 털어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없

었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 당시까지도 나의 경험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속 시

원히 털어놓은 적이 없었기에 당사자들 또한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

떠할지 추측하기 어려웠다. 간간히 연락을 하며 지냈던 신도전에게 먼저 연구 

참여를 의뢰하며 이에 대한 염려를 털어놓았을 때, 신도전이 해주었던 말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신도전: “언니 나는 전적으로 그 연구를 도와줄 의향이 있어.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거야.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  

려워서 정말 이걸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때  

끝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이걸 언제든 다시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아마 언니 연구가 그런  

작업을 하는 거라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신도전의 말에 힘입어 나는 이미로와 나성실, 김변모에게 차례로 전화

를 걸었고, 연구에 대한 설명과 참여를 부탁드렸다. 감사하게도 모두 외

부의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하

며 흔쾌히 수락해주었다. 나는 이들과 2014년 5월에 D고등학교 상담실에

서 처음 만나 2015년 2월까지 함께 일하였으며, 나와 김변모가 개인사정

으로 그 곳을 떠난 이후에는 이미로와 신도전, 나성실은 2학년 생존학생

들이 졸업하는 학교 정상화 기간(2014년 5월부터 2016년 2월)에 함께 근

무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초 정보는 <표 1>과 같으며,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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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연구 참여자가 현장에 들어갔던 2014년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초 정보

연구참여자

(가명)
학력 상담경력

D고 

근무기간

재난현장

경험

이미로 석사 졸업 5년 1년 8개월 없음

신도전 석사 수료 8년 1년 10개월 없음

나성실 학사 졸업 인턴 1년 1년 8개월 없음

김변모 박사 수료 10년 10개월 없음

① 이미로

이미로는 상담을 공부한 이후 교회와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상담자로서의 경력을 꾸준히 쌓아갔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담자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상담자로서 일을 계속하게 하였고, 이러한 

배경에는 신앙인으로서의 소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려움을 호소하였

던 아이가 상담을 통하여 더 나아진다는 사실이 상담자로서 뿌듯함을 느

끼게 하였고, “상담을 더 잘하고 싶다”는 소망도 갖게 하였다. 그래서 상

담으로 버는 수입이 적은 초보 상담자였을 때에도 더 많은 사비를 들여 

수련을 받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미로가 학교 현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딸의 꿈과 관련이 있었는

데, 교사가 되고 싶어 준비를 하고 있는 딸의 꿈에 도움이 되고자 상담

자로서 학교 현장에 먼저 들어가 교사와 학생들을 온전히 세우겠다는 마

음을 품게 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이미로는 상담자로서의 자신의 강

점을 “내담자를 무장 해제시키는 얼굴과 몸”이라며 나에게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하였는데, 실제로 이미로는 넉넉함과 편안함을 상대방에게 자연

스럽게 전달하는 상담자였다. 나 또한 이미로가 동료였지만, 고민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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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면 찾아가 얘기하고 싶은 선배나 속 깊은 친구처럼 여겨졌고, 이미로

는 누구를 만나든 애정을 다하고 허물없이 대해주곤 했다. 그래서 상담

실에는 늘 이미로를 따르는 아이들이 무리를 이루곤 하였다. 학생과 학

부모, 교사들 또한 이미로를 편하게 여기며 마음을 털어놓는 경우들이 

많았고, 이미로는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이들과 더 깊은 수준의 대화를 

나누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진심으로 내담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인지 이미로가 

근무하게 되는 곳은 편안한 곳보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들이 많

은 “제일 어려운” 장소였다. 이로 인하여 때때로 소진될 때도 많지만 이

미로는 상담자로서 자신이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담자의 어려

운 시기를 같이 견뎌주는 것에 의미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현재 

학교현장과 병원에서 상담자로 아이들과 성인들을 꾸준히 만나고 있다.

② 신도전

신도전과 나는 상담을 처음 시작한 2007년 당시 알게 되어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신도전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수수하면서도 

똘똘한 친구였는데, 말은 없지만 속이 깊어 사람들과 함께 묵묵히 잘 어

울리는 편이었고 비슷한 성향이었던 나는 어느 순간 특별한 허물없이 신

도전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신도전과 나는 D고등학교에 들어가기에 앞

서 고민을 의논하기도 하였고, 그 곳에서 상담자로 일하며 힘이 들 때마

다 서로 마음을 털어놓으며 의지하곤 하였다.

신도전은 10여년이 넘는 경력동안 매번 다른 장면에서 일한 경험을 가

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학교와 센터를 오가며,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들과 상담을 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상담자로서의 지평을 넓혀주

었다. 신도전은 의식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선택을 해야 

할 시점마다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였고, 이러한 신도전의 호기심과 

도전의식은 재난현장으로 이끄는 하나의 동인이 되기도 하였다. 재난현

장은 신도전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신도전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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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을 연결하고 관련 대상자들을 조

율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역할은 낯선 것이었

지만, 신도전에게 보다 조직의 맥락을 알게 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신도전은 D고등학교의 상담실이 시작된 처음부터 상담실이 축소, 폐

쇄가 되는 마지막까지 일함으로써 처음과 끝을 온전히 지켜본 상담자이

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업무와 서류 작업을 담당하며 버거

움과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버거움으로 인하여 신도전은 한

동안 소진된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현재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

담자로서의 일을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쉼의 과정 또한 

다시 상담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라고 여기며 즐기고 있

다.

③ 나성실

나성실은 사춘기 아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처음 상담을 접하고 배우

기 시작하였다. 당시 범죄 심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아들의 “나도 저

거 해보고 싶다”라는 말에 “엄마도 마침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네가 관

심 있으니 엄마가 먼저 배워보고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

이 계기였다. 상담을 배우는 초반에 나성실은 “내가 왜 이걸 시작하였

지?”라는 후회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화할

지를 배우기도 하였고 상담을 하면서 개인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당시 막 상담학과를 졸업하였던 

나성실은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상담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까”를 고민하면서 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하였다. 우후

죽순처럼 모여든 사람들이 간단한 브리핑 이후 지침 없이 봉사활동을 하

는 걸 보며 “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보다 전

문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들과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였기에 이후 D고등학교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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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운구행렬을 보거나 무거운 분위기를 견뎌나갈 때 조금은 덜 두려워

하며 접근할 수 있었다.

상담실에서 나성실은 항상 청소와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며 문서 정리

를 꼼꼼히 하는 등 그 누구보다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이

었다. 또한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면서도 대학원을 진학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격증을 위하여 짬짬이 공부하는 등 전문성을 쌓는 것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런 나성실에게 동료들은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곤 했는데, 나성실은 그럴 때마다 “공부하는 시간이 나한테는 쉬는 

시간이다.”라며 웃으며 대답하였다.

나성실에게 D고등학교는 첫 직장이자 첫 수련 장소였기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은 나성실에

게는 자신을 찾아가고 힘을 얻어가는 시간들이었다. 이러한 순간들이 쌓

이면서 나성실은 무엇인가를 계획한대로 꼭 해야 한다는 경직된 태도에

서 유연해질 수 있었고, 전문성을 쌓아갈수록 스스로에게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현재에도 나성실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자로 종사하면서 

꾸준히 1급 상담전문가로서의 수련을 쌓는 중이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며 상담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④ 김변모

김변모는 교사로서 학교에서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한 아이를 의미 있

게 만나주는 것에 끌려서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봐왔던 김변모는 내담자와의 개인적인 만남도 중요하

지만, 변화를 꾀하기 위하여 내담자의 주변 환경 또한 변화시켜주는 것

이 상담이라는 것에 끌렸고, 자신이라면 이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D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게 되었는데, 내담자를 돕기 위하여 상담자가 보다 더 적극

적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후 김변모는 상담 실무자는 아니

지만 상담자를 위한 기관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현재 상담의 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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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힘쓰고 있다.

김변모는 연구가 시작될 당시에는 본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연

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이직이 결정되고, 또한 개인사정이 겹치면

서 연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아쉽지만 참여자의 시간

이 허락하는 한에서 한 차례의 면담만을 실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미

로, 신도전, 나성실 등 주참여자에 비하여 면담의 깊이나 양에 차이가 발

생하였고, 김변모의 자료는 부참여자로서 주참여자의 경험을 상호 비교

하며 보완하는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2)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From Field to Field Text)와 현장 텍스트 구성

하기(Composing Field Text)

이 단계는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며 현장 텍스트를 쓰는 

일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현장 텍스트는 내러티브 탐구에서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구성되거나 함께 공동으로 구성된다.

현장 텍스트를 수집하고, 구성하고, 창안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현장노

트, 대화 전사자료, 사진이나 연구 참여자가 직접 쓴 글 등이 포함된다. 이 단

계에서 연구자는 연구 현장에 얼마만큼 깊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함께 ‘사

랑에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걸음 물러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친밀해지기와 거리두기를 반복하면서 객

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연구 속에 있는 자신의 이야기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살고 있는 커다란 전경을 바라

보아야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크게 면담 자료와 연구 일지, 참여자들에게 건네받은 상

담 계획서 등과 같은 공문 및 보고서 자료, 사진 및 기타 자료의 3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자료 수집 및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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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집된 자료의 종류와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9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과

의 면담은 개별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별로 각 6회씩 진행되었다. 면담

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참여자와 면담 전에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는 등 참여자가 편안한 분위기에

수집 자료 수집 방법

면담기록

참여자들과의 면담

⋅참여자들과 면담 자료는 녹음 된 후

에 2-3일 내로 전사함

⋅녹음 자료는 수시로 들으면서 맥락

을 이해하는 데 활용

연구자의 연구일지

⋅면담을 진행하고 난 뒤 연구자는 면

담 일지 형식으로 연구 노트를 작성함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느끼게 된 깨

달음과 발견들을 노트에 기록함

기획안 및 

보고서 자료

상담 계획서,

프로그램 기획안,

회의록 등

⋅참여자들이 상담실에서 문서로 발행

하였던 상담실 계획서 및 프로그램 기

획안 등

⋅참여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상담일

지를 다시 읽고 난 뒤의 느낌과 생각

⋅각종 회의록과 행사 후 보고서

⋅참여자들의 기억을 회상하는 자극으

로 활용함

사진,

기타 자료

사진

⋅상담실 사진 및 행사 과정에서 찍은 

활동사진

⋅참여자들의 기억을 회상하는 자극으

로 활용함

관련 영화 및 

기사 스크랩

⋅세월호 관련 영화 및 기사에 대한 

스크랩 자료

⋅세월호를 모티브로 한 동화와 시 등 

문학 작품의 글귀 참조



- 41 -

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에서 참여자가 충분

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참여자의 상황이 허락하는 한 충

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면담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면담의 장소는 보통 참여자

가 선호하는 편안한 장소를 선정하였고 조용한 카페나 상담실, 혹은 참여자의 

자택에서 진행이 되기도 하였다.

면담은 초반에는 사전에 질문(“재난을 겪은 학교에서의 경험은 어떠하였습

니까?”, “그 현장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상담

사로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 중 떠오르는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현

장에서 겪은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이 경험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의미인가요?” 등)을 준비하여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참여자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경험의 주제와 맥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고 여겨지는 중반 이후부터는 이야기의 맥락을 더 깊고 풍부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과

의 면담은 일방적인 묻고 답하기보다는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

한 대화가 가능했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참여자와 내가 같은 경험을 공

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의 대화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은 서로가 잊고 있었던 기억과 생각들을 

자극하였다. 이렇게 경험을 되살리는 과정은 나와 참여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자료를 함께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되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참여자에 대하여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같은 경험을 다르게 체험하고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는 내가 

그들과 같은 현장에서 같은 경험을 했기에 그 또한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거

나 체험했을 거라고 여기는 나의 편견을 자각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재난현장

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참여자와 내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경청할 수 있

게끔 만드는 요인도 되었으나 내가 본 것이 절대적일 수 없음 또한 알게 하

였다. 즉,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나의 체험과 참여자의 체험은 다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참여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러 함께 보되 그의 경

험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경험을 내

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임의로 추측하지 않아야 했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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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하여 문질빈빈(文質彬彬)2)의 태도(조용환, 2012)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시작 과정부터 끝까지 연구 일지를 지속적으로 쓰며 참여자들

과의 만남과 연구 진행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나의 생각과 태도를 적으며 성

찰하고자 노력하였다. 작성된 연구 일지는 본 연구의 현장 텍스트 자료에 포

함되었다.

면담 자료의 경우에는 참여자들에게 미리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으며 면

담이 끝난 뒤에는 녹음된 내용을 2-3일 내에 전사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전사 

자료와 별개로 참여자의 말의 뉘앙스를 느끼고 의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었기에 자료 분석과 이해 과정에서 수시로 듣고 활용하였다. 면담 자료를 전

사한 자료는 줄 간격 160, 10point 글자 크기로 A4 용지 425매가 되었다.

참여자들에게 건네받은 자료 또한 본 연구의 자료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상담실에서 일을 하면서 기획하였던 상담실 계획안 및 프로그램 기획안, 각종 

행사 추진 기획안 등 관련 기획안과 보고서는 자료로 적극 활용되었다. 특히 

이 자료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특히 사

진 자료는 그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하였다. 상담

일지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나는 열람하지 않았으

며, 참여자 개인적으로 읽어본 후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나에게 말해주었고,

이를 연구에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기타 세월호와 관련된 주요 기사는 스크랩하여 자료를 이해하는 데 참고하

였으며, 주제와 관련된 동화 및 소설 등 문학작품의 글귀 등을 수시로 읽어보

고 따오는 등 자료에 포함시켰다.

3)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From Field Text to Research Text)와 연

구 텍스트 구성하기(Composing Reserach Text)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의 이동은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해석

적 과정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내러티브 

2)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단히 그 근본을 물음으로써 초월

적이고 창조적인 구성과 재구성에 매진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질적 연구의 원

리로 강조된다(조용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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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개인적인 관심에서 시작한 연구문제가 어떻게 사회적, 공적으로 의

미 있게 정당화(justification)될 지, 자신의 내러티브 탐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

지, 내러티브 연구자로서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

야 한다(염지숙, 2003).

연구 텍스트를 구성할 때 연구자는 시간성, 장소, 사회성의 3차원적 내러티

브 탐구 공간 내에서 경험의 inward, outward, backward, forward를 오가며 

방향성을 가지고 그 장소를 ‘왔다 갔다 하기(back and forthing)’ 해야 한다

(Clandinin & Connelly, 2000). 또한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는 연구자의 목소리와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가 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연구자로서 ‘나’를 얼마만큼 드러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과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내러티브 탐구는 코딩과정을 통해 분절적으로 단어나 주제어에 초점을 두

기보다는 맥락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이므로,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이라는 전체 맥락 안에서 참여자가 재난현장의 상담자로

서 경험한 것을 잘 드러내어 줄 수 있는 주제들을 찾고자 하였다. 전사 자료

와 연구 일지 등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메모

하였으며, 경험의 시간성과 장소, 관련된 인물들을 고려하여 경험을 연대기적

으로 정리하고 주제가 전환되는 시점과 이야기의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를 찾으려 노력하였다. 특히 참여자가 재난현장에 들어오기 전, 현장에 들어

와서의 경험, 그 이후 현재 상담자로서의 경험을 같이 비교하면서 어떻게 서

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 찾기는 처음부터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사전에 몇 

가지 단계를 거쳤다. 먼저 기본적인 코딩을 실시하였는데, 에믹 코딩(emic

coding)을 통하여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에믹 코딩은 자료에 

나타난 참여자의 관점에 따라 관련 주제어를 분류하고 참여자의 언어를 최대

한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구조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

는 연구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구조화하는 작업으로 에믹 코딩이 참여자의 관

점에 기초한다면, 구조 코딩은 에틱 코딩(etic coding)으로 연구자의 관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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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여 자료를 정렬시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코딩을 통하여 자료에 나타

난 개념과 의미, 주제어를 사례별로 범주화하였다. 이후에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을 파악하며 그 흐름 안에서 자료를 바라보고 

그 연관성을 찾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표 3> ‘에믹 코딩’의 예

나에게 글을 쓰는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어떻게 생생하게 담아내

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참여자들의 경험을 온전히 담아내고 

그 경험이 갖는 개인적, 실제적, 사회적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은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을 나에게 요구하였다. 두렵고 도전이 되는 시간들이었지만 글을 

쓰는 과정에서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안한 인과적인 아닌 ‘설명적’

이면서 이야기를 읽는 이를 ‘초대할 수 있으며’, 이야기의 ‘신빙성’이 있으며,

‘적절성과 ’그럴듯함‘을 갖추는 내러티브가 될 수 있도록 나는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쓰고 난 글은 연구 참여자에게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글쓰기를 다시 해 나가는 작업을 하

였다. 이를 통하여 내러티브 탐구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공동 작업임

을 연구의 전 과정에서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란
가이드라인 

부재

역할혼란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견뎌내기

“긴 시간 우왕좌왕”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조심스러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맡지 않음

“우리는 상담이 필요 없으니 너희가 

필요없다”
쓸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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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적 고려

내러티브 탐구에서 익명성의 문제는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왜냐하면 내러티브 탐구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조각내지 

않고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가능성이 충

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면담 시작 과정에서부터 글쓰기 작

업에 이르기까지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윤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

을 유념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나는 연구가 시작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 연구를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 연구를 통해 무엇을 알고 싶은지 참여자 각각에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설명 후에는 IRB의 승인을 받은 연구 동의서에 자

필로 서명을 받았다. 연구 동의서에는 연구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거부할 권

리를 명시하였고, 원하지 않을 시에는 언제든 그만 둘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중도에 그만두었을 때 수집된 자료는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서 폐기 또

는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렸다.

특히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고 연구 참

여자의 나이, 성별, 직장 및 가족 관련 사항은 모두 각색되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담자의 전문성과 관련된 요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담자로서의 경력이나 자격증 여부 등과 관련된 

정보는 제외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훼손이 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참여자 정보의 각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텍스트를 작성한 후에는 이를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고 동의를 얻

는 과정을 거쳤다. 개인이 드러날 수 있는 맥락적인 정보는 사전에 참여자와 

상의하여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작성한 글 중에 공개

를 원하지 않거나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검토를 받는 과정은 총 두 번 이루어졌는데, 면

담 이후 전체 전사록을 참여자가 읽고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느

끼게 된 점과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받았다. 두 번째는 

전체 글을 쓰고 난 뒤에 참여자별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글을 읽고, 읽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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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의 느낌과 내용에서 추가하거나 제하고 싶은 부분을 물어보고 글에 반영하

였다.

이러한 과정은 질적 연구자로서 사는 동안 자신의 삶과 연구에 영향을 미

쳤던 사람들에 대해 평생토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윤리성을 이해하

고 실천하기 위함이었다(Boykin & Schoenhofer, 1991). 이와 같은 과정을 철

저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나는 연구 시작 전 연구자로서 요구되는 연구윤리를 

이수하였으며,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윤리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숙

지하는 준비를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자로서 준비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대

학원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 수업 세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숭실대학교와 서울

대학교에서 진행된 질적 연구 워크숍에 참석하여 내러티브 연구 강의를 이수

하였다. 이와 동시에 질적 연구 스터디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질적 

연구에 관한 교재, 학술지, 논문 등을 읽으며 질적 연구방법의 원리와 기술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연구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는 질적 연구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 2인에게 각각 3회와 1회에 걸쳐 전체적인 연구 설계의 방

향과 자료 분석에 대한 감수와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서 나는 연구자로서의 윤리적인 방향성을 잃지 않으며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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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에 들어가다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에서 상담사로 살아내기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우선 상담사들이 처했던 현장의 분위기와 맥락에 대하여 살펴봐야 한다.

학교 현장은 그 학교가 겪었던 재난의 종류와 재난이 발생한 맥락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를 잃었던 D고등학교 현장의 독특성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교 현장에 들어서기 직전과 직후에 상담사들이 느꼈던 두려움, 무거움, 긴

장감, 혼란감, 냉랭함의 총 다섯 가지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그들의 압도된 

체험과 이러한 경험을 이끌었던 맥락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1. 두려움 : “내가 일단 볼 자신이 없어서”

눈을 들어 머릴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

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

에 뿌리고 밤낮 칠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

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기 2:11-13)

성경에서 욥은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재산과 자식까지 모두 잃은 욥에

게 세 친구가 찾아와 위로하였을 때 그는 위로받기를 거부하였다. 그에게 닥

친 재앙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처참할 정도였다. 크나큰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아픔 가운데 있는 내담자를 상담자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는 재난 현장에 들어가는 상담자들에게 

중요한 주제이다. 동시에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재난 현장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는 상담자에게 도전적이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세월호 사고는 많은 학생들이 이 사고로 희생당한 것 뿐 아니라 구조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배가 침몰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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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랬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국가적

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 큰 재난사고의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을 가지고 있었다. 상담사로서 자신이 그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잘해낼 수 있

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신도전은 학교현장에서 위기상담 등을 

해오긴 했지만 재난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적도 재난현장에 대한 경험도 없

었기에, 재난을 경험한 내담자들에게 자신이 상담을 잘 해줄 수 있을지에 대

한 두려움이 컸다고 말하였다. 그는 특히 트라우마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자

신에게 없다고 생각했기에 잘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

신도전: 트라우마도 상담이 있잖아. 내가 (거기에) 그렇게 경험이 많다는 생각  

도 안 했고 그거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어. 재난 상황이 되게  

큰 사건이었잖아. 거길 들어가서 상담을 한다는 것이 너무 조심스러  

웠고 자신이 하나도 없었어.

이는 참여자 대부분이 상담사로서 오랜 경력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현장과 재난 위기개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하였다. 일반

적으로 상담 전공의 대학원 과정은 심리치료적인 접근에 기반하고 있어 상담

자로서 배운 지식과 수련을 그대로 재난현장에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

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훈련받고 배웠던 지식과 경험을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 없음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더불어, 현장에 

가서 막상 그 피해와 아픔을 마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이는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재난현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었다. 김변

모는 이 큰 재난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그 곳을 볼 자신이 없

다는 두려움을 느꼈으나, 그 현장 또한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는 곳이며 자신

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떨

쳐낼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김변모: 중간에 D고로 상담자들이 투입되어 집단상담을 간다는데 내가 일단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중략) 그런데 그 주 주말에 꿈을 꿨는데 내  

가 D고인지 알 수 없는데 내가 애들이랑 소풍을 갔어요. 그런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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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다 물속 세상이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서  

놀이공원에서 슬라이드 타고 바이킹 타고.. 하하 호호 즐겁게 놀았어  

요. 꿈을 꾸고 나니깐 그래 거기가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무섭  

거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 정말 애들이랑 잘 놀아주는 마음 하나  

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김변모는 상담사로서 자신이 내담자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자신 없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일상을 함께 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부족한 자신도 같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

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음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두려움도 많았지만 참여자들은 모두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

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재난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는 않았지만 상담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울 수 

있기를 바랐다. 나성실은 ‘아픔이 있는 곳에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으

로 자원봉사를 시작하였고 D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현장을 떠난 

지금도 여전히 그 장소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하다고 표현하였다.

나성실: 이 사건이 슬픈 사건이잖아요. 그걸 떠올리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해  

요. 아프잖아요. 그래도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건 그 아픈 곳에서  

함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다는 거..

재난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자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자

극하는 일이었다. 기존의 익숙했던 상담 장면에서 벗어나 한번도 경험하지 않

은 장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긴장되고 두렵기도 하였다. 또한 상담사로서 내담자를 잘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컸다. 그들은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 없어 했지

만, 내담들의 아픔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으로 들

어갈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각자의 마음의 준비와 계기는 조금씩 달랐

지만, 현장에 들어가 상담사로서 잘 돕고 싶은 마음은 모두 다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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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거움 : “짓누르는 분위기”

고통은 무게감을 갖는다. 슬픔과 아픔의 고통이 클수록 그 무게는 더 커진

다. 참여자들은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의 어려움을 “공기까지 어렵다”

라고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 들어가 그들의 죽음을 

실제로 확인하고 목도하면서 그 아픔을 크게 느꼈다. 참여자들은 학생들의 애

도 활동으로 정기적으로 전체 학생들을 데리고 합동분향소에 가곤 하였는데 

거기서 수백 명의 아이들의 사진이 큰 체육관을 가득 메운 광경을 목도하면

서 이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거짓말처럼” 믿겨지지 않는지를 경험하

였다.

신도전: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눈물도 나고. 이렇  

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구나. 너무 예쁘고 너무 어린. 애기 티 벗기도  

전에 그 얼굴로. 교복을 입은 아이들 사진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형제 동생을 잃고 친구를 잃은 학생들은 추모 행사를 할 때마다 울고 슬퍼

하였으며, 그 모습을 보는 참여자들은 더욱 마음의 무거움을 느꼈다. 희생 학

생들의 교실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오가며 추모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고,

상담자들은 그 곳을 찾아와 엎드려 우는 아이들과 오열하는 학부모를 볼 때

마다 함께 마음이 무거워졌다. 기억교실을 돌고 그 안에 물건들과 유품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혹여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과호흡이 오거나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순찰을 하고 점검하는 것이 상담사들의 업무이기도 했

기에 참여자들은 그 장소를 정기적으로 돌곤 하였다. 이미로는 그 장소를 갈 

때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꼈기에 힘들다는 감정도 함께 느꼈다.

이미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둘러봐야 했잖아. 왜냐면 거기에 우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잠재적인 위험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 관찰  

을 해야 했으니깐. 그런데 갈 때마다 되게 힘들었어.. 그 교실을 가는  

게 나한테도 되게 힘들었어.



- 51 -

특히 학교현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현장에 기억 교실과 더불어 희생 교사

들의 교무실을 그대로 보존하였으며, 아이들과 교사들은 오고 가며 그 빈 공

간을 바라보곤 하였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뒤 희생된 학생들의 시신이 발견

되고 수습되면서 아이들의 장례가 이어지게 되었고, 희생된 아이들의 수가 너

무나 많아 학교에는 하루에도 장례식 운구가 몇 차례씩 드나들곤 하였다. 신

도전은 그 당시의 학교는 장례식장과 다름 없었다고 표현하였다. 죽음으로 인

한 무거움과 슬픔의 고통은 그만큼 컸다.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지속

하면서 일상의 흐름을 유지하고자 정상 수업을 진행하였지만, 아이들이 원하

면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희생된 교사나 친한 친구의 운구 행렬

이 들어올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며 실신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였기에 

참여자들은 그 장면에서 깊은 무게감을 느꼈다.

신도전: 엄청 무거웠지.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나. 안타깝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학교가 장례식장이었어.

시신이 올라올 때마다 그 몇 달간. (중략) 난 아직도 기억나는게 아   

이들이 좋아했던 선생님 시신을 건졌을 때 그때 애들이 되게 많이   

울었었어.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은 사고 발생 후부터 많은 학부모들이 그 곳에서 아이

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장소이다. 그 곳은 그 자체로 아픔의 장소였다. 세

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못한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는 그 곳

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참여자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후 진도에 방문

하였을 때 본 그 부모의 뒷모습이 그들의 마음에도 아프게 기억되고 있었다.

또한 팽목항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수많은 희생 학생

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그들의 사진이 너무나 또렷하여서 이 사고가 현

실이 아니라 언제라도 아이가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였다. 이미로

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도 팽목항에서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며 무거운 표정으로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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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로: 가로 세로 10센치쯤 되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아이들 사진이 다닥다  

닥 붙어 있는데.. 사진이 작으니깐 더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에요. 이  

게 약간 꿈처럼 거짓말인 느낌. 이 아이들이 죽었다는 게 안 믿겨지  

는 것 같이 그런 거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저렇게 돌아올 거라고 믿  

는 부모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사진을 보니깐..

참여자들은 재난 현장에서 아이들의 죽음을 계속 마주하게 되면서 그들의 

죽음에 깊은 무게감을 느꼈다. 피해의 규모가 너무나도 컸고, 그만큼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도 무거웠다. 그 무거움은 학교현장을 오랜 시간 ‘짓누르

는 분위기’로 작용하였다. 학교 현장의 아이들과 교사는 알게 모르게 죄책감

을 느끼고 있었고, 밝고 환하게 웃을 수 없었다. 생존한 학생들과 피해학생들

의 친구와 선배, 후배는 그 아픔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자 노력하고 있

었지만, 그 아픔은 절대적인 시간을 요구로 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그 아

픔과 무게감을 느끼며 그 곳에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3. 긴장감 :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세월호 사건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학교 교문 앞

은 항상 기자들과 취재진으로 북적이곤 했다. 생존 학생들이 사고 이후 학교

로 복귀하는 날이나, 생존 학생들이 국회 의사당 앞으로 도보 행진을 갈 때나,

기억교실 존치 문제로 유가족들 간의 대립이 발생할 때와 같이 중요한 사건

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이에 주목하였고 기사화되었다. 지나친 관심과 

과열된 보도는 정작 사실과는 다른 기사를 오보하는 경우가 있었고, 학생들은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자녀를 잃은 학부모, 유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극적인 언론의 보도와 관심은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조심스러운 태도와 언

행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고, 긴장감을 갖게 하였다.

신도전: 학교의 분위기 때문에. 학교의 일 같은 게 매일매일 기사화되는 상황  

이었던 것 같아. 초반 1년이. 그리고 기사가 잘못 나와서 학교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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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지고 아이들이 상처입고 하는걸 보니깐. 내 말 한 마디가 잘못   

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 같아.

학교 안에 있는 상담사로서 언행을 조심하려는 태도는 이 재난을 겪으며 

슬픔 속에 있는 피해자들을 배려하기 위함도 컸다. 상담자들은 사고 발생 이

후 한 달이 지난 후 학교 현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월호 재난을 직접 경험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지

만, 그 경험에 괴리감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였다. 그랬기에 참여자들은 더 

조심스러웠다. 또한 학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하였지만, 수학여행을 

떠난 장본인으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세월호 사고의 구조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가 탄 배가 침몰하는 것을 지켜

봐야했던 부모의 심정은 참담하였다. 구조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이가 죽은 이유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현실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상

처였고 좌절을 안겨주었다. 학교는 아이가 생활하였던 장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였기에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그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잃은 고통과 슬픔이 극에 달한 부모들은 학교에 들어와 오열

을 터트렸으며, 학교에 항의하거나 때때로 거친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학교는 사고를 둘러싼 많은 주체들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시에 들이닥

치는 예기치 않은 일들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반의 대처를 하여야 했

다. 그 긴장감은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전달되었다.

신도전: 뭔가를 할 때마다 늘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은 매번 있었던 거 같아.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유가족 분들은 학교에서 나오  

는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태도에서 언제 어떻게 상처를 입을지 모르  

는 상황이니깐 학교에서도 그걸 신경 쓰게 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  

하고..

실제로 희생 학생들의 학적 처리 문제, 기억교실의 존치 문제, 명예 졸업의 

문제를 두고 학교와 교육청, 유가족, 생존학생 및 재학생 부모들은 대립하곤 

하였다.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이를 이해해주지 않고 행정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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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학교와 교육청은 행정적인 절차와 처리를 우선

하였기에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생존학생의 학부모들과 일반 재

학생들의 입장은 이와 달라 관련 주체들 간의 상반된 입장과 견해는 조율하

는 과정에서 긴장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학교 현장에는 첨예하게 대립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였고, 교사들과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긴장감을 느끼

며 학교의 일상과 업무를 진행하였다.

신도전: 기억교실을 두고 갈등이 많았잖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두고 되게 큰   

회의가 열렸었어. (중략) 그런데 설전이 오가다가 학교와 유가족이    

서로 언성 높이고.. 그때 그 자리에 지원을 나가서 (선생님들과) 같이  

앉아 있는데.. 너무 긴장됐었어. 일촉즉발의 상황 같았어. 어떤 선생  

님이 거길 못 견디고 울었어. 그래서 나도 너무  무섭고 그 선생님을  

보호를 하기도 해야 해서 부축하고 나왔던 것 같아.

언론의 관심, 관련 주체들 간의 요구와 이해의 대립, 그리고 세월호 인양과 

진상 규명 처리의 지연은 학교현장의 긴장감을 높였고, 그로 인하여 학교 관

리자들은 이에 대하여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사고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언론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는 민감하였고 우려를 표하였다. 정신

과 의사를 비롯하여 심리지원 인력이 많이 투입되었으나, 상담을 많이 한다는 

것이 외부에 병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는 행정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러한 위치는 학교 관리자들로 하여금 상부 기관의 

지침이나 정치적인 맥락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하였다.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

을 묻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도 방어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맥락이 

될 수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조력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이었지만, 정작 생존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제약되었던 이유에

는 이러한 긴장감이 관련되어 있었다.

김변모: 모두 다 관심이 집중이 되어있으니깐 (상담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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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시지인 거죠. 작은 터럭 하나가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으니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 자체가 병리적으로 보일 수 있  

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할 때 그거에 대한 역효과에 대한  

과장된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정치적인 맥락이 맨날 바뀌  

었던 거.. 관리자들도 굉장히 겁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상황을 살피며 조

심스럽게 하였다. 재난현장에 들어온 참여자들은 역할을 찾으려고 의욕에 차 

있었지만, “이 타이밍에 그들에게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조심스러움이 늘 있

었다. 긴장된 분위기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태도로 일을 추진하기보다

는 이 상황에 귀속된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게 하는 하나의 맥락이 되었다.

또한 지나친 언론의 관심과 이로 인한 관리자의 긴장감, 그리고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상담사들이 재난의 피해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4. 혼란감 :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참여자들이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 들어가 가장 크게 느꼈던 어려움은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재난심리지원을 컨트롤하는 타

워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재난심리지원팀이 현장에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위

기 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준비

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재난을 겪

은 학교 현장 또한 마찬가지였다. 학교 현장의 구성원들도 심리지원을 위하여 

온 참여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

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에게 요구하는 역할도 없었다. 참여자들은 “외부의 필

요”에 의해서 현장으로 초대되었으나, 막상 들어간 현장에서 “재난 현장에 뚝 

떨어진 것 같은” 막막함을 느꼈다.



- 56 -

신도전: 그냥 재난 현장에 내가 떨어진 느낌인 것 같아

연구자: 갑자기 이렇게 뚝?

신도전: 뚝 떨어진 것 같아. 뭘 하라 이런 것도 없이. 역할이 주어지지도 않   

고. 그냥 뚝 떨어뜨려 놓은 느낌이었어. 막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계  

속 계속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딱 놓은 이 느낌? 그 느  

낌이야. 지침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데려다 놓긴 했는데 뭐 가이  

드 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가이드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  

고, 가이드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었지.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상  

황이라고 해야 하나.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과 관련되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학

교도 같은 영향을 받았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전달되는 지시들이 변경되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던 업무가 한순간에 “나가리”되기도 하였고, 전

혀 상관없는 다른 업무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하루에도 몇 번

씩 반복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잦은 변화는 참여자들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어렵게 하였다. 일상적인 예측이 불가능하였고, 이는 참여자들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김변모: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거. 오늘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계속 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내가 개  

입까지는 못해도 예측이라도 됐으면 좋겠거든요. 오늘은 무엇 때문에  

바쁠 거야. 그런데 알 수 없는 변동 때문에 겪어야 되는 예측할 수   

없음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되는 상황 변화 속에서 참여자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찾

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였다. 그 중에 하나는 재난심리지원팀의 구성과 체계

를 잡는 것이었다. 재난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하여 팀 내에서 어떠한 체계로 업

무를 맡을지에 대하여 조직하는 과정이었다. 명시된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

태에서 현장에 배치된 참여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교육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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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신과 의사 집단, 상담자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일원화된 체계

를 구성하는 것은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들은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과 의욕이 깎여지기도 하였고, 나성실에게는 이 시간이 마치 “대기

자 신분”처럼 느껴지게 하는 시간이었다.

나성실: 조직이 그 때도 안정되게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었어요. 일을 해야 하  

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일도 해보기 전에  

지쳐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초반의 몇 개월간을 그냥.. 그 구성하는  

준비 단계에서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계속 방  

치되어 있고.. 상담자들도 이 정치적인 싸움에 그냥 계속 방치된 상  

태로.. 대기자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방향성을 찾고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참여자

들은 전문가 집단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상담 관련 학회에 도

움을 요청하였다. 상담사로서 현장에서 일할 때 임상 슈퍼바이저가 절실히 필

요했기 때문이다. 학교는 심리지원 인력들 간에 내부 조직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정신과 의사의 전문성에 비하여 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무

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어렵사리 닿게 된 

학회 측에 연구 참여자들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현장의 사례를 감독해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학회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다른 슈퍼바이저가 올 수 밖에 없었고, 현장은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 외에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교사들을 위하여 학회 차원에서 전문 상담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요

청하였으나 행정적인 절차로 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신도전은 학회가 

세월호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느껴졌

지만, 정말로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

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답답해했다. 적극적으로 위기에 개입하는 다른 

조력 집단의 모습을 보면서, 재난 상황에서 상담자들의 관심과 적극성은 부족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참여자들은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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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체계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고, 이러한 지지체계

의 부재는 시스템의 부재와 더불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되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신도전: 우리를 도와주려는 의도는 되게 느껴졌어. 도움이 되는게 있다면 본  

인이 가르쳐주시고 수소문해서 연결을 해주시려는 마음도 느껴졌었  

거든? 그런데 너무 답답한거야.

연구자: 너무 현장이랑 안 맞는?

신도전: 오히려 우리 얘기를 듣고 있어.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도  

움을 요청했어. 교사들 상담. 상담자들을 매치시켜 줄 수 있냐. 기    

부하는 것처럼. 그거를 알아보신다고 하시더니.. 무료로는 못 보내준  

대. 그런데 그 비용을 내냐고 선생님들이. 되게 답답한거야. (중략)

그러는 사이에 의사들은 아무 조건 없이 자원봉사 들어와서 상담 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 답답한 노릇인거지. 막 비교가 되면서..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은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상담 현장과는 달라기에 참

여자들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역할부터 찾아나가야 했다. 이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였고, 시스템

이 없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또한 날마다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서 자주 변동

하는 것은 재난 현장의 독특한 특성이었지만 이러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도 필요했다. 그리고 상담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지지 체계의 부재는 참

여자들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

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예측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세

우기까지 많은 시간을 좌충우돌하게 되었다.

5. 냉랭함 :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 들어선 참여자들은 현장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곳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재난으로 인하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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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피로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팽목항에 수시로 파견되고 

있었고, 교사였고 어른이었기에 동료와 제자를 잃은 아픔을 겉으로 표현하지

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 상황은 너무

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재난 현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난입하여 

이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다. 신도전은 그들의 이러한 

피로감이 냉담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냉담함은 학교 현장에 들어섰을 때 참여자들이 느낀 냉랭함이기도 하였다.

그 냉랭함은 참여자들에게 낯설면서도 재난 현장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신도전: 처음 출근하고 인사를 하려고 교무실을 돌았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일에 몰두해 있는 거야. 그때 그 분위기가 그  

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차가운 시선과 분위기로 느껴졌   

었어. 그게 나한테는 너무 생소한 느낌..

특히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 학교 현장에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많

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들 간에 갈등과 싸움이 불거진 것 또한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하였다. 당시에는 재난심리지원을 하는 컨트롤 타

워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학교 현장에는 상담과 치료, 서

비스 업체들이 학교 현장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작정 난입하였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 중에

는 정말로 피해자들의 아픔과 슬픔에 위로하고자 하는 손길들도 많았지만, 피

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돕고 싶다는 이유로 다가와 피해자들이 불편감과 부

담감을 느끼게 하는 손길들도 있었다. 그러한 맥락은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갔을 때 교사들에게서 뭔가 모를 벽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었다.

김변모: 사고가 난 이후로 학교에 스물여섯 개의 부스가 차려졌었대요. 복도  

를 지나가면 “상담 받으러 오세요~ 상담 받으러 들어오세요~” 그런  

상황이었대요. 아수라죠 아수라. (중략) 이후에 들어온 000이 그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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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하고 고함지르고 싸우고 몸싸움하고 그   

랬대요. 그걸 보면서 선생님들은 질려버린 거고.. 우리가 뭐야? 우리  

한테 서로 상담하고 치료하겠다고 도대체 상담이랑 심리치료라는 게  

도대체 뭔데 저러나 이런 회의감이 막 든 거죠.

김변모는 재난 현장이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과 돈이 모이는 곳”이기에 오

히려 “정서적으로 깨져있는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표현하였다. 그 결과 재난 

현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도와준다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 연출

되었다. 피해자들의 아픔과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중한 접근이나 고민 없

이 "자기 식의 도움“을 주겠다는 손길들은 피해자들을 더 냉랭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들어간 참여

자들은 그들에게 ”외부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초반에 참여자들은 아이

들을 돕기 위하여 상담을 권하는 것이 그들의 요구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느

낌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신도전: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전혀 없었잖아. 얘 너무 힘들어요. 필요  

해요. 얘네 케어해주세요. 이런 말과 요구나 업무가 전혀 없었잖아.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한거잖아. 힘든 애 없어요? 언제 생존학생들 들  

어 오는데 그거 대비해서 우리가 교육해야 하는데 그랬잖아. 그게 약  

간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

참여자들은 교사들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였고, 아이들의 치유를 놓고 같이 

협력해야 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일하는 동료로서 바라볼 때가 많았다. 그래서 

사고를 경험한 피해자로서 바라보지 못한 면이 있었음을 고백하였다. 어른이

었기에, 그리고 이미 사고로 죽은 아이들의 고통이 훨씬 컸었기 때문에 힘들

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교사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교사들의 반응

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신도전: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면서도 일반적인 반응  

을 기대했던 것 같아.. 그러니깐 일을 하면서 우리도 속상해했겠지.

그런데 그거를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좀 더 도와줬더라면 어땠을  



- 61 -

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상황이 너무 힘겨웠을텐데..

참여자들은 학교 현장에 들어왔을 때 상담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냉

랭한 분위기를 느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주

고자 하는 것이 내담자의 요구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참여자들

은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으나, 자신들

의 기대와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러한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와 분위기를 고려하여 접근해

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교사는 일을 같이 협력해야 하는 동료였

으며, 아이들을 만나는 데 있어 이들이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했기에 이러한 

분위기와 요구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동시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자였기에 그 아픔과 고통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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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상담사로 ‘살아내기’ 경험 이야기하기 

본 장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에서 상담사가 어떠한 살아내기 경험

을 하였는지를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구자의 

시점보다는 연구 참여자의 시점에서 그들이 어떠한 체험을 하였는지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이미로, 신도전, 나성실 총 세 명의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1. 이미로 :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아?”

1) 도울 수 있다면 

이미로가 상담자로서 학교장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교사가 되고 싶은 

딸의 꿈 때문이었다. 첫 애를 임신하였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이

미로에게 딸의 꿈은 그에게도 중요한 의미였다. 상담자가 되어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만나준다면 그 작은 변화가 계기가 되어서 학교 장면도 달라질 수 있

을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교사가 될 딸을 위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미

로는 상담을 시작한 초반부터 학교에서 상담자원봉사자로 일을 하였고, 교회 

센터에서 간간히 무료 상담을 해주며 수련을 받았다. 이미로는 당시 5천원을 

받고 상담을 하여도, 7만원을 들여 수퍼비전을 받을 정도로 “상담을 잘하고 

싶다”는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당시에 이미로는 이미 두 곳의 학교에서 상담자로서 

경력을 쌓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다.

잠깐 일을 쉬고 있던 중이던 이미로에게 D고등학교는 “구직 활동 중의 하나”

로 지원하게 된 학교였다. 뽑히게 될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두려움도 고민도 없이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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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로: 4월 16일이잖아. 4월 16일 터지고 4월 말, 5월 넘어서 채용공고가 났  

어. 그런데 그때 상담 쪽에 관심이 계속 있었으니깐 학교나 교육청   

쪽에 계속 들어가고 싶었어. 왜? 나는 딸이 교사를 한다니 내가 학교  

를 미리 깨끗이 해줘야 돼. 그런 사명감으로 학교 쪽 장면을 계속 생  

각을 하고 있다 보니깐.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 학습상담이랑 이게 있  

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력서를 두 개 넣어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고.

그런데 그게 겹쳤어. 면접 일자가 겹쳤는데 장학사한테 전화가 왔어  

면접을 보러 올 수 있냐고.. (중략).. 그래서 아예 안 가려고 하고 있  

는데.. 그리고 나는 될 거란 생각도 안 했어. 빵빵한 사람들이 막 들  

어올 거니깐.

원서를 넣었던 두 곳의 면접 일자가 동시에 겹쳤지만, 장학사의 계속된 권

유에 마음이 흔들려 D고등학교로 면접을 보러 가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 결

정이 이미로를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또한 평소 오

가며 보았던 D고등학교의 좋은 인상은 친근감을 느끼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상담자로 뽑혔기 때문에” 그곳에서 “당연히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했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재난을 겪은 학교 현

장을 홀로 감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면에서 부담감을 덜어주었다. 그랬기에 

그는 두려움 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미로: 나는 되게 좋았어. 학교 자체를 되게 예쁘게 본 것 같아. 안산에도 이  

런 학교가 있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연구자: 학교가 예뻐서. 외양이?

이미로: 응. 그런데다가 그 옆에 00중학교가 있었잖아. 내가 이쪽으로 올 일이  

별로 없었단 말야. 그랬는데 우리 애가 중학교인가 언제 00중학교에  

서 뭐인가가 있어서 한번 데려다주면서 와 여기 학교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몇 년 후인가 이 학교로 들어간 거지... (중략) 또 그   

런 거와 관계없이 나는 상담을 하러 왔고 나 혼자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있으니깐  

나는 되게 즐겁게 왔어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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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면에는 이미로의 사명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

다. 이미로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돕는 자”로 서는 것이 상담자로서 당연

한 것이라 생각했고,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의 소명이기도 하였다. “의미가 있

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돕고 싶다는 바람은 그의 마음속에 늘 자

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상담을 

시작할 때에도, 첫 직장을 가게 되었을 때에도 기도로 준비하였고, 마련된 자

리가 자신의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여겼다. D고등학교도 그러한 기도 응답의 

과정 중에 만나게 된 학교였다.

이미로: 내가 처음에 학교로 갔을 때가 내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20일만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내   

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걸 접어야겠다 그랬는데. 어느 학교에 공지  

가 뜬거야. 들어가서 보니깐 내가 기도하던 즈음에 어떤 아버지가 민  

원을 제기하고 학교를 뒤집어 놓았어. 그래서 급하게 학교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학교 예산으로 인턴으로 세워져서 들어간 거란 말이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거길 들어갔단 말이지. 들어가고 난 뒤에.. (중략) 지금은    

빌라가 신축해서 올라갔지만 그때만 해도 분양에드벌룬이 떠 있었단  

말야. 거기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 이 학교가 그쪽에 있는지도 몰  

랐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 내가 이 땅  

을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다 잊  

어먹고 거기서 나와서 00에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흘러서 D고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온거야.

이렇듯 이미로는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도

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진입하게 되었으나, 막상 현장을 맞닥뜨리면서 그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2)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 압도되다

이미로는 현장에 들어가고 난 뒤, 시간이 흐르면서 뭔지 모르는 불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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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되었다.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다. 마치 “머릿속이 안개가 꽉 

차 있는 느낌”이었고, 무언가에 몰입해서 집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이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원래의 내가 아닌 것 같은” 불편감을 호소하였지

만, 일상적인 기능을 잘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미로 또한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최근에

서야 그는 다시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고, 그동안 애써 거리를 두려고 했

던 행동들과 불편감이 간접외상 증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미로: 올해 5주기잖아. 아 보면서 5년 정도는 지나니깐 회복이 되는구나    

나는. 나는 그 당시에 거기에서 일을 해도 뉴스도 잘 안 봤어요. 의  

도적으로. (중략) 실제로 나는 어쩔 수 없이 봐야하는 상황들만 봤지.

그게 TV에 나오면 채널로 돌리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나한  

테는 그런 잔상들이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오는 막   

딱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답답함이요?) 어어.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나는 의도적으로 내 정서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것 같  

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는 학교 현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싣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정

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철수하려고 했던 방어였다. 이미로는 이에 대하여 자신

이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의 전체 장면에서”, “상담의 장면 장면에서 

압도되었던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그렇게 된 배경은 그가 상담자로서 충분

히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과, 상담 과정 중에 느끼게 된 압도감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미로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 들어가고 난 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충

분히 아이들을 만날 수 있거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상담 인력이 배치되긴 했으나 상담자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학교는 수업권을 이유로 상담

자들이 학생들을 만나는 것을 제한하였다. 그는 이처럼 “상담이 탁 막혀버리

는” 상황에 처하면서 스스로 무언가 충분히 할 수 없는 조직의 “부속품”이 

된 것 같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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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로: 왜 이렇게.. 나는 위클래스를 구축을 해봤었어. 그 전에 학교에 있을  

때. 그러면 내 실을 내가 예쁘게 꾸며놓고 내가 시간을 내면 충분히  

누구라도 볼 수 있었어. 약간 상황이 그렇게 됐었어. 늘. 그랬는데 여  

기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냥 어떤 부속품으로 들어간 느낌? 내가  

이렇게 뭐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도 없고, 발휘  

하겠다고 말 할 수도 없고 이런 장면이 아예 안됐던 것 같아.

상담이 제한되는 상황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기대했던 상담이 아닌 ‘다른 일’들이 

요구되는 상황은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왔다. 특히 지속적으로 

상담이 제한되는 상황은 이 현장에 상담자가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 다가왔

다. 아들을 굉장히 원하는 집의 막내딸로 태어나 삶의 전 영역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던 이미로에게 이러한 상황은 무척 무력감을 자극하

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미로: 내가 되게 아들을 원하는 집에 막내딸로 태어난 거지. 없어도 되는   

존재였던 거야. (중략) 나는 되게 예민한 애였던 것 같아. 나는 또 막  

내라고 할머니가 되게 예뻐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유치원을 가  

기 전엔가 초등학교 가기 훨씬 전엔가 시골에서 컸으니깐 유치원은  

안 다녔지만 이제 그쯤 나이 때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상실로 있는 애를 아무도 케어를 안 해준 상태에서 나는 그렇게 뭘  

많이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런 애로 성장해서  

(중략) 내 이슈는 무가치감이였구나. 나는 그거를 그렇게 평생 이렇   

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구나.

개인적인 이슈와 부딪힌 것과 더불어 상담 과정에서 느꼈던 무력감도 이미

로에게 영향을 미쳤다. 학부모와 교사들과 상담을 많이 하였던 이미로는 상담 

장면에서 희생 학생의 부모와 생존 학생들의 부모를 직접 만날 수 있었고, 같

은 동년배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들의 감정을 마치 “내 마

음과 같이” 느낄 수 있었다. 희생 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를 잃은 허망함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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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상담에서 쏟아내었고, 이미로는 그러한 내담자를 마주하며 상담자로서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느낌에 부딪혔다. 그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

형”이었고,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였다. 이미로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

며 자신도 이 상황에 계속될 것 같고,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 내담자의 

심정에 빠져들었다.

이미로: 수습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었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  

들은 늘 날마다 날마다 순간 순간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나아오는  

데.. 계속 진행형으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들이잖아. 그게  

나한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내담자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미로는 내담자의 감정에 공감할수록, 그들

이 본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졌고, 그들의 아픔 또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특

히 재난현장에서 학생들의 시신을 확인하는 일에 동원되었던 교사들은 상담 

과정에서 그들이 “본 것”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미로는 “쏟아지

듯이”,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나올수록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아프게 다가

옴과 동시에 그 내용을 온전히 소화하고 수용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상담자로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데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이미로: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교사  

들은 주로 본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으니깐.. 아이들 시신을 건졌  

을 때 이야기.. 그 얘기를 들으면 이 분이 어디서 뭘 봤는지가 나한  

테도 그대로 느껴지니까.. 그거를 내가 이렇게 수용하는 게 조금 어  

려웠던 것 같아.

내담자가 고통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것처럼 이미로는 재난현장에서 상담자

로서 무력감을 느꼈다. 재난현장에서 이미로는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이슈

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면서 간접외상을 경험하게 하였다. 어느 순간 그는 전과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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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느꼈고,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내담자를 더 돕고 싶었지만, 그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 압도되었고, 충분

히 도울 수 없었고, 아무 것도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좀 더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의 아쉬움은 나와의 면담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다.

이미로는 그 아쉬움과 부끄러움과 자책감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라고 말이다.

3) “기능이 뚝 떨어져서”

이미로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차라리 그렇다면 그만두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상담자

로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기

가 어려웠다.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고, 돈을 받고 노는 인력 같다는 

죄책감도 들어 그는 관리자에게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관리

자의 대답은 그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 상황에서의 상담실의 역할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였다. 상담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 필요한 역

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새로운 환기가 되었다. 이미로는 죄책감을 덜어내

고 현장에 애써 적응하고자 하였다.

이미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세금 해서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이러고 있는  

게. 그때 당직 서고 있는데 교감샘이 내려오셨어. 잠깐 얘기하시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 나 그만두겠다고. (중략) 그때 그 얘기를 했  

던 것 같아.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의미는 계속 상담해서 치료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지키고 있어서 누군가 하나 위기가 터  

져서 걔를 살리는 게 여기 있는 거의 의미라는 거야. 그 말이        

맞기도 하잖아. 그때부터 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애써 적응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예전처럼 기능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는 그 

생활이 마치 “100을 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20정도 하고 있는 생활”이었다

고 표현하였다. 이미로는 자신이 “기능이 뚝 떨어져” 20정도만 하고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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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힘들다고 느꼈지만, “정서를 다 제한하고”

“일하는 걸로만” 보려고 애썼다. 상담 장면에서 트라우마 내담자와 접촉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기에 그는 상담을 하면서도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

였다. 의식적인 저항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저항이었다. 이미로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미로: 힘든 거 장면 자체를 힘든거를 정서를 다 제한하고.. 그러다보니깐 거  

의 약간 붕 떠있는 상담. 아이들 하나하나를 만나 깊게 만날 것 같으  

면 내가 도망가는 거야.

이미로에게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 최대

한 거리를 두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 나름의 방어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이

면에는 충분히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죄책감이 자리 잡았다.

“놀 상황이 아니었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 것은 “직

무 유기”라고 느껴졌다. “조금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해줬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이 짓눌렀다. 아이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때

면 더 마음이 무거워졌고 죄책감이 커졌다. 그랬기에 이미로에게 그 시간을 

“잊고 싶은 기억”, “삭제하고 싶은 기억”이었다.

이미로: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  

는 거라고 생각했잖아. 왜 우리는 다 그러고 있었을까 왜 나는 그    

러고 있었을까. 애들은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는데도 우리가 적극적   

이지 않고 거기에 순응했던 것도 나는 왜 그랬을까 후회가 돼.

이미로는 그 죄책감이 커서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을 벗어나고도 

그 마음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이미로는 나와의 면담이 세 번째 진행되었

을 때 그 당시의 경험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면

담은 억제하고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드러내야 했고, 그 과정은 그를 힘들

게 하였다. 면담을 하면서 이미로는 그간 한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내담자를 

떠올렸으며, 만났던 내담자들의 얼굴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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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게 되었다. 죄책감이 컸기에 그는 생생하게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

도 힘들었던 것 같았다.

이미로: 남자친구가 사고가 나면서 맨날 울었던 애를 선생님 만나고 나서 떠  

올랐어요. 그 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울음) 그 아이를 만  

나고 이야기했던 부모들..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나. 그 얼굴이 잘 안  

떠올라.. 이거를 내가 올리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 그냥 그 마음이..

이미로는 면담이 진행되면서 자신 안에 그러한 못 다한 마음이 있음을 발

견하게 되었고, 그 죄책감이 큰 것만큼 아픈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애착도 가

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죄책감은 화로 변화되기도 하였

다. 화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향한 것이기도 하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했던 상황에 대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는 상담자로서 자신이 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나 장치가 있었다면, 이러한 자책과 죄책

감이 덜한 상태로 보다 기능을 잘하면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 생

각했다. 이미로는 재난현장에서 아이들이 방치된 것처럼 자신 또한 방치되었

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미로: 나는 거기가 그렇게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했어요. 그  

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  

었구나 거기에. 그런데 그거를 못 다한 거. 못 다할 수밖에 없게 한  

상황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구나 나는. 그런데 아무한테도    

화를 내본 적도 없고, 그게 그랬어? 이걸 말해본 적도 없잖아. 그런  

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분노가 올라왔더라고..

이미로의 아쉬움은 그 현장에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없었기에 일어난 결

과였다. 그는 그 아쉬움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나름의 방식으로 도움

을 주려고 애를 썼고, 현재의 삶과도 연관되어 이미로는 계속 그 시도를 이어

나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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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되어 있는 현재

이미로는 당시 교사들과의 관계가 다른 상담자들보다 끈끈한 편이었다. 이

미로에게 개인상담을 신청하려고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교사들이 많았고, 그

들과의 상담은 주기적으로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이미로는 교사들에게 애

틋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학생

들과 동료를 잃은 교사들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다는 내색도 못하고 도움

도 요청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담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다가오는 교사들에게 자연스레 그 곁을 내어줄 수 있

었다. 나는 그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궁금했고, 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미로는 특별한 기법이 아닌 그저 “그들에 대한 마음”이 전달된 것 같다고 

답했다.

이미로: 나뿐 아니라 다른 거기 있는 상담자들도 그렇고 그냥 그들에 대한 마  

음이 있잖아. 그게 표현되지 않아도 우리한테 이렇게 그냥 이게 늘상  

있는 마음이잖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뭔가를. (중략) 내가 너한테  

티 나거나 뭐하진 않긴 해도 너에 대한 염려라던가 그런게 항상 있  

다. 그냥 그런게 전해지는 거 아닐까?

그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재난을 겪은 현장은 트라우마 현장이므로 “본능이 더 예민해지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특별히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돕

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자연스럽게 안전한 느낌을 줬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들과의 상담은 트라우마에 대한 특별한 기법이 아닌 “잘 들어주고 충분히 

들어주는” 과정이었다. 나이가 어린 교사를 만날 때면, 동료라기보다는 어린 

조카를 만나는 듯한 “애잔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고, 몇 번의 회기가 지나

면 그들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잘 찾아갔다.

연구자: 그러면서 좀 변화가 보였어요?

이미로: 내가 느끼기엔 좀 편안해진다는 느낌? 그들 특유의 그게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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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꽉찬...(풍선?) 어. 긴장감 같은거? 그러니깐 그게 두세번 지나  

고 나서 막 빠졌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그렇게 느꼈는데. 그냥 그  

랬던 것 같아.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

교사들과의 상담은 학교 현장을 벗어나고 난 뒤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

면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미로는 자신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 기꺼이 응

답하였고,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교사들에 비해 현장에서 깊이 만나지 못했던 학생들과의 만남은 이미로가 

그 곳을 나오고 난 이후 병원에 들어가 일을 함으로써 아이들과의 만남을 이

어가는 끈을 지속하면서 이루어졌다. 병원은 세월호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경

험하는 아이들이 찾아오면 언제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한 곳이었고, 간간히 생

존 학생들 중에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찾아왔다. 이미로는 그 아

이들을 만나면서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아이가 있음

을 발견하였다. 대학과 군대를 간 이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주변으로부터 들려왔다. 상담을 하며 지금까지 한번도 이야기를 꺼내 본 적이 

없다는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이미로는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인가”

라는 화도 났지만, 그래도 현재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과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염려와 무거움을 덜어주었다. 이미로는 과

거의 자신은 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누군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랬기에 병원에 나와 일하는 것을 놓지 않았고, 매주 지

속적으로 아이들과 만남을 유지하였다. 그런 이미로의 모습은 나에게 여전히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과 끈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내는 모습으로 보

였다.

이미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걔들을 누군가가 계속 봐주잖아. 나도  

여기서 만나보면은 온마음센터에서 다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  

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주고.. 그걸 보면서 내가 조금 마음이 놓이  

는게 있어. 나는 다 못하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데 여기까지 이걸 못하고 있었으면 정말 되게 화날 것 같다는 생각  

을 이제사 했다.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그래 우리 못해.

그래서 나왔지만, 나왔다고 정말 아무도 안 하고 있었으면 정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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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화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새로 옮긴 학교 현장에서도 이미로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그 노력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D고등학교 이후에 그가 들어간 학교는 공교롭게도 정서적

으로 방치되거나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곳이었다. 그는 하루에

도 여러 아이들과 쉬는 시간도 없이 상담이 이어졌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문제는 “멘탈이 나갈 정도로” 어려운 문제일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미로는 

그 장소에 있을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이미로는 

“아이들이 좋아지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그는 방치되었던 아이들이 자신의 

적극적인 개입과 연계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상담사를 향

한 학교의 무조건적인 인정과 지원은 스스로 상담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

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하였다. 그랬기에 이미로는 아이들의 트라우마 경

험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견디면서 접근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주는 사람”으로 같이 있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자: 트라우마 힘들다고 하는데 애들 계속 만나고 있고.. 보면 계속 그런   

장소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로: 힘들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게 좋은 것 같아.

연구자: 어떤 부분에서 좋아요?

이미로: 애들이 좋아지잖아. 정말 길이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고   

(중략) 얘는 이런게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적인 기관으로 연결을 해서  

자원을 연결했을 때 얘가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을 때 좋아. (중략)

이렇게 연결해주는 다리도 되잖아.

이미로는 방치되었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큰 힘을 얻

었다. 그리고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은 위기 개입이 필요한 

아이들을 구별하는 안목을 갖게 하였다. 당시에는 두려움 때문에 충분히 그 

장소에 머물며 함께 하지 못했다면, 이제 이미로는 현재의 장면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조금은 여유롭게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무력함에 직면

할 때가 오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줘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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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였다. 이미로는 전

과는 다르게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전보

다는 조금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트라우마 내담자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

었다.

이미로: 늘 거기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럴 만큼 두려움 불안이 되게 컸었구나.

내가 못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왜 자꾸만 여기 와 있을까 이런 것들  

에서 벗어나서 아 정말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될  

수 있는 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중략) 이것까지밖에 내가 너한  

테 해줄 수 없어 그렇지만 괜찮아 이런 거에 대해서 나한테 어떤    

막 정죄나 채찍질을 하지 않고 충분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줄 수 있으니깐 우리가 이만큼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거

기 머물러서 함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이미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현재 학교 장면에서 재난을 겪은 학

교 현장에서의 상담사로 다시 살아내기를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여전히 트라

우마 내담자를 만나는 장면에 서 있는 이미로는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상

담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해체되었던”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5) “여기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이미로는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이 힘들었던 만큼 그 

곳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시는 재난을 겪은 현장에 가지 않

겠다고 말하면서도, D고등학교라면 다시 돌아가서 잘 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는 그것을 “내 애를 낳아서 다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제는 그때보다 좀 더 경험이 쌓이고 잘 기능할 수 있기에 그때보다는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미로: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자식 키울 때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중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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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련한 성격이라 그런지 몰라도 D고등학교로 다시 이 장면이 돼  

서 가면은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이야. (중략)

상담의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네들을 만나줬어야 한다는 생각  

이 나는 들어요. 내가 엄마로 다시 훈련되어서 애를 다시 키우고 싶  

은 것처럼. 지금 나는 조금 더 훈련이 되었고, 다시 트라우마에서 조  

금 벗어나 있으니깐 다시 잘 만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돌아간다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라도” 그거에 반응하여 더 

빨리 안정화시키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말하였다. 이미로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과 현재 학교

에서 아이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버텨가면서 얻게 된 성찰이었다. 그는 늘 상

담자로서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아가야 무언가 도와주었고, 상담이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

았다. 하지만 내담자의 힘든 시간을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그 곳에 있어주었던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미로: 애경사 있잖아. 잔치집이든 장례식이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진 않잖아. 사실.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위로잖아. 그게 그들에게   

힘이 되는 거고. (중략) 여기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그거를 우리  

는 거기서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북적대고 있었잖아. 우리가 있다  

는 존재를 늘 정말.. 은하수 음악회도 하고 홍보물품도 만들고 하면  

서 우리가 여기 있어를 계속..

연구자: 증명하려는?

이미로: 그거는 정말 그냥 우리의 어떤 거에서 오는 자격지심에서 오는 그거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내가 너의 도움을 필요하진 않아 필요로   

원하진 않지만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구나 라  

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의식하진 않아도 힘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  

각이 드는 거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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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미로는 충분히 해준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

날 수 있었고 자신의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다.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

에서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던” 일들에 대하여 스

스로에게 비난을 돌리지 않고 자책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그래서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 상담자들에게 그저 피해자들 곁에 있어주는 것만

으로도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설사 그들이 배척하더라도 잘 버텨주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미로: 정말 숟가락 드는 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도 다.. 왜 못  

먹어? 이거였던 것 같아. 나도 나 스스로한테도. 어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숟가락 어떻게 들어야하는지 설명을 해주질 않았고. 그걸 가  

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못 먹고 있는 나에 대해서 이건 네 잘못이  

고 너는 이것도 못하니 거기에 있는 현장 인력이지만 그걸 계속 격  

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다 보니깐 정말 그렇게 기본적인 것  

을 들어가는 인력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들이 맨땅에 헤딩이  

라는 거 그건 기본적으로 맨땅이었고 그렇지만 그들이 거기에 오는  

것만으로 재난 당한 사람들한테는 힘이 된다는 거를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잘 버텨줘야 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미로는 그래서 상담 인력들이 현장에 들어갈 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

원팀도 함께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자신이 재난을 겪은 학교 현

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상담사가 재난 현장에 압도되었을 

때 다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 집단이 있었다면, 내담자를 보다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미로는 상담자에게 개인적

으로 슈퍼바이저가 배정되어 상담자를 케어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자는 간

접외상을 경험할 수 있고, 따라서 상담자의 간접외상을 돌보기 위한 전문적인 

개입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간과되기가 쉽기 때문이었다.

이미로: 상담인력을 넣었으면 그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었어야지.



- 77 -

그러면 이렇게 나처럼 압도된 사람을 여기서 케어를 해가지고 다시  

넣으면 다시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런데 이게 아무 것도   

없었잖아. 오히려 계속 때리고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늘 거  

기로 몰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중략) 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슈퍼바이저가 붙어가지고 케어 하는 시간을 구조화 시켜서 하루하고  

들어오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케어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그걸 하고. 다시 투입시키고 계속 이걸 로테이션을 돌렸어야 할 것   

같아.

이미로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지 못했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도 상담자 스

스로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면담이 진행되면서 이미로가 자주 번복하였던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의 의미는 면담 전체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갔다. 그에게는 역

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과 직무 유기의 의미였다가, 기능을 잘하지 못

했던 스스로를 향한 분노이기도 하였다가 면담의 마무리에 이르러서는 스스

로를 돌보게 하지 못하는 방해물로서의 의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야기를 

거듭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해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미로가 계속 반복했던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는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어).”라는 숨은 의미로 나에게는 다시 재해석

되었다. 그리고 그건 이미로에게 전보다 편안하게 그 경험을 되돌아볼 수 있

게 하였다.

이미로: 그래..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진 않았어. 그냥 내가 더 많이 해  

주지 못한 거에 대한 이거이지 않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  

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미로는 마지막 면담 때, 면담을 하는 과정이 자신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었다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이미로는 여전히 그 당시 다른 기억이 떠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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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거워지지만, 그래도 그는 그걸 견디며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이 연구의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하였다.

2. 신도전 :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의미를 찾아서  

해야지.”

1)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의 맥락 발견하기

신도전은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였고, 첫 직장을 학교 현장에서 시작하

였다. 약 10여년의 경력동안 그는 중학교, 고등학교, 위센터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장면에서 근무하였다. 덕분에 그는 상담을 하는 장면과 세팅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속한 조직에 따라서 다른 문화와 

맥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위센터에서 근무하

다가 다시 학교로 나왔을 때, 신도전은 “시야가 넓어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현장에서 더 인정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신도전: 나는 D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만족감이 좋았어. 업무 유능  

감도 높았고.. 뭔가 교육청에서 시야를 넓힌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재미가 있었어. 내가 해보는 재미.

이처럼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을 좋아하는 신도전이었지만, D고등학교로 

파견 제안을 받았을 때는 부담스러워 여러 차례 거절을 하였다. 그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의 상담자로서 자신은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잘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하여 자신 없어 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

서 일한 경험은 상담자로서 앞으로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막상 가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남편의 말에 신도전은 용기를 낼 수 있었다.

D고등학교 현장에 들어간 이후 신도전은 현장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무거

움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분위기와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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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익숙해지면서 신도전은 그 현장의 독특한 맥락을 발견해갈 수 있었다. 재

난이 발생하고 난 뒤 한 달여 후에 현장에 들어갔던 신도전은 “교사들의 벽”

을 높게 느꼈다. 외부인으로 느껴지는 그 배척감은 실제로 재난 발생 후 교사

들 안에서도 경험의 층위가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신도전: 우리는 외부인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 초반에. (중략) 그때 그런 얘   

기 했었잖아. 그룹 자체가 완전 다 다르다고.. 사건이 있기 직전에 있  

었던 선생님이 한 그룹이고.. 그리고 사건 일어난 직후, 그 비슷하게   

맞물려서 들어온 팀이 한 그룹 있대. 그러고 나서 사건 직후에 어떤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거를 같이 견딘 거야. 그 이후에 상담사들  

이 들어왔던 시기에 들어온 교사들. 이렇게 세 그룹의 교사가 다층적  

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공감이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고..

위의 대화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재난 사고를 함께 한 그룹과 

직후에 들어온 그룹, 그 이후 상담자들과 같이 파견되어 들어온 그룹들로 시

기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

장에 유입된 시기에 따라서 공유하는 경험에 차이가 생겨 발생하는 정서적 

인 공감의 거리가 있었다. 신도전은 같은 시기에 함께 들어온 교사들과는 비

교적 소통과 공감이 잘되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전에 있었던 교사들의 경험과 

고충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상담자가 들어

오기 전 학교 현장에 수많은 상담자들이 진입하였고 그들 간의 갈등과 싸움

이 교사들로 하여금 상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하였던 배경과

도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피해 학생들의 담임교사들의 경우에는 사고를 경험

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였다. 상담자가 계속적으로 바

뀌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를 표현하였고, 아이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창구가 담임교사로 하나로 일원화되기를 원했다. 또한 수업시간에 

상담실에 가는 것은 담임교사 뿐 아니라 교과목 교사들의 허락이 필요한 것

이었는데,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빠지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 하는 교사들이 존

재하면서 아이들과의 상담은 제한되었다.



- 80 -

신도전이 발견한 또 하나의 맥락은 학교에서 원하는 정상화의 방향에 대한 

것이었다. 학교는 재난 이후 교육과정 정상화를 목표3)로 하였고, 그 방향은 

상담자들이 생각하는 치유의 방향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스스로 제 앞

가림을 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은 재난 사고로 인한 아픔 또한 아이들이 공

동체 안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관

점에서 본다면, 심리치료적인 접근은 아이들의 건강성을 믿지 못하고 도움을 

받는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고, 수업시간에 상담

을 하는 것은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겼다. 신도전은 이러한 치유를 이

뤄나가는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상담을 하겠다는 자신들

의 접근이 내담자들의 요구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도전: 학교의 방향은 이 일을 겪은 공동체 전체가 같이 건강해지는 거. 이  

전체가 같이 뭔가를 해내고 같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서 그냥 서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정상적인 활동 안에서.. 그게 학교의 포인  

트였던 것 같아. 그러니깐 자꾸 이탈해서 개인적으로 내려와서 상담  

을 받고 하는 건 원하지 않는 거지..

상담자는 학교의 조직에 귀속되어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방향성

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하였다. 특히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파

워가 절대적이라는 배경도 영향을 미쳤다. 학교장이 상담에 대하여 어떤 인식

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상담의 성패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재난이 발생한 학교 위기개입에 있어서 학교장의 역할과 인식

은 사고 대응과 심리지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Petersen & Straub, 1992). 신도전은 이러한 상담자의 위치와 학교 조직의 문

화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어려움이 되기도 하였다고 말하였다.

3) D고등학교는 ‘생존과 공존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는 힘

을 기르는 교육’에 강조점을 두며 2015년 교육 선언에 명시하고 교육과정 정상화

를 추구하였다(김종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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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전: 귀속되어 있어. 그것도 되게 큰 차이였던 것 같아. 의사가 가지고 있  

는 파워를 떠나서 그들은 학교에 소속된 느낌이 별로 없어서 이것저  

것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제약이 너무 많잖아. 교사고 우  

리 직속상관이 교장이고 교육부도 있고 막 이러니깐. 되게 수동적인  

위치인 것 같아.

이러한 학교 현장의 독특한 맥락은 상담자들에게 상담이 아닌 다른 역할을 

요구하였고, 이는 상담자들이 기대했던 역할과는 다른 것이었다. 조직에서 기

대하는 역할과 상담자들이 기대하는 역할의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신도전의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의 체험은 다른 양상을 빚어냈다.

2) 학교의 요구와 상담자의 원함 사이에서 

앞서 언급한 학교 현장의 맥락에 따라서 아이들과의 만남은 제한되었다. 상

담자에게 상담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

가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을 상담으로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

다.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 들어올 때만 하여도 의욕 넘치게 상담자로서 역

할을 하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좌절감으로 변하고 이 현장에 

상담은 필요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불러 일으켰다. 신도전은 상담자의 역할

에 대한 혼란이 오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것이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인가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하였

다.

신도전: 학교는 상담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 상담사의 역할 이  

런거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했으니깐.

학교는 상담자가 원하는 상담이 아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랐다. 신도전은 혼란이 시작되면서, 서비스의 대상인 아이들과 교사들이 정

말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요구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하

였다. 그는 상담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자이고 학생과 교사가 대상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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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서비스의 대상이 원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사 그것이 ‘상담자가 생각하는 상담’이 아니어도 대상자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더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신도전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담자가 생각하는 ‘전

통적인 상담적 접근’에서 벗어나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지원해주

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신도전: 이게 약간.. 막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니깐 우리 역할에 대한 혼란이   

오는 거야 나는. 너무 전통적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고 고집한 우리가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떻게 보면 틀을 다 깨고 이  

선생님들이 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게 제일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상담 뭐 이런 게 아니라.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제일일 수도 있고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케어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면 그거를 지지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  

서 오케이 오케이 했어 어느 순간부터. 그래 이거를 써포트 해주자.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상담사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신도전은 학교의 요구와 상담자로서 원하는 것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상담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일례로 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 시작이었다. 업무로 지친 교사들을 위해서 상담

실 공간을 교사들의 쉼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담실 책상을 빼고 침

대와 물품들을 넣고 간식을 제공하였다. 큰 범위에서 본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상담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 상담 본연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도 있었지만 아예 무의

미한 요구들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학교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압박감과 무기력함도 있었다. 신

도전은 학교라는 조직과 상담자의 요구 사이에 조율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이 둘의 요구를 잘 절충시켜야 했다. 나는 신도전이 이 둘 사이에 ‘끼

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는 팀원들을 다독이면서 일을 추진해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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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학교와 대상자의 요구에 반응적으로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상

급 기관인 교육청의 행정적인 요구와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요구 사이를 조

율하여야 했다. 신도전은 이 과정에서 압박감과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그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애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담사로서 원하는 것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서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신도전: 안 할 수 없잖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 (중략) 선생님들   

우리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애들, 유족이 기뻐하면 의미가 있겠  

죠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속 끼워  

맞추고.. 거기서 필요한 거 다 쓰고 나면 남은 걸 상담에 맞게 써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신도전은 학교 조직에 속해 있었기에 학교와 교육청의 요구로부터 자유롭

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상담실에서 그가 했던 업무는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을 통하여 어떠한 상담 활동을 했는지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많은 예산이 어떤 사업과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

정에서 실시된 상담 활동과 횟수는 정량적인 수치로 정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도전은 보고서와 수치가 그럴 듯하게 보여지지만 과연 그만큼 충실하게 이

루어졌는지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는 상담사로서 하고 싶었고 시도했

던 것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해볼 수도 없었던 상황과 여건들이 회상되면

서 착잡한 마음도 느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기

도 하였고 또 아예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좀 더 상황과 여건이 허락

해주었더라면, 덜 형식적이고 빈껍데기로 포장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지 않았

겠나라는 억울함도 느꼈다. 신도전은 상담자가 학교 현장에 배치된 것이 상담

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과 인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재난이 발생하였기

에 사고를 처리하는 행정적인 필요성에 의해 배치된 존재인 것 같이 느껴졌

다.

신도전: 우리가 막판에 두 달 세달 정도 가량 그 작업을 했거든. 일지 다 정  

리하고 자료화 하는 거. 우리한테 내려줬던 많은 예산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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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예산 정산과 그거에 대한 자료와 했던 활동을 정리하는 보고서  

작업을 했거든. 그런 생각도 들더라. 이게 필요했던 게 아닐까. 그냥  

이거. 그냥 D고에 사고가 났고, 상담팀을 꾸려서 내려 보냈고, TF팀  

을 짜서 내려 보냈고, 예산은 이만큼이나 내려 보냈고, 예산 가지고  

이런 의미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했다. 그리고 어쨌든 상담을 단체든  

뭐든 해서 이러 이런걸 남겼다.

신도전은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 상담사는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

들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가 현장에서 경험

한 것은 행정적인 필요에 의한 형식적인 존재인 것에 대한 회의감이었다. 재

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태도로 접근을 

해야 할 지에 대하여 신도전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상담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현장에서 상담사로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해야 했다. 그는 이를 “가라앉지 않기 위하여”,

“침몰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었다고 표현하였다.

3) 내부인으로 자리잡기

신도전은 나와의 초반 두 회기의 만남에서 거의 앞서 이야기한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신도전은 당시의 경험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나는 것에 당혹스러워하기도 하였

다. 그는 대화가 진행될수록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듯 했으며, 그 

대상들을 더 이해하고자 하였고, 상담자로서 했던 좋았던 시도들에 대하여 떠

올릴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감정을 풀어내고 나니깐” 나머지 아쉬움들이나 

생각들이 더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신도전은 현장에 들어간 뒤 초반 몇 개월의 시기는 “서로가 벽에 대고 이

야기”하는 시간들이었다고 정리하였고, 그 이후에는 좌절도 있었지만 나름의 

시도를 통하여 “내부인”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었다고 표현하였다.

연구자: 우리도 상담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되게 강했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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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전: 그랬던 것 같아.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게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하다  

고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이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  

데, 상담에 대해서 모르는 이 사람들 왜 저럴까 아이들은 정말 힘든  

데 빨리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고. 그  

들은 사실 지금 이거 필요 없다고 그럴 여력 없다고 이거였던 것 같  

아.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거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  

랬던 것 같아. 그러니깐 서로 벽에다 대고 얘기한거지. 그러면서 시  

간은 흘러가고. 각자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 지나고 나서 보니깐..

위의 대화문은 신도전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

었음을 반영한다. 초반에는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니즈에 대한 고려 없이 상담을 하고자 했던 노력은 실패로 이어졌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상담이 막히면서 차선책으로 했던 사업들과 시도들은 그 현장에 

적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였다.

신도전은 조직 안의 내부인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학교에 있는 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하였는

데,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상담자라도 학교 안에서 일할 수 없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도전은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하

다고 여겼고, 다 같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했던 것은 그런 면

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하였다. 상담실에서 기획한 행사는 학교의 교육 방

향성과도 일치하는 방향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긴장감을 풀 수 있는 방향으

로 시도되었다.

신도전: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상담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못하고 막혀있고.

행사 위주로 했다고 사업 추진하고 그런 거 위주로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하면서 교사들하고의 사이도 많이 좋아졌고.. 되게 막판에는  

되게 좋게 엄청 잘 지냈던 것 같아. (중략) 그런 상담 행사 하면서    

세심한 부분들을 잘하잖아. 뭐 간식도 좀 더 세심하게 챙기고 갈 때.

선생님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수요음악회도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행사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같이 산책 하다가 보고.. 어쨌든. 그런 따뜻한 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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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좋아하고 이런 따뜻한 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

특히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행사는 ‘수요 은하수 음악회’라는 학생 참

여 중심의 공연이었다. 매달 정해진 수요일 점심시간에 본관 앞에서 이루어진 

작은 행사였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본인이 원하는 노

래나 춤을 선보이곤 했다. 시작할 때는 관리자의 반대가 있어 큰 호응을 예상

하지 못했으나,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교사들도 그 시간을 함께 즐거

워하며 참여하였다. 신도전은 아이들과 교사가 모두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너

무 예쁘게 기억되는 장면이라며 웃으며 얘기하였다. 나는 어쩌면 그 시간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무거움과 긴장감을 덜어내는 하나의 통로였을 수도 있

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신도전에게 “공연을 하거나 기획한 부분은 비교

적 잘 한 거 같아?”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는 학교 현장에서 상담자가 이러

한 행사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신도전: 학교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사를 기획할 때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들이니깐 그런 거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  

들이기도 하고 제일 적합한 것 같긴 해. 우리가. 비록 상담 같은 개  

인상담을 전문적으로 펼치지는 못했지만, 그런 행사 같은 게 주어졌  

을 때 진심을 담아서 최대한 애들이 좋아할 수 있게. 민감한 부분은  

피해갈 수 있게 잘 기획했다고 생각해.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시키려  

고 했고. 애플데이 할 때도.

상담자로서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대상자를 살피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민감함, 그리고 학교의 맥락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식 등 신도전은 상담자로

서 이러한 강점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기획하는 데 중요했다고 생각하였다.

상담실에서 기획하고 제공하였던 프로그램은 이외에도 애플데이, 소망트리 꾸

미기, 벽화 그리기 등으로 아이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표현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이루어졌고, 교사들에게는 추모 여행과 휴게실 마련 등 실질적으로 그들

에게 필요한 쉼과 여유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공동체 전체가 다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긴장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필요와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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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행사를 기획한 것도 주효했지만, 신도전은 무엇보다 상담자가 가지고 있

었던 즐거운 분위기와 편안함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것 같다고 말하였다. 스

트레스가 높은 재난현장에서 상담자가 유지하고 있는 편안함이 그들의 긴장

감을 덜어주고 가까워지게 하는 자연스러운 요인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신도전: 그러니깐 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 사고 전체를 경험하지 않은  

선생님들 중에서 일반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그리고 제  

일 뾰족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늘 편하게 웃고 친절하게 대  

하고 그리고 굳이 관계를 맺지 않아도 늘 오며가며 잠깐만 있다가도  

편해지는 그런 사람들.. 상담실이 그런 공간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신도전은 더불어 교사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맺게 된 것도 중요했다고 말하

였다.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한 것이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면, 그 이후 실제적으로 몇 몇 선생님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그동안 상담실에

서 듣지 못하였던 학교 사정과 정보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신도전은 공식적

인 회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정보와, 관계를 통하여 알게 된 비공식적인 정보

를 통하여 전체적인 학교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상담자

로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반응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신도전: 다른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장(場)을    

뚫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우리가 너무 외딴 섬에 있다가.. 우리끼  

리 있고 선생님들이 우리를 호의적으로 본다고 해도 깊이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은 아니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약간 그 선생  

님이 전해주는 그들만의 상황. 우리가 섬에 있으면서 모르는. 그런   

흘러가는 상황들이나 일반적인 선생님들의 생각들을 전해 듣게 된   

거였던 거지. 그래서 조금 그 끈으로 인해서 우리도 더 친해질 수 있  

었던 것 같아. 친근하게 선생님들이 놀러오기도 하고... (중략) 그렇게  

하면서 상담실이 음지에서 약간 소통도 하고.. 선생님들하고도 약간  

열린 마음으로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상담실에 부정적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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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들도 이후에는 변화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 두명  

씩 애들을 의뢰하기도 했어.

이처럼, 그 현장에서 신도전은 가장 편안한 사람으로 있으려 하면서 함께 

하는 공연과 행사를 통하여 그들의 긴장감을 덜어주려고 애썼고, 실제적인 요

구에 반응적으로 대응하면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한 시도들은 높았던 벽

을 조금씩 허물게 하였고, 마음을 열게 하였으며, 차츰 차츰 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상담자를 신뢰하면서 아이들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신도전은 이를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허물어

지는 과정이었다고 하였다.

4) “그게 꼭 상담이 아니어도”

신도전과 대화를 거듭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그가 상담자의 역할에 대

하여 기존의 가지고 있던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변화되어 간다는 

인상을 받았다. 나는 그것이 현장에서 일대일의 정식적인 상담이 통하지 않음

을 경험하게 되면서 시작된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도전은 “다

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는 나의 질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라면 “말이 안 되더라도” 그걸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의 대답은 그가 훈

련받고 배워왔던 전통적인 상담 접근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말로 

다가왔다.

신도전: 나도 지나고 나서 최근에 생각한 건데, 내가 만일 다시 현장에 간다  

면 그냥 상담자의 역할 이런거 주장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게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해도.. 그걸 뭐 도울 수 있을 것 같  

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말이 안 되도. 우리가 생각하는 셋팅된 장소  

에서 일대일로 만나고 정식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원칙들을 지키면서 진행하는 상담은 사실은 우리 욕심일 수도 있었  

겠다. 다시 간다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거기서 가장 안정적인  

상담자로서 기능하면서 그냥 어떤 요구든 빗발치는 필요함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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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빨리 가서 도움을 주는게 재난현장에서 상담자 역할일 수 있겠다  

는 생각을 했어.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며, 그 목적은 내담

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다

면, 상담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지를 중점으로 두고 

가장 적절한 접근을 선택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재난현

장에서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을 하기보다는 물을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상대방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치유를 이루

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을 때 일대일의 상담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접

근이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방식으로의 접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신도전의 변화가 이러한 두 가지 생각으로의 전환과 연

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기’와 ‘도움이 된

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제공하기’이다. 그것은 “꼭 상담이 아니어도”

된다는 의미였다.

그랬기에 그는 재난현장의 상담자의 역량으로 ‘상황을 잘 파악하는 능력’과 

‘유연함’을 꼽았다. 그에게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얽혀있는 “관련 

주체들의 요구를 잘 파악”한다는 의미였고, 유연함은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현

장에서 “민첩하고 반응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였다.

신도전: 그러니깐 쉽게 말해서 상황 파악이 빨라야 되는 것 같아. 재난 상황  

에서도 정석적인 방식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면 안되는 거잖아. 말 그  

대로 그 상황에 선생님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캐치해서 발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든. 어떤 활동이건 간에. 그게 이 상황  

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행동력으로 탁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신도전: 그 조직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빨라야 할 것 같아. 그게 참 모든 사  

회 생활에 적용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더 빨라야 되는 거지. 재난  

상황에서는. 왜냐면 수시로 계속 변하니깐. 상황이.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변하니깐. 맞춰야 할 포인트가 계속 바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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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도전은 재난현장에서 상담자가 그 현장에 맞게 유동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변형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겼다. 현장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서 팀원들을 넣고 뺄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개입의 기간이나 형태 또한 유연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상황에 맞게” “정석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유연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변화된 신도전의 관점은 학생들과 교사를 대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변화를 야기했다. 그 당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신도전은 아이들에게 “기다려 줄 수 있는” 접근도 중요한 것 같다

고 말하였다. 상담자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어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연구자: 아이들이 뭘 원했을까?

신도전: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 치유하는 애들도 많았던 것 같아.

D고 애들은. 오히려 그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 학생회 애들이 되게  

똘똘하게 잘 움직였거든. 학생이 주축이 되어서. 그러니깐 애들이 오  

히려 상담, 집단상담, 상담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확 거부감이 있는  

데 학생회에서 준비한 추모 프로그램, 학생회에서 준비한 거 이러면  

거부감 없이 다 참여해서 전체 행사니깐 내가 혼자 드러나는 것 같  

은 부담감도 없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같이 추모하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치유하고 그러는 거지.

신도전이 언급한 아이들 스스로 주체자로 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재난현

장에서 피해자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위기 개입의 관점과도 상통한다. 재

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존재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신도전은 이렇게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일괄적인 상담이 필요한 존재에서 스스로

치유가 가능한 존재로 전환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신도전은 교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 또한 자각하게 되었음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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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는 교사도 이 사고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동료로서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과 예민한 반응에 대하여 세심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하였다. 전

폭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학생들에 비하여 피해자로 여겨지지 못하고 간과된 

교사들에게 좀 더 수용적으로 대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

는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에게 좀 더 여유롭고 너그럽게 다가가고 싶다고 말

하였다.

신도전은 이처럼 재난현장의 상담자의 역할과 접근에 대하여, 학생들과 교

사에 대하여 변화되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상담자로

서 재난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통하여 이뤄진 것이기에, 그의 좌절과 그로 인

한 성장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5) 한 단계를 넘어서서 

초반의 신도전은 이 경험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 면담에 이르러, 그 경험의 의미에 대하여 짧게 정리하였다. “그

거 자체를 겪어낸 것 자체가 의미”인 것 같다는 말이었다. 그는 재난현장을 

벗어나고 난 뒤에도 한동안 그 시간동안 경험했던 책임감과 무거움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의욕이나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지 않을 정

도로 소진감을 느꼈다. 그저 일상을 잘 유지하는 것도 버겁다고 여겼기 때문

이다. 하지만 현장을 벗어나고 난 뒤, 그래도 그 시간을 전적으로 “잘 버티고 

나왔다”는 사실에 무언가 표현하기 어려운 “자신감”과 대견함을 느꼈다고 표

현하였다. 실제로 신도전은 상담실이 시작된 처음부터 정상화 기간의 마지막

까지를 온전하게 지켜본 장본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가 그 시간을 온전히 

버텨낸 것은 그에게 “상황을 견디는 힘”을 기르게 해주었다. 이는 어떠한 상

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발로가 되었다.

신도전: 나오고 난 뒤에 그때는.. 참 그런 기분이더라. 내가 뭔가.. 다 잘 버티  

고 나왔다. 내 스스로 되게 그냥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 그리고  

좀 자신감도 있고. 내가 이 모든 걸 견뎠다. 견디고 잘 마무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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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 내가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못할   

게 없다 그런 마음이 되게 올라왔고 자신감도 되게 넘쳤었어.

따라서 신도전이 그 이후 새롭게 들어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러한 자신감과 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는 짧은 

시간 만에 학교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였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장

하는 등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존재로서 살려고 노력하였다. 이전보

다 학교 현장의 맥락과 움직임이 더 잘 보이게 된 것도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더 민첩해졌고 더 반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신도전: 그 전에는 못했지. 관리자에게 당당하게 주장도 하고. 업무도 어떻게  

어떻게 됐다 하고. 학생부에서 넘어오는 일도 내가 가서 직접 말하   

고.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하세요  

딱 이렇게 말하고.

연구자: 부장님한테?

신도전: 응. 내가 부장을 하다가 왔잖아. (중략) 학교가 어떻게 굴러간다는 느  

낌이 그때 팽팽 돌아갔던 것 같아. 이게 다 읽어지니깐 어떻게 돌아  

가는지가 보이고 업무 배분이나 이런걸 알게 되니깐 자신감이 있어  

서 그걸 바탕으로 주장도 하고 내 업무 선 딱 만들고..

업무적으로도 유능감을 느끼게 되었지만 인간으로서도 그는 회피하기보다

는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하였다. 전보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

었고, 겪어내면 겪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하였다. 그의 이러한 발전은 "큰 과제“처럼 여겨

졌던 그 시간을 거쳐 얻게 된 성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신도전은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수 있게 된 이면에는 전과 같은 

“애정이 없기에” 가능한 것 같다는 다소 회의적인 말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이전까지는 세상을 “순진하고 아름답게” 보았지만, 재난현장에 다녀온 이후부

터 그는 “염세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난현장을 경험하면서 세상

의 “민낯”을 많이 보았고, 그가 어떤 면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식



- 93 -

한 현실에서 어떠한 희망이나 기대도 품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세월호 사고

가 큰 트라우마였던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신도전은 재난현장에서 그

가 속한 조직과 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감정을 다시 경험했던 것이다.

신도전: 권력구조에 대해서 바라볼 때 약간 신물을 느낀다고 해야 하나. 되게  

날 것을 보는 느낌이야. 민낯을 본 느낌. 그 축소판을 본 느낌? (중   

략)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도 신뢰롭거나 좋은 조직이다라는 느낌  

이 전혀 없고, 뭔가 터져도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겠구나. 교사나 학  

생을 보호해주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 나도 그거에 대한 힘을  

빼고 딱 일만 하는 느낌? 그런게 좀 생긴 것 같아.

그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 들어가고 난 뒤 그 곳에서 경험하였던 것,

전체적으로 일이 흘러가는 모든 과정들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졌다고 하였다.

신도전은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답답함과 무기력함과 슬픔에 대하여 

호소하였다. 융통성 없는 예산 배분과 행정 처리는 현장에 또 다른 스트레스

를 주기도 하였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

생하기도 하였다. 그는 행정적인 시스템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졌고, 융통성이 없음을 실감하였다.

신도전: 마지막에 나오기 전까지는 치유를 위해 국가에서 내려 보냈다는 예산  

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구나. 물론 그 중엔 의미 있는 사업도  

있었지만 돈을 쓰기 위해 만든 사업도 되게 많았거든. 솔직히. 그거를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쓰려고 사업을 만들고 너무 지쳐있는  

데 업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치유 예산 때문에. 누가 할  

지 (업무) 핑퐁하고. 진짜 아이러니지. 진짜 블랙코미디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은 신도전이 얻어낸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는 다른 면에서 세상에 더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하지

만, 이 또한 그가 얻어낸 성장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나는 신도전의 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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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것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과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을 내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상황을 견뎌내는 힘은 

그가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였다.

신도전은 이 경험을 통하여 전보다 조금은 성숙해졌다고 느꼈고, 이는 단순

히 재난현장을 경험해서만은 아니었다. 그동안 여러 장면에서 쌓아왔던 경험

은 조금씩 다른 시각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신도전이 “한 단

계를 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한 것처럼, 이 경험은 그를 이전의 수준

과는 다른 수준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였다.

3. 나성실 : “나는 초보인데 내가 왜 뽑혔을까.”

1) 첫 직장을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에서 시작하다

나성실에게는 D고등학교가 상담사로서 일을 처음 시작한 곳이다. 그의 첫 

직장은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이었던 셈이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그 해 나

성실은 갓 졸업을 한 상태였고, 직장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전까지 육아와 일

을 병행하며 간간히 일을 한 경험은 있었지만, 고정적인 직장은 아니었다.

나성실이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사춘기 아들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아들과 냉전이 깊어지면서 고민하던 중에 아들의 관심사가 심리학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고, 엄마로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다고 한 것이 계

기가 되었다. 나성실은 우연히 시작한 공부였지만, “상담을 배워서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된 적”은 없다고 여겼다. 상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는 아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조금씩 깨닫게 되기도 하였고,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이 치

유되는 경험을 하곤 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는 “내가 살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재난이었기

에 지역 주민으로서 그는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간 

공부를 하며 배웠던 상담자 윤리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상담을 통

하여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그는 재난현장에 대한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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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선

택하는 쪽이었다. 나성실에게는 “가치”가 중요한 부분이었다. “스스로 가치를 

느낄 수 있다면”, 큰 보상이 있지 않아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나성실은 학부를 다닐 때에도 지역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전화봉

사 등을 꾸준히 지속했었고, 그랬기에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자연스럽게 자

원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상담인턴경력이 1년여 있었던 나성실

은 부족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재난현장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나성실: 거기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보면은 자식도 있었고,

공부를 막 하고 난 이후에 상담자 윤리 그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

지역 사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동참을 해야 한다. 내가 살았던   

곳이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던 곳이니깐 그게 나는 제일 컸어. 그래  

서 자원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나성실에게는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자원봉사활동 장면은 다양한 

상담자들이 들어와 특별한 지침이나 체계 없이 “중구난방”으로 개입이 이루

어지고 있었다. 위기개입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

어지는 상담이 피해자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다.

나성실은 그 경험을 통해 보다 제대로 상담을 배우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고 D고등학교에 들어간다면 ”의미 있는“, ”진짜 상담다운 상담“, ”제

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처음 상담을 시작하였던 나

성실에게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 안의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하나

의 동기가 되었다.

나성실: 내가 여길 가면 배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사실 나는 초보  

였잖아요. 나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상담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  

이 했어요. 자원봉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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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 들어간다는 두려움은 크게 없었다. 나성실은 스스

로를 “문제 해결적인 사람”이고 “머리로 이해가 되면” 뭐든지 하는 성향이라

고 표현하였다. 현장의 분위기가 무겁고 두렵기도 하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돕는다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다. 동년배 아들을 둔 나성

실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부모와 학생들에게 미안함과 슬픔을 느꼈기에 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한 것 같다고도 말하였다.

나성실: 같은 연배 또래잖아요. 우리 아이 다녔던 고등학교가 그쪽으로 제주  

도 수학 여행을 배로 갈려고 했었거든요. 되게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해요. 미안한 마음이라든가 무서운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던 걸로 돌  

렸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픈 현장에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같

은 지역 주민으로서, 내 아들과 같은 자식을 둔 엄마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곳에서 돕고자 하였다. 그 마음으로 나성실은 현장에 들어

갔다.

2) 상담자의 존재에 대한 의문

나성실은 재난 현장에 대한 경험도, 학교 조직에 대한 경험도 없는 상태에

서 일을 시작하였다. 현장에 들어가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정치

적인 싸움을 하는 곳”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아이들을 “순수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주변의 상황은 그의 기대와 어긋나는 방향

으로 흘러갔다. 학교는 상담자와 아이들과의 만남을 제한시켰고, 아이들의 치

유를 돕겠다는 들어온 주체들은 조직 구성 과정에서 각자의 이해와 목적을 

드러내며 충돌하였다. 그는 초반의 의욕이 그 과정에서 차츰차츰 깎여나가는 

느낌이었다.

나성실: 저는 첫 경험을 정치적 싸움을 하는데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더 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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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 같아요. (중략) 힘든 아이들을 치유해야 한다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의 최우선은 뭔가 순수하게.. 이 아이들의 안정이었잖  

아요. 그 안정을 하는 거를 영리 없이 해야 하는데. 나는 관련 집단  

이 다 영리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움을 주겠다고 들어온 조력 집단들은 각기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방치되는 것 같았다. 상담자도 예외가 아니었

다. 학교는 상담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아이들을 병리적으로 바

라보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세간의 관심과 주목

이 쏠려 있었기에 관리자들은 상담을 많이 받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

기로 비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아이들과 상담자의 만남을 

제한하였고 정신과 의사와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치료하거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담사는 의사가 제공하는 치료가 아닌, 담임교사가 학생

들에게 제공하는 돌봄과 상담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제공하기를 요구하였

다. 나성실은 학교로부터 “상담사는 (의사와 담임교사들과 비하였을 때) 무엇

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답하지 못한 것이 “울분이 

터졌었다”고 말하였다. 그 질문은 상담사로서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하였고, 그에게는 “내가 왜 이곳에 뽑혔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성실: 상담사들이 뭐를 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우리가 울분 터졌었던 게   

그때부터 우리가 (정신과 의사와 상담자들로) 나뉘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때문에 서운한 면이 많이 있었고.. 뒤에는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그때 학교에서는 그냥 부려먹기 좋은..

진짜 질 좋은 상담사나 치료사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었을까.

나성실이 느끼는 상담사로서의 자괴감은 컸다. 그는 이 학교 현장에서 상담

을 처음 시작한 신입 상담사였기에 그러한 질문 앞에서 자신의 전문성에 자

신이 없었고 그래서 대답하지 못했다.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에 상담사를 

모집하였을 때 고학력자들이 많이 지원하였음에도 초보인 자신이 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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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구심이 들었다. 그는 초보인 자신이 뽑힌 것은 어쩌면 현장에서 전문가

로서의 상담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다.

아이들을 만날 수 없게 하였던 상황은 학교 현장이 상담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낮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고, 그들이 상담사에게 기대하는 것

이 치료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

었다.

나성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상담사로서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과 

같이 여겨졌고, 이는 자신의 “존재와 엮이는” 과정이었다. 자신의 정체성은 

너무나 당연하게 상담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증명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화도 났다. 그는 만약 자신이 보다 전문

적인 상담사였더라면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며, 대응도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나성실은 개인

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이슈를 발견하고 마주하게 되었고, 자신이 여기

에 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나성실: 나한테 존재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열등감이 중요한  

이슈거든요. (중략) 그때 당시에는 열등감은 나를 무너뜨리는 요소,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런데 그거를 다시 재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과정은 나성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자극하였고, 부족한 자신을 보게 

하였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려 했다. 정치적 싸움이나 열등감

에 몰입해있기보다는 나름대로 아이들을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그 현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안을 찾으려 했고, 어려움

은 성장의 동인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스스로 상담사로서 전문적인 기법

이 부족하다고 여겼기에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돌봐주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도 시작하였다. 그렇게 나

성실에게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이 상담사로서의 성장을 시작하게 된 시발

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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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실: 열등감이라는 요소가 나한테는 성장 요인으로 조금씩은 바뀌어가는   

모습. 저한테는 D고등학교가 그런 모습이에요.

3) 같이 놀아주기

생존학생들과의 만남은 제한되었지만, 1, 3학년 학생들 중에 상담이 필요하

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은 담임교사들에 의하여 의뢰되었고, 나성실은 그 아이

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특히 그에게는 발달적, 정서적으로 어려

움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의뢰가 되었고, 나성실은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

는 방법을 찾아서 소통하고 돌보아 주었다. 특히 나연이는 나성실이 상담에 

대한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한 학생이었다.

담임교사에 의해서 의뢰가 되었던 나연이는 교사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선택적 함구증 아이였다. 부모님과 간간히 대화를 하긴 했지만 그

마저도 원활하지 않았다. 나성실은 처음 나연이를 만났을 때 나연이와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없었기에 그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가끔은 모자 뜨기나 인형 

만들기를 같이 하였다. 말이 없었던 나연이는 서서히 나성실에게 마음을 열었

고, 담임교사와 부모님에게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조금씩 이야기하였다. 나성

실은 나연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했던 여러 가지 방식이 전통적인 상

담의 방식은 아니었지만,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돌봄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성실: 말 한 마디도 안 해요. 교실에서는 자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  

도 없어. 그 아이와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무 것도 없었어. 그래서  

산책하기, 그 애가 좋아하는 음악 핸드폰 듣기, 그 애랑 나랑 뜨개질,

모자 뜨기, 이런 것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슈퍼비전 받는데 그때 교  

수님이 그게 그 아이에게 필요한 돌봄이라는 거에요. (중략) 그 때    

깨달았아요. 내가 상담을 거창하게 생각했구나.

나연이를 통해서 온 깨달음은 상담에 대한 나성실의 관점에 변화를 가져왔

다. 그는 꼭 “거창한 상담”이 아니어도 아이들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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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발견하였다. 상담실에서 선생님들이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노는 것도 

아이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한다면 “그 자체로 치유”일 수 있다고 생각

하게 되었다. 신나게 놀아서 아이들이 그 날 불안해하지 않고 잠을 푹 잘 수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상담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이 된 것이다. 아이

들과 “노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나성실은 그 이후로 “상담실을 놀

이터화” 하는 것이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식당과 매점 옆에 자리 잡고 있던 상담실은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식당을 

가기 위하여 경유해서 지나가는 장소였고, 그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나성실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또는 상담자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러한 장을 마련하였을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상담실에서 상담자를 만났

고, 우연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였으며, 편안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

청하는 아이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세월호 생존 학생이었던 동건이도 그

런 경유로 알게 된 아이였다. 동건이는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어려움

이 있었던 아이였다. 딱히 상담을 하자고 접근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마주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이의 마음의 문

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성실: 동건이는 말은 하고 다녔지만 항상 거리두기를 했던 아이인데, 걔가  

뒤에.. 3학년 올라가서는 상담실을 매일 왔었고 오면 꼭 나랑 한 시  

간씩 얘기하고 가고 그랬으니깐

연구자: 관계를 많이 형성해 줬네요. 선생님이..

나성실: 나는 장난으로 툭툭 받아주고 툭툭하고 그랬는데..(중략) 그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네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 그럼 이 아이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날 또 다시 오고 그러더라  

구요. 지금 너가 한 번씩 벽을 쳐서 너를 지키는데 너 가끔 외롭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도 해주면 또 생각해 보고 그 다음날 오  

고..

나성실은 동건이가 표현하는 황당한 말을 그냥 들어줬고, 찾아오면 만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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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가끔씩 동건이가 가진 문제를 비춰주었다. 나성실은 초보였기에 언어 

상담은 상대적으로 겁이 났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놀아주는 것”

은 자신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술이 뛰어나거나 그렇진 않지

만” 꾸준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는” 상담자가 되는 것은 힘들지 않았

다. 그 덕분이었을까. 나연이와 동건이는 나성실과의 만남을 통해 힘들었던 

시기에 조금이나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나성실에게

도 아이들과의 만남은 상담사로서 트라우마 상담은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떳떳한 자신감”이 되게 

하였다.

나성실은 아이들을 만나며,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재난을 직, 간접적으로 겪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심리적인 증상과 어

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을 직접 겪은 생존 

학생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를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 중에 내적으로 어려

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

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상담사가 제공해줘야 하며, 또

한 이러한 심리적 환경에 열악한 지지 체계와 환경도 작용하기에 물리적 환

경을 여러 자원들과 연계시켜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나성실은 아이들이 재난을 겪은 학교라고 하여서 이 무거움을 느끼며 살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친구들의 죽음, 선배들과 후배의 죽음을 

겪은 아이들에게 이 사건이 가볍지 않을 수밖에 없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아

이들이 사건에 눌려서 무겁고 아프게 지내기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친

구들과 소소하게 웃고 즐기며 지낼 수 있었으며 하고 바랬다. 그것이 아이들

에게도 삶을 배우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성실은 상담실에

서 아이들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활동했던 것들

이 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수요음악

회’나 문화 답사 여행 등의 ‘멘토-멘티 활동’은 아이들이 무거움을 덜어내고 

웃고 즐기는 시간을 제공하였고, 새로운 문화적인 경험을 갖게 해주기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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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여기가 무거운 학교였었잖아요. 그 10대들은 그  

무거움하고는 사실은.. 어른들이야 그 무거운 것을 들여다보고 탐색  

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중략) 수요    

음악회 할 때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게 어쩌면 그 아이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 같아.

나성실은 아이들 나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상담활동이 아닌 사회복지나 교육활동, 대안교육 활동들

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역적인 자

원을 연계하여 물리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만

큼 중요하다고 느껴져 실제로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

리고 그간 느끼고 있었던 상담자로서의 부족함과 현장에서 느낀 자괴감은 그

로 하여금 대학원에 진학하게 하였다. 그는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싶었고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더 잘 돕고 싶은 마음이 있

었다.

나성실: 우리가 스스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나는 그랬어.

나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 전문가가 있었다면 조금 더 적극  

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의사가 아무리 왔어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  

할 수 있었고, 관리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조  

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았을까. 나는 나 혼자 있었다면 조금   

더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나성실은 학교 일을 병행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하였고, 상담 수련을 시작하

였다. 그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하던 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자격증을 3개씩 

딸 정도로 열심이었다. 각종 연수와 교육에 참여하였고, 상담 관련 책을 읽고 

부족한 지식들을 채워나갔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

키고” 싶어 했다. 어쩌면 이러한 시도가 그가 웃으며 표현하였듯이 현장에서 

느꼈던 “울분을 해소하고자 한 작업” 일 수 있으나, 그는 이를 통하여 결과적

으로 더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성실은 그 과정에서 상담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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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성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관점을 형성하게 되었다.

4) 유연한 전문성으로

나성실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는 초보였던 자신과 같은 상담사

가 아닌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그에게 전문가는 상담 전문가 자격증 1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랬더라면 

현장에 들어와 상담인력들 간에 조직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에 부딪쳤을 

때, 최소한 우리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상담사의 역할은 무엇인

지에 대하여 관련 주체들에게 설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성실

은 “전문가로서의 파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공인된 1급 자격증 소지자

라면 학회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학회 측의 지원을 받기

에도 더 수월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그의 가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가 

거듭되는 과정을 거치며 상담사로서 “전문성은 있되, 너무 전문적이지 않았으

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전문성에 대한 변화되는 모

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성실에게 전문성은 이제 경직된 전문성이 아닌 유

연한 전문성을 의미하였다.

나성실: 너무 전문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연구자: 진짜? 선생님은 지금 전문성을 막 키워나가시잖아요.

나성실: 키워나가는데. 완전히 딱 우리가 정점 찍었을 때 전문성은 유연함이  

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과정 속에 있는 전문성은 경직이에요.

이거여야 하는데.. 이렇게만 해야 해..

그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를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

던) 경직된 사람이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전보다 유연해

질 수 있었기”에 가능해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이 상담사로서 하나의 

역할에 너무 갇혀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하였다. 세월호 사건을 겪은 현장에

서 재난이라는 것에 너무 몰입해 있다 보니 트라우마 치료에만 집중하였고 

전통적인 방식의 상담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아이들의 일상 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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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위한 모든 접근도 정상화를 위한 목표 중의 하나였을 텐데, 상담사의 

역할을 넓게 보기보다는 한쪽으로 기울여 치우쳐져 접근했다는 것이 나성실

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론을 책으로만 배웠기에 실제로 

현장에서 이것을 배운대로 그대로 구현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했을 뿐,

현장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시켜서 적용시킬 방법에 대해서는 미처 생

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전문성이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경직된 것이 아니라, 그 상

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며,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 “모양이 

유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전문성이라고 여겼다. 그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담사

로서의 역할은 자기의 역할은 가지고 있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역할

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때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역할일 수도 있고, 교

육 활동일 수도 있고, 그냥 노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나성실의 의견에 대하여 상담사들이 다른 조력 집단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을 때, 나성실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 범위와 역할을 굳이 세워

야 하는지 되물었다. 그는 오히려 “경계를 확연히 세울 때”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오히려 축소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

나성실: 상담은 사람 한 개인이 환경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혼자 온전하게 주  

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상담이 있  

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것 또한 이 사람들의 주도적인 삶  

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 등을 서포트하는 거잖아요. 그럼 굳  

이 이걸 왜 나눠야 하나.. (중략) 그래서 나는 전문성이 딱 이렇게 확  

도드라지고 경계가 확실하게 돼버리면 이거를 좁히기 위해서 흡수되  

는 것들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내 영역은 가지고 있되 모양이 유연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  

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를 여러 개 접촉을 많이 하지 않았  

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나성실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상담자들이 이론적으로 배운 기법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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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믿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훈련을 받지만, 실제 재난을 겪은 학교 현

장에서는 이러한 기법을 사용할 기회를 가질 수도, 훈련받은 상담의 방식이 

전혀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경험과도 관련되었다. 그는 D고등학교에서 그

가 배웠던 상담 기법을 사용할 기회도 갖지 못하였으며, 아이들에게 하려고 

했던 치료적 접근은 학교 현장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 또한 치료

적인 상담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어쩌면 그가 노는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었던 것이 아이들이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

음을 경험하였기에, 그는 이전보다 유연한 시각을 형성할 수 있었다.

나는 나성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 경계가 도드라지

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과 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관점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만큼, 다른 전문 조력 

직종처럼 상담자의 특별한 무기나 기법, 전문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성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담사의 전문성은 “어떤 상황에

서도 변형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었고, 그 역할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

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수단과 접근, 기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나성실은 상담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게 내담자에게 도움

이 되는 것이라면, 그 현장에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을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전문성이라고 생각했다.

나성실: 정확하게 사실은 트라우마의 특성을 솔직히 이론으로 한권으로 배웠  

지 우리가 어떻게 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고 사실. 그러니  

깐 이론적으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르게 조금 변형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 전혀 몰랐잖아요.

이렇듯 관점의 변화는 나성실로 하여금 “터널 시야”에서 벗어나 보다 “적

극적인 조력자”가 되도록 하였다. 그는 재난현장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했

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경직된 시야에 매여 있기에 그럴 수 있다고 보았다.

상담사가 하고자 했던 전통적인 방식의 상담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활

동들이 상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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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자책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나성실이 초반에 상담 전문가 1급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그러하지 못하였

던 자신을 전문성이 부족한 상담자로 보았다면,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그로 

하여금 전문가는 자격증 소지 여부가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

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하였다. 상담사 스스로 전문가 1급 

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전문가라고 받아들이는 사고에서 벗어나, 상담자가 현

장에 있을 때,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상담은 예술”이라는 관점이 오랜 시간의 숙련을 

요구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상담자가 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어려움

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양한 내담자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로 숙

련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훈련의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상담사가 그에 다다

르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나성실은 상담사

가 이러한 인식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성실: 우리는 오는 내담자들이 다양성이 너무 많으니깐 거기에 맞춰서 아무  

리 한다고 해도 이건 30-40년 되어야지만 몸에 체득이 될 것 같은 느  

낌인 거예요. 그러니깐 전문가적인 게 안 생겨. 그걸 대표하는 말이  

상담은 아트다. 여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저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그  

말이 너무 무서워.

나성실: 전문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가 우리는 일 년밖에 안 됐어  

요. 오년 밖에 안 됐어요 하잖아요. 제가 병원 선생님하고 임상 때문  

에 자주 연락을 하고 물어보는데, 한번은 제가 초보자라서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초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초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분 말이. 그런데 당신은 초보자가 아니라는 거에  

요. 그 자리에 있는 이상은.. 우리가 근무 경력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그 자격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초보가 아니거든요.

언급한 대화문은, 나성실이 신입 상담사의 고민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말은 어떤 면에서 나에게도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나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마주하는 ‘만남’에 있어 초보와 전문가의 만남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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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른 것일까? 상담의 효과를 상담자의 전문성 수준의 접근으로 바라보

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느꼈기 때문이다.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돕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하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존재와 존재의 만남을 상정하는 것일텐데, 상담자의 특

정한 기법이나 전문성의 수준이 그 만남에 정말 중요한 요인일까? 라는 생각

이 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성실의 이야기는 내담자를 만남에 있어 상담자

가 초보인지, 전문가인지는 그가 초반에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한 요인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로 나에게는 들렸다. 나성실이 언급한 유연성은 내담자를 위

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방식과 접근이라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그

런 면에서 나는 나성실의 말이 내담자와 상담자의 진실한 만남에 필요한 유

연성이라는 의미로 재해석되었다.

5) 연결 고리가 되어

나성실은 D고등학교 이후 지역 상담센터에 들어갔고, 현재에는 관내 학교

에 위기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지원을 나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현장에 발생한 다양한 위기 사건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전보다 위기

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과거의 나성실

은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성실은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하여 보다 경직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달라졌다. 그건 그가 재난을 겪은 학교에서 상담사로 살아내면서 경험으

로 얻게 된 능력이었다.

특히 위기 사건 이후에 내담자들이 표면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과 증상 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아이의 내적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바라볼 수 있

게 되었고, 학교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입하고 자문할 수도 있게 되었

다. 그는 이처럼 전보다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 

자신이 그 경험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게 된 성장이라고 보았다. 또한 나성

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늘 무엇인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계획대로 못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다고 하였다. 그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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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사람이 철저히 비구조화된 상황을 경험하면서 얻게 된 여유”라고 

표현하였다.

나성실: 여유가 생긴 거.. 그 여유가 처음엔 이거를 해야 돼. 이 목적에 맞는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일을 시작했으면 10까지 해야 돼.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일 하다가 5로 갈 수도   

있고 10 하다가 끝내도 되고..

개인적으로 여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상담사로서의 역할과 일에 대해서

도 좀 더 여유로운 관점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나성실은 상담사

로서도 하나의 영역에만 몰입되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으로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으로 변화되었다. 그는 상담 뿐 아니라 사회복지나 임상심리 등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요할 수 있는 영역의 지식을 쌓고 자격증

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자격증을 따는 것이 전문성을 쌓

기 위한 과정이자, 상황을 이겨내는 돌파구라고 생각하며 시작하였지만 그 과

정에서 그는 상담사로서 보다 넓은 관점을 가지며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그

래서 그는 D고등학교가 자신이 상담사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여겼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스스로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나성실: 나는 그 현장경험에 대해서 정리되는 것도 없고 그 장소가 나한테 어  

떠한 의미인지도 몰랐었고 그냥 그 시기에 거기에 있었다는 생각 밖  

에 없었어. 그런데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정리가 되  

어 가. 뭐가 나한테 힘든 거였는지, 뭐가 나한테 그렇게 울분을 참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나를 왜 대학원에 가게 만들었는지. 그때 당시에  

는 돌파구여서 갔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정리를 하면 할수록 D고  

는 나한테 큰 의미구나.

그에게는 D고등학교가 상담을 처음 경험하게 한 “상담의 친정” 같은 곳이

기도 하였고, 전문성을 쌓고 “성장하게 한 곳”이기도 하였고, “아픈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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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존재이기도 하였다. 나성실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을 바라보았고, 이를 자신의 “성장 동인”으로 변화시

킬 수 있었다. 그가 현장에서 느꼈던 괴리감은 컸지만 그만큼 그는 크게 성장

하였고, 덕분에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나성실은 이러한 성장에

서 그가 얻게 된 “유연함”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큰 성과였다고 말하였

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에게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가 

그 장소에 그만큼의 애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곳에 계속 아픈 

마음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같이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 특히 교사들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있었다. 이제는 그 

현장을 떠나서 각자 일터가 달라 서로 다른 장소에 흩어져 있지만 “같은 마

음으로 아이들을 돕기 위하여” 애썼던 교사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같은 현장에 머무르면서 사건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

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곁에서 보았기에 형성된 동질감이기도 하였

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학생들에 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들의 

아픔에 대하여 귀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하였다.

나성실: 어떻게 됐던 간에 한 장소에서 일 년 이년 같이 보내니깐 동질감도   

있지만 특이한 특수한 상황에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  

은 목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거는 알게 모르게 연결 고리가 있는 것   

같아.

나성실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을 떠나 현재 다른 곳에 머물고 있

지만, 그는 여전히 상담사로서 영역을 넓혀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

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장소에서 그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에 대한 애틋함과 아픔이 마음 한 켠에 연결고리처럼 남아 있

었다. 그래서 나성실은 기회가 된다면 그 당시의 교사들이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작은 모임이나 공동체가 마련되어 다시 연

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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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D고등학교를 떠났지만, 나는 나성실의 그 경험이 그의 삶 속에서 지

금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느꼈다. 그가 말했듯이 한번 맺어진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돌고 도는 것이라면 그의 바람은 이후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든 그들에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세월호라는 사건에 연관되

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을 목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게 마음의 

아픔이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여기에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성실은 

지금도 그 연결 고리에 이어져 있다고 믿었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현장에서 상담사로

서 살아가고 있었다.

나성실: 그냥 그 왜 인연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거지 한번 맺어진 거는 끊어  

지지 않잖아.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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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상담사로 살아내기 경험 ‘다시’ 이야기하기

내러티브 탐구에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에서 세 상담사의 살아내기의 체험

을 바탕으로 그들의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연구자의 연구문제를 

생각해보고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이야기를 추려내어 핵심 주제어를 찾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구자의 시점으로 한 발짝 다가와 연구 

참여자 각자의 체험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세

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에서 상담사로 살아내기 경험의 의미는 ‘상담사로

서의 자리를 찾아가다’, ‘내담자를 돕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다’, ‘피해

자와 유사한 고통을 경험하다’, ‘상담사로 성장하다’의 네 가지였다.

1. 상담사로서의 자리를 찾아가다 

참여자들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상담사로서 현장에

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 혼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역할 혼

란은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졌으며, 재난 현장에 상담사라는 존재가 필요

한가에 대한 회의감과 의문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할 혼란이 

야기된 배경을 살펴보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였던 당시만 하여도 재난

심리지원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였고, 따라서 현장에 배치되

는 재난심리지원 인력의 구성이나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지침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특히 세월호는 대다수의 희생자들이 어

린 고등학생이었으며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이들이 희생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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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론을 통하여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도하였다는 점에서 크나큰 충

격과 아픔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그랬기에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인 피해와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진되었고,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심리지원 인력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난심리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상담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였지만 현장에

는 구체적으로 상담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합의

나 지침이 없었다. 따라서 상담사는 현장에서 역할 모호, 역할 갈등, 역

할 불만족과 같은 직무와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

자들이 경험한 이러한 역할 혼란은 재난 현장에 파견되는 상담사가 경험

하는 어려움으로서 스트레스와 소진을 야기하며 상담사의 역량을 제한하

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Harsough & Myers, 1985;

Horowitz et al., 1980)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상담사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없

었기에 참여자들은 그동안 상담자로서 훈련받았던 지식과 관점에 따라서 

심리치료적인 접근을 상담사의 주요한 역할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심리치료적 접근이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접

근이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참여자들의 혼란은 더 가중되었

다. 이는 참여자들이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의 역할이 무엇

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뿐 아니라 상담

사의 주요한 역할을 ‘상담’ 활동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대학원 교육과정이 대부분 전통적 방식의 심리치료적인 상담 이론

과 실습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이숙영, 김창대, 2002; 최해림, 김영혜,

2006), 재난 상담이나 재난 현장과 관련된 과목은 개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담자들이 재난 현장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

과도 관련된다. 특히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재난 상황에서(Skeet, 1977;

Berah et al., 1984) 상담자가 전통적인 심리치료적인 접근만을 고수하는 

것은 재난 피해자와 지역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심리교육적 접

근이 요구되는 재난 현장(Bowman & Roysircar, 2011)에 적절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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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상황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혼란은 상담자로서 익숙하게 훈련되어 왔던 전통적인 방식의 

심리치료적인 지식과 기법을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

움을 알게 되면서 오는 당황스러움이기도 하였다. 상담사로서의 역할은 

‘상담’인데 ‘상담’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상담

자로서 다른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하면서 참여자들은 기대와는 다

른 역할 요구로 인하여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며 그들에게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꼈다. 이는 상담사로서 정체감에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큰 좌절감을 느끼게 하였다.

신도전: 바뀌지 않는 틀은 우리는 상담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 그 메시  

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올 때까지 있었어. 되게 쓸모없는 사   

람. 쓸모없고 우리 학교는 상담사의 역할이 필요 없어. 필요 없  

는데 너희들 왜 거기 앉아 있어. 거기 앉아 있을 거면 일손 부  

족한 거나 도와라는 느낌이었어. 상담사의 역할 이런거 하지 말  

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줘. 그것이 상담사의 역할이든 아니   

든. 처음부터 그 메시지로 다가왔던 것 같아.

참여자들은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죄책감과 

실패감을 느꼈다. 현장에 들어가고 난 뒤 초반의 많은 시간을 이러한 내

적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받아들이는 데 소모하기도 하였다. 상담사

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현장에서 상담사로서의 존

재와 가치를 그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상담

사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상담사 스스로 의미를 찾아나가야 했던 

과정은 상담사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로서

의 자리를 찾아나가는 과정과도 같았다.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참여자

들은 전통적인 상담사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찾아내기 위하

여 고군분투하였다. 이러한 고군분투는 참여자 각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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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전은 학교라는 조직의 문화와 맥락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나성실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방법을 통하여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필요

한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을 쌓아가고

자 하였다. 이미로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을 현재 재난 피해 학생과의 만남을 꾸

준히 이어가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노력

하고 있었다. 모두 방식은 달랐지만,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심리치

료적인 접근과 전통적 상담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역할을 찾으려고 노

력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재난을 겪은 학

교 현장에서 상담사로서 느꼈던 역할 혼란과 어려움에 좌절하여 있기보

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상담사의 역할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

다. 이는 수동적인 상담자의 태도에서 벗어나 주어진 환경과 대상자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되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이러한 기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이라는 역량이었다. 상

담실이라는 장면에 익숙해져 있던 참여자들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 들어오면서 재난 상황과 재난을 겪은 조직이라는 새로운 장면에 

적응해나가야 했다. 또한 심리치료적인 접근이 아닌 재난 위기개입으로

서의 다양한 방식과 접근을 고민해야 했다. 내담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학생과 피해학생, 생존학생의 학부모와 피해학생의 학부모,

학교와 교육청 등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 또한 고려해야 했다. 재

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그들이 훈련받고 

배웠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성실: 우리가 사실 트라우마의 특성을 솔직히 이론으로 한권으로 배웠  

지 우리가 어떻게 해본 경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깐 이론  

적으로 판단하면 이러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르게 조금 변형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 전혀 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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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 같아요.

나성실은 이론적으로 배우고 익힌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적

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하여 유연성이 부족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트라

우마 상담을 하는 것이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학교 

전체의 예방적인 접근이나 내담자의 발달적인 요구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였던 측면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나성실은 심리치료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라는 교육적 집단에서 청소년들의 발달을 고려한 교육적인 

접근이 재난 현장에 있는 상담사에게도 주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음을 깨

닫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서비스의 대상자인 학교와 내담자의 요구를 상담자가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하는 것이 유연성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상

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 현장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상황 판단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역량은 상담자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속한 

조직에서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업무를 찾아가는 존재로 변화해

가야 함을 의미하였다. 학교 조직과 문화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의 방식을 

알아차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 상황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

는 것이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에게 필요한 역량임을 발견한 

것이다. 즉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로서 살아내기의 

과정은 상담사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자리 찾기의 과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유연함의 역량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익혀나가는 과정으로 

의미화할 수 있었다.

신도전: 그 조직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빨라야 할 것 같아. 그게 참 모  

든 사회 생활에 적용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더 빨라야 되는  

거지. 재난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수시로 계속 변하니깐 상황이.

파악해야 하는 상황도 계속 변하고 맞춰야할 포인트도 계속 바  

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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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담자를 돕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다

상담에서 조력이란 내담자의 내적 성장을 촉진하고 돕는 일이다. 상담

자는 상담과정을 통하여 내담자의 어려움을 돕고자 노력하며 이를 위해 

오랜 시간 훈련을 받는다. ‘돕는 것’은 상담사의 업무이자 일이기도 하지

만, 상담자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그 자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

자들이 ‘상담’ 활동을 통하여 내담자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

은 상담사로서의 정체감 혼란으로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상담이 제한되

는 상황에 대하여 초반에는 분노하고 답답함을 토로하였지만 시간이 흐

르면서 상황에 굴복하기보다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내담자를 돕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돕는 것에 대한 시각의 변화도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상담”을 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조직에

서 요구하는 것과 내담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상담이 아니어

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상담자가 생각하는 방식과 접근을 ‘내려놓고’ 내담자가 원하는 방식과 

접근을 우선시하는 것이었다. 때로 그것이 상담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상담사로서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초반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신도전은 

상담자로서 일을 하면서 예상했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요구받았을 때,

학교 안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홀로 떠맡아 하게 되었을 때,

상담사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도 받았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자 노력하였다. 그에게는 상담자가 기대했던 일이 아니어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였다.

신도전: 중간에 행사가 있어 안내 위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름표 달고  

올라가 있고. 상담실에 예산이 많은데 그거를 상담으로 못 쓰게  

하니깐 예산을 다른 부서에 주고 품의를 해주고.. (중략) 학교에  

서 대응하던 일을 나중에는 상담실에서 처리하라고.. 내가 벅차  

고 너무 서러운 거야. 이런 뭐도(상담) 안 해주고 자신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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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안하면서 이럴 때만 써먹는구나 싶어서... 그런데 내가 만일  

다시 현장에 간다면 그냥 상담자의 역할 이런 거 주장 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무리 말이 안되는 거라고 해도.. 그  

걸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자적인 접근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 역할이 제일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  

각을 했어.

참여자들은 초반에 역할 혼란을 경험하면서 상담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매몰되어 보다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명시된 역할이나 업무의 범위보다는 내담자가 무엇을 원

하는 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참여자들은 내담자를 돕는 방

법에 있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 처해진 환경과 상황

에서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원

하지 않는다면 그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아무것

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상담하지 않고 그저 노는 것”도 

상담 개입일 수 있다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 상담자들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상담적 개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곁에 있어주

고 관심을 가져주는 작은 손길조차도 내담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

이미로: 여기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개입하지 않아  

도 거기서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지.

이는 상담자가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이며 내담자는 ‘도움을 받는’ 사

람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참여자들

은 상담사로서 가진 기법이나 기술을 사용하여 상담사가 원하는 방식대

로 내담자를 돕겠다는 입장에서 걸어 나와 ‘내담자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우선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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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을 겪은 내담자들이 상담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

까? 라는 질문을 연구자가 하였을 때, 참여자들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상담자에게 원했던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상담자에게 그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일상을 함께 하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 

힘들어 그들이 원할 때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

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일상을 함께 하고 그 아픔에 함께 머물러주

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였다.

곁을 내어준다는 말이 있다. 곁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친구로서 

상대를 돌보고 환대하는 것이 곁이다. 그렇기에 내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곁이 누구보다 먼저 내 이야기를 듣고 헤아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

게 된다. 자신의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조차 그 고통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곁’이라는 친밀성의 

세계가 갖는 특징이다 <고통은 나누어질 수 있는가, 엄기호, p.104>

어쩌면 상실이라는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

은 상담이 아니라 그들의 ‘곁이 되어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들을 돕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여자들은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자가 갖춰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조력하기에 앞

서서 상담자로서 왜 돕고자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보여주었다.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한 요구가 전혀 고려

되지 않은 채, 상담자의 욕구나 동기로 내담자를 도우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과신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난 현장에 들어가는 상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기법과 

기술로 무장되고 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

을 겪은 내담자를 바라보는 상담자의 태도와 관점이었다. 그런 면에서 



- 119 -

참여자들의 살아내기 경험은 내담자를 돕는 새로운 방법, 즉 내담자의 

곁이 되어주는 것의 힘을 발견하다로 의미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

한 곁이 되어주는 것은 내담자라는 존재와의 만남을 전제하고 있었다.

현장에 배치된 많은 조력 인력들 간에 명확한 역할 구분이 되지 않아 

상담사의 전문성에 뚜렷한 경계가 없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

였지만, 결국 참여자들이 깨달은 것은 진단이나 치료의 태도로 내담자에

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상담의 결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는 것”의 

중요성이었다.

이미로: 그 시스템 자체가 의사나 사회복지사 다 필요했던 것 같아. 그  

런데 아이들 마음을 만져줄 상담자가 없었던 거지. 그렇지 않아  

요? 거기 상담사가 누가 있었어. 그들은 임상가였지 상담사는   

아니였잖아. 그런데 상담의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만나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로는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 많은 상담인력들이 들어왔

지만, 상담자가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현

하였다. 그가 의미하는 만남은, 표면적으로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것

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인력들은 

계속 존재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알아주고 만나주는 

상담자라는 존재는 없었던 것을 아쉬워했다. 그가 말하는 만남은 ‘존재

와 존재 간의 만남’이었고, 상담사의 역할은 그러한 내담자와의 만남을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참여자들은 초반에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내담자를 돕기 

위하여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으로 무장되어야 한

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못했던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

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내담자와 만나는 것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 그들의 고통과 슬픔에 참예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발

견하였다. 그저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필요할 때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었다. 내담자를 트라우마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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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야 하는 존재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큰 고통을 경험한 ‘존

재 그 자체’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였다. 참여자들은 상담사와 내담자라

는 존재로 만날 때,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담자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음을 체험하였다.

이미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냥 그 마음이 전달된 것  

이 아닐까 싶어. 내가 상담자고 너희가 내담자고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만나긴 하지만 그들을 진짜 돕고 싶은 마음 그  

리고 그들에 대한 애잔한 마음 애틋한 마음. 그거 밖에 없었어.

상담자의 전문성은 현장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요구한다.

그리고 재난 현장에 들어가는 상담자들은 전문성을 지닌 채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담자로서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의 문제는 단순히 기법

과 지식의 차원은 아니다. 내담자와 어떻게 만날 것인지, 그리고 상담자

가 재난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진지한 성찰도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존재로서 어떻게 내담자를 도울지에 대하여 스스로 돌아보며 

상담자 또한 존재 그 자체로 존재하고자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였다. 참

여자들의 경험은 내담자의 곁이 되어주기 위하여 상담사가 현장에 존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3. 피해자와 유사한 고통을 경험하다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슬픔과 아픔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그

랬기에 사건을 직접 겪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사건을 목도

하였던 사람들 모두가 세월호의 피해자였다. 참여자들은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가 있는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의 곁에서 이들의 

아픔을 더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같은 장소에 머물며, 사건으로 인

한 아픔과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어 가는지를 함께 해가면서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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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게 되었다. 그랬기에 세월호 사건은 더 이

상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참여자들의 

마음이 되었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

감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행

정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불신감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

다.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이 분노와 우울, 불안, 죄책감, 무력감, 비통

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던(김은미, 2016; 박기묵, 2015) 것처럼 

참여자들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함께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내담자의 이야

기에 깊이 공감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자 노력하기도 하

였다. 이러한 대처는 일종의 방어기제로서 재난을 겪은 현장에서 상담자

로서 자신을 보호하고 잘 기능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

미로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상실 경험과 세월호가 연관되면서 내담자

의 상실의 아픔에 다가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

다. 또한 내담자가 표현하는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 상담자로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견디며 나아가는 것은 참여자들에게도 상담사로서 도전적인 일이었다.

참여자들은 더불어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한 분노감을 크게 경

험하였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확

인할 때마다, 그리고 그 수습의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때마다 분노의 감정은 더 커졌다. 아이들을 구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는 무기력함과 자책감이 참여자들에

게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특히 내담자를 만나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

장에 들어갔던 참여자는,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상부의 메시지

를 받으면서 무력감 뿐 아니라 분노감을 느꼈다. 아이들을 돕지 못하는 

상황이 참여자들에게는 고통과 같았다.

김변모: 그때의 경험이 나는 한 단어로 말하면 분노로 남아 있어요. 우  

리가 배에 넋놓고 가만히 있었듯이 애들 구해놓고도 가만히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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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요. 가만히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상담자  

들은. 참 화나요. 참 화나요. 많이 화나요.. 많이 화나요.. (중략)

아무것도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우리도(상담실도) 똑같이 들  

은거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거죠.. 자신들이 교사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거죠. 나는 그때 무기력감,

그런 것들이 상처인 것 같아요.

김변모는 아이들을 구조해놓고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지시가 

마치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이 들었던 메시지와 같다고 느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열패감과 무기력감은 상담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혼란스러움을 넘어서서 이 모든 상황이 발생한 것

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음과 분노감으로 이어졌다. 신도전 또한 현장에 상

담사로 배치되었지만 상담자들이 온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하였던 

시스템과 비효율적인 행정기관의 절차와 처리에 대하여 분노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실시되었던 여러 가지 지원들이 현

장의 요구나 내담자의 사정을 고려한다기보다는 탁상행정으로 그저 사건

을 처리하고 수습하는 절차로서 진행되고 있다고 여겨졌다. 이것이 진정

으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다.

신도전: 나는 이 현장에 갔다온 다음부터 되게 염세주의자처럼 변한게   

있어. 권력구조에 대해서 바라볼 때 권력구조와 공무원 사회.

교사와 공무원. 이 권력구조에 대하여 약간 신물을 느낀다고 해  

야하나. 되게 날 것을 보는 느낌. 민낯을 본 느낌이야.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방치되었던 것처럼 상담자들도 방치되었다고 느

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시스템이 방치해놓은 상

태에 처해있다고 느꼈다. 상담사로서 충분하게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던 시스템 안에서 상담자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상담자는 학교라는 조직에 속해 있었고, 학교 



- 123 -

내의 위계적인 구조와 절차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하고 일을 해가야 했으

므로 각자의 의사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상부기관과 행정기관에 속하여 있었고, 상부의 지

시와 명령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러한 구조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회적인 맥락과 정치 구조를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담자는 피해자가 방치된 

것처럼, 무력감을 느꼈던 것과 같은 유사한 감정을 경험하였다. 그런 면

에서 참여자들은 피해자와 유사한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의미화할 수 있

었다.

4. 상담사로 성장하다

참여자들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

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학교 현장에 압도되기도 하였고, 그들의 이

야기에 공감하며 정서적으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

기도 하였다. 같은 지역의 주민으로서 같은 동년배의 자녀를 둔 부모로

서 세월호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를 볼 때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느끼곤 하였다. 그래서 최대한 감정

을 싣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상담자로서 잘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일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보면서 상담자 자신의 트라우

마를 발견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기능이 떨어지며 그 상황에서 피해

자를 더 잘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꼈다. 또한 피해자들을 

온전히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있었던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남아 5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허무함에 잠겨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들이 내담자의 아픔

에 공감하며 그 마음에 동일시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

은 이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갖는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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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전보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구별하고 개입할 수 있는 안목과 대처능력이 향상되기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직된 사

고에서 벗어나 상담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해낸 것이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견

딜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발로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보

고는 상담자로서의 성장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삶을 바라보는 여유와 

유연성을 갖게 되는 성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반복하며 그들의 성장에는 보다 복잡미묘

하고 다양한 면이 함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상담자로

서 한발자국 진일보하는 긍정적인 변화도 경험하였지만, 한동안 소진으

로 인해 어떠한 의욕도 경험하지 못했고, 자책감과 무력감이 완전히 떨

쳐지지 않기도 하였다. 특히 행정기관이나 학교 조직에 대한 불신과 부

정적인 시각은 크게 증가하였고, 내가 속한 사회와 조직에 대하여 신뢰

하지 못하는 비판적인 시각 또한 증가하였다.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은 어떤 면에서 세월호 사고와 같이 아이들이 방치되고 

상담자 스스로도 방치되었다는 경험을 남기게 하였고, 이는 상담자에게

도 무력감과 트라우마를 자극하였다.

이처럼, 단순히 긍정적인 성장으로 설명하기에는 참여자들의 마음에 

여전히 힘들고 털어지지 않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참여자

들은 면담을 통하여 경험을 이야기하며 의미를 찾기도 하였지만, 한편으

로는 “애써”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에 잠기기도 하였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여자들이 경험한 성장은 단순히 긍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을 내포하고 있었고, 여전

히 아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견뎌내기의 과정”

이었다.

이는 아직도 세월호 사고가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피해자들과 유

가족의 아픔과 슬픔은 크게 남아 있기 때문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들의 

아픔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와 연결하여 참여자들의 마음도 가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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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그랬기에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느낌으로 

경험은 파편화되어 있었고, 정리가 되지 않기도 하였다. 그런 면에서 참

여자들이 경험한 성장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아픔과 부정적인 것을 내

포한 성장에 가까웠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된 결과로서의 성과

가 아니라, 여전히 아픔으로 지니고 견뎌내면서 안고 살아가는 과정으로

서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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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 들어간 상담사를 대상으로 그

들의 살아내기 경험을 살펴보고 그러한 경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내러티브 탐구로 수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들을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확언이라기보다는 열린 

형태의 잠정적인 결론으로서 바라보며 또 다른 질문을 던지기 위한 출발로서 

바라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잠정적인 답이 상담 실제

와 상담자 교육에 있어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 생각해볼 것이다.

1. 결론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로 살아내기를 하였던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세 명의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는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 압도된 상담사로, 재난을 겪은 학교 조직에서의 상

담사로,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처음 상담을 시작한 상담사로서의 

이야기였다. 이들의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로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

갔으나, 세월호 사건과 그 학교 현장의 상담 장면에서 압도감을 느끼면서 상

담사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는 재난을 겪은 학교 현

장에서 상담사로서 충분하게 내담자를 도와줄 수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 무력

감과 죄책감을 경험하였고, 또한 개인적인 이슈와 재난 사건의 트라우마가 닿

으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더 가중되었다. 이미로는 상담사로서의 기능이 좀 더 

회복되어 내담자를 도울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진 채 학교 현장에

서 나오게 되었고, 이후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

책감과 책무감이 이어져 현재의 상담 장면에서 꾸준히 트라우마 내담자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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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그들을 돕고자 하였다. 신도전은 재난 사건을 겪은 학교를 처음 경험하

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지만, 현장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학교라는 조직에

서 요구하는 것과 상담자가 원하는 것의 불일치를 발견하며 어려움을 경험하

였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상담자로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

었고, 다양한 행사와 학교의 치유 방향에 맞는 방법을 통하여 내담자들에게 

접근하고자 애를 썼다. 상담자의 관점을 내려놓고 대상자들의 요구와 학교 장

면의 문화를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그는 관련 주체들의 요구를 조

율해가는 경험들을 통하여 상담자로서 지평이 넓어지는 성장을 이루기도 하

였다. 나성실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 신입 상담사로, 지역주민이

자 같은 동녀배의 자녀를 둔 엄마로서 사고의 아픔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

로 학교 현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내담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담자로서의 역할과 존재에 대

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쌓고, 아이들과의 

일상을 공유하고 놀아주는 방식으로 적합한 돌봄을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하여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한 상담자로서의 전문성

을 발견하였고, 다양한 영역에서 유연한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현재에도 노력

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렇듯 세 상담자는 같은 현장에서 있었지만, 각자가 느

꼈던 무력감 안에서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그 경험 안에서 만들어가는 의미 또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결과를 통하여 상담 실제와 상담자 교육에 있어 

시사점과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경험한 어려움은 실상 재난심리지원 시스템이 부재

한 상태에서 현장에 들어갔기에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았다. 현재에는 국가트

라우마센터라는 컨트롤 타워가 생긴 상태로, 연구 참여자들이 현장에 있었을 

때에 비하여 재난심리지원을 담당하는 주부처와 체계가 마련된 상태라는 점

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재난현장에 투입될 심리지원

팀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각 조력 인력들 간의 역할과 지

침은 어떠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현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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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안윤정, 2018).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였던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은 학교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을 고려

한 개입이 필요하다(이동훈 외, 2017).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 들

어가 어려움을 경험하였던 이유는 학교 현장의 관련자들에게도 재난을 겪었

을 때 학교 차원에서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온 심리지원 인력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 또한 존재하지 않았고 상담사들 또한 구체적으로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과 업무를 담당해야 할지에 대하여 

훈련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상담사들에게도 보다 재난현장의 장면

과 조직을 고려한 역량 중심의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심리지원 인력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교육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장은 단위 학교에

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재난현장을 수습하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상담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Petersen & Straub, 1992;

이동훈 외, 2017).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상담과 상담자 역할에 

대한 인식 증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 재난 상담자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이 필요하다고 예상하였으나, 그들이 상담사로서 배우고 훈련하였

던 상담적인 지식은 활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

하고 대처해야할 지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는 상담자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상담 전반에 대한 이론과 전문적인 기법들도 필요하지만,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현장에 초점을 둔 보다 실제적인 실습 위주의 교육들이 병

행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난 상담에 대한 교육

은 트라우마 심리치료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위로할 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이

야기하였다. 이는 상담자가 재난 현장에 들어갈 때 필요한 역량은 상담자로서

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법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

는 역량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조직과 내담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 129 -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 상황에서 그들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담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 상담자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이론과 

실제적인 실습이 병행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서 어떤 방식

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는 교

육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량은 상담자가 조직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개발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실제적인 실습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스트레스와 소진

을 경험하였고 재난으로 인한 영향에 노출되면서 내담자와 유사한 감정을 느

끼기도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Creamer & Liddle, 2005; Wee & Myer, 2002), 재난을 겪은 현장에 파견된 

상담자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 개입이

나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이동훈, 강현숙, 2015) 사실을 보여준다. 또

한 사전 교육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트라우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의 

경우 재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좌절감이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즉, 상담자들이 현장에 들어서기에 

앞서 스스로 충분히 자신의 동기와 욕구, 경험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 상담자로서 자신

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법보다 오히려 내담자의 요구

에 반응하고 학교 안에서 내담자를 돕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그들은 상담자 중심의 접근에서 내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경험하였으

며 이 과정을 통하여 결국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위로하는 자로서의 상담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현장의 피해자의 회복에 상담자의 태도와 관계형성

능력이 중요함을 보여준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이나빈 외, 2017;

Perlman, 1979). 즉 상담자가 충분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현장의 피해자의 관점보다 상담자의 관점이 앞서지 않는 것

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위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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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돕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먼저 존재로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였다. 상담자의 전문성은 오랜 상담경

력과 전문가 1급 자격증이 아닌 내담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픔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상담자 교육에 있어 

전문가로서 재난을 겪은 현장에서 어떻게 내담자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상담자들이 스스로 왜 존재하며, 왜 돕고자 하는지, 재난

현장에서 상담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질 때 상담자는 

재난현장에서 전문가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에 참여하고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재난현장의 피해자들을 조력하는 데 있어 충

분한 시간이 허락되지 못했던 것의 아쉬움을 이야기하였다. 제한된 시간 내에 

상담자들은 위기개입을 해야 하며, 또한 그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속도와 내담자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재난 피해자가 회

복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속도에 맞춰서 치유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담 개입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세월호 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아픔

과 고통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등 충분히 이들의 아픔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면이 많다. 따라서 상담자 또한 내담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담자의 치유를 

바라보고 기다려주며 개입해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치유는 공동

체, 사회 전체 안에서 어떻게 이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해나갈 지에 대해

서 고민할 때 그들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전

체가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해결해나가고

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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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끝으로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하

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난을 겪은 학교 장면에서 상담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국내에 여러 재난이 발생하였지만 그동안 심리지원 

인력이 학교 현장에 장기적으로 배치된 경우가 없었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인

하여 국내 최초로 최대 규모의 심리지원 인력이 현장에 들어갔던 일이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서의 상담사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재난심리지원 컨트롤 타워가 구축된 현재

에 상담사의 경험은 이전과 다를 수 있으며, 학교 현장이 아닌 그 밖의 일반

적인 재난을 겪은 현장에서 경험하는 상담사의 경험 또한 다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현재 컨트롤 타워가 마련된 이후 학교 

이외의 다른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담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재난 상담이나 현장을 처음 경험하는 상

담자들이었다. 따라서 재난을 겪은 학교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재난 장면

에 훈련되지 않은 상담자가 실제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자 교육에 있어 그 방향성을 제시하여 준

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재난 상담이나 현장에 대하여 이미 

경험이 있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를 수 있으며, 상담자의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서 재난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극복하는 방식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재난 현장 경험 여

부 및 전문성 수준에 따라서 재난 현장에서의 상담자의 경험은 어떠한지 이

에 대하여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주 연구 참여자인 세 상담자를 대상으로 내러티브 탐구라

는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수행되었다.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의 특성을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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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본 연구는 세 상담자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독특성과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재난현장의 일반적인 상담자의 경험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

를 지닌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한 개인의 경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사회와 문화의 관점이 개인의 경험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각 사례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통하여 

세계를 향한 보편성을 모색해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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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ving as a Counselor at the

School that Experienced the Sewol

Ferry Trag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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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the experience of

Living as a counselor at the school setting that underwent the Sewol

Ferry tragedy, the difficulties the counselors encountered and

overcame, and the meaning of these difficulties in their lives. This

approach was taken as a mean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consultation and counselor education. Based on the goals of the

study, the research questions were constructed as follows. Firstly, how

is it like to living as a counselor at the school that suffered the

Sewol Ferry tragedy? Secondly, what meaning does such experience

of living have on the counselors’ l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Narrative Inquiry,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understanding the experience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This study examined a total of four research participants,

of which three main participants were each interviewed in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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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s over approximately three months. Data collection

involved consultation records, the researcher’s journal, the participants’

project proposals and reports, as well as photos and clips. For data

analysis, texts obtained on site such as consultation transcripts and

records were organized over multiple read-throughs, after which

repeated analyses and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were conducted to ultimately uncover the

meaning of the narrative.

A summary of the study’s results is as follows. The results

were divided into five main categories: the experiences of the study

participants before and after entering the school setting, the

experience of counseling at the school that underwent the Sewol Ferry

tragedy and the attempts of overcoming the experience, and the

resulting realizations and discoveries. Miro Lee, a counselor

overwhelmed on site, made comments such as ‘if only he could help’,

‘overwhelmed by the site of tragedy’, ‘nonfunctional, lost’, ‘a

connected present’, and ‘just being here with them’, while Dojeon

Shin, a counselor employed by the school, spoke of ‘finding the

context of the scene at a school that suffered a disaster’, ‘between the

demands of the school and personal wishes as a counselor’, ‘settling

in as an insider’, ‘even if it wasn’t a consultation’, and ‘over another

level’. Moreover, Seongsil Na, a newly recruited counselor at the

scene, told of ‘beginning his career at a school devastated by a

catastrophe’, ‘questioning the meaning of a counselor’s existence’,

‘playing together’, ‘with flexible professionality’, and ‘serving as the

connecting link’.

The findings obtained from the experiences of living as a

counselor at the school that underwent the Sewol Ferry incident were

interpreted into four main topics: ‘finding one’s place as a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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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ing new ways of helping the clients’, ‘experiencing pain

similar to that of the victims’, and ‘personal development as a

counselor’. ‘Finding one’s place as a counselor’ encompassed the

chaos experienced by the counselors on a site lacking a control tower

for psychological support during disaster, and their struggles to

reestablish their role and identity. Through this process, the

counselors discovered the importance of the ability to flexibly adapt

to unstable environments and underwent a transformation into a more

active figure. ‘Discovering new ways of helping the clients’ referred to

the counselors’ realization that prioritizing the clients’ needs and

perspectives, and above all else, ‘being by their side’, is more

essential and necessary than strictly adhering to traditional ways of

counseling. In particular, the significant support provided by the

simple existence of a counselor that stays with the clients during his

daily life and suffering was discovered. Third, the counselors that

‘experienced pain similar to that of the victims’ felt utter

powerlessness amidst the demand to not do anything. Fourth,

‘personal development as a counselor’ pertained to how the

counselors experienced exhaustion and stress but also ameliorated

their capabilities as a counselor. However, their progress meant one

that constituted of negative experiences and suffering, one that

continues to the present as part of the process of coping.

The aforementioned results detailing the experience of living

as a counselor at the school that suffered the Sewol Ferry disaster

showed the importance of counselors approaching their clients by

putting down their personal points of view and listening attentively

to what the clients truly need in order to help and console them.

This indicated that professionality as a counselor at the school setting

not only required expertise in consultation theories and methods,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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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required a sincere demeanor in viewing the victims of

catastrophe as individual human beings and assuming a demeanor

aiming to wholeheartedly understand their pain and suffering.

Furthermor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obstacles hindering

counselors from performing optimally cannot be overcome at the

individual level, conveying a dire need for an efficient response

system as well as explicit, coherent guidelines for the counselors’

roles on site.

This study demonstrates its significance by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difficulties encountered by counselors

at sites of disaster and further suggesting future directions for

consultation and counselor education through the narrative inquiry of

the experience of living as a counselor at the school that underwent

the Sewol Ferry tragedy. The insights discussed are predicted to serve

as a guide for counselors that may enter sites of disaster by

informing them of the necessary approaches, knowledge, and

demeanor.

keywords : sewol ferry tragedy, disaster, counselor, experience,

role-confusion, narrative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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