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상담자가�교사와의�협력�관계에서�경험한�윤리적�갈등상황과�대처에�대한�합의적�질적�연구� � 1149

아시아교육연구� 20권� 4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Vol.�20,�No.�4,�pp.�1149-1179.

https://doi.org/10.15753/aje.2019.12.20.4.1149  

�

학교상담자가�교사와의�협력�관계에서�경험한�

윤리적�갈등상황과�대처에�대한�합의적�질적�연구*

1)

허난설(許蘭雪)**

이지향(李智晌)***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상담자들이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상황과 대처 전략을 심층적으로 탐색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총 9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각 2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된 후 전사되었으며, 합의적 질적 

연구의 절차에 따라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5개의 영역, 14개 범주, 32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5개의 영역은 

윤리적 갈등상황 양상 3개 영역(내담자의 비밀보장과 관련한 혼란과 갈등, 학생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관계에서의 

혼란과 갈등, 일부 교사들의 학교상담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과 의뢰 태도), 윤리적 갈등상황 과정에서 학교상담자들

의 내적 경험 1개 영역(윤리적 갈등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 그리고 윤리적 갈등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후 

학교상담자들의 대처 노력 1개 영역(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이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분석 결과에 나타난 

학교상담의 구조적 한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에 나타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상담법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일반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대상 교육 방법들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학교상담 윤리, 학교상담자,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학교상담법, 합의적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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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상담은 상담의 하위 분야 중 하나로 학생의 학업, 진로, 개인·사회 영역에서의 발달을 도모하

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구광현 외, 2005). 학교상담자는 학생들의 

지적 발달과 정의적 발달이라는 두 가지 교육목표 중 정의적 발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지도 활동을 담당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의 학교상담자는 2009년부터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라는 두 가지 형태로 학교현

장에 본격 배치되었고, 이후 10여 년에 걸쳐 학교상담자의 양적 확대를 이루었다. 전문상담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

수한 후 임용고사를 거쳐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들로, 2018년을 기준으로 정규 및 기간제 

교원으로서 초등학교에 404명, 중학교에 1,496명, 고등학교에 1,023명이 교내에 설치된 상담실

(WEE Class)에 배치되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전문상담사는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원으로 

상담 및 임상, 심리, 사회복지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WEE Center) 또는 학교상담

실(WEE Class)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 내에서의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실제 업

무와 역할 차이는 크게 있지 않은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을 함께 ‘학교상담자’로 일컫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학교상담의 양적 성장에 비하여 질적인 성장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

교상담의 질적인 발전은 학교상담자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상담의 효용성 신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은 상담자의 윤리적 발달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

의 윤리성이란 전문가로서의 태도, 사회적 책임,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상담관계, 상담

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심리검사나 평가 시 상담자의 의무와 태도, 상담훈련 및 연구

와 관련한 윤리, 그리고 윤리적 갈등상황의 해결과정에 대한 안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

로, 이와 관련된 일련의 윤리적 행동원칙이 상담자의 윤리강령에 담겨 있다(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이하 ACA), 2014). 즉, 상담윤리강령은 전문가로서의 행동기준을 명시함으로서 상담자

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할 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본 방향을 제시(손현동, 진명식, 유형근, 

2008)해주는 역할을 하여 상담자와 내담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ACA, 2014). 최근에는 상

담윤리강령에 대한 중요성 및 강령준수 의무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많은 상담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전문성 신장과 윤리적 성장에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

의 비밀보장 및 다중관계를 학교상담 세팅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학교상담자들 사이에서 학교상담 자문기관 설립 및 학교상담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다(에듀인 뉴스, 2019). 

일반상담 윤리강령을 학교 환경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한계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학교상

담이 가지고 있는 여러 독특성 때문이다. 즉, 학교상담의 내담자는 미성년자이고, 1명의 내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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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 주체는 여러 명으로 학교상담자는 그중에 한 명일 뿐이다. 또한, 학교상담자는 학교 내에 

상주하며 내담학생과 개인상담 이외의 관계를 맺게 된다. 이로 인해 학교상담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나 사설상담기관에 소속된 상담자들과는 다른 다양한 윤리적인 딜레마나 갈등상황을 경

험한다(이종연, 2005; 최선 외, 2012; Cottone & Tarvydas, 2007; Glosoff & Pate, 2002; Sperry, 

2007). 특히, 학부모나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학교상담자가 겪는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는 선행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다(구승영, 김계현, 2015; 정미라, 유금란, 2018). 학교상담자들

은 내담학생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비밀보장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 윤리적 의무를 실천하

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Dekraai, Sales, & Hall, 1998; Siegel, 1979), 다른 한편으

로는 학교기관에 소속된 교사로서 종종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알 권리 충족과 상담내용을 학교에 

보고해야 할 의무(최선 외, 2012)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학교상담자가 내담학생과의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윤리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비밀보장 관련 딜레마 이외에도 학교상담에는 학교기관의 특성과 상담 제공 기관으로서의 특성 

충돌, 내담자-교사-학부모-학교상담자 사이의 다중관계로 인해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발생 가능성

이 여타의 상담 장면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Remley, 2002). 예컨대, 학부모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 범위의 문제, 교사의 상담의뢰와 관련된 문제, 상담윤리와 배치되는 학교 정책, 내담자

의 상담 외 관계 요청, 내담학생의 친구나 가족들과의 다중관계(강진령, 유형근, 2003; 강진령, 이종

연, 유형근, 손현동, 2007; Bodenhorn, 2006; Glosoff & Pate, 2002) 등도 학교상담의 독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로 볼 수 있다. 학교상담자가 계속하여 윤리적 갈등을 겪게 되면 결국 

내담학생과의 신뢰 관계 형성에 큰 장애가 되고, 내담자의 복지향상과 권리에 대한 존중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교상담자들이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가이드가 될 학교상담 윤리강령 또는 윤리기준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강진령, 유형

근, 2003; 강진령 외, 2007; 손현동, 진명식, 유형근, 2008; 이종연, 2005; 최선 외, 2012). 

한국의 학교문화와 학교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상담자 윤리규정 마련(이종연, 2005; 최선 

외, 2012)을 위해서는 현재 학교상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들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

인 초점을 가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상담자 윤리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중의 하나는 학교상담자가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상황과 그 대처방법에 대

한 것이다. 학교상담자와 교사의 관계는 주로 ‘자문(consulting)’이나(김동일, 이명경, 2008; Gysbers 

& Henderson, 2006), ‘협력(collaborating)’으로 규정(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이

하 ASCA, 2019)되는데, 이 학교상담자-교사 관계는 다른 상담 환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교상담자는 내담학생의 적응적 행동변화와 성장을 위

한 책임을 공유하고, 학교상담자와 교사는 상호협력을 구축해야 한다(Gysbers, 2001). 교사의 입장

에서 보면, 교사는 변화가 필요한 학생을 학교상담자에게 의뢰하고, 학교상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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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상담자와 협력하여 내담학생의 변화를 도모한다. 이를 학교상담자의 관

점에서 다시 보면, 교사는 상담의 의뢰자이면서 상담 결과를 교실에서 관찰하는 서비스 소비자로 

인식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협력관계를 이루어 상담개입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파트너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교상담자와 교사와의 관계는 다른 종류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민감한 정보를 공

유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딜레마나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학교상

담자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국내 

문헌에서 손현동(2012)이 문헌 분석에 기초하여 학교상담자가 자문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발생 가능

한 윤리적 딜레마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비밀보장’, ‘사전동의’, ‘다중관계’, ‘힘의 균형’의 

문제들이 포함되었다. 손현동(2012)의 문헌 분석 연구는 학교상담자와 교사 관계에서 발생한 윤리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함의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상담자들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국외 문헌에서도 주로 학교상담 환경에서의 상담동의와 비

밀보장과 관련된 연구의 세부 항목에서 교사와의 정보공유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다

(Glosoff & Pate, 2002; Isaacs & Stone,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상담자들의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의 문제, 그중에서도 교사와의 관

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학교상담자가 어떤 윤리적 갈등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각 상황에서 현재 학교상담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윤리적 문제

해결과정을 밟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깝게는 학교상담자들의 윤리

적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추후 학교상담자를 위한 윤리규

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배경

1.� 학교상담자와� 교사와의� 관계

학교상담자와 교사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상담자와 교사와의 관

계를 ‘자문(consulting)’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강진령, 강복란, 2005; 김동일, 이명

경, 2008; 김지연, 박알뜰이, 2019; 손현동, 2012). 이는 한국 학교상담 모델 구축에 영향을 크게 

주었던 미국 미주리 학교상담 모델에서 학교상담 서비스 제공 형태를 상담, 자문, 조정, 의뢰, 정보 

제공 및 평가(Gysbers & Henderson, 2006)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교사에 대한 서비스는 자문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국 학교상담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ASCA

의 학교상담 모델에서는 학교상담자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를 자문(consulting, B-S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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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력(collaborating, B-SS6)으로 규정하고 있다(ASCA, 2019). 상담자와 교사와의 관계를 ‘자문’

으로 규정짓고 있는 문헌들에서 두 전문가의 관계를 비위계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규정짓고 있기는 

하나(김동일, 이명경, 2008; Caplan, 1970), 자문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이나 정보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Pinto, 1981)를 의미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교과교사나 담임교사 위주의 국내 학

교문화를 고려하였을 때, 학교상담자가 ‘자문’의 태도로 교사를 대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한 태도가 성공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학교상담자와 교사와의 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규정짓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았다. 

학교상담자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한 경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만, 최근 김지연과 박알뜰이(2019)가 담임교사가 학교상담자와의 협력 관계에서 겪는 장애 요인을 

탐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장애 요인은 “담임교사로서의 책임감이 상담자와의 소통을 방

해함, 학교상담자에게 받는 자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학교상담자에 대한 신뢰 부족, 학교상

담자 역할에 대한 인식 및 관련 경험 부족, 학교상담 환경으로 인한 학교상담자의 업무 과다”(김지

연, 박알뜰이, 2019, p.39)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교사들이 학교상담자와 협력 관계를 맺는데 가

장 큰 장애로 평정한 요인은 ‘학교상담자에 대한 신뢰 부족’이었다.

김지연과 박알뜰이(2019)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학교상담계에서 학교상담자와 교사

들이 상호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은 교육의 주체 모두에게 그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상담자와 교사가 내담자를 사이에 두고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

한 신뢰가 낮다는 점은 특히 내담자 정보 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비밀보장 갈등상황에 대해 실시한 정미라와 유금란(2018)의 경험 연구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주요

한 학생관리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지도 목적으로 상담내용을 전문상담교사에

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때, 전문상담교사들은 ‘담임교사의 상담내용 공개 요구’가 내담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갈등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교상담자들이 교사들을 바라볼 때 교사는 

비밀보장을 함께 하는 동료인지, 아니면 교사는 비밀보장의 대상인지와 관련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상담의 윤리적 입장에서 학교상담을 바라보는 상담자들에게는, 특히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내

담자를 중심으로 한 고정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상담자의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과의 협력이 

비윤리적인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상담자들이 내담학생의 적응적 발달을 위해서 

교사 또는 학부모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상담 중 내담학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

해 내담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윤리규정을 파기했다는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

의 성장과 발달의 일차적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상담의뢰자들은 학교상담자의 역할을 

교과교육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력자(교육과학기술부, 2010)로서 보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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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교상담자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록 학생에 대한 교육과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므로,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원칙은 경시하고 교사로서의 학생에 대한 알 권

리를 앞장서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교사와 학교상담자 관계에서의 윤리 문제가 비밀보장 관련 문제에만 국한되어 논의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손현동(2012)이 학교상담자와 교사의 자문관계 윤리 문헌분석 연

구에서 밝힌 바 있듯이, 학교상담자와 교사 관계는 ‘사전동의’, ‘다중관계’, ‘힘의 균형’의 측면에서도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실천된 바가 거의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교상담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보다 넓은 스펙트럼에서 심

층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2.� 학교상담자� 윤리강령

미국의 경우 이러한 학교상담의 특수성과 학교상담자를 위한 윤리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오래전부

터 인식하여 1984년 ASCA는 학교상담자 윤리규정을 마련하였다. 몇 번의 수정을 거친 후, 가장 

최근의 ASCA 윤리규정(2019)은 학생들의 발달과 관련된 학교상담자의 역할과 의무뿐만 아니라, 학

부모·보호자와 관련하여, 또한 학교와 학교 내 교사, 그리고 상담자 자신과 관련하여 학교상담자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상담자를 감독하는 관리자와 수퍼

바이저, 실습상담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명시하고 있어서, 학교상담자가 이들과의 관계에서 상

충된 의무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안내가 

보다 구체적이다. 

ASCA 윤리강령(2016) 중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면, 내담학생의 구체적인 

학업 및 진로 계획을 위해 학교상담자는 교사, 행정가, 다른 학교 스태프들과 협력해야 한다(A.4.a). 

단, 학교상담자와 내담학생과의 상담관계의 전체적인 면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 스태프, 부모, 학생

의 다른 가족들 등과 상담 관계를 손상시킬 만한 이중관계를 맺는 것은 피하라(A.5.C)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비밀보장을 깨야 할 때는 

가장 적절하고, 학생에게 덜 힘든 방법을 사용하라고 되어있다. 또한, 비밀을 보장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학생의 나이와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되, 가능하다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타이밍에 대해 

학생과 상의하라(A.2.g)고 되어있다.

한국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산하 한국학교상담학회에서 학교상담자를 위한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료와 다른 전문가에 대한 책임이 별도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고, “최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동료교사 및 행정 직원들과 전문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

다. 그러한 관계는 상담자가 자신의 역할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정의와 기술에 기초한다”라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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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교상담자들은 이 학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전문상담교사 10

명 중 8명이 학교상담자 윤리강령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보고했을 만큼(최선 외, 2012)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학교상담자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과 활용은 낮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육과학

기술부(2010)에서 배부한 『전문상담교사 운영 및 활동 매뉴얼』에서는 실제적인 윤리 매뉴얼을 제

공하지 않고, “체계적인 전문상담교사 윤리규정이 미흡한 현 상태에서 학교상담자의 윤리 근거는 

2004년에 제정된 미국학교상담학회(ASCA)의 학교상담자 윤리규정을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p.33)”라고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인 학교상담 윤리강령의 구체성, 인식도 및 활용성이 빈약한 상황에서 학교상담자와 교사 

협력이나 그 관계 속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학교상담에

서의 비밀보장 문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이 보고되고는 있으나(정미라, 유금란, 2018; 손현동, 

2007), 그 초점이 미성년자의 정보에 대한 학부모, 기관, 교사들의 권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교상담자들이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겪은 윤리적 갈등상황 및 대처 경험을 심층적으

로 탐색하기 위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방법을 사용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1997년 상담학 분야의 권위자인 Hill 교수를 주축으로 개발된 질적 연구 방법론

이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세 연구자는 90년대 도입된 질적 연구 방법론들이 가진 

지나치게 추상적인 측면, 모호한 실행방법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당시 현존하는 질적 연구 방법

들의 장점을 통합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개발하였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이후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한 27편의 논문을 리뷰하여 그 분석방법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더욱 분명히 제시하였다(Hill, Knox, Thompson, Williams, Hess, & Ladany, 2005). 합의적 

질적 연구는 철학적으로는 구조주의 또는 후기 실증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연구팀 내의 동등한 힘과 상호 존중을 통한 ‘합의(consensus)’를 강

조한다. 결과 구성 측면에서는 질적 연구의 풍부함과 유연성, 양적 연구의 객관성을 결합한 연구 방

법론으로 평가받는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기법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지승희, 오혜영, 2013), 특정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지

표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학교상담자와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갈등상황의 여러 양상과 문제해결과정의 전개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

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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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9명으로 

성별은 모두 여성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간제나 봉사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상담한 경력이 3년 이

상인 학교상담자들로 선정하였다. 이는 학교상담자의 직무와 학교 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함이었

다. 3년이라는 경력 기준은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입문기 학교상담자와 숙련기 학교상담자를 구분하

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송수경, 구자경, 2017; 허난설, 2016), 전문상담교사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는 기준 연차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 모집

단계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및 위센터(WEE Center) 등 다양한 학교상담 장면에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학교급과 위센터의 역동이 학교상담자와 교사와의 

관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진의 판단하에,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배경 변인

을 가진 대상을 표집하는 최대 편차법(maximum variation)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Hill과 동료들(2005)은 합의적 질적 연구에 적합한 참가자 집단 크기를 8-15명으로 제안하고 있

는바, 초기 본 연구의 참가자는 총 10명으로 샘플링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감수단계에서 민감한 이

슈에 대한 출판을 우려하는 참가자의 연구 불참 의사에 따라 최종 9명의 인터뷰 자료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 정보는 유용한 참고 정보가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

단되었다. 이에 참여자들의 지역, 연령대, 경력과 현재 소속 등 최소한의 참고 정보만을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는 <표 1>과 같다. 

<표� 1>�연구�참여자의�인구학적�특성�

번호 고용 형태 지역 연령대 학교상담 경력 현재 소속

1  전문상담사 서울 50대 초·중등 4년 초등

2  전문상담사 서울 40대 초등 3년 초등

3  전문상담교사 경기 20대 초등, 위센터 4년 위센터

4  전문상담사 경기 50대 초·고등 8년 초등

5   전문상담사 서울 40대 초등 3년 초등

6   전문상담사 서울 50대 교육청 연계 사업 10년, 초등 2년 초등

7 전문상담사 서울 50대 초·중·고등 6년 초등

8 전문상담교사 서울 40대 초·중등 8년 중등

9 전문상담교사 경기 30대 위센터, 중등 5년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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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질문지� 작성� 및� 자료수집

학교상담자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겪는 윤리적 갈등상황과 대처과정을 탐색하고자 <표 2>와 같

은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인터뷰 질문지의 문항들은 연구팀원들이 학교상담 윤리 관련 선행 

연구와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관련한 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한 초안을 자료수집팀원들과 검토하고 

수정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크게 학교상담자가 교사와의 관계에서 겪은 윤리적 갈

등상황과 이에 대처하는 개인의 문제해결과정에 대해 묻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특정 주

제어를 참여자에게 제시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의 양상을 한정시키기보다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

한 난처했던 일은 무엇입니까?’와 같이 열린 질문을 통해 갈등상황을 참여자가 직접 규정하는 방식

을 취하였다. 비록 연구 참여자의 답변 중 상담윤리적 갈등상황으로 볼 수 없는 경험들이 있을지라

도 이 부분들은 추후 해석단계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최대한 다양한 양상의 윤리적 갈등상황을 탐색

하기 위하여 열린 질문으로 참여자들의 대답을 듣기로 결정하였다. 대처 방식에 대한 질문들은 참여

자가 인식한 윤리적 갈등상황의 원인, 판단 근거, 판단 이후의 영향력 등을 포함하여, 참여자들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2>�연구�참여자�인터뷰를�위한�질문

1. 지금까지 학교상담을 하시면서 내담학생과 관계된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신 가장 난처하
셨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그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2. 말씀하신 상황 중에서 상담 윤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 상황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1. 그 상황이 가장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학교상담자가 교사와의 관계에서 겪는 난처한 상황들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5. 그와 같이 대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 그와 같이 대처한 결과가 본인 자신, 교사와의 관계, 내담학생과의 관계, 이후 상담의 흐름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7. 지금에 와서 생각하실 때, 당시 대처와 다르게 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왜 그

렇게 생각하십니까?
8. 학교상담자의 내담학생 상담과정에서 교사와 협력할 때 특히 유의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9. 학교상담자가 교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는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 형식으

로 자료수집팀인 면접자 7인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인터뷰 이전에 합의적 질적 연구 가이드에 따라 

면접자 사전 교육이 면밀하게 이루어졌다(Hill et al., 2005). 각 연구 참여자는 동일한 면접자와 2회

씩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각 회기는 4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참여자가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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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근무하는 학교, 카페 등)에서 대면 인터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참여자의 사정이 여

의치 않았던 두 사례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후 면접자들은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을 기록하는 면접자 저널을 작성하였고, 이 또한 본 연구의 분석 자료

로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전사되었고, 이후 전사된 내용은 연구 참여

자의 감수과정(member checking), 즉 참여자와 인터뷰 축어록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3.� 연구팀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주요 연구자 2명과 자료수집팀원 7명을 포함한 총 9인이 본 연구에 참

여하였다. 주요 연구팀은 상담자교육학(Counselor Education)을 박사과정으로 전공한 2인으로 전체 

연구 과정에 관여하고, 연구 자료의 최종 분석 및 연구 기술을 담당하였다. 자료수집팀은 교육상담 

석사 과정생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자료수집 및 1차 자료분석을 담당하였다. 주 연구팀원 

중 1인과 자료수집팀은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질적 연구 및 합의적 질적 연구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고, 질적 자료수집 시 유의할 점에 대한 토의,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인터

뷰 질문에 대한 토의 등을 함께 진행하였다. 인터뷰 전사를 마친 이후 2018년 7월경 자료수집팀 

및 1차 자료분석팀원은 연구팀 이외 교육상담 석사 과정생들과 함께 동료 검수(peer debriefing) 과

정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설명과 1차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졌다. 연구팀 이외의 외부 감수자(auditor)는 학교상담을 연구관심사로 가진 상담전공 박사과정 

수료생 1인이 담당하였다. 

이후 분석팀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며 자료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을 진행하면서 팀원들이 서로의 편견과 기대를 나누었던 내용 중 주요한 사항

은 크게 2가지였다. 첫째, 본 연구의 주제상 학교상담자와 교사의 상담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고, 

그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분석팀원들은 각각의 교육 및 상담 경험에서 기

인하는 편향된 관점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논의 거리와 해석 차이가 발생하였다. 연구팀이 

이러한 차이들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consensus)에 이르는 과정은 연구의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

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윤리적 갈등상황을 바라보는 연구 참여

자들의 관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분석팀원들은 어떤 관점이 옳거나 그르다는 판단이나 논의를 

최대한 유보하기로 하였다. 대신, 각각의 연구 참여자들의 그와 같은 인식이나 개인적 판단을 내리

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이나 의사결정 기준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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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합의적 질적 연구의 자료분석 절차에 따라(Hill et al., 2005), 범주 부호화, 영역 개발 

및 범주 구성 단계와 교차분석(Cross-analysis)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주요 연구자 2명은 인

터뷰 전사록 중 일부 사례를 각자 읽은 후, 직접 만나서 연구결과로서 제시할 수 있는 핵심개념 및 

주요 영역에 대해 일차적으로 토의하였다. 이후 전체 사례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 주요한 영역을 부

호화하였다. 다음으로 각각 담당한 사례들을 보며 일차적으로 부호화한 영역을 수정하고, 이를 전화

와 이메일을 통하여 서로 토의하며 최종 영역에 대해 합의해 나갔다. 결과의 주요 영역이 확정된 

이후에 연구팀원 중 1인이 주분석자가 되어 영역별 세부 범주를 최종적으로 구성하고, 그에 맞는 

참여자 언어(verbatim)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분석자가 의구심이 생기는 지점마다 다른 연구

자와 상의를 하며 핵심개념을 구성하였고, 이후 주분석자에 의해 선정된 영역과 범주 구분은 최종적

으로 다른 팀원의 검토를 거쳤다. 

합의적 질적 연구의 교차분석 단계에서는 자료를 보다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빈도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9사례 중 8사례 이상에서 나타나는 범주를 ‘일반적(general)’으로, 5-7사례

에서 나타나면 ‘전형적(typical)’, 3-4사례에서 나타나면 ‘변동적(variant)’, 1-2사례에서 나타나는 범

주는 ‘드문(rare)’으로 표시하였다. 본래 합의적 질적 연구 가이드에 따르면(Hill et al. 2005), 한 사례

에서만 나타나는 범주는 기타(other)로 기록하고 결과표에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본 연구의 

주제 특성상 한 사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도 의미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 또는 대처 관련 내용이라 

판단하여 결과표에 드문(rare)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질문 사항들이 사실상 학교상담

자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적 사건(critical event)을 묻는 질문이기에 한 사례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위범주가 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외부 감수

자는 정리된 결과 양식을 바탕으로 영역과 범주가 제대로 기술되었고 구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감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분석팀의 내부 토의를 거쳐 최종결과에 반영하였다. 

Ⅳ.�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갈등경험을 분석한 결과, 5개의 영역, 14개 범주, 32개의 하위범주가 도

출되었다. 학교상담자와 교사 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갈등상황을 문제별로 보았을 때는 자살사

고, 자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상담동의 등의 주제가 여러 참여자들에게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해당 문제별로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을 지양하였다. 대신, 해당 문제를 둘러싼 해결과정에서 나

타난 과정적 양상에 초점을 두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상담자가 교사와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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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은 윤리적 갈등상황의 양상은 ‘내담학생의 비밀보장과 관련한 문제양상과 태도’, ‘교사와 학생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관계에서의 혼란과 갈등’, ‘일부 교사들의 학교상담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과 의뢰 태도’로 드러났다. 특히, 비밀보장과 관계된 윤리적 갈등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학교상담 

환경에서의 비밀보장과 관련된 여러 갈등상황 양상 중에서도 학교상담자와 교사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만을 초점을 두어 도출하였다. 윤리적 갈등상황 과정에서 학교상담자들의 경험한 내적 경

험은 ‘윤리적 갈등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의 영역으로, 갈등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후 학

교상담자들의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은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로 정리하였다. 

영역� 1.� 내담학생의� 비밀보장과� 관련한� 문제양상과� 태도

범주 하위범주 응답빈도

비밀보장 관련 
상황과 혼란 양상

학교 상황에서 적절한 비밀보장 원칙과 범위에 대한 혼란 일반적(8)

교사의 관심과 질문에 대한 대처 전형적(5)

관리자(담당 부장, 교감)의 상담내용 관련 권한에 대한 혼란 드문(2)

교사와의 
정보공유에 대한 

기본적 태도

담임교사는 학생에 대한 책임자라 생각하거나, 협력이 효과적이라 
생각해 주도적으로 중요 정보들을 공유함 

전형적(5)

교사의 태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협력하거나 공유함 변동적(3)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교사의 상담내용 공유 요구는 적정 경
계를 넘어가는 행동으로 인식함.

드문(1)

교사와의 
정보공유로 인한 

부정적 영향  

내담자의 비밀보장 기대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갈등 변동적(4)

교사가 관련 내용을 학생에게 공개해 상담 관계 신뢰 손상 변동적(4)

* 일반적(General): 8사례 이상, 전형적(Typical): 5-7사례, 변동적(Variant): 3-4사례, 드문(Rare): 2사례 이하에서 
보고됨

<표� 3>�비밀보장�관련�문제양상과�태도

연구 참여자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였던 윤리적 갈등상황은 비밀보장과 관

련된 상황이나 혼란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한 학교상담자 대부분이 비밀보장과 

교사와의 협력이라는 상반되는 가치 사이의 갈등을 겪었고,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비밀보장 

범위에 대한 혼란이나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학교상담자들에게 상담 내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는

데, 이러한 교사들의 요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학교상담자들이 난처했던 경험이 변동적으로(5사례) 

보고되었다. 또한, 교감이나 담당 부장 등 관리자가 WEE 시스템 또는 나이스에 보고된 상담기록이 

아닌 별도의 상담내용을 보고하라는 요구도 드물게(2사례) 나타났다.

배울 때는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유지하라고 하지. 실제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비밀보장하라고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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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필요한 경우에 아이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 학교

상담자가 학생을 상담할 때 학교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는 거. 이런 경우는 

정보에 대하여 개방하고 이런 경우는 거절해야 하고 하는, 그런 거. 상담자의 윤리적인 것에 다 맡겨버

리는 거는 학교상담자에 따라 너무 다르고, 담임교사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비밀보장 관련 혼란 

양상: 학교 상황에서 적절한 비밀보장 원칙과 범위에 대한 혼란)

“얘가 무슨 고민 있어요?”라고 꼬치꼬치 물어보시는데 비밀보장에 대한 부분이니까 말할 수가 없고 

“그냥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왔어요”라고 둘러댔을 때 선생님들이 느끼는 서운함? 그런 건 좀 자주 겪

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담임선생님은 사실 내 자식이잖아요. 다 알고 싶어 하시는 데 “말해줄 수 없다”

라고 설명을 하면 대부분은 유연하게 넘어가시는데 유달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조금 

되게 난처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비밀보장 관련 혼란 양상: 교사의 관심과 질문에 대한 대처)

관리자분들이 공개하라고 하는 것, 상담기록, 상담내용, 상담 현황,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고 할 때. 이

게 모르시는 분들이 주로 그러세요. 올해는 또 바뀌었잖아요? … 교감 선생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2

주에 한 번씩 보고해” 이러셨어요. (비밀보장 관련 혼란 양상: 관리자(담당 부장, 교감)의 상담내용 관련 

권한에 대한 혼란)

교사와 내담학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학교상담자마다 다양하게 나

타났다. 전형적(5사례)으로 나타난 태도는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일차 책임자라고 생각하거나, 교

사와 협력하는 것이 내담학생의 변화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학교상담자가 주도적으로 또는 관례

적으로 내담학생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태도였다. 이런 태도를 보인 학교상담자 중에서도 교사

와의 협력에 얼마나 가치를 두는지, 얼마나 주도적인지, 내담학생의 정보공유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지는 학교상담자들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가진 학교상담자들은 

교사와의 정보공유를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적(3사례)으로 나타난 학교

상담자의 태도는 비밀유지가 원칙이라고 생각하여 기본적으로는 내담학생의 정보를 교사와 공유하

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교사와 협력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어서 교사가 요청하거

나 협력이 필요한 경우만 선택적으로 내담학생의 정보를 공유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 

사례에서 나타난 드문 태도는 비밀보장의 예외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 역시 내담

학생의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상담정보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였다. 

담임선생님이 아시면 걔[내담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어쨌든 ‘아이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주시지 않을까’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

가 생기면’ 하는, 책임의 경계 문제도 있고요. (교사와의 정보공유에 대한 기본적 태도: 주도적으로 중요 

정보들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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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그 선생

님하고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정도 인거고, 제가 만나

는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더 많은 지도를 하시는 분은 담임선생님이시라, 담임선생님도 알고 계

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사와의 정보공유에 대한 기본적 태도: 주도적으로 중요 정보들을 공

유함)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어떤지는 내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오는 선생님들께는 이 

아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시는 거니까 조금 많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편이고 안 그런 경우에

는 그냥 이렇게 보내요. (교사와의 정보공유에 대한 기본적 태도: 교사의 태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협력

하거나 공유함)

저는 점심 먹을 때가 가장 싫었어요. 가다가 “걔[내담학생]는 어떻게 지내요?” 물어보고. 그냥 툭툭 

물어보는. 그럼 난 뭐라고 말해야 해. … 기본적으로 비밀보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비밀보장이 중

요한 이유가 내담자의 신뢰 때문이죠. 애[내담학생] 몰래 말한다. 그런 게 알려지는 순간 애들[학생들] 

사이에서 그게 퍼지는 거죠. (교사와의 정보공유에 대한 기본적 태도: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교사

의 상담내용 공유 요구는 적정 경계를 넘어가는 행동으로 인식함)

교사와 내담학생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취하고 있는 태도와는 별개로, 학교상담

자들은 내담학생의 비밀보장 기대를 저버리는 것에 대해 염려와 죄책감이 든다는 보고가 변동적(4

사례)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사와 내담학생의 정보를 공유한 후, 학교상담자로부터 공유받은 정보

를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여 상담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험도 변동적(4사례)으로 나타났다. 

아이[내담학생]한테는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는 했는데 사실 … 미리 

비밀보장 한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사와의 정보공유로 인한 부정적 영향: 

내담자의 비밀보장 기대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갈등)

담임선생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선생님 이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 제가 아이에게는 

[자신의 내용을 선생님께] 알리겠다는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바로 아이에게 터트

려 버린 거예요. 나중에 다른 아이를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게 저 WEE 클래스 상담 선생님은 비밀을 안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치명적이었어요. (교사와의 정보공유로 

인한 부정적 영향: 교사가 관련 내용을 학생에게 공개해 상담관계 신뢰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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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2.� 교사와� 학생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관계에서의� 혼란과� 갈등

범주 하위범주 응답빈도

학교폭력 관련 
혼란이나 갈등

학교폭력 조사 과정과 상담에 동시 투입되어 생기는 역할 혼란 드문(1)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한 교육적 조처
와 상담적 접근의 가치 갈등

드문(2)

아동학대 관련 
혼란이나 갈등

학대 신고에 대한 담임교사의 유보적 태도 드문(1)

학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인적 범위에 대한 혼란  드문(2)

상담동의 관련 
혼란이나 갈등 

교사 의뢰나 자발적 내방으로 시작된 상담에서 학부모 동의 관련 
혼란

변동적(3)

수업 중 상담과 관련해 교과 교사들의 각기 다른 인식 드문(2)

적절한 개입에 
대한 교사와 

학교상담자의 가치 
불일치

위기 학생의 출석 인정이나 책임 면제에 대한 교사와 상담자의 
다른 의견 

드문(2)

학교상담자의 협조 당부 사항을 존중하지 않는 교사의 태도 드문(2)

* 일반적(General): 8사례 이상, 전형적(Typical): 5-7사례, 변동적(Variant): 3-4사례, 드문(Rare): 2사례 이하에
서 보고됨

<표� 4>�책임�공유�관계에서의�혼란과�갈등� �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에 의뢰된 학생들의 사안 처리 및 교육적 지도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교사와 

책임을 공유하게 되면서 윤리적 갈등이나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학교폭력과 아동

학대 문제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은 드물게(1사례 또는 2사례) 나타나긴 하지만, 법적으로 보완할 

점에 대한 시사점이 강력하다고 판단되어 연구결과에 자세히 포함하였다. 먼저, 학교폭력 문제와 관

련하여서는 학교상담자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포함되어 학교폭력 조사업무에 관여하였다가 이

후 가해자나 피해자 상담을 하게 되면서 겪는 갈등상황을 보고한 참여자도 드물게(1사례) 보고되었

다. 또한, 일반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담학생의 학교폭력 가해나 피해 사실을 일반 교사에게 얼마

만큼 공유해야 하는지, 피해와 가해를 구분 짓는 교육적 조처와 상담적 접근에서의 가치 갈등을 겪

은 사례도 드물게(2사례)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내담학생이 학대 피해 사실을 이

야기하고, 학교상담자가 신고의 필요성을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담임교사가 학대 신고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경우가 1사례 나타났다. 또한, 과거 아동학대 관련 조처가 되었고, 이후 모니터

링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새 학년이 되고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경우, 언제, 어느 선까지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 혼란함을 경험한 경우도 2사례 나타났다. 

[학교상담자는] 사안을 조사하고 하는 전담기구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학폭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요. 사실 일처리는 거의 다 하지만, 발언권은 없다고 보구요. …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자

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작 아이들이 나에게는 내담자인데, 그렇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

면 진짜 너무 속상하고 그래요. (학교폭력 관련 혼란이나 갈등: 학교폭력 조사 과정과 상담에 동시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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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어 생기는 역할 혼란)

[학생들 간의 왕따 문제를 담임교사에게 공유한 후, 담임교사는 가해자 학생들과 교육적 대화를 가

짐] 자기들이 보기에는 피해 학생도 잘못한 게 있는데 …. 상담 선생님에게 말해서 자기들만 혼난 것이 

되어서. [가해 학생들과의 상담은] 그 이후에 진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학교폭력 관련 혼란이나 갈

등: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한 교육적 조처와 상담적 접근의 가치 갈등)

제가 “좀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고 힘들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인정을 안 하시고, “걔

[내담학생]가 교실에서 어떤 아이인지 아느냐”며 담임선생님의 시각이나 그런 거로만 판단하시고 제 얘

기를 잘 안 들어 주시더라고요. … 담임선생님이 선뜻 결정을 못 하시니까 제가 먼저 [아동학대로 신고

하겠다고] 부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동학대 관련 혼란이나 

갈등: 학대 신고에 대한 담임교사의 유보적 태도)   

1학년 때 분리명령을 받아서 여기로 전학을 온 아이였어요. … 이 아이가 얼마 전에 또 맞아가지고 

온 거에요 아빠한테. … 신고부터 하고 “지금 이 아이는 상담실에서 관리하는 아이이다.”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3학년] 담임이 자기에게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 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더라구요. 

…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학교에, 교육청에 뭐 건의를 하겠다, 항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담

임이 …. 너무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동학대 관련 혼란이나 갈등: 학대 여부에 대한 정

보를 공유할 인적 범위에 대한 혼란)   

교사와 책임을 공유하는 관계와 관련한 다른 주제로는 상담동의와 상담시간 확보 과정의 혼란이 

변동적(3사례)으로 나타났다. 학교상담의 동의에 대한 정책적 규정이 모호한 상태에서 학교상담자

들은 담임교사가 학생을 의뢰할 때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학생이 자발적

으로 내방한 경우 교사에게 학부모 동의와 관련한 협조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등을 겪고 있

었다. 또한, 수업 중 상담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합의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마다 이를 용인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혼란도 나타났다. 책임 공유 관계에서의 또 

다른 갈등으로는 내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처에 대한 교사와 학교상담자의 가치나 의지의 불균형

을 이루는 사례들이었다. 이에 대한 하위범주로는 우선, 심각한 위기 학생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

고 상담실에만 오는 경우 출석 문제나 위기 학생들에 대한 학칙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상담자의 

상담철학과 담임교사들의 교육철학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드물게(2사례) 나타났다. 또한, 학교상담

자가 교사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학생 관련 조처를 요청하였을 때, 담임교사들이 이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경험한 사례도 드물게(2사례) 나타났다. 

아이들이 서로 너무 반목하니까 “상담 선생님하고 이야기 해봐라”하고 [담임교사가 보내서] 점심시간

에 온 거였어요. … 큰 사건이 아니니까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다 못한 이야기는 좀 더 해보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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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데. … 부모님이 “왜 우리 애를 상담을 보냈느냐”하고 교감 선생님께 민원을 넣은 거에요. (상담동의 

관련 혼란이나 갈등: 교사 의뢰나 자발적 내방으로 시작된 상담에서 학부모 동의 관련 혼란)

수업 중 상담을 한다면, 수업을 계속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도 애가 듣기 싫은 

수업에 와 가지고. 이 선생님은 나한테 그러는 거야. “걔[내담학생] 내 수업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 

[수업 중 개인상담을 원하는 학생에게] “그래 [상담실에] 가라”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상담동의 관련 혼란이나 갈등: 수업 중 상담과 관련해 교과 교사들의 각기 다른 인식)

보호관찰 중인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갔더니 애가 수업일수가 안차서 유급이 된 거예요. … 

선생님들하고도 어떨 때는 싸워야 해요. 아이를 그렇게 보지 말고 좋게 봐 달라, 계속 이렇게 아이 편에 

서서 [일을]하게 되는 거예요. … 그러면 교사들은 “그렇게 아이를 감싸고 돌면 안 된다. 상담 선생님 당

신은 혼자니까 애를 감싸지만 [담임교사는] 아이들 전체를 끌고 가고 그런데 그런 아이를 어디까지 봐주

나.” (적절한 개입에 대한 교사와 학교상담자의 가치 불일치: 위기 학생의 출석 인정이나 책임 면제에 

대한 교사와 상담자의 다른 의견) 

문제 핵심은 담임선생님과 소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담사의 의견 같은 걸 존중해주시는 선생님

들이 대다수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상담 선생님보다 내가 걔[내담학생]를 더 많이 봤고, 내가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잘 안다.’ … 한두 번은 [상담의뢰를] 하시다가 그만두

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 그리고 ‘사실 그게[상담이] 그렇게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라는 반응도 있

긴 있었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적절한 개입에 대한 교사와 

학교상담자의 가치 불일치: 학교상담자의 협조 당부 사항을 존중하지 않는 교사의 태도) 

영역� 3.� 일부� 교사들의� 학교상담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과� 의뢰� 태도

범주 하위범주 응답빈도

학교상담자 직무에 
대한 교사의 혼란

보육, 위탁 목적의 상담실 이용 변동적(4)

상담 의뢰된 학생의 다양한 신변처리 부탁 드문(2)

교사의 부적절한 
의뢰 태도

학생이 처벌이나 훈육의 목적으로 상담을 인식하게 함 전형적(5)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상담실에 학생을 보냄 드문(2)
* 일반적(General): 8사례 이상, 전형적(Typical): 5-7사례, 변동적(Variant): 3-4사례, 드문(Rare): 2사례 이하에

서 보고됨

<표� 5>�일부�교사들의�부적절한�인식과�의뢰�태도�

일부 교사들의 경우는 학교상담자들의 역할을 돌보기 어려운 학생에 대해 교사를 보조하는 존재

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보육이나 위탁 목적으로 학교상담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변동적(4사례)으

로 나타났다. 상담에 의뢰된 학생의 다양한 신변처리를 부탁하는 사례도 드물게(2사례) 나타났다. 

특히, 학교상담자에게 이러한 직무를 기대하는 경우는 학교상담자의 직위가 모두 ‘전문상담사’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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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당 경험을 보고한 학교상담자들은 해당 행위를 자신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식하고 있었

다. 또한, 학교상담자들은 교사가 상담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처벌이나 훈육을 받으

러 가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전형적으로(5사례) 제기하였다. 일부 사례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상담실을 ‘성찰 교실’과 같은 형태로서 반성문을 쓰는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사의 상담의뢰 태도와 관련하여 학교상담자와 사전협의 없이, 또는 전화통화 이후 상담실

에 학생을 바로 보내는 경험을 한 사례도 드물게(2사례) 나타났다. 

교실에서 [내담학생을] 데리고 있기 힘드니까, 어떻게 선생님 말은 “상담[의뢰]”이지만 얘 좀 거기다

가 뭐라 그래야 되나, 피난? 피신시켜 놓고 잠시 한숨을 돌리고 정돈한 후에 다시 [교실로] 데려오려고, 

그런 의도가 느껴지실 때. 그게 교실에서 상황이 생기면, [학교상담실로] 전화하시고 바로 [내담학생을] 

데려오시고 이러시니까. [의뢰받은 내담학생을 학교상담자가] 쭉 데리고는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상담

의뢰를 받으면] ‘내가 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상담자 직무에 대한 교사의 혼란: 보육, 

위탁 목적의 상담실 이용)  

ADHD 아이가 학기 초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입고 있는 바지에] 용변을 싸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를 집에, 저보고 근무시간 중에 “[학생을 교실에서] 데

리고 나가서 [학생] 집에 [같이] 가서 [아이를]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다시 교실로 함께] 와라.” (학교상

담자 직무에 대한 교사의 혼란: 상담 의뢰된 학생의 다양한 신변처리 부탁)  

그러니깐 애가 잘못했으면 “상담실가서 반성하고 온 다음에 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의뢰되는 경우가 많아요. … 주요한 갈등의 원인은 관점의 차이인 거죠. 아이, 내담자를 보는 관점의 차

이. ‘얘는 보호받아야 할 아이’, ‘얘는 문제가 있는 나쁜 아이’로 찍힘을 받은.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교사의 부적절한 의뢰 태도: 학생이 처벌이나 훈육의 목적으로 상담을 인식하게 함)

제가 초반에 뭘 모르고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대로 애들을 다 받았을 때는 [저는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데 [의뢰하고자 하는] 애만 [상담실 문 안으로] 밀어 넣고 가신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교사

의 부적절한 의뢰 태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상담실에 학생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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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4.� 윤리적� 갈등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

범주 하위범주 응답빈도

정체성 관련 
역할 갈등

훈육(교사 역할)과 심리적 지지(상담자 역할) 사이의 역할 갈등 변동적(3)

문제 처리반, 고충 처리반처럼 느껴짐 변동적(3)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

교사들이 자신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느낌 전형적(5)

* 일반적(General): 8사례 이상, 전형적(Typical): 5-7사례, 변동적(Variant): 3-4사례, 드문(Rare): 2사례 이하에
서 보고됨

<표� 6>�윤리적�갈등상황으로�인한�정서적�혼란

학교상담자들은 윤리적 갈등상황을 겪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음을 보고하였는데, 훈육

하는 것과 학생을 믿고 지지해 주는 역할 사이의 갈등, 또는 비슷한 맥락에서 교사 역할과 상담자 

역할 사이의 갈등을 느낀 사례가 변동적(3사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이 문제가 있는 학생들

을 학교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과정에서 학교상담자들이 문제 처리반이나 고충 처리반으로 느껴진다

는 사례도 변동적으로(3사례) 나타났다. 정체감 혼란과 함께 학교상담자들이 윤리적 갈등상황 중 전

형적으로(6사례) 경험한 것은 교사들이 자신들을 동료 교사로 대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감

정이었다. 이러한 느낌은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직위를 가진 학교상담자 모두에게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은 학교문화 속에서 비교과 교사에 대한 대우, 상담업무에 대한 몰이해, 비정규직 교사 또

는 계약직 교사를 대하는 일반 교사들의 태도 등을 그 이유로 보고하였다. 

 

직업윤리와 인간적인 요구 사이에 갈등이 있는. 이게 또 학교는 상담자와 교사라는 게 겹쳐 있잖아

요. 이게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뭔가 지시하고 가르쳐야 하고 훈육해야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받아줘야 하는 담아내는 컨테이너 역할을 해야 하는 양면이 저

한테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건 학교상담사들 거의 다의 갈등상황인 것 같아요. (정체성 관련 가치 

갈등: 훈육과 심리적 지지 사이의 역할 갈등)

저는 학교상담사가 문제를 처리해주고 아이를 문제를 만들지 않게 하면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

이 사실 제일 힘들었어요. 초기에는 실망스럽고. 사람을 깊이 만나거나 진실되게 만나기 보다는 뭔가 처

리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중학교에서는 더 많이 느껴져요. (정체성 관련 가치 갈등: 문제 처리반, 고충 

처리반처럼 느껴짐)

[일반 교사와 업무 관련 갈등을 겪은 후] 그런데 이제 이 교사는 … “니네들[학교상담자들] 하는게 뭐

냐.” 왜냐면 내가 하는 얘기를 알려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담]횟수를 얼마나 하고, 몇 명

을 만나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도 관리자나 조금이라도 알고 있지 일반 교사는 몰라요. 그러니깐 “항상 

[학교상담자들 일하기] 참 쉽겠다. 편하겠다.” 이런 얘기나 하지. 기가 막히죠.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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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감정: 교사들이 자신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느낌)

계란으로 바위치기? 왜냐면 학교는 선생님들 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가장 우선시되

기 때문에 상담자는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들이 정말 많거든요. … 그걸 너무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상담자 자신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냥 나는 ‘[교사들의 일에] 협력

해 주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저는 그렇더라고요.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 교사들이 

자신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느낌)  

영역� 5.�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

범주 하위범주 응답빈도

자문이나 협조 
요청 대상

주변 학교상담자 일반적(8)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수퍼바이저 전형적(5)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 드문(2)

학교 관리자에게 협조 요청 드문(2)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효율성 증진

교사와의 협력 관계 전략 개발 변동적(4)

교사와 일반적 관계 증진 노력 변동적(3)

교사와의 의사소통 상황 기록 드문(1)

상담실 운영 전략 
변화

학교상담자 직무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변동적(4)

상담의뢰 절차 및 상담실 이용 규칙 변화 드문(2)
* 일반적(General): 8사례 이상, 전형적(Typical): 5-7사례, 변동적(Variant): 3-4사례, 드문(Rare): 2사례 이하에서 

보고됨

<표� 7>�윤리적�갈등상황에�대한�대처� �

학교상담자들이 윤리적 갈등상황을 경험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대처했던 윤리문제 해결전략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전략은 자문이나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8사

례)로 나타난 대상은 주변의 학교상담자들이었다. 이들은 비공식적인 모임이나 사적인 연락망을 통

해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자문이나 정서적 지지를 얻고 있었다. 대학 시절 교수나 개인적으로 관

계를 맺고 있는 수퍼바이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사례도 전형적(5사례)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

적 관계를 맺고 있는 수퍼바이저들의 자문은 실제 필요한 타이밍에 얻기 어려우므로 학교상담과 관

련된 좀 더 공식적인 자문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제와 관련된 법률이나 기관에 

대해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례와 부장교사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는 사례도 드물게(2사례) 있었다. 

두 번째는 예방 전략으로, 학교상담자들은 윤리적 갈등상황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와의 관

계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교사와 내담학생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때 

정보공유 타이밍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교사가 내담학생의 정보를 요청할 때 “기다려주세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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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 정보공유가 자신의 불안 때문이 아닌지 성찰하는 것, 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나 객

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등 좀 더 효율적으로 교사와 관계 맺는 자신만의 전략을 개발하는 경우가 변

동적(4사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과의 일반적인 친분 관계가 넓어짐에 따라 학교 내에서 학

교상담자 자신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교사와의 업무 협력이나 내담학생 관련 협력이 보다 원활해지

는 경험을 한 사례들도 변동적(3사례)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담학생의 학부모 민원을 둘러싼 책임

을 두고 담임교사와 갈등을 겪었던 학교상담자는 이후 내담자 상담기록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의사

소통도 자세히 기록해 둔다는 사례도 있었다.

마지막 전략은 학교상담실 운영 전략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먼저, 교사들이 상담의뢰를 임의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예방하고, 학교상담자가 하고 있는 일을 교사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학교상담자 직무 인식 개선 노력을 한다는 사례가 변동적(4사례)으로 나타났다. 인식개선 방법으로

는 교무회의에서 위(WEE) 클래스 업무 계획 발표, 부장교사를 통한 안내, 상담 결과나 업무 결과에 

대한 인정 요청 등이 보고되었다. 상담의뢰 절차나 학교상담실 이용 규칙을 개정하여 상담 의뢰와 

종결, 내담학생 관련 학교상담자 직무의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한 경우들도 드물게(2사례) 나타났다.  

선생님들은 사실은 [학생을] 상담실로 보내면 뭔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학

교에서는 압박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니까 초보일 때는 뭔가 좋은 이야기를 [선생

님들에게] 해줘야 할 것 같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여유가 생

겼다고 해야 할까요? (의사소통 전략 변화: 교사와의 협력 관계 전략 개발)

상담교사는 비교과잖아요. 학교의 주류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상담교사의 소외감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더 일상적으로 일반 선생님들하고 소통하고 친밀감 쌓고 이런 게 굉장

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 상담실

에 고립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면 소통은 더 어려워지니까요. (의사소통 전략 변화: 교사와 일반적 관계 

증진 노력)

기록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뭐였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교사와의 [대화]내용도 꼼꼼하게 다 적어놓거든요. 만약에 교사

와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기록장]를 열어보는 거죠. (의사소통 전략 변화: 교사와의 의사소통 상황 기록)

[학교]상담사에 대한 인식개선. 그거를 제일 먼저 제가 고려한 것 같아요. 이 상담실이 어떤 곳인지, 

상담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상담실에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흥분해

서 싸워야 할 게 아니라 소통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가장 많이 고려했어요. … 메신저로 안내도 

하고 … 티를 내야 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저기 말하고, 힘든 티도 내고 그래야 되요.

(상담실 운영 전략 변화: 학교상담자 직무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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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구조화가 완전히 잡힌 거죠. 체계가 잡혔어요. … “이 아이는 저하고 5회기 정도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연장하면 그때는 10회기까지 가능해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그때는 부모 동의서. [학생을 

의뢰한 교사가 학생 상담에 대한] 부모 동의서를 받아다주면 그때부터 상담 들어가는 거고. … 만약에 

이제 초기상담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외부상담을 연계해야 한다’이러면[판단이 들면] 그때부터 또다시 

[학교상담자와 교사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 [체계가] 완전히 잡혔어요. (상담실 운영 전략 변화: 상

담 의뢰 절차 및 상담실 이용 규칙 변화) 

Ⅴ.� 논의�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상담자들이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윤리적 갈등상황과 대처 전략을 심층적으

로 탐색하기 위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5개의 영역, 14개 범주, 32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윤리적 갈등상황이나 

갈등양상은 3개 영역; ‘내담학생의 비밀보장과 관련한 문제 양상과 태도’, ‘교사와 학생에 대한 책임

을 공유하는 관계에서의 혼란과 갈등’, ‘일부 교사들의 학교상담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과 의뢰 태

도’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윤리적 갈등상황 과정에서 학교상담자들의 내적 경험은 ‘윤리적 갈등상황

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의 영역으로, 윤리적 갈등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후 학교상담자들의 대

처 노력들은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영역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분석 결과

에 나타난 학교상담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일반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대상 교육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교사와의 관계에서 학교상담자가 겪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상담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한 주제는 비밀보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상담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문제가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학부모 및 교사와의 협력을 통한 내담자의 복지 보장 사이에의 가치 갈등이라는 정미라와 유금란

(201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관련 국내 법적 규정

은 공무원법 60조에서 규정한 비밀 엄수의 의무-“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23조 3항의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의 학생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이 있다. 공무원법 60조의 비밀 엄수 의무는 해당 법조항의 판례로 살펴보았

을 때,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의 행위 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상담자의 비밀보장 윤리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법 60조의 대상에는 전

문상담교사 뿐 아니라 일반교사가 포함되므로 동일 기관 내에서 업무상 정보공유를 금지하는 조항

으로 보기에는 힘들다. 또한, 교육기본법 23조 3항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강조하고 있어, 교육활동

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상담 활동의 정보를 동료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의 요청이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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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지 않을 법적 제한이 없다.  

내담학생을 담당하는 일반 교사와 학교상담자 사이의 정보공유 및 협력과 관련된 윤리 갈등상황

은 내담자의 비밀보장 기대에 대한 상담자의 진솔성과 교사와의 협력을 통한 내담자의 복지 최대화

라는 가치 사이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학교상담 모델 모두에서 본래, 동료 교사와의 

협력은 학교상담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운영 및 활동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2010)에서는 학교상담을 교육적 조력으로서의 상담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학교상담국가모델

(ASCA, 2019)에서도 학교상담자의 주요 역량을 상담(Counseling), 자문(Consulting), 조정

(Coordinating), 협력(Collaborating)으로 이야기할 만큼 동료 교사에 대한 자문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교육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증거기반 학교상담(evidence-based school 

counseling) 운동이 일어나면서 학교상담자와 교사와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Baker, 2001; Gysbers, 2001). 그러나 한국의 학교 문화 속에서 학교상담자와 교사와의 협력 관계

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장애요인이 산적해 있다. 김지연과 박알뜰이(2019)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사들은 학교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자문이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다. 교사들의 이러한 인식에는 비교과 교사인 전문상담교사나 비정규직 교사인 전문상담

사에 대한 학교 문화,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보다는 성적이나 학업을 강조하는 학교 문화 등의 영향

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학교상담자들은 개인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 내담자의 비밀보장이 주는 치료

적 가치와 안전감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학교상담자들이 교사들과의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내담학생의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혼란을 겪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

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학교상담자로부터 학생의 정보를 공유받은 교사들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

서 해당 학생에게 의도치 않게 상담 정보를 유출하고 그것이 상담관계와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학교상담법 제정 관련 움직임(에듀인 뉴스, 2019. 8. 6.)은 이러한 윤리적 갈

등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상담법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다

방면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비밀보장 관련한 혼란·갈등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부모에

게 공유해야 상담정보의 범위와 공유 과정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적 수준에

서 규정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구체적 수준제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법적 수준에서 

학교상담자의 정체성과 직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일반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비밀보장의 의무와는 다

른 학교상담의 특수성과 맥락이 고려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시행령이나 교육청 수준의 학

교상담 매뉴얼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도 드러

났듯이 학교폭력 관련 정보,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다른 법에서 규정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학교상담

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비밀보장의 한계를 학생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지,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언제까지, 어느 범위의 인력에까지 공유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밀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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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공유의 과정을 학생의 발달적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급별로 구분할 필요도 있다(Welfel, 

2002). 예컨대, 초등학생의 경우, 비밀보장의 예외가 아니라 정보공유의 제한 규정을 두어 학부모나 

교사와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학교상담자의 기본 입장으로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관계에서의 혼란과 갈등’영역에서 나타난 하위 주제들은 학교상담

법과 이후 시행령, 교육청 매뉴얼에 무엇이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

고 있다. 우선, 상담동의와 관련하여 ‘학교상담에 대한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가’는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학교상담윤리 관련 문헌들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상담에 학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학부모로부터 상담동의를 받는 시기에 있어서, ‘내담학생

과의 정기적인 상담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mley & 

Herlihy, 2001; Welfel, 2002). 또한, 학부모의 가해 영향이 큰 아동학대나 자해 등과 같은 위기 상

담에서 학부모 동의 예외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수업 중 상담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는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을 수업으로 인정한다는 규정 이외에는 관련된 법적 규정이 없다. 이에 교육청마다 수업 

중 개인상담을 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후 학교상담법을 제정할 

시에 이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는 조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도탈락 위기의 학생이 상담

실에 머무는 것에 대한 수업시간 인정은 적절한 범위에 한해서 논의해 볼만 한 문제이다. 

일부 교사들의 ‘학교상담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과 의뢰 태도(영역 3)’와 ‘윤리적 갈등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영역 4)’ 영역의 하위 주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은 전문상담교사의 임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반교사와 관리자들 사이에서 학교상담자들의 직

무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음을 보여준다. 사실상 이 2개의 영역은 학교상담자들의 역할 인식에 

있어서의 혼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영역 3이 외부인들의 역할 인식 혼란이라면, 영역 4는 

외부인들의 왜곡된 역할 인식으로 인한 상담자 자신의 정서적 혼란 및 갈등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교사들이 자신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보고하였다. 이

는 기존의 학교 문화가 일반 교사들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전문상담사의 경우 비정규직 교사

로 학교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상담자들이 느

끼는 이런 불평등감은 교사들이 학교상담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도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학교적 수준의 종합적 학교상담 프로그램(오인수, 2010; Dahir, Burnham, 

& Carolyn, 2009)의 필요성이 계속하여 대두되는 상황에서 동료 교사들로부터 소외된 학교상담자

들은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1정 연수나 학교 관리자 

연수에서 학교상담자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상담자의 직무를 일

반교사가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일반 교사들의 직무 중 매우 중요한 생활지도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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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학교상담자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공유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학

교상담자와는 어떤 방식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은 마땅히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일반 교사 대상 연수에 생활지도와 상담과 관련된 강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강의 중의 일부분을 현장의 학교상담자가 담당하도록 배정하여 학교상담자와 교사간의 협력을 주제

로 강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갈등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의 하위 주제 중 정체성 관련 혼란과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 영역의 하위범주 주제들은 학교상담자 훈련 및 연수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상담자 적응과정에서의 정체성 혼란은 국내 여러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부분인데(김지연, 김동일, 2015; 이지원, 오인수, 2016), 본 연구에서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 윤리적 

갈등상황 대처 양상에도 기여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학교상담자의 정체성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

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이다(김인규, 조남정, 2011; 유형근, 

2007). 특히,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서 학교상담의 맥락 이해와 정체성 형성에 중심이 되는 ‘학교

상담’ 과목이 없고, 관련 실습이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은 학교상담 현장에 계속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는 학교상담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와의 협력과 경계 유지의 조화를 꾀하고, 학교상담의 의뢰과정 및 종결에 대한 구조화, 

비공식적 자문체계 구성, 학교상담자 인식 개선을 위한 자기옹호(self-advocacy) 활동들을 하고 있

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협력 및 자기옹호 전략들은 학교상담자의 협력 역량

과 자기옹호 역량을 위한 교육내용 구성 시 중요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 

본 연구의 여러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첫째, 제한적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크기가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이 제안하는 최소 

인원인 8명을 초과하였다. 또한, 연구팀은 자료수집팀과 함께 각각의 인터뷰를 복기하며 보고된 내

용의 상호보완 및 초기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본 연구의 자료가 학교상담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이론적 포화를 이루었다고 보았다. 둘째, 본 연구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일부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가 전화로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전화로 수집한 인

터뷰의 경우, 전체 인터뷰 길이가 짧아지는 등의 한계점이 발견되었으나, 연구의 핵심인 학교상담자

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곤란했던 경험을 충분히 보고하였기 때문에 연구에 포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라 판단하였다. 셋째, 기존의 합의적 질적 연구 분석방법과 달리, 본 연구는 한 사례에서

만 보고된 내용도 하위범주화하여 분석하였기에 연구자의 주관이 과잉 반영될 수 있다는 제한점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윤리 관련 갈등 경험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critical events)을 중심으로 사례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한 사례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위범주가 

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판단하였다. 넷째, 애초 연구팀은 학교급마다 학교상담자와 교사와의 관계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질적 인터뷰를 진행해 나가며 연구 참여자들이 여러 학교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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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경우가 많았고, 학교급을 구분해 가며 결정적인 사건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교상담자가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초점을 둠으로써, 학생-교사의 관계가 더 긴밀한 초등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고되어 

있으며 학교상담자와 교사 간의 부정적 의사소통이 다소 부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담윤리 

이슈는 내담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학교상담자와 교사 관

계 속의 윤리적 딜레마 연구가 학교급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보다 긍정적인 의사소통, 즉, 

학교상담자와 교사의 성공적인 협력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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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school�counselors’�experience�of�the�ethical�conflicts�and�

coping�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with� teachers:�

A� consensual� qualitative� analysis*

1)2)3)

Heo,� Nanseol**

Lee,� Jee� H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ived experiences of ethical conflicts and 

coping strategies that Korean school counselors experienced in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in 

schools. For this purpos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was used, and nine school counselo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earch team interviewed each participant two times through the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transcribed all interviews. The research team analyzed the collected 

data following the guides of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5 domains, 

14 categories, and 32 subcategories were developed. Five domains are consisted of three of ethical 

conflicts regarding the confidentiality, the shared responsibility about students, and inappropriate 

perceptions of school counselors’ duty and referral attitude of teachers; a domain of emotional 

confusion as school counselors’ inner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ethical conflicts; and a domain 

of coping strategies to the ethical conflicts. Lastly, researchers provided suggestions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systemic limitations of the Korean school counseling system 

revealed in this study. Implications for the school counselor training were also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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