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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담 수련생이 ‘괜찮은 일’로서 상담수련을 경험하

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한지, 상담 수련생 개개인의 경

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상담수련 특성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인식을

구성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연구방법

을 사용하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

이 보이는 차원과 범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에 대한 중요도 및 경험도의 평정 결과를 확인하였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연구방법에 따라 5단계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다. 첫째, 개념도 준비단계에서는 초점질문을

개발하고 예비연구를 진행하였으며, IRB 신청 및 승인의 과정을

거쳤다. 둘째,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및 종합·편집 단계에서는 총

16명의 2급 자격증을 준비하는 상담 수련생이 참여자로서 아이디

어 진술문 생성 과정에 참여하였다. 더 나아가, 도출된 아이디어

진술문을 종합 편집하기 위하여 종합·편집팀과 다수의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종합·편집팀과 편집한 진술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아

이디어 진술문 생성 참여자 5인과 상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65개의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진술문은 아이디어 진술문 구조화 단계

를 거치기 전 마지막으로 종합·편집팀에 의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셋째, 아이디어 진술문 구조화 단계에서는 15인의 아이디어 진술

문 생성 참여자가 참여하였다. 15인의 참여자는 유사성 분류 및

평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넷째, R-CMap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R-CMap을 활용하여 포인트맵, (명명된) 클러스터 지도,

클러스터 평정지도, Go-Zone 그래프를 도출하였으며, 패턴매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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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cel을 사용하여 추가로 작성하였다. 다섯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념도를 활용하였다. 개념도 활용단계에서는 축의 명칭

을 명명하고 클러스터 명칭을 명명하였다. 또한 각 클러스터 및

진술문의 중요도 및 경험도에 대한 평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의 차원과 범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축은 특성의 속성과 수련생의 정체성을 구

분하였다. x축(1차원)은 수련과정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진

술문의 내용이 사람과 관련된 것인지 구조와 관련된 것인지를 구

분하는 차원으로 ‘사람: 관계적’과 ‘구조: 체계적’으로 명명하였다.

y축(2차원)은 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차원으로

수련생의 교육생(learner)으로서의 정체성과 일하는(상담하는) 노동

자(worker)로서의 정체성을 구분하고 있어 ‘교육생’과 ‘노동자’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축 구성을 통하여 수련과정에 임하는 수련

생의 정체성이 교육생과 노동자로서 각각 다르게 존재하며, 각 정

체성에서 특성의 속성에 따라 무엇을 괜찮은 일로 인식하는지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클러스터의 경우 총 7개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명명한 클러스터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 원활한 상담업

무를 위한 환경, 긍정적인 기관풍토 및 성장경험, 수련생을 존중하

는 수퍼바이저, 전문성 발달을 조력하는 수련과정, 웰빙을 고려한

수련구조,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이다.

둘째, 각 특성에 대한 중요도 및 경험도 평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곱 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중요도 평정 결과는 4.31

부터 4.07까지로 제시되었다. 모든 클러스터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상으로 평정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련생들이 모든

클러스터의 특성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중요도 평정 결과의 경우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 iii -

았으므로, 차이에 대한 해석은 유의해야할 것이다. 반면, 일곱 개

의 클러스터에 대한 경험도 평정 결과는 2.08에서 3.49점으로 중요

도에 비해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2점이 ‘보장되지 않는다.’이고 4

점이 ‘보장받고 있다.’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점수 분포는 대체

로 수련생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특성들에 대하여 보장받지 않

는 상태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사후분석 결과를 통해 다양

한 형태의 보상이 긍정적인 기관풍토 및 성장경험, 수련생을 존중

하는 수퍼바이저, 전문성 발달을 조력하는 수련과정, 원활한 상담

업무를 위한 환경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다른 클러스터에 속한 특성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덜 보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일곱 개의 클러

스터에 대한 중요도 및 경험도의 평정 결과 차이를 클러스터 평정

지도, 패턴매치, Go-Zone 그래프를 활용하여 확인했다. 그래프의

활용을 통해 다음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클러스터

평정지도를 통하여 일곱 개 클러스터의 평정 결과 순위를 확인하

였고, 이와 같은 중요도와 경험도의 차이는 패턴 매치 그래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험도와 중요

도 평정 결과의 차이를 Go-Zone 그래프를 통해 진술문 단위로 확

인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 수련생의 개인 차원에서 직업인으로서 상담사들이 어

떠한 직업 문제 및 사회경제적 처우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

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실정 속에서 괜찮은 일의 다양한

대상 중 상담 수련생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자격증을 현재 취

득하지 않은 2급 자격증 준비 수련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 수련 특성을 도출하고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무급 수련과정의 괜찮은 수준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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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논의들은 수련생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이들이 주관적으로 어떠한 일의

조건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급 수련과정이 지니는 괜찮은

일의 특성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상담 수련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

서의 상담수련 특성의 중요도와 경험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수

련과정의 현황과 함께 수련생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특성이 무엇인

지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을

실시함에 있어서 ‘괜찮은 일’의 특성에 대한 수련생의 목소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참여자의 현장성과 결과의 현장성

을 높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상담수련, 상담 수련생, 괜찮은 일, 개념도, R-Cmap

학 번 : 2019-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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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빠른 기술 성장으로 인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실직 문제의 악화 및

일자리 부족, 불완전한 고용상태 등 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하고 있다(대한민국일자리상황판, 2020; 안진아, 정애경 2019). 고용상황

및 일자리 악화 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1999년 괜찮은 일 계획(Decent

Work Initiative)의 착수와 함께 괜찮은 일(decent work)의 개념을 소개

하였다(ILO, 1999). 괜찮은 일이란 사회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일 할 수 있

는 기회, 자유에 기반한 일, 생산적인 일, 평등에 기반한 일, 안정성, 존

엄성의 여섯 가지 차원으로 정의된다(Anker et al., 2003). ILO는 모든

인간이 자유, 평등, 안전, 존엄이 보장된 환경에서 적정수준의 생산적인

일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괜찮은 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ILO의 정의가 사회학과 경제학에 기반함에 따라, 이

후 대다수의 공공정책 및 정부의 지원, 민간 자본의 운영 등은 경제학자

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이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이나 노동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생존–사회적 연결감–자기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삶

의 요소이자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고려할 때

일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 및 이해가 괜찮은 일의 개념 확장과 적용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luestein et al., 2008; Bluestein et

al., 2016). Bluestein과 동료들(2008)은 일의 심리학 관점(PWF;

Psychology of Working Frame)을 제안하며, 사회구조적인 요소가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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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서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일과 관련된 문제와 사회 정

서적인 문제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은 개인의 삶 속에서

생존의 문제, 사회적 연결감, 자기결정성의 발현 등을 통해 안녕감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기 때문이다. Duffy와 동료들(2016)은 PWF 및

관련 직업심리학 연구, 다문화 심리학,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 연

구, 일의 사회학 등을 통합하여 일의 심리학 이론(PWT; Psychology of

Working Theory)을 제시했다. 일의 심리학 이론에서는 괜찮은 일의 획

득을 주요 과제이자 핵심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괜찮은 일 획득에 영향

을 미치는 선행변인과 괜찮은 일 획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결

과 변인, 그리고 더 나아가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을 매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학 변인과 심리학적 변인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PWT에서는 경제적 제약이나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개인,

일과 관련된 다양한 전환과정에 놓인 개인, 지금까지의 진로이론 및 연

구에서 대상이 되지 못했던 개인의 다양한 일 관련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안진아, 정애경, 2019). 이러한 괜찮은 일 논의에 덧붙여 개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괜찮은 일을 이해해야 한다는 선행연구도 제시되었다.

또한 Deranty와 MacMillan(2012)은 ILO의 일(working)의 개념이 제한적

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의 웰빙과 신체·정서·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activity)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활동이 주관적인 성장

과 효과적인 협동, 민주적인 삶의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그

것을 괜찮은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Ribeiro와 동료들

(2016) 또한 ILO의 괜찮은 일 개념이 신자유주의의 관점에 한정되어 있

음을 지적하며, 괜찮은 일은 개인들의 일상 및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해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일(working)이란 단순히 사회경제학적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일을 하고 있

는 다양한 대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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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인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일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괜찮은 일의 특성을 깊게 이해하고, ‘일

다운 일’을 경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괜찮은 일은 문화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거나 경험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대상의 경험은 각각 다른 고유한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모든 대상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요구된다(안진아,

정애경, 2019; Bluestien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군 중에서도 국내 상담 수련생에 초점을 맞추어 이

들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상담 수련생

에 초점을 맞춘 까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 수련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이형국, 2018; 최혜윤 외,

2019), 상담 수련생의 개인 차원에서 직업인으로서 상담사들이 어떠한

직업 문제 및 사회경제적 처우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형국(2018)은 상담사에게 사회적 봉사와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상담사가 받는 사회적 경제적 처우에 대한 개선 노

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관심의 부족은 낮

은 대우 및 보상을 받으며, 상담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이를 통해 생계유

지를 해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허무함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 및 소진,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내담자에게까지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김현미 외, 2010; 이상민 외, 2018). 따라서, 상담

에 대한 수요 및 수련생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

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이 어떠한 일 관련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어떠한 직업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한 관

심 및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김원아, 선혜연(2021)은 이와 같

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상담 직종의 낮은 고용의 질과 상담사의 직업

가치를 종합하여 괜찮은 일 개념을 통해 적정 수준의 상담 직종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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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상담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상담 직

종이 지녀야 할 적정 수준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상담 특수적

인 이야기와 괜찮은 일 개념의 공통적인 특성을 모두 포함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김원아, 선혜연(2021)의 선행연구는 여성 상담자를 대상

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담 직종에 고용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따라서 상담 직종의 괜찮은 일 개념을 탐색함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담사 집단 내에서도 상담 수련생의 경우 보다 큰 제약을 경험

하고 있기에 상담 수련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상담 수련생의

경우 수련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일에 대

한 보상이 기존의 임금 노동자와는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일할 기

회에 대한 제한 또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담 수련생의

어려움은 국내 수련과정 특성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학내 교과과정과

외부 기관의 상호작용으로 상담자 경험 및 수퍼비전 기회가 유기적으로

주어지는 미국의 수련 과정과 달리 국내의 경우 대학원 교과과정 내에서

수퍼비전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빈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외, 2021). 이로 인하여 상담 수련생들은 대학원 과정에 더하여

외부 기관에 수련생으로서 별도로 소속되어 부족한 사례 경험 및 수퍼비

전 시간을 채우게 된다. 이러한 별도의 수련기관 등록은 수련생으로 하

여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하며(김명자, 김지연, 2020), 수련기관의 제

공 요건에 따라 수련생이더라도 여전히 사례 제공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

도 한다(이상민, 2018).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상담 수련생은 수련과정에서 경제적 부

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김명자와 김지연(2020) 연구

에서는 초심 상담자가 상담수련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인 부담

이 큼’이라는 내용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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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수련과정과 대학원 학비로 인한 부담이 크고, 수련생으로서 일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

다. 이와 유사하게 상담전문가로 진로전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에서 진로전환을 고민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원인으로 상담

수련 기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제시되었다(최혜윤 외, 2019). 더 나아

가, 20대 청년기 상담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수련 등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는 것의 어

려움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

움을 받거나 상담과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이 제시되었다(이

한나, 김영근, 2020).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상담 수련생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제약을 경험하는 수련생들은 수

련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우며, 자신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할 때 부적

합한 일이라고 느껴지는 일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안진아, 정애

경, 2019). 또한 적절한 보상이 괜찮은 일의 주요 특성임을 고려할 때

(Duffy et al., 2017), 보상을 받지 못 한다고 느끼는 수련생들은 스스로

괜찮은 일을 경험하지 못 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상담

수련생들이 괜찮은 일 경험을 하고 있지 못 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으

며, 수련생의 일의 질 향상을 위해 상담 수련생들이 인식하는 적정 수준

의 상담수련 특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상담 수련생들은 자격증이 없는 ‘수련생’이기 때문에 일 할 수

있는 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이 없는 수련생의 경우 수련 요건으로 제시되는 상담 사례 수를 채우기

위해 내담자에게 돈을 주고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상

민 외, 2018). 또한 내담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이중관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을 내담자로 구해야 하는 경우도 연구를 통해 확인되

었다(김명자, 김지연, 2020). 즉, 상담 수련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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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경험 및 학력으로 인해 진로발달 과정에서 제약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 수련생의 어려움은 상담전문가로의 진로발달 과정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최혜연 외(2019)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상

담전문가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여 진로선택

자체를 안 하도록 만드는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외 경험

은 수련생들이 상담전문가로서 발달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회의 불평등

및 경험을 위한 자본의 제약을 야기할 수 있다(안진아, 정애경, 2019). 따

라서 상담 수련생들의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이들에게 요구되는

수련과정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정 수준

의 수련과정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종합하면, 상담 수련생들은 대학원 학위 과정 외에 학생이 아닌 수련

생의 입장으로서 수련기관에 소속되어 수련 경험을 쌓게 된다. 이러한

수련과정은 고용상태(employment)-공식적인 교육 및 훈련 과정(formal

education and training)-자발적인 무급노동(voluntary unpaid work)의

교집합 위치에 놓여있으며(Owen & Stewart, 2016), 이러한 중첩성으로

인하여 수련과정이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며 어떻게 제시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상담수련 또한 유급과 무급 형태가 공존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다양한 방식의 수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련과정의 구조화 방안 및 제공되어야 할 요인들

의 적정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 수련생이 ‘괜찮은 일(decent work)’로서 수

련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한지, 상담 수련생 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상담수련 특성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인식

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상담수련은 어떠한 적정 수준을 충족해야 하는가

에 대한 고민을 ‘괜찮은 일’이라는 개념 및 수련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탐색해봄으로써 상담 수련생들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구

조적, 관계적 여건뿐만 아니라, 이들이 경험하고 구성하는 괜찮은 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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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또한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경

제적 어려움이나 일의 기회 제한과 같이 사회경제적 변인과 관련된 어려

움을 확인하였지만, 이 외에도 ‘상담’ 혹은 ‘수련생’이기 때문에 보장되어

야 할 특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상담 수련생들의 이야기

를 통해 구성하는 상담수련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는 수련과정에서 요

구되는 다양한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괜찮은 일 개념은 ‘일 다운 일’로 경험되기 위한 최소한의 적정 수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담수련생들이 현재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들이 인식

하는 괜찮은 일의 특성을 함께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적절할 개념일 것

으로 판단하였다(안진아, 2019).

제 2 절 용어 정의

첫째, 상담수련은 “책임감 있는 전문가로서 기능하기 위한 기회를 제

공하는 것으로서, 잘 조직된 활동들을 수퍼비전 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APA, 1986). 국내에서는 수련생들은 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

하기 위해 대학원 학위과정에 더하여 대학교, 공공기관 및 민간 상담기

관에서 상담수련과정을 밟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대학교, 공공기관 및 민간 상담기관에 속하여 상담실습, 개인분석, 집

단상담, 수퍼비전, 사례발표, 상담 관련 세미나, 워크숍, 관련 전문가 과

정 등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상담수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둘째, 상담 수련생은 위에서 정의한 수련과정을 밟기 위해 기관에 소

속된 자를 의미한다. 상담 수련생은 3급부터 1급까지 다양한 자격증을

밟기 위해 수련을 밟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2급 수련생만을 대상으로

정의를 한정 짓고자 한다. 상담 수련생들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사

과정을 밟는 중에 한국상담학회 및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증, 청소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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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사 자격증 2급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며, 대체로 2급 자격증 취득 후

상담사로 취업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대상의 범위를 2급 자격증을 준

비하는 상담 수련생으로 한정 지었다. 또한 본 연구는 임금을 받는 취업

상태가 아닌 무급 노동과 교육의 교집합을 경험하는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기에, 기관에 직원이 아닌 수련생 혹은 인턴 신분으로 속해

있는 대상자만을 상담 수련생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셋째, 괜찮은 일(decent work)은 1999년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

된 개념으로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구조적, 관계적으로 최소한의 요건

을 갖춘 일을 의미한다. ‘Decent work’라는 개념은 국내 선행연구에서

괜찮은 일 외에도 ‘품위 있는 일’(오수현, 2017), ‘일다운 일’(황준욱,

2005), ‘양호한 노동’(황준욱, 허재준, 2003)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지

만 본 연구는 상담 분야에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괜찮은 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괜찮은 일은 경제적·사회적·구조적 맥락에서 구성요

소가 정의되었으며, 경제학과 사회학적 관점이 연구 및 정책적 접근의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경제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작되었고(Bluestein et al., 2008), 사회경

제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개인적-대인관계적-사회적 측면까지도 포함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Deranty & MacMillan,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괜찮은 일을 ‘경제적, 사회

적, 구조적, 개인적, 대인관계적, 사회적 측면에서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

는 적정 수준을 충족시키는 일’로 정의하고자 하며, 괜찮은 일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개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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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상담 수련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은 무엇인가?

1.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의 차원과 범주는 어떠한가?

2.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에 대한 중요도와 경험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제 1절 괜찮은 일

1. 괜찮은 일의 개념과 사회경제적 지표

괜찮은 일(Decent Work)은 1999년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괜찮은 일

계획(Decent Work Initiative)을 착수하면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자유,

평등, 안전, 존엄에 기반한 환경에서 적정 수준의 생산적인 일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to obtain decent and

productive work in conditions of freedom, equity, security, and human

dignity)”라는 의미로 처음 소개되고 설명되었다(ILO, 1999). 이를 바탕으

로 Anker와 동료들(2003)은 괜찮은 일의 특성을 여섯 가지 차원으로 나

누었으며, 여섯 가지 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열 한가지의 구성요소를 제

시하였다. 먼저, 여섯 가지 차원은 ①일 할 수 있는 기회, ②자유에 기반

한 일, ③생산적인 일, ④평등에 기반한 일, ⑤안정성, ⑥존엄성을 포함한

다. 이러한 여섯 가지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되는 지표의 범주는 아

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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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정지표와 관련하여 2008년 괜찮은 일 측정을 위한 전문가 3

자 회의(TME; Tripartite Meeting of Experts on the Measurement of

Decent Work)가 소집되었으며, 이를 통해 괜찮은 일의 지표(Decent

Work Indicator)가 18회 국제 노동 통계 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에서 제시되었다(ILO, 2013). 본 학회에서는 앞서

제시된 11개의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지표

를 제시하였다. 각 하위 요소에 대해 제시된 지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ILO, 2013에서 발췌).

1. 고용기회(Employment opportunities)

2. 수용 불가능한 노동(Unacceptable work)

3.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인 노동(Adequate earnings and productive work)

4. 적절한 근무시간(Decent hours)

5. 고용보장 및 안정성(Stability and security of work)

6. 일, 가정의 양립(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7. 고용 평등(Fair treatment in employment)

8. 안전한 근무환경(Safe work environment)

9.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10. 사회적 대화와 직장 내 관계(Social dialogue and workplace relations)

11. 괜찮은 일에 대한 경제 사회적 맥락(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decent

work)

<표 3> 11가지 측정 지표(Ankers et al., 2003)

하위 요소 통계적 지표

고용기회

Employment

Opportunity

M – 고용 대 인구 비율(S)*
M – 실업률(S)
M – 고용, 교육 또는 훈련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 15-24세(S)*
M – 비공식 고용률(S)*
A – 노동력 참여율 (1) [특히 통계가 있는 경우]
인구 대비 고용 비율 및/또는 실업률(총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 청년실업률,15-24세(S)
A – 학력수준별 실업률(S)*
A – 고용 상태별 고용 상태(S)

<표 4> Decent Work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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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총 고용에서 자기 계정 근로자 및 기여 가족 근로자의
비율(S)* [특히 비공식 고용에 대한 통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
A – 비농업 고용에서 임금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S)
F – 노동력 활용도 저조(S)
메모 항목: 시간 관련 배포 미완료율(S)이 "작업 시간 만료"
아래에 A로 그룹화되었음.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인 노동

Adequate

Earnings and
Productive

Work

M – 근로빈곤율(S)*
M – 급여율이 낮은 직원(시간당 중위소득의 2/3 미만) (S)*
A – 직군별 평균 시간당 소득(S)*
A – 평균 실질 임금(S)
A – 중위 임금의 백분율로 나타낸 최저 임금
A – 제조 임금 지수
A – 최근 직무교육을 받은 직원(지난 해/지난 4주)(S)

적절한 근무시간

Decent Working

Time

M – 과도한 근로 시간 내 고용(주 48시간 이상)(S)*
A – 주당 근무 시간별 고용(표준 시간대의 시간) (S)*
A – 고용인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S)*
A – 시간 관련 불완전 배치 비율(S)
F – 유급 연차(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개발 작업; 추가 지표)

일,

개인-가정의

양립

Combining Work,
Family, Personal

Life

F – 업무 시간/근무 외 시간 (사무실에서 개발 작업 수행)
F – 모성 보호(사무소에서 수행해야 하는 개발 작업; 주요 지표)

수용 불가능한

노동

Work that
should be

Abolished

M – 아동 노동률[ICLS 결의에 따라 정의됨] (S)*
A – 유해 아동 노동률(S)*
A – 유해 작업 이외의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비율(WFCL)**
A – 강제 노동률(S)*
A- 귀국 이민자 강제노동률(S) **

고용보장 및
안정성

Stability and

Security at
Work

M - 불안정한 고용률 **
A - 직무 종신 재직권*
A - 생계형근로자율*
A – 일반근로자의 실질소득* (S)
메모 항목: 비공식 고용은 고용기회에 따라 분류됨.

고용에서의 M – 성별에 따른 직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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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주요 괜찮은 일자리 지표 / A – 추가적인 괜찮은 일자리 지표
F – 사무소에서 수행해야 할 향후 포함/개발 작업 후보
C –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맥락
S - 총계 외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지시자가 별도로 보고되어야 함을 나타냄

평등한 기회와

처우

Equal
opportunity and

treatment in
employment

M – 고위 경영진과 중간 경영진의 여성 고용 비율*
A – 성별 임금 격차
A – 비농업 부문 임금 고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A – 사무국에서 개발해야 할 기본 원칙 및 업무상 권리에 대한
지표(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
A – 사무국에서 개발할 국가 차원에서 관련성이 있고 이용
가능한 경우, 원주민/최근의 (이주) 이주 노동자의
인종/민족/인종별 차별을 측정한다.
F – (최근) 이주 노동자의 부문별/직업별 분포에 대한 분산 측정
F –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측정.
메모 항목: (S) 표시된 다른 실질 요소 아래의 지표는 총계 이외에
남성과 여성에 대해 별도로 보고해야 함.

안전한 근무환경

Safe work
environment

M – 업무상 부상 빈도(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
A – 업무상 재해 발생 빈도 (생명에 지장 없는 정도*)
A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손실된 시간
A – 근로검사(고용인원 10,000명당 검사원)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M – 법정 연금 수령 가능 연령(또는 65세 이상) 이상 인구 중
노령연금 수혜자 비율(S) *
M – 공공 사회 보장 지출(GDP의 비율)
A – 민간 가계의 자금 조달이 아닌 의료 지출
A- 연금제도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몫(S) *
F – (기본) 의료 제공(S)이 적용되는 인구 비율(사무국에서 개발
예정, 추가 지표)
F – 현금 소득 지원에 기반한 공공 지출(GDP의 %)
F – 현금소득 지원 수혜자(빈곤층 비율)
F – 병가(사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개발 작업; 추가 지표)
[법적 프레임워크 및 노동시장 통계와 연계한 해석.]

사회적 대화와

직장 내 관계

Social dialogue,
workers’ and

employers’
representation

M – 노동조합 밀도율(S) *
M – 고용주의 조직 밀도(ED) (S)*
M – 단체교섭범위율(S)
M/F – 사무국이 개발할 업무상 기본원칙 및 권리(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에 대한 지표, 주요 지표
A – 파업 및 금지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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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이외의 OECD 및 EU에서도 괜찮은 일의 지표들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박광옥, 김선형, 2019에

서 재인용). 급여, 근무조건 동등한 근로의 기회, 성평등, 고용형태 및 안

정성, 작업장 내 건강과 안전, 다양성은 ILO의 지표와 유사한 특성을 담

고 있었으며, EU에서 제시한 지속적인 배움이나 근로자 몰입의 경우

ILO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자의 경험과 관련된 특성을 담고 있었

다.

종합하면, 괜찮은 일은 인간이 적정 수준의 일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며, 인간은 일을 통해 기회, 자유, 생산

성, 평등, 안전성,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ILO는 사회경제적

인 지표를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EU는 이러한 사

회경제적인 지표에 더하여 성장 및 몰입의 개념을 추가로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괜찮은 일의 보장 및 획득을 위해서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회경제적인 조건 외의 추

가적인 조건 또한 인간으로서의 적정 수준 일 경험을 위해 요구되는 것

을 예상해볼 수 있었다.

2. 괜찮은 일에 대한 심리적 접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괜찮은 일은 경제적·사회적·구조적 맥락에서

시작되었으며, 경제학과 사회학적 관점이 연구 및 정책적 접근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괜찮은 일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이 함께

필요함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구분 측정 지표
OECD 급여, 근무조건, 고용형태, 고용의 안전성

EU
동등한 근로의 기회, 성평등, 근로 유연성, 지속적인 배움, 작업

장 내 건강과 안전, 근로자 몰입, 다양성

<표 5> OECD와 EU의 괜찮은 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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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tein과 동료들(2008)은 일의 심리학 관점(PWF)을 제안하며, 사회

구조적인 요소가 진로선택에서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일과 관

련된 문제와 사회 정서적인 문제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은 개인의 삶 속에서 생존의 문제, 사회적 연결감, 자기결정성의 발현

등을 통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사회구조

적인 특성과 사회 정서적인 특성을 함께 다루고 있는 PWF의 주요 가정

은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Bluestein, 2013; Duffy et

al., 2016). 이러한 가정을 통해 괜찮은 일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사회경제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확

인할 수 있다.

위의 가정을 통해서 특정 대상의 인식에 국한되어선 안 되며, 부양 및

돌봄 활동같이 기존에는 일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활동 및 근로자뿐

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 개념의 확장이 필요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Bluestein과 동료들(2016)은 심리학적인 접근을 더욱 강조하

§ 일은 삶과 정신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 일의 심리학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정 대상의 인식에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일에 대한 심리학 연구는 일하는 모든 이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까지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많은 사례 및 상황에서 일의 경험과 일 외적인 경험은 촘촘히 얽혀있다.

§ 일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포함되지 못 하였던 부양 및 돌봄 활동도 포함한다.

§ 일은 인간의 세 가지 기본 욕구인 생계유지, 사회적 연결, 자기실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이다.

§ 일의 심리학적인 특성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이해서는 현 사회의 일을

구성하고, 제한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역동을 고려해

야 한다.

<표 6> PWF의 주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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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통해 기존의 접근에서 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괜찮은 일을 측

정함에 따라 고용주(employer)의 관점이나 신자유주의적 접근에 치우치

게 되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괜찮은 일 개

념에 심리학적인 접근을 추가함으로써 괜찮은 일 개념이 처음 출발하였

던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가치와 의미를 부각하는 것이다(Bluestien

et al., 2016). 따라서 괜찮은 일 개념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개인

및 다양한 일에 대한 경험이나 의미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괜찮

은 일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탐색함으로써 괜찮은 일 개

념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Duffy와 동료들(2016)은 기존의 직업심리학, 다문화 심리학, 일의 사회

학,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을 바탕으로 PWF의 논리를 발전

시켰다. 이들은 일의 심리학 이론(PWT; Psychology of Working

Theory)을 통해 괜찮은 일을 핵심 개념으로 놓고 맥락적 선행요인과 심

리적 경제적 매개요인과 조절변인, 괜찮은 일 획득을 결과 변인을 하나

의 모형으로 제안하였다. 먼저, 일의 심리학(PWT)의 핵심 개념인 괜찮

은 일은 ILO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① 물리적 관계적으로 안전한 작

업 환경(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 없는 환경), ② 자유시간 및

휴식시간이 보장되는 근무시간, ③ 개인의 가족 및 사회적 가치에 부합

하는 조직의 가치, ④ 적절한 보상, ⑤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해

야 한다. 또한 맥락적 선행요인에는 경제적 제약과 사회적 소외가 포함

되며, 매개변인에는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인에는 적극적인 성격, 사회적지지, 비판적 의식, 경제상황이 포함

되며, 결과변인에는 생존 욕구, 사회적 연결 욕구, 자기결정 욕구가 포함

된다(Duffy et al., 2016).

또한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Duffy와 동료들(2017)은 괜찮은

일자리 척도(DWS: Decent Work Scale)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27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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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활용하기 위해 58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유사한 측정도구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각각 3문항으로 이루어지는 5요인의 척도가 제시되었다. 5요인은

신체적 관계적으로 안전한 환경, 건강보험에의 접근, 적절한 보상, 자유

시간 및 휴식시간이 보장되는 근무시간, 개인의 가족 및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조직의 가치로 PWT에서 정의한 괜찮은 일의 구성요소와 동일

하였다. 이와 같은 척도 개발을 통해 PWT에서 제안하는 모형을 통계적

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Nam & Kim(2019)은 고용상태에 있는 대한민국 성인 320

명을 대상으로 DWS를 타당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DWS

와 동일한 요인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국내 성

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문

화적 맥락에서는 ILO에서 제안되지 않은 기타 요인들이 괜찮은 일의 주

요한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예: 직장 내 복지, 내

재적 보상, 성장 기회, 공감적이고 편안한 근무환경, 윤리적인 사내 정책

및 관행, 자율성). 이처럼 문화권에 따라 괜찮은 일에 대한 개념이나 특

성은 다르게 제시될 수 있으며, Duffy 외(2016)에서는 문화권에 따른 괜

찮은 일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문화 간 타당도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종합하면, 이와 같은 모형은 기존 진로상담이로과 달리 사회구조적인

구인들을 강조하였으며, 경제적·사회적 차별 및 소외를 경험하는 개인을

이해하고, 대처 능력에 대한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안진아,

정애경, 2019). 또한 괜찮은 일의 개념은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적용이 강조된다. 따라서 일

의 심리학 모형은 통상 ‘일’ 및 ‘진로이론’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대상을

넘어서서 보다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PWF 및 PWT의 괜찮은 일 개념 또한 상담 분야에서

적용하기엔 한계가 존재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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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일을 심리학적으로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경험’,

‘일 개념의 다양성’, ‘대상의 다양성’을 확장해야 함을 주장한다.

먼저, 개개인의 경험을 강조한 선행연구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ouyaud(2016)는 PWF 및 PWT에서 주장한 괜찮은 일 개념의 한계의

원인을 주관적 관점에 대한 고려의 부족으로부터 찾고 있다. 괜찮은 일

개념에서는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을 강조하지만, 누가 그 요인들을 경험

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대한 판단이 괜찮거나 괜찮지 않은 것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Pouyaud(2016)는 심리학적 접근을 보

다 개인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며 진로상담에서 괜찮은 일 개념을 활용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Blustien 외(2016) 연구에서도 개개인

의 경험이나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들은 사회정의

기반의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한편 Pouyaud는 ‘괜찮음’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적인 경험에는 개개인의

삶 이야기, 직업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형성 과정 등의 개인적 요인 및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대인관계 요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일 개념의 다양성’을 주장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Deranty

와 MacMillan(2012)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측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ILO에서 제안한 괜찮은 일 개념이 ‘일(working)’을 제한적으로 정의한다

는 문제를 제기하며, 일을 개인이 행하는 활동(activity)으로 개념을 확장

하여 이해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일을 개인의 안녕감

(wellbeing)과 신체·정서·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이해함으로써,

일의 의미를 개인적 – 대인관계적 - 사회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설명

했다. 일의 의미는 일의 여건 및 조건과 개인의 경험 간의 차이를 설명

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Deranty와 MacMillan(2012)은 차별이 없

으며 근로시간도 적절하더라도, 일 자체가 개인의 심리적으로 손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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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지적하며 일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이

들은 정치철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예를 들

어 Rawls는 일의 내용과 의미가 개인이 지각하는 자기존중(self respect)

을 위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Rawls, 1996; Deranty & MacMillan,

2012에서 재인용), Arneson은 일의 의미를 흥미, 능력 및 주도성의 활용

가능성, 자율성, 일의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 기업의 정책의 구성요소

를 활용하여 정의했다(Arneson, 1987). 그러나 Deranty와

MacMillan(2012)은 이러한 정치철학 이론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제시하며 일의 의미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새롭게 제안했다. 첫째, 개인이 일이라는 활동을 통해 주관적으로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성장의 요소에는 개인의 역량, 만족도,

생산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효과적인 협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론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어야 하고, 효율적인 위

계적 구조로 운영되어야 하며, 협동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주적인 삶과 타인에 존중이 가능해지는 올바른 정치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은 개인적 의미뿐 아니라 집단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

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대상의 확장을 주장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Ribeiro와 동료들(2016)은 괜찮은 일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상에 대한 심

리적인 접근을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개개인의 의미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개인들의

일상 및 목소리를 바탕으로 괜찮은 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ILO의 괜찮은 일 기준은 임금을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준

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이고 이상적이며,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ILO의 사회보장이

나 고용안정성의 경우 임금을 받는 일에서 기반하는 기준이며,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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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 무급 노동자의 경우 기존의 ILO에서 제안한 각각의 기준에

대해 개인이 정의하는 개념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ILO의 기준

에 일치하는 특성을 개인이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

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회보장

에 대한 의미는 ‘전 생애에 걸쳐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일

을 그만 둔 이후에도 미래가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ILO에서 강조하는 4대 보험 보장과는 다소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Riberio et al., 2016). 따라서, 괜찮은 일의 개념적 정의 및 구체적인 특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유급 일자리에 기반한 기준에 더하여

무급 노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일자리 형태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이 추

후 연구에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괜찮은 일 개념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을 다룬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PWF와 PWT를 통하여 일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심

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인이며,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의 괜찮은 일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심리학적인 접근의 확장을 주장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괜찮은

일의 특성을 다양한 대상 및 다양한 일의 개념에 대한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화 및 확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상담 수련생이라는 구체적인 대상과 무

급 인턴이라는 일의 형태를 바탕으로 괜찮은 일의 개념을 수련생들의 이

야기를 바탕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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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상담 수련생의 상담수련 경험

1. 수련과정

상담수련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수련(internship) 관련 선행연구

를 확인하고자 한다. 수련(internship)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대

체로 교육과 직장 사이의 전환기 때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Owen과 Stewart(2016)는 교육-직장의 두 가지 시기가 아닌 세

가지 측면의 교집합으로 이루어진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볼 것을 제안한

다. 이들은 수련과정이 ①공식적인 교육 및 훈련 과정(formal or

organized education and training), ②고용상태(employment), ③자발적인

무급노동(voluntary unpaid work)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아

래의 그림과 같이 수련과정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공식적인 교육 및 훈련과정은 특정 기관 및 프로그램을 통한 지

식과 기술의 습득을 의미하며, 대체로 이를 통한 자격증 취득이 결과물

로 기대된다. 둘째, 고용상태는 기관이나 사업체에서 임금과 같은 경제적

[그림 1] 수련(internship)의 세 가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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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발적인 무급노동은 경

제적 보상 없이 특정 기대나 믿음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상태를 의미한

다. 수련생들의 기대나 믿음에는 특정 경험이 필요해서, 이력서에 추가할

내용이 필요해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일의 의미나 이타주

의, 윤리적인 헌신 등의 의미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수련의

경우 유급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무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모두 존재하

므로,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에 더하여 고용상태이거나 자발적인 무급 노

동 상태에 놓인 교집합 상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McHugh(2017)는 수련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상, 수퍼바

이저의 태도, 업무의 명확성, 자율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째, 수련

과정을 통한 보상의 여부 및 정도는 수련생들이 경험하는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armer와 Fedor(1999)는 수련과정에서 무급노동을 하는

수련생들의 경우 오리엔테이션이 부족하며, 기관에서 자신의 수행에 대

한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수행에 대해 공식적인 피드백을 덜 받음에 따

라 발달과 관련된 경험을 덜 느끼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수퍼바이

저의 태도는 기관이 수련생들에게 어떠한 학습 기회와 진로발달을 제공

해줄 수 있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다(Rose et al., 2014). 수련생들

은 제한된 시간 내에 구체적인 기술 습득뿐 아니라 전반적인 진로발달에

있어서 성장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수퍼바이저의 멘토링은 수

련생들에게 진로계획과 개인의 성장을 위한 지지, 방향 제시, 피드백 제

공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Russell & Adams 1997, 2). 셋째, 업무의

명확성은 수련과정에서 어떠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며, 어떤 기준으로

평가될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Beenen & Rousseau

2010). 업무에 대한 불명확성은 수련생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활동

수행 및 학습과 업무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은 수련과정 및 수련생의 경험과 관련하여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자율성은 수련생으로 하여금 문제 해결 기회나 적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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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기 때문에 작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Virtanen et al., 2014). 또한 자율성을 더 많이 보장받은

수련생들의 경우 진로 탐색 행동이나 효능감 등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

었다(Gamboa et al., 2013; Taylor, 1988). 반면 수련생은 구체적인 안내

나 방향제시가 필요한 초심자이기 때문에 높은 자율성은 오히려 일을 혼

자 해내야 한다는 소외감이나,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모르는 혼란감을 야

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Virtanen et al., 2014). 따라

서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자면, 상담 수련생의 경우에도 보상, 슈퍼바이

의 태도, 업무의 명확성, 자율성에 따라 일의 적정 수준이나 의미를 다르

게 인식하고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련과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수련을 법

률에서 정의하거나 포함하는 내용을 통해 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Owens & Stewart, 2016). 첫째, 법률에 따라 수련생을 근로자와 동일

하게 보는 사례와 구분하는 사례를 모두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캐

나다 온타리오의 Employment Standards Act 2000에서는 근로자

(employee)를 ‘고용주로부터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

한 정의에는 수련생도 포함되게 된다. 반면, 미국 노동부의 Wage and

Hour Division은 수련생과 근로자(employee)를 구분하기 위한 여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조건

에는 1) 수련과정이 교육적 환경과 유사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2) 수련생

의 이득을 위해 경험이 제공되어야 하고, 3)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일을

해선 안 되며, 4) 고용주는 수련으로부터 즉각적인 이득을 얻어선 안 되

고, 5) 수련생이 수련과정을 마치며 자동적으로 고용이 되어선 안 되며,

6) 두 당사자 모두 임금이 없다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의

에서는 수련은 다른 근로자의 ‘일’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으로 특별하게

디자인 된 훈련 과정을 따르는 유익한 경험을 의미하게 된다. 앞선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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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기준은 수련생을 동일한 ‘근로자’로 본 반면, 미국 노동부의 기준은

수련과정의 조건을 엄격하게 정해놓음으로써 수련의 교육적인 측면을 강

조하고 있었다.

둘째, 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2011년 Common Best Practice Code

for High Quality Internship을 작성하였고, 규정 내에는 무엇이 수련이

고 무엇이 수련이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Cherpion law’는 착취로부터 인턴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시한다. 수

련과정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2개월을 초과하는 경

우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수련생들은 조직 내 정규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은 수행해선 안 되며, 기관은 수련생의 수 및 고용 조건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더 나아가 루마니아는 서면 계약, 6개월 기간, 보수 지급

및 멘토/감독자의 신분을 요구하는 인턴십 법을 도입했다(Corbescu &

Csaki, 2014). 마지막으로, the EU의 수련과정의 질 보장을 위한 틀

(Quality Framework for Traineeships)에서는 서면 계약서, 수퍼바이저

배정, 근로시간 및 휴가에 대한 EU의 법과 동일한 기준 준수, 건강보험

및 병가에 대한 명확한 안내, 6개월 이내의 기간, 수련 종료와 관련된 규

정, 수련과정 중 습득한 기술 및 역량에 대한 평가, 수련의 조건과 관련

된 투명한 홍보가 요구됨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법률 및 규정을

바탕으로,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기준에는 대체로 보상과 계약,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앞서 살펴본 기준과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련과정 보호

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실정이다(ILO, 2014, Owens & Stewart,

2016에서 재인용). 앞서 제시한 법률 및 규정들은 수련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까지 수련생이

일반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보호받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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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이와 관련하여 ILO 2014년 General Reoport에서는 일부 국가의 무급

수련 프로그램이 약정이 적용 가능한 최저 임금의 지급을 회피하고 고용

기회를 축소하는 데 사용될 경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ILO는

동일 가치 근로 동일 임금 원칙을 상기하며 견습·수련 계약 대상자는 사

업장 근무시간 중 실제 교육을 받는 경우에만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즉, 각 개인이 수행되는 작업의 양과 질이 급여를 결정하는 결

정적 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선행연구 및 국가의 사례를 종합하였을 때, 수련과

정에 대한 널리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련에 대한 범위 및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수련

상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상담수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상담수련

상담수련의 역사는 1949년 Boulder Conference에서 과학자-실무자 모

델이 제시되면서 제안되기 시작했다. Morrow는 1949년 컨퍼런스에서 학

업과 그것을 적용하는 수련과정이 통합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같은

해 Ann Arbor에서 열린 Division 17의 컨퍼런스에서 상담심리학 수련을

위한 보다 자세한 기준이 설립되었다. 이후 1951년 Northwestern 대학교

에서 열린 Divison 17의 또다른 컨퍼런스에서 수련 과정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었고 박사 과정 단계에서 어떠한 상담수련을 밟아야 하는지에 대

한 정의와 기능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후 1952년 부터 Division 17에서는

박사 이전 단계(predoctoral)의 수련 과정 또한 제시하였다. 이때 수련과

정(internship)의 목표는 내담자와의 경험을 강도 높게 제공하며, 수련생

의 상담 과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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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처음으로 APA 인증을 받은 수련 프로그램이 출판되었다. 또한

1958년 Miami Beach Conference에서 상담 수련과 관련된 이슈들이 논

의되었다. 이때 논의 과정을 통해 대학원 과정의 적절한 내용, 수련의 핵

심 내용, 각 분야의 전문가 수련 과정의 차이 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1960년 APA 컨퍼런스에서 (1) 수련과정의 정의, 목적, 성격, (2) 수퍼비

전, (3) 인턴 선발 및 자격조건, (4) 수련기관의 자격 조건, (5) 수련의

교육적 관점, (6) 수련과정의 범위, (7) 운영적 측면, (8) 관리적 측면,

(9) 수련생 및 수련과정의 평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1970년 초에

들어서면서 대학 뿐만 아니라 APA와 같은 전문 단체 및 학회에서 수련

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APA 인증 프로그램을 졸

업하고 APA 수련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공신력 있는 수련 과정으로

인식되게 되었다(Holloway & Roehlke, 1987). 이러한 역사를 걸쳐서 발

전한 상담수련은 “책임감 있는 전문가로서 기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

는 것으로서, 잘 조직된 활동들을 수퍼비전 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

되었다(APA, 1986, Holloway & Roehlke, 1987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담수련과정에서 제공되는 수련 교육과정 내 전문적 활동의

영역 및 수련생이 노출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선행연구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상담수련에 포함되

어야 할 전문분야에 상담 관련 활동(개인, 집단, 진로 등)뿐만 아니라 수

퍼비전과 연구, 사례관리, 자문, 강의 등 상담 전문가로서 행하게 될 다

양한 영역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다양

한 영역에서의 수련을 거쳐서 상담 수련생들은 평가 및 진단 기술, 선행

연구-치료-실습 과정 중 발견한 사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상담의

효과성 평가, 일터에서의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형성, 내담자의 필요와 인

턴십 기대 사이에서의 균형, 수련과정과 수퍼비전의 효과성 평가 영역에

있어 성장하길 기대받는다(Crumb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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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활동 영역

Kirk, 1970

개인 상담(individual counseling)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자문(consultation): 학생후생업무, 학사행정, 학교정책 수립
수퍼비전(supervision)
연구(research)
사례 관리(administration)
고려해야 할 내담자 특성: 나이,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다문

화, 정신건강, 신체적 능력, 호소문제(직업, 학업, 개인적 문

제, 사회적 문제, 결혼)

Holloway &

R o e h l k e ,

1987

개인 상담(individual counseling)
커플 상담(couple counseling)
가족상담(family counseling)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직업상담(vocational counseling)
강의(teaching)
예방 프로그램(preventive programs)
발달 프로그램(developmental program)
아웃리치(outreach)
자문(consultation)
프로그램 개발(program development)
연구(research)
수퍼비전(supervision)

S t e d m a n ,

Schoen fe ld

& Keilin,

2005

개인상담(individual therapy)
집단상담(group therapy)
단기상담(brief therapy)
자문 및 연계(consultation/ liasion)
위기 개입(crisis intervention)
가족상담(family therpay)
지역사회 개입(community intervention)
커플 상담(couples therapy)

Crumb et

al.,

2018

개인 및 집단 상담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매주 사례 회의 참여(weekly case reviews and/ or

treatment team meetings)
임상 평가(clinical assessment)
상담 회기 진행 보고서 작성(writing progress/ treatment

notes or summaries)
심리학적 학습 관련 워크숍 혹은 웹비너(Psycho-educational

<표 7> 상담수련에서 제공되는 수련 교육과정 내 전문적 활동의 영역 및 업

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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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와 같은 활동들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 미국의 수련과

정은 학과의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 및 피드백 제공

을 통해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김동일 외, 2021). 1단계에서는 학과

내 실습수업 Ⅰ의 형태로, 교수자로부터 기초적인 상담실습 훈련을 받게

된다. 2단계에서는 실습수업 Ⅱ의 형태로 외부 기관에서의 수련을 받게

된다. 수련생들은 외부 기관에 소속된 수퍼바이저(소속 전문가, 포닥, 인

턴 등)에게 수퍼비전을 받게 되며, 수련생들의 수업 담당 교수는 기관의

수퍼바이저와 함께 수련생들의 수련 및 평가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2단계의 실습은 약 1-2년 정도 지속된다. 3단계는 인턴십으로 최소 12개

월 기관에 속하여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인턴십에 지원하기 위해서

는 실습시간 요건을 채워야 하며, 수련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관에 인

턴 지원을 하게 된다. 인턴이 되면 최소 40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며,

근무에 대한 급여를 제공받는다.

마지막으로, 어떤 수련과정이 좋은 수련과정인가? 이와 관련하여 수련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선행연구도 제시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Crumb과 동료들(2018)의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기준을 제시한

다. 첫째, 수련생은 기관의 정책과 과정 뿐만 아니라 전문적 영역의 기준

(상담, CACREP)을 따라야 한다. 둘째, 기관은 수퍼비전 자격이 있는 전

문가로부터의 수퍼비전을 매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임상 치료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수련생이 한 학기 동안 발달과정에 효과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계약)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수

련생에 대하여 형성평가와 종합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신윤정과

이지연(2021) 연구에서는 미국 심리사(LP) 인증 프로그램의 기준을 정리

하였다. 기관 내에는 수련을 제공하기 위한 상담실, 녹화 및 녹음 시설,

workships or webinars)
아웃리치 활동을 통한 다양한 대학생 집단(알코올 및 약물,

자살, 성희롱, 가정폭력)과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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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전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실습은 최소 1년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실습 10시간 당 1시간 이상의 수퍼비전이 제공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Stewart와 Stewart(1996)의 연구에서는 수련생 입장에

서 수련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개인적, 주관적 변인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수련생들은 기관의 위치, 금전적 요인(등록비, 건강보험), 수

련 경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실무자 트랙- 제공되는 서비스 영역, 내

담자 유형, 학업 지속 트랙- 실무 경험과 연구 경험의 비중) 등을 고려

하여 수련기관을 선택하게 된다. 수련생의 나이가 대체로 30대 초반 이

상인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은 상담 전공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배우

자, 부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수련생

의 개인적인 역할을 고려하는 변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미국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미국에서 시작된 상

담수련의 역사와 상담수련에 포함되는 전문적 영역, 수련기관을 평가하

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국내 수련과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국내 상담 수련

생의 교육과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상담 관련 대

학원 학위과정이다. 상담 관련 대학원은 크게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수대학원의 경우 상담대학원, 교육대학원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이숙영, 김창대, 2002). 또한 수련생들은 상

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 학위과정에 더하여 대학교, 공공

기관 및 민간 상담기관에서 상담수련과정을 밟고 있다. 상담에서 가장

큰 학회인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개인상담 수퍼비전 20시간 – 집단상담 수퍼비전 5시간(한국상담

학회, 2021) 및 개인상담 수퍼비전 10회 – 심리평가 수퍼비전 5사례(한

국상담심리학회, 2021)를 채워야 한다. 그러나 김동일 외(2021)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교과과정 중에 이와 같은 수퍼비전 수련 요건을

채울 수 없다. 더 나아가, 수퍼비전 수련 요건 외에도 개인상담 사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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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사례를 제공받는 것 또한 기관에 속하지 않고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상민 외, 2018). 따라서 대부분의 상담전공 학생들은 학위과정에

더하여 외부 상담기관에서 상담수련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

상담기관에서 제공되는 수련과정에는 상담실습, 개인분석, 집단상담, 수

퍼비전, 사례발표, 상담 관련 세미나, 워크숍, 관련 전문가 과정 등이 포

함된다(김명자, 김지연, 2020). 이는 앞서 살펴본 국외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나, 자문 및 강의 등의 상담 개입 외적인 영역은 덜 포함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수련과정을 통해 수련생들은 다양

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국내 상담 관련 자격증은 취득 방법 및 주

체에 따라 검정형 자격(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과

과정이수형 자격(전문상담교사, 건강가정사, 가정폭력상담원, 성폭력상담

원) 및 민간자격(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의 자격을 포함한 약

2413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인규, 2018).

3. 국내 상담수련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앞서 국내 상담수련이 상담 관련 대학원 학위과정과 기관에서의 수련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학위과정과 수련과정이 동

시에 요구됨에 따라 수련생들은 이중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대학원 학

위과정 이외에도 상담실습을 할 추가적인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이중 부담의 원인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제공되는 상담 이론 수업

및 실습교육만으로는 자격증 요건을 채우거나 초보 상담자의 어려움 및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대학원 상담전공 교사들의 경험을 분석한 박경애와 방기연(2007)의

연구에서는 교육대학원에서 제공되는 상담실습 기회의 부족이 효율적인

상담 수행 능력 학습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내 상

담자 교육과정 내에서의 이론 중심 교과목과 실습 중심 교과목 간의 불

균형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체로 이론 및 기법의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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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이숙영, 김

창대, 2002; 최해림, 김영혜, 2006) 상담수련에 별도로 참여해야 함을 예

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수련생들은 대학원 학위과정과 상담수련과

정에 별도로 참여함에 따라 시간 및 비용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을 경험하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교육 비용과 수련 비용을 따로 지불해

야 하며, 시간적으로는 정해진 학기 및 수련시간 내에서 이론 및 기법

학습과 실습을 동시에 별도의 기관에서 진행하게 되기 때문이다(김명자,

김지연, 2020).

이와 관련하여 상담전공 석사과정생들의 경험을 질적 분석한 황채운

외(2009)에서는 석사과정생들이 경험하는 소진의 한 하위범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 지치고 힘듦’이 제시되었다. 진술문에 대한 개방형

코딩 결과에서는 상담전공 석사과정생들이 실습해야 할 것이 많고, 실습

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석사과정생

들이 경험하는 수련 관련 어려움은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담 분야

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함”이 제시되었고, 수련을 시작한 후의 어

려움에는 “상담에서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 막막했음”, “상담현장의 열악

함을 알게 됨”, “이중관계가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상담 분야

에 대한 열악함은 불완전고용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불

완전고용의 사전적 정의는 ‘전일제 또는 정규직 이하 형태의 일자리에

고용된 상태 혹은 자신이 받은 훈련 및 경제적 요구와 비교하였을 때 불

충분한 일자리에 고용된 상황1)’이다(Merriam-Webster Online

Dictionary, 2020). 불완전고용에 대한 선행연구의 접근은 경제학 및 사

회학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노동력 활용 체계(LUF; Labor Utilization

Framework)는 임금, 시간, 기술의 불일치로 불완전고용을 정의하였다

(Clogg et al., 1986). LUF의 기준에서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만족

1) the condition in which people in a labor force are employed at less than
full-time or regular jobs or at jobs inadequate with respect to their training
or economic needs



- 31 -

하지 못할 경우 불완전고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Friedland와

Price(2003)는 LUF의 정의가 노동의 중요한 보상인 사회적 지위를 간과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기존의 세 가지 요소에 사회적 지위를 더하여

네 가지 요소로 불완전고용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의 측정

치들은 다음과 같다(노연희, 김명언, 2011). 첫째, 임금의 경우 전일제 근

로임에도 특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 과

거 일자리를 기준으로 특정 비율 이상 임금이 감소한 경우 · 가계 소득

이 빈곤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 시간의 경우 전년도 기

준으로 15주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세 번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던 경우

와 비자발적으로 주 3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셋째, 기술

의 불일치는 교육수준, 훈련 내용, 경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개인이 속

한 직업군의 1 표준편차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와 직업 사전에

기재된 요구 학력 이상을 지니는 경우, 자신의 기술을 직업에서 활용할

기회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위는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지위와 실제 직업에서의 사회적

지위 간의 편차 점수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 기준을 바탕으로

볼 때, 상담수련생들은 사회·경제 측면에서 불완전고용상태를 경험하고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한나, 김영근(2020)의 연구를 통

해 기술의 불일치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20대 상담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학력, 자격, 경력에 따른 대우 차이 없음’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상담 유사 분야 기관에서 상담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러

한 연구 결과를 통해 수련생들은 수련이 필요 없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상담사들을 보며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더 나아

가 20대 상담사들은 직장에서 전문가로서 존중받지 못 한다고 느끼고 있

었다. 이는 특히 자신보다 나이 많은 부하 직원 및 후배나 상담을 전공

하지 않은 상사와 대화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듯하다. 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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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Friedland와 Price(2003)이 제시한 기준 중에서 기술 불일치와 사

회적 지위의 측면에서 불완전고용상태를 경험하고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반면, 심리학적 접근에서 정의하는 불완전고용은 상담 수련생들에

게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초심 상담자의

극복방안으로 상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내담자의 변화를 목격하거나

상담자 자신의 성장을 경험하였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기 때문이다(김지연

외, 2009; 이한나, 김영근, 2020; 황채운 외, 2009).

또한 초심 상담자 수련과정을 살펴본 김명자, 김지연(2020) 연구 및 김

지연 외(2009)에서는 교육 및 수련의 구조적 변인에서 야기되는 어려움

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초심 상담자들은 학회의 수련 체계나 수련기

관의 교육 체계에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아

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한 김인규 외(2013)에서는 상담 교육과정의 문제를

전문성, 체계성, 통일성의 부족으로 제시하였다. 상담 관련 전공의 학위

정들은 각각 차별성 및 연계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각 학위 과정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문제는 학위과정을 취득한 졸업생들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상담자격의 혼란과 맞물려 상

담 전문가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을 야기하고 있다. 즉, 대학

원 교육과정에서의 한계점과 상담 수련 및 자격증 체계에서의 한계점이

맞물려 수련생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적 어려움 외에도 개인적인 어려움 또한 제시되고

있다. 개인적인 어려움은 대체로 개인의 역량 및 수련생이라는 신분에서

기인하는 어려움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개인의 역량과 관련해서

“상담자로서의 역량 부족”이나 “상담자로서 부족한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어려움”, “상담사로선 좌절”, “자기 한계의 인식”, “자신감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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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되었다(김명자, 김지연, 2020; 김지연 외, 2009; 박경애, 방기연,

2007; 이한나, 김영근, 2020). 이를 통해 상담 수련생들이 상담사로서 역

할 수행을 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어려움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에서 실망스러움이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담 수련생이라는 신분에서 기인하는 어려

움에는 내담자를 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었

다(김명자, 김지연, 2020; 박경애, 방기연, 2007).

그러나 상담수련생은 숙련된 상담자로 성장하는 발달과정 상에 놓여있

으며, 상담기술 습득 및 인간적 자질 향상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수련과정에서 경험되는 어려움은 성장과 숙련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긍정

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정경빈, 조성

호, 2009). 어려움 극복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은 이후 이들이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이고 도움이 되는 개입을 제공하는 것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송숙경, 구자경, 2017).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이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경빈, 조성호(2009)는 초심상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

는 전략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 이름 붙였으며, 하위범주를 ‘개

인적인 노력’과 ‘사회 정책 차원의 기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개인적인

노력’에는 개인분석이나 슈퍼비전과 같은 상담수련 및 마음의 여유 갖고

한계 수용하기, 박사 과정 진학, 여가활동 하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사회 정책 차원의 기대’에는 수련과정 체계, 자격제도, 적극적인 학회 활

동, 국가 자격증화를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김지연 외(2009)

연구에서는 초심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및 극복방안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극복방안은 개인적인 노력, 주변 환경 및 대상을 통

한 도움, 상담사로서 경험한 직업의 긍정적인 특성으로 정리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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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개인적인 노력에는 교육분석, 상담 관련 책을 통한 학습, 워크숍

및 집단 프로그램의 참여, 자신의 상담 내용 녹음본을 반복하여 듣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주변 환경 및 대상을 통한 도움에는 동료들이 점

검을 해주는 것, 수퍼바이저에게 받는 슈퍼비전, 기관 내 다른 상담사에

게 리퍼할 수 있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업의 긍정적인 특

성에는 개인적인 성장과 만족감, 내담자의 긍정적인 반응 및 인정, 초심

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자유, 내담자가 무료로 상

담을 받고 있어서 부담이 적음, 전임 상담원의 긍정적인 근무 여건을 통

한 대리 경험 등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초심상담자의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한 방안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송숙경, 구자

경(2017)은 초심상담자(초보상담자, 상담 수련생, 초급 수준 상담자)에

관하여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상담

사 발달과 관련된 연구의 세부 연구주제로 상담 과정에서의 어려움, 상

담자 개인 상태, 상담자 전문성이 제시되었다.

요약하면, 앞서 살펴본 선행 질적 연구에서 제시된 상담 수련생의 극

복방안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상담 수련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물리적·사회적·구조적인 변화 또한 요구된다. 상담수련에 대하여

개인적 및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물리적·사회적·구조적 특성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김원아, 선혜연(2021)은 상담 직종

의 낮은 고용의 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 상담자가 인식하는

괜찮은 일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고용환경의 구조뿐만 아니라 개인이

중시하는 가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여성 상

담자에게 상담 직종이 괜찮은 일로 경험되기 위해선 개인적 영역과 직업

적 영역에 있어서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가 만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생활과 편의성 보장”, “자기성장 및 욕구

충족”, “전문성과 주체성에 대한 인정”, “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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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실리적 보상과 시설의 구비”에 대한 클러스터가 제시됨으로써, 여

성 상담자들이 괜찮은 일로서의 경험을 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특성

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의 상담자 직업 및 진로

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켰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상담 직종

에 종사 중인 상담자와 달리 상담수련 중에 있는 수련생의 경우에는 온

전한 고용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일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Ⅲ. 연구방법

제 1절 개념도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수련생들이 지각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수련과정

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알아봄으로써, 수련과정이 지녀야 할 적정

수준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직 이론적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주제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구성요소로써 이해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인 개념도(Concept Mapping)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개념도 연구방법은 특정 집단의 아이디어를 조직화하여 개념

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방법으로서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히 사

용되고 있다(민경화, 최윤정, 2007; 최윤정, 2019). 본 연구에서 개념도

방법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도 방법은 이론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탐색단계에서 활

용하기 적합한 연구방법이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적극

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Good year et al., 2005). 괜찮은 일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상담수련생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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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선행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개념도 방법은 상담

수련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수련과정 특성에 대해 탐색하는 데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개념도 방법은 연구참여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지식의 표상이 어

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차원 척도 분석방법 등의 양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수집된 아이디어 진술문을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시각화

된 2차원 그래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 수련생들이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 괜찮은 일로서의 수련과정이 지녀야 할 구성요소 등을 밝

히는 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Trochim, 1989).

셋째, 개념도는 현재의 상태로부터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이르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다(Kane & Trochim, 2007). 개념

도를 통해 제시된 진술문 및 클러스터는 주제와 관련된 주체들의 책임,

실행가능한 하위 주제 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개념도 연구 과정

에서 참여자들로부터 중요도 평정을 진행한 경우 이와 같은 해석이 보다

더 용이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 평정과 경험도 평정을 유사성 평

정과 함께 진행하였기 때문에 개념도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상담수련이

괜찮은 일로서 경험되기 위하여 필요한 특성들을 각 주체별로 살펴보고,

특성들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하위 주제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개

념도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개념도 연구방법을 선택하였으며,

Kane와 Trochim(2007)이 제시한 개념도 연구방법 절차를 따라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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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절차

1. 개념도 준비

개념도 준비단계에서는 초점질문을 개발하고 예비연구를 진행하였으

며, IRB 신청 및 승인의 과정을 거쳤다.

1.1. 초점질문 개발

초점질문은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및 구조화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

에 전문가 자문 및 예비연구 참여자를 통해 질문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3인의 교수에게 점검 과정을 거쳐 수정하였다. 첫째, 연구자가 아래의 내

용과 같은 1차 초점질문을 개발하였다.

[그림 2] 5단계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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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차 초점질문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3차

례에 걸친 자문의 과정을 거쳤다. 자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괜찮은 일(Decent Work)’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뿐

만 아니라 경제적·물리적·사회적·환경적·구조적·관계적 여건 또한 적정수준을

충족시키는 일자리”를 지칭하며, 일자리의 여건이 우수하거나 훌륭하다는 의

미가 아니라 수용할만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나 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라잡이 문장]

1. 선생님이 상담 수련 경험을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서 어떤 수련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2. 상담수련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 중에서 수련과정의 ‘일(working)’적인

면 때문에 경험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급적 경제적·물리적·사회적·

환경적·구조적·관계적 측면에서 설명해주십시오.

3. 선생님이 상담수련생으로서 상담수련을 괜찮게(decent)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담수련이 어떠한 특성을 지녀야 합니까? 더 나아가, ‘상담’이기 때문에

수련과정이 지녀야 할 특징이 따로 있습니까?

[초점질문]

상담수련생으로서 괜찮은 일로서의 수련과정은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8> 1차 초점 질문

일시 대상 자문 내용

20.11.26
상담 전공

교수 A

개념적 정의에 예시 포함하기

길라잡이 문항 2번 어려움이 아닌 특성에 초점 맞추

기

길라잡이 문항 3번 한 문장으로 통합하여 제시하기

20.11.27
상담 전공

교수 B

개념적 정의의 예시→일자리 여건 예시로 수정

길라잡이 문항 3번 뜻이 잘 드러나게 수정하기

20.12.01
상담 전공

교수 C

일자리 여건 예시가 상담 수련생에게 맞도록 수정하

기

<표 9> 1차 초점 질문 관련 자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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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초점질문을 개발하였으며 그 수정된

초점질문은 아래와 같다. 2차 초점질문에서는 개념적 정의 하단에 구체

적인 일자리 여건의 예시를 포함함으로써 참여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

고, 질문을 어려움이 아닌 특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연구문제와 질문의

일치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1.2. 예비연구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여자 1인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진행하

였다. 예비연구에서는 초점질문에 대한 검토와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초점질문 및 길라잡이 문장을 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괜찮은 일(Decent Work)’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뿐

만 아니라 경제적·물리적·사회적·환경적·구조적·관계적 여건 또한 적정수준을

충족시키는 일자리”를 지칭하며, 여건이 우수하거나 훌륭하다는 의미가 아니

라 수용할만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나 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리 여건의 예시: 평균 임금의 1/2 이상, 안전한 직장 환경, 일-생활의

양립 가능, 조직-개인의 가치 일치, 개인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음, 적절

한 근무시간, 교육수준 및 역량에 적합한 업무 등)

[길라잡이 문장]

1. 선생님이 상담수련 경험을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어떤 수련을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2. 상담수련과정이 어떤 측면에서 괜찮은 일이라고 느껴지나요? 추가로 어떤

측면이 보장 및 제공된다면 좀 더 괜찮은 일로 느껴질 것 같나요?

3. ‘상담’ 수련과정에 있는 수련생으로서 지각할 때, ‘상담’이기 때문에 지녀야

할 괜찮은 일로서의 추가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초점질문]

상담수련생으로서 괜찮은 일로서의 수련과정은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0> 2차 초점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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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고자 했다. 더 나아가, 최종 초점질문을 바탕으로 면담을 실시하였

을 때 어떠한 진술문이 수집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예비연구 과정을

통해 최종 초점질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진술문

의 형태나 내용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이후 본 연구의 일대일 면담단계

에서 기대되는 결과 및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했다.

1) 예비연구 참여자

예비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

에 참여자 모집 공고를 2020년 12월 2일에 게시하였고, 당일에 참여 희

망자의 연락을 받고 면담 일시를 약속하였다. 일대일 면담은 12월 4일

50분 동안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참여자의

추가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는 수련기관에 한 학기(3개월)에

150만원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비정규직 형태로 수련기관에서 근무하였

다. 수련기관으로부터 집단원 경험/ 슈퍼비전/ 연수 및 교육/ 공개사례발

표회 참관을 제공받았고, 이러한 수련기관의 수련 요건을 금전적으로 환

산할 경우 1개월에 43만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분 특성
성별/ 나이 여/ 37세
학력 석사 졸업

소유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상담 수련기관 사설 수련기관
상담 수련경력 2년 (2018년 겨울부터 시작)

<표 11> 예비연구 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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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연구 절차

먼저, 일대일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문과 면담질문지를 미리 발송

하였다. 안내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개인정보 관련 처리 방안을 설명

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명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면

담질문지에 참여자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질문지로 제시함으로써, 면

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참여자의 특성을 미리 숙지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약속된 일시에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초점 질문과 함께 길

라잡이 문장을 활용하였으며, 면담 중간중간 재진술이나 구체화 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반응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면담을 마친 후 녹음 파

일을 전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진술문을 도출하는 연습을

하였다.

3) 예비연구 결과

먼저, 예비연구를 통하여 초점질문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면담 이후

참여자에게 초점질문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이해하기 어렵거

나 대답하기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도출된 진술문의 내

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 내용이 연구문제에 비추었을 때 적절하였

기 때문에 2차 초점 질문을 최종 초점 질문으로 결정하였다.

더 나아가, 예비연구를 통해 아이디어 진술문 도출을 연습하였다. 일대

일 면담에서 도출된 진술문은 대체로 ① 현재 제공되지 않아 아쉬운 부

분 → 적정 수준이라고 인식되는 정도, ② 현재 수련에서 충족되고 있는

부분 → 적정 수준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내용에서 적정 수준이라고 인식되는 정도만을 정리하여

아이디어 진술문 형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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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진술문

경제적

여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수련이 늦춰지지 않는다

책정된 수련 비용 내에서 수련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수련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무조건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수련 내용이 적거나 없다.

환경적

물리적

여건

내담자와의 개인상담 시 공공장소가 아닌 비밀보장이 보장되는 개

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내담자-상담자 관계에서 내담자가 환경적 여건으로 인한 불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수퍼바

이저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지도교수-제자 등 이중관계가 발생하지 않

는다.

수퍼바이저에게 제안 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수퍼바이저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퍼바이저가 수련생을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준다.

전문성

전문성이 쌓여가는 것을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내담자의 변화과정을 목격할 수 있다.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가 공감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전문성이 강조되는 만큼 전문가로서 대우받을 수 있다.

내담자와의 개인 상담 시 상담사로서의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근무

시간
상담사 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근무시간

수련

기관

의무

수련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것들을 학회의 규정을 통해 명시한다.

상담자

경험

상담자 경험을 수련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집단 운영 경험을 수련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지인이 아닌 실제 집단원을 대상으로 집단을 운영할 수 있다.

<표 12> 예비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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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RB 승인

연구 IRB 승인을 위해 서울대학교 IRB 사무국의 홈페이지

(https://irb.snu.ac.kr/)를 통하여 신청 절차를 거쳤다. 2021년 5월 14일에

신청하였으며, 3차 수정을 거쳐 2021년 7월 7일에 승인되었다(IRB No.

2107/001-005).

신청을 위해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모집과정, 동의과정, 연구수행과정,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 연구참여자의 제외기준, 목표 연구참여자의 수

및 산출 근거, 분석 원칙 및 방법, 연구참여자에 대한 안정성의 배려, 연

구수행 일정,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또

한 연구참여자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동의서,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질문

지를 제출하였다.

2.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및 종합·편집

2.1.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1)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참여자

본 연구에는 총 16명의 참여자가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들의 특징은 아래 표와 같

다. 첫째, 성별은 여자 11명, 남자 5명으로 구성되었다. 상담자의 경우 여

성 상담자의 비율이 남성 상담자에 비해 높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성비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노동부, 2013; 신지윤 외,

2018). 둘째, 연령은 평균이 33.19세였으며 20대 8명, 30대 3명, 40대 4명,

50대 1명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소속기관의 경우 대학상담기관, 대학원

운영 상담실, 사설 기관에 속하여 수련을 받고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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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상담기관의 경우 대학교 소속 상담기관으로서 대학 소속 학생 및 교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하며, 대학원 운영 상담실의 경우

학교 소속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일반인에게도 상담을 제공하는 유료

상담기관을 의미한다. 참여자 14와 15의 경우 현재 각각 3번째와 2번째

수련기관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두 곳 이상의 수련기관에 속하여 수련을

받는 참여자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참여자 4, 9, 10). 셋째, 수련 경력의

경우 평균은 13.13개월로 나타났으며 4개월부터 36개월까지 넓게 분포함

을 알 수 있었다. 수련 경력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실제 내담자와

상담한 경험이 모두 10회기 이상이기 때문에 상담수련의 경험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36개월이

라고 응답한 참여자 14의 경우 직장을 유지한 채 수련을 받고 있는 수련

생으로서 직장과 수련의 병행과정의 경험 및 관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여 참여자에 포함시켰다. 넷째, 학력의 경우 석사과정 11명,

석사졸업 4명, 학사졸업 1명으로 제시되었다. 다섯째, 수련기관에서 참여

자들을 지치하는 명칭은 수련생, 인턴, 인턴 수련생, 수련과정 중에 있는

상담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8명의 수련생들은 수련비

를 내지 않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었으며, 8명의 수련생들은 수

련비를 지급하고 수련을 받고 있었다. 수련비가 0원이라고 응답한 수련

생들은 모두 대학상담기관 소속이었으나, 참여자 5와 같이 수련비를 지

급하는 대학상담기관도 존재했다. 또한 수련생들이 1학기에 지급하는 금

액은 외부 수퍼바이저 초빙 시 비용과 같이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에만 지급하는 형태와 1학기(6개월) 혹은 1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나누어져 있었다.

참여자
성

별

연

령
소속기관

수련

경력
학력

수련

비용
명칭

참여자1 여 24 대학상담기관 25개월 석사 졸업 50만원
(1학기) 수련생

참여자2 여 25 대학상담기관 21개월 석사과정 0원 인턴 수련생

<표 13>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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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절차

첫째,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

다. 참여자 모집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먼저,

상담수련생이란 ‘실습상담원’, ‘인턴’, ‘수련과정생’ 등 수련과정을 목표로

기관에 속해 있는 자들을 의미하며, 전임 상담원 및 조교 등의 신분으로

취직한 상담사는 제외하고자 하였다. 모집 초기에는 1, 2급 상관없이 수

련생 신분으로 현재 기관에서 상담을 실제 내담자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인터뷰를 진행함에 따라 1급 준비 수련생

참여자3 여 33 대학상담기관 5개월 석사과정 0원 인턴

참여자4 남 25

대학원 운영
상담실
+

대학상담기관
4개월 석사과정

외부
수퍼바이
저 초빙시
발표자가
부담.

수련 과정
중에 있는
상담사. 인턴

참여자5 여 46
대학상담기관

(2곳 이상)
4개월 석사 졸업 60만원

(6개월) 수련생

참여자6 여 40 사설 기관 6개월 석사과정 130만원
(6개월) 인턴

참여자7 남 51 대학상담기관 7개월 학사졸업 0원 인턴

참여자8 여 34 대학원 운영
상담실 5개월 석사졸업 150만원 레지던트

참여자9 여 41
대학원 운영
상담실 및
사설기관

11개월 석사과정

대학원
자체:
40만원
(1학기)/
사설:
수퍼비전
당 8만원

수련 상담사

참여자10 남 26

대학상담기관

+

사설기관

16개월 석사과정 90만원
(1학기) 인턴

참여자11 남 29 대학상담기관 7개월 석사과정 0원 실습상담원
참여자12 여 29 대학상담기관 18개월 석사과정 0원 실습상담원
참여자13 여 25 대학상담기관 6개월 석사과정 0원 실습상담원

참여자14 여 45 사설기관
(3번째 기관) 36개월 석사과정 1년

199만원 인턴수련생

참여자15 남 33
대학상담기관

(2번째 기관)
17개월 석사 졸업

0원
(과거

유료 경험
1년

240만원)

인턴

참여자16 여 25 대학원 운영
상담실 22개월 석사과정 0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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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급 준비 수련생 간에는 발달단계 및 경험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고, 선행연구에서도 1급과 2급

에게 요구되는 수련과정이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김인규,

2018) 2급 준비 수련생으로만 한정 지어 모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1급 준비 수련생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진술문 생성과정에서 포함시

키지 않았다. 또한, 모집인원 수는 8명에서 20명 사이로 계획하였으며,

포화가 되는 시점까지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국내 상담심리 분야

의 개념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참여자의 중위값은 11명으로 제시

되었으며(최윤정, 2019), Trochim(1989)는 적절한 참여자의 수로 8명에서

20명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8명에서 20명 내

에서 아이디어 진술문이 포화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까지 면담을 진행하

고자 하였다.

둘째,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모집을 위해 한국상

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게시판에 참여자 모집 설문 링크를 게시하였

으며, 참여 모집 설문에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지 표시하게 함으로써 연

구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참여자들만을 모집하였다. 이를 위해 한

국상담학회의 연구설문조사 게시판과 한국상담심리학회의 홍보 게시판에

참여자 모집 글을 게시하였다. 모집 글의 경우 2021년 7월 9일부터 2021

년 8월 6일까지 각각 한국상담학회 2회 및 한국상담심리학회 7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게시글에는 연구자 참여 모집 문건과 함께 연구 참여

자의 참여 기준 부합 여부 및 기본 인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Google

설문지 링크를 포함시킴으로써, 2급 자격증을 위해 수련 중인지, 그리고

전임 상담원 및 조교 등의 신분으로 취직한 상담사가 아닌 수련생 신분

으로 소속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참여자 수의 경우에는 총

16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참여자는 포화가

느껴진 순간까지 모집하였다. 참여자 13부터 아이디어 1-2개를 제외하고

포화가 되었음이 느껴졌으며, 참여자 15와 16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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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지 않아 16명에서 모집을 중단하였다.

셋째, 모집된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을 위해 대상자 16명과 일대일 면

담을 진행하였다. 일대일 면담은 2021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1개월 간 진행되었다. 개념도 분석을 위한 아이디어 산출은 문헌이나 서

면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직접 면담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일대일 면담의 방법을 택하였고 현재 COVID-19 상

황에서는 대면 면담이 어렵기 때문에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면

담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면담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지 내

용을 참여자와 함께 확인하며 면담 참여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하였고, 설문지 작성 내용 중 연구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참여자

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다. 둘째, 길라잡이 문장을 사용하여 참여자에

게 상담수련 경험을 떠올려달라고 질문하였고, 어디에서 어떤 수련을 언

제부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

다. 셋째, 초점 질문을 활용하여 참여자가 상담수련생으로서 괜찮은 일로

서의 수련과정은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였다. 초점 질문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진술하는 참여자의 경

우 그들이 다양한 응답을 솔직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Kane & Trochim). 촉진자로서 연구자는 한 가지 내

용에 대하여 참여자가 풍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재진술 혹은 질

문을 통하여 촉진하였다. 다만, 내용을 떠올리기 어려워하는 참여자의 경

우 길라잡이 문장과 괜찮은 일의 정의를 활용하여 면담의 목적에 대해

참여자에게 다시 한번 안내함으로써, 참여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디

어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가 말하는

내용이 괜찮은 일보다는 좋은 일 혹은 최상의 일처럼 이해될 경우,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괜찮은 일의 수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본다면 어

떤 내용이 될까요?’, ‘괜찮은 일이 되기 위해서 보다 작은 단계로 쪼개

말해보면 어떤 걸까요?’ 등의 질문을 통해 보다 연구질문에 맞는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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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면담과정은 참여자 1인당 50분에서

8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 및

녹화하였다.

2.2. 아이디어 진술문 종합·편집

1) 아이디어 진술문 종합·편집팀

먼저, 연구자 및 박사 수료생 2인과 함께 아이디어 진술문의 종합 및

편집 1차 과정을 진행하였다. 팀으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2급 상담수련

생의 경험에 대한 이해 및 괜찮은 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진로상담 수업을 대학원 과정에서 수

강한 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종합·편집팀의 참여자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2) 아이디어 진술문 적정성 평가 참여자

진술문 도출에 있어서 아이디어 진술문 종합·편집 이후 2차 편집을

위하여 적절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적절성 평가 참여자는 아이디어 진술

문 생성 참여자와 상담 전문가 두 집단에서 각각 5인씩 모집하였다. 먼

저,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면담 참여자 중 적절성 평가에 참여하길 희망

하는 5인을 대상으로 적절성 평가를 진행했다. 참여자 중 각 과정 참여

여부를 표시한 표는 아래와 같다. 참여자 1-4가 참여하였으며, 예비연구

종합·편집팀 성별 연령 학력 상담 경력 자격증
팀원 1 여 38 박사 수료 7년 2개월 청소년 상담사 2급

팀원 2 여 34 박사 과정 5년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표 14> 종합·편집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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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였던 참여자 17도 적절성 평가에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상담 전문가 5인의 적절성 평가를 받았다. 상담 전문가의 경우,

① 상담 관련 자격증 1급 소지자, 혹은 ② 상담 경험 10년 이상, 혹은 ③

상담 수련 관련 학술 논문 및 연구 프로젝트 유경험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들로 선발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은 상담 수련 과정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상담 전공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상담 전문가의 경우, 한 명의 전

문가와 평가를 진행한 뒤 해당하는 다른 전문가를 추천받는 형식으로 모

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절성 평가에 참여한 상담 전문가의 특성은 다

음 표와 같다. 전문가 5인 모두 자격증 1급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상담

경력은 5년부터 14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학력은 석사

졸업부터 박사 졸업까지 분포하였다.

참여자 성별 연령 진술문 생성 적절성 평가 분류 및 평정
참여자1 여 24 O O O
참여자2 여 25 O O O
참여자3 여 33 O O O
참여자4 남 25 O O O
참여자5 여 46 O X O
참여자6 여 40 O X O
참여자7 남 51 O X X
참여자8 여 34 O X X
참여자9 여 41 O X O
참여자10 남 26 O X O
참여자11 남 29 O X O
참여자12 여 29 O X O
참여자13 여 25 O X O
참여자14 여 45 O X O
참여자15 남 33 O X O
참여자16 여 25 O X O

참여자17(예비연구) 여 37 X O O

<표 15>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각 과정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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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디어 진술문 종합·편집 절차

아이디어 진술문 종합 및 편집은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먼저, 종

합·편집팀과 함께 1차적으로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1차 진술문을

바탕으로 적절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적절성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진

술문을 도출하였다.

먼저, 아이디어 진술문을 종합하고 편집하는 구체적인 단계별 수행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어 찾기를 위하여 각 면담 파일을 전사하

고, 전사한 축어록 중 참여자가 이야기 한 내용만 분류하여, 엑셀 파일에

문장 혹은 의미 단위로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총 898개의 아이디어 단위를 도출하였다. 둘째, 898개의 진술문의

핵심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진술문을 요약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정확한 핵심단어와 진술문 요약을 위해 아이디어 종합·편집 팀과 합의하

는 과정을 거쳤다. 합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1차로 핵심단어를 표시하고

진술문을 요약하였으며, 이때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의문이나 생각들을

메모로 작성하였다. 연구자의 메모를 바탕으로 종합·편집팀 2인과 함께

질문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핵심 단어 및 요약문에서 이해가

전문가 성별 연령 상담 경력 학력 자격증
전문가 1 여 42 8년 10개월 박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전문가 2 여 42 14년 박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전문가 3 여 38 11년 7개월
박사

수료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전문가 4 여 31 5년 11개월 석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전문가 5 남 36 8년
박사

수료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표 16> 적절성 평가 전문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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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부분의 경우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합의된 요약문을

바탕으로 비슷한 핵심단어 및 주제어를 기준으로 아이디어를 그룹화하였

다. 이렇게 그룹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종합·편집팀과 그룹화된 분

류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넷째, 어떤 진술문을 유지할 것

인가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다.먼저, 진술문을 포함 기준을 설정함에 있

어서 Bedi(2006)을 참고하여 2인 이상이 공통으로 제시한 아이디어를 포

함시키는 것을 기본 규칙으로 합의하였다. 다만, 각 진술문에 따라서 2인

이상이 말했다하더라도 괜찮은 일의 특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의되면

삭제하였으며, 1인의 참여자만 이야기하였더라도 의미있는 표현이라고

판단되면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진술문을 삭제하고 포함함에 있어 상담

전공 교수 2인의 지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포함된 진술문

의 예시는 아래 표와 같다. 상담 수련과 관련된 기준이 법으로 마련된다

는 참여자 9만 진술한 내용이지만, 현재 국내 상담자격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주요한 방향이라고 판단

되어 포함시켰다(김인규, 2018). 또한, 진술문 24번도 합의팀에서 괜찮은

일 특성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포함시켰다. 다만, 실제로 수련생

들이 이 진술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에

참여한 5인에게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이들이 경험한 비윤리적인 사건

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여 괄호 안에 예시로 작성하였다. 반면, 수련 교

육이 무료로 제공되거나 동료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괜찮은 수준

이상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

를 거쳐 1차적으로 총 64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구분 축어록 진술문

포함
참8_24 37. 상담 수련과 관련된 기준이 법으로 마련된다.
참15_35

참15_36

24. 수련기관에서 비윤리적인 것(사적 심부름, 추가 금전적

요구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삭제 참6_20 수련생과 수퍼바이저가 내담자를 같이 책임진다는 마음에

<표 17> 포함 및 삭제된 진술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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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적절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진술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합의팀과의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진술문 64개를 활용하여 5인

의 아이디어 생성 참여자와 5인의 상담 전문가에게 적정성 평가를 받았

다. 적정성 평가의 경우 ① 의미 전달의 명확성, ② 진술문 사이 의미 중

복, ③ 불필요한 내용 세 가지 측면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이 외에도 기

타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칸을 준비하였다. 또한 적정성 평가 이후 5

인의 상담 전공 교수에게 자문을 받음으로써 최종 진술문 편집을 위한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중 일부는 다음 표와 같다. 예

를 들어, 괜찮은 일의 특성의 주체는 수련생, 수련기관, 수퍼바이저, 기관

직원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주체를 효과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진술문에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진술문의 주체가 명확하

게 축어록을 통해 제시되는 경우, 그 주체를 밝힐 수 있는 방향으로 수

정하였다. 또한, 수련생이 지각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술문이 하나의 아이디어만을 담고 있어야 하며, 축

어록의 중심 의미를 있는 그대로 포함시키고 있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

았다. 예를 들어, ‘휴가와 관련하여 휴가가 보장된다 +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는 피드백이 있었고, 원

문을 바탕으로 참여자가 이야기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참여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휴가를 눈치보며 어렵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이 내용에서 중요

한 부분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라고 판단하여, 피드백 과정을 거쳐 진술

문을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65개의 진술문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진술문은 아이디어 진술문 구조화 단계를 거치

기 전 마지막으로 종합·편집팀과 함께 검토 과정을 거쳤다.

서 교육이 무료로 제공된다.
참10_18 수련과정에서 함께 하는 동료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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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디어 진술문 구조화

3.1. 아이디어 진술문 구조화 참여자

아이디어 진술문 구조화에는 참여자 7과 8을 제외한 총 15명이 참여하

였다. 구체적인 참여자의 특성은 앞서 제시한 표,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각 과정 참여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2. 아이디어 진술문 구조화 절차

먼저, 아이디어 진술문 구조화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개념도 연구의 전

과정에 같은 대상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Kane과 Trochim(2007)은

모든 과정에 같은 참여자가 참여할 때 참여자의 연구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진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 및 평정 참여자 구성이 적

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접 시 연구에 대해

안내할 때, 이후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성 평정 작업이 있다는 것

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참여에 대한 동의를 함께 받았다. 다만, 본 아이

디어 진술문 생성 참여자 중 참여자 7과 참여자 8은 사정 상 유사성 분

류 및 중요성 평정에 참여하지 못 하였으며, 예비 연구 참여자의 경우

예비 연구시 이후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성 평정 참여를 희망하였

으므로 진술문 참여자 14인과 예비 연구자 참여자 1인으로 구성된 총 15

인의 참여자가 유사성 분류 및 중요성 평정을 진행하였다.

15인의 참여자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유사성 분류 및 중요성 평정을

진행하였다. 아이디어 진술문 구조화 단계에서는 면담 참여자들을 대상

으로 유사성 분류 및 평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유사성 분류 단계에

서는 참여자로 하여금 의미나 주제가 비슷하게 인식되는 것끼리 묶어달

라고 요청하였다. 이때 유사성 분류 결과는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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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① 하나의 묶음에는 2개 이상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② 모든 진술문은 하나의 묶음으로 묶일 수 없으며 ③ 모든 진술문은 묶

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④ 하나의 진술문은 중복으로 묶음에 포함될

수 없고 ⑤ 하나의 묶음에 1/3 이상의 진술문이 포함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Jackson & Trochim, 2002; Bedi, 2006).
본 연구는 COVID-19으로 인하여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

에, 진술문 구조화와 관련된 안내문과 체크리스트, 진술문 카드, 진술문

리스트, 평정지를 메일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참여자들은 안내문과 체크

리스트를 바탕으로 진술문을 분류한 뒤 그 결과를 평정지에 작성하여 연

구자에게 메일을 통해 재발송하였다.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편의 및 효과적인 평정을 위하여 개념도에 다수 참여

한 경험이 있는 교수 1인과 참여자 1인에게 자문을 받아 진술문 카드와

체크리스트, 안내문을 작성하였다. 진술문 카드를 작성하여 보냄으로써

참여자들이 실제 카드 형태를 활용하여 유사성 분류 작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안내문만으로는 확인하

기 어려운 절차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

서 참여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순

서
내용

1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1) 준비물을 모두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안내방법, 체크리스트, 진술문 카드, 진술문 리스트, 평정지)
2) 진술문 카드를 인쇄하여 자릅니다.
3) 진술문 카드가 총 65개인지 확인합니다.
4) 진술문 카드를 묶을 클립이나 고무줄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2 진술문 리스트를 열어 한번 쭉 읽어보며, 비슷하게 묶일 수 있는 진술문

<표 18> 참여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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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평정 작업에서는 진술문이 설문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참

여자들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각 진술문을 5점 리커르트 척도로 평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은 총 2문항이며 각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3

진술문 카드를 펼쳐놓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진술문 카드끼리

묶음을 만들어 줍니다.

다만 묶음을 만들 때 아래 규칙을 모두 지켜주세요.

① 하나의 묶음에는 2개 이상의 진술문 카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진술문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 수 없으며, 묶음에 포함

되지 않는 진술문 카드는 없어야 한다.

③ 하나의 묶음에는 전체 진술문의 1/3 이상이 포함되는 것을 지

양한다.

④ 하나의 진술문은 여러 묶음에 중복적으로 분류될 수 없다

4
묶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떠오른 인사이트가 있다면 간단하게 메모로 적

어주세요.

5
묶음이 만들어졌다면, 각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겹치거나 클립, 고무

줄 등을 활용하여 묶어줍니다.

6 각각의 묶음에 임의로 묶음 1, 묶음 2, 묶음 3 등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7

평정지 파일을 열어 1) 묶음 평정에 각 진술문이 어떤 묶음에 포함되는

지 기록합니다.

(기록 방식이 어렵다면 제일 앞 sheet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8
2) 중요도 평정에 각 진술문을 보며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도를 체크해

주세요.

9
3) 경험도 평정에 각 진술문을 보며 수련과정 중 경험한 정도를 체크해

주세요.
10 체크리스트 파일을 체크하며, 모든 과정에 참여하였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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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메일을 통해 평정지를 회신한 후, ZOOM을 통해 면담이

20-30분 간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평정에 소요된 시간, 각 묶음으로 분

류한 기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술문, 가장 잘 보장되거나/ 보장

되고 있지 않은 진술문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평정에 소요된 시

간은 30분부터 2시간 30분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며, 묶음을 나눈 기

준은 주체에 따른 구분, 현재 보장되는 정도에 따른 구분 등으로 다양하

게 나타났다.

4. 자료분석

개념도 작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R-CMap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R-CMap은 개념도 분석과 시각적 그래프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R을 사용하여 실행된다(Bar & Mentch, 2017). 이 소프

트웨어는 기존 SPSS와 비교하였을 때 고존(Go-Zone)이나 패턴 매치 등

문항 구분 문항 내용

중요도

평정

다음은 선생님의 수련생으로서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진술문을 읽어보시고, 수련 과정이 "괜찮은 일"로서 경험되기

위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1~5점으로 체크해주

세요.

(수련과정이 괜찮은 일로 경험되기 위해서 (진술문)은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경험도

평정

다음은 선생님의 수련생으로서의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진술문을 읽어보시고, 수련 과정에서 다음의 진술문들이 얼마나

보장되었다고 느끼시는지 1~5점으로 체크해주세요.

(나의 수련과정을 되돌아볼 때, (진술문)이 1.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2. 보장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보장받고 있다. 5.

매우 보장되고 있다.)

<표 21> 적정성 평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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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특정 집단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그래프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분석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의 평정자료를 프로그램에서 가용할 수 있는 형태의 데

이터파일로 재코딩하였다. R-CMap에서는 총 다섯 개의 데이터 시트가

요구된다. 먼저, Statements 시트에는 진술문 ID와 진술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Sorted Cards 시트에는 Sorter ID를 첫 열에 작성함으로써

참여자를 구분하고, 각 참여자가 구분한 집단의 수만큼 행을 구성한다.

그리고 각 행에는 집단에 속하는 진술문의 ID를 작성한다. 또한

Demographics 시트에는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이때 인

적사항은 이후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집단 구분과 관련된 인적사

항만을 포함시키면 된다. 마지막으로, Ratings에는 참여자들의 중요도 평

정 결과를 포함시키며 Ratings Scale에는 평정 결과의 최소값과 최대값

을 포함시킨다. 이와 같은 가용 데이터의 서식은 R-CMap 소프트웨어

설치 이후 DemoProject01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R-CMap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다. 설치 방법은 R-CMap 홈페

이지의 Bar(2018)을 참고하였다. 설치를 위하여 우선 R과 RStudio,

Rtools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RStudio Console에 해당 명령

어를 입력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그림 3] R-CMap 소프트웨어



- 58 -

셋째, R-CMap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를 실행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분

석 결과 및 그래프를 생성하였다. 소프트웨어는 Summary, Plots,

Analysis, Users, Settings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탭을 선택함

으로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Summary 탭에서는 데이터 파일

의 기본 특성(진술문 수, 참여자 수, 평정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Plots 탭은 포인트 지도(Point Map, MDS), 클러스터 지도, 막대 차트

(bar chart), 패턴 매칭, Go-Zone 그래프, 덴드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각각을 선택함으로써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프의 해석은

본 소프트웨어에서 분석에 참고한 Trochim & McLinden (2017) 연구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더 나아가, Report 탭에서는 각각의 진술문 평정

결과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Analysis 탭에서는

그룹 별로 평정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ANOVA와 TUKEY 사후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Users 탭에서는 참여자들을 인적사항에 따라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Settings 탭에서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각각의 탭을 활용하여 연구자는 필요한 그래프 및 결과값을 산출하였으

며, 산출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개념도를 작성 및 해석하였다.

넷째, 대학상담센터와 사설 및 기타 상담센터 소속 수련생 인식 비교

분석을 위하여 R-CMap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그래프의 경우 Excel을 이

용하여 추가로 작성하였다. R-CMap의 경우 두 가지 평정사항(중요도,

경험도)를 두 축으로 한 패턴 매치는 제공하지만, 두 집단을 축으로 하

는 패턴 매치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의 과정을 거쳐 패턴 매치

그래프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였다. 먼저, Excel을 통하여 두 집단 간 상대

적 평정 결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패턴 매치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집단의 최대 및 최소값을 바탕으로 두 축을 설정하였고,

각 값을 최대값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전환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

였다(PERCENTRANK.INC 함수 활용). 이후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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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매치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결과를 바탕으로 산점

도 및 추세선을 확인하였고, 상관계수 값을 구하였다.

5. 개념도 활용

개념도 활용을 위해 Kane & Trochim (2007)의 저서에서 제시된 순서

에 따라 그래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포인트맵, (명명된) 클러스터

지도, 클러스터 평정지도, 패턴 매치, Go-Zone 그래프의 순서로 그래프

를 분석하였다. 첫째 포인트맵을 통해 각 진술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축의 명칭을 명명하였다. 둘째, (명명된) 클러스터 지도를 통해 같은 클

러스터에 속한 진술문을 확인하고, 진술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명명하였다. 또한 축 명칭과 클러스터의 관계가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이

후 완성된 명명된 클러스터 지도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괜찮은

일로서의 수련과정 특성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클

러스터 평정지도를 통해 각 클러스터의 중요도 및 경험도에 대한 평정

결과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패턴 매치를 통하여 평정 문항

및 집단에 따른 클러스터의 상대적 평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앞서 클러

스터 평정지도에서는 각 클러스터의 평균값을 확인한 것과 달리, 패턴

매치를 통해서는 동일한 클러스터에 대한 상대적인 평정 결과를 비교하

였다는 점이 차별적이었다. 마지막으로 Go-Zone 그래프를 통해 진술문

단위에서 평정 문항 및 집단에 따른 평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Go-Zone

그래프를 통해 나누어지는 네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고 논

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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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제 1절 상담 수련생이 지각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

수련 특성

상담 수련생들이 지각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2급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관에서 수련 중인 상담 수련생

16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을 위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및 종합·편집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종 진술문

은 다음 표와 같다.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

1 상담 수련에 쏟은 노력, 시간, 에너지에 준하는 보상이 어떤
형태로든(경제적, 일자리보장, 심리적) 존재한다.

2 상담 수련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밥값,
교통비).

3 생활비에 대한 걱정 없이 상담 수련에 임할 수 있다.
4 제도적으로 수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
5 상담수련을 통해 수련생이 '일(work)'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6 수련 기관 및 학회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코로나 등)에 적합한
수련환경을 보장한다.

7 사례 정리 및 행정 처리, 상담 전 대기 등을 위한 수련생의 공간이
보장된다.

8 수련생이 다른 직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9 상담 전용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10 상담 공간이 쾌적하다(크기, 냉난방 등).
11 비밀보장을 위한 충분한 방음이 보장된 공간이 제공된다.
12 상담사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담 공간이 마련된다.

13 상담 수련생 대기 공간에 인원수에 맞는 컴퓨터와 책상, 의자가
제공된다.

14 상담 수련생들을 수용할만한 넓이의 공간이 주어진다.

15 상담실 개수의 확보가 충분히 되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실 예약
및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

<표 22> 최종 진술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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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련 기록을 위한 전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17 수련생 동료들과 교류하고 지지하고 의논할 수 있는 장과 시간이
마련된다.

18 수련생들 간에 경력, 연령, 수퍼바이저의 칭찬 등에 상관없이 서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한다.

19 수련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위로, 지지, 응원, 소속감, 안정감 등을
느낀다.

20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한 동기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받는다.

21 수련기관 내 동료 및 선배에게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편하게 질문할 수
있다.

22 수련생 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수퍼바이저가 갈등해결에 도움을
제공한다.

23 기관 내 직원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논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

24 수련기관에서 비윤리적인 것(사적 심부름, 추가 금전적 요구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25 자격 요건이나 수련 과정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기관 내 체계가
존재한다.

26 수련생으로서 부당한 사항이나 요청사항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수퍼바이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27 이중관계 문제 없이 수퍼비전이나 개인분석을 제공받는다.
28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을 상담사로 존중하며 수퍼비전을 제공한다.

29 사례와 관련하여 질문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가 기관 내에 상주하고
있다.

30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의 성향, 사정 등을 바탕으로 지도를 제공한다.
31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32 수련생들에게 상담 윤리 강령(내담자와의 관계, 상담 기록 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제공된다.

33 수련을 마쳤을 때 석사학위 및 자격증에 준하는 안전하고 보장된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34 수련기관에 수련생의 휴가(병가, 연차 등)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35 수련 과정 안에서 이론 교육뿐 아니라 실습도 함께 제공된다.

36 기관 차원에서 내담자 노쇼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37 상담 수련과 관련된 기준이 법으로 마련된다.
38 수련 기관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39 수련기관에서 수퍼바이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40 학회는 수련생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요건을 충분히
안내한다.

41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호가 자격증 및 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42 수련생의 처우를 보장하고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 혹은 단체가
존재한다.

43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과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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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44 수련 요건의 유형, 기준 횟수, 점수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45 수련 기관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의 요구 없이 약속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46 학회 차원에서 수련생의 문제제기나 문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47 수련기관에서 사례진행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48 기관에서 제공되는 수퍼비전이 학회에서 수련 요건으로 인정된다.

49 기관 내 수퍼비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외부 수퍼비전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50 수련기관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수련 요건 인정 기회를 제공한다.

51 수퍼비전 및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52 수련생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내담자를 배정받는다.
53 개인분석(내담자 경험)을 통해 자기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54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 특성에 대해 알아차릴 수
있다.

55 수련 과정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56 수련 과정 중 내담자가 수련생의 상담 진행으로 인한 변화를 보고한다.

57 상담 수련을 통해 다양한 내담자를 만나며 새로운 성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

58 수련 과정에서 내담자와 온전히 인간대 인간으로 만나는 시간을
경험한다.

59 수퍼바이저가 수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 등을
이해해준다.

60 수련과정이 상담 전문가로 발달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되어준다.

61 소속기관 및 수퍼바이저의 지도 안에서 안전하게 수련에 참여할 수
있다.

62 수련 시간을 자신의 스케줄에 맞추어 조율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된다.

63 상담 준비에 온전히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의 업무 양을 조정한다.

64 수련기관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절한 근무시간이
요구된다.

65 수련생의 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심리적 지원, 동료 지지 등)이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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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 구조화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를 위하여 R-CMap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R-CMap 프로그램은 다차원분석을 실시하여 2차원 상의 각 진술문의 위

치를 자동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진술문의 위치에

따른 좌표값은 산출되지 않았다. R-CMap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

음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구조화를 진행하였다(Kane & Trochim,

2007)

1. 상담수련 특성의 차원 분석

먼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개념도 차원의 수를 합치도, 해석가능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Kane & Trochim, 2007). 먼저, 합치

도란 유사성 평정자료와 2차원 상에서 도출된 도형 간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이는 스트레스 값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해석 가능성이란 연구에서 설정한 차원이 실제 참여자들

의 인식에 근거하여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의미하며, 효율성이

[그림 4] 개념도 제시 과정 플로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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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해석 가능성과 합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단순한 차원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R-Cmap은 각 차원에 대한 스트레스 값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으며 2

차원에 대한 값만을 제공한다. 하지만 위의 세 가지 기준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차원 상의 진술문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본 연

구에서 2차원의 스트레스 값은 0.297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적절한 수준

으로 판단되었다. Kane & Trochim (2007)은 95%의 개념도 프로젝트가

0.205에서 0.365 사이의 스트레스 값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국내 상담심

리 분야 개념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스트레스 값이 평균

0.29(최소 0.13 – 최대 0.38)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최윤정, 2019). 또한,

Kane과 Trochim(2007)은 개념도는 차원보다는 각 진술문 간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개념도 연구에서는 2차원 다차원 분석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3차원 이상으로 차원을 나눌

경우 공간 내에서 배치된 결과물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

어진다는 선행연구도 제시되고 있다(Krsucal & Wish, 1978). 이와 같은

선행연구 및 결과값을 고려하여 2차원 상의 배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상에 각 진술문들의 위치를 포인트

맵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포인트 맵이란 각각의 진술문 아이디어가 서로 얼마나 가깝게 위치하

였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로서, 2차원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포인트 맵을 통해 어떤 진술문이 가깝게 위치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술문 2와 3은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유사성 행

렬을 통해 15명 중 14명의 참여자가 같은 범주로 분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진술문 41, 42, 43도 14명의 참여자가 같은 범주로 분류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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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ap은 포인트 지도 내의 각 진술문의 좌표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

에 연구자가 포인트 지도를 임의적으로 4분면으로 나누고,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으로 설정하였다. SPSS에서 좌표값을 통하여 R-CMap의

포인트 지도와 비교하였으나, 좌표의 위치에서 차이가 나타났고(예: 진술

문 38, 53, 65 등) 이러한 차이를 R-CMap의 한계로 인해 수치로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포인트 지도의 각

진술문의 위치를 살펴본 결과 x축의 오른쪽에 위치한 진술문은 진술문

19, 20, 21, 17, 18, 54, 55, 53, 6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x축의 왼쪽에

위치한 진술문은 진술문 41, 42, 43, 37, 46, 40, 44, 6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어서 y축의 위쪽에는 진술문 51, 30, 27, 50, 31, 35, 28, 22 등이 위치

하였으며 아래쪽에는 진술문 4, 3, 2,1, 7, 13, 33, 5 등이 위치하였다. 각

축의 끝쪽에 위치한 진술문의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x축의 우측에는

수련기관 내 다양한 구성원들(수퍼바이저, 동료, 선배 등)과의 관계에 대

한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좌측에는 법, 구조, 단체, 자격증 등

[그림 5] 포인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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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외적인 체계 및 제도와 관련된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x축(1차원)은 괜찮은 일 특성의 속성이 사람과 관련된 것인지 구조와 관

련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차원으로 ‘사람: 관계적’과 ‘구조: 체계적’으로 명

명하였다. 축 명칭의 앞 부분에는 속성이 포함하는 대상의 특징을 작성

하고, 그 뒤에 대상의 특성을 형용사로 작성함으로써 진술문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사람과 관련된 진술문은 다양한

구성원과의 관계를 담고 있었고, 구조와 관련된 진술문은 법과 자격증

등과 같은 체계(system)과 관련된 진술문이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y축의 상측에는 수퍼비전 등 수련기관에서 제공되는 수련요건 기회 및

교육과 관련된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하측에는 수련과정의 경제

적 혹은 보상적 특성과 관련된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y축(2차원)은

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차원으로 수련생의 학습자

(learner)로서의 정체성과 일하는(상담하는) 노동자(worker)로서의 정체

성을 구분하고 있었다. 따라서 y축은 ‘학습자’와 ‘노동자’로 명명하였다.

Owen과 Stewart(2016)의 연구에서는 수련을 공식적 교육 및 훈련과정,

고용상태, 자발적인 무급 노동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교육적 측면과 노동

의 측면을 모두 설명한다. 또한 무급 노동(unpaid work)의 유형으로 자

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의 시기가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Grant-Smith & McDonald, 2018), 수련생을무급 노동을 행하는 주체로

해석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교육생과 노동자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명명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그림은 아래 그림

과 같다.

축
방

향
진술문 내용

x
우

측

19 수련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위로, 지지, 응원, 소속감, 안정감
등을 느낀다.

20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한 동기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받는다.

<표 23> 2차원 포인트 지도의 주요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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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을 통해 각 사분면에 통한 진술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만, 축을 임의로 그렸기 때문에 해석에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

째, 제 1사분면에는 수련과정의 교육적 특성인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2사분면에는 수퍼바이저와 관련된 진술문

(59번), 기관 내 직원과 관련된 진술문(23번), 동료 수련생과의 관계를

담은 진술문(19번) 등 기관 내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었

다. 수퍼바이저의 경우 수퍼비전에서 수련생이 적정하다고 느끼는 수준

21
수련기관 내 동료 및 선배에게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편하게

질문할 수 있다.

17
수련생 동료들과 교류하고 지지하고 의논할 수 있는 장과 시

간이 마련된다.

18
수련생들 간에 경력, 연령, 수퍼바이저의 칭찬 등에 상관없이

서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한다.

좌

측

41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호가 자격증 및 법을 통해 이루어

진다.

42
수련생의 처우를 보장하고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 혹은

단체가 존재한다.

43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과 체계가 존재한다.
37 상담 수련과 관련된 기준이 법으로 마련된다.

y

상

측

51 수퍼비전 및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30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의 성향, 사정 등을 바탕으로 지도를 제공

한다.
27 이중관계 문제 없이 수퍼비전이나 개인분석을 제공받는다.

50
수련기관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수련 요건 인정 기회를

제공한다.
31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하

측

4 제도적으로 수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
3 생활비에 대한 걱정 없이 상담 수련에 임할 수 있다.

2
상담 수련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

다(밥값, 교통비).

1
상담 수련에 쏟은 노력, 시간, 에너지에 준하는 보상이 어떤

형태로든(경제적, 일자리보장, 심리적) 존재한다.

7
사례 정리 및 행정 처리, 상담 전 대기 등을 위한 수련생의 공

간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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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퍼바이저에게 의견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직원의 경우 직원과 편안하게 의논할 수 있다는 특성이 제

시되었으며, 동료 수련생의 경우 서로 심리적 지원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2사분면을 통해 수련 기관 내에서 수련생과 교

류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괜찮은’ 수련 과정 및

교육을 위하여 이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제 2사분면에는 수련과정의 교육적 특성인 동시에 구조 및 체계

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자격요건 및 수련과정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기관 내 체계(25번), 윤리강령에 대한 안내(32번), 기관

에서 제공되는 수퍼비전이 학회에서 수련 요건으로 인정(48번), 기관 내

수퍼비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외부 수퍼비전에 대한 지원 제공(49번)

등 학회의 자격 요건 및 윤리강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획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이 대체로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확회의 2급 자격증이었으므로, 학회(수련기관 외)의 수련 요

[그림 6] 1차원 * 2차원 축에 의한 포인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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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인정과 관련된 진술문들이 도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제 3사분면은 일하는 물리적 공간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에 대한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인원 수에 맞는 대기실 내 컴퓨터

및 책상(진술문 13), 상담 전용공간의 보장(진술문 9) 안정적인 전산 시

스템(진술문 16), 적절한 근무시간(진술문 64) 등이 4사분면에 포함되었

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수련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상담실, 대기

공간, 근무시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하여 괜찮은 수준을 고려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제 4사분면에는 노동자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진술문 1, 2, 3, 4는 경제적인 보상을 포함하는 진술

문이었으며, 진술문 5와 33은 상담 수련생이 현재 ‘일하고 있음’이 인정

되며 수련 이후 적정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진술문 56-58은 내담자와의 일대일 만남을 통해 내담

자가 변화를 보고하고 상담자가 성장하는 것 등의 내재적인 보상을 이야

기하고 있었다. 제 3사분면을 통하여 상담 수련생들은 수련과정을 통한

보상을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담사로서의 성장을 경험하는

내재적인 보상과 상담사라는 일하는 자(worker)로서 보장되는 것에 대한

기대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상담수련 특성의 범주 분석

2.1. 클러스터 개수 설정

개념도 연구에서 클러스터 개수의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구자

의 판단과 평정자료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ne &

Trochim (2007)에 근거하여 가장 낮은 수의 클러스터부터 가장 높은 수

의 클러스터까지 범위를 정한 후, 높은 수의 클러스터에서 낮은 수의 클

러스터로 축소시키며 가장 적합한 클러스터의 수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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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그램을 바탕으로 3개부터 10개까지 다양한 클러스터 개수를 시

도하여 분석하였고, 아래와 같이 제시된 덴드로그램을 통해 제시된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상담 전공 교수 1인과 합의하여 7개로 최종 결정하였

다. 이는 참여자들의 평균 분류 개수(m=7.6, max=12 / min= 5)를 넘지

말아야한다는 선행연구의 기준도 충족하였다(최윤정, 2019; Kane &

Trochim, 2007). 각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진술문의 개수와 번호는 아래

표와 같다.

클러스터 진술문 수 진술문 번호
1 6개 1, 2, 3, 4, 5, 33
2 12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47

3 15개
17, 18, 19, 20, 21, 23, 38, 65, 53, 54, 55, 56, 57, 58,

60
4 7개 22, 26, 27, 28, 30, 31, 59
5 13개 24, 25, 29, 32, 35, 36, 39, 45, 48, 49, 50, 51, 52
6 5개 34, 61, 62, 63, 64
7 7개 53, 54, 55, 56, 57, 58, 60

<표 24> 클러스터 별 진술문 개수와 번호

[그림 7]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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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클러스터 구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SPSS22를 활용하

여 Ward 방법, 평균연결법, 중심연결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방법을 사용하여 제시된 결과와 R-CMap을 통해 제시된

결과 간의 상관을 비교하였다. 각 방법과의 상관계수가 모두 .7 이상으로

높게 제시되어 R-CMap을 통한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바탕으로 아래의 클러스터 지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8] 클러스터 지도

평균연결 중심연결 ward R-Cmap
평균연결 1
중심연결 .955 1
ward .752 .763 1
R-Cmap .744 .701 .714 1

<표 25> 클러스터 분석 적절성 검증 결과: 상관분석



- 72 -

2.2. 클러스터 명명

클러스터 명명을 위하여 각 클러스터에 속한 진술문의 내용, 참여자들

이 작성한 명칭, R-CMap 알고리즘을 통해 제안된 명칭을 살펴보았다.

먼저 각 참여자들이 작성한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참여자들은 참여자

9를 제외하고 대체로 주체 혹은 주제에 따라 명칭을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복적으로 제시된 명칭의 내용으로는 보상(경제, 복지)/ 제

도, 체계, 법/ 물리적 공간, 환경, 상담지원/ 구성원과의 관계(수퍼바이저,

직원, 동료)/ 개인성장, 자기성장, 유익/ 수련과정 및 교육 등이 제시되었

다.

또한, R-CMap에서 제안한 클러스터의 명칭은 아래 표와 같다.

Settings 탭 내 Cluster name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명칭이

표로 제시되고 있다. 제안된 명칭안은 각각의 제안을 진술문에서 나타나

는 단어를 바탕으로 count 값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를 통하여 가장

높은 값을 보인 제안부터 상위 3개의 명칭을 정리하였다. 클러스터 1에

서는 보상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클러스터 2에서는 물

리적 환경 및 요건에 대한 명칭이 제시되었다. 클러스터 3에서는 성장과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지원이 확인되었다. 클러스터 4는 수퍼바이저와

관련된 내용의 진술문이 모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클러스터 5는 기

관과 관련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6은 수련

기관 내 시스템 혹은 복지, 클러스터 7은 제도 및 법이라는 단어가 반복

적으로 제시되었다.

클러스

터
명칭 값

1
보상 14
다양한 형태의 보상 5
보상 및 결과 5

<표 26> 제안된 클러스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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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복지/보상 5
수련 보상 체계 5

2
물리적 공간 11
물리적 수련환경 11
필수적(최소적) 요건 11

3
성장 17
수련과정 내 사회적 지지기반 9
심리적 지원 / 자기성장 / 성장과 효능감 7

4
수퍼바이저 12
수퍼바이저, 수퍼비전 7
수퍼바이저와의 관계 6

5
기관과의 관계 11
기관 측 10
제도적 환경 10

6
수련기관의 운영 시스템 체계 5
수련내 안정된 시스템 5
수련생 복지 5

7
기관차원의 제도. 법적안전망 7
제도 7
제도마련과 보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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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클러스터
개수 클러스터 명

1 6개 경제 물리적 공간 심리적 지원 윤리적 문제 수퍼바이저 개인성장

2 10개 보상 제도마련
과 보호

성장과
효능감 수련환경 상담환경

수련내
안정된
시스템

동료지지 수퍼바이
저역량

수련기관
내 자율성 안정된 서비스 제공

3 5개 상담자 복지/보상 관계 상담 지원 체계권리/기타 상담자로 성장

4 10개
수련에
뒤따르는
보상

수련생에
대한 대우

내담자
입장
수련환경

상담자
입장 환경

수련과
관련된
제도 및
시스템

기본
수련요건
외 교육,
혜택,
정보제공

기관차원
의 제도.
법적안전
망

센터 조직
문화 및
분위기

심리적
지지체계

자기 성장(수련의
유익)

5 8개 보상 및
결과 제도, 법 기관 제공 수련생 복지 환경 동료 수련생 관계 수퍼

바이저 수련 및 교육과정 학회 측

6 6개 물리적 환경 정서적
환경

경제적
환경

benefit (성장적인 면에서의 이익. ex.성취감,
효능감, 지적 보상 등) 보호(or 보장)적 측면 제도적 환경

7 8개
수퍼
바이저
관계

기관
관계

수련 동료
관계

수련
과정
전반적
분위기

법적
제도적
장치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 서비스로서의 보상 수련생이 경험하는 것

8 11개

상담사
성장을 위한
수퍼바이저
역할

경제적인
부분

안전한
환경의
수련기관

수련생
학회와
공동체

수련생을
위한
질적인
편의시설

수련생의
존중받음

상담사
성장면의
질좋은
자원

수련기관
혜택

갈등 해결
역할

상담사의
바른 성장

미래의
직업으로
서 기대

<표 27> 참여자들이 작성한 클러스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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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개 그렇다_센터 그렇다_대학센터 아니다 모른다 기타

10 8개 수련 보상
체계

법, 학회차원의 지원
및 노력

수련기관의 물리
환경적 보장

수련기관
내 심리적
지원

수련기관
의

비물리적
보장

상담수련
인정과 관련된 지원

체계

운영
시스템
체계

자기이해
및 발달

11 5개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존재함

수련에 적합한 공간이
존재함

수련과정내 인간적
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제공됨

제도적, 법적
지지기반이 제공됨

상담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자기이해 기반이 제공됨

12 9개 보수 업무,
휴게 공간 상담공간

수련
동료,
심리적
지지

수퍼바이
저,
수퍼비전

기관 측 학회 측 법 수련과정

13 5개 보상 안전 일 제도 성장

14 11개 보상 법률
행정지원

물리적
수련
환경

인적환경
심리적
수련
환경

수련 계약 수련생
복지 지도 윤리 슈퍼비전 상담 교육 전문성

발달

15 5개 보상 필수적(최소적) 요건 수련생 복지 성장 희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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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확인한 참여자들의 응답과 진술문의 내용, 프로그램에서 제안

한 명칭, 괜찮은 일 선행연구에서의 구분 등을 바탕으로 연구자와 상담

전공 교수진과의 합의를 통하여 클러스터 명칭을 결정하였다. 먼저 클러

스터 1은 제안된 명칭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던 보상을 참고하여 ‘다

양한 형태의 보상’으로 명명하였다. 괜찮은 일 척도인 DWS의 구인에도

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Duffy et al, 2017), 진술문 내용에 금전적인 보

상 외의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클러스터 2는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환경’으로 명명하였다. 상담을 위

한 수련기관의 물리적인 환경 특성에 대한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y축 상에서 노동자에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담보다는 ‘상담

업무’라는 내용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클러스터 3은 ‘긍정적인

기관풍토 및 성장경험’으로 명명하였다. 1차 명명에서 선행연구에서 제시

되었던 공감적 분위기를 참고하여 공감적 분위기로 명명하였으나(Nam

& Kim, 2019), ‘괜찮은 일’ 수준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선행연

구의 제언을 반영하여 일의 심리학(PWT)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인 직장

내 풍토(work climate)를 참고하여 명칭을 수정하였다. 직장 내 풍토란

개인이 직장 내에서 수용받는 경험의 정도를 의미하며, 동료와의 관계와

상사 및 감독자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술문에서 제시된 다

양한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포함하기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Duffy et

al., 2020). 클러스터 4는 수퍼바이저 역할로 1차 명명하였으나, 어떠한

수퍼바이저의 역할이 요구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합의 팀의 의견과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수련생을 존중하는 수퍼바이저’로 명명하였다(안하얀

외, 2017; Carifo & Hess, 1987). 클러스터 5는 ‘전문성 발달을 조력하는

수련과정’으로 명명하였다. 제안된 명칭을 확인하였을 때 수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수련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수련요건이나 교육과

정,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클러스터 6은 ‘웰빙을 고려한 수련구조’로 명명하였다. 1차적으로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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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으로 명명하였으나, ‘안전한’이라는 단어가 다소 모호하고 포괄

적이라는 의견과 유성경, 박성호(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진술문에 포

함된 내용들(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적절한 근무시간 등)이 상담사

의 소진을 야기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소진 및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선 웰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웰빙을 고려한 수련구조로 명명하였다. 보장이 아

닌 고려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괜찮은 일 개념에서 의미하는 적정함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7은 제안된 명칭을 참

고하여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로 명명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

된 클러스터 명칭을 표 및 명명된 클러스터 지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

다.

클러스터 진술문

1

다양한 형태의

보상

1 상담 수련에 쏟은 노력, 시간, 에너지에 준하는 보상이 어떤
형태로든(경제적, 일자리 보장, 심리적) 존재한다.

2 상담 수련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
다(밥값, 교통비).

3 생활비에 대한 걱정 없이 상담 수련에 임할 수 있다.
4 제도적으로 수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

5 상담수련을 통해 수련생이 '일(work)'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33
수련을 마쳤을 때 석사학위 및 자격증에 준하는 안전하고 보

장된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2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환경

6 수련 기관 및 학회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코로나 등)에
적합한 수련환경을 보장한다.

7 사례 정리 및 행정 처리, 상담 전 대기 등을 위한 수련생의
공간이 보장된다.

8 수련생이 다른 직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9 상담 전용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10 상담 공간이 쾌적하다(크기, 냉난방 등).
11 비밀보장을 위한 충분한 방음이 보장된 공간이 제공된다.
12 상담사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담 공간이 마련된다.

13 상담 수련생 대기 공간에 인원수에 맞는 컴퓨터와 책상,
의자가 제공된다.

14 상담 수련생들을 수용할만한 넓이의 공간이 주어진다.

15 상담실 개수의 확보가 충분히 되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실 예약 및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

<표 28> 클러스터 명 및 클러스터에 따른 진술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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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련 기록을 위한 전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47 수련기관에서 사례진행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3

긍정적인

기관풍토 및

성장경험

17 수련생 동료들과 교류하고 지지하고 의논할 수 있는 장과
시간이 마련된다.

18 수련생들 간에 경력, 연령, 수퍼바이저의 칭찬 등에 상관없이
서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한다.

19 수련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위로, 지지, 응원, 소속감, 안정감
등을 느낀다.

20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한 동기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받는다.

21 수련기관 내 동료 및 선배에게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편하게
질문할 수 있다.

23 기관 내 직원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논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

38 수련 기관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65 수련생의 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심리적 지원, 동료 지지
등)이 구축되어 있다.

53 개인분석(내담자 경험)을 통해 자기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54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 특성에 대해 알
아차릴 수 있다.

55 수련 과정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56 수련 과정 중 내담자가 수련생의 상담 진행으로 인한 변화를
보고한다.

57 상담 수련을 통해 다양한 내담자를 만나며 새로운 성장 경험
을 쌓을 수 있다.

58
수련과정에서 내담자와 온전히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시간
을
경험한다.

60 수련과정이 상담 전문가로 발달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되어준
다.

4

수련생을

존중하는

수퍼바이저

22 수련생 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수퍼바이저가 갈등해결에
도움을 제공한다.

26 수련생으로서 부당한 사항이나 요청사항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수퍼바이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27 이중관계 문제 없이 수퍼비전이나 개인분석을 제공받는다.

28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을 상담사로 존중하며 수퍼비전을
제공한다.

30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의 성향, 사정 등을 바탕으로 지도를
제공한다.

31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59 수퍼바이저가 수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
등을 이해해준다.

5

전문성 발달을

조력하는

수련과정

24 수련기관에서 비윤리적인 것(사적 심부름, 추가 금전적 요구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25 자격 요건이나 수련 과정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기관 내
체계가 존재한다.

29 사례와 관련하여 질문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가 기관 내에 상
주하고 있다.

32
수련생들에게 상담 윤리 강령(내담자와의 관계, 상담 기록 관
리 등)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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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련 과정 안에서 이론 교육뿐 아니라 실습도 함께 제공된다.
36 기관 차원에서 내담자 노쇼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39 수련기관에서 수퍼바이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45 수련 기관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의 요구 없이 약속한 서비스
를 모두 제공한다.

48 기관에서 제공되는 수퍼비전이 학회에서 수련 요건으로 인정
된다.

49 기관 내 수퍼비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외부 수퍼비전에 대
한 지원이 제공된다.

50 수련기관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수련 요건 인정 기회를
제공한다.

51 수퍼비전 및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52 수련생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내담자를 배정받는다.

6

웰빙을 고려한

수련구조

34 수련기관에 수련생의 휴가(병가, 연차 등)와 관련된 규정이 마
련되어 있다.

61 소속기관 및 수퍼바이저의 지도 안에서 안전하게 수련에 참여
할 수 있다.

62 수련 시간을 자신의 스케줄에 맞추어 조율할 수 있는 자율성
이 보장된다.

63 상담 준비에 온전히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퍼바이
저는 수련생의 업무 양을 조정한다.

64 수련기관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절한 근무시간
이 요구된다.

7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

37 상담 수련과 관련된 기준이 법으로 마련된다.

40 학회는 수련생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요건을 충분
히 안내한다.

41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호가 자격증 및 법을 통해 이루어
진다.

42 수련생의 처우를 보장하고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 혹은
단체가 존재한다.

43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과 체계가 존재한다.

44 수련 요건의 유형, 기준 횟수, 점수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
다.

46 학회 차원에서 수련생의 문제 제기나 문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 80 -

더 나아가, 이러한 명칭이 앞서 명명한 x축과 y축의 명칭과 부합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명명된 클러스터 지도를 2차원 상에 배치시켰다. 사

람: 관계적 특성과 학습자로서의 정체성 영역에는 ‘수련생을 존중하는 수

퍼바이저’와 ‘긍정적인 기관풍토 및 성장경험’의 일부가 포함되었다. 또한

사람: 관계적 특성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기관풍

토 및 성장경험’의 일부와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

조: 체계적 특성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영역에는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

한 환경’과 ‘수련생 보호를 우한 법 및 체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웰빙

을 고려한 수련구조’는 구조: 체계적 특성과 노동자 – 학습자로서의 정

체성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발달을 조력하는 수련

과정은 구조: 체계적 특성과 학습자로서의 정체성 영역에 위치하였다.

[그림 9] 명명된 클러스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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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차원 축에 위치한 명명된 클러스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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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도 및 경험도 분석을 위한 개념도

3.1. 진술문 단위의 중요도 및 경험도 분석

진술문 단위에서 중요도 및 경험도 분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

로 각 진술문별 평정 결과를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중요도와 경

험도 모두 4점이 ‘중요하다’와 ‘보장받고 있다.’이기 때문에 4점을 기준으

로 4점 이상 제시된 문항을 음영으로 표에 처리하였다. 중요도의 경우

17개의 진술문을 제외하고 모두 4점 이상으로 평정되었고, 경험도의 경

우 7개의 진술만이 4점 이상으로 평정되었다.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 중요도 경험도

1 상담 수련에 쏟은 노력, 시간, 에너지에 준하는 보상이 어떤
형태로든(경제적, 일자리보장, 심리적) 존재한다. 4.67 2.47

2 상담 수련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밥값, 교통비). 4.13 1.2

3 생활비에 대한 걱정 없이 상담 수련에 임할 수 있다. 4.13 1.6

4 제도적으로 수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 4 1.27

5 상담수련을 통해 수련생이 '일(work)'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4.2 2.73

6 수련 기관 및 학회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코로나 등)에
적합한 수련환경을 보장한다. 3.93 3.33

7 사례 정리 및 행정 처리, 상담 전 대기 등을 위한 수련생의
공간이 보장된다. 4.27 3.67

8 수련생이 다른 직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4.13 3.2

9 상담 전용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4.67 4.2

10 상담 공간이 쾌적하다(크기, 냉난방 등). 3.93 3.67

11 비밀보장을 위한 충분한 방음이 보장된 공간이 제공된다. 4.53 3.8

12 상담사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담 공간이 마련된다. 4.27 3.73

13 상담 수련생 대기 공간에 인원수에 맞는 컴퓨터와 책상, 의
자가 제공된다. 3.53 2.93

14 상담 수련생들을 수용할만한 넓이의 공간이 주어진다. 3.87 3.13

15 상담실 개수의 확보가 충분히 되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실 예약 및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 4.07 3

16 수련 기록을 위한 전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
다. 3.8 3.47

<표 29> 진술문 평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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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련생 동료들과 교류하고 지지하고 의논할 수 있는 장과
시간이 마련된다. 3.73 3

18 수련생들 간에 경력, 연령, 수퍼바이저의 칭찬 등에 상관없
이 서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한다. 3.93 3.53

19 수련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위로, 지지, 응원, 소속감, 안정
감 등을 느낀다. 4.33 3.07

20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한 동기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받
는다. 4.2 3.33

21 수련기관 내 동료 및 선배에게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편하
게 질문할 수 있다. 4.07 3.33

22 수련생 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수퍼바이저가 갈등해결에
도움을 제공한다. 3.2 2.53

23 기관 내 직원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논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 3.4 2.67

24 수련기관에서 비윤리적인 것(사적 심부름, 추가 금전적 요구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4.07 4.07

25 자격 요건이나 수련 과정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기관
내 체계가 존재한다. 4.4 3.07

26 수련생으로서 부당한 사항이나 요청사항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수퍼바이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4.07 3.2

27 이중관계 문제 없이 수퍼비전이나 개인분석을 제공받는다. 4.07 2.8

28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을 상담사로 존중하며 수퍼비전을 제공
한다. 4.6 3.87

29 사례와 관련하여 질문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가 기관 내에
상주하고 있다. 4.13 3.27

30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의 성향, 사정 등을 바탕으로 지도를
제공한다. 4 3.27

31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4.67 4.07

32 수련생들에게 상담 윤리 강령(내담자와의 관계, 상담 기록
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제공된다. 4.2 3.4

33 수련을 마쳤을 때 석사학위 및 자격증에 준하는 안전하고
보장된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4.47 3.2

34 수련기관에 수련생의 휴가(병가, 연차 등)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3.67 1.67

35 수련 과정 안에서 이론 교육뿐 아니라 실습도 함께 제공된
다. 4.47 4

36 기관 차원에서 내담자 노쇼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3.87 3.33

37 상담 수련과 관련된 기준이 법으로 마련된다. 4.13 1.93

38 수련 기관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
다. 4.47 3.47

39 수련기관에서 수퍼바이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3.93 3.33

40 학회는 수련생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요건을 충
분히 안내한다. 4.53 3.4

41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호가 자격증 및 법을 통해 이루
어진다. 4.47 2.47

42 수련생의 처우를 보장하고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 혹은
단체가 존재한다. 3.8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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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요도가 4점 이하로 평정된 진술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기 상황에 적합한 수련환경 보장(6), 쾌적한 상담 공간(10), 인원 수에

맞는 컴퓨터와 책상/ 의자(13), 수련생을 수용할만한 넓이의 공간(14), 안

43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증과 체계가 존재한다. 4.67 3.13

44 수련 요건의 유형, 기준 횟수, 점수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
다. 4.4 3.73

45 수련 기관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의 요구 없이 약속한 서비
스를 모두 제공한다. 4.27 4.07

46 학회 차원에서 수련생의 문제제기나 문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4.13 3.07

47 수련기관에서 사례진행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4.53 3.73

48 기관에서 제공되는 수퍼비전이 학회에서 수련 요건으로 인
정된다. 4.47 3.87

49 기관 내 수퍼비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외부 수퍼비전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4 2.2

50 수련기관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수련 요건 인정 기회
를 제공한다. 3.67 3.07

51 수퍼비전 및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4.73 3.33

52 수련생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내담자를 배정받는다. 4.47 3

53 개인분석(내담자 경험)을 통해 자기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4.07 3.53

54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 특성에 대해
알아차릴 수 있다. 4.2 3.73

55 수련 과정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4.2 3.67

56 수련 과정 중 내담자가 수련생의 상담 진행으로 인한 변화
를 보고한다. 3.93 3.6

57 상담 수련을 통해 다양한 내담자를 만나며 새로운 성장 경
험을 쌓을 수 있다. 4.47 4.2

58 수련 과정에서 내담자와 온전히 인간대 인간으로 만나는 시
간을 경험한다. 3.87 3.87

59 수퍼바이저가 수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부분이나 실
수 등을 이해해준다. 3.87 3.8

60 수련과정이 상담 전문가로 발달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되어
준다. 4.33 4.13

61 소속기관 및 수퍼바이저의 지도 안에서 안전하게 수련에 참
여할 수 있다. 4.53 3.87

62 수련 시간을 자신의 스케줄에 맞추어 조율할 수 있는 자율
성이 보장된다. 4.07 3.67

63 상담 준비에 온전히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퍼바
이저는 수련생의 업무 양을 조정한다. 4.2 2.6

64 수련기관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절한 근무시
간이 요구된다. 4.27 3.2

65 수련생의 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심리적 지원, 동료 지
지 등)이 구축되어 있다. 4.33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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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수련 기록 전산 시스템(16)과 같이 물리적인 수련환경에 대한 진

술문이 포함되었다. 또한 동료와 교류/ 지지/ 의논할 수 있는 시간 마련

(17), 수련생들 간의 동등한 대우 및 존중(18), 수퍼바이저가 수련생 간

갈등 해결에 도움 제공(22), 기관 내 직원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

(23)와 같이 기관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진술문도 포함되었다.

더 나아가 수련생 휴가에 대한 규정(34), 내담자 노쇼에 대한 규정(36)과

같이 규정에 대한 진술문도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수퍼바이저에 대한

정보 제공(39), 수련생 처우 보장 및 입장 반영을 위한 구조 혹은 단체

(42),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수련 요건 인정 기회 제공(50), 내담자가

상담진행으로 인한 변화 보고(56), 내담자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시

간 경험(58), 수퍼바이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해(59)가 포함되었다.

이어서, 경험도가 4점 이상으로 평정된 진술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여기에는 상담 전요 공간의 확보(9), 수련기관에서 비윤리적 요구를

하지 않는 것(24), 수련생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인격적인 대우(31), 수련

과정 내에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이 모두 제공(35), 예상치 못한 비용

요구 없이 약속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45), 다양한 내담자를 만나며 새로

운 성장경험(57), 상담전문가로 발달하기 위한 중간과정이 되어줌(60)이

포함되었다.

추가적으로, 경험도가 2점 이하로 평정된 진술문을 살펴보았다. 2점의

기준이 ‘보장되지 않는다.’였기 때문에 2점 이하 평정 진술문은 참여자들

이 수련 과정 중 보장받지 못 하는 특성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2점 이

하의 진술문은 총 6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최소한의 경제

적 보상(2), 생활비에 대한 걱정 없이 상담수련에 임함(3), 제도적으로

수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4), 수련생의 휴가에 관련된 규

정 마련(34), 수련 관련 기준 법 마련(37), 수련생 처우 보장 및 입장 반

영을 위한 구조 혹은 단체의 존재(42)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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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요도와 경험도에 대한 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진술문을 살펴본

것에 더하여 Go-Zone 그래프를 활용하여 중요도와 경험도 평정결과를

한 표 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Go-Zone 그래프는 패턴 일치 데이터

에 대한 특정 유형의 이변량 그래프로, 일반적으로 군집 내 평균을 기준

으로 각 진술문을 배치한다. 즉, Go-Zone 그래프는 각 등급 변수의 군집

내에서 평균값의 위와 아래에 사분원으로 나뉜 X-Y 그래프이며, 각 사

분면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각 영역에 대한 논의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어떠한 진술문의 내용이 가장 실천 가

능성(actionable)이 높은지, 혹은 가장 필요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Kane과 Trochim(2007)의 저서에서는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feasibility)

로 그래프를 그렸으며, 그래프의 각 영역에 대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

다. 먼저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높은 영역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보았으며, 중요도는 낮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이해 관

계자들의 우선순위가 낮은 영역으로 보았다. 반대로 중요도가 높고 실행

가능성이 낮은 영역은 실행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역으로 보았으

며, 마지막으로 두 가지 영역의 평정 결과가 다 낮은 영역은 실행에 있

어 우선순위가 낮은 영역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와

경험도를 평정하였으므로, 각 영역에 대한 해석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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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을 통해 초록색(상단 우측)에 속한 진술문들은 중요도와 경

험도가 모두 평균 이상으로 측정된 진술문이며, 빨간색(하단 좌측)은 중

요도와 경험도가 모두 평균 이하로 측정된 문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노란색(상단 좌측과 하단 우측)은 각각 한 가지 영역에서 평균 이상

이며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평균 이하인 진술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담 수련생들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

이며, 평정을 통해 상담 수련생들의 각 특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현재

얼마나 각 특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확인

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후 직업적응이론의 ‘개인의 만족도’ 개념을

활용하여 만족 영역과 불만족 영역을 확인하고, 어떠한 진술문들이 현재

수련생들에게 충족되고 있는지 해석하였다(황매향, 2011). 이를 위해 각

영역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요도와 경험도(보장되는 정도)를

측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도가 높고 경험도가 높은 영역은 ‘만족’

[그림 11] 경험도와 중요도 Go-Zone 그래프: 전체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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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보았으며, 반대로 중요도는 높지만 경험도는 낮은 영역을 ‘불만

족’ 영역으로 보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4점이 ‘중요하다.’와 ‘보장되고

있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해석에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중요도가 평균 이하인 두 영역에 대해서는 해당 진술문들의 중

요도 여부를 수퍼바이저나 기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된 특성들을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각 영역에

포함된 진술문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번호
클러

스터
내용

경험도

평균 이상

중요도

평균 이상

(만족 영역)

7 2 사례 정리 및 행정 처리, 상담 전 대기 등을 위한 수련생
의 공간이 보장된다.

9 2 상담 전용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11 2 비밀보장을 위한 충분한 방음이 보장된 공간이 제공된다.
12 2 상담사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담 공간이 마련된다.

20 3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한 동기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받는다.

28 4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을 상담사로 존중하며 수퍼비전을 제
공한다.

29 5 사례와 관련하여 질문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가 기관 내
에 상주하고 있다.

31 4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32 5 수련생들에게 상담 윤리 강령(내담자와의 관계, 상담 기
록 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제공된다.

35 5 수련 과정 안에서 이론 교육뿐 아니라 실습도 함께
제공된다.

38 3 수련 기관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39 5 수련기관에서 수퍼바이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40 7 학회는 수련생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요건을
충분히 안내한다.

44 7 수련 요건의 유형, 기준 횟수, 점수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45 5 수련기관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의 요구 없이 약속한 서비
스를 모두 제공한다.

47 2 수련기관에서 사례진행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48 5 기관에서 제공되는 수퍼비전이 학회에서 수련 요건으로
인정된다.

51 5 수퍼비전 및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54 3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 특성에 대해
알아차릴 수 있다.

55 3 수련 과정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표 30> Go-Zone 영역별 진술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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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 상담 수련을 통해 다양한 내담자를 만나며 새로운 성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

60 3 수련과정이 상담 전문가로 발달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되
어준다.

61 6 소속기관 및 수퍼바이저의 지도 안에서 안전하게 수련에
참여할 수 있다.

경험도

평균 이하

중요도

평균 이상

(불만족

영역)

1 1 상담 수련에 쏟은 노력, 시간, 에너지에 준하는 보상이 어
떤 형태로든(경제적, 일자리보장, 심리적) 존재한다.

2 1 상담 수련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밥값, 교통비).

3 1 생활비에 대한 걱정 없이 상담 수련에 임할 수 있다.

5 1 상담수련을 통해 수련생이 '일(work)'하고 있음이 인정되
는 분위기이다.

8 2 수련생이 다른 직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19 3 수련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위로, 지지, 응원, 소속감, 안
정감 등을 느낀다.

25 5 자격 요건이나 수련 과정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기관
내 체계가 존재한다.

33 1 수련을 마쳤을 때 석사학위 및 자격증에 준하는 안전하고
보장된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41 7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호가 자격증 및 법을 통해 이
루어진다.

43 7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격증과 체계가 존재한다.

46 7 학회 차원에서 수련생의 문제제기나 문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52 5 수련생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내담자를 배정받는다.

63 6 상담 준비에 온전히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퍼
바이저는 수련생의 업무 양을 조정한다.

64 6 수련기관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절한 근무
시간이 요구된다.

65 3 수련생의 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심리적 지원, 동료
지지 등)이 구축되어 있다.

경험도

평균 이상

중요도

평균 이하

6 2 수련 기관 및 학회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코로나 등)에
적합한 수련환경을 보장한다.

10 2 상담 공간이 쾌적하다(크기, 냉난방 등).

16 2 수련 기록을 위한 전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
다.

18 3 수련생들 간에 경력, 연령, 수퍼바이저의 칭찬 등에 상관
없이 서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한다.

21 3 수련기관 내 동료 및 선배에게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편
하게 질문할 수 있다.

24 5 수련기관에서 비윤리적인 것(사적 심부름, 추가 금전적
요구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26 4 수련생으로서 부당한 사항이나 요청사항에 대해 눈치 보
지 않고 수퍼바이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30 4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의 성향, 사정 등을 바탕으로 지도를
제공한다.

36 5 기관 차원에서 내담자 노쇼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
다.

39 5 수련기관에서 수퍼바이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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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만족 영역에는 23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활한 상담업

무를 위해 요구되는 공간(상담실 및 행정 처리 공간)에 대한 진술문과

성장경험 및 구성원으로부터의 존중과 심리적 지원에 대한 진술문이 10

개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수련요건과 관련하여 명확

한 안내를 받는 것과 충분한 수퍼비전을 제공받는 것, 약속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윤리강령에 대한 충

분한 안내나 이론과 실습의 적절한 비중과 같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불만족 영역은 15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5개 중 5개

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에 대한 진술문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53 3 개인분석(내담자 경험)을 통해 자기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56 3 수련 과정 중 내담자가 수련생의 상담 진행으로 인한 변
화를 보고한다.

58 3 수련 과정에서 내담자와 온전히 인간대 인간으로 만나는
시간을 경험한다.

59 4 수퍼바이저가 수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 등을 이해해준다.

62 6 수련 시간을 자신의 스케줄에 맞추어 조율할 수 있는 자
율성이 보장된다.

경험도

평균 이하

중요도

평균 이하

4 1 제도적으로 수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

13 2 상담 수련생 대기 공간에 인원수에 맞는 컴퓨터와 책상,
의자가 제공된다.

14 2 상담 수련생들을 수용할만한 넓이의 공간이 주어진다.

15 2 상담실 개수의 확보가 충분히 되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실 예약 및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

17 3 수련생 동료들과 교류하고 지지하고 의논할 수 있는 장과
시간이 마련된다.

22 4 수련생 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수퍼바이저가 갈등해결
에 도움을 제공한다.

23 3 기관 내 직원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논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

27 4 이중관계 문제 없이 수퍼비전이나 개인분석을 제공받는
다.

34 6 수련기관에 수련생의 휴가, 병가, 연차 등)와 관련된 규정
이 마련되어 있다.

42 7 수련생의 처우를 보장하고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 혹
은 단체가 존재한다.

49 5 기관 내 수퍼비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외부 수퍼비전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50 5 수련기관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수련 요건 인정 기
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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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이후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기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다. 또한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에 속한 진술문이 3개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기에는 상담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 인정을 위한 법과 자격증

의 보장, 학회의 소통 창구가 포함되었다. 또한 이전 만족 영역에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과는 달리 불만

족 영역에는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문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각 업무를 위한 공간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공간은 덜 충족되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기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는다는 진술

문은 만족 영역에 포함된 것과 달리 수련 동료로부터의 심리적 지원에

대한 진술문들은 불만족 영역에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동기와 동료 간

관계 차이에 대해 가정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가 평균 이하로 평정된 진술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수련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퍼바이저나 기관 운영

담당자의 의견은 포함되지 못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논의 부분

에서는 중요도 평균 이하 평정 영역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영역의 진술문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2. 클러스터 단위의 중요도 및 경험도 분석

이어서 클러스터 단위에서 평정결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클러스터

단위의 평정 결과는 평정값과 상대적 평정결과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각 클러스터별 평정값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클러스터 평정

지도를 활용하였다. 클러스터 평정지도는 클러스터 지도와 동일한 형태

를 지니지만, 평균 평정값에 따라 레이어를 보이는 지도이다. 클러스터

평정지도의 레이어 개수를 통해 참여자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클러

스터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떤 클러스터에 속한 진술문이 현재 가장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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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혹은 덜 보장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진술문의 중요도에 대한 클러스터 평정지도는 다음과 같다. 모든

클러스터가 3개의 층으로 겹쳐져 있는 것을 통해 참여자들은 클러스터를

모두 비슷한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러스터 평균 표준편차
1. 다양한 형태의 보상 4.27 0.25
2.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환경 4.13 0.34
3. 긍정적인 기관풍토 및 성장경험 4.10 0.29
4. 수련생을 존중하는 수퍼바이저 4.07 0.49
5. 전문성 발달을 조력하는 수련과정 4.21 0.30
6. 웰빙을 고려한 수련구조 4.15 0.32
7.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 4.31 0.28

<표 31> 클러스터 평정 결과: 전체 집단 중요도 평정 결과

[그림 12] 클러스터 평정지도: 전체 집단 중요도 평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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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클러스터 별 중요도 평정 결과 평균을 살펴보면 동등하고 수련생을

존중하는 수퍼바이저가 4.07점으로 가장 낮고,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가 4.31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대체로 4점에서 4.5점 사이의 값을 보

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의 차이가 클러스터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중요도 평정에

대한 클러스터 별 차이는 ANOVA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중요

도의 경우 독립성 가정과 등분산성 가정을 모두 만족하였기 때문에

ANOVA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Shapiro-Wilk 검정 p=.126,

Levene 검정 p=.920). ANOVA 분석 결과 p 값은 0.727로 제시되어 집단

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술문의 경험도에 대한 클러스터 평정지도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형태의 보상은 1개의 층으로 겹쳐져 있었으며, 나머지 6개의 클

러스터는 모두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 클러스터 별 경험도

[그림 13] 클러스터 평정지도: 전체 집단 중요도 평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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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결과 평균을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2.08점으로 가장 낮고,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환경 3.49점으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6개 클러

스터는 2.82점에서 3.44점 사이의 값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

들이 경험한 진술문의 차이가 클러스터별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4점이 ‘보장받고 있다.’임을 고려할 때 모든 클러스터

영역에 있어 수련생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험도 평정에 따른 클러스터 별 차이를 ANOVA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정규성 및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았다(Shapiro-Wilk 검정

p=.038, Levene 검정 p=.000). 따라서 비모수 검증인 Kruskal-Wallis 검

정을 진행하였으며, p 값은 0.017로 제시되어 클러스터 별 경험도의 차

이가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클러스터 별 그래프를 통해 클

러스터 1의 경험도 평정 결과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러스터 평균 표준편차
1. 다양한 형태의 보상 2.08 0.84
2.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환경 3.49 0.38
3. 긍정적인 기관풍토 및 성장경험 3.44 0.48
4. 수련생을 존중하는 수퍼바이저 3.36 0.58
5. 전문성 발달을 조력하는 수련과정 3.39 0.53
6. 웰빙을 고려한 수련구조 3.00 0.89
7.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 2.82 0.70

<표 32> 클러스터 평정 결과: 전체 집단 경험도 평정 결과

[그림 14] 독립 표본 Kruskal-Wallis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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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R-Cmap에서 제시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R-Cmap에서는

ANOVA 기본 가정 검증 결과 없이 ANOVA를 및 사후분석을 진행한

다. R-Cmap 프로그램에서 도출한 Tukey 사후 분석을 통해 어떤 클러

스터끼리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였다. 아래 표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보

상은 긍정적인 기관풍토 및 성장경험, 수련생을 존중하는 수퍼바이저, 전

문성 발달을 조력하는 수련과정,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환경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클러스터의 상대적 평정결과를 비교하였다. 앞서 클러스터 명명

지도 및 평균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각 클러스터 별로 평정 결과가 차이

가 나는지 확인하였다. 이어서 각 클러스터 별로 중요도와 경험도 간의

평정 결과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함으로써, 클러스터에 따른 중요도 및

경험도 평정결과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패턴 매

치 그래프를 활용하였다. 패턴 매치 그래프는 데이터의 "사다리 그래프"

표현을 사용하며, 두 패턴 사이의 완벽한 상관관계가 사다리처럼 모든

클러스터 사이의 직선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Kane &

Trochim, 2007). 패턴 매치의 각 축은 중요도와 경험도 평정결과를 나타

내며, 각 축의 상단의 값과 하단의 값은 각 집단별 평정 값의 최대 및

최소값을 의미한다. 패턴 매치 그래프를 통해 각 클러스터 평정 결과의

집단에 따른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축에 위치한 각 클러

클러스터 차이
Lower

CI

Upper

CI

Adjusted

p-value

긍정적인 기관풍토 및

성장경험-다양한 형태의 보상
1.37 0.51 2.23 0.00

수련생을 존중하는

수퍼바이저-다양한 형태의 보상
1.28 0.30 2.27 0.00

전문성 발달을 조력하는
수련과정-다양한 형태의 보상 1.31 0.43 2.18 0.00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환경-다양한 형태의 보상
1.41 0.52 2.30 0.00

<표 33> 사후분석 결과: 전체 집단 경험도 평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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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를 연결하는 선이 어느 정도 평행에 가까운지를 통하여 집단별로 어

느 정도 유사하게 평정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서 살펴본 평정

지도에서는 평정 값을 비교하였다면, 패턴 매치를 통하여서는 상대적 중

요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패턴 매치 그래프는 위 그림과 같다. 상담 수련생이 중요도와 경험도

를 평정한 결과는 r이 –0.71으로 부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전문성 발달을 조력하는 수련과정을 제외하고는 각

클러스터를 의미하는 선이 다소 기울기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보상은 중요도가 높은

반면, 경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제시되었고, 웰빙을 고려한 수련구조 또

한 중요도가 더 높게 확인되었다. 반대로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환경,

긍정적인 기관풍토 및 성장경험, 수련생을 존중하는 수퍼바이저의 경우

중요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5] 패턴 매치: 전체 집단 중요도 및 경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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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제 1절 연구의 요약 및 논의

1. 개념도를 통한 괜찮은 일 특성 도출

본 연구는 상담 수련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념도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총 5단계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개념도 준비단계에서는

초점질문을 개발하고 예비연구를 진행하였다. 초점질문은 아이디어 진술

문 생성 및 구조화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 및 예비연구

참여자를 통해 질문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여러 차례의 점검 과정을 거

쳐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활용한 초점 질문은

“상담수련생으로서 괜찮은 일로서의 수련과정은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였으며, 초점 질문에 대한 응답을 돕기 위한 괜찮은

일 개념의 정의 및 길라잡이 문장도 추가하였다. 둘째, 아이디어 산출단

계에서는 아이디어 진술문을 생성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쳤다. 참여자

16명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며, 참여자가 상담수련생으로서 괜찮은 일

로서의 수련과정은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

문하였다. 이후,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술문을 종합하고 편집하

는 과정을 거쳤다. 합의팀과의 논의를 통하여 대표진술문 64개를 도출하

였고, 도출된 대표 진술문을 활용하여 5인의 아이디어 생성 참여자와 5

인의 상담 전문가에게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적정성 평가 이후 5

인의 상담 전공 교수에게 자문을 받음으로써 최종 진술문 편집을 위한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65개의 진술문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진술문은 아이디어 진술문 구조화 단계를 거치

기 전 마지막으로 합의팀에 의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셋째, 아이디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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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문 구조화 단계에서는 면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분류 및 평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더 나아가 평정 작업에서는 진술문이 설문 형식으로 작성되

었으며, 참여자들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각 진술문을 5점 리커르트 척

도로 평가하였다. 넷째, 개념도 작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R-CMap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개념도 활용을 위하여 포인트 맵,

클러스터 지도, 명명된 클러스터 지도, 패턴 매치, Go-Zone 그래프를 프

로그램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작성된 그래프를 바탕으로 논의를 도출하

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차원으로 구성된 축과 총 7개의 클러스터를

확인하였다. 먼저 두 축은 특성의 속성과 수련생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x축(1차원)은 수련과정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진술문의 내용이 사람과 관련된 것인지 구조와 관련된 것인지를 구분하

는 차원으로 ‘사람: 관계적’과 ‘구조: 체계적’으로 명명하였다. y축(2차원)

은 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차원으로 수련생의 교육생

(learner)으로서의 정체성과 일하는(상담하는) 노동자(worker)로서의 정

체성을 구분하고 있었다. 따라서 y축은 ‘교육생’과 ‘노동자’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축 구성을 통하여 수련과정에 임하는 수련생의 정체성이 교육

생과 노동자로서 각각 다르게 존재하며, 각 정체성에서 특성의 속성에

따라 무엇을 괜찮은 일로 인식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사람

의 경우 수퍼바이저뿐만 아니라 수련기관의 직원, 동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구조의 경우 학회, 법, 자격증 등으로 이루어진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클러스터의 경우 총 7개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명명한 클러

스터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환경, 긍정적인 기

관풍토 및 성장경험, 수련생을 존중하는 수퍼바이저, 전문성 발달을 조력

하는 수련과정, 웰빙을 고려한 수련구조,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

이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 구분을 통하여 기존의 괜찮은 일 연구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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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수련생으로서 요구되는 성장경험 및 전문성

발달 조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괜찮은 일 연구에서 제

시된 영역 또한 세부 진술문의 내용에서는 괜찮은 일의 인식 수준이 차

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수련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수련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괜찮

은 일 개념은 ‘일 다운 일’로 경험되기 위한 최소한의 적정 수준을 의미

한다는 점에서 상담수련생들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의 특성을 입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1.1. 괜찮은 일 특성 차원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상에서 스트레스 값 0.297로 수련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을 해석하였다. 먼저, X축의 구분을 통해

특성의 속성을 ‘구조: 체계적’과 ‘사람: 관계적’으로 구분하였다. ILO의 괜

찮은 일 지표는 네 가지 기준인 국제 노동 표준 및 기본 원칙, 고용창출,

사회보장,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삼자주의로 이루어져 있다(ILO, 2013).

[그림 16] 2차원 모형: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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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네 가지 기준은 적정 수준의 생산적인 일의 획득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인 특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관계적이고 개인적인 특성 또한 괜찮은 일의 구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는 선행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Deranty & MacMillan,

2012; Pouyaud, 2016).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괜찮은 일에 대한 심리

학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괜찮은 일 개념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이며 관계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제시된 X축의 구분은 괜찮은 일을 바라보는 사회·구조적인 접근

과 관계·심리적인 접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Y축은 수련생들의 정체성을 ‘노동자’와 ‘교육생’으로 구분하였

다. 수련과정은 고용상태-공식적인 교육 및 훈련-자발적인 무급 노동의

교집합 위치에 놓여있으며(Owen & Stewart, 2016), 이러한 다양한 특성

으로 인해 노동자의 관점에서만 ‘괜찮은 일’의 개념을 탐색하기엔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교육 및 훈련의 목적은 특정 기관 및 프

로그램을 통하여 기술 및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며, 결과로서 자격증 취

득 등이 기대된다. 따라서 기술 및 지식 습득을 통한 전문성 발달 및 자

격증 획득에 있어서 기대되는 ‘괜찮은 일’의 특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

다. 더 나아가, 자발적인 무급노동은 경제적 보상 없이 특정 기대나 믿음

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기대나 믿음에는 학습 기회

및 발달 경험을 제공해주는 수퍼바이저의 태도(Rose et al., 2014), 명확

한 오리엔테이션 및 수행에 대한 피드백(Farmer & Fedor, 1999), 진로

탐색 행동 및 효능감(Taylor, 1988) 등과 같이 전문성 발달과 관련된 특

성들이 포함될 수 있다. 종합하면, 수련과정은 수련생들의 전문성이나 기

술 및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를 위한 특성을 갖추고 있

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축의 구분을 통하여 기존의 괜찮은

일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노동자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교육

생으로서의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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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괜찮은 일 특성의 범주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상의 그래프에 총 일곱 개의 클러스터가 도출되

었다. 먼저, 클러스터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1차원(x축)은 특성의 속성을 구분하는 축으로서 오른쪽에는 사람과 관련

된 관계적 특성이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수련생을 존중하는 수퍼바이

저나 긍정적 기관 풍토, 성장 경험은 관계적 특성은 괜찮은 일의 특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범주 중 사람과 관련되어있는 특성들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보상은 4사분면 내에 위치하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

의 보상이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상담직 역할 수행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의미와 목적을 실현해나가며, 내담자 및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상담자의 진로 결정과정을 살펴본 이혜은, 김동일(2018)

연구에서는 사람의 아픔이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상담자로서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후 타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줌으로써 만족감을 느낀다

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은미, 천성문(2019) 연구에서는 상담

직을 통하여 가치를 인식하고 삶의 목적을 실현하며 삶의 의미를 풍성하

게 하기 때문에 꾸준히 수련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상

담자로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 등은 모두 상담 수련생의 다양한 형태의 보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 관계적인 축에 보다 가깝게 위치하는 까

닭을 해석해볼 수 있다. 반면 왼쪽에는 구조: 체계적 속성을 지닌 특성

이 위치하여 있으며, 순서에 따라 법 및 체계 – 수련과정 – 수련환경

이 위치하고 있다. 괜찮은 일이 사회경제적인 지표에 대한 논의부터 시

작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영역들은 기존 괜찮은 일의 특성들과

다소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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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장 및 안정성을 위한 구조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전문성 발달을

조력하는 수련과정의 경우 EU에서 제시한 지속적인 배움이나 근로자 몰

입과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었다(박광옥, 김선형, 2019). 또한 수련환경의

경우 신체적, 관계적으로 안전한 환경과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다

만, 본 연구는 상담 수련생으로 대상을 한정 지었기 때문에 수련 과정이

라는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법 및 체계나 환경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어서, y축(2차원)은 수련생의 정체성을 구분하고 있으며 상단은 학

습자의 정체성으로서 요구되는 괜찮은 일의 특성, 하단은 노동자의 정체

성으로서 요구되는 괜찮은 일의 특성이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괜찮

은 일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확장하기 위하여 상담 수련생이라는 특정

대상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고, 그 결과 괜찮은 일의 특성을 특정 참여

대상이 지니는 다양한 정체성의 관점에서 나누어볼 수 있었다. 더 나아

가, 이와 같은 구분은 무급 수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무급 수련

혹은 무급 인턴이 교육인지 노동인지에 대한 논의는 경제학 혹은 법학

관련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장우찬, 2016). 무급 인턴의 경우 순수하

게 교육과 훈련만을 받는다고 하기 어려우며, 기관 내에서 규정이나 지

휘 감독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노호창, 2014). 즉, 본

연구에서는 무급 인턴의 형태를 지니는 상담 수련생이 각 정체성으로서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수련과정의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먼

저 학습자로서 요구되는 괜찮은 일로서의 수련과정 특성에는 수련생을

존중하는 수퍼바이저, 전문성 발달을 조력하는 수련과정,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가 포함되었다. 반면, 노동자로서 요구되는 괜찮은 일의

특성에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과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환경, 성장경험

이 위치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수련과정의 내용을 보상, 수퍼바이

저의 태도, 업무의 명확성, 자율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제공 정도에 따

라 일의 적정 수준이나 의미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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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cHugh, 2017). 전문성 발달을 위한 수련과정이나 긍정적인 기관풍

토 및 성장경험 등은 선행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았으나, Rose 외(2014)

연구를 통해 수퍼바이저의 태도가 중요한 원인을 학습 기회와 전문성 발

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출한 개념도는 기존 수련과정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요소에 더

하여, 각 요소들이 중요성을 지니는 원인과 관련된 요소까지 포함되었다

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각 클러스터에 속한 특성 및 그에 기반한 논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보상은 총 여섯 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진술문은 보상의 존재,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 및 생활비에 대

한 걱정이 없는 상태, 수련비 지원 방안, 수련생이 일하고 있음을 인정받

는 분위기 및 자격증 취득 이후 안전하고 보장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진술문의 내용을 종합할

때 수련생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적정 수준의 보상에는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존중, 이후 직업에 대한 보장 등이 포함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이와 같은 수련생들의 보상에 대한 기대는 외국의

무급인턴(unpaid internship)과 관련된 법률과 비교해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미국의 뉴욕시법 Title 8. Chapter 1. Section 8-102의 subdivision 28

에서는 인턴이 일을 통하여 고용가능성을 높여 주는 교육 환경에서 훈련

을 받아야 하며 인턴 경험은 인턴 자신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되, 임금

지급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노호창, 2014). 이러한 뉴욕시

법의 수정안을 통하여 수련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보상의 형태에는 고

용 가능성의 향상 및 수련생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의 향

상 등이 있어야 함을 예상해볼 수 있다. 반면, 브라질의 인턴십법에서는

적정 금액의 교육 및 훈련 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노호창,

2014). 즉, 수련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 규정하

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련생이 인식하는 적절한 금전적인 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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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얼마이며, 이와 같은 보상은 왜 중요할까? 먼저, 상담 영역에 있

어서 노력이나 성취에 대하여 보상이나 인정(주목, 긍정적 피드백)을 받

지 못 하는 것은 상담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제시되

고 있다(윤아롬 외, 2020). 또한 이러한 심리적 이유 외에도 보상의 부족

은 상담 수련에 집중하기 힘든 물리적, 신체적 환경을 야기한다. 그렇다

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가?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 적절

한 보상의 기준이 중위 임금의 1/2, 2/3 혹은 월 평균 임금의 1/2 이상으

로 제시된 것을 고려할 때(이성균, 2008; 최옥금, 2005) 본 연구에서 제

시된 식비와 교통비는 다소 적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수련생’이라는 독특한 위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둘째,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환경은 총 열두 개의 진술문으로 이루

어져 있다. 진술문의 내용에는 위기 상황에 안전한 수련환경, 수련생 공

간 보장, 상담 전용 공간의 확보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업무 중 상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ILO(2013)의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기준이나

EU의 작업장 내 건강과 안전보다 다양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다양한 환경 중에서도 상담 공간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 특징들이 포

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으며, 포인트맵을 통해 물리적 특성과 관련

된 진술문들이 특히 가까이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크기

나 온도, 향 등은 상담효과나 상담 진행 과정, 상담기법의 사용 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Pressly & Heeasacker, 2001). 또한 수련생들은 상담 수련생의 안전뿐

만 아니라 내담자의 안전을 위한 비밀 보장을 위한 방음을 괜찮은 일로

서 경험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포함하였다. 즉, 수련생은 상담

자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내담자 안전을 위한 방음과 함께 내담자 복

지를 위하여 상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 전용 공간의 크기나 냉난

방까지 괜찮은 일의 특성으로 인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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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후 진행되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적합한 수련 환경의 보

장이나 거리두기가 보장되는 적절한 넓이의 공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

었다. 비대면 상담 및 거리두기가 진행된지 긴 시간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환경을 조성해야 원활한 상담 업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문제는 추후 연구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

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Dores et al., 2020).

셋째, 긍정적인 기관풍토 및 성장경험은 열다섯 개의 진술문으로 이루

어져 있었다. 이 중 여덟 개의 진술문은 긍정적 기관풍토와 관련되어 있

었고 일곱 개의 진술문은 성장경험과 관련되어 있었다. 먼저, 긍정적인

기관풍토에는 수련생 동료와의 동등한 관계 및 교류를 통한 심리적 지지

및 소속감, 기관 내 직원과의 편안한 관계,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음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풍토(climate)는 최근 괜찮은 일 획득과 관

련하여 주목받는 변인 중 하나로서 개인이 일터에서 얼마나 수용받고 있

는지 느끼는 경험을 의미한다(England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수용

받거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수련 동료, 선배, 직원과의 관계가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기관 내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노력과 기여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관 내 풍토는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개인의 웰빙에도 영향을 미친다

(Duffy et al., 2020). 진술문에서도 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이 구축

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긍정적인 기관

풍토를 통해 수련생들이 소속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에 처했

을 때 심리적으로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진술문

중 교류와 지지, 의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이 마련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북돋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장경험에는 개인 분

석과 수퍼비전을 통한 상담자 자기이해, 내담자와의 일대일 만남을 통한

성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은진, 이문희(2015)는 초심 상담자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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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제시

하고 있으며, 초심 상담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하는지 제시한다. 또한 이미정, 박승민(2015)의 연구에서도 자기성찰

등을 통한 개인적 자기발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상

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이슈나 특성에 대한 자기이해에 대한 성장

경험이 일곱 개 중 두 개를 차지하는 결과를 통해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자기문제에 대한 이해 및 극복이 초심 상담자인 수련생들에게 중요한 과

제이자 보장되어야 하는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성장 경

험의 구성요소로 내담자와의 일대일 만남을 통한 내담자의 변화 보고,

상담자의 효능감 성취 등도 함께 포함되었다. 초심 상담자는 경험 및 자

신감 부족으로 인하여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 있다(신재호, 정남운, 2007).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급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수련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을 높게 지니고 있을 것

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장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상담사로서의 자신감을 쌓는 것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성

취 경험은 힘든 수련을 괜찮은 일로 느끼며 지속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

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수련 과정 중 수련생으로 하여금

내담자가 도움을 받은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이에 영향을 미친 상담자와

내담자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수

련생들로 하여금 성장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련생을 존중하는 수퍼바이저 클러스터는 일곱 개의 진술문으

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눈치보지 않고 수퍼바이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이중관계의 문제가 없음, 인격적인 대우 및 존중, 개별적인 지도,

갈등 해결에 조력 등이 포함된다. 안하얀 외(2017)에서는 수퍼바이지가

지각하는 수퍼바이저 윤리적 수행 지침을 조사하였다. 위 연구에서 제시

된 19개의 지침 중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진술문과 유사한 부분을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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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개의 지침에는 수퍼바이지 개인 특성에 대한 민

감성,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이중 관계, 전문성/ 유능성의 한계에 대

한 인식, 수퍼바이지 존중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성문제, 수행평가

및 감독, 비용에 대한 합의, 지속적 교육 및 발달 모니터링 등에 대한 내

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각 지침에 대한 이행율과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이행 비율이 높지 않은 내용들이

본 연구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

된 수련생을 존중하는 수퍼바이저의 구성요소는 현재 비교적 이행율이

높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었다. 더 나

아가, 갈등 해결 조력 부분 또한 수퍼바이저 관련 진술문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소연 외(2020) 연구에서는 동료 수련생의 역량

문제가 수련생 발달, 수련생 간 관계, 집단 내 응집력에 포괄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역량 문제가 있다고 보

이는 동료에 대하여 교육자의 대처가 부족할 경우, 수련생들이 불신과

분노를 경험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수퍼바이저가 전문적 역량 문제를

보이는 수련생에게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련생들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수퍼바이저에 대한 불신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수련생의 역량 문

제가 수련생 개인뿐만 아니라 수퍼바이저, 기관, 제도 등을 통하여 다차

원적으로 개입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절차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련생에게 괜찮은 일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관 및 제도 차원에서 수퍼바이저가 지혜롭게 갈등 해결을 조

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나 방법,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문성 발달을 조력하는 수련과정은 열세 개의 진술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는 수퍼비전의 빈도 및 기회, 윤리적 운

영, 명확한 규정과 체계, 충분한 정보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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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강이영 외(2018)에서 정리한 윤리강령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윤리

강령에는 실습 및 인턴 기간 동안 충분한 수퍼비전을 받으며 상담을 진

행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으며 수퍼바이저가 사적인 부탁을 하지 않아야

하고, 비용 등에 있어서 사전에 합의된대로 진행되어야 함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윤리 강령 준수는 단순히 윤리적인 당위성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가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

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련생들에게

상담윤리강령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제공된다(진술문 32).’도 제시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상담윤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

담윤리에 대한 교육은 미미한 실정이다(우홍련 외, 2015).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련생들에게 충분한 윤리 교육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윤리적인 행동 및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수련과정을 운영하

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상담 수련생의 전문성 발달을 조력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클러스터 5에는 노쇼에 대한 규정이나

자격 요건이나 수련과정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의 체계, 수퍼바

이저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같이 명확한 규정이나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시되고 있었다. 상담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부족이나 수련

체계의 명확성 부족으로 상담전공 석사과정생 및 초심 상담자들이 어려

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김지연 외, 2009; 황채운

외, 2009), 이와 같은 부분이 보장이 된다면 상담 수련생들로 하여금 상

담수련이 괜찮은 일로서 느낄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웰빙을 고려한 수련구조는 다섯 개의 진술문으로 이루어졌으

며, 휴가 관련 규정의 마련, 지도 안에서 안전하게 수련, 근무시간, 적절

한 업무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련과정의 특성은 상담 수련

생들로 하여금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며,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방지해준다는 특징을 지닌다. 상담자의 소진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된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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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상담사가 피로감이나 긴장감 초조함에 장기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진에 이르게 된다(Lee et al., 2007) 소진은 상담자로 하여

금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는 내담자

에 대한 서비스 질 하락뿐만 아니라 상담자 자신의 가치감 하락으로 이

어지게 된다. 유성경, 박성호(2002)는 상담환경의 위험요소가 상담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위 연구에서는 직무환경의 위

험요소에 대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위험요소에는 도전(자

율성, 능력 개발 기회), 역할 갈등(직무요건과 개인적 기준의 갈등), 역할

모호성(역할 수행의 불확실성), 역할 과다(업무량 과다)가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위험요소의 구성요소는 본 연구의 여섯 번째 클러스터에 포함

된 진술문을 통해 방지될 수 있다. 각 진술문에 속한 내용이 각 구성요

소의 특성을 모두 담고 있진 못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

하여 각 구성요소에서 수련생들이 인식하는 구체적인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상담사

의 소진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섯 번째 클러스터에서 제시된 특성들의 보장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는 수련생들의 스트레스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웰빙을 고려한 진술문이라고 이해하여 명명하였다. 더 나아가, 괜찮은 일

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웰빙이 위협을 받으며 괜찮은 일이 소진을 부적

으로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Ferreira et al., 2019) 이와 같은

명명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일곱째,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는 총 일곱 개의 진술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담 수련 및 상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과 자격증의 마

련과 상담 수련 요건에 대한 명확한 제시 등이 포함되었다. 최근 상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담 관련 법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심리상담의 법령의 필요성을 주장한 선행연

구에서는 현재 심리상담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으며 특정 영역만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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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국가자격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이 무질

서하게 존재하는 현 상황을 비판하였다.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상담사를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담 교육과정의 표준화, 상담 서비스에 대한 법적 의미

부여, 정당한 노동 환경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이상민,

2020). 이와 같은 법 및 구조가 마련될 경우 상담 수련생 및 상담사들의

권리 보장이 향상될 것이며 이는 임금 및 지위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

다. 또한, 상담사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내

담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상담 역

량에 대한 합의와 각 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 및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 그리고 각 훈련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합의 과정을 통하여 표준화된 자격구조 및 법제화

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김인규, 김승완, 2020). 이와 같은 합의 과정

은 수련생의 입장 및 관점의 반영뿐만 아니라 기관이 아닌 학계 혹은 전

문가들 간의 합의가 요구되는 영역이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진술문의

내용은 다양한 주체를 통해 성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괜찮은 일 특성에 대한 중요도 및 경험도 분석

먼저, 일곱 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중요도 평정 결과는 4.31부터 4.07까

지로 제시되었다. 모든 클러스터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상으로 평정 결

과가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련생들이 모든 클러스터의 특성들을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요도 평정 결과의 경우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차이에 대한 해석은 유

의해야할 것이다. 반면, 일곱 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경험도 평정 결과는

2.08에서 3.49점으로 중요도에 비해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2점이 ‘보장되

지 않는다.’이고 4점이 ‘보장받고 있다.’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점수



- 111 -

분포는 대체로 수련생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특성들에 대하여 보장받

지 않는 상태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사후분석 결과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긍정적인 기관풍토 및 성장경험, 수련생을 존중하는 수퍼

바이저, 전문성 발달을 조력하는 수련과정,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환경

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다른 클

러스터에 속한 특성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덜 보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초심 상담자들이 수련과정에서 경험하는 어

려움 중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김명자, 김지연, 2020). 수련생들은 대체로 학비 혹은 수련비용의 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수련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않

은 채 수련을 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보상의 부재

는 이후 진로전환을 고민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련

생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최혜윤 외,

2019).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경제적인 보상에 대한 내용

에 더하여 그 외의 다양한 형태의 보상(일자리 보장, 심리적 보상, 수련

비 지원,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 등)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었기 때문에

보다 논의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일곱 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중요도 및 경험도의 평정 결과 차이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클러스터 평정지도를 통하여 일곱 개 클러스

터의 평정 결과 순위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보상의 경우 중요도 평정에서는 1, 2위를 차지

하였지만, 경험도 평정에서는 6, 7위를 차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련생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에 비하여 수련과정 내에서 보장

이 덜 되고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도와 경험도의 차

이는 패턴 매치 그래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패턴

매치를 통하여 중요도와 경험도에 대한 상대적 평정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보상은 가장 가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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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를 보였다. 이를 통해 현재 두 가지 영역에서의 보장이 수련생들

의 괜찮은 일 경험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함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선행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

어, 최근 몇 년간 상담 법제화 및 국가 공인 자격증 관련한 논의가 활발

히 이루어졌다(김인규, 김승완, 2020; 이상민, 2020). 법 및 국가 공인 자

격증 정립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특성들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상민(2020)은 이와 같은 법 및 제도의 보장이

수련생 및 상담사의 임금 및 지위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안하

였다. 즉, 법 및 국가 공인 자격증 정립은 다양한 형태의 보상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험도와 중요도 평정 결과의 차이를 Go-Zone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었다. Go-Zone 그래프는 경험도와 중요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네 영역으로 나뉘었다. 먼저 경험도 평균 이하 – 중요도 평균

이상 영역에 속한 진술문 15개 중 다양한 형태의 보상에 속한 진술문이

5개,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가 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먼저 다양한 형태의 보상의 진술문 6개 중 진술문 4(제도적으로 수련비

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를 제외하고 모두 이 영역에 속

하였다. 또한 수련생 보호를 위한 법 및 체계를 구성하는 진술문 7개 중

3개가 이 영역에 속하였다. 반면 클러스터 1과 7 외의 클러스터에 속한

진술문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 수련 동료와

의 관계를 통한 심리적 지지, 자격 요건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는 기관

내 체계, 적절한 내담자 배정, 적절한 업무의 양 및 근무시간, 소진 방지

를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기관풍토 및 성장

경험이 경험도 평정결과가 두 번째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하의 진

술문이 2개 포함되었으며, 두 진술문 모두 긍정적인 기관풍토와 관련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경험도 평균 이상 – 중요도 평균 이상 영역을 살펴보면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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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술문이 포함되었으며 클러스터 2(적절한 물리적 환경)와 클러스터

3(긍정적인 기관풍토 및 성장경험)에 속한 진술문이 11개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클러스터 3의 경우 진술문 38

을 제외하고 모두 성장경험에 속한 진술문이었으며, 이를 통해 성장경험

은 비교적 중요도와 경험도가 모두 높게 평정된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수련생의 업무 및 상담을 위한 공간 마련이 평균 이상으로

평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서 살펴본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업

무 및 상담을 위한 물리적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만 수련생들이 심리적으

로 눈치보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공간은 비교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을 예상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괜찮은 일로서 수련과정이 경험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정도가 가장 높은 클러스터와 비교적 변화가 덜 요구

되는 클러스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도

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해볼 수 있다. 먼저 가장 변화가 요구되

는 영역에는 개인이 아닌 상담학 전반적인 분야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속해있었고, 비교적 변화가 덜 요구되는 특성에는 수퍼바이저 혹은 기관

장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보장이

잘 되어 있는 특성에는 전문성 발달과 관련된 교육경험, 기관의 물리적

환경,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클러스터 단위가 아닌 진술문 단위로 평정 결과를 확인함

으로써 보다 세부적으로 수련생들의 평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수련생들이 지각하는 중요도와 경험도의 평정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수련생들이 만족하는 영역과 불만족하는 특성을 아래 그림과 같이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만족 영역을 통해 대체로 수련기관 혹은 수퍼바이저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불만족 영역

의 경우 업무의 양 및 시간, 적절한 내담자 배정, 수련 동료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상담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 혹은 체계 및 학회의 변화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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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상담 수련생

이 수련과정을 괜찮은 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담기관 및 기관 내 구

성원뿐만 아니라 학회 및 학계 차원의 변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수련생의 입장에서 특성을 도출한 것이며 기관이나 수퍼

바이저, 학회의 입장은 반영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올바

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후 상담 전문가인 수퍼바이저의 인식이나 기

관 운영자의 의견, 학회 및 자격증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도가 평균 이하인 영역의 진술문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경험도가 평균 이상이고 중요도가 평균 이하인 영역에

속한 진술문의 경우 보장이 잘 되어서 중요도 평정이 낮은 것인지, 수련

생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영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련기관이 비윤리적 요구를 하지 않는 것과 수퍼바이저의 개별적 지도

[그림 17] 논의: 만족 및 불만족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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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험도가 높은 영역에 속하는 진술문이다. 그러나 수퍼바이저와 수퍼

바이지 간의 적절한 경계 설정이나 수퍼바이지 개인적 특성에 대한 민감

성은 중요한 수퍼바이저의 윤리 요소로 선행연구에서 제안되고 있다(안

하얀 외, 2017; 양은아, 권경인,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요도가 평

균 이하로 제시되었다고 하여, 이 영역에 속한 특성들이 중요도가 낮다

고 해석하는 것엔 무리가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클러스

터의 평정 결과가 모두 4점 이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상

으로 평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

가, 경험도와 중요도가 모두 평균 이하인 영역의 진술문에는 이중관계

및 수련생을 모두 수용하기 적절한 크기 등이 포함되었다. 이중관계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수퍼바이저 윤리요소로 제시

되고 있다. 반면 수용하기 적절한 크기의 경우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

해 “보장되면 좋겠지만 너무 먼 얘기” 같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도가 낮다는 것이 특성 자체의

중요도가 낮다기보단 해당 특성이 보장될 것이란 기대가 낮다는 의미로

도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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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상담수련생이 인식한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

수련과정 특성: 선행연구와 비교

앞서 각 클러스터 및 그에 속한 진술문들이 어떠한 내용을 지니고 있

고,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본 장에

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특성들이 기존 괜찮은 일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의 구성요소와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의 심리학의 괜찮은 일의 구성요소와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 과정을 통해, 상담 수련생이 기존 연

구와 같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또 추가적으로 상담 수련생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할 특성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비교

를 위하여 먼저 일의 심리학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① 물리적 관계적

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 ② 자유시간 및 휴식시간이 보장되는 근무시간,

③ 개인의 가족 및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조직의 가치, ④ 적절한 보

상, ⑤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

한민국 성인을 대상으로 괜찮은 일 척도를 타당화한 Nam & Kim(2019)

연구에서 기존 척도 외에 주관식 응답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된 특성

인 내재적 보상, 자기성장 기회, 공감적 분위기, 윤리적 정책, 자율성, 고

용 안정성을 추가하여 총 11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기준 해당 진술문
안전한 작업 환경 진술문 6, 8, 11, 12, 18, 26, 28, 31, 38, 61, 65
적절한 근무시간 진술문 34, 63, 64
조직의 가치
적절한 보상 진술문 1, 2, 3, 4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 (제도적 보장: 진술문 4, 37, 42, 43)
내재적 보상 진술문 5, 55, 56, 58
자기성장 기회 진술문 53, 54, 57, 60
공감적 분위기 진술문 17, 19, 20, 21, 23
윤리적 정책 진술문 24, 27, 32, 36, 45

<표 34> 선행연구와 비교 결과: PWT의 괜찮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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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직업환

경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 없는 환경을

의미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상담자의 안전과 내담자의

안전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고, 상담자의 안전은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전, 상호관계 내에서의 안전으로 구분되었다. 더 나아가 내담자의 안전

의 경우 비밀보장을 위한 방음과 쾌적한 상담 장소 등이 포함되었다. 둘

째, 조직의 가치의 경우 해당하는 진술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담 수련

생의 경우 상담직을 진로로 선택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간 심리에 대한 관심이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등의 가치관이 반영하여 선택을 마쳤을 것이다(최혜윤 외, 2019).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가치의 부합 여부는 괜찮은 일 특성에 포함이

안 되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에의 접

근성이 제시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담과 관련된 제도적 보장을 포함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의 보장이 제시되지 않은 이유는 수련

생들이 수련기관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련생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소속된 무급 수련생이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보다는 상담과 관련된 제도적

보호 및 보장이 필요함을 예상해볼 수 있다. 넷째, 기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는 물리적 환경(상담 공간), 수퍼바이저 역할, 수련 교육

과정, 학회의 역할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영역은 상담 수련생

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교육생으로서의 정체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

다 요구되는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전에 여성 상담사를 대상

으로 괜찮은 일 인식을 살펴본 선행연구(‘사생활과 편의성의 보장’, ‘자기

자율성 진술문 62
고용 안정성 진술문 33

그 외
진술문 7, 9, 10, 13, 14, 15, 16, 22, 25, 29, 30,

35, 39, 40, 44, 46, 47, 48, 49, 50, 51, 5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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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및 욕구 충족’, ‘전문성과 주체성에 대한 인정’, ‘상담의 특수성을 고

려한 업무지원’, ‘실리적 보상과 시설의 구비’)와는 다소 겹치지 않는 연

구결과이며(김원아, 선혜연, 2021), 상담 수련생과 상담사의 인식의 차이

여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어서 괜찮은 일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을 강조한 선행연구의 주장이

본 연구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Pouyaud(2016)는

개인적 접근을 강조함에 있어서 ‘괜찮음’의 특성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 삶의 이야기나 전문가 정체

성 형성 과정, 대인관계 요인에 따라 각 개인이 괜찮다고 인식하는 특성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주장을 반영하여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개인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또한 수련생이 수련과정 속에서 만나게되는 수퍼바이저, 직원,

동료와의 대인관계 요인을 포함시킴으로써 관계적인 측면의 이야기도 포

함시키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전문가 정체성 형성과 유사한 전문가 발

달과정에 대한 진술문 및 성장경험에 대한 클러스터가 도출됨으로써 수

련생이 상담 전문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괜찮은 일의 특성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어서 Deranty와 MacMillan(2012)는 일의 의미를

확장할 것을 주장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 DWS 척도(Duffy et al.,

2017)에서 제시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특성 이외의 다양한 클러스터를 도

출하였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로 성장경험, 대인관계, 사회적 차원

의 법 및 체계 등에 대한 특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Riberio와 동료들(2016)은 유급 일자리 외에도 다양한 일을 대상으로 괜

찮은 일의 개념을 탐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급 인턴과

정으로 진행되는 상담 수련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괜찮은 일 연구의 대상

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접근을 중시

한 괜찮은 일 선행연구의 주장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련과정과 관련된 기준 및 법률과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



- 119 -

면 아래 표와 같다. 첫째, Employment Standard Act 2000과 비교하였을

때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과 수련생의 이득을 위

해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유사하게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수련생의 전문성 발달을 강조하는 특성이며, 교육생으로서의 정

체성을 강조하는 특성으로 이해하였다. 다만 위의 법과 비교하였을 때

기존 인력 대체 및 자동적 고용 불가, 임금 없음에 대한 합의 부분은 본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특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

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보상에는 임금 외적인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보상 관련 기준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둘째, Cherpion Law와 비교하였을 때에는 보상 지급과 관련된 부분

이 유사하게 제시되었다. 앞서 Employment Standard Act와 유사하게

Cherpion Law에도 정규 직원을 대체하는 일을 금지하는 기준이 포함되

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 Quality Framework

for Traineeships와 비교하였을 때 수퍼바이저 배정, 근로시간 및 휴가에

대한 기준 준수, 건강보험 및 병가에 대한 명확한 안내, 수련 조건과 관

련된 투명한 홍보에 있어서 유사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2차원 구분에서 학습자 – 구조: 체계적 영역의 클러스터에 속하고 있으

며, 대체로 학습자로서 요구되는 구조나 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

하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특성들은 기존 인턴 관련 법률과 유사한 특성

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었으나, 포함되지 않은 특성들도 함께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일에 대한 기준 및 임금 없음에 대한

합의, 서면 계약서 등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수련과정 중

습득한 기술 및 역량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상담 수퍼비전

에 있어서 형성평가 및 종합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Lambie

et al., 2018),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후 전문가 대상 연구에서 추가로 확

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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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의의

첫째, 본 연구는 괜찮은 일의 다양한 대상 중 상담 수련생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자격증을 현재 취득하지 않은 2급 자격증 준비 수련생이 인

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 수련 특성을 도출하고 확인하였다는 의의

를 지닌다. 상담 수련생의 개인 차원에서 직업인으로서 상담사들이 어떠

한 직업 문제 및 사회경제적 처우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이형국, 2018). 본 연구는 상담 수련생들과 일대

일 면담을 통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상담 수련이라는 독특한

일의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고, 일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구성

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이들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의 특성을 심리학

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을 특성

법률 내용 본 연구 진술문

Employment

Standards Act

2000

수련과정이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이루어져

야 함.
32, 35

수련생의 이득을 위해 경험이 제공. 53, 54, 55, 57, 60
기존 인력 대체하는 일 안 됨.
자동적으로 고용되선 안 됨.
임금 없음에 합의

Cherpion Law
2개월 초과 경우 보상 지급 1, 2
정규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일 수행해

선 안 됨.

Quality

Framework

for

Traineeships

서면 계약서
수퍼바이저 배정 29
근로시간 및 휴가에 대한 기준 준수 34, 64
건강보험 및 병가에 대한 명확한 안내 34
6개월 이내의 기간
수련종료와 관련된 규정
수련 과정 중 습득한 기술 및 역량에

대한 평가
수련 조건과 관련된 투명한 홍보 44, 45

<표 35> 선행연구와 비교 결과: 수련과정 관련 기준 및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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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뿐만 아니라 수련생의 정체성에 따라서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분은 기존의 괜찮은 일 연구에서 노동자 입장을 바탕으로 제시

되었던 특성 외에도 교육생으로서 상담 수련생에게 독특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해주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일의 심리학에서 경

제적 제약이나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개인, 일과 관련된 다양한 전환

과정에 놓인 개인, 지금까지의 진로이론 및 연구에서 대상이 되지 못한

집단의 고유한 일 관련 경험의 이해를 강조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수련과정의 특성은 이후 수련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무급 수련과정(unpaid internship)의 괜찮은 수준에 대

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ILO 및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무급 인턴의 정체

성 및 무급 인턴의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

구는 법 관련 연구로서 헌법과 노동법을 근거로 하여 무급 인턴을 보호

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한다(김연식, 2015; 장우찬, 2016). 이러한 논

의들은 수련생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이들이 주관적으로 어떠한 일의 조건을 필요로 하는지

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급 수련과정이 지니는 괜찮은 일의 특성을 심리학적인 관점에

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이

후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현재 상담분야에서 자격증 및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연구에서 구

체적인 과제를 도출함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상담 수련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의 중요도와 경험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수련과정의 현황과 함께

수련생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지닌

다. 이를 통해 기존의 상담 수련생 및 초심 상담자의 어려움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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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김명자, 김지연, 2020; 최혜윤, 2019) 경제적 어

려움을 확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

다. 더 나아가, 각 특성을 만족과 불만족의 영역으로 구분함으로써 상담

수련이 괜찮은 일로서 나아가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을 실시함에 있어서 ‘괜찮은 일’의 특성

에 대한 수련생의 목소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괜찮은 일의 정의인 ‘적정 수준의 생산적인 일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면담

과정에서 ‘괜찮은(decent)’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초점 질문 및 촉진

과정에서 주의하며 아이디어 진술문을 생성하였다. 또한 진술문 도출 과

정에서 합의팀과의 상의 및 상담 전공 교수진과의 지도 과정을 통해 괜

찮은 일의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진술문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65개의 진술문의 경우 기존 선

행연구에 비해 엄격하게 적정 수준 내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와 같은 범위에 대한 엄격성은 ‘좋은’ 상담 수련의 특성이 아

닌 ‘괜찮은’ 상담 수련의 특성을 도출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상담 수련생에

게 보장되어야 할 조건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

다. 예를 들어, 개념도의 2차원의 축이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자원의 성

격과 상담 수련생의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다양한 관

점에서 입체적으로 상담 수련생의 필요를 도출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다양한 관점을 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모집에 있어 특

성 및 소속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대학 상담센터 소속 수련

생들과 사설 및 기타 상담센터 소속 수련생들의 비중을 동일하게 유지하

였으며 나이, 성별, 학력, 준비 자격증 등에 있어서도 참여자들의 특성이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구성은 참여자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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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결과와 논의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장에

서는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추후 연구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개념도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 프로그

램이 아닌 새로운 R-Cmap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R-Cmap 사

용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그래프를 통해 개념도 분석 결과를

보충하였으며 이를 통해 클러스터 단위와 진술문 단위에서의 평정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인하여 각 진술문의 좌표를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지 못 하였고, 이로

인하여 축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SPSS

를 통하여 x-y 좌표를 구한 뒤 기존에 사용되던 ward 방법이나 중심연

결법, 평균 연결법과의 유사도를 통하여 분석의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2차원으로 개념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SPSS를 통하여 2차원의 적절성

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R-CMap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국내 선행

연구에서 부족하였던 패턴 매치나 Go-Zone 그래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지만, 기존 방법에 비하여 수치를 풍부하게 제공하거나 축

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서 부족함을 찾을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R-CMap을 활용함에 있어서 기존

의 R 내에서의 분석 및 결과 도출을 추가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좌표 및 수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석 과정을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를 구분함에 있어서 브릿징 값(Bridging

value)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의 저서에서는 클러

스터를 명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진술문들의 브릿징 값을 구할 것을 제안

한다. 브릿징 값을 도출할 경우 진술문이 다른 진술문과 얼마나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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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고 있는지, 또 클러스터 내에서 어떤 진술문이 가장 클러스터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다만 이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Concept system software core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이미지(2017)의 학위논문에서 소프트웨어

를 활용하여 브릿징 값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

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하여 브릿징 값을 도출한다면, 클러스터

내에서 진술문 간의 관계를 보다 잘 포착하고 클러스터 명명 과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수련생의 입장에서 인식한 괜찮은 일로서의 특성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수련기관 운영자, 수퍼바이저, 학회 등의 입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특성들이 다양한 주체의 역할

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각 주체의 인식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수련과정이라는 독특한 ‘일’을 하고 있는 구체적

인 대상의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상담수련을 하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최근 상담 국가 자

격증을 위한 논의 및 상담 관련 법령의 필요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권수영 외, 2016; 김인규, 김승완, 2021; 이상

민, 2020), 다양한 주체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자격증 및 법제화 과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는 상담 수련생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기 때문에 평정 과정에서 중요도와 경험도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

구 목적 및 평정 내용으로 인하여 기존 개념도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평가 및 계획과 관련된 논의를 풍부하게 제시하지 못 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험도 외에 실행 가능성(feasibility)도 함께 조

사함으로써 개념도 결과를 괜찮은 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 및 평가 방

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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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상담수련생)

연구 과제명

: 상담 수련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에 대한 개념도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우예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상담 수련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이 지니고 있는 특

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상담 수련생(실습 상담원, 인턴, 수련 과정생 등)의 

신분으로 상담기관에서 수련을 받고있는 수련생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

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원(우예영, 

01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

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

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

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

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상담수련이 갖추어야 할 적정수준을 충족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괜찮은 일’이라는 개념과 수련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탐색해봄으로

써 상담 수련생들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구조적, 관계적 여건뿐

만 아니라, 이들이 경험하고 구성하는 괜찮은 일의 의미 또한 함께 확인하는 것

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총 25명(상담수련생: 20명, 상담전문가 5명)

상담 수련을 받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인 수련생 2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이후 적절성 평가 단계에서 전문가 5인이 추가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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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귀하는 우선 설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설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더 나아가 수련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

할 예정입니다. 설문은 서면을 통해 제출하게 되며, 설문 제출 시 면담 일자를 

연구자와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2) 약속된 날짜에 귀하는 약 한 시간 분량의 1차 개인 면담에 참여하게 될 것입

니다. 면담의 질문은 귀하가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에 대한 내용으

로 이루어질 것이며, 면담 내용은 녹음 후 이후 연구 책임자에 의해 전사될 것

입니다.

3) 1차 면담 참여 약 한 달 후, 2차 개인면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2차 면담에서

는 개인면담을 바탕으로 구성된 진술문들을 범주로 구조화하는 과정과 함께, 각

각의 진술문의 중요성을 평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차 개인면담 

또한 약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 면담 희망시, 1차 면담 종료 후 약 1-2주 후에 진술문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일대일 면담이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5-10분 분량의 설문 참여 뒤, 약 1시간의 면담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

니다. 1차 면담 종료 뒤 약 1개월 후에 2차 면담이 진행되며, 따라서 전체 연구 

참여 기간은 90일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수집된 자료의 폐기 여부 또한 함

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상담 수련생으로서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 지각하고 있는 괜찮은 

일로서의 요건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요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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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면담을 멈출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본 연구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상담 수련생

들의 괜찮은 수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자료가 활용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우예영(010-****-****)입니다. 본 연구에

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현재 소속 수련기관, 수련을 위해 지불해

야 하는 금액, 최종 학력, 현재 소지하는 자격증의 종류, 상담수련 경력(기간, 

기관 수), 상담 외 직업 여부 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우예영과 김동일(지도

교수) 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암호로 잠금 설정이 된 연구책임자(우예영)의 

컴퓨터에 암호화된 파일의 형태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의 경우 3년간 

연구실 내 잠금잠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 후 폐기할 것이며, 연락처는 사례 지

급 및 추가 유선 인터뷰 완료 후 폐기할 것입니다. 또한 녹음 자료는 전사하여 

연구자료 구성 후 연구 종료 후 폐기하며 전사자료는 연구자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서 최소 5년 이상 보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

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

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

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

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

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

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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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연구 참여시 설문 및 2차 면담까지의 과정이 모두 종료 된 후, 교통비 

등이 실비로 귀하에게 50,000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1회 면담만 참여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적절성 평가 면담에 참여시 추가 면담 종료 후 20,000원이 교통비 등이 실비

로 지급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우예영       전화번호:   010 – **** –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 

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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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상담 수련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에 대한 개념도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우예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

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

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9.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0. 나는 2회의 면담에 더하여 진술문 적절성 평가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

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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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자보관용)

연구 과제명 

: 상담 수련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에 대한 개념도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우예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

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

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9.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0. 나는 2회의 면담에 더하여 진술문 적절성 평가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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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적절성 평가 참여자용)

연구 과제명

: 상담 수련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에 대한 개념도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우예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상담 수련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이 지니고 있는 특

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 주제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상담전문가 

및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에 참여하였던 상담수련생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원(우

예영, 01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

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

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

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

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상담수련이 갖추어야 할 적정수준을 충족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괜찮은 일’이라는 개념과 수련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탐색해봄으로

써 상담 수련생들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구조적, 관계적 여건뿐

만 아니라, 이들이 경험하고 구성하는 괜찮은 일의 의미 또한 함께 확인하는 것

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총 25명(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상담수련생: 

20명, 

적절성 평가- 상담전문가 5명 + 상담수련생 5명)

20명의 상담수련생들이 그들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 진술

문을 생성하였으며,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 얻은 진술문들을 바탕으로 약 100여



- 146 -

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습니다. 귀하는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고있는 상담전문가 및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에 참여하였던 수련

생으로서, 아이디어 진술문 적절성 평정을 위하여 참여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적절성 평가 단계에서는 총 5인의 상담전문가와 총 5인의 아이디어 진술문 생

성 참여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귀하는 우선 1차 편집과정을 거친 진술문 약 100개를 읽게 될 것입니다. 읽

는 과정에서 귀하는 각 진술문의 적절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2) 평정된 진술문을 바탕으로 연구책임자(우예영)와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

하게 될 것입니다.

3) 면담 종료 후 추가적인 피드백이 요청될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질의응답 과

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4) 이후 적절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진술문이 도출될 것이며, 이러한 최

종 진술문은 이후 개념도 분석 과정에서 분석 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1시간의 면담이 1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면담이 종료된 후 추가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질의응답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연구 참여 기간은 2주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수집된 자료의 폐기 여부 또한 함

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에서 귀하는 상담 전문가로서 상담수련생들이 지각하는 괜찮은 일의 특

성에 대한 진술문의 적절성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적절성을 평가하는 과정에

서 혹시나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불편감이 경험되는 경우, 면담자(연구책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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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요청하여 언제든지 면담을 멈출 수 있습니다. 참여 도중 어려움이 발생할 경

우 언제든지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본 연구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상담수련생들

의 괜찮은 수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자료가 활용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우예영(010-****-****)입니다. 본 연구에

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현재 소속 기관,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상담 경력, 상담 수련 관련 학술 논문 및 연구 프로젝트 참여 여부입니

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우예영과 김동일(지도교수) 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암호로 잠금 설정이 된 연구책임자(우예영)의 컴퓨터에 암호화된 파일의 형태

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의 경우 3년간 연구실 내 잠금잠치가 있는 캐비

넷에 보관 후 폐기할 것이며, 연락처는 사례 지급 및 추가 유선 인터뷰 완료 후 

폐기할 것입니다. 또한 녹음 자료는 전사하여 연구자료 구성 후 연구 종료 후 

폐기하며 전사자료는 연구자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서 최소 5년 이상 보관하고

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

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

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

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

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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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면담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교통비 등의 실비로 귀하에게 

30,000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우예영       전화번호:   010 – **** –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 

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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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상담 수련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로서의 상담수련 특성에 대한 개념도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우예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

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

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9.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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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아래 설문 문항은 귀하의 수련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목적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1) 남      2) 여

2. 연령: 만 (              )세

3. 현재 소속 수련기관:

1) 대학 상담소 2) 청소년 상담기관 3) 사설 상담기관 4) 공공기관

5) 병원 6) 기타: (                                )

4.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위해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원

5. 최종 학력: 

1) 학사졸업  2) 석사과정  3) 석사 졸업  4) 박사과정  5) 박사 수료  6) 박사 졸업

6. 현재 소지한 자격증의 종류:

1) 청소년상담사 3급  2) 청소년상담사 2급  3) 상담심리사 3급  4) 상담심리사 2급

5) 전문상담사 3급  6) 전문상담사 2급  7) 자격증 없음  8) 기타

7. 상담수련 경력: 총 (　　　　）년/ 총 (        )개월/ 약 (           )사례 진행

8. 몇 군데의 상담수련 기관에 속하여 수련을 경험해보았습니까? (              )개

9. 상담수련 및 상담 관련 외의 다른 직업을 지니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지니고 계시다면 주 몇 시간을 근무하고 계신가요? (           )시간

10. 기타 상담수련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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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면담 질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괜찮은 일(Decent Work)’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뿐만 아니라 경제적·물리적·사회적·환경적·구조적·관계적 여건 

또한 적정수준을 충족시키는 일자리”를 지칭하며, 여건이 우수하거나 

훌륭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용할만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나 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리 여건의 예시: 평균 임금의 1/2 이상, 안전한 직장 환경, 일-생활

의 양립 가능, 조직-개인의 가치 일치, 개인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

음, 적절한 근무시간, 교육수준 및 역량에 적합한 업무 등)

[길라잡이 문장]

1. 선생님이 상담수련 경험을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는 어

디에서 어떤 수련을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2. 상담수련과정이 어떤 측면에서 괜찮은 일이라고 느껴지나요? 추가로 

어떤 측면이 보장 및 제공된다면 좀 더 괜찮은 일로 느껴질 것 같나

요?

3. ‘상담’ 수련과정에 있는 수련생으로서 지각할 때, ‘상담’이기 때

문에 지녀야 

  할 괜찮은 일로서의 추가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초점 질문]

상담수련생으로서 괜찮은 일로서의 수련과정은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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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counseling internship :

Focusing on the concept of decent work.

Yeyoung Woo

Department of Education(Educational Counseling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what factors are needed to

experience counseling internships as 'decent work' based on the

individual experience of counseling trainees. To this end,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counseling internships focusing on the

concept of decent work using the concept mapping research method.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it derived the dimensions and clusters

of the characteristics of counseling internships as decent work.

Moreover,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importance and experience of

counseling internships as decent work were confirmed.

To this end, this study proceeded through a five-step procedure

according to the concept mapping research method. First, in the

concept map preparation stage, focus questions were developed,

preliminary research was conducted, and IRB application and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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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performed. Second, in the stage of generating, synthesizing, and

editing idea statements, a total of 16 counseling trainees preparing for

level 2 certificates participated in this stage. Furthermore, to

comprehensively edit the derived idea statements, several discussions

were conducted with the comprehensive and editing teams. Also, the

adequacy evaluation was conducted by five participants and five

counseling experts. Through this process, 65 statements were finally

selected. The final selected statement went through a review process

by the comprehensive and editing team before going through the

structuring stage. Third, in the stage of structuring idea statements,

fifteen participants conducted similarity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work. Fourth,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R-CMap. Point map,

cluster map, cluster rating map, and Go-zone graph were derived

using R-CMap, and pattern match were additionally prepared using

Excel program. Fifth, a concept map was us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n the concept map utilization stage, the axis and clusters

were named. In addition, the evaluation results for the importance and

experience of each cluster and statement were confirmed.

The results derived through this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dimensions and categories of counseling internship as a decent work

deriv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wo axes

distinguished the attributes of characteristics and the identity of the

trainee. The x-axis (1D) wa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ining process and was named 'Person: Relational' and 'Structure:

Systematic' to distinguish whether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are

related to humans or structures. The y-axis (2D) was named

"trainee" and "worker" because it distinguishes the ident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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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ee as a learner and the identity as a worker in the internship

process. Through this construc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identities of traine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ship exist differently as

trainees and workers, and what each identity perceives as a good

thing according to the attributes of the characteristics. In addition, a

total of 7 clusters were presented. The clusters named in this study

are ‘various forms of compensation, ‘environment for effective

counseling service’, ‘positive institutional climate and growth

experience’, ‘supervisors who respect trainees’, ‘training courses to

assist in professional development, ‘training structure considering the

well-being of trainees’, and ‘laws and systems to protect trainees’.

Second, the results of evaluating the importance and experience of

each characteristic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importance

evaluation for the seven clusters were presented as 4.31 to 4.07. In

all clusters, the evaluation results were presented above 'important',

and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trainees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all clusters important. However, in the case of the

importance evaluation result,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o the interpretation of the difference should

be noted. On the other hand, the experience evaluation result for the

seven clusters was 2.08 to 3.49 points, which was wider than the

importance. Two points are 'not guaranteed' and four points are

'guaranteed'. Considering that, it can be expected that such a

distribution of scores is generally a state in which trainees are not

guaranteed the characteristics presented in this study. In addi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e post-analysis, various types of reward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ositive institutional climat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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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experience, supervisors who respect trainees, training courses

to assist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for effective

counseling service.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importance and experience of the seven clusters was confirmed

using a cluster evaluation map, pattern match, and Go-Zone graph.

The following contents could be confirmed through the use of the

graph. First, the ranking of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seven

clusters was confirmed through the cluster evaluation map, and such

differences in importance and experience could be confirmed once

again through the pattern match graph. Finally, the difference

between experience and importance evaluation results could be

confirmed in units of statements through the Go-Zone graph.

These findings have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derived and confirmed the characteristics of

counseling internships as decent work recognized by trainees who

have not currently obtained a class 2 certificate. Second, this study

developed a discussion on the decent level of the unpaid internship.

Existing discussion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established a system

to legally protect trainees, but have a limitation in that they do not

contain details on what conditions they subjectively need. Therefo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pproached the characteristics of

decent work of unpaid internships from a psychological point of view.

Thir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importance and

experience of counseling internship characteristics as decent work

recognized by counseling trainees, and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training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required from the

trainee's point of view. Fourth,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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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the field performance of participants and the realistic of the

results by designing the voices of the trainees on the characteristics

of 'decent work' in conducting the research method.

keywords : counseling internship, counseling trainees,

decent work, concept mapping, R-Cmap.

Student Number : 2019 - 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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