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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권 침해 및 초등학교급 고유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교

육 현장에서 초등교사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편감이 높아지고 있

다. 초등교사들은 심리적 불편감을 완화하고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심리 상담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

도가 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교육부와 정부 차

원에서 초등교사들의 심리적 불편감을 완화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상담 기관을 설립하고 교사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교사들의 저조한 이용률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이 심리상담을 받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담을 받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같

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서울, 경기, 대전 등에 근무하는 교직 경력

2년 이상의 초등학교 담임교사 1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고 이를 개념도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점질문을 개발하고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18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초등교사로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고자 하는 의

도가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

까?”라는 초점질문을 제시하였고 1차로 수집된 일대일 면담자료에

대한 질적분석을 통해 초등교사의 관점에서 상담 추구 행동의 장

애요인에 관한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1차 면담 이후 수집된 170개

의 진술문을 종합 및 편집하였고 최종적으로 52개의 진술문을 도

출하였다. 2차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15명의 초등교사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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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사성 분류 과정 및 중요도 평정을 진행하고, 다차원분석과

군집 분석을 시행한 후 이를 기반하여 개념도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인식한 상

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은 최종 52개의 진술문으로 정리되었다. 차

원의 개수는 총 2개로, X축은 ‘자기 초점–타인 초점’과 Y축 ‘접근

방식 및 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상담의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차원으로 명명되었다. 52개의 진술문에 대해 군집 분석을 시행한

결과, 4개의 군집으로 분석되었다. 초등교사들의 인식에 기반하여,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 군집은 ‘정보 및 기회의 부족(군집 1)’,

‘자기 자각 및 자기 돌봄 부족(군집 2)’, ‘도움 추구에 소극적인 신

념과 태도(군집 3)’, 그리고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상담에 대한 낮

은 신뢰(군집 4)’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4개 군집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평정 결과가 나타난 군집은 ‘자기 자각 및 자기 돌봄 부족

(군집 2)’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등교사들이 인식하는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

요인을 경험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교사들을 상담의 내담자로 상정

한 교사 상담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초등교사를 포함한 교사들의 심리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담 기관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방향성을

제공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교육대학교 등 초등 교원 양성기

관의 심리상담 관련 교육과정의 편제와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초등교사, 직무스트레스, 상담 추구 의도,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 교사 상담, 교원 상담

학 번 : 2020-2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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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교사들의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 실태가

OECD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교사들이 의미와 보람을 찾아가야 할 교

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지각하는 높은 심리적 불편감의 현황이 드러나고

있다. OECD TALIS 20181)에서는 한국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다른

OECD 교사 평균 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발표했고, 2020년 한

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

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교사들의 교직 생활 만족도가 32.1%로 하락해

지난해 52.4%에 비해 1년 사이 20%나 급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같

이 교사들의 교직만족도가 하락하는 현상이 단순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

발생한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은 TALIS 2013과 한국교육개발원 분

석이 우리나라 교사의 5분의 1이 교사로서의 진로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고 응답을 한 통계 자료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사의 자기

효능감이 OECD 34개국 중에서 가장 낮게 드러났음을 발견한 연구결과

(허주, 최수진, 김이경 외, 2015)를 통해서도 제시되어 있다.

교사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편감은 그 원인을 교권 추락과 직무

스트레스로 꼽는다(이영만, 2013; 조성연, 2005; 조환이, 2014). 최근 4년간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총 1만 298건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500건 이상 보고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

하고 있다(이데일리, 2020.07.28.). 교권 침해의 예시로 학부모의 폭언, 폭

행이 늘고 심지어는 학생의 폭언과 폭행, 수업 방해, 성희롱 명예훼손 등

이 있다. 어린 학부모나 학생들이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교육부나 교육청

1) ‘국제 교수-학습 조사 연구(TALIS: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13’의 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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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원을 넣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교권 침해 현상이 극에 달해 교원

들이 자존감을 상실하고 무력감에 빠지는 등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

한 교사들은 직무스트레스 차원에서의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란,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종류

의 부적 정서 상태(Kyriacou, 1987; Moracco & Mcfadden, 1980)을 의미

하는데, 우리나라 교사들은 '과다 직무 요구'(2.98점), '직무 자율성 부족

'(2.44점), ‘보상 부적절’(2.36점), ‘조직 체계’(2.25점), ‘직장 문화’(2.13점),

‘관계 갈등’(2.01점), ‘직무 불안정’(1.90점)과 같은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다

양한 직무스트레스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허주, 최

수진, 김이경, 2015).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들의 교권 추락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큰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초등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생활지도,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직 수행 과정에서 심각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다(에듀프레스, 2021.09.29.). 초등교사들은 다른 학교급의 교사들과는 차

별화되는 초등학교만의 특유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다(김선경, 안도현, 2017; 유정이, 박성호, 유성경, 2003; 김미라, 이지연,

2011). 초등학교 교사들은 1교실 1담임 제도하에서 담임교사와 학급 학

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함께 보내고, 담임교사가 13개 내외의 다수의 교

과를 가르쳐야 하기에 여러 과목에 대한 학문적 조예가 깊고 교수법에

통달해야 하며, 어린 학습자들의 사회화 과정을 조력하기 위해 인성교육

과 생활지도에도 능통해야 한다. 또한, 저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교육보다

는 보육에 가까운 수업을 제공해야 하며, 좁은 교실 공간에서 20여명이

넘는 학생들 간의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관찰하고 중재하며 긴장을 놓지

못하는 업무 환경에 놓여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급변하

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부모 교육과 돌봄 교실 등 늘어나는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심리적 압

박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등(이영만, 2013; 김미라, 이지연, 2011; 박

화자, 정현희, 2017) 초등교사들에게 부여되는 과중한 책임 및 다재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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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대한 요구사항은 중등이나 고등 학교급과는 구별되는 초등학교 교

사의 직무스트레스원(stressor)라고 볼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장기화 될 경우 소진(burnout)2)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이희현, 2017)는 건강하고 적절한 대처의 시급함

과 중요성을 시사한다. 소진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이유는 심리적으로

소진된 사람은 이상이나 에너지, 일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고, 일에 대한

의욕이 낮아지고, 과업 수행 수준이 저하되는데(유정이, 박성호, 유성경,

2003), 특히 초등교사가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나 관심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력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 조력자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볼일이 없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느끼게 되어(Corey et al., 1998; Morse et el., 2012) 결과적으로 학생들

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교육과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이영만, 2013).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보다 더

수준 높고 체계적이고 안정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국가와

관련 기관들에게 있어서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극복과

대처방안을 찾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요구되고 있다.

초등교사들이 직무스트레스나 소진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방안

들을 시도하지만 유독 적극적 대처방안 중 하나인 ‘상담 추구 행동’3)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교

원들이 교권 침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문 상담가에게 도움을 청

하기보다는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음이 보고되었다(이규미,

손강숙, 2013; 박경애, 조현주, 2015). 초등교사들이 사용하는 대처방안에

는 감정적 대응, 이직에 대한 고민, 기피 현상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회피적 대처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정애경, 공윤정, 황매향,

2) 소진(小盡, burnout)의 사전적 의미는 ‘점점 줄어들어 다 타서 없어졌다’로, 자신의 능

력을 넘어서 큰 요구가 주어질 때 스트레스에 대한 고통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

적, 정서적인 고갈의 상태(Freudenberger, 1974; Jackson & Maslach, 1982)이다.

3) ‘상담 추구 행동’이란, 개인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상담전문가에게 도움

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행동과는 구별된

의미이다.(Fischer & Turner, 1970; 김은하, 손혜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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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둘째로, 초등교사들의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지지하고자 정부

차원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2016년부터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4), 실

질적인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게 집계되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3

년간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를 보았을 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에서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이용률보다는 법률상담의 이용률이 심리상

담보다 2배 이상 높게 치중되어 있었으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대다수의 도 지역에서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건수가 300

건 이하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였고, 제주도의 경우 심리상담 및 심리

치료 이용률이 불과 7건이었다.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왜 많은 초등교사들이 전문 상담

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문상담사를

찾는 상담 추구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교사들이 높은 확률로 전문 상담을 받고 싶다는 의도와 의사를 밝힌 것

이 확인되었다(서은주, 김장회, 2015; 김효진, 2014; 최보영 외, 2011). 일

례로 서은주와 김장회(2015)의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63.7%와 중등교사

의 80%가 향후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상담 기회가 제공된다면 적극적으

로 상담을 받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김효진(2014)의 연구에서

는 교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요구에 관한 연구에서 중등교사의

83.1%가 참가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상담과 심리치료

보험료 지불 의사에 대해 파일럿 연구한 고려대학교 연구팀(최보영 외,

2011)에 따르면, 상담이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존

에 지불하던 보험료보다 1% 인상된 보험료에 대해 71.8%의 응답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5.7%의 응답자가 2% 증가된 보험

료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같은 교사들이 전

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높은 의도와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4) 2016년부터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

위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 등 치유를 지원하는 전문시설인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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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연구가 되어야하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이다. 선행연구자료들은 이

의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은, 조력 전문직으로서

직무스트레스와 극심한 소진을 겪고있는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극

적으로 상담 추구 행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이다. 두 번째 목적은, 초등교사들의 상담추구 행동의 장애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밝히는 것이다. 즉 초등교사들이 상담 추구 행동을

하지 못하는 여러 원인들 중 어떠한 원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

고 있으며, 어떤 원인이 작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론으로서 개념도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개념도 방법

론은 내담자 또는 연구 참여자들의 현상적 경험 이면에 숨겨진 잠재적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접근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현상

의 구성요소와 영역,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구조 등을 밝히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론이다(Paulson et al., 1999). 연구대상자가 연구의 자료를 제

공할 뿐 아니라 자료를 자신이 구성하는 방식대로 분류하고 평정하게 함

으로써 연구자에 의해 분류되는 방식에 비해 연구자의 편견을 감소하고

(Trochim, 1989; Johnsen et al., 2000) 연구참여자인 초등교사들의 의미

체계를 사용하여 범주를 생성하게 함으로써, 집단적 개념 구조를 더 잘

반영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의 장애요인을 어떻게 인지하였는지를 가시적

으로 면밀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념도 방법론은 질적인

연구와 양적인 연구 사이에 위치해 있어(Daughtry & Kunkrl, 1993;

Kane & Trochim, 2007; Paulson et al., 1999), 연구 과정에서 질적인 자

료 수집 절차를 거친 후에 수집된 자료에 대해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

이라는 다변량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양적인 근거를 바탕으

로 통찰을 끌어냄으로서(Goodyear et al., 2005; Trochim, 1989;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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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연구대상에 대한 경험적, 현상학적 접근을 취하면서도 분석 절차

가 구조화되고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탐색을 위해 수집된

질적인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방법론들과는 다른 강점을 갖는

다.

초등교사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막는 장애요인과 그 중

요도를 파악하는 본 연구는 세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로 초등

교원들이 직무스트레스, 교권 침해, 민원 응대 등 수많은 심리적인 어려

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찾지 않는 현상인 서비스 갭(service

gap: Stefl & Prosperi, 1985)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최소화하는 체계

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교사들의 심리 소진을 지원하겠다는

명목하에 우후죽순으로 설립되었으나 유명무실하게 시행되어온 교원치유

센터(경인에듀, 2020)와 같은 정부 차원의 교원 대상 상담 서비스들이 어

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방향성을 제공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본 연구의 결과로 발견된 초등교사들의 상담 추

구 장애요인을 개선 혹은 제거함으로써, 초등교사들이 상담 추구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초등교사들의 소진을 적극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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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교사가 인식한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 탐색에 있다. 즉 초등교사들의 상담을 받고자 하는 상담추구에

대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추구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장애요인을 찾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 심리적 불

편감을 경험하면서도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하지 않는 초등교사들의

관점을 통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근

원적인 자료를 확보하며 동시에 객관적인 양적 자료로 도출하는 개념도

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내용을 도출하고, 결과로 도출된 초등교사들

의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을 차원과 군집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상담 추구 장애요인의 구체적인 내용

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상담 추구 장애요인의 차원과 군집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상담 추구 장애요인에 대해 초등교사들이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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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

1. 초등교사의 개념 – 초등교사란 누구인가.

초등학교 교사는 국·공·사립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규정된 초등

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바른 인성과 품행을 가지도록 생활을 지도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한국 직업 사전 워크

넷, 2020)을 가리킨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시·도의 교육대학교나 사범

대학의 초등교육과, 교육대학의 초등교육과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

는 대학원의 교육과나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자

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된 국가자격증으로는 교육

부가 주관하는 초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과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

이 있다.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의 초등교육과에 입학하여 4년 동안 정

규교육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의 실습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초등학교 정

교사 2급 자격을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할 수 있다. 교육대학교는 경인교

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

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로 전국에 총 10개의 교육대학교가 있다.

초등학교 교사의 주요 직무는 초등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다. 초

등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떠올려보면, 학급담임을 맡은 초등교사가 자신

의 학급 학생들에게 국어, 수학, 도덕, 사회, 과학, 영어, 체육, 음악, 미

술, 실과 등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지도하는 전 교과목을 모두 가

르치는 치는 행위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교과목을 가르치

는 행위 외에도 교육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학교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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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4호 시행령 및 법령에서는 하단의

세 가지 항목을 교사가 수행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1> 교육활동의 정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

동, 재량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 앞의 2개 항목과 관련된 활동

이상의 교육활동 외에도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생활지도와 행정

업무를 직무로 수행한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사회성이 충분히 길러지지

않은 발달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대상들로, 학생들이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고 다른 이와 더불어 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생활지도는 학습지도만큼

중요하다. 생활지도의 영역은 기본 생활 습관, 급식지도, 등하교 지도, 성

교육, 안전사고 및 폭력 예방을 모두 포괄하며,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

도 포함된다. 행정업무로는 학생들의 교실 내에서 다루는 전 입학, 출결

관리, 생활기록부 관리, 가정통신문 관리 등의 행정업무가 있으며, 교실

외에서 교무기획부, 교육연구부, 방과 후 교육부, 과학정보부, 생활체육부

등에 소속되어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참여하며 공

문처리와 예산집행을 하는 모든 활동이 업무 활동에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사 종사자 수는 2020년 교육통계

정보 기준 약 148,000명으로, 이 중의 약 71.8%가 여성이라는 인구통계

학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전국의 초등학교의 수는 2017년 기준 6,040개교

로 2010년의 5,854개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의

문제가 심화되어 2017년 초등학생 수는 약 267만 명으로 과거와 비교해

급감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2007년 12만 6,681개였던 학급 수가

2017년 12만 152개 학급으로 학급수도 약 5.4%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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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스트레스의 정의

스트레스의 사전적 의미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을 때

느끼는 심리적·정신적 긴장 상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0)’이다.

스트레스(stress)라는 용어는 원래 ‘팽팽하게 조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

어 strictus와 stringere에서 유래하였다. 스트레스의 개념은 시대별로 연

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됐는데, 17세기에는 역경, 곤경 또는 심신의

고뇌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다가 18세기에는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가

해지는 중압감이나 압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김정휘, 1991), 이후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Lazarus와 Folkman(1984)은 환경 내의 자극 특성

과 개인의 반응 특성을 강조하여 상호작용론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이전

에 제시된 스트레스의 개념을 종합하여 외부의 자극과 이에 대한 육체적

심리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이같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관점

을 더 발전시켜 최근에는 개인이 주변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

지에 기반하여 스트레스 이해하려는 노력이 점차 늘고 있다(유명순, 조

원섭, 2011; 양재혁, 김성자, 2020). 다시 말해 개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단순한 자극이나 반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환경의 자극을 어

떻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개인들이 스트레스

를 받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데 있어 주변 환경의 자극을 어떻

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중요성 거론되면서,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직무스트레스란 광범위한 스트레스 개념을 담당하

여 맡은 일과 연관된 직책이나 직무 차원의 스트레스로 한정한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하단에 제시된 국내외 연구자들이 직무스트레스를 정의

한 내용을 종합하여보았을 때 직무스트레스란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직무 환경과 상호 작용한 결과로 개인의 생리적,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역기능적으로 변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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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직무스트레스의 정의

학자명(년도) 직무스트레스의 정의

Caplan(1975) 개인에게 주관적 위협을 주는 모든 직무환경 특성

Locke(1976)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심리적 평형상태가 무너질
정도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때의 상태

Beehr &
Newman(1978)

직무스트레스를 개인의 심리적·생리적 조건을 변화
시켜 정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Decotiis(1983)
자극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직무환경에서 벗어
나고 싶은 개인의 불편한 감정 상태

Lazarus &

Folkman(1984)
외부의 자극과 그것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반응

Schuler(1980)
개인이 환경적 요구나 조직의 특성을 받아들일 가능
성이 있는 상태

이종목(1990)
직무 관련 요인이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조건을 변
화시켜 정상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

3.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유형

교직은 직무스트레스를 겪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며, 초등교사들은

다른 학교급의 교사들과는 차별화되는 초등학교급만의 특유한 직무스트

레스를 경험한다(김선경, 안도현, 2017; 유정이, 박성호, 유성경, 2003; 이

지연, 2011; 박화자, 정현희, 2018). 초등학교급에서 교사들이 특히 더 많

이 겪는 직무스트레스 유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학생문제 다양화이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

의 학교폭력과 따돌림, 기초학력 미달, 학업 부적응, 등교 거부, 비속어

등 폭력적 언어 사용, 인터넷 과몰입 중독, 음주, 흡연, 우울, 자살 등 과

거와 비교해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황명선,

신효정, 2015). 학생들의 문제행동의 다양화로 인해 교사들이 생활지도와

인성 지도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은 정서 및 행동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또한 초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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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교실 1 담임 제도 아래에서 담임교사와 학급의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지도를 모두 담당하는데, 담

임교사가 10과목 또는 13과목에 달하는 다수의 교과를 지도한다. 이를

위해서 초등교사들은 여러 과목에 대한 학문적 조예가 깊고 교수법에 통

달해야 하며, 비단 학습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어린 학습자들의 사회화

과정을 조력하기 위해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에도 능통해야만 한다.

두 번째는, 초등교사 1명당 약 30여 명의 학생이 배정된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교육부 2021년 「 유·초·중·특수학교(급) 학급편성기준」 기

준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학급편성 기준을 전년도 29명에서 28명으로

감축하였으나 여전히 28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 수용 가능한 실

정이다. 초등교사들은 좁은 교실 공간에서 20여 명이 넘는 학생들 간의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관찰하고 중재하며 긴장을 놓지 못하는 업무 환경에

놓여있으며, 저학년의 경우 교육보다는 보육에 가까운 수업을 제공해야 하

는데 20명의 어린 아동들이 1인의 교사가 돌보는 것이 직무스트레스 요인

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동일 외(2019)는 특수아동과 일반교육의 경계에

있는 난독증, 경계선 지능, ADHD 아동들일 교육 사각지대 아이들로 정

의하고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일반 교실에서 교육 사각지대 아

동들의 수준차를 고려하는 수업을 제공하거나 개별 지도가 어려운 실정

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수업-업무-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직무 특성이다. 김

은주(2016)에 따르면, 초등교사들은 수업-업무-휴식의 경계가 없어서 신

체적, 정서적 탈진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초등교사의 일과를 살펴보

면 출근 후 학생 관리, 수업, 학생 상담 등으로 오전이 지나간다. 점심시

간을 이용하여 잠시 여유를 찾고 싶지만, 안전사고나 학생 간 다툼이 쉽

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서 눈을 뗄 수 없다. 방과 후에도 초등교사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지도, 상담 활동, 행정적 잡무를 처리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퇴

근 시간이 임박해온다. 좋은 수업을 위한 교육적 성찰의 시간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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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잡무를 처리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만다

(손준종, 2011). 이같이 담임교사들의 일과 쉼의 경계가 없는 이유는 초

등학교급의 특성상 교사 대다수가 담임교사로 배정되어 과도한 책무를

수행하기를 요구받기 때문이다. 담임교사와 비 담임교사의 업무 강도는

매우 다르다. 선행연구에서는 비 담임교사보다 담임교사가 높은 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혜경, 2004; 전호성, 2003). 한 학급

의 담임은 행정업무와 교과 지도, 생활지도, 학부모 응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생 사고와 사건에 대한 책임소

재의 화살은 오롯이 담임교사에게 향한다. 담임교사들로 구성된 초등교

사들은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네 번째는,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과 요구 다양화로 인한 갈등이

다. 과거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관자의 입장을 취하던 학부모들의 모습과

는 달리 최근의 학부모들을 교육 수요자의 시점에서 날카롭고 민감한 시

선을 반영하며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자 한다(권미경, 김천기, 2015). 학부

모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관심과 정서적 지원, 심지어는 기본적인

생활 지원까지도 모두 학교에 요구하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주기’를 바

라는데(김은주, 2016), 돌봄 교실에 대한 요구는 가장 큰 예시이다. 학부

모 교육 등 늘어나는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의

지나친 요구와 개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심리적 압박감을 경험하게

된다(김은주, 2016; 이영만, 2013; 박화자, 정현희, 2018). 이같은 초등교

사를 향해 부여되는 과중한 책임 및 다재다능함에 대한 요구사항은 중등

이나 고등 학교급과는 구별되는 초등교사만의 고유한 직무 스트레스원

(stressor)라고 볼 수 있다.

4.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

소진은 스트레스의 최종 상태이다(Betoret(2009)). 소진(小盡,

burnout)의 의미는 영어사전과 한자 사전 두 가지의 사전적 의미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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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점점 줄어들어 다 타서 없어졌다’를 의미하는데, 자신의 능력

을 넘어서 큰 요구가 주어질 때 스트레스에 대한 고통스러운 결과로 나

타나는 신체적, 정서적인 고갈의 상태(Freudenberger, 1974; Jackson &

Maslach, 1982)를 의미한다. 교사의 소진은 소진 중에서도 특별히 직업

소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직업 소진이란 Freudenberger(1974)가

처음 소진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규정한 이래로 주로 직무 수행 중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을 의미한

다(Freudenberger, 1974; Maslach, 2003).

과중한 직무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이상적 가치를 달성하지 못하

게 되면 직무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같은 직무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소

진에 이른다(김보수, 2012; 김은주, 2016; 유정이, 2002; 한광현 2004). 보

다 구체적으로 직무의 도전감,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김보수, 2012) 업

무과다 등의 요인은 소진의 수준을 높이고(유정이, 2002; 한광현, 2004),

나아가 업무 과부하, 학급 관리, 교장의 관료적 운영, 교사의 권위 상실

등의 직무스트레스(김은주, 2016)이나 생활지도 및 행정업무 등 직무스

트레스(김은주, 2016)도 소진의 유의한 변인으로 지적되었다. 교사의 직

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성을 분석한 한국교육개발원(이희원 외,

2017)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직무스트

레스가 장기화되었을 때 소진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었다.

교사가 겪을 수 있는 소진의 형태로 지속적 피로감, 자존감과 자신감 저

하, 우울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증상 뿐 아니라 두통이나 근육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포함한다(Droogenbroeck et al., 2014).

교사 소진의 상위개념인 직업 소진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중

반부터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특히,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가 등과 같이 서비스 수혜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안녕을 돕는 조

력 전문 직업군(helping professions)의 경우 직업 소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Cordes & Dougherty, 1997; Maslach, 2003). 이러

한 직업군 중에서도 교사는 소진을 겪은 비율이 높게 보고되는 직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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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이다(Schaufeli & Enzmann, 1998). 교사의 소진은 교사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해칠 뿐 아니라, 학생들의 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점에서(Brouwers & Tomic, 2000)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

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상담 추구 행동과 상담 추구 의도

1. 상담 추구 행동

상담 추구 행동이란, 개인이 심리적 고통을 수반한 어떠한 문제

가 생겼을 때, 조언과 지지, 협조를 얻고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사에게 심리상담을 받고자 도움을 요청하는 행

위를 말한다(Gourash, 1978; Hinson & Swanson, 1993; 신연희, 안연희,

2005; 장미경, 2014; 조류하 2020).

상담 추구 행동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은 개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심

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정신과 의료진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Fischer & Turner, 1970; 김주미, 유성경, 2002;

신연희, 안현희, 2005; 김은하, 손혜련, 김은아, 2018)로, 지인이나 친구에

게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행동과는 구별되는 행위다(김은하,

손혜련, 김은아, 2018). 진경미와 권경인(2015)은 심리상담이 내담자들이

본인들의 삶의 고통이나 정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에게 대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임을 강조함으로써, 상담 추구 행동이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일

환이자,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파생된 용어임을 뒷받침하기도 하였

다.

상담은 정신건강 인접 분야와 구별되는 특성이 분명하게 존재한

다(Corey & Corey, 2020; 안수정, 안하얀, 서영석, 2021). 첫째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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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리학적 의료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

라, 일시적으로 제한된 상태(Corey & Corey, 2020)인 일반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웰니스(wellness) 모델(Mellin, 2011)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수의 상담 실무자들은 내담자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

디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내담자들에게 상담의 주

체자로서 권한을 부여한다. 그렇기에 내담자들이 강점과 자원을 찾고 그

것을 지지하는 작업이 상담에서는 이루어진다. 둘째로, 상담은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변화를 촉진하는 도구로서 정형

화된 공식이나 일반적인 기법보다는 내담자와 상담사와의 관계적 특성을

중요시하고 활용한다(Mahoney & Craine, 1991; Corey & Corey, 2020).

상담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관계적 특성에는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상호

작용, 언어적 대화, 공감과 경청 등이 있다. 또한 Corey(2020)은 유사한

맥락에서 상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치료의 도구가 상담사 자신이라고 주

장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상담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의 여러 원천 중에서 심리상담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 추구 행

동을 주요 용어로 사용하였다.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이 도움의 원천을

상담, 심리치료, 정신과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원천을 두었다면,

상담 추구 행동은 심리상담만을 단독 원천으로 하고, 필요조건으로 한다

는 뜻이다. 심리상담을 필요조건으로 한다는 뜻은, 정신과에서 약물적 처

방만을 단독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는 본 연구에서 상담 추구 행동으로 인

정하지 않되, 심리상담을 통한 상담치료과 정신과에서의 약물 치료를 병

행하고자 할 때 상담 추구 행동으로 인정함을 뜻한다.

상담 추구 행동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의와 더불어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접근 요인이다. Kushner와 Sher(1989)는 일부 변인들은

도움 추구 행동의 가능성을 촉진하는 반면, 다른 일부 변인들은 도움 추

구 행동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런 차

이를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이라 명명함으로써 개념화하였다(Kush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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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 1989; Deane, 1996; Vogel & Wester, 2003). 많은 국내의 연구들

이 상담추구 행동을 포함한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촉진하는 접근요인

을 발견하였는데, 심리적 불편감이 높을수록(유영란, 이지연, 2006), 이전

상담 경험이 있을수록(박준호, 서영석, 2009), 사회적 지지망이 높을수록

(김주미, 유성경, 2002), 내담자의 성별이 여성일수록(남숙경, 이상민,

201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발견하여 이와 같

은 요인이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접근요인임을 보고하였다.

다양한 접근요인 중,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된 접근요인은

심리적 불편감이다(Rickwood & Braithwaite, 1994). 선행연구에서는 심리

적 불편감이 낮으면 심리치료와 상담 같은 전문적인 도움 추구 행동을 하

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Komiya et al., 2000), 실제로 심리적 불편감이 높

은 사람이 상담을 받는 빈도가 높다는 경험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다

(Rickwood & Braithwaite, 1994; Goodmand et al., 1984; Kushner &

Sher, 1989; Deane & Chamberlain, 1994). 호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불편감, 여성인 것, 사회적 지지망, 성격특성 등의 변인

들이 전문 상담사가 아닌 일반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반적인

도움 추구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일반인이 아닌 상담사에게 전

문적 도움 추구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심리적 불편감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ickwood & Braithwaite, 1994).

전문 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의 가장 큰 접근요인이

심리적 불편감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때 앞서 제시된 초등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초등교

사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가능성을 유추하게 한다. 그러나 심리

적 불편감이 잠재적 내담자의 전문적 도움 추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인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전문적인 도

움을 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Lopez, Meledez, Sauer, Berger &

Wyssmann, 1998) 어떠한 이유로 도움 추구를 하지 못하는지, 어떤 장애

요인이 도움추구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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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추구 의도

상담 추구 의도란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전문 상담을

실제로 요청하려고 하는 의지 및 신념으로, 상담 추구 행동이라는 특정 행

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 및 신념(Fishbein and Ajzen, 1975; Triandis, 1977;

박준호 2008; 김지숙, 2017; 이수정 2019; 조류하 2020)을 의미하는 조작적

용어이다. 상담 추구 행동이라는 용어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파생

되어 조작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상담 추구 의

도 또한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서 파생된 용어로, 도움의 원천을 심리

상담으로 국한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상담 추구 의도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동 의도라는 용

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행동 의도란,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기 전에 스스로 세우는 마음의 결정과 결단(Triandis, 1980)이다. 또한

사람이 특정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인지, 얼마나 시

도해볼 생각이 있는지와 관련된 개념으로써 특정 행동에 대한 주관적 가

능성(Ajzen, 1991)을 의미하며,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 및 신념(김보민･고재윤, 2016; 김홍일･이상일, 2016)이다. 의도는 다

음과 같은 형태를 띄곤 하는데 “나는 X를 할 의도가 있었어(I intend to

do X)”, “나는 X를 할 계획이 있었어(I plan to do X)’, 또는 “나는 X를

할거야(I will do X)’와 같은 형태이다.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행동 의도는

한 사람이 행동을 하게끔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의도는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하며(이 행동을 한다, 하지 않는다), 행동의 강도(e.g. 내가 행동을 하

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의 직접

적인 결정요인은 행동을 수행하려는 행동 의도이다(Fishbein & Ajen,

1975).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행동 의도(Behavior Intention)를 특정 행동으

로 이어지기 위한 유일하고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 보았다(Ajzen, I,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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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학 연구에서는 행위를 예측하는 변수로서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척도들을 활용하였다.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초로 사용한

척도는 Fishbein and Ajzen(1975)가 사용한 척도이다. 이 척도에서는 의

도를 특정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한 강력한 선행요인으로 전제하고 있는

데(Ajzen, I. 1985; 1991), 행동이라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얼마만

큼의 확신과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How certain are you the consequence

will occur)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extremely), 꽤(quite), 조금(slightly),

전혀 아닌(not at all)의 4점 척도로 나뉜다.

[그림 1] 행동 의도 4점 척도(Fishbein and Ajzen, 1975)

이후 국내 연구에서는 Cash, Begeley, McCown과 Weise(1975)가

개발한 척도를 Robertson과 Fitzgerald(1992)가 재수정하고 신연희와 안

현의(2005)가 국내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척도

(The Intention of Seeking Counseling Inventory; ISC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의 종류를 17가지(예: 전반적 불안함이나 긴장감 및 대인관

계적 어려움 등)로 나열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담자가 전문적인 기관으로 상담을 받으러 갈 의도를 측정하는데 1점(절

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가 높은 것으로 평정하였다.

3.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한계: 의

도-행동 불일치(intention-behavior discrepency)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과 관련된 상담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특정 행동을 실행에 대해 얼마만큼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높은 의도(Certain) (+3) : (+2) : (+1) : (0) 낮은 의도(Not Certain)
매우 꽤 조금 전혀

extremely quite slightly not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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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모델은 개인의 행

위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가 행동

의도(Behavior Intention)에 영향을 미치고 의도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모델(Ajzen, 1985, 1991)이다. 지금까지의 전문적 도움 추구 행

동에 관한 상담학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 모델(Ajen, 1975)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비교적 잘 예측한다는 전문적 도

움 추구 태도나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를 행동을 대변한다고 믿고 종속변

인으로 사용해왔다(손은정, 이상운, 2013; 신연희, 안현의, 2005; 유성경,

이동혁, 2000; 이지원, 남숙경, 2016; 조현주, 임현우, 2008).

계획된 행동이론(TPB) 모델은 주관적 규범과 태도와, 지각된 행

동 통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데, 이 세 가지 변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위에 대한 태도란, 특정 행동으로 인해 나

타날 결과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행위 신념)과 그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

가치(결과의 평가)를 의미하며,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

하는 여부에 대해서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인들로부터 사회적 압력을 느

끼는 정도(규범적 신념)와 특별히 주관적으로 의미 있는 대상을 따르려는

정도(순응동기)를 의미하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과 관련하여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통제 신념)와, 특정행동을 수행하는데 장애는 없는

지(행동 수행의 용이성)을 의미한다.

[그림 2] 계획된 행동이론(TPB) 모델

그러나 이같이 기존의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관한 상담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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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기반을 두고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이 보

고되고 있다. 첫째로, 의도가 높게 측정되어도 그 의도가 행동의 유발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인, 의도-행동 불일치 현상((intention-behavior

discrepancy)이 한계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91)에서는 의도가 행동 예측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TPB를 제안한 Ajzen 조차도 의도가

높아도 행동유발로 이어지지 않는 의도-행동 불일치 현상이 존재한다고

하였다(Ajzen, Brown & Carvajal, 2004; Brown, Ajzen & Hrubes,

2003). 의도가 행동을 예측하는 변수가 28%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와

(Sherran, 2002) 도움 추구 의도가 도움 추구 행동을 3-5% 정도밖에 설

명하지 못한다는 연구들이 연달아 제시되어 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Wilson & Deane, 2005; Wilson,

Deane, Marshall, & Dalley, 2008). 일례로, 우울함이 도움 추구 의도 자

체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지만 실제 도움 추구 행동에는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연구(Nagai, 2015)는 태도 및 의도가 실제 행동과는 다를 수

있음이 밝혀졌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두 번째 한계점은,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와 같은 변인들이, 의도와 행동 사

이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일례로, 김보람과 천승현

(2019)의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의도와 운동 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행동 통제가 조절함을 밝히었고, 또한 조류하(2020)의 연구에서는 상담

추구 의도와 상담 추구 행동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낙인과 같은

주관적 규범이 매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실제로는 의도와 행동 사이에서 조절을 하고있

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계획된 행동이론이 가지는 한계

점으로 볼 수 있다. Triandis(1977)가 ‘현상을 촉진하는 환경적 조건(low

faciliatting conditions)’이 낮으면 아무리 계획된 의도가 있을지라도 행동

으로 이어지는 것이 막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 점 역시도 행동 수행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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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및 행동 관련 자원을 뜻하는 지각된 행동이라는 변수가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행동을 조절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계획된 행동이론의 한계점들은 그간 계획된 행동이

론에 기반을 두고,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나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를

행동을 예측하는 종속변인으로 선정한 양적 연구들의 한계점을 시사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과 양적의 혼합연구로서

의 개념도 연구를 활용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의 한계점으로 지목되는 의

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를 더욱 더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4. 초등교사의 상담 추구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초등교사들은 비교적 높은 상담 추구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서은주와 김장회(2015)의 연구에서는 향후 심리적

인 문제가 발생할 때,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하겠다는 비율이 약 35%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상담전문가와의 전문적인 상담 기회

가 제공된다면 기꺼이 상담을 받아볼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64.6%에 달

하였다. 유사하게 김효진(2014)의 연구에서도 교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의 요구 조사를 수행한 연구에서 교사의 83.1%가 참가를 희망한다고 응

답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교사들의 상담과 심리치료 보험료 지불 의

사에 대해 파일럿 연구한 고려대학교 연구팀(최보영 외, 2011)에 따르면,

상담이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존의 보험료보다

1% 인상된 보험료에 대해 39명의 연구 참여자들 중 28명(71.8%)이 기꺼

이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35.7%)가 2% 증가된 보험

료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초등교사들의 높은 상담 추구 의도에 부응하고 교사들이 필요한

적절한 심리적 개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 및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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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는 <표 3>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심리상담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표 3> 시·도 교육청별 교사 상담 기관

교육부는 교권보호종합대책을 2012년에 처음 수립하였으며, 4년

이후인 2016년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

칭: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하였다. 교원치유지

원센터의 시범 운영이 끝난후 2017년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대구 에듀힐링센터―휴(休), 대전 에듀힐링센터 경남 행복교

권드림센터, 부산 교원힐링센터,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0년 서울 교

육청에는 교원 안심공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권 침해 행위에

준하는 상황을 겪는 교원의 심신 안정을 위해 상단의 기관들 및 교육부

와 연계된 외부 상담 기관에서의 10회의 상담을 무료 제공하기도 한다.

<표 4> 시·도 교육청별 교사 상담 연수사례

또한 교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교원의

소진을 적극적으로 막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교원 연수

명칭 소속 대상

The-K 마음 쉼 공무원공제회 공무원 공제회에 가입된 자

부산 교원힐링센터 부산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 공무원

경남 행복교권드림센터 경남교육청 경상남도 교육 공무원

대구 에듀힐링센터 휴(休) 대구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 공무원

주제 연수기관 대상 실시년도

교직 스트레스의 원인

과 치유방안
인천교육청 유초중고 교사 500명 2014.10.30

찾아가는 힐링 연수
경기도

평화교육연수원
유초등 교직원

2015.3.25

긍정심리 통합집단 상

담 연수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초중고 교사 50명 2015.1.21.

행복학교

에듀힐링센터―휴(休)
대구시교육청 초중교 교사 약 800명 2012-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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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교원의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집합

연수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표 4>에서 보여지 듯, 경기

도 평화교육연수원의 찾아가는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과, 대구시 교육청

의 행복학교 에듀힐링센터 휴가 있으며 그 외에도 긍정심리학을 활용한

집단 상담 연수등이 인천시 교육청에도 제공되고 있다. 이같이 공문 접

수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집합 연수 외에도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신청하여 개인 공간에서 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원격 연수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적 차원의 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을 조력하

기 위한 제도들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사들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를 상담 추구 행동이 아닌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 대처해왔다. 여

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교원 대상 서비스 자체의 문제가 있다. 서

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의 경우, 교권피해 교사의 

자의로 교권보호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허가가 선행되어야 개최

되고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각종 힐링연수 

등의 신청은 공문을 통해 접수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비밀보장이 유지된 채로 신청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1대 1 상담 

서비스보다는 원격 연수가 더 많이 지원되곤 하였다. 둘째로 교사들의 회

피적 태도가 있다.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적 치유와 성장을 위한 개

입방안 탐색한 정애경, 공윤정, 황매향(2019)의 연구에 따르면, 대처하는

방법으로 시간의 경과를 바라거나 상황을 회피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

용하거나, 생활지도에 위축된 태도를 보이거나 회피하며(이규미, 손강숙,

2013) 자신의 어려움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여현,

2018; 최명희, 김진숙, 2016) 특히 초등교사들은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개선

하기보다 순응을 통해 넘어가기를 바라며, 자신의 신념이나 주장을 내세우

기보다 다수의 의견 혹은 학교장의 방침을 따르는 성향이 높아서(김현경,

2003), 적극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불만 속의 순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Vogel과 Wester(2003)는 접근요인보다는 회피요인이 전문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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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추구 행동을 설명하기에 더 적절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맥

락에서, Kushner와 Sher(1991)는 개인이 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높은

동기(접근요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

이 높으면(회피요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보

고하기도 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회피요인의 대표적인 예로 자기

낙인과 사회적 낙인(박준호, 서영석, 2009), 자기 은폐 성향(신연희, 안현

의, 2005), 수평적 개인주의보다는 수직적 집단주의 경향(김주미, 유성경,

2002) 상담에 대한 기대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다양한 직업군에 따라 직업군별 내담자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회피요인을 조사하는 국내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가장

먼저 최근 연구가 활발한 기업체 종사자들의 경우 자기 낙인과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와 같은 회피요인이 나타났다(진경미, 권경인, 2015; 전율

리, 2020). 기업체 종사자들의 이같은 회피요인은 인사고과, 승진과 연봉

등 기업 종사자들만의 특별한 평가체계와 조직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것

과 같은 환경적 배경이 회피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Sandepep과

Devakashi(2019)는 의과 대학을 졸업한 레지던스 집단의 전문적 도움 추

구 행동에 대한 회피요인을 연구하여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어 보이는 낙

인에 대한 두려움(54.6%), 동료들 사이에서 약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에 대한 두려움(58.1%), 시간 부족 (43.1%) 등을 발견하였다. 또한

Kathleen과 Helen(2012)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

장애요인을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낙인이 인지된 가장 큰 회피요인

이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만족스럽지 않았던 이전 상담

경험 등도 회피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회피요

인에 대한 연구가 활달한 가운데, 교사 직업군의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

의 회피요인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

하여 반복적 검증이 필요하다. 드물게 교사 집단의 상담 요구를 요구 분

석의 방법으로 조사한 서은주와 김장회(2015)의 연구는 교사들의 심리상



- 26 -

담 요구에 관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선호하는 상담자, 원하는 상담 장소,

다루고 싶은 상담 주제 등을 조사하였는데, 추후 상담을 받고자 할 염려

되는 점으로, 상담을 통해 상황이 좋아질 것에 대한 낮은 기대(중등

48.5%, 초등 43.3%), 비밀 보장에 대한 의구심(중등 26.3%, 초등29.3%),

비용에 대한 부담(중등 15.2%, 초등 17.2%), 주위에 대한 시선의식(중등

10%, 초등 10.2%) 등의 순으로 조사한 바 있다.

제시된 서은주와 김장회(2015)의 연구 결과는 요구 분석의 방법

론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답변을 연구자가 임의대로 분류하고 도식화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연구 방법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인 교사들에게 상담을 받는다는 상황을 가정하라고 제시하

였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실제로 있는 교사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또한 연구대상이 초중등 교사라는 다소 넓은 범위의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에서의 초점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대상 표

집에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

복하면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보았을 때 초등교사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높은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추구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에 대한 반복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개념도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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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개념도

개념도 방법론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해석까지 일련의 절차들

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틀이 있는 연구 방법으로, 질적인 연구와 양적인 연

구 사이에 위치하면서 양자의 결합과 절충을 시도하는 혼합론적 방법론이

다(민경화, 최윤정, 2007). 개념도 방법론이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

방법론의 결합과 절충을 했다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방법론적 절차를 따르되, 수집된 질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

는 구조화된 양적 절차를 제공한다(민경화, 2007)는 것을 의미한다.

1. 개념도 방법의 본 연구에서의 적용

본 연구에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념도 방법론을 활용하

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개념도 방법은 확립된 이론체계나 선

행 연구가 부족한 분야의 탐색 단계의 연구에 적합하다. 일례로 박애실

(2020)은 숙련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자살 위기 상담 개입에 관한 선행연

구 자료가 없어 확립된 이론체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개념도 연구 방법

을 적용하였다. 이같은 연구는 실제 상담에서 숙련상담자들이 자살시도

를 지연시키거나 저지시킨 개입을 탐색하였다는 성과가 있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상담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가 부족하고, 전문적인 상

담 도움 추구에 대한 의도가 있으나,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지 않

게 되는 장애요인을 다룬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념도 방법론은

초기 탐색을 위한 적합한 방법론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개념도 연구 방법은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경험과 세상을

구성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접근법(Paulson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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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e & Trochim 2006)이다. 교사들의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를 탐색하

는 과정에서 심리상담에 대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탐색하

였던 서은주와 김장회(2015)의 연구는 요구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대

상자를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로는 연구자의 편견이 연구 결과에 개입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반

해, 개념도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세상을 구성하는 방식과 주관적

경험을 탐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접근법으로, 상담학의 주요 주제인 현

상학적, 구성주의적 주제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

용하다(민경화, 최윤정, 2007). 개념도 연구 방법은 연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 연구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연구대상 지향적인 접근법

이다(Bedi, 2006; 민경화, 최윤정, 2007)으로, 개념도 방법에서는 연구대

상자가 연구의 자료 생성과 연구 결과의 자료가 되는 분류 과정을 참여

함으로써 연구자의 편견을 감소시켜((Trochim, 1989; Johnsen et al.,

2000; 민경화, 최윤정, 2007)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개념도 방법은 질적 자료의 분석에 양적인 통계 접근을

결합했다는 장점을 지닌다. 양적인 통계 방법을 적용하여 질적 연구의 한

계점인 객관성을 보완하고, 양적 연구의 한계점인 세밀한 질적 자료 수집

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연구대상에 대한 경험적, 현상학적 접근을 취하면서

도 분석 절차가 구조화되고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민경화, 최

윤정, 2007), 탐색을 위해 수집된 질적인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법

과는 다른 강점을 갖는다(이윤희, 2015). 개념도 방법을 제안한 Trochim의

경우 개념도 방법을 통해 가시적이고 명료한 그림을 그리고, 이것이 추후

프로그램 개발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체 과정이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청사

진으로 기능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어(민경화, 최윤정, 2007) 본 연구에 적

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념도 방법론을 활용하는 이유는 개

념도 연구 방법이 (1) 확립된 이론체계나 선행 연구가 부족한 분야의 탐

색 단계의 연구에 적합하다는 점, (2)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경험과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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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다는 점 (3) 질적 자료의 분

석에 양적인 통계 접근을 결합했다는 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 참여자

1.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가. 연구 참여자 수

본 연구의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에 참여자는 교직 경력 2

년 이상의 18명의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들이다. 개념도에서 연구 참여자

의 수를 결정할 때, 적절한 참여자 수는 10-20명(Johnsen, 2000; Kane

& Trochim 2006)에서 8-40명(민경화, 최윤정, 2007)에 이르는 등으로 다

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기준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더이상 새로운 진술문이 언급되지 않는 자료

의 포화(saturate)가 되는 순간(Kane & Tochim, 2007; 이윤희, 2015; 박

애실, 2020)을 고려하여 최종 참여자 수를 18명으로 결정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에 참여자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둘째, 담임교사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경

우, 셋째, 초등교사로서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심리상담을

받아보고자 하는 의도나 있는 경우, 넷째,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

련하여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지 않은 경우, 이상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

하는 참여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였다.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단계 참여자 첫 번째 선정기준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로 국한하였다. 초등교사는 업

무 특성 상 학생과 학부모와의 상호작용 사이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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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경험하는데(Chaplian, 2008; 안선희, 김지은, 2007; Coulter &

Abney; 2009) 선행연구에서는 비 담임교사보다 담임교사가 높은 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다(박혜경, 2004; 전호성, 2003). 초

등학교에서 비 담임교사의 경우 담당 학급이 없으므로 학부모와의 상호

작용 및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

에서 담임교사가 아닌 비 담임교사는 배제하는 것이 적합하였다. 더불어,

비 담임교사는 교사 1인이 다수 개의 과목을 한꺼번에 가르친다는 초등

학교급 교사의 독자적인 특성보다는, 교사 1인이 한 개의 지정과목을 가

르치는 중·고등학교급 교사의 특성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점에서 본 연

구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배제하였다. 이에 비 담임교사들을

제외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선정기준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를 선정하였

다. 경력 1년 차 교사를 주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송주진, 2009; 김송

이, 2015)에 따르면, 1년차 교사들과 3년 차 교사와 발달단계 및 관심사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으며(송주진, 2009), 1년차 교사

들과 5-7년차 교사들의 교수 효능감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

다(김송이, 2015)). 또한 교사의 발달단계를 교직 경력에 따라 생존기, 적

응기, 성숙기, 원숙기 등으로 나눈 선행 연구(김병찬, 2007)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1년 차 교사들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는 학교 본연의 직무스

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직업군에 처음 입문하여 경

험하는 시행착오와 환경에의 적응의 이슈가 더 크게 기인한다고 판단되

기 때문에(김병찬, 2007) 생존기를 지나가고 있는 경력 1년차 교사들을

연구 참여자에게서 배제하고 경력 2년차 이상의 교사들을 모집하였다.

세 번째 선정기준으로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

한하여 심리상담을 받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를 선정하였다. 상

담 추구 의도라는 용어가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연구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 측정방안에 대한 일반화된 지침이 없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 추구 의도’ 측정방안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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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참여자들의 상담 추구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모집 사전 스크리닝을 할 때 참여자들에게 “초등교사로서 직무스

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심리상담을 받으러 갈 의도가 있으신가요?”라고 묻

고, 0점에서 3점 사이의 4점 척도의 자기 보고식 척도로 답해달라고 부탁

하였다. 상담을 받을 의도가 전혀 없음을 뜻하는 0점을 선택한 참여자들

을 연구 참여자에게서 배제하고 1점(약간 있음)에서 3점(매우 있음) 사이

의 점수를 선택하면 연구 대상자로 채택하였다. 상담 추구 의도를 측정하

기 위해 이같이 4점 척도를 활용한 것은 ‘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Fishbein

and Ajzen(1975)의 척도에서 0점에서 3점 사이의 4점 척도를 사용한 것

에서도 나타나 있으며, 상담 추구 의도가 파생된 개념인 ‘전문적 도움추

구 의도’를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Cash, Begley, McCown and

Wise(1975)의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척도(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ventory ISCI; Cash et al. 1975) 6점 리커르트 점수를 우리나라에서 신

연희와 안현의(2005)가 4점 Likert 척도로 번안해서 사용한 척도가 “전문

적인 상담을 받으러 갈 의도의 정도를 1점 ‘절대 아니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답하는 것에서도 제시되어 있다.

네 번째 선정기준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지 않은 경우를 선정하였다. 즉 초등교사로서 직무 스트레

스를 경험한 후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실

제로 상담 추구 행동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실

제 상담 추구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느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1) 교사들이 받아볼 수 있는 상담의 종류를 정의내리고, 2) 상담

에서의 주 호소문제를 한정지어서 제시하였다. 첫째로, 교사들이 받아볼

수 있는 상담의 종류로는 단회 상담, 장기 상담, 집단상담 등 모든 종류

의 상담을 포함한다. 단, 상담 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히 심리검사를 실시

하고 검사에 대한 해석을 받은 것은 상담을 받은 것이라고 보지 않기로

하고 배제하였다. 둘째로, 상담의 주 호소 문제는 ‘초등교사로서 직업 환

경에서 나타나는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였을 때만으로 국한하고, 가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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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성격 문제 연애 문제 등 초등교사 직무스트레스와 무관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다.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최종 선정

위의 기준을 종합하여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를 최종

적으로 선정한 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표집을 위한 선정기준

본 연구의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는 자발적인 방식과

추천에 의한 방식에 의해 선정되었다. 먼저, 자발적인 방식으로는 1차로

연구자가 교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고문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를 모집하는 글은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 심의위원회의 연구 승인

일인 2021년 8월 23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 모집하였다(연구 승인번

호: IRB No. 2108/003-013). 참여자 모집의 글에는 본 연구의 목적, 기밀

유지에 대한 서약, 본 연구를 참여했을 시의 소정의 답례 보상에 대한 안

내가 포함되었으며, 면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

해서도 미리 고지하였다. 참여자 모집의 글은 <부록 1>에 첨부하였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연구자의 동료 교사,

선배 교사, 후배 교사, 이미 면접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통

화와 문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30여 명의 초등교사들이 연구 참여자로 신청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신청한 경우, 사전에 전화 스크리닝 작업을 통해 희망자가 연구 참여자

(1)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2) 담임교사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3) 심리상담을 받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4)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상담을 실제 받아보지 않은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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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자 대상에 포함

된 참여자는 18명이었으며, 개인 면담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부

록 2>와 같이 연구 참여자 및 연구자용 설명문과 동의서를 2부 받아, 연

구자와 참여자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하였다.

<표 6>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N=18)

연구에 참여한 초등 담임교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성별은 남자가 5명, 여자가 13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36세였

다. 이들의 근무지역은 서울이 6명, 경기가 10명, 대전이 2명이었다. 이들

의 담임 경력은 2년 이상 5년 미만이 6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명, 10

년 이상 15년 미만이 4명, 15년 이상이 3명으로, 평균 담임교사 경력이

8.4년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6>에

제시하였다.

내용 사례수

성별
남 5명

여 13명

연령

20대 6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2명

담임 경력

5년 미만 6명

5년 이상 10년 미만 5명

10년 이상 15년 미만 4명

15년 이상 3명

근무지역

서울 6명

경기 10명

대전 2명

출신 교대

서울 2명

경인 6명

공주 3명

광주 1명

춘천 1명

전주 1명

대구 3명

이화여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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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점질문 개발 참여자

초점질문 개발과정에서는 총 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먼저 1

명은 상담 전공 현직 교수로 다수의 개념도 연구를 수행 및 심사하였다.

1명은 박사논문을 개념도 연구로 한 상담 전공 현직 교수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개념도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으며 상담 1급 전문가이다. 1

명은 연구자 본인으로 상담 전공 석사 과정생이며 초등교사 담임 경험이

있는 현직교사이다. 이들은 연구자가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고찰하여 선

정한 3개의 초점질문 예시안을 적절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평

가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의 형태로 제시되도록 피드

백하였다.

3. 아이디어 진술문의 종합·편집 및 적절성 평가 참여자

아이디어 진술문의 종합·편집과정 참여자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2명이었다. 연구자를 제외한 아이디어 종합 편집 참여자는 상담 전공

박사 졸업자로, 개념도 연구를 활용하여 논문 투고 경험하고 있었으며

상담심리사 자격증 1급 보유자였다.

적절성 평가를 수행하는전문가 평정 과정은 해당 64개의 진술

문이 초등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으로서 적절한지, 중복되

거나 진술문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이었다. 이 평정 과정에서 아이디

어 생성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문가 5명과 아이디어 생성을

위해 면접에 참여한 3인이 포함되었다.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던 5인의

전문가 평정 참여자는 상담 전공 교수 2인, 박사 2인, 박사 수료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2명은 초등 현직교사 출신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

은 40세였고, 평균 상담 경력은 10년이었다. 면접에 참여한 3인의 전문가

평정 참여자는 초등교사들이었으며, 평균 연령이 30세, 평균 교직 경력은

7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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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디어 진술문의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연구 참여자

아이디어 진술문의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에는 인터뷰에

참여하였던 참여자 중 15명이 참여하였다. 3명은 개인 사정으로 연구자

가 요청한 기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정의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2.4세였

으며, 남자가 4명, 여자가 11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초등학교에

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초등교사로서 이들의 교직 경력은 평균 7.2 년이

었다. 이들의 현재 소속 초등학교는 서울 6명, 경기 10명, 대전 2명 비교

적 수도권지역이 교사들을 연구 평정에 참여하였다.

제 3 절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초등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에 대한 장애요인을 탐

색하기 위하여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을 활용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은 개념도 연구 과정을 크게 ①개념도를 위한 준비, ②아

이디어 산출, ③아이디어 종합 및 산출을 통한 진술문(statements)의 구

조화, ④아이디어 진술문 분류 및 평정, ⑤개념도 분석, ⑥개념도 해석의

6단계로 정리하였다(민경화, 최윤정, 2007).

본 6단계는 절차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절차를 거친다. 첫째, 초

등교사들을 인터뷰하여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을 수집

하고, 인식된 자료를 코딩, 종합, 축약,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둘

째, 연구자와 초등교사들이 함께 비구조화된 분류 작업을 통해 유사한

개념들을 묶고 생각과 경험을 범주화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

이렇게 분류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차원척도법과 군집 분석을 통해 통계

적 분석을 시행하고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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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연구 과정을 요약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개념도 방법 연구 절차 6단계

1단계: 개념도 준비 단계

- 문헌 고찰을 통한 초점질문 예시 만들기

- 예비 연구를 통해 초점질문에 대한 아이디어 진술문 수집

- 연구 참여자 선정하기

- 동의서 및 인터뷰 안내문 제작하기

⇓

2단계: 아이디어 산출 단계

-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 초등교사 18명 참여. 

⇓

3단계: 아이디어 진술문 종합 및 편집 단계

- 산출된 아이디어 진술문 중 의미가 모호하거나 너무 개인적이거나 

혹은 중복되는 진술문을 제외.

- 기초진술문을 추출한 후 종합 및 편집, 전문가 평정 후 수정하여 

최종 진술문 개수를 도출. 

⇓

4단계: 최종 아이디어 진술문 분류 및 평정 단계

- 연구 참여자의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 초등교사 15명 참여. 

⇓

5단계: 개념도 분석 단계

- 다차원척도법(MDS)과 군집 분석 통계 실시하여 주요 차원의 수

   와 군집 수 결정. 

⇓

6단계: 개념도 해석 단계

- 차원의 내용 해석 및 도출된 개념도를 활용하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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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도 준비 단계

첫 번째 단계는 개념도를 시작하기 전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준

비 단계로, 초점질문을 만들고 연구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에 관한 문헌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초등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경험을 자료로

하여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에 이르는 경로에 대해 귀납적으로 접근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초등교사들에게 단편적인 나열식 정보가 아닌,

교직이라는 환경 특수적 요인과 특별히 초등학교급의 담임교사로서의 개

별 특수적 요인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초점질문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길라잡이 질문들을 초점질문들과

함께 제시하였다. 개발된 길라잡이 질문과 초점질문 예시안 및 최종 선

정된 초점질문은 <그림 4>와 같다.

길라잡이 질문

1. 초등교사로서 직무스트레스나 소진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2. 중등이나 고등 학교급의 교사들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로서 특히 많이 경

험한 직무스트레스나 소진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평소 직무스트레스나 소진을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4. 선생님이 생각하는 심리상담이란 무엇인가요?

5. 직무스트레스나 소진을 대처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아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

초점질문 예시안

1. 초등교사로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어떤 이유/ 장애요인 

때문입니까? 

2. 초등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평소 해소하는 방안으로 심리 상담

을 고려해보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초등교사로서 심리 상담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며, 그 기대가 

충족될 것 같지 않다면 어떤 이유/ 장애요인 때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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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초점질문 개발과정 및 내용

초점질문 개발 참여자인 상담 전공 전문가 3인에게 타당성과 적

절성을 검토받았다. 초점질문 검토기준은 은혜경(2010)이 사용한 기준을

이윤희(2015)가 적용한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적절성 평가에 활용한 세

가지 기준은, 1) 초등교사들이 인식하는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응답을 자유롭게 도출해낼 수 있는 정도, 2) 평가하거나 검

열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3) 문항을 빠르

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가 그것이었다.

예비 연구에 참여한 5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준비된 초점질

문을 던지고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 위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 참

여자인 초등교사들과 3인의 개념도 연구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았다. 예

비 연구에서 초점질문을 사용하여 인터뷰를 해본 결과, 초점질문만 제공

하는 경우 명확히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길라잡이 질문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초점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받

은 피드백들을 종합하여 상담 전공 교수 2인과 논의한 결과 [그림 3]에

제시된 것과 같은 길라잡이 질문과 초점질문을 구성하였다.

2. 아이디어 산출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진술문을 산출하는 단계로서 초등교사

들의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진술문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아이디

⇓

최종적으로 선정된 초점 질문

초등교사로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면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

비스를 이용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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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모집한 18명의 초등교사들과 일대일 면접

을 실시하였다. 실시하기 전에 참여한 초등교사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의 목적과 면담 취지를 소개하고, 길라잡이 질문과 초점질문에 대해 안

내하였다.

초등교사들이 인식한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을 실질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초등교사들이 자신의 교직 경험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연구자가 최대한 참여자의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개별면접을 진행하였다. 총 18명의 초등교사가 참여하였고, 면접은 조용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면접 내용은 사전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다.

연구자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진행하였고 초등교

사들이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떠올릴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였다.

면접 과정에서 길라잡이 질문과 초점질문을 제공하였고, 면접하는 과정

에서 연구 초점을 명료화하고, 연구대상자와 연구자가 질문과 답변에 대

해 상호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적하였다. 연구자가 면접을 진행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세 가지 질문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 질문과 답

변을 받음으로써 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

내는 것이었다.

아이디어 진술문을 도출해내기 위한 첫 번째 질문으로 “초등교사

로서 직무스트레스나 소진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라는 길라잡이 질

문을 던짐으로써 교사들의 각기 다른 교직에서의 스트레스 경험을 충분

히 듣고 교사들이 그 당시의 직무스트레스 상황 속에서의 감정과 생각이

활성화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도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이같

은 직무스트레스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보통 어떤 해소책을 활용

하였는지?, 그 해결책이 충분하였는지?”를 물어서 교사들의 답변을 요구

했다. 해당 질문의 목적은 교사들이 평소 직무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

는지 대처법을 파악하고, 그중에서 상담 추구 행동 등의 적극적 대처방안

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마지막 질문으로 “직무스트레

스에 대한 해소책으로서 전문 상담을 시도해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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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교사로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에

도 상담받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순으

로 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려 하였다.

50-70분 간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초등교사들이 연구 목적과 취

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제공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최소 5개에서 최대 16개 사이의 아이디어

를 산출하였으며, 수집된 아이디어 진술문은 총 170개였다.

3. 아이디어 진술문 종합 및 편집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진술문을 종합(idea synthesis)하고 편

집(idea editting)하는 단계이다. Trochim(1989)는 종합 단계의 중요성을

몹시 강조하였는데, 본 단계를 잘 수행해야 다음의 두 가지 목표가 성취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단계의 첫 번째 목표는 전체적인 연구의 맥락과

관련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구 주제에 독특한(unique) 아이디어 목록을 얻

는 것이며, 두 번째 목표는 본 연구의 데이터를 추후 읽고 사용할 모든 관

련자에게 명확성과 이해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성

공적인 연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목표이기에 Trochim은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Trochim(1989)는 아이디어를 종합 편집할 때 유의할 점으로, 각각의

진술문이 정확히 하나의 아이디어를 포함해야 하며, 전체적인 주제 맥락에

서 벗어나지 않게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사

전 관련 없는 진술은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Trochim(1989)이 아이디어 진술문 종합 단계에 대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브레이밍스토밍 된 초등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에 대

한 진술문을 분석하여 명확한 의미를 지닌 진술문들으로 축약하여 최종

진술문의 수와 최종 목록을 결정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은 진술문을 종합하고 편집하는 순서를

간단히 설명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3단계로 제시할 수 있다. 1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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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브레인스토밍한 아이디어를 묶고 줄여나가는 단계인데, 구체

적으로 핵심어(keywords), 주제(topics), 개념적 영역(conceptual areas)에

따라 아이디어를 묶을 수 있다(Trochim, 2007). 1단계에서는 핵심어, 주

제, 개념적 영역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일대일 개별면접 브레인스토밍

에서 산출된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도출하여 기초진술문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아이디어 선택 단계로, 종합팀이 아이디어 기초진술문

을 가지고 대표진술문으로 묶이는 묶음 안에 유지시킬지 혹은 다른 대표

진술문 묶음으로 이동시키지를 고민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아이디어 편

집 단계로, 전문가 평정 과정을 거쳐 전문가들께 얻은 피드백을 기반으

로 원래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진술문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성(clarity)을 높이기 위해 문장

을 세심하게 다듬고 편집하는 관계이다. 이 명료화 단계에서는 한 문장

에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면 문장을 둘로 쪼개는 작업도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진술문 추출 과정은 하단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진술문 종합 및 편집 과정(Kane & Trochim, 2007)

1단계. 기초진술문 형성(아이디어 조직)

핵심어(keywords), 주제(topic), 개념적 영역(conceptual area)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조직(그룹화)

⇓

2단계. 대표 진술문 형성(아이디어 선택)

비슷한 기초 진술문끼리 묶고, 대표진술문으로 대표 되는 하나의 묶음 안에 

해당 기초 진술문을 선택하여 포함시킬지를 합의

⇓

3단계. 대표진술문 명료화(용어 및 주제의 명료화)

- 참여자의 아이디어 원본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에서, 대표진술문이 연구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검토

- 하나의 진술문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개념이 혼재하고 있다면 

하나의 진술문을 쪼개서 두 개의 진술문으로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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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문 종합 편집과정 1단계에서는 연구자가 1차 면담 내용을 축

어록으로 작성하고 엑셀 파일에 코딩하여 기록한 후, 기 진술문을 추출하

였다. 가장 먼저 연구자가 주제(topic)와 개념적 영역(conceptual area) 개

념적 차원에서 의미 단위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진술문을 1차적으로 묶

어내는(grouping) 작업을 수행하였다. 국내의 기존 개념도 연구들은 오랫

동안 핵심어(keyword) 방법만을 활용하여 핵심어를 형광펜 혹은 밑줄을

이용하여 표시한 후에 같은 핵심어가 겹치는 진술문끼리를 유사하다고 종

합 및 편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김지연, 박알뜨리, 2019; 이윤희, 2015, 허

수진, 오인수, 2018), 최근 중년기의 자기 이해에 대한 개념도 연구를 한

최규하(2019)의 연구는 주제(topic)와 핵심어 방법(keyword)을 함께 활용

하여 아이디어 진술문을 종합 편집하였고, 자살 위기 상담 개입을 최초로

연구한 박애실(2020)의 연구는 기초진술문을 종합하고 편집하는 방안으로

개념적 영역(conceptual area)에 기초하여 종합 및 편집 단계를 진행하는

등 아이디어 진술문 종합 편집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진술문들을 종합 및 편집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주제(topic)에 기초하여 대주제와 중주제로 분류한 이후에 2차적으로 의미

단위로 유사한 진술문끼리 개념적 영역(conceptual area)에 따라 종합 및

편집하는 두 단계에 거처 아이디어 진술문을 종합 편집하였다.

먼저 진술문 종합 편집과정 1단계에서 1차로 `주제(topic)단위로

분류 작업을 할 때 먼저 대주제로 ‘‘정보 부족’, ‘자기 이해 부족’. ‘효과성

에 대한 의심’, ‘상담사 신뢰 부족’, ‘심리적 접근성’, ‘대안책 존재’ 등의 대

주제를 크게 잡아 분류하였다. 이어서 각 대주제를 더 세분화하는 중주제

로 분류하였다. ‘정보 부족’이라는 대주제를 예로 들었을 때, 해당 대주제

에 대한 중주제로서 ‘상담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상담 신청 방법에 대

한 정보 부족’, ‘상담에 대해 학습한 적이 없음’ 등의 중주제를 부여하였다.

이어서 2차로 개념적 영역에 따라 이같이 대주제와 중주제가 부

여된 진술문들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종합 분류 작업을 한 번 더 수행하였

다. 예를 들어,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상담 기관의 신뢰도가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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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없다.’, ‘상담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

다.’, ‘상담전문가를 만나려면 어디에다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몰랐다’, ‘대

학의 학생 상담센터처럼 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

다.’와 같이 상담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호소하는 장애요인 기초진

술문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 대표진술문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는

하단의 <표 7>에 보다 자세히 제시하였다.

<표 7> 개념적 영역에 따른 진술문 축약 과정

진술문 종합 편집과정 2단계에서는 종합팀 2인이 모여, 해당 진술

문이 초등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으로서 적절한지, 기초진술문

기초진술문 대표진술문

1-7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사 대상 상담 기관이 홍보가
덜 되어서 정보가 없다.
1-8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상담 기관의 신뢰도가
알려져 있는 바가 없다.
2-6 단순히 신청 절차뿐만 아니라 상담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
4-1 상담전문가를 만나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하는지 몰랐다.
4-5 학교나 교육청 측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라고. 안내가 있으면은
알고 신청을 해볼 텐데. 안내가 전혀 없다.
8-1 대학의 학생 상담 센터처럼, 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다.
8-2 인지도 있는 상담 기관이 어딘지 모르겠어서
가기가 어렵다.
12-6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상담 기관의
홍보가 부족하다.

16. 교사들이 갈 수 있는 상담 기
관이 어디인지, 어디가 좋은 기관
인지 모르겠다.

8-9 상담을 해주시는 상담사가 전·현직 교사가
아니라면 학교의 문제를 너무 사소하게 생각할 것
같다.
10-10 학교에 대해서 잘 아는 상담 선생님일까 하는
의심이 든다.
13-8 학교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영역의 문제들은
상담사에게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14-1 업무적 영역에 있어서 상담사가 아는 바가 적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14-5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적 상담 기관에서 더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
14-7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외부 상담사에게
이해시켜야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번거롭다.

36. 전·현직 교사 출신이 아닌
외부 상담사는 학교 내부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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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목록을 해당 묶음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혹은 다른 묶음으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진술문 종합 편집과정 3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아이디어 원

본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대표진술문의 명료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명료화 방안은 1) 단어가 명료하지 않은 용어를 의미를 살리

는 방향으로 명료화하거나 2) 비슷한 의미의 대표진술문이 있다면 통합하

거나, 3) 하나의 대표진술문에 두 개 이상의 개념이 혼재할 때 둘로 분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상담이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와

‘문제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공감만 해줄 것 같다.’ 라는 두

개의 진술문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용어를 명료화하기 위하여 ‘문제해결책’

이라는 용어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두 진술문의

의미를 모두 살릴 방안을 연구팀이 고민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상담에 가면 공감 등 정서적 지지만 해줄 것 같다.’

라는 문장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주변 동료 교사들이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공

유하지 않아서 정보가 없다.’ 라는 진술문에서 ‘정보가 없다’가 원문 축어

록에서의 교사들의 감정선을 살리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정보가 없다’를

‘선뜻 가기 꺼려진다’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더불어, ‘상담을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첫 상담의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진술문이 본 진술문과

의미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연구팀이 판단하여 진입장벽의 의미를 살

릴 수 있도록 본 진술문에 ‘내가 먼저’를 추가하였다. 이에 진술문이 ‘주

변 동료 교사들이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공유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선뜻 가기 꺼려진다.’라는 진술문으로 최종 도출되었다.

진술문 종합편집과정 3단계에서는 5인의 전문가들이 대표진술문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자는 전문가들에게 대표진술문의 의미가 명확

히 전달되고 있는지, 중복되는 진술문은 없는지, 불필요하여 삭제되어야

할 진술문은 없는지, 그 외에 기타 의견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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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고 부탁하였다. 연구자와 종합팀은 전문가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과 논의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최

종 진술문 52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4. 최종 아이디어 진술문 분류 및 평정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진술문을 분류 및 평정하는 단계로서

최종 선정된 총 52개의 아이디어 진술문에 대하여 유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한 뒤 각 진술문의 중요도를 연구 참여자인 초등교사들이 평정하는

단계이다.

최종 도출된 52개의 진술문의 유사성 분류를 위해 초등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 진술문을 산출했던 연구 참여자 18명 중 개

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3명을 제외한 초등교사 15명이 참여하였

다. 52개의 최종 진술문을 카드(10cm x 4.5cm)로 제작한 뒤 연구 참여

자들에게 보여주고 카드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기 설명하였다.

분류 시 기준은 유사한 진술문끼리 분류하며 그룹의 개수는 상관없으나

하나의 진술문 카드가 하나의 그룹으로만 분류되어서는 안 되고 그 반대

로 진술문의 수만큼 분류되어서도 안된다(Kane & Trochim, 2006, 민경

화, 최윤정, 2007)는 점이다. 또한 한 개의 진술문 카드가 중복되어서 분

류되어서도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Kane & Trochim, 2006). 그

뒤 연구 참여자들 각자에게 분류된 카드 진술문 내용을 정독해서 읽고

해당 그룹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명칭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진술문 분류 시간은 약 40분∼60분이 소요되었다.

진술문 분류가 끝난 뒤 진술문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정

과정을 실시하였다. 초등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의 진술문을 개

제시하고 중요도를 Likert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진술문

1점, 가장 중요한 진술문은 7점으로 평정하게 하였다. 본 평정 작업은 초등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약 20분∼30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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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념도 분석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진술문을 산출하는 단계로서 초등교사

연구 참여자들의 중요도 평정 및 유사성 분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

여 초등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차원과 개념도, 군집

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로 15명의 유사

성 평정 참여자가 각 진술문끼리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정한 자료를 바탕

으로 유사성 행렬 표를 만들었다. 다른 집단으로 묶인 진술문은 0, 같은

집단으로 묶인 진술문은 1로 코딩하여 개인별 유사성 행렬 표가 전체 대

상으로 합산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사성 행렬 표를 가지고 다차원분

석(MDS)을 하기 위해 비 유사성 행렬 표를 제작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는 SPSS 22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LSCAL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도출된 2차원 상의 좌표값을 가지

고 Ward방식의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하위군집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연결법과 중심 연결법에

의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두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Ward 방식의 군집분석 결과가 본 연구 결과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Ward방식을 기반으로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6. 개념도 해석 단계

여섯 번째 단계는 다차원척도, 진술문 목록, 군집을 이용하여 초등

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에서 나타난 차원에 따른 위치, 진술문의 내용과, 중

요도와 군집명을 활용하여 초등교사들의 추후 상담 이용을 위한 제언점으

로 논의하였다.



- 47 -

제 4 절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1. 타당도 확보를 위한 노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진술문들의 진술 타당도(testimonial 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1차 면담 결과를 전사하여 생성한 축어록과, 축

어록으로부터 도출된 기초진술문을 보여주고,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다

르게 표현된 기초진술문이 있다면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

서 연구 참여자가 제시했던 의미를 잘 살려내지 못했던 3개의 진술문이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의 피드백 결과로 ‘국가 차원의 무료

상담이 초등교원의 전체 인원수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진

술문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상담 서비스가 초등교원의 전체 인원수를 감

당하기에는 부족해서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진술문으로

수정되었다.

둘째, 진술문을 추출할 때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연구

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최종 진술문의 유

사성 분류 작업을 할 때 연구자들에게 분류한 각 범주에 대한 명칭을 부

여해달라고 요청하여 최종 군집 명을 설정할 때 연구 참여자들이 의견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군집 1의 명칭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부여한 명칭

인 ‘상담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과 정보와 홍보의 부족’ , ‘상담에 대한

지식의 부족 - 접근방법에 대한 지식’, ‘학교 상담 서비스의 부재’ 등의

명칭을 반영하여 최종 명칭을 ‘정보와 기회의 부족’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군집 분석 결과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거

리 기반으로 군집을 분류하는 Ward 연결법만 단독 사용하지 않고 평균 연

결법과 중심연결법을 함께 실시하였다. 평균 연결법과 중심연결법의 군집

분석 결과를 Ward 연결법과 비교하여 하위군집을 형성하고 군집의 적절성

을 확인하였다. 이는 4. 연구 결과의 군집 분석 결과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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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 확보를 위한 노력

국내의 상담심리 분야의 개념도 연구 방법에 관해 메타분석 연구

를 수행한 최윤정(2019)에 따르면, 해외의 개념도 연구들에는 연구 참여

자가 분류한 유사성 행렬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도가 제시(Rosas &

Kane, 2012)된 반면에, 2019년까지의 국내의 개념도 연구들에는 신뢰도가

보고한 바가 전무하다고 하였다. 이에 최윤정(2019)는 향후 국내의 개념

도 연구에서도 활용 가능한 4가지 신뢰도 계수(       ) 중 적

어도 하나를 제시하여 개념도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제언을 참고하여, 상담자의 옹

호 활동에 관한 개념도 연구를 수행한 김민정과 최한나(2021)는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집단을 홀수 집단

과 짝수 집단 두 집단으로 나누어 유사성 행렬표(GSM)의 반분 신뢰도

(split-half reliability)를 제시하였고( ), 두 번째 방법으로 두 집단의

스트레스 지수를 비교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문항 내적 합치도를 확

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상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번호를 기준으로 짝수 집단과 홀수 집단으

로 나눠 두 집단의 유사성 행렬표(GSM)를 가지고 반분 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를 계산하였다. 짝수 참여자(N=7)와 홀수 참여자(N=8)의 GSM

상관은 .751(p<.0001)이며, Spearman-Brown 공식으로 교정한 값은 .858

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번호를 짝수 집단과 홀수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스트레스 지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짝수 집단 참여자의 스트

레스 지수는 0.325, 홀수 집단 참여자의 스트레스 지수는 0.331로, 홀수

집단과 짝수 집단의 스트레스 값이 모두 0.205 –0.365 범위의 스트레스

값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를 평정한 자료를 토대

로 문항 내적 합치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s α는 .78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0.60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본

결과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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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초등교사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의 내용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을 탐색하기 위

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의도가 있으나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지 않은

담임 경력 2년 이상의 초등교사 1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하였다. 이

들이 보고한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초등교사들 상담을 추구하나 실행하지

못하는,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1차 면담자료 축어록에서 최초 170개로 정리되었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의 기초진술문을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종합하고 편집하였다. 연구차가 1차로 개념적 영역(conceptual

area)에 따라 진술문들을 분류하여 묶어보았고, 각 묶음이 적절한지 종

합팀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묶음을 대표하는 대표진술문을 선정하였

다. 진술문을 1차로 종합하고 편집한 결과 65개의 대표진술문으로 축약

되었다.

이어 65개의 진술문에 대해 5명의 전문가와 3인의 연구 참여자

가 적절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을 통해 초등교사들

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 요인의 대한 아이디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최대한 모든 측면을 포함하면서도 다수의 초등교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적절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팀

이 최종 종합하고 편집한 결과 초등교사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 52

개의 최종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최종 진술문은 하단의 <표 8>에 기술

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록 10>에는 최종 진술문의 도출된 과정을 더욱

상세히 나타내기 위하여, 최종 진술문으로 가공되기 이전 단계인 기초진

술문들과 기초진술문들이 종합, 편집되어 도출된 최종 진술문을 함께 기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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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초등교사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 최종 진술문

번

호
초등교사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

1
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상담에 가면 공감
등 정서적 지지만 해줄 것 같다.

2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상담은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3
학교 상담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주로 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은 거의 하지 않는다.

4
학교 상담사의 역할(학생에 대한 자문만 구할 수 있는지, 또는 교사
본인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는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5
학교 상담사가 학교당 1명도 배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학교에서
상담을 받기 어렵다.

6
학교 상담사는 학급 경영 경험이 없으므로 학급에서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7
학교 상담사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사라는 점에서 허심탄회하게 내
문제를 상담받기 꺼려진다.

8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문제는 사건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종결되는
문제이기에 내가 상담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9
자기 발전을 위해 자청한 추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나의 선택의
문제지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0
이번 해만 지나면 괜찮겠지, 다른 학교로 전보 쓰면 괜찮겠지, 하며
버티고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11
교직 내 인식(애쓰지 마라, 적당히 해라, 애들 바뀌지 않는다)을
받아들여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12 상담보다는 나의 교육적 접근법을 바꾸는 방법을 일차적으로 생각한다.

13
국가에서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가 초등교사 전체 인원수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14
교육청에서 집단 강연, 심리 교육, 연수는 제공하지만 1대 1 상담은 거의
제공하지 않아서 상담을 받을 기회가 적다.

15
주변 동료 교사들이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공유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선뜻 상담을 받으러 가기가 꺼려진다.

16
교사들이 갈 수 있는 상담 기관이 어디인지, 어디가 좋은 기관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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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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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어떤 경로로 상담을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나 방법을 모르겠다.

18
교사들도 교직에 나갔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교대에서) 배우지 못했다.

19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나를 스스로 돌볼 여유가 없다.

20
이 정도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담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

21
문제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여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22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과 달리, 상담은 뭔가 대단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 같다.

23
우리나라에 아직 상담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상담이라는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24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가 나를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라고 여길까봐
상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25
학부모들이 '상담받는 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되나'라고 생각할까
봐 상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26
상담을 받으러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상담받는 시간을 따로 할애하는
여유가 없을 것 같다.

27
다른 우선순위(자녀 양육, 부모 부양) 에 밀려 상담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28
상담에 가기보다는 친한 선생님, 부장님, 교감, 교장 선생님 등 학교 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한다.

29 휴직, 연수, 승진 등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외 대안을 이용한다.

30
상담에 가기보다는 친구와 수다, 운동, 여가 등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31 상담에 가기보다는 한약과 양약 등 약물 복용을 통해 심신을 치료한다.

32
상담을 하게 되면 힘들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거나, 나의 부족한 점을
보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다.

33 상담사는 모르는 사람인데 나의 힘든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34
상담사가 편견으로 나를 평가하는 눈으로 바라볼까 봐 상담에 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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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담사가 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지 전문성/능력이 의심스럽다.

36
전·현직 교사 출신이 아닌 외부 상담사는 학교 내부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37 상담에서 어떤 영역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38
상담에서는 답을 그냥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찾게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39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상담을 받으러 갈 수준인지 진단기준을
모르겠다.

40
교사직을 그만두어야겠다 정도, 혹은 직업을 바꿔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담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41
미디어에 알려진 상담 비용이 회기 당 50 만원 정도로 비용이 과도하게
비쌀 것 같아서 상담에 가기 어렵다.

42 정신과처럼 진료기록이 남을 것 같아서 상담에 가기 어렵다.

43
병가나 휴직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데 정신과가 아닌 상담센터는
진단서를 주지 않는다.

44
학생을 데리고 방문했던 상담 기관의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태도에
실망한 적이 있어서 상담 기관이 못 미덥다.

45
교사라면 심리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사회에서
기대하는데, 상담을 받으면 이 같은 역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46
교사는 수업, 생활지도, 업무에서 완벽하기를 요구받는데, 상담을 받으면
이러한 역량들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47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받는 것이 "나 힘들어요"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처럼 느껴진다.

48
초임 때에는 누구나 다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고
상담을 찾지 않는다.

49
연차가 쌓이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상담을 찾지 않는다.

50
고용 안정성이라는 특성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해고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찾지 않는다.

51
상담을 통해 학생, 동료, 학부모 관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승진에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다.

52
실제로 변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은 개인 의지의 문제이지 타인(상담사)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담을 찾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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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초등교사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에 대한 인

식의 차원과 군집

1. 초등교사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원

초등교사들이 어떠한 차원에 따라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 면접에 참여한 초등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초등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

동 장애요인 목록에 대한 유사도 평정을 시행하였다. 유사도 평정에 참

여한 초등교사들에게 최종 진술문 52개의 목록을 제시하고, 유사하다고

인식되는 진술문끼리 묶도록 하고 군집의 이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였

다. 이같은 방식으로 실시된 유사도 평정 자료를 비 유사성 행렬 표로

작성하여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차원의 수

초등교사들은 유사도 분류에서 52개의 진술문들을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M=7.2, SD=1.05). 이같이 분류된 결과를

집단 유사성 행렬을 형태로 만들고나서 다차원척도법으로 분석을 시행하

였다. 다차원척도 분석의 결과, 차원의 수에 따른 합치도(stress), 설명량

( ), 설명량 증가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표 9> 차원별 합치도 및 설명량

차원의 수 합치도(stress) 설명량( ) 설명량 증가

1차원 .57 .19 -

2차원 .33 .54 .35

3차원 .19 .77 .23

4차원 .14 .85 .08

5차원 .11 .90 .05

6차원 .08 .9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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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척도 분석에서 차원의 수는 합치도, 해석 가능성, 단순성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박광배, 2000). 합치도란 참여자

가 평정한 유사성 자료가 결과로 도출된 차원에서의 거리와 일치하는 정

도를 나타낸다. 합치도는 스트레스(Stress) 값으로 표현되며, 스트레스

값이 적을수록 합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e과 Trochim(2007)는

개념도 연구에서는 0.205 –0.365 범위의 스트레스 값이 적절한 범위라고

하였다.

Kruskal(1964)는 스트레스 플롯(stress plot)이 처음으로 크게 꺾

이는 지점(elbow)에서 차원의 수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

는데, 그 이유는 그 이상 차원의 수가 증가하여도 스트레스의 감소 즉,

합치도의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6] 차원에 따른 합치도 스트레스 플롯(Stress Plot)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도출된 차원의 수에 따른 합치도(stress)

를 살펴보면, 2차원까지 추출하였을 때 합치도는 .33( =.54), 3차원까

지 추출하였을 때 합치도는 .19( =.77), 4차원까지 추출하였을 때 합치

도는 .14( =.85), 5차원까지 추출하였을 때 합치도는 .11( =.90), 6차원

까지 추출하였을 때 합치도는 .08( =.93)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차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스트레스 플롯(plot)을 그리면, <그림 5>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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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플롯을 살펴보면 2차원에서 합치도 값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3

차원 이상의 수에서는 합치도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합치도를 제외하고 차원의 수와 차원의 의미를 결정하고 해석하

는 또다른 중요한 기준으로 해석 가능성과 단순성이 있다(Gnanadesikan

& Wilk, 1969).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차원은 다차원척도법의 결과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고, 연구자에게 자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는 않

기에, 많은학자들은 이차원 평면이 거의 언제나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

고 제안하는데(Everitt & Dunn, 1983; Schiffman et al., 1981, p.10;

Borg & Groenen, 1997; 박광배 2002), 그 이유는 이차원에 비해서 삼차

원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으나 많은 지각적인 왜곡이 생길 수 있

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추출된 진술문들을 2개의 차원과 3개의 차원에

공간에 배치하여 보았는데, 3개의 차원보다는 2개의 차원에서 보다 진술

문의 의미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고, 의미가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2개의

차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차원별 상담추구행동 장애요인의 분포 및 차원 해석

차원의 수를 2개로 정하였을 때, 각 차원의 좌표값을 나타낸 것

을 <부록 7>에 제시하였다. 각 차원에서 진술문의 위치를 2차원 공간에

제시하면 [그림 7]와 같이 나타난다.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에서 공간상에서 진술 문들이 서로 가까이

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참여자들에게서 비슷하게 인식되는 것을 의미

하며, 진술문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서로 다

르게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간상의 진술문의 거리는 참여자들의

인식 유사성에 반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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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차원분석결과 (1차원×2차원)

각 차원을 좌표값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원(X축)의 정적인 방향의 끝에 위치한 장애요인 진술문들은

다음과 같다.

§ 7. 학교 상담사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사라는 점에서 허심탄회하게

내 문제를 상담받기 꺼려진다. (좌표값: 1.53)

§ 6. 학교 상담사는 학급 경영 경험이 없으므로 학급에서의 문제에 대

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좌표값: 1.52)

§ 25. 학부모들이 '상담받는 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되나'라고

생각할까 봐 상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좌표값: 1.40)

§ 24.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가 나를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라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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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까봐 상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좌표값: 1.40)

§ 34. 상담사가 편견으로 나를 평가하는 눈으로 바라볼까 봐 상담에 가

기 어렵다. (좌표값: 1.36)

1차원(X축)의 부적인 방향의 끝에 위치한 장애요인 진술문들은

다음과 같다.

§ 21. 문제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

여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좌표값: -1.42)

§ 19.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볼 여

유가 없다. (좌표값: -1.30)

§ 10. 이번 해만 지나면 괜찮겠지, 다른 학교로 전보 쓰면 괜찮겠지, 하

며 버티고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좌표값: -1.25)

§ 50. 고용 안정성이라는 특성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해고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찾지 않는다. (좌표값: -1.16)

§ 39.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상담을 받으러 갈 수준인지 진단

기준을 모르겠다. (좌표값: -1.16)

§ 20. 이 정도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담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 (좌표값: -1.14)

위의 진술문의 내용과 위치를 모두 살펴보면, 1차원의 축 이름은

연구 참여자가 장애요인으로 염두하는 대상의 초점이 타인을 향해있는지

자신을 향해있는지와 같이 어느 곳에 향해있느냐와 관련된 진술문들로

구성되어 축 이름을 ‘초점 대상(the object of one’s focus)으로 명명하였

다. 먼저 1차원(X축)의 정적인 방향의 끝에는 ‘타인 초점(other-focused)’

의 장애요인이 기술되어 있다. 타인 초점 장애요인이란, 연구 참여자인

초등교사들이 장애요인을 떠올릴 때 시선의 초점이 타인에게 초점이 맞

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X축 정적 방향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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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하는 장애 인으로, 상담사의 전문성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타인들

의 시선에 대해 낙인을 두려워하는 등의 장애요인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초점을 염두하는 진술문들을 통

틀어 X축 정적 방향의 이름을 ‘타인 초점’으로 명명하였다. 반면, 1차원

(X축)의 부적인 방향 끝에는 ‘자기 초점(self-focused)’의 장애요인 기술

되어 있다. 자기 초점의 장애요인이란, 연구 참여자인 초등교사들이 장애

요인을 떠올릴 때 시선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X축 부족 방향에서 초등교사들은 상담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본인이 얼마나 소진되었는지 자각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자각하였더라도 자기가 얼마나 힘들어야 상담에

갈야할지를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등 자기 검열적 시선이 작용하고 있는

특성이 기술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관심과 초점을 염두하

는 진술문들을 통틀어 X축 부적 방향을 ‘자기 초점’으로 명명하였다. 결

론적으로 1차원의 축 이름은 ‘초점 대상(the object of one’s focus)이 되

었고, ‘타인 초점- 자기 초점’ 차원으로 기술하였다.

2차원(Y축)의 정적인 방향의 끝에 위치한 장애요인 진술문들은

다음과 같다.

§ 5. 학교 상담사가 학교당 1명도 배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학교에

서 상담을 받기 어렵다. (좌표값: 1.51)

§ 18. 교사들도 교직에 나갔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교대에서) 배우지 못했다. (좌표값: 1.45)

§ 4. 학교 상담사의 역할(학생에 대한 자문만 구할 수 있는지, 또는 교

사 본인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는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좌표

값: 1.44)

§ 3. 학교 상담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주로 하고, 교사를 대상

으로 한 상담은 거의 하지 않는다. (좌표값: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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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교육청에서 집단 강연, 심리 교육, 연수는 제공하지만 1대 1 상담

은 거의 제공하지 않아서 상담을 받을 기회가 적다. (좌표값: 1.42)

§ 17. 어떤 경로로 상담을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나 방법을 모르겠다.(좌

표값: 1.37)

2차원(Y축)의 부적인 방향의 끝에 위치한 장애요인 진술문들은

다음과 같다.

§ 9. 자기 발전을 위해 자청한 추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나의 선택

의 문제지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좌표값: -1.42)

§ 8.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문제는 사건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종결되

는 문제이기에 내가 상담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좌표값:

-1.34)

§ 52. 실제로 변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은 개인 의지의 문제이지 타인(상

담사)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담을 찾지 않는

다. (좌표값: -1.30)

§ 28. 상담에 가기보다는 친한 선생님, 부장님, 교감 선생님 등 학교 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한다. (좌표값: -1.27)

§ 29. 휴직, 연수, 승진 등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외 대안을 이용

한다.

위의 진술문의 내용과 위치를 모두 살펴보면, 2차원의 축 이름은

상담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및 자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혹은

상담의 기능이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와 같이 어떤 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인지와 관련된 진술문이기 때문에 ‘이해 부족 영역(Areas

in which one’s lack of understanding manifests)이라고 명명하였다. 위

의 진술문의 내용과 위치를 모두 살펴보면, 2차원(Y축)의 정적인 방향의

끝에는 ‘접근방법 및 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lack of understad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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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es and resources)’이 기술되어 있다. ‘접근방법 및 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이란 교사들이 어떤 상담 기관이 좋은 기관인지 알지 못하고,

상담 신청경로를 알지 못하는 등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거

나, 혹은 상담을 받고 싶어도 교사들을 위해 준비된 서비스 차원의 기회

가 부족한 점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보와 기회의 부족을 통틀어 Y

축 정적 방향의 이름을 ‘접근방법 및 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명명하

였다. 반면 2차원(Y축)의 부적인 방향 끝에는 ‘상담의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lack of undertanding on the function of counseling)’로 기술하였

다. 이때 상담의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이란, 상담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

구심을 품어 상담을 찾지 않거나, 행동의 변화는 결국에는 개인의 의지

에 의한 것이지 타인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신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상담에 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책을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함으

로써 가지 못하는 방안들도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담이 무엇이고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무지와 몰이해로부터 비롯

된 장애요인을 통틀어 Y축 부적 방향의 이름을 ‘상담의 기능에 대한 이

해부족’으로 명명하였다. 결론적으로 2차원의 축 이름은 ‘이해 부족 영역

(Areas in which lack of understanding manifests)이 되었고, ‘접근방법

및 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 - 상담의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2. 초등교사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에 대한 군집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장애요인으로 제

시한 52개의 진술문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군집 분석 실시

하였다. 우선은 52개의 진술문의 비 유사성 행렬에 대해 다차원 척도 분

석법으로 도출된 2차원의 좌표 값을 데이터로 하여 위계적 군집분석

(Ward 방법)을 실시하였다. Ward 방법은 거리 기반 자료를 사용하기 때

문에 개념도에 적합하다(Kane & Trochim, 2007). 이후에 Ward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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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하기 위해, 유사성 분류를 한 원자료를 이용하여 중심연결법과 평

균 연결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가. 좌표 값을 사용한 군집 분석 결과

초등교사들이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으로 제시한 52개의 진술

문을 다음과 같이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은 52개의 진술문의 비

유사성 행렬에 대해 다차원 척도 분석법으로 도출된 2차원의 좌표값을

데이터로 하여 위계적 군집 분석(Ward방법)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Gold과 Cook(2004)의 지침 두 가지를 따랐다. 가장 먼저

참여자들이 분류한 묶음의 수를 고려하였다.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

정을 참여한 15명의 초등 담임교사들은 군집을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개

의 범주로 분류하였다(M=7.2, SD=1.05). 두 번째 지침으로써 각 군집들

이 가진 개념의 명료성, 군집 내 분포한 진술문들의 유사성, 군집 간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군집 분석 타당화를 한 결과, 최종 4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최

종 개수가 결정된 군집의 이름을 결정할 때 유사성 분류 단계에서 초등

교사들이 직접 부여한 분류 기준과 분류했을 때 군집의 명칭을 최대한

참조하였다. 명명한 군집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정보 및 기회

의 부족’, 군집 2는 ‘자기 자각 및 자기 돌봄 부족’, 군집 3은 ‘도움 추구

에 소극적인 신념과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집 4는 ‘낙인에 대한 두

려움과 상담에 대한 낮은 신뢰’로 군집명을 명명하였다. 군집별 진술문은

<표 10>에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술은 제 5절 군집별

대표진술문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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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군집분석(Ward 방법)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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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좌표값으로 산출된 군집 및 군집별 진술문

초등교사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의 군집별 진술문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군집 1: 정보 및 기회의 부족(15문항)

16
교사들이 갈 수 있는 상담 기관이 어디인지, 어디가
좋은 기관인지 모르겠다.

17 어떤 경로로 상담을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나 방법을 모르겠다.

13
국가에서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상담서비스가 초등교사
전체 인원수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14
교육청에서 집단 강연, 심리 교육, 연수는 제공하지만 1대
1 상담은 거의 제공하지 않아서 상담받을 기회가 적다.

37 상담에서 어떤 영역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26
상담을 받으러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상담받는 시간을
따로 할애할 여유가 없을 것 같다.

27
다른 우선순위(자녀 양육, 부모부양)에 밀려 상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18
교사들도 교직에 나갔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교대에서)
배우지 못했다.

23
우리나라에 아직 상담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상담이라는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04
학교 상담사의 역할(학생에 대한 자문만 구할 수
있는지, 또는 교사 본인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는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05
학교 상담사가 학교 당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학교에서 상담을 받기 어렵다.

41
미디어에 알려진 상담 비용이 회기 당 50만원 정도로
비용이 과도하게 비쌀것 같아서 상담에 가기 어렵다.

43
병가나 휴직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데 정신과가 아닌
상담센터는 진단서를 주지 않는다.

03
학교 상담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주로 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은 거의 하지 않는다.

15
주변 동료 교사들이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공유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선뜻 상담을 받으러 가기가 꺼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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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의 군집별 진술문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군집 2: 자기 자각 및 자기 돌봄 부족(3문항)

19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없다.

21 문제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여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39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상담을 갈 수준인지
진단기준을 모르겠다.

군집 3: 도움 추구에 소극적인 신념과 태도(16문항)

n 상담 외 대안책의 활용(8문항)

09
자기 발전을 위해 자청한 추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나의 선택의 문제지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2
실제로 변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은 개인 의지의
문제이지 타인(상담사)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담을 찾지 않는다.

30 상담에 가기보다는 친구와 수다, 운동, 여가 등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31 상담에 가기보다는 한약과 양약 등 약물 복용을 통해
심신을 치료한다.

29 휴직, 연수, 승진 등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외
대안책을 이용한다.

12
상담보다는 나의 교육적 접근법을 바꾸는 방법을
1차적으로 생각한다.

08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문제는 사건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종결되는 문제이기에 내가 상담을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28 상담에 가기보다는 친한 선생님, 부장님, 교감선생님 등
학교 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한다.

n 소극적 대처가 가능한 교직 특수성(8문항)

11
교직 내 인식(애쓰지마라, 적당히해라, 애들 바뀌지
않는다)을 받아들여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40 교사직을 그만두어야겠다 정도, 혹은 직업을 바꿔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담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49
연차가 쌓이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서 상담을 찾지 않는다.

50
고용 안정성이라는 특성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해고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찾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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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의 군집별 진술문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51
상담을 통해 학생, 동료, 학부모 관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승진에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다.

10
이번 해만 지나면 괜찮겠지, 다른 학교로 전보 쓰면
괜찮겠지 하며 버티고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20
이 정도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담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

48
초임 때에는 누구나 다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고 상담을 찾지 않는다.

군집 4: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상담에 대한 불신(18문항)

n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8문항)

42
상담을 가면 정신과처럼 진료기록이 남을 것 같기
때문에 상담에 가기 어렵다

45
교사라면 심리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야한다고
사회에서 기대하는데, 상담을 받으면 이같은 역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34
상담사가 편견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눈으로
바라볼까봐 상담에 가기 어렵다.

32
상담을 하게되면 힘들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거나,
나의 부족한 점을 보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다.

24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가 나를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라고
여길까봐 상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25
학부모들이 '상담받는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되나'라고 생각할까봐 상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22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과 달리, 상담은 뭔가
대단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 같다.

07
학교 상담사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교사라는 점에서
허심탄회하게 내 문제를 상담받기 꺼려진다.

n 상담사와 상담 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10문항)

01
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상담에 가면 공감 등 정서적 지지만 해줄 것 같다.

02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시급하게 처리되어야하는데,
상담은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36
전현직 교사 출신이 아닌 외부 상담사는 학교 내부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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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집분석 결과의 타당화

좌표 값을 사용한 위계적 군집 분석 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Ward 연결법 외에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와 중심연결법

(centroid linkage)을 함께 실시하여 2차원의 좌표값을 이용한 Ward 방

법과 비교하였다. 평균 연결법과 중심연결법의 덴드로그램을 <부록 5>,

<부록 6>에 제시하였다. 덴드로그램을 기준으로 최대 군집 수를 결정하

였을 때, 평균 연결법에서는 7개 군집, 중심연결법에서는 6개 군집이 도

출되었다.

군집별로 Ward 방법, 중심연결법, 평균연결법 간의 차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군집2는 Ward 방법, 평균연결법, 중심연결

법 세 개의 덴드로그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군집 1과 군집 3

의 경우, Ward법에서는 하나의 군집으로 도출되었던 것이 평균연결법과

중심연결법에서 2개나 군집 혹인 3개의 군집으로 쪼개어지는 모습이 나

타났다. 먼저 군집1은 Ward 방법에서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평

균연결법과 중심연결법에서는 각각 12개와 3개 문항으로 구성된 2개 군

집으로 쪼개짐을 볼 수 있었다. 연구자가 도출된 군집 내 진술문을 면밀

44
학생을 데리고 방문했던 상담 기관의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태도에 실망한 적이 있어서 상담 기관이 못 미덥다.

35
상담사가 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지 전문성/능력이
의심스럽다.

38
상담에서는 답을 그냥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찾게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33 상담사는 모르는 사람인데 나의 힘든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46
교사는 수업, 생활지도, 업무에서 완벽하기를
요구받는데 상담을 받으면 이같은 역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47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받는 것이 “나 힘들어요”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처럼 느껴진다.

06
학교 상담사는 학급 경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급에서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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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살펴보았을 때 중심연결법과 평균연결법에서 두 개로 쪼개어진 군집

중 3문항으로 구성된 군집이 단독으로 구별될 수 있는 독자성을 갖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군집을 두 개로 분리하기보다는

Ward 방법을 따라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통합된 한 개의 군집을 구성

하는 것이 의미상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군집 3은 Ward 법에서는 16개의 문항으로 한 개의 군집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 연결법과 중심연결법에서는 8개, 6개, 2개로

구성된 군집 3개로 쪼개짐을 볼 수 있었다. 평균연결법과 중심연결법에

서 3개로 쪼개어진 군집들이 진술문의 의미상 유관하였기에 초반에는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대한 신뢰(2문항)’, ‘상담 외 대안책의 활용(6문

항)’, ‘소극적 대처가 가능한 교직 특수성(8문항)’ 의 군집명을 고려하였

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대한 신뢰(2문항)’ 군집이 2개의 진술

문만으로 구성됬기에 개념도 상에서 점 두 개를 잇는 선(line)이 형성될

뿐 면(area)이 형성되지 않아 단독으로 하위군집을 형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Ward법을 기반으로 군집명을 설정하되, 평균연

결법과 중심연결법을 기반으로 하여 하위 군집을 생성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대한 신뢰(2문항)의 군집

을 ‘상담 외 대안책의 활용(8문항)’으로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상담 외 대

안책의 활용(8문항)’, ‘소극적 대처가 가능한 교직 특수성(8문항)’으로 군

집 3의 하위군집을 구성하였다. Ward법으로 도출된 군집 3의 군집명은

하위 군집들의 의미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고려하여 ‘도움 추구

에 소극적인 태도와 신념’으로 군집 명을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4의 경우 Ward 법에서는 18개의 문항으로 한

개의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평균 연결법과 중심연결법에서는 8개, 8

개, 2개로 구성된 군집 3개로 쪼개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진술문들을

의미단위로 파악해본 결과, 군집 4의 하위군집을 ‘상담사와 상담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와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군집으로 의미상 나누는

것이 가능한 것을 발견하였다. 최종적으로, 군집 4의 이름을 ‘낙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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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려움과 상담에 대한 낮은 신뢰’로 명명하였으며, 하위군집을 ‘상담

사와 상담 기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2개의 하위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Ward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도출된 하단의 4개의 군집과 하위

군집을 2차원 상에 표상한 개념도를 [그림 9]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9] 초등교사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에 대한 개념도



- 69 -

제 3 절 초등교사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의 중요도

1. 초등교사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의 내용별 중요도

1차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진술문을 수집하고 이후

종합 편집하는 과정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적절성 평정 과정을 통해 최

종 52개의 진술문이 선정되었다. 15명의 초등교사에게 그들이 인식하는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 52개에 대해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중요하

지 않다, 7점: 매우 중요하다)로 중요도를 생각하여 평정하여 줄 것을 요

청하였다. 52개 진술문 목록의 중요도 중 5.5점을 넘는 상위 점수를 차지

한 진술문 일부를 <표 11>에 제시하였고, 중요도 내림차순 전체목록은

<부록 8>에 제시하였다.

<표 11> 중요도 평균값이 5.5 이상인 대표진술문

대표진술문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16
교사들이 갈 수 있는 상담 기관이 어디인지, 어디가
좋은 기관인지 모르겠다.

6.07 1.53

15
주변 동료 교사들이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공유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선뜻 상담을 받으러 가기 꺼려진다.

5.87 0.99

28
상담에 가기보다는 친한 선생님, 부장님, 교감 선생님 등
학교 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한다.

5.80 0.86

17 어떤 경로로 상담을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나 방법을 모르겠다. 5.73 1.91

20
이 정도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담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

5.67 1.18

36
전·현직 교사 출신이 아닌 외부 상담사는 학교 내부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5.60 1.35

21
문제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여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5.53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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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의 진술문의 중요도 평균은 3개의 진술문을 제외하고 모두

‘보통’(3점) 이상의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초등교사들이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내린 진술문은 ‘16. 교사들

이 갈 수 있는 상담 기관이 어디인지, 어디가 좋은 기관인지 모르겠다’

진술문으로, 중요도 평균이 6.07이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

낸 진술문은 ‘15. 주변 동료 교사들이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있어

도 공유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선뜻 상담을 받으러 가기 꺼려진다.’ 로

중요도 평균이 5.87이었다.

이 두 가지 진술문에 뒤이어 높은 중요도를 가진 진술문으로서

‘28. 상담에 가기보다는 친한 선생님, 부장님, 교감 선생님 등 학교 내 공감

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한다 (중요도 평균: 5.80).’ , ‘17. 어떤

경로로 상담을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나 방법을 모르겠다 (중요도 평균: 5.73).’

, ‘20. 이 정도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담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 (중요도 평균: 5.67).’ , ‘36. 전·현직 교사 출신이

아닌 외부 상담사는 학교 내부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중요도

평균: 5.60).’ , ‘21. 문제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자

각하지 못하여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중요도 평균: 5.53).’ 등이 잇따라

제시되었다. 이같이 높은 중요도를 띄는 진술문으로 <표 11>에 제시된

문장들은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지 못하는 가장 견고한 장애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중요도 평균 3점을 넘지 않는 진술문이 3개 있었다. ‘43. 병

가나 휴직을 위해서 진단서가 필요한데 정신과가 아닌 상담센터에서는

진단서를 주지 않는다(중요도 평균: 2.60).’, ‘50. 고용안정성이라는 특성

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해고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찾지 않는다(중요도 평균: 2.47).’, ‘51. 상담을 통해 학생, 동료, 학부모 관

계를 개선하는 것은 승진에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다(중요도 평균: 1.73)’

등이 제시되었다. 이같은 장애요인들은 다수의 초등교사들이 상담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으로서 중요치 않다고 판단된 진술문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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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교사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의 군집별 중요도

Ward 방법으로 도출한 4개 군집별 진술문들의 중요도 평가 결

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군집별 중요도 점수의 순위를 살펴보면, 군

집 2 ‘자기 자각 및 자기 돌봄 부족’(M=5.29)이 군집의 중요도 점수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왔고, 표준편차가 가장 낮았다(SD=0.26). 군집 1 ‘정보

와 기회의 부족’(M=4.72) 군집이 두 번째로 중요도가 높았고 표준편차는

0.91이었다. 이어서 군집 4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M=4.24)와 군집

5 ‘상담사와 상담 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M=4.18)이 2위와 3위였다. 가

장 낮은 중요도 점수를 띈 군집으로 군집 3 ‘도움 추구에 소극적인 신념

과 태도’(M=4.18)는, 표준편차가 가장 높게 나온 군집이다(SD=1.12).

<표 12> 초등교사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의 군집 별 중요도

<표 13> 초등교사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의 하위군집 별 중요도

군집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군집 1 정보와 기회의 부족 4.72 0.91

군집 2 자기 자각 및 자기 돌봄 부족 5.29 0.26

군집 3 도움 추구에 소극적인 신념과 태도 4.18 1.12

군집 4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상담에 대한 불신 4.24 0.70

군집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하위군집
3-1

상담 외 대안책의 활용 4.33 0.87

하위군집
3-2

교직 특수성으로 인해 소극적 대처 선택 4.03 1.31

하위군집
4-1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4.31 0.63

하위군집
4-2

상담사와 상담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 4.19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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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군집별 대표진술문

1. 정보와 기회의 부족(군집 1)

군집 1은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장애요인으로서 접

근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들고 있는데, 상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방식

을 포함한 정보가 부족하고, 상담을 받을 기회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대

표진술문들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군집 1은 ‘정보와 기회의 부족’으로 명

명하였으며 총 15개의 대표진술문들이 있다(3번, 4번, 5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23번, 26번, 27번, 37번, 41번, 43번).

대표진술문 3. 학교 상담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주로 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은 거의 하지 않는다.

대표진술문 3번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학교 상담사(또는 학교

상담교사)로 인식하는 교사들의 입장으로, 학교 상담사와는 상담의 초점이

교사보다는 학생에게 향해져 있는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다.

참여자 6 : 우리 학교에 상담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그

분이 학생 상담을 하지 교사 상담은 안 하시잖아요. 가서 얘기했을 때 개

인적인 약간 잡담과 우리반 문제 있는 학생들에 대해 논의를 하곤 하지. 

제 얘기를 하면 약간 그분도 약간 리퍼(refer)를 하시는 느낌을 받았거든

요. 어디 기관이 괜찮으니 그곳으로 가봐라.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표진술문 4. 학교 상담사의 역할(학생에 대한 자문만 구할 수 있는지,

또는 교사 본인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는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대표진술문 4번은 학교 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모호함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대표하는 진술문이다. 학교 상담교사, 위클

래스 선생님 등 여러 가지 이름의 형태로 학교 상담사가 학교에 존재하

고 있지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담임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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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문이 언급되었다.

참여자 11 : 그러니까 뭔가 위 클래스 선생님의 존재를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분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 교사들도 그분에게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분들은 오로지 학생 상담을 위해서만 그곳에 계신 건지..(하략)

대표진술문 5. 학교 상담사가 학교 당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학교에서 상담을 받기 어렵다.

대표진술문 5번은 교사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학교 상담사

로 전제한 진술문으로, 현재 초등학교급에서는 1학교 당 1명의 상담교사

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제도적 한계점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만 교사

를 대상으로 한 상담이 가능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술문에 언급되었다.

참여자 12 : 초등학교 보면 당장 한 학교에 상담 교사 한 명도 갖춰지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중략) 예전 학교는 학급수가 커서 그런지 상담 

교사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 학교는 학급수가 적어서 그런지 예산이 없어

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담교사가 없거든요. 

대표진술문 13. 국가에서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가 초등교사 전체

인원수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대표진술문 13번은 전국의 상담이 필요한 초등교사들의 상담 수요를

충당하기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한 진술문이 언급되었다.

참여자 12 : 초등교사가 지금 인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교사 위한 상담 서비스가 있긴 해도 그 많은 교사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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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진술문 14. 교육청에서 집단 강연, 심리 교육, 연수는 제공하지만 1

대 1 상담은 거의 제공하지 않아서 상담받을 기회가 적다.

대표진술문 14번은 현재 교육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상담 서비스에 대

한 불만을 표출한 진술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청의 상담 서비스의 종류

가 강연이나 교육 연수 등의 형태만 있다는 점, 힐링 연수 등은 다수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 1대 1로 상담을 희망하는데 개

인 상담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13 : 국가나 교육청에서 교원 힐링 연수 같은 것이 있는거는 알고 있는

데, 유명한 사람이 와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하는 강연을 하는걸로 알

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강연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나는 1대1 상담이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거 같아보이지 않더라구요.

대표진술문 15. 주변 동료 교사들이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공

유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선뜻 상담을 받으러 가기가 꺼려진다.

대표진술문 15번은 주변 사람들이 선 경험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

는 내용의 진술문이다. 예를 들어, 주변인의 상담 경험이 없다는 점, 주변

인들의 문제 해결 경험이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 주변인의 선례가 있는 연

수나 휴직 등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점 등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7: “나 상담받고 좋아졌어.”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상담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드러내놓고 상담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상황에 나타났을때 상담으로 극복

해야겠다 교사들이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 같아요. “나 이번에 연수 갔다 왔

어.” 뭐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나와요. “힘들면 6개월 정도 어디 연수 갔다 

와” 그런 조언은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랑 대조적으로 나 상담 받아

서 해소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이 교사들의 체면 문화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표진술문 16. 교사들이 갈 수 있는 상담 기관이 어디인지, 어디가

좋은 기관인지 모르겠다.

대표진술문 16번은 상담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호소하는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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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를 들어, 상담 기관 자체를 모르는 진술문, 교사들만을 위한 상

담 기관을 모른다고 호소하는 진술문, 교사들을 위한 상담 기관 중에서

도 인지도가 높고 저명한 상담 선생님이 계신 상담 기관을 모른다는 진

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4: 상담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른달까..? 내가 전문가

를 만나려고 하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 자체를 잘 몰랐던 

거 같아요. 뭔가 학교나 교육청 측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루트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 라고. 안내가 있으면은 알고 신청을 해볼 텐

데. 네.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기회조차 없었죠. 

대표진술문 17. 어떤 경로로 상담을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나 방법을 모르겠다.

대표진술문 17번은 신청경로를 모르는 진술문이다. 예를 들어,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도 어떠한 경로로 신청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것, 신청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 교사들을 대상

으로 한 집단상담 등이 지인을 통해 암암리에 신청이 되는 일도 있어 신

청 절차가 투명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등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9: 일단 좋은 상담 기관이 어디지 일단 상담 기관을 잘 모르는 것 같

아요. 교사를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교사들

이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거에 대

한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대표진술문 18. 교사들도 교직에 나갔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상담

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교대에서) 배우지 못했다.

대표진술문 18번은 교사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 내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교육대학교 재학 시 공식적으로 학습한 적이 없다는 진술문

이이다. 교사들이 교육대학교에서 상담과 관련하여 학습한 내용에는 기

초 상담 기술(반영, 재진술 등), 학생과 학부모 상담 방법 등만 포함되었

을 뿐이라는 내용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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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2 : 교육대학원을 다닐 때 상담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구체적

으로 상담을 “너희들(교사들)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받

아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사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보다

는 우리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어떻게 해야하느냐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운거지.. 발령 후에 신규 연수나 되서야 교사가 상담받

을 수 있다는거를 그냥 뭐 교권 단체들 소개할 때 교권 보호를 위해서 이

런 거에서 잠깐 언급된 정도였던 것 같고..(하략)

대표진술문 23. 우리나라에 아직 상담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상담이

라는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대표진술문 23번은 우리나라에 상담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호소하

는 진술문이다. 예를 들어, 상담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일수록 상담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이 멀다는 진술문, 힘들면 상담을 받는다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진술문, 젊은 교사들이 상담을 쉽게

받으러 다니는 것을 보면 나약해보인다는 진술문 등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11: 우리나라가 상담을 힘들 때 상담받는다는 문화 자체가 형성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바로 떠오르는 선택지가 아닌 

거죠. 그냥 보통 우리가 떠오른 선택지는 많이 먹는다, 술을 마신다 뭐 이런 

선택지인 거지. 상담을 받는다가 선택지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

화가 아니니까 좀. ‘어차피 남들도 다 힘들다고 해서 상담받는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대표진술문 26. 상담을 받으러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상담받는 시간을

따로 할애할 여유가 없을 것 같다.

대표진술문 26번은 상담을 통한 자기돌봄을 위해 시간을 내기가 여의

치 않음을 호소하는 진술문이다. 시간 내기가 어려운 이유의 예시로는

문제상황 해결을 위한 학부모 간 갈등 중재, 행정업무, 교재 연구 등에

시간을 할애해야 함을 포함하는 진술문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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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6 : 교사가 수업하고 또 어떤 교재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

지 않을 때는 학교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교사가 막 밖에 나가서까지 

그걸 그런 것들(상담실)을 찾아서 어디를 가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하략)

대표진술문 27. 다른 우선순위(자녀 양육, 부모부양)에 밀려 상담 비용

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대표진술문 27번은 상담을 통한 자기돌봄을 위해 금전적인 투자를 하

기가 여의치 않음을 호소하는 진술문이었다. 금전적 할애가 어려운 이유

의 예시로는 저경력 교사의 경우 급여가 적기 때문에 정기적인 상담 비

용이 부담스럽다는 내용, 고경력 교사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이나 부모

부양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진술문들이 제시되었다.

참여자 12 : 저희가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중산층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그렇게 풍족한 경우는 아닐거고..(중략) 결국에 우선순위가 밀린다랄까요? 

결혼하셔서 양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의 교육에. 본인 자신의 

안녕보다는 자식들 양육에 집중할 수 있고.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

시고. 이런저런 요인들 때문에 우선순위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표진술문 37. 상담에서 어떤 영역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대표진술문 37번은 상담의 기능과 상담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

으로 부족한 현상을 드러내는 진술문이었다. 진술문들에는 상담의 기능

이 하소연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진술문, 전문 상담사가 어떤 분

야에 대해서 다루는지를 모른다는 진술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여자 13 : 전문 상담사라는 게 어떤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거는 

아니고. 인간의 내면 정서를 어루만지는 역할인 거죠. (중략) 전문 상담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정서적인 안정을 좀 주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거라면 글쎄, 상담에서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고..(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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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진술문 41. 미디어에 알려진 상담 비용이 회기 당 50만원 정도로

비용이 과도하게 비쌀것 같아서 상담에 가기 어렵다.

대표진술문 41번은 상담에 대한 오개념이 포함된 진술문이었다. 상담

료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미디어에 드러나 있는 유명 상담사의

상담료를 보편적인 상담료로 생각하여 상담료에 대한 평균적인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13 : 게다가 만약 돈을 내야 된다 이러면..학교 상담 선생님은 이제 

돈을 안 내고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거 그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인가?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상담사는 

10분에 10만원인가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나는 상담 못 받아. 비용이 

너무 과대하다면.

대표진술문 43. 병가나 휴직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데 정신과가 아닌

상담센터는 진단서를 주지 않는다.

대표진술문 43번은 진단서를 얻기 위한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상담센터

가 적합하지 않다는 진술문이 언급되었다. 병가와 휴직의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교사 집단 특성 상,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진단서의 발행이 필

요한데, 한국에서는 아직 의료기관이 아닌 상담센터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진단서의 발급이 이뤄지지 않다는 진술문이 언급되었다.

참여자 6 :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면 휴직하려고 그러려면은 기록을 남겨놔

야 되는데 상담사랑 상담한 내용에 대한 기록은 과연 법적으로 유효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진단서나 이런 것들이 정신과에 가면 나오는 반

면에 우리나라 상담센터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 자기 자각 및 자기 돌봄 부족(군집 2)

군집 2는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장애요인으로서 자

신의 심리적 어려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이것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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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상담을 받으러 갈 정도의 어려움인지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객관적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스스로 검열되었을 시에 자기돌봄을

하지 않는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군집 2은 ‘자기 자각 및 자기 돌

봄 부족’으로 명명하였으며 총 3개의 대표진술문들이 있다(19번, 21번,

39번).

대표진술문 19.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나 스스

로를 돌볼 여유가 없다.

대표진술문 19번은 초등교사들이 학급 및 학교에서 문제상황에 맞닥뜨

렸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급선무를 두고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

을 돌보는 것에 시간을 쏟지는 않는다는 진술문들이 언급되었다.

참여자 10 :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에는 힘들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내 상태를 

돌아볼 여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문제 자체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힘들지만 그렇게까지 내 상태를 돌아보지 못했

고. 애들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어머니들 아버님들 마음을 빨리 진정시

켜야 되고...(하략) 

대표진술문 21. 문제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자

각하지 못하여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대표진술문 21번은 초등교사들이 본인의 소진을 자각하지 못하는 현상

을 포함한 진술문들이 제시되었다. 자신의 소진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나, 소진을 인지하였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지 정신적으

로 힘든 것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세뇌하는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9 : 스스로의 상태를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런 스

트레스 정도나. 네 그래 소진의 상황을. 그쵸. 네 그 순간은 모르지 않을

까. 실제로 네기 상담받아야 될 정도의 상태였는데 그걸 몰랐을 수도 있

기는 해요. 나는 상담을 받아야 될 상태인데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문

제를 겪고 있는데 나 스스로를 정확히 몰라서. 이거는 그냥. 다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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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약간은 좀 해소가 되거나. 네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진술문 39.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상담을 갈 수준인지

진단기준을 모르겠다.

대표진술문 39번은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진단

기준을 넘어야 하는 수치가 되어야 상담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같

은 객관적인 진단기준을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진술문들이 언급되었다.

진단 도구가 없다는 점, 상담에 갈 수 있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는 점, 사람에 따라서 진단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에 갈 수 있는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18 : 그러니까 내 상태에 대해서 진단도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이어야지 상담 받을 수준이다라는 그것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딱 어떻게 해서 무슨 이게 무슨 계량기가 있어서 측정이 가

능하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측정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일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인지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걸로 증명하거

나 계량화시킬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는 이게 크게 스트레스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잠도 안 올 정도로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측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3. 도움 추구에 소극적인 신념과 태도(군집 3)

군집 3은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장애요인으로서 적극적

으로 상담을 통한 도움 추구를 하러 찾아 나서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야 한다는 태도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권장하는 교직에서의 신념을

내재화한 형태를 보여주는 진술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같은 소극적 대처의

예시로는 남들도 힘들다고 생각하며 위안하기, 최후의 보루까지 힘들어도 버

티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군집 3은 ‘도움 추구에 소극적인 신념과 태

도’로 명명하였으며 총 16개의 대표 진술문들이 있다(8번, 9번, 10번,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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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20번, 28번, 29번, 30번, 31번, 40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하위군집 3-1. 상담 외 대안책의 활용

하위군집 3-1은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가는 대신 활용하는 대안

책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대표진술문들로 구성되어있다. 대안책의 예시

로는 주변 동료 교사에게 이야기하기, 나의 교육적 접근법을 바꾸기, 휴

직 연수 병가 등 제도 활용하기 등이 있다. 또한 개인의 선택으로 타인

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겠다는 진술문이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상담을 가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순응

하겠다는 방법이 포함된 진술문도 포함되어 있다. 하위군집 3-1은 ‘상담

외 대안책의 활용’으로 명명하였으며, 총 8개의 대표진술문이 있다(8번,

9번, 12번, 28번, 29번, 30번, 31번, 52번).

대표진술문 8.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문제는 사건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종결되는 문제이기에 내가 상담을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대표진술문 8번은 심리적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갈등 상황이 종결되면

상담에 갈 이유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진술문이 제시되어 있다. 갈등 상

황이 종결되는 예시로는 학급에서의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갈등이 해결되

거나, 문제를 일으킨 아동들이 졸업하거나, 교사 본인이 근무지인 학교를

이동하는 경우 등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10 : 초등교사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당시에 터지는 일을 해

결을 하면 사실 좀 나아지잖아요. 학부모의 문제가 해소되면 해결이 되고. 그

렇기 때문에 문제 상황 그 자체 때문에는 상담을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담을 찾으러 간다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남는다면 

이제 가야겠죠. 예를 들면 내가 내년에 4학년 담임이 됬을 때 작년에 3학년이

었던 그 아이를 또다시 만날까 봐. 혹은 그 아이의 부모를 또 만날까 봐 겁이 

나고, 무섭고, 그런게 남는다면 상담에 가야겠지만, 근데 그냥 그 정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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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면 대부분은 갈등 상황이 끝나면 해결이 되니까 상담을 구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진술문 9. 자기 발전을 위해 자청한 추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나의 선택의 문제지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표진술문 9번은 본인의 욕심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직무상의 스트레스

는 상담으로 해소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진술문이 언급되었다.

참여자 14 : 업무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내 발전을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

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업무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한 거라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니까. 이걸 심리적인 이런 치료나 어떤 걸 상

담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표진술문 12. 상담보다는 나의 교육적 접근법을 바꾸는 방법을 1차

적으로 생각한다.

대표진술문 12번은 학급에서 교사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문제상황

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 역량 부족으로 귀인하고, 교육적

접근법을 바꾸는 방법으로 상담보다 선행하여 시도함을 언급하는 진술문

이 제시되었다. 교육적 접근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바꾸거나 배우려는 방

안으로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다는 진술문도 포함되었다.

참여자 16: 교실 내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일단은 나의 교육적 접근법

을 바꾸는 방식의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를 잘못하

고 있나?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과 

같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거죠. 

대표진술문 28. 상담에 가기보다는 친한 선생님, 부장님, 교감 선생님 등

학교 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한다.

대표진술문 28번은 상담사보다는 친한 동료 교사나 선배 교사들에게 문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교사들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사들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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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사보다 동료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고자하는 이유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때문에, 통찰과 해결책을 얻기에 더 믿음직해서, 교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등이 포함된 진술문들이 제시되었다.

참여자 16 : 우리가 교사들 안에 일어나는 것들도 함께 이야기 충분히 나누고 

이럴 만한 시간 또는 꼭 그게 상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학년 교사끼

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실은 이

제 저희 학교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2학기에 들어와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학

교 안에서 우리 4학년들끼리에서 경력자인 선배 교사와 후배 교사가 만나서 

상담같이 자기들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달라고..(하략)

대표진술문 29. 휴직, 연수, 승진 등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외

대안책을 이용한다.

대표진술문 29번은 상담이라는 방안을 선택하기보다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타의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책을 활용하는 진술문 제

시되었다. 그 예시로는 휴직이나, 연수나, 승진과 같은 방안들이 있었다.

참여자 7 : 제 스트레스와 소진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휴직을 했다거나 연수를 듣는다거나 유흥으로 이제 해

소를 했다든가.. 이게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지만 이걸로 이제 자기는 

해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하략) 

대표진술문 30. 상담에 가기보다는 친구와 수다, 운동, 여가 등의 방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대표진술문 30번은 상담이라는 방안을 선택하기보다 교사들이 퇴근 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대안책을 활용하는 진술문 제시되었다. 그 예

시로는 친구와 수다, 운동, 여가 등이 제시되었다.

참여자 15 : 혼자서 스트레스를 못 해결할 문제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맛있는 거 먹거나 수다떨거나 아니면 폭풍 운동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해

소가 되니까(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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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진술문 31. 상담에 가기보다는 한약과 양약 등 약물 복용을 통해

심신을 치료한다.

대표진술문 31번은 스트레스를 및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상담이라는 방안을 선택하기보다 한약을 지어먹거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진술문들이 제시되었다.

참여자 10 : 제가 완전 신규 때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 집에서 맨날 울고 

우울해하니까. 엄마가 저를 한의원으로 데려갔던 것 같아요. 한약이라도 지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좀 애가 이렇게 놀라고 마음에 스트레스 쌓인 거를 좀 가

라앉히고 좀 마음에 평정을 찾아라.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인 거를 해소하려

는 목적으로 한약을 먹은거죠(하략)

대표진술문 52. 실제로 변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은 개인 의지의 문제이지 타

인(상담사)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담을 찾지 않는다.

대표진술문 52번은 상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사들이 상담을 통

한 변화의 가능성을 불신하는 이유로는 궁극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

록 행동을 습관화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나, 학급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은 갈등 주체들의 심리 변화가 중요하

지 교사의 심리상태가 변화한다고 해서 변화를 촉진할 수는 없을 것이라

는 등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7 : 상담을 통해서 이제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걸 바라는데 그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는 어떤 희망을 볼 때 전환된다는 뜻이

거든요. 근데 상담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깨닫게 됐다

는거랑, 실제로 변화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 상담에서 실제로 변화하는 것까지

는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변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은 개인의 용기 문제이기 때문에(중략) 그러다 보니까 변화할 용기는 그냥 

내가 알아서 내야 되는 거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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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군집 3-2. 소극적 대처가 가능한 교직 특수성

하위군집 3-2는 초등교사들의 근무환경인 교직에서의 특수한 환

경적 설정으로 인해 교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를 선택한다는 대표진술문들

로 구성되어있다. 교직이 지니는 특수성의 예시로는 고용 안정성, 1년 단

위로 학생들이 바뀜, 초임 때와 연차가 쌓였을 때를 구분하는 문화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하위군집 3-2은 ‘교직 특수성으로 인해 소극적 대처를

선택’ 으로 명명하였으며, 총 8개의 대표진술문이 있다(10번, 11번, 20번,

40번, 48번, 49번, 50번, 51번).

대표진술문 11. 교직 내 인식(애쓰지 마라, 적당히 해라, 애들 바뀌지

않는다)을 받아들여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대표진술문 11번은 초등교사들이 교직내 인식을 받아들여 상담을 찾지

않고 있다는 진술문이 제시되었다. 교직내 인식의 예시로는 애쓰지 말

것, 적당히만 할 것 등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17 : 일단 첫 번째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는 그냥 조직의 문화. 

조직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랄까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동료 교

사들이 나한테 말해준 그런 분위기가 다수인 것 같아요. 1년 지나간다 넘어간

다, 얘네들 아무리 애써도 애들 안 바뀐다. 그리고 적당히 해라, 애쓰지마라. 

그런 조직의 문화 분위기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진술문 20. 이 정도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

여 상담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

대표진술문 20번은 초등교사들이 문제를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상담을 찾지 않고 있다는 진술문이 제시되었다. 스스로 해결이 가

능하다고 생각하는 예시로는 ‘교육 관련 서적을 읽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유사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입각하여 스

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둥 과 같은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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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8 : 일단은 그저 아이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까 대체로 이 정도의 일

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교실에서 아

이들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대부분의 인생에서 그동안 잘 해결해 왔었

잖아요. 해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사한 사건

들에서 봤을 때 잘 해결했어라는 선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도 잘 해결될 거야

라고 자꾸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진술문 40. 교사직을 그만두어야겠다 정도, 혹은 직업을 바꿔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담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표진술문 40번은 교사들의 상담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을 상징하는 진

술문이다. 교사들이 상담을 찾는 수간은 직업을 바꾸기를 생각하는 정도

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즉 최후의 보루가 되었을 때야 상담을

찾으리라는 내용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9 : 상담에 언제 가냐면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 그냥 너무너무 힘든 경

우. 네 그냥 어느 정도껏 힘들면 안 가는 거죠. 그냥 힘들면 안 가는데. 너무 

힘들어야지. 예를 들면은 교사를 관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네. 너무 약간 뭐 

아니면은 막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가게 되지 않나.

대표진술문 48. 초임 때에는 누구나 다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

들어도 버티고 상담을 찾지 않는다.

대표진술문 48번은 버티는 것의 미덕을 강조하는 진술문으로, 특히 경

력 5년 미만의 초임 시기에는 누구라도 힘들다는 교직 내 인식을 인정하

고 받아들여 버티고 상담을 찾지 않는다는 진술문이 제시되었다.

참여자 15 : 내가 힘든 게, 뭐랄까. 그냥 처음이라서 징징되는 건가? 견디면 

나아지나? 약간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초임이라 다 힘들지..그

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주변 선생님들이 “야 나는 더 못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런거 들으면 아 초임 때는 그냥 힘든 게 맞나 

보다. 약간 남들도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좀 그러고 넘어간 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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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진술문 49. 연차가 쌓이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

로 해결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상담을 찾지 않는다.

대표진술문 49번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의 미덕을 강조하는 진술문으

로, 고경력의 시기에는 지금까지 선행하는 경험에 빗대어 도움을 추구하

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여 버티고 상담을 찾지 않는다는

진술문이 제시되었다.

참여자 18: 특히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은 이거 내가 예전에 이런 일도 이렇게 

잘 해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하다 보니 이게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좀 뭐라고 그럴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

어났을 때 도움을 청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표진술문 50. 고용 안정성이라는 특성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지 않아도 해고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찾지 않는다.

대표진술문 50번은 교직의 고용 안정성으로 인해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해고

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변화의 동기가 없음을 주장하는 진술문이 제시되었다.

참여자 12 : 예를 들어 기업은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진짜 완전 일을 일이 안 

주어지는 상황,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

요. 정말 철저히 능력 중심으로.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지 않나요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 이 사람들이 보다 인간

적인 능력이든 업무 능력이든 그 부분이 뒤쳐진다고 해서 일이 안 주어진다거

나 하는 경우도 없고, 또 승진과 같은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표진술문 51. 상담을 통해 학생, 동료, 학부모 관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승진에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다.

대표진술문 51번은 교직에서의 중요한 동기유발이 되는 승진과 상담을

통한 변화의 도모가 무관한 현상이 장애요인이라는 진술문이 제시되었다.

참여자 12 : 승진이라는 것은 교사들에게 강한 동기유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승진에 학생 동료 학부모 등과의 관계나 얼마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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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을 발휘하는지 등이 들어가기보다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만 반영되는 경

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요인이 되는 학생, 동료, 학부모 관계 문제를 상

담을 통해 개선하고 변화시키기보다는 정량적인 조건을 쌓는데 치중하게 되죠. 

4. (군집 4)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상담에 대한 낮은 신뢰

군집 4는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장애요인으로서 사

회적인 시선을 의식하고 낙인을 두려워하는 내용의 진술문들과 상담사와

상담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용의 진술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군집 4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상담에 대한 낮은 신뢰’으로 명명하였으

며 총 18개의 대표 진술문들이 있다(1번, 2번, 7번, 22번, 24번, 25번, 32

번, 33번, 34번, 35번, 36번, 38번, 42번, 44번, 45번, 46번, 47번).

하위군집 4-1.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하위군집 4-1은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가지 못하는 이유로 사회

적 시선에 대한 염려로 이루어진 대표진술문들로 구성되어있다. 교사들

이 고려하는 외부 시선의 예시로는 주변 동료 교사 및 관리자들의 시선,

학부모의 시선, 심지어는 상담하는 상담사로부터의 시선이 포함되어 있

다. 하위군집 4-1은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으로 명명하였으며, 총

8개의 대표진술문이 있다(7번, 22번, 24번, 25번, 32번, 34번, 42번, 45번).

대표진술문 7. 학교 상담사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사라는 점에서

허심탄회하게 내 문제를 상담받기 꺼려진다.

대표진술문 7번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주체를 학교 상담사로 전제하

는 진술문으로, 동료 교사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기 꺼려진다는 내용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꺼려짐의 이유로는 대등한 위치의 동료 교사라는

점, 이중관계로 인한 리퍼(refer)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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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2 : 상담교사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담

에서 소위 말하는 내담자-상담자의 관계만큼 속에 있는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표진술문 22.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과 달리, 상담은 뭔가 대

단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 같다.

대표진술문 22번은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대단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진술문이다. 예를 들어, 상담을 받는것과 병원에 가

는 것은 다른 것 같다는 진술문, 결격사유가 있는 것 같다는 진술문, 대

단히 특이한 사람이 하는 것 같다 등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5 : 여기도 우리 학교도 보면. 네 권하고 싶은 사람이 저분은 상담을 받

고 치료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지만 권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략) 상

담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너 문제 있으니 가봐. 하는 거 같은. 우리가 그냥 몸

이 아프면 너 몸 아프니까 선생님보러 병원 가 봐 이러는 것과 사실 똑같은건데 

우리는 약간 몸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네 정신이 아픈 건. 대단히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도 막상 권하기 어

렵고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저기 상담실이 있다 모든 교사 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권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아플 때. 네 

그걸 되게 대단한 것 같이 어떤 특이한 사람만 하는 것 같은 인식이 있죠.

대표진술문 24.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가 나를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

라고 여길까봐 상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대표진술문 24번은 상담을 받는 것이 알려졌을 때 관리자와 동료교사

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제시된 진술문이다. 관리자와 동료교 사의 시

선이 두려운 이유로는 ‘문제가 있는 선생’으로 보일까봐, ‘교육활동을 더

잘해보려는 의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등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9 : 예를 들어서 관리자, 교감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

기 학교의 2학년 담임이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상담기간 상담하러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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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물론 개방적이신 관리자라면‘저 사람 진짜 힘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체로는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저 선생님 뭐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표진술문 25. 학부모들이 '상담받는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되나'

라고 생각할까봐 상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대표진술문 25번은 상담을 받는 것이 알려졌을 때 학부모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제시된 진술문이다. 예를 들어, ‘상담받는 선생에게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될까.’ ‘적응을 못하는 선생님이 아닐까’로 여겨지는 것이

두렵다는 진술문, 나중의 일련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상담 여부를

책임 소재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는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15 : 만약에 제가 상담을 받는다면 학교에 알리는 거는 크게 개의치 않

을 것 같은데 학부모한테는 굳이 안 알릴 것 같아요.(학부모에게는 알리지 않

는 이유는 왜?) 이상하게 왜곡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게. 왜냐하

면 또 이제 동료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상담을 받게 된 맥락을 옆에서 봤

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바꾸는 못 버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학부모는 그런 공감이나 이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애가 상담

받는 선생님한테 그게 맡겨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진술문 32. 상담을 하게 되면 힘들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거나,

나의 부족한 점을 보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다.

대표진술문 32번은 상담 과정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제시된 진술문이다.

상담 과정이 두려운 이유로는 ‘나의 치부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

려워서’, ‘괴로웠던 순간을 다시 복기하면서 얘기하는게 어려워서’, ‘나 스스

로를 돌아보고 관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등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11 :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그 힘들었던 걸 다 복귀해내

야 되는데, 어렵게 지나가서 이제는 잊고 싶은 그 얘기를 다시 상담사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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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진술문 34. 상담사가 편견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눈으로 바라

볼까봐 상담에 가기 어렵다.

대표진술문 34번은 상담사의 편견 및 평가하는 시선에 두려움이 제시된

진술문이다. 이 같은 두려움의 예시로는 ‘상담사가 나보다 더 진보적인 시

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상담사가 전현직 출신 교사라면 나를 무능

하게 볼 것 같다’, ‘상담사가 전현직 출신 교사가 아닌 외부인이라면 나의

심리적 어려움을 과소평가할 것 같다’ 등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8 : 상담사가 교사가 아니면 이해를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세계에 대해서 깊이 아는 바가 없으시니까. 내가 교사로서 고민하는 문제들

이 그 분껜 약간 사소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교사면 애들 관리 잘

해야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던가. 너무 사소해 보이는걸 뭘 그런 거 걱정해?라고 

생각한다던가. 아니면은 교사의 책무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던가.(하략)

대표진술문 42. 상담을 가면 정신과처럼 진료기록이 남을 것 같기 때

문에 상담에 가기 어렵다.

대표진술문 42번은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시된 진술문이

다. 상담을 받으면 무조건 진료기록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담에

대한 오해가 제시된 진술문이 언급되었다.

참여자 10 : 그리고 상담 기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신과를 떠올리는데. 정

신과만 사실 생각이 나는데 그 기록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마음의 걸리고.(하략)

대표진술문 45. 교사라면 심리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야한다고 사회

에서 기대하는데, 상담을 받으면 이같은 역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대표진술문 45번은 교사 역량이 부족해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시

된 진술문이다. 이같은 두려움의 예시로는 ‘상담을 받는 것이 나약해보일

것 같다’ ‘교사가 심리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무능해보

인다’ 등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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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9 : 사회의 인식 자체가 선생님들에게 허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허용적이지 않다는 건 어떤 뜻?) 좀 뭐랄까 교사라면 그런 스트레스가 몰려

와도 스스로 잘 견뎌야 되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

고 어떤 상황이라도 아이들에 대한 지도를 안정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뭐. 

그런 거죠. (중략) 사실은 선생님들이 상담을 통해 자신들의 힘든 마음을 해

결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나고 하면 교실도 바뀌고 이런 게 사실 매우 

긍정적인 부분인데, 교사가 자신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

을 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사회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것 같아요.

하위군집 4-2. 상담사와 상담 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

하위군집 4-2는 초등교사들이 상담사와 상담 기관에 대해서 낮

은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표진술문들로 구성되어있다. 교사

들이 상담과 상담사을 낮게 신뢰하는 주된 이유는 상담을 통해 단시간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학급 경영이 없는 상담사가 교사

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상담 기

관의 형식적인 태도에 대한 의구심 등이 있다. 하위군집 4-2은 ‘상담사

와 상담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로 명명하였으며, 총 8개의 대표진술문이

있다(1번, 2번, 6번, 33번, 35번, 36번, 38번, 44번, 46번, 47번).

대표진술문 1. 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상담에 가면 공감 등 정서적 지지만 해줄 것 같다.

대표진술문 1번은 상담을 받더라도 필요한 해결책을 얻을 수 없으리라

는 두려움이 제시된 진술문이다. 그 이유로는 ‘전문 상담 기관에선 공감

만 해줄 것 같아서’, ‘솔루션 제공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직무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선 경험

이 있어야 해서’ 등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3 :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아무튼 내가 지금 내 교실에서 이 애 때문

에, 이 학부모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냥 무작정 공감해 주는 것 말고 다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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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이 필요하거든요. 도움이 될 만한 방법. 진짜 실질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그냥 대안 중에 하나 이런거 말고요 내가 해보니까 뭐 이건 뭐 거의 

100프로 맞더라 하는 것처럼 그런 해결책을 얻어야 가치로웠다고 생각을 하거

든요. 그래서 공감만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나싶고요(하략) 

대표진술문 2.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시급하게 처리되어야하는

데, 상담은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대표진술문 2번은 상담을 통해 짧은 시일 안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제시된 진술문이다. 그 이유로는 ‘약의 복용보

다 훨씬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상담은 대략 10회 이상은 받아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1-2주 정도 되는 대기 시간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서’ 등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6 : 그게 효과가 내가 지금 너무 급한데. 근데 상담은 이게 10회기 정

도는 받아야 효과가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약을 먹는 것보다는 심리 상담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집이 

우리 지금 불이 타고 있어. 당장 꺼야 돼. 일단 그 상황에서는 잠이 안 오는 

게 너무 힘들고. 내일 또 출근하는게 잠이 안 오고 미쳐버릴 것 같은. 고통스

럽고. (중략) 그래서 상담으로는 단시간에 해결이 어렵지 않나.

대표진술문 6. 학교 상담사는 학급 경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급에서

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대표진술문 6번은 상담을 하는 주체를 학교 상담사로 전제한 진술문으

로, 학급 경영이 없는 것에 대한 전문성을 의심하는 진술문이다.

참여자 11 : 그리고 학교 상담사 그분이 어쨌든 애들에 대해서 상담적인 건 

잘 아시기는 하는데 학급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니까 학급 경영적인 건 또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아

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어쨌든 학급 경영 속에서 아이들과 어떤 

교사와의 그런 어떤 이제 여러 양상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서 그분이 이거를 이해가 될까 알까 제대로 뭔가 대처법을 알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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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진술문 33. 상담사는 모르는 사람인데 나의 힘든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대표진술문 33번은 처음 본 타인인 상담사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기 어

렵다는 내용의 진술문이다. 나의 이야기가 선뜻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상

담사가 모르는 사람이라서’, ‘상담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와 같은 내용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3 : 그리고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자면. 일단 모르는 

사람한테 내 힘든 걸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거 같은데..(중략)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

어서 누구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나 말하고 싶을 정도지 않으면 저는 그냥 말 안 할 것 같

은 느낌. 상담을 굳이 안 찾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대표진술문 35. 상담사가 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지 전문성이나 능

력이 의심스럽다.

대표진술문 35번은 상담사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진술문이다. 전문성

의심의 이유로는 ‘교사로서의 역량을 길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상담

사가 동료교사에 비해 아는 바가 적을 것 같아서’, ‘상담사는 정서적인

영역에만 전문성이 있어보여서’ 와 같은 내용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1 :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 가

르치는게 힘들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서 그걸 배우려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

람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전문가는 대체 누구일까? 그거는 

누가 가르쳐줄 수 있나 하는 고민이 되고.. 음, 교사가 다루어야 할 영역이 매

우 다양한데,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한 부분은 상담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지

만, 궁극적으로 교사로서의 내 문제를 도와주는, 교사로서의 역량을 길러주어

야 할 전문가는 상담사가 아날 것 같거든요.

대표진술문 36. 전·현직 교사 출신이 아닌 외부 상담사는 학교 내부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대표진술문 36번은 전·현직 교사 출신이 아닌 상담기관의 상담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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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을 의심하는 진술문이다. 전문성 의심의 이유로는 ‘학교의 상황을 이

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교사의 책무를 사소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와

같은 내용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14 : 각각의 학교 상황이던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어 

막상 교직에 있는 선생님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은데. 전문적인 상담

기관에서 학교 상황을 더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대표진술문 38. 상담에서는 답을 그냥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찾게 하

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대표진술문 38번은 상담 과정을 불편해하는 진술문으로, 답을 알려주

지 않고 스스로 성찰해보게 하는 것을 답답하다고 느끼는 진술문이다.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 , ‘해결책 없이 나

의 죄책감만 토로하는 느낌이다’ 등의 진술문 포함되었다.

참여자 5 : 그 때 제 딸에 관한 문제로 상담받을 때 들었던 느낌이 그러니까 

가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좀 답을 알려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상담은 본인 스스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가

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대표진술문 44. 학생을 데리고 방문했던 상담 기관의 진정성이 없는 형식

적인 태도에 실망한 적이 있어서 상담 기관이 못 미덥다.

대표진술문 44번은 상담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진술문이었다. 상담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학생이 내담자로 동행하였을 때 진정

성 없이 형식적으로 일관했던 기관을 선 경험한 것이나, 상담신청 과정

중에 상담사의 퉁명한 반응에 지레 놀라 도중에 중도 포기한 선 경험 등

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참여자 9 : 예전에 저희 반의 아이를 데리고 위센터에 데리고가봤는데 상담 

기관이 얼른얼른 해치우고 싶어하는 거 같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임하는 거 같

아서.... 상담 받아도 별게 없네라는 인식이 생겼달까요. 왠지 교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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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기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 상담 기관이 형식적으로 할 것 같고. 상담

을 받았는데 크게 별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진술문 46. 교사는 수업, 생활지도, 업무에서 완벽하기를 요구받는

데 상담을 받으면 이같은 역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대표진술문 46번은 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춰야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내용의 진술문이었다. 교사로서의 역량의 예시로는 ‘교사는 심적 스트레

스를 스스로 감당할 줄 알아야한다’ , ‘교사는 나약하거나 무능하면 안되

는 존재이다’와 같은 진술문들이 제시되었다.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이같

은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스스로 비하하는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18 : 일단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교사 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 100점을 기준으로 잡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유독 

교사들에게는 100점을 원하는 것 같아요.(중략) 실제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선생님은 수업을 잘 가르치면 아이들과의 소통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이들하고 소통은 잘 되는데 업무 능력이 좀 부족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아요. 너무 이

렇게 좀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한 기준으로 우릴 바라보는 그런게 있는거죠. 

대표진술문 47.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받는 것이 “나 힘들어요”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처럼 느껴진다.

대표진술문 47번은 교사로서 책임감을 갖춰야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내용의 진술문이었다.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사고하는 진

술문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10 : 그냥 뭔가 그런 상담 받은 곳에 다녀오고 나면 진단서 떼고 학교에 

제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 주위에 어필

하는 느낌. 그런 것이 사실은 좀 자신이 져야하는 책임을 회피하는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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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제 1 절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론을 활용하여 심리상담을 받아보고자 하

는 의도가 있으나 실제로 상담을 받는 행동에까지 옮기지 못하는 장애요

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고, 상담 추구 의도가 있으나 상담을 받

아본 경험이 없는 초등교사 18명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여 아이디어 진술

문을 수집하였다.

진술문 종합 및 편집과정과 전문가 평정 과정을 거쳐 52개의 최

종 진술문을 구성하였다. 초등교사들에게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무엇 때문입니까?”라는

초점 질문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답변을 생생히 수집하

였다. 18명의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최초 170개의 기초진술문을 추출하

여 종합 및 편집한 결과 65개의 대표진술문이 생성되었다.

이후, 인터뷰 참여자 15명이 한 유사성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다

차원척도 분석과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초등교사들이 상담 추구 행동 장

애요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개념도에 표상하였다. 결과적으로,

초등교사들은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을 ‘자기 초점-타인 초점’, ‘접근

방법 및 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상담의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이라는

두 개의 차원과 4개의 군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초등교사들이 인식하는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의 내용에 대

한 논의, 차원과 군집에 대한 논의, 개념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중요도

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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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 내용에 대한 논의

대표진술문에서 두드러지는 세 가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논의로

기술하였다. 첫째, 진술문 중 일부는 초등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에

대한 오개념을 내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미디어에 알려진 상담 비용

이 회기 당 50만원 정도로 비용이 과도하게 비쌀것 같아서 상담에 가기

어렵다(진술문 42번)’, ‘상담을 가면 정신과처럼 진료기록이 남을 것 같기

때문에 상담에 가기 어렵다(진술문 43번)’, ‘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상담에 가면 공감 등 정서적 지지만 해줄 것

같다(진술문 1번)’,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시급하게 처리되어야하

는데, 상담은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진술문 2번)’가 이

에 해당한다. 이같은 진술문들은 심리상담 서비스의 비용, 의료기록 여

부, 회기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오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진술문들로, 초

등교사들에게 상담 서비스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상담에 대한 정보 교

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진술문 중 일부는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주체

를 학교 상담사로 상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 상담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주로 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은 거의 하지

않는다(진술문 3번)’, ‘학교 상담사의 역할(학생에 대한 자문만 구할 수

있는지, 또는 교사 본인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는지)이 무엇인지 모

르겠다(진술문 4번)’, ‘학교 상담사가 학교 당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경우

도 있어서 학교에서 상담을 받기 어렵다(진술문 5번)’, ‘학교 상담사는 학

급 경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급에서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진술문 6번)’, ‘학교 상담사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교사라는

점에서 허심탄회하게 내 문제를 상담받기 꺼려진다(진술문 7번)’이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진술문들을 통해 미루어보았을 때, 초등교사들은 외부

기관의 전문상담사와 학교상담사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는 명목하에 상담사 집단으로 통칭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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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더불어, 상담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일

부 초등교사들이 외부의 전문기관의 상담사보다는 접근성과 친밀도 측면

에서 학교 상담사를 먼저 떠올림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진술문 중 일부는 교사라는 특수 직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를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교사라면 심리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야한다고 사회에서 기대하는데, 상담을 받으면

이같은 역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진술문 45번)’, ‘교사는 수업, 생

활지도, 업무에서 완벽하기를 요구받는데, 상담을 받으면 이같은 역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진술문 46번)’,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받는

것이 “나 힘들어요”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처럼 느껴진다(진술문 47

번)’이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진술문들을 통해 미루어보았을 때, 초등교

사들이 상담을 받는 행위를 ‘역량부족’과 ‘책임 회피’라고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역량 부족’은 두 가지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수업, 생활지도, 업무 등을 포괄하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에 대한 역량 부족을 말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교사는 심리적 어려

움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인식을 초등교사들이

두 가지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차원과 군집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초등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 차원과 군집에 대한 논의

가. 차원에 대한 논의

초등교사들은 52개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을 2개의 차원으

로 인식하였으며, 초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X축을 ‘자기

초점-타인 초점’ 차원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이해 부족 영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Y축을 ‘접근요인과 자원에 대한 이해부족-상담의 본질

과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차원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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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여기에서는 차원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초등교사들은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을 ‘자기 초점-타인

초점’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인 초등교사들이 염두

하는 장애요인의 초점이 타인을 향해있는지 자신을 향해있는지와 같이

어느 곳에 향해있느냐를 의미한다. 먼저 자기 초점(self-focused) 축을

구성하는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을 초등교사들의 응답에 기초하여 살

펴보면, ‘문제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

하여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나 자신을 스스로 돌봄 여유가 없다.’, ‘이번 해만 지나면 괜찮겠지, 다른

학교로 전보 쓰면 괜찮겠지 하며 버티고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상담을 받으러 갈 수준인지 진단기준을 모르

겠다.’, ‘이 정도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담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 등으로 나타났다.

자기 초점 축에서 제시된 진술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초등

교사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소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자각하는 능력

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 소진이 포착되더라도 의지적으로 자기 돌봄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계속해서 미루는 정황이 보고되고 있었다. 자기 자

각(self-awareness)이란, 나의 내면의 생각, 감정, 행동 그리고 상태에 관

하여 편파되지 않은(unbiased) 관찰 및 통찰과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하

는데(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Brown, Ryan, 2003), 선행연구

에서는 적절한 자기돌봄을 위해서는 자기 자각이 선행해야 한다고 하였

다(Richards, K., et al, 2010; Baker, 2003; Norcross, 2000). 현재 본 연

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이 자기돌봄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

자신의 소진 여부 및 자기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선명한 자기 자각을 하

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초등교사들이 자기돌봄을 하지 못

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로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올 수 있는 객관적인 기

준을 찾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Picus(2006)은 자기

돌봄을 “개인이 자신의 주관적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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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라고 정의하며 상담을 받는 행위를 심리적 자기돌봄 요인 중 하

나로 제시한다. 또한 신연희와 안연희(2005)는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접근 요인으로서 ‘심리적 불편감’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말하는 심리적

불편감은 일정 점수의 객관적 점수를 넘어가야지만 심리적 불편감의 자

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관적인 불편한 느낌 그 자체를 의

미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보았을 때 초등교사들이 주

관적 판단보다는 ‘상담에 올만한’, ‘상담의 옴직한’ 정도를 판단내려줄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나 기준을 찾고 있는 행위는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온전한 의미의 자기 돌봄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자기 초점 축과 상반되는 축은 타인 초점(other-focused) 축으로

확인되었다. 타인 초점 축을 구성하는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을 초등

교사들의 응답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학교 상담사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사라는 점에서 허심탄회하게 내 문제를 상담받기 꺼려진다.’ , ‘학교 상

담사는 학급 경영 경험이 없으므로 학급에서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학부모들이 ’상담받는 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맡

겨도 되나’라고 생각할까봐 상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학

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가 ‘나를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라고 여길까봐 상

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상담사가 편견으로 나는 평가하

는 눈으로 바라볼까봐 상담에 가기 어렵다.’ 등으로 나타났다.

타인 초점 축에서 제시된 진술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거론되었는데 그 하나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염려였고, 또 다른 하나는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다. 먼저, 초등

교사들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들 등 외부의 시선을 의식함과 동시에 외부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 교사인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를 두

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서양에 비해 관계 지향적이며

집단의 의사를 신경쓰는 집단주의 문화(collectivism)의 내담자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른 사



- 102 -

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과 낙인을 받을 것을 염려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Markus & Kitayama, 1991; Yoo, 1997). 서은주와 김장회(2015)는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향후 심리상담을 받았을 때 무엇을 우려하는

지를 조사했을 때 주변의 시선의식(초등 10.2%, 중등 10%)이 우려 요인

중 하나로 보고한 바 있다. 이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짐작해보았을 때 집

단주의 문화가 강한 초등학교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초등교사들의 타인의 평가에 대한 우려 외에도 상담사의 전문

성을 의심하고 있는 정황이 보고되었다.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의

예시로는, 상담사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를 염려하는 등 상담사

의 인간적 자질을 의심하거나, 상담사가 학급 경영 경험이 없는데 학급

에서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는 등 상담사의 전문적

자질을 의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같이 상담사의 인간적 자질과 전문

적 자질을 통틀어서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상담 경험이

없는 집단이 상담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상담 전문가에 대한 불신 정

도가 높다는 선행 연구(남숙경, 이상민, 2012)와 상담전문가가 적합한 훈

련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가 높을 때 전문적 도

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혜경, 2012)를 종합하여

미루어보았을 때, 상담 경험이 없는 초등교사들로 구성된 본 연구의 참

여자들에게서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으로 상담사의 전문성이 중요하

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성인과 김창대(2010)는

Fisbein(1964)의 다속성태도모델과 Ajzen(1975, 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

을 바탕으로 ‘상담(counseling)’이라는 상품이 선택에 대한 위험성, 비용,

손해 등을 깊이 사유해서 구매하는 고관여(high-involvement) 상품이라고 가정

하며,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에 비해 상담자의 부정적 자질들

(편견을 가지는 상담사들이 있다, 사람을 조종하는 상담사들이 있다)과

사회적인 낙인(타인이 나를 나약하게 본다)울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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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타인 초점의 축에서 초등교사들이 타인의 평가에

대한 염려와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 같은 축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점에서 최성인과 김창대(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이같은

선행연구와의 일치된 연구결과로로부터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

었다. 첫 번째 시사점으로 연구대상인 초등교사들이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를 넘어 심지어 상담사까지도 평가를 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상담

사의 평가까지도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집단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초등교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사회적 낙인의 연

장선상에서 “상담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를 우려하는 차원으로까지 확

장되었다는 최성인과 김창대(2010)의 연구와 동일한 시사점을 발견하였

다. 반면, 두 번째 시사점으로 본연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이 타인의 평가에

대한 염려와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이

를, 초등교사들이 교사 집단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명한 상담사 찾음으

로써 상담을 받는 행위에 대한 타인의 승인을 구하고 있다고 해석하였

다. 이는 기업체 종사자의 전문적 도움추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심혜진(2020)의 연구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낙인이

경험되어 상담을 받는 스스로를 부적절하게 평가하는 자기 낙인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가치감을 타인승인에 수반하는 경우 끊임없이 외부적인 조

건인 타인의 인정을 추구(Crocker, 2002)하는 기업체 종사자들의 모습과

초등교사들의 모습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렇

듯 본 연구에서는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아가 내가 상담을 받는 것을 발견할 누군가로부터의 승인

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새로운 시사점으로 발견하였다.

둘째, 초등교사들은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을 ‘접근방법 및 자

원에 대한 이해 부족-상담의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교사들이 인식하는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이 어떠한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는를 의미한다. 먼저 접근방법 및 자원에 대

한 이해 부족(lack of undertstanding on approaches and resources)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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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학교 상담사가 학교

당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학교에서 상담을 받기 어렵다.’, ‘교

사들도 교직에 나갔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교대에서) 배우지 못했다.’, ‘학교 상담사의 역할(학

생에 대한 자문만 구할 수 있는지, 또는 교사 본인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는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학교 상담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주로 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은 거의 하지 않는다.’, ‘교육

청에서 집단 강연, 심리 교육, 연수는 제공하지만 1대 1 상담은 거의 제

공하지 않아서 상담을 받을 기회가 적다.’, ‘어떤 경로로 상담을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나 방법을 모르겠다.’ 등으로 나타났다.

‘접근방법 및 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 축에서 제시된 진술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초등교사들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상

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접근방법 대한 정보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

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자원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초등교사들의

인식은 교사의 직무실태 해소 방안를 연구한 이희현(2017)은 현재 각 시

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원 힐링 등 집단 연수 등을 중

심으로 운영될 뿐이며 교원의 문제해결 역량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하

다고 보고한 바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축에서는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학

교 상담사로 지목하고 있으나 학교 상담사의 역할에 대한 내부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었다. 초등학교 상담교사

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교사, 학부모, 관리자의 요구를 분석한 허승희와

박성미(2005)의 연구에서는 교사집단의 요구 분석을 보면 아동 이해를

위한 정보제공, 전반적인 생활지도 체제에 대한 지원, 교사교육 및 부모

교육, 학교상담 관련 행정업무, 개별 및 집단상담 순으로 요구가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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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교사들이 학교상담사로부터 개별 상담에 대한

요구를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지연과 박알뜨리(2019)가 담임교

사와 학교 상담사의 자문 관계에서의 장애요인을 연구한 개념도 연구에

서 네 번째 군집으로 ‘학교 상담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관련 경험 부

족’이 제시된 것을 미루어보았을 때 아직까지 학교 상담사의 역할이 무

엇인지 교사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등에 대한 내부적 차원

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 제도

의 시행과 개선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김동일, 신을진, 안연희

(2005)의 연구에서는 이같이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이 모호함을 지적하며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을 1대 1 학생 상담으로만 국한 짓지 말고 보다 포

괄적이고 체계적인 수준에서 규정해야 함을 제언하기도 하였다.

접근방법 및 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 축과 상반되는 축은 상담에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lack of understanding on the function of counseling)

축으로 확인되었다. 상담에 대한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축을 구성하는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을 초등교사들의 응답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자

기 발전을 위해 자청한 추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나의 선택의 문제

지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문제

는 사건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종결되는 문제이기에 내가 상담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변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은 개인의 의

지의 문제이지 타인(상담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담에 가기보다는 친한 선생님, 부장님, 교감 선생님 등 학교 내 공감

대가 형성된 분들에게 이야기한다.’, ‘휴직, 연수, 승진 등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외 대안책을 이용한다.’ 등으로 나타났다.

상담에 대한 기능 이해 부족 축에서 제시된 진술문들을 종합적

으로 살펴보면, 초등교사들은 학교 내외에서 겪는 모든 일련의 직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거나 해결하기

는 어렵다고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상담의 효

과성을 의심하거나, 상담사의 역할 및 상담의 기능에 대한 모호함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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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기 때문이었다. 교사들이 상담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양상은 상담사보다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조언을 얻는 모습이나, 상담 외

대안책을 활용하려는 모습, 그리고 교직에서의 스트레스가 상담을 통해

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열거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기능 등 전문직으로서의 상담전문가의 정

체성을 연구한 안수정, 안햐안, 서영석(2021)의 연구에서는 다중 이해관

계자 모델(Wennberg, 1988)를 기반으로 상담사의 정체성에 대한 관점을

수집할 때 상담 실무자들의 견해와 더불어 상담을 1회 이상 이용한 경험

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사 정체성에 관한 견해를 수집한 것이

드러났다. 상담 경험이 1회 이상인 일반인을 선정한 이유는 자신이 상담

및 상담사에 대해 직접 인식을 했을 때야 비로소 ‘상담전문가가 어떤 역

할을 해주었다고 느끼는가?’, ‘상담 결과 어떤 도움을 본인이 받았다고

인식하는가?’와 같은 상담사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질문에 대

한 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 이같은 안수정, 안햐안, 서영

석(2021)의 연구참여자 선정조건을 통해 미루어보았을 때, 현재 본 연구

에서는 연구참여자인 초등교사들이 4번째 선정기준에 입각하여 ‘상담 추

구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즉 상담에 대한 경험이 1회도 없는 참여자

들라는 점에서 상담이 무엇이며 상담 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같

이 상담의 본질과 이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을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해석이 시사하는 바는 초등교사들에게 적어도 1회 이상의 의미있

는 좋은 상담 경험을 제공한다면 ‘상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이라는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초등교사들을 포함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직원공제회와 한국 EAP 협회가 협업한 서비스인 ‘The-K 마음쉼’ 이

라는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본 서비스는 교사들에게 1인

당 연간 3회기의 무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시도는

적어도 3회 동안 심리상담을 무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교사

들에게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초등교사들의 상담추구행동 장애요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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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축을 극복하려는 기능적인 노력

이 일환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추후 이와 유사한 제도적 지원이 국가

적 차원의 상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제언한다.

이상으로 차원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초등교사들은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으로서 자기에 대한 통찰이나 자각이 부족하거나 자기돌봄

에 소홀하는 등 자기 초점의 장애요인들을 인식하기도 하고, 타인에 의

한 낙인이나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 등 타인 초점의 장애요인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또한, 좁은 범위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어떻

게 접근가능한지 등에 관련한 자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장애요인

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며, 넓은 범위에서 상담 및 상담사의 기능과 역

할 같은 상담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였다.

나. 군집에 대한 논의

유사성 분류를 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추구 행동 장애요

인을 4개의 군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및

기회의 부족(군집 1)’, ‘자기 자각 및 자기돌봄 부족(군집 2)’, ‘도움 추구

에 소극적인 신념과 태도(군집 3)’, 그리고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상담에

대한 낮은 신뢰(군집 4)’로 명명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군집에 대해서 먼

저 논의하고, 내담자가 아닌 상담사로서의 담임교사들이 인식한 학교 상

담사와의 자문 관계에서의 장애요인으로 도출된 군집(김지연, 박알뜨리,

2019)과 비교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 군집별 논의

첫째, 초등교사들은 군집 1 ‘정보와 기회의 부족’을 상담 추구 행

동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초등교사들은 정보의 부족을 다

음과 같이 느끼고 있었다. 교사들은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상담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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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인지, 어디가 좋은 기관인지를 모르고 있었고(진술문 16번), 어떤 경

로로 상담을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나 방법 또한 모르고 있었으며(진술문

17번), 상담에서 어떤 영역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

었다(진술문 37번). 이같이 초등교사들이 상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이

유는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할 기관으로부터 제 때에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였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 받았기 때문임을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들도 교직에 나갔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상담도 받

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교대에서) 배우지 못했다(진술문 18

번)는 점은 초등교사들이 제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에 해

당하고, 미디어에 알려진 상담 비용이 회기 당 50만원 정도로 비용이 과

도하게 비쌀것 같아서 상담에 가기 어렵다(진술문 41번)은 상담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초등교사들은 상담을 받을 기회의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여기서 교사들이 말하는 기회는 외부적 제도(system)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개인적 여건(capability to afford)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의미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었다. 외부적 제도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예시로는, 교육청에서 집단 강연, 심리 교육, 연수는

제공하지만 1대 1 상담은 거의 제공하지 않아서 상담을 받을 기회가 적

다(진술문 14번)거나, 학교 상담사가 학교 당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경우

도 있어서 학교에서 상담을 받기 어렵다(진술문 5번)거나, 학교 상담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주로 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은 거의

하지 않는다(진술문 3번)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에 반해 개인적

여건이 되지 않아 기회가 부족하다는 예시로는 다른 우선순위(자녀 양

육, 부모 부양)에 밀려 상담 비용의 지불이 부담스럽다거나(진술문 27

번), 상담을 받으러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상담을 위한 시간을 따로 할

애할 여유가 없다(진술문 26번)는 진술문이 포함됨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초등교사들은 군집 2 ‘자기 자각 및 자기돌봄 부족’을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초등교사들은 문제상황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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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없다(진술문 19번)

고 하거나, 문제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여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진술문 21번)고 하거나, 어느 정도의 스

트레스를 받아야 상담을갈 수준인지 진단기준을 모르겠다(진술문 39번)고

보고하였다. 교사나 상담사 등 조력 전문직(helping profession)의 자기돌

봄에 관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이 자기돌봄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가 그들에게 자기돌봄으로 활용할 만한 대처 자원이 없거나, 자기 돌봄을

제대로 연습해 본적이 없거나, 자기주장을 잘못하는 사람이거나 일터에서

떠나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Susannah C.

Coaston, 2017; Bradley et al., 2013; Gentry, 2002; O’Halloran & Linton,

2000). 이같은 선행연구는 조력전문직인 초등교사들 또한 일에 시간을 쏟

고 매몰됨으로써 자기돌봄을 제대로 연습해보지 못하거나 자기돌봄으로

활용할만한 자원을 충분히 개발시키지 못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Shauna

와 그의 동료들(2007)은 조력전문직들에게 자기돌봄법을 가르쳐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마음 챙김에 기반 스트레스 경감(MBSR: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방식의 효과성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는 돌봄 제

공자(Caregivers)인 초등교사들에게도 자기돌봄의 필요성과 방법을 체계

적으로 지도하는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초등교사들은 군집 3 ‘도움 추구에 소극적인 신념과 태도’

를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초등교사들은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제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처 선택(하위군집 3-1)하거나

상담 외의 대안책들을 활용(하위군집 3-2)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군집 3

에서는 가장 먼저, 초등교사들이 자신의 직업에서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breakthrough)하려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접근하는 것을 회피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었다. 예

를 들어 초등교사들이 ‘교직 내 인식(애쓰지 마라, 적당히 해라, 애들 바

뀌지 않는다)을 받아들여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진술문 11번)’라고 하

거나, ‘이번 해만 지나면 괜찮겠지, 다른 학교로 전보 쓰면 괜찮겠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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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버티고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진술문 10번)’라고 보고하는 것에서

초등교사들의 초등교직내에서 전통적으로 고수되어지는 회피하기의 전략

을 그대로 내사하여 활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고등학교급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지적 유연성이 직업 및 삶의 만족을 연구한 이은설과 신윤정

(2017)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을 주어진 상황에서 대안이 있다는

인식,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자 하는 자발성,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

는 역량(Kim & Omizo, 2006)으로 설명하며 인지적 유연성이 낮을수록

직업 및 삶의 만족도가 낮아짐을 증명하였다. 초등교사들이 회피하기의

전략을 고수하고, 문제를 돌파하기보다는 머무르고 고통이 지나가기를

견디는 양상은 초등교사 집단의 인지적 유연성이 낮을 가능성을 시사하

며, 이러한 낮은 인지적 유연성이 본 연구에서는 상담추구행동의 장애요

인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초등교사들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초임 때에는 누구나 다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고 상

담을 찾지 않는다(진술문 48번)거나, 연차가 쌓이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

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서 상담을 찾

지 않는다(진술문 49번), 이 정도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

각하여 상담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진술문 20번) 등이 모두 이같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특수교사들의 자기돌봄 저해요인을 연구한 남지원

(2021)에 의하면, 교사들이 자신이 지녀야 하거나 지녀야만한다고 믿는

‘의무적 자기(ought self)’와 자신 또는 중요한 타인이 자신이 실제로 지

니고 있다고 믿는 속성을 나타내는 ‘실제적 자기(actual self)’의 불일치

가 자기돌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 의무적 자기

와 실제적 자기의 불일치 속에서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 자책, 고통 등과 같은 느낌인 죄책감이 발생하기 때문(Baumeister

et al., 1994)이라고 보고하였다. 이같은 선행 연구결과를 교사집단의 유

사성에 입각해 초등교사에게도 대입해보았을 때, 초등교사들이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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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로서 ‘심리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교사’, ‘어떤 영역의 문제든

높은 역량으로 처리 가능한 교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두고 ‘상담을 통해

타인의 도움을 받는 교사’라는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의 불일치를

경험할 때 죄책감을 느껴 도움추구를 하지 않음을 유추하였다.

넷째, 초등교사들은 군집 4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상담에 대한

낮은 신뢰’를 상담추구 행동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초등교

사들이 사회적 낙인에 대해 두려움(하위군집 4-1)을 보고하였다. 사회적

낙인(public stigma)이란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무언가 문

제가 있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고 은연중에 여기는 인식을 의미한다(Vogel, Wade, & Hackler,

2007). 초등교사들이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가 나를 '문제가 있는 선생

님'이라고 여길까봐 상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진술문 24

번)고 하거나 학부모들이 '상담받는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되

나'라고 생각할까봐 상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진술문 25

번)거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과 달리, 상담은 뭔가 대단한 정신

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 같다(진술문 22번)라는 진술문이 교사

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낙인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초등교사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교사의 역량으

로 여기며 상담을 통한 도움 추구하는 것을 역량의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라면 심리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야한다고

사회에서 기대하는데, 상담을 받으면 이같은 역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

진다(진술문 45번)’는 진술문이나, ‘교사는 수업, 생활지도, 업무에서 완벽

하기를 요구받는데, 상담을 받으면 이같은 역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

다(진술문 46번)’는 진술문은 이같은 역량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초등교사들의 자기 낙인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었다. 자기 낙인(self-stigma)이란, 사회적으로 형성된 부정적이

고 나약한 이미지를 내면화하여(Corrigan, 2004; Holmes & River, 1998)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열등하고 부적응적이며 유약하다고 스스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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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Nadler & Fisher, 1986) 것을 의미한다. 초등교사들은 교사라는

특수 직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교사들이 스스로 인식하면서 상담 서비

스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자기낙인

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Corrigan과 Matthews(2003)는 사람들은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숨기거

나 치료를 회피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교사들이 이번 학년만 끝나기를,

다음 학교로 전보를 쓰기를 기다리는 등 상담 등 적극적 도움추구 기재

를 활용하여 문제를 돌파하기 보다는 회피적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도

자기 낙인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상담사로서의 담임 교사들이 보고한 군집(김지연, 박알뜨리, 2019)

지금까지 국내의 학교 상담 연구는 담임교사들을 상담사의 역할

을 수행하는 주체로 인식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김계현 외, 2010; 김

선경, 2011; 박상민, 김동일, 2011; 김지연, 박알뜨리, 2019). 학교 현장에

서 담임교사들은 생활지도부터, 진학 상담, 학습 상담, 학부모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계현 외, 2010). 김지

연과 박알뜨리(2019)의 연구는 상담사로서 담임교사들이 상담 활동을 수

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상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

에 어떠한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개념도 연구로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와

본 연구는 여러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1)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연

구가 수행된 점, 2) 상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한 점, 3)

개념도 연구로 진행된 점 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두 연구는 차

이점도 있었는데, 전자는 연구참 여자가 초중고등학교급의 담임교사들인

점 후자는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들인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수적인 차

이점 외에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으로 담임교사들을 ‘상담자’로 상정하고

있는지 ‘내담자’로 상정로 하고 있는지에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에 각 연구별로 도출된 군집을 비교하여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113 -

전체적인 군집을 김지연과 박알뜨리(2019)가 진행한 상담사로서

의 담임교사들의 관점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사로서의 담임

교사의 관점에서 보고한 군집과 유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지

연 박알뜨리 연구(2019)에서의 군집인 ‘학교 상담자에게 받는 자문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와 ‘학교 상담사에 대한 신뢰 부족’, ’학교상담자

역할에 대한 인식 및 관련 경험 부족‘은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군집

또는 하위군집으로 언급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움 추구에 소극적

인 신념과 태도(군집 3)’, 그리고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상담에 대한 불

신(군집 4)’에서 유사한 내용이 나타났다.

반면, 상담사로서의 담임교사의 관점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내담자로서의 담임교사들의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군집으로는

‘정보 및 기회의 부족(군집 1)’ ‘자기 자각 및 자기돌봄의 부족(군집2)’ 가

있었다. 또한 상담사로서 담임교사들은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

되지 않은 군집으로는 ‘학교 상담 환경으로 인한 학교상담자의 업무 과

다’ 들이 있었다. 이처럼 각 연구에서 도출된 군집의 내용이 상이한 이유

는 연구 초점이 상담사와 내담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

다. 교사들이 상담을 수행하는 주체자로서, 학교 상담사에게 자문을 구할

때에는 학교 상담사의 업무가 많은 것이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한 장애요

인이 될 것이다. 반면, 교사들이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상담과 관련한 정보나 기회가 없는 점, 그리고 본인이 심리

적 어려움이 있다는 자기 자각이 안되거나 자기돌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모두가 상담을 받는 것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이 상담사의 관점과 내담자의 관점에서 유사하게 보고된 군집과 차차

별되게 보고된 군집들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담임교사 집단적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담임교사들이 상담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무엇인

지, 어떠한 이유로 좌절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교사들

을 위한 상담 서비스 개선사항에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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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교사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논의

군집별 중요성 평정 결과는 초등교사들이 인식하는 중요한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덜 중요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를 보여준다. 중요성 평정에서 군집 2 ‘자기 자각 및 자기돌봄 부족’ 군

집이 가장 높은 중요도와 가장 낮은 표준편차를 보인 것은 매우 흥미롭

고 주목할 만한 결과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초등교사들은 문

제 상황속에서 자신이 소진되었음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자각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우선하여 자기돌봄을 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

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돌봄(self-care)이란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삶의 맥락에서 일상적인 긍정적 행동들과 신체적, 정서적, 영적 자기에

유념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것(Wise & Barnett, 2016, p. 210)”을 의미하

는데, 연구에 참여한 초등교사들은 주의를 기울여 자기돌봄을 하지 못하

는 특성이 상담 추구 행동이 저지되는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는 것에 일관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표준편차:0.26). 초등교사의 자기

돌봄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심리적 소진에 부(-)의 영향을,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선우, 변상

해, 2020). 군집 2의 높은 중요성 평정 결과는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

고, 심리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교사들에게 자기 돌봄의 필

요성과 기능을 가치로이 여길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키는 내용의 교육

이 향후 초등교사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에서 중요도가 5.5점이 넘는 대표진술문 7개를 따로 정

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7개의 대표진술문을 살펴보았을 때 군집 1. ‘정

보와 기회의 부족’ 에 포함된 진술문이 3개, 군집 2. ‘자기 자각 및 자기

돌봄 부족’에 포함된 진술문이 2개, 군집 3. ‘도움추구에 소극적인 태도와

신념’에 포함된 진술문이 1개, 군집 4.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상담에 대

한 낮은 신념’에 포함된 진술문이 1개였다.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군

집은 군집 2 ‘자기 자각 및 자기돌봄 부족’이었지만(중요도 5.19),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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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보았을 때 중요도가 높은 개입들 1위와 2위는 군집 1. ‘정보와 기회

의 부족’에 속한 진술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등교사들이 상

담실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중요도를

띄고 있는 군집 1. ‘정보와 기회의 부족’과 군집 2. ‘자기 자각 및 자기

돌봄 부족’을 유심히 살피고, 이 두 개의 군집에 포함된 장애요인 진술문

들을 극복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장 높은 중요도로 평정된 진술문은 ‘교사들이 갈 수 있는 상담

기관이 어디인지, 어디가 좋은 기관인지 모르겠다(진술문 16번)’으로 나

타났다. 특히 연구 참여자 중 5명은 인지도가 높은 상담 기관 혹은 교사

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상담기관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호소하였다.

이같은 진술문은 초등교사들을 주 대상층으로 한 상담 기관의 홍보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 중요도가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주변 동료 교사들이 상

담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공유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선뜻 상담을 받

으러 가기 꺼려진다(진술문 15번)’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들은 동학년 내부

결속력을 중시 여기고 교직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을 미덕

으로 여긴다(이동성, 2007; 왕한신 2014).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사들에게

주변 동료교사들의 상담 이용 경험이라는 선례는 상담을 이용하는데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접근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초등교사들은 새로

운 문제해결 방식보다는 과거에 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안정감

을 느끼며 변화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선행연구(오영재,

2010)을 미루어보았을 때, 선례가 없을 경우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취

하기보다는 과거의 것을 답습하고 변화나 개선을 취하지 않기에 상담 추

구 행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중요도에서 밝혀진 상위 7개의 목록은 교사들을 위한 상담기관

들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급선무로 해결되어야 하는 장애요인으로 보인

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여전히 교사들을 위한 상담 기관이 어디인지를

모른다고 호소한 점에 대해서는, 상담 기관들은 학교 밖 차원에서의 홍

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문 등을 활용하여 학교 안으로의 원활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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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 내에서 상담 받은 경험을 공유

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담 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일례로, 앞서 제시하였던 교직원공제회와 한국 EAP 협회가 협업한

서비스인 ‘The-K 마음쉼’ 에서는 교사들에게 1인당 연간 3회기의 무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시도는 적어도 3회 동안 심리

상담을 무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교사들에게 상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교사들 상담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또한 2021년 하반기 사업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초로 학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학부모 학습 상담 서비스’와 유사하게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사 상

담’을 제공한다면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는 교사들에게 관리자를 거치

지 않아도 되는 신청 제도를 포함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사 상담문화의 정착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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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1. 이론적 측면에서의 의의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요인을 경험적으로 탐색하고 교사들을 내담자로 상정한 교사 상담

연구에 기여하였다.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초등교사들이 직무스트레스, 교

권 침해, 민원 응대 등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으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상담을 찾지 않는 현상인 서비스 갭(service gap: Stefl & Prosperi,

1985)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학교 상담 선행연구에서는 학교 상담 장

면에서 초등교사들을 내담자보다는 상담자로 인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

었으며, 드물게 교사를 상담의 내담자로 가정한 연구가 있더라도 가상적

상황을 상정하고 교사들이 만약 상담을 받게 된다면 상담에 대한 어떠한

요구(상담받고 싶은 주제, 상담받고 싶은 환경 등)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치고 있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 상황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초등교사들이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으러 가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힘

으로써 서비스 갭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

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들을 내담자로 상정한 교사 상담 연구에 기여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상담학 연구에서 장기간 연구되어 온 ‘전

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개념과 구별된 ‘상담 추구 행동’의 개념을 초점

화하여 제시하였다.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은 개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정

신과 의료진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Fischer & Turner, 1970; 김

주미, 유성경, 2002; 신연희, 안현희, 2005; 김은하, 손혜련, 김은아, 2018)

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담이 정신건강 인접 분야들과 구별되는

특성이 분명하게 존재함(Corey & Corey, 2020; 안수정, 안하얀,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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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을 근거로 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 여러 원천들 중에서 심리 상담만

을 단독 원천으로 하는 상담 추구 행동을 주요 용어로 사용하고 집중적

으로 관찰하였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타 정신건강 인접분야와 구별되

는 상담의 특성을 부각하여 ‘상담 추구 행동’의 개념을 깊이있게 탐색하

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2. 실제적 측면에서의 의의

첫째, 본 연구는 교사의 심리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상담 기관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방향성을

제공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교권 침해 등의 이슈가 대

두되며 교사들의 정신건강 보호의 중요성이 교육계에서는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심리상담 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나 교사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고 보고되고 있다(경인일보, 2020.05.15). 일례로 경기도 교육청의 교원치

유지원센터의 일반·법률·심리 분야의 상담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교원

12만여 명 중 총 809건에 그쳤다(기호일보, 2019.06.13).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교사들의 상담센터 이용률 저조현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서 상담 서비스들이 어떠 점들을 해결해야하는지 개선책을 제공한다.

특히 중요도에서 밝혀진 상위 7개의 목록은 상담 기관들에게 가

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장애요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여전히 교사들을 위한 상담 기관이 어디인지를 모른다고 호소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담 기관들은 학교 밖 차원에서의 홍보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공문 등을 활용하여 학교 안으로의 원활한 홍보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함을 호소한 점에 대해

서는, 교사들의 낙인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

서 ‘찾아가는 맞춤형 교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도 있

다. 실제로, 2021년 하반기 사업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초로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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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학부모 학습 상담 서비스’가 실시되었는데

이 서비스는 학습 부진 자녀에 대한 낙인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거치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사가 외부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진행이 되어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마무리되었다. 이같은 신

설 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는 교사들에게

관리자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신청 제도를 포함하고, 내담자인 교사가

안전감을 느끼는 때와 장소를 직접 선택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찾아

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교육대학교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심리상담

관련 교육과정의 편제와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초등교사 18명은 서울, 경인,

공주, 광주, 대구, 전주교대 및 이화여자대학교 등 전국의 다양한 초등교

원 양성기관 출신으로, 학교별로 심리상담 과목의 수업 내용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 일부 저경력 교사들은 교육대학교 재학시절 상담학 관

련 교육과정에서 상담이 무엇인지, 학부모나 학생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기초 상담 이론이 어떠한지, 반영, 재진술 등의 상담기법을 어떻게 사용

하는지 등을 배웠다고 보고한 반면, 경력이 높은 일부 교사들은 그마저

도 배운 기억이 없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교육대학교의 상담학 교육과정

에 관한 무엇보다도 놀라운 발견은 교직경력이 20년 이상인 연구 참여자

나 교직 경력이 2년인 초등교사 중 누구도 ‘교사들도 현장에 나가 어렵

고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 상담을 통한 자기돌봄을 할 수 있다.’는 메

시지를 배워본 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교사들이 현장에 나오기 전 마지

막 배움의 장인 교육대학교에서 상담의 본질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시키

지 못한 교육과정 내용은 초등교사들의 상담추구행동의 커다란 장애요인

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초등 교원양성기관의 상담학 교육과정

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상담이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교사들이 왜

자기 돌봄을 해야하는지, 자기 자각의 중요성, 성찰의 중요성 및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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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상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교육과정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일례로 한 연구참

여자는 출신 교대 상담학 수업에서 수강생들에게 학교 상담센터에서 상

담 경험을 해볼 것을 요구하는 과제로 제시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초둥교사들에게 상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직무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으리라 짐작하였

다. 교육과정은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 김은하와 신윤정(2019)는 점차

다문화시대로 접하는 현대의 실태에서 상담수련생들에게 다문화상담을

교과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자기돌봄(Self-care)은 오랫동안 연구된 조

력전문직(helping professions)의 소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시대의 중요

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Corey & Cory, 2020). 이는 초등교육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자기돌봄의 내용이 반드시 교과 교육과정에서 중요

히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몸이 아프면 의사도 병원에 간다는

점을 가르침, 의사가 병원에 가는 것이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을 가르침을 향후 교육과정에서는 초등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의의

첫째,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론의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던 결과

기술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 대표진술별 축어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개념도는 초등교사들의 상담추구행동 장애요인과 같이

확립된 이론체계가 부족한 분야의 탐색적 연구로 유용한 방법론이다

(Paulson et al., 1999; 민경화, 최윤정, 2007). 개념도는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질적인 자료를 양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

으로써 연구자의 편견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민경

화, 최윤정, 2007). 하지만 개념도는 질적연구와 양적 연구 양쪽의 접근

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한계점도 존재하였는데, 특히 결과를 기술할 때

구조화된 방식으로 대표진술문을 한 문장으로 제시함으로써 질적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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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강점을 연구결과물에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박애실,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의 인식과 경험을

보다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52개의 모든 진술문에 대하여 기초진술

문으로 추출되고 가공되기 전 상태인 축어록을 연구 결과에 제시하였다.

이렇게 축어록을 활용한 생생한 예시를 결과기술에 제시하였다는 점은

추후 개념도 연구가 초등교사 대상으로 한 소진 예방, 상담 개입 등을 위

한 후속 연구에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개념도 방법론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신뢰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국내의 상

담심리 분야의 개념도 연구 방법에 대해 메타분석 연구를 수행한 최윤정

(2019)에 따르면, 2019년까지의 국내의 개념도 연구들에는 신뢰도가 보

고한 바가 전무하였다. 이에 최윤정(2019)는 향후 국내의 개념도 연구에

서도 활용 가능한 4가지 신뢰도 계수(       ) 중 적어도 하나

를 제시하여 개념도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필

요가 있음을 제언하였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제언을 받아들여,

홀수 집단과 짝수 집단 두 집단으로 나누어 유사성 행렬표(GSM)의 반

분 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를 제시하고( ), 두 집단의 스트레스

지수( )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같은 시도는 개념도 연구의 큰 한

계점으로 제시되는 신뢰도 값의 부재를 해결함으로써 개념도 연구방법론

을 보다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방법론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

였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념도 방법론

의 원래의 6단계 절차를 큰 변화없이 충실히 따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근 2년간 Covid-19의 발발로 연구자들의 연구 진행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가 연구의 가장 밑바탕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인터뷰 과정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초등교사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이 무엇있지를 질문하고 대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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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차 면담을 초등교사들의 생생한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거주 지역이 대전인 2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면 상담을 진행

하였다. 또한 2차 면담인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정에 있어서도 52개의

최종 진술문을 카드(10cm x 4.5cm)로 제작한 뒤 대면과 비대면 참여자

들에게 모두 제공하여 분류하는 고전적인 방법을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

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이 구체적 조작활동을 통해 분류작업을 하고,

또 카드를 언제든 원할 때 다른 그룹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하여

보다 철저한 유사성 분류가 가능하였다. 이같이, 일련의 절차를 기존 선

행연구들의 원칙대로 철저히 수행한 것은 코로나 시대의 한계를 극복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한계로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상담 추구 의도가 3점(매우 높음)인 참여자들

뿐만이 아닌, 1점(보통)∼3점(매우 높음) 사이인 참여자들을 모두 연구 참여

자로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연구자가 상담추구 의도가 있으나

행동은 없는 참여자들을 선정할 때 ‘의도가 있다’는 부분을 ‘의도가 0점이 아

님’으로 해석해야 할지 ‘의도가 높음(의도가 3점)’으로 해석해야 할지 고민

끝에,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자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 의도를

3점(매우 높음)으로 보고한 참여자들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1점

(보통)이나 의도가 2점(꽤 높음)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서 상담에 대한 진정

성 있는 태도를 보였고 상담에 대한 높은 의도를 기반으로 상담과 관련된

많은 선행 조사를 한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교사로서 어떠한 원인으

로 상담 추구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지에 대선 양질의 경험과 인식을 제

공하였다. 이에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상담추구 의도를 3점으로 보고한 연구

참여자들을 더 많이 표집한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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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한계로 인해 연구 참여자가 일부 지역

의 소수 인원으로 제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주 근무지는 서울. 경기, 대

전 지역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전국의 초등교사의 인식으로 일반화는 것

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근무지가 전국구를 단위로 한 초

등교사들을 모집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각 진술문 별 장애요인들에 대한 해결책을 100

프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받고자

할 때 나타나는 저항의 문제를 줄이면서 담임교사들의 상담추구 행동을 촉

진하는지원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담 기관들이 학교

밖 차원에서의 홍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문 등을 활용하여 학교 안

으로의 원활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지원하거나, 교

사들의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함을 호소한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

청 차원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교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

는 데 기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추후연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이 상담추구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해소하는 해결책을 연구한다면 궁극적으로 교사 소진의 대처방안을 연구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개념도의 연구방법에서는 진술문의 분류

과정에서 양적인 분석이 실시되고 이에 따라 연구자가 차원 및 군집의 이

름을 명명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

고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분류 기준과 연구참여자들이 설정한 군집명을

참고하여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적절한 차원 및 군집명을 명명

할 때 연구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추후 개념도 연구에서는 차원및 군집의 명명 과정을 보다 객관

화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추구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

로 상담추구 의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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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고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다(Fishbein, Ajen, 1980). 그러나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은 항상 이성

적이지만은 않으며, 감성적이거나,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최성인, 김창대, 2010). 실제로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몇 점 정도인가요?”라고 질문하였을 때 “살면서 상담을

선택지로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하였다.”는 일부 참여자들의 대답은 평소에

계획적으로 상담에 관해 이성적으로 의도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여

의도 측정의 어려움을 시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같은 의도 측정이 어려

운 상황에서 대안책으로 이성적 경로의 결과인 의도 외에도 휴리스틱적 경

로의 산출물인 의향(willingness)도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의도와 의향을

함께 고려했을 때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더욱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Todd,

Kothe, Mullan, & Monds, 2016).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의 의향

과 의도를 분리하여 측정하고, 의향과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장애요인을 탐색한다면 지금의 연구보다 한 발 진보된 연

구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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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자 모집의 글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구 과제명 

초등교사의 상담 추구 장애요인: 개념도 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명 

주소현 (서울대학교 교육상담학과)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겪고 있는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심리상담을 받아보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극

적으로 상담 추구 행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참여자 선정조건 : 

1. 초등학교의 현직교사로 근무하면서 직무 스트레 경험한 분.

2. 담임교사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분.

3. 심리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

4. 국가 기관이나 민간의 상담센터 등에서 단기 상담, 장기 상담, 집단 상담 등의 

심리상담을 실제로 받아본 경험이 없으신 분(실제로 상담 추구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분).

참여 내용 : 

  1차 개인 면담의 주요 내용은 초등교사로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면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고자 하는 의도는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 어려운 이유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등과 같은 내용을 질문을 드립니다.  

2차 면담에서는 개인면담을 통해서 산출된 진술문들을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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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진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진술문을 아이디어 진술문을 분류 및 

평정하는 단계로서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 진술문들에 대하여 유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한 뒤 각 진술문의 중요도를 1점에서 5점 척도로 스스로 평정하게 됩니다.

참여 기간 및 장소

1) 기간 : 

1. 1차 면담은 IRB연구 승인 이후부터 8월~9월 사이에 참여자와 시간을 

조율하여 진행되며, 1차 면담 시간은 60분 정도 소요됩니다

2. 2차 면담인 진술문 분류와 평정 작업은 면담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9월 

1일~9월 30일중에 참여자와 시간을 조율하여 진행되며 시간은 분류가 30분 

정도, 중요도 평정이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2) 장소 : 

면담은 서울대학교 상담 실습실, 상담실, 연구실이나 연구 참여자의 근무지인 

초등학교로 방문하는 등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기를 상호 조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참여 시 사례 :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1차 면담과 진술문 2차 면담(유사성 분류 및 중

요도 평정 작업)이 완료 시 연구 참여자에게 3만원 상당의 보상이 각 끝났을 때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2차 면담을 참여하지 못하고 1차 면담에만 참여해주신 경우 

1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참여 방법 : 

연구에 참여해주실 분은 이름/연락처/연구참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 주 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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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초등교사의 상담 추구 장애요인: 개념도 방법론을 중심으

로

연구 책임자명 : 주소현(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겪고 있는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향과 의도가 있으면서도 실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

히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경험이 있는 초등교

사이자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는 의도는 있으나 지금까지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연구 참여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주소현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관하여 설명해줄 것

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해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

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

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 요인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을 살펴봄으로써 초등교사들의 상담에 대한 의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 원인을 

밝히고 초등교사들을 위한 바람직한 전문 상담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2년 이상의 초등학교 담임 경력이 있는 20명의 초등교사가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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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승인 이후로 8월-9월 중에 우선 유선상의 통화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유선 통화 시 면담 일자를 연구자와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2) 약속된 날짜에 약 한 시간 분량의 1차 개인 면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면담 질문은 귀하가 인식하는 초등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 요인에 대

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면담 내용은 녹음 후 연구 책임자에 의해 전사될 

것입니다. 

3) 1차 면담 참여 약 한 달 후, 2차 개인 면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2차 면담에서

는 개인 면담을 바탕으로 구성된 진술문들을 구조화하는 과정과 함께, 각각의 진

술문의 중요성을 평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차 면담 또한 약 한 시

간 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면 면담 시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반

드시 착용하여 진행할 것이며, 연구자는 미리 손소독제와 살균 소독 물티슈 등

을 구비하여 면담 장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단계가 상향시, 비대면 면

담으로 진행하게 되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ZOOM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이

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연구참여자는 화상회의에 적절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연구원과 협의 후 연구원으로부터 접속

링크를 안내받아 접속하게 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심층면담은 약 60분,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이 각 30분씩 총 60분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폐기를 원

하시면 즉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중도 탈락 이전의 

자료는 연구자료로 사용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면담 중 그리고 면담 후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 초등교사로서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관련 경험을 떠올릴 때 일시적인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으며 이

러한 경험이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 기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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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로 더 이상의 인터뷰 진행이 어려울 시에는 즉시 인터뷰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자료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 

및 기록 철회를 언제든(논문 출판 직전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요청하실 수 있

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

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초등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이해

의 폭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현장에서 초등교사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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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주소현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

인정보는 연구 참여자의 생년월일과 이메일주소(부재시 핸드폰 번호)입니다. 이러

한 개인정보는 연구 책임자 주소현과 공동연구자 김동일에게만 접근이 허락되

며, 개인식별정보가 제외된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

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연구자료는 USB폴더에 암호화되어 보안되

며, USB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동 406호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캐비넷에 보

관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

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

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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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30,000원의 사례비가 증정될 것입니다. 부득

이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작업을 참여치 못하시는 경우 면접 참여에 관하

여 10,000원의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주 소 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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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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면담 질문지

면담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인터뷰는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는 초등교사들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

입니다.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된 후 전사자료(축어록)으로 수집될 

예정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되어 

사용되어지며, 또한 연구 목적에만 국한되어 사용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성의 있는 답변은 초등교사들의 소진 완화를 위한 교육연구과 실제에

서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협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연구 책임자: 주소현

지도교수: 김동일 

1. 성별: 1) 남 2) 여

2.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3. 출신 교육대학교 : 교육대학교

4. 현재 소속(지역): 시 교육청

5. 초등교사로서 활동 경력

- 총 년 개월

- 담임경력 년

- 전담경력 년

6. 최종학력: 1) 학사 졸업 2) 석사 과정 3) 석사 졸업 4) 박사 과정 5) 박사 수료 6) 박

사 졸업

7.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의 의향은 어느정도?

1) 0점(전혀 없다) 2) 1점(조금 있다) 2) 2점(꽤 있다) 3)3점 (매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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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최근 경험하셨거나, 교직경력 중에서 경험하셨던 초등교사로서 직무스트레스

와 소진의 사례를 떠올리시면서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전반

적인 경험과 생각을 듣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사오니, 아래의 질문은 참고만 하여주시고,

인터뷰를 하실 때에는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편안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름: 주 소 현       

[길라잡이 문장]

1. 선생님께서 최근에 경험하시거나 교직경력 중 경험하셨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2.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보통 어떻게 해소하려고 노력하셨나요?

3.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상담이란 무엇인가요?

4. 상담을 받는다면, 상담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5. (해당 시에만 답변) 초등교사로서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해소책으로 상담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점 질문]

초등교사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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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안내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작업지는 진술문 카드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정 작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시한 52개의 진술문은 “초등교사들의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유사성 분류를 먼저 하신 후, 이후 중요도 평정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균 소요되는 시간은 약 40분∼50분으로 예상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구조화 작업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연구 책임자: 주소현

지도교수: 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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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문 카드 유사성 분류 

다음의 지침을 이해하신 후, 총 52개의 진술문 카드를 분류하고, 다음 페이지에 

각 범주별 제목과 분류된 카드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1) 유사한 진술문끼리 분류

(1) 총 52개의 진술문 카드를 유사한 부류라고 생가되는 카드끼리 묶습니다.

(2) 이때 분류한 묶음, 즉 범주는 몇 개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52개의 카드를 1개의 범주로 묶거나, 모든 진술문을 각가 한 개의    

    범주로 묶어 총 52개의 범주로 묶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범주를 구성한 후에 남는 카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2) 각 범주의 제목 정하기

(1) 각 범주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범주 제목 진술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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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도 평정 

각각의 진술문이 초등교사의 상담 추구 행동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롭게 평정해주세요. 해당 진술문이 상담 

추구 행동을 방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이라고 생각되면 7점을, 상담 추구 

행동을 방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1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평정하시기 전에, 하나의 세트로서 가장 중요한 진술문과 가장 

중요하지 않은 진술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전체 52개의 진술문 

목록을 한번 눈으로 쭉 훑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1점에서 7점 척도를 

가급적 모두 사용하여, 중요도를 평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류된 카드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번호 진술문
매우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1
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상담에 가면 공감 등 정서적 지지만 해줄 것 같다.

2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상담은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3
학교 상담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주로 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은 거의 하지 않는다.

4
학교 상담사의 역할(학생에 대한 자문만 구할 수 
있는지, 또는 교사 본인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는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5
학교 상담사가 학교당 1명도 배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학교에서 상담을 받기 어렵다.

6
학교 상담사는 학급 경영 경험이 없으므로 학급에서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7
학교 상담사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사라는 점에서 
허심탄회하게 내 문제를 상담받기 꺼려진다.

8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문제는 사건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종결되는 문제이기에 내가 상담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9
자기 발전을 위해 자청한 추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나의 선택의 문제지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0
이번 해만 지나면 괜찮겠지, 다른 학교로 전보 쓰면 
괜찮겠지, 하며 버티고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11
교직 내 인식(애쓰지 마라, 적당히 해라, 애들 바뀌지 
않는다)을 받아들여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12
상담보다는 나의 교육적 접근법을 바꾸는 방법을 
일차적으로 생각한다.

13
국가에서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가 
초등교사 전체 인원수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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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진술문
매우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14
교육청에서 집단 강연, 심리 교육, 연수는 제공하지만 
1대 1 상담은 거의 제공하지 않아서 상담을 받을 
기회가 적다.

15
주변 동료 교사들이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공유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선뜻 상담을 
받으러 가기가 꺼려진다.

16
교사들이 갈 수 있는 상담 기관이 어디인지, 어디가 
좋은 기관인지 모르겠다.

17
어떤 경로로 상담을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나 방법을 
모르겠다.

18
교사들도 교직에 나갔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교대에서) 
배우지 못했다.

19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나를 스스로 
돌볼 여유가 없다.

20
이 정도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담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

21
문제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여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22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과 달리, 상담은 뭔가 
대단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 같다.

23
우리나라에 아직 상담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상담이라는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24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가 나를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라고 여길까봐 상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25
학부모들이 '상담받는 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되나'라고 생각할까 봐 상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26
상담을 받으러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상담받는 시간을 
따로 할애하는 여유가 없을 것 같다.

27
다른 우선순위(자녀 양육, 부모부양) 에 밀려 상담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28
상담에 가기보다는 친한 선생님, 부장님, 교감, 
교장선생님 등 학교 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한다.

29
휴직, 연수, 승진 등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외 
대안을 이용한다.

30
상담에 가기보다는 친구와 수다, 운동, 여가 등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31
상담에 가기보다는 한약과 양약 등 약물 복용을 통해 
심신을 치료한다.

32
상담을 하게 되면 힘들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거나, 
나의 부족한 점을 보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다.

33 상담사는 모르는 사람인데 나의 힘든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34
상담사가 편견으로 나를 평가하는 눈으로 바라볼까 봐 
상담에 가기 어렵다. 

35
상담사가 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지 전문성/능력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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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진술문
매우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36
전·현직 교사 출신이 아닌 외부 상담사는 학교 내부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37
상담에서 어떤 영역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38
상담에서는 답을 그냥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찾게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39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상담을 받으러 갈 
수준인지 진단기준을 모르겠다.

40
교사직을 그만두어야겠다 정도, 혹은 직업을 바꿔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담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41
미디어에 알려진 상담 비용이 회기 당 50만원 정도로 
비용이 과도하게 비쌀 것 같아서 상담에 가기 어렵다.

42
정신과처럼 진료기록이 남을 것 같아서 상담에 가기 
어렵다.

43
병가나 휴직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데 정신과가 아닌 
상담센터는 진단서를 주지 않는다.

44
학생을 데리고 방문했던 상담 기관의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태도에 실망한 적이 있어서 상담 기관이 못 
미덥다.

45
교사라면 심리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사회에서 기대하는데, 상담을 받으면 이 같은 역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46
교사는 수업, 생활지도, 업무에서 완벽하기를 
요구받는데, 상담을 받으면 이러한 역량들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47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받는 것이 "나 힘들어요"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처럼 느껴진다.

48
초임 때에는 누구나 다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고 상담을 찾지 않는다.

49
연차가 쌓이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서 상담을 
찾지 않는다.

50
고용 안정성이라는 특성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해고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찾지 
않는다.

51
상담을 통해 학생, 동료, 학부모 관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승진에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다.

52
실제로 변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은 개인 의지의 
문제이지 타인(상담사)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담을 찾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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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덴드로그램



- 156 -

<부록 6> 중심연결법(centroid linkage)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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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다차원분석 결과 좌표 값

D1 D2

27 -0.7965 1.184

28 -0.7909 -1.2712

29 -0.9728 -1.2119

30 -0.9525 -1.205

31 -0.9526 -1.2049

32 1.2119 0.0284

33 1.3428 -0.1529

34 1.3565 0.0159

35 1.2625 -0.6596

36 1.2625 -0.4558

37 -0.5231 1.2983

38 1.1715 -0.617

39 -1.159 0.7767

40 -0.9705 -0.897

41 -0.1732 1.3101

42 1.3377 0.1436

43 0.0326 1.1746

44 1.351 -0.411

45 1.2889 0.0811

46 1.2562 -0.1475

47 1.2646 -0.2413

48 -1.0733 -0.577

49 -0.7371 -0.9399

50 -1.1613 -0.7957

51 -1.1254 -0.8794

52 -0.1263 -1.2982

D1 D2

1 1.2107 -0.9789

2 1.1252 -0.9958

3 0.186 1.4321

4 -0.3287 1.4356

5 -0.2521 1.5092

6 1.5168 -0.3043

7 1.5256 0.1849

8 -0.7622 -1.3377

9 -0.2145 -1.4231

10 -1.2468 -0.7629

11 -0.936 -0.9281

12 -0.9382 -1.1566

13 -0.5815 1.3557

14 -0.5628 1.423

15 0.4133 1.2868

16 -0.6772 1.3673

17 -0.6772 1.3673

18 -0.4184 1.453

19 -1.2994 -0.2549

20 -1.1427 -0.9767

21 -1.4222 0.0878

22 1.3106 0.2409

23 -0.4132 1.3666

24 1.399 0.2076

25 1.3991 0.2077

26 -0.8374 1.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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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상담 추구 행동 장애요인의 중요도 전체 내림차순

내용 평균
표준
편차

16
교사들이 갈 수 있는 상담 기관이 어디인지, 어디가 좋은 
기관인지 모르겠다.

6.07 1.53

15
주변 동료 교사들이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공유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선뜻 상담을 받으러 가기가 
꺼려진다.

5.87 0.99

28
상담에 가기보다는 친한 선생님, 부장님, 교감선생님 등 
학교 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
기 때문에 상담을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5.80 0.86

17
어떤 경로로 상담을 신청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을 모르
겠다.

5.73 1.91

20
이 정도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담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

5.67 1.18

36
전·현직 교사 출신이 아닌 외부 상담사는 학교 내부 문
제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5.60 1.35

21
문제 상황 속에 있을 때 교사 본인이 소진인지 알지 못
하여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5.53 0.92

3
학교 상담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주로 많이 하
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은 거의 하지 않는다.

5.47 1.77

19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를 돌볼 여유가 없다.

5.40 1.30

7
학교 상담사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교사라는 점에서 허심
탄회하게 내 문제를 상담받기 꺼려진다.

5.33 1.88

48
초임 때에는 누구나 다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
어도 버티고 상담을 찾지 않는다.

5.20 1.61

6
학교 상담사는 학급경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급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할지, 대처법을 제공해줄 수 있을지 의심
스럽다.

5.13 2.07

12
상담보다는 교사의 교육적 접근법을 바꾸는 방법을 1차
적으로 생각한다.

5.07 1.75

4
학교 상담사에게 학생에 대해서 자문만 구해야하는지 아
니면 교사 본인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5.00 2.04

23
우리나라에 아직 상담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상담이라
는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5.00 2.07

30
상담에 가기보다는 친구와 수다, 운동, 여가 등의 방식으
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5.00 1.51

5
학교 상담사가 학교 당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
어서 학교에서 상담을 받기 어렵다.

4.93 2.22



- 159 -

내용 평균
표준
편차

39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상담을 갈 수준인지 진
단기준을 모르겠다.

4.93 1.71

14
교육청에서 집단 강연, 심리 교육, 연수는 제공하지만 1대 
1 상담은 거의 제공하지 않아서 상담을 받을 기회가 적다.

4.87 1.85

41
미디어에 알려진 상담비용이 회기 당 50만원 정도로 비
용이 과도하게 비쌀것 같아서 상담에 가기 어렵다.

4.87 2.17

11
애쓰지마라, 적당히해라, 애들 바뀌지 않는다는 교직 내 
인식을 받아들여 일단 버텨보고 상담을 찾아가지 않는다.

4.80 2.08

25
학부모들이 '상담받는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되
나'라고 생각할까봐 상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
다.

4.80 2.34

10
이번 해만 지나면 괜찮겠지, 다른 학교로 전보를 쓰면 괜
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문제상황을 버티고 상담을 찾아가
지 않는다.

4.73 2.02

22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과 달리, 상담은 뭔가 대단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 같다.

4.67 2.50

24
학교관리자나 동료교사가 나를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라
고 여길까봐 상담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4.67 2.29

27
다른 우선순위(자녀양육, 부모부양) 에 밀려 상담에 비용
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4.67 2.16

52
실제로 변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은 개인 의지의 문제이지 
타인(상담사)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담을 찾지 않는다.

4.67 1.63

2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시급하게 처리되어야하는데, 
상담은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4.60 2.03

35
상담사가 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지 전문성/능력이 의
심스럽다.

4.53 1.68

49
연차가 쌓이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서 상담을 찾지 않는다.

4.47 2.20

26
상담을 받으러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상담받는 시간을 
따로 할애하는 여유가 없을 것 같다.

4.40 2.16

1
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상담은 하소연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 정서적 지지만 해
줄 것 같다.

4.33 1.84

18
교사들도 교직에 나갔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상담도 받
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교대에서) 배우지 못했다.

4.20 2.21

45
교사라면 심리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야한다고 사회
에서 기대하는데, 상담을 받으면 이같은 역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4.13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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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균
표준
편차

32
상담을 하게되면 힘들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거나, 나의 
부족한 점을 보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다.

4.00 1.96

46
교사는 수업, 생활지도, 업무에서 완벽하기를 요구받는데, 
상담을 받으면 이같은 역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3.93 2.40

31
상담에 가기보다는 한약과 양약 등 약물 복용을 통해 심
신을 치료한다.

3.80 1.82

37 상담에서 어떤 영역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3.80 2.31

38
상담에서는 답을 그냥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찾게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3.73 1.79

29
휴직, 연수, 승진 등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외 대
안책을 이용한다.

3.60 1.76

42
상담을 가면 정신과처럼 진료기록이 남을 것 같기 때문
에 상담에 가기 어렵다.

3.47 1.92

9
자기발전을 위해 자청한 추가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나
의 선택의 문제지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40 1.96

13
국가에서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상담서비스가 초등 교원 
전체 인원수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3.40 2.06

33
상담사는 모르는 사람인데 나의 힘든 이야기를 하기 어
렵다.

3.40 2.23

34
상담사가 편견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눈으로 바라볼까
봐 상담에 가기 어렵다.

3.40 2.32

44
학생을 데리고 방문했던 상담기관의 진정성이 없는 형식
적인 태도에 실망한 적이 있어서 상담기관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을 갖고있다.

3.33 2.13

47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받는 것이 "나 힘들어요"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처럼 느껴진다.

3.33 1.80

8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문제는 사건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종결되는 문제이기에 상담을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3.27 2.22

40
교사직을 그만두어야겠다 정도, 혹은 직업을 바꿔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담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3.20 1.82

43
병가나 휴직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데 정신과가 아닌 
상담센터는 진단서를 주지 않는다.

2.60 1.40

50
고용 안정성이라는 특성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해고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찾지 않는다.

2.47 1.96

51
상담을 통해 학생, 동료, 학부모 관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승진에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다.

1.73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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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 결과 통보서



- 162 -

Abstract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Barriers to Counseling-seeking Behavior

-Applying Concept Mapping Methodology-

So Hyun Joo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and job stress in

schools, the psychological discomfort experienced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s been increasing compared to that of the past.

Accordingly, in order to take care of mental health of teachers and to

alleviate their psychological discomfort,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established counseling centers and various

counseling services were provided for teachers. However, despite all

these efforts, low utilization rates was reported. This study explores

why such institutional support, on its own, does not lead to actual

counseling behavior, despite teachers’ high intention to receive

psychological counseling. To achieve this purpose, data was collected

from 18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working in Seoul,

Gyeonggi, and Daejeon with more than two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This study used the concept mapping methodology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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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method is as follows. For concept mapping

research, focus questions were first developed and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through preliminary research. The

participants were asked,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if you

have an intention to use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but it is still difficult to actually execute this intention, what

are the barrier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the initial

one-on-one interview data, statements were collected. After the first

interview, through the process of synthesizing and editing, 52

statements were extracted. In the second data collection process,

similarity classification and importance evaluation were conducted by

15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Multi-dimensional(MDS)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were then conducted based on similarity

classification data. Afterword, a conceptual map was finally confirm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barriers to

counseling-seeking behavior recognized by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were summarized in the final 52 statements. The

dimensional analysis of statements was named in two dimensions :

‘self-focused – other-focused’ and ‘lack of understanding on approaches

and resources -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function of counseling’.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4 clusters were discovered. Based on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cluster of barriers to

counseling-seeking behavior was organized into ‘lack of information

and opportunity’ (group 1), ‘lack of self-awareness and self-care’ (group

2), ‘passive attitudes and beliefs for help-seeking’ (group 3), and ‘fear

of stigma and low trust’ (group 4). The cluster with the highest

importance evaluation results in the above four clusters was found to

be ‘lack of self-awareness and self-care’ (grou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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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crutinized empirically the

barriers to counseling-seeking behavior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contributed to the study of teacher counseling

that assumes teachers as cli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how counseling center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sychological support for teachers

should be improved. Also, It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how the contents and organizat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related

curriculum at elementary school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such as

the University of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keywords : elementary school teacher, job stress, psychological

counseling, counseling-seeking intention, counseling-seeking

behavior, barriers, teacher counseling

student number : 2020-2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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