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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전 형식,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수퍼바이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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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상담자격제도가 정착되면서 수퍼비전은 전문성 발달에 필수요건으로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퍼비전 과정에 대한 평가나 수퍼비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관한 국내 연구
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퍼비전에 대해 수퍼바이지
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수퍼바이지의 경력에 따라 확인하여 향후 수퍼비전에 대한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총 82명의 수퍼바이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경력
에 따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수퍼비전 형태 및 방법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수퍼비
전 형태 및 방법, 수퍼비전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 선호하는 수퍼바이저와 꺼려지는 수퍼
바이저 유형, 수퍼비전 평가 방식 등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에 비추어 상담자의 발달
과 교육에 있어 수퍼비전의 역할과 효과적인 수퍼비전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수퍼비전 방식. 수퍼비전 형태. 수퍼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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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전은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

주로 수퍼바이저의 스타일 질문지(Friedlander &

하고, 상담자의 직업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

Ward, 1984)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연구들로 수퍼

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상담자의 훈련 및 성장에

바이저의 특성을 3가지로(매력적인, 대인관계 민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방기연, 2006). 특히

감한, 과업지향적인) 유형화하여 역할에 따른 분

최근들어 상담에 대한 양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석이 주로 이루어진 만큼 국내의 수퍼바이저들의

상담 자격제도가 정착하면서 상담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수퍼비전 운영양상과 이에 대한 수퍼바

관심도 커지고 있으며(홍지영, 2005), 상담 전문가

이저의 인식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격 규정에서도 수퍼비전 경험을 필수로 요구하

수퍼비전의 필수요건으로 밝혀지고 있는 수퍼바

고 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05; 한국상담학회,

이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

2005, 재인용).

어지지 않아 실제 국내 수퍼비전 상황에서 평가

이처럼 수퍼비전은 상담자 양성에 있어 필수적

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인 단계로 인식되고 있고, 수퍼비전의 중요성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기

커짐에 따라 수퍼비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실정이다.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는 수퍼

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을 다룬 연구로는 이승

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강성은, 2006; 문수정,

은과 정남운(2003)의 연구가 있는데, 소집단 수퍼

2000; 송은화, 2003; 신종임, 2003)과 관련된 연

비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구 및 수퍼바이저 스타일과 관련된 연구(강은희,

수퍼비전 만족도와 수퍼비전 스타일, 초심상담자

2004; 김윤주, 2004; 이성원, 2006; 왕은자, 2001;

의 성격특성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홍지영, 2005)를 비롯하여 수퍼바이지의 정서적

긍정적인 경험을 한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상태와 수퍼비전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강지연,

높고, 수퍼비전의 스타일 중 매력도와 대인민감도

2006; 김동민, 2009; 김신애, 2008; 손난희, 2007;

가 높은 경우에 더욱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손보영, 2005), 수퍼비전 관계(손은정, 유성경, 강

나타났다. 수퍼비전 경험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

지연 & 임영선, 2006; 최한나, 2007)를 다룬 연구

에 따르면(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 인턴상담

등 점차 연구 분야가 확대되고, 연구량이 증가하

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수퍼비전을

고 있는 추세로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통한 도움 경험으로 ‘내담자와 상담 그리고 자신

할 수 있겠다.

에 대한 인식 확장 경험’과 ‘실무교육/지식과 정

이러한 연구들은 수퍼비전의 효율성을 증대시

서적 지지’가 나타났고 ‘수퍼비전 운영상의 문제’,

키고,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수퍼비전 과정에

‘인턴 상담원에 대한 배려 부족’, ‘수퍼바이저들의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관점 차이로 인한 혼란’, ‘구체적인 기법 교육 부

있으나 국내에서 실제로 어떤 형태의 수퍼비전이,

족’, ‘수퍼바이저의 태도’ 등이 아쉬운 경험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타났다.

이러한 형태와 방식이 수퍼바이지의 교육적 요구

수퍼비전 방법이나 형식과 관련해서는 김진숙

를 잘 충족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2006)이 성찰적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에서 성찰

않다.

촉진을 위한 구조화된 방법으로 소크라테스식

수퍼바이저의 스타일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질문하기와 상담회기 중 상호작용에 대한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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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ersonal Process Recall: IPR), 일지쓰기 등의 방

반면, 국외에서는 수퍼비전의 구체적인 방법이

법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김진숙(2006)은 수퍼

나 형식의 효과 및 장단점을 분석한 경험 연구들

바이지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수퍼비전

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경험 연구들의 결과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더불어

에 근거하여 수퍼비전의 형식이나 방법에 대한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수퍼비전 형식과 관련하

구체적인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Holloway(1988)

여 소집단 수퍼비전을 다룬 연구들이 있으나(왕은

는 수퍼비전의 자기 보고(self-report) 형식에 대해

자, 2001; 이승은 등, 2003) 소집단 수퍼비전의 형

오디오나 비디오의 사용을 포함한 직접적인 관찰

식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라기 보다는 소집단 수

을 배제한 수퍼비전 모델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퍼비전에서 이루어지는 수퍼바이지의 경험이나

특히 초보 상담자들에게 부적절하다고 제시하였

수퍼바이저에게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 분석이 이

다. Campbell(1994) 역시 수퍼바이지 보고의 50%이

루어졌다.

상에는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하여 자기보

수퍼비전 방법이나 형식에 있어서 수퍼바이지

고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었다.

의 인식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수퍼바이지

Bernard와 Goodyear(2004)는 회기보고서(process

역시 수퍼비전의 한 주체로서 수퍼비전 성과에

note)의 경우 매우 광범위하고 시간이 드는 일이

영향을 미치며(최한나, 2008), 수퍼비전 경험에 대

기 때문에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

한 수퍼바이지의 인식이 수퍼바이저의 인식보다

지에게 이것을 다 완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성과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Heppner &

거의 없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퍼바이지와

Roehlke, 1984, 재인용) 수퍼바이지의 입장에서 수

내담자의 상호작용과 성과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

퍼비전을 다룬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

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말한다.

다. Heppner와 Roehlke(1984)는 수퍼바이지의 발달

수퍼비전의 또 다른 방법인 오디오테입은 여전

수준에 따라 효과적이라고 지각하는 수퍼비전의

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지속적

행동이 다르고 수퍼비전에서 중요하다고 지각한

으로 효과성을 지지받고 있는 방법이다(Borders,

사건(critical incident)이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ashwell, & Rotter, 1995; Coll, 1995; Olsen & Stern,

Krause와 Allen(1988)은 수퍼비전 행동에 대한 수퍼

1990). 그리고 최근 들어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지각이 다름을 보고하였

비디오테입도 수퍼비전 과정중에 사용되고 있는

는데, 수퍼바이저가 다르게 개입했다고 지각한 행

데, 비디오테입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방식이

동에 대해 수퍼바이지들은 다르다고 지각하지 못

오디오를 사용하는 것보다 뛰어난 방식이라는데

하였다. 이는 발달적 수준에 따른 수퍼바이지의

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Broder & Sloman, 1982;

요구 차이를 수퍼바이저가 적절히 지각하고 있지

Stoltenberg & Delworth, 1987). 그 밖에 라이브 수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와 같

퍼비전 및 집단 수퍼비전 등 수퍼비전 방법에 대

이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수퍼비전 방식

지각이 다르고, 특히 발달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과 관련된 국외 연구들은 구체적인 방법에 따른

나타나므로 수퍼비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

수퍼바이지의 효과성 지각 및 타 방법과의 비교

퍼바이지의 인식을 통해 수퍼비전을 고찰해 보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퍼비전이 중요한 상담자 훈련과정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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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되고 점차 제도적으로 정착되고는 있으

학 부설 학생상담기관(19.5%), 대학원 박사과정과

나 수퍼비전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부족한

기타가 각(6.1%), 소속 없음이(4.9%), 사설상담기관

상황에서(이숙영과 김창대, 2002) 우리나라의 수퍼

(1.2%), 복지관(1.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바이저들은 실제 어떤 방법과 형태로 수퍼비전을

별로 살펴보았을 때, 20대가 51.2%, 30대가 35.4%,

진행하며, 수퍼바이지들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

40대가 8.5%, 50대 이상이 4.9%로 20~30대가 대

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종학력은 석사졸업이

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초적인 조사 연구의

4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담에 대한 주요 이론적 접근 방식

성격을 띄고 실제 국내 수퍼비전 운영과 관련된

을 조사한 결과, 절충주의가 35.4%로 가장 많고,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면 아래와

인간중심이 29.3%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정신분석
/정신역동 9.8%, 인지-행동 8.5%, 게슈탈트 4.9%,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퍼비전 형식 및 방법에
대한 국내 현황을 알아보고 각 형식 및 방법에

현실요법 3.7%, 대상관계이론 3.7% 순으로 나타
났다.

대해 수퍼바이지들은 무엇을 효과적이라고 지각

상담경력은 1~9년까지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

하는 지, 수퍼비전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

타났으며, 이를 상담경력 1~2년인 초심상담자와

제와 다루기를 희망하는 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상담경력 3~9년인 경력상담자로 구분한 결과, 초

선호하는 수퍼바이저의 모습과 선호하지 않은 모

심상담자가 46명으로 56.1%, 경력상담자가 36명으

습, 수퍼비전 평가 경험을 파악한다.

로 43.9%를 차지하고 있었다. 2년을 기점으로 삼

둘째, 수퍼비전 현황 및 인식에 대한 파악을 바

은 것은 심흥섭(1998)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25

탕으로 향후 수퍼비전의 방향 및 효과성을 높이

%에 해당하는 초보상담자의 기준을 교육학기 4

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학기, 상담경험 3학기로 나눈 것에 의거하여 상담
경험이 4학기 미만인 사람들을 초심상담자, 4학기
이상인 사람들을 경력상담자로 구분하여 연구를

방 법

진행하였다.
조사도구

연구대상
본 연구는 82명의 수퍼바이지를 대상으로 설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퍼비전 형식, 방법, 내

을 실시하였다. 설문 실시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용에 대한 수퍼바이지 인식 설문지는 Loganbill,

2007년 12월까지 수집하였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Hardy, Delworth(1982)가 제시한 발달적 이슈 및

대학상담기관 및 대학원 과정에 있는 상담수련생

Ellis가 실시한 발달적 이슈 연구 중 수퍼비전 관

과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상담자를 다양하게 표

계, 수퍼바이지의 상담자로서의 유능감, 상담의

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중 여자가 85.4%로 남자

목적과 방향성, 수퍼바이지로서의 자율성, 수퍼바

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소속을 보면 대

이지의 수퍼비전에 대한 동기, 수퍼바이지의 상담

학원 석사과정(34.1%), 청소년상담기관(26.8%), 대

자로서의 정체성 등의 내용을 추출하여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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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추가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Nelson(2002)

표 1. 수퍼비전의 형식과 방법

이 제시한 바람직하지 않은 수퍼바이저의 유형
을 바탕으로 수퍼바이저 평가 내용을 구성하였
고 Robiner와 Fuhrman, Ristwedt(1993)가 제시한
psychology doctoral internship의 8개 충족 요건을 바
탕으로 수퍼바이지 평가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중 피드백․건설적 비판․평가를 제공, 다양한 수
퍼비전 형식과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음, 수퍼바

빈도

비율(%)

사례회의

12

14.6

1:1

30

36.6

소그룹

21

25.6

집단

19

23.2

총합

82

100.0

이지의 발달적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지 않음. 안
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음, 부정적인

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측면에 초점을 두고 교정적인 피드백을 주로 제

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수퍼비전

공함, 수퍼바이지의 이론적 지향을 존중하지 않

형식은 1 : 1 개인 수퍼비전이 36.6%로 가장 많았

음. 수퍼바이지와 성격적 충돌이 있음. 수퍼바이

으며, 다음으로 소그룹 수퍼비전이 25.6%로 많이

지가 자신보다 유능해 보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에서 제시한 각각의 수퍼비전 형식

음 등의 내용을 추출하였다.
Bernard와 Goodyear(2004)가 제시한 개인상담 수

중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열하게 한

퍼비전 방법을 포함한 문헌 연구와 현재 우리나

후, 그 결과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1:1 수

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문항을 구상하여. 연

퍼비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여기는 수퍼바이지가

구진이 제작하였으며, 상담관련학 교수 1인을 비

62.2%로 나타났으며, 소그룹 수퍼비전을 가장 효

롯한 3인의 전문가 협의를 거쳤다. 이후 상담전공

과적으로 여기는 수퍼바이지가 32.9%,로 나타났

석사과정생 10인에게 사전 설문을 실시 분석하여

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수퍼비전 개입방

수정된 내용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법을 순서대로 세 가지 고르게 한 결과, 표 3과

의 결과는 초심상담자(상담경력 0~2년)와 경력상

같이, 완전축어록 리뷰가 22.8%, 부분축어록 리뷰

담자(3~9년)로 구분하여 빈도분석하였다.

가 22.4%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례노트 검토와 수퍼바이

결 과

표 2 효과적인 수퍼비전 형식

수퍼비전의 형식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수퍼비전의 형식을 ① 단회적인
사례회의(case conference), ② 1 : 1 개인 수퍼비전,
③ 소그룹 수퍼비전(3-7명), ④ 집단 수퍼비전(8명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네 가지 형식의 수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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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비율

사례회의

1

1.2

1:1

51

62.2

소그룹

27

32.9

집단

3

3.7

총합

82

100.0

상담학연구

지의 자기보고가 많았다.

개입방법을 순서대로 고르게 한 결과, 표 4와 같

다음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수퍼비전

표 3. 가장 많이 경험하는 수퍼비전 개입방법

이 나타났다. 표 4를 살펴보면, 완전축어록 리뷰

표 4.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수퍼비전 개입방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10

11.6

1

14

5.8

2

6

2.9

2

12

4.9

3

4

22.8

3

46

18.9

4

12

22.4

4

16

6.6

5

5

2.9

5

23

9.5

6

3

1.2

6

26

10.7

7

5

3.3

7

19

7.8

8

15

12.4

8

11

4.5

9

9

15.8

9

20

8.2

10

4

1.7

10

12

4.9

11

0

0.0

11

11

4.5

12

3

2.5

12

27

11.1

13

1

0.4

13

6

2.5

총합

87

100.0

총합

243

100.0

① 사례에 관련된 자료 읽도록 하기

① 사례에 관련된 자료 읽도록 하기

② 오디오 및 영상 자료 활용

② 오디오 및 영상 자료 활용

③ 완전 축어록 리뷰

③ 완전 축어록 리뷰

④ 부분 축어록 리뷰

④ 부분 축어록 리뷰

⑤ 수퍼바이저 자신의 상담을 관찰하도록 함

⑤ 수퍼바이저 자신의 상담을 관찰하도록 함

⑥ 수퍼바이지의 상담회기 비디오테입 리뷰

⑥ 수퍼바이지의 상담회기 비디오테입 리뷰

⑦ 수퍼바이지의 상담회기 오디오테입 리뷰

⑦ 수퍼바이지의 상담회기 오디오테입 리뷰

⑧ 수퍼바이지의 자기보고

⑧ 수퍼바이지의 자기보고

⑨ 사례노트(상담회기 보고서) 검토

⑨ 사례노트(상담회기 보고서) 검토

⑩ 역할 연습

⑩ 역할 연습

⑪ 라이브 수퍼비전(수퍼바이지의 상담이 진행되는 회

⑪ 라이브 수퍼비전(수퍼바이지의 상담이 진행되는 회

기 중에 이어폰으로 혹은 직접 개입)

기 중에 이어폰으로 혹은 직접 개입)

⑫ 수퍼바이지의 상담을 직접 관찰 후 피드백

⑫ 수퍼바이지의 상담을 직접 관찰 후 피드백

⑬ 수퍼바이지와 공동치료 진행

⑬ 수퍼바이지와 공동치료 진행

⑭ 기타

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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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8.9%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나,

피드백이 11.1%, 수퍼바이지의 상담회기 비디오테

다음으로는 수퍼바이지의 상담을 직접 관찰 후

입 리뷰가 10.7%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결과를 초심상담자와 경력상담자로 나

표 5.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수퍼비전 개입방법

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즉,

(초심상담자 vs. 경력상담자)

초심상담자의 경우, 완전축어록 리뷰가 효과적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라는 의견이 2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퍼
바이지의 상담회기 비디오테입 리뷰가 11.6%로

1

8

5.8

1

6

5.7

2

10

7.2

2

2

1.9

3

32

23.2

3

14

13.3

4

9

6.5

4

7

6.7

5

11

8.0

5

12

11.4

심

6

16

11.6

력

6

10

9.5

심상담자의 경우가 훨씬 더 완전축어록 리뷰를

상

7

12

8.7

상

7

7

6.7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으며, 경력상담자는 수퍼바이

담

8

7

5.1

담

8

4

3.8

지의 상담을 수퍼바이저가 직접 관찰하는 것이나,

9

9

8.6

수퍼바이저의 상담 장면을 수퍼바이지가 직접 관
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초

자

경

자

높게 나타났지만, 경력상담자의 경우, 수퍼바이지
의 상담을 직접 관찰 후 피드백을 하는 것이 가
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15.2%였으며, 완전축어록
리뷰가 13.3%, 수퍼바이저 자신의 상담을 관찰하

9

11

8.0

10

5

3.6

10

7

6.7

11

4

2.9

11

7

6.7

12

11

8.0

12

16

15.2

13

2

1.4

13

4

3.8

총합

138

100.0

총합

105

100.0

도록 하는 것이 11.4%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초

수퍼바이지 평가
다음으로, 수퍼비전 평가에 관한 질문을 실시
하였다. Robiner와 Fuhrman, Ristwedt(1993)가 제시

① 사례에 관련된 자료 읽도록 하기

한 APA의 Joint Council에서 psychology doctoral

② 오디오 및 영상 자료 활용
③ 완전 축어록 리뷰

internship을 충족할 8개 기준 영역을 중심으로 수

④ 부분 축어록 리뷰

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

⑤ 수퍼바이저 자신의 상담을 관찰하도록 함

각하는 내용을 제시한 다음, 수퍼바이지 입장에서

⑥ 수퍼바이지의 상담회기 비디오테입 리뷰

생각하기에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를 평가할

⑦ 수퍼바이지의 상담회기 오디오테입 리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세 가지를 고르

⑧ 수퍼바이지의 자기보고

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이, 심리적 건

⑨ 사례노트(상담회기 보고서) 검토

강 및 자아에 대한 각성이 32.5%로 가장 중요하

⑩ 역할 연습
⑪ 라이브 수퍼비전(수퍼바이지의 상담이 진행되는
회기 중에 이어폰으로 혹은 직접 개입)
⑫ 수퍼바이지의 상담을 직접 관찰 후 피드백

다고 생각하며, 다음으로 내담자를 평가하고 사례
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23.5%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⑬ 수퍼바이지와 공동치료 진행
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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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퍼바이지 평가시 중요한 평가 내용

표 7. 수퍼비전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13

4.0

1

3

1.2

2

76

23.5

2

15

6.1

3

42

13.0

3

69

28.2

4

12

3.7

4

1

0.4

5

30

9.3

5

5

2.0

6

44

13.6

6

4

1.6

7

105

32.5

7

5

2.0

8

1

0.3

8

6

2.4

총합

323

100.0

9

73

29.8

① 효과적인 대인관계 능력

10

36

14.7

② 내담자를 평가하고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1

28

11.4

총합

245

100.0

③ 기본적 개입 기술을 다양한 셋팅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① 수퍼비전 관계

④ 윤리적․법적 원칙 적용 능력

② 수퍼바이지의 상담자로서 유능감

⑤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발달수준
⑥ 개인의 강점과 한계 및 수퍼비전, 자문, 교육의 필
요성을 자각하는 능력

③ 상담의 목적과 방향성
④ 수퍼바이지로서의 자율성
⑤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입장 및 배경의 차이점

⑦ 심리적 건강 및 자아에 대한 각성

⑥ 전문가로서 수퍼바이지의 윤리

⑧ 기타

⑦ 수퍼바이지의 수퍼비전에 대한 동기
⑧ 수퍼바이지의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⑨ 사례개념화

수퍼비전 내용

⑩ 수퍼바이지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자각의 확장

연구진은 여러 가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수퍼

⑪ 사례운영
⑫ 기타

비전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을 Loganbill 등(1982)이
제시한 내용과 Ellis(1991)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2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후, 수퍼비전에서 가장

하게 나타났다.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 세 가지를 고르게 한 결과,

다음으로, 수퍼비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사례개념화가 29.8%로 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세 가지

장 많이 다뤄지고 있었으며, 상담의 목적과 방향

고르게 한 결과는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의

성이 28.2%로 두 번째로 많이 다뤄지는 내용으로

목적과 방향성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심상담자와 경력상담

사례개념화가 24.0%, 수퍼바이지 자신에 대한 인

자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도 표 8과 같이 비슷

식, 자기자각의 확장이 18.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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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수퍼비전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초심상담자

표 9. 수퍼비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내용

vs. 경력상담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7

2.9

1

2

1.4

1

1

0.9

2

21

8.7

2

8

5.8

2

7

6.5

3

59

24.4

3

39

28.3

3

30

28.0

4

4

1.7

4

0

0.0

4

1

0.9

5

5

2.1

심

5

3

2.2

력

5

2

1.9

6

3

1.2

상

6

1

0.7

상

6

3

2.8

7

7

2.9

2.9

담

7

1

0.9

8

9

3.7

8

2

1.9

초

담
자

7

4

경

자

8

4

2.9

9

58

24.0

9

40

29.0

9

33

30.8

10

45

18.6

10

20

14.5

10

16

15.0

11

24

9.9

11

17

12.3

11

11

10.3

총합

242

100.0

총합

138

100.0

총합

107

100.0

① 수퍼비전 관계

① 수퍼비전 관계

② 수퍼바이지의 상담자로서 유능감

② 수퍼바이지의 상담자로서 유능감

③ 상담의 목적과 방향성

③ 상담의 목적과 방향성

④ 수퍼바이지로서의 자율성

④ 수퍼바이지로서의 자율성

⑤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입장 및 배경의 차이점

⑤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입장 및 배경의 차이점

⑥ 전문가로서 수퍼바이지의 윤리

⑥ 전문가로서 수퍼바이지의 윤리

⑦ 수퍼바이지의 수퍼비전에 대한 동기

⑦ 수퍼바이지의 수퍼비전에 대한 동기

⑧ 수퍼바이지의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⑧ 수퍼바이지의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⑨ 사례개념화

⑨ 사례개념화

⑩ 수퍼바이지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자각의 확장

⑩ 수퍼바이지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자각의 확장

⑪ 사례운영

⑪ 사례운영

⑫ 기타

⑫ 기타

타났다.
이를 초심상담자와 경력상담자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는 표 10과 같이 나타나며, 초심상담자의

수퍼바이지 특성 평가

경우, 상담의 목적과 방향성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력상담자의 경우, 사례개념화

다음으로, 수퍼바이저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24.3%, 상담의 목적과 방향성 22.4%, 수퍼바이지

수퍼바이지의 특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자각의 확장이 22.4%로 나

과,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수퍼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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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수퍼비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내용

표 11. 수퍼바이저들이 선호하는 수퍼바이지의 특성

(초심상담자 vs. 경력상담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55

23.6

1

5

3.7

1

2

1.9

2

69

29.6

2

12

8.9

2

9

8.4

3

10

4.3

3

35

25.9

3

24

22.4

4

25

10.7

4

0

0.0

4

4

3.7

5

8

3.4

심

5

2

1.5

력

5

3

2.8

6

56

24.0

상

6

1

0.7

상

6

2

1.9

7

9

3.9

3.7

담

7

2

1.9

8

1

0.4

8

4

3.7

총합

233

100.0

초

담
자

7

5

경

자

8

5

3.7

9

32

23.7

9

26

24.3

① 수퍼비전 시간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10

21

15.6

10

24

22.4

②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줌

11

17

12.6

11

7

6.5

③ 내담자의 복지가 염려되는 결정에 있어 수퍼바이

총합

135

100.0

총합

107

100.0

① 수퍼비전 관계

의 결정을 따름
④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수퍼바이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음

② 수퍼바이지의 상담자로서 유능감

⑤ 수퍼비전과 상담의 영역을 구분함

③ 상담의 목적과 방향성

⑥ 수퍼비전 시간을 준수하고 성실히 준비함

④ 수퍼바이지로서의 자율성

⑦ 수퍼바이저와 같은 이론적 지향을 가짐

⑤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입장 및 배경의 차이점
⑥ 전문가로서 수퍼바이지의 윤리
⑦ 수퍼바이지의 수퍼비전에 대한 동기

12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⑧ 수퍼바이지의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⑨ 사례개념화

수퍼바이저 특성 평가

⑩ 수퍼바이지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자각의 확장
⑪ 사례운영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좋은 수퍼바이저가 갖추

⑫ 기타

어야 하는 요건을 순서대로 3가지를 고르도록 하
였다. 문항은 M. L. Nelson(2002)의 ‘How to be a
시간을 준수하고 성실히 준비하며, 수퍼비전 시간

Lousy Supervisor’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는데 Nelson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수퍼바이저가 선

은 부정적 수퍼바이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정

호할 것이며, 성장에 대한 의욕이 없고, 부정적인

리하여 22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중 한국의 상황

피드백에 취약하며, 수퍼비전 시간을 지키지 않으

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을 제하고 ‘수퍼바이지

며 불성실하게 준비하는 수퍼바이지를 가장 불편

와 강한 작업동맹을 형성하지 않음, 수퍼바이지가

하게 여길 것이라고 나타났다. 이는 표 11과 표

유능감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안하도록 안전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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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수퍼바이저들이 선호하지 않는 수퍼바이지의

표 13. 좋은 수퍼바이저의 조건

특성

빈도

비율

1

53

21.5

23.6

2

56

22.8

69

29.6

3

14

5.7

3

10

4.3

4

28

11.4

4

25

10.7

5

5

2.0

5

8

3.4

6

48

19.5

6

56

24.0

7

25

10.2

7

9

3.9

8

11

4.5

8

1

0.4

9

5

2.0

총합

233

100.0

10

1

0.4

총합

246

100.0

빈도

비율

1

55

2

① 수퍼비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며 불성실하게 준비함
② 지나치게 순종적으로 수퍼바이저의 의견을 따름

① 수퍼비전과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열정과

③ 수퍼바이저에게 역전이를 일으킴

에너지를 보여줌

④ 수퍼바이저에게 전이를 투사함

② 수퍼바이지의 발달적 필요에 민감하고 이를 수퍼

⑤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함

비전에 반영함

⑥ 부정적인 피드백에 취약함

③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불편함이나 갈등적인 이슈

⑦ 성장에 대한 의욕이 없음

를 개방함

⑧ 수퍼바이저와 이론적 지향이 다름

④ 수퍼바이지의 자신감을 향상시킴

⑨ 수퍼바이저보다 나이, 경험, 지식이 더 많은 것으
로 보임

⑤ 강한 작업동맹을 형성함
⑥ 피드백, 건설적 비판, 평가를 제공
⑦ 다양한 수퍼비전 형식과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음
⑧ 수퍼비전의 분위기를 안정감있게 유지하고 적절한

경을 제공하지 않음, 수퍼바이지의 교육적 요구를

유머의 사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수퍼바이지의 장점은 지

⑨ 자기평가와 수퍼바이지 및 동료 평가에 대해 개방

지하지 않고 약점에 대해서만 지적함, 수퍼바이지

적임

의 관심사에 관심을 두지 않음, 수퍼바이지가 자

⑩ 기타

신보다 더 유능해보이는 것에 대해 보복함. 수퍼
바이지가 자신과 같은 이론적 지향을 가지도록

것을 인정하지 않음, 수퍼비전할 준비가 되어 있

주장함.’ 등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지 않고, 전문성 발달에 무감각하거나 게으르며,

부정적 수퍼바이저의 특성으로 Nelson이 제시한

전문적으로 헌신하지 않음’ 등의 문항을 포함하

것과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Worthington(1987)이

였고, McCarthy(1994)가 제시한 ‘지나치게 돌려 말

제시한 ‘수퍼바이지의 발달적 필요에 민감하지

하거나 모호하게 이야기함, 수퍼바이지와 성격적

않고, 수퍼바이지가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지는

충돌이 있음, 전문성 부족’, Gray, Ladany, 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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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Ancis(2001) 등의 ‘미흡한 수퍼비전 준비, 향상

표 14. 좋은 수퍼바이저의 조건 (초심상담자 vs. 경력

된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

상담자)

등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표 13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같이, 수퍼바이지의 발달적 필요에 민감하고 이를

1

32

23.2

1

21

19.4

수퍼비전에 반영하고, 수퍼비전과 준비에 많은 시

2

29

21.0

2

27

25.0

3

5

3.6

3

9

8.3

4

16

11.6

4

12

11.1

5

1

0.9

6

20

18.5

7

11

10.2

간을 할애하고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주며, 피드
백, 건설적 비판,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 수퍼바이

초

저가 꼭 갖춰야할 요건으로 판단하였다.

심

경
력

5

4

2.9

6

28

20.3

7

14

10.1

23.2%, 수퍼바이지의 발달적 필요에 민감하고 이

8

6

4.3

8

5

4.6

를 수퍼비전에 반영하는 것이 21.0%, 피드백, 건

9

4

2.9

9

1

0.9

설적 비판,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 20.3%로 높게

10

0

0.0

10

1

0.9

나온데 비해, 경력상담자의 경우, 수퍼바이지의

총합

138

100.0

총합

108

100.0

이는 상담경력 별로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데,

상

초심상담자의 경우, 수퍼비전과 준비에 많은 시

담

간을 할애하고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

자

발달적 필요에 민감하고 이를 수퍼비전에 반영하
는 것이 25.0%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5-6% 이

상
담
자

① 수퍼비전과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줌

상 높게 나타났다. 즉, 초심상담자에 비해 경력상

② 수퍼바이지의 발달적 필요에 민감하고 이를 수퍼

담자는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발달적 필요에 민감

비전에 반영함

하게 수퍼비전을 진행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

③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불편함이나 갈등적인 이슈

타났다(표 14 참고).

를 개방함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④ 수퍼바이지의 자신감을 향상시킴

되는 수퍼바이저의 유형을 제시한 후, 만나고 싶

⑤ 강한 작업동맹을 형성함

지 않은 수퍼바이저의 유형을 3가지를 고르도록

⑥ 피드백, 건설적 비판, 평가를 제공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표 15와 같이, 수퍼

⑦ 다양한 수퍼비전 형식과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음

바이저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며, 수

⑧ 수퍼비전의 분위기를 안정감있게 유지하고 적절한

퍼비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전문적으로 헌신
하지 않은 수퍼바이저를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상담경력 별로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

유머의 사용
⑨ 자기평가와 수퍼바이지 및 동료 평가에 대해 개방
적임
⑩ 기타

데, 초심상담자의 경우, 수퍼비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전문적으로 헌신하지 않은 것이 26.1%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것이 23.1%로 가장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퍼바이저로서의 전문

높았다. 또한, 초심상담자에게는 별로 높게 나타

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것이 24.6%로 높게 나

나지 않았던 수퍼바이지의 발달적 필요와 요구에

타났으나, 경력상담자의 경우, 수퍼바이저로서의

민감하지 않은 것과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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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바람직하지 않은 수퍼바이저 유형

표 16. 바람직하지 않은 수퍼바이저 유형 (초심상담자
vs. 경력상담자)

빈도

비율

1

37

15.0

2

11

4.5

1

20

14.5

1

17

15.7

3

57

23.2

2

5

3.6

2

6

5.6

4

59

24.0

3

36

26.1

3

21

19.4

5

20

8.1

초

4

34

24.6

4

25

23.1

6

22

8.9

심

5

11

8.0

력

5

9

8.3

7

10

4.1

상

6

9

6.5

상

6

13

12.0

8

20

8.1

담

7

4

2.9

담

7

6

5.6

9

7

2.8

8

7

6.5

10

2

11
총합

빈도 비율

자

빈도 비율

경

자

8

13

9.4

0.8

9

4

2.9

9

3

2.8

1

0.4

10

2

1.4

10

0

0.0

246

100.0

11

0

0.0

11

1

0.9

총합

138

100.0

총합

108

100.0

① 수퍼바이지의 발달적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지 않음
② 수퍼바이저의 관심 주제와 다른 주제를 다루지 않

① 수퍼바이지의 발달적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지 않음

음

② 수퍼바이저의 관심 주제와 다른 주제를 다루지 않음

③ 수퍼비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전문적으로 헌

③ 수퍼비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전문적으로 헌

신하지 않음

신하지 않음

④ 수퍼바이저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함

④ 수퍼바이저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함

⑤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음

⑤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음

⑥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교정적인 피드백을

⑥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교정적인 피드백을

주로 제공함

주로 제공함

⑦ 수퍼바이지의 이론적 지향을 존중하지 않음

⑦ 수퍼바이지의 이론적 지향을 존중하지 않음

⑧ 지나치게 말을 모호하게 하거나 돌려서 말함

⑧ 지나치게 말을 모호하게 하거나 돌려서 말함

⑨ 수퍼바이지와 성격적 충돌이 있음

⑨ 수퍼바이지와 성격적 충돌이 있음

⑩ 수퍼바이지가 자신보다 더 유능해 보이는 것을 허

⑩ 수퍼바이지가 자신보다 더 유능해 보이는 것을 허

락하지 않음

락하지 않음

⑪ 기타

⑪ 기타

고 교정적인 피드백을 주로 제공하는 것이 각각

평가 방법

15.7%, 12.0%로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났다(표 16
참고).

수퍼바이저가 사용했던 수퍼바이지 평가 방법
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구두(oral)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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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주었다는 응답자가 95.1%로 압도적으로

달을 위해 소집단 사례회의의 기회를 늘리는 등

많았으며, 글로 평가내용이 적힌 피드백을 받았다

전문성향상 노력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개

는 응답자가 1명, 내담자로부터 상담성과에 대한

인상담에 대한 선호와 관련하여 Ray와 Altekruse

피드백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2명이었다. 그러나

(2000)은 수퍼바이지들이 집단 수퍼비전에 비해

기존의 수퍼바이지 평가 측정도구를 활용하는 경

개인수퍼비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우는 전혀 없었으며, 별도의 평가를 따로 하지 않

하였다. 이에 대해 Bernard와 Goodyear(2004)는 집

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현재 수퍼바이지에

단수퍼비전의 장점으로 시간과 돈, 전문가의 경제

대한 평가가 수퍼비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성, 수퍼바이지의 의존도를 최소화 시킴, 대리학

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습의 기회, 수퍼바이지에 대한 피드백이 양적, 질

또한, 이루어진 수퍼비전의 성과에 대한 평가

적으로 더 커짐 등 10가지로 제시하였고, 한계점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수퍼바

으로는 집단이라는 형식이 개인이 얻고자 하는

이지에게 구두(oral)형식으로 이전 수퍼비전 회기에

바를 제한한다는 점, 비밀보장의 문제, 집단의 형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별도

식이 개인상담의 형식과는 상이하다는 점, 특정한

의 평가를 따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비중을 차

집단의 현상이 학습을 방해한다는 점 등을 들었

지하고 있어, 수퍼비전 내용에 대한 평가 또한 거

다. 즉, 집단 수퍼비전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되

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개인 수퍼비전에 대한 욕구가 높은 상담자들에게
는 더 많은 1 : 1 수퍼비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
겠다.

논의 및 제언

다음으로 수퍼비전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완전 축어록 검토와 부분

본 연구는 국내의 수퍼바이지들이 수퍼비전의

축어록 검토였다. 반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

형식 및 방법, 내용, 평가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인

하는 방법은 완전 축어록 검토였으나 경험하는

식하고 있는 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기초 조사

비율에 비해서는 그 수가 낮았고, 상담을 직접 관

연구로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퍼비

찰 후 피드백 및 상담회기에 대한 비디오테입 검

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방향성을 제

토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

안하고자 하였다.

요가 있다. 현재 국내 수퍼비전의 경우 대부분 사

먼저 수퍼비전의 형식과 관련하여 연구결과 1

례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함께 완전 축어록 검토나

순위에서는 1 : 1 수퍼비전과 소집단 수퍼비전이

부분 축어록 검토의 방법으로 수퍼비전이 이루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수퍼

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비디오테입 검토나 라이

비전 형식에 있어서도 1 : 1 수퍼비전이 가장 많은

브 수퍼비전의 형태가 도입되고 있으나 기술적인

응답을 나타내어 집단 수퍼비전보다는 개인 수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비전을 선호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처럼 실제 경험하고 있는 비율은 낮은 것에 비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자격증 취득 및 상담자

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새

의 개인 발달을 위해 개인 수퍼비전을 받는 비율

로운 수퍼비전 형태에 대한 효과성 지각이 높다

이 높아지고 있고, 상담 기관에서도 상담자의 발

는 점은 수퍼비전 방법에 대한 다양화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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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입검토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수퍼비전에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오디오의 장점에 영

결과를 경력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초심상담자

상이 덧붙여 졌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나 비용

들은 완전축어록 검토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가

과 기계의 부피가 단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디

장 높은 반면 경력상담자들은 상담을 직접 관찰

오테입 검토는 수퍼바이저로 하여금 내담자를 보

후 피드백(15.2%)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구성원이 많은 가족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완전축어록(13.3%),

상담이나 결혼 상담에서 특히 유용하다(Bernard &

수퍼바이저 자신의 상담을 관찰하도록 하는 것

Goodyear, 2004). 다만 지나치게 정확한 반영을

(11.4%)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Arthur

하기 때문에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좋은

와 Gfoerer(2002)가 축어록이 훈련의 초기단계에

관계가 기반이 될 때 보다 많은 효과를 낼 수 있

있는 수퍼바이지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

다(Rubinstein & Hammond, 1982).

맥락과 일치하고 있다. 축어록은 수퍼비전에서 보

이처럼 다양한 수퍼비전의 방법이 있는데,

다 협력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게 하고, 수퍼바이지

Borders와 Leddick(1987)은 “수퍼바이지의 학습 목

가 자신의 개선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친숙한

표와 경험 수준, 발달적 이슈, 학습 스타일, 그리

방식의 교육 자료라는 점에서 도움이 되지만, 수

고 수퍼바이저의 목표, 이론적 지향, 수퍼비전에

퍼바이지와 수퍼바이저 모두에게 많은 시간을 요

대한 수퍼바이저 자신의 학습 목표” 등을 고려하

구하고 비언어적인 단서와 내용들이 누락된다는

여 수퍼비전의 방법이 선택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점에서 단점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경력

있다. 즉, 일정하게 고정된 형식의 수퍼비전보다

상담자들은 직접 관찰 후 피드백을 더 선호하였

는 수퍼바이지와 수퍼바이저 모두의 요구를 고려

는데, 이는 실제 현장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한 수퍼비전 방식의 선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내

수퍼비전 평가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평가는

담자의 복지에 매우 안전하다는 점,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서 피할 수 없는 속성이고, 때로는

오디오나 비디오를 사용할 때 보다 상담자와 내

외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수퍼바이지를 평가해

담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Robiner, Fuhrman, Ristvedt,

점에서 장점이 있다(Bernard & Goodyear, 2004). 이

Bobbitt, & Schirvar, 1994).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까

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초심상담자들의 경우

지 수퍼바이저의 공식적인 평가가 수퍼바이지의

자신의 상담에 수퍼바이저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진로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으나, 수

부담감이 있어 축어록의 형태로 도움을 받고자

퍼비전 제도가 정착되고 기관내에서 조직적으로

하며, 완전 축어록의 경우 전체적인 반응 및 상담

실시될 경우 평가에 대한 주제는 더욱 중요한 요

의 흐름을 전달할 수 있어 이를 선호하지만, 경력

소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결과에서 살펴보면 응

상담자들의 경우 수퍼바이저가 함께 하는 상담의

답한 수퍼바이지들은 심리적 건강 및 자아의 각

상황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생생한 상담

성이라는 상담자의 발달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

고 생각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사례를 평가하고

석된다.

이해하는 능력을 응답하였다. 즉, 사례적용능력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이 나온 비디오 테

뿐 아니라 상담자의 발달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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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자로서의 성장도 중

대한 기대와 역할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요하지만 상담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였다. 또한, 평가 절차들이 사전에 이야기 되어야

한 개인으로 성숙하는 것이 상담자의 기본 요건

하고, 수퍼바이지의 방어성과 개인차가 개방적으

이라는 생각이 이러한 응답을 이끌어낸 것으로

로 다루어져야 하며, 평가가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분석된다.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Overholser and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덧붙여서 강한 행정

Fine(1990)은 모든 수퍼바이지가 갖추어야 할 5개

적 구조로 평가 과정이 뒷받침 될 것과 너무 이

영역의 능력을 실제적 지식, 포괄적 임상 기술,

른 평가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향이 구체적인 기술, 임상적 판단, 대인관계 속

러한 조건들은 수퍼비전 평가가 정착되어야 하는

성으로 구분하였고, Frame and Stevens-Smith(1995)

국내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는 전문 상담자로서 성공하는데 필수적인 아홉

다음으로 수퍼비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관

가지 훈련생의 기능을 오픈됨, 유연함, 긍정적, 협

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사례개념화와 상담

력적임, 피드백을 기꺼이 사용하고 수용적임, 다

의 목적 및 방향성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영향에 대한 자각, 충돌을

고 응답하였으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다룰 수 있는 능력, 개인의 책임에 대한 수용, 효

내용으로는 상담의 목적과 방향성, 사례개념화와

과적이고 적절한 느낌 표현 등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수퍼바이지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자각의

다만,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수퍼비

확장도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즉,

전 평가는 95%정도가 구두로 이루어졌고, 평가

상담자의 발달적인 주제도 수퍼비전에서 다루어

도구가 사용되거나 기록된 평가결과를 제시받은

져야 할 중요한 주제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

경우는 거의 없었다. 수퍼바이지 역시 수퍼비전에

다. 이 결과에 대해 Loganbill 등(1982)이 제시한

대한 평가를 수퍼바이저에게 구두로 표현하는 수

결과에서는 수퍼비전 관계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준에 그쳤고 심지어는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언급되었고 상담 목표 및 방향성이 두 번째의 중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퍼비전이

요성을 나타냈다. 반면, Ellis(1991)의 연구 결과에

기관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별적인 성장

서는 수퍼비전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상

을 위해 수퍼바이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담자로서의 유능감, 정서적 자각 등의 순으로 나

경우가 많고, 아직까지 수퍼비전에 대한 평가의

타나 결과상의 차이를 보였다. 국내 수퍼비전의

중요성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방법 자체가 정착되

경우 사례이해에 보다 중점이 주어져 있어 사례

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수퍼비

개념화나 상담의 목적과 방향성이 많이 다루어지

전이 정착됨에 따라 평가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

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발달적 이슈가 함께 다루

고 이를 위해서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상호

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초심상

간의 합의된 목표를 지니고, 이에 따른 명확한 평

담자와 경력상담자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도 사례

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Bernard

개념화와 상담의 목적과 방향성이 높게 나왔으나

와 Goodyear(2004)는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

경력상담자는 이와 더불어 수퍼바이지 자신에 대

하여 평가를 위한 조건으로 수퍼바이저가 수퍼비

한 인식 및 자기자각의 확장도 높은 비율을 나타

전의 불평등한 관계를 사전에 인식하고, 긍정적인

내어 상담자로서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수퍼비전

분위기에서 명확성이 있어야 하며, 수퍼바이지에

의 주요 내용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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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수준에 따라 수퍼비전의 내용이 조절되고

표설정이나 과정, 평가 등의 과정이 현재는 주로

합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명확하게 설정

수퍼바이저에 대한 선호와 관련하여 응답 결과

된 기준이 제시될 때,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비전에

를 살펴보면, 초심상담자의 경우, 수퍼비전과 준

서 기대를 확인하고 평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열정과 에너지를 보

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준 경우가 가장 좋은 요건이라고 파악하여 수

둘째, 다양한 수퍼비전 방법의 활용이 필요하

퍼바이저의 관여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다. 연구 결과 주로 완전축어록과 부분 축어록이

경력상담자의 경우, 수퍼바이지의 발달적 필요에

주요 수퍼비전의 방법을 이루고 있었으나 효과적

민감하고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지의 여부가 수

이라고 응답한 방법은 비디오테입 검토를 비롯,

퍼바이저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직접 관찰 후 피드백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수퍼

되었다. 이는 경력상담자의 경우에 상담자로서의

비전 방법은 각 방법의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다르

자신의 발달을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고, 수퍼바이지의 특성과 결합되어 다른 성과를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초심상담자의 경우 수퍼

낼 수 있으므로 수퍼바이지의 발달 수준, 인지수

비전에 대한 불안이 높고 수퍼바이저의 태도가

준, 수퍼비전의 목표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퍼비전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는 반면, 경력

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다.

상담자의 경우 발달적 목표에 맞는 수퍼비전을

셋째, 수퍼바이지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수퍼비

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수퍼비전 초

전이 필요하다. 응답 결과들을 통해, 초심상담자

기에 목표를 설정하거나 수퍼비전에 대한 방향을

와 경력상담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퍼비

설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

전의 내용이나, 선호하는 수퍼바이저의 종류 등

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수퍼비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이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이 일관된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
기 보다는 수퍼바이지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발

방향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퍼비전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앞서 살

달적 이슈가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펴본 바와 같이, 수퍼비전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때 상호간의 만족도가 높

많아지고 있는 반면 수퍼비전이 기관차원에서 체

은 수퍼비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계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개인적인 요구에 의해

마지막으로 수퍼비전 형식과 방법에 대한 다양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담

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 국내의 경우 수퍼비전

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관차원에서 수퍼비전

이 정착해 가는 과정 중에 있고, 방식에 있어서도

이 이루어지고, 수퍼비전의 과정이 행정적으로 조

다양화되지는 못하였으나 현재 기술의 발달과 함

직화되어야 할 것이다. 수퍼비전 과정의 행정적인

께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조직화라는 의미는 수퍼비전의 목표, 방법, 내용

각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

및 평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이 자격증

과성이 높은 수퍼비전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제도와 관련지어 정비되고 이렇게 정비된 기준들

으로 기대한다.

을 수피비전 기관에서 보다 공식적으로 준수할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본 연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수퍼비전의 목

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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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 수퍼비전 현황에 대한 수퍼바이

의 기능 및 과업 수행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지의 인식을 검토하여, 수퍼비전의 효율성을 높이

석사학위 논문.

고자 했다는 점, 둘째, 상담자의 경력수준에 따라

강지연 (2006). 수퍼바이지의 수치심과 수퍼비전 만

수퍼비전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어떻게 다른 지

족도의 관계에서 작업동맹 및 자기개방의 매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고 생

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각된다. 제한점으로는 첫째, 전국적인 표집을 선

김동민 (2009). 집단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가 지

정하지 못하여 수퍼바이지가 수도권에 한정하여

각하는 수치심, 애착유형, 자기효능감, 정서적

표집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방법

유대, 평가불안과의 관계: 음악치료 수퍼비전을

론으로 설문지를 통한 조사 연구를 사용하여 국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내 수퍼비전 현황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현황만

김신애 (2008). 초심상담자의 신경증 정도에 따라

을 밝혔다는 점에서 한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지각한 소집단 수퍼비전 경험차이. 성균관대학

한계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 수퍼바이지

교 석사학위논문.

들의 지각을 대표하는 결과로 일반화시키는데는

김윤주 (2004). 수퍼바이저의 과업 및 기능수행과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이는 향후 보다 정교화된

상담수련생의 수퍼비전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째, 보다 다양한 세팅의 연구 참여자들을 참석시

김진숙 (2006). 성찰적 수퍼비전 접근에 대한 이론

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지향에 따른 수퍼

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비전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

18(4), 673-694.

다. 세 번째로 상담자의 발달수준을 측정하는데

문수정, 김계현 (2000).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

한계가 존재했다. 이는 국내 상담자 발달연구가

구분석-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한국

아직 시작단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8.

다는 점과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수퍼

방기연 (2006). 상담심리사의 수퍼비전 경험에 대

바이지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로 수퍼바이저

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가 경험하는 효과성을 탐색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치료, 18(2), 233-254.

향후 연구를 통해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인

손난희 (2007). 상담수퍼비전에서 초심상담자들의

식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면 보다 정교하고 구

자기고양적 성향과 위협지각. 이화여자대학교

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사학위논문.
손보영 (2005). 상담자의 자기 고양적 편향수준에
따른 수퍼비전 피드백 수용정도. 이화여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참고문헌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수퍼비전
강성은 (2006). 음악치료 수퍼비전 현황과 수퍼바이

작업동맹과 상담자 경력 수준이 역할 어려움

지의 교육내용 요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과 수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

위논문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95-711.

강은희 (2004). 수퍼비전 스타일에 따른 수퍼바이저

송은화 (2003). 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도와 실태,

- 1924 -

유성경 등 / 수퍼비전 형식,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수퍼바이지 인식

만족도 연구: 숙련과정에 있는 상담자를 중심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0.

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13-219.

신종임 (2003). 상담경력수준에 따른 개인상담 수퍼

Bernard,

J,

M.,

&

Goodyear,

비전 교육내용 요구, 실제 및 만족도 분석. 경

Fundamentals

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ducation, Inc. Boston.

심흥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clinical

K

(2004).

supervision.

Pearson

Borders, L. D., Cashwell, C. S., & Rotter, J. C.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왕은자 (2001). 소집단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Supervision

applicants:

미치는 변인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of

R,

A

of

comparative

counselor

licensure

stud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5, 54-69.
Borders, L. D., & Leddick, G. R. (1987). Handbook of

이성원 (2006). 수퍼바이지의 인지복잡성 수준에 따

counseling supervision. Alexandria, VA: Associaion for

라 선호하는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스타일. 이

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Broder, E., & Sloman, L. (1982). A contextual

이승은, 정남운 (2003). 초심상담자의 소집단 수퍼

comparision of three training programmes. In R.

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Whiffen & F. Byng-Hall(Eds). Family Therapy

및 심리치료, 15(3), 441-460.

supervision: Recent development in practice(229-242).

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 인턴상담원이 지각
하는 개인상담 수퍼비전에서의 도움 및 아쉬

London: Academic Press.
Campbell,

T.

W.

(1994).

Psychotherapy

and

운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malpractice exposure.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17(1), 75-90.

Psychology, 12, 5-41.

최한나 (2007). 좋은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수퍼바

Ellis, M. V. (1991). Critical incidents in clinical

이지의 인식 차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supervision and in supervisor supervision: Assessing

최한나, 김창대 (2008). 좋은 수퍼비전 관계에 대

supervisory issu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한 수퍼바이지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1

342-349.
Frame, M. W., & Stevens-Smith, P. (1995). Out of

홍지영 (2005). 수퍼바이저 스타일이 수퍼비전 과정

harm's way: Enhancing monitoring and dismissal

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processes

학위 논문.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5, 118-129.

한국상담심리학회 (2005). 상담심리사 규정. 상담심

counselor

educational

programs.

Heppner, P. P, & Roehlke, H. J, (1984). Differences

리사 수첩.

among supervisees at different levels of training:

한국상담학회 (2005). 상담심리사 규정. 학회규정

Implications

집.

for

a

developmental

model

of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1),

Arthur, G. L., & Gfoerer, K. P. (2002). Training and
supervision

in

through

the

written

word:

A

7-90.
Holloway, E. L. (1988). Instruction beyond the

description and intern feedback. Family Journal:

- 1925 -

facilitative conditions:

A response to

Biggs.

상담학연구

Robiner, W. N., Fuhrman, M., & Ristvedt, S. (1993).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7, 252-258.

Evaluation difficulties in supervising psychology

Krause, A. A, & Allen, G. J (1988). Perception of
counselor

supervision:

Am

examination

interns. Clinical Psychologist, 46, 3-13.

of

Stoltenberg's model from the perspectives of

Robiner, W. N., Fuhrman, M., Ristvedt, S. L., Bobbit,

supervisor and supevisee. Journal of Counseling

B., Schirvar, J. (1994). The Minnesota Supervisory

Psychology, 35(1), 77-80.

Inventory

A

conceptual

model.

Development,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supervisory evaluation issues.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MSI):

Clinical Psychologist, 47, 4-17.

Counseling

Rubinstein, M., & Hammond, D. (1982). The use of

Psychologist, 10, 3-42.

videotape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In M.

Nelson, M. L. (October, 2002). How to be a lousy
supervisor: Lessons from the research. Paper presented

Blumenfield

at 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psychotherapy (pp.143-164). New York: Grune &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Park City,

Stratton.

UT.

(Eds).

Applied

supervision

in

Stoltenberg, C., & Delworth, U. (1987). Supervising

Olson, D. C, & Stern, S. B. (1990). Issues in the

counselors and therapists. San Francisco: Jossey-Bass.

development of a family therapy supervision
model. Clinical Supervisor, 8(2), 49-65.
Overholser, J.C., & Fine, M. A(1990). Defining the
boundaries of professional competence: Managing
subtle cases of clinical incompeten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1, 462-469.
Ray, D., & Altekruse, M. (2000). Effectiveness of
group supervision versus combined group and
individual supervis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0, 19-30.

원고 접수일 : 2009. 9.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09. 11. 9.
게재 결정일 : 2009. 12. 10.

- 1926 -

상 담 학 연 구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9, Vol. 10, No. 4, 1907-1927

A Study of the Supervisee's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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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with settlement of the counseling license system in Korea, professional needs of supervision as an essential
requirement has been increased. However, littl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evaluation of the supervision
process and methods in terms of their contribution to the supervision efficacy.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into the current state of supervision in Korea, and identify the difference of supervisee's perception
according to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Eighty two supervisees located in Seoul or Kyunggi a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upervisee's perception on the most effective form of supervision, the most
frequently discussed contents and the frequently used methods in supervision, preferred and lousy types of
supervisor, and evaluation methods used in supervision. We compared supervisee's responses according to their
level of professional development. Also, we emphasized the role of supervision to imporve supervisee's competence,
and suggested possible direction of supervision in Korea.

Key words : supervision method, supervision forms,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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